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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존 코프라리오의 5성부 비올 판타지아와 이탈리아 성악곡

의 연관성을 연구한 것이다. 코프라리오가 작곡한 46개의 5성부 판타지

아 곡들에는 이탈리아어 제목이 붙어있으며, 이 곡들의 제목은 동시대

이탈리아 마드리갈과 칸초네타의 가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코프라리

오는 영국에서만 독자적으로 발전한 비올 콘소트 판타지아에 이탈리아어

표제를 붙여 ‘기악적 마드리갈’(instrumental madrigal)라는 특정 장르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중심인물이다. 영국에서 주로 활동한 코프라리오가

영국적 장르인 비올 판타지아에 자국어가 아닌 이탈리아어 제목을 붙였

다는 것은 판타지아가 이탈리아 성악곡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추정해

보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탈리아어 표제가 붙은 코프라리오의 5성부 비올 판

타지아 46개 작품을 모두 분석하였다. 코프라리오가 기록한 자필본은 현

존하지 않으나 그의 판타지아 곡들이 2차적으로 옮겨진 필사본들이 여러

개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코프라리오 판타지아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트레지안 필사본(Tregian manuscripts, 1609∼1619)을 기

초 자료로 삼았다. 트레지안 필사본은 16∼17세기 유행했던 성악곡과 기

악곡들이 총망라하여 실려 있으며 여기에는 제목이 붙은 코프라리오의

판타지아 46곡이 포함되어 있다.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 제목들은 성악곡의 가사에서 특정 구절

을 완전히 빌려오거나 단어의 가감이나 어순의 변형을 통해 유사한 구절

로 변형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개별 판타지아들을 제목이 붙여

진 방식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성악곡의 가사를 딴 그

의 판타지아 작품들이 음악적으로는 어떻게 성악곡의 요소들을 반영하였

는지 고찰하였다.

46개의 개별 판타지아 곡들이 어떤 성악곡들을 바탕으로 작곡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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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밝히기 위해 먼저 판타지아 제목과 연관된 성악곡들을 찾아냈고 개별

판타지아와 이와 연관된 성악곡들이 어떠한 음악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

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성악곡과 판타지아 사이에서 나타

나는 선율과 음악적 동기의 유사성 및 구조적인 유사성을 중점적으로 살

펴보았다. 코프라리오의 개별 판타지아들은 이탈리아 성악곡의 가사적

요소뿐만 아니라 음악적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이를 판타지아의 여러 선

율들에서 다양하게 표현한다. 성악곡에서 중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에 사용된 음악적 요소가 판타지아에 차용되었으며 이로써 판타지아

의 선율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가 된다. 본 연구는 코프라리오

의 판타지아 작품과 이탈리아 성악 음악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연관성

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존 코프라리오, 영국 비올 판타지아, 기악적 마드리갈, 트레지안

필사본, 마드리갈, 칸초네타

학 번: 2014-3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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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문제제기

비올 콘소트 판타지아(viol consort fantasia)는 16∼17세기 영국에서

발전한 장르이다.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들을 위한”

브로큰 콘소트(broken consort)로 된 판타지아 작품들이 있었으나 온전

히 비올로만 구성된 판타지아가 유행한 것은 영국이 유일하다.

판타지아(이: fantasia; 영: fantasy, fancy, phantasy; 독: Fantasie,

Phantasie; 프: fantaisie)는 ‘상상적’, ‘초월적’ 요소를 가진 작품을 가리키

는 말로, 오늘날 여러 예술 분야에서 하나의 장르를 가리키지만 음악에

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해석되어 왔다. 음악에서 판타지아라는 용

어가 처음 등장했던 16세기 초반에만 해도 판타지아는 장르가 아닌, 특

정 작곡 방식이나 그러한 방식으로 작곡된 작품을 의미했다.1) 16세기 대

표적인 이론가 죠제포 짜를리노(Gioseffo Zarlino, 1517∼1590)는 그의

『음악의 체계(Le istitutioni harmoniche, 1558)에서 ‘작곡가가 고안해낸

상상적 주제(subject)’를 판타지아라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판타지아를 재

료로 하여 작곡된 작품도 판타지아라고 정의했다.2) 짜를리노에 따르면

판타지아를 구성하는 주제는 작곡가의 특별한 상상력과 탁월한 재능에서

오는 것이며 작곡가의 음악적 발상인 주제들이 서로 대위적인 방식으로

작곡된 작품이 판타지아이다.3) 영국 작곡가이자 이론가 토마스 몰리

(Thomas Morley, 1557∼1602)는 판타지아 주제는 자유롭게 고안되는 것

1) Christopher D.S. Field, E. Eugene Helm and William Drabkin. “Fantasia.” Grove

Music Online(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www.oxfordmusiconline.com 2019.3.5. 접속)

2) Paul Collins. The Stylus Phantasticus and Free Keyboard Music of the North

German Baroque (Routledge, 2016), 33.

3) Yoon Kyung Park, Seventeenth-Century Musical Fantasy: Origins of Freedom and

Irrationalit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lasgow, 20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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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작곡가의 탁월한 능력 하에 그 주제가 확대, 축소, 변형 등의 다양

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

영국에서 몰리를 시작으로 토마스 탈리스(Thomas Tallis, c.1505∼

1585), 윌리엄 브레이드(William Brade, 1560∼1630), 토마스 루포

(Thomas Lupo, 1571∼1627), 알폰소 페라보스코 2세(Alfonso

Ferrabosco II, 1575∼1628), 리처드 더링(Richard Dering, c.1580∼1630),

올랜도 기번스(Orlando Gibbons, 1583∼1625), 윌리엄 버드(Willim Byrd,

1583∼1623) 등 여러 작곡가들이 비올 콘소트 구성의 판타지아 작품들을

작곡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작품은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

지고 있다. 곡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짧은 단위의 음악적 주제가 다양한

성부에 걸쳐 등장하는 모방대위적인 진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

았다.5) 판타지아는 종지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부분이 끝나

고 다음 부분에서 새로운 음악 주제가 나타나기도 한다.6) 이처럼 여러

개의 짧은 주제 단위가 모방적 텍스쳐로 진행하는 판타지아는 작곡가의

즉흥적인 작곡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이다.

영국의 비올 판타지아 선조는 16세기 기악곡 <인 노미네>(In

Nomine)의 출현으로 볼 수 있다. <인 노미네>는 존 타버너(John

Taverner, 1490∼1545)의 미사곡 <글로리아 티비 트리니타스>(Gloria

tibi trinitas) 중 베네딕투스(Benedictus)에 등장하는 가사 “인 노미네 도

미니”(In nomine Domini)에 쓰인 선율을 정선율로 차용하여 대위적 양

식으로 작곡한 기악곡이다. 이후 1530년경부터 타이, 탈리스, 버드 등의

작곡가들은 정선율 인 노미네를 차용하여 다양한 성부 구성의 비올 콘소

트로 작곡하였다. 이들 곡에서는 판타지아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모방대

위적 양식이 많이 사용되었다.7)

4) Collins, 33에서 재인용.

5) Suzanne Lord and David Brinkman. Music from the Age of Shakespeare: A

Cultural History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3),

6) George J. Buelow, A History of Baroque Music (Indiana University Press, 2004),

315.

7) Jonathan P. Wainwright, “England: 1603-1642” in European Music 1520-1640,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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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비올 콘소트의 부상은 당시 비올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수요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코비안 시대(Jacobean era, 1603∼1625)에서

초기 캐롤라인 시대(Caroline era, 1625∼1642)에 걸쳐 궁정이나 교회, 대

학, 또는 귀족들의 집에서 전문 연주가들뿐만 아니라 귀족 출신 아마추

어 연주가들이 사교적인 목적으로 함께 모여 비올을 연주하는 것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었다.8) 이러한 사회적 영향으로 당시 영국 작곡가들은 이

러한 부유계층의 수요에 따라 비올 콘소트 형식에 걸맞은 다수의 음악을

작곡하였다. 따라서 영국에서 다성부 구성의 “비올 콘소트”와 “판타지아”

가 합쳐진 독자적인 형태가 발전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처럼 영국적인 장르인 비올 판타지아의 제목이 이탈리아어라는 사

실은 매우 특이하다. 특히 토마스 몰리, 존 코프라리오(John Coprario,

c.1575∼1626), 루포, 윌리엄 화이트(William White, 1571∼c.1634), 존 워

드(John Ward, 1571∼1638)와 같은 작곡가들의 작품들은 이탈리아어 제

목으로 된 것이 많다. 비올 판타지아의 제목들은 ‘고통’, ‘비탄’과 같은 심

리 상태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바람개비, 귀뚜라미, 사냥과 같

은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것도 있으며 이야기 소재나 특정 상황에

대한 설명과 같은 구절로 표현된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자국어

가 아닌 이탈리아어로 된 제목이 기악곡 판타지아에 붙여졌다는 점에 주

목하였다.

이 제목들은 이탈리아 마드리갈(madrigal), 칸초네타(canzonetta)9), 빌

라넬라(villanella)10)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다. 작곡가들은 성악곡의 인시

James Haar (The Boydell Press, 2006), 510.

8) Christopher D.S. Field, E. Eugene Helm and William Drabkin. “Fantasia.” Grove

Music Online(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www.oxfordmusiconline.com 2019. 3. 5 접속)

9) 칸초네타는 16세기 후반∼18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세속 음악 장르로, 유절

형식이며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비슷한 시기에 유행했던 빌라넬라와 음악적 특

징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 1580∼1600년에 등장했던 대부분의 칸초네타가 4성부

구성이었기에 4성부 구성의 성악곡을 ‘칸초네타’, 3성부 구성의 성악곡을 ‘빌라넬라’로

구분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사한 음악적 특징을 공유했던 두 장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결국 이 두 장르는 장르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10) 빌라넬라는 빌라네스카(villanesca), 칸초네타 나폴리타나(canzone napolitana), 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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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를 온전하게 빌려오거나 인시피트의 일부만을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시피트의 어절을 변형하여 판타지아 제목에 붙였다.

따라서 오늘날 이러한 작품들을 판타지아와 구분되는 “마드리갈 판타지

아”(madrigal-fantasia)라는 특정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며11) 그로브 음악

사전에서는 이러한 판타지아를 “기악적 마드리갈”(instrumental

madrigal)이라는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판타지아가 “마

드리갈”이라는 장르와 결합된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추정해보게 되는 단

서가 된다.

기악적 마드리갈이라는 특정 장르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는 존

코프라리오를 들 수 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수의 이탈리아어

표제가 붙은 판타지아 작품을 남겼다. 동시대 작곡가 몰리는 9개의 2성

부 판타지아, 루포는 5개의 5성부 판타지아, 워드는 4개의 5성부 판타지

아, 화이트는 1개의 5성부 판타지아를 작곡한데 비해 코프라리오는 무려

47개의 5성부 판타지아와 8개의 6성부 판타지아를 작곡하였다.

그렇다면 기악 음악 장르인 판타지아에 표제적인 특성을 결합한 코프

라리오의 판타지아는 실제로 어떤 이탈리아 성악곡들을 모델로 한 것인

가? 그가 판타지아의 제목으로 동시대 이탈리아 성악곡의 인시피트를 사

용하였다면 그 안에 있는 음악적 요소들도 판타지아에 반영하였는가? 본

논문은 바로 그 제목과의 연관성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이탈리아어 제목이 붙은 코프라리오의 개별 판타지아 곡들의 기원을

밝히고 각 판타지아에서 성악곡의 음악적 아이디어가 어떻게 반영되었는

네 빌라네스카 알라 나폴리타나(canzone villanesca alla napolitana: ‘나폴리 양식의

시골풍의 성악곡’이라는 의미)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렸다. 1537년∼1650년 나폴리에서

발달한 세속 성악 장르로, 초기에는 ‘시골 지역이나 길거리에서 유행한, 3∼4성부 구

성의 유절 형식 음악’을 가리켰다. 그러나 1580년 이후로 ‘칸초네타’와 혼용되면서

두 장르는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11) David Pinto, “The Madrigal-Fantasia: Italian Influence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England” in A Viola Da Gamba Miscellanea: Articles from and Inspired

by Viol Symposiums Organized by the Ensemble Baroque de Limoges, France

by Susan Orlando (Pulim, 200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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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밝히는 것은 그의 기악 판타지아를 입체적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코프라리오의 판타지아 작곡에 음악적 발상이 된

이탈리아 성악곡과 그 연관성을 파악하지 않고서 그의 판타지아 세계를

정확히 이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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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코프라리오의 5성부 비올 판타지아를 연구하기에 앞서, 그의 판타지

아와 이탈리아 성악곡과의 관계를 논의하는 데 배경이 되는 코프라리오

의 생애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코프라리오(John Coprario, John Cooper, John Cowper, Giovanni

Coprario, Giovanni Coperario)는 영국에서 활동한 작곡가이자 비올 연주

가이다. 그의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1575년경 출

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1626년 런던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출생지에 대해

서는 어떠한 문헌에도 전혀 기록이 없기에 그가 영국 태생인지 알 수 없

으나 주요 활동 배경이 영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코프라리

오를 영국 작곡가로 본다.

여러 문헌들에 따르면 코프라리오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흔적이 발

견되는데 이 중에는 영어식 이름은 물론이고 이탈리아식 이름도 포함된

다. 이는 그가 비록 영국 작곡가이지만 이탈리아에서 활동하였거나 이탈

리아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영국의 악보 인

쇄업자 및 출판업자인 존 플레이포드(John Playford, 1623∼1686)는 『리

라 비올로 연주하는 음악의 재미』(Musick's Recreation on the Lyra

Viol, 1652)에서 그를 “쿠퍼라는 가명을 가진 존 코페라리오”(John

Coperario alias Cooper)로 묘사하였다.12) 영국의 자연 과학자이자 작가

인 존 오브리(John Aubrey, 1626∼1697)의 한 저서에서는 그가 “존 코페

라리오”(John Coperario)로 불렸지만 실제 이름은 “존 카우퍼”(John

Cowper)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 있다고 소개되었다.13) 영국의

법률가, 전기 작가 로저 노스(Roger North, 1653∼1734)는 그의 실제 이

름이 존 쿠퍼(John Cooper)이지만 이탈리아식 이름으로 계명하여 죠반니

코페라리오(Giovanni Coperario)로 불렸다고 하였다.14) 또한 코프라리오

12) Harry Danks, The viola d'amore, (Bois de Boulogne, 1976), 13에서 재인용

13) John Aubrey, The Natural History of Wiltshire (Echo Library, 200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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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575년에 소속되어있던 곳으로 알려진 치체스터(Chichester) 교회 합

창단 명부에 “존 카우퍼”(John Cowper)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아마 코프라리오를 가리켰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15) 영국식 이름

존 쿠퍼 또는 카우퍼 외 이탈리아식 이름 “코프라리오”(Coprario)로 불

린 기록은 윌리엄 피터(William Petre, 1505∼1572)를 통해 남아있다. 피

터는 “코프라리오(Coprario)가 나에게 비올을 가르쳐준 대가로 그에게

10 실링을 지불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실제 기록으로 남아있다.16) 이

처럼 그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존재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존 코

프라리오’가 그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17)

학자들은 코프라리오의 이탈리아식 이름이 그가 이탈리아에 체류한

흔적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한다. 앤소니 우드(Anthony

Wood)는 “코프라리오는 외국인이 아닌 영국 태생으로 이탈리아에서 많

이 활동하였으며, 쿠퍼(Cooper)라는 이름에서 코프라리오(Coprario)로 개

명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18) 영국 역사가 토마스 풀러(Thomas

Fuller, 1608∼1661)는 그의 대표 저서 『잉글랜드의 주요 인물 역사』

(The History of the Worthies of England, 1662)에서 심지어 코프라리

오를 “이탈리아인(人)”으로 서술하고 있다19). 앞서 언급한 존 오브리의

14) Roger North, Roger North's the musicall grammarian:1728, edited introductions

and notes by Mary Chan and Jamie C. Kassl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255.

15) Thurston Dart, “Music and Musicians at Chichester Cathedral, 1545∼1642”,

Music & Letters, vol. 42, no. 3 (1961).

다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코프라리오의 출생연도는 적어도 1570년 이전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시 치체스터 교회 합창단 입단 기준이 최소 6세 이상이었기 때문

이다.

16) David Lasocki, "John Coprario" in A Biographical Dictionary of English Court

Musicians, 1485∼1712 (Routledge, 1998).

피터는 헨리 8세의 통치기 말년부터 에드워드 6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의 재

위 기간에 걸쳐 장관직을 맡았던 튜더 왕조 정치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17) 실제로 그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아 이탈리아식의 세련된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개

인적 선호도 때문에 영국식 성(姓)에 이탈리아식 이름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18) Anthony Wood, Athenae Oxonienses: An Exact History of All the Writers and

Bishops who have had their Education in the University of Oxford (Hard Press

Publishing, 2013), 418.

19) 풀러는 하트포드 백작 시모어가 당대 대가였던 “이탈리아 인(人)” 죠반니 코페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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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에서도 코프라리오 에드워드 시모어 백작(Edward Seymour, Earl of

Heartford, 1539∼1621)의 후원을 받은 이탈리아 인(人) “죠반니 코페라

리오”(Giovanni Coperario)로 소개하고 있다.20) 하지만 코프라리오가 구

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이탈리아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였는지에 대한 기

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코프라리오가 영국 왕실이나 귀족 가문의 소속 음악가로

일하면서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는 사실이다. 영국은 바로 그의 경제적

활동을 이룰 수 있는 배경지(背景地)였다. 그의 주요 후원자는 솔즈베리

백작 로버트 세실(Robert Cecil, 1st Earl of Salisbury, c.1563∼1612)이

었다. 세실은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에 걸친 통치 기간에 활동한

정치인으로, 1607년부터 1613년까지 코프라리오의 음악활동 후원뿐만 아

니라 기초 생활비까지 꾸준히 지원해 주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특별 포상

금도 지급하였다.21) 코프라리오는 1605∼1613년 세실의 후원으로 인해

그의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실 외에도 코프라리오의 주요 후원자로 하트포드 백작 에드워드 시

모어(Edward Seymour, Earl of Heartford, 1539∼1621)가 있다. 시모어

는 에임즈베리(Amesbury)와 불프홀(Wulfall)에 위치한 그의 저택에서

코프라리오가 머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코프라리오는 이곳에

서 일생의 대부분을 지냈다고 전해진다.22)

찰스 1세(Charles I, 재위: 1625∼1649)는 코프라리오를 고용했던 영

국의 대표적인 왕이었다. 페라보스코 2세로부터 비올 연주를 배웠던 그

는 당시 꽤나 실력 있는 베이스 비올 연주가였다. 비올에 관심이 많았던

오(Giovanni Coprario)와 그의 제자 윌리엄 로스(William Lawes)를 그의 저택에서

함께 지내게 하면서 후원하였다고 언급했다.

Thomas Fuller, The History of the Worthies of England, Reprint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451 참고.

20) Fuller, 336.

21) Christopher D.S. Field, E. Eugene Helm and William Drabkin. “Fantasia.” Grove

Music Online(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www.oxfordmusiconline.com 2019.3.5. 접속)

22) Fuller,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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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1세는 코프라리오의 음악을 즐겨 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플레이

포드는 찰스 1세에 대해서 “어느 작품에 비할 데가 없는 코페라리오

(Coperario)씨의 판타지아를 오르간 버전으로 편곡된 악보를 보고 그[찰

스 1세]는 베이스 비올(bass viol) 파트를 정확히 연주할 수 있었다.”23)

고 묘사하였다. 찰스 1세는 1622년 바이올린과 비올로 구성된 앙상블을

창단하였는데 그 이름은 코프라리오의 이름을 딴 “코페라리오 무지

크”(Coperario's Musique)였다.24)

코프라리오는 이처럼 영국의 왕실과 귀족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온 영

국 작곡가였다. 이처럼 영국에서 성장하고 활동한 그가 이탈리아 성악곡

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1588년 런던에서 출판된 <무지카

트란살피나>(Musica transalpina)가 있다. <무지카 트란살피나>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마드리갈 곡들을 모아놓은 악보집이다. 여기에

수록된 57개의 곡은 페라보스코 2세, 루카 마렌치오(Luca Marenzio,

1553∼1599) 등과 같은 마드리갈 대가들이 작곡한 것이다. 당시 영국 시

인이었던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 1555∼1592)이 악보집에 있는

마드리갈 가사를 영어로 번역하였으며 이를 당시 니콜라스 영(Nicholas

Yonge, 1560∼1619)25)이 출판하였다. <무지카 트란살피나>가 출판되면

서 영국 작곡가들 사이에서 이탈리아 마드리갈이 자연스레 알려지게 되

었다. 즉, 이 악보집은 영국에서 마드리갈이 유행하게 된 단초가 되었다.

<무지카 트란살피나>가 출판된 후 영국의 많은 작곡가들 사이에서

이탈리아 마드리갈을 기악곡으로 편곡하는 관습이 퍼지게 되었다. 이는

23) John Playford, “Of Musick in General and of its Divine and Civil Uses”, in An

Introduction to the Skill of Musick, 10th edition (London: William Godbid, 1683),

10.

24) Jonathan P. Wainwright, "The King's Music", in The Royal Image:

Representations of Charles I, ed. Thomas N. Cor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63.

25) 니콜라스 영은 성 바울 성당(St. Paul's Cathedral) 소속의 성악가이자 출판업자로,

당시 유행했던 이탈리아 마드리갈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1588년 <무지카 트란살피

나> 출판 후 10여년 뒤에 <무지카 트란살피나 2권>(Musica transalpina: the

Second Booke of Madrigalles,... translated out of Sundrie Italian Authors)를 출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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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출판된 여러 필사본들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로, 필사본 24

E 13-1726)에는 6성부로 된 기악곡들이 총 31개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마드리갈을 기악 버전으로 옮긴 것이며 마드리갈 인시피트를 제목

으로 붙였다.27)

영국 작곡가들의 이러한 시도는 17세기 영국 기악 음악 발전에 하나

의 큰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코프라

리오의 판타지아에서 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단, 코프라리오가 46개의

5성부 판타지아에 제목으로 붙인 이탈리아어 구절들은 실제 성악곡의 인

시피트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개별 판타지아도 기존의 성악곡을 편

곡한 것이 아닌 새롭게 작곡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마드리갈을 기악 버

전으로 옮긴 곡들과 다른 방향성을 가진다. 비록 코프라리오가 이탈리아

에서 활동한 기록은 없지만, 이와 같은 배경은 이탈리아 성악곡이 그에

게 미친 영향을 짐작해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그의 5성부 판타지아를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배경이 된다.

본 논문은 이탈리아어 표제가 붙은 코프라리오의 5성부 비올 판타지

아 46개 작품을 모두 분석하였다. 코프라리오가 스스로 기록한 자필본이

현존하지 않으나 그의 판타지아 작품들을 2차적으로 옮긴 필사본들로는

트레지안 필사본(Tregian manusripts)28), 부가 필사본 39,550-39,55429),

26) Fitzwilliam Museum, Cambridge, Music MSS 24 E 13-17.

27) Richard Charteris, “John Coprario's Five-And Six-Part Pieces: Instrumental or

Vocal?”, Music & Letters, vol. 57, no. 4 (1976), 370.

28) London, British Library, Egerton 3665.

29) 현재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 소장되어 있는 부가 필사본(Additional

Manuscript) 39,550-39,554은 니콜라스 스트레인지(Sir N. Le Strange, 1511∼1580)

를 중심으로 익명의 필사가들이 1630∼40년경 기록한 것을 작곡가 존 젠킨스(John

Jenkins, 1592∼1678)가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 영국 노퍽(Norfolk)주 내

(內) 헌스탄튼(Hunstanton)이라는 도시에 거주하던 스트렌지(L'Estrange) 가(家)에

헌정되었다. 이 필사본은 제임스 1세 재위 기간 동안 활동하던 작곡가들의 5∼6성부

를 위한 비올 콘소트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주요 작곡가들로는 코프라리오를 포

함하여 워드, 화이트, 토마스 레븐스크로프트(Thomas Ravenscroft, c.1588∼1635),

윌리엄 크랜포드(William Cranford, 활동: 1630년대), 더링, 페라보스코 1세와 2세, 버

드, 루포가 있으며 이들의 판타지아뿐만 아니라 인 노미네, 파반느와 같은 다양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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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저턴 248530), 마드리갈 소사이어티31), 워싱턴32), 엘스미어33)를 포함하

여 20여개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트레지안 필사본을 연구

의 기초 자료로 택하였다.

트레지안 필사본은 두 가지 점에서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첫째, 트레지안 필사본은 여러 2차 필사본들 중 가장 체계적으로 기

록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34) 필사본에는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에 걸친 당시 유행하던 성악곡 및 기악곡을 수록되어 있다. 성악곡에는

모테트, 마드리갈, 빌라넬라와 같은 장르들이 있으며 마렌치오, 페라보스

코 1세와 2세, 펠리체 아네리오(Felice Anerio, 1560∼1614),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1567∼1643), 자크 데 베르트(Jacque de

Wert, 1535∼1596) 등을 포함한 50여명이 넘는 작곡가들의 곡들로 구성

되어있다. 기악곡에는 판타지아(Fantasia), 파반느(Pavanne)와 갈리어드

(Galliard)가 있으며 코프라리오, 루포, 마이클 이스트(Michael East, 1589

∼1648), 더링, 페라보스코 2세를 포함한 여러 작곡가들의 곡들이 있

르들이 어우러져 있다. 부가 필사본은 총 5개의 분책(39550, 39551, 39552, 39553,

39554)으로 되어있으며 각 분책에는 트레블 1, 트레블 2, 알투스, 테너, 바수스 성부

가 수록되어있다.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는 총 16곡이 수록되어있다.

30) London, British Library, Egerton 2485. 1650년경에 제작되었으며 코프라리오, 페라

보스코 2세, 기번스, 루포, 미코, 워드, 화이트의 5성부 콘소트 음악들이 오르간 버전

으로 옮겨있으며 마렌치오와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는 총 23곡 수록되어있다.

31) London British Library, Madrigal Society G.37-42.

32) Washington D. C, Library of Congress, MSS M990 C66F4. 코프라리오, 루포, 이스

트의 판타지아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총 2권으로 되어있으며 트레지안 필사본에서

1∼12, 17, 18, 20∼25, 33, 34, 36, 39, 42, 43, 47번에 해당하는 총 27곡이 있다.

33) San Marino, Huntington Library, Ellesmere MSS EL25 A 46-51. 코프라리오 5성부

판타지아를 수록하고 있는 현존하는 여러 필사본 중에서 최초로 출판되었다. 1600년

경 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필사본에는 유일하게 모든 가사가 붙어있는 “Deh

cara anima mia”가 있으며, 이외에도 “Io son ferito amore”, “Dove il liquido

argento”, “Occhi miei con viva speme”가 수록 되어 있다.

Derry Bertenshaw, “Madrigals and Madrigalian Fantasies: The Five-Part Consort

Music of John Coprario and Thomas Lupo”, Chelys, vol. 26 (1998), 27 참조.

34) Ruby Reid Thompson, “The 'Tregian' Manuscript: a Study of their

Compilation”(1992)

이 자료는 영국국립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참고하였다.

(주소: https://www.bl.uk/eblj/1992articles/article13.html 2018.10.1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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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5) 이처럼 1세기에 걸치는 시기 동안 등장했던 방대한 양의 성악곡과

기악곡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트레지안 필사본이 유일하다. 코프라리오

판타지아뿐만 아니라 동시대 많은 성악곡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트레

지안 필사본을 살펴보는 것은 특히 코프라리오 5성부 판타지아와 이탈리

아 성악음악과의 관계를 밝히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도 부합한다.

둘째, 트레지안은 가장 많은 수의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작품을 수록

한 필사본이다. 여기에는 총 46개의 5성부 판타지아가 수록되어 있다. 트

레지안 필사본 다음으로 워싱턴 필사본 MSS M990 C66F4에는 27곡, 에

저턴 2485에는 23곡, 부가필사본 39,550-39,554에는 16곡의 코프라리오

판타지아가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필사본들 중 극히 많은 수의 코

프라리오 판타지아 곡들이 수록된 트레지안 필사본은 코프라리오 작품

연구의 기초 자료로 필수적인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코프라리오

의 46개 판타지아 악보는 모두 트레지안 필사본에 있다.

트레지안 필사본은 영국의 필경자(筆耕者) 프란시스 트레지안

(Francis Tregian the Younger, 1574∼1618)가 필사하였다. 그는 엘리자

베스 1세(Queen Elizabeth I, 재위: 1558∼1603)와 제임스 1세(James I,

재위: 스코틀랜드: 1567∼1625, 잉글랜드: 1603∼1625)가 통치하는 두 정

권에 걸쳐 활동하던 인물이다. 당시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 그의 아버지

트레지안(Francis Tregian the Elder, 1548∼1608)의 영향으로 그는 특히

제임스 1세의 재위 기간 동안 반체제 인사로 낙인 되어 1609∼1619년 플

릿 감옥(Fleet prison)에 수감되었다. 트레지안 필사본은 그가 10년의 수

감 기간 동안 기록하여 남긴 유산이다.36)

35) 트레지안 필사본에는 성악곡과 기악곡의 구분 또는 작곡가나 작품의 연도순과 상관

없이 3성부, 4성부, 5성부 순서대로 구성되어있다. 예를 들면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 46곡의 앞에는 유스타쉬 뒤 코로와(Eustache Caurroy, 1549∼1609)의 <5

성부 판타지아> 4곡이 실려 있으며, 뒤에는 몬테베르디의 <5성부 마드리갈> 2곡이

이어진다.

36) 트레지안 필사본의 기록 연도는 코프라리오의 생애에 대해 많은 정보가 없는 상황에

서 그의 판타지아 작곡 연도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코프라리오 판타지

아 작곡 연도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추정해볼 수 있다. 첫째, 트레지안이 감옥에

수감되기 직전에 코프라리오의 모든 작품들을 이미 수중에 가지고 있었다면 코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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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지안 필사본이 트레지안의 사후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보관되었

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1950년 맘즈버리 도서관(Malmesbury

Library)에서 이를 팔려고 내놓았으며 1년 후에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서 이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국립

도서관에서 필사본을 습득한 당시, 필사본 표지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로 손상되었으며 파트북의 상당 부분들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다른 필사본들과 관련 문헌들을 토대로 트

레지안 필사본은 학자들에 의해 복구되었다. 그러나 재건된 트레지안 필

사본에 등장하는 작품들도 미완성 상태인 것들이 많다. 작품의 중간에서

끊어진 곡들이 대부분이며 어떤 곡들은 프레이즈 연결이 안 되어 곡의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리처드 차터리스(Richard

Charteris, 1947년 출생)는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를 수록한 여러

필사본들 악보37)를 종합하여 완성된 형태의 현대악보로 출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였다.

총 523의 폴리오(folio)로 된 트레지안 필사본은 2권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코프라리오의 작품은 모두 2권에 실려 있다. ff. 12∼15에는 그의

3성부 판타지아 21곡이, ff. 127∼153에는 5성부 판타지아 46곡이 수록되

어 있다.

트레지안 필사본은 하버드 대학교 음악 도서관(Harvard University

리오 판타지아는 적어도 1609년 이전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트레지안이

감옥에 수감되기 직전에 코프라리오의 일부 작품들을 수중에 가지고 있었고 수감 되

어 있는 동안에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판타지아 작품들을 입수한 것이라

면, 판타지아가 작곡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기간은 더 넓혀진다. 이러한 경우, 판

타지아 작곡 시기를 1609년 이후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트레지안이 온전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코프라리오 작품들을 입수하여 필사한 것이라면 판타지

아 작곡 연도 시기는 트레지안이 감옥에 수감된 시기와 동일할 것이다.

차터리스의 경우,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가 1590∼1610년에 작곡되었을 것으

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두 번째 경우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London, British Library MS Egerton 3665 "The Tregian Manuscript" Edited by

Frank D'Accone (Garland Publishing, Inc. New York & London, 1988)의 서문 참

조.

37) 이는 트레지안 필사본, 부가 필사본 39,550-39,554, 에저턴 2485, 마드리갈 소사이어

티, 워싱턴, 엘스미어를 포함한 20여개의 필사본들을 토대로 완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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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eb Music Library)에 마이크로필름(microfilm) 형식으로 보관되어 있

으며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판독할 수 있을 정도였다. 트레지

안 필사본 중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첫째, 다섯 성부가 성부별로 기보되어 있지 않고 합창식으로 기보되

어 있다.

둘째, 곡의 제목은 항상 곡의 시작 지점에서 베이스 성부 아래에 적

혀 있다.

셋째, 곡이 끝나는 지점에 항상 “∾ Giovanni Coprario”라고 적어놓았

다. 이를 통해 각 작품에 해당하는 작곡가를 명확히 알 수 있으

며 이는 코프라리오 외의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의 경우도 동일

하다.

넷째, 두 가지의 페이지 넘버를 가진다. 하나는 폴리오 넘버로 이는

오른쪽 상단에 작고 가는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트레지안의 고유 페이지 넘버로 왼쪽 상단에 크고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다섯째, 작품 순서에 대한 두 가지의 넘버링 시스템을 가진다. 넘버링

시스템 (1)은 트레블 1과 트레블 2 성부 사이에 크고 굵은 글

씨로 표시되어 있으며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는 17, 174,

175, …, 217, 218번이다.38) 넘버링 시스템 (2)는 트레블 2와 알

토 성부 사이에 작고 가는 글씨로 표시되어 있으며 1, 2, 3, …,

45, 46번이다.39)

38)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첫 번째 판타지아가 17번인데 두 번째 판타지아가 18번이 아

닌 174번으로 건너뛴다. 174번부터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작품 번호가 매겨지는데

트레지안이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넘버링 시스템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39) 트레지안 넘버링 시스템 2 중에서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25번 뒤에 26번이 오지 않고 27번으로 건너뛴 후 26번이 등장한다. 또한 31번 다음

에 33번, 32번, 35번, 34번, 36번 순서대로 등장한다. 이는 당시 트레지안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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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트레지안 필사본에 실린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의 구성

폴리오 번호
트레지안

페이지

트레지안

번호(1)

트레지안

번호(2)
제 목

127r-128v 252-253 17 1 Crudel perché

128v-129r 253-254 174 2 Io son ferito amore

129r-130r 254-256 175 3 Rapina l'alma

130r 256 176 4 Lume tuo fugace

130r-131r 256-258 177 5 Io piango

131r-132r 258-260 178 6 In te mio novo sole

132r-132v 260-261 179 7 Del mio cibo amoroso

133r-133v 262-263 180 8 In voi moro

133v-134r 263-264 181 9 Luci beate et care

134r-135r 264-266 182 10 Al primo giorno

135r 266 183 11 Chi pue mirarvi

135r-136r 266-268 184 12 Lucretia mia

136r-136v 268-269 185 13 Illicita cosa

136v-137r 269-270 186 14 Dolce mia vita

137r 270 187 15 Passa madonna

137r 270 188 16 Cresce in voi

137r-138v 270-273 189 17 Voi caro il mio contento

138v 273 190 18 Alma mia tu mi dicesti

138v-139r 273-274 191 19 Caggia fuoco dal cielo

139r-140r 274-276 192 20 Fugga dunque la luce

140r-140v 276-277 193 21 O sonno della mia morte

140v-141v 277-279 194 22 Dolce ben mio

141v 279 195 23 Qual vaghezza

141v-142r 279-280 196 24 Credemi

142r-143r 280-282 197 25 Ite leggiadra rime

143r 282 198 27 Dammi o vita mia soccorso

143v-144r 283-284 199 26 De la mia cruda sorte

144r 284 200 28 Sia maladetto amore

144r-144v 284-285 201 29 Ninfa crudele

145r 286 202 30 Nel sen della mia Margherita

145r-146r 286-288 203 31 Per far una leggiadra vendetta

146r-146v 288-289 204 33 O misero mio core

146v-147r 289-290 205 32 Deh cara anima mia

147r-147v 290-291 206 35 Ohimè la gioia è breve

147v-148r 291-292 207 34 Gitene ninfe

148r-149v 292-293 208 36 Se mi volete morto

149v-150r 293-295 209 37 D'un si bel fuoco

150r-150v 295-296 210 38 Fuggi se sai fuggire

150v-150r 296-297 211 39 La primavera

150v-151r 297-298 212 40 Dolce tormento

151v 299 213 41 Ingiustitia d'Amore

151v-152r 299-300 214 42 Quando la vaga Flori

152r 300 215 43 Lieti cantiamo

152r-153r 300-302 216 44 Io vivo in amoroso foco

153r 302 217 45 Dove il liquido argento

153r-153v 302-303 218 46 Occhi miei con viva sp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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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지안 필사본의 구성 중에서 폴리오 번호를 보면, 판타지아 개별

곡들 중 폴리오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두 군데 있다. 첫 번째 지

점은 판타지아 7번이 끝나는 f.132v 와 8번이 시작하는 f.133r 이다. 두

번째 지점은 판타지아 29번이 끝나는 f.144v 와 판타지아 30번이 시작하

는 f.145r 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한 곡의 끝 부분과 다음

곡의 시작 부분이 하나의 폴리오에 동시에 실려 있다.

본문은 트레지안 필사본에서 폴리오 구분이 명확한 지점을 기준으로

세 파트로 나누었으며, 곡의 번호를 붙이는데 트레지안 번호 중 넘버링

시스템 2를 채택하였다. 첫 번째 파트는 폴리오 127r∼132v에 실린 판타

지아 1번∼7번, 두 번째 파트는 폴리오 133r∼144v에 실린 판타지아 8번

∼29번, 세 번째 파트는 폴리오 145r∼153v에 실린 판타지아 32번∼46번

이다.40)

40) 본 논문의 구성을 트레지안 필사본 구성에 따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여러 가

지 요인들이 있었다. 첫째,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작품들을 곡의 특징에 따라 나누어

본문을 구성해보려 하였으나 그의 46개 판타지아 작품들은 모두 유사한 형식과 음악

적 특징들을 공유하였기에 이는 불가능하였다. 둘째, 각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

악곡의 가사들이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시 형식별로 분류해보려 하였으나 대

부분 서정시였기에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셋째, 각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 시의 주제별로 묶어보려 하였으나 대부분 사랑, 이별, 아픔, 고통 등과 같은

비슷한 주제인 경우가 많아 주제별로 나누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모두 고려한 끝에 최종적인 방안으로 트레지안 필사본의 구성에 따라 본문을 구성하

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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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트레지안 필사본 f.13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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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트레지안 필사본 f.13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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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프라리오가 남긴 5성부 비올 판타지아 작품의 전체 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트레지안 필사본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트레지안 필

사본에 실려 있지 않은 곡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옥스퍼드 크라

이스트처치 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61-641)에는 “Leno”라는 제목의 판

타지아가 코프라리오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필사본 61-6은 총 여섯

개의 분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분책은 수록된 내용에 따라 총 7

개의 파트로 나뉜다.42) 이 중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가 실린 부분

은 세 번째 파트로 여기에는 총 11개의 5성부 판타지아가 수록되어 있

다.43) 이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판타지아가 “Leno”이다. 그러나 본 논

문에서는 트레지안 필사본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Leno”는 분석 대상

에서 제외시켰다.

둘째, 코프라리오가 작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5성부 판타지아 중

에 제목이 없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논

문의 연구 목적은 코프라리오 5성부 판타지아와 각 판타지아에 붙여진

이탈리아어 제목과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터리스는

그가 정리한 코프라리오의 주제별 색인(thematic catalogue)44)에서 코프

라리오가 남긴 5성부 작품을 총 49개로 소개하고 있다. 이 중 1번부터

41) Oxford Christ Church Library Music Manuscripts 61-6.

42) 파트 1에는 기본스의 3성부 판타지아 8곡, 파트 2에는 존 워드의 3성부 앤섬 9곡, 파

트 3에는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 11곡, 파트 4에는 토마스 미리엘(Thomas

Myriell) 등의 5성부 성악곡, 파트 5에는 워드가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는 6성부 모테

트 “Vota persolvam", 파트 6에는 미리엘, 워드 등의 6성부 성악곡, 파트 7에는 페라

보스코 2세, 화이트 등의 6성부 기악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5성부 구성인 파트 3은

총 여섯 개의 분책 중 분책 61, 62, 63, 64, 66에 다섯 성부가 나뉘어 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 도서관(Oxford Christ Church Library)

웹사이트에서 참고하였다.

(주소: http://library.chch.ox.ac.uk/music/page.php?set=Mus.+61--6 2018.9.20. 접속)

43) 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Leno”, “Luci beate et care”, “Lucretia mia”, “Fantasia

a5”(제목 없음), “Cresce in voi”, “Crudel perché”, “Io son ferito amore”, “Voi caro

il mio contento”, “Fugga dunque la luce”, “O sonno della mia morte”, “Dolce ben

mio”이다.

44) Richard Charteris, “John Coprario: A Thematic Catalogue of his Music”

(Pendragon Press, 1977)



- 20 -

46번까지는 트레지안 필사본에 수록된 판타지아 순서로 되어 있으며 47

번은 “Leno”이고 48번과 49번은 제목이 붙어있지 않은 곡들이다. 앞서

언급한 필사본 61-6의 파트 3 중 제목이 없는 네 번째 곡은 차터리스의

주제별 색인에서 49번째 곡으로 되어 있다. 차터리스의 주제별 색인에

따른 판타지아 48번은 트레지안 필사본에는 없지만 다른 10여개의 필사

본들에 수록되어 있다.45) 그러나 제목이 없는 48번과 49번 판타지아는

곡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분석 대상

에서 제외시켰다.

45) Cambridge King's College Rowe Music Library MSS 11-17, Dublin Archbishop

Marh's Library MS Z3.4.13, London Royal College of Music, Music MS 1,145,

Oxford Christ Church Library Music MS 2, Oxford Christ Church Library Music

MS 21, Oxford Christ Church Library Music MS 67, Oxford Christ Church

Library Music MSS 403-8, Oxford Christ Church Library Music MS 436, Oxford

Christ Church Library Music MSS 527-30 and 1,024, Oxford Christ Church

Library Music MS 1,004,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MSS M990 C66F4

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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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현재까지 코프라리오의 영국 비올 판타지아와 관련된 연구는 데이비

드 핀토(David Pinto), 데리 벌텐쇼(Derry Bertenshaw), 이 두 명의 학자

가 주도해왔다. 핀토는 코프라리오 판타지아가 동시대 이탈리아 마드리

갈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47개의 5성부 판타

지아 중 33개에 해당하는 곡들에서 각 판타지아의 제목과 유사한 성악곡

의 인시피트를 찾아내고 나열하였다. 예를 들면, 판타지아 15번 “Passa

madonna”와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으로 마렌치오의 “Passa

madonna”, 빈센쵸 폰타나(Vincenzo Fontana, 활동: 16세기 중반)의

“Passa madonna”가 있음을 찾아냈다.46) 그러나 그는 판타지아 제목과

유사한 성악곡 인시피트를 소개만 하였을 뿐 판타지아와 성악곡의 연관

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핀토는 판타지아 제목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들을 일부 찾았을 뿐 개별 판타지아 곡들이

어떤 성악곡으로부터 음악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탐구

하지 않았다.

벌텐쇼는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가 동시대 성악곡으로부터 가

사의 내용적 요소를 차용하고 구조적인 부분을 모방한 성악곡의 패러디

작(作)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코프라리오 판타지아를 “직

접적 (패러디) 판타지아”(direct fantasy)와 “간접적 (패러디) 판타지

아”(indirect fantasy), 두 부류로 분리하였다. 전자는 특정 성악곡의 인시

피트를 가져와 그 성악곡의 진행 구조를 모방하고 주제적 요소 일부를

차용한 판타지아이다. 이에 해당하는 곡으로는 판타지아 33번 “O misero

mio core”, 38번 “Fuggi se sai fuggire”, 19번 “Caggia fuoco dal cielo”

가 있다.47) 후자는 제목이 일치하지 않은 다른 성악곡으로부터 음악적

요소를 차용한 판타지아이다. 예를 들면, 판타지아 45번 “Dove il liquido

46) Pinto, 117.

47) 19번은 아네리오의 칸초네타와, 33번과 38번은 에레미타의 마드리갈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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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o”와 줄리오 에레미타(Giulio Eremita, c.1550∼1600)의 “Fuggi se

sai fuggire”는 제목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나 음악적으로 연관되는 점들

이 많다고 주장하였다.48) 그러나 판타지아 19번, 33번, 38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43개에 해당하는 판타지아 곡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벌텐쇼는 단지 제목의 유사성만을 가지고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

악곡을 추정한 핀토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판타지아와 성악곡 사이의

음악적 연관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장르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

하고자 하였다. 그는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 곡들을 성악곡과 실

제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코프라리오가 판타지아에서 동시대 성악곡의 영

향을 받았다는 예시를 제공하였으나 판타지아 전곡이 아닌 극히 일부만

분석하였다.

이처럼 핀토와 벌텐쇼가 코프라리오 판타지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았

다면 본 논문에서는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 전곡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판타지아와 이탈리아 성악곡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

전의 연구들이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제목과 유사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

악곡들을 일부 찾는데 그치거나 46곡 중 일부만 발췌해서 성악곡과의 연

관성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그의 개별 판타지아 전부와 이와 연관된

성악곡을 모두 찾아내고 코프라리오가 각 성악곡에서 어떠한 음악적 요

소를 차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를 통해 성악곡과 연관된 코프

라리오 판타지아 세계를 조망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48) Derry Bertenshaw, "The Influence of the Late Sixteenth-Century Italian

Polyphonic Madrigal on the English Viol Consort Fantasy c.1600-1645: A

Background Stud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eicester, 1992),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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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프라리오 5성부 판타지아 분석

본 논문은 코프라리오 개별 판타지아가 어떤 성악곡으로부터 그 제목

과 음악적 요소를 가져온 것인지, 판타지아 46곡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섯 단계의 연구 과정을 거쳤다.

첫째, 각 판타지아 제목에 사용된 구절과 관련된 성악곡 인시피트를

찾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판타지아 제목은 이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을

찾는 결정적인 단서이자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49) 그런데 판타지아에

붙여진 이탈리아어 제목이 성악곡 인시피트와 동일하게 또는 변형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판타지아 제목에 사용된 구절이 성악곡

인시피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판타지아 제

목 일부가 인시피트가 아닌 가사 중 일부에 있는 성악곡을 찾아보았다.

첫 번째 연구 과정에서 필사본 자료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쟁점은 판

타지아 중 제목이 두 개인 경우였다. 46곡 중 판타지아 1번, 10번, 11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45번이 이에 해당하였다. 예를 들면 판타지

아 1번의 경우, 트레지안을 포함한 몇몇 필사본에는 “Crude perché”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필사본에는 “Corisca”라는 제목으로 기

록되어 있다. 두 제목 중 어떤 것이 실제로 코프라리오가 의도한 제목인

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8곡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

서는 트레지안 필사본을 토대로 연구하였지만 그렇다고하여 트레지안 필

사본에 기록된 제목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트레지

안 필사본도 결국 코프라리오 악보를 2차적으로 옮긴 여러 필사본들 중

49) 앞서 트레지안 필사본의 기록 연도에 따른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작곡연도를 여러 경

우로 추정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코프라리오 작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판타지아 작곡 연도를 트레지안이 감옥에 수

감되었던 1619년까지로 보았다. 이에 따라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악곡들도 이와 비슷한 시기인 1610년대 작품들까지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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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필사본에 다른 제목으로 기록

된 판타지아 경우, 두 제목과 관련된 성악곡을 모두 찾고, 모든 곡의 철

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코프라리오가 실제 의도한 제목이 무엇이었을지

탐색하였다.

둘째, 첫 번째 단계를 통해 파악된 각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곡으

로 추정되는 여러 성악곡들의 악보를 수집하였다. 이들 성악곡들은 대부

분 16세기 말에 나타난 것들로, 대부분 원전 악보로 되어 있었다. 원전

악보로 기록된 성악곡들은 대부분 파트보 형태가 많고 마디 수가 적혀

있지 않으며 가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대 기보로 옮기는 작업이 불

가피하였다.

셋째, 각 판타지아를 분석한다. 판타지아 분석은 먼저 곡의 구성을 파

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코프라리오 판타지아의 경우, 여러 푸가

부분들과 각 푸가 부분들을 연결하는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곡들이 대부

분이었다. 판타지아에서 푸가 부분에 등장하는 주제 선율 또는 대선율은

판타지아 구성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각 판타지아에서 어떤 주요 선율들

이 등장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개별 판타지아의 음악적 아이디어의 바탕

이 된 성악곡을 찾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넷째, 각 판타지아와 연관된 성악곡들을 모두 분석한다. 분석에서 중

심적으로 살펴본 것은 곡의 시작 선율50), 가사의 감정을 전달하는 특정

음악적 동기나 음형, 곡의 구조이다.

다섯째, 개별 판타지아와 이와 연관된 모든 성악곡들을 분석한 내용

을 토대로.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을 찾아낸다.

본 연구는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작곡에 배경이 된 성악곡을 찾기 위

해 개별 판타지아마다 위의 과정을 거쳐 탐구하였다.

50) 시작 선율은 성악곡 인시피트를 드러내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음악 요소들 중에서 판

타지아와의 연관성을 찾는데 우선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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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리오 127r∼132v

(1) Tr. 1 Crudel perché

판타지아 1번은 두 개의 제목이 존재한다. 트레지안 필사본, 부가필사

본 39,550-54(Barnard51)), 에저턴 2485 필사본에는 “Crudel perché”(잔인

한 여인이여)로 되어있지만 부가필사본 39,550-54(Harman52))에는

“Corisca”(코리스카)로 되어있다.

“Crudel perché”로 시작하는 인시피트는 다음과 같이 여러 작곡가들

의 성악곡에 있다. 마렌치오의 <6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4권>(Il

quarto libro dei madrigali a sei voci, 1587), 베네데토 팔라비치노

(Benedetto Pallavicino, 1551∼1601)의 <6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1

권>(Il primo dei madrigali a sei voci53), 1587), 베르나르디노 모스토

(Bernardino Mosto, 활동시기: 16세기 중반)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

갈>(Madrigali di Bernardino Mosto a cinque voci, 1588), 몬테베르디

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2권>(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90)에 실려 있다. 이 네 곡의 마드리갈은 모두 이탈리아

시인이자 극작가 죠반니 바티스타 과리니(Giovanni Battista Guarini,

1538∼1612)의 시 “Crudel perché mi fuggi”(잔인한 여인이여 왜 나를

피하는가)를 가사로 하였다.54)

51) 부가필사본 39,550-54은 당시 출판된 여러 악보들을 토대로 필사되었는데 이 중 코

프라리오 판타지아를 기록하는데 참고한 주요 자료 중 하나가 버나드(Barnard) 악보

였다. 본문에서는 이를 “부가필사본 3,550-54(Barnard)”으로 표기하였다.

52) 할만(Harman)은 부가필사본 39,550-54 중 코프라리오 판타지아가 기록되는데 주요

자료가 되었던 다른 악보 이름이다. 본문에서는 이를 “부가필사본 39,550-54

(Harman)”으로 표기하였다. 동일한 판타지아 곡이 버나드(Barnard)와 할만(Harman)

악보에서 서로 다른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판타지아 제목

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부가필사본 39,550-54에 수록된 16개의 판타지아 제목들이

모두 공백으로 남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53) 원어에서 ‘dei'라고 표기된 단어가 원전 악보에는 'de'라고 표기되어있다. 현대 문법

에서는 dei 라고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며, de 는 고어적인 표현이다.

54) 과리니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 수많은 이탈리아 마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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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l perché mi fuggi,

s’hai della morte mia tanto desio?

Tu sei pur il cor mio?

Credi tu, per fuggire,

crudel, farmi morire?

Ah! non si può morir senza dolore,

e doler non si può, chi non ha core.

잔인한 여인이여, 왜 나를 피하는가?

당신이 나의 죽음을 그리도 바랐다면.

결국 그대는 나의 심장이지 않은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를 피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아! 고통 없이는 죽을 수 없네

심장이 없는 자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네.

핀토와 벌텐쇼는 이 곡의 출처에 대해 일부 가능성들만 제시하였다.

핀토는 판타지아 1번과 인시피트가 동일한 마렌치오나 팔라비치노의 마

드리갈을 언급하였을 뿐 이들이 판타지아와 어떠한 음악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벌텐쇼는 이 곡이 마렌치오의 마드리

갈을 패러디한 것으로 주장했다(Bertenshaw, 1988). 그러나 그는 4년 뒤

발표한 논문에서 판타지아 1번에서 사용된 동기가 마렌치오와 팔라비치

노의 곡에서 사용된 동기들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다른

성악곡이 판타지아의 배경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55) 결국 벌텐쇼도 이

곡의 분명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한편 “Corisca”와 연관된 성악곡은 아드리아노 방키에리(Adriano

Banchieri, 1568∼1634)의 <3성부를 위한 칸초네타>(Canzonette a tre

voci, 1597)에 실린 “Corisca, anima mia”(코리스카, 나의 영혼)이 유일하

다. 칸초네타는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곁을

떠나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다.56)

갈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가사로 사용되었다.

55) Bertenshaw, The Influence of the Late Sixteenth-Century Italian Polyphonic

Madrigal on the English Viol Consort Fantasy c.1600-1645, 189∼190.

56) 코리스카(Corisca)는 과리니의 <충직한 양치기>(Il pastor fido, 1590)에 등장하는 님

프의 이름이다. 코리스카는 미르틸로(Mirtillo)라는 양치기를 사랑하였으나 그는 다른

여인 아미릴리(Amarilli)를 사랑하였고 아마릴리 역시 미르틸로를 사랑하였다. 코리

스카는 미르틸로를 짝사랑하였고 이러한 코리스카를 코리돈(Coridon)이라는 양치기

가 짝사랑한다. 이 시는 코리스카에게 바치는 코리돈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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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아 1번의 제목 “Crudel perché”, “Corisca”와 관련하여 언급된

다섯 개의 성악곡 중 마렌치오와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에서 판타지아 1

번과 연관되는 요소들이 나타난다.

판타지아 1번은 주제 선율 진행과 종지에 따라 세 개의 푸가 부분과

두 개의 에피소드로 나뉜다. A, B, C 부분은 각각 두 개의 주제 선율이

다섯 성부에서 대위적으로 진행하는 푸가 구성으로 되어있다. 에피소드

는 푸가 부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호모포니 진행이 지배적으로 나타

남으로써 푸가 부분과 대조된다. 푸가 부분에 등장하는 주제 선율들은

판타지아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곡의 핵심이다. 나아가 푸가 주제

선율에서 사용된 음악적 동기들은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을 추

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표 2> 판타지아 1번의 구성

A

푸가

B

푸가

C

푸가

주제 선율 a

주제 선율 b
∼

주제 선율 c

주제 선율 d
∼

주제 선율 e

주제 선율 f

마렌치오의 “Crudel perché”는 가사 흐름과 종지에 따라 크게 세 부

분으로 나뉘는데 이 때 B 부분을 시작하는 “crudel”에 사용된 4도 상행

도약 동기 x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e의 시작 동기와 유사하다.(<악보

1a>과 <악보 1-1b>) 또한 마렌치오의 C 부분에서 가사 “Ah' non si

può”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때 앞서 등장했던 동기의 전위 형태

인 4도 하행 도약이 사용되었다.(<악보 1b>) 마렌치오의 4도 상행 및

하행 도약 동기는 판타지아 주제 선율 b와 e에서 유사하게 등장한다.

(<악보 1-1a>와 <악보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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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마렌치오, “Crudel perché”

a. B 부분

동기 x

b. C 부분

동기 x'

<악보 1-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번

a. 주제 선율 b

동기 x'

b. 주제 선율 e

동기 x

마렌치오의 동기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연

관성이 바로 벌텐쇼가 판타지아 1번의 배경이 되는 곡으로 마렌치오의

마드리갈을 지목한 단서라고 추정된다.

통절형식인 몬테베르디의 “Crudel perché”는 종지에 따라 AA'BC로

나뉘며 두 개의 주요 동기가 등장한다. A 부분의 마디 7-11(<악보 2>),

A' 부분의 마디 21-25에서 가사 “Tu sei”에 사용된 4도 상행 도약 동기

x는 악구 시작에서 나타나거나 단편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모방대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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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하는 동기 x는 <악보 1-1b>에서처럼 판타지아 주제 선율 e의

시작 동기와 유사하다. 마드리갈에서 동기 x 이후 순차 하행하는 선율로

악구가 처리되었다면 판타지아에서는 동기 x에 이어 빠른 음가의 장식

적 음형을 추가하여 비올 연주의 관용적인 기악어법이 부각되었다.

<악보 2> 몬테베르디, “Crudel perché”, A 부분, 마디 7-11

동기 x

몬테베르디의 동기 x는 마렌치오 마드리갈에서처럼 전위 형태로 등

장하기도 한다. C 부분은 감탄사 “Ah non”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에 사용

된 4도 하행 도약은 동기 x의 전위 형태인 동기 x'이다.(<악보 3>) 동

기 x'는 마드리갈에서 다섯 성부가 호모리듬으로 진행할 때 유일하게 등

장하면서 수사학적으로 특별히 강조된 부분에 사용되었다. 이는 판타지

아의 주제 선율 b에서 차용되었다.(<악보 1-1a>) 몬테베르디의 선율은

4도 하행 도약 후 순차 하행하는데 판타지아에서는 4도 하행 도약 후

F-E-D-C# 진행으로 몬테베르디의 선율이 장식적으로 처리되었다.



- 30 -

<악보 3> 몬테베르디, “Crudel perché”, C 부분, 마디 35-40

동기 x'

마렌치오와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에서 등장한 동기들은 모두 판타지

아와 연관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에서는 이외에

도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이 더 나타난다.

마드리갈의 C 부분 중 마디 35-38(<악보 3>)과 마디 48-51(<악보

4>)의 가사 “non si pò”에서는 동일한 음정에서 리듬형 ♪♪♩으로 된

동기 y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동기 y는 판타지아 주제 선율 c의 시작

동기에서도 등장한다.(<악보 4-1>) 마드리갈에서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몬테베르디의 동기 y는 C 부분의 시작에서는 호모리듬으로 진행하다가

이후 각 성부에서 모방대위적으로 진행한다. 몬테베르디가 다양한 텍스

쳐를 통해 사용한 동기 y가 푸가 선율에 반영되어 기악적 판타지아의

특징이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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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몬테베르디, “Crudel perché”, C 부분, 마디 48-51

동기 y

<악보 4-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번, 주제 선율 c

동기 y

한편 곡의 텍스쳐 면에서도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과 판타지아 사이

에 연관성이 있다. 마드리갈에서 호모포니로 구성된 부분과 판타지아에

서 호모포니로 구성된 부분의 선율이 유사하게 진행한다. 유일하게 호모

포니 텍스쳐로 구성된 마드리갈의 B 부분 시작 선율 “Credi tu per

fuggire”은 판타지아에서 호모포니 텍스쳐로 진행하는 에피소드 1의 트

레블 1 선율에서 유사하게 전개된다.(<악보 5>와 <악보 5-1>)

<악보 5> 몬테베르디, “Crudel perché”, B 부분, 마디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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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번, 에피소드 1, 마디 27-29

그러므로 판타지아 1번 “Crudel perché”는 주로 몬테베르디의 5성부

마드리갈 “Crudel perché mi fuggi”로부터 음악적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두 곡에서는 음악적 동기와 선율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며 구

조적으로도 유사성을 보인다.

(2) Tr. 2 Io son ferito amore

판타지아 2번 제목 “Io son ferito amore”(나는 상처 입은 사랑)와 동

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곡으로는 한스 레오 하슬러(Hans Leo Hassler,

1564∼1621)의 <4성부를 위한 24개의 칸초네타 1권>(24 Canzonette a

quatro voci, Libro 1, 1590)에 실린 아홉 번째 곡이 유일하다. 하슬러는

독일 태생이지만 1584년 베니스로 건너가 당시 베네치아 악파(Venetian

School)가 전성기였던 시기에 활동하여 이탈리아 폴리코랄 양식을 흡수

하고 이를 자국에도 전파한 당시 독일 최초의 작곡가이다. 뉘른베르크에

서 출판된 그의 칸초네타 모음집에서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그의 음

악적 스타일이 나타난다.57)

핀토는 판타지아 2번 제목이 하슬러의 칸초네타 인시피트와 동일하다

고 밝혔지만 실제로 칸초네타에서 사용된 동기가 판타지아에서 전혀 사

용되지 않았다. 핀토에 따르면 하슬러의 시작 선율은 <악보 6>와 <악보

6-1>에서처럼 코프라리오의 <4성부 판타지아> 중 2번과 동일하며 여기

까지가 그가 밝힌 사실의 전부이다.58)

57) Anthony F. Carver, Cori Spezzati: Volume 1, The Development of Sacred

Polychoral Music to the Time of Schütz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207.

58) Pinto,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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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하슬러, “Io son ferito amore”, 시작 선율

<악보 6-1> 코프라리오, <4성부 판타지아> 2번, 시작 선율

판타지아 2번 제목과 연관된 곡으로는 인시피트 “Io son ferito”로 시

작하는 네 개의 성악곡이 있다. 가스파로 피오리노(Gasparo Fiorino, 활

동시기: 1571∼1574)의 <3성부를 위한 빌라넬라>(Villanella a tre voci)

중 “Io son ferito e fuggo”, 마렌치오의 <3성부를 위한 빌라넬라 3

권>(Il terzo libro delle villanelle a tre voci, 1587) 중 “Io son ferito'e

chi mi”, 죠반니 프란체스코 카푸아노(Giovanni Francesco Capuano,

1550∼1600)의 <3성부를 위한 빌라넬라 1권>(Primo libro delle

villanelle a tre voci, 1574) 중 “Io son ferito hai lasso”, 죠반니 피에르

루이지 다 팔레스트리나(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1525∼1594)

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 1권>(Prima stella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70) 중 “Io son ferito ahi lasso”가 이에 해당한다.

위 네 곡 중에서 카푸아노, 마렌치오, 팔레스트리나의 곡에 등장하는

리듬형 �♩♩이 판타지아 2번의 시작 동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팔레스

트리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곡은 시작 선율에 등장하는 리듬형이 유사하

다는 점 이외에 판타지아 2번과 연관되는 부분이 없다. 반면 팔레스트리

나의 마드리갈에서는 시작 선율의 리듬형 뿐만 아니라 판타지아와 연관

되는 다른 음악적인 요소들이 등장한다.

팔레스트리나의 마드리갈은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상처받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마드리갈의 가사 중 핵심어에 사용된

음악적 동기는 판타지아의 여러 선율에 차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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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son ferito, ahi lasso, e chi mi diede

Accusar pur vorrei, ma non ho prova,

E senz' indizio al mal non si dà fede:

Nè getta sangue la mia piaga nuova.

Io spasm' e môro; il colpo non si vede,

La mia nemica armata si ritrova.

Che fia tornar a lei crudel partito,

Che sol m'abbia a sanar chi m'ha

ferito.

나는 상처 받았네. 아 슬픔. 누가 준 것 인가.

원망하고 싶으나 증거가 없네.

근거 없는 말에 믿음을 주지 않네.

내 새로운 상처는 피도 흘리지 않네.

경련과 어둠; 몸은 보이지 않네.

무장한 내 원수를 만나네.

그녀의 잔인한 파티에 돌아가게 해주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으니.

팔레스트리나의 시작 선율 “Io son ferito ahi lasso”와 판타지아의 주

제 선율 a는 선율적・리듬적으로 유사하다. 팔레스트리나의 시작 선율은

동일한 음에서 리듬형 ���로 진행하는 동기 x가 등장한 후 3도 순차

하행과 4도 상행 도약 및 2도 순차 하행(E-D-C-F-E)한다.(<악보 7>)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는 팔레스트리나의 동기 x를 1/2 음가로 축소한

리듬형으로 시작한다. 이후 3도 순차 하행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팔레스

트리나의 시작 선율의 진행을 연상케 한다.(<악보 7-1a>) 마드리갈 시

작 선율 중에는 C에서 F로 4도 상행 도약이 사용되었는데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에서는 옥타브 상행 도약으로 팔레스트리나의 악구가 연장되었

다.

마드리갈 시작 선율에서 감탄사 “ahi lasso”에서는 ahi 와 lasso 사이

에 4도 상행 도약으로 lasso 가 강조되었으며 이후 2도 하행하는 진행으

로 한숨을 자아내는 화자의 목소리가 표현되었다.(<악보 7>) 수삭학적으

로 강조된 이 동기 y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b, d, e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여 ‘슬픔’의 감정이 반영되었다.(<악보 7-1b>와 <악보 7-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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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팔레스트리나, “Io son fertio”, 마디 1-5

동기 x 동기 y

<악보 7-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번

a. 주제 선율 a

동기 x

b. 주제 선율 b

동기 y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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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제 선율 d와 주제 선율 e

동기 y┏━ 주제선율 d

┏━ 주제선율 e

┏━ 주제선율 d

┏━ 주제선율 d

┏━ 주제선율 e

┏━ 주제선율 e

┏━ 주제선율 d

팔레스트리나의 시작 선율에서 등장했던 동기 x는 마드리갈에서 동

일한 리듬형 으로 변형되어 등장한다. 마디 19-25에서는 선율 “e senz'

indizio”(근거 없는 [말]), 마디 40-50에서는 “il copo”(몸), “La mia

nemica”(나의 원수)에서 리듬이 변형된 동기 x가 나타난다.(<악보 9>)

이 구절들은 모두 여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인의 ‘근거 없는 말’은 화자

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며 ‘몸’은 여인의 육체, ‘나의 원수’는 사랑하

는 대상이면서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여인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여

인이라는 주체를 표현하는 구절들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동기 x는 판타

지아에서도 나타난다.

판타지아의 에피소드 1(마디 19-24)에서 테너 2를 제외한 모든 성부

들의 악구가 동기 x로 시작한다.(<악보 8-1>) 에피소드 1에 이어 등장

하는 주제 선율 b에서도 동기 x가 나타나는데 이처럼 판타지아에서 유

기적으로 등장하는 동기 x는 마드리갈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인’을 기악

언어로 반영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악보 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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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팔레스트리나, “Io son ferito”, 마디 40-45

동기 x

<악보 8-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번

a. 에피소드 1, 마디 19-24

동기 x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는 주로 에피소드 부분이 호모포니 텍스

쳐로 처리되는데 판타지아 2번에서는 예외적으로 두 에피소드를 모두 모

방대위적 텍스쳐로 구성하였다. 이는 철저한 모방대위 기법으로 구성된

팔레스트리나 마드리갈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판타지아 “Io son ferito amore”는 팔레스트리나의 4성부 마드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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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son ferito”에 등장하는 여러 음악적 아이디어가 차용된 곡이다. 판타

지아에서는 팔레스트리나가 사용한 동기가 차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

한 대위 양식을 추구했던 팔레스트리나의 음악적 스타일이 반영되었다.

(3) Tr. 3 Rapina l'alma

앞서 살펴본 판타지아 1번과 2번에서는 판타지아 제목에 사용된 어절

이 성악곡의 인시피트와 동일하였으나 5성부 판타지아 3번 제목과 동일

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은 없다. 벌텐쇼는 제목과 상관없이 시작 선

율의 유사성을 단서로 하여 판타지아 3번의 배경이 되는 곡으로 팔레스

트리나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2권>(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66) 중 “Vestiva i colli”를 지목하였다.59)

“Vestiva i colli”와 판타지아 3번의 시작 선율을 비교해보면 선율 진행방

식이 유사하다.(<악보 9>과 <악보 9-1>)

<악보 9> 팔레스트리나, “Vestiva i colli”, 시작 선율

<악보 9-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번, 시작 선율

그는 판타지아 제목에 함축된 내용과는 상관없이 시작 선율의 유사성

만을 가지고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을 추정하였으나 두 곡의 시

59) Bertenshaw, The Influence of the Late Sixteenth-Century Italian Polyphonic

Madrigal on the English Viol Consort Fantasy c.1600-1645,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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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선율에 나타난 연관성만 제시했을 뿐 판타지아 3번이 팔레스트리나의

마드리갈을 바탕으로 작곡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판타지아 제목 “Rapina l'alma”(영혼의 강탈)에 사용된 어절 중

“rapina60)”(강탈)가 가사에 포함된 유일한 성악곡이 있다. 이는 마렌치오

의 <6성부를 위한 마드리갈 4권>(Il quarto libro dei madrigali a sei

voci, 1587) 중 “달콤하고 가벼운 입맞춤”(O che soave e non inteso

baccio)이다. 마드리갈 가사는 과리니의 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시에서

는 화자의 마음을 빼앗아간 연인을 사랑의 ‘도둑’으로 비유하고 있다. 총

16행으로 된 이 시 중에서 “rapina”는 마지막 행 “E ceda in tutto alla

rapina il dono”(사랑은 도둑의 선물이 될 것이에요)에 등장한다.

마렌치오의 “O che soave e non inteso baccio”는 통절 형식이며 종

지에 따라 일곱 부분으로 나뉜다. 이 마드리갈은 호모포니와 폴리포니

텍스쳐가 혼합되어 있으며 다양한 조성 변화 및 대조적인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마렌치오의 다채로운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 A

부분은 곡 전체에서 유일하게 호모리듬으로 진행함으로써 가사 “달콤하

고 가벼운 입맞춤”이 강조되어 전달된다. B∼G 부분은 둘 이상의 성부

가 동시에 진행하면서 다른 성부들과 모방대위를 이루는 폴리포니와 호

모포니의 혼합적인 텍스쳐로 되어있다. 마지막 H 부분은 마드리갈에서

유일하게 철저한 모방대위 진행이 나타난다.

60) rapina 는 ‘강탈’, ‘도둑’, ‘강도’를 의미한다. 이는 문맥상에 맞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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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마렌치오, “O che soave e non inteso baccio”의 구성

부분 마디 행 종지 텍스쳐

A 1-3 1 V/em 호모리듬

B 3-8 2-3 em 폴리포니+호모포니

C 8-11 4-5 DM 폴리포니+호모포니

D 11-16 6-7 CM 폴리포니+호모포니

E 17-22 8-10 EM 폴리포니+호모포니

F 23-26 11-12 DM 호모포니+폴리포니

G 26-37 13-15 GM 호모포니+폴리포니

H 37-45 16 EM 폴리포니

판타지아에서는 마드리갈에서 유일하게 폴리포니로 텍스쳐로 진행하

는 H 부분에 사용된 음악적 동기가 주제 선율에 차용되었다. 마드리갈

의 H 부분 중 판타지아 제목에 사용된 “rapina”가 등장하는 구절인 “alla

rapina il dono”(사랑의 도둑)에 붙여진 선율은 마디 38-45에서 모방대위

적으로 등장한다.(<악보 10>) 이 선율은 동일한 음가와 음정으로 구성된

동기 x로 시작하는데 이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와 b에서 리듬형 ♩

♪♪ 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악보 10-1a>)

선율 진행 면에서 선율 “alla rapina il dono”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 d와 연관된다. 마렌치오의 선율은 세 음이 동일한 음에서 진행하다가

3도 하행 도약 후 3도 순차 상행하는 동기 y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주

제 선율 a에서도 등장하며 주제 선율 d를 시작하는 진행과도 유사하

다.(<악보 10-1b>)

<악보 10> 마렌치오, “O che soave e non inteso baccio”, H 부분

동기 x

동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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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번

a. 주제 선율 a와 주제 선율 b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b

┏━ 주제선율 b

동기 y

b. 주제 선율 d

동기 y

판타지아 3번 제목에서 그 배경이 되는 성악곡을 찾는 유일한 단서는

“rapina” 였으며 마렌치오가 “rapina”에서 사용한 선율 진행이 판타지아

를 구성하는 푸가 선율에 등장함을 확인하였다. 코프라리오는 마드리갈

의 핵심 구절인 “alla rapina il dono”에 사용된 선율의 리듬적・선율적

요소를 차용하여 여러 푸가 선율에 활용하였다. 이는 코프라리오의 음악

적 발상이 마렌치오 마드리갈로부터 근거하였음을 추정해보게 되는 핵심

요소이다.

(4) Tr. 4 Lume tuo fugace

판타지아 4번 “Lume tuo fugace”(당신의 덧없는 빛)은 이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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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이 없다. 그러나 세 어절 중에서 인시피트에

“lume”를 포함하고 있는 세 개의 성악곡들이 있다. 페트라르카의 시를

바탕으로 한 라소의 “Come lume di notte”(밤의 빛처럼), 타소의 시를

바탕으로 한 마렌치오와 몬테베르디의 “Al lume de le stelle”(별빛이 비

추는 동안)가 이에 해당한다.61)

라소의 마드리갈에 사용된 페트라르카의 시는 어두운 밤 망망한 바다

위에서 배를 몰고 있는 화자의 이야기다. 배 위에서 등대의 불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닻 너머의 별빛을 찾음으로써 화자는 희망찬 삶을 바라

지만, 결국 생의 끝을 맞이할 것을 알고 한숨짓는다. 시에서 등장하는 등

대의 불빛과 하늘의 별빛은 화자에게 한줄기의 희망과 같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는 일시적으로 빛나는 덧없는 빛일 뿐이다.

마렌치오와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에서 사용된 타소의 시는 티르시

(Tirsi)가 월계관 나무 아래에서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눈

물을 흘리는 내용이다. 시에서는 별이 등장하는데 이는 티르시가 사랑하

는 여인을 의인화한 것이다. 티르시는 밤하늘의 빛나는 별을 보며 여인을

떠올리는데 한편으로는 변화무쌍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한 사랑의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연인으로 인해 슬퍼한다. 시에서 연인을 상징하는 별빛

은 티르시에게 기쁨의 대상이면서도 ‘헛된’, 아이러니한 존재이다.

61) 라소의 곡은 <콘티누에이션 뒤 멜랑쥬>(Continuation du mellange, Paris, 1584), 마

렌치오의 곡은 <5성부 마드리갈집 7권>(Il settim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95), 몬테베르디의 곡은 <마드리갈집 7권>(Settimo dei madrigali, 1613)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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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lume del le stelle

Tirsi, sotto un alloro,

si dolea lagrimando in questi accenti:

“O celesti facelle,

di lei ch’amo ed adoro

rassomigliate voi gli occhi lucenti.

Luci care e serene,

sento gli affanni, ohimè, sento le pene;

luci serene e liete,

sento le fiamma lor mentre splendete.”

별빛이 비추는 동안

티르시는 월계관 나무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애가를 부르네.

“오, 하늘의 고문이여,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늘이여

당신은 밝은 그 눈을 연상케 하네요.

사랑스럽고 평안한 빛,

나는 상실감을 느껴요, 아, 나의 원수는

바로 고요하고 즐거운 빛

당신이 깜박일 때마다 나는 당신의 정열

을 느껴요”

라소, 마렌치오, 몬테베르디의 성악곡은 내용적으로 판타지아 제목

“당신의 덧없는 빛”과 일맥상통한다. 라소의 곡에 등장하는 “등대 빛”과

마렌치오와 몬테베르디 곡에 등장하는 “별빛”은 모두 밝게 빛나지만 그

빛은 일시적이고 헛된 존재로, 이는 판타지아 4번의 제목과 일맥상통한

다. 두 곡에는 판타지아의 제목에 사용된 “lume”가 공통적으로 들어있

다. “lume”는 “빛”, “눈”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지닌 단어이다.

각 성악곡과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을 비교해보면 마렌치오 마드리갈

에서 판타지아와의 연관성이 나타난다. 코프라리오의 주제 선율 a는 마

렌치오의 시작 선율 진행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리듬형이 등장한

다. 마렌치오의 칸토 선율은 5도 하행 도약 후 순차 상행하는 진행인데

코프라리오의 선율도 이와 동일하게 시작한다.(<악보 11>) 단, 마렌치오

의 선율이 순차 상행 후 하행하는 진행이라면 코프라리오의 선율은 순차

상행한 후 C에서 3도 하행 도약하는데 이후에 다시 순차 상행하는 진행

으로 선율을 연장하였다.(<악보 11-1>) 코프라리오가 사용한 이러한 넓

은 음역대는 기악적 어법을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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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마렌치오, “Al lume de le stelle”, A 부분, 마디 1-7

<악보 11-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번, 주제 선율 a

한편 곡의 형식과 텍스쳐 면에서도 마렌치오 마드리갈은 판타지아 4

번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마드리갈은 종지에 따라 다섯 부분으로 나뉘

며 각 부분은 텍스쳐가 서로 대조적이다. 판타지아 4번은 폴리포니 텍스

쳐로 구성된 푸가 부분 A, B, C와 호모포니 텍스쳐로 구성된 에피소드

부분이 교차하면서 마렌치오의 마드리갈과 유사한 구성이다.

<표 4> 마렌치오의 “Al lume de le stelle”와 코프라리오의

판타지아 4번 구성 비교

마렌치오 코프라리오

부분 마디 텍스쳐 부분 마디 텍스쳐

A 1-15 폴리포니 A 1-28 폴리포니

B 16-24 호모포니 e1 28-32 호모포니

C 25-30 폴리포니 B 32-81 폴리포니

D 31-36 호모포니 e2 81-90 호모포니

E 37-50 폴리포니 C 90-117 폴리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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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갈에서 A 부분은 위 두 성부가 함께 시작하고 알토가 마디 2

에서 이를 모방한다. 마디 6부터 알토 성부는 사라지고 칸토 1과 칸토 2

성부 간의 모방대위로 진행한다. 판타지아의 A 부분도 이와 유사한 텍

스쳐로 되어있다. 주제 선율 a가 모방대위적으로 등장한 후 주제 선율 b

가 출현 후 d단조로 A 부분을 마무리한다.

마드리갈의 B 부분은 나레이터의 이야기 끝나고 티르시의 독백이 시

작되는 부분으로 모든 성부가 호모리듬으로 진행하면서 강조된다.62)(<악

보 12>) 이는 일부 성부만 등장했던 A 부분과 대조된다. 이와 유사하게

판타지아의 에피소드 1에서 위 세 성부의 수직적 진행을 통해 폴리포니

텍스쳐로 구성되었던 A 부분과 대조를 이룬다.

<악보 12> 마렌치오, “Al lume de le stelle”, B 부분, 마디 16-20

마드리갈의 C 부분은 호모포니 텍스쳐가 지배적이었던 B 부분과 대

조적으로 하나의 주제 선율이 모방대위적으로 진행한다. 판타지아 B 부

분은 주제 선율 c와 d가 다섯 성부에서 대위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마

드리갈 C 부분의 텍스쳐 구성과 유사하다.

62) Mauro Calcagno, From Madrigal to Opera: Monteverdi's Staging of the Sel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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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갈의 D 부분은 처음 세 마디가 호모리듬으로 진행하면서 C 부

분과 대조된다. 판타지아에서는 B 부분에 이어지는 에피소드 2에서 위

네 성부가 호모포니 텍스쳐로 진행하는데 이는 마드리갈 D 부분의 텍스

쳐와 유사하다.

마드리갈의 E 부분은 모방대위적인 선율로 시작한 C 부분과 유사한

텍스쳐 구성이며 D 부분과 대조된다. 이와 유사하게, 판타지아의 C 부분

은 호모포니 텍스쳐로 된 에피소드 2와 대조적으로 푸가 선율 e, g의 대

위적인 진행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두 곡은 각 부분에 따른 텍스쳐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서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동기가 곡에서 유기적으로

등장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마드리갈 C와 E 부분은 동일한 동기가 사

용되었다.(<악보 13>) C 부분 시작 선율 “rassomigliate”(연상케하네요)

에서 다섯 성부를 통해 모방대위적으로 진행하는데 이 선율은 리듬형 ♩

♪♪로 구성된 동기 a와 리듬형 ♩♩로 구성된 동기 b가 음정의 전위를

통해 다양하게 등장한다. 동기 a와 b는 E 부분 선율 “sento le fiamma”

(당신의 정열을 느낀다)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하면서 마드리갈을 유기적

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동기 역할을 한다.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고 그

녀의 정열을 느끼는 티르시의 심경이 드러난 부분에서 동일한 동기가 사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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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마렌치오, “Al lume de le stelle”

a. C 부분, 마디 25-30

동기 a+동기 b'

동기 a+동기 b

동기 a+동기 b'

동기 a'+동기 b

동기 a+동기 b'

동기 a

b. E 부분, 마디 37-41

동기a + 동기b'

마렌치오의 마드리갈에서 이러한 유기적인 동기가 사용된 것처럼 코

프라리오의 판타지아에서도 유기적인 동기가 주제 선율에 활용되었다. B

부분을 구성하는 주제 선율 d는 5도 하행 도약 후 3도 순차 상행하는



- 48 -

동기 x로 되어있다.(<악보 14a>) 이 동기 x는 C 부분에 등장하는 주제

선율 f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악보 14b>) 마드리갈에서 C와 E 부

분에 대응되는 판타지아 B와 C 부분에서 유기적인 동기가 사용된 것은

코프라리오가 마렌치오 성악곡의 기본 구조와 아이디어를 반영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악보 14>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번

a. B 부분, 주제 선율 d

동기 x

b. C 부분, 주제 선율 f

동기 x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판타지아 “Lume tuo fugace”는 마렌치

오의 “Al lume de le stelle”를 바탕으로 작곡된 것을 알 수 있다. 두 곡

은 시작 선율, 텍스쳐의 대조로 이루어진 구조, 유기적인 동기의 출현이

라는 공통된 특징들을 공유한다. 결국 마렌치오의 마드리갈에서 등장하

는 “헛된 별”은 판타지아의 제목 “당신의 덧없는 빛”이다.

(5) Tr. 5 Io piango

판타지아 5번의 제목 “Io piango”(나는 흐느낀다)는 <표 5>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작곡된 다수 성악곡의

인시피트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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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Io piango”가 인시피트에 포함된 성악곡들

작곡가 작품집
출판

연도
인시피트

G.Scotto Madrigali a tre voci 1541 Lasso ch'io pur piango

C.Rore
Fantesie, et recerchari à tre

voci
1549 Tutto'l di piango

L.Marenzio
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à cinque voci
1581 Io piango et ella il volto

G.Mosto Madrigali à cinque voci 1588 Ahi me ch'io piango

V.Aleotti Ghirlanda dei madrigali 1593 Io piango che'l mio pianto

A.Fontanelli
Il primo libro dei Mmadrigali

à cinque voci
1595 Io piango et ella

L.Luzzaschi
Settimo libro dei madrigali à

cinque voci
1604 Gioite voi col canto

A.Striggio II La ghirlanda dell'aurora 1609 Io pur sospiro piango

C.Schuyt
Hymeneo overo Madrigali

nuptiali à sei voci
1611 Io piango, e nel mio pianto

J.Macque
Il sesto Libro dei Madrigali

à cinque voci
1613 Io piango o Filli

이 중에서 마렌치오와 폰타넬리의 마드리갈 “Io piango et ella il

volto”(나는 울고 그녀의 얼굴을)의 가사는 페트라르카의 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벌텐쇼는 코프라리오가 당시 상당수 마드리갈의 가사로 사용

되었던 페트라르카의 시를 소재로 판타지아를 작곡했을 것이라고 추정하

였다.63) 이는 마렌치오나 폰타넬리의 곡이 판타지아 5번의 배경이 되었

을 것을 암시한다. 페트라르카의 시는 6행으로 된 1연 구성으로 곧 자신

을 떠날 사랑하는 여인을 앞에 두고 슬픔에 젖은 이의 상황을 그리고 있

다.

위 성악곡들과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을 비교해보면 폰타넬리와 슈이

63) Bertenshaw, The Influence of the Late Sixteenth-Century Italian Polyphonic

Madrigal on the English Viol Consort Fantasy c.1600-1645,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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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곡에서 판타지아 5번과 연관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폰타넬리의 마

드리갈에서 가장 위 성부는 3도 순차 상행하는 진행을 하다가 4도 도약

하여 E에 이른 후 한 옥타브 아래 E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한다.(<악보

15>)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에서도 이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코프

라리오의 주제 선율 a는 3도 순차 상행하다가 3도 하행 도약하여 D에서

한 옥타브 아래 D까지 진행한다.(<악보 15-1>)

<악보 15> 폰타넬리, “Io piango et ella”, 시작 선율

<악보 15-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5번, 시작 선율

슈이츠 마드리갈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주제 선율들과 판타지아의 시

작 선율 사이에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슈이츠 마드리갈은 8행 구성의

시를 가사로 하며 각 행에 붙여진 선율대로 여덟 부분으로 나뉜다. 이

중 1행 “Io piango, e nel mio pianto è scritto un doulo”(내 눈물에 깊은

슬픔이 씌어져있네)을 가사로 한 A 부분은 두 개의 주제 선율 x, y가

등장하는 더블 푸가 구성이다. 주제 선율 x는 알토 성부에서 시작하여

테너-베이스-퀸토-칸토 순서대로 모방적으로 등장한다. 주제 선율 y는

마디 3의 퀸토에서 시작하여 칸토-세스토-알토-테너-베이스 순서대로

나타나고 주제 선율 x와 함께 전개된다. (<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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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슈이츠, “Io piango”의 주제 선율 진행 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C

Q

A

S

T

B

가로축: 마디

세로축: 성부 (C: Canto; Q: Quinto; A: Alto; S: Sesto; T: Tenore; B: Basso)

주제 선율 x

주제 선율 y

이 두 개의 주제 선율은 동기적인 면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

다. 주제 선율 y는 주제 선율 x의 전위 형태이다.(<악보 16>) 독립된 주

제 선율 x와 y는 하나의 동기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음악적

아이디어에서 나온 두 개의 주제 선율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에 활용

되었다. 슈이츠의 주제 선율 x, y와 코프라리오의 주제 선율 a는 유사한

리듬 진행을 공유한다.(<악보 16-1>) 슈이츠의 두 푸가 선율은 첫 두

마디에서 온음표,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두 개의 2분음표가 사용되었는

데 코프라리오의 주제 선율은 두 번째 마디에서 음가가 분할되지 않고

온음표가 유지되었다. 세 번째 마디에서는 슈이츠와 코프라리오의 선율

에서 모두 4개의 4분음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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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슈이츠, “Io piango”

a. 주제 선율 x

b. 주제 선율 y

<악보 16-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5번, 주제 선율 a

또한 선율의 진행 방향에서도 두 곡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된다. 슈이

츠의 주제 선율 y는 E에서 시작하여 장3도 상행 도약 후 반음 및 온음

상행으로 B에 도달하여 순차 하행하는 선율이다. 이러한 아치형의 선율

진행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에서 사용되었다.(<악보 16b>와 <악보

16-1>) 주제 선율 a는 D에서 시작하여 F까지 순차 상행하다가 F에서 3

도 하행 도약 후 순차 하행한다. 마드리갈 인시피트를 드러내는 슈이츠

의 두 주제 선율과 판타지아 시작 선율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은 판타

지아 5번의 배경이 슈이츠 마드리갈임을 추정해보게 하는 핵심 요소이

다.

구성적인 면에서 슈이츠의 마드리갈 A 부분과 판타지아 5번 A 부분

은 유사하다. 슈이츠의 마드리갈에서 A 부분이 두 개의 주제 선율 x와

y로 구성되었듯이, 코프라리오의 판타지아에서 A 부분은 두 개의 푸가

선율 a와 b로 구성되었다.(<악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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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5번, A 부분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b

슈이츠의 6성부 마드리갈 “Io piango”는 판타지아 5번 “Io piango” 작

곡의 음악적 발상이 되었다. 코프라리오는 슈이츠가 시작 선율에서 사용

한 리듬형과 선율 진행을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에 차용하였으며 슈이츠

가 마드리갈의 시작 부분에서 사용한 더블 푸가 양식을 판타지아에 반영

하였다.

(6) Tr. 6 In te mio novo sole

판타지아 6번 제목과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은 없다. 그러나

코프라리오가 붙인 제목 “In te mio novo sole”(떠오르는 태양 안에서)에

서 관사와 전치사를 제외한 핵심 단어 “novo sole”가 인시피트에 포함된

성악곡이 있다. 이는 몬테베르디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 2권>(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90) 중 1곡 “Non si

levav'ancor l'alba novella”(날은 아직 밝지 않았네)이다. 마드리갈의 가

사는 타소의 시이며 총 2연 구성이다. 시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동이 트

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1연은 해가

뜨기 전의 상황으로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2연에서는 날

이 밝자 서로 슬픔으로 이별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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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바로 시에서 나타나는 “태양”의 상징성이다. 태양은 두 연인의 사

랑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적으로 결정적인 소재이다.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과 판타지아

6번은 태양이라는 핵심어를 곡의 제목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가

진다.

몬테베르디는 1연에 가사를 1부(parte 1)로, 2연 가사를 2부(parte 2)

로 하여 연작 마드리갈로 작곡하였다. 1부와 2부는 모두 다양한 동기들

과 종지를 기준으로 여러 부분들로 나뉘는데 이 중 핵심이 되는 세 개의

동기들이 판타지아 6번에서 유사하게 등장한다.

첫 번째 핵심 동기는 마드리갈의 시작 선율에 등장한다. “Non si

levava ancor”를 노래하는 악구 중 하행 3도로 시작하는 동기 x는 퀸토-

바소-퀸토 순서대로 모방적으로 등장하며 시작 선율뿐만 아니라 마드리

갈의 여러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등장한다. 동기 x는 1부의 A 부분 선율

“Non si levava ancor”와 I 부분 선율 “scopria quest'alma”(서로의 영혼

을 찾았네)에서, 2부의 A 부분 선율 “E dicea l’una sospirand’allora”(한

명이 힘없이 한숨지으며 말하네)와 G 부분 선율 “e come d’alma che si

part’e svella”(이별은 해체된 영혼이다)에서 등장한다.(<악보 18>)

연작 마드리갈에서 유기적으로 등장하는 동기 x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b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마드리갈에서 동기 x의 등장 후 순차적

인 진행으로 선율이 이어졌다면 주제 선율 b에서는 동기 x가 등장 후 3

도 하행 도약하고 5도 상행 도약한다.(<악보 18-1>)



- 55 -

<악보 18> 몬테베르디, “Non si levav'ancor l'alba novella”

a. 1부, A 부분

동기 x

b. 1부, I 부분

동기 x

c. 2부, A 부분

동기 x

d. 2부, G 부분

동기 x

<악보 18-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6번, 주제 선율 b

동기 x

마드리갈 B 부분 선율 “né spiegavan le piume”(새들은 아직 날개를

펴지 않았네) 중 일부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d에 차용되었다. 몬테베

르디의 선율은 D에서 5도 하행 도약 후 순차 상행하는 동기 y로 시작한

다.(<악보 19>) 주제 선율 d에서도 몬테베르디의 동기 y를 연상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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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진행이 나타난다.(<악보 19-1>)

<악보 19> 몬테베르디, “Non si levav'ancor l'alba novella”, B 부분

동기 y

<악보 19-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6번, 주제 선율 d

동기 y

마드리갈 1부 F 부분에서 남녀의 최종적인 운명을 나타내는 가사

“divise il”(이별을 하네)에 붙여진 동기 z는 모든 성부에서 밀도 있게 모

방적으로 등장한다.(<악보 20>) 4도 상행 도약 후 3도 하행 도약하는 동

기 z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e와 g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악보

20-1>) 주제 선율 e를 시작하는 첫 세 음은 동기 y를 연상케 한다. 주제

선율 e에서는 동기 y로 시작하여 8분음표로 쪼개진 음가로 하행선율을

이어감으로써 몬테베르디 선율에 기악적 요소가 더해졌다. 동기 z는 주

제 선율 g에서도 등장한다. 몬테베르디의 동기 z가 모방적으로 진행하듯

이, 주제 선율 g는 철저한 모방 대위 텍스쳐인 푸가 기법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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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몬테베르디, “Non si levav'ancor l'alba novella”,

F 부분, 마디 49-53

동기 z

<악보 20-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6번

a. 주제 선율 e

동기 z

b. 주제 선율 g

동기 z

판타지아에서 사용된 몬테베르디의 세 동기는 시적으로 중요한 의미

를 함축하는데 이러한 동기들이 판타지아 푸가 선율에 차용되었다는 것

은 특별하다. 동기 x와 y는 동이 트기 전 남녀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동기 z는 동일 튼 후 이별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을 표현한다. 몬

테베르디가 상징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한 동기는 판타지아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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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율에서 표현되었으며 이는 판타지아 6번과 몬테베르디 마드리갈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표 6>)

<표 6> 몬테베르디의 동기와 코프라리오의 주제 선율 관계

몬테베르디 코프라리오

부분 가사 시적 상황 동기 주제 선율

1부
A 날은 아직 밝지 않았네

동이 트기 전: 사랑

x → b
I 서로의 영혼을 찾았네

2부
A 한 명이 한숨지며 말하네

동이 튼 후: 이별
G 이별은 해체된 영혼이다

1부 B 새들도 아직 날개를 펴지 않았네 동이 트기 전: 사랑 y → d

1부 G 이별을 하네 동이 튼 후: 이별 z → e, g

코프라리오의 “In te mio novo sole”는 몬테베르디의 “Non si levava

ancor”에 등장한 음악적 동기들을 바탕으로 한 푸가 선율로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에 사용된 가사에서 중심 소재로 다

루고 있는 것, 즉 연인의 이별을 결정하는 운명적 소재인 “태양”이라는

하나의 상징적 단어를 판타지아 제목에 넣음으로써 마드리갈의 시적 소

재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판타지아 7번의 작곡과정에서 음악적 발상

이 된 곡이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임을 고려할 수 있다.

(7) Tr. 7 Del mio cibo amoroso

판타지아 7번 “Del mio cibo amoroso”(나의 사랑하는 음식)의 제목과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은 없다. 그러나 제목에 사용된 단어 중

“cibo”(음식)와 “amoroso”(사랑하는)가 가사에 포함된 곡이 있는데, 이는

마렌치오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 9권>(Il non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99) 중 열두 번째 곡 “Credete voi chi'l' viva”(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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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나요)이다.

마렌치오 마드리갈 가사는 과리니 시를 바탕으로 하며 총 3연 구성이

다. 시의 내용은 사랑을 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하면서

도 막상 배가 고프면 사랑이 아닌 “먹을 것”이 필요함을 해학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마드리갈에서 중심어인 “amoroso cibo”가 판타지아의 제목

에 등장하는 것은 두 곡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암시한다.

마렌치오 마드리갈과 판타지아 7번 시작 선율을 비교해보면 서로 유

사한 점이 나타난다. 마드리갈에서 “credete”에 등장하는 세 음은 리듬형

♩♪♪에서 동일한 음정으로 진행하는데 이 동기 x는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에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마렌치오의 선율은 C에서 4도 하행 도약

후 반음 상행 및 하행하는데 이는 판타지아의 푸가 선율에서 등장한다.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은 동기 x가 등장한 후 D로 도달하기 이전에

D-C#을 삽입하여 마드리갈 선율을 확장하였다. 이후 반음 상행 및 하행

(A-B♭-A)하는 진행은 마렌치오의 진행과 동일하다.(<악보 21>와 <악

보 21-1>)

마드리갈의 시작 선율에 등장하는 동기 x는 A 부분의 선율 “Del

pensiero amoroso”(사랑의 생각으로)에서도 등장한다. 마드리갈의 시작

부분에서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이 동기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을 구성

하는 요소가 된다.

<악보 21> 마렌치오, “Credete voi ch'l' viva”, A 부분, 시작 선율

동기 x

<악보 21-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7번, 주제 선율 a

동기 x



- 60 -

한편 동기 x는 C 부분 “Ma quando penso”(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에서도 등장한다. A와 B 부분에서는 사랑만 있으면 굶주림을 느끼지 않

는다는 내용이었다면 C 부분은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내용의 반전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마렌치오의 마드리갈에서 이러한 가사 내용이 음악

에 반영되었다. 동기 x는 앞에서 등장했던 음가의 2배이며 모든 성부에

서 호모리듬으로 진행함으로써 가사를 강조한다. 마렌치오는 이처럼 앞

에서 사용된 같은 동기를 내용의 극적 변화가 있는 곳에서 음가와 텍스

쳐의 변형을 통해 등장시켰다.(<표 7>) 동기 x는 마드리갈에서 시적 의

미를 함축하고 있는 핵심 재료인데 이는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에 나타난

다.

<표 7> 마렌치오, “Credete voi chi'l' viva”에서 사용된 동기 x

가사 선율 텍스쳐

당신은 믿나요 폴리포니

사랑의 생각으로 호모포니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폴리포니

마드리갈에서 A 부분을 마무리하는 선율 “Ahi, ch'i' ne moro”(아,

나는 죽는다)는 다섯 성부에서 모방대위적으로 진행하는데 이 중 3도 순

차 상행하는 동기 y는 판타지아의 대선율 a의 시작 부분에서 차용되었

다. 마렌치오의 동기 y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c에서도 등장한다. 폴리

포니 진행으로 구성된 마렌치오의 동기 y는 대위적으로 움직이는 푸가

선율에 활용됨으로써 기악적 어법으로 변형되었다. (<악보 22>와 <악보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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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죽음'(moro)을 표현하는 구절에서 6도 순차 하행하는 동기 z로

표현되었는데 대선율 a에서는 이의 전위 형태로 등장한다.(<악보 22>와

<악보 22-1a>)

<악보 22> 마렌치오, “Credete voi chi'l' viva”, A 부분

동기 y 동기 z

<악보 22-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7번

a. 대선율 a

동기 y 동기 z'

b. 주제 선율 c

동기 y

판타지아에서 A 부분은 주제 선율 a와 대선율 a의 모방대위로 구성

된다. 동기 x가 차용된 주제 선율 a와 동기 y가 차용된 대선율 a를 마드

리갈 가사에 대입해보면 코프라리오가 마드리갈의 내용을 판타지아 선율

에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드리갈에서 동기 x가 사용된 가사는

“당신은 믿나요”, “사랑의 생각으로”,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이며 동기

y가 사용된 가사는 “나는 죽는다”이다. 전자는 주제 선율 a에, 후자는 대

선율 a에 차용되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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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7번, 주제 선율 a와 대선율 a 관계

주제 선율 a 대선율 a

“당신은 믿나요”

“사랑의 생각으로” →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죽는다”

코프라리오가 설정한 선율 대(對) 가사에 따르면, 주제 선율 a에 해당

하는 가사 “당신은 믿나요”에 대한 대답은 “나는 죽는다”, “사랑의 생각

으로”에 대한 대답은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에 대한 대

답은 “나는 죽는다” 구성이 된다.(<악보 23>) 즉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와 대선율 a의 대화에서 “나는 죽는다”라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굶주린 상태에서 음식의

부재이다. 결국 판타지아 제목 “나의 사랑하는 음식”은 마렌치오 마드리

갈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악보 23>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7번, 주제 선율 a와 대선율 a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a

┏ 대선율 a

┏ 대선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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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제목만 보면 코프라리오의 “Del mio cibo amoroso”와 마렌치오

의 “Credete voi ch'l' viva”는 두 곡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 그러나 마렌치오 마드리갈의 가사와 판타지아 7번의 제목은

내용적으로 긴밀한 연결 고리를 가진다. 마렌치오 마드리갈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구절에 사용된 동기들이 판타지아의 푸가 선율에 차용되었

으며 이는 판타지아에 마드리갈의 음악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을 보여

준다.

(8) 폴리오 127r∼132v의 분석 결과

트레지안 필사본의 폴리오 127r∼132v에 실린 판타지아들을 분석해

본 결과, 7개의 판타지아는 제목이 붙여진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

로 분류된다. 첫 번째,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 인시피트가 변형

없이 판타지아 제목에 사용된 곡들로 2개의 판타지아가 이에 해당한다.

판타지아 1번 제목 “Crudel perché”는 몬테베르디의 “Crudel perché mi

fuggi”에서, 판타지아 5번 제목 “Io piango”는 슈이츠의 “Io piango”를 바

탕으로 하였다.

두 번째,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 인시피트를 바탕으로 변형

하거나 단어의 가감을 통해 제목이 각색된 곡들로 2개의 판타지아가 있

다. 판타지아 2번 제목 “Io son ferito amore”는 팔레스트리나의 “Io son

ferito”를 빌려왔으며 여기에 단어 “amore”가 추가되었다. 판타지아 4번

제목 “Lume tuo fugace”는 마렌치오의 “Al lume de le stelle” 중

“lume”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두 어절은 코프라리오가 추가

한 것이다.

세 번째,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 가사를 바탕으로 이를 변형

하거나 단어의 가감을 통해 제목이 각색된 곡들로 3개의 판타지아가 이

에 해당한다. 판타지아 3번 “Rapina l'alma”는 마렌치오의 “O che soave

e non inteso baccio” 가사 중 “rapina”가 제목에 사용되었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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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ma”가 붙여져 마드리갈 내용에 맞게 제목이 각색되었다. 판타지아 6

번 “In te mio novo sole”는 몬테베르디의 “Non si levav'ancor l'alba

novella” 가사에 등장하는 “novo sole”가 차용되고 코프라리오가 이 앞에

“In te mio”를 붙인 것이다. 판타지아 7번 “Del mio cibo amoroso”는 마

렌치오 “Credete voi chi'l' viva”에 등장하는 가사 “del cibo”와

“amoroso”가 반영되어 새로운 구성의 제목이 되었다. 세 번째 유형의 곡

들 중 판타지아 3번에서는 마렌치오의 마드리갈 중 판타지아의 제목과

연관된 단어가 등장하는 “alla rapina”에 붙여진 동기가 판타지아 시작

선율에 차용되었다. 판타지아 6번과 몬테베르디 마드리갈 시작 선율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나 판타지아 주제 선율 b와 마드리갈 시작 선율

간의 유사성이 있었다. 판타지아 7번의 경우, 마렌치오 마드리갈에서 서

로 연결되는 두 쌍의 핵심 메시지에 사용된 음악적 요소를 각각 주제 선

율과 대선율에 배치하여 마드리갈의 내용을 푸가 기법으로 각색하였다.

성악곡의 가사 내용이 제목으로 차용된 코프라리오 판타지아에 성악

곡의 구조가 반영된 곡들이 있다. 판타지아 1번의 경우, 몬테베르디 마드

리갈의 B부분과 이에 대응되는 판타지아 에피소드 1 부분에서 유사한

선율이 등장하였으며 마드리갈 C 부분과 이에 대응되는 판타지아 B 부

분에서 유사한 동기가 사용되었다. 판타지아 4번은 주제 선율과 텍스쳐

에 따라 다섯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는 폴리포니와 호모포니 텍스쳐의 대

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된 마렌치오 마드리갈의 구성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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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폴리오 133r∼144v

(1) Tr. 8 In voi moro

판타지아 8번의 제목 “In voi moro”(당신이라는 죽음 속에서)는 이와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이 없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핵심이 되

는 단어 “moro”(죽음)는 여러 성악곡의 가사 중에 등장하지만 인시피트

에 있는 곡으로는 제주알도의 네 개의 마드리갈이 있다.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3권>(Il terzo libro di madrigali a cinque voci, 1595)에 실

린 “Moro o non moro”,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5권>(Delli

madrigali a cinque voci libro quinto, 1613)에 실린 “S'io non miro non

moro”,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6권>(Il sesto libro di madrigali,

1613)에 실린 “Mille volte il dí moro”와 “Moro lasso”이다. 네 성악곡

중에서 판타지아 8번의 시작 선율과 유사한 진행을 가진 곡은 없다. 그

러나 마드리갈 “Moro o non moro”에 등장하는 음악적 요소들이 판타지

아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제주알도의 “Moro o non moro”(죽음 그리고 죽지 않는)에서 사용한

가사는 과리니의 시 “Voi volete ch'io mora”(나의 죽음을 바라는 이여)

중 2연에 해당한다.

Voi volete ch’io mora

ne mi togliete ancora

questa misera vita,

e non mi date incontr’a morte aita.

Moro o non moro, ho mai non mi negate,

mercede o feritate.

Crudel, se voi mi fate

morir quando non moro, qual martire

mi farete, morendo, oimè, sentire?

나의 죽음을 바라는 이여

당신은 나의 죽음을 바라지만

불행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전히 내가 죽을 수 없는

죽음 그리고 죽지 않는

보수와 부상의 반복

잔인한 이여, 저의 고통을

당신의 강요에 희생되는

저의 고통, 느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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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알도는 2연 구성의 시를 바탕으로 1부 “Voi volete ch'io mora”

와 2부 “Moro o non moro”의 연작 마드리갈로 작곡하였다.

연작 마드리갈 중 1부 시작 선율 “Voi volete ch'io mora”에서 판타

지아 시작 선율과 유사한 특징들이 있다. 마드리갈의 선율은 3도 순차

하행하는 동기 x로 시작하는데 판타지아 시작 선율의 첫 세 음 진행이

이와 동일하다. 마드리갈에서는 4/2박자에서 리듬형���으로 진행하는

데 판타지아에서는 동일한 리듬형이 2/2박자로 변형되었다. 선율적인 면

에서도 두 곡의 시작 선율은 유사하다. 마드리갈 1부의 시작 선율 중 4

도 순차 하행하는 동기 y는 판타지아의 선율의 첫 네 음에서 등장한다.

판타지아 선율을 마무리하는 네 음은 동기 y의 전위 형태인 동기 y'가

사용되었다.(<악보 24>와 <악보 24-1>)

<악보 24> 제주알도, “Voi volete ch'i'o mora”, 1부, 시작 선율

동기 x 동기 y

<악보 24-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7번, 시작 선율

동기 x

동기 y

동기 y'

마드리갈 1부 시작 선율에 출현하는 동기 x와 y는 마드리갈 2부 마

지막 선율 “oimè, sentire?”(아, 느껴지나요?)에서도 등장한다.(<악보

25>) 마드리갈의 시작과 끝 선율은 동일한 동기로 구성됨으로써 제주알

도의 연작 마드리갈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처럼 연작 마드리갈에

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기 x와 y는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에 차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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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제주알도, “Voi volete ch'i'o mora”, 2부, 마디 67-69

동기 y

이밖에도 제주알도의 동기 y는 판타지아의 여러 푸가 선율들에 등장

하는데 이 때 동기 y는 전위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판타지아의 주

제 선율 b에서 4도 순차 상행하는 선율은 동기 y의 전위 형태인 동기

y'이다.(<악보 26a>) 대선율 c에서는 8분음표 음형으로 묶여진 그룹에

동기 y'가 등장한다.(<악보 26b>) 주제 선율 d에서는 A-B-C-D로 이루

어진 하나의 그룹과 G-A-B-C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룹에 동기 y'가 나

타난다. 전자에서는 가운데 두 음이 8분음표로 쪼개진 음가로 진행하면

서 비올의 기악적 어법으로 표현되었다.(<악보 2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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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8번

a. 주제 선율 b

동기 y'

b. 대선율 c

동기 y'

c. 주제 선율 d

동기 y'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제주알도의 5성부 연작 마드리갈 “Voi

volete ch'io mora”, “Moro o non moro”은 판타지아 8번의 음악적 배경

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인시피트를 드러내는 마드리갈 시작 선율과 판타

지아의 시작 선율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은 두 곡과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연작 마드리갈의 시작과 끝에 등장

하는 선율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동기가 판타지아 8번을 구성하는 푸가

선율에서 재현됨으로써 두 곡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Tr. 9 Luci beate et care

핀토는 이 곡의 제목 “Luci beate et care”(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빛)

이 안니발레 조일로(Annibale Zoilo, c.1537∼1592)64)의 <4성부 및 5성부

64) 조일로는 16세기 후반 로마 악파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음악적 스타

일은 팔레스트리나의 철저한 모방 대위기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가 언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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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마드리갈집 2권>(Libro secondo dei madrigali a quatro et a

cinque voci, 1563)에 실린 마드리갈의 인시피트와 동일함을 언급하면서

판타지아 9번의 배경이 되는 곡이 조일로의 마드리갈임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조일로의 마드리갈과 판타지아 9번은 서로 연관된 음악적 특징들

이 없다.

판타지아 제목 “Luci beate et care”에서 빛을 수식하는 형용사

‘beate’(아름다운)과 ‘care’(사랑스러운)을 생략하면 이 어구에서 중심 소

재는 ‘luci’(빛)이다. ‘luci’65)가 인시피트에 등장하는 성악곡으로는 제주알

도의 <마드리갈집 4권>(Madrigali libro quatro, 1596)의 “Luci serene

et chiare”(평온하고 맑은 빛), 몬테베르디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4권>(Il quart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603)의 “Luci serene

et chiare”, <마드리갈집 7권>(Madrigali libro settimo, 1619)의 “Al

lume delle stelle”(별빛이 비추는 동안)가 있다. 시에서는 자신에게 기쁨

의 존재인 사랑하는 연인을 “평온하고 맑은 빛”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

고 있다.

제주알도와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에서는 핵심적인 가사가 등장하는

부분에서 호모리듬으로 진행하여 가사가 강조되었다. 두 곡 모두 1연 첫

행 “Luci serene et chiare”(평온하고 맑은 빛이여), 2연 첫 행 “Dolci

parol'e care”(달콤한 말이여), 3연 첫 행 “O miracul d'amore”(오 마법

같은 사랑이여)에서 호모리듬으로 진행한다.

두 곡은 이러한 공통점이 있지만 곡의 구성은 서로 다르다. 제주알도

마드리갈은 시의 1연과 2연 가사로 A 부분, 3연 가사로 B 부분으로 나

뉜다. 반면 몬테베르디 마드리갈은 1연 가사로 A 부분, 2연 가사로 B 부

분, 3연 가사로 C 부분을 배치하여 세 부분으로 나뉜다. 곡의 구성 면에

게 팔레스트리나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조일로의

마드리갈 “Luci beate et care”에서는 호모포니적 진행이 두드러지며 성부 간 모방

대위적인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마드리갈의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그가

팔레스트리나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이 작품집을 작곡한 것을 보여준다.

65) ‘luci’는 이탈리아어로 ‘눈’, ‘빛’을 의미하는 중의적인 표현을 가진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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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판타지아 9번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 몬테베르디 마드리갈과 유사하

다. 판타지아는 세 개의 푸가 부분(A, B, C)과 이를 연결해주는 에피소

드로 구성된다.

몬테베르디는 A와 B 부분에서 호모포니 텍스쳐로 가사 “Luci serene

et chiare”와 “dolci parole e care”를 강조하였다. 이 두 구절에서 4도 순

차 하행하는 동기 x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C 부분에서 모방적으로

등장하는 구절 “Alma ch'e tuta foco e tuta sangue”(정열적으로 타오르

는 영혼)에서도 동기 x가 등장한다. 이처럼 마드리갈에서 유기적으로 등

장하는 동기 x는 판타지아 주제 선율 a에서도 나타난다. 칸토에서 시작

하는 주제 선율 a는 D에서 A까지 4도 순차 하행 한다. 이는 몬테베르디

마드리갈 A 부분의 시작 선율과 동일한 음정에서 진행함으로써 몬테베

르디 동기를 연상케 한다.(<악보 27>과 <악보 27-1>)

<악보 27> 몬테베르디, “Luci serene et chiare”

a. A 부분

동기 x

b. B 부분

동기 x

c. C 부분

동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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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9번, 주제 선율 a

동기 x

마드리갈 C 부분에서 호모포니 텍스쳐로 강조된 가사 “O miracul

d'amore”(오 마법같은 사랑이여)에는 6도 순차 하행 선율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동기 y는 판타지아 주제 선율 b에서 사용되었다. 주제 선율 중 A

에서 C까지 8분음표로 6도 순차 하행하는 부분은 몬테베르디의 선율 진

행과 유사하다.(<악보 28>과 <악보 28-1>)

<악보 28> 몬테베르디, “Luci serene et chiare”, C 부분

동기 y

<악보 28-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9번, 주제 선율 b

동기 y

마드리갈 C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선율 “si strugge non si

duol”(그것은 무너뜨리려해도 상처받지 않고) 진행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c에서 전위 형태로 등장한다.(<악보 29>와 <악보 29-1>) 몬테베르

디의 선율은 2도 상행 및 하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주제 선율 c는

2도 하행-2도 상행-2도 하행-2도 상행하는 진행으로 몬테베르디의 선율

을 연상케 한다. 또한 주제 선율 중간에 8분음표 진행하는 4도 도약

(A-D)를 삽입하여 기악적 어법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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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몬테베르디, “Luci serene et chiare”, C 부분

<악보 29-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9번, 주제 선율 c

종합해보면, 판타지아 9번은 몬테베르디의 “Luci serene et chiare”로

부터 여러 음악적 아이디어를 차용하였다.

<표 9> 몬테베르디의 음악적 요소와 코프라리오의 주제 선율 관계

가사 몬테베르디 코프라리오

“평온하고 맑은 빛이여”

“달콤한 말이여”

“정열적으로 타오르는 영혼”

동기 x 주제 선율 a

“오 마법같은 사랑이여” 동기 y 주제 선율 b

“그것[정열적으로 타오르는 영혼]은

무너뜨리려 해도 상처받지 않고”

반음 상행 및

하행 선율
주제 선율 c

코프라리오가 판타지아 주제 선율에서 사용한 몬테베르디의 동기와

선율은 마드리갈의 가사 중에서도 내용의 중심이 되는 구절에 사용된 것

이다. 판타지아 9번 제목에서 나타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빛”은 몬테

베르디의 마드리갈에서 표현된 “평온하고 맑은 빛”과 동일한 것이다. 코

프라리오는 시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몬테베르디의 동기를 사용

하였고 이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에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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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 10 Al primo giorno

여러 필사본들에 기록된 판타지아 10번의 제목은 두 개 존재한다. 부

가필사본 39550-54, 트레지안 필사본, Mggo C66F4 필사본66)에는 “Al

primo giorno”(첫 날에)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마드리갈

소사이어티(Madrigal Society Manuscripts G.37-42)에서는 “In un

boschetto”(숲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되어있다.

두 제목 중 “Al primo giorno”와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은

없다. 핀토는 이와 유사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 하나를 지목하였는데

이는 죠반니 페레티(Giovanni Ferretti, c.1540∼1609)의 <6성부를 위한

칸초네타 2권>(ll secondo libro delle canzoni a sei voci, 1569)에 실린

첫 번째 곡 “Com'al primo apparir del chiaro giorno”(새로운 날이 시작

하면서)이다. 이 여섯 어절에는 “al primo giorno”가 포함되어 있다. 칸초

네타에서는 날이 밝으면서 이를 맞이하는 자연과 만물들이 생명력을 가

지고 피어오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In un boschetto”는 중세 이탈리아 시인 프란체스코 페트라르

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의 총 323편으로 구성된 서정시집

<칸쵸니에레>(Il Canzoniere, 14세기 후반)67) 중 “Standomi un giorno

solo a la fenestra”(어느 날 혼자 창가에 서서)에 등장하는 가사와 일치

66)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17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0세

기 중반까지도 ML96 C.7895 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MSS Mggo C66F4

라는 서가(書架) 기호로 변경되었다. 총 2권으로 구성되었는데 1권에는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만 20여곡 수록되어있으며 2권에는 코프라리오와 루포의 판타지아 작

품들이 20여곡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코프라리오의 판타지아 “Al primo giorno”는 1

권에 실려 있다.

Gordon Dodd, "The Coperario-Lupo Five-part Books at Washington", Chelys, vol.

1 (1969).

67) 총 366편의 시가 실려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소네트(sonnet) 형식으로 되어있다. 대

부분의 시는 페트라르카가 실제로 사랑했던 여인 로라(Laura)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

외에도 정치, 자연, 종교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진 시들이 있다. 페트라르카의 <칸초

니에레>는 17세기까지 이탈리아의 여러 성악곡에서 가사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르네

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시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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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총 6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 중 3연 1행 첫 세 어절이 바로

“In un boschetto”이다. 시는 자연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파괴되는

여러 가지 피조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연은 사냥개에 공격당하

는 아름다운 피조물, 2연은 폭풍에 가라앉는 배, 3연은 번개에 파괴되는

월계수 나무, 4연은 땅의 균열로 인해 무너지는 분수, 5연은 부리로 스스

로 쪼아 죽어가는 불사조, 6연은 뱀에 물려 죽게 되는 아름다운 여인을

묘사하고 있다.68) “In un boschetto”로 시작하는 3연에서 화자는 싱그러

운 나무와 새들이 지저귀는 숲에서 평화로운 자연의 세계를 즐기고 있는

중에 갑작스런 어둠이 밀려오고 벼락이 치면서 천국과 같았던 현장의 모

습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슬픔을 표현한다. 페트라르카의 이러한

시적 메시지는 자연의 한없는 평화로움을 다룬 페레티의 가사와 상반된

다.

핀토는 “In un boschetto”와 일치하는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으로

마렌치오의 <3성부를 위한 빌라넬라 1권>(Il primo libro delle

villanelle a tre voci, 1586), 페라보스코 2세의 <4성부를 위한 마드리

갈>(Madrigalette a quatro voci)에 실린 곡을 언급하였다. 핀토가 언급

하지 않았지만 이외에도 라소의 <5성부 마드리갈집 2권>(Secondo libro

delle muse, madrigali a cinque voci, 1557), 페라보스코 1세의 <5성부

를 위한 마드리갈집 1권>(Il prim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87), 리날도 델 멜(Rinaldo del Mel, 1554∼1598)의 <6성부를 위한 마

드리갈집>(Madrigali a sei voci, 1588)에 실린 곡들도 가사 “In un

boschetto”로 시작한다.

마렌치오를 제외한 작곡가들은 페트라르카 시 “Standomi un giorno

solo a la fenestra”를 가사로 사용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6연

시의 구성을 따라 6부 구성의 연작 마드리갈로 만들었다.

네 성악곡 중 멜69)의 “In un boschetto”의 시작 선율과 판타지아의 시

68) Victoria Kirkham, Amando Maggi, Petrarch: A Critical Guide to the Complete

Work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52.

69) 멜은 네덜란드 태생이지만 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작곡가로 종교 음악 및 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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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선율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나타난다. 멜의 선율 “In un boschetto”는

동일한 음정에서 리듬형 �♩♩으로 구성된 동기 x로 시작한다. 이 동기

x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에 등장한다. 멜의 마드리갈에서는 동기 x의

등장 이후 순차 하행하는 진행으로 선율을 처리하였고, 코프라리오는 3도

씩 하행하는 움직임을 통해 멜의 시작 선율을 변형하였다.(<악보 30>과

<악보 30-1>)

<악보 30> 멜, “In un boschetto”, 시작 선율

동기 x

<악보 30-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0번, 시작 선율

동기 x

멜의 마드리갈은 수직적인 짜임새로 진행하는 부분과 모방대위적 진

행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교차적으로 등장하면서 부분별 대조가 나타나는

데 이 중 동기 x가 사용된 부분은 호모포니적 진행으로 구성된다. 멜의

마드리갈에서 호모포니 텍스쳐로 강조된 시작 동기 x는 판타지아의 푸

가 선율에서 나타난다.

마드리갈에서 D 부분(마디 102-108)은 4행 가사 “E di sua ombra

uscian sí dolci canti”(새들의 그림자에서 감미로운 노래가 흐른다)의 선

율은 모방대위적으로 처리되었다. 이 중 선율 “uscian sí dolci canti”(감

미로운 노래가 흐른다)는 D-B-G로 3도씩 하행 후 5도 상행 도약하여

음악 모두 많이 남겼다. 특히 그는 세속 음악 작곡에서 당시 로마악파 작곡가들 사

이에서 유행하던 마드리갈 사이클 형식으로 된 작품을 다수 선보였고 이 중 대표적

인 작품이 바로 페트라르카의 6연작 시 “Standomi un giorno solo a la fenestra”를

바탕으로 쓴 마드리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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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3화음의 분산 화음 형태인 동기 y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동기 y는 칸토

-세스토-알토-퀸토-바소-테너-알토 순서대로 모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D 부분에서 지배적으로 등장한다.(<악보 31>)

이 동기 y는 주제 선율 a와 e에서 활용하였다. 주제 선율 a는

D-B-G로 3도씩 하행하는 선율과 5도 상행 도약하는 진행으로 시작하며

이 안에는 동기 y가 포함되었다.(<악보 31-1a>) 주제 선율 e에서도 동

기 y가 동일하게 나타난다.(<악보 31-1b>)

<악보 31> 멜, “In un boschetto”, D 부분

동기 y

<악보 31-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0번

a. 주제 선율 a

동기 y

b. 주제 선율 e

동기 y

마드리갈 H 부분(마디 116∼118)은 가사적인 면에서 곡의 큰 전환점

이 되는 부분이다. H 부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숲 속에서 자라나는 싱

그러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H 부분부터 상황은 급변한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면서 나무들이 파괴되고 화자는 슬픔에 잠

기게 된다. 이러한 시적 상황의 변화는 마드리갈에서 4/2 박자에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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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로의 전환으로 나타난다. 멜은 특히 위 두 성부에서 4도 하행 선율

“Cangioss'il ciel intorno”(하늘 전체가 변하고)을 사용함으로써 음악적으

로 분위기를 변화시켰다.(<악보 32>)

이처럼 내용적 반전이 있는 부분에서 멜이 사용한 음악적 장치인 4도

하행 선율은 판타지아에서 주제 선율 b와 c에 차용되었다. 이 때 코프라

리오는 D-C-B♭-A 4도 하행하는 주제 선율 b를 기악어법에 맞게 변형

하였다. C에서 B♭으로의 진행에서 A를 삽입하고, B♭에서 A로 진행할

때 장식적인 8분음표를 삽입하였다.(<악보 32-1a>) 주제 선율 c는 4도

하행하는 선율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멜의 4도 하행 선율을 강조하고

있다.(<악보 32-1b>)

<악보 32> 멜, “In un boschetto”, H 부분

<악보 32-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0번

a. 주제 선율 b

b. 주제 선율 c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멜의 연작 마드리갈 “Standomi un

giorno” 중 3부(terza parte)에 해당하는 “In un boschetto”는 판타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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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시의 가사는 판타지아를 작곡하는 음악

적 발상이 되었으며 그 시를 바탕으로 한 마드리갈에서 시적 의미를 강

조하는 동기나 선율은 판타지아를 구성하는 푸가 선율에서 등장한다.

(4) Tr. 11 Chi pue mirarvi

판타지아 11번은 부가필사본 39550-54, 트레지안 필사본, Mggo

C66F4 필사본에는 “Chi pue mirarvi”(누가 당신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

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드리갈 소사이어티 G.37-42에는 “Non

posso piu soffrire”(나는 더 이상 고통 받을 수 없어요)라는 제목으로 되

어있다.

핀토는 “Chi pue mirarvi”가 코프라리오가 실제 의도한 판타지아 제

목이라면 이는 시인 가브리엘로 치아브레라(Gabriello Chiabrera, 1552∼

1638)의 1599년에 출판된 시집에 실린 시 “Vaghe faville”(몽롱한 빛)에

등장하는 가사 일부를 차용하였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치아브레라의

시는 총 5연 구성이며 이 중 “Chi pue mirarvi”는 3연 1행에 등장하는

어절이다. 치아브레라의 시를 바탕으로 한 성악곡으로는 죠반니 기촐로

(Giovanni Ghizzolo, c.1580∼c.1625)의 <마드리갈과 아리아 2

권>(Madrigali et Arie libro secondo, 1609)에 실린 “Vaghe faville”가

유일하다.

핀토는 판타지아 11번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곡으로 가스파로 토렐리

의(Gasparo Torelli, 활동시기: 1593∼1613)의 <3성부를 위한 칸초네타 4

권>(Amorose Faville: il quarto libro delle canzonette a tre voci,

1608) 중 1번과 시모네 몰리나로(Simone Molinaro, 1565∼1615)의 <3성

부를 위한 칸초네타 2권>(Il secondo libro delle canzonette a tre voci,

1600) 중 7번을 지목하였다. 토렐리의 칸초네타는 4연 구성 시를 가사로

하였는데 이 중 1연 1행과 4연 3행을 시작하는 첫 세 어절이 “Chi pue

mirarvi”이다. 몰리나로는 치아브레라의 시를 칸초네타의 가사로 빌려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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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연의 순서를 바꿔 사용하였다.70) 따라서 그의 곡은 가사 “Chi puo

mirarvi”로 시작한다.

핀토가 언급한 두 성악곡 외에도 “Chi pue mirarvi”가 가사에 등장하

는 곡이 있다. 바로 시지스몬도 딘디아(Sigismondo d'India, c.1582∼

1629)의 소프라노와 베이스 2성부로 구성된 <노래하는 음악>(Le

musiche da cantar, 1609) 중 9번 “Vaghe faville”71)이다. 이 곡의 3연은

가사 “Chi pue mirarvi”로 시작한다. 딘디아도 치아브레라의 시를 가사

로 사용하였다.

치아브레라의 시 중(中) 1연과 3연

Vaghe faville da le pupille

vibra lo scherzo'el gioco.

Ne mai di viso mira s'in viso

del vostro dolce foco.

Chi pue mirarvi e non lodarvi

fonte del mio martiro.

Begli'occhi chiari a me piu cari che

gli'occhi'onde'iovi miro.

눈의 몽롱한 빛은

조소(嘲笑)에 흔들리네.

겉을 보지 말고

그 속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라.

그 누가 찬양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까

나의 희생의 원천을.

아름답고 맑은 눈은 나에게 더 특별하네.

내가 당신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핀토는 “Non posso piu soffrire”와 관련된 성악곡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제목과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이 하나 있

다. 바로 마렌치오의 <3성부를 위한 빌라넬라 5권>(Il quinto libro

delle villanelle a tre voci, 1587) 중 6번이다. 마렌치오 빌라넬라에서는

70) 4연 가사를 첫 번째, 5연 가사를 두 번째, 1연 가사를 세 번째, 2연 가사를 네 번째,

3연 가사를 다섯 번째에 배치시켰다.

71) 솔로 선율과 베이스 성부로 이루어진 유절형식의 칸초네타이다. 딘디아의 칸초네타

는 대부분 4/4 박자로 되어 있으며 빠르게 움직이는 소프라노 선율과 느리게 진행하

는 베이스로 된 모노디 형식이 지배적이다. 딘디아는 17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몬테

베르디에 버금가는 모노디 작곡가로 평가된다. 실제로 그는 수많은 모노디 형식의

성악곡들을 남겼다.

John Joyce & Glenn Watkins, “Sigismondo D'India”. Grove Music Online(Oxford

Music Online), (www.oxfordmusiconline.com 2018.6.3.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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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슬픈 운명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총 네 성악곡의 시작 선율과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을

비교하면 딘디아의 칸초네타에서 유일하게 판타지아와 연관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선율 “Vaghe faville”를 반주하는 베이스 선율은 3도 순차 상

행 후 3도 상행 도약 및 5도 하행 도약하는 진행이다.(<악보 33>) 판타

지아의 주제 선율 a 진행도 이와 유사하다. 선율 a는 3도 상행 도약 후

3도 순차 진행함으로써 딘디아의 선율을 변형하였다.(<악보 33-1>)

<악보 33> 딘디아, “Vaghe faville”, 시작 선율

<악보 33-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1번, 주제 선율 a

이외에도 “Vaghe faville”에 이어지는 선율 “Da le pupille vibra l

o”72)를 반주하는 베이스 선율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b에서 나타난다.

칸초네타에서 베이스 선율 중 A-D-C-E♭으로 구성된 동기는 주제 선

율 b에서 전위 형태로 변형되었다.(<악보 34>와 <악보 34-1>)

<악보 34> 딘디아, “Vaghe faville”, 마디 3-5

72) 3연에서는 가사 “e non lodarvi fonte del”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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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1번, 주제 선율 b

종합해보면, 판타지아 11번 “Chi pue mirarvi”는 딘디아의 유절형식

칸초네타 “Vaghe faville”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칸초네타의 가사 일부는

판타지아의 제목으로 사용되었으며 칸초네타를 반주하는 베이스 선율이

판타지아를 구성하는 두 개의 주제 선율에 차용되었다.

(5) Tr. 12 Lucretia mia

이 곡의 제목 “Lucretia mia”(나의 루크레치아)는 오라쵸 베키(Orazio

Vecchi, 1550∼1605)의 <4성부를 위한 칸초네타 3권>(Canzonette libro

terzo a quatro voci, 1585)에 실린 네 번째 곡의 인시피트와 동일하다.

베키의 칸초네타는 이탈리아 시인 죠반니 바티스타 주카리니(Giovanni

Battista Zuccarini, 16세기 경 활동)의 시를 바탕으로 하였다. 시는 총 4

연 구성이며 사랑하는 연인 루크레치아에게 사랑의 맹세를 하는 내용이

다. 핀토는 코프라리오의 “Lucretia mia”가 베키의 칸초네타 제목과 동일

함을 언급하면서 코프라리오가 베키의 성악곡을 배경으로 작곡하였을 것

이라고 추정하였다.73) 그러나 그는 두 곡의 제목이 동일하다는 것만을

가지고 이러한 추정을 한 것이며 두 곡 사이에서 음악적으로 어떠한 연

관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베키의 칸초네타 외에도 판타지아 12번 제목과 동일한 인시피트

를 가진 곡이 있다. 이는 트루이드 아게센(Truid Aagesen, 활동시기:

1593∼1625)의 <3성부를 위한 칸초네>(Cantiones a tre voci, 1608)에

실린 곡이다.74) 아게센 칸초네타 “Lucretia mia”의 가사도 주카리니의

73) Pinto, 2005, 116.

74) 아게센은 덴마크 태생 작곡가로, 그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가 이탈리

아에서 활동한 기록은 남아있다. 그는 1593년 코펜하겐 성당의 오르가니스트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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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바탕으로 하였다.

Lucretia mia, quelle tue treccie d'oro

E quegl'occhi di sole,

Con le dolci parole,

Son le caterne ond'io legato moro.

나의 루르레치아, 당신의 금발 머리,

태양과도 같은 당신의 눈,

당신의 달콤한 말은

마치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내는 사슬과도

같네.

베키의 칸초네타는 오프닝 가사 “Lucretia mia”를 호모리듬으로 강조

하고 있으며 각 성부는 모두 동일한 음에서 진행함으로써 정적인 선율로

시작한다. 반면 아게센의 칸초네타는 텍스쳐와 선율의 흐름이 이와 대조

적이다. 아게센은 3성부의 철저한 모방대위로 선율 “Lucretia mia”를 구

성하였으며 칸토 1에서는 이 두 어절을 다섯 번 반복하여 가사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베키의 곡과 달리 4도 순차 하행 및 상행 진행이 나타

남으로써 동적인 선율이 지배적으로 등장한다.

베키의 곡은 AB 형식으로, A 부분은 4개의 성부가 호모포니적으로

진행하며 B 부분은 선율이 모방대위적으로 움직임으로써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대조적인 구성은 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A 부분은 루크레

치아의 아름다운 모습과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에 대해 묘사하고 있으나

B 부분은 이러한 그녀의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화자를 곤경에 처하게 만

든다는 내용이다.

되기 이전까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며 음악을 공부한 것으

로 기록에 남아있다. 그가 이탈리아 성악음악을 접하게 된 것도 이 기간 동안인 것

으로 추정된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의 유일한 작품집인 <3성부를 위한 칸초네>는

1608년 함부르크에서 출판되었으며 그가 “테오도리쿠스 시스티누스”(Theodoricus

Sistinus)라는 라틴어 이름으로 이 악보집을 출판한 사실은 그의 이탈리아에서 활동

했던 흔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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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키의 칸초네타 B 부분의 선율 “son le catene”(사슬이다)에서 4도

순차 하행 또는 순차 상행하는 동기가 모방 대위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판타지아에서 대선율 a의 시작 부분과 유사하다.(<악보 35>와 <악보

35-1>)

<악보 35> 베키, “Lucretia mia”, B 부분

<악보 35-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2번, 대선율 a

아게센의 칸초네타에서도 판타지아 12번과 연관되는 특징들이 있다.

아게센의 시작 선율 “Lucretia mia”의 진행은 판타지아 대선율 a와 유사

하다.(<악보 36>과 <악보 36-1>) 두 선율 모두 4도 순차 하행(동기 x)

후 4도 순차 상행(동기 x')하는 진행이다. 판타지아의 대선율 a에서는 아

게센의 시작 선율은 유사하게 등장하되 리듬적 요소는 변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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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아게센, “Lucretia mia”, 마디 1-5

동기 x 동기 x'

<악보 36-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2번, 대선율 a

동기 x 동기 x'

아게센 칸초네타 B 부분에 등장하는 선율에서도 판타지아 주제 선율

과의 연관성이 나타난다. B 부분에서는 “son le caterne”를 노래하는 선

율이 지배적으로 등장한다.(<악보 37>) 이 선율은 반음 하행 및 상행하

는 보조적 진행 후 5도 하행 도약하여 5도 순차 상행(동기 y)하는데 이

중 “catene”(사슬)를 노래하는 순차 상행하는 동기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 대선율 a, 주제 선율 d에서 차용되었다.(<악보 37-1>)

<악보 37> 아게센, “Lucretia mia”, B 부분

동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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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2번

a. 주제 선율 a와 대선율 a

동기 y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b

┏━ 주제선율 a

동기 y

b. 주제 선율 d

동기 y'

아게센의 칸초네타에서 루크레치아는 사랑하는 대상이자 화자를 구속

하는 사슬과 같은 존재이다. 이처럼 시의 중심어인 “나의 루크레치아”와

“사슬”에 붙여진 아게센의 선율 진행은 판타지아의 여러 푸가 선율에 차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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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아게센의 선율과 코프라리오의 선율 관계

아게센 코프라리오

부분 가사 선율 선율 부분

A 나의 루크레치아 동기 x → 대선율 a A

B 사슬 동기 y →

주제 선율 a A

대선율 a A

주제 선율 c C

판타지아 “Lucretia mia”의 음악적 발상은 아게센의 3성부 칸초네타

“Lucretia mia”로부터 온 것이다. 코프라리오는 가사에 핵심이 되는 단어

에 사용한 아게센의 특정 동기를 판타지아의 여러 푸가 선율에 차용함으

로써 칸초네타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기악곡으로 재구축하였다.

(6) Tr. 13 Illicita cosa

판타지아 13번 “Illicita cosa”의 제목과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

곡은 없다. 그러나 두 어절 중 “cosa”가 인시피트에 있는 유일한 곡으로

아드리안 빌레르트(Adrian Willaert, 1490∼1562)의 <4성부를 위한 마드

리갈집 3권>(Il vero terzo libro di madrigali a quatro voci, 1549)에

실린 “Qual piu divers' et nova cosa”(불가사의한 사랑이 무엇을 보았는

가)가 있다. 이 곡의 가사는 페르라르카의 <칸초니에레>에 실린,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135번째 시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빌레

르트의 마드리갈은 판타지아 13번과 연관되는 음악적 특징이 없다.

한편 판타지아 제목 중 “cosa”가 가사 중에 들어있는 성악곡이 있다.

바로 팔라비치노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6권>(Il sest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600)에 실린 연작 마드리갈 “Cruda Amari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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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곡의 가사는 과리니의 <충직한 양치기>(Il pastor fido)의 1막

2장에 등장하는 시이다. 시는 총 3연 구성인데 이 중 “cosa”는 2연 10행

“e se fia muta ogn’altra cosa al fine”에 있다.

Cruda Amarilli, che col nome ancora,

d’amar, ahi lasso! amaramente insegni;

Amarilli, del candido ligustro

più candida e più bella,

ma de l’aspido sordo

e più sorda e più fera e più fugace;

poi ché col dir t’offendo,

i’ mi morrò tacendo.

Ma grideran per me le piaggie, e i monti

e questa selva, a cui

sì spesso il tuo bel nome

di risonar insegno;

per me piangendo i fonti,

e mormorando i venti,

diranno i miei lamenti;

Parlerà nel mio volto

la pietate e’l dolore;

e se fia muta ogn’altra cosa al fine

parlerà il mio morire,

e ti dirà la morte il mio martire.

잔인한 아마릴리여, 사랑의 이름으로

아, 불행함이여! 쓴 가르침을 주네

아마릴리, 하얀 쥐똥나무보다도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다운

그러나 귀먹은 독사보다 더 귀먹은

더 잔인하고 덧없는

당신에게 말을 걸면 불쾌해할 것이니

나는 침묵을 유지하며 죽을 것이네

그러나 날 위해 해변과 산이 소리 지르네

그리고 이 나무는 여기에

종종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소리 내는 법을 가르치네

나에게는 연못이 울면서

바람은 속삭이면서

나의 슬픔을 말하네

나의 얼굴에 대고 말하네

이제 고통을 그만 멈추어라

만약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나의 죽음에 대해 말할 것이네

그리고 나의 순교자여 당신에게 나의

죽음을 말할 것이네

이 시는 사랑하는 여인 아마릴리(Amarilli)에게 보내는 마르틸로

(Martillo)의 메시지이다. 님프 코리스카(Corisca)는 마르틸로를 흠모하지

만 마르틸로는 아마릴리와 사랑에 빠져있다. 이를 질투한 코리스카는 아

마릴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여 죽이려는 계략을 꾸민다. 코리스카의 계획

에 넘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아마릴리를 바라보며 마르틸로가 고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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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워하며 한탄하는데 이 시는 이러한 마르틸로의 심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과리니의 “Cruda Amarilli”는 팔라비치노 마드리갈 외에도 몬테베르

디, 마렌치오, 베르트, 딘디아의 마드리갈에서도 가사로 사용되었다.75) 그

러나 이들은 모두 과리니 시 중 1연 가사만 사용하였다. 이 네 작곡가들

의 곡은 연작 마드리갈이 아니며 3연에 등장하는 “cosa”가 가사에 등장

하지 않는다. 결국 판타지아 13번과 가사적으로 연관성을 가진 곡으로는

팔라비치노의 연작 마드리갈 “Cruda Amarilli”, “Ma grideran per me la

piage i monti”가 유일하다.

팔라비치노의 연작 마드리갈은 1연 가사로 구성된 1부 “Cruda

amarilli”, 2연 가사로 구성된 2부 “Ma grideran per me le piaggie, e i

monti”로 되어있다. 1부는 c단조에서 시작하여 f단조로 종지하며 2부는

F장조로 시작하여 F장조로 종지하여 두 곡은 조성적으로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다.

마드리갈 1부에서 인시피트 “Cruda Amarilli”의 선율 진행은 판타지

아의 주제 선율 b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팔라비치노의 선율은 2도 하행

-2도 하행-2도 상행-2도 하행하는 진행인데 주제 선율 b는 이의 역행으

로 진행한다.(<악보 38>과 <악보 38-1>)

<악보 38> 팔라비치노, “Cruda Amarilli”, 1부, 시작 선율

75) 이는 각각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집 5권>(Il cinque libro dei madrigali), 마렌치

오의 <마드리갈집 8권>(Il ottavo libro dei madrigali), 베르트의 <5성부를 위한 마

드리갈집 11권>(Il undicesim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95) 딘디아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1권>(Il prim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607)

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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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3번, 주제 선율 b

마드리갈 1부 중 잔인한 아마릴리를 표현한 구절 “e più fugace”(더

덧없는)에 사용된 악구는 3도 상행 도약 후 2도 상행 하는 동기 x로 시

작하는데 판타지아 주제 선율 c에서 전위 형태로 등장한다.(<악보 39>

와 <악보 39-1>)

<악보 39> 팔라비치노, “Cruda Amarilli”, 1부, 마디 50-55

동기 x

<악보 39-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3번, 주제 선율 c

동기 x'

마드리갈에서 “쓴 가르침을 주네”, “나는 죽을 것이네”, “나의 슬픔을

말하네”에서 4도 순차 하행 선율이 공통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마르틸로의

비탄하는 감정이 강조되었다.(<악보 40>) 이와 같이 부정적인 내적 상황

을 상징하는 4도 하행 동기 y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f에서 차용되었

다.(<악보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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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팔라비치노, “Cruda Amarilli”

a. 1부, 마디 22-35

동기 y

b. 1부, 마디 64-77

동기 y

c. 2부, 마디 112-123

동기 y

<악보 40-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3번, 주제 선율 f

동기 y

마드리갈 1부 “아, 불행함이여”(ahi lasso)는 감탄사와 함께 마르틸로

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서 4도 상행 도약으

로 “lasso"의 첫 모음을 강조된 후 2도 하행하여 한숨을 표현하는 수사

학적 음형으로 구성된 동기 z가 모방적으로 나타난다.(<악보 41>) 이는

판타지아 주제 선율 f에서 등장한다.(<악보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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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팔라비치노, “Cruda Amarilli”, 1부, 마디 21-32

동기 z

<악보 41-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3번, 주제 선율 f

동기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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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아 제목에 사용된 Illicita와 cosa는 각각 다의어이다. illicita는

‘부정의’, ‘불법의’, ‘비합법의’, ‘불의의’, ‘사회통념에 어긋나는’을 의미하는

형용사이며, cosa는 ‘사실’, ‘문제’, ‘상황’, ‘행동’, ‘어떤 것’, ‘어떤 일’ 등의

의미를 명사이다. 각 단어는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해보면, 판타지아 13번의 “Illicta cosa”는 아마릴

리와 마르틸로의 사랑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훼방하는 코리스카의 ‘부정

(不正)의 행동’을 나타낸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는’ 마르틸로

의 외침이다. 코프라리오가 붙인 판타지아 13번의 제목은 팔라비치노의

연작 마드리갈 “Cruda Amarilli”의 내용과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이며 이는 판타지아에서 음악적인 연관성을 통해 확인하였다.

(7) Tr. 14 Dolce mia vita

코프라리오가 붙인 이 곡의 제목 “Dolce mia vita”(달콤한 내 인생)은

<표 11>에서와 같이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여러 이탈리아

성악곡의 인시피트에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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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dolce mia vita”가 인시피트에 포함된 성악곡들

작곡가 작품집 (출판연도) 인시피트

A.Willaert
Canzone Villanesche alla

Napolitana (1545)

O dolce vita mia che

t’haggio fatto76)

G.Martoretta
Il terzo libro dei madrigali a

quatro voci (1554)

Deh, dove senza me, dolce

mia vita77)

D.Micheli
Il prim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64)

S.Pratoneri
Il prim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68)

S.Aranda
Il primo libro dei madrigali a

quatro voci (1571)

A.Gabrielli
Il primo libro dei madrigali a tre

voci (1575)

G.Zappasorgo

Il secondo libro delle Canzone

Villanesche alla Napolitana a tre

voci (1576)

O dolce vita mia che

t’haggio fatto

P.Monte
Il primo libro dei madrigali a tre

voci (1582)

Dolce mia vita, da cui vivo e

moro

L.Marenzio
Il secondo libro delle canzonette

alla Napolitana a tre voci (1587)

Dolce mia vita e amara

morte mia

P.Masnelli
Harmonia Celeste di diversi

eccellentissimi musici78) (1589)
Nun puo dolce mia vita

B.Pallavicino Floridi Virtuosi d'Italia79) (1600) Cara e dolce mia vita

76) 이 가사는 16세기 중반 작자 미상의 한 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자파소르고 역시

이 시를 가사로 하였다. 시는 한 연인을 사랑하지만 그 연인이 주는 고통과 아픔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작품의 인시피트 “나의 달콤한 인생이여”는 이를 반

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는 각 연이 총 3연 구성이며 연의 마지막 행인 3행, 6행,

9행의 가사는 “Et io mi struggo come nev'al sole”(태양 속에서 녹아가는 눈처럼

나는 소진된다)로 동일한 후렴구이다.

77)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 루드비코 아리오스토(Ludvico Ariosto, 1474∼1533)

의 서사시 <광란의 오를란도>(Orlando Furioso, 1516)에 있는 가사이다. 다섯 명의

작곡가들이 사용한 가사는 이 중 칸토 8, 76연에 해당한다.

78) 몬테, 마크 안토니오 인제네리(Marc'Antonio Ingegneri, c.1535∼1592), 라소, 팔라비

치노, 마렌치오, 페라보스코, 스트리지오, 페레티, 가브리엘리 등 여러 마드리갈 작곡

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출판한 작품집이다. 이 중 마즈넬리의 마드리갈 “Non puo

dolce mia vita”는 12번째 곡이다.

79) 16세기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필사가이자 출판가인 삐에르 팔레

즈 1세(Pierre Phalèse the Elder, 1510∼1575)의 아들 팔레즈 2세(Pierre Phalèse the

Younger, 1550∼1629)가 남긴 필사본으로 1600년 앤트워프(Antwerp)에서 출판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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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는 판타지아 14번이 몬테의 마드리갈을 바탕으로 작곡되었을 것

이라고 추정하였지만 여기에는 판타지아 14번과 연관되는 음악적 선율이

나 동기가 없다.80) 위 성악곡들의 시작 선율을 비교해 보면 마즈넬리의

마드리갈에서 판타지아의 작곡 배경이 되었다고 추정되는 단서들이 여러

개 있다.

마즈넬리의 마드리갈은 AB 형식이다. 시에서 사랑하는 기쁨을 주는

대상이자 화자를 구속하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Non puo dolce mia vita

Altro che morte mai

Disciorre il nodo

In cui legato m’hai

Si m’e cara e gradita

Per te dolce Alma mia

Ogn’aspra pena e ria

Ch’in sin che durera

Questa mia spoglia

Non fia che di tal nod’io mi discioglia

내 달콤한 인생아

이제는 죽음만이

매듭을 풀고

나를 얽어매었던

사랑스럽고 기쁨에 찬

너에 대한 나의 부드러운 영혼

쓰디쓴 고통과 화

이제껏 휩싸였던

나의 시체에서

이제는 나를 해방시켜 모든 구속이 사라지네

먼저 마드리갈 시작 선율은 동일한 음정에서 리듬형 ���로 구성된

동기 x로 시작한다.(<악보 42>) 동기 x는 판타지아 주제 선율 a와 대선

율 a의 첫 세 음 진행과 유사하다. 단, 코프라리오의 두 선율에서는 마즈

넬리 마드리갈에 사용된 리듬형이 1/4 음가로 축소되어 나타난다.(<악보

42-1>)

다. 조일로, 베키, 스트리지오, 아네리오, 미켈리, 팔레스트리나 등 수많은 작곡가들의

마드리갈이 수록되어 있다.

80) 몬테의 “Dolce mia vita, da cui vivo e moro”(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어두운 달콤한

인생)는 이탈리아 시인 프란체스코 몰차(Francesco Molza, 1489∼1544)의 시를 가사

로 하였다. 메디치 가문 출신인 이폴리토(Ippolito de' Medici)에게 헌정한 스물 여편

의 시 중 17번째 시로, 이폴리토에게 순종을 바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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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마즈넬리, “Nun puo dolce mia vita”, 시작 선율

동기 x

<악보 42-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4번, 주제 선율 a와 대선율 a

동기 x┏━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a

┏━ 대선율 a

┏━ 대선율 a

마드리갈 3행 “Disciorre il nodo”(매듭을 풀고)에 붙여진 선율은 모방

으로 진행함으로써 사랑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자하는 화자의 심정이

강조된다. 이 선율 중 동사 “disciorrie"(풀다)의 진행은 칸토와 테너 2에

서 2도 하행 및 3도 하행 도약으로 된 동기 y로 구성된다.(<악보 43>)

이 동기 y는 판타지아에서 대선율 a에서 등장한다.(<악보 43-1>)

<악보 43> 마즈넬리, “Nun puo dolce mia vita”, A 부분, 마디 11-15

동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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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4번, 대선율 a

동기 y

마드리갈 B 부분은 사랑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자하는 화자의 의

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내용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다.81)

이러한 B 부분 시작 선율 “Ch’in sin che durera”에서도 판타지아와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마즈넬리는 이 선율을 2도 하행-2도 상행-3도 하행

-3도 순차 상행하는 동기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네 성부에서 모방대위적

으로 움직인다. 이 중에서 2도 상행-3도 하행-2도 상행하는 동기 z는 판

타지아 주제 선율 b의 시작 부분에서 차용되었다.(<악보 44>와 <악보

44-1>)

<악보 44> 마즈넬리, “Nun puo dolce mia vita”, B 부분

동기 z

<악보 44-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4번, 주제 선율 b

동기 z

81) A 부분은 1∼7행, B 부분은 8∼10행의 가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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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아에 차용된 마즈넬리의 음악적 요소들은 마드리갈 가사의 내

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매체이다. 첫째, 마드리갈의 시작 선율의 가사

“이보다 달콤할 수 없는 내 인생”은 사랑의 주체이며 여기에 사용된 동

기 x는 판타지아의 두 시작 선율에서 사용되었다. 둘째, 가사 “이제껏 휩

싸였던”은 사랑으로부터 구속된 상태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사용된 동기

z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에 차용되었다. 셋째, 가사 “[매듭을] 풀고”

는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해결책을 의미하며, 이 선율에 붙여진

동기 y는 판타지아의 대선율 a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판타지아에 차용된

이 세 가지 음악적 장치들은 마드리갈 A 부분과 판타지아 A 부분, 마드

리갈 B 부분과 판타지아 B 부분에 대응됨으로써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

진다.

<표 12> 마즈넬리의 음악적 요소와 코프라리오의 선율 관계

마즈넬리 코프라리오

부분 가사 음악적 요소 선율 부분

A 주체: 이보다 달콤할 수 없는 동기 x →
주제 선율 a

대선율 a
A

A 해결: (매듭을) 풀고 동기 y → 대선율 a A

B 구속: 이제껏 휩싸였던 동기 z → 주제 선율 a B

판타지아 14번 “Dolce mia vita”는 마즈넬리의 4성부 마드리갈 “Non

puo dolce mia vita”을 바탕으로 작곡되었다. 마드리갈에서 부분별 등장

하는 음악적 동기들이 판타지아에서 이와 대응되는 부분에 유사하게 등

장함으로써 두 곡은 구조적으로 유사함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핵심이 되는 가사에 붙여진 마드리갈 동기들이 판타지아의 여러 푸가 선

율에 차용됨으로써 마즈넬리의 마드리갈이 판타지아의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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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r. 15 Passa madonna

핀토는 판타지아 15번의 제목 “Passa madonna”(오 지나가네)와 동일

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으로 마렌치오의 <3성부를 위한 빌라넬

라>(Canzonette alla Napolitana a tre voci, 1587)에 실린 곡과 빈센초

폰타나(Vincenzo Fontana, 활동시기: 1545∼1555)의 <3성부를 위한 빌라

넬라 1권>(Canzone villanesche a tre voci alla napolitana novamente

poste in luce, libro primo, 1545)에 실린 곡을 언급하였다.82)

마렌치오와 폰타나의 곡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간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아픔도 치유되리라고 기

원하는 화자의 심정을 담은 노래이다. 두 곡에서 중심어는 “passa”(지나

가다)로, 모든 아픔도 세월이 지나가고 흐르면서 치유될 것이라는 메시

지를 가진다.

82) 폰타나 성악곡의 팩시밀리 악보는 하버드 대학교 음악 도서관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

으며 칸토, 테너, 바소 성부가 모두 존재하나 칸토와 바소의 파트 악보는 일부가 훼

손된 상태였다. 오직 테너 파트 악보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남아있으나 이 또한

일부가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다. 이에 폰타나의 곡은 마디 수를 매길 수 없었으며

부분적으로 판독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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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폰타나, “Passa madonna”, 테너 성부

마렌치오와 폰타나의 성악곡과 판타지아를 비교하기 전에, 판타지아

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이는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 곡들

중에서 푸가 형식이 아닌 유일한 곡이라는 것이다. 그의 다른 5성부 곡

들은 주제 선율이 모든 성부에서 모방적으로 등장하는 푸가 부분과 푸가

를 연결해주는 에피소드로 구성 되어있다. 반면 판타지아 15번은

ABABCDCD 구성이다. 판타지아를 시작하는 A 부분은 곡에서 유일하게

호모포니 텍스쳐로 짜인 부분으로, 판타지아 15번의 예외적인 형식을 강

조한다. A 부분은 선율 1을 노래하는 트레블 1, 선율 2를 노래하는 트레

블 2, 선율 3을 노래하는 테너 2의 호모포니 진행으로 구성된다. B 부분

은 A 부분과 대조적으로 폴리포니 텍스쳐로 되어 있으며 선율 4가 세

성부에서 등장한다. C 부분은 두 성부에서 등장하는 선율 5와 세 성부에

서 등장하는 선율 6이, D 부분은 세 성부에서 등장하는 선율 7과 두 성

부에서 등장하는 선율 8이 모방적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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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5번의 구성

구성 부분 마디 텍스쳐 선율

A

A 1-5 호모포니 선율 1, 2, 3

B 4-11 폴리포니 선율 4

A 12-16 호모포니 선율 1, 2, 3

B 15-22 폴리포니 선율 4

B

C 22-29 폴리포니 선율 5, 6

D 28-38 폴리포니 선율 7, 8

C 38-45 폴리포니 선율 5, 6

D 44-55 폴리포니 선율 7, 8

폰타나와 마렌치오의 빌라넬라 중, 마렌치오의 빌라넬라에서 판타지

아 15번과 연관되는 특징들이 나타난다. 우선 두 곡은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하다. 마렌치오의 “Passa modonna”의 구성은 AaBCbc83)이다. 이는

크게 나누면, A(A+a)와 B(BCbc) 구성인데 판타지아 15번도 마찬가지로

A(ABAB)와 B(CDCD)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

마렌치오 빌라넬라와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5번은 구성 면에서 연관

성을 가진다. 빌라넬라 A 부분은 세 성부의 호모포니 텍스쳐로 진행한

다.(<악보 45>) 판타지아에서 유일한 호모포니 텍스쳐로 구성된 A 부분

에서도 트레블 1, 트레블 2, 테너 2, 이 세 성부만 등장함으로써 코프라

리오가 사용한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는 마렌치오 빌라넬라와

A 부분 텍스쳐와 유사하다.(<악보 45-1>)

83) 소문자는 선율은 같되 가사만 다른 것을 구분하기 위해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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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마렌치오, “Passa madonna”, 마디 1-3

<악보 45-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5번

한편 빌라넬라에 등장하는 4도 순차 진행하는 동기 x가 판타지아에

서 등장한다. 가사 “passa l'ardore”(열정도 지나가고)에 붙여진 선율은

칸토 1에서 4도 순차 상행하고 테너 성부에서 이의 전위 형태로 4도 순

차 하행한다.(<악보 46>) 가사 “pass'amor li piacer”(기쁨이 지나가네)

를 노래하는 칸토 1의 선율은 4도 순차 상행하는데 코프라리오는 이는

선율 5에 차용되었다.(<악보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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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마렌치오, “Passa madonna”

a. B 부분, 마디 7-9

동기 x

b. B 부분, 마디 12-14

동기 x

<악보 46-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5번, 선율 5

동기 x

마지막으로 마렌치오의 선율 “al fin pur pass'Amore”(결국 사랑도

지나가네)와 “pass'amor li piacer”(기쁨이 지나가네)에 사용된 동기 y가

판타지아에서 차용되었다. 동기 c는 3도 하행 도약 및 2도 하행 진행으

로, 칸토 1의 “al fin pur”에서 등장한다. 이후 칸토 2의 “pass'amor”에서

동기 y의 역행 전위 형태가 등장한다.(<악보 47>) 다양한 형태로 진행

하는 마렌치오의 동기 y는 판타지아에서 선율 4와 선율 6에 사용되었다.

선율 4는 동기 y의 전위 형태, 선율 6은 동기 y의 역행 전위 형태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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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되었다.(<악보 47-1>)

<악보 47> 마렌치오, “Passa madonna”, B 부분, 마디 10-13

동기 y

<악보 47-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5번

a. 선율 4

동기 y'(전위)

b. 선율 6

동기 y'(역행전위)

판타지아에서 차용된 빌라넬라의 두 동기는 내용적으로 중요한 의미

를 함축하고 있다. 빌라넬라에서 핵심어 “지나가다”(passa)를 포함하는

구절에 사용된 동기들이 사용됨으로써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판타지아 선율에서 표현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판타지아 15번 “Passa madonna”는 마렌

치오의 3성부 빌라넬라 “Passa madonna”를 바탕으로 작곡된 것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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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마렌치오 빌라넬라 형식이 판타지아의 구성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마렌치오가 핵심적인 가사에 붙인 음악적 동기가 판

타지아의 여러 선율에 차용됨으로써 마렌치오의 음악적 아이디어가 기악

곡에 반영되었다.

(9) Tr. 16 Cresce in voi

이 곡의 제목 “Cresce in voi”(당신 안에서 자라난다)는 베니스에서

출판된 콜라 나르도 데 몬테(Cola Nardo de Monte, 활동시기: 1544∼80)

의 <4성부를 위한 마드리갈과 빌라넬라 1권>(Il primo libro dei

madrigali con le parole di vilanelle a quattro voci, 1580)에 실린 곡

“Cresce in voi la bellezza”84)의 첫 세 어절과 동일하다. 핀토는 판타지

아와 몬테의 빌라넬라 제목이 동일함을 언급하면서 코프라리오가 몬테의

곡을 배경으로 판타지아를 작곡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85) 몬테의

빌라넬라는 3행시로 되어있으며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욕망에 대

한 절제력을 잃어가는 화자에 대한 내용이다.

Cresce in voi la bellezza Manca

la gentilezza

Et quel ch'e pegg' abund' in me

il desire

Manca la forza e cresce ogn'hor

martire

당신 안에서 아름다움은 자라나지만 고결

함은 사라진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나에게 욕망이 넘쳐

난다는 것

정신력은 잃어가고 매 시간 순교자가 자

라난다

84) 이 곡의 팩시밀리 버전은 하버드 음악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4성부 중

알토 성부 악보만 남아있었기에 본 논문에서는 알토 악보만을 참고로 하였다.

85) Pinto,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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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몬테, “Cresce in voi la bellezza”

몬테의 시작 선율 “Cresce in voi la bellezza”와 판타지아의 주제 선

율 a 사이에 연관된 특징이 있다. 몬테의 선율은 E에서 2도 상행 후 4도

순차 하행하는데 이 중 4도 순차 하행 진행이 주제 선율 a에서 유사하게

등장한다.(<악보 48>과 <악보 48-1>)

<악보 48> 몬테, “Cresce in voi la bellezza”, 시작 선율

<악보 48-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6번, 주제 선율 a

빌라넬라 가사에서 “bellezza”(아름다움)과 “deisre”(욕망)은 화자의 절

제력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문맥상 유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voi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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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ezza”에서 4도 순차 하행하는 선율이 나타났듯이, “desire”에서도 동

일한 선율 진행이 나타남으로써 두 단어는 통일된 음악적 요소로 표현되

었다. (<악보 48>과 <악보 49>) 이처럼 빌라넬라에서 사용된 동일한 선

율 진행이 판타지아 시작 선율(주제 선율 a)에서 재현된 것은 판타지아

16번에 몬테 빌라넬라로부터 음악적 아이디어가 차용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된다.

<악보 49> 몬테, “Cresce in voi la bellezza”, 마디 21-23

몬테의 시작 선율뿐만 아니라 2행 선율 “Et quel ch'e pegg' abund'”

도 판타지아 푸가 선율과 연관된다. 몬테의 선율에서 첫 여섯 음은 4도

상행 도약-3도 하행 도약-2도 상행인 동기 x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전위

형태가 주제 선율 e에서 나타난다.(<악보 50>과 <악보 50-1>)

<악보 50> 몬테, “Cresce in voi la bellezza”, 마디 15-20

동기 x

<악보 50-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6번, 주제 선율 e

동기 x'

위와 같은 요소들은 판타지아 “Cresce in voi”가 몬테의 3성부 빌라

넬라 “Cresce in voi la bellezza”를 바탕으로 작곡된 것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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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넬라의 첫 두 구절에 등장하는 선율적 요소는 판타지아의 두 주제

선율에서 유사하게 등장하였다.

(10) Tr. 17 Voi caro il mio contento

이 곡의 제목 “Voi caro il mio contento”(나의 행복인 당신이여)는

베키의 <4성부를 위한 칸초네타 3권>(Canzonette a quattro voci, Libro

3, 1585) 중 열여섯 번째 곡 “Caro dolce mio bene”(나의 사람, 달콤한

사랑이여)에 있는 가사 일부와 동일하다. 시는 총 4연 구성으로, 코프라

리오가 제목으로 사용한 이 다섯 어절은 이 중 3연 1행과 동일하다. 핀

토는 이처럼 판타지아 17번 제목이 베키의 칸초네타 가사 일부와 동일하

기에 코프라리오가 베키의 칸초네타 “Caro dolce mio bene”를 바탕으로

작곡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판타지아 제목과 관련된 다른 성악곡으로는, 베키가 사용했던 시의

제목 “Caro dolce mio bene”에서 어순은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한 “Caro

dolce ben mio”로 시작하는 두 곡이 있다. 하나는 가브리엘리의 <5성부

를 위한 유명한 대가들의 작품집 13권>(Musica di XIII autori illustri

a cinque voci, 1576)에 실린 곡이고, 다른 하나는 아고스티노 아그레스

타(Agostino Agresta, 활동시기: 1600∼1617)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

집 2권>(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606)에 실린 곡

이다. 다음은 두 작곡가의 마드리갈에 사용된 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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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 dolce ben mio

Chi v'am' e per amar languisc'e more?

Sevi piac' il mio piant' e'l mio martire,

Ecco v'il petto, e ne cavat' il core.

Che quand' io deggia per dolor morire,

E far del viver mio più brevi l'hore,

L'alma lieta da me farà partita,

Se di man vostra lasciarò la vita.

나의 사랑하는 이여

누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에 시들고 죽는가?

당신이 내 울음과 나의 희생을 원한다면,

여기 당신에게 내 가슴과 심장을 내어주네

내가 이미 고통으로 죽어갈 때,

삶을 더 신속히 마치기 위해,

행복한 결말을 향한 질주를 할 것이고,

만약 당신의 손 안이라면 기꺼이 죽음을

택하네.

두 곡 중 아그레스타 마드리갈 시작 선율에서 판타지아와 관련된 특

징들이 나타난다. 테너 선율은 4도 상행 도약 후 2도 하행하는 동기 x로

시작하는데 이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에서 유사하게 등장한다.(<악보

51>과 <악보 51-1>) 마드리갈의 마디 3-4에서는 위 네 성부가 호모리

듬으로 진행하는데 이 중 칸토와 알토는 4도 순차 하행한다. 이 동기 y

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b에서 등장한다. 주제 선율 b는 쉼표를 기점으

로 악구 1과 악구 2로 구성되는데 악구 2에서 4도 순차 상행하는 진행은

아그레스타의 선율을 전위 형태로 변형한 것이다.

<악보 51> 아그레스타, “Caro dolce ben mio”, 마디 1-4

동기 x

동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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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7번, 주제 선율 a와 주제 선율 b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b

동기 x

동기 y

주제 선율 b 악구 1에서도 마드리갈을 연상케 하는 요소가 등장한다.

마드리갈의 선율 “Chi v'am' e per amar”은 3도 상행 도약 후 2도 순차

하행하는 동기 z가 모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의 역행 형태가 주제 선율

b에서 나타난다.(<악보 52>와 <악보 52-1>)

<악보 52> 아그레스타, “Caro dolce ben mio”, 마디 12-15

동기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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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7번, 주제 선율 b

동기 z'

판타지아 17번은 아그레스타의 5성부 마드리갈 “Caro dolce ben

mio”로부터 차용한 음악적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마드리갈에서 인피시트

를 대표하는 1행과 2행 선율에서 사용된 동기들이 판타지아를 시작하는

푸가 부분에서 등장하는 두 푸가 선율에서 등장하였다. 이처럼 두 곡의

시작에서 나타난 음악적 요소들이 유사한 점을 가진다는 것은 판타지아

배경이 되는 성악곡을 찾는데 확실한 단서가 되었다. 코프라리오가 판타

지아 제목에서 제시하였듯이 “나의 행복인 당신”은 아그레스타 마드리갈

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내 사랑”이다. 판타지아 제목은 마드리

갈의 가사 및 음악적 내용을 바탕으로 붙여진 것이다.

(11) Tr. 18 Alma mia tu mi dicesti

이 곡의 제목 “Alma mia tu mi dicesti”(내 영혼이 내게 말하다)는

주카리니의 시 “Core mio, tu mi lasciasti”(나의 연인이여, 당신은 나를

떠나버렸네) 중 2연 1행의 가사와 동일하다. 시는 다시 만나게 될 희망

만을 남겨놓은 채 떠나 버린 연인을 두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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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mio, tu mi lasciasti

con viva speme di vederti ancora,

E poi non vuoi che liet'io aspetti l'hora.

Viverò, mio bene, Con questo mio

sperare?

Deh non mi far penare.

Alma mia, tu mi dicesti

Ch'altro che me saria di te signore,

E tu non vuoi ch'io dichi à tutte l'hore,

"Viverò sperando Del mio giusto

desire?"

Deh non mi dar martire.

나의 사랑, 당신은 나를 떠나버렸네

당신을 또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남

긴 채. 당신은 내가 그 날을 행복하게 기

다리기를 원치 않네.

사랑이여,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까요?

아,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요.

나의 영혼이여, 당신은 내게 말하네.

내가 아닌 다른 이가 당신의 신이라고.

또한 당신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것조

차 원치 않네. “내가 그러한 희망이라도

가지면서 살 수 없나요?”

아, 나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요.

핀토는 위의 시를 가사로 한 베키86)의 <4성부를 위한 칸초네타 3

권>(Il terzo libro Canzonette a quatro voci) 중 2번 “Core mio, tu mi

lasciasti”를 판타지아 18번의 배경이 되는 곡이라고 추정하였다.

베키 칸초네타와 판타지아 18번은 구조적인 면에서 유사하다. 칸초네

타는 ABC 세 부분으로 나뉜다. A는 1행, B는 2∼4행, C는 5∼6행의 가

사로 되어있다. A 부분은 폴리포니 진행으로 시작하다가 호모포니 텍스

쳐로 바뀌며 F장조로 종지한다. B 부분은 박자, 텍스쳐, 종지를 기준으

로 작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B1(마디 8∼12)은 4/4박자에서 3/2박자로

변하며 호모리듬으로 진행한다. B1이 D장조로 종지하는 동시에 다시

4/4박자로 돌아오는 B2(마디 12∼16)는 호모포니로 진행하며 F장조로

종지한다. B3(마디 16∼19)은 호모포니 텍스쳐로 이루어졌던 B2와 대조

86) 모데나(Modena)에서 태어난 베키는 1570년대 후반 무렵 베네치안 악파와 활발히 교

류하면서 16세기 극음악, 마드리갈, 칸초네타를 작곡하였다. 베키가 남긴 여러 성악

장르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그의 칸초네타 작품들이다. 그는 총

6개의 칸초네타 작품집을 출판하였는데 이들은 마드리갈의 모방대위적인 양식을 어

느 정도 반영하면서 빌라넬라의 호모포니 텍스쳐와 간결한 곡의 형식을 조화롭게 혼

합하였다. 그의 칸초네타 곡들은 대부분 유절 형식이며 AB 두 부분으로 나뉜다.

William R. Martin. "Orazio Vecchi" Grove Music Online(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www.oxfordmusiconline.com 2018. 6.3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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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모방대위적으로 진행하고 F장조 종지한다. C 부분은 폴리포니가

지배적이며 F장조로 종지한다.

판타지아 18번도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푸가 선율로 구성된 A, B, C

부분으로 나뉘며 각 푸가 부분을 에피소드가 연결해준다. 칸초네타에서

폴리포니 텍스쳐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A, B3, C 부분과 푸가 선율로

구성된 판타지아 A, B, C 부분은 서로 구조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두 곡은 이러한 구조적인 점뿐만 아니라 동기적인 면에서도 연관성을

가진다. 이는 구조적인 연관성을 가진 부분별 대응으로 나타난다. 즉, 칸

초네타 A, B3, C 부분에 사용된 동기적 요소가 판타지아 A, B, C 부분

에서 각각 나타난다.

칸초네타 A 부분을 시작하는 가사 “Core mio”(1연)와 “Alma mia”(2

연)의 베이스 선율은 동일한 음정에서 리듬형 ♩♩�로 진행하는 동기 x

로 구성된다.(<악보 53>) 이 동기 x는 판타지아의 A 부분에 등장하는

주제 선율 a에서 나타난다. 단 주제 선율 a에서는 동기 x 리듬형의 역행

�♩♩이다.(<악보 53-1>) 베키가 사용한 동기는 이처럼 판타지아를 구

성하는 푸가 선율에 적용되었으며 이는 베키의 성악곡 가사이자 판타지

아 제목의 첫 두 어절 “Alma mia”를 나타낸다.

<악보 53> 베키, “Core mio, tu mi lasciasti”, 마디 1-3

동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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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8번, 주제 선율 a

동기 x'

칸초네타 B3과 C 부분에서 사용된 동기는 판타지아의 B와 C 부분에

서 등장한다. 칸초네타 B3 부분에서 가사 “Viverò”(살 수 없나요), C 부

분에서 가사 “non mi far”(나에게 주지 말아요)에서 3도 순차 상행하는

동기 y가 지배적으로 등장한다.(<악보 54>) 동기 y는 판타지아 B 부분

에 등장하는 주제 선율 c와 C 부분에 등장하는 주제 선율 d와 대선율 d

에서 유사하게 사용되었다.(<악보 54-1>) 칸초네타에서 동기 y는 리듬

형 ♪♪♩, ♪♪�, ♪♪�로 사용되었고, 판타지아에서 활용된 동기 y는

♩♩�, ♩♩�, ♩♩♩ 와 같은 다양한 리듬으로 변형되었다.

<악보 54> 베키, “Core mio, tu mi lasciasti”

a. B 부분

동기 y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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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부분

동기 y

<악보 54-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8번

a. 주제 선율 c

동기 y

b. 주제 선율 d와 대선율 d

┏━ 주제선율 d

┏━ 주제선율 d

┏━ 대선율 d

┏━ 대선율 d

동기 y

동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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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y는 칸초네타에서 유기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로 칸초네타 시작

선율에서도 등장한다. “Core mio”를 노래하는 위 두 성부 선율은 3도 순

차하행 하는데 이는 동기 y의 전위 형태이다. 이처럼 칸초네타를 구성하

는 하나의 유기적 동기는 판타지아의 여러 주제에서 반영되었다.

<표 14> 베키와 코프라리오의 동기 비교

부분 베키 코프라리오 부분

A A

B3 B

C C

종합해보면, 코프라리오의 “Alma mia tu mi dicesti”는 베키의 4성부

칸초네타 “Core mio, tu mi lasciasti”로부터 가사적・음악적 요소를 빌

려온 것으로 해석된다. 칸초네타의 구조적인 틀은 판타지아에 적용하였

으며 베키가 사용한 음악적 동기들은 판타지아에 대응되는 부분에서 주

제 선율에 차용되었다.

(12) Tr. 19 Caggia fuoco dal cielo

핀토는 판타지아 19번의 제목 “Caggia fuoco dal cielo”(하늘에서 떨

어지는 불과 번개)가 아네리오의 <4성부를 위한 칸초네타 1권>(Il

primo libro Canzonette a quatro voci, 1586)87) 중 10번째 곡의 인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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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동일함을 언급하였다. 벌텐쇼는 코프라리오가 아네리오의 칸초네타

에서 사용된 주제 선율을 변형하여 독창적인 하나의 기악곡을 만들었다

고 주장하였다.88) 이처럼 핀토와 벌텐쇼 모두 아네리오 성악곡을 판타지

아 19번의 모델로 제시하였다.

칸초네타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번개”는 사랑에 대한 정열적

인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총 3행 구성의 시 중 1행에 해당하는 가사가

판타지아 제목 “Caggia fuoco dal cielo”과 동일하다. 동시대 작곡가 몰

리는 아네리오의 칸초네타를 영어 가사로 옮겨 2성부 칸초네타 “Fyre

and Lightening”(불과 번개)89)를 영국식 칸초네타로 각색하였다. 이처럼

몰리의 시도는 판타지아 19번과 관련하여 주목해볼 점이다.

Caggia fuoco dal cielo

Ch'in fiamm'e strugga con soaue ardore

ala mia Flori il core.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달콤한 열정으로 불꽃이 녹아내린다

나의 날개 플로리 내 사랑.

아네리오의 칸초네타 “Caggia fuoco dal cielo”90)는 AAB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네 성부가 모방대위적으로 진행한다. 한 성부가 시작하면 다

음 마디에서 다른 성부가 그 선율을 동일하게 모방하면서 진행한다. 칸

토 1과 칸토 2가 같은 선율을, 알토와 베이스가 같은 선율을 노래하는데

87) 베니스에서 출판된 이 작품집은 아네리오가 남긴 몇 안 되는 세속 성악 작품 중 하

나로 팔레스트리나의 엄격한 대위 양식의 영향을 받은 그의 작곡 양상을 잘 보여준

다.

88) Bertenshaw, The Influence of the Late Sixteenth-Century Italian Polyphonic

Madrigal on the English Viol Consort Fantasy c.1600-1645, 179∼180.

89) 이 곡은 런던에서 출판된 몰리의 <2성부를 위한 칸초네타 1권>(First book of

Canzonets to two voices, 1595) 중 11번째 곡이다. 몰리의 <2성부 칸초네타>는 아

네리오의 <4성부 칸초네타> 증 여섯 곡을, 베키와 바싸노의 칸초네타에서 각각 3개

의 성악곡을, 비아다나(Viadana)의 한 개의 칸초네타에 있는 이탈리아 시를 영어로

옮겨 이탈리아 성악곡을 영국식 칸초네타로 각색한 곡들을 수록하고 있다.

Joseph Kerman, "Elizabethan Anthologies of Italian Madrigals,"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vol. 4, no. 2 (Summer, 1951), 130∼131.

90) 이 곡의 팩시밀리 버전을 겐트 대학교 도서관(Ghent University Library) 홈페이지

에서 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 현대 기보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

다. (주소: https://lib.ugent.be 2018.10.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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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칸토 1의 선율이 먼저 제시되고 칸토 2에서 이를 모방하고, 테너

선율이 먼저 제시되고 베이스 선율이 이를 모방한다.(<악보 55>)

<악보 55> 아네리오, “Caggia fuoco dal cielo”, 마디 1-9

칸초네타에 등장하는 <표 15>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여섯 개의 주요

선율들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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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아네리오, “Caggia fuoco dal cielo”, 성부별 주요 선율

행 칸토 1, 칸토 2 알토, 베이스

1

선율 1 선율 2

2

선율 3 선율 4

3

선율 5 선율 6

몰리 칸초네타는 한 성부가 시작하면 다음 마디에서 다른 성부가 그

선율을 동일하게 모방하는데 이는 아네리오 칸초네타를 바탕으로 한 것

이다. 몰리의 시작 선율인 “Fyre and lightning from heaven fall”은 아

네리오의 “Caggio fuoco dal cielo”를 노래하는 아래 두 성부의 주요 선

율 2와 유사하다.(<악보 56>과 <악보 56-1>) 이처럼 몰리의 곡은 성부

간 진행방식 뿐만 아니라 선율적인 요소도 아네리오의 곡을 바탕으로 하

였다.

<악보 56> 아네리오, “Caggia fuoco dal cielo”, 선율 2

<악보 56-1> 몰리, “Fyre and Lightening”, 시작 선율

단, 몰리의 칸초네타에서는 아네리오의 여섯 개의 주요 선율 중 하나



- 119 -

의 선율만 차용되었지만 코프라리오의 판타지아에서는 아네리오가 사용

한 네 개의 선율이 반영되었다.

첫째, 칸초네타에서 알토와 베이스의 시작 선율 2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에 등장한다. 단, 아네리오의 선율은 변형되어 나타난다. 아네리오

의 선율 2는 C에서 F로 5도 하행 도약으로 시작하는데(<악보 57>) 주

제 선율 a에서는 G에서 시작하여 5도 하행 도약 하지 않고 옥타브 아래

까지 순차 하행으로 확장되었다. 이후 G에서 G로 옥타브 상행 도약 후

순차 하행 및 상행(G-F#-G)하는 진행은 아네리오의 선율 진행을 동일하

게 반영되었다.(<악보 57-1>) 주제 선율 a는 아네리오의 시작 선율 진

행과 리듬적 요소가 재구성되었다.

<악보 57> 아네리오, “Caggia fuoco dal cielo”, 선율 2

<악보 57-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9번, 주제 선율 a

둘째, 코프라리오의 주제 선율 a를 시작하는 4도 순차 하행 진행

(G-F-E♭-D)은 아네리오의 선율 1, 선율 3, 선율 6에서 빌려온 것이다.

아네리오는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불꽃이 녹아내린다” “나의 날개

플로리 내 사랑”을 4도 순차 하행 동기를 통해 공통된 음악적 요소로 처

리하였고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아네리오의 동기가 판타지아의

푸가 선율에서 재구성되었다.(<악보 58>과 <악보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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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아네리오, “Caggia fuoco dal cielo”

a. 선율 1

b. 선율 3

c. 선율 6

<악보 58-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9번, 주제 선율 a

셋째, 아네리오의 선율 4 “Ch'in fiamm'e strugga”에서 8분음표 그룹

과 4분음표 음으로 구성된 5도 순차상행 동기가 “불꽃”(fiamm'e)과 “녹

아내린다(strugga)”에서 각각 등장하는데 이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b

와 c에서 차용되었다.(<악보 59>와 <악보 59-1>)

<악보 59> 아네리오, “Caggia fuoco dal cielo”, 선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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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19번

a. 주제 선율 b

b. 주제 선율 c

판타지아 19번은 아네리오의 4성부 칸초네타 “Caggia fuoco dal

cielo”를 기악적으로 재현하였다. 판타지아 19번을 구성하는 여러 푸가

선율들은 아네리오의 선율로부터 구상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몰리가 아

네리오의 가사와 선율적 요소를 빌려 영국식 칸초네타를 작곡했다면 코

프라리오는 이를 영국식 판타지아로 완성하였다.

(13) Tr. 20 Fugga dunque la luce

여러 필사본들에 의하면, 판타지아 20번의 제목은 두 개의 다른 제목

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가필사본 39550-54(Harman), 트레지안 필사본에

는 “Fugga dunque la luce”(빛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이, 부가

필사본 39550-54(Barnard)와 MSS M990 C66F4에는 “Dolce ben mio”

(나의 달콤한)이라는 제목으로 기록 되어있다.

핀토는 판타지아 제목에 사용된 세 어절 “Dolce ben mio”가 인시피

트에 포함된 네 개의 성악곡을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마씨모 트로이아노

(Massimo Troiano, 사망: 1570)의 <3성부를 위한 빌라넬라 1권과 2

권>(Primo & secondo libro delle canzoni alla napolitana a tre voci,

1568)에 실린 “Dolce mio ben'e dolce mio corino”, 베키의 <4성부를 위

한 칸초네타 4권>에 실린 “Caro dolce ben mio”, 아네리오의 <칸초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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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에 실린 “Flori dolce ben mio”, 도나토의 <4성부를 위한 마드리갈

집 2권>(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a quatro voci, 1568)에 실린

“Dolce mio ben”가 있다.

핀토가 언급한 곡 외에도 “Dolce mio ben”가 인시피트에 포함된 성

악곡들이 있다. 필리포 아차이올로(Filippo Azzaiolo, 활동연도: 1557∼69)

의 “Al dí, dolce ben mio”, 알레산드로 스트리지오(Alessandro Striggio,

1536∼1692)의 “Caro dolce ben mio chi mi vi toglie”, 가브리엘리의

“Caro dolce ben mio”, 마렌치오의 “Togli, dolce ben mio”, 베키의

“Dolcissimio ben mio”91), 아그레스타의 “Caro dolce ben mio”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곡들 중에서 판타지아 20번과 음악적으로 연관되는

성악곡은 없다.

한편 “Fugga dunque la luce”는 베키의 <셀바 디 바리아 리크레치오

네>(Selva di Varia Ricreatione, 1590) 중 20번째 곡의 가사 일부와 동

일하다. 베키의 칸초네타 시의 제목은 “Che fai, Dori, che pensi?”(무얼

하고 있나요, 도리스, 무얼 생각하고 있나요?)이다. 시에서 화자는 관대

함을 가진 도리스(Doris) 여신에게 평안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저녁이

빨리 오기를 애원한다. 시는 3연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3연 1행 첫

네 어절이 판타지아 20번 제목 “Fugga dunque la luce”와 같다.

91) 이탈리아어로 "dolcissimio"(아주 달콤한)는 "dolce"(달콤한)를 강조하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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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 fai, Dori, che pensi? Avrò mai

pace,

Pace e letitia avrai. Deh! Dimmi l'hora

Quando vedrai dal ciel scender l'aurora.

무얼 하고 있나요, 도리스, 무얼 생각하고

있나요? 나에겐 평화가 없네요

당신은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하늘로부터 새벽이 내려오는 것을 볼 때.

Che fai, Dori, che parli? Avrò mai

tregua?

Tregua e conforto avrai. Deh! Dimmi il

punto?

Quando Febo da noi sarà disgiunto.

무얼 하고 있나요, 도리스, 무얼 말하고

있나요? 잠시 쉬어도 될까요?

당신은 휴식과 편안함을 가지고 있잖아

요. 아,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포이보스92)가 우리로부터 떠날 때.

Fugga dunque la luce, e’l biond’Apollo

Tosto i bei raggi asconda, e vien tu

sera

Vientene via volando anzi ch’io pera.

빛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금발의

아폴로가

눈부시게 빛나는 그가 사라질 거에요. 저

녁이여, 오세요.

훨훨 날아 오세요. 내가 소멸되기 전에.

핀토는 판타지아 20번이 베키의 칸초네타를 배경으로 작곡된 것이라

고 추정하였다. 실제로 베키의 칸초네타와 판타지아를 비교해보면, 칸초

네타의 칸토 1 시작 선율에서 등장하는 3도 순차 상행 진행이 판타지아

를 시작하는 주제 선율 a와 b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이외에 두 곡 사이

에 나타나는 연관성은 없다.

핀토가 언급한 베키의 칸초네타 이외에도 시 “Che fai, Dori, che

pensi?”를 바탕으로 한 성악곡이 있다. 알폰소 페라리(Alfonso Ferrari,

활동시기: 16세기 말∼17세기 초로 추정)의 <3성부를 위한 칸초네타 2

권>(Canzonette a tre voci, Libro II, 1600) 중 7번째 곡도 베키의 칸초

네타 제목과 동일하다.93)

92)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포이보스(Phoebus)는 태양신으로서의 아

폴로를 가리킨다.

93) 페라리에 대해서는 출생 및 사망 연도를 포함하여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나 정

보가 없다. 단, 그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자료는 <3성부를 위한 칸초네타 2권> 필사

본이 유일하다. 1600년 베니스에서 출판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는 이 필사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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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의 칸초네타는 AB 형식이다. A 부분 중 인시피트 선율과 B

부분 선율에서 4도 순차 하행하는 동기 x가 지배적으로 등장한다.(<악보

60>) 페라리의 동기 x는 판타지아에서 대선율 a, 주제 선율 d와 대선율

d에서 차용되었다.(<악보 60-1>) 주제 선율 d는 동기 x의 전위 형태로

등장한다. 또한 E-F-G-A 4도 순차 상행하는 진행이 반음계적으로 장식

되어 페라리의 선율을 확장되었다. 대선율 d는 E-D-C-B의 4도 순차 하

행 진행에서 E-D를 반복함으로써 동기 x를 장식하였다.

<악보 60> 페라리, “Che fai Dori che pensi”

a. A 부분, 마디 1-5

동기 x

b. B 부분, 마디 9-11

동기 x

그가 코프라리오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그가

남긴 <칸초네타> 중 7번째 곡에 사용된 시의 가사 일부가 판타지아 제목과 동일한

사실을 통해 페라리의 곡과 판타지아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을 암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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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0번, 주제 선율 c와 대선율 c

┏━ 주제선율 c

┏━ 대선율 c

┏━ 주제선율 c

┏━ 주제선율 c

┏━ 대선율 c

┏━ 대선율 c

동기 x'

동기 x

칸초네타 A 부분 선율 “Pace e letizia avrai”(당신은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있잖아요)은 5도 순차 하행하는 동기 y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에서 전위 형태로 변형되었다.(<악보 61>과 <악

보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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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페라리, “Che fai Dori che pensi”, A 부분

동기 y

<악보 61-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0번, 주제 선율 a

동기 y'

칸초네타 B 부분에서 모방적으로 등장하는 선율 “Quando vedrai”(당

신이 볼 때)에서는 3도 하행 도약 후 2도 상행하는 동기 z가 등장한

다.(<악보 62>) 이는 판타지아에서 주제 선율 d에 차용되었다. 주제 선

율 d에서 동기 z는 두 번 반복하여 나타난다. 첫 번째는 D-C#-B-C#에

서, 두 번째는 동기 z의 전위 형태인 A-C-B♭로 등장한다.(<악보

62-1>)

<악보 62> 페라리, “Che fai Dori che pensi”, B 부분, 마디 12-14

동기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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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0번, 주제 선율 d

동기 z'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베키의 칸초네타보다 페라리의 칸초네

타에서 판타지아 20번과 연관되는 음악적 동기들이 많다. 베키의 곡에서

는 판타지아와 연관되는 요소가 시작 선율에서만 나타났지만 페라리의

칸초네타에서는 세 가지 음악적 동기가 판타지아의 여러 주제 선율에서

다양하게 차용되었다. <표 16>은 특정 가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페

라리의 동기와, 이를 반영한 판타지아 주제 선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표 16> 페라리의 동기와 코프라리오의 주제 선율 관계

가사 페라리 코프라리오

1연: 무얼하고 있나요 도리스

나에겐 평화가 없네요.

아,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2연: 무얼하고 있나요 도리스

잠시 쉬어도 될까요?

아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3연: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금발의 아폴로가

저녁이여 오세요

동기 x
주제 선율 c

대선율 c

1연: 당신은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있잖아요.

2연: 당신은 휴식과 편안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3연: 눈부시게 빛나는 그가 사라질 거에요.

동기 y 주제 선율 a

1연: [새벽이 내려오는 것을]볼 때

2연: 포이보스가 떠날 때

3연: 오세요

동기 z 주제 선율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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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판타지아 20번 제목은 “Fugga dunque la luce”이며 이는

페라리의 3성부 칸초네타 “Che fai, Dori, che pensi?”에 등장하는 가사

를 빌린 것이다. 나아가, 판타지아 20번에 등장하는 푸가 선율들은 페라

리가 칸초네타에서 사용한 음악적 동기를 반영한 것이다. 코프라리오는

페라리가 특정 가사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세 가지 동기를 판타지

아의 선율에 차용하여 칸초네타가 가지고 있는 가사적 의미를 기악적으

로 표현하였다.

(14) Tr. 21 O sonno, della mia morte

여러 필사본들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판타지아 21번은 두 제목을 가

지고 있다. 부가필사본 39550-54(Barnard), 트레지안 필사본, Christ

Church MSS 61-6694), Mggo C66F4 필사본에는 “O sonno, della mia

morte”(나의 죽음의 잠이여)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한편 필사본 Z3.4.1-

695)과 부가필사본 39550-54(Harman)에는 “Deh preg amore”(아, 사랑의

신이여)라는 제목으로 되어있다. 핀토는 판타지아 21번 제목이 베키의

<4성부를 위한 칸초네타>(Canzonetta a quattro, 1590)에 실린 “Deh!

Prega amor il fato”(아! 사랑의 신이여, 나의 운명을 간청해요)의 첫 세

어절과 일치함을 언급하였다. 사랑의 신에게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달라

고 간구하는 내용인 베키의 칸초네타 “Deh! Prega amor il fato”는 판타

지아와 음악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없다.

한편 다른 제목 “O sonno, della mia morte”는 제목이 정확히 일치하

는 성악곡은 없으나 첫 세 어절 “O sonno della”가 두 곡의 인시피트에

있다. 하나는 치프리아노 데 로레(Cipriano de Rore, 1516∼1565)의 <4성

94)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쳐치 도서관(Oxford Christ Church Library)에 소장되어 있다.

1620년경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총 6개의 분책(61, 62, 63, 64, 65, 66)으로 구성되

어 있다.

95)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있는 세인트패트릭성당(St. Patrick's Cathedral) 내(內) 말

쉬 도서관(Marsh Library)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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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2권>(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a quatro

voci, 1557) 중 “O sonno, o della queta, umida, ombrosa”이며 다른 하

나는 마르코 다 가글리아노(Marco da Gagliano, 1582∼1643)의 <5성부

를 위한 마드리갈집 1권>(Il prim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602)에 실린 “O sonno, o della queta, umida, ombrosa”이다. 로레와 가

글리아노의 마드리갈 가사는 죠반니 델라 카사(Giovanni della Casa,

1503∼1556)의 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시의 내용은 고통 받고 가혹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잠의 신’에게 현실을

망각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어둠의 밤을 불러 잠에 들게 해달

라는 기도이다.

카사의 시에서 수면에 든다는 것은 현실 세계와의 이별을 의미하며

이는 곧 죽음을 가리킨다. 즉 ‘잠의 신’은 죽음과도 같은 존재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보면 카사의 시 “O sonno, o della queta, umida, ombrosa”

는 판타지아 제목 “O sonno, della mia morte”와 의미상 밀접한 연관이

있다.

판타지아 21번은 제시부가 아닌 도입부(Introduction)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의 다른 5성부 판타지아들과 구별된다. 도입부에서는 네 개의

선율들이 여러 성부에서 모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든 성부에서

등장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표 17> 판타지아 21번의 구성

I

도입부

A

푸가

B

푸가

선율 1

선율 2

선율 3

선율 4

∼
주제 선율 a

주제 선율 b
∼

주제 선율 c

주제 선율 d

판타지아 21번을 구성하는 여덟 개의 선율 중 일부는 가글리아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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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갈에서 유사하게 등장한다. 가글리아노 마드리갈은 1부, 2부로 구성

된 연작 마드리갈이다. 1부 “O sonno, o della queta, umida, ombrosa”는

1연과 2연, 2부 “Ov'e'l silentio”는 3연과 4연 가사로 구성되며 다섯 성

부 간의 모방 대위적인 움직임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판타지아 21번 중 A부분을 구성하는 두 개의 주제 선율(a, b)은 연작

마드리갈 1부에 등장하는 선율과 연관되는 점들을 보인다. 주제 선율 a

는 4도 순차 하행하는 동기 a로 시작하는데 이는 1부 선율 “e queste

membra”(약한 이 팔다리를 일으켜라)의 진행과 유사하다.(<악보 63>과

<악보 63-1>) 화자가 잠의 신에게 ‘일으켜라’라고 외치는 핵심적인 메시

지를 전달하는 구절에서 사용된 동기가 판타지아 중 첫 번째 푸가 선율

에서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것은 판타지아와 가글리아노 마드리갈과의 연

관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악보 63>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1번, 주제 선율 a와 주제 선율 b

동기 a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b

┏━ 주제선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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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b

┏━ 주제선율 b

<악보 63-1> 가글리아노, “O sonno, o della queta, umida, ombrosa”,

1부, 마디 52-57

동기 a

또한 마드리갈 1부 선율 “soccorri”(구하라)에서 4도 상행 후 반음 하

행하는 동기 b가 칸토와 퀸토에서 등장하는데 이는 판타지아 주제 선율

b의 첫 세 음 동기와 유사하다.(<악보 64>와 <악보 64-1>) 이처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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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켜라’, ‘구하라’와 같이 화자가 잠의 신에게 요청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에 사용된 가글리아노 동기들이 판타지아의 푸가 선율에 반영됨으로써

화자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악보 64> 가글리아노, “O sonno, o della queta, umida, ombrosa”,

1부, 마디 42-46

동기 b

<악보 64-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1번, 주제 선율 b

동기 b

한편 마드리갈 2부에 등장하는 동기들은 판타지아의 도입부에 등장하

는 선율들에서 나타난다. 퀸토와 칸토에서 “Ov'è’'l”([고요함은] 어디에

있는가)를 노래할 때 5도 하행 도약을 하는데 이 동기 c는 판타지아 도

입부를 시작하는 선율 1의 첫 두 음의 진행과 유사하다.(<악보 65>와

<악보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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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5> 가글리아노, “O sonno, o della queta, umida, ombrosa”,

2부, 마디 86-90

동기 c

<악보 65-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1번, 도입부, 선율 1

동기 c

또한 “vestigia di seguirti”(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빛과 꿈은 어

디에 있는가])에서 나타나는 6도 순차 상행하는 동기 d는 판타지아 도입

부의 선율 3에서 차용되었다.(<악보 66>과 <악보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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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 가글리아노, “O sonno, o della queta, umida, ombrosa”,

2부, 마디 96-100

동기 d

<악보 66-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1번, 도입부, 선율 3

동기 d

가글리아노의 연작 마드리갈 “O sonno, o della queta, umida,

ombrosa”에 등장하는 여러 음악적 동기들은 판타지아의 여러 선율에서

차용되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판타지아에서 푸가가 시작되

는 A 부분에 등장하는 선율에서 마드리갈 1부에 사용된 동기들이 적용

되었다는 것이다. 마드리갈 1부에서 “일으켜라”, “구하라”와 같이 시의

중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들에 사용한 가글리아노의 음악적 동

기들은 판타지아의 푸가 선율에 등장하고, 2부에서 부가적인 메시지를

가진 구절에 사용된 동기들은 판타지아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선율에 차

용되었다. 판타지아 21번은 가글리아노의 동기를 차용하여 시에서 나타

내고자하는 메시지를 판타지아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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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가글리아노의 동기와 코프라리오의 선율 관계

가글리아노 코프라리오

구성 가사 동기 선율 부분

1부

구하라 a → 주제 선율 a
A

(푸가)
약한 이 팔다리를

일으켜라
b → 주제 선율 b

2부

어디에 있는가 c → 선율 1

I

(도입부)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빛과

꿈은 어디에 있는가]

d → 선율 3

(15) Tr. 22 Dolce ben mio

이 곡은 트레지안 필사본에는 “Dolce ben mio”로, MSS M990 C66F4

에는 “Qual vaghezza”(그러한 갈망을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

다. 이 중 “Dolce ben mio”는 판타지아 20번에서 부가필사본

39550-54(Barnard)와 MSS M990 C66F4에 기록된 제목이었으나 판타지

아 20번의 제목은 페라리의 3성부 칸초네타를 바탕으로 한 “Fugga

dunque la luce”임을 밝힌 바 있다.

트레지안 필사본에서 판타지아 23번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Qual

vaghezza”는 빈치의 <3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1권>(Il primo libro dei

madrigali a tre voci, 1582)에 실린 곡의 인시피트와 동일하다. 그러나

빈치의 “Qual vaghezza”의 시작 선율이나 곡에 등장하는 음악적 동기

중에서 판타지아 22번과 연관되는 요소들이 없다.

판타지아 20번에서 논의했던 바에 의하면 “Dolce ben mio”가 인시피

트에 포함된 성악곡은 <표 19>에서와 같이 총 아홉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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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Dolce ben mio”가 인시피트에 포함된 성악곡

작곡가 작품집
출판

연도
인시피트

F. Azzaiolo

Il secondo libro dei villotte del fiore

alla padoana con alcune napolitanae e

madrigali, a quatro voci

1559 Al dí, dolce ben mio

A. Striggio
Il prim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60 Caro dolce ben mio

M. Troiano
Primo & secondo libro delle canzoni

alla napolitana a tre voci
1568

Dolce mio ben'e

dolce mio corino

B. Donato
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a

quatro voci
1568 Dolce mio ben

A. Gabrieli
Musica di XIII autori illustri a

cinque voci
1576 Caro dolce ben mio

L.Marenzio
Il terz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83 Togli, dolce ben mio

F. Anerio Canzonette a quatro voci libro primo 1586 Flori dolce ben mio

O. Vecchi Canzonette libro quatro a quatro voci 1590
Caro dolce mio bene

Dolcissimio ben mio

A. Agresta
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606 Caro dolce ben mio

위의 성악곡들 중에서 판타지아 22번과 음악적인 연관성을 가진 곡은

아그레스타의 마드리갈이 유일하다. 아그레스타의 시작 선율에서 칸토

성부는 D에서 3도 상행 도약 후 F에서 4도 순차 하행(F-E-D-C#)는 선

율로 시작하는데(<악보 67>)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주제 선율 a)은 이를

장식적으로 변형하였다.(<악보 67-1a>) 두 곡의 시작 선율은 선율 진행

뿐만 아니라 화성 진행도 유사하다. 아그레스타의 I-I-IV-V의 화성 진

행은 판타지아 시작 선율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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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아그레스타, “Caro dolce ben mio”, 시작 선율

     I                    IV       I       IV   I      V

<악보 67-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2번

a. 주제 선율 a

     I               I    I   IV          IV      V

b. 주제 선율 b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b에서도 아그레스타의 시작 선율과의 연관성

이 발견된다. 두 곡의 선율은 진행 방향이 유사하다. 마드리갈의 선율은

3도 상행 도약, 판타지아의 선율은 5도 상행 도약으로 시작하며 마드리

갈 선율이 3도 상행 도약 후 4도 순차 하행하는데 이는 5도 상행 도약

후 나타나는 판타지아 선율 진행과 유사하다.(<악보 67>과 <악보

67-1b>)

마드리갈에서 선율 “Chi v'am' e per amar”(누가 너희를 사랑하는

가)는 3도 상행 도약 후 2도 하행하는 동기 x로 시작하며 이는 모방 대

위적으로 진행한다.(<악보 68>) 아그레스타가 사용한 이 동기는 판타지

아의 주제 선율 e에서 역행 형태로 등장한다.(<악보 68-1>)



- 138 -

<악보 68> 아그레스타, “Caro dolce ben mio”, 마디 10-15

동기 x

<악보 68-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2번, 주제 선율 e

동기 x'

마드리갈에서 “Sevi piac' il mio piant'”(당신이 내 울음을 원한다면)

의 선율 진행과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c 사이에도 연관성이 나타난다.

아그레스타는 이 부분을 호모포니 텍스쳐로 구성하였는데 이 중 칸토와

바소 성부는 4도 상행 도약 후 4도 순차 하행하는 동기 y로 동일하게

진행한다. 알토 성부는 칸토와 바소의 선율 진행의 전위 형태이다.(<악

보 69>) 아그레스타의 이 선율 진행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c에 차용

되었다. 주제 선율 c는 마드리갈에서 알토 선율 진행과 유사하다.(<악보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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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 아그레스타, “Caro dolce ben mio”, 마디 21-27

동기 y

동기 y'

<악보 69-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2번, 주제 선율 c

동기 y'

판타지아 22번 “Dolce ben mio”에는 아그레스타의 5성부 마드리갈

“Caro dolce ben mio”에 사용된 여러 음악적 아이디어가 반영되었다. 두

곡은 각 시작 선율에서 선율적 및 화성적 진행이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아그레스타가 사용한 동기들이 판타지아의 네 개의 푸가 선율에서 차용

되었다.

(16) Tr. 23 Qual vaghezza

이 곡의 제목은 MSS M990C66F4에는 “Credemi”(믿어주세요)로, 에

저턴 2485와 트레지안 필사본에는 “Qual vaghezza”(그러한 갈망을 하는

가)로 기록되어 있다. “Credemi”는 트레지안 필사본에서 판타지아 24번

의 제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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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는 두 제목 중 판타지아 24번의 제목이 “credemi”임을 주장하면

서 이 제목과 관련된 성악곡으로 지롤라모 스코토(Girolamo Scotto,

c.1505∼1572)의 <3성부를 위한 칸초네타 3권>(Corona: Il terzo libro

delle canzoni alla Napolitana a tre voci, 1571)에 실린 “Credimi vita

mia creim'un poco”와 발다사레 도나토(Baldassare Donato, 1525/1530∼

1603)의 “Credimi vita mia credimi questo”를 언급한 바 있다. 핀토가

언급한 곡 외에도 “credimi”가 인시피트에 있는 성악곡으로 살바토레 에

센가(Salvatore Essenga, 1575년 사망)의 <3성부를 위한 빌라넬라 1

권>(Il primo libro della raccolta di Napolitane à tre voci, 1570)에 실

린 “Credimi vita mia”가 있다. 그러나 “credemi”와 관련된 위 세 성악곡

중에서 판타지아와 음악적으로 연관성을 가진 곡은 없다. 결국 판타지아

23번의 제목은 “Qual vaghezza”인 것이 분명하다.

“Qual vaghezza”는 페트라르카의 시집 <칸초니에레>의 7번째 시

“La gola e 'l sonno”(탐욕과 수면)에 있는 가사 일부와 동일하다. 페트

라르카의 시는 탐욕, 나태함, 게으른 인간의 본성을 비판하고 진정한 미

덕을 추구해야함을 일깨우는 교훈적인 내용이다. 시는 총 4연 구성인데

이 중 판타지아 제목으로 사용된 “Qual vaghezza”는 3연 1행 “Qual

vaghezza di lauro, qual di mirto?”(월계관과 도금양과 같은 것을 갈망하

는가?) 중 첫 두 어절이다.

위에 언급된 성악곡 외에도 페트라르카의 시를 바탕으로 한 마드리갈

이 있다. 1582년 출판된 삐에뜨로 빈치(Pietro Vinci, 1525∼1584)96)의

<3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1권>(Il primo libro dei madrigali a tre

voci)에 실린 “Qual vaghezza”이다. 빈치는 이 마드리갈에서 페트라르카

의 시 중 3연과 4연을 가사로 사용하였다.

96) 빈치는 총 263개의 마드리갈을 작곡하였는데 이 중 117곡이 페트라르카의 시를 가사

로 하였다. 그는 교훈적인 내용의 페트라르카의 시들을 특히 선호하였으며 이러한

시의 가사 내용은 엄격한 대위적 양식이 두드러지는 그의 마드리갈과 잘 어울린다.

Paolo Emilio Carapezza and Giuseppe Collisani, “Pietro Vinci” Grove Music

Online(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www.oxfordmusiconline.com 2018.10.2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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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 vaghezza di lauro, qual di mirto?

Povera et nuda vai philosophia,

dice la turba al vil guadagno intesa.

Pochi compagni avrai per l’altra via:

tanto ti prego piú, gentile spirto,

non lassar la magnanima tua impresa.

월계관과 도금양97) 같은 것을 갈망하는가?

철학하는 자는 헐벗고 굶주린다

라고 하찮은 이득에 눈이 먼 군중이 말한다.

다른 길에서 굶주린 이들을 만날 것이다.

온화한 영혼, 당신98)에게 구걸하면 할수록

당신의 관대한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

빈치의 3성부 마드리갈 “Qual vaghezza”99)는 통절형식이며 철저한

모방대위 기법이 쓰인 곡이다. 마드리갈은 네 개의 선율들의 모방적인

진행으로 구성되는데 이 선율들에 사용된 음악적 요소들이 판타지아에서

등장한다.

마드리갈의 선율 1과 판타지아 23번의 주제 선율 a는 연관된 특징이

있다. 칸토에서 시작하는 선율 1은 “Qual vaghezza”에서 3도 상행 도약

후 2도 하행하는 동기 a와 D-C-B♭-A로 4도 하행하는 동기 b가 수식

된 형태로 등장한다.(<악보 70>) 마드리갈 인시피트 선율을 구성하는 이

두 동기는 주제 선율 a에서도 나타난다. 주제 선율 a는 쉼표를 기점으로

악구 1과 악구 2로 나뉘는데 이 중 악구 2는 빈치의 동기들로 구성된다.

악구 2는 B-C-A로 시작하는데 이는 동기 a의 역행이며 D에서 4도 하

행하는 선율 진행은 동기 b와 유사하다.(<악보 70-1>)

97) 도금양은 쌍떡잎식물 도금양목 도금양과의 상록관목으로, 6월에 꽃이 피며 연한 홍

자색을 띤다. 시에서는 겉보기에 화려한 도금양 꽃을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으

로 묘사하였다.

98) 시에서 ‘당신’은 탐욕스러운 인간의 본성과 상반되는 “진정한 미덕”으로 해석된다.

99) 빈치의 이 곡이 포함된 작품집 <3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1권>의 악보는 현재 오스

트리아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 필사본만 남겨져있어 이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

현대 기보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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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0> 빈치, “Qual vaghezza”

a. 선율 1

동기 a 동기 b

<악보 70-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3번, 주제 선율 a

동기 a' 동기 b

마드리갈 선율 1에서 등장했던 동기 a는 선율 2에서도 나타난다. 칸

토 선율 “dice la turba”(군중들이 말한다)에서 먼저 등장하고 이후 바소

-테너-칸토에서 순서대로 등장하는 “al vil guadagno”(이득에)에서도 동

기 a가 등장한다.(<악보 71>) 마드리갈의 선율 1에 붙여진 가사 “그러한

갈망을 하는가”는 진정한 미덕이 탐욕에 젖은 군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또한 마드리갈 선율 2에 붙여진 가사 “이득에 [먼] 군중이 말한

다”에서는 이러한 진리의 질문에 군중이 답하는 것이다. 빈치가 이 두



- 143 -

선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동기 a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에서 차용

되었는데 이처럼 서로 상반된 주체의 목소리를 하나의 푸가 선율에 반영

함으로써 이중적인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악보 71> 빈치, “Qual vaghezza”, 선율 2

동기 a

빈치의 선율 4에서 완전 5도 하행 및 상행 도약(D-G-D)하는 동기 c

는 판타지아 주제 선율 a의 악구 1에서 리듬만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또

한 빈치의 3도 상행 도약 후 4도 순차 하행하는 진행(E-G-F-E-D)인

동기 d는 주제 선율 a의 악구 2에서 확장된 형태로 등장한다. 주제 선율

a에서는 B와 D 사이에 추가적으로 음들이 삽입되어 빈치의 3도 상행 도

약을 연장시켰다.(<악보 72>와 <악보 73-1>)

<악보 72> 빈치, “Qual vaghezza”, 선율 4

동기 c 동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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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2-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3번, 주제 선율 a

동기 c 동기 d

마드리갈 선율 4에 붙여진 가사 “non lassar la magnanima tua

impresa”(당신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는 진정한 미덕을 추구하고

자하는 인간들의 최소한 의지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선율적 요

소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에서 사용되었다. 결국 주제 선율 a에는 진

정한 미덕이 던지는 질문, 이에 대한 탐욕에 젖은 군중의 대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덕을 향한 최소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아이러니

한 입장이 모두 상징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판타지아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주제 선율 f에서는 빈치의 선율 3

“Tanto ti prego”(구걸하면 할수록)에 사용된 동기가 차용되었다. 빈치의

선율 3의 첫 세 음은 2도 하행 및 3도 하행 도약하는 동기 e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주제 선율 f에서 유사하게 등장한다.(<악보 73>과 <악보

73-1>)

<악보 73> 빈치, “Qual vaghezza”, 선율 3

동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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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3번, 주제 선율 f

동기 e

마드리갈 선율 3에 붙여진 가사 “당신에게 구걸하면 할수록”은 진정

한 미덕을 추구함으로써 풍요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유도

하는 조건절이다. 이 구절에 사용한 빈치의 동기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

율 f에서 차용되었고 이는 “당신과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라는 탐욕

스러운 인간의 진정한 미덕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와 상반되는

의미를 대변한다.

판타지아 23번 “Qual vaghezza”는 빈치의 3성부 마드리갈 “Qual

vaghezza”를 바탕으로 작곡된 곡이다. 코프라리오는 빈치의 곡에서 사용

된 동기들을 빌려와 이를 다양하게 변형시킴으로써 가사의 상징적 의미

를 가지고 있는 음악적 요소들을 푸가 선율에 반영하였다.

(17) Tr. 24 Credemi

판타지아 24번은 트레지안 필사본에는 “Credemi”(믿어주세요)로 기록

되어 있고, MSS M990 C66F4에는 “Dammi o mia vita”(나의 생명을 주

세요)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판타지아 23번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Credemi”가 인시피트에 포함된 성악곡은 스코토의

“Credimi vita mia credim' un poco”100), 도나토의 “Credimi vita mia

credimi questo”, 에센가의 “Credimi vita mia”가 있다. “Dammi o mia

vita”와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은 없으나 이 어절을 포함한 곡

으로는 페레티의 “Dammi o vita mia soccorso”(나를 돌보아주오 내 사

100) 이 곡이 실린 작품집 <3성부를 위한 빌라넬라 3권>(Il terzo libro delle canzoni

alla napolitana a tre voci)은 1571년 베니스에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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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가 유일하다.

위 네 곡 중에서 스코토의 3성부 빌라넬라 “Credimi vita mia”101)에

서 판타지아 24번과 음악적으로 연관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빌라넬라의

가사는 총 8행 구성으로 1, 2행은 “-oco”, 3, 4행은 “-ardo”, 5, 6행은

“-are”, 7, 8행은 “-ore-”로 끝나는 규칙적인 운율로 짜여있다.102)

Credimi vita mia credim' un poco

Che per te son un foco

Et s'io ti dico ch'ardo

Digratia no mi far parer bugiardo

Fati crudel be' mio quanto ti pare

Ch'ognil'ora ti voglio amare

Se be', mi dice il core il core

Che non l'avrai pieta' del mio dolore

내 삶을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나는 불이 되요

그대에게 말하건대

나를 거짓말쟁이로 보이게 하지 말아요.

나에게 잔인한 운명이여

매순간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그래요, 난 말해요 가슴으로 심장으로,

그대는 나의 아픔에 연민을 느끼지 않을테니

스코토는 각 행마다 새로운 선율을 붙여 총 8개의 주요 선율로 곡을

구성하였다. 이 중 1행 선율 “Credimi vita mia credim' un poco” 진행

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 일부와 유사하다. 주제 선율 a는 중간의 쉼

표를 기점으로 악구 1과 악구 2로 나뉘는데 이 중 악구 1의 마지막 세

음과 이에 연결되는 악구 2의 선율 진행인 D-E-F-D-C#-D-E-F-D 는

스코토의 A-B-C-A-G-A-B-C-A 진행과 유사하다.(<악보 74a>와 <악

보 74-1>)

101) 악보는 미국 의회 도서관(Library of Congress)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으며 3성부

중에서 칸토 성부만 남아있어 이 파트보가 유일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102) 스코토는 이러한 운율을 반영하여 모든 행에 붙인 선율의 마지막 두 음을 동일한

리듬형 �♩♩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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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4> 스코토, “Credimi vita mia”

a. 선율 1

b. 선율 5

<악보 74-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4번, 주제 선율 a

스코토의 5행 선율 “Fati crudel be' mio quanto ti pare”도 판타지아

의 주제 선율 a 진행과 연관되는 점이 나타난다. A-G-A-B♭-C-A 로

진행하는 스코토의 선율은 주제 선율 a 중에서도 악구 2 선율 진행과 동

일하다.(<악보 74b>와 <악보 74-1>)

스코토의 마지막 선율 “del mio dolore”(나의 아픔)에서는 7도 순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등장하는데 이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c에 차용

되었다. 주제 선율 c에서는 A에서 D까지 순차 하행하는 진행인데 G에서

A 사이에 E를, E에서 D 사이에 C#을 삽입함으로써 장식적인 기악 어법

이 부각된다.(<악보 75>와 <악보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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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5> 스코토, “Credimi vita mia”, 선율 8

<악보 75-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4번, 주제 선율 c

이상의 분석을 통해, 판타지아 24번 “Credemi”는 스코토의 3성부 칸

초네타 “Credimi vita mia credim' un poco”를 모델로 하여 작곡된 곡이

다. 코프라리오는 칸초네타의 인시피트이자 중심적인 메시지가 담긴 스

코토의 시작 선율을 푸가 주제 선율에 차용하였고 이외에도 내용적으로

핵심이 되는 구절에 붙인 스코토의 선율을 여러 푸가 선율에 넣어 이를

관용적 기악어법으로 변형시켰다.

(18) Tr. 25 Ite leggiedra rime

판타지아 25번 제목 “Ite leggiadra rime”(아름다운 운율)과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은 없다. 그러나 세 어절 중 “leggiadra”(아름다

운)가 인시피트에 있는 성악곡들이 있는데 <표 20>은 이에 해당하는 곡

들을 출판연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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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인시피트에 “leggiadra”가 있는 성악곡

작곡가 작품집
출판

연도
인시피트

P. Verelot Il primo libro dei madrigali 1533 Donna leggiadra et bella

I. Baccusi
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70 Dolce mia pastorella

L. Luzzaschi
Il terz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82 Per far una leggiadra

L. Marenzio

Il secondo libro delle

canzonette alla Napolitana a tre

voci

1587
Dolce mia pastorella, che

si leggiadra' e bella

B. Spontone Floridi Virtuosi d'Italia 1600 Leggiadra pastorella

G. Gabrieli Floridi Virtuosi d'Italia 1600 Donna leggiadra et bella

A. Striggio Floridi Virtuosi d'Italia 1600 Ninfe leggiadre belle

위 성악곡들은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녀에 대한 마

음을 고백하는 내용의 가사들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브리엘리의 마

드리갈에서 판타지아 25번과 연관되는 음악적 특징들이 나타난다.

가브리엘리의 곡은 동일한 음정에서 리듬형 �♩♩ 로 구성된 동기

x로 시작한다.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도 동기 x로 시작하며 음가는 1/2로

축소되었다.(<악보 76>과 <악보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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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6> 가브리엘리, “Donna leggiadra et bella”, 마디 1-2

동기 a

<악보 76-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5번, 주제 선율 a

동기 x

가브리엘리가 시작 선율에서 사용한 동기 a는 선율 “Che le minute

stelle”(아주 작은 그 별)에서도 등장한다.(<악보 77>) 여기에서는 시작

선율에서 사용되었던 리듬형의 1/2 음가로 나타나며 이는 코프라리오의

시작 선율에 등장한 동기 x의 리듬형과 동일하다. 시에서 “아주 작은 그

별”은 바로 아름다운 여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브리엘리가 같은 동기

를 두 구절에서 사용한 것은 여인을 가리키는 대상을 상징하기 위한 음

악적 장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에서는 이러한 여인

을 상징하는 가브리엘리의 리듬적 동기가 푸가 선율에 차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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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7> 가브리엘리, “Donna leggiadra et bella”, 마디 21-24

동기 x

마드리갈의 시작 선율에서 “leggiadra”(아름다운)를 노래하는 부분은

2개의 8분음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그룹은 4도 순차 하행

하는 동기 y, 두 번째 그룹은 동기 y의 전위 형태인 순차 상행하는 동기

y'이다.(<악보 78>) 이 동기들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b와 c에서 등장

한다. 가브리엘리의 동기 y는 주제 선율 c에, 동기 y'는 주제 선율 b에

차용되어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가브리엘리의 동기가 판타지아

에 활용되었다.(<악보 78-1>)

<악보 78> 가브리엘리, “Donna leggiadra et bella”, 시작 선율

동기 y  동기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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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8-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5번

a. 주제 선율 b

동기 y'

b. 주제 선율 c

동기 y

이처럼 가브리엘리의 마드리갈과 판타지아 25번은 공통된 음악적 요

소를 가짐으로써 긴밀한 연관성을 드러내는데 코프라리오가 판타지아에

붙인 제목과 가브리엘리의 마드리갈 제목은 내용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가브리엘리의 시에 나타난 운율성에서 두

제목의 연결고리가 나타난다.

가브리엘리의 시는 10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행과 2행은 “-ella”, 3

행과 4행은 “-ore”, 5행과 6행은 “-iorno”, 7행과 8행은 “-ira”, 9행과 10

행은 “-elle”로 끝나는 규칙적인 운율로 구성된다.

Donna leggiadra et bella,

Che sembri l'amorosa errante stella,

E ben felice il core,

Che del tuo dolce Amore,

Arde la nott' e'l giorno,

Ma fortunato è chi fa poi soggiorno,

Teco e perte sospira,

Dolcemente e s'adira,

Che le minute stelle,

Sen fuggon tosto in queste parti e'n quelle.

아름답고 예쁜 여인이여,

마치 사랑스럽게 방황하는 별과 같네,

내 마음은 행복해.

너의 달콤한 사랑으로,

밤이나 낮이나 타오르네,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사람,

너로 인해 한숨짓고,

부드러운 분노가 이네,

각자의 별들은(작은 별은)

여기저기로 금세 사라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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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아 25번의 제목 “아름다운 운율”은 가브리엘리 마드리갈 제목

“아름다운 여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율을 가진 시의 특징을

판타지아 제목에서 표현하였고 가브리엘리가 사용한 음악적 동기들을 판

타지아의 주제 선율에 차용함으로써 마드리갈 시의 특징과 음악적 특징

을 모두 반영하였다.

(19) Tr. 27 Dammi o vita mia soccorso

이 곡의 제목 “Dammi o vita mia soccorso”(나를 구조해주오 내 사

랑)와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곡은 페레티의 <5성부를 위한 빌라넬라

3권>(Il terzo libro delle napolitane a cinque voci, 1570)에 실린 곡이

유일하다. 페레티가 가사로 한 시는 총 3연 구성이며 연인의 사랑을 호

소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이 중 1연 가사이다.

Dammi soccorso o dolce mia vita

C'hormai son quasi mo

Dammi qualche consorto

Alla mia penaria

Tornam'in vita O dolce anima mia

나를 구조해주오 내 사랑

나는 죽어가오

나를 위로해주오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오 오 내 사랑

벌텐쇼는 판타지아와 빌라넬라 제목 어순이 다르지만 이 두 곡의 제

목이 유사함을 언급하였는데 코프라리오가 음악적인 면에서도 페레티의

곡을 바탕으로 하였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판타지아 27번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의 다른 판타지아 곡들과는

전혀 다른 구조와 특징을 가진다.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 곡들은

푸가 부분과 이를 연결하는 에피소드가 번갈아 등장하는 형식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판타지아 27번은 이러한 구성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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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아 형식을 가진다.

이 곡은 텍스쳐와 종지에 따라 여섯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푸가 구성은 G 부분이 유일하다. 즉 푸가 부분은 곡의 마지막에 배치되

어 있다. 폴리포니 텍스쳐로 된 B, D, F 부분에서는 일정한 선율이 대위

적으로 등장하긴 하나 일부 성부에서 부분적으로 등장한다. B 부분은 주

요 선율 1과 2가, D 부분은 주요 선율 3과 4가, F 부분은 폴리포니 부분

에서 주요 선율 5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A, C, E 부분은 철저한 호모

포니 텍스쳐로 구성되어 있으며 F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호모포니 텍스

쳐 구성이 나타난다.

<표 21> 판타지아 27번의 구성

부분 마디 종지 텍스쳐 선율

A 1-8 GM 호모포니 ・

B 8-18 GM 폴리포니
주요 선율 1

주요 선율 2

C 18-31 AM 호모포니 ・

D 31-43 GM 폴리포니
주요 선율 3

주요 선율 4

E 44-48 GM 호모포니 ・

F

48-53 V/am 폴리포니 주요 선율 5

54-56 DM 호모포니 ・

56-61 V/dm 폴리포니 주요 선율 5

62-64 GM 호모포니 ・

64-70 GM 폴리포니 주요 선율 5

G

(푸가)
70-89 FM 폴리포니 주제 선율 a

페레티의 “Dammi soccorso o dolce vita mia”103)는 통절 형식으로

103) 이 악보는 갈리카 디지털 도서관(Gallica digital library)에서 구할 수 있었다. 그러

나 팩시밀리 버전이기 때문에 현대 기보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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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성부가 모방대위적으로 진행한다. 빌라넬라에는 다섯 개의 주요 선

율이 등장하는데 이는 시의 각 행에 붙여진 것이다.

빌라넬라 1행 “Dammi soccorso o dolce vita mia” 선율은 마디 1∼

14에서 다섯 성부에 걸쳐 모방대위적으로 진행한다. 인시피트 선율 중

중심적인 메시지인 “soccorso”(구조하라)에서 사용된 동기 x는 판타지아

D 부분에 등장하는 주요 선율 3과 연관되는 점이 있다. “soccorso”에서

칸토, 알토, 베이스에서는 4도 상행 도약 후 2도 하행하며, 테너에서는 4

도 상행 도약 후 3도 하행한다.(<악보 79>) 주요 선율 3에서는 E에서 A

로 4도 상행 도약 후 3도 순차 하행하여 “soccorso” 동기와 유사하게 나

타난다.(<악보 79-1>)

<악보 79> 페레티, “Dammi soccorso o dolce vita mia”, 마디 1-5

동기 x

(악보 출처: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45002881.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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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9-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7번, D 부분, 주요 선율 3

동기 x

┏━ 주요 선율 3

┏━ 주요 선율 3

┏━ 주요 선율 3

빌라넬라에서 5행 “Tornam'in vita”(건져주오)을 노래하는 선율은 4

도 순차 하행 동기 y로 구성된다.(<악보 80>) 화자가 연인에게 사랑을

간청하는, 시적 메시지를 나타내는 이 구절에서 페레티가 사용한 동기는

판타지아의 주요 선율 5와 주제 선율 a에 차용되었다.

주요 선율 5는 푸가 선율은 아니지만 F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함

으로써 판타지아 구성에서 핵심이 되는 선율 중 하나이다. 주요 선율 5

에서는 페레티의 선율이 변형되어 나타나지만 4도 순차 하행하는 기본적

인 선율은 유지한다. 예를 들어 마디 48∼53의 베이스에서 A-G-F-E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A와 G 사이에 8분음표 경과음과 같이 장식적인

요소를 더하여 선율을 연장하였으며 이는 기악 어법을 부각시킨다.(<악

보 80-1a>) 테너 2에서 시작하는 주제 선율 a는 D에서 A까지 하행하는

과정에서 A에 보조적 음인 G를 삽입하여 역시 장식적인 요소를 더하였

다. 판타지아에서 유일한 푸가 선율 a에서도 페레티의 동기 y가 재현된

다. G-F-E-D로 하행하는 선율에서 E와 D 사이에 장식적인 음들이 삽

입되어 페레티의 동기를 확장하였다.(<악보 8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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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0> 페레티, “Dammi soccorso o dolce vita mia”, 마디 27-33

동기 y

<악보 80-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7번

a. F 부분, 주요 선율 5

동기 y

b. G 부분, 주제 선율 a

동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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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프라리오의 “Dammi o vita mia soccorso”는 페레티의 5성부 빌라

넬라 “Dammi soccorso o dolce vita mia”로부터 가사 내용과 음악적 요

소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페레티의 곡에서 시작 선율 “구조해주오”

와 마지막 선율 “건져주오”와 같은 중요한 메시지에 사용된 동기가 판타

지아의 세 개의 선율에 차용되었고 이는 빌라넬라에서 전달하는 메시지

를 기악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20) Tr. 26 De la mia cruda sorte

코프라리오가 판타지아 26번에 붙인 제목 “de la mia cruda sorte”(나

의 잔인한 운명 때문에)와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곡으로는 베키의

<셀바 디 바리아 리크레아티오네>104)(Selva di Varia Ricreatione,

1590)105)에 실린 네 번째 곡이 유일하다.

베키가 작사한 이 시는 총 2연 구성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두 남녀

의 사랑과 그 운명에 대해 비탄하는 내용이다. 베키는 1연 가사를 1부, 2

연 가사를 2부로 구성하였다.

베키의 연작 마드리갈 중 1부를 시작하는 칸토 선율은 판타지아 A

부분에서 등장한다. A 부분은 주제 선율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주제 선율 a가 등장할 때 함께 등장하는 선율 x가 있다.(<악보 81>)

선율 x는 테너 2와 트레블 1에서 한 번씩 출현 후 사라지는 일시적인

선율이지만 코프라리오는 선율 x에서 베키의 시작 선율 진행을 차용하

였다. 베키의 선율은 처음에 3도 상행 도약 후 4도 순차 상행하다가 3도

104) 베키의 <셀바 디 바리아 리크레아티오네>는 마드리갈과 칸초네타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폴리포니 세속음악이 담긴 총 47곡의 작품집으로, 3∼10개의 성악 성부 또

는 기악 성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수의 성부들로 구성된

곡들을 담은 베키의 첫 번째 대규모 작품집이다.

“Orazio Vecchi” Grove Music Online(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www.oxfordmusiconline.com 2018.11.8. 접속)

105) Paul Schleuse, "Singing Games in Early Modern Italy": The Music Books of

Orazio Vecchi, (Indiana University Press, 201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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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하는 진행이다.(<악보 81-1>) 선율 x에서 3도 상행 도약이 순차 진

행으로 변형되었고 이후에는 C에서 A까지 순차 하행하는 베키의 선율

진행을 따랐다. 선율 x의 아치형 진행은 베키의 시작 선율을 연상케 한

다.

<악보 8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6번, 마디 1-14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a

┏━ 선율 x

┏━ 선율 x

┏━ 주제선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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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1> 베키, “de la mia cruda sorte”, 시작 선율

한편 마드리갈 2부에 등장하는 선율적 요소도 판타지아에 차용되었

다. 가사 “Congiunto l'altro con eterno duolo”(다른 한 사람은 영원한

고통에 갇혀있다)를 노래하는 칸토의 선율(<악보 82>)은 판타지아의 주

제 선율 a에서 등장한다. 주제 선율 a에서는 E에서 A까지 5도 하행하는

베키의 선율이 D에서 G까지 하행하는 선율로 나타난다.(<악보 82-1a>)

주제 선율 a에 반영된 베키의 선율은 마드리갈에서 잔인한 운명으로 인

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한 구절이

다.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베키의 선율은 기악적인 푸가 선율에 차

용되었다.

베키의 선율 “Congiunto l'altro con eterno duolo” 중 “congiunto

l'altro”(다른 한 사람은 갇혀있다)에 사용된 동기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

율 e에서 등장한다. “congiunto”에서 알토, 테너, 베이스는 3도 하행 도약

후 3도 순차 상행하는 동기 x가 모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동기는 주제

선율 e에서 등장한다.(<악보 82>와 <악보 82-1b>) 또한 마드리갈 알토

선율 “l'altro con eterno duolo”의 진행은 주제 선율 e에서 동기 x가 출

현하는 부분부터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마드리갈에서 특정 가사

에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동기와 선율이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에 차용됨

으로써 남녀의 잔인한 운명을 노래하는 구절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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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2> 베키, “De la mia cruda sorte”, 2부, 마디 49-54

동기 x

<악보 82-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6번

a. 주제 선율 a

b. 주제 선율 e

동기 x

종합해보면, 판타지아 26번은 베키의 5성부 마드리갈 “de la mia

cruda sorte”의 음악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기악곡이다. 베키의 성악곡에

서 내용적으로 핵심이 되는 가사에 붙인 선율들을 차용하여 판타지아의

선율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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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Tr. 28 Sia maledetto amore

판타지아 28번의 제목 “Sia maledetto amore”(저주받은 사랑이여)와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곡은 베키의 <4성부를 위한 칸초네타 3

권>(Canzonette libro terzo a quatro voci, 1585)에 실린 51번째 곡이

유일하다. 벌텐쇼는 판타지아 제목에 사용된 어절이 베키의 “Sia

maledetto amore”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언급했지만 음악적인 면에서 두

작품 사이에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106) 그러나 벌텐쇼는 이

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주장의 진위여부

를 파악하기 위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베키 작품집에 실린 “Sia maledetto amore”는 그 다음 곡 “Sia

benedetto Amore”(축복받은 사랑이여)과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두 곡은 동일한 화자의 이야기이다. 화자는 “Sia maledetto amore”

에서는 사랑을 저주하며 “Sia benedetto Amore”에서는 사랑을 축복하는

데 이처럼 두 곡은 서로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화자의 내면 의식

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된 곡이다. 폴 슐르스는 두 곡을

각각 “제의”(proposta),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risposta)으로 설명하였

다.107) 즉 “Sia benedetto amore”는 “Sia maledetto amore”의 후속편과

도 같다.

베키는 두 곡이 음악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관되도록 설정하였다. 두

곡의 시작 선율의 리듬형은 ♩♪♪♩♩로 동일하며 선율 진행은 서로 전

위 관계이다. “Sia maledetto amore”의 시작 선율은 C에서 G로 4도 순

차 하행하는 동기 x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모방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Sia benedetto Amore”에서는 4도 순차 상행함으로써 동기 x의 전위 형

태가 모방적으로 등장한다.(<악보 83>과 <악보 83-1>)

106) Bertenshaw, The Influence of the Late Sixteenth-Century Italian Polyphonic

Madrigal on the English Viol Consort Fantasy c.1600-1645, 191.

107) Schleuse, 75.



- 163 -

이렇게 음악적으로 서로 연관된 두 곡의 시작 선율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d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4도 순차 하행하는 주제 선율 d는 베키

의 두 칸초네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기 x와 유사하다. 주제 선율

d에서는 리듬적 요소만 변형되어 베키의 선율이 차용되었다.(<악보

83-2>)

<악보 83> 베키, “Sia maledetto amore”의 시작 선율

동기 x

<악보 83-1> 베키, “Sia benedetto Amore”의 시작 선율

동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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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3-2>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8번, 주제 선율 d

동기 x

칸초네타 “Sia benedetto Amore”의 가사 중 “Che di morirne”(죽는

것)에 사용된 동기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에서 차용되었다. 베키의

선율에서는 3도 상행 도약 후 3도 순차 하행하는 동기 y가 사용되었는

데(<악보 84>) 판타지아 선율에서 이의 전위 형태로 변형되었다.(<악보

84-1>)

<악보 84> 베키, “Sia benedetto Amore”, 마디 12-14

동기 y

<악보 84-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8번, 주제 선율 a

동기 y'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베키의 4성부 칸초네타 “Sia maledetto

amore”와 “Sia benedetto amore”에 사용된 동기가 판타지아 28번을 작

곡하는 음악적 발상이 되었다. 가사 “저주받은 사랑이여”와 “축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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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동기 x가 주제 선율 d에서 사용되었

는데 이는 화자의 변화되기 이전과 변화되기 이후의 내면 상태를 상징적

으로 표현한다. 판타지아 28번은 내용적・음악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베키의 두 칸초네타로의 동기가 등장하여 칸초네타에 등장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22) Tr. 29 Ninfa crudele

판타지아 29번에 붙여진 제목 “Ninfa crudele”(잔인한 요정)은 성악곡

의 인시피트나 가사에 없다. 그러나 두 어절 중 “crudel”이 인시피트에

사용된 곡은 여러 개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곡으로 제주알도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5권>(Partitvra delli sei libri de’ Madrigali a cinqve

voci Book V, Genoa, 1613) 중 열다섯 번째 곡 “Tu m'uccidi, o

crudele”(나를 죽게 하는 잔인한 여인이여)가 있다. 이외에도 마렌치오,

로레, 베르트, 아르카델트, 라소가 작곡한 “Crudel acerba inesorbail

morte”(잔인하고 혹독하고 무자비한 죽음이여)의 인시피트에 “crudel”이

있다.

“Crudel acerba inesorbail morte”는 페트라르카의 시 “Mia benigna

fortuna e l' viver lieto”의 가사 중 일부이다. 이 시는 총 13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2연 1행 가사가 “Crudel acerba inesorbail morte”이다. 마

렌치오, 로레, 베르트, 아르카델트, 라소 모두 페트라르카의 시 중 2연을

음악의 가사로 사용하였다. 시는 사랑하는 이가 곁을 떠나버리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슬픔으로 울부짖는 한 여인이 이러한 고통보다는 차라리 죽

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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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l, acerba, inexorabil Morte,

cagion mi dài di mai non esser lieto,

ma di menar tutta mia vita in pianto,

e i giorni oscuri et le dogliose notti.

I mei gravi sospir' non vanno in rime,

e 'l mio duro martir vince ogni stile.

잔인하고 혹독하고 무자비한 죽음이여

당신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주네요.

내 인생을 눈물로 뒤덮이게 하네요.

깜깜한 나날들과 슬픔에 겨운 밤들

나의 무거운 한숨과 나의 극심한 고통은

모든 길을 좌절시켜버리네요.

2연 가사에 나타나듯이 여인은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면서도 잔인한

죽음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에서 ‘잔인한’의 대상은 ‘죽음’

인 반면 판타지아 제목에서 ‘잔인한’의 대상은 ‘요정’이다. 즉 페트라르카

의 시를 바탕으로 한 다섯 곡들의 소재와 판타지아 제목의 소재는 형용

사만 같을 뿐 그 중심 대상은 서로 다르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다섯 개

의 성악곡들 중 판타지아 29번과 음악적인 연관성을 가진 곡은 없다.

한편 제주알도의 마드리갈 “Tu m'uccidi, o crudele”에서 중심 소재

는 사랑하는 여인이자 매정하고 잔인한 여인이다. 제주알도의 ‘여인’은

판타지아 제목의 ‘님프’와 소재 면에서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두 대상 모두 여성이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유혹하는 존재이

다. 님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주로

등장해 왔으며 신들의 구애를 받거나 인간들을 유혹하는 존재로서 많은

일화 속에 남아있다.

이처럼 제목에서 ‘잔인한 여인’이라는 공통적인 소재를 공유하는 두

곡은 음악적인 면에서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는 두 곡의 시작 선율

진행에서 나타난다. 제주알도의 선율 “o crudele”는 3도 순차 상행 하다

가 반음 하행하는 동기 x로 시작하는데 이는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주제

선율 a)에서 등장한다.(<악보 85>와 <악보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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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 제주알도, “Tu m'uccidi, o crudele”, 시작 선율

동기 x

<악보 85-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9번, 주제 선율 a

동기 x

마드리갈의 “e'l mio morir”(나의 죽음)는 3도 상행 도약 후 반음계

하행하는 동기 b로 구성되는데 이를 변형한 알토 2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성부에서 모방적으로 등장한다.(<악보 86>) 이 동기 y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c에서 차용되었다. 주제 선율 c에서는 3도 상행 도약 후 동일

한 음을 한 번 반복하고 2도 하행하는 진행으로 제주알도의 동기 y가

변형되었다.(<악보 86-1>)

<악보 86> 제주알도, “Tu m'uccidi, o crudele”, 마디 13-16

동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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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6-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9번, 주제 선율 c

동기 y

마드리갈에서 가사 “morir”(죽음)은 시의 내용과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 여인의 매정한 태도로 인한 화자의 심적 상태는 곧 죽

음과 다름없다. 이처럼 시의 핵심적 단어인 ‘죽음’에 사용한 제주알도의

동기는 푸가 선율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마드리갈에서 “죽음”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선율 “ch'io moro”(나는

죽는다)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b에서 사용되었다. 마드리갈에서 반복

적으로 등장하는 이 선율은 세 음이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동기 z와, 이

의 전위 형태인 순차 하행하는 동기 z'로 구성된다.(<악보 87>) 이 동기

들은 주제 선율 b에서 순서대로 등장한다.(<악보 87-1>) “죽음”의 의미

를 대변한 주제 선율 c에서처럼 주제 선율 b에도 동일한 의미를 상징하

는 동기를 넣음으로써 시에 내재된 함축적 의미가 강조되었다.

<악보 87> 제주알도, “Tu m'uccidi, o crudele”, 마디 35-36

동기 z 동기 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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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7-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29번, 주제 선율 b

동기 z' 동기 z

판타지아 29번 “Ninfa crudele”는 제주알도 5성부 마드리갈 “Tu

m'uccidi, o crudele”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판타지아의 제목 “잔인

한 요정”은 제주알도 마드리갈에 등장하는 “잔인한 여인”을 상징하며 이

는 제주알도의 음악적 동기들이 판타지아 주제 선율에 반영됨을 통해 확

인하였다.

(23) 폴리오 133r∼144v의 분석 결과

트레지안 필사본의 폴리오 133r∼144v에 실린 판타지아들을 분석해

본 결과, 22개의 판타지아는 제목이 붙여진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

로 분류된다. 첫 번째,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 인시피트가 변형

없이 판타지아 제목에 사용된 곡들로 12개의 판타지아가 이에 해당한다.

판타지아 10번 제목은 멜의 연작 마드리갈 중 “In un boschetto”, 판타지

아 12번 제목은 아게센의 “Lucretia mia”, 판타지아 14번 제목은 마즈넬

리의 “Nun puo dolce mia vita”, 판타지아 15번 제목은 마렌치오의

“Passa madonna”, 판타지아 16번 제목은 몬테의 “Cresce in voi”, 판타

지아 19번 제목은 아네리오의 “Caggia fuoco dal cielo”, 판타지아 22번

제목은 아그레스타의 “Caro dolce ben mio”, 판타지아 23번 제목은 빈치

의 “Qual vaghezza”, 판타지아 24번 제목은 스코토의 “Credimi vita

mia”, 판타지아 26번 제목은 베키의 “De la mia cruda sorte”, 판타지아

27번 제목은 페레티의 “Dammi soccorso o dolce mia vita”, 판타지아 28

번 제목은 베키의 “Sia maledetto amore”를 바탕으로 하였다.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곡들 중에서 성악곡에서 핵심이 되는 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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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진 선율과 동기가 활용된 곡들이 있다. 예를 들면, 판타지아 12번은

아게센의 칸초네타에서 사랑하는 대상이자 화자를 구속하는 존재인 루크

레치아를 가리키는 구절에 사용된 특정 선율을 푸가 선율에 적용함으로

써 사랑의 이중성을 표현한 음악적 재료를 반영하였다. 마렌치오 빌라넬

라를 바탕으로 한 판타지아 15번은 시의 중심적 메시지인 “지나가

다”(passa)에 사용된 마렌치오의 동기를 판타지아에 등장하는 주된 모방

적 선율에 차용하였다. 판타지아 23번은 가사적 내용을 반영하여 빈치의

마드리갈로부터 선율적 요소를 차용하였다. 세속적 현실에 물든 인간들

에게 던지는 진리의 질문과 그 질문에 답하는 인간들, 그리고 내면에 존

재하는 진리 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를 대변하는 빈치의 음악적 요소

들은 판타지아에서 푸가 선율에 사용되었다. 판타지아 26번은 남녀의 잔

인한 운명을 이야기하는 가사에 베키가 사용한 특정 선율 진행과 동기를

주제 선율에 넣어 시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판타지아 27번

은 화자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간청하는 부분에 사용된 음악적 요소를 판

타지아에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모방적 선율과 푸가 선율에 도입하여 페

레티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베키의 칸초네타를 바탕으로 한 판타지아

28번은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하는 화

자의 의식 흐름을 주제 선율에 반영하였다.

두 번째,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 인시피트를 바탕으로 변형

하거나 단어의 가감을 통해 제목이 각색된 곡들로 6개의 판타지아가 있

다. 판타지아 8번 제목 “In voi moro”는 제주알도의 연작 마드리갈 “Voi

volete ch'io mora”와 “Moro o non moro”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moro”를 빌려와 이 앞에 “in voi”를 붙인 것이다. 판타지아 9번 제목

“Luci beate et care”는 몬테베르디의 “Luci serene et chiare”에 등장하

는 “luci”가 제목에 사용되었고 여기에 형용사가 추가되어 마드리갈 내용

에 맞게 제목이 붙여졌다. 판타지아 17번 “Voi caro il mio contento”는

아그레스타의 “Caro dolce ben mio”에 등장하는 “caro”와 “mio”가 차용

되었으며 코프라리오가 여기에 단어를 추가로 붙여 완성되었다. 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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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1번 “O sonno della mia morte”는 가글리아노의 “O sonno, o della

queta, umida, ombrosa”에서 핵심 단어인 “O sonno”가 사용되었고 마드

리갈 내용에 맞게 판타지아 제목이 붙여졌다. 판타지아 25번 제목 “Ite

leggiadra rime”은 가브리엘리의 “Donna leggiadra et bella”에서

“leggiadra”가 사용되었다. 판타지아 29번 제목 “Ninfa crudele”는 제주알

도의 “Tu m'uccidi, o crudele”에서 “crudele”를 사용하여 마드리갈 내용

에 맞는 제목을 새롭게 붙였다.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곡들 중에서도

성악곡에서 핵심이 되는 가사에 붙여진 선율과 동기가 활용된 곡들이 있

다. 예를 들면, 판타지아 21번에서는 가글리아노의 연작 마드리갈에서 시

의 중심적인 메시지에 사용된 동기들을 푸가 주제 선율에, 부가적인 메

시지에 사용된 동기를 판타지아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일시적인 모방적

선율에 사용함으로써 기악적으로 재구성하였다. 판타지아 29번의 경우

제주알도 마드리갈에 등장하는 “잔인한 여인”과 여인의 매정한 태도로

인해 죽음과도 같은 화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제주알도의 음악적 동기들

을 푸가 선율로 빌려왔다.

세 번째,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 가사가 변형 없이 판타지아

제목에 사용된 곡들로 3개의 판타지아가 있다. 판타지아 11번 제목 “Chi

pue mirarvi”는 딘디아의 “Vaghe faville”에 등장하는 구절과 동일하다.

판타지아 11번은 딘디아의 칸초네타 중 소프라노 선율이 아닌 베이스 선

율 진행을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에 차용함으로써 두 작품 간의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판타지아 18번 제목 “Alma mia tu mi dicesti”는

베키의 “Core mio, tu mi lasciasti”에 등장하는 2연 1행 가사와 동일하

다. 판타지아 18번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뉜 베키의 칸초네타에 따라 세

개의 푸가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베키의 각 부분에 등장하는 동기가 판

타지아의 각 부분에 출현하는 주제 선율에 차용되었다. 이처럼 칸초네타

의 이야기 흐름을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에 따라 보여주었다. 판타지아

20번 제목 “Fugga dunque la luce”는 페라리의 “Che fai Dori che

pensi”에 등장하는 3연 1행 가사와 동일하다. 판타지아 20번은 페라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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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초네타의 시작 선율을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이 아닌 주제 선율 d에

반영하였고, 칸초네타에 등장하는 중간 선율을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에

제시하였다.

네 번째,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 가사를 바탕으로 이를 변형

하거나 단어의 가감을 통해 제목이 각색된 곡으로 1개의 판타지아가 이

에 해당한다. 판타지아 13번 “Illicita cosa”는 팔라비치노의 연작 마드리

갈 “Cruda Amarilli”, “Ma grideran per me le piaggie e i monti”에 등

장하는 “cosa”가 되어 마드리갈 내용에 상응하는 형용사 “illicita”가 함께

제목에 붙여졌다. 판타지아 13번에서는 팔라비치노의 시작 선율이 주제

선율 b에 역행 형태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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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폴리오 145r∼153v

(1) Tr. 30 Nel sen della mia Margherita

판타지아 30번 제목 “Nel sen della mia Margherita”(나의 마르게리

타의 품 안에서)와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은 없다. 그러나 판타

지아 제목 중 세 어절 “nel sen del”이 인시피트에 포함된 죠반니 카바

치오(Giovanni Cavazzio, 1556∼1626)의 마드리갈 “La virginella Clori,

nel sen del caro Aminta”(클로리, 사랑하는 아민타의 품 안에서)가 있

다.

카바치오 마드리갈에서는 마르게리타(Margherita) 대신 아민타

(Aminta)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민타는 1573년에 출판된 타소의 전

원극 <아민타>(Aminta)에 등장하는 인물로, 아름다운 님프 실비아

(Sylvia)를 짝사랑하는 목동이다. 극에서 실비아는 아민타의 변함없는 사

랑에 감동하여 결국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둘의 사랑은 마침내 이루어

진다. 타소의 아민타를 마드리갈 소재로 한 카바치오가 곡의 제목에 실

비아가 아닌 “클로리”(Clori)108)라는 이름을 넣은 것은 그가 문학적 내용

을 각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사한 관계와 상황에 놓인 <클로리

스-제피로스>, <실비아-아민타>를 바탕으로 여성 주인공으로는 클로리

스를, 남성 주인공으로는 아민타를 넣어 “클로리, 사랑하는 아민타의 품

안에서”로 변형한 것이다.

108) 정식 명칭은 “클로리스”(Chloris)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축복받은 자들의 섬에

사는 요정인 클로리스는 바람의 신 제피로스(Zephyros)가 짝사랑하는 대상이다. 클

로리스에 대한 제피로스의 사랑은 일방적이었으나 자신에 대한 그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된 클로리스는 결국 제피로스의 마음을 받아들여 꽃의 여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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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타소의 전원극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

짝사랑 주체 짝사랑 대상

타소의 전원극 아민타 실비아

그리스 로마 신화 제피로스 클로리스

판타지아 30번의 제목이 카바치오의 마드리갈 인시피트에 사용된 일

부 어절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의 품 안에서”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곡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마드리갈에서 시작 부분의 가사 “La virginella Clori, nel sen del

caro Aminta”의 선율은 마디 10까지 여러 번 반복하며 등장한다. 이 때

“La virginella109)”와 “nel sen del caro”에서 2도 하행-3도 상행-2도 하

행 진행(동기 x)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모방대위적으로 진행한

다.(<악보 88>) 카바치오 선율의 진행은 판타지아 주제 선율 a에서 유사

하게 나타난다.(<악보 88-1>)

109) “virginella”는 소녀, 처녀, 아가씨 등 어린 여성을 호칭하는 단어로 마드리갈에서는

곧 클로리스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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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8> 카바치오, “La virginella Clori”, 마디 1-5

동기 x

<악보 88-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0번, 주제 선율 a

동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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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프라리오가 카바치오의 마드리갈 제목 “아민타의 품 안에서”를 사

용하지 않고 “마르게리타의 품 안에서”로 패러디한 것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르게리타 곤차가(Margherita Gonzaga,

1564∼1618)는 코프라리오가 활동하던 시기 이탈리아 페라라 공작이었던

알폰소 데스테(Alfonso Il d'Este, Duke of Ferrara, 1533∼1597)의 세 번

째 부인으로, 당시 여러 작곡가들의 수많은 마드리갈이 그녀에게 헌정되

었던 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권위를 가진 인물이다. 판타지아 30번에 등

장하는 마르게리타는 마르게리타 곤차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실비아-아만타>라는 문학적 내용에 상응하는 구절을 카바치

오가 패러디하였으며, 이를 다시 코프라리오가 패러디한 것이 “마르게리

타의 품 안에서”이다. 판타지아 30번은 ‘마르게리타’를 염두에 둔 코프라

리오의 의도와 카바치오의 마드리갈로부터 받은 영감의 합작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 2> <아민타>를 소재로 한 제목의 패러디 과정

문학적 내용에 상응하는 구절

클로리스, 사랑하는 제피로스의 품 안에서

실비아, 사랑하는 아민타의 품 안에서

↓

카바치오의 패러디

클로리스, 사랑하는 아민타의 품 안에서

↓

코프라리오의 패러디

마르게리타의 품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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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 31 Per far una leggiadra vendetta

판타지아 31번의 제목 “Per far una leggiadra vendetta”(우아한 복수

를 하기 위해서)는 두 성악곡의 인시피트와 유사하다. 가스파로 피오리

노(Gasparo Fiorino, 활동: 1571∼74)의 <3성부와 4성부를 위한 칸초넬레

2권>(Libro secondo di canzonelle110) a tre e quattro voci. Venice,

1574)에 실린 곡과 루차스키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3권>(Terz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82)에 실린 곡이다. 핀토는 판타지

아 31번 제목이 피오리노의 성악곡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언급하였으

며 루차스키의 마드리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두 곡의 인시피트는 모두 “Per far una leggiadra sua vendetta”(그녀

에게 우아한 복수를 하기 위해)로, 판타지아 31번 제목에 있는 다섯 어

절을 포함하면서 “sua”(그녀에게)라는 단어만 추가되어 있다. 가사는 서

로 다르지만 두 곡 모두 엇갈린 사랑에 대한 분노와 고통, 이에 대한 복

수심에 대한 내용이다.

Per far una leggiadra sua vendetta

La donna mia cotra l'infid'Amore

S'armo d'inganni e tradimenti'l core.

그에게 우아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의 여인은 배신된 사랑을 하네요

그녀는 기만과 배신으로 무장하고 있네요

루차스키와 피오리노의 곡 중 판타지아 31번과 음악적으로 연관되는

특징들이 피오리노의 칸초넬레 “Per far una leggiadra sua vendetta”111)

에서 등장한다.

110) 'canzonelle'(칸초넬레)는 ‘canzonetta'(칸초네타)와 'villanella'(빌라넬라)의 합성어

로, 피오리노가 1574년에 출판된 그의 두 작품집에 붙인 명칭이다. 피오리노가 창

조한 이 단어는 다른 작곡가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하나

의 장르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칸초네타와 빌라넬라는 16세기 말 장르적으

로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며 음악적으로도 유사한 특징을 가졌기 때

문에 두 용어를 합성한 칸초넬레는 의미가 모호한 단어이다.

111) 이 곡의 팩시밀리 악보를 하버드 대학교 음악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었으며 본 악

보를 읽기 쉽게 하기 위해 현대 기보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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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리노의 시작 선율에서 칸토와 베이스에서 3도 상행 도약 후 3도

순차 하행하는 동기 a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테너에서는 이의 전위

형태로 등장한다.(<악보 89>) 이 선율적 진행은 판타지아의 대선율 a에

서도 등장한다. 테너 1에서 주제 선율 a의 등장 후 트레블 1에서 대선율

a가 시작되는데 주제 선율 a와 대선율 a는 동일한 음정에서 리듬형 �

♩♩으로 진행하는 동일한 선율 진행으로 되어있다. 대선율 a에서 주제

선율 a와 공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선율 진행은 피오리노의 동기 x

와 동일하다.(<악보 89-1a>) 칸초텔레 인시피트 선율에 사용된 동기 x

는 판타지아 주제 선율 b에서도 등장한다. 주제 선율 b는 동기 x의 전위

형태로 시작하여 모방대위적으로 진행한다.(<악보 90-1b>)

<악보 89> 피오리노, “Per far una leggiadra sua vendetta”, 시작 선율

동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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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9-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1번

a. 대선율 a

동기 x┏━ 대선율 a

┏━ 대선율 a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a

┏━ 주제선율 a

┏━ 대선율 a

┏━ 대선율 a

┏━ 대선율 a

┏━ 주제선율 a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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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제 선율 b

동기 x'

┏

┏ 

┏ 

┏ 

┏━주제선율 b

피오리노의 3성부 칸초넬레 “Per far una leggiadra sua vendetta” 인

시피트 선율에 등장한 동기는 판타지아 “Per far una leggiadra

vendetta”의 두 푸가 선율에서 동일하게 등장하였으며 이는 판타지아 제

목이 피오리노의 곡에서 기인하였을 뿐 아니라 판타지아의 음악적 요소

가 피오리노의 선율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보여준다.

(3) Tr. 33 O misero mio core

판타지아 33번의 제목과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은 줄리오 에

레미타(Giulio Eremita, 1550∼1600)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2

권>(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89)에 실린 곡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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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isero mio core

Poi che si parte Amore

Ma se nel suo partire

Lasso mi fa morire,

Morto viuro mai sempre

In queste amare tempre

non già ch'à tutte l'hore,

Io vo seguir Amore,

Poi ch'egli e l'alma mia

E di ch'il seguir desia

오 비참한 나의 심장이여

사랑이 떠나버리면

그의 떠남으로 인해

나는 슬픔으로 죽네

죽어서 다시는 살지 못하네

이 쓰라린 환호

이미 이게 전부네

당신을 따라가네 사랑이여

그는 나의 영혼

그가 따라올 것이네

핀토는 판타지아 33번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으로 에레미타의 마드리

갈을 지목하였으며 벌텐쇼는 실제로 판타지아 33번과 에레미타의 “O

misero mio core”112)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에레미타 마드리갈에 등장하

는 음악적 요소가 판타지아 33번에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113)

벌텐쇼는 에레미타와 코프라리오의 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누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가 나눈 판타지아 33번 구성에 오류점이 있

다.

벌텐쇼가 트리플 푸가로 분류한 A 부분은 사실상 푸가 부분으로 보

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세 선율(선율 1∼3)이 등장하나 이는 일시적으로

등장하며 사라지기 때문에 푸가 선율은 아니다. 따라서 세 개의 주제 선

율이 등장하는 트리플 푸가로 본 벌텐쇼의 분석은 수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가 더블 푸가로 해석한 B 부분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112) 에레미타 마드리갈 “O misero mio core”는 현존하는 악보가 없는데 1597년 삐에르

팔레즈가 <Madrigali a otto voci. De diversi eccellenti et famosi autori. Con

alcuni dialoghi, ed echo, per cantar e sonar à due chori>(Anversa : Pierre

Phalèse, 1597)에서 8성부를 위한 2개의 합창단을 위한 곡으로 편곡한 바 있다. 영

국 로얄 홀로웨이 런던 대학교(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에서 공유하

고 있는 디지털화된 원전 악보를 통해서 팔레즈의 버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더불

어 벌텐쇼가 이 악보를 분석하기 위해 팔레즈가 편곡한 원전 악보를 현대 기보로

재작업 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벌텐쇼의 8성부 편곡 버전 악보를 참고하였다.

113) Bertenshaw, The Influence of the Late Sixteenth-Century Italian Polyphonic

Madrigal on the English Viol Consort Fantasy c.1600-1645,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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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모방적 선율(선율 4와 5)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일부 성부에서만 일시적으로 등장하다 사라진다. 따라서 이 두 선

율을 푸가 선율로 볼 수 없다. 벌텐쇼가 분류한 A와 B 부분은 하나로

묶어 다음에 등장하는 푸가를 예고하는, 일종의 도입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23>은 벌텐쇼가 분석한 판타지아 33번과 이를 재구성한

것이다.

<표 23> 판타지아 33번에 대한 벌텐쇼의 분석과 이에 대한 재구성

벌텐쇼의 분석 벌텐쇼의 분석 재구성

부분 마디 구성 부분 마디 구성

A 1-9 트리플 푸가 I 1-27
모방적 폴리포니

(선율 1∼5)

B 10-27 더블 푸가 A 27-39 푸가 (주제 선율 a)

X114) 27-39 모방적 B 40-51 푸가 (주제 선율 b)

D1 40-51 모방적 e1 51-56
에피소드

(호모포니+폴리포니)

X1 51-56 모방적 C 57-67
더블 푸가

(주제 선율 c, d)

D2 57-67 더블 푸가 e2 67-76
에피소드

(호모포니+폴리포니)

C2 67-76 호모포니 D 76-103
더블 푸가

(주제 선율 e, f)

D3 76-103 더블 푸가

벌텐쇼의 분석에 따르면 에레미타 마드리갈과 판타지아 33번과의 연

관성이 나타나는 요소들은 총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마드리갈 시작 선율 “o misero mio core”와 판타지아 도입부에

등장하는 선율 1과의 관계이다. 그는 에레미타의 선율 진행 A-B♭

114) 벌텐쇼는 에레미타의 마드리갈과 대응되지 않은 판타지아 부분을 X라고 규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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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 가 선율 1에서 유사하게 등장한 것을 밝혔다.115)(<악보 90>과

<악보 90-1>)

<악보 90> 에레미타, “O misero mio core”, A 부분, 시작 선율

<악보 90-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3번, 도입부, 선율 1

둘째, 벌텐쇼는 마드리갈 B 부분의 선율 “Poi che si parte Amore”에

서 5도 순차 상행하는 동기가 판타지아의 선율 5에서 5도 순차 하행하는

전위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116)(<악보 91>과 <악보

91-1>)

115) 판타지아 선율 1은 벌텐쇼의 분석에서는 A 부분에 등장하는 트리플 푸가 선율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선율은 판타지아에서 한 번만 제시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푸가

선율로 볼 수 없기에, 도입부 선율 중 하나로 해석하였다.

116) 판타지아 선율 5는 벌텐쇼의 분석에서는 B 부분에 등장하는 더블 푸가 선율 중 하

나이다. 그러나 이 선율은 판타지아 세 성부에서만 제시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푸가

선율로 볼 수 없기에, 도입부 선율 중 일부로 해석하였다.



- 184 -

<악보 91> 에레미타, “O misero mio core”, B 부분

<악보 91-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3번, 도입부, 선율 5

셋째, 그는 마드리갈 D 부분 선율 “Lasso mi fa”의 B♭-A-G-A (2

도 하행-2도 하행-2도 상행) 진행이 판타지아 주제 선율 b에서 선율

F-E-F-G (2도 하행-2도 상행-2도 상행)인 역형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

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17)(<악보 92>와 <악보 92-1>)

117) 판타지아 주제 선율 b는 벌텐쇼의 분석에서는 D1 부분에 등장하는 모방적 선율이

다. 그러나 이 선율은 다섯 성부에서 모두 모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푸가 선율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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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2> 에레미타, “O misero mio core”, D 부분

<악보 92-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3번, B 부분, 주제 선율 b

넷째, 벌텐쇼는 마드리갈 C2 부분 선율 “non gia ch'a tutte l'hore”에

서 4도 순차 하행하는 진행이 판타지아 마디 67-69에 등장하는 선율과

유사하다고 언급하였다.118)(<악보 93>과 <악보 93-1>)

<악보 93> 에레미타, “O misero mio core”, C2 부분

<악보 93-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3번, 마디 67-69

118) 벌텐쇼의 분석에 따르면 이 선율은 판타지아 C2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의 분

석을 재구성했을 때 이 부분은 에피소드 2에 등장한다. 이 선율은 트레블 2에서만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선율을 마드리갈 선율과의 유사

한 선율로 지목한 것은 마드리갈과 판타지아의 부분별 대응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단서로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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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텐쇼가 언급한 위 세 가지 외에도 판타지아에 차용된 에레미타의

음악적 요소들이 있다.

첫째, 벌텐쇼는 에레미타의 시작 선율과 코프라리오의 시작 선율(선

율 1)과의 연관성을 언급하였는데 이외에도 판타지아의 도입부에 등장하

는 선율 4에서도 유사한 진행이 나타난다.(<악보 90>과 <악보 94>)

<악보 94>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3번, 도입부, 선율 4

둘째, 벌텐쇼가 마드리갈 C2 부분 선율에서만 언급했던 4도 순차 하

행하는 진행은 마드리갈 C1 부분 선율 “In queste amare temper”과 E

부분 선율 “Morto vivro mai sempre”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악

보 95>) 이 진행을 동기 x라고 했을 때 이는 판타지아의 도입부와 C 부

분에서 다양하게 등장한다. 도입부 선율 2에서는 전위 형태로(<악보

95-1a>), 선율 3에서는 원형이 나타난다.(<악보 95-1b>) C 부분의 주제

선율 c에서는 전위 형태가 장식된 형태로(<악보 95-1c>), 주제 선율 d

에서는 동기 x가 장식된 형태로 활용되었다.(<악보 95-1d>)

<악보 95> 에레미타, “O misero mio core”

a. C1 부분

동기 x

b. E 부분

동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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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5-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3번

a. 도입부, 선율 2

동기 x'

b. 도입부, 선율 3

동기 x

c. C 부분, 주제 선율 c

동기 x'

d. C 부분, 주제 선율 d

동기 x

셋째, 마드리갈 E1 부분 선율 “Io vo seguir Amore”와 E2 부분 선율

“E di ch'il seguir desia”에서 3도 순차 하행 동기 y와 이에 대한 전위

형태인 동기 y'가 등장한다. 동기 y는 판타지아 E 부분 주제 선율 f의

오프닝에서도 등장한다.(<악보 96>과 <악보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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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6> 에레미타, “O misero mio core”

a. E1 부분

동기 y

b. E2 부분

동기 y

<악보 96-1> 판타지아, D 부분, 주제 선율 f

동기 y'

에레미타가 시의 가사에서 사용한 여러 음악적 요소들은 판타지아의

여러 선율에 적용되었다.(<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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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에레미타의 음악적 요소와 코프라리오의 선율 관계

시 에레미타 코프라리오

행 가사 부분 부분 선율

1 오 비참한 나의 심장이여 A I 선율 1, 4

2 사랑이 떠나버리면 B I 선율 5

3 그의 떠남으로 인해 ・ ・ ・

4 나는 슬픔으로 죽네 D B 주제 선율 b

5 죽어서 다시는 살지 못하네 C1, E I 선율 2, 3

6 이 쓰라린 환호 C1, E C 주제 선율 c, d

7 이미 이게 전부네 ・ ・ ・

8 당신을 따라가네 사랑이여 E1 D 주제 선율 f

9 그는 나의 영혼 ・ ・ ・

10 그가 따라올 것이네 E2 D 주제 선율 f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판타지아 33번은 에레미타 마드리갈

“O misero mio core”에 나타나는 시적 메시지를 기악 언어로 옮긴 곡으

로 해석된다. 판타지아 제목은 에레미타 마드리갈 제목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마드리갈의 여러 부분에서 등장하는 음악적 동기들이 판타지아를

구성하는 여러 선율에 적용되었다.

(4) Tr. 32 Deh cara anima mia

판타지아 32번은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 중에서 가사가 붙어있

는 유일한 곡이다. 트레지안 필사본, 에저턴 2485를 비롯한 10개의 필사

본에 판타지아 32번이 실려 있는데 이 중 엘스미어 MSS EL 25A 46-51

과 텐버리 MSS 940-944119)에는 판타지아의 다섯 성부에 모두 가사가

기록되어 있다.120)

119) Tenbury St. Michael's College MSS 940-944.

120) 본 연구에서는 텐버리 필사본에 기록된 악보를 참고하였으며 필사본 악보는 하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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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텐버리 필사본에 수록되어 있는 코프라리오의

“Deh cara anima mia” 중 칸토 성부

대학교 음악 도서관으로부터 구하였다. 텐버리 필사본에는 총 28명의 작곡가들의 5

성부 마드리갈 150곡이 실려 있는데 가사가 붙은 코프라리오의 판타지아는 네 번째

곡에 등장한다. 주요 작곡가로는 당시 활발히 활동했던 죠반니 크로체(Giovanni

Croce, 1557∼1609), 마렌치오, 죠바넬리, 베르트, 페라보스코 1세, 베키, 몬테베르디,

몬테 등이 있다, 필사본은 총 다섯 개의 분책(940, 941, 942, 943, 944)으로 되어 있

으며 모든 성부에 가사가 붙어있다. 마드리갈 작품들이 수록되어있는 텐버리 필사

본에 코프라리오 판타지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Deh cara anima mia”가 비록 기

악곡이지만 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드리갈 장르로 분류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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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 cara anima mia baciami tanto,

e stringimi si forte nel tuo bel seno.

nelle tue care e dolce braccia io moro

e come a te piace,

deh progi al dolor mio contente piace.

나의 아름다운 영혼아, 나에게 키스해주오

당신의 품에 나를 꼭 안아 주오

나는 당신의 상냥하고 달콤한 품에서 죽네

이로써 당신을 기쁘게 하네

아 나의 충분하고 즐거운 고통을 내려놓네

판타지아의 가사는 죠반니 바싸노(Giovanni Bassano, 1558∼1617)의

<4성부를 위한 칸초네타>(Canzonette a quatro voci, 1587)에 실린 “O

dolce mia vita”(오 나의 아름다운 인생이여)의 가사와 유사한 부분이 많

다. 바싸노의 칸초네타는 총 3연 구성으로 각 연은 3행으로 되어 있다.

코프라리오 판타지아에서 첫 번째 구절은 칸초네타 3연 1행121), 두 번째

구절은 칸초네타 3연 2행, 세 번째 구절은 칸초네타 2연 3행, 네 번째 구

절은 칸초네타 1연 2행, 다섯 번째 구절은 칸초네타 1연 3행과 동일하다.

즉 코프라리오는 판타지아에서 칸초네타 가사를 재배열하였다.

121) 구절 “deh cara anima mia”와 “deh dolce vita mia”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으

나, cara 와 dolce 는 모두 ‘아름다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anima(영혼)와

vita(인생)는 모두 사랑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두 구절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

이 된다. 칸초네타의 1연 1행 구절 “O dolce vita mia”도 역시 이 두 구절과 동일

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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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프라리오의 판타지아 가사 바싸노의 칸초네타 가사

Deh cara anima mia baciami tanto,

e stringimi si forte nel tuo bel seno;

nelle tue care e dolce braccia io moro

e come a te piace,

deh porgi al dolor mio contente piace.

O dolce vita mia ch'imperi e reggi

Quest' alma & questo cor, come a te

piace,

Deh porgi al dolor mio content' e pace.

Baciami vita mia e nel bacciarmi

Stringimi si che l'alma uscendo fuora

Nelle tue care e dolce braccia io mora.

Deh dolce vita mia, bacciami tanto

E stringimi si forte nel tuo seno

Che dalla gran dolcezza venga meno.

이처럼 칸초네타 “O dolce vita mia”와 판타지아 “Deh cara anima

mia” 사이에 나타나는 가사의 동일성은 코프라리오가 바싸노의 곡으로

부터 가사를 차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바싸노의 칸초네타122)는 종지와 선율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뉜다. 각

행에 맞게 선율의 악구가 마무리되고 성부들은 모방대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두 성부가 동일한 리듬으로 진행함으로써 호모포니를

이루면서 다른 성부와 대위를 이루기도 한다. 칸초네타에 사용된 여러

선율들은 판타지아 32번에 등장하는 푸가 선율과 유사한 점이 있다.

칸초네타 A 부분에서 “O dolce”(오 아름다운)에 2도 상행 및 4도 하

행 도약하는 동기 x가 사용되었는데 이 동기는 B 부분 “Quest' alma”

(이 마음)에서 역행 형태(동기 x')로 등장한다.(<악보 97>) A와 B 부분

의 두 주요 선율에서 사용된 동기 x는 판타지아에서 두 개의 주제 선율

에서 차용되었다.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b는 G에서 C까지 4도 순차 상

122) 바싸노의 칸초네타 악보는 하버드 음악대학교 음악 도서관에서 구하였는데 네 성부

중 알토 성부 파트는 읽기 어려운 정도로 악보가 희미한 상태였다. 따라서 알토 성

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성부를 토대로 현대 기보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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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후 2도 하행하는데 이 선율은 바싸노의 동기 x'로 구성된다.(<악보

97-1a>) 또한 주제 선율 d에서 E에서 A로 4도 상행 도약 후 2도 순차

하행하는 진행도 동기 x'와 동일하다.(<악보 97-1b>)

<악보 97> 바싸노, “O dolce vita mia”

a. A 부분, 마디 1-6

동기 x

b. B 부분, 마디 13-16

동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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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7-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2번

a. 주제 선율 b

동기 x'

b. 주제 선율 d

동기 x'

칸초네타 C 부분에서도 판타지아와 연관되는 점이 있다. C 부분은

선율 “Deh porgi al dolor mio”(아 나의 충분하고 즐거운 고통을 내려놓

네)로 시작한다. 이 선율은 5도 순차 하행(동기 y)하거나 5도 순차 상행

(동기 y')하며 세 성부에서 대위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러한 선율 진행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에서 등장한다.(<악보 98>과 <악보 98-1>)

<악보 98> 바싸노, “O dolce vita mia”, C 부분, 마디 21-26

동기 y

동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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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8-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2번, 주제 선율 a

동기 y

판타지아 “Deh cara anima mia”에 사용된 가사는 바싸노의 4성부 칸

초네타 “O dolce vita mia”의 가사를 토대로 재구성되었으며 칸초네타

시작과 끝에 등장하는 가사에서 사용된 바싸노의 동기가 판타지아의 주

제 선율에 차용되었다. 칸초네타에서 전달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인

“나의 충분하고 즐거운 고통을 내려놓네”에 사용된 동기 y가 판타지아를

시작하는 주제 선율에, 칸초네타 인시피트에 해당하는 동기 x는 판타지

아의 푸가 선율 d에 등장하면서 칸초네타의 시적 메시지가 반영되었다.

(5) Tr. 35 Ohime la gioia è breve

핀토는 판타지아 35번이 베키의 4성부 칸초네타 “Mentre io vissi in

dolore”(고통 속에 사는 동안)와 연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123) 총 4연으

로 구성된 칸초네타의 가사 중 4연 1행이 판타지아 제목 “Ohime la

gioia è breve”(오 기쁨은 잠시)과 동일하다.

123) Pinto, 126.



- 196 -

Mentre io campai contento,

내가 행복한 동안에는

Correvano li giorni piu che'l vento,

하루하루가 바람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Et mò ch'io vivo in pene,

내가 고통 속에 살 때는

Dura mill'anni il giorno amaro mente.

하루가 천년과도 같네. 가여운 나여.

Mentre io campai ridendo,

내가 웃는 동안에는

Li giorni se n'andavano fuggendo,

하루하루가 훌쩍 가버리고

Et mò ch'io vivo in pene,

내가 고통 속에 살 때는

Dura mill'anni il giorno amaro mente.

하루가 천년과도 같네. 가여운 나여.

Mentre io campai cantando,

내가 노래하는 동안에는

Li giorni se n'andavano volando,

하루하루가 금방 가버리고

Et mò ch'io vivo in pene,

내가 고통 속에 살 때는

Dura mill'anni il giorno amaro mente.

하루가 천년과도 같네 가여운 나여.

Oimè che gioia e bene

아, 기쁘고 즐거운 것들은

Volando se ne fugge amaro mene,

금방 지나가 버리네, 가여운 나여.

Ma gl'affanni e gli guai

그러나 괴로움과 슬픔은

Scorrono dentr'al petto sempre mai.

내 가슴 속에 영원히 파고드네.

Mentre io vissi in dolore

고통 속에 사는 동안

Anni e mesi parean'i giorni e l'hore,

며칠 몇 시간이 수년 수개월처럼 느껴지네,

Ed hor scarco d'affanni

근심 없는 시간들은

Il tempo vola e se ne fuggon gl'anni.

훌쩍 지나가고 세월은 금방 흐르네.

All'hor ch'io vissi mesto

슬픔에 잠겨 사는 동안

Era assai piu che 'l vento il tempo presto,

시간은 바람보다 더 빨리 지나가네.

Ed hor scarco d'affanni

근심 없는 시간들은

Il tempo vola e se ne fuggon gl'anni.

훌쩍 지나가고 세월은 금방 흐르네.

Quando io vissi in tormenti

고통 속에 살면

Erano l'hore e I punti e tardi e lenti,

고통은 너무 오랫동안 머무네.

Ed hor scarco d'affanni

근심 없는 시간들은

Il tempo vola e se ne fuggon gl'anni.

훌쩍 지나가고 세월은 금방 흐르네.

Ohime la gioia è breve

오 기쁨은 잠시

E si dilegua come al sol la neve,

태양 아래 눈처럼 사라지네.

Ma I miei gravosi guai

그러나 나의 무거운 고통은

Durano sempre e non finiscon mai.

영원하며 끝이 없네.

베키의 “Mentre io vissi in dolore”는 같은 작품집에 실린 “Mentre

io campai amore”(내가 행복한 동안)와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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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24) 판타지아 28번의 작곡 바탕이 되었던 베키의 칸초네타 “Sia

maledetto amore”와 “Sia benedetto amore”는 불행한 사랑이라는 부정적

개념에서 행복한 사랑이라는 긍정적 개념으로 화자의 의식 흐름에 변화

가 있었다. 그러나 “Mentre io campai contento”/“Mentre io vissi in

dolore”은 화자의 상실감과 고통이라는 개념이 변함없이 이어진다. 이처

럼 두 곡에서 말하고자하는 요지는 동일하다.

그러나 두 곡의 가사는 내용 전개 방식이 서로 다르다. 전자는 1∼3

연의 1∼2행에서 “기쁨은 금방 지나간다”라는 설정을 먼저 제시한 후, 1

∼3연의 3∼4행에서 “고통은 오래간다”라는 설정을 제시한 반면 후자는

이 순서를 바꿈으로써 “기쁨은 금방 지나간다”를 더 강조하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두 곡의 요지는 같은데 이는 4연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함으

로써 밝혀진다.

124) 앞서 살펴본 판타지아 28번의 배경이 되었던 베키의 “지독한 사랑이여”와 “축복받

은 사랑이여”에서 유사한 리듬형과 밀접한 음형(원형-전위관계)을 사용함으로써 내

용적으로는 상반되지만 동일한 화자의 이야기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코프라

리오는 베키가 두 성악곡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동기를 판타지아 28곡에 차용하여

“제의(proposta)/응답(risposta)”의 역할을 가진 두 성악곡의 관계적 특징을 살려 이

를 기악곡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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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Mentre io campai contento

(제의)

Mentre io vissi in dolore

(응답)

내

용

구

성

1∼3연

1∼2행
기쁨은 금방 지나간다 고통은 오래간다

1∼3연

3∼4행
고통은 오래간다 기쁨은 금방 지나간다

4연 1∼2행 기쁨은 금방 지나간다 기쁨은 금방 지나간다

4연 3∼4행 고통은 오래간다 고통은 오래간다

운

율

1연 o, o, e, e e, e, i, i

2연 o, o, e, e o, o, i, i

3연 o, o, e, e i, i, i, i

4연 e, e, ai, ai e, e, ai, ai

요

지
기쁨은 금방 지나가고 고통은 오래간다

<표 25> 베키의 “Mentre io camapai contento”와

”Mentre io vissi in dolore”의 구성

두 곡은 운율 형성 방법이 대칭적이라는 점에서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자는 1∼3연의 각 1, 2행이 모두 'i'로 끝나며, 후자는 모두 'o'

로 끝난다는 점에서 운율의 통일성을 보여주며 4연은 각 행이 모두 ‘e,

e, ai, ai'로 동일하다.

이처럼 가사, 운율, 내용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진 연작 마드리갈은

음악적으로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두 곡의 시작 선율에서 첫 세 음은

같은 D음으로 진행하다가 전자는 E♭으로 2도 상행, 후자는 C로 2도 하

행하여 서로 전위 관계로 진행한다. 이후 전자는 E♭-D-C, 후자는

C-B-A로 각각 3도 순차 하행함으로써 동일한 진행을 유지한다.(<악보

99>와 <악보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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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9> 베키, “Mentre io campai contento”

<악보 99-1> 베키, “Mentre io vissi in dolore”

베키가 두 칸초네타에서 사용한 시작 선율의 일부 요소는 판타지아의

여러 주제 선율에 차용되었다. “Mentre io campai contento”의 시작 선

율 D-E♭-D-C-D의 진행은 판타지아의 C 부분을 지배하는 주제 선율

e에 유사하게 등장한다. 주제 선율 e에서는 베키의 선율이 E-D-C#-D

진행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악보 100>)

<악보 100>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5번, 주제 선율 e

베키의 “Mentre io vissi in dolore”에서 시작 선율은 4도 순차 하행

하는 진행인데 이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c와 d에 차용되었다.(<악보

99-1>과 <악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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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5번

a. 주제 선율 c

b. 주제 선율 d

베키의 “Mentre io vissi in dolore”에서 선율 “Anni e mesi parean'i

giorni e l'hore”(며칠 몇 시간이 수년 수개월처럼 느껴지네)은 3도 상행

도약-2도 상행-2도 상행하는 동기 x와 2도 상행-3도 하행 도약-2도 상

행하는 동기 y로 구성된다.(<악보 102>) 이 두 동기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b에 차용되었다. 주제 선율 b는 쉼표를 기점으로 악구 1과 악구 2

로 구성되는데 악구 1에서는 동기 x가 전위 형태로, 악구 2에서는 동기

y가 장식된 형태로 등장한다.(<악보 102-1>)

<악보 102> 베키, “Mentre io vissi in dolore”, A 부분

동기 y동기 x

<악보 102-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5번, 주제 선율 b

동기 x' 동기 y

<표 26>은 베키가 칸초네타에서 사용한 선율과 그 선율적 요소가 차

용된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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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베키의 칸초네타와 코프라리오의 선율 관계

베 키 코프라리오

Mentre io vissi in dolore Mentre io campai contento Ohime la gioia è breve

내가 고통 속에 사는 동안 주제 선율 c, d

내가 행복한 동안 주제 선율 e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천년과도 같네 주제 선율 c, d

며칠 몇 시간이 수년

수개월처럼 느껴지네,
주제 선율 b

칸초네타의 두 가지 중심 메시지인 “고통은 오래 간다”와 “기쁨은 금

방 지나간다”에 붙여진 선율은 판타지아를 구성하는 여러 푸가 선율에서

나타났다. 표현하였다.

종합해보면, 베키의 4성부 칸초네타 “Mentre io vissi in dolore”와

“Mentre io campai contento”는 내용적・음악적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코프라리오는 이를 활용하여 판타지아 35번을 작곡한 것

으로 해석된다. 판타지아 35번 제목은 “Mentre io vissi in dolore”의 가

사 일부를 빌려온 것이며, 두 칸초네타에 등장하는 음악적 요소들이 푸

가 선율에 반영되었다.

(6) Tr. 34 Gitene Ninfe

이 곡의 제목 “Gitene Ninfe”(님프여 함께 걷자)과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으로는 베키의 <셀바 디 바리아 리크레티오네>에 실린 아홉

번째 곡이 유일하다. 베키의 5성부 마드리갈 “Gitene ninfe”는 4연 구성

의 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클로리(Clori)125)를 위해 노래를 부르며 축제

를 벌이는 내용이다. 마드리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AaBbCc 형식

이다.

125) 클로리(Chloris)는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암피온(Amphion)과 니오베(Niobe)의 딸

로, ‘봄’, ‘꽃’, ‘새롭게 자라나는 생명’을 주관하는 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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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아 34번은 베키의 “Gitene ninfe”와 동일하게 세 부분으로 구

성된다. 크게 세 푸가 부분(A, B, C)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푸가 부분

은 에피소드로 연결된다. <표 27>은 베키와 코프라리오 곡의 구성을 비

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7> 베키의 “Gitene ninfe”와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4번 구성 비교

베키 코프라리오

부분 마디 가사 부분 마디 주제 선율

A(a) 1-9 1연
A 1-30 a, b

e1 30-38

B(B) 10-18 2연
B 38-58 c, d

e2 58-71

C(c) 19-28
3연

4연
C 71-94 e, f

베키 마드리갈에서 A 부분 “Gitene”는 칸토 성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성부가 호모리듬으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가운데 성부는

동일한 음정에서 리듬형 ���으로 구성된 동기 a가 사용되었다.(<악보

103a>) 동기 a는 B와 C 부분 시작 선율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한다. B 부

분 “E ghirlandette”(꽃다발을 만들자)와 C 부분 “Poi che”([아름다운 소

리를] 만들자)에서는 모든 성부가 호모리듬으로 진행하며 동기 a가 1/2

음로 진행한다.(<악보 103b>와 <악보 103c>) 마드리갈에서는 “함께 걷

자”, “꽃다발을 만들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자”와 같이 클로리를 향

한 적극적인 제스쳐를 나타내는 구절에서 동일한 동기가 사용됨으로써

핵심적인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다.

마드리갈 각 시작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기 x는 판타지아

의 주제 선율 a에서도 나타난다. 판타지아를 시작하는 주제 선율 a는 베

키의 동기 x로 출발한다.(<악보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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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3> 베키, “Gitene ninfe”

a. A 부분

동기 x

b. B 부분

동기 x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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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부분

동기 x

<악보 103-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4번, 주제 선율 a

동기 x

판타지아 34번 제목은 베키의 5성부 마드리갈 인시피트와 동일할 뿐

아니라 베키의 곡에서 유기적으로 사용되었던 동기가 마드리갈을 시작하

는 주제 선율에도 등장함으로써 베키의 “Gitene ninfe”와 긴밀한 음악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7) Tr. 36 Se mi volete morto

판타지아 36번 “Se mi volete morte”(당신이 나의 죽음을 원한다면)

와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은 없으나 제주알도의 <마드리갈집 6

권>(Il sesto libro di madrigali, 1613)에 실린 “Se la mia morte

brami”(당신이 나의 죽음을 원한다면)는 이와 유사하다. 코프라리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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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알도의 제목에서 “se”(만약)과 “morte”(죽음)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으

며 코프라리오의 “mi”(나를)와 제주알도의 “mia”(나의)는 각각 재귀대명

사와 소유격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대상은 “나”로 동일하다. “volete”와

“brami”는 각각 ‘원하다’, ‘열망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다. 결국, 판타지아의 제목과 제주알도 마드리갈의 인시

피트는 그 의미가 동일하다. 제주알도가 마드리갈에서 사용한 가사는 타

소의 시 “Se la mia morte brami”이다.

Se la mia morte brami,

crudel, lieto ne moro.

E dopo morte ancor te solo adoro.

Ma se vuoi che non t'ami,

ahi, che a pensarlo solo

il duol m'ancide e l'alma fugge a

volo.

만약 당신이 나의 죽음을 원한다면

잔인한 그대여, 나는 행복하게 죽을거에요.

죽은 후에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에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기 원한다면

아, 그러한 생각만 해도

나는 슬픔으로 죽을 것이며 나의 영혼은 사

라질거에요.

제주알도 마드리갈은 AB 형식이며 A 부분 가사는 1∼3행, B 부분

가사는 4∼6행이다. 제주알도는 각 행마다 선율을 붙여 모방적으로 진행

하는 총 6개의 주요 선율이 마드리갈을 구성한다. 이 중 선율 ①과 판타

지아의 주제 선율 b의 선율 진행이 유사하다. 제주알도의 선율 ①은 3도

상행-4도 하행-3도 하행하는 동기 x의 등장 후 네 음이 반음계적으로

상행하는 동기 y로 구성된다.(<악보 104>) 코프라리오의 주제 선율 b는

4도 상행 후 3도 하행하는 진행으로 선율 ①의 동기 x의 역행 전위로

나타난다. 이후 E-F-G-A 로 4도 상행하는 선율이 등장하는데 이는 제

주알도가 사용한 반음계적 순차 상행 진행을 변형한 것이다.(<악보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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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4> 제주알도, “Se la mia morte brami”, 선율 ①

동기 x 동기 y

<악보 104-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6번, 주제 선율 b

동기 x' 동기 y

제주알도가 선율 ① 후반에서 사용한 동기 b는 선율 ③ “E dopo

morte”(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선율 ⑥ “il duol m'ancide”(슬픔으로

나는 죽을 것이며)에서 반음계적 하행으로 재등장한다.(<악보 105>) 이

처럼 동기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제주알도는 특정 상황과 감정을 강조

하였다. 가사의 의미가 반영된 이 반음계적 진행은 판타지아에서 4도 순

차 진행으로 변형되었다.(<악보 105-1>)

<악보 105> 제주알도, “Se la mia morte brami”

a. 선율 ③

동기 y'

b. 선율 ⑥

동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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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아 36번 제목 “Se mi volete morto”는 제주알도 마드리갈 인시

피트가 변형된 것이며 제주알도 마드리갈에서 사용된 음악적 요소들이

차용되었다. 마드리갈에서 내용적으로 핵심이 되는 가사에 등장하는 동

기와 선율들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에서 나타났으며 이로써 마드리갈이

전달하는 시적 메시지가 기악적으로 표현되었다.

(8) Tr. 37 D'un si bel fuoco

이 곡의 제목 “D'un si bel fuoco”(아름다운 불꽃)은 베르트의 마드리

갈 “D'un si bel foco e d'un si nobil laccio”(아름다운 불꽃과 고귀한 매

듭)126)의 첫 네 어절과 동일하다. 마드리갈의 가사는 루이지 탄실로

(Luigi Tansillo, 1510∼1568)의 시집 <일 칸초니에레>(Il Canzoniere,

16세기 후반)에 실린 시이다.

시에서는 정열이 가득하지만 고난을 초래하는 사랑의 이중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랑의 긍정적인 속성인 열정을 “foco”(불꽃)으로, 사

랑의 부정적인 속성인 구속을 “laccio”(매듭)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127) 탄실로는 상징성을 가진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시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한다. 사랑의 긍정적인 면을 상징하는 “불꽃”은

‘lume’(빛), ‘ardor’(정열), ‘desio’(소망), ‘incende’(불태우다)로, 사랑의 부

정적인 면을 상징하는 “매듭”은 ‘laccio’(올가미), ‘impaccio’(고난), ‘nodo’

(얽힘), ‘pensier’(근심), ‘annoda’(붙들다), ‘stringe’(감싸다)로 각 이미지와

연관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등장한다.

126) 베르트는 30여 년간 총 16권의 마드리갈집을 출판하였는데 이 중 그의 대표곡인

“D'un si bel foco”는 그의 마드리갈집이 아닌 안토니오 가르다노(Antonio

Gardano, 1509∼1569)의 <저명한 작곡가들의 5성부를 위한 악보집 13권>(Musica

di XIII autori illustri à cinque voci, 1576)에 실려 있다. 가르다노는 프랑스계 이

탈리아 작곡가이자 악보 출판업자로 베니스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16세기를 대표하

는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수많은 성악곡을 출판하는 주요 인물이었다.

Dennis Shrock, Choral Repertoir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69.

127) Erika Milburnm, Luigi Tansillo and Lyric Poetry in Sixteenth-century Naples,

(Modern Humanities Research Association, 2003),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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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트는 탄실로의 4연 구성 시를 연작 마드리갈로 작곡하였다. 1, 2

연을 1부 “D'un sì bel foco e d'un sì nobil laccio”(아름다운 불꽃과 고

귀한 매듭)로, 3, 4연을 2부 “Scorgo tant'alto il lume, che

m'infiamma”(나를 불태우던 불꽃이 높이 솟아오르면)로 구성하였다. 두

곡은 모두 A와 B 부분으로 나뉘며 내용적으로 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

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두 곡은 조성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1부와 2부의 A 부분을

시작하는 조성은 각각 d단조와 D장조, 마치는 조성은 D장조와 d단조로

같은으뜸음조 관계이다. B 부분을 시작하는 조성은 모두 a단조로 동일하

며 마치는 조성은 각각 A장조와 D장조로 버금딸림조 관계이다. 1부는 d

단조로 시작하여 A장조로 마치지만 2부가 A장조의 딸림화음조인 D장조

로 시작하여 1부 시작의 조성과 같은으뜸음조 관계인 D장조로 종지한다.

<표 28> 베르트의 연작 마드리갈 “D'un sì bel foco”의 구성

1부 2부

부분 연 행 마디 종지 종지 마디 행 연 부분

A 1

1 1-6 dm DM 1-4 1

3 A2 6-10 am FM 4-7 2

3 10-13 FM dm 7-11 3

4 13-16 DM am 11-15 4

4 B

B 2

5 16-18 am FM 15-21 5

6 18-24 dm DM 21-27 6

7 24-29 am

8 29-36 AM

베르트의 연작 마드리갈은 판타지아 37번과 연관된 특징을 가진다.

베르트의 연작 마드리갈에서 1부 선율 “dolce è I'impaccio”(고난은 차분

해지니)와 2부 선율 “Che nascendo il pensier”(근심이 생겨나고)는 4도

순차 하행하는 동기 x가 사용되었다.(<악보 106>) 베르트는 이처럼 내

용적으로 서로 대조되는 구절에 동일한 선율 진행을 사용함으로써 사랑

의 이중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사랑의 이중성을 의미하는 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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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기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와 b에 차용되었다. 주제 선율 a에서

는 베르트의 동기를 장식적으로 꾸며 관용적인 기악어법으로 변형하였

다. 주제 선율 b에서는 4도 순차 하행 진행이 변형 없이 진행한다.(<악

보 106-1>)

<악보 106> 베르트, “D'un sì bel foco”

a. 1부, B 부분, 마디 32-36

동기 x

b. 2부, A 부분, 마디 7-9

동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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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6-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7번

a. 주제 선율 a

동기 x

b. 주제 선율 b

동기 x

이외에도 베르트가 내용적으로 서로 대조되는 구절에 동일한 동기를

사용함으로써 사랑의 이중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다. 마드리

갈 1부 선율 “D'un si bel foco”(아름다운 불꽃)128)와 2부 선율 “E mi

stringe il voler sì bel legame”(아름다운 매듭이 나를 감싸네)129) 모두

동일한 음정에서 진행하는 동기들로 구성된다. 단, 전자는 리듬형 �♩♩

♩와 ♩♩♩♩로 진행하며 후자는 리듬형 �♩�(�♩�)와 ♩♩♩♩로

진행하여 리듬적 요소는 변형되었다.(<악보 107>) 베르트가 사랑의 이중

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이 특정 동기 y는 주제 선율 d

의 첫 네 음에 차용되었다. 주제 선율 d에서는 베르트의 리듬형의 역행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음가가 축소된 형태로 등장한다.(<악보 107-1>)

128) 사랑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29) 매듭은 구속을 상징하는 단어이나, 사랑에 의한 구속이므로 ‘아름다운’ 매듭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D'un si bel foco”(아름다운 불꽃)에서 의미하는 긍

정적 사랑과 대조되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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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7> 베르트, “D'un sì bel foco”

a. 1부, A 부분, 마디 1-3

동기 y

b. 2부, B 부분, 마디 15-18

동기 y

<악보 107-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7번, 주제 선율 d

동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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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판타지아 38번 “D'un si bel fuoco”는 에

레미타의 5성부 연작 마드리갈 “D'un sì bel foco e d'un sì nobil

laccio”와 “Scorgo tant'alto il lume, che m'infiamma”에 등장하는 음악

적 요소들이 반영되었다. 에레미타가 마드리갈에서 사랑의 이중성을 상

징하기 위해 사용한 선율은 판타지아를 구성하는 여러 푸가 선율에서 나

타난다.

(9) Tr. 38 Fuggi se sai fuggire

핀토는 판타지아 38번의 제목이 에레미타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

집 2권>(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89)에 실린

“Fuggi se sai fuggire”(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130)와 도나토의 <4성

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2권>(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a quatro

voci, 1568)에 실린 “Fuggi se sai fuggir che fuggir tanto”(도망갈 수 있

으면 도망가라 아주 멀리 도망가라)의 첫 네 어절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두 곡의 가사는 다르지만 사랑하는 이를 곁에 두는 것이 심적으로 괴롭

기에 연인에게 떠나가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130) 에레미타의 <5성부 마드리갈집 2권>의 필사본은 비블리오테카 에스텐세 모데나 도

서관(Biblioteca estense modena)에 소장되어 있으며 벌텐쇼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Fuggi se sai fuggire”를 현대기보로 재작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벌텐쇼의 현대

기보 버전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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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ggi se sai fuggire

Fera al mio cor crudele

Ch’ognhor via piu’ Fedele

Ti seguira il desire

E ti dira il suo stratio

E’l mio martire

Ma segli al cor non manca

Et io al dolore presa o ferita ti vedro

d’amore.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

나의 마음에 잔인하게 상처 입혀라.

매 시간 충실함은 점점 사라지네131)

당신의 간절함이 나를 따라오네

당신에게 그 계획을 말할 것이네132)

당신은 나의 희생자이네

그러나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네

고통을 받거나 상처받아도 당신을 사랑으

로 볼 것이네

벌텐쇼는 판타지아 38번과 에레미타 마드리갈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

를 통해 코프라리오가 에레미타의 마드리갈에 등장하는 음악적 요소를

판타지아에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도나토의 마드리갈에는 판

타지아 38번과 연관되는 음악적 요소가 없다.

벌텐쇼에 따르면 에레미타 마드리갈은 텍스쳐에 따라

A-B-C-D-E-F-E-F 총 8개 부분으로, 판타지아는 A-X-B-C-E-Y-Z

총 7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두 곡의 A, B, C, E 부분에 등장하

는 음악적 요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벌텐쇼는 마드리갈의 각 부분에

등장하는 음악적 아이디어가 판타지아에서 각 부분의 순서에 맞게 차용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벌텐쇼의 분석은 <표 29>에서 나타

난다.

<표 29> 에레미타와 코프라리오의 곡에 등장하는 공통된 동기들과

부분별 대응

에레미타 A B C D E F E F

코프라리오 A X B C E Y Z

131)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신을 떠나가라고 말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

기 때문에 ‘충실함’이 사라진다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132) 여기에서 ‘계획’이란 자신을 떠나가라고 외치려는 화자의 계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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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벌텐쇼는 두 곡의 1:1 부분별 대응을 강조하기 위해 판타지아

38번의 구성을 인위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에레미타의 마드리갈과 대

응되지 않은 판타지아 부분을 X, Y, Z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그의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구성 분석에 따르면 C 부분에서

E 부분으로 건너띄며 마드리갈 D 부분에 대응되는 판타지아 부분에 대

한 설명은 없다는 것이다. <표 30>은 벌텐쇼가 나눈 판타지아 38번 구

성을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표 30> 벌텐쇼의 판타지아 38번 구성 분석과 이에 대한 재구성

벌텐쇼의 분석 판타지아 38번의 재구성

부분 마디 구성 부분 마디 구성

A 1-22 더블 푸가 A 1-22
더블 푸가

(주제 선율 a, b)

X 22-25 모방적 e 22-36
에피소드 1

(호모포니+폴리포니)

B 25-28 호모포니 B 36-58
더블 푸가

(주제 선율 c, d)

C 28-33 모방적 e 58-67
에피소드 2

(호모포니+폴리포니)

E
33-36 모방적

C 67-98
더블 푸가

(주제 선율 e, f)36-58 더블 푸가

Y 58-67 더블 푸가

Z 67-98 더블 푸가

판타지아 38번은 푸가 부분과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벌텐쇼가 규정한

X, B, C 부분은 고정적인 주제 선율이 등장하지 않는 부분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로 묶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벌텐쇼는 판타지아 E 부분을 모

방적 부분과 더블 푸가 부분으로 한데 묶어 분류했는데 이는 서로 구분

되어야 한다. ‘모방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에피소드의 한 부분으로,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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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B 부분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한편 벌텐쇼는

판타지아 Y 부분을 더블 푸가로 해석하였는데 여기에서 모방적으로 등

장하는 두 선율은 아래 세 성부에서만 일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푸가

선율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텐쇼가 분석한 Y 부분은 B와 C 부분 사이에

삽입된 에피소드 2로 배치되어야 한다.

벌텐쇼는 에레미타 마드리갈과 판타지아 38번과의 연관성이 나타나는

요소들로 총 다섯 가지를 주장했다. 그가 찾아낸 점들 중 일부는 설득력

이 있지만 일부는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그가 언급한 요소들 외에도 두

곡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연관성들도 있다.

첫째, 벌텐쇼는 마드리갈 시작 선율 “Fuggi se sai”와 판타지아 A 부

분에 등장하는 두 주제 선율과의 연관성을 발견하였다. 마드리갈 시작

선율에서 사용된 3도 순차 상행하는 동기 a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와

주제 선율 b에서 등장한다.(<악보 108>과 <악보 108-1a와 b>) 또한 마

드리갈 시작 선율에서 3도 순차 상행 후 3도 순차 하행하는 동기 b가

주제 선율 b에서 등장하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벌텐쇼가 발견한 부분 외에도 동기 a와 b는 판타지아의 에피

소드 2에서도 등장한다. 테너 1과 테너 2에서 모방적으로 등장하는 선율

에서 동기 에레미타의 동기 a와 b가 동일하게 나타난다.(<악보

108-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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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8> 에레미타, “Fuggi se sai fuggire”, A 부분

동기 b동기 a

<악보 108-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8번

a. 주제 선율 a

동기 a'

b. 주제 선율 b

동기 a
동기 b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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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에피소드 2, 마디 60-64

동기 a 동기 b

둘째, 벌텐쇼는 마드리갈 B 부분 선율 “Fera al mio cor crudele”에

등장하는 4도 하행하는 진행이 에피소드 2(마디 25-27)의 트레블 1과 트

레블 2에서 동일하게 등장함을 밝혔다.133)(<악보 109>와 <악보 109-1>)

벌텐쇼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선율은 에피소드 2(마디 33-35)의 테너

1과 테너 2에서도 등장한다.(<악보 109-1>)

<악보 109> 에레미타, “Fuggi se sai fuggire”, B 부분

동기 c

133) 벌텐쇼는 판타지아 이 부분을 마드리갈 B 부분에 대응되는 B 부분이라고 보았지만 

그의 분석을 재구성하였을 때 마디 25-27은 에피소드 1 부분에 해당한다. 



- 218 -

<악보 109-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8번, 에피소드 2, 마디 25-37

동기 c

동기 c

셋째, 벌텐쇼는 마드리갈 C 부분 선율 “Ti seguir rà il desire” 중 8

분음표 음형에서 4도 상행하는 진행을 동기 c라고 규정하였다.(<악보

110>) 그리고 이는 판타지아 에피소드 중 테너 1과 테너 2(마디 28-31)

에서 전위 형태로 등장함을 밝혔다.134)(<악보 109-1>) 그러나 동기 c는

4도 순차 진행하는 마드리갈 B 부분 선율 “Fera al mio cor crudele”

134) 벌텐쇼는 판타지아 이 부분을 마드리갈 C 부분에 대응되는 C 부분이라고 보았지만

그의 분석을 재구성하였을 때 마디 28-31은 에피소드 1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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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9>)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음악적 요

소를 구분하기보다는 하나의 동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벌텐쇼는 8분

음표로 구성된 4도 순차진행을 다른 동기로 구분한 것인데 이는 마드리

갈과 판타지아가 서로 동일한 부분에서 동일한 동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악보 110> 에레미타, “Fuggi se sai fuggire”, C 부분

동기 c'

넷째, 벌텐쇼는 마드리갈 E 부분 선율 “Ma s'egli al cor non manca”

에서 4도 순차 상행하는 부분을 동기 d라고 규정하였다.(<악보 111>)

그리고 이 동기 d가 에피소드 1(마디 33-35)의 테너 1과 테너 2 선율 진

행에서 유사하게 등장함을 밝혔다.135)(<악보 109-1>) 그러나 동기 d 역

시 마드리갈 중 그가 앞에서 언급한 두 선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진행이다. 따라서 이를 동기 d로 구분하기보다는 4도 순차 진행하는 마

드리갈 다른 선율들과 같은 맥락에서 동기 c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악보 111> 에레미타, “Fuggi se sai fuggire”, E 부분

동기 c'

결국 마드리갈 B, C, E 부분 선율에서 등장한 4도 순차 진행하는 선

율들은 하나의 동기 c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동기는 마드리갈 D와 F

부분에서도 다양한 리듬으로 등장하며(<악보 112>) 이는 판타지아에 에

135) 벌텐쇼는 판타지아 이 부분을 마드리갈 E 부분에 대응되는 E 부분이라고 보았지만

그의 분석을 재구성하였을 때 마디 33-35는 에피소드 1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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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드 1 뿐만 아니라 주제 선율 f에서도 등장한다.136)(<악보 112-1>)

<악보 112> 에레미타, “Fuggi se sai fuggire”

a. D 부분

동기 c

b. F 부분

동기 c'동기 c

<악보 112-1> 코프라리오, 판티지아 38번, 주제 선율 f

동기 c'

이처럼 에레미타 마드리갈에서 4도 순차 및 하행하는 선율이 지배적

으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선율이 “나의 마음을 잔인

하게 상처 입혀라”, “당신의 간절함이 나를 따라오네”, “당신은 나의 희

136) 판타지아 주제 선율 f는 벌텐쇼의 분석에서는 Z 부분에 등장하는 더블 푸가 선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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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자네”. “그러나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네” “내가 고통을 받거나 상처 받

아도”와 같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연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가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넷째, 벌텐쇼는 마드리갈 E 부분 “dolore”(고통)에서 리듬형 ♩♪♪에

서 등장하는 2도 하행 후 상행하는 A-G-A 진행을 동기 e라고 규정하였

다.(<악보 113>) 그는 이 동기가 판타지아 주제 선율 c에서 등장함을 발

견하였다.137) 동기 e는 주제 선율 c에서 한 번은 원형으로, 한 번은 전위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악보 113-1>)

<악보 113> 에레미타, “Fuggi se sai fuggire”, E 부분

동기 e

<악보 113-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8번, 주제 선율 c

동기 e' 동기 e

벌텐쇼는 에레미타의 5성부 마드리갈 “Fuggi se sai fuggire”과 판타

지아 38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판타지아와 에레미타 마드리갈 사이의

음악적 연관성을 밝혔다. 그가 제시한 분석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점

들도 있지만 그는 두 곡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음악 요소들을 발견

하였고 필자는 이를 보완하여 판타지아 38번이 에레미타 마드리갈로부터

작곡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레미타 마드리갈의 각 부분에 등장

하는 음악적 동기들은 판타지아에서 주제 선율뿐만 아니라 에피소드의

모방적 선율에서도 차용되었다. 즉 마드리갈의 요소가 판타지아에 세부

137) 판타지아 주제 선율 c는 벌텐쇼의 분석에서는 E 부분에 등장하는 더블 푸가 선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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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10) Tr. 39 La primavera

핀토는 판타지아 39번의 제목 “La primavera”(봄날은)가 베키의 <4

성부를 위한 칸초네타 4권>에 실린 “Trista novella”(슬픈 소식)의 가사

일부와 동일하다고 언급하였다. 베키의 칸초네타는 총 5연 시로 구성되

어 있는데 이 중 2연 1행에 해당하는 가사가 바로 “La primavera”이다.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중심 소재인 봄은 꽃들이 새로이 피어나는 생명력

을 갖춘 계절이 아닌,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으로 인

해 슬픔이 가득하여 모든 생명들이 시들어버리는 계절이다.

베키의 칸초네타에 등장하는 소재와 판타지아 제목은 동일하지만 두

곡 사이에서 나타나는 음악적인 연관성은 없다. 그러나 베키의 “La

primavera” 이외에도 판타지아 제목에 사용된 “primavera”가 인시피트에

있는 곡들이 있다. 몬테베르디, 베르트, 루차스키의 마드리갈 “O

primavera”138)가 이에 해당한다. 세 마드리갈은 primavera 앞에 정관사

“La”가 붙은 베키의 칸초네타 가사와 달리 감탄사 “O”가 붙어있다.

이 세 곡의 공통점은 모두 과리니의 전원극 <충직한 양치기>에 등장

하는 가사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과리니 시에서도 중심 소재는

봄이다. 단, 여기에서 봄은 사랑하는 여인을 의인화한 것이다. 한없이 아

름답고 한결같은 사랑하는 여인을 봄에 비유하였고, 이에 비해 세월이

흐를수록 늙어가는 화자의 모습을 대비하며 관조적인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138) 몬테베르디의 곡은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3권>(Il terzo libro di madrigali a

cinque voci, 1592), 베르트의 곡은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2권>(Madrigali a

cinque voci libro 11, 1595), 루차스키의 곡은 <칸타레와 소나레 12개 마드리

갈>(12 madrigali per cantare e sonare, 1601)에 각각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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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rimavera gioventu de l'anno

Bella madre di fiori,

D'erbe novelle e di novelli amori,

tu ben, lasso, ritorni,

ma senza I cari giorni

delle speranze mie.

Tu ben sei quella

Ch'eri pur dianzi,

si vezzosa e bella,

ma non son io

quel che gia un tempo fui,

si car'a gl'occhi altrui.

오 봄날이여, 한 해의 청춘,

꽃들과 새로 자라는 잔디와 새로운 사랑

을 시작하는 연인의 아름다운 어머니,

슬픈 당신은 돌아오네요.

하지만 없네요, 소중한 날들,

나의 희망의.

당신은 그녀에요.

방금 모습 그대로인,

바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아주 오래 전의 그였던 내가.

다른 이에게 소중했던.

세 성악곡 중 몬테베르디 마드리갈에서 판타지아 39번과 연관성을 가

진 요소들이 있다. 몬테베르디 마드리갈은 종지에 따라 크게 네 부분으

로 나뉘며 네 부분에 등장하는 음악적 요소들이 판티지아의 여러 주제

선율에서 나타난다.

먼저 몬테베르디의 시작 선율은 G에서 한 옥타브 낮은 G까지 순차

하행하는 선율로 시작하는데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는 이의 전위 형태

인 G에서 한 옥타브 높은 G까지 순차 상행하는 선율로 변형되었다.(<악

보 114>와 <악보 114-1>)

<악보 114> 몬테베르디, “O primavera”, 시작 선율

<악보 114-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9번, 시작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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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갈 3행 선율 “D'herbe novelle”(새로 자라는 잔디)은 3도 하행

하는 동기 x로 시작한다.(<악보 115>) 이는 판타지아 주제 선율 a에서

전위 형태로 등장한다.(<악보 115-1>)

<악보 115> 몬테베르디, “O primavera”, B 부분, 마디 22-23, 25-26

동기 x

<악보 115-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9번, 주제 선율 a

동기 x

마드리갈 가사 중 모방적으로 진행하는 8행 “Ch'eri pur dianzi”(방금

모습 그대로인)의 선율의 진행 방향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f에서 유사

하게 등장한다. 몬테베르디의 선율은 3도 하행 도약 후 4도 상행 도약

하여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진행으로, 코프라리오의 주제 선율에서 두 번

째 음(E)부터의 진행은 이와 유사하다.(<악보 116>과 <악보 116-1>)

<악보 116> 몬테베르디, “O primavera”, C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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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6-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9번, 주제 선율 f

마드리갈 가사 중 9행 “quel che gia un tempo fui”(아주 오래 전의

그였던 내가)의 선율은 동일한 음정과 리듬으로 구성된 동기 y로 시작하

는데 이는 주제 선율 e에서 1/2 축소된 음가로 등장한다.(<악보 117>과

<악보 117-1>)

<악보 117> 몬테베르디, “O primavera”, D 부분, 마디 71-74

동기 y

<악보 117-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39번, 주제 선율 e

동기 y

<표 31>은 코프라리오가 판타지아 39번에서 차용한 몬테베르디의 음

악적 요소와 가사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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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판타지아 39번에 차용된 몬테베르디의 음악적 요소

행 가사 몬테베르디 코프라리오
상징

대상

1 오 봄날이여, 한 해의 청춘 옥타브 상행 진행 주제 선율 a

봄날3 새로 자라는 잔디 동기 x 주제 선율 a

8 방금 모습 그대로인 선율 진행 주제 선율 f

9 아주 오래 전의 그였던 내가 동기 y 주제 선율 e 나

판타지아 주제 선율 a, e, f가 상징하는 대상은 두 가지이다. 세월이

흘러도 한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봄”이자 사랑하는 여인은 주제 선

율 a와 f에서, 이와 대조적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화자는 주

제 선율 e에서 표현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판타지아 “La primavera”는 몬테베르디의 5성부 마

드리갈 “O primavera” 인시피트가 제목에 사용된 것이며 몬테베르디가

마드리갈에서 사용한 음악적 선율들을 바탕으로 작곡된 것이다.

(11) Tr. 40 Dolce tormento

바르텐쇼는 판타지아 40번의 제목이 토마소 패치(Thomaso Pecci,

1576∼1604)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1권>(Il prim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602)에 실린 12번째 곡 “Dolce tormento mio”(나의 달콤

한 고통)의 첫 두 어절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코프라리오가 패치의

마드리갈을 바탕으로 판타지아 40번을 작곡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패치의 마드리갈 가사는 죠반니 레오니(Giovanni Leoni, 1542∼1613)

의 시를 바탕으로 하였다. 시에서 화자는 뜨거운 사랑을 불꽃에 비유하

는데 불꽃은 결국 화자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다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존재이다. 즉, 시의 중심적 메시지인 ‘달콤한 고통’(dolce tormento)은 반

어적 표현을 담은 시구이다.



- 227 -

Dolce tormento mio, fiamma mia cara

Ecco di nouvo il core

Esca fatale al tuo benigno ardore.

Deh rieonosci in lui

Le novelle ferite

Del folgorar di que'begli occhi tuoi.

나의 달콤한 고통과 나의 사랑스런 불꽃

다시 내 마음에

당신의 온화한 불꽃이 운명처럼 타오르네.

그 안에서 보네

새로운 상처들을

당신의 아름다운 눈에 비치는 전광을.

패치의 마드리갈 “Dolce tormento mio”와 판타지아 40번의 시작 선

율은 동기적인 면에서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마드리갈의 칸토 1 시작

선율은 “Dolce”에서 3도 하행 도약하는 동기 x와, “tormento”에서 3도

하행 도약 후 2도 하행하는 동기 y로 구성되어 있다.(<악보 120>) 핵심

적 단어인 dolce 와 tormento 에 사용된 이 두 가지 동기는 판타지아의

여러 주제 선율에서 등장한다.

주제 선율 a에서는 패치가 사용한 동기 x와 y를 전위 형태로 변형되

었다.(<악보 118-1a>) 주제 선율 b에서는 동기 y가 선율을 시작하는 첫

세 음에 등장한다.(<악보 118-1b>) 주제 선율 c를 시작하는 첫 두 음의

진행은 동기 x가 전위 형태로 차용되었다.(<악보 118-1c>)

<악보 118> 패치, “Dolce tormento”, A 부분

동기 x 동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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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8-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0번

a. 주제 선율 a

동기 x' 동기 y'

b. 주제 선율 b

동기 y

c. 주제 선율 c

동기 x'

패치가 마드리갈에서 사용한 동기 x와 y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선율

“Del folgorar di que'begli”(당신의 아름다운 눈에 비치는 전광을)에서도

등장한다. 이 선율은 3개의 8분음표 그룹과, 4개의 8분음표 그룹으로 구

성된다. 이 중 첫 번째 그룹은 동기 x에 음 하나를 추가하고 이를 전위

형태로 변형하였으며 두 번째 그룹은 동기 y에 음 하나를 추가한 것이

다.(<악보 119>) 이 중 장식된 동기 x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d에서

발견된다. 주제 선율 d에서는 장식된 동기 x가 8분음표 음형의 2배 음가

로 변형되었다.(<악보 119-1>)

<악보 119> 패치, “Dolce tormento” D 부분

동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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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9-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0번, 주제 선율 d

동기 x

코프라리오가 차용한 패치의 동기는 시에서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dolce”와 “tormento”를 상징한다. 패치가 “dolce”에 사용한 동기 x는 주

제 선율 a, c, d에서, “tormento”에 사용한 동기 y는 주제 선율 b에서 등

장한다. 즉, 패치의 5성부 마드리갈 “Dolce tormento mio”은 판타지아

40번의 음악적 발상이 되었다. 코프라리오의 푸가 선율에는 반어적 표현

이자 시의 핵심 단어를 표현하는 패치의 동기가 반영된 것이다.

(12) Tr. 41 Ingiustitia d'Amore

트레지안 필사본에서 판타지아 41번은 판타지아 40번139)에 대한 “2

부”(seconda parte)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두 곡이 내용적으로 또는 음

악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타지아 41번에 붙여진 “Ingiustitia d'Amore”(공평하지 않은 사랑)

은 이와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이 없으나 이 두 어절

“Ingiustitia d'Amore”가 가사에 있는 유일한 곡이 있다. 이는 인노첸시

오 알베르티(Innocentio Alberti, c.1535∼1615)의 5성부 마드리갈 “Dal

mio bel lauro Amore”(나의 아름다운 사랑의 월계관에서)140)이다. 마드

리갈은 사랑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화자의 이야기이다.

139) 판타지아 40번은 레오니의 시를 가사로 한 패치의 “Dolce tormento”(달콤한 고통)

을 바탕으로 작곡된 곡으로, 코프라리오는 사랑하는 연인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

을 “불꽃”에 비유한 패치의 마드리갈을 기악적으로 표현하였다.

140) <시든 월계수>(Il Lauro secco libro primo di madrigali a cinque voci, Vittorio

Baldini, Ferrara, 1582)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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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 mio bel lauro Amore,

Ne trasse l'esca e'l foco,

Con questa prese e con quel m'arse il

core; Et indi à poco à poco,

Seccossi il lauro, ed io,

Tardi m'avedo, ch'ei non è più mio.

Ahi cieco e ingiusto Amore;

Il farmi tuo prigion fu nulla ò poco,

Et c'ardesse il mio core,

Nel tuo perpetuo foco.

Ma ch'io veda il bel lauro;

Che mi fu ombra e ristauro,

Seccarsi à me, e per gli altri fiorire,

Questo è quel duol, ch'io non posso

soffrire.

나의 아름다운 사랑의 월계관에서

미끼와 불을 꺼내,

그것들로 심장에 불을 붙이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월계관과 나는,

늦었네,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네.

아 이런 눈멀고 공평하지 않은 사랑이

여.

당신의 옥에 갇히는 것은 아무렇지 않

네,

나의 심장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당신의 영원한 불꽃에서.

아름다운 월계관을 보았네,

나를 그늘 지우고 또한 치유할,

나에게 말라붙어라, 다른 꽃이 피도록,

이것이 슬픔이네, 내가 견디지 못하는.

트레지안 필사본을 살펴보면 판타지아 41번의 첫째 단에는 마디 1∼

16까지 4성부의 진행이 기록되어 있으며 두 번째 단에는 마디 수는 알

수 없지만 4성부가 총 21마디에서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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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트레지안 필사본, 판타지아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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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0>과 <악보 120-1>은 이를 현대 기보로 옮긴 것이다.141)

판타지아 41번은 베이스 성부가 없으며 미완성곡이기 때문에 다른 대부

분의 5성부 판타지아처럼 푸가와 에피소드로 구성된 형식인지, 아니면

푸가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되어있는지 알 수 없다. 주어진 악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섯 개의 주요 선율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141) 두 곡을 비교하기 이전에 연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차터리스의 현대 기보

악보에서 판타지아 41번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판타지아 41번은 여러 원전 악보로

부터 코프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 곡들을 현대 악보로 옮긴 차터리스가 유일하게

완성하지 못한 곡이다. 차터리스의 <코프라리오 5성부 판타지아 악보집>에는 41번

과 그 제목만 기록되어 있을 뿐 판타지아 40번에서 42번으로 건너 뛰어 있다. 차터

리스가 이처럼 판타지아 41번을 작업하지 못한 것은 이 곡이 트레지안 필사본에서

미완성 상태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베이스 비올 성부가 공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프라리오의 판타지아가 기록된 다른 모든 필사본에서도 베이스 비올

성부는 비어있다. 이에 판타지아 41번 연구에서는 트레지안 필사본이 유일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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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0> 트레지안 필사본에 기록된 판타지아 41번의

현대 기보, 마디 1-16

주요선율 1

주요선율 1

주요선율 2

주요선율 2

주요선율 2

주요선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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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0-1> 트레지안 필사본에 기록된 판타지아 41번의

현대 기보, 총 21마디 (마디 수 알 수 없음)

주요 선율 3

주요 선율 3

주요 선율 4

주요 선율 4

주요 선율 5

주요 선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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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티의 시작 선율 “Dal mio bel lauro Amore”는 소프라노-알토-

테너-베이스-퀸토 순서로 모방적으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소프라노, 퀸

토, 테너 성부는 4도 하행 도약 및 2도 상행하는 동기 x로 구성되며 알

토와 베이스 성부는 이를 변형하여 5도 하행 도약 및 2도 상행하는 진행

으로 구성된다.(<악보 121>) 알베르티의 동기 x는 판타지아의 선율 2에

서 등장한다.(<악보 121-1>)

<악보 121> 알베르티, “Dal mio bel lauro Amore”, 마디 1-3

동기 x

<악보 121-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1번, 선율 2

동기 x

마드리갈 가사 중 “ingiusto Amore”와 “fu nulla o poco”에서는 2도

상행-3도 하행-2도 상행하는 공통된 동기 y가 등장한다.(<악보 122>)

이는 판타지아의 선율 1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악보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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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2> 알베르티, “Dal mio bel lauro Amore”

a. 마디 17-19

동기 y

b. 마디 20-22

동기 y

<악보 122-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1번, 선율 1

동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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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마드리갈 마지막 선율 “Questo è quel duol”은 다섯 성

부에서 모방적으로 등장하는데 4도 순차 하행하는 동기 z가 테너, 소프

라노, 알토, 베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악보 123>) 동기 z는 판

타지아의 선율 4에서 이의 전위 형태인 4도 순차상행으로 변형되어 등장

한다.(<악보 123-1>)

<악보 123> 알베르티, “Dal mio bel lauro Amore”, 마디 33-37

동기 z

<악보 123-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1번, 선율 4

동기 z'

판타지아 41번에 등장하는 모방적 선율에는 베르티가 마드리갈에서

내용적으로 핵심이 되는 시구에 붙인 음악적 동기들이 등장하며 이 중에

는 판타지아 41번 제목과 동일한 어절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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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알베르티의 동기와 코프라리오의 선율 관계

가사 알베르티 코프라리오

나의 아름다운 사랑의 월계관에서 동기 x 선율 2

공평하지 않은 사랑이여.

동기 y 선율 1[당신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그 슬픔이다 동기 z 선율 4

이와 같이, 알베르티의 5성부 마드리갈 “Dal mio bel lauro Amore”는

판타지아 41번 “Ingiustitia d'Amore”의 배경이 되었다. 판타지아 제목에

는 마드리갈의 중심적인 메시지인 ‘공평하지 않은 사랑’이 반영되어 있으

며 실제로 판타지아에 등장하는 주요 선율에 알베르티가 사용한 음악적

동기들이 차용되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트레지안 필사본에서 판타지아 40번과

41번은 각각 1부와 2부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두 곡이 연결된 하나

의 이야기임을 암시한다. 실제로 각 판타지아를 분석해 본 결과, 두 곡의

배경이 되는 마드리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시적 소재는 ‘불’이다. 패

치와 알베르티 마드리갈에서 불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자 화자에게

고통을 주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사랑의 이중적인 면을 나타내는 불은

패치의 마드리갈에서는 ‘상처’로, 알베르티의 마드리갈에서는 ‘불공평한

사랑’으로 묘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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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패치와 알베르티의 마드리갈에서 서로 대응되는 시구

패치 알베르티

사랑스런 불꽃 불

내 마음에 불꽃이 타오르네 불로 심장에 불을 붙이네

그 안에서 보네 아름다운 월계관을 보았네

새로운 상처들
공평하지 않은 사랑

이것이 그 슬픔이다

이처럼 시적인 내용 면에서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두 마

드리갈은 각각 판타지아 40번과 41번의 음악적 발상이 되었다.

(13) Tr. 42 Quando la vaga Flori

판타지아 42번의 제목 “Quando la vaga Flori”(꽃들이 배회할 때)와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곡은 아네리오의 <4성부를 위한 칸초네타 1

권>(Canzonette a quatro voci libro primo, 1586) 중 22번째 곡이 유일

하다.

몰리는 아네리오의 “Quando la vaga Flori”를 영어 가사로 옮겨 칸초

네타 “When lo, by break of morning”(아, 이른 새벽에)을 작곡하였

다.142) 몰리는 아네리오의 가사를 바탕으로 문장의 순서를 바꾸고 감탄

사 “lo”와 같이 단어를 추가적으로 넣었다. 아네리오의 이탈리아 버전과

몰리의 영어 버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42) 이 곡은 몰리의 <2성부를 위한 칸초네타>(First book of Canzonets to two voices,

1595)에 실려 있다. 판타지아 19번에서 아네리오의 4성부 칸초네타 “Caggia fuoco

dal cielo”를 몰리가 2성부 칸초네타로 각색한 것을 확인하였다. 몰리가 아네리오의

가사와 음악적 동기를 그대로 빌려온 것처럼 코프라리오는 아네리오의 가사 중 첫

네 어절을 판타지아의 제목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아네리오의 음악적 동기를 차용하

였다. 판타지아 42번도 아네리오, 몰리, 코프라리오의 세 곡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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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리오의 가사

Quando la vaga Flori

Ne i mattutini albori

Premendo i verdi prati

Scieglie fiori i piu lieti e odorati

Cantan gli augelli amorofetti all'hora

Ecco la nova Aurora.

꽃들이 배회할 때에

이른 새벽에

녹색 잔디를 지그시 밟으며

가장 향기 좋은 꽃을 고르네

꽃에 반한 새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네

아, 여기에 여명이 있네.

몰리의 가사

When lo, by break of morning,

My love, herself adorning,

Doth walk the woods so dainty

Gathering sweet violets and cowslips plenty,

The birds, enamour'd, sing and praise my

Flora:

Lo, here a new Aurora.

오, 이른 새벽에

나의 사랑, 그녀는 치장을 하고,

우아하게 숲속을 걷네

향기로운 제비꽃과 많은 야생화들을

모으며,

꽃에 반한 새들이 꽃을 향해 노래하

고 찬양하네

오, 여기에 여명이 있네.

아네리오의 칸초네타 “Quando la vaga Flori”143)는 통절 형식으로 되

어있으며 네 성부가 모방대위적으로 진행한다. 칸토 1과 칸토 2가 같은

주제 선율을, 알토와 베이스가 같은 주제 선율을 모방적으로 노래하여

총 여섯 개의 주요 선율이 곡 전체를 구성한다. 이 주제 선율들은 총 6

행으로 구성된 시의 각 행에 따른 것이다. 아네리오는 통절형식의 칸초

네타를 AABCC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몰리는 아네리오의 AABCC 형식을 따랐으며 아네리오가 작곡한 선

율들 중의 일부를 반영하였다. <표 34>는 아네리오와 몰리의 칸초네타

에서 각 부분 별로 등장하는 선율을 나타낸 것이다.

143) 이 곡의 팩시밀리 버전을 하버드 대학교 음대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 현대 기보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 241 -

<표 34> 각 부분별로 등장하는 아네리오와 몰리의 선율

부

분
아네리오 몰리

A

B

C

<표 33>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몰리가 사용한 아네리오의 음악적 요

소들은 네 가지 발견된다.

1. 아네리오가 1행에 붙인 선율의 시작 리듬형 ♩♪♪♩♩을 차용하였고 “Fiori” 의 4

도 하행 선율을 “morning”에서 활용하였다.

2. 아네리오의 4행에 붙인 선율은 리듬형 �♪♩♪♪ ♩♩♩♩으로 시작하는데 이에

대한 몰리의 “gathering sweet violets and cowflips plenty”에서도 동일한 리듬형

으로 전개된다.

3. 아네리오의 5행에 해당하는 선율에서 B♭-C-D-G로 구성된 선율이 몰리의 칸초네

타 “birds enamour'd”에서 차용되었다.

4. 아네리오가 6행에 붙인 선율의 시작 리듬형 ♩♪♪은 몰리의 6행 선율에서 동일하

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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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몰리가 칸초네타에서 가사적・음악적으로 아네리오의 아이디

어를 반영하였듯이 코프라리오 판타지아에서도 아네리오의 칸초네타와

연관된 음악적 특징들이 있다.

아네리오의 시작 선율 “꽃들이 배회할 때”에서 3도 상행 도약 후 3도

순차 하행하는 E-G-F-D-E 진행이 나타나는데 4행 선율 “가장 향기 좋

은 꽃을 고르네”에서도 이 선율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악보 124>)

내용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가진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는 선율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b에서도 등장한다. 코프라리오의 주제 선율 b에서

는 아네리오 선율의 2도 아래에서 재현된다.(<악보 124-1>)

<악보 124> 아네리오, “Quando la vaga Flori”

a. 1행

b. 4행

<악보 124-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2번, 주제 선율 b

칸초네타 5행 “그[꽃]에 반한 새들이” 선율은 D-B-C-D-G로 구성되

는데 코프라리오의 주제 선율 d는 이를 2도 위에서 재현한다.(<악보

125>와 <악보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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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5> 아네리오, “Quando la vaga Flori”, 5행

<악보 125-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2번, 주제 선율 d

아네리오의 칸초네타로부터 음악적 요소를 차용한 몰리와 코프라리오

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경이 되는 곡을 드러냈다. 몰리는 아네리오가

칸초네타에서 사용한 형식을 변형하지 않고 옮겨왔으며 각 부분에 사용

된 선율들에 있는 선율적 및 리듬적인 요소를 변형 및 활용하여 그의 칸

초네타에서 부분별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몰리는 원작의 요소를 표면

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이탈리아 칸초네타를 영국 칸초네타로 변형하였다.

한편 코프라리오는 AABCC 구성인 아네리오 칸초네타 형식을 푸가 형

식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몰리가 사용한 방식보다 더 우회적인 방식으로

판타지아의 배경이 된 성악곡을 드러냈다.

(14) Tr. 43 Lieti cantiamo

판타지아 43번의 제목에 있는 두 어절 “Lieti cantiamo”(즐겁게 노래

하자)는 두 성악곡의 인시피트에 등장한다. 하나는 죠반니 가스톨디

(Giovanni Gastoldi, 1554∼1609)의 <6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1권>(Il

primo libro dei madrigali a sei voci, 1600년경)에 실린 “Cantiam lieti

cantiamo”(즐겁게 노래하자 노래해)이며, 다른 하나는 로레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2권>(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42)에 실린 “Cantiamo lieti il fortunato giorno”(즐겁게 노래하자 행복

한 날에)이다. 두 마드리갈은 사랑하는 연인의 결혼식에 모든 이들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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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노래하며 축제를 벌이는 내용이다.

판타지아 43번은 두 성악곡 중 로레의 마드리갈과 음악적으로 연관된

특징들이 있다. 로레의 시작 선율 “Cantiamo lieti”의 선율 진행은 판타

지아의 주제 선율 a와 유사하다. 3도 상행 도약으로 시작하는 로레의 선

율은 주제 선율 a에서 5도 상행 도약으로 처리되었다. 이 후 등장하는

로레의 선율 중 G-F-G-A는 주제 선율 a에서 E-C-D-E로 변형되었다.

로레의 시작 선율은 B♭-A 반음 하행으로 마무리되는데 판타지아 선율

에서도 D-C# 반음 하행한다. 단, 판타지아에서는 D와 C# 사이에 8분음

표 음형을 추가하여 선율이 장식적으로 처리되었다.(<악보 126>과 <악

보 126-1>)

<악보 126> 로레, “Cantiamo lieti il fortunato giorno”, 시작 선율

<악보 126-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3번, 주제 선율 a

로레의 마드리갈에서 가사 “Cantiamo lieti”는 마디 28∼32에서도 등

장한다. 선율 “Cantiamo lieti”의 진행은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d와 유사

하다. 마드리갈의 알토와 테너에서 4도 상행 도약 후 4도 순차 하행하는

동기 x가 등장하며 바소에서 이를 변형하여 모방적으로 진행한다. 동기

x는 주제 선율 d에서 동일하게 재현되었다.(<악보 127>과 <악보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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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7> 로레, “Cantiamo lieti il fortunato giorno”, 마디 28-32

동기 x

<악보 127-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3번, 주제 선율 d

동기 x

마드리갈에서 결혼식의 주인공인 두 연인을 표현한 “e con ardente

face”(그리고 그 빛나는 얼굴로)의 선율에서도 판타지아와의 연관성이

나타난다. 로레의 선율 중 시작하는 첫 세 음의 진행이 주제 선율 e에

차용되었다. 2도 상행 후 3도 하행 도약하는 이 동기 y는 주제 선율 e의

첫 세 음에서 출현한다.(<악보 128>과 <악보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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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8> 로레, “Cantiamo lieti il fortunato giorno”, 마디 14-20

동기 y

<악보 128-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3번, 주제 선율 e

동기 y

종합해보면, 판타지아 43번에는 로레의 5성부 마드리갈 “Cantiamo

lieti il fortunato giorno”에서 차용된 음악적 요소들이 들어있다. 판타지

아에 등장하는 주제 선율 중 일부에서는 마드리갈 인시피트이자 시의 핵

심 단어인 “Cantiamo lieti”에 붙여진 로레의 선율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시에서 축복받는 대상인 남녀를 상징하는 구절에 사용된 로레의 음

악적 동기가 푸가 선율에 차용되었고 이로써 마드리갈의 시적 메시지가

판타지아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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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r. 44 Io vivo in amoroso fuoco

판타지아 44번의 제목 “Io vivo in amoroso fuoco”(나는 사랑 가득한

불꽃 속에 사네)는 베키의 4성부 칸초네타 “Vivo in foco amoroso”(사랑

가득한 불꽃 속에 살면) 인시피트와 동일하다. 벌텐쇼는 두 곡의 제목이

동일하지만 음악적으로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144)

베키의 칸초네타 외에도 판타지아 44번 제목과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

진 곡으로 제노베제의 <3성부를 위한 칸초네타 2권>(Canzonette a tre

voci libro secondo, 1600)에 실린 “Vivo in foco amoroso”가 있다. 제노

베제가 칸초네타에서 사용한 가사는 베키의 칸초네타 가사와 동일하며

이는 과리니 시를 바탕으로 하였다.

Vivo in foco amoroso,

Non crudel, non penoso,

Ch'ard'e non coce,

e tanto alletta e piace

Quant'ha salut'e pace.

사랑 가득한 불꽃 속에 살면

잔인함도 괴로움도 없이

모두 타버리고

기쁨과 환희만이

위안과 평화만이 존재하네.

제노베제 칸초네타는 AB 형식이며 3성부 폴리포니 텍스쳐로 되어 있

다. A 부분을 시작하는 테너 1 선율 “Vivo in foco amoroso”와 B 부분

을 시작하는 테너 2 선율 “Ch'ard'e non coce, e tanto alletta e piace

Quant'ha salut'e pace”은 아치형의 선율 유형을 공통적으로 가진다. A

부분 테너 1 선율은 B에서 D까지 3도 순차 상행 후 3도 상행 도약 후 3

도 순차 하행하는 진행하며 B 부분 테너 2 선율 진행은 A-B-C-B-A-G

로 아치형이다.(<악보 129>)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g도 이 두 선율의

유형과 유사하다. 주제 선율 g는 3도 순차 상행 후 3도 도약하여 3도 순

차 진행함으로써 아치형이다.(<악보 129-1>) 제노베제가 공통된 선율

144) Bertenshaw,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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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사용한 가사는 “사랑 가득한 불꽃 속에 살면”과 “모두 타버리고

기쁨과 환희만이 위안과 평화만이 존재하네”로 이 두 구절은 각각 조건

절과 주절 관계로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서로 연관

된 두 선율의 진행은 주제 선율 g에서 재현되었다.

<악보 129> 제노베제, “Vivo in foco amoroso”

a. A 부분, 테너 1 선율, 마디 1-3

b. B 부분, 테너 2 선율, 마디 6-10

<악보 129-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4번, 주제 선율 g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에는 칸초네타에서 사용된 단편적인 음악적 동

기들이 반영되어 있다. 칸초네타 A 부분 중 테너 1과 테너 2의 “non

crudel”에서 3도 순차 상행하는 동기 x는 판타지아에서 여러 푸가 선율

에서 등장한다. 판타지아 주제 선율 f의 3도 하행에도 동기 x의 전위 형

태가가 반영되었다. 베이스에서 진행하는 “non crudel”은 3도 하행 도약

후 2도 하행하는 동기 y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f의 첫 세 음에서 역행 형태로 등장한다.(<악보 130>과 <악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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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0> 제노베제, “Vivo in foco amoroso”, 마디 3-5

동기 x

동기 y

<악보 130-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4번, 주제 선율 f

동기 y' 동기 x'

판타지아 44번에는 제노베제가 과리니 가사에 붙인 선율과 동기가 두

개의 푸가 선율에서 압축적으로 표현되었다.

<표 35> 제노베제의 음악적 요소와 코프라리오의 선율 관계

시 제노베제 코프라리오

사랑 가득한 불꽃 속에 살면
① 동기 x, 동기 x'

② 아치형 선율
→ 주제 선율 g

모두 타버리고 기쁨과 환희만이

위안과 평화만이 존재하네.
아치형 선율

잔인함도 없이
동기 x

동기 y
→ 주제 선율 f

종합해보면, 판타지아 44번 “Io vivo in amoroso fuoco”는 제노베제 3

성부 칸초네타 “Vivo in foco amoroso”에서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코

프라리오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에서 내용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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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에 사용된 칸초네타의 선율을 차용하였다. 또한 제노베제의 특정 동

기들을 주제 선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하였다.

(16) Tr. 45 Dove il liquido argento

여러 필사본들의 기록에 따르면 판타지아 45번은 두 개로 기록되어

있다. 트레지안 필사본과 Z3.4.7-12 필사본145)에는 “Dove il liquido

argento”(은빛 물이 있는 곳)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EL25

A46-51 필사본에서는 “Fuggendo mi strugge”(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라)라는 제목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Fuggendo mi strugge”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판타지아 38번의 제목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146) 이에 판타

지아 45번 제목은 “Dove il liquido argento”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판타지아의 제목 “Dove il liquido argento”과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

진 성악곡은 없다. 그러나 벌텐쇼는 판타지아 45번이 에레미타의 5성부

마드리갈 “Fuggi se sai fuggire”(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을 바탕으

로 작곡된 것임을 주장하였다.147) 이러한 그의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오류가 있다. 첫째, 그는 이미 판타지아 38번의 원작으로 이미 에레미타

마드리갈을 밝힌 바 있다.148) 둘째, 에레미타 마드리갈 제목과 판타지아

제목 “Dove il liquido argento” 사이에 내용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전

혀 없다. 이러한 오류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판타지아 45번의 출

처가 에레미타의 마드리갈이라고 주장한 것은 “Dove il liquido argento”

과 관련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을 찾지 못해서 내린 결론으로 추정된

145) Dublin Arhbishop Marsh's Library MSS Z3.4. 7-12.

146) 코프라리오는 에레미타의 5성부 마드리갈 “Fuggi se sai fuggire”를 바탕으로 판타

지아 38번을 작곡하였다. 이는 에레미타의 마드리갈의 각 부분에 등장하는 음악적

동기들이 판타지아에서 주제 선율뿐만 아니라 에피소드의 모방적 선율에서도 차용

된 것을 통해 확인하였다.

147) Bertenshaw, 182.

148) 벌텐쇼는 그의 논문에서 판타지아 38번과 에레미타의 마드리갈 “Fuggi se sai

fuggire”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곡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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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타지아 제목 중 단어 “liquido”가 인시피트에 들어있는 곡으로 가스

톨디의 “Al mormorar de liquidi cristalli”(출렁이는 크리스탈 빛 물가에

서)149)가 있다. 가스톨디의 마드리갈은 포이보스(Phoibos)의 탄생을 축하

하며 님프들과 양치기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노래하며 축제를 벌이

는 내용이다.

Al mormorar de liquidi cristalli

Che lenti si movean tra verdi valli

Vaghe Ninfe e Pastori

Dicean con canti allegri alti e sonori

Che facean ribombar l’'aere d’'intorno:

Felic' e lieto giorno

Che pose Febo al mondo

A si bel’' alma il pondo

Scesa quà giù da li celesti chori:

출렁이는 크리스탈 빛 물가에서

푸르른 계곡을 지나 천천히 움직이는,

희망에 가득찬 님프들과 양치기들이

행복하게 크고 우렁차게 노래하네

그 노래는 하늘을 울려퍼지게하네

“오늘은 행복하고 기쁜 날이네

포이보스가 탄생한 그런 날

맑은 영혼 하나가 지구로 내려왔네

하늘 위에서 내려온 천상의

합창단으로부터

판타지아 45번은 구조적인 면에서 그의 다른 5성부 판타지아 곡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의 대부분 판타지아 곡들은 푸가 부분으로 시

작한다. 반면 판타지아 45번의 경우, 판타지아 21번처럼 일종의 도입부로

곡이 시작하고 이후에 푸가와 에피소드가 교대로 나타나는 구조이다.

149) 이 곡은 <도리스의 승리>(Il Trionfo di Dori)에 실려 있다. <도리스의 승리>는

1592년 안젤로 가르다노(Angelo Gardano, 1540∼1611)에 의해 출판되었으며 아네

리오, 카바치오, 가스톨디, 레오네, 마렌치오, 몬테, 팔레스트리나, 베키 등 여러 작

곡가들이 남긴 총 29개의 마드리갈을 수록하고 있는 악보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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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판타지아 45번의 구성

I

도입부

A

푸가

B

푸가

C

푸가

선율 1

선율 2

선율 3

선율 4

∼ 주제 선율 a ∼ 주제 선율 b ∼ 주제 선율 c

도입부에서는 주제 선율이 아닌 단편적인 모방적 선율 1∼4가 등장한

다. 이어지는 세 푸가 부분에서는 각각 하나의 주제 선율이 등장한다.

가스톨디 마드리갈은 처음 열두 마디 동안 선율 “Al mormorar de

liquidi cristalli”가 여섯 성부를 통해 모방대위적으로 진행한다. 이 선율

은 연속적인 3도 도약하는 동기 x로 시작한다.(<악보 131>) 동기 x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c에서도 등장한다. 주제 선율 c에서는 동기 x의

G-B♭-D 진행 중 B♭과 D 사이에 짧은 음가로 된 C가 삽입되어 장식

적인 선율로 변형되었다.(<악보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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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1> 가스톨디, “Al mormorar de liquidi cristalli”, 시작 선율

동기 x

<악보 131-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5번, 주제 선율 c

동기 x

마드리갈 중 선율 “Che lenti si movean”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b

와 연관되는 점을 가진다. 가스톨디의 선율은 모방 대위적으로 진행하며

이 중 첫 네 음은 4도 상행 도약-3도 하행 도약-4도 상행 도약하는 동

기 y로 구성되었다.(<악보 132>) 이 동기 y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b

의 첫 네 음에서 전위 형태로 나타난다.(<악보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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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2> 가스톨디, “Al mormorar de liquidi cristalli”, 마디 12-20

동기 y

<악보 132-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5번, 주제 선율 b

동기 y'

마드리갈에서 가사 “vaghe Ninfe e Pastori”에 붙여진 선율 중

“vaghe”(희망에 가득 찬)에 등장하는 8분음표 음형 구성의 동기 z는 여

러 성부에서 모방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 일부

에 등장한다.(<악보 133>과 <악보 133-1>)



- 255 -

<악보 133> 가스톨디, “Al mormorar de liquidi cristalli”, 마디 23-29

동기 z

<악보 133-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5번, 주제 선율 a

동기 z

한편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외에도 도입부에 등장하는 모방적 선율에

서도 마드리갈과 관련된 요소들이 있다. 마드리갈에서 선율 “scesa qua

giù da li celesti chori”에서 세스토를 제외한 나머지 성부들의 진행은

판타지아의 선율 1과 유사하다. 세스토의 진행은 판타지아의 선율 2와

유사하다.(<악보 134>와 <악보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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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4> 가스톨디, “Al mormorar de liquidi cristalli”, 마디 53-58

<악보 134-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5번

a. 선율 1

b. 선율 2

판타지아 45번 “Dove il liquido argento”에는 가스톨디의 6성부 마드

리갈 “Al mormorar de liquidi cristalli”에 등장하는 여러 음악적 요소들

이 반영되었다. 철저한 모방 대위 양식으로 구성된 가스톨디의 마드리갈

은 판타지아 45번에서 기악적으로 재구축되었다. 판타지아 45번 제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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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님프들과 양치기들이 “크리스탈 빛 물가에서” 행

복한 축제를 벌인다는 것이다. 판타지아에서 ‘은빛 물’은 곧 마드리갈 인

시피트에 등장하는 크리스탈 빛 물을 상징한다.

(17) Tr. 46 Occhi miei con viva speme

이 곡의 제목 “Occhi miei con viva speme”(생생한 희망을 가진 나

의 눈)과 동일한 인시피트를 가진 성악곡은 없다. 그러나 판타지아 제목

중 주어에 해당하는 “Occhi miei”(나의 눈)이 인시피트에 포함된 네 곡

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곡으로 아르카델트의 <4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1

권>(Il primo libro dei madrigali a quatro voci, 1539)에 실린 “Occhi

miei lassi”(나의 지친 눈이)와 “O felici occhi miei”(오 나의 행복한 눈),

팔레스트리나의 <3성부를 위한 음악 작품집>(Ghirlanda di fioretti

musicali a tre voci, 1588), “Ahi, che quest'occhi miei ch'erano lieti”

(아, 행복했던 나의 이 눈이여), 루지에로 죠바넬리(Ruggiero Giovanelli,

c.1560∼1625)의 <5성부를 위한 마드리갈집 2권>(Il secondo libro dei

madrigali a cinque voci, 1593)에 실린 “Occhi miei che miraste”(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눈)이 있다.

위 네 성악곡들 중 아르카델트의 “Occhi miei lassi”와 팔레스트리나

의 마드리갈은 시작 선율에서 판타지아 46번과 연관되는 특징들이 있다.

아르카델트의 마드리갈에서는 첫 세 음 “Occhi miei”가 동일한 음정에서

리듬형 ���로 진행하며, 팔레스트리나의 마드리갈에서는 감탄사

“Ahi” 다음에 등장하는 선율 “che quest'occhi”은 동일한 음정에서 리듬

형 �♪♩♩(�♩♩)로 진행한다.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은 동일한 음에서

리듬형 ♩♪♪로 시작하여 아르카델트와 팔레스트리나의 시작 동기와 유

사하다. 그러나 아르카델트 마드리갈과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사이의 연

관되는 음악적 요소는 시작 선율에서 사용된 동기가 전부이지만 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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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나 마드리갈에서는 이외에도 판타지아와 연관되는 특징들이 있다.

팔레스트리나의 마드리갈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

했던 순간이 이별로 인해 고통으로 바뀐 상황을 한탄하는 슬픔의 노래이

다.

Ahi, che quest'occhi miei ch'erano lieti

Son diventati fonti di dolore,

Che versan giorno e notte amaro umore.

Ahi, che questo mio cor che fu felice

è ora oppresso di si gran martire,

ch'eleggerei per minor mal morire.

아 나의 행복했던 이 눈은

고통의 분수가 되었네

밤낮으로 쓴 눈물이 흐르네

아, 행복했던 나의 심장이

큰 고통으로 덮어졌네

나는 고통을 덜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하네

가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행복했던 눈은 고통의 분수가 되고, 행복

했던 심장은 고통으로 덮이기에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화자는

죽음을 선택하기로 한다.

팔레스트리나는 마드리갈에서 선율 “ch'erano lieti”(행복했던)와 “Son

diventati fonti di dolore”(고통의 분수가 되었다)에서도 인시피트에 사용

되었던 동기를 사용하였는데 이처럼 하나의 동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가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악보 135>) 동기 x가 사용된 가사의

흐름을 보면 “나의 이 눈”은 “행복”했었지만 “고통”으로 가득 찬 상태로

변한 화자의 심리 변화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을 상징하는 팔레

스트리나의 동기 x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a에서 1/2 음가로 차용됨으

로써 시적 내용이 함축적으로 반영되었다.(<악보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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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5> 팔레스트리나, “Ahi, che quest'occhi miei ch'erano lieti”,

마디 1-12

동기 x

동기 y

<악보 135-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6번, 주제 선율 a

동기 x 동기 y

선율의 진행 면에서 팔레스트리나의 선율 “Son diventati fonti di

dolore”는 판타지아와의 주제 선율 a와 유사하다. (<악보 135>와 <악보

135-1>) 마드리갈에서는 3도 상행 도약-4도 하행 도약-3도 상행 도약-4

도 하행 도약-3도 상행 도약하는 진행(동기 y)을 하는데 이 중 두 번째

반복되는 3도 상행 도약과 4도 하행 도약을 생략하면 주제 선율 a의 진

행과 유사하다. 코프라리오의 주제 선율 a에서는 팔레스트리나의 선율

진행에 사용된 리듬이 다양하게 변형되었고 선율 진행 일부가 생략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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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팔레스트리나의 선율 “Che versan giorno e notte amaro umore”(밤

낮으로 쓴 눈물이 흐른다)에서 사용된 동기 z는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 b

에서 차용되었다. 팔레스트리나의 선율 “notte amaro umore”는 D-B♭

-C-E♭-D로 진행하는데 코프라리오의 주제 선율 b에서는 이의 역행 형

태로 변형되었다.(<악보 136>과 <악보 136-1>)

<악보 136> 팔레스트리나, “Ahi, che quest'occhi miei ch'erano lieti”,

마디 13-16

동기 z

<악보 136-1>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6번, 주제 선율 b

동기 z'

팔레스트리나의 마드리갈은 사랑의 고통과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

음을 택하고자 하는 화자의 이야기이다. 마드리갈의 가사에 등장하는 눈

은 한 때 행복했지만 ‘고통의 눈물을 쏟는 눈’으로 묘사된다. 내용면에서

보면 두 곡에 등장하는 눈은 판타지아 제목 “생생한 희망을 가진 눈”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판타지아 제목은 마드리갈 인시피트 “아 나의 행복

했던 이 눈은”과 의미가 상통하며, 고통이 아닌 행복과 희망에 가득 차

있던 과거의 눈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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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폴리오 145r∼153v의 분석 결과

트레지안 필사본의 폴리오 145r∼153v에 실린 판타지아들을 분석해

본 결과, 17개의 판타지아는 제목이 붙여진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

로 분류된다. 첫째,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 인시피트가 변형 없

이 판타지아 제목에 사용된 곡들로 8개의 판타지아가 이에 해당한다. 판

타지아 31번 제목은 피오리노의 “Per far leggiadra sua vendetta”, 판타

지아 33번 제목은 에레미타의 “O misero mio core”, 판타지아 34번 제목

은 베키의 “Gitene ninfe”, 판타지아 37번 제목은 베르트의 “D'un si bel

foco”, 판타지아 38번 제목은 에레미타의 “Fuggi se sai fuggire”, 판타지

아 40번 제목은 패치의 “Dolce tormento”, 판타지아 42번 제목은 아네리

오의 “Quando la vaga Flori”, 판타지아 43번 제목은 로레의 “Cantiamo

lieti”를 바탕으로 하였다.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곡들 중에서 성악곡에서 핵심이 되는 가사에

붙여진 선율과 동기가 활용된 곡들이 있다. 예를 들면, 판타지아 40번은

패치의 마드리갈의 핵심 소재인 ‘달콤한 고통’을 푸가 선율에서 상징적으

로 나타냈다. 코프라리오는 ‘달콤한’과 ‘고통’이라는 반어적 표현을 패치

가 사용한 동기를 통해 주제 선율에 반영하였다.

둘째,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 인시피트를 바탕으로 변형하거

나 단어의 가감을 통해 제목이 각색된 곡들로 8개의 판타지아가 있다.

판타지아 30번 제목 “Nel sen della mia Margherita”는 카바치오의 “La

virginella Clori, nel sen del caro Aminta”에 등장하는 “nel sen del”이

활용되었고 아민타 대신에 마르게리타로 변형되었다. 판타지아 32번 제

목 “Deh cara anima mia”는 바싸노의 “O dolce vita mia” 감탄사 “O”를

“Deh”로, “vita mia”를 유사한 의미를 가진 “anima mia”로 변형하였다.

판타지아 36번 제목 “Se mi volete morto”는 제주알도의 “Se la mia

morte brami”에 등장하는 “se”, “mi”, “morte”를 바탕으로 재조합된 것이

다. 판타지아 39번 제목 “La primavera”에서는 몬테베르디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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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vera”에서 감탄사 “O”를 정관사 “La”로 변형되었다. 판타지아 41번

제목 “Ingiustitia d'Amore”는 알베르티의 “Dal mio bel lauro Amore”에

등장하는 “Amore”를 바탕으로 마드리갈 내용에 맞게 새롭게 붙여졌다.

판타지아 44번 제목 “Io vivo in amoroso fuoco”는 제노베제의 “Vivo in

foco amoroso”에 단어 “Io”가 추가되고 재구성되었다. 판타지아 45번

“Dove il liquido argento”는 가스톨디의 “Al mormorar de liquidi

cristalli”에서 “luquidi”를 활용하여 마드리갈 내용에 맞게 새로운 판타지

아 제목이 붙여졌다. 판타지아 46번 제목 “Occhi miei con viva speme”

는 팔레스트리나의 “Ahi, che quest'occhi miei ch'eran lieti”에서 단어

“occhi”와 “miei”를 활용하여 재구성된 것이다.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곡들 중에서도 성악곡에서 핵심이 되는 가사

에 붙여진 선율과 동기가 활용된 곡들이 있다. 예를 들면, 판타지아 39번

은 봄으로 상징된 아름다운 여인과 세월의 흐름을 겪고 변해버린 화자의

모습을 몬테베르디가 사용한 음악적 요소를 반영하여 표현하였다. 판타

지아 41번은 알베르티가 마드리갈에서 내용적 핵심이 되는 가사에 사용

한 음악적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판타지아 제목이자 시의 주제인

‘공평하지 않은 사랑’에 사용된 동기가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에 등장함으

로써 알베르티의 메시지가 강조되었다. 판타지아 44번은 시에서 내용적

으로 연결되는 구절에 사용된 음악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나의 주제 선율

이 구성되었다.

셋째,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 가사가 변형 없이 판타지아 제

목에 사용된 곡으로 1개의 판타지아가 있다. 판타지아 35번 제목

“Ohime la gioia è breve”은 베키의 “Mentre io vissi in dolore”에 등장

하는 4연 1행 가사와 동일하다. 판타지아 35번에서도 성악곡에서 핵심이

되는 가사에 붙여진 선율이 활용되었다. 판타지아의 음악적 발상이 된

베키의 두 칸초네타는 ‘기쁨은 금방 지나간다’와 ‘고통은 오래 간다’라는

두 상반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절에 사용된 선율적 요소를 푸

가 선율에 차용함으로써 칸초네타의 내용을 기악적으로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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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아에 성악곡의 구조적 특징이 반영된 곡들도 있었다. 판타지아

33번은 에레미타 마드리갈의 각 부분에서 등장하는 음악적 동기들을 판

타지아의 여러 푸가 부분의 주제 선율과 주요 선율에 적용하였다. 이 때

마드리갈의 각 부분별 동기와 판타지아의 각 부분별 주제 선율이 완벽하

게 1:1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마드리갈의 주요 동기

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판타지아 46번은 팔레스트리나 마드리갈에

등장한 동기들이 순서대로 판타지아의 주제 선율에 차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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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논의를 통해 코프라리오의 판타지아가 동시대 이탈리아 성악곡으

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그의 판타지아 개별 작품에서 다양한 방식

으로 재현되었음을 밝혔다. 그의 판타지아는 서로 전혀 다른 형태와 장

르인 이탈리아 세속 성악 음악과 영국의 기악 판타지아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줌으로써 음악사적으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였

다.

코프라리오의 판타지아는 이탈리아 마드리갈과 칸초네타를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다. 코프라리오는 이탈리아의 후기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

는 두 성악 장르에 담긴 음악적 아이디어를 반영하였다. 그의 46개 판타

지아 중에서 마드리갈을 바탕으로 한 곡은 31개, 칸초네타를 바탕으로

한 곡은 15개로150), 마드리갈로부터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는 주로

모방대위적 텍스쳐로 구성된 마드리갈이 푸가적 양식의 판타지아를 작곡

하는 데 큰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모포니 텍스쳐가 지배하

는 칸초네타로부터는 곡에 등장하는 지배적인 선율을 차용하여 판타지아

작곡에 여전히 반영하였다.

한편, 장르 구분 없이 성부별로 정리해보면, 그가 모델로 한 성악곡은

2성부 구성이 1개, 3성부 구성이 8개, 4성부 구성이 8개, 5성부 구성이

25개, 6성부 구성이 4개로, 5성부 구성의 성악곡이 대부분의 판타지아 모

델이 되었다. 이는 코프라리오가 5성부 텍스쳐로 된 성악곡을 판타지아

성부 구성의 기본적인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이탈리아어 표제가 붙은 그의 판타지아는 5성부 전곡에서 나타난다.

150) 판타지아 15번, 16번, 24번에 해당하는 성악곡은 ‘빌라넬라’로 명시되어 있지만,

1580년 이후 칸초네타와 빌라넬라가 장르적으로 구분 없이 불렸기 때문에 이 두

곡을 칸초네타로 묶었다. 또한 판타지아 31번에 해당하는 성악곡은 ‘칸초넬레’로 명

시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통용된 고유 명칭이 아니므로 칸초네타와 같은 카테고리

로 분류하였다.



- 265 -

코프라리오가 판타지아의 배경으로 삼은 마드리갈과 칸초네타 곡들은

16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총 28명의 작곡가들의 산물이다. 그의 46개 판

타지아 중 마렌치오와 베키의 작품이 각각 5개로 가장 많으며, 몬테의

작품이 4개, 제주알도와 에레미타의 작품이 각각 3개, 팔레스트리나, 아

그레스타, 아네리오의 작품이 각각 2개이며 나머지 20명의 작곡가들의

작품은 1개씩 있다. 마렌치오, 제주알도, 팔레스트리나, 몬테, 아그레스타

는 당시 손에 꼽는 마드리갈의 대가였으며, 베키와 에레미타는 그들의

칸초네타 작품들로 명성을 떨쳤다. 16세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성악 음

악 작곡가들의 작품은 영국 작곡가 코프라리오에게 판타지아를 탄생시키

는 데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작품별 분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들로 요약된다.

첫째, 개별 판타지아 제목은 모두 성악곡 가사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는 네 가지 유형에 기반을 둔다. 유형 A는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의 인시피트를 변형 없이 빌린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판타지아는

총 22개로 코프라리오 5성부 판타지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들은

모두 제목에서 판타지아의 배경작(作)을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

를 제공하며 배경이 되는 성악곡과의 연관성이 음악에서도 명확히 나타

난다. 유형 A의 곡들은 대부분 성악곡의 시작 선율과 성악곡의 배경이

되는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이 리듬적 또는 선율적으로 유사하였다. 코프

라리오는 성악곡의 인시피트에 붙여진 선율을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에

차용함으로써 두 곡의 긴밀한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유형 B는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의 인시피트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각색한 것이다. 인시피트의 변형은 성악곡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

며 어순이나 단어의 가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새롭게 각색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해당하는 판타지아는 총 16개로, 유형 A 다음으로 코프

라리오의 5성부 판타지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형 B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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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들도 유형 A에서처럼 성악곡의 시작 선율과 성악곡의 배경이 되는 판

타지아의 시작 선율이 리듬적 또는 선율적으로 유사한 것들이 대부분이

다. 코프라리오는 성악곡의 인시피트로부터 변형한 구절을 판타지아의

제목에 사용하였지만 성악곡의 인시피트에 붙여진 선율을 판타지아의 시

작 선율에 여전히 반영한 것을 보여주었다.

유형 C는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의 인시피트가 아닌, 가사

중 일부를 변형 없이 빌린 것이다. 코프라리오는 인시피트가 아닌 가사

일부에 해당하는 어절을 차용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을 드러냈지만 해당 성악곡의 음악적 요소들을 판타지아에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여전히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단, 유형 C에

해당하는 곡들은 유형 A와 B 곡들과 달리,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과 이

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 간의 시작 선율이 일치하지 않았다.

유형 D는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의 인시피트가 아닌, 가사

중 일부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각색한 것이다. 가사의 변형은 성악곡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어순이나 단어의 가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새

롭게 각색된 형태로 나타난다. 유형 D에 해당하는 곡은 총 4개로, 유형

C와 유사한 비중을 차지한다. 판타지아 7번을 제외하고 유형 D에 해당

하는 곡들은 모두 유형 C에서처럼 판타지아의 시작 선율과 이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 간의 시작 선율이 일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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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코프라리오 판타지아의 제목이 붙여진 방식 유형별 분류

번호 판타지아 제목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1 Crudel perché ○

2 Io son ferito amore ○

3 Rapina l'alma ○

4 Lume tuo fugace ○

5 Io piango ○

6 In te mio novo sole ○

7 Del mio cibo amoroso ○

8 In voi moro ○

9 Luci beate et care ○

10 Al primo giorno ○

11 Chi pue mirarvi ○

12 Lucretia mia ○

13 Illicita cosa ○

14 Dolce mia vita ○

15 Passa madonna ○

16 Cresce in voi ○

17 Voi caro il mio contento ○

18 Alma mia tu dicesti ○

19 Caggia fuoco dal cielo ○

20 Fugga dunque la luce ○

21 O sonno della mia morte ○

22 Dolce ben mio ○

23 Qual vaghezza ○

24 Credemi ○

25 Ite leggiadra rime ○

26 De la mia cruda sorte ○

27 Dammi o vita mia soccorso ○

28 Si maledetto amore ○

29 Ninfa crudele ○

30 Nel sen della mia Margherita ○

31 Per far una leggiadra vendetta ○

32 Deh cara anima mia ○

33 O misero mio core ○

34 Gitene ninfe ○

35 Ohime la gioia è breve ○

36 Se mi volete morto ○

37 D'un si bel fuoco ○

38 Fuggi se sai fuggire ○

39 La primavera ○

40 Dolce tormento ○

41 Ingiustitia d'Amore ○

42 Quando la vaga Flori ○

43 Lieti cantiamo ○

44 Io vivo in amoroso fuoco ○

45 Dove il liquido argento ○

46 Occhi miei con viva speme ○

합 계 22 1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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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코프라리오가 판타지아에 제목을 붙인 네 가지 유형들을 통

해, 그의 개별 제목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성악곡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

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코프라리오는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

는 성악곡의 가사 내용을 그의 판타지아에 철저히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간접적 판타지아”라는 개념을 언급한 벌텐쇼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벌텐쇼

는 코프라리오 5성부 판타지아를 직접적 판타지아와 간접적 판타지아로

분류하였다. 직접적 판타지아의 예로 판타지아 19번, 33번, 38번을 언급

했는데 이들은 모두 각 판타지아와 이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의 인시피트

가 완전히 일치하였다. 동시에 판타지아는 해당 성악곡으로부터 음악적

요소들을 차용하였다. 한편 간접적 판타지아는 판타지아의 제목과 내용

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 성악곡으로부터 인시피트를 차용하고 해당 성

악곡의 음악적 요소들을 반영한 것을 말하며 벌텐쇼는 이에 해당하는 예

로 판타지아 45번을 지목하였다. 그는 판타지아 45번 “Dove il liquido

argendo”가 내용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 에레미타의 “Fuggi se sai

fuggire”로부터 음악적 아이디어를 차용함으로써 코프라리오가 판타지아

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바르

텐쇼의 간접적 판타지아 개념에 해당하는 예시는 없다. 이는 유형 A∼D

의 모든 예시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판타지아의 제목은 배경이 되는 성

악곡의 가사 내용을 반영한다.

둘째, 코프라리오 판타지아에서는 이탈리아 성악곡에서 핵심이 되는

가사에 붙여진 선율이나 음악적 동기가 활용되었다. 이는 주로 판타지아

의 뼈대 역할을 하는 푸가 주제 선율에서 나타났다. 코프라리오가 그의

개별 판타지아에 차용한 성악곡의 음악적 재료들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

니라 철저히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었다. 판타지아의 배경이 되는 성악곡

으로부터 빌려온 선율이나 음악적 동기는 그의 주제 선율에서 함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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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진 것으로 발현되었다. 코프라리오의 판타지아는 텍스트의 의

미를 기악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인 것이다.

셋째, 코프라리오 판타지아에는 이탈리아 성악곡의 구조적 특징이 반

영되었다. 이는 성악곡의 형식이나 텍스쳐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나거나

성악곡의 각 부분에 등장하는 음악적 요소가 이에 대응되는 판타지아 부

분에 차용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46곡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 탐색해

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코프라리오가 판타지아를 작곡

하게 된 원동력이 동시대 유행했던 마드리갈과 칸초네타였으며 여기에

등장한 가사 내용, 선율, 음악적 동기, 구조적 특징들이 판타지아를 구축

하는 음악적 발상이 되었음을 밝혔다. 코프라리오는 이탈리아어 표제가

붙은 다수의 판타지아 작품을 작곡함으로써 기악적 마드리갈이라는 부수

장르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업적을 남긴 작곡가이다. 기악적 마드리갈은

최근 음악 학계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장르이나 이 장르와 관련된

작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

르는 판타지아 제목에 이탈리아 성악 음악 가사 일부를 빌려온 음악으로

표면적으로 정의되어 왔다. 핀토는 코프라리오 판타지아 제목과 동일한

성악곡 인시피트를 찾아냄으로써 기악적 마드리갈을 정의할 수 있는 실

마리를 제공하였고, 벌텐쇼는 판타지아와 그 제목과 관련된 성악곡을 일

부 비교 분석하여 두 장르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시도를 하였으나 두 학

자의 연구는 코프라리오 5성부 판타지아 전곡이 기악적 마드리갈 장르에

해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줄 사례가 부족하였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기악

적 마드리갈을 대표하는 코프라리오 판타지아가 16∼17세기 성악 음악과

음악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밝힘으로써 기악적 마드리갈의 의미

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16∼17세기 이탈리아 성악곡은 다양한 방식으로 코프라리오의 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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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아에 영향을 주었다. 코프라리오의 판타지아를 구성하는 짧은 주

제 단위인 ‘판타지아’는 동시대 성악곡에서 기인하였다. 그의 판타지아

작품들은 성악곡으로부터 고안된 판타지아를 자유롭게 변형하여 모방대

위적인 양식으로 엮은 기악곡이다. 동시대 이탈리아 성악곡을 다양한 방

식으로 재현한 코프라리오는 성악곡에 근거한 음악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영국 판타지아를 발전시켰다.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은 코프라리오 비올 판타지아에서 이탈리아어

제목이 가지는 의미를 밝힌 본 논문은 16∼17세기 이탈리아 성악음악과

그의 판타지아 작품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

인 근거를 제시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이 시기 영국을 대표하는

코프라리오의 개별 판타지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영국음악사에서 판타지

아의 위상을 재평가하는 장을 마련해 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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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John Coprario's

five-part viol fantasias and Italian vocal music. Each of Coprario's

forty-six five-part fantasias are given Italian titles based on the texts

of Italian madrigals and canzonettas. Coprario is the key figure who

established the specific musical genre, "instrumental madrigal," putting

Italian titles on viol consort fantasia that were independently

developed exclusively in England. The fact that Coprario whose main

musical background was England gave Italian, not English titles to

the very English genre of viol fantasias provides an important clue

toward deducing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fantasias and Italian

vocal music.

This paper analyzes every one of the forty-six five-part viol

fantasias which all have Italian titles. Although Coprario's own

original copy does not exist, there are several secondary sources that

transcribed his fantasias. The Tregian manuscripts(1609-1619)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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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as the basis for this paper. The Tregian manuscripts cover a

wide breath of the important vocal and instrumental music in the

16th-and-17th century, and include Coprario's forty-five fantasias..

The titles of Coprario's five-part fantasias are directly derived

from certain line of Italian vocal music verbatim or changed into

similar lines by adding or reducing words or changing the word

order. I categorize his fantasias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how

their titles were given. Furthermore, I examine how his fantasias

reflect the elements of vocal music.

In order to identify each vocal piece from which each fantasia was

composed, I first identify the vocal pieces that pertain to the

fantasia’s title. Then I compare and examine the fantasia and the

vocal pieces to determine what kind of musical traits they share. In

my analysis, I focus on the similarities of musical phrase, motives,

and structure of fantasias and vocal music. Coprario's fantasias

reflect musical ideas from vocal music as well as textual elements,

incorporating and expressing them throughout many melodic lines of

fantasias in a diverse way. The musical elements used in the lyrics

of the vocal music that bear its most important message are

incorporated into the fantasias. Thus, the melodic lines of fantasias

become a medium for delivering symbolic meaning. This paper

provides strong support for revealing an interconnection between

Coprario's fantasias and Italian vocal music.

Keywords: John Coprario, English viol fantasia, instrumental

madrigal, Tregian manuscripts, madrigal, canzon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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