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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프랑스의 플루트 연주자이자 작곡가, 지휘자인 폴 타파넬
(Paul Taffanel)의 <Fantaisie sur le Freyschutz(마탄의 사수 주제에 의
한 변주곡)>에 대한 분석이다. 19세기 Boehm 플루트의 제작 및 개량 이
전 주법과 음색, 음량의 한계 때문에 플루트 레퍼토리가 한정되어 있었
지만, Boehm 플루트 개량 이후 악기의 표현력과 음색이 개선됨에 따라
여러 작곡가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플루트 레퍼토리가 확대되기 시작하였
다. 타파넬은 Boehm 플루트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주법을 학습하는
연습곡을 발표하였으며, 이밖에도 Boehm 플루트의 기법을 잘 활용한 플
루트 연주곡을 다수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Fantaisie sur le Freyschutz>는 타파넬이 오
페라의 주제 선율을 인용하여 작곡한 곡 중의 하나이다. 타파넬은 프랑
스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며 오페라 작품에 굉장히 친
숙하였으며, 이 때의 경험을 토대로 오페라 주제 선율을 인용한 작품을
여러 곡 발표하였다. <Fantaisie sur le Freyschutz>는 칼 마리아 폰 베
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의 주제 선율을 인용한 곡으로, 총 6개의 부
분으로 구성된다.
조성을 살펴보면, g minor로 시작하여 D Major를 거쳐 여러 다른 조
성으로 전조되어 연주하였다가 마지막에 G major로 마무리 짓는다. 화
성적으로 다채롭게 변모하며, 으뜸음과 딸림음이 강조된다. 선율에서는
Boehm 플루트로 연주할 수 있는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며, 피아노와 주
고 받으면서 대화하고 응답하는 부분이 자주 등장한다.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작품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
활용된다. 오페라 레치타티보의 현악 반주 부분이 피아노 반주로 그대로
활용되기도 하고, 이 레치타티보 선율을 변형한 형태로 플루트가 주선율
을 노래하기도 한다. 오페라의 아리아 선율을 플루트가 노래하고 상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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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 진행을 교차하면서 선율을 변주하는 등 타파넬은 오페라의 매력을
플루트 곡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본 논문은 플루트 연주자의 입장에서 <Fantaisie sur le Freyschutz>
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오페라 작품의 변주곡으로서 작품의 음악
적 및 구성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타파넬, 프랑스 음악, 뵘 플루트, 베버, 마탄의 사수
학 번 : 2016-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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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폴 타파넬(Paul Taffanel, 1844-1908)은 후기 낭만주의 시대 프랑스
음악에 기여한 플루트 연주가, 지휘자이자 작곡가이다. 그는 테오발트 뵘
(Theobald Boehm, 1794-1881)1)의 악기 운지체계를 사용하는 Boehm(뵘)
플루트의 선구자로 발전된 플루트의 음색과 기교를 보여주었고, 그에 알
맞은 곡을 작곡하였다. 또, Boehm 플루트의 운지법을 위한 연습곡2)을
출판하여 플루트 연주가들의 주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타파넬은 또한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 바그
너(Wh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 등 당대 많은 작곡가들과 적
극적으로 협업하여, 플루트의 프랑스 음악 레퍼토리를 늘리는데 힘썼으
며 프랑스 음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단원이기
도 했던 타파넬은 많은 오페라 작품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따라서 오페
라 작품을 주제로 인용한 플루트 변주곡을 많이 작곡하였는데, 이 중 가
장 대표적인 작품이 <Fantaisie sur le Freyschutz(마탄의 사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다. 칼 마리아 폰 베버(Carl Maria, von Weber,
1786-1826)의 오페라인 <Der Freischütz(마탄의 사수)> 주제를 인용한
이 곡은 원곡의 전개와는 다소 다르지만, 주제 선율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면서 동시에 음악적 완성도가 높아 지금까지 많은 플루트 연주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Fantaisie sur le Freyschutz(마탄의 사수 주제에 의한 변
주곡)>에 대한 분석 논문으로, 다음의 질문을 통해 선율·화성 중심의 이
테오발트 뵘은 독일 뮌헨에서 태어난 플루트 제작가로 플루트 악기에 대한 혁신적인 발전을 이
루어냈다. 뵘이 제작하기 이전의 플루트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운 형태였고 음색 또한 상대
적으로 약했다. 이런 약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뵘은 원추형 구멍을 원통형 구멍으로 바꾸
었으며 이런 모양과 형태는 현재까지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뵘은 손가락 구멍의
크기를 늘려 플루트의 음질과 음 전달력을 한층 개선하였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개선점 한 가
지는 뵘이 악기의 링과 키의 합리적인 체계를 고안했다는 점이다.
2) 타파넬이 작곡한 연습곡은 현재까지도 플루트 주법 연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연습곡으로 인
식되어, 많은 플루트 연주자들이 연주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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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곡 분석과 해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연주자의 입장에서 곡을 분석
하고자 한다.
첫째, 플루트 연주자이자 교사로 더 명성을 떨친 타파넬이 이 작품에
서 선보이고 표현하고자 했던 플루트의 테크닉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
째, 화려한 사운드로 유명한 이 작품이 흔히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분위
기로 대표되는 프랑스 플루트 음악의 작품 계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
고 있는가? 셋째, 조성과 템포가 수시로 변화하는 이 작품에서 연주자는
어떤 음악적 표현에 중점을 두고 연주하여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타파넬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알아보고 이 곡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다룰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의 원형인 베버의 오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선율
을 활용하여 변주되었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곡을 크게 6부분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더불어 이 곡 주제 선율의 원형인 베버의 오페라
<Der Freischütz>의 음악적 특징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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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타파넬(Paul Taffanel)의 생애
폴 타파넬(Paul Taffanel, 1844-1930)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플루트 연
주가이자 작곡가로 프랑스의 남서부 항구 도시 보르도(Bordeaux) 지역
에서 출생하였다. 타파넬은 9살 때 처음 아버지에게서 플루트, 바이올린
그리고 피아노를 배웠고 특히 플루트와 피아노에 두각을 나타냈다. 피아
노는 그와 같은 지역에 머물렀던 작곡가이자 제네바 콘서바토리(Geneva
Conservatory)에서 교수로 재직한 조셉 샤드(Joseph Schad, 1812-1879)
에게 배웠으며, 그와의 음악적 교류는 이후 타파넬이 작곡가이자 연주자,
지휘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Glick, 2014: 45). 타파
넬은 10살이 되던 해 첫 연주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며 본격적인 음악가
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1858년에는 파리음악원(CNSMDP,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의 교수인 루이 도뤼스(Louis Dorus,
1807-1880)에게 지도를 받기 위해 온 가족이 프랑스 파리(Paris)로 이사
를 하였고, 2년 후 파리음악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였다. 플루트 뿐만 아니
라 작곡에도 관심을 보였던 그는 이 학교에서 화성학, 대위법 그리고 푸
가(Fuga)를 배우며 음악적으로 더욱 발전했다. 1860년 이후에는 약 30여
년간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Paris Opéra)와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
(Société des Concerts du Conservatoire)의 수석 플루트 연주자로 활동
하며 연주자로써의 입지를 넓혀갔다.
또한 그는 고전 음악의 가치와 정신을 되살리는 데에 힘썼고,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 관악기를 위한 실내악 협회(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 de Chambre pour Instruments à Vent)를 설립하였다. 이 협회
의 주요 활동은 젊은 작곡가들이 곡을 소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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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이었으며, 협회가 존속하였던 9년 동안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곡을 발표한 작곡가로는 샤를 구노(Charles-François Gounod,
1818-1893), 생상(Charles-Camille Saint-Saëns, 1835-1921), 바그너
(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 등이 있다(Glick, 2014: 52-53).
1890년에는 그가 연주자로 활동했던 오케스트라와 파리 음악원 관현
악단에서 지휘자로 활동 반경을 확장하였고, 1893년에는 파리 음악원의
플루트 교수가 되어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대표적인 제자에는 마르셀
모이즈(Marcel Moyse, 1889-1984)와 필립 고베르(Philippe Gaubert,
1879-1941)가 있다.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고베르와 함께 <17개의 매일
손가락 연습곡(Methode Complète de Flûte)>을 작곡한 그는 연주자들에
게 플루트로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법과 연습 방법을 제시하며 지금
까지도 많은 연주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의 제자 모이즈 또한 플
루트 음악 교본과 작품을 만들었다.
1901년 병이 악화되어 1908년에 사망한 그는 연주가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후대에까지 크게 영향을 끼친 인물로 기억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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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파넬의 작품세계
1) French Flute(프랑스 플루트)의 선구자
타파넬은 프랑스 음악계에서 플루티스트, 지휘자 그리고 훌륭한 선생
으로써 많은 영향을 주었다. 타파넬은 Boehm(뵘) 플루트의 선구자로 파
리음악원에서 그의 스승 도뤼스(Dorus)에게서 처음 Boehm 플루트를 접
했다. 타파넬의 플루트 소리와 음색은 Boehm 플루트에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소리라는 평을 받았다(Blakeman, 2005). 그는 프랑스 플루트 학
교(French Flute School)을 건립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Boehm 플루트를
전파하였는데, 타파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플루트의 소리와 비
브라토를 효과적으로 연주하는 것이었다(Glick, 2014).
타파넬은 <17개의 연습곡(Methode Complète de Flûte)>을 만들어
테크닉을 연습하고 발전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그가 만든 연습곡은
악기 원통에 뚫린 구멍만 존재했던 이전 악기와는 달리 구멍을 닫아주는
키(key)가 생긴, 이전의 플루트와는 달라진 Boehm 플루트를 위한 연습
곡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Jacobus, 1990). 이 연습곡은 Boehm 플루트가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음역대의 스케일(Scale)과 아르페지오(Arpeggio)를
담고 있으며, 플루트의 모든 운지법을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담고 있
다.
또한 각각의 연습곡마다 아티큘레이션을 연습할 수 있는 8-10 가지
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모든 방면으로 연습이 가능하다. 타파넬이 연
습곡에 설명해놓은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확한 템포에 올바른 운
지법으로 연습하는 것, 모든 연습곡에 제시한 10가지 아티큘레이션을 포
함시켜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것, f(포르테), p(피아노), mf(메조포르테),
mp(메조피아노) 등 다양한 볼륨으로 연습하는 것 등인데, 그 중에서도
타파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는 맑은 소리와 음정으로 연습하
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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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넬은 또한 프랑스 작곡가의 플루트 음악 레퍼토리를 넓히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는 연주를 할 때 레퍼토리가 특정한 시대에 치우치
지 않고, 다양한 시대와 양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그는
1967년 출판사 슈뢰머(Schirmer)에서 가브리엘 포레(Gabriel Urbain
Faure, 1845-1924), 필립 고베르(Philippe Gaubert, 1879-1941) 등과 함께
“French music” 시리즈를 출판하였다. 타파넬의 플루트 곡은 플루트 연
주자들에게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모짜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의 음악만큼이나 중요한 레퍼토
리로 간주되어 많이 연주되고 있다(Glick, 2014).
타파넬은 대체로 그가 설립하고 활동한 모임을 통해 작곡의 다양한
영감을 얻었는데, 대표적인 모임으로는 실내악 협회가 있다. 실내악 협회
는 프-러 전쟁 당시 작곡가 포레, 마스네(Jules Emile Frederic
Massenet, 1842-1912) 그리고 생상(Charles-Camille Saint-Saens,
1835-1921)과 연합하여 만든 모임이다. 전쟁 당시 조직되었지만 활발히
활동을 하였으며, 단순히 독일 음악의 주도권을 거부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 음악 레퍼토리를 생산하고 프랑스만의 고유한
음악적 특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 프랑스 음악이 전반적으로 발전
하고 향상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단체는 약 70년간 유지되었으
며, 이들의 활동은 프랑스 실내악 음악의 레퍼토리에도 큰 영향을 끼쳤
다(Ambros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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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페라의 영향
타파넬은 약 30여 년간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플루티스트이자 지
휘자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오페라를 접하였다. 그가 오페라 감독을 맡고
있을 때 또는 지휘자로 활동할 때 그가 가진 오페라에 대한 열정은 엄청
났다. 예를 들어, 그는 하나의 오페라를 연주할 때 매우 많은 횟수의 리
허설을 가졌으며, 1892년 바그너 오페라 연주 일정이 계획된 뒤에는 직
접 바그너의 음악을 연구하기 위해 바이로이트 축제(Bayreuth festival)3)
로 여행을 떠났고, 1893년에는 뮌헨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Glick,
2014). 또한 그는 많은 곡들을 초연하며 그의 연주 레퍼토리를 넓혀나갔
다.
타파넬의 음악적 경력의 주요한 부분이 지휘와 교습이었던 만큼, 다
른 작곡가들처럼 많은 곡을 작곡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타파넬의
곡이 지금까지 많이 연주되고 사랑 받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French flute의 선구자로서 옥타브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거나, 다양한
스케일로 화려하게 연주하는 등 플루트의 연주 방식과 범위를 기존에 가
능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새롭게 진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만큼 타파넬 작
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플루트 곡이며, 자세한 목록은 아래와 같
다.

3) 독일 바이로이트(Bayreuth)에서 매년 7월 말~8월 말까지 열리는 축제로 바그너의 오페라 공연
이 상연되었다. 바그너는 본인의 작품들을 공개하기 위해 직접 감독을 맡아 축제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겼다. 매년 열리던 축제는 2008년 이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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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오페라 주제를 이용해 변주한 플루트 작품

오페라 곡
플루트 작품
앙브르와즈 토마스
Grande Fantaisie on Themes
(Ambroise Thomas, 1811-1896) from the opera “Mignon” by
<Mignon(미뇽)>, 1866>
Ambroise Thomas (토마스의
오페라 “미뇽”에 의한 변주곡),
1874
칼 마리아 폰 베버
Fantaisie sur le Freyschutz
(Carl Maria von Weber,
(마탄의 사수 주제에 의한 변주곡),
1786-1826)
1876
<Der Freischütz(마탄의 사수),
1821>
장 필립 라모
Fantaisie on J. P. Rameau’s „Les
(Jean Philippe Rameau,
Indes Galantes“ (라모의 “우아한
1863-1764)
인도의 나라들” 주제에 의한
<Les Indes galantes(우아한
변주곡), 1877
인도의 나라들), 1735>
레오 들리브
Fantaisie sur Jean De Nivelle
(Leo Delibes, 1836-1891)
(니벨르의 장 주에에 의한 변주곡),
<Jean de Nivelle(니벨르의 장),
1881
1880>
앙브르와즈 토마스
Fantaisie sur Françoise De
(Ambroise Thomas, 1811-1896) Rimini
<Françoise de Rimini(리미니의 (리미니의 프란체스카 주제에 의한
프란체스카), 1862>
변주곡), 1884

이와 같이 오페라 작품을 플루트로 변주시킨 다섯 작품들 중
<Mignon>와 <Nivelle>는 타파넬의 헌정 작품이다. <Mignon>는 파리
음악원 당시 사사받았던 도뤼스에게 헌정되었고, <Nivelle>는 같은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에서 활동한 플루트 연주자
요하네스 돈존에게 헌정되었다(김여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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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분석
1) 작품 개요
타파넬의 <Fantaisie sur le Freyschutz(마탄의 사수 주제에 의한 변
주곡)>은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Freyschütz)>를 변주한 곡이다.
칼 마리아 폰 베버(Carl Maria von Weber, 1786-1826)는 독일의 초기
낭만 시대 작곡가로, 1821년 완성한 오페라 <마탄의 사수>를 베를린
(Berlin)에서 초연하고 큰 인기를 얻게 되며 독일 오페라 발전에 큰 기여
를 하였다.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1810년 베버가 만하임(Mannheim)에서 머물
면서 읽었던 요한 아우구스 아펠(Johann August Apel)과 프리드리히 라
운(Fridrich Raun)의 독일 괴담 <Das Gespensterbuch(귀신 이야기 책)>
의 5권의 소설 중 한 권을 배경으로 기획하였다. 1816년 드레스덴의 독
일 오페라 극장 지휘자로 재직할 때 법률가이자 극작가인 요한 프리드리
히 킨트(Johann Friedrich Kind, 1768-1843)를 알게 되어 그에게 대본을
맡겼으며 몇 년의 연구 끝에 1821년 완성하였다. 같은 해 6월 18일 베를
린 왕립 극장(Concert House Berlin)에서 초연하였고 12월 23일까지 50
회가 넘는 공연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이후에도 수 년 동안 런던
(London), 비엔나(Vienna), 프라하(Praha), 코펜하겐(Copenhagen) 등 유
럽 각지에서 인기를 끌었고 유럽 나라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공연되기도
하였다.(Stanley, 1992)
이 오페라는 독일의 낭만 오페라를 확립시킨 작품이다. 이 오페라
의 제목은 영어로 짧고 쉽게 번역하기 어렵고 초자연적 존재와 사건들을
내포하고 자연적인 배경과 선과 대립하는 악한 세력이 등장하는 등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만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당시 오페
라는 이탈리아어가 주를 이루었는데 독일어를 사용하고 독일 민속음악과
징슈필(Singspiel)4)을 넣어 독일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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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에서 재인용)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총 3막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줄거리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제 1막은 사냥꾼 막스와 아가테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
한다. 사냥꾼 막스는 아가테와의 결혼을 꿈꾸지만 사격대회에서 킬리안
이라는 경쟁자에게 지게 되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그런 막스에게
카스파르는 마법의 탄환으로 유혹을 한다. 제 2막은 유혹에 넘어간 막스
가 카스파르를 찾아가서 악마에게 영혼을 주고 마법의 탄환을 얻게 된
다. 제 3막은 악마에게 얻은 마법의 탄환으로 사냥 대회에서 좋은 경기
를 펼치던 막스는 카스파르의 음모로 아가테에게 총을 겨눠 아가테가 위
험에 빠지게 되고 모두가 존경하는 은자가 나타나 아가테를 구한다. 자
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고백해 벌을 받고 모든 것이 지나 아가테
와 결혼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Wikipedia: Der
Freischütz(Deutsch)에서 재인용)

8세기 후반 이후 독일에서 성행한 민속적인 연극 형태로서, 이름 그대로 노래가 풍부하게 삽
입되어 있다. 독일어로 쓰여졌고, 가사와 대사로 되었으며, 희극적 내용을 지닌 것이 특색이다.
16세기경부터 북독일의 민간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엽에는 영국의 발라드오페라나 프
랑스의 오페레타의 영향에 의해 독일의 독특한 경음악극(輕音樂劇)으로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부흥하여 많은 작곡가가 이를 작곡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독일희가극이라고 하였으나 후에
징슈필로 불리게 되었다. 그 시조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J.힐러의 작품들이다. 한편 빈에서도
징슈필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1778년부터는 궁정극장(宮廷劇場)에서도 상연되고, 모차르트
는 《후궁으로부터의 도주》와 같은 뛰어난 징슈필을 작곡했다. 모차르트의 《극장지배인》이
나 《마적(魔笛)》도 근본적으로는 징슈필의 형식으로 작곡된 것이다. 그러나 징슈필은 19세기
후반에는 오페레타가 융성하게 되어 거의 쇠퇴해 버렸으나, 19세기의 독일가극에 커다란 영향
을 끼쳤다.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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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타파넬의 마탄의 사수 변주곡은 총 322마디의 환상곡으로 형식과 구
성은 다음과 같다.
<표2> Fantaisie sur le Freyschutz의 전체 구성

형식
서주부
도입부
A
a

B
C

Coda

마디
1-47

빠르기
Allegro (♩=160)
Più vivo(=120)

박자 조성
4/4 g-a-E♭-d

48-68
69-100

Adagio (♪=80)
2/4
Allegretto grazioso
(=80)
6/8
Poco Più(=88)
I〫Tempo(=80)
Andante quasi
Allegretto(=56) 6/8

b
경과구
c
c’
d

101-138
139-152
153-194
195-235
236-246 Allegro energico
(♩=152)

e
e’

247-290 Meno vivo(♩=108)
291-311
312-322 Più vivo(♩=13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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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D
D-f#
f#-b-e-D
G-D-a-G
G-F-f#-G
G
G

G

이 곡은 플루트의 레치타티보가 돋보이는 서주부, 느린 진행의 도입
부, 우아한 느낌의 A부분, 여유로운 B부분, 빠르고 테크니컬한 C부분,
그리고 Coda 총 6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분마다 빠르기 변
화가 나타나고 조성이 자주 변한다. 또한 이 곡은 베버의 오페라 <Der
Freischütz(마탄의 사수)>에서 6개의 주제를 빌려왔다. 빌려온 주제와 마
디는 다음과 같다.
<표3> 오페라 마탄의 사수에서 빌려온 주제와 적용 부분
주제
마디
제 1막 제 4장 중 막스의 레치타티보 현악 반주 1-47
서곡 중 마디 96부터 클라리넷의 선율
제 2막 제 2장 아가테의 아리아
48-68
제 2막 제 1장 중 아가테와 엔헨의 이중창
69-152
: 현악 반주 성부, 아가테의 아리아
제 3막 피날레 중 막스의 아리아
153-235
제 2막 제 1장 중 엔헨의 아리아
23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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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주부
서주부는 4/4박자 Allegro(알레그로), 빠르기 160로 빠른 진행을 보인
다. 오페라 <Der Freischütz>의 제 1막 제 4장 막스의 레치타티보 현악
반주를 동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g minor의 딸림음인 D음이 페달 포인
트(Pedal point)로 강조되어 음악에 긴장감을 더한다(마디 1-2). 마디 3
부터 페달 포인트에서 ff(포르테시모)의 하행하는 선율이 격정적인 분위
기를 더하며 마디 6에서 감7화음으로 변형한 뒤 갑자기 피아노로 음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플루트 선율이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악보1> 마디 1-3

<악보2> 오페라 악보 중 현악 부분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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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6-9는 피아노 성부는 부감7화음을 강조하여 곡의 분위기를 고
조시킨다. 마디 7-10에서 플루트는 연주되는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f(포
르테)로 연주하며 옥타브 꾸밈음을 악센트(Accent)와 함께 사용하여 단3
도 상행 선율진행하고 같은 음을 반복 연주하며 하행하는데 선율과 리듬
이 시각적으로 크레센도(Cresendo) 효과를 내어 화려한 느낌을 준다. 이
부분의 옥타브와 스케일은 뵘 플루트로 개량되어 가능해진 연주 방법으
로 옥타브 연주 시 빠른 입술 포지션 변화와 정확한 음정이 필요하고 같
은 음을 반복하는 하행 스케일 연주 시 빠른 텅잉이 요구된다. 이 부분
은 막스 아리아에서의 한탄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플루트에 알맞게 표현
한 것으로 레치타티보 형식에 맞게 자유롭게 연주하지만 긴장감을 가지
고 연주한다. 또한, 하나의 큰 프레이즈로 생각하여 연주자로 하여금 깊
은 복식 호흡5)으로 연결하여 연주하게 한다.
마디 11-17은 마디 3-9 에서 장 2도 올린 a minor로 변화를 주어 똑
같은 패시지를 반복하고 상행 반음 스케일을 넣어 다음 부분을 자연스럽
게 연결시킨다.

<악보3> 마디 4-8

5) 배의 근육을 움직여 횡경막을 신축시키면서 하는 호흡 방식으로 폐 하단 부분에 공기를 담는다
고 생각하면서 배의 공간을 측면으로 넓혀 양 옆구리까지 늘린다.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배와
옆구리와 등이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저장한 공기를 배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고르
게 사용할 수 있어야 좋은 연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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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8부터는 Piu vivo로 빠르기는 120이며 조성도 E♭ Major로 바
뀌어 초반에 긴장감 있고 격정적이며 급한 분위기를 우아하고 생동감 있
는 분위기로 전환하는데 빠른 템포이지만 온음표를 주로 사용하고 긴 프
레이즈를 사용하여 여유로운 느낌을 주는 데에 도움을 준다. ff(포르테시
모)로 연주를 시작하고 앞꾸밈음을 사용하여 서정적이지만 동시에 화려
하고 생동감이 있다. 이 부분은 음색과 비브라토(Vibrato)를 중요시 여겼
던 타파넬의 가르침이 두드러지는 부분으로 고음이 주를 이루지만 여유
롭고 적절한 비브라토와 풍부한 소리를 사용하여 잘 연결되게 연주한다.
또한, 숨이 모자라 프레이즈가 끊기지 않도록 충분한 호흡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오페라 서곡의 96마디 클라리넷에서 나타나는 선율을 동기
로 사용하고 클라리넷보다 한 옥타브 높여 연주한다. 베이스 선율은 B♭
을 강조하며 12마디 반복하다가 마디 31부터 B-C-D♭-D로 반음계적
순차 진행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악보4> 마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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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 오페라의 클라리넷 솔로 부분

마디 34에서는 페르마타(Fermata)와 함께 플루트의 스케일이 연주되는
데 마디 34 첫 박자의 피아노 화음을 플루트에 알맞게 변형시켜 자유롭
고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하지만 마디 47에서 서주부 부분이 마무리 되
므로 너무 많은 페르마타 보다는 서서히 마무리를 향해가는 느낌으로 연
주하는 것이 좋다.

<악보6> 마디 34

마디 36에서 d minor로 전조되며 독일 6화음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
은 도입부가 등장하기 바로 전의 부분으로 adagio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선율이 등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주부에 긴장감을 부여한다. 마치 카
덴차와도 같은 부분으로 격렬했던 서주부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한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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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적이고 독특한 서주부의 구성은 이 곡을 타파넬의 다른 작품은 물론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다른 작곡가들의 플루트 곡과도 차별화해준다.
프랑스 음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손꼽는 몽환적인 사운드, 분명하지 않
은 조성, 자유로운 화성 진행 등은 물론 이 곡에서도 보이지만 서주부의
격정적이고 강렬한 분위기, 분위기의 급격한 전환, 포르테가 연속으로 나
오는 플루트의 강한 선율감은 이 곡을 화려하면서도 특별한 작품으로 만
들어준다.

<악보7> 마디 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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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부
마디 48부터 시작되는 도입부는 2/4 박자 Adagio(아다지오), 빠르기
80으로 느리고 천천히 연주된다. 조성, 선율, 박자 모두 앞부분과 같은
점이 없어 전격적으로 분위기에 변화를 준다. 예를 들어, 조성은 E
Major인 원곡에서 장2도 내린 D Major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딸림화음과 으뜸화음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디 50-65는 오페라 제 2막
제 2장 아가테의 아리아를 동기로 사용하였다. 아리아의 가사는 다음을
노래하고 있다.

조용히 나의 노래를 별님에게 보내드리리!
나의 기도를 올리네 주님께
하늘 높이 날려보내리!

<악보8> 원곡의 아리아 부분

원곡 아리아의 내용은 아가테가 창문을 열고 별이 빛나는 야경에 감
동하며 사격대회를 앞둔 막스를 위해 기도하며 부르는 아리아로, molto
- 18 -

sostenuto의 p(피아노)로 연주하라는 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간절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한다. 플루트는 선율적 측면에서는 원곡
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연주한다. 피아노는 이 부
분을 p(피아노)로 연주하여 저음의 멜로디인 플루트의 연주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디 64-65의 플루트 부분을 바로 다음 마디에서 피아노가 이어받
아 연주하고 변박이 되는 부분에서 한번 더 사용하며 이어준다. 같은 선
율 속에서도 D Major - b minor -D Major로 화성이 변하는데 타파넬
의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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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부분
마디 69-152의 A부분은 6/8박자 Allegretto grazioso, 빠르기 80으로
보통 빠르기에 우아한 분위기를 준다. 오페라 제 2막 제 1장 중 아가테
와 엔헨의 이중창에서 현악 반주 성부를 동기로 하였고 원곡 A Major에
서 완전 4도 올린 D Major를 사용한다.

<악보9> 아가테와 엔헨의 이중창

이 부분은 a, b, 경과구로 구성되어 있다. a부분은 마디 70-73의 플루
트 선율이 16분음표로 이루어져 있어 빠른 진행이 나타나고, 피아노는
오른손의 8마디가 같은 음형을 반복하여 반주 느낌이 강하지만 반복되는
반음 꾸밈음이 우아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이 부분은
2개씩 슬러(Slur)로 묶여있는데 부드럽고 가벼운 텅잉으로 연결되게 연
주하는 것이 좋다. 또, 슬러스타카토(Slur-staccato)6)가 자주 등장하는데
너무 짧지 않고 연결되게 연주하는 것이 좋다.

<악보10> 마디 70-73

6) 부드럽게 음을 끊어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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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82에서 f# minor로 전조되어 a부분이 끝까지 유지되고 마디
83-86에서 플루트가 상행하고 피아노가 하행으로 연주하면서 대화하듯
선율을 주고받는다. 마디 87-88은 2개씩 묶여 있던 슬러가 4개로 묶이며
다른 부분이 나올 것을 암시한다.

<악보11> 마디 83-86

마디 90-101은 오페라의 ‘아가테의 아리아’에서 동기가 된 부분으로 e
minor인 원곡에서 장 2도 올린 f# minor로 연주된다. 서정적인 멜로디의
플루트와는 달리 피아노는 앞부분과 같이 8분음표를 연주하며 곡의 분위
기를 이어나간다. a부분이 마디 101에서 종결되고 이어서 피아노 성부가
주제를 연주하며 b부분이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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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01-104는 각 2마디씩 대조된 형태를 띠는데 F#-A#-F#-A# 순
서로 상승하는 진행을 보이다가 조성이 b minor로 바뀌고 부속 7화음으
로 순차 하행한다. 마디 104에서는 약간의 느려졌다가 마디 105에서 플
루트와 함께 연주하며 원래의 템포로 연주한다.

<악보12> 마디 101-104

마디 105-108의 피아노 베이스 부분은 순차 상행하는데 마디 78-82
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마디 107에서 e minor로 전조되며 긴장
감을 고조시키다가 마디 111에서 다시 D Major로 전조된다. 이 부분에
서 플루트는 주제가 변형된 형태로 꾸밈음과 반복되는 같은 음을 더블
텅잉 연주법7)으로 사용하고 2개씩 묶인 슬러에서 a 부분의 부드러운 텅
잉보다는 정확한 텅잉으로 연주하는 것이 좋다. 마디 109와 111은 중간
음역의 시를 중심으로 도약하는 테크닉을 넣어 화려하게 연주된다. 전체
적으로 a부분 보다 긴장감있고 테크닉에 중점을 두는 연주가 좋다.

7) ‘텅잉’이란 관악기 고유의 테크닉으로 혀를 사용해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술을 말한다. 혀
끝을 안쪽에 대고 공기를 막았다가 혀를 떼면서 ‘투(두)’라는 발음과 함께 공기를 악기 안으로
이동시킨다. 싱글 텅잉은 모든 소리를 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고, 더블 텅잉은 싱글
텅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빠른 패시지에서 쓰는 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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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3> 마디 105-112

마디 119-138까지의 피아노의 독주 연주 부분 중 마디 131은
a minor의 딸림화음인데 바로 다음 마디인 마디 132에서 단 2도 올려
동형 진행한다. 마디 133-135는 선율의 주요 음이 반음계적으로 상승하
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마디 139에서는 플루트가 저음의 선율로
연주하며 여유롭게 경과구가 시작된다. 마디 140부터 마지막 음과 다음
마디의 첫 번째 음이 타이(tie)로 연결되어 있고 마디 143은 약박에 악센
트가 있어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연주자는 정박자를 생각해 연
주해야 템포가 느려지지 않는다. 피아노 성부는 베이스와 테너가 순차적
으로 6도 병행 진행을 하고 베이스 선율은 반음계적으로 하행진행 한다.

<악보14> 마디 13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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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5> 마디 139-145

마디 149에서는 9/8박자로 변하고 마디 149-151은 3마디에 걸쳐 플루
트 선율이 아르페지오로 동형진행 한다. 또 마디 150-152는 G Major로
페르마타의 아르페지오 변형 형태를 거쳐 반종지한다.

<악보16> 마디 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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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부분
B부분은 6/8박자 Andante quasi allegretto, 빠르기 56으로 적당한 빠
르기로 연주하지만 앞부분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한다.
이 부분은 c와 c’로 나누어지는데 주제 선율은 오페라 제 3막 피날레 중
막스의 아리아에서 동기를 얻었는데 막스가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정의
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으로 행복한 결말이 있음을 암시하
는 아리아이다. 이 부분은 원곡의 B Major에서 장 3도 내린 G Major를
사용하였다.

<악보17> 오페라 막스의 아리아

마디 153-155의 e minor에서 마디 156의 G major로 전조되고 마디
157에서 플루트가 저음의 아름다운 주제 선율을 연주한다. 주제 선율 안
에 헤미올라(Hemiola)8) 리듬 형태를 넣어 차분하지만 리듬감 있는 곡으
로 연주한다. 플루트가 주제 선율을 연주할 때 피아노는 le plus doux
possible(as soft as possible)이라고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부드
러운 반주부를 연주하는데 동일한 음형을 유지하고 베이스 선율은 주요
음인 g음과 D음만이 강조된다. 이 부분의 피아노 반주는 전형적인 성악
반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 플루트가 노래하지만 이 선율의 원형이
아리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8) 그리스어 hemiolios에 유래하는 말로, 3:2의 비를 가리킨다. 원래 두 개로 나누어야 하는 길이
를 세 개의 음표로 나눈 리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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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8> 마디 153-162

마디 177-185는 피아노가 주제 선율을 이어받아 홀로 연주하는데 마
디 182에서 f# minor로 전조되고 189마디에 가서 G Major로 다시 전조
된다. 마디 185에서는 플루트와 함께 c’부분의 암시를 주고
마디 188에서부터 같은 음형을 반복하고 약간의 리타르단도를 주어
c부분이 마무리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디 전체가 슬러로 표시되어 있
지만 음형 마다 텅잉을 넣어 점점 느려지는 연주를 보여줄 수 있다. 마
디 190에서 플루트 선율이 주음을 테뉴토(Tenuto)로 눌러 연주하며 반
음계적 순차 하행 후 다시 상행한다. 마디 193의 플루트 트릴은 점점 느
려지며 마디 195로 가는 데에 긴장감을 주어 c’부분을 더 돋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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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9> 마디 189-194

마디 195부터는 피아노가 여유롭게 선율을 연주하고 플루트는 주
요음을 더욱 분할된 리듬의 테크닉으로 연주한다. 이 부분은 이
곡 전체 중 가장 어려운 테크닉에 속하는데, 부드럽고 긴 레가토
(Legato)로 연주하여 피아노의 주제 선율을 돋보이게 도와준다. 레
가토 사이에 보이는 16분 쉼표는 플루트 연주자가 호흡할 수 있도
록 배려한 것이다. 주 음이 잘 들리도록 연주하되 전체적으로 레
가토로 연주하는 것이 좋다. 마디 203부터는 주음 이외의 음이 같
은 음으로 반복되는데 슬러와 텅잉이 같은 음에 함께 있어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한다. 또한, 203-204마디 아르페지오에 앞 꾸밈음을
넣어 앞부분과 차이를 두고 더욱 어려운 테크닉으로 연주한다. 마
디 208-209에서는 플루트와 피아노가 모두 반음계적 상행 진행을
하고 마디 210-212에서는 플루트가 32분음표를 반음계로 내려오는
스케일을 홀로 연주하여 카덴짜(Cadenza)를 연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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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0> 마디 207-212

마디 213에서 다시 c’의 첫 부분을 변형하여 더욱 분할된 리듬으로
반복하고 텅잉 부분을 넣어 c부분에서 보이던 주요음을 리듬감있게 강조
한다. 또한 마디 215에서는 마디 216의 하행 스케일을 연주하기 직전 상
승 아르페지오를 넣는 식의 타파넬 작품의 대표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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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1> 마디 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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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부분
C부분은 3/4박자 Allegro energico, 빠르기 132로 d, e, e’로 나누어진
다. 이 부분은 피아노가 빠르고 힘차게 주선율을 연주하며 시작한다. 전
체적으로 4박자와 2박자 계열이던 앞부분에 비해 3박자 계열로 새로운
느낌을 준다. 마디 236-246은 G Major로 새로운 느낌의 C부분이 B부분
과 잘 연결되도록 도와준다.
마디 247은 e 부분으로 Meno vivo, 빠르기 108이다. 오페라 제 2막
제 1장 중 엔헨의 아리아를 동기로 엔헨이 결혼을 앞두고 설레지만 불안
한 마음을 담은 아리아이다. 원곡 C Major에서 완전 5도 올린 G Major
가 사용된다. 이 부분에서 피아노 성부는 폴로네이즈(Polonaise) 리듬9)
형태를 반복하여 연주한다. 플루트는 이 부분을 조금 설레이듯이 연주를
시작하는데 마디 257-260에서 espressivo(에스프레시보, 감정을 넣어)로
불안한 마음이 드러난다. 마디 261에서는 leggiero(레지에로, 경쾌하게)로
분위기가 바뀌어 경쾌하고 리듬감있게 연주함으로써 아리아에서 불안하
고 복잡한 심리를 잘 표현된다. 마디 270-273은 피아노 성부가 마디
249-252를 반복한다.

9)

폴로네이즈는 3/4박자의 폴란드의 귀족적인 춤곡을 말한다. 남성적이고 힘찬 느낌을 주는 리듬
이며, 쇼팽에 의해 고도로 예술화되며 더욱 대중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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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2> 오페라 엔헨의 아리아 중 일부

마디 278에서 새로운 반주 형태를 연주하며 Poco meno mosso로 가
는데 싱코페이션을 강조하고 minor로 연주하여 폴로네이즈 리듬의
Major였던 앞부분과 대조적인 느낌을 준다. 또, 마디 278과 282의 작은
프레이즈를 시작하는 부분이 엇박으로 악센트가 있어 감정을 더욱 호소
감있게 잘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악보23> 마디 2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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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4> 마디 275-282

마디 291부터 e’ 부분으로 e부분의 플루트 선율의 모티브가 피아노에
서 반복된다. 베이스에서는 G Major의 으뜸음이 강조되고 플루트는 16
분음표의 3연음을 반복하며 리듬감과 테크닉 뿐만 아니라 텅잉으로도 고
도의 테크닉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엇박자에 악센트가 있는 이 부분은
빠르지만 가벼운 텅잉으로 연주하는 것이 좋다.

<악보25> 마디 29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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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03은 e부분의 주제가 다시 나타나지만 Largamente의 ff(포르테
시모)와 음폭이 큰 꾸밈음을 사용해 e부분보다 훨씬 장엄하고 당찬 느낌
을 준다. 꾸준히 으뜸음을 유지하던 베이스는 딸림음인 D음을 강조한다.
마디 310부터 accelerando하여 매우 빠른 템포의 coda로 향한다.

<악보26> 마디 303-305

(6) coda 부분
마디 312-322의 coda는 piu vivo로 빠르기 132이며 G major를 유지
한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이 부분은 피아노 성부에 분산화음이 나타
나고 플루트의 선율은 화려한 스케일로 순차 상행진행을 반복하는 형태
가 보인다. 이 중에서도, 마디 316-322는 플루트 선율이 으뜸화음의 주
요음을 강조하며 하행하는데 으뜸화음의 연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피아노 선율은 플루트보다 반 박자 느린 음을 강조하는데 감7화음으로
마지막의 긴장감을 주다가 마디 319에서 플루트와 피아노가 으뜸화음으
로 만나며 해결되고 화려하게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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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7> 마디 3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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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음악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폴 타파넬은 플루트 연주자 뿐 아니라 지
휘자, 작곡가, 그리고 플루트 선생으로 활동하며 여러 방면에 중요한 영
향을 끼쳤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Boehm 플루트의 선두주자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하여 Boehm 플루트의 다양한 테크닉과 쓰임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타파넬은 Boehm 플루트의 현란한 테크닉을 보여주는 플루
트 작품을 다수 작곡하여, 프랑스 플루트 음악의 레퍼토리를 넓힌 것으
로 인정 받는다.
그가 작곡한 <Fantaisie sur le Freyschutz(마탄의 사수 주제에 의한
변주곡)>는 타파넬이 프랑스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할 당
시, 그가 직접 연주한 경험이 있던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의 주
요 부분들을 인용하여 작곡한 작품이다. 타파넬은 이 작품 외에도 여러
작품에서 오페라의 주요 선율을 인용한 곡을 작곡하였다.
이 곡은 총 6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빠르기와 조성이 일관적
으로 흘러가기보다 각 부분마다 급격하게 변화하여 이것만으로도 각 부
분이 효과적으로 구분되어진다. 오페라의 주요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인
용한 것은 아니며, 오페라의 아리아, 현악 반주, 클라리넷 솔로 등 아름
다운 선율 또는 특징적인 리듬 구성이 부분마다 등장한다.
이 곡의 조성을 살펴보면, g minor로 시작하여 D Major를 거쳐 여러
가지 조성으로 전조되었다가 마지막 Coda(코다) 부분에 G Major로 마무
리된다. 화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급격한 변화를 자주 보이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으뜸음과 딸림음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화성학의 테두
리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선율적인 측면에서는 플루트가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며 피아노와 주고받듯이 노래하는 부분이 많다.
플루트 연주자의 입장에서 이 곡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지점은, 텅잉,
비브라토, 스케일, 아르페지오 등 플루트 악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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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테크닉을 한 작품에서 모두 구현하면서도 동시에 예술적, 음악적 아
름다움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플루트 연주자에게 가장 유명한 타파넬
의 작품이 연습곡일 정도로 타파넬은 플루트 악기와 연주법에 가장 정통
한 연주자 중 하나였다. 타파넬은 뵘식 플루트의 이해가 특히 뛰어났고
연습곡에서도 선보인 뵘식 플루트의 테크닉을 이 곡에 사용하여 타파넬
이 표현하고자 했던 화려함을 극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
타파넬이 작곡한 이 작품은 처음 시작부터 전형적인 프랑스 음악과 달
리 화려하고 격정적인 선율로 시작한다거나, 저음으로 낮게 오페라의 아
리아를 연주한다거나, 상행진행과 하행진행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카덴차
같은 음향을 만드는 등의 부분을 통해 플루트의 아름다움과 기교를 여실
히 보여주고 있다. 타파넬은 프랑스 음악의 발전을 위해 실내악 협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레퍼토리 늘리는 데에 힘썼는데 이 곡 또한 프랑
스 플루트 음악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며 후대에 플루트 곡들이 발전하
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다른 작곡가들의 오페라를 활용한 작품들이 오페라의 선율을 바
로 연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선율을 인용하고 작품 전체에
오페라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데 반해, 이 작품은 오페라의 아리아,
반주부의 리듬, 솔로 악기의 선율 등이 부분적으로 스치듯이 인용되어
오페라의 색채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타파넬이 작품을
작곡하게 된 동기 부여로 이 시기에 인기를 끌던 오페라를 활용하긴 했
지만 오페라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에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며,
이보다는 플루트의 가능성과 기교를 독주 악기로서 최대한 표현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하며 변화하는 조성과 템포에 알맞게 연주하는 것이 좋다.
Boehm 플루트의 선구자이자 수많은 플루트 제자들을 양성한 타파넬
에게는 이 작품처럼 플루트가 무대에서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곡을 작
곡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생각했던 소명과 임무에 가장 적합한 일이었
을 것이다. 실제로 그가 의도한대로 화려하고 낭만적인 이 작품은 현재
플루트 연주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작품의 구성이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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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플루트의 테크닉적 특성을 함께 이해한 상태
에서 연주를 할 때 연주자는 타파넬이 의도했던 바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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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Paul Taffanel’s
<Fantaisie sur le Freyschutz>
Kyung Eun Cho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plores an analysis of <Fantaisie sur le Freyschutz>
for flute and piano of Paul Taffanel, one of the greatest flutist,
composer and conductor in France.
Paul Taffanel led the history of Silver Boehm system Flute in
mid-nineteenth century, the French Flute School refers to the use of
technique, tone, vibrato of French flutists. He wrote the <17 Daily
Exercises> for Boehm flute, provided technical practice and
development of technique. He designed the exercises covered the full
range of the Boehm flute in every scale and every arpeggio. Also, He
helped expand the French music reportoire. He wrote several works,
making additions to both flute and chamber wind reportoire.
<Fantaisie sur le Freyschutz> composed the theme of <Der
Freischütz> an opera by Carl Maria von Weber (1786-1826). Based
on his experience, by playing at the Opéra and Société des concerts
du Conservatoire as a flutist and conductor, he composed several
works of flute variations whose theme tied in with operas.
This study analyzed the forms, the melody of a flute comparing
with those of the original aria which is used as a moti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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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on of harmony, the division of rhythm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piano accompaniment.
<Fantaisie sur le Freyschutz> has in 322 subsections, formed with
6 parts including the overture, introduction, parts A, B, C and the
coda. Concerning the composition of the song, it begins with g minor
composition and moves between various compositions through D
Major, and then ends with the parallel key of G Major. Whole parts
of this song emphasizes a melody focusing on the Dominant and
Tonic scale. It has brilliant technique and divisions of sound and
ornament in flute. Also formed to allow a give and take with the
piano.
From the standpoint of flute players, the special approach is to not
lose all of the techniques that flute can perform, including tonguing,
vibrato, scale and arpezzio, but also artistic and musical beauty.
Taffanel was one of the most familiar performers with flute
instruments and how to play so much as the most famous piece for
the flute player. The work, composed by Taffanel, is not a type of
French music from the beginning, but it starts with brilliant and
passionate melodies, plays low-pitched Arias, and it shows the beauty
and skills of the flute.
This thesis was intended to analyze <Fantaisie sur le Freyschutz>
from the perspective of a flute player, and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mus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 piece as variations in
an opera.
Keywords: Taffanel, French music, Boehm flute, Weber,
Der Freischü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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