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음악학 석사 학위논문

모차르트(W.A.Mozart)의

<클라리넷 5중주>

(Clarinet Quintet in A Major “Stadler”

K.581)

연주를 위한 이해와 분석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기악전공

김 진 수



모차르트(W.A.Mozart)의

<클라리넷 5중주>

(Clarinet Quintet in A Major “Stadler”

K.581)

연주를 위한 이해와 분석

지도교수  김 영 률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기악전공

김 진 수

김진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위 원 장 윤 혜 리 (인)

부위원장 Barrie Bruce Christopher (인)

위 원 김 영 률 (인)



- i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를 작곡가의 의도를 살려 연주하

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18세기 클라리넷의 양상과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모차르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클라리넷 연주자 안톤 슈타들러(Anton

Paul Stadler, 1753-1812)와 그의 특별한 클라리넷에 대해 연구해 볼 것

이다. 이후 18세기 유럽사회의 변화와 고전주의 음악에 대하여 알아봄으

로서 작품이 작곡될 당시의 음악이 추구했던 아름다움과 주목해야할 연

주관습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면서 작곡가의 의도에 가까운 연주방향을 객관적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슈타들러는 넓은 음역을 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클라리넷을 사용했고

모차르트는 그 특별한 클라리넷의 음색에 영향을 받았다. 계몽주의 사상

은 음악을 포함한 18세기 유럽사회에 변화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바로크

음악은 쇠퇴하고, 전고전주의 음악을 거쳐 고전주의 음악이 나타나게 되

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는 고전주의 기악음악을 꽃피운 실내악

작품 중 하나로 고전주의 음악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모차르트의 의도에 가깝게 클라리넷 5중주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바셋

클라리넷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자필악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연주자의 자유도가 높다. 모차르트가 추구했던 음악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그의 다른 작품들과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시대 문헌들을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요어 : 모차르트, 클라리넷, 클라리넷 5중주, 안톤 슈타들러, 바셋

클라리넷, 고전주의 음악

학 번 : 2015-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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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서양 고전음악1)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작품의 작곡배경, 작곡당시의

음악적 관습, 그리고 추구하던 음악적 아름다움을 고려하여 작곡가가 의

도한 것에 가깝게 작품을 재현해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요소가

수반된 연주를 ‘좋은 연주’라 칭하겠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의 클라리넷 5중주2)

는 자필악보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연주의 방향을 잡기가 어렵

다. 작품을 헌정 받은 안톤 슈타들러(Anton Paul Stadler, 1753-1812)와

그가 사용했던 클라리넷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현재의 클라리넷과 여

러 가지 면에서 달랐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차르트 클라리넷 5중주

의 좋은 연주에 도움을 준다. 모차르트의 음악적 특징에 대하여 당대의

문헌과 저명한 연구를 참고하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론의 1장에서는 18세기 클라리넷의 발전과정과 함께 작곡동기를 부여

한 안톤 슈타들러의 클라리넷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2장에서는 18세

기 유럽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나타난 고전주의 음악에 대하여 먼저 알

아보고, 다이나믹, 아티큘레이션, 템포, 그리고 장식음에서 드러나는 모차

르트의 음악적 특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위의 연

구들을 바탕으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를 분석하면서 좋은 연주를

위한 객관적인 연주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친 바셋 클라

리넷에 대하여,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들에 대하

여 익힐 수 있을 것이며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를 모차르트가 의도

한 아름다움에 가깝게 연주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양의 전통적 작곡 기법이나 연주법에 의한 음악. 흔히 대중음악에 상대되는 말로

쓴다.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1999

2) 《Clarinet Quintet in A Major, K.581》, 이하 ‘클라리넷 5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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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18세기 클라리넷

하나의 기악작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특정악기에 대한 작곡가의 관심

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연주자의 능숙한 연주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악기개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차르트 또한 클라리

넷이 활발하게 개량되기 시작한 시기에 뛰어난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안

톤 슈타들러를 만나 클라리넷의 독주악기로서의 입지를 다진 역사적 작

품들을 남기게 된다. 1장에서는 먼저 18세기 클라리넷의 양상과 발전과

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모차르트가 관심을 가졌던 슈타들러의 특별

한 클라리넷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1. 1 18세기 클라리넷의 양상과 발전과정

[그림 1] 18세기 초반의 샬뤼모3), Liebav에 의한 C조 샬뤼모(위)와

Klenig에 의한 F조 샬뤼모(아래) Musikmuseet, Stockholm 소장.

3) Chalumeau. 중세유럽의 민속악기로부터 발달한 샬뤼모는 클라리넷의 전신이

다. 이 악기는 홑 리드를 사용하며 키나 벨이 없이 속이 빈 나무관에 8개의 소

리구멍만 뚫려있는 악기였다. (Oxford Dictionary of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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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고 있는 클라리넷은 샬뤼모(Chalumeau)를 전신으로 한다.

샬뤼모는 중세유럽의 민속악기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여 18세기 이르

러서는 [그림 1]과 같은 모양을 띄게 되었다. 클라리넷과 같이 악기 상부

의 틀에 리드(Reed)4)를 끼워 소리를 내었지만 배음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레지스터키(Register key, 혹은 Speaker Key)5)와 악기의 최하부에

연결하는 종모양의 벨(Bell)6)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클라리넷과 다르

다. 샬뤼모는 좁은 음역 안에서만 연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조를

연주하기 위해 다른 크기의 샬뤼모가 존재했다.

샬뤼모는 독일 뉘른베르크의 악기 제작자 요한 크리스토프 덴너

(Johann Christoph Denner, 1655-1707)와 그의 아들 야곱 덴너(Jakob

Denner, 1681-1735)에 의해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 당시의 샬뤼모는

강하게 바람을 불어넣으면 원하지 않는 배음이 났기 때문에 크게 연주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덴너 가(家)에 의해 레지스터키가 고안되

었고, 샬뤼모는 넓은 음역을 더 강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 샬뤼모의 음역

기존의 샬뤼모 음역 레지스터키가 추가된 후의 음역

4) 지중해에서 자라는 갈대의 일종인 ‘Arundo Donax’로 만들었다. 대나무와 비슷한 모양

을 하고 있지만 대나무만큼 단단하지는 않다. 1년 안에 다 자라고 수확 후 2년 정도 건

조하면 노랗게 변하고 대나무처럼 단단해진다.

(출처: http://www.the-clarinets.net/english/clarinet-reed.html, 12월 7일 접속)

5) 샬뤼모는 강하게 불면 12도 위의 배음이 났기 때문에 강하게 연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레지스터키가 생긴 후에는 버튼하나를 누르는 것으로 같은 운지법의 높은 배음

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6) 클라리넷의 아랫관 하부에 연결하는 종모양의 연결부로, 클라리넷의 낮은음을 내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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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터키를 추가한 샬뤼모의 새로운 음역은 크고 높은 소리를 내었는

데, 그 소리는 ‘클라리노(Clarino)’7)라는 밸브가 없었던 초기 트럼펫의 소

리와 비슷했다. 이후 사람들은 레지스터키를 추가한 샬뤼모를 ‘작은 클라

리노’(Clarinetto)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클라리넷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되었다. 현재까지도 레지스터키가 추가되기 전의 샬뤼모가 가지고 있던

음역을 ‘샬뤼모 음역’, 레지스터키를 통해 얻은 음역을 ‘클라리노 음역’8)

이라고 부르고 있다. 레지스터키를 기점으로 ‘클라리넷’9)으로 불리기 시

작한 것이다.

이후 클라리넷은 독일을 포함해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빠르게 개량되기 시작했다. 레지스터키를 포함해 2개의 키를 가지고 있

던 초기의 클라리넷은 샬뤼모 음역에서 클라리노 음역으로 넘어가는

B♭음과 B음의 연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번째 키가 고안되었고, 이를 통해 비교적 편하게 두 음역을 넘나들며 연

주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키를 추가한 이후 두 음역을 연결하는 문

제는 해결되었지만, 반음계를 고르게 연주할 수 없다는 숙제가 남아있었

다.

7) 트럼펫족의 악기로 오늘날의 밸브 트럼펫과는 달리 노트를 튜닝하는 데 도움이되는

두 개의 구멍만 있는 간단한 구조의 금관악기이다. 숙련 된 연주자는 바흐의 브란덴

부르크 협주곡 2번과 같은 음악에 필요한 모든 음표를 연주할 수 있다.

8) ‘클라리온 음역’이라고도 한다.

9) 현재는 이 당시의 2개의 키를 가진 클라리넷을 ‘바로크 클라리넷’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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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ection of Danish-language music textbook” (L.N.Berg, 1782) 中

[그림 3]은 3키 클라리넷의 운지법을 안내한 표이다. 그림 상단의 오선

보를 보면 반음계가 온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A♭과 E♭을 위한 네 번째 키가 추가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F#과 C#을 위한 다섯 번째 키가 추가되었다. 3키 클라리넷까지는

악기를 잡을 때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를 연주자가 자유롭게 선택했는데,

네 번째 키가 고안되고부터 현재와 같이 왼손을 위쪽으로 하여 악기를

잡는 방법이 확립되었다.10)

키를 추가하여 새로운 음을 얻게 된 것 외에도 클라리넷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었다. 마우스피스11)의 길이와 직경에 대한 연구로 인해 보

다 깨끗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악기를 분리조립 할 수 있도록

접합부를 제작하여 보다 세밀한 공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10) 임경빈, 『만하임 악파의 클라리넷 문헌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성신여자

대학교, 2001), p. 11에서 인용.

11) 진동을 만들어 악기로 전달하는 매개체로, 클라리넷의 경우 리드의 접합을 위해 평

평한 절단부를 가진 원통형 튜브의 모양을 하고 있다.

(출처: http://www.the-clarinets.net/english/clarinet-mouthpiece.html), 12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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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키 클라리넷. 12)

5키 클라리넷은 18세기 클라리넷 가운데 가장 발달된 형태로, ‘고전 클

라리넷’이라 불린다. 슈타미츠(Carl Stamitz, 1745-1801), 크롬머(Franz

Krommer, 1759-1831), 단치(Franz Danzi, 1763-1826), 모차르트를 포함

한 18세기와 19세기 초 작곡가들이 작품의 모델로 삼았던 클라리넷의 형

태이다. 유럽 각지의 클라리넷 연주자들은 자신과 악단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형태의 클라리넷을 사용하였으므로 5키 클라리넷

의 형태가 가장 진보적이었으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슈타들러와 그의 클라리넷도 마찬가지였다.

12) Albert R. Rice, 『The Clarinet in the Classical Period』, Oxford University Press,

p. 4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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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안톤 슈타들러와 바셋 클라리넷

안톤 슈타들러는 동생인 요한 슈타들러(Johann Stadler, 1755-1804)와

함께 비엔나의 황실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던 클라리넷 연주자로 1753년

비엔나 외곽에서 태어났다. 안톤이 1801년 한 잡지13)를 통해 “다양한 목

관악기를 다루는 뛰어난 음악가”라고 평가된 것과 1781년 11월 이그나츠

폰 베케14)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안톤 스스로 “우리(자신과 동생 요한 슈

타들러)는 바이올린과 비올라도 연주할 수 있다”고 적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안톤과 요한 슈타들러 형제는 악기를 다루는 뛰어난 재능을 보유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슈타들러 형제는 클라리넷 뿐 아니라 바셋 혼(Basset Horn)을 능숙하

게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바셋 혼은 18세기 비엔나에서 사용되었던

클라리넷 족(族)의 악기로 클라리넷처럼 원통형의 몸통에 마우스피스를

끼워 소리를 냈지만 클라리넷보다 컸고 마우스피스와 악기의 접합부가

구부러진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주로 F조나 G조의 바셋 혼이 사용되었

으며, 클라리넷과 비슷하지만 더 어두운 음색을 내었다. 금관악기군의 혼

과는 관계가 없지만 벨이 금속으로 제작된 것과 휘어진 모양새가 동물의

뿔을 연상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바셋 혼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을 것이

다.15) 모차르트는 1783년 자신의 세레나데(Sereneade No. 10 for Winds

in B♭ Major K.361 “Gran Partita”)에 바셋 혼을 처음 사용하는데, 이

는 1781년 모차르트가 비엔나로 이주한 이후 비엔나 황실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주자로 활동하던 슈타들러 형제의 바셋 혼 연주를 접한 이후이

다.

13) 18세기 프랑스 패션 잡지, ‘Jornal des Luxus und der Moden’

14) Franz Ignaz von Beecke(1733-1803, Germany): 18세기 독일의 작곡가이자 모차

르트와 실력을 겨룰 만큼 뛰어난 하프시코드 연주자였다.

15)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Basset_horn), 12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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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바셋 혼

클라리넷 제작자인 테오도어 로츠(Theodore Lotz, 1747-1792)16)는 바셋

혼의 어두운 음색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당시 비엔나 황실 오케스트라의

제 2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며 제 1 클라리넷을 돕는 풍부한 저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안톤 슈타들러와 함께 클라리넷의 음역을 2도 밑

의 C까지 확장시키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들은 기존의 최저음이었던 E

음17)보다 더 낮은 E♭, D, C# 그리고 C를 위한 키를 추가하여 비엔나에

만 존재하는 새로운 클라리넷을 만들게 된다. 그 당시에 이 악기는 ‘베이

스 클라리넷’, ‘바셋 클라리넷’ 혹은 단순히 ‘새로 개발된 클라리넷’으로

알려져 있었다.18)

[그림 6] 바셋 클라리넷19)

16) 비엔나 황실의 악기제작자로, 바셋 클라리넷을 고안하고 클라리넷 제작을 위한

학교를 여는 등 고전 클라리넷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17) 기보상 E음을 말한다. 앞으로 E1이라고 칭하겠다.

18) Albert R. Rice, 『The Clarinet in the Classical Period』, Oxford

University Press, p. 127에서 인용

19) (출처: http://www.sfoxclarinets.com/Stadler.html), 12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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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셋 클라리넷은 바셋 혼에 비해 곧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속으

로 제작된 바셋 혼의 벨과 달리 나무로 된 둥근 구 형태의 벨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인 5키 클라리넷의 구조에 더해 E1 아래의 저음을 위한

추가적인 키를 가지고 있었다. 1788년 2월 20일 비엔나 왕립극장에서 열

린 공연에서 바셋 클라리넷에 대한 가장 오래된 언급이 등장한다.

“황제를 섬기는 안톤 슈타들러는 황실의 악기 제작자 테오도르 로츠에 의해

고안된 베이스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과 변주곡을 연주할 것입니다. 이 악기는

일반 클라리넷보다 2음 더 낮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20)

공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연주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모차르트가 비엔나에서 그의 말년을 보내며 바셋 클라리넷의 소리를 접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슈타들러와 로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셋 클

라리넷은 비엔나 이외의 지역에는 전해지지 못했고 슈타들러의 사후에는

비엔나 황실 오케스트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모차르트는 1787년 봄에 바셋 클라리넷을 위해 작품을 스케치하는데,

미완성된 클라리넷과 현악사중주를 위한 B♭조의 알레그로21)의 악보에

는 바셋 클라리넷 음역의 D로 연주할 것을 지시하는 부분이 7번 등장한

다.

20) P. Poulin, 『The basset clarinet of Anton Stadler』, College Music

Symposium 1982, 22, p. 67.
21) “Allegro in B♭ for Clarinet and String Quartet K.516c (Anh.91)”, 93마디까지만

존재하며, 1970년 Robert Levin에 의해 완성된 버전이 출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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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Allegro for Clarinet & String Quartet in Bb Major, K.516c

(Anhang. 91) 49마디~

[악보 1]의 5번째 마디를 보면 낮은음자리표로 기보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6번째 마디와 8번째 마디를 보면 E1보다 낮은

D음이 기보되어 있는데, 이는 바셋 클라리넷으로만 연주할 수 있는 음이

다.

또한 1789년 9월 비엔나에서 쓰여진 미완성의 클라리넷 5중주(Rondo

for Clarinet Quintet in A Major, K.581a, Anhang 88)22)를 보면 바셋

클라리넷으로 연주해야하는 E1보다 낮은 E♭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두 작품의 경우를 볼 때, 비엔나로 이주한 이후의 모차르트는

여러 작품을 스케치할 만큼 바셋 클라리넷의 풍부한 음색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22)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K.581이 작곡된 1789년에 스케치된 또 하나의 클라리넷

5중주 작품으로, 102마디까지만 존재한다.



- 11 -

안톤 슈타들러를 만난 이후부터 숨을 거둔 1791년까지 모차르트가 보고

들은 클라리넷은 안톤 슈타들러의 것이었고, 안톤 슈타들러는 악기제작

자 로츠에 의해 고안되어 더 낮은 음을 낼 수 있었던 바셋 클라리넷을

연주했다. 모차르트는 바셋 클라리넷의 풍부한 음색을 위해 다양한 시도

를 했고, 그 결과물로 최초의 온전한 클라리넷 5중주이자 고전시대를 대

표하는 실내악 작품인 클라리넷 5중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모차

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를 모차르트의 의도에 가깝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바셋 클라리넷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2. 작품의 음악적 배경

2. 1 18세기와 유럽사회와 고전주의 음악

18세기 유럽사회에는 계몽주의가 중심사조로 자리 잡고 있었다. 계몽주

의는 이성의 힘으로 문화와 문명을 진보시키려는 사상과 행동을 일컫는

말로, 이를 통해 인권과 시민의 자유, 세속주의와 종교적 다양성, 개인의

윤리적 자유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게 되었

다.23)

음악에 있어서도 서서히 계몽주의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잡한

대위기법을 피해 ‘유쾌한 음의 연속과 결합으로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하

는 예술’24)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음악회의 장소 또한 교회와 궁

정에서부터 개인 주택, 살롱, 강당 등의 시민문화공간으로 점차 이동되었

다. 18세기의 작곡가들도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중적인 음악

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종교정신이 투철했던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가 종교적 성향을 띄지 않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Brandenburg, BWV1046-1051)’,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

23) 이영수. “젊은 괴테와 계몽주의”『독일학연구』, 8. (동아대학교, 1992). p.63-75 참고
24) 양일용, 『에피소드로 보는 서양음악사』, 태림출판사, 2006,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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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티타(Sonatas and Partitas for solo violin, BWV1001-1006)’, 그리고

‘무반주 첼로 모음곡(Suite for solo Cello, BWV1007-1012)’을 비롯하여

세속적 기악곡을 작곡하기 시작한 것과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 정

가극)’보다 ‘오페라 부파(Opera Buffa: 희가극)’가 더 인기를 끌게 된 것

등의 일은 18세기에 일어난 일이다.

이처럼 계몽주의로 인한 사회의 변화가 18세기 음악세계에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영향으로 인한 음악가의 입지변화는 크지 않았고,

18세기 작곡가들은 여전히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한 후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시민 혁명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체제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으며, 음악가의 지위는 여전히 낮아서 궁정이나 교회에 소속

된 일개 고용인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의 작곡가가 최고로 바랐던 것은 그와 같

은 고용인의 우두머리인 궁정 악장이라든가 대우 좋은 궁정 작곡가가 되는 것

이었다. 글룩이 오페라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

레지아의 신임을 얻어 그 궁정을 발판으로 명성을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

고, 하이든과 에스테르하지공과의 오랜 관계도 단지 귀족 집안에 고용되어 그를

위해 음악 활동을 하는 입장에 지나지 않았다. 또 모차르트가 뒷날 작곡가로서

빈에서 독립했던것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궁정 악장이 되려는 그

의 희망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행동이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음악가의 모습은 베토벤이라든가 슈베르트의 시대, 즉 우리

가 낭만파라고 부르는 이 다음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볼 수 있다.”25)

고용주에게 충성해야 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은 작곡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모차르트가 비엔나로 이

주한 이후 놀라운 음악적 성과를 이루어 낸 것도 고용주가 요구하는 보

수적이고 금욕적인 제약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음악가로 살았기 때문이

다.

25) 김승일 편저, 『문화사로부터 접근하는 서양음악사』, 예일음악사, 2006,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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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 음악은 18세기 후반에서야 확립된다. 고전주의 이전에 존재

했던 18세기 음악사조들을 간단히 나열해보면, 18세기 초반에 절정을 이

룬 바흐와 비발디(Antonio Vivaldi, 1678-1741)의 ‘후기 바로크 음악’으로

시작한다. 기교적이고 대위법적이었던 바로크 음악은 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연주하거나 즐겨듣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보편적인 음악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러한 귀족중심

음악을 탈피하고자 했던 ‘전고전주의’ 음악이 등장한다. ‘갈랑 양식’26),

‘감정과다양식’, ‘질풍노도양식’이 특징인 전고전주의 음악은 고전주의 음

악의 뿌리가 된다.27)

오페라, 오라토리오, 그리고 칸타타 등의 ‘성악음악’이 주를 이루었던 17

세기 바로크 음악과는 달리 18세기 고전주의 음악은 ‘기악음악’이 주를

이룬다. 그 이유는 악기의 발전에 있는데, 피아노포르테28)가 고안된 것,

현악기의 목과 지판이 길어지고 줄받침이 높아진 것, 클라리넷을 포함한

목관악기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금관악기의 밸브가 고안된 것 모두

가 18세기에 일어난 일이다. 개량된 악기들은 더 큰 소리를 내며 넓은

음역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장대한 교향곡의 음향을 창출할 뿐 아니

라 독주악기로도 쓰일 수 있게 되었다. 고전주의의 기악음악은 교향곡,

협주곡, 그리고 실내악이 특징적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할 기악음악은 실내악으로, 다양한 악기

구성을 통해 풍부한 색채변화를 구사할 수 있으며 작은 인원으로 독주와

합주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었으므로 18세기 중반을 지나며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했다.29) 18세기 실내악에서 주목할 점은 관악기만으로

26) 갈랑 양식(프랑스어: style galant) 또는 갤런트 양식(영어: Gallant style, Galante

music)이란 18세기 바로크 시대 이후 프랑스에서 나타난 경쾌하고 우아한 양식을

말한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Galant_music), 12월 7일 접속

27) 이명진,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1번 분석을 통한 고전주의 협주곡의 양식적 고

찰』,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14) p.6-8 참고

28) 피아노포르테(pianoforte)의 준말이다. 나무로 된 작은 망치가 강철 프레임에 고정된

피아노줄을 때려서 소리낸다. 18세기 초 이탈리아의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

(Bartolomeo Christofori di Francesco, 1655-1731)가 고안하여 독일에서 완성하였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Piano), 12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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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실내악 작품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하이든의 목관5중주

를 위한 디베르티멘토(Divertimento in B♭ Major Hob Ⅱ:46), 모차르트

의 13대의 관악기를 위한 세레나데 10번(Serenade No.10 for Winds in

B♭ Major, K.361/370a)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새롭게 나타난 목관앙

상블을 위한 음악은 일정한 형식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악기와 음악형식

을 선택하면서 누구나 쉽게 듣고 즐길 수 있도록 작곡되었다.

또한 18세기 중반에는 하이든을 통해 ‘현악 4중주’가 처음으로 등장했

다. 현악 4중주는 이후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모차르트와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에 의해 서양 고전음악의 핵심적인 양식 중

하나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악 4중주는 다른 실내악 양식을 탄생시키기

도 했는데, 현악 4중주에 피아노가 추가된 피아노 5중주나 비올라나 첼

로, 더블베이스가 추가되는 현악 5중주가 그러하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도 같은 유형으로, 현악 4중주에 클라리넷이 더해진 편성이다.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

을 받은 고전주의 음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음악을 강조

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예로는 첫째,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단순한 선율'을 사용하였다. 둘째, 4마디 단위로 ‘주제 동기 가

공작업’30)을 하여 규칙적인 흐름을 갖도록 하였다. 셋째, 1,4,5도의 주요

3화음을 중심으로 주기별로 명확한 종지를 사용하였다. 넷째, 바로크 시

대에 유행하던 즉흥연주에서 벗어나 작품을 완전히 작곡하여 연주함으로

서 일반인도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청중에게 감정적 흐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셈여림 강도를 자주 바꾸고 조절하였다. 이 다섯 가지

의 특징은 고전주의 미술의 특징으로 꼽는 5가지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31)

29) 장혜진, 『케겔슈타트 트리오를 중심으로 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작품에 관한 연

구』’ p.4-7참고

30) 제시한 주제 및 그것을 이루는 동기를 쪼개고 변형하여 이후의 음악적 진행에 사용

함으로써 작품전체에 논리성과 구성력을 더하는 기법.

31) 뵐플린(Heinrich Wölfflin, 1864-1945, 스위스의 미술사가.)은 16세기의 회화, 조각,

건축을 대상으로 해서 고전주의의 특질을 「선적성격(線的性格)」, 「평면성」,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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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하

였고, 현재까지도 선율과 형식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음악사조로 평

가받고 있다.

2. 2 모차르트의 음악적 특징

18세기 유럽사회와 고전주의 음악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다이나믹(Dynamic),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템포(Tempo),

그리고 장식음(Ornamentation)에서 나타나는 모차르트의 음악적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여 이어질 작품 분석과 연주방향 제시에 도움을 얻고자 한

다.

2. 2. 1 다이나믹(Dynamic)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고전주의 시대는 작곡가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

고 곡의 전체 분위기를 지시할 수 있도록 악보 상에 직접적으로 템포나

셈여림을 표기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18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이탈리아

용어와 그 약어가 템포와 다이나믹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표가 되었

다.32)

모차르트는 (Forte,강하게)와 (Piano, 여리게)의 두 가지 셈여림

지시만을 활용했고, 아주 드물게 (Fortissimo, 매우 강하게)나

(Pianissimo, 매우 여리게)를 사용했다. 다채로운 표현지시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에 최소한의 지시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모차르트의 셈여림

은 보다 폭넓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33)

혀진 형식」, 「다수적 통일」, 「절대적 명료성」의 5항목으로 요약하고 있다.

32) 석은정,「고전시대 연주관습에 근거한 모차르트 변주곡 K.460에 관한 연구」(석사학

위논문), (건국대학교, 2012) p. 14에서 인용

33) 히사모토 유코. 박선영 역. 『피아노 작품해설 시리즈3–모차르트』. (음악세계,

2017),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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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Leopold Mozart, 1719-1787)가 모

차르트에게 보내는 편지를 근거로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

터 셈여림에 대해 음량의 대비보다 색채의 대비를 강조 받았음을 볼 수

있다.

“f라고 적혀 있는 곳에서는 그 세기를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멋대로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특히 하나의 콘체르토 성부를 반주할 때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전혀 주의하지 않지만, 주의하지 않는다면

과장하고 만다. 정서에다 역점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때때로 있는

음은 강한 충격을 요구하고, 어떤 경우는 보통으로, 또 어떤 경우는 겨우

느낄 정도의 세기를 필요로 한다.” 34)

모차르트의 셈여림은 단순히 음량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연주하는

성부의 역할과 곡의 분위기와 색채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연주하여야한

다. 이러한 색채를 ‘빛과 그림자’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레

오폴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교본을 보면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제시되어 있는 피아노와 포르테는 매우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 …

항상 한 가지의 음색으로 연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지시가 없어도 자신의 판단으로 피아노에서 포르테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화가가 자주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빛과 그림자입니다.”35)

프리드리히 대왕의 음악교사이자 플루트 연주자였던 크반츠(Johann

Joachim Quantz, 1697-1773)의 책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좋은 연주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빛과 그림자가 언제나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상 같은 셈여림으로 음을 표현하는, 이를테면 항상 같은 색으로 연주

하는 자, 필요할 때에 음을 세게 하거나 여리게 하는 등의 표현을 잘 못하는

자는 사람을 감동 시킬 수 없다. 포르테와 피아노를 항상 교차시켜가며 연주

해야 한다.”36)

34) Eva & Paul Badura-skoda, 「모차르트 연주법과 해석」, 김성남 · 이성균 역,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1987), p. 31.

35) Mozart, Leopold. 최윤애, 박초연 역.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연주법』.

(서울: 예솔, 2010)

36) Quantz, Johann Joachim. 김선아 역. 『요한 요하힘 크반츠 플루트 연주의 예술: 18

세기 음악 입문서』. (파주: 음악세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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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차르트음악연구에서 권위 있는 음악학자 바두라 스코다 부부(Eva

& Paul Badura-Skoda)는 그들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모차르트)의 셈여림은 대부분 그 시대의 많은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오히려 색채로서의 지시이기도 했다. 피아노와 포르테는 그 당시의 미

학에서 흔히 말하는 ‘빛과 그림자’처럼 대조적으로 쓰인 것이다. 그 대조 기법

이야 말로 모차르트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애매하게 해서는 안된다.”37)

당대의 문헌과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모차르트의

와 는 ‘대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순차적으로 음량을 확

대시키거나 줄여가는 기법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는데,

스코다 부부는 “셈여림의 순차적인 변화는 일반적으로 (모차르트의 작품

연주에 있어서) 오늘날 들리는 것보다도 훨씬 드물게 나타났다.”고 언급

하며 크레센도(Cresendo, 점점 크게)와 데크레센도(Decresendo, 점점 작

게)의 활용을 경계했다. 셈여림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대비를

애매하게 만들고, ‘빛과 그림자’의 미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38)

[악보 2] Mozart Piano Sonata No.8 K.310 中

[악보 2]의 3번째 마디에서 등장하는 멜로디가 5번째 마디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3번째 마디에는 를, 5번째 마디에는 를 표기함으로

서 동일한 악구를 빛과 그림자처럼 대비시켜 지루함을 줄이고 메아리와

같은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7) Eva & Paul Badura-Skoda. 김성남, 이성균 역. 『모차르트 연주법과 해석』.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1987)

38) 히사모토 유코. 박선영 역. 『피아노 작품해설 시리즈3 – 모차르트』. (파주: 음악

세계, 2017), p. 7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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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아티큘레이션은 음악에 있어서 언어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가장 작은 세

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전달방식이다.39) 아티큘레이

션은 선율 안에서 음의 길이를 구분하는 것으로, 음악상의 호흡 관계를

보기 쉽게 표시한 ‘프레이징(Phrasing)’과는 다르다.

아티큘레이션은 모차르트의 작품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표정을 가지도록

돕고 있지만, 작곡당시에 행해지던 암묵적인 연주관행을 전제로 기입되

었기 때문에 남겨진 악보만으로는 모차르트가 원하는 아티큘레이션을 정

확하게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당대의 자료들과 연구결과들을 토대

로 모차르트의 아티큘레이션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 연주할 것인지 알

아보고자 한다.

모차르트의 아티큘레이션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할 부분은 ‘논 레가토

(non legato)’에 있다. 논 레가토는 ‘이어지지 않게’라는 뜻으로, 스타카토

(staccato)나 이음줄(slur)을 표기하지 않은 음 연주하는 방법을 일컫는

다.

“모차르트는 하프시코드의 시대에 기본적으로 행해지던 논 레가토 스타일을

고수했다. 그는 가끔 선율선을 위해 레가토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반주의 형태

를 띈 부분은 거의 항상 논 레가토로 연주되어야한다. 모차르트 시대에는 대부

분의 악구들이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논 레가토로 연주되었다. 레가토로 연주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에 가까웠다.”40)

모차르트의 악보에서는 논 레가토 기법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음표

들을 스타카토처럼 짧게 연주하거나 레가토처럼 이어서 연주해서는 안

된다. 모차르트와 동시대에 살았으며 작곡가이자 독일 할레 대학교

(Martin Luther University of Halle-Wittenberg)의 교수였던 튀르크

39) 석은정,「고전시대 연주관습에 근거한 모차르트 변주곡 K.460에 관한 연구」(석

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2) p. 17에서 인용

40) Hinson, Maurice. 『At the Piano with Mozart』 , (USA: Alfred

Publishing, 1986), p. 1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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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Gottlob Türk, 1750-1813)의 『클라비어 교본』에 의하면 스타

카토도 레가토도 아닌 평범한 주법으로 연주해야할 음은 건반을 누른 손

가락을 그 음표의 시가보다 조금 빠르게 떼야 하며, 그 길이는 [그림 7]

과 같다고 한다.

[그림 7] ‘논 레가토’의 연주법41)

논 레가토를 연주할 때 음의 길이를 조금만 길게 잡아도 레가토처럼 들

릴 수 있고, 조금만 짧게 잡아도 스타카토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적

절한 길이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모차르트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모차르트의 ‘이음줄’도 주목해야할 요소 중 하나이다. 낭만시대의 작품

들과 비교해볼 때, 모차르트의 자필악보에는 이음줄이 드물게 등장하고

그 길이도 짧으며, 여러 마디에 걸쳐진 이음줄은 극히 드물다. 낭만시대

이후의 작품에는 여러 마디에 걸친 긴 이음줄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이

음줄은 프레이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차르트는 프레이징

을 위해 이음줄을 사용하지 않았다.42)

모차르트의 이음줄은 아티큘레이션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며, 레오폴트

모차르트를 통해 어떻게 연주해야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2개, 3개, 4개 또는 그 이상의 음표가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음표들을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로 이어 노래하듯이 연주하라고 작곡가가 요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음줄로 연결된 음표들 중 가장 첫 음은 강한 악센트를

붙여서 연주하고, 나머지 음들은 이음줄로 미끄러지듯 될 수 있는 한 조용하게

연주합니다.43)

41) 히사모토 유코. 박선영 역. 『피아노 작품해설 시리즈3 – 모차르트』. (파주: 음

악세계, 2017), p. 93에서 인용

42) 히사모토 유코. 박선영 역. 『피아노 작품해설 시리즈3 – 모차르트』. (파주: 음악세

계, 2017) p. 9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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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이음줄의 가장 첫 음에 악센트를 줄 것과 이어지

는 음들을 연결하며 음량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차르트의 음악

에서 이음줄을 만났을 때에는 첫 음을 강조하고 이후 음량을 줄이고, 이

음줄의 끝 음을 매듭 지으며 다음 악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이음줄을 하나의 활로 연주하라는 의미

로 해석한다. 이음줄이 새로이 시작될 때 마다 내림활과 올림활을 교차

하여 연주한다고 생각해보면 모차르트의 이음줄 연주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악보 3] Mozart Piano Sonata No.11, K.331 中

[그림 8]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교본에 따른 연주형태

[악보 3]에는 이음줄이 두 음표, 혹은 세 음표를 묶고 있다. 이를 레오

폴트 모차르트의 교본대로 첫 음에 악센트를 주고 후에 데크레센도하면

서 연주하게 되면 [그림 8]과 같은 형태로 연주하게 되는데, 이는 바이올

린이 이음줄마다 활을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형태이

다. 모차르트의 이음줄을 연주할 때에는 위와 같이 바이올린의 활을 연

상하며 연주하면 모차르트가 생각하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살릴 수 있

다.

43) Mozart, Leopold. 최윤애, 박초연 역.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연주법』. (서울:

예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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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ozart Piano Sonata No.16 in C Major, K.545 中 2악장 1-4마디

그러나 모차르트가 여러 마디에 걸친 이음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선율을 먼저 생각해야한다. [그림 9]를 보면 1-2마디에

걸쳐 주제선율이 제시되고 있는데, 1마디와 2마디의 이음줄이 나누어 표

기되었다고 해서 다른 호흡으로 연주하게 되면 주제선율의 아름다움이

방해받게 될 것이다. 점선으로 표기된 이음줄의 형태와 같이 긴 호흡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4)

2. 2. 3 템포(Tempo)

모차르트는 “음악에서 가장 필수불가결하고 어려우며, 특히 중요한 것”

으로 템포를 꼽았다.45) 모차르트는 모든 음이 분명하게 들리는 템포를

추구했는데, 모차르트가 프렌츨(Ignaz Fränzl, 1736-1811)의 바이올린 연

주를 듣고 평가하는 편지 내용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그의 연주는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어려운 기교를 별로 좋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운 곡을 연주하면서도 그것이 어려운 곡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도 금방 흉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

44) 히사모토 유코. 박선영 역. 『피아노 작품해설 시리즈3 – 모차르트』. (파주: 음

악세계, 2017), p. 96 참고

45) 히사모토 유코. 박선영 역. 『피아노 작품해설 시리즈3 – 모차르트』. (파주: 음악

세계, 2017) p. 14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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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1악장
1번 C장조 K.279 Allegro

2번 F장조 K.280 Allegro assai

3번 B♭장조 K.281 Allegro

4번 E♭장조 K.282 Adagio

5번 G장조 K.283 Allegro

6번 D장조 K.284 Allegro

7번 C장조 K.309 Allegro con spirito

8번 a단조 K.310 Allegro maestoso

9번 D장조 K.311 Allegro con spirito

10번 C장조 K.330 Allegro moderato

11번 A장조 K.331 Allegro grazioso

12번 F장조 K.332 Allegro

13번 B♭장조 K.333 Allegro

14번 c단조 K.457 Molto Allegro

15번 F장조 K.533/494 Allegro

16번 C장조 K.545 (Allegro)

17번 B♭장조 K.570 Allegro

18번 D장조 K.576 Allegro

겠지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짜입니다. 게다가 그는 매우 아름답고 부드러운

소리의 소유자입니다. 음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아 모든 음이 들립니다. 모든

음이 명쾌합니다. 활을 올릴 때나 내릴 때나 단숨에 깔끔한 스타카토가 나옵니

다.46)

위와 같이 모차르트는 정확하고 깔끔하게 들리는 연주를 선호했다. 자

신의 기교를 과시하기 위해 빠른 템포를 설정하거나, 리듬이나 멜로디를

섬세하게 표현하기에 너무 빠른 템포를 설정한다면 모차르트가 선호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연주가 될 것이다.

18세기 작곡가들은 빠르기말을 통하여 원하는 템포와 곡의 분위기를 나

타내었는데, 메트로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곡가가 원하는 정확

한 템포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표 1] 모차르트 피아노 소타나 전곡 1악장 템포 비교

46) 상게서, p. 14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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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악장은 대부분이 Allegro의 빠르기말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같은 템포로 연주한다면 작품의 아름다움

을 잃게 될 것이다. 같은 빠르기말 안에서도 다양한 속도로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곡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모차르트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살

릴 수 있는 템포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 연주의 필수요소이다.

작곡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곡 분위기를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con spirito(활기차게), maestoso(장엄하게)와 같은 나타냄말을 보태서 사

용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표기법은 낭만시대로 가면서 더욱 자세해졌다.

2. 2. 4 장식음

장식음에는 앞꾸밈음(appogiatura), 뒤꾸밈음(after note),

돈꾸밈음(turn), 잔결꾸밈음(mordent), 트릴(trill) 등이 있는데 모차르트는

이런 장식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모차르트의 음악적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식음을 모차르트의 의도에 맞게

연주하는 것은 좋은 연주의 필수요소이다.

장식음은 같은 유형의 것이라고 해도 사용되는 부분의 템포, 앞뒤의

음형, 음악적 분위기 등에 의해 연주법이 달라지므로 일정한 법칙을

찾아낼 수는 있으나 정답을 얻을 수는 없으며 결론적으로 연주자의

취향이 드러나게 된다. 모차르트의 시대에는 악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즉흥적인 장식도 일부분 행해졌으니, 일정한 법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연주자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식음의 종류

중에서도 클라리넷 5중주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앞꾸밈음과 트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앞꾸밈음은 일반 음표를 수식하는 장식음으로, 일반 음표 앞에 작게

표시된다. 이 때 일반 음표는 본음이라고 부른다. 앞꾸밈음을 만나면

첫째로 앞꾸밈음을 연주할 때 본음의 박자 안에서 연주할 것인가, 혹은

본음 전의 박자에서 연주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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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에는 본음의 길이가 짧아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본음 전의

음악에 영향을 주게 된다. 모차르트와 동시대에 살았던 튀르크의 저서를

통해 선택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앞꾸밈음은 직후에 이어지는 음을 장식하며, 그 길이는 직후의 음으로부터

얻는다. 앞꾸밈음의 대부분은 보통 커다란 음표 앞에 하나의 작은 음표를 붙여

표기하는데, 악곡에 보다 많은 매력과 활기를 불어넣고 선율을 유창하게 만들며

불협화음을 도입함으로써 화성을 한층 더 다채롭게 한다. 현재 앞꾸밈음은

음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불협화음이 좀처럼 사용되지

않던 예전에는 그 사용이 매우 드물었다.47)

튀르크는 앞꾸밈음의 길이는 직후의 본음에서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모차르트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앞꾸밈음도 이와 같이 본음의 박자

내에서 연주한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그림 10] 앞꾸밈음의 길이에 따른 연주예시

앞꾸밈음을 본음의 길이 안에서 연주할 경우, [그림 10]과 같이

앞꾸밈음의 길이를 고려하여 따라 연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47) 상게서, p.11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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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꾸밈음은 본음과 그 위아래 음으로 꾸며지는 장식음으로,

기호로 표시한다. 하나의 음 위에 표시된 돈꾸밈음은 본음보다 한

음 위에서 시작하여 본음을 거쳐 한음 아래로 내려온 뒤 다시 본음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취한다. 튀르크는 돈꾸밈음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데라토, 아다지오, 프레스토의 경우에 따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1] 튀르크에 의한 템포에 따른 돈꾸밈음의 연주예시

돈꾸밈음이 두 음 사이에 붙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두 음 중

뒤의 음이 연주되기 전에 빠르게 연주하도록 한다.

[그림 12] 두 음 사이에 붙는 돈 꾸밈음의 연주예시

모차르트는 자신의 작품에서 돈꾸밈음을 자주 사용했지만, 기호 대신

다수의 음으로 이루어진 앞꾸밈음의 형태로 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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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의 장식음을 논하며 트릴을 빼놓을 수 없다.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에서 트릴을 이야기할 때 본음에서 시작하느냐, 본음보다 한 음

높은 음에서 시작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자주 다루어진다. 이에 대해

바두라 스코다 부부는 본음보다 한 음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원칙으로

여겨지지만, 본음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48)

➀ 트릴의 바로 전음이 본음보다 한음 높고, 두 음이 레가토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➁ 트릴 전에 약박에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모양의 돈꾸밈음이 등장할 때

➂ 불협화음의 트릴일 경우

➃ (피아노) 왼손 저음에서 등장하는 트릴인 경우

➄ 상승하는 음계, 혹은 상승하는 프레이즈의 종결에 붙은 경우
➅ 트릴 전 음이 같은 음이고, 약박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➆ 트릴이 여러음에 걸쳐있는 경우

위의 예시는 설득력 있으나,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본음에서, 혹은 본음 위에서 시작하는 트릴을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한다. 또한 트릴은 가능한 많음 음을 넣어 연주하는 것이

좋지만, 간혹 음이 너무 많아 음악적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반대로

음이 너무 적어 음악적 긴장감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음악적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는 방향으로 트릴을

연주해야한다.

48) 상게서, p.1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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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분석 및 연주방향 제시

3. 1 작품개요

1789년 작곡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는 클라리넷 연주자 안톤 슈

타들러에게 헌정된 작품으로서 ‘슈타들러’라고 불리기도 한다. 클라리넷

과 현악기 사이의 균형 잡힌 선율 구조가 뛰어나며 체계적인 형식 속에

서 아르페지오, 도약과 같은 클라리넷의 다양한 기교적 표현을 충분히

나타내었다. 이로 인해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세련된 기품과 클라리넷

의 부드러운 표현력을 종합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49) 음악

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클라리넷과 현악사중주가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

서 이 작품은 더욱 특별하다. 1789년 9월에 작곡된 이 작품은 그 해 12

월 22일 비엔나에 있는 부르크 극장에서 슈타들러의 클라리넷 연주로 초

연되었다.50)

모차르트 클라리넷 5중주의 자필악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슈타들러가 그의 두 작품에 대한 자필악보를 소유 중이었고 모차르트의

사후에 그의 아내 콘스탄체가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슈타들러는 독일

여행 중 도둑맞았다고 말했다고 한다.51) 현재에는 초기사본과 초판 인

쇄 악보에 의존하여 정리된 Breitkopf & Härtel 사(社)의 ‘Alte

Mozart-Ausgabe‘52)판 악보를 사용하여 연주하고 있는데, 이는 슈타들러

가 사용하던 바셋 클라리넷이 아니라 A조의 클라리넷으로 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필악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슈타들러가 바셋 클라

49) 김방현 역, 『작곡가별 라이브러리- 모차르트 II』(서울: 음악세계, 2001), p.

46-47.

50) 김인호, 『18세기 클라리넷 역할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2010), p. 30에서 인용

51) (출처: https://www.britannica.com/topic/Clarinet-Quintet-in-A-Major-K-581), 12

월 7일 접속

52) 1877년부터 1883년까지 Breitkopf & Härtel 사에 의해 출판된 첫 번째 모차르트의

전곡악보집이다. 1910년까지 증보판이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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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넷을 사용했고 클라리넷 5중주 이전에도 바셋 클라리넷과 현악 4중주

를 위한 스케치가 시도되었다는 점과 Alte Mozart-Ausgabe판 악보에서

바셋 클라리넷으로만 연주할 수 있는 E1음 보다 아래의 음에 대한 부재

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도약을 상당부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자필악보는 바셋 클라리넷을 위하여 작곡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하

다. 독립적인 음악가로 일하던 모차르트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슈타들러

만이 사용하던 바셋 클라리넷이 아닌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클라

리넷을 위한 버전으로 초판을 인쇄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모차르트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던 18세기 음악세계의 가장

후반부를 살며 고전주의 음악의 꽃을 피웠다. 위에서 이미 알아본 고전

주의 음악이 지향하던 음악적 아름다움과 모차르트의 음악적 특징을 중

심으로 이 작품을 분석하고, 바셋 클라리넷의 음역을 고려하여 클라리넷

파트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연주방향을 제시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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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제시부

제 1주제 부 (A장조) 1-18

경과부 19-41

제 2주제부 (E장조) 42-64

소 종결부 65-79

발전부

도입부 80-82

제1부분 83-98

제2부분 99-114

재현부

재현부 예비

(A장조)
115-117

제 1주제 부 118-125

경과부 126-147

제 2주제 부 148-168

코다 169-196

3. 2. 작품분석 및 연주방향 제시

3. 2. 1 1악장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의 1악장은 고전주의 시대의 다악장 작품 중

1악장이 취하는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A장조의 4/4

박자, Allegro의 빠르기로 진행되며 총 196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형식구

성과 조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1악장 형식단락 분류

곡을 연주하기에 앞서 템포를 설정하는 일은 연주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악보 상에는 1악장의 템포를 Allegro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듯이 모차르트의 시대에는 메트로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템포를 설정하기에 앞서 곡의 분위기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클라리넷 5중주와 비슷한 구성의 현악사중주 작품들, 그 중에서도

Allego로 시작하는 1악장을 가진 작품들의 BPM53)을 살펴보면 가장

53) Beats Per Minute, 메트로놈 템포는 1분에 울리는 횟수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BPM

100은 1분에 100번 울린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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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곡은 ‘라단조의 현악사중주(String Quartet n. 15 in D minor, K.

421)로, 평균 =90 BPM으로 연주되었다. 가장 빠른 곡으로는 ’라장조

의 디베르티멘토(Divertimento in D major, K. 136)‘로 평균 =146

BPM으로 연주되었다. 같은 Allegro라도 50 BPM 이상이 차이 나게 연

주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Allegro라고 해서 무조건 빠르게 연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두 현악사중주 사이에는 약 50 BPM의 차이가 있

으나 비교하여 들을 때 두 작품 모두에서 경쾌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

다. 단순한 선율, 규칙적 흐름, 명확한 종지 등을 통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음악을 추구했던 고전주의 음악의 특징과 모든 음이

정확하고 깔끔하게 연주되기를 원했던 모차르트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모차르트의 작품에서는 청중이 멜로디, 리듬, 화성적인 부분을 인지하

고 함께 편안히 노래할 수 있는 템포를 설정해야 한다.

모차르트의 현악사중주에서는 제 1 바이올린 혹은 제 1,2 바이올린이

함께 분명한 주제선율을 연주하고 나머지 파트가 알베르티 베이스처럼

선율을 화성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가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클라리넷

5중주의 제 1주제를 보면 1-4마디까지는 오르간으로 코드를 누르듯 정

확히 같은 리듬 안에서 움직이며 화성진행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악보 4] 1악장 1-7마디

이 때문에 주제선율에 의한 수평적 진행보다는 동시에 변화하는 화성의

수직적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제 1주제의 특성을 분

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느린 Allegro로 연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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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차르트가 이 작품을 쓰면서 모델로 삼았던 슈타들러의 바셋 클

라리넷은 현대 클라리넷처럼 모든 음을 쉽고 고르게 연주할 수 없었다.

몇몇 음은 복잡한 손가락의 조합으로만 낼 수 있었으며, 당연히 현대 클

라리넷에 비해 어려운 운지법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 슈타들러가 얼마

나 능숙하게 자신의 악기를 다루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비교적 빠른 Allegro로 1악장을 연주했었다면 음 이탈과 함께 관

중들에게 불안함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필자는 =116-126 BPM 사이에서 연

주할 것을 제시한다. 현대 클라리넷으로 =126 BPM 이상 연주하는 것

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126 BPM 이상으로 빠르게 연주하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제 1주제의 화성진행감이 옅어지고, 1악장 전체에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들이 다소 가볍게 들릴 수 있다. 반면 =116 BPM 이하

로 연주하게 되면 모차르트가 Allegro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밝고 경

쾌한 느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림 13] 1악장 7-9 마디, 클라리넷 선율

[그림 13]은 7-9마디에 등장하는 클라리넷 첫 선율이다. 7마디에서 상

행해서 8마디 첫 번째 박자의 기보음 F음으로부터 규칙적으로 하행하고

있다. 9마디의 첫 번째 박에 등장하는 C음은 규칙적으로 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상행한다는 점이 자연스럽지 않다. 여기서 클라리넷 5중

주 작품을 통틀어 처음으로 모차르트가 바셋 클라리넷을 염두에 두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가 작곡되던 1789년 슈타

들러의 바셋 클라리넷은 기보상의 최저음 C를 낼 수 있는 상태였다. 만

약 바셋 클라리넷으로 [그림 14]와 같이 연주했다면 비교적 자연스러운

음 진행과 함께 더욱 풍부한 음색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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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악장 7-9 마디, 클라리넷 선율 (바셋 클라리넷)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바셋 클라리넷이 복원되었는데, 유명 연주자들이 복원된 바셋 클

라리넷으로 녹음한 클라리넷 5중주를 들어보면 9마디의 첫 번째 C음을

한 옥타브 밑, 즉 바셋 클라리넷의 최저음 C를 사용하고 있다. 한 음의

음고가 바뀌었을 뿐임에도 바셋 클라리넷의 포근하고 중후한 음색은 곡

의 색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바셋 클라리넷을 통하여 클라리넷

5중주를 연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C음을 연주할

때 분명하고 또렷한 소리를 내기보다는 입 안 공간과 목을 넓게 가지고

충분한 호흡을 통해 한 옥타브 밑의 음을 연주하듯 풍부하고 울림 있는

소리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모차르트 시대의 연주관습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 13]

의 선율에 등장하는 이음줄도 첫 음에 강세를 주고 곧 데크레센도하며

이음줄 하나를 하나의 활로 생각하여 연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연주관습은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연주법』에서 참고한 만큼, 바

이올린의 연주기법 그대로 클라리넷에 적용하게 되면 선율의 연결 끊어

져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될 수 있다. 내림활과 올림활을 교차시켜 연주하

는 바이올린에 비해 클라리넷은 한 번의 호흡이 다하면 새로운 호흡을

마셔야한다. 호흡을 들이 마시는 시간 동안은 음이 끊어질 수밖에 없으

므로 한 번의 호흡에 하나의 프레이즈를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런 주법의 차이는 클라리넷이 바이올린에 비해 더 길고 일정한 프레이징

을 가지게 한다. 클라리넷으로 당시의 이음줄에 대한 연주관습을 표현하

기 위해서는 다시 호흡을 마시지 않고도 쉽게 음에 강세를 줄 수 있는

‘텅잉’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림 13]의 선율 전부를 하나의 라인으로 생

각하고 한 호흡 안에서 연주하되 이음줄이 바뀔 때마다 첫 음에 가벼운

텅잉을 해준다면 선율의 연결을 살리면서 당시의 연주관습에도 충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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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를 할 수 있다.

또한 선율이 2마디에 걸쳐 산과 같은 모양새를 띄고 있는데, 이는 [그

림 15]와 같이 1악장 전체에서 모든 악기를 통해 계속해서 제시되는 주

제선율이므로 이를 처음 연주하는 클라리넷이 어떻게 연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 15] 1악장 17-19마디, 제 1,2 바이올린 선율

선율이 규칙적으로 상승하여 빠르게 하강하는 모양을 띄고 있는데, 이는

마치 등산의 과정과도 비슷하다. 필자는 이 두 마디에 걸친 선율을 연주

할 때 첫 마디에서는 크레센도를 통해 상승하는 선율에 힘을 싣고, 산의

정상과도 같은 두 번째 마디의 첫 음에 작은 강세를 준 뒤 데크레센도하

며 다음 마디에 이어지는 선율에 자연스레 넘겨주도록 연주할 것을 제시

한다.

[그림 16] 1악장 19-20마디, 클라리넷 선율

[그림 16]의 첫 번째 마디를 보면 앞꾸밈음이 등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음인 C의 박자 내에서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꾸밈음

이 32분음표로 되어있으니 그 만큼의 음가를 본음에 섞어 연주해주면 된

다. 이를 악보로 표기하면 [그림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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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앞꾸밈음을 본음에 포함하여 표기한 1악장 19마디, 클라리넷 선율

[악보 5] 1악장 33-43마디

35-38마디를 보면 같은 악구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비를 통한 아름다움을 위하여 각 악구의 다이나믹에 대비를 주어 연주

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악구는 로, 두 번째 악구는 로 연주하고

39마디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짧은 악구에서 [그림 18]과 같이 거꾸

로 대비를 주어 40마디의 를 연주할 것을 제시한다.

[그림 18] 1악장 39마디, 악구의 반복 시 다이나믹 대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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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마디의 클라리넷 선율을 보면 논 레가토로 연주하도록 지시된 부

부분이 처음 등장한다. 논 레가토는 작품 전체에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

문에, 이 부분에서 논 레가토의 길이를 잘 설정해야한다. 긴 스타카토의

느낌으로 연주하되 강하게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클

라리넷 연주자는 39마디를 레가토로 연주하고 40-41마디를 논 레가토로

연주 한다. 그 이유로는 먼저 클라리노 음역에서 텅잉을 통해 약 =

120 BPM으로 16분음표를 연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

다.54) 연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지저분하고 강하게 들리기 쉽다. 또

35-36마디, 37-38마디, 40-41마디에 기보된 것처럼 두 마디 단위로 음악

이 흘러가고 있는 것에 반해 39마디는 짝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는

40-41마디가 더 극적인 음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삽입된 악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9마디는 37-38마디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레가토로 연주되어온 35-38마디와 같이 39마디도 레가토로 연주

하고, 40-41마디를 논 레가토로 연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필

자는 39마디 첫 번째와 세 번째 박에 현악기를 통해 주어지는 강세를 따

라 2박자를 잇는 이음줄을 만들어 연주하고 40마디를 향해 크레센도 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 물론 40-41마디는 논 레가토로 연주한다.

[악보 6] 1악장 33-43마디, 필자의 표기 포함

54) 클라리노 음역은 약 700-1000HZ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리드가 이와 같이 떨리

기 위해서는 호흡을 통한 압력이 필요하다. 압력이 리드에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텅잉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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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마디에는 바셋 클라리넷의 흔적이 다시 한 번 등장한다. 클라리넷

이 40마디의 첫 번째 음인 기보음 C음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강하다가

41마디에서 다시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 1, 2 바이올린과 비올

라가 상행하며 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제선율인 클라리넷은

반진행하여 주는 것이 화성학적으로 자연스럽다. 바셋 클라리넷으로 연

주할 경우 41마디에서 계속적으로 하행하여 최저음 C에 도달할 수 있다.

41마디에서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음색을 통해 선율을 끌고 갈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음색을 어둡게 하여 상행선율의 느낌을 약하게 하여야 한다.

[악보 7] 1악장 62-64마디

64마디에서는 이 작품의 첫 번째 트릴이 등장한다. 모차르트의 작품에

서 트릴은 위보조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55), 이 부분에는 위

에서 살펴본 바두라 스코다 부부의 예시를 적용할 수 있겠다. 63마디에

서 클라리넷이 상행 음계를 연주하고 있고 64마디의 트릴이 그 종결음에

서 시작되므로 위보조음이 아닌 본음, 즉 기보음 A에서부터 트릴을 시

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5) 석은정,「고전시대 연주관습에 근거한 모차르트 변주곡 K.460에 관한 연구」(석사학

위논문), (건국대학교, 2012) p. 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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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1악장 73-74마디

74 마디의 트릴도 직전에 같은 음이 약박에서 등장하므로, 본음에서 트

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보 9] 1악장 75-79마디

[악보 9]는 발전부로 넘어가기 전 등장하는 소종결구의 끝 부분이다. 75

마디부터 제 1주제의 멜로디가 제 1, 2바이올린으로부터 시작되어 확대

된다. 이는 1악장을 구성하는 가장 큰 동기로서, 78마디에 이르러서는 트

릴을 동반한 점 8분 음표의 경쾌한 멜로디로 이어진다. 77마디에 등장하

는 클라리넷은 이 주선율을 돕는 대선율의 성격으로 연주되어야한다. 78

마디 클라리넷 악보를 보면 16분 음표로 구성된 악구가 논 레가토로 쓰

여 있는데, 이미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악보대로 모든 음을 논 레가토로

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네 대의 현악기가 함께 로 연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강하게 연주해도 음악을 방해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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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 할 수 있다면 모든 음을

논 레가토로, 혹은 [그림 19]와 같이 이음줄을 동반한 논 레가토로 연주

할 것을 제시한다.

[그림 19] 1악장 77-79마디, 이음줄과 논 레가토의 병행 예시

[악보 10] 1악장 80-92마디

80마디부터 발전부의 시작을 준비하여 83마디에 이르러서는 5도위의

E장조에서 발전부가 시작된다. 제 1주제와 같이 수평적인 선율의 진행보

다는 현악기와의 수직적 앙상블을 고려하며 연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다. 좋은 앙상블을 위해서는 81-82마디의 8분 음표를 가지고 함께 카운

트하여 현악기, 특히 비올라와 첼로와 동시에 음을 바꿀 수 있도록 사전

에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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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마디 클라리넷 선율에 등장하는 트릴은 기보 상 B♭- A♭- G로 이

어지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본음에서 트릴을 시작하는 것이 좋

다.

[악보 11] 1악장 98-105마디

99마디부터 시작되는 발전부의 절정에서는 모차르트가 이 작품을 바셋

클라리넷을 위하여 작곡하였음을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2마디 단

위로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던 선율은 103마디와 105마디의 첫 번째 음인

D음에서 흐름을 거스르고 잠깐 상행하게 되는데, 현악기들이 2마디 단위

로 클라리넷과 맞물려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클

라리넷과 현악기 사이에 앙상블이 깨어진 것처럼 들릴 수 있다. 바셋 클

라리넷으로 연주한다면 99마디의 첫 A음을 최저음 C음로 연주함으로써

2마디 단위로 움직이며 현악기와 호흡할 수 있다. 현대 클라리넷으로 이

부분을 잘 살려 연주하려면 99마디부터 110마디에 이르기까지 마디의 첫

음을 강조하여 현악기가 가지고 있는 를 함께 표현하여 주고 바로 이

어서 연주되는 음을 약하게 연주함으로서 흐름에 반하는 느낌을 최대한

감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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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1악장 141-149마디

143마디에는 돈꾸밈음이 음표의 형태로 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음의 박자 안에서 연주되어야 하므로 빠르고 분명하게 손가락을 움직

여서 본음을 포함해 4개의 음이 모두 들리도록 해주어야 생동감 있는 꾸

밈음의 효과를 볼 수 있다. 144-145마디에서는 같은 악구가 동일하게 반

복되고 있다. 악보 상으로는 144-145마디의 각각 3번째 박에서 현악기들

이 를 연주하고 있고 146마디의 악상이 로 적혀 있기 때문에 다이

나믹으로 대비를 주기 보다는 본인이 가진 테크닉 안에서 [그림 20]의

예와 같이 144마디와 145마디의 아티큘레이션을 다르게 연주함을 통해

대비감을 줄 것을 제시한다.

[그림 20] 1악장 144-145마디, 반복되는 악구에서의 아티큘레이션 변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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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1악장 182-190마디

182마디에 등장하는 트릴은 2개의 16분 음표로 구분되어있는 듯 보이지

만, 연속된 두 개의 16분 음표는 뒷꾸밈음으로 트릴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트릴이 붙은 본음만 보면 E-F-G-A-B-C 까지 순

차적으로 상행하고 있으므로, 스코다 부부 예시의 연속된 트릴의 경우에

적용하여 본음에서 시작하여 상행하는 음계를 들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185마디와 187마디에서는 첼로를 제외한 세 대의 현악기가 2번째 박에

를 연주하고 있으므로 185마디의 최저음 F와 187마디의 A음을 조금

더 강조하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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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1악장 187-197마디

190마디의 클라리넷 선율은 바로 전 마디에서 상행하는 바이올린의 에

너지를 받아 논 레가토로 연주해야하며, 190-191마디는 비올라와 첼로가

연주하지 않고 제 1,2바이올린도 스타카토를 연주하고 있므로 클라리넷

도 비교적 짧은 논 레가토를 사용하여 가벼운 분위기를 연출하면 효과적

이다.

192마디의 트릴은 E-D-C의 하행 선율을 얻기 위해 윗보조음인 E음부

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후 193마디부터는 이전의 소종결구와 같이 현악앙상블이 연주하는 제

1주제의 선율이 클라리넷의 대선율과 함께 등장한다. 따라서 이전에 제

시한 바와 같이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 할 수 있다면 논 레가토로, 혹은

[그림 21]과 같이 이음줄을 동반한 논 레가토로 연주할 것을 제시한다.

[그림 21] 1악장 195-197, 이음줄을 동반한 아티큘레이션 변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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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A 1-19

B
b1 20-26

b2 27-50

A 51-69

B1 70-76

Coda 77-85

3. 2. 2 2악장

2악장은 3박자 계통의 느린 음악으로 2부분 형식의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다. 4악장 중 유일하게 D장조로 시작하는데, 이는 A장조의 버금딸림

조로 긴장을 이완하는 효과를 준다.56) 주로 클라리넷이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곡을 이끌어 나가며 현악앙상블이 잔잔히 뒷받침한다. 모차르트

의 클라리넷 협주곡과 함께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2악장으로 손꼽히며,

연주자의 숙련된 소리와 호흡의 컨트롤이 요구된다. 형식구조는 아래 표

와 같다.

[표 3] 2악장 형식단락 분류

56)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Subdominant), 12월 7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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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2악장 1-7마디

2악장의 빠르기말은 ‘Larghetto’로 표기되어있다. 이는 ‘Adagio(조금 느

리게, 섬세하고 표현력있게)’와 ‘Largo(엄숙하고 느리게)’의 사이로,

Adagio보다는 느리지만 Largo보다는 빨라야한다. 모차르트의 ‘현악사중

주 내림 바장조(String Quartet in B Flat Major K. 589)’의 2악장 에도

Larghetto가 기록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50-60 BPM 안에서 연주

되고 있었다. 그러나 관악기의 특성상 클라리넷이 현악기에 비해 긴 음

악적 호흡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큰 무대에서 연주하는

클라리넷 협주곡의 2악장과는 달리 작은 편성의 실내악으로 더 밀접하게

관객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살려 =42-48 BPM으로 연주

하는 것이 클라리넷 5중주의 2악장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템포가 될 것이다.

2악장의 첫 부분에는 제 1,2 바이올린에 con sordino, 즉 약음기를 끼고

연주할 것을 지시하고 있고, 1악장과는 달리 현악기 모두가 알베르티 베

이스의 형태로 화성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클라리넷의 선율만을 극

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p라고 적혀있지만 연주자는 조금 더 크게 연주할

필요가 있으며 호흡을 충분히 가지고 노래하여 도중에 음색이 흔들리거

나 연결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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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2악장 15-26마디

19마디에 등장하는 앞꾸밈음은 마찬가지로 본음의 박자 안에서 연주해

주어야 하며, 앞꾸밈음이 가진 16분 음표의 음가를 충분히 지켜주어야

음악의 긴장감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어서 21마디에 등장하는 돈

꾸밈음은 2악장에서 연주하기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인데, 빠른 음가 안

에 3개의 음을 추가해서 연주해야 하는 까닭에 자칫 경박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돈꾸밈음을 설명할 때 알아보았던 것과 돈꾸밈음

이 붙은 두 음 중 뒤의 음을 살려 연주해야하며 이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2악장 21마디, 돈꾸밈음의 실제 연주예시

빠르게 움직이는 중에 특정음이 튀거나 고르지 않게 들릴 수 있기 때문

에 밀집된 호흡을 쓰고 손가락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부드럽지만 정확하

게 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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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2악장 38-43마디

위에서 돈꾸밈음에 대해 언급할 때 모차르트가 다수의 음으로 이루어진

앞꾸밈음의 형태로 돈꾸밈음을 표기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38마디와

41마디가 그러하다. 41마디의 클라리넷 선율은 38마디에 먼저 등장하는

제 1바이올린을 이어받는 것이므로, 바이올린과 같은 길이로 꾸밈음을

연주해야한다.

[악보 18] 2악장 48-67마디

44마디의 트릴은 한 음 위의 E음에서 시작하여 E-D-C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45-47마디는 2부분 형식(A-B, A-B’) 중 첫 번째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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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마무리로, 49-50마디의 클라리넷 솔로를 통하여 두 번째 A-B로

넘어가게 된다. 별 것 아닌 상행 선율처럼 보이지만, 현악기가 만들어내

는 계류로 인한 불협화와 해결의 화성적 배경과 어우러져 ‘납득할 수밖

에 없는 슬픈 사실을 접한 듯한’ 느낌을 준다. 이 부분은 ‘소토 보체

(sotto voce)’57)로 연주하면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49-50마디에는 현악기의 반주 없이 클라리넷만 카덴차처럼 연주하고

있다. 이 악구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의 카덴차에도 동일

하게 대입되어 사용된다. 카덴차는 곧바로 두 번째 등장하는 1주제의 주

제선율로 이어지는데, 51마디에는 1마디와는 달리 ‘돌체(dolce)’가 표기

되어 있다. 로 시작하는 카덴차를 dolce의 로 연결해야 하므로, 음

색을 잃지 않는 양질의 데크레센도가 필요하고, 그를 뒷받침할 많은 호

흡이 요구된다. 51마디의 시작은 흘러오던 템포가 없는 탓에 현악 앙상

블과 어긋나기가 쉬우므로 미리 신호를 약속할 필요가 있다.

반복되는 악구에서 대비를 주는 고전주의 음악의 관습을 따라 51마디

부터는 주제선율에 악보에 없는 꾸밈음을 더해 연주하는 연주자와 원음

그대로 연주하는 연주자로 나누이는데, 필자는 본래 악보대로 연주할 것

을 제시한다. 카덴차에서 홀로 등장하는 클라리넷의 음색과 머물 곳을

찾아 하강하는 선율에 매료될 즈음 조심스럽게 합쳐지는 현악 앙상블의

반주와 함께 다시 등장하는 주제선율은 청중의 집중을 이끌어 내기에 충

분하기 때문에 대비를 통해 진행감을 부여하거나 지루함을 환기할 필요

가 없다.

57) ‘조용하게, 약한 소리로’의 뜻으로, 음악적 강조를 위해 일부러 음량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진실을 속삭이는 듯한 효과를 얻는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Sotto_voce), 12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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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소단락 마디

Menuetto

a 1-8

b 9-24

a’ 25-32

TrioⅠ
a 33-48

a’ 49-72

TrioⅡ

a 73-84

b 85-107

a’ 108-123

3. 2. 3 3악장

3악장은 미뉴에트와 두 개의 트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트리오

가 a단조로 진행되며, 현악기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3악장에서 주목할 만

한 특징이다. 2악장을 울림 있게 충분히 노래했다면 3악장의 미뉴에트

템포는 비교적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3악장 전체에서 6번의 도돌

이를 통해 미뉴에트의 멜로디만 총 7번을 연주하게 되는데, 템포가 너무

느리면 청중으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박자

를 하나의 울림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서 너무 빠르지는 않은 템포로 연

주하는 것이 중요한데, = 50-56 BPM 사이에서 연주할 것을 제시한

다.

[표 5] 3악장 형식단락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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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3악장 1-8마디

미뉴에트의 첫 부분에서는 5명 모두가 비슷한 리듬 안에서 움직이고 있

다. 이는 1악장 제 1주제에 등장했던 현악기들의 수직적 화성 진행의 느

낌을 다시 한 번 나타내고 있다.

악보를 보면 와 를 2마디 단위로 교차시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클

라리넷 선율도 두 마디 단위로 흘러가도록 노래해야 한다. 와 의 대

비를 분명히 하되 에서 음정이 올라가지 않도록 신경써야한다.

3-4마디에서는 논 레가토가 아닌 스타카토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는 짧은 텅잉을 통하여 논 레가토와 분명히 구분되게 연주해야 한다.

3악장에서는 동일한 악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여 연주할 때

마다 선율을 장식하거나 악상의 대비를 통하여 변화를 주어야한다. 바로

크 시대 작품에서 반복은 곡 전체의 반복을 의미함에 반하여 모차르트의

반복은 짧은 악구의 선율적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말한다. 선율이

반복 될 때에 장식음으로 선율의 변화를 주는 것이 연주자의 즉흥적 꾸

밈음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58)

58) 이지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에서의 즉흥 연주적 장식음에 관하여』, 음악과 예

술, 2012-2호, p. 6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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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1-8마디 반복 시 꾸밈음의 예시

[그림 24] 73-84마디 반복 시 꾸밈음의 예시

[악보 20] 3악장 Trio Ι, 1-15마디

첫 번째 트리오에는 클라리넷이 등장하지 않고 현악 앙상블이 음악을

주도한다. 바로 전 미뉴에트에서 느꼈던 밝은 A장조의 성격과 대비되는

a단조로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음악을 이끌어왔던 클라리넷의 음색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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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남짓한 시간 동안 진행되다보니, 첫 번째 트리오는 클라리넷 5중주

작품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장감 넘치고 어두운 부분이 되었다. 이런 분

위기는 미뉴에트의 멜로디가 다시 등장하면서 해소된다.

[악보 21] 3악장 Trio Ⅱ, 1-12마디

수직적인 형태를 가졌던 미뉴에트와는 다르게 두 번째 트리오는

클라리넷이 분명한 주제선율을 연주하고 현악 앙상블이 한 마디 단위로

3박자 계통의 춤곡이 취하는 전형적인 반주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리넷이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한 마디의 짧은 프레이즈가 될

수도 있고 미뉴에트와 같이 두 마디의 긴 프레이즈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춤의 형태로 비유해보면 미뉴에트에서는 동선이 긴 춤을 출 수

밖에 없었다면, 두 번째 트리오에서는 더 짧고 가벼운 춤을 출 수 있게

된 것과 같다. 필자는 각 마디의 첫 박에 강세를 주고 1-6마디까지

마디마다 등장하는 4분 음표의 끝을 살짝 들어줌으로서 한 마디 단위로

좌우로 움직이는 춤사위의 느낌을 살려주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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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조성 악구구조 (마디 수)

Theme 1-16 A 8 + 8

Var. Ⅰ 17-32 A 8 + 8

Var. Ⅱ 33-48 A 8 + 8

Var. Ⅲ 49-64 a 8 + 8

Var. Ⅳ 65-84 A 8 + 8 + 4

Adagio (Var. Ⅴ) 85-105 A 8 + 8 + 5

Coda 106-141 A
8 + 8

8 + 12

3. 2. 4 4악장

4악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작은별 변주곡(12 Variationen über ein

französisches Lied "Ah, vous dirai-je, maman", K.265)’을 연상케 하는

주제로 시작하여 악기의 변경과 리듬변형, 도약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주제를 변형시킨 4개의 변주곡(혹은 5개)이 이어진다. 변주곡이 끝나

고 코다가 발전된 주제로 등장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표 6] 4악장 형식단락 분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8마디 단위로 악구가 반복되는 규칙

적인 구조를 통해 고전주의 시대의 형식미를 보여주고 있다. 주제에서

나타나는 짧고 규칙적인 악절이 변주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네 번째,

다섯 번째 변주와 코다에서는 정해진 마디 외에 종결구가 추가되면서 후

행악구의 길이가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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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4악장 Theme, 1-8마디

4악장의 템포는 Allegretto로, Allegro와 Andante의 사이로 연주해야한

다. 그러나 4악장은 Alla Breve로, 2박자의 느낌으로 흘러가야하고 주제

선율 또한 부점 리듬을 포함하고 있어 전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너무 빠른 템포로 연주를 시작하기 쉽다. 또한 클라리넷의 기교

를 뽐낼 수 있는 악구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당시의 바셋 클라리넷보

다 비교적 테크닉이 쉬운 현대 클라리넷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빠른

템포를 택한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아름다움이 단순한 선율, 규칙적인 형

식 등을 통한 보편적 음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화려한 기교보다는

모두를 납득시킬만한 편안한 연주에 초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필자는 그

에 따른 적절한 템포로 = 64-72 BPM을 제시한다.

4악장도 3악장과 동일하게 단순한 악구가 반복되는 형태이지만, 4악장

에서는 현악기가 전곡을 통틀어 가장 주도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변주곡에서는 클라리넷이 대선율을 연주한다. 주선율

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대선율을 연주할 때에는 아티큘레이션과 꾸밈음

을 통해 선율의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아래는 첫 번째 변

주곡과 네 번째 변주곡에서 아티큘레이션과 꾸밈음을 통해 선율의 변화

를 주는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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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4악장 Var.Ⅰ 전반부 반복 시 꾸밈음을 통한 선율변화 예시

[그림 26] 4악장 Var.Ⅳ 전반부 반복 시 아티큘레이션을 통한 선율변화 예시

[악보 23] 4악장 Var.Ⅱ, 1-8마디

악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변주곡 2번에서 주선율은 제 1 바이올린에

있고 클라리넷은 대선율을 연주한다. 이러한 경우 두 번 모두 똑같이 연

주하기보다 현악앙상블과의 약속을 통해 다이나믹을 통한 표정변화를 함

께 연출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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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4악장 Var.Ⅲ-Ⅳ

Var. Ⅲ은 a단조로 진행되고, Var.Ⅳ는 A장조로 진행된다. 또한

클라리넷이 곡 전체를 통틀어 가장 화려한 악구를 연주하게 된다.

Var. Ⅲ의 끝 부분까지는 a단조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Var.Ⅳ를 함께 준비하여 힘차게 시작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Var.

Ⅲ과 Var.Ⅳ사이에 짧은 시간을 두어 Var. Ⅲ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현악앙상블과 함께 힘차고 분명하게 Var.Ⅳ를 시작할 것을 제시한다.

[악보 25] 4악장 Adagio(Var.Ⅴ) 1-10마디

주제와 변주곡을 지나고 도달한 Adagio는 5번째 변주곡으로 해석되기

도 한다. 이 부분에서는 템포를 너무 느리게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동일한 템포로 연주해야할 2번의 도돌이표, 총 32마디가 남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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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 아티큘레이션 그리고 꾸밈음을 이용해서 대비를 주면 Adagio

의 분위기가 망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70 BPM 이하로 템포를 잡게

되면 연주자와 듣는 이 모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악보 26] 4악장 Adagio(Var.5) 종결구

4악장 Adagio의 마지막 부분이다. 현악앙상블의 반주 위에 클라리넷이

긴 선율을 뽑아낸다. 이후 클라리넷의 기보 A음 위에 페르마타가 표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카덴차를 연주하기도 하고, 간단한 꾸밈을을

더해서 연주하기도 한다. 고전주의 시대의 관습으로는 연주자에 의해 카

덴차가 행해져도 무방하지만, 아다지오에서 클라리넷이 충분히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악보대로 연주할 것을 제시하며, 카덴차를 넣는

다면 길이가 긴 연결구 성격의 카덴차보다도 [그림 27]과 같이 긴 꾸밈

음에 가까운 카덴차를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7] 4악장 Adagio 종결구, 페르마타에 삽입될 수 있는 악구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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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4악장 Coda, 1-12마디

4악장의 코다 부분이다. 4악장의 첫 주제가 마찬가지로 제 1, 2

바이올린을 통해 등장하고 클라리넷은 대선율과 주제선율을 넘나들며

현악앙상블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첫 부분의 Allegretto와는 다르게

Allegro로 연주되는데, Adagio로 노래해왔기 때문에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흥분된 상태로

템포를 Allegro보다 빠르게 잡는 연주자들이 많다. 그러나 3마디와

4마디에 등장하는 트릴을 보면, 빠른 템포로 연주하면 한 번 이상의

트릴로 꾸미는 것이 불가능하다. 앞꾸밈음으로 기입하면 빠르게 연주할

수 있음에도 트릴로 기입해놓은 것을 볼 때 모차르트는 이 부분의

템포를 빠르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트릴을 소화하면서도

분위기를 환기하고 화려하게 곡을 마무리하기 위해 = 76-82 BPM으로

연주할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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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클라리넷은 샬뤼모를 전신으로 하여 두 개의 키를 가진 바로크 클라리

넷으로, 다섯 개의 키를 가진 고전 클라리넷으로 서서히 발전하였다. 18

세기 후반, 클라리넷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띄고 있었다. 비엔

나 황실 오케스트라의 제 2 클라리넷 주자였던 안톤 슈타들러는 제 1 클

라리넷을 돕기 위한 저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악기 제작자 테오

도르 로츠를 만나 서서히 클라리넷의 저음역을 2도 확장하는 데에 성공

한다. 그의 클라리넷은 바셋 클라리넷이라 불렸고 당시 비엔나에서 활동

하던 모차르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모차르트는 1787년 바셋 클라리넷

을 위해 클라리넷 5중주 K.516c를 스케치 하였으며, 1789년 클라리넷 5

중주 K.581을 완성해 슈타들러에게 헌정한다.

18세기 급변하는 유럽사회의 중심에는 계몽주의가 있었다. 인권과 자유,

세속주의와 종교적 다양성, 개인의 윤리적 자유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소

리는 음악에도 영향을 끼쳤고 바로크 음악을 대신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료하면서도 질서 있는 고전주의 음악이 자리하게 되었

다. 고전주의 시대는 기악음악이 중심이었고, 그 중에서도 현악사중주와

목관합주를 중심으로 한 실내악의 발달이 주목할 만하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는 자필악보가 남아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

는 작곡가의 의도에 가깝게 연주하기 위해 남아있는 모차르트 시대의 문

헌들과 모차르트 연구가들의 저서를 바탕으로 모차르트가 생각하던 다이

나믹, 아티큘레이션 템포와 장식음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는 고전주의 음악에서 특징적인 선율적 아름

다움, 규칙과 대비를 통한 구조적 아름다움을 풍부하게 지닌 작품으로,

클라리넷과 현악사중주를 위한 첫 번째 작품으로서 손색이 없으며 클라

리넷의 독주악기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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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클라리넷으로 연주해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모차르트가 본래 의도

했던 아름다움에는 완벽하게 다가갈 수 없다. 모차르트가 의도한 음색적

아름다움과 음악적 흐름을 담기에는 바셋 클라리넷이 가지고 있는 풍부

한 음색과 넓은 음역이 필요하다. 현대 클라리넷으로 모차르트의 클라리

넷 5중주를 연주한다면 최저음의 부재로 인한 음색과 표현력의 극복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20세기 중엽에 바셋 클라리넷을 복원하고 개량하였음에도 클라리

넷 연주자들에게 상용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 대한 후

속연구로 바셋 클라리넷의 현대 클라리넷 대체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의

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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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and Guide for

Playing of Mozart’s Clarinet

Quintet K.581

Jinsu Kim

Department of Music (Instrumental)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play Mozart's <Clarinet Quintet

K.581> with the intent of the composer. First of all, consider the

aspect and development of the 18th century Clarinet and about

Clarinetist Anton Stadler who influenced Mozart. After that, by

looking at changes in European society and classical music in the

18th century, figure out beauty of the music and the performance

customs at the time Clarinet Quintet was composed. An

understanding based on the aforementioned studies, analyze the work

and present an objective direction that close to the composer's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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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dler used a Special Clarinet that could play a wide range, and

Mozart was influenced by the tone of that Special Clarinet.

Enlightenment changed 18th century European society, including

music, which led to the decline of Baroque music and the emergence

of classical music through pre-classical music. Mozart's Clarinet

Quintet is brilliant chamber music piece of instrumental classical

music, which has characteristic of classical music.

To play Mozart's Clarinet Quintet close to his intentions,

understanding of the ‘Basset Clarinet’ is essential. Also, there is a

high degree of freedom of the performer because there are no

manuscript. It is necessary to study his other works, composed at

similar times, and the period literature that can read his thoughts.

Keywords : Mozart, Clarinet, Clarinet Quintet, Anton Stadler,

Basset Clarinet, Classical Music

Student Number : 2015-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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