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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후기 낭만주의와 20세기 음악의 과도기에 놓인

폴란드 작곡가 시마노프스키(Karol Szymanowski, 1882–1937)의

바이올린 작품 ≪녹턴과 타란텔라≫(Notturno e Tarantella, 1915)

를 분석하고 연주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녹턴과 타란텔라

≫는 이전의 작품 양식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나

고 있어, 독특한 색채, 리듬, 화성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필자가 서울대학교 석사 졸업 연주회 프로그램

중 연주했던 한 곡으로, 20세기 초 고안된 12음 기법과는 무관하

게 조성이 확장되어 활용되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조성과는 또

다른 체계를 이해하고 연주하는 데 있어서 여러 난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작곡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이해와 연구를 위하

여 석사 졸업 논문의 주제로 택하였다.

본고는 곡의 분석에 앞서 먼저 시마노프스키의 생애와 크

게 3가지로 나뉘는 작품 시기별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의 작

품 경향과 양식에 대해 알아본 후 당시 작곡가가 받은 영향을 중

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선율, 형식 등 음악적 요소가 어떻게 나

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

반으로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지 두 가지 에디션(Universal, Int

ernational)과 여섯 명의 연주자 코간(Leonid Kogan, 1924-1982),

메뉴힌(Yehudi Menuhin, 1916-1999), 아카르도(Salvatore Accardo,

1941-), 헨델(Ida Haendel, 1928-2020), 정경화(Kyung-Wha Chung,

1948-), 마르치(Johanna Martzy, 1924-1979)의 음반의 해석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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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논하고자 한다.

그 결과 화성적 측면에서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

18),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을 비롯한 프랑스 인상주의의

음악 어법, 스페인의 민요, 춤곡 등 민속적 음악과의 영향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연주자들이 해석적 차이를 두는

부분이 인상주의적 색채를 구사하는 부분과 스페인적 춤곡을 표현

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러 해석

적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연주

자로서 바람직한 해석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

고, 또 이 곡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시마노프스키, 녹턴과 타란텔라, 인상주의

학 번 : 2016 - 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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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카롤 시마노프스키(Karol Szymanowski, 1882–1937)는 20세기

초 폴란드의 현대음악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

다.1) 같은 나라의 음악가인 쇼팽 이후로 위대하게 평가되는 그는 영 폴

란드(Young Poland)2)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폴란드 음악의 발전을 이끌

었고 더 나아가 유럽 현대음악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당시 기존

의 체제와 양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모더니즘 문학3)으

로부터 형성된 이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조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였던 작곡가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시마노프스키의 작품 양식은 크게 초기, 중기, 후기의 세 가

지 시기로 구분된다. 초기는 낭만주의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중기는 인상

주의적 특징, 후기는 민족주의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식적 변

화를 통해 그는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조화로운 어법을 구축했다.

≪녹턴과 타란텔라≫는 서로 대비되는 두 악장을 한 곡으로 결

합한 독창적인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이 곡에서 시마노프스키는 초기의

낭만주의적 작풍과 달리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19세기의 비르투

오소 음악을 나타냈다.4) 특히 이 작품은 인상주의5)와 스페인 민속음악

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면이 리듬, 음계, 화

성 등 음악적 요소에 두루 나타나 제3의 독창적인 어법을 보여주고 있

1) Nicole V. Gagné, Nicole V Gagn,『Historical Dictiona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Classical Music』, Scarecrow Press, 2011, p.225.

2) Stephen C. Downes,『The Szymanowski companion』, Taylor & Francis Group,

2015, p.299.

3) 모더니즘 문학이란 현대문학의 여러 경향 중에서 기성 문학의 형식과 관습에 대해 반

발하는 실험적인 경향의 문학을 가리킨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4) Stephen C. Downes, 위의 책, p.291-292.

5)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근대 예술운동으로서 미술에서

시작하여 문학, 음악분야까지 퍼졌다. 대표적 작곡가로는 드뷔시와 라벨 등이 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 2 -

다.

본고는 작곡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그의 생애

와 작품 전반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음악적 특징에 중점을

두면서 ≪녹턴과 타란텔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음소재(음조직), 화성,

리듬 패턴 등 음악을 이루는 여러 음악적 요소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데, 이에 있어 인상주의와 스페인 민속음악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분석에 기준을 두면서 두 가지 에디션과 여섯

연주자의 음반 비교를 통해 크게 리듬적인 측면의 해석, 악상 및 아티큘

레이션, 운지법으로 분류하여 여러 해석적 연주 방향을 탐구하며 더욱

포괄적이고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입각하여 연주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 작품만이

아닌 시마노프스키의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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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K. Szymanowski의 생애와 작품 경향

1. 시마노프스키의 생애

카롤 시마노프스키(Karol Szymanowski, 1882-1937)는 1882년

오늘날 우크라이나 영토인 키에프(Kiev) 지방의 티모쇼프카(Tymoszowk

a)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폴란드 귀족 집안으로 문화 예술적

수준이 매우 뛰어났다. 부모님이 모두 음악가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

안에는 노이하우스(Gustav Neuhaus, 1866-1942), 블루멘펠트(Felix Blu

menfeld, 1863-1931)같은 저명한 음악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마노프스

키는 지적이고 예술적인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나머지

형제, 자매들도 음악가, 화가, 시인이 되었으며6) 부모님은 아이들의 천부

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예술을 장려했다.

1889년, 7살 때, 그는 피아니스트이자 첼리스트인 아버지의 가르

침 아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엘리사벳그라드(Elisavetgrad)에 있는

음악학교를 운영하던 친척 노이하우스와 함께 이론과 작곡을 공부했다.

그는 1901년 폴란드에 위치한 바르샤바(Warsaw)로 더 많은 공부를 하

기 위해서 떠났고 그곳에서 1904년까지 노스크프스키(Zygmunt Noskow

ski, 1846-1909)에게 작곡법과 대위법을 배웠고 자비르스키(Marek Zawir

ski, 1865-1937)로부터 화성법과 관현악법을 배웠다.7) 이 시기에 그는 작

6) 첫째 누이인 안나 (Anna(Nula) Szymanowska, 1875-1951)는 화가, 형 펠릭스(Feliks

Szymanowski, 1880-1934)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여동생 스타니슬라바

(Stanisława Szymanowska-Korwin, 1884-1938)는 가수, 그리고 막내 여동생 조피아

(Zofia Szymanowska, 1893-1946)는 작가였다. Stephen C. Downes, 앞의 책 p.84-85.

7) Lantz, Lisa Elizabeth,『The violin music of Karol Szymanowski: A review of the

repertoire and stylistic features』, DMA, diss,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4,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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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안에서 쇼팽(Frederic Chopin, 1810-1849)과 스크랴빈(Alexander Scri

abin, 1872-1915)의 낭만주의 영향과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

3), 막스 레거(Max Reger, 1873-1916),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

4-1949)에 의한 후기 낭만주의의 다양한 전통을 합치려 시도했다.

바르샤바에서의 학생 시절에 시마노프스키는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음악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시마노프스키

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바이올리니스트 코찬스키(Paweł Kochański,

1887-1934)는 바르샤바 음악원의 선생님이자 아우어(Leopold Auer, 1845

-1930)를 뒤잇는 성공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고 그의 작곡의 열렬한

옹호자가 되었다. 또 다른 친구는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Arthur Rubins

tein, 1887-1982)으로 이 둘은 시마노프스키의 곡들을 북미 전역과 폴란

드, 유럽에서 함께 공연했다.

당시 폴란드 음악계의 분위기는 기존의 낭만주의 음악의 전통

성을 고수하며 변화하기를 꺼렸고 매우 보수적이었다. 이에 시마노프스

키는 회의감을 느꼈고 로지츠키(Ludomir Różycki, 1883-1953), 셀루토(A

polinary Szeluto, 1884-1966), 피텔베르그(Grzegorz Fitelberg, 1879-195

3)와 같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젊은 음악가들과 영 폴란드(Young Polan

d)라는 조직을 설립했다. 조직의 목표는 젊은 폴란드 작곡가들의 작품들

을 출반하고 새로운 폴란드 음악을 홍보하는 것이었으며 이들은 보수적

인 음악계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젊은 작곡가들은 이

조직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작곡한 곡을 출판하고 콘서트를 할 수 있었

고 시마노프스키의 초기 작품들 역시 이 단체에 의해 출판되었다. ‘영 폴

란드’는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서 1906년에 성공적인 콘서트를 열었고

여러 연주 활동을 하며 폴란드의 음악 발전에 기여했지만 내부적으로 서

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함에 따라 1906년 해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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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마노프스키는 1914년까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북아프리카와 같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하고 강한 영감을 받았는

데 이러한 방대한 여행은 그의 음악적 세계관을 확장시키며 새로운 양식

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그는 유니버설 에디션과

10년 출판 계약을 맺기도 했다.

1914년 그가 런던에 있는 동안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발

발함에 따라 그는 고향인 티모초프카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곳에서 고립

되어있는 동안 시마노프스키는 많은 감명을 받았던 이전의 여행으로부터

고대 그리스와 다른 동양 문명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키며

공부했다. 이러한 관심은 시마노프스키가 심취해있던 독일 후기 낭만주

의 음악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게 해주었다.8) 이 시기는 시마노프스키의

작곡 시기 중 중기로서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한 때였다. ≪바이올린 협

주곡≫(Violin Concerto No. 1), ≪교향곡 3번≫(Symphony No. 3), ≪신

화≫(Myths) 그리고 ≪녹턴과 타란텔라≫처럼 유명한 곡들이 탄생했는

데 이국적인 인상주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17년, 정치적 상황이 더욱 좋아지지 않았고 불셰비키 군대의

습격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시마노프스키는 엘리사벳그라드로 다시 이동

했다. 하지만 1918년에 볼셰비키가 키예프와 엘리사벳그라드를 점령한

후 공습으로 인해서 시마노프스키의 집은 파괴되었다. 몇 달 후, 볼셰비

키에 반대했던 우크라이나 중앙 의회는 독일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고 11

월 독일이 항복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그 후 1919년, 그는 다시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이주했지만 바르샤바에서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그는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진보적인 성향을 띤 그의 작품들은 보수

8) Lantz, Lisa Elizabeth, 앞의 책,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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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전통을 선호했던 폴란드의 청중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그의

많은 음악은 고향인 폴란드보다 밖에서 더 인기가 있었다. 그러던 중 19

21년 시마노프스키는 루빈스타인, 코찬스키와 미국으로 연주 여행을 가

게 되고 엄청난 호평을 받는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파리에서 스트라빈

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와 디아길레브(Sergei Diaghilev, 1872-

1929)를 만났고 러시아 음악에 대해서 감명 받아 깊은 존경을 가지게 된

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의 음악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게

이민의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다시 조국인 폴란드로 돌아왔다.

1924년부터 그는 많은 시간을 타트라(Tatra)산에 위치한 자코판

(Zakopane) 마을에서 자국의 민속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춤과 노래로부

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보냈고 이 시기의 작품은 민족주의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26년, 시마노프스키는 바르샤바 음악원의

학장으로 임명되어서 4년간 재직했다. 그는 근대화를 지향했으며 이 기

간 동안 교육적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보수파에 부딪혀 어려

움을 겪었고9) 1929년 병으로 인해 사임하도록 강요받았다. 치료를 받던

중 결국 결핵 진단을 받고 다보스(Davos)에 있는 요양소로 갔으며 이후

자코파네에 정착해서 지내다가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서 1937년 생을 마

감했다.

9) 이옥규, 위의 책,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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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경향

시마노프스키의 작품은 그가 믿었던 세계주의(cosmopolitanis

m)10)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11)에 입각하여 한 가지 경향에 머물지

않고 여러 시기를 거치며 변화했는데, 시기별로 그의 작곡 양식은 유기

적으로 발전하면서 뚜렷한 특징을 나타낸다. 그의 작곡 스타일은 인상주

의, 오리엔탈리즘, 그리고 민족주의 등 광범위한 세계의 다양한 영향을

받아들이고 예술적 진화를 겪으며 크게 초기(1898-1914), 중기(1915-191

9), 후기(1920-1934)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곡의 미적 구성에서는 영향이 없이 기능

적인 테크닉만 바뀌었다는 것인데 작곡가가 폭넓은 다양한 양식을 사용

하면서 감정적인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모더니즘(modernism)에

뿌리를 두었지만 음악의 구성과 형식은 전통성을 이어가며 언제나 이성

적이고 보수적으로 지켜지고 있었다. 즉, 그는 형식과 내용의 통일성을

지키는 반면, 현대음악의 반 로맨틱한 성격을 강조하는 새로운 작곡 기

법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적 어법을 구축하였다.

10) 국민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인류 전체를 하나의 세계의 시민으로 보며 국가의 특

유한 가치나 편견 등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상을 지칭한다. 또한 사상이나 행동반경이

국제적으로 넓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Doopedia 두산백과』, ‘코스모폴리터니즘’.

11) 국제주의는 개별 국가의 이해를 초월하여 민족 또는 국가간의 협조나 연대를 지향하

는 사상이나 운동을 가르킨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문학비평용어사전』, ‘국제주의’,

국학자료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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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목 작곡 연도

Nine Preludes for Piano, Op. 1 1899-1900

Six Songs, Op. 2 1900-1902

Variations in B♭Minor, Op. 3 1901-1903

Four Etudes for Piano, Op. 4 1900-1902

Three Fragments from Poems by Jan Kasprowicz, Op. 5 1902

1) 초기(189812)-1914)

초기는 시마노프스키가 바르샤바 음악원에서 수학하던 시기로 그

는 바로크 작곡가인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부터 고전

주의 작곡가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스크랴빈, 쇼팽까지 이르는 방대한 작곡 기법을 공

부했다.13) 초기 작품들은 쇼팽과 스크랴빈의 영향을 받아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작풍을 띠며 점차 후기 낭만주의의 색채가 나타나는데 바그너

(Richard Wagner, 1813-1883)를 비롯한 독일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받았

다. 그들이 사용했던 낭만주의 반음계적 화성 어법은 시마노프스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의 작품들 안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반

음계적 화성은 중기에 작곡된 ≪녹턴과 타란텔라≫에서도 살펴볼 수 있

다.

<표 1> 초기의 작품 목록

12) 1898년경 작곡된 《바이올린 소나타》(Violin Sonata in E Major)를 비롯한 몇몇 악

보는 소실되었거나 출판되지 않아서 현존하는 자료가 있지 않다. 하지만 그가 작곡을

시작한 시기부터 초기의 시작 연도로 기입했다. 공식적인 첫 작품은 1899년에서 1900

년 사이 작곡된 9개의 프렐류드(Nine Preludes)이다.

13) Alistair Wightman,『Karol Szymanowski His life and work』, Routledge, 1999,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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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me, Op. 6 1907

The Swan, Op. 7 1904

Piano Sonata No. 1 in C Minor, Op. 8 1903-1904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D Minor, Op. 9 1904

Variations on a Polish Folk Theme, Op. 10 1900-1904

Four Songs for Voice and Piano, Op. 11 1904-1905

Concert Overture in E Major for Orchestra, Op. 12 1904-1905

Five Songs, Op. 13 1905-1907

Fantasy in C Major for Piano, Op. 14 1905

Symphony No. 1 in F Minor, Op. 15 1906-1907

Trio for Piano, Violin and Cello, Op. 16 1907

Twelve songs, Op. 17 1907

Penthesilea, Op. 18 1908-1909

Symphony No. 2 in B♭Major, Op. 19 1908-1912

Six Songs, Op. 20 1909-1910

Piano Sonata No. 2 in A Major, Op. 21 1909

Bunte Lieder, Op. 22 1910-1911

Romance in D Major for Violin and Piano, Op. 23 1910

Love Songs of Hafiz for Voice and Piano, Op. 24 1914

Hagith, Op. 25 1912-1913

Love Songs of Hafiz for Voice and Orchestra, Op. 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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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목 작곡 연도

Symphony No. 3, Song of the Night, Op. 27 1914-1916

Notturno e Tarantella, Op. 28 1915

Métopes, Three poems for Piano, Op. 29 1915

Myth, Three poems for Violin and Piano, Op. 30 1915

Six Songs of a Fairy-tale Princess, Op. 31 1915

Three Songs for Voice and Piano, Op. 32 1915

Twelve Etudes for Piano, Op. 33 1916

Masques, Op. 34 1915-1916

2) 중기(1915-1919)

중기는 시마노프스키가 이탈리아부터 북아프리카까지 달하는 폭

넓은 세계여행을 하고 돌아온 직후였고 이 여행을 통해 강한 영감을 얻

으면서 곡의 구성과 작곡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창의적 시도를 했

다. 그는 여행 기간 중 경험했던 동양 오리엔탈리즘을 작품에 나타냈으

며 더불어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생한 라벨과 드뷔시의 인상주의에 영향

을 받아 작곡 기법에서 교회선법, 5음 음계, 온음 음계, 병진행 같은 인

상주의 기법을 사용했다. 이로써 이국적 색채가 결합되어 자신만의 독창

적인 어법을 확립했다. 오페라 ≪로저왕≫(King Roger)의 작곡을 시작했

으며 ≪교향곡 3번≫(Symphony No. 3)과 ≪바이올린 콘체르토 1번≫(Vio

lin concerto No. 1) 같은 유명한 곡들이 작곡된 시기이기도 하다.

<표 2> 중기의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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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in Concerto No. 1, Op. 35 1916

Piano Sonata No. 3, Op. 36 1916-1917

String Quartet No. 1 in C Major, Op. 37 1917

Demeter, Cantata for Voice, Choir and Orchestra,

Op. 37 bis
1917

Agawe, Cantata for Voice, Choir and Orchestra

Op. 38
1917

Three Paganini Caprices for Violin and Piano, Op.

40
1918

Four Songs from Tagore's 'The Garden', for

Voice and Piano, Op. 41
1918

Songs of the Infatuated Muezzin, Op. 42 1918

3) 후기(1920-1934)

1924년부터 시마노프스키는 폴란드에 위치한 타트라 산에서 지내

며 자국의 민속 노래와 춤을 접한 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러시

아 민속음악을 자신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접목했던 스트라빈스키와 다시

만나며 스트라빈스키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민속음악과 결합한 것

에 대해 완전히 매료되었다. 이 영향으로 후기 작품들에서는 비 조성적

음소재와 중기에 이미 사용하고 있던 선법이 나타나며 대칭적이지 않은

마디 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민속적 요소를 토대로 새로운 민속주의 양

식이 곡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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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목 작곡 연도

Mandragora, Op. 43 1920

Two Basque Songs for Voice and Piano, Op. 44 1920-1924

King Roger, Op. 46 1918-1924

Słopiewnie, Five Songs for Voice and Piano, Op. 46

bis
1921

Three Lullabies, Op. 48 1922

Children's Rhymes for Voice and Piano, Op. 49 1922-1923

Twenty Mazurkas, Op. 50 1924-1926

Prince Potemkin, Op. 51 1925

Lullaby (La Berceuse d'Aitacho Enia) for Violin and

Piano, Op. 52
1925

Stabat Mater, Op. 53 1925-1926

Seven Joyce Songs, Op. 54 1926

Harnasie, Op. 55 1923-1931

String Quartet No. 2, Op. 56 1927

Veni Creator for Soprano, Choir and Orchestra, Op.

57
1930

Twelve Kurpie Songs, Op. 58 1930-1932

Litany to the Virgin Mary, Op. 59 1930-1933

Symphony No. 4, ‘Symphonie concertante', Op. 60 1932

Violin Concerto No. 2, Op. 61 1932-1933

Two Mazurkas for Piano, Op. 62 1933-1934

<표 3> 후기의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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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K. Szymanowski ≪Notturno e Tarantella Op. 2

8≫ 작품 분석

1. 작품 배경

≪녹턴과 타란텔라≫는 그의 작곡 시기 중 중기인 1915년 작곡

된 작품이다. 몇 년간의 세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이 시기에 가장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황

태자 부부가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을 계기로 국제적 정치 상황

이 점점 악화되어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당시 시마노프스키는

런던에서 머물던 중이었는데 예정되어있던 다른 여행을 취소하고 고향인

티모초프카(Tymoszówka)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는 플라톤, 니체와 같

은 많은 문학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철학과 문학을 연구했고 그의 예술

적 창의력은 매우 고조되었다. 이 시기에는 초기와 후기에 비해 많은 작

곡이 이루어졌다.

시마노프스키는 1915년에 후원자 야로잔스키(Józef Jaroszyński)

의 사유지인 자루치(Zarudzie)와 그의 친구인 이완스키(August Iwański)

의 사유지인 Ryżawka(리자우카)에서 머무르며 ≪녹턴과 타란텔라≫를

작곡했다. 이 작품은 바르샤바에서 1920년 파울 코찬스키와(Paweł Koch

ański)와 펠릭스 시마노프스키(Feliks Szymanowski)에 의해 초연되었고

1921년 유니버설 에디션(Universal Edition)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녹턴이라는 명칭은 18세기에 이탈리아어 ‘Notturno’로 가벼운 악

곡들의 제목으로서 빈번하게 사용되었지만 1812년 아일랜드의 피아니스

트이며 작곡가인 존 필드(John Field, 1782-1837)가 서정적인 한 장르로

서 최초의 녹턴을 작곡했다.14) 19세기 들어서는 피아노 독주 음악으로

14) Maurice J.E. Brown,『Grove Music Online』,‘Nocturn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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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되었으며 쇼팽에 의해서 피아노 소품으로 완성되었다.15) 녹턴은 일

반적으로 조용하고 서정적인 선율을 나타내지만 몇몇 곡들은 다양한 분

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작품이 시마노프스키의 ≪녹턴과

타란텔라≫인데 서정적인 분위기뿐 아니라 인상주의 기법과 스페인의 민

속음악의 영향이 함께 나타나며 생동감이 넘치는 특징을 보여준다.

타란텔라는 남부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민속 춤곡으로 8분의 6박

자 또는 8분의 3박자 계통의 빠르고 경쾌한 템포를 특징으로 한다. 타란

텔라는 탬버린의 반주와 함께 연주되는데16) 이 외에도 기타, 아코디언,

만돌린, 플루트 등등 여러 악기와 함께 연주되며 음악에 맞춰 남녀가 열

정적인 춤을 추기도 했다. 19세기 중반부터 쇼팽과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베버(Carl Maria Friedrich Ernest von Weber, 1786-1826)

등에 의해 연주곡으로 작곡되어 널리 알려졌다.17) 시마노프스키의 작품

≪타란텔라≫는 그가 시칠리안(Sicilian)에 위치한 타오르미나(Taormina)

지역에서 공연되던 타란텔라 춤을 보았던 기억으로부터 작곡되었다.18)

15) 대표적인 녹턴으로는 포레(Gabriel Fauré, 1845-1924)의 ≪피아노를 위한 총 13곡의

녹턴≫(13 Nocturnes for piano),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1873-1943)의

《피아노를 위한 총 3곡의 녹턴》(Three nocturnes for piano, 1887-1888), 리스트

(Franz Liszt, 1811-1886)의 ≪꿈속에서≫(En reve, 1885)등이 있고 피아노 작품 외

다른 기악곡으로는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Bartholdy, 1809-1847)의 ≪한 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의 ≪

총 3곡의 녹턴≫(Three Nocturnes), 보로딘(Alexander Borodin, 1833-1887)의 ≪현악

4중주 2번≫(string quartet No. 2)의 3악장 등이 있다.

16) Philip D. Morehead, Bloomsbury Dictionary of Music, London, Bloomsbury pub-

lishing PLC, 1992.

17)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쇼팽의《타란텔라》(Tarantella Op. 43), 리스트의 ≪베네치아

와 나폴리≫(Venezia e Napoli) 3악장, 베버의 ≪피아노 소나타 2번≫(Piano Sonata

No. 2 Op. 70)의 4악장이 있다.

18) Alistair Wightman,『Karol Szymanowski His life and work』, Routledge, 1999,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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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상주의 영향

‘인상주의’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

어난 근대 예술운동의 한 갈래로서, 미술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음악

과 문학 분야까지 퍼져나갔다.19) 미술에 있어서 인상주의는 사실주의적

시각을 토대로 햇빛에 따라서 변하는 빛과 색에 대한 화가의 순간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회화 중심의 미술 운동이었다.20) 이 기법은

음악에서도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 작곡가인 드뷔시와 라벨이 사

용했다. 드뷔시는 독일의 낭만주의적 예술로부터 탈피하고자 했으며 당

시 인상주의 화가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작품에 투영

시키고자 했다. 인상주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기법

이 시도되었는데 우선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기능화성의 관습에서 벗어

났고 교회선법과 5음 음계, 온음 음계, 반음계적인 화음이나 병행화음을

사용하였다.

5음 음계(Pentatonic Scale)를 살펴보자면, 다섯 음으로 구성된

음계에서 4번째 음과 7번째 음을 생략한 것을 지칭하며 대부분의 동양

음악과 스코틀랜드의 음악이 이 음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21)

<악보 1> 5음 음계

이러한 5음 음계는 드뷔시의 ≪프렐류드 1권 8번≫(Prelude boo

k 1, No. 8)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 『Doopedia 두산백과』, ‘인상주의’, 2021년 5월 2일 접속

20) 이민수, 사조와 장르, “인상주의”, 2011.

21) 백병동, 『대학음악 이론, 현대음악출판사, 2007,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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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드뷔시 ≪프렐류드 8번≫ 마디 1-3, 5음 음계

또한 온음 음계(Whole tone scale)가 사용되었는데 온음 음계란

음계를 구성하는 음들이 모두 온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것은

조성에서 탈피하여 시작과 끝이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은 느낌을 준다.

이 음계는 드뷔시가 많이 사용하였고 그의 작품 ≪프렐류드 1권 2번≫

(Prelude book 1, No. 2)에서 예시를 들 수 있다.

<악보 3> 온음 음계

<악보 4> 드뷔시 ≪프렐류드 2번≫ 마디 1-4, 온음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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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5도의 병행화음 또한 인상주의 기법에서 매우 중요

한 특징 중 하나이며 이것은 전통적인 화성학에서는 금기되는 기법이었

다. 완전 음정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각 성부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음이 의미가 없이 텅 빈 느낌의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라벨과 드뷔시는

이 기법을 매우 자주 사용했으며 이 영향을 받은 시마노프스키 또한 그

의 작품 ≪녹턴과 타란텔라≫에 주되게 사용하였다.

<악보 5> 라벨 ≪바이올린 소나타 2번 1악장≫ 마디 91-96, 병행 5도

<악보 6> 드뷔시 ≪프렐류드 1번≫ 마디 23-24, 병행화성 안의 완전 5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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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페인 민속음악의 영향

19세기 말 이후 스페인의 음악 문화는 급격히 발전하였으며 자

국의 민속적 요소를 활용하며 음악 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스페인 음악의 춤곡 리듬들은 비제(Georges Bizet,

1838-1875)와 드뷔시, 라벨 같은 다른 나라의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작곡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었다.22) 시마노프스키는 드뷔시와 라벨의 음

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들로부터 이러한 스페인 민속음악의

특징 또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 음악에서 많이 나타나는 프리지아 선법은 지중해 일대부

터 동남아시아까지 세계의 곳곳에서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며 스페인 고

유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서유럽의 민속음악에서는 스페인이 유일

하게 이 선법을 사용하고 있다.23) 프리지아 선법은 어두운 느낌을 자아

내지만 열정적인 느낌 또한 나타낸다. 아래의 악보는 시마노프스키의 작

품 ≪녹턴≫의 주된 선법인 B 프리지아 선법이다.

<악보 7> B 프리지아 선법

또한 스페인에 살던 많은 집시들의 영향으로 그들이 주로 쓰던

집시음계(Hungarian scale) 또한 스페인의 민족음악에 나타나고 있다.

집시음계는 7음 음계 중에서도 음정 구조가 매우 특이한데 증2도가 두

22) 이고은,『스페인 피아노 음악에 나타난 스페인 민속춤의 지역석 특성 –리듬을 중심

으로-』,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8. p.1

23) 이현정,『19C 스페인 피아노 음악의 특징 연구:「이베리아」,「고예스카스」,「스페

인소곡집」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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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장2도가 하나 포함되며 그 외에는 모두 단2도로 나타난다.24) 다음은

≪녹턴≫의 B 부분에서 나타나는 E♭집시음계이다.

<악보 8> E♭집시음계

스페인 민속음악에는 아주 다양한 춤곡 리듬들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 불레리아스(Bulerias) 리듬이 ≪녹턴과 타란텔라≫에 나타나고 있

다. 불레리아스는 세박자 계통의 박으로 경쾌한 춤곡의 느낌을 준다.

<악보 9> 불레리아스 리듬25)

스페인의 민속음악에서는 민속악기가 많이 활용되었는데 그들은

기타, 탬버린, 캐스터네츠 등 다양한 민속 악기를 사용하며 타악기적 주

법과 음향적 효과를 작품 속에 나타냈다. 라스게아도(Rasgueado)는 손가

락을 이용하여 한번에 빨리 현을 뜯으며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는 것을 일

컫는다.

24) 백병동, 『대학음악 이론, 현대음악출판사, 2007, p.68.

25) 이고은,『스페인 피아노 음악에 나타난 스페인 민속춤의 지역석 특성 –리듬을 중심

으로-』,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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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녹턴≫ 마디 16-21, 라스게아도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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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개요

≪녹턴과 타란텔라≫(Notturno e Tarantella)는 ‘녹턴’과 ‘타란텔

라’라는 각각 두 개의 악장이 한 작품 안에 구성되어 있고 당시 유행했

던 19세기의 비르투오소적인 음악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26) 이 곡은

시마노프스키의 작곡 시기 중 중기에 작곡된 곡으로 낭만주의에서 뿌리

를 두고 있지만 인상주의 음악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연주

시간은 약 10분이다.

작품의 주요 정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녹턴과 타란텔라≫의 전체 구조

악장 템포 형식 박자 조성

Notturno Lento assai 아치 형식 4/4 B Minor

Tarantella
Presto

appassionato
3부 형식 6/8 E Minor

26) Culture.pl, 2021년 5월 16일 접속, (https://culture.pl/en/work/nocturne-and-tar-

antella-op-28-karol- szymano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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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tturno

1) 형식

≪녹턴≫(Notturno)의 기본 템포는 ‘Lento assai’로 총 71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곡의 구조는 아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치 형식

은 일반적으로 A-B-C-B-A의 형태이며 중심 C를 기준으로 대칭적 구

조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동시대 작곡가였던 바르톡(Béla B

artók, 1881-1945)이 그의 곡에 이 형식을 많이 사용했다. 녹턴의 구조는

A-B-C-D-C’-B’-A’로 기존보다 확장된 아치 형식이 나타나고 있다. 먼

저 성격적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A, B, C가 제시되고 B와 C의 혼합

된 형태가 D에서 나타난다. 그 후 차례대로 C’, B’, A가 반복된다. 첫 템

포는 ‘Lento assai’지만 형식의 구분과 함께 템포 변화가 나타나는데, C

와 C’의 템포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템포의 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녹턴≫에서의 아치 형식

조성적으로는 선법성이 강하게 드러나 특정 조라고 정의하기 어

려운 부분이 많다. 조표에는 #이 두 개 붙어있지만 곡의 처음과 끝에 C

에 #이 없어 프리지아 선법이 강조되고 있고 다른 패시지 또한 선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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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빠르기 마디 주요 기법적 특징

A
Lento assai

(매우 느리게)
1-7

프리지아 중심의 선법적 전

개. 열린 5도(open 5
th
)의 병

행화성(parallelism). B음과 D

음을 모두 중심음으로 사용

한 복조성(polytonality). 하바

네라를 연상시키는 부점 리

듬.

B

Ancora meno

mosso

(여전히 더

느리게)

8-16

증2도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

집시풍의 뉘앙스를 띤 선율.

E♭Minor의 도미넌트를 불협

화음으로 사용하면서 화성적

배경을 이룸. 위, 아래로 아

치형을 그리는 음형이 두 악

기에 교대되며 전개.

C

Allegretto

scherzando

(조금 빠르고

해학적으로)

17-32

불레리아스(bulerias) 리듬 패

턴을 반복, 변형하며 전개.

멜리스마(melisma) 선율을

기악적으로 표현. 기타의 라

스게아도(rasgado) 주법을 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난다. 또한 잦은 전조와 불확실한 조성 확립으로 인

해 조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곡의 처음과 끝이 모

두 B 화음임을 감안하면 B를 중심음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표 5> ≪녹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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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화음 피치카토 등 스

페인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

남.

D
Largo

(느리게)
33-44

B 선율에 앞이 연장된 형태.

피아노 파트의 만돌린을 묘

사한 주법(quasi mandolina)

C’

A tempo. Vivace

scherzando

(원래 템포로

생기 있고

해학적으로)

45-60

C 부분이 화성적, 박절적 불

안정성을 띠며 전개. B 화음

에서는 B로 조적 회귀.

B’
Tempo Ⅰ

(처음 템포로)
61-65

B 선율의 변형과 함꼐 피아

노에 C의 요소가 주제적 변

용(thematic transformation)

을 통해 나타남. 이후 C의 요

소가 느려지면서 A’의 배경.

A’
Largo assai

(매우 느리게)
66-71

A의 선율이 화성적 배경을

달리함.(E 장3화음-C 장3화

음-B 장3화음) 프리지아 선

법의 피카르디 종지(picardy

3
rd
)27)

27) 단조에서 곡을 마칠 때 단3화음의 3음을 반음 올려 장3화음으로 마치는 것

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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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부분(마디 1-7)

A 부분(Lento assai, 매우 느리게)은 마디 1에서 마디 7까지이며

야상곡의 조용하고 서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상주의적 특징과 스페인적

인 색채가 융화되어 있다.

마디 1은 조용한 피아노 독주로 제시되며 부점 리듬으로 이 곡

의 으뜸음인 B와 그 도미넌트인 F#이 나타나는데 F#은 32분음표로 정박

의 B음을 수식하고 있다. 이것은 스페인 민속 춤곡인 하바네라의 리듬에

부점이 연속되며 변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마디에서 유입

되는 바이올린 선율은 B단조가 아닌 B 프리지아 선법으로 기반으로 나

타나며, 이로써 스페인적 색채를 짙게 드러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선율은 병행 5도, 즉 열린 5도의 병행화성을 수반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인상주의적 기법으로 특히 바이올린에서의 병행 5도는 인상주의의 선구

자인 드뷔시와 라벨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아 매우 이례적인 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도입부부터 C 부분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음기의 사용

이 명시되어 있어 공허한 완전 5도 음정과 그 병행화성을 음색적으로 더

욱 작고 어둡게 부각시키고 있다.

<악보 11> ≪녹턴≫ 마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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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B 프리지아 선법

마디 5의 세 번째 박에서 바이올린은 D음과 A음이 나타나면서

선율의 소재가 D 프리지아 선법으로 바뀌며 이는 앞서 마디 1의 B음과

F
#
음부터의 악구가 단3도 위로 전조되어 나타난 것이다. 반면 피아노에

서는 B음을 지속음(pedal point)으로 마디 7까지 유지하면서 악기 간의

복조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악보 13> ≪녹턴≫ 마디 4-6

<악보 14> D 프리지아 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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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에서는 바이올린의 첫 음에 D와 A가 동시에 화음으로 나

오는데 두 번째와 네 번째 화음인 E♭과 B♭, 그리고 C#과 G#이 보조음처

럼 나타나면서 E
♭
와 G

#
때문에 각각 프리지아 선법과 리디아 선법의 특

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더욱 반음계적인 진행을 보이고 있다.

<악보 15> ≪녹턴≫ 마디 7

(2) B 부분(마디 8-16)

B 부분(Ancora meno mosso, 여전히 더 느리게)은 마디 8에서 1

6으로 바이올린에서는 증2도가 자주 등장해 집시음계를 상기시키며, 피

아노에서는 B♭을 근음으로 하여 불협화음이 반음계적으로 진행하여 복

잡성을 띤다. 따라서 이것이 E♭단조 도미넌트(dominant)로 기능하는지

B
♭
단조의 토닉(tonic)으로 기능하는지 모호하다. 여전히 느린 템포의 섹

션이지만 앞서 나타났던 장식적 요소가 32분음표와 빠른 트릴으로 발전

하면서 조용했던 전통적인 녹턴과는 달리 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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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녹턴≫ 마디 7-10

마디 8에서 전조가 되면서 섹션이 전환된 후 E♭단조 집시음계를

기반으로 바이올린 선율이 나타난다. 한편 피아노의 화음은 E
♭
단조의

도미넌트를 기반하고 있지만 바이올린 선율에는 E
♭
집시음계가 나타난

이후에 마디 10에서 C가 내추럴로 나타나기 때문에 E♭도리아 선법이 나

타난다.

<악보 17> E♭단조 집시음계

마디 10부터는 순차로 위, 아래로 아치형 선율을 그리는 장식적

악구가 피아노와 바이올린 성부에서 각각 교차하며 나타난다. 이에 있어

지속적으로 반음계적인 전개를 보이기에 특정 조나 선법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조적, 선법적 모호성을 띠고 있다. 다만 마디 1의 첫 베이스음인

B부터 순차로 하행하는 베이스 라인을 일관되게 보여주며 그 선상에서

화성이 자유롭게 전개됨을 알 수 있다. 그 후 마디 16의 바이올린에서

감7화음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행하는 즉흥구가 나타나면서 경쾌한 C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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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 18> ≪녹턴≫ 마디 11-15

<악보 19> ≪녹턴≫ 마디 16

(3) C 부분(마디 17-32)

C 부분(Allegretto scherzando, 조금 빠르고 해학적으로)은 리듬

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이전보다 더 빠른 템포로 스페인의 춤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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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불레리아스(bulerias)의 리듬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스페인 춤곡의 리듬을 차용하는 것은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 라벨에서

도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28)

마디 17의 피아노의 리듬을 모방하여 마디 19의 바이올린에서

약음기를 없애고 강렬한 3화음의 피치카토가 같은 리듬 형태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이미 파가니니(Niccolò Paganini, 1782-1840)와 같은 작곡가들

의 19세기 비르투오소 음악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페인의

대표 악기인 기타를 묘사했다고도 볼 수 있다.29) 이때 주선율은 피아노

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후 마디 22에서 다시 바이올린이 그 선율을 모방

하면서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번갈아가며 발전시

켜 클라이막스에 이루게 한 후 모든 주제 요소가 함께 융합된다.

<악보 20> ≪녹턴≫ 마디 17-24

28) 드뷔시의 작품 《이베리아》(Ibéria, Images pour orchestre II, 1912), 라벨의 《볼레

로》등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29) Lantz, Lisa Elizabeth, 앞의 책,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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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7에서는 D장조로 전조하며 G음이 베이스에서 강조되면서

도미넌트 7화음의 3전위 형태가 화성적 배경이 되며 A가 화성적으로,

선율적으로 주되게 강조되어 A 믹솔리디아 선법의 뉘앙스를 동시에 띠

고 있으며, A 화음 내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G
#
화음은 A음과 반음

관계에 놓여 수평적으로는 불협화적인 진행으로 보이고 있다.

<악보 21> A 믹솔리디아 선법

또한 이후에는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반음계적인 진행을 통해 조

성적 불안정성을 띤다. 마디 24에서 바이올린의 마지막 음 F와 마디 25

의 첫 음 사이 길게 끄는 글리산도와 피아노의 아르페지오로 더욱 화려

한 진행으로 한층 고조된다.

<악보 22> ≪녹턴≫ 마디 24-26

리듬적인 측면에서는 헤미올라(Hemiola)가 사용되는데 헤미올라

는 3:2의 리듬 패턴을 가리키며 2박자 계열의 음악에서 3박자의 리듬을

사용하거나, 3박자 계열의 음악에서 2박의 리듬을 사용하는 것을 지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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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이러한 리듬은 동유럽과 스페인에서 무곡의 리듬으로 빈번하게 사

용된다.31) 마디 17부터 24까지 6/8의 2박자 계통과 9/8의 3박자 계통이

번갈아가며 네 마디 단위를 시작으로 두 마디, 한 마디로 점차 짧은 간

격으로 변박의 단위가 나타나 긴박감과 방향성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드보르작(Antonín Leopold Dvořák, 1841-1904)의 ≪슬라브조곡≫(slavon

ic dance, 1878)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리듬 패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킨다.

<악보 23> 드보르작 ≪슬라브조곡≫

<악보 24> ≪녹턴≫ 마디 17-24

30) 『The Oxford Dictionary of Music』, ‘hemiola’, Oxford University Press.

31)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헤미올라’, 삼호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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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처음 마디 1에서 25까지 피아노의 골격이 되는 주요한 베이

스 음들을 보자면, 마디 1의 B음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B♭(마디 8)-A(마

디 14)-A
♭
(마디 15)-G(마디 17)-F(마디 21)-E(마디22)-D(마디 23)-C

#

(마디 24)-C(마디 24)-B(마디 25)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회유하는 과정

을 통해 다시 B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25> ≪녹턴≫ 마디 1-25까지 골격이 되는 베이스 음

마디 31부터는 'meno mosso'로 바뀌며 C의 주제적 요소를 활용

하면서 리듬이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는 느린 D 부분를 향한 점진적 템

포 변화이며, 연결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악보 26> ≪녹턴≫ 마디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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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B') 부분(마디 33-44)

D 부분은 ≪녹턴≫의 아치 형식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부분

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B와 C의 변형된 형태가 혼합되어서 나타나고 있

다. 실제로 B에서의 음형적 요소들과 상통하기 때문에 마디 35에서 37까

지는 B가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D 부분의 첫 선율이 B 부분의

선율의 앞을 연장한 형태가 되며, 이러한 점에 착안하면 D가 아닌 B’로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악보 27> ≪녹턴≫ 마디 35-37

Largo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바이올린에서 서정적인 선율이 나

타나지만 피아노에서는 만돌린처럼 연주하라는 표시가 있으며(quasi ma

ndolina) 마치 트레몰로로 빠르게 분할되는 리듬은 극적인 긴장감을 주

고 있다. 마디 33의 피아노 베이스에서는 A
♭
-G

♭
-F 반음 하행이 나타나

고 있다. 마디 35부터는 다시 B에서처럼 장식구적 선율을 바이올린과 피

아노가 주고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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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녹턴≫ 마디 33-36

(5) C’ 부분(마디 37-60)

마디 37부터 44까지는 C부분이 변형된 형태이다. 무엇보다 6/8가

9/8로 변하며 이후로 C에서의 안정적인 춤곡 패턴이 거의 나타나지 않

고 계속 변형되며 불안정하고 급박한 방향성을 보인다. 마디 37의 화음

은 C부분의 첫 화음과 다르지 않게 A화음을 배경으로 하지만 곧이어 다

른 화음으로 진행한다. 바이올린의 선율 또한 같은 A화음을 배경으로

하지만 C
#
단조의 선율로 변하면서 C와 차별화된다.

마찬가지로 C에서의 글리산도 표현이 음악적 흐름을 한층 고조

시키는 지점이 된 것을 고려했을 때 마디 38 바이올린의 세 번째 박 B

음에 장식음이 붙으며 긴 글리산도를 통해 다음 마디의 첫 번째 음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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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모닉스로 진행하며 도약함으로써 급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마디 41의 ‘Piu mosso’에서는 C부분 마디 27의 진행이 B 프리지

아 선법의 색채를 내며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 프리지아 종지는 B 화음

을 배경으로 하는 Vivace scherzando 부분으로 유도되는 구조적 역할을

하면서 템포 또한 점진적으로 속도감을 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악보 29> ≪녹턴≫ 마디 37-44

마디 45부터는 같은 요소가 한층 빨라져 나타나며(Allegretto sc

herzando → Vivace scherzando) 또한 앞의 C 부분에서는 박자가 계속

바뀌는 일탈과 변화가 나타났다면 여기에서는 박자는 유지된 채 그 안에

서 헤미올라를 통해 일탈하면서 리듬적 흥미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부

분에서는 전체적으로 2박자 계통의 체계를 준하고 있고 박절적 불안정성

은 마디 37-44의 진행보다는 훨씬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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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녹턴≫ 마디 45-52

마디 55에서 바이올린 선율은 여전히 2박을 유지하지만 피아노

에서 3박자 계통의 리듬이 나오면서 마치 박자가 바뀐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뒤이어 마디 58에서 4/8박자로 바뀌며 2박자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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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녹턴≫ 마디 53-61

C 부분의 시작에서 모두 A 화음을 배경으로 하였다면 C’ 부분

에서는 B로 전조되어 나타난다. 이는 녹턴 전체의 원조 역할을 하는 B

로의 회귀로 보이며 템포가 빨라짐과 맞물려 화음이 장2도 위에서 나타

나는 전조적 양상 또한 점층적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

다. 또한 앞의 마디 17에서는 A 화음을 단2도 관계의 G
#
화음이 수식하

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B의 장2도 위, 아래에 놓인 C# 단3화음, A 장3화

음이 수식하고 있다. 마디 53부터 마디 60까지 피아노의 왼손과 오른손

선율이 점차 하행을 하고 있으며 바이올린 역시 반음계적인 하행을 하고

있다. 마디 60의 바이올린에서 유일하게 상행하며 B’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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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녹턴≫ 마디 53-61

(6) B’ 부분(마디 61-65)

앞서 제시된 B에서 나타났던 선율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하

지만 마디 63에서 마디 12에서 A였던 음이 A♭로 바뀌면서 보다 어두운

분위기를 띤다. 피아노 파트에서는 C의 요소가 B의 반주로 변용되어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4/4로 시작하지만 한 마디 간격으로 2/4

와 교대되면서 변박을 일으키는데 4/4의 서정적이고 여유 있는 음악적

분위기와 2/4의 빠른 16분음표 분할 리듬이 대비를 일으키며 병치되고

있다.

마디 65의 ‘meno mosso’는 앞서 마디 62, 64에 피아노가 C 요소

를 변형하여 반주한 것이 느린 형태로 재차 변형되어 나타나며, 피아노

와 모방적 제스처를 보이다 이 흐름에 마디 66에서 A’가 유입되면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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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흐름이 오버랩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로써 섹션 간의 구분을 명

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악보 33> ≪녹턴≫ 마디 62-66

(7) A’ 부분(마디 66-71)

A 부분과 같이 바이올린의 열린 5도 병행화성이 나타난다. 흥미

로운 점은 첫 부분과 같이 B음이 중심으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고, E 장

3화음이 화성적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이것이 마디 68에서 C 장3화음

을 거쳐 마디 70에서 비로소 B 장3화음으로 온전히 회귀하는 종지적 진

행을 보인다. 이렇게 장3화음 세 개의 진행으로 첫 부분보다 밝은 색채

를 내기도 하지만, 수평적으로는 E-C-B 진행이 프리지아 선법의 종지적

진행을 띤다. 즉 프리지아 종지적 뼈대에 장3화음의 어휘로써 반음계적

화성을 곁들인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장3화음은 프리지아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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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화음이 피카르디 3도로 장조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마디 70-71은 완전 5도의 병진행이 인위적 하모닉스(artificial harmo

nics)로서 나타나 더욱 공허하고 서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디 61부터

마지막 71까지는 마디 1-25에처럼 베이스의 순차 하행 진행으로 화성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34> 마디 61-71까지 골격이 되는 베이스 음

<악보 35> ≪녹턴≫ 마디 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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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빠르기 마디
주요 기법적

특징

A
Presto appassionato

(매우 빠르고 열정적으로)
1-188

♩♪│♪♪♪의 리

듬 패턴을 근간으

로 한 끊이지 않는

흐름. E(중심음),

B(도미넌트)를 강

조하는 가운데 교

회선법, 집시음계

등의 다양한 색채

적 변화 및 반음계

적 진행.

4. Tarantella

1) 형식

≪타란텔라≫는 Presto appassionato, 6/8 박자이며 세도막 형식

(Ternary form)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도막 형식은 A-B-A의 3개 부분

으로 구성된 형식으로서 중간의 B 부분은 앞뒤의 A과 C과 대조를 나타

낸다. 이러한 형식은 성악곡에서 많이 나타나며 기악곡에서는 보통 선율

적인 느린 악장에서 사용되었다. 이 곡에서 역시 처음 A 부분과 마지막

C 부분이 일치하며 전체는 확장된 코다에 의해서 마무리된다. 또한 이

곡은 피아노가 거의 반주 역할을 하고 있고 주된 멜로디가 바이올린 성

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타란텔라는 총 417마디로 구성되었으며 구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타란텔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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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eno mosso

(보다 느리게)
189-258

A 부분 선율 주제

앞부분이 변형되어

활용. A보다 조성

적, 화성적 불안정

성을 띰. A’가 재

현될 때 템포가 먼

저 재현되며 주제

가 뒤늦게 재현.

A’
Tempo Ⅰ

(처음 템포로)
259-417

A의 압축적 재현.

하모닉스, 트릴 등

으로 A보다 화려

한 표현

(1) A 부분(마디 1-188)

≪타란텔라≫는 6/8박자의 빠르고 열정적인 춤곡 리듬을 가지고

있고 보통 작게는 8마디, 크게는 16마디의 악구를 가지고 있다. ≪녹턴≫

과 마찬가지로 인상주의와 스페인 음악의 영향이 나타나 교회 선법, 집

시음계, 장식음의 사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열린 5도 병행화성, 불협화

음, 증음정을 포함한 선율 등 또한 나타난다.

도입부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모두 악센트를 동반하여 매우 크고

화려하게 시작한다. 바이올린에서는 빠르고 강렬한 B음의 옥타브 트릴이

유니즌으로 나타나면서 두 옥타브 이상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작곡가가 의도한 화려하고 비르투오소적인 성격을 곡의 초반부터 나타내

고 있고 앞서 조용히 마무리되었던 ≪녹턴≫과 대비된다. B음은 마디 1

부터 16까지 바이올린과 피아노에서 모두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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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곡의 조성인 E단조의 도미넌트이다. 특히 바이올린에서는 이 음

이 길게 계속 유지되어 페달 포인트로 볼 수 있다. 피아노에서는 마디 1

부터 불협화가 나타나는데 장7도의 C음과 A음이 부딪히며 화성적인 방

점을 찍고 있다. 또한 ≪타란텔라≫의 곡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

♪♪♪의 리듬이 마디 1의 피아노에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마디 9에서 12까지는 피아노에서 나타난 ♩♪│♪♪♪의 리듬이

도입부에 테누토가 붙어있던 것과는 달리 스타카토 표기가 되어있으며

음 길이가 더 짧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박력 있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를 준다. 화성적인 측면에서는 단2도가 포함된 3화음에서 음 간의 충돌

로 더욱 강조점들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19세기 장단조 조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감한 불협화음의 사용이 돋보인다. 서로 잘 어울리는 소리

가 아닌 불협화적 소리를 가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악보 36> ≪타란텔라≫ 마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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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3의 바이올린에서는 앞서 분석했던 ≪녹턴≫에서 자주 사

용된 열린 5도가 리듬 패턴으로 분할되어 나타난다. 반면 그 공허한 울

림과 대조적으로 피아노에는 단2도인 B음과 C음이 서로 충돌하면서 트

레몰로와 트릴로 나타나 긴장감을 주고 있다. 바이올린에서만 나타났던

열린 5도는 이 곡의 주선율이 등장하는 마디 17의 첫 음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에 모두 열린 5도로 나타나며 이전의 복잡한 진행으로부터 해방

감을 주고 있다. 마디 16에서는 마디 17로 향하는 E단조 가락 단음계가

상행하며 나타나는데 이를 선법적으로 해석한다면 C#이 도리아 6th로서

밝은 색채의 반음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악보 37> ≪타란텔라≫ 마디 13-18

마디 18은 D단조로서 단3화음인 F
♮
음이 프리지아적인 색채를

드러내며 마디 4, 8, 20부터 24까지 역시 F♮음으로 인하여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이후 마디 24의 바이올린 두 번째 박에서 앞서 등장했던 마디

16의 E단조 가락 단음계의 상행선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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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타란텔라≫ 마디 1-4

<악보 39> ≪타란텔라≫ 마디 7-8

<악보 40> ≪타란텔라≫ 마디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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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5에서는 주선율이 동일하게 반복되며 마디 21부터 24의

바이올린 상성부에서 나타난 선율이 성부 간의 전위(inversion)로서 마디

29부터 32까지 동일하게 보인다. 마디21의 바이올린 하성부에서는 E음이

페달 포인트로 지속되고 있고 이후 마디 29에서는 바이올린 상성부가 F

#음으로 2도 상행함과 동시에 E단조의 도미넌트 조인 B단조로 전조되어

지속됨으로써 진행감을 주고 있다. 피아노의 오른손에서는 점차적으로

하행하는 음계가 나타나는데 바이올린 주선율 역시 같이 하행하고 있다.

<악보 41> ≪타란텔라≫ 마디 19-30

마디 34부터는 조성적 불안감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감은

마디 59의 B
♮
음으로 회귀 전까지 나타난다. 우선 마디 34의 피아노에서

등장하는 G#음은 마디 37에서 열린 5도로 나타나며 넓은 협화도의 범위

를 나타내고 있다. 그 후 마디 37부터는 B 단3화음이 G
#
열린 5도-C 열

린 5도-B
♭
열린 5도의 과정을 통해 원거리의 화음들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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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있어 리듬 패턴으로 나타나는 열린 5도가 바이올린과 피아노에 교

대되며 배경적 역할을 하는데 피아노에 열린 5도가 나타날 경우 바이올

린은 왼손 피치카토로 그 두 구성음을 아르페지오로 보여준다.

마디 41부터 45까지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조적 배경이 서로 다르며 복

조성을 띠고 있으며 그 후 마디 45에서 B♭음으로 장2도 올라가 전조되

어 나타난다.

<악보 42> ≪타란텔라≫ 마디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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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9부터 시작되는 8분음표의 바이올린 선율에서는 E
♭
단조의

순차 진행을 중심으로 한 선율이 등장하며 부드러운 뉘앙스로 변한다.

또한 마디 53에서는 유사한 진행이 장2도 위로 전조되어 나타나 점층적

인 고조를 보인다.

<악보 43> ≪타란텔라≫ 마디 49-54

마디 59의 피아노를 보자면 앞과 달리 화성 단음계가 나타나는

데 C
♮
음과 D

#
음의 증2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지아가 아닌 집시

음계적인 색채를 띤다. 그 후 마디 61부터 68까지 진행되는 바이올린에

서 열린 5도의 병행화성이 B 도리아적으로 전개되고 마디 51, 55의 보조

음을 수반한 3음 동기가 변주되면서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악보 44> ≪타란텔라≫ 마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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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타란텔라≫ 마디 55-69

마디 69부터는 보조음을 갖는 3음 동기를 피아노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 때 바이올린의 선율에서 옥타브로 구성된 음이 마디 76까지

반음씩 하행하고 있다. 이후 마디 77의 강박에는 매우 강한 스포르잔도

가 피아노와 바이올린에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때 피아노에서는 감7

화음 및 불협화음에 악센트를 동반하여 강렬한 방점을 찍고 있으며 스포

르잔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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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타란텔라≫ 마디 70-80

마디 81에는 앞서 마디 17의 바이올린에서 나왔던 이 곡의 주선

율이 피아노에서 재등장하는 부분으로 이를 단순히 재등장이라기보다 작

은 차원의 재현으로 볼 수 있어 론도적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디 81부터 84까지 바이올린과 피아노 모두에서 E음과 B음을 중

심적으로 화성적 열린 5도가 강조되고 있다. 그 후 마디 85부터 바이올

린의 상성부에 4마디 동안 반복되는 선율은 점점 크레셴도 되면서 마디

89로 향하고 이후 바이올린 하성부 선율로 전위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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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타란텔라≫ 마디 81-90

앞서 바이올린 하성부의 마디 81-84의 B음, 마디 85-88의 E음,

마디 89-92의 B음의 페달 포인트를 이어받아 마디 93부터 112까지 G음

이 매우 긴 페달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디 93부터 바이올린

성부는 4마디 간격으로 상행과 하행을 포함하는데 바이올린의 선율이 상

행 진행일 때, 피아노는 하행 진행이며 반대로 피아노가 상행할 때, 바이

올린은 반대로 진행하며 나타나고 있다. 마디 93 피아노의 오른손에서는

3화음의 병행화성이 나타나고 있다.

<악보 48> ≪타란텔라≫ 마디 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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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09부터 ♩♪│♪♪♪의 리듬패턴이 바이올린의 상성부에

다시 나타나면서 Pesante(무겁게) 그리고 매우 크게 네 마디동안 연주되

고 다시 마디 113부터 똑같은 패턴이 바이올린의 하성부로 전위되어 네

마디동안 작게 연주되면서 악상의 대조적인 구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악보 49> ≪타란텔라≫ 마디 109-114

마디 125의 바이올린 선율에서 주선율은 네 개씩 분절되어 4음

동기로서의 면도 갖는다. 그 후 마디 149에서는 마디 125의 4음 동기가

첫 음인 B로부터 2도 상행한 C#음으로 다시 나타난다.

<악보 50> ≪타란텔라≫ 마디 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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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타란텔라≫ 마디 149-152

(2) B 부분(마디 189-258)

B 부분은 크게 8마디의 악구를 가지고 있으며 meno mosso와 d

olce로 조금 더 느리고 노래하는 듯한 서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A에서 나왔던 주제적 리듬이 그대로 사용되고 주제적 선율이 변형

되어 활용되는데 즉, 음정적 변화와 대위법적 전위 음형을 활용하고 있

다. 이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바이올린에서 주제 선율이 나타나고 피아

노에서 증3화음이 강조된 불협화음이 나타나는데 이 불협화음은 마디 20

7까지 지속되고 있다. 화성적인 측면을 보자면 잦은 불협화음이 사용되

고 A 부분보다 조성적으로도 더 불안정하다. 8마디 악구 안에서 앞의 4

마디는 상행, 뒤의 4마디는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 189에서 바이올린의 주제적 리듬이 마디 193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A 부분에서는 리듬을 연속해서 보여줬었다면 B 부분에서는

마디 190부터 192 사이에 악구를 삽입시켜서 연장시켰다. 뒤이어 마디 1

97에 다시 주제적 리듬이 나타나기 전인 마디 194부터 196까지 다시 악

구를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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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타란텔라≫ 마디 185-197

마디 213부터는 바이올린 선율이 단3도 병진행으로 반음씩 하행

하고 있다.

<악보 53> ≪타란텔라≫ 마디 213-216

(2) A’ 부분(마디 259-417)

앞서 나왔던 A 부분이 압축적으로 재현되면서 바이올린 주법에

서 하모닉스, 반음계적 글리산도 등 A 부분과 비교하여 더욱 화려한 주

법들이 나타나며 19세기 비르투오소 음악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마디 351부터 358까지는 두 마디 악구가 나타나며 359부터 한

마디로 짧아지면서 긴박감을 주고 있으며 빠른 트릴이 등장하는 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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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로 향한다.

<악보 54> ≪타란텔라≫ 마디 351-362

마디 367부터 370까지 F
♮
과 G

#
이 나타나면서 피카르디를 암시하

고 있으며 C음이 강조되면서 E 프리지아의 종지를 보여준다.

마디 371부터 맨 끝 마디 417까지 E장조로 나타나며 이 부분은 앞서 프

리지아가 피카르디 종지를 한 후 연장된 코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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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타란텔라≫ 마디 363-376

마디 411의 바이올린 옥타브 선율은 글리산도를 사용하며 반음

계 하행하고 있고 반대로 피아노에는 E장조 음계가 4옥타브 이상 상행

하며 서로 대립되는 긴장감을 주고 있다.

<악보 56> ≪타란텔라≫ 마디 4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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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주 방향 고찰

≪녹턴과 타란텔라≫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던 몇몇의 선행연구

가 있었지만 연주자의 입장에서 고찰된, 연주 방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때문에 필자는 앞서 연구했던 분석에 입각하여 연주자의 주요 음

반들을 통한 연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양한 해석적인 결과를 모색

해보려 한다. 연주자마다 이견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크게

리듬적 해석, 악상과 보잉 및 운지법, 그리고 특수 주법에 대한 해석의

세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먼저 동일한 부분에 대한 악보를 첨부한 후, 여섯 연주자의 연주

를 음반을 통해 비교해보고 해석의 근거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다만 아

쉬운 점은 이 작품의 에디션이 많지 않아서 유니버설 에디션(Universal

-Edition)과 바이올리니스트 아론 로잔(Aaron Rosand, 1927-2019)이 편

집한 인터내셔널 에디션(International Music Company) 두 가지를 참조

하였고 연주자별로 나타나는 다른 양상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청각에 의

존했으므로 보잉과 같은 주법적 측면은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임을 밝힌

다.

연주자들의 연주를 비교한 음반의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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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주 비교 자료로 참고한 음반의 정보

연주자 악기
녹음

연도
레이블 음반제목

1

Leonid Kogan 바이올린

1966년
ISMCDig

ital

Leonid

Kogan/Khachatur

ian &

Szymanowski
Andrei Mytnik 피아노

2

Yehudi Menuhin 바이올린

1937년
Warnar

classics

The Menuhin

Century- The

Virtuoso & His

Landmark

Recordings

Marcel Gazelle 피아노

3

Salvatore

Accardo
바이올린

1963년
Sony

music

Salvatore

Accarrdo plays

Paganini etc...Laura Manzini 피아노

4

Ida Haendel 바이올린
2021년

재발매
Decca

Ida Haendel -

The Decca

LegacyAdela kotowska 피아노

5

Kyung-Wha

Chung
바이올린

1998년
Warnar

classics
Souvenirs

Itamar Golan 피아노

6

Johanna Martzy 바이올린

1951년

Deutsche

Grammop

hon

Complete

Deutsche

Grammophon

Recodings
Jean Antonietti 피아노

첫 번째, 코간(Leonid Kogan, 1924-1982)과 미트니크(Andrei My

tnik)의 음반은 1966년 녹음되었고 음반사 ISMCDigital에서 <Leonid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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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Khachaturian & Szymanowski>의 타이틀로 출반되었다. 두 번째로

는 메뉴힌(Yehudi Menuhin, 1916-1999)과 가젤(Marcel Gazelle, 1907-19

69)의 음반으로 2016년 Warnar classics 레이블에서 <The Menuhin Ce

ntury-The Virtuoso & His Landmark Recordings>의 타이틀로 13장의

CD로 출반되었으며 그 중 녹턴과 타란텔라는 CD1에 수록되어있다. 세

번째로 아카르도(Salvatore Accardo, 1941-)와 만치니(Laura Manzini)

음반은 <Salvatore Accarrdo plays Paganini etc...>의 타이틀로 1963년

Sony music에서 발매되었다. 네 번째, 헨델(Ida Haendel, 1928-2020)과

코토우스카(Adela kotowska) 의 음반은 <Ida Haendel-The Decca Lega

cy>라는 제목으로 Decca에서 2021년 재발매 되었다. 다섯 번째, 정경화

(Kyung-Wha Chung, 1948-)와 이마타르 골란(Itamar Golan, 1970-)의

음반은 Souvenirs의 제목으로 1998년 녹음되었으며 Warnar classics 레

이블에서 2014년 재발매 되었다. 여섯 번째, 마르치(Johanna Martzy, 19

24-1979)와 안토니에티(Jean Antonietti)의 음반은 <Complete Deutsche

Grammophon Recodings>의 제목으로 1951년 독일에서 녹음되었으며 음

반사 Deutsche Grammophon에서 발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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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듬적 측면의 해석

1) 템포 및 루바토

템포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바뀌고 전반적인 연주 형태가 달

라지기 때문에 템포는 설정은 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곡에

서 연주자마다 가장 다른 해석을 나타내는 측면 중 한 가지는 템포와 루

바토라고 할 수 있다.

본 작품 ≪녹턴과 타란텔라 작품번호 28≫에서는 각각 의미를

나타내는 빠르기말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연주자마다 템포에서 아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메트로놈 숫자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템포의 변화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Lento assai는 ‘매우

느리게’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작곡가에 의해 따로 기입된 메트로놈

숫자가 없기 때문에 연주 템포를 정할 때 각 연주자에 따른 ‘매우 느리

게’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시마노프스키는 특정한

분위기를 지시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템포를 통제하려고 보이지는 않는

다.

아래는 녹턴의 연주 시간과 메트로놈 기호를 각 부분별로, 연주

자별로 정리한 표로서 대략적인 메트로놈 숫자는 필자가 음반 청취를 통

해 직접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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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녹턴≫의 총 연주 시간과 메트로놈 템포

Kogan Menuhin Accardo Haendel
Kyung-

Wha

Chung

Martzy

총 연주 시간 4 : 53 4 : 38 5 : 58 4 : 22 5 : 18 5 : 11

Lento assai

(1-7)

♩=ca.

35

♩=ca.

37

♩=ca.

30

♩=ca.

47

♩=ca.

33

♩=ca.

30

Ancora

meno mosso

(9-16)

♩=ca.

45

♩=ca.

40

♩=ca.

37

♩=ca.

56

♩=ca.

40

♩=ca.

46

Allegretto

scherzando

(17-32)

♩.=ca.

71

♩.=ca.

78

♩.=ca.

60

♩.=ca.

69

♩.=ca.

61

♩.=ca.

73

Largo

(33-44)

♩.=ca.

27

♩.=ca.

28

♩.=ca.

27

♩.=ca.

33

♩.=ca.

29

♩.=ca.

28

A tempo.

Vivace

scherzando

(45-60)

♩.=ca.

82

♩.=ca.

79

♩.=ca.

69

♩.=ca.

72

♩.=ca.

74

♩.=ca.

81

Tempo Ⅰ

(61-69)

♩=ca.

34

♩=ca.

36

♩=ca.

25

♩=ca.

39

♩=ca.

26

♩=ca.

37

Largo assai

(70-71)

♩=ca.

18

♩=ca.

23

♩=ca.

22

♩=ca.

31

♩=ca.

18

♩=ca.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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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턴≫의 일반적인 연주 시간은 5분 내외로 볼 수 있다. 여섯

연주자의 템포를 비교한 결과 헨델(Vn.)과 아카르도(Vn.)의 총 연주 시

간 차이는 1분 30초 이상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부분에 비해 도입부인 Lento assai(매우 느리게)부터

Ancora meno mosso(보다 느리게)(마디 1-16)까지의 템포 설정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헨델은 Lento assai를 4분음표 기준으로 M.M=ca.47로 연주했는

데 이것은 여섯 연주자 중 유독 빠른 템포 설정이다. 아카르도와 마르치

(Vn.)는 헨델보다 1.5배 이상 느린 M.M=ca.30으로 가장 느리게 연주한

다. 정경화(Vn.)나 코간(Vn.) 또한 각각 M.M=ca.33, M.M=ca.37로 대동

소이한 템포로 연주하고 있다. Lento의 빠르기는 M.M=40-50인데 이에

assai(매우)가 수식하고 있으니 Lento보다 더 느리게 연주해야 한다는

해석이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며, 차분하고 조용한 녹턴의 분위기에

있어 작곡가의 의도에 준한 연주로 생각된다. 물론 빠르기말은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헨델은 이를 보다 속도감 있

게 해석한 것일 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마디 17의 Allegretto scherzando(조금 빠르고 해학적으로)에서는

헨델을 제외한 모든 연주자의 템포가 메트로놈 숫자를 기준으로 대략 20

이상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마디 16까지 가장 빠르게 연주했던 헨델

은 다른 연주자와 비교해서 가장 적은 템포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섹션 간 음악의 성격적 대비 또한 헨델의 경우 비교적

미미하며, 그를 제외한 다른 연주자들은 마디 17을 기점으로 극명한 템

포의 변화감을 부여함으로써 대비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가장 큰 템포

차이를 보인 메뉴힌(Vn.)은 대략 38 이상 빨라졌는데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에서 화려하고 해학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타란텔라≫의 일반적인 연주 시간은 약 5분이며

A(Presto appasionato)-B(Meno mosso)-A(Tempo I) 세 부분으로 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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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녹턴≫에서처럼 빠르기말이 자주 변하지는 않아 각 섹션의 첫 템

포 설정이 전체 연주 시간을 좌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타란텔라≫의 총 연주 시간과 메트로놈 템포

Kogan Menuhin Accardo Haendel
Kyung-

Wha

Chung

Martzy

총 연주 시간 4 : 58 4 : 10 5 : 16 5 : 01 5 : 18 5 : 34

Presto

appassionato

(1-188)

♩.=

ca.178

♩.=

ca.160

♩.=

ca.160

♩.=

ca.165

♩.=

ca.158

♩.=

ca.160

Meno mosso

(189-258)

♩.=

ca.121

♩.=

ca.131

♩.=

ca.135

♩.=

ca.128

♩.=c

a.114

♩.=

ca.118

Tempo Ⅰ

(259-417)

♩.=

ca.186

♩.=

ca.200

♩.=

ca.180

♩.=

ca.180

♩.=

ca.182

♩.=

ca.167

총 연주 시간을 비교하면 주로 5분 내외로 연주함을 알 수 있으

며 가장 빠른 연주인 메뉴힌과 가장 느린 연주인 마르치는 서로 1분 40

초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느린 곡과는 달리 비르투오소적인 특징

을 띠는 이 곡의 템포는 연주자가 더 빠르게 해석하고 싶어도 테크닉적

문제와 결부되어 상한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부분 Presto appassionato(매우 빠르고 열정적으로)에서는 코

간이 가장 빠른 템포인 M.M=ca.178로 설정하여 연주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다섯 연주자에 비해 메트로놈 기준 약 20 이상 빠른 템포이다. ≪

타란텔라≫는 매우 비르투오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으로 코간은

빠른 템포를 통해 더욱 테크닉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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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포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A’ 부분인 TempoⅠ(처음의 빠르

기로)에서 나타난다. 사실상 이 부분은 빠르기말의 지시대로 처음 A와

템포를 같게 해야 하지만 모든 여섯 연주자가 A’를 더 빠르게 연주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A'의 시작은 A와 비슷한 템포로 연주하는데

이후로 점점 빨라지는 해석을 보이고 있으며, 필자는 이 템포 변화가 총

연주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이것을 대략적으로, 평균적으

로 측정하여 표로 만들었다. 이 때, 메뉴힌이 A 부분보다 40 이상 급격

히 빨라지면서 클라이맥스를 향하여 고조되는 음악의 변화를 더 효과적

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극도로 화려하게 종지를 맺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마르치는 A 부분보다 살짝 빠르게 연주하지만 비슷한 템포를 유지

하는데, 악보에는 더 빨라지라는 표기가 전혀 없으므로 처음과 템포를

같게 하라는 지시를 비교적 온건하게 준수하며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시적 템포의 변화인 루바토(rubato)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보려 한다. 루바토는 자유로운 템포로 연주하라는 것을 지칭하는 용

어로 표현적인 효과를 위해서 엄격한 박자를 무시하고 리듬에 작은 변화

를 주며 즉흥적 요소가 강하다.32) 대표적으로 쇼팽이 그의 많은 작품에

서 루바토를 많이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살짝 빠르거나 느리게 연주한

뒤 곧바로 그 잃어버린 시간만큼 뒤에서 메워서 전체적인 템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녹턴≫에서는 장식적 악구의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즉흥적인

느낌을 주는 16분음표와 32분음표가 매우 많이 사용되는데 연주자들이

동일한 부분에서도 그들의 해석에 따라서 각기 다른 루바토를 사용하고

있다.

마디 2의 마지막 박과 마디 3으로 이어지는 16분음표에서는 다

양한 루바토의 해석이 나타난다. 이 부분은 열린 5도의 병행화성으로 공

허하고 서늘한 느낌의 선율진행을 보이는데, 먼저 정경화는 이 16분음표

를 자유롭게 흘러가듯이 연주하지만 마디 3의 처음 강박을 길게 강조한

32) 『The Oxford Dictionary of Music』, ‘Rubato’,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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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해석은 이 악구가 박절감을 강하게 드러내도록 작곡되어 있

지 않고 오히려 마디 사이를 한 활로 부드럽게 연결하도록 유도된 것과

는 다른 해석이다. 이는 박절감이 강하게 드러나는 선율 구조가 아님에

도 불구하고 박절, 그중에서도 강박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강약 구조를

인지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피아노 왼손의 베이스가 부점 리듬으로 모

든 박절을 강조하고 있기에 이러한 리듬적 배경과의 관계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마르치는 1.5배 이상 빠르게 연주하여 메트로놈의 템포

에는 정확히 맞지 않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16분음표로 된 이 악구의

음가를 정확히 지키는 것보다 이를 긴 음가의 음들을 수식하는 빠른 장

식구로 해석하면서 선율의 뉘앙스를 더 유연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아카르도는 악보를 준수하여 정

확하고 일정한 템포로 연주함으로써 이를 평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악보 57> ≪녹턴≫ 마디 1-3

이러한 루바토의 양상은 마지막 부분 마디 65와 마디 70에서 재

현될 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카르도는 모든 32분음표의 간격을

일정한 템포로 연주하고 있으며 루바토 없이 악보를 준수하고 있는 반면

마르치는 박자 안에서 한 악구의 흐름으로 연주하고 있다. 정경화는 더

작은 단위의 박절감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마디 66의 두 번째 박에



- 67 -

나오는 32분음표들을 각각 4개씩 나누어서 B와 F
#
의 박을 살짝 강조하

고, 네 번째 박에서는 32분음표들을 각각 6개와 4개로 나누어서 G와 D

를 길게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인 마디 70에서는 메뉴힌과 코간이 마디의 선율에서

가장 높은 음인 D와 A를 길게 강조하며 악구의 높낮이를 의도적으로

더욱 강조하고 있다.

<악보 58> ≪녹턴≫ 마디 65-66, 정경화의 연주

<악보 59> ≪녹턴≫ 마디 70, 메뉴힌과 코간의 연주

마디 16의 바이올린에서 매우 빠른 속도의 하행 음계가 나타나

는데 여기서는 유의미한 음이 특별히 있지 않다. 바이올린 특성상 이렇

게 긴 음계는 한 활로 연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두

에디션 모두 활을 갈라서 표기했지만 작곡가의 의도대로라면 템포의 변

화없이 한 악구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 때 활을 바꾸는 부분에 따라

서 루바토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아카르도와 코간, 헨델, 마르치는

한 활처럼 연주하며 작곡가의 의도를 잘 살리고 있다. 반면 정경화는 A

현의 D음을, 메뉴힌은 F음을 살짝 길게 연주하면서 장식구에 표현력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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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 ≪녹턴≫ 마디 16

아래 ≪타란텔라≫의 마디 78에는 poco sostenuto(음의 길이를

조금 끌면서)의 표기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연주자들은 앞의 템포와

비슷하거나 아주 살짝 느리게 연주한다. 하지만 코간은 2배 이상 템포를

느려지며 sostenuto를 매우 강조했다. 그의 해석으로 볼 때 한음 한음을

충분히 내며 이 부분의 극적인 성격을 극대화하였지만 poco(조금)라는

용어가 나타내듯 급격한 템포의 변화는 작곡가의 의도를 과장하여 표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61> ≪타란텔라≫ 마디 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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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듬 패턴의 해석

≪녹턴≫ 마디 1의 피아노에서 나타나는 부점 리듬에서 F#은 32

분음표로 정박의 B를 수식하고 있다. 만치니(Pf.)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피아니스트인 미트니크, 가젤, 코토우스카, 골란, 안토니에티는 이 부점

리듬의 두 음을 짧고 빠르게 붙여서 연주하고 있다. 이때 32분음표는 수

식적 역할로서 뒤이어 나오는 8분음표로 향해 레가토 함으로써 8분음표

를 강조하며 무겁게 만드는데 이것은 옥타브 유니즌으로 나타나는 정박

들을 중요하게 나타내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반면 만치니(Pf)는 32분음표

를 마치 16분음표처럼 길게 연주하면서 보다 독립된 음으로서 무겁게 처

리하고 있다. 이것은 악보에 표기된 Pesante(무겁고 중후하게)를 강조하

는 방향의 해석으로 보인다.

<악보 62> ≪녹턴≫ 마디 1-2

마디 5의 첫 음(A
♭
,F)에서는 연주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

해석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마르치는 악보에 표기된 대로 점 4분음표

를 길게 지키는데 이것은 다음 시작음까지 악구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메뉴힌과 정경화는 의도적으로 이 음을 짧게 끊

고 있는데 데크레셴도를 al niente(점점 여려지며 사라지게)로 해석하지

않고 특정 지점에서 끝나는 것으로 해석하려 악구의 마지막을 보다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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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드러내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작곡가가 구체적으로 점 4분음

표로 기보해놓은 의도에 준하고 있지는 않다.

<악보 63> ≪녹턴≫ 마디 4-5

Allegretto scherzando의 마디 17은 스페인 민속음악에 영향을

받은 춤곡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왈츠와 스케르초 같은 춤곡

형식의 작품들은 강박을 강조한 후 뒤의 리듬이 몰아서 연주되는데 이것

은 춤의 발동작 텀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디 17의 피아노가 악센트

가 붙은 첫 음의 강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며 뒤이어 나오는 16분음표를

몰아서 연주한 뒤 바이올린이 같은 리듬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골란

과 코토우스카는 첫 강박을 악센트로 강조 후 뒷 음이 나오기 전 텀을

준 후 16분음표를 몰면서 2박 계통의 리듬 패턴을 강조하며 춤곡 형식의

특징을 살렸다. 미트니크, 가젤, 만치니와 안토니에티는 악보를 준수하며

연주하는데 상대적으로 악센트인 강박과 악센트가 아닌 16분음표가 비슷

한 중요도로 들리며 춤곡에 기반을 둔 해학적인 분위기는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악보 64> ≪녹턴≫ 마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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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7 역시 앞서 보았던 마디 17과 같이 춤곡의 느낌을 더 살

리는 해석과 악보를 준수하여 박자 그대로 연주하는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경화는 점 4분음표를 박자 안에서 최대한 길게 늘

이고 다음의 16분음표는 몰아서 연주하며 마치 다음 강박의 수식처럼 나

타나도록 연주했다. 이 때 피아노도 첫 박과 두 번째 박 사이를 빨리 나

오지 않고 텀을 두면서 리듬 패턴의 강세들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악보 65> ≪녹턴≫ 마디 27-29

≪타란텔라≫에서는 ♩♪│♪♪♪ 이러한 리듬 패턴이 주로 나

타나는데 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 두 가지 해석이 나타난다. 정경화, 메뉴

힌, 헨델, 마르치는 4분음표에 비브라토를 주며 활을 많이 사용하며 길게

연주하는데 이것은 presto의 빠른 템포에 자칫하면 건조한 소리가 날 가

능성을 차단하며 풍부한 소리를 의도적으로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

문에 선율이 딱딱하게 끊기지 않고 노래하듯이 연결된다. 반면 코간과

아카르도는 이 리듬의 4분음표를 의도적으로 짧게 끊어서 연주하고 있

다. 이것은 강박과 맞물려있는 4분음표를 강조함으로써 박력 있고 화려

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비브라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의

측면에서 울림이 풍부하지 않고 빈약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화성이므로

레가토를 할 수 없고 무조건 끊어서 연주해야 하지만 악보에는 스타카토

와 같은 별도의 표기가 없기 때문에 너무 짧게 끊어서 연주하는 것은 작

곡가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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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잉 및 아티큘레이션

마디 1에서는 효과적인 음색을 위해서 약음기를 착용할 것이 명

시 되어있고 많은 연주자가 텅 빈 음색을 위해 활 위치를 지판 쪽에서

(sul tasto) 시작한다. 유니버설 에디션에서는 바이올린의 첫 음을 내림

활로 표기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 마디 1의 피아노가 ppp로

나오고 뒤이어 바이올린이 한 단계 커진 pp의 선율을 이어받기 때문에

조금 더 커진 pp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작고 약한 소

리를 내는 올림활보다는 내림활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두 번째, 피아노

첫 음마다 강박 악센트가 들어가는 것을 동일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마디

2의 시작음을 내림활로 표기했을 수 있다. 하지만 조용한 분위기에서 소

리를 내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인터내셔널 에디션에서는 반대로 올림활로 표기하였다. 올림활은

내림활보다 훨씬 가볍고 조용한 느낌을 내기 수월할 뿐 아니라 내림활에

서 나타나는 악센트를 방지할 수 있다.

<악보 66> 유니버설 에디션 ≪녹턴≫ 마디 1-3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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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인터내셔널 에디션 ≪녹턴≫ 마디 1-3 보잉

유니버설 에디션의 마디 4에서는 바이올린의 마지막 박을 올림

활로 시작하여 마디 5의 첫 음(A
♭
,F)까지 한 활 레가토로 나타내고 있

고, 정경화와 마르치, 메뉴힌이 이렇게 연주하고 있다. 이 곳은 악구가

끝나는 부분으로 데크레셴도(decresc)가 표시되어있으며 한 슬러로 연주

할 경우 활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아지면서 조용히 마

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정경화의 경우, 한 활 레가토로 연주하고 있지만

마디 4의 마지막 음을 의도적으로 크레셴도 후 마디 5에서 작아지고 있

다. 이것은 크레셴도를 통해 데크레셴도를 더욱 대비시키고 극적으로 작

아지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해석으로 보인다. 인터내셔널 에디션에서

같은 부분을 보면, 마디 4의 마지막 박을 올림활로 시작한 후 마디 5의

첫 음이 내림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춤곡 형식의 작품들은 강박에

악센트가 들어가는데 앞서 등장했던 피아노의 강박의 악센트들과 맞물려

서 마디 5의 첫 화음을 내림활로 표기한 듯하다. 하지만 이렇게 활을 쓸

경우 악센트가 나타나며 음이 강조될 수 있으며 데크레셴도의 표현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작곡가의 의도와 반한다고 볼 수 있다.



- 74 -

<악보 68> 유니버설 에디션 ≪녹턴≫ 마디 4-5

<악보 69> 인터내셔널 에디션 ≪녹턴≫ 마디 4-5

악보 70을 보면, 트릴의 시작인 세 번째 박의 C#과 G#의 5도 화

음에서 유니버설 에디션은 내림활로 활바꿈 한 후 하나의 슬러로 트릴을

마무리했다. 이것은 리디아와 프리지아의 특성이 같이 나오고 있는 이

화음에 보잉을 바꾸면서 트릴의 시작인 G
#
을 강조하려는 해석으로 볼

수 있고 악보에 명시된 Perdendosi(점점 느리면서 약하게)를 더욱 효과

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반면, 인터내셔널 에디션은 C
#
과 G

#
화음을 앞서

이미 나왔던 올림활의 연결된 레가토로 표시한 후 트릴의 중간에서 다시

내림활로 바꾼다. 이것은 유니버설 에디션과는 완전히 반대의 해석으로

G
#
을 강조하지 않고 더 점진적으로 자연스러운 악구의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트릴 중에 내림활로 바뀜으로써 악구의 연결이 매

끄럽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며 연주자들이 활 바꿈을 두드러지게 나타나

지 않게 유의하며 연주해야할 것이다.



- 75 -

<악보 70> 유니버설 에디션 ≪녹턴≫ 마디 7

<악보 71> 인터내셔널 에디션 ≪녹턴≫ 마디 7

Ancora meno mosso가 시작되는 마디 8에서 두 에디션 모두 B

♭
을 올림활로 시작하는데 유니버설 에디션은 A음을 내림활로 갈랐으며

Lento assai에서부터 이어져온 강박의 강세를 주기 위해 활을 바꾸어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인터내셔널 에디션은 다음 음인 A

를 그대로 올림활로 표기했다. 이것은 A음의 강세를 감추려는 의도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반음의 간격을 한 활로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함

일 것이다.

<악보 72> 유니버설 에디션 ≪녹턴≫ 마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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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인터내셔널 에디션 ≪녹턴≫ 마디 8

메뉴힌은 마디 14를 포르테로 크게 연주한 후 점점 작아지며 마

디 15를 작게 연주하는데 그는 마디 15의 첫 음 B♭에 이전과 다른 색채

의 변화를 주면서 마디 17까지 이어지는 악구의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

다. 반면 정경화와 코간은 마디 14를 작게 시작 후 점점 커지면서 마디

15의 B
♭
을 강하게 연주하고 있으며 이것은 마디 13의 molto espressivo

를 더욱 진행시켜서 마디 17로 향하는 과정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악보 74> ≪녹턴≫ 마디 11-15

≪타란텔라≫의 마디 9에서는 연속적인 8분음표 리듬이 나오는

데 유니버설 에디션은 슬러 사이에 한 음을 활바꿈하여 이 패턴이 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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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동안 지속되게 표기했다. 이것은 두 번째 약 박에 강세를 지속적으로

줌으로써 바뀌는 음과 맞물려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다. 코간을 제외한

다섯 연주자들이 이렇게 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화성이 변하는

순간을 입체적이고 도드라지게 잘 살릴 수 있지만 템포가 느려지지 않게

활을 잘 제어해야 할 것이다. 인터내셔널 에디션은 모든 8분음표를 슬러

없이 갈라놓았는데 이것은 presto의 민첩성을 잘 나타내는 스피카토

(spiccato)적 해석으로 작곡가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화려한 분위기를 나

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악보 75> 유니버설 에디션 ≪타란텔라≫ 마디 9

<악보 76> 인터내셔널 에디션 ≪타란텔라≫ 마디 9

타란텔라의 마디 16에 인터내셔널은 음계의 시작을 내림활로 한

후 마지막 D#에서 올림활로 바꾼 후 숨표를 지시하였다. 이것은 E음으로

도달하지 않고 휴지를 둠으로써 다음 음으로의 극적 긴장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올림활이 다음 마디 강박에 내림활을 사용하기 용이케 해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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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7> 유니버설 에디션 ≪타란텔라≫ 마디 16

<악보 78> 인터내셔널 에디션 ≪타란텔라≫ 마디 16

타란텔라의 마디 56의 바이올린 선율에는 빠른 반음계 상행 음

계가 나타나는데 이때 유니버설 에디션은 한 활로 표기했다. 이것은 자

연스러운 악구를 통해서 방향성을 더하여 마디 59의 B에 도달하려는 의

도이다. 반면, 인터내셔널 에디션은 슬러를 각각 내림활과 올림활로 갈랐

는데 이것은 악구의 방향성보다 악상을 더 중시했으며, 크레셴도를 극대

화하기 위해서 활바꿈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활

전환과 함께 악센트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악보 79> 유니버설 에디션 ≪타란텔라≫ 마디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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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0> 인터내셔널 에디션 ≪타란텔라≫ 마디 56

아래 타란텔라의 마디 85에서 유니버설 에디션은 2박 단위의 활

바꿈만 표기하고 있는데 인터내셔널 에디션은 약박에 악센트를 표시했으

며 의도적으로 내림활로 표기하여 서로 맞물려 더욱 강한 악센트가 발생

하도록 했다. 이것은 두 번째 박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선율의 고점에 있

는 A음을 강조하려는 해석으로 보인다. 이후 마디 94에서도 인터내셔널

에디션은 강박을 올림활로 나타내고 있다.

<악보 81> 유니버설 에디션 ≪타란텔라≫ 마디 85-88

<악보 82> 인터내셔널 에디션 ≪타란텔라≫ 마디 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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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3> 인터내셔널 에디션 ≪타란텔라≫ 마디 93-96

마디 125에서 유니버설 에디션은 네 음을 한 활로 연결하여 악

구에서 가장 높은 음인 F
#
을 올림활로 표기하였는데 반면 인터내셔널 에

디션은 F
#
을 내림활로 강조하기 위해서 활을 바꾸게 지시하였다.

<악보 84> 유니버설 에디션 ≪타란텔라≫ 마디 125

<악보 85> 인터내셔널 에디션 ≪타란텔라≫ 마디 125

인터내셔널 에디션은 유니버설 에디션에 비해서 강박에 올림활

을 많이 사용했는데 예를 들자면 타란텔라 마디 395와 403 또한 그 경우

이다. 정박에 올림활과 함께 악센트를 표시하고 있지만 슬러를 사용한

약박에 내림활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역시 강조하고 있다.



- 81 -

<악보 86> 인터내셔널 에디션 ≪타란텔라≫ 마디 3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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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지법

≪녹턴과 타란텔라≫의 운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운지법 중 하나

는 글리산도이다. 이것은 스페인적인 색채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의도

를 가지고 있다. 원본인 유니버설 에디션에서는 글리산도가 거의 표시되

어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인터

내셔널 에디션을 보자면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글리산도의 표기가 되어

있으며 이것을 통해 색채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매우 장려하고 있다.

<악보 87> 인터내셔널 에디션 ≪녹턴≫ 마디 50-63

예를 들어 ≪녹턴≫의 마디 27을 보자면 A와 G
#
사이에 글리산

도가 나타나고 있다. 만약 글리산도의 표시가 없다면 확실하게 손가락을

떼서 G
#
을 중요하게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리산도 표시가

있다면 손을 떼지 않고 같은 손가락 번호로 이동을 할 것이며 반음 사이

가 끌리면서 G
#
이 날카롭지 않고 훨씬 더 부드러운 색채로 나타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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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8> 인터내셔널 에디션 ≪녹턴≫ 마디 27-29

이러한 글리산도는 ≪타란텔라≫에서도 나타난다. 마디 68의 마

지막 박 B의 8도 화음과 마디 69의 첫 박의 한 옥타브 위의 B음 사이에

유니버설 에디션은 글리산도를 표기하지 않았고 인터내셔널 에디션은 표

기하였다.

음원에서 보면 코간과 아카르도가 글리산도를 하지 않았는데 앞

서 살펴보았듯이 이 두 연주자는 타란텔라의 주요 리듬인 ♩♪│♪♪♪

에서도 4분음표를 짧게 연주하고 있었으며 긴 음의 처리와 글리산도를

전체적인 곡 안에서 지양하는 듯이 보인다. 반면에 헨델, 정경화, 마르치,

메뉴힌은 글리산도를 해서 음과 음 사이의 먼 도약을 부드럽게 끌며 연

주했다.

<악보 89> 유니버설 에디션 ≪타란텔라≫ 마디 68

<악보 90> 인터내셔널 에디션 ≪타란텔라≫ 마디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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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에디션에는 여러 부분에서 다른 운지법이 나타나는데

특히 어떤 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색채와 분위기를 자아낸

다. ≪타란텔라≫에서는 이러한 운지법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녹

턴≫에서는 이에 따른 색채의 변화를 두드러지게 알 수 있다. 대체적으

로 유니버설 에디션에서는 손가락 번호가 많이 적혀있지 않아서 여러 가

지 해석이 가능했으며 인터내셔널 에디션에서는 E현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코간과 정경화는 녹턴의 마디 12의 첫 음인 B
♭
를 A현으로 슬라

이드하면서 나타냈고 이후 마디 13까지 A현을 유지한다. 같은 음을 다

른 현에서 연주하는 가장 큰 의도는 색채의 변화일 것이다. 연주자는 앞

서 마디 10-11에서 나타났던 조용하고 넘실대는 음형에서 변화하면서

더욱 깊은 색채적인 효과를 주고자 의도했다. 이와 반대로 메뉴힌은 이

곡에서 대부분 E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서 이어져오던 E현에서의 손가

락 번호를 마디 13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더 날카롭고 뚜렷한 소리를 내

고 있다.

<악보 91> 유니버설 에디션 ≪녹턴≫ 마디 12-13

<악보 92> 인터내셔널 에디션 ≪녹턴≫ 마디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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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턴≫의 마디 22에서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인터내셔널 에

디션은 E현의 손가락 번호가 표기되어있고 유니버설 에디션은 손가락

번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메뉴힌을 제외한 연주자들이 A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필자 역시 A현을 사용하기에 손가락 번호를 제시해 보았

다.

<악보 93> 인터내셔널 에디션 ≪녹턴≫ 마디 22-24

<악보 94> 필자의 손가락 번호≪녹턴≫ 마디 22-24

타란텔라의 마디 78와 175에서는 왼손 피치카토 주법이 나타나

는데 이것은 타악기적인 음향 효과를 주기 위함으로 볼 수 있으며 기교

를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하지만 왼손 피치카토는 일반적으로 오른

손에 비해 소리가 작기 때문에 연주자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피치카토를

하고 있다.

정경화의 경우 피치카토 대신 32분음표 네 음을 한 활로 그어서

연주했다. 이것은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작곡가가 의도

한 음색적인 효과와는 상충된다. 메뉴힌 역시 마디 175에서 왼손 피치카

토를 사용해야하는 E현을 활로 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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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5> ≪타란텔라≫ 마디 77-80

<악보 96> ≪타란텔라≫ 마디 1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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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시마노프스키의 ≪녹턴과 타란텔라 작품번호 28≫의

분석을 중심으로 형식과 함께 음악적 양식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연주 방향과 해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두 가지 에디션과 여

섯 명의 연주자들의 음반을 기준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타남에 따라 그

근거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시마노프스키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조를 수용적으

로 받아들였던 진보적 성격의 작곡가였고 이 작품은 그의 작곡 시기 중

인상주의 기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중기에 작곡된 작품이다. 낭만주의

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화성적 측면에서는 프랑스 인상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리듬적 측면으로는 스페인의 민요와 춤곡 같은 민속적 음

악과의 영향 관계가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연주자들이 곡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

이견이 나타나는 부분이 각각 인상주의적 색채를 표현하는 부분과 스페

인적 춤곡에 영향을 받은 리듬을 해석하는 방식 위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템포와 루바토, 리듬 패턴과 같은 리듬적 측면과 보

잉 및 아티큘레이션, 운지법에 대해서 연구해보았다.

본 논문은 ≪녹턴과 타란텔라≫ 작품에 대해서 단지 이론적 분

석만으로 그쳤던 선행 연구로부터 더 나아가 연주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연주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녹턴과 타란

텔라≫ 작품의 연구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시마노프스키에 대

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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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and Discussion of

Performance Direction of K.

Szymanowski ≪Notturno e

Tarantella Op. 28≫

Sojeong Kim

Department of Music, Violi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violin piece ≪Notturno e Tarantella≫

(1915) created by Polish composer Karol Szymanowski (1882–1937)

and considers the direction of the performance. Szymanowski com-

posed during the transition of the late romanticism period to 20th

century music, and as a result, ≪Notturno e Tarantella≫ features

new characteristics that are distinct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yles of work. Hence, unique colors, rhythms, and harmony are

heard throughout this piece.

This is one of the musical pieces the author played du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s master's graduation recital program.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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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fact the composition was extended beyond the twelve-tone

technique designed in the early 20th century, performers face many

difficulties when attempting to play a system differing from typical

compositions. In Korea, there is a lack of in-depth research conducted

on Szymanowski and it is due to this lack of research that

Szymanowsk’s ≪Notturno e Tarantella≫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is dissertation.

Before analyzing the piece, this dissertation first looks at

Szymanowsky's life and the background of his work divided into

three work periods, and then analyzes how musical elements such as

rhythm, harmony, melody, and form influenced Szymanowsky’s works

at that time. Utilizing these musical elements analyses, this dis-

sertation will also compare and discuss interpretations of this piece

from the performances of six violinists Leonid Kogan(1924-1982),

Yehudi Menuhin(1916-1999), Salvatore Accardo(1941-), Ida

Haendel(1928-2020), Kyung-Wha Chung(1948-), and Johanna

Martzy(1924-1979).

This dissertation seeks to also discuss the terms of harmonic

aspects found throughout Szymanowsky's work. The influences of

French Impressionist music style, including Claude

Debussy(1862-1918), Maurice Ravel(1875-1937), and folk music, such

as Spanish folk and dance songs, are prevalent throughout this piece.

It can also be notated that the part of this piece, which performers

individually interpret, centers around the part that makes full use of

the impressionist color and Spanish dance songs. Several inter-

pretative possibilities were examined later in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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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will be meaningful in that it helps perform-

ers find a desirable interpretive direction through a deeper under-

standing of the composer and the work. This work also seeks to

shed light on the artistic value of this piece.

keywords : Szymanowski, Notturno e Tarantella, Impressionism

Student Number : 2016-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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