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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에드가 앨런 포 『고자질하는 심장』에 의한 

독주 하프를 위한 환상적 발라드>(1912)의 

분석 및 해석적 고찰 

본고는 앙리에트 르니에(Henriette Renié, 1875-1956)의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 소설 『고자질하는 심장』에 의한 독주 하프를 위한 환

상적 발라드>(1912)의 작품 분석과 연주 해석에 관한 논문이다. 표제적

으로 반복되는 주요 동기들을 통해 소설의 극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면서도 기교적으로 작곡된 이 작품은 르니에의 주요작품경향으로 꼽히

는 문학성과 환상성의 조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의 작곡기법과 하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곡된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르니에는 프랑스의 하피스트 겸 작곡가로 근·현대 하프 역사에

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 예술가이다. 그의 작품들은 연주 경험을 토대로

하프의 주법적인 통찰과 다양하고 풍부한 하프의 음색적 활용, 성숙된

작곡기법이 복합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프 문헌에서 필수적인 레퍼토

리로 인정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환상적 발라드>는 르니에의 문학에

대한 관심이 특히 잘 드러나 음악내적·음악외적으로 다각적인 해석이 요

구되기에 이 작품에 나타나는 음악과 문학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은 의

미가 있다. 더욱이 이 작품과 유사한 특징과 길이, 연주 난이도를 갖는

르니에의 다른 작품들의 경우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 존재하는 것에 반

해 이 작품은 『미국 하프 저널』(The American Harp Journal)에 실린

작품 해설 외에 학술적 결과물이 없는 현황으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상적 발라드>에서 르니에는 작품 전체에 걸쳐 특정 동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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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변형하는 방식, 즉 일종의 주제변형기법을 사용하여 소설

에서의 이야기 전개를 음악적으로 들려주고 있다. 이 동기들은 에드가

앨런 포의 『고자질하는 심장』의 등장인물, 인물의 감정 혹은 상황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변형되어 작품 내에서 유기성과 통일성을 구축한

다. 이러한 표제성, 그리고 동기의 지속적인 변형과 더불어 르니에가 구

사하는 하프에 특화된 주법적 방식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하프에 대한 깊

은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그는 <환상적 발라드>가 연주 기술적 측면

에서 고난도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연주자가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완

화시켜 작품의 표현적 측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음악내적·음악외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소설과 음악을

결합하여 설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하는 필자의 해석적 관점을 제안한

다.

본고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Ⅱ장에서는 르니에의 전반

적 생애와 작품 경향, 그리고 하피스트로서 그의 업적을 다룬다. 또한 하

프 역사에서 르니에의 성취에 대해 논하기 위하여 하프의 간략한 역사적

흐름과 그 안에서의 주법적 방향, 르니에가 남긴 하프 교본에 대한 내용

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소설 『고자질하는 심장』과 음악작품 <환상적 발

라드>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다. 소설의 작가 포의 생애 전반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장은 소설과 작품 개괄로 이어지며, 이후

세 부분으로 작품을 분석한다. 우선 <환상적 발라드>를 음악 자체로 분

석하고, 음악에 초점을 맞추어 표제성에 대하여 다룬 후, 마지막 부분에

서는 앞선 분석 내용과 하피스트 안 융의 작품 해설을 근거로 하여 소설

과 음악을 결합하여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르니에가 <환상적 발라드>에서 보여주는 하프에 특

화된 주법들을 고찰한다. 또한 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프의

기본적인 주요 주법, 그리고 <환상적 발라드>에 나타나는 특수 주법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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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Ⅴ장은 음원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엠마누엘 세숀과 산드

린 채트론의 연주를 템포와 다이내믹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는 전반부와

연주 해석적 방향을 제안하는 후반부로 구성된다. 이 장에서는 앞서 연

구한 음악내적·음악외적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음악으로 소설을 ‘들려주

기’ 위한 연주자로서의 해석적 관점을 서술한다.

본 논문에서는 르니에의 하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로부터 얻어

지는 음악적 결과물의 높은 완성도, 그리고 이것들이 작곡가가 표현하고

자 하는 표제적 토대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시도한 작품에의 다각적 접근을 통해 연주자들이

주체적으로 작품을 수용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적 해석의 가능성

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앙리에트 르니에, 하프, 환상적 발라드, 에드가 앨런 포, 고

자질하는 심장

학 번 : 2016-3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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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프랑스의 하피스트 앙리에트 르니에(Henriette Reniè, 1875-1956)

는 근현대 하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하피스트들 중 한 인물이다.

당대에 성공한 여성 예술가였던 그는 연주자, 작곡가, 스승으로서 기념비

적인 업적을 남겼다. 그의 뛰어난 연주는 당대의 여러 작곡가들로 하여

금 하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하프가 독주

악기로 부상하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1) 하피스트 겸 작곡가로

서, 그는 하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하프의 잠재력과 가

능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또한 현대 하프 계보를 잇는 여

러 하피스트들을 제자로 두어 후학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최초의 하프

콩쿠르를 개최하고 그의 일생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그의 주법을 확립

하여 이를 교본으로 남겼다.2)

그 뿐 아니라 르니에는 연극과 문학에도 심취한 인물이었기에

다수의 작품에서 단순한 표제성을 넘어선 문학과의 깊은 소통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환상적 발라드>(Ballade fantastique

d’apres《Le cœur révélateur》 d’Edgard Poë pour Harpe, 1912, 이하

환상적 발라드)를 비롯하여 <전설>(Legend, 1901)3), <요정의

춤>(Danse des Lutins, 1911)4) 등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

다. 이 작품들에서 그는 단편 소설과 시를 음악으로, 다시 말해 문학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다.

<환상적 발라드>는 미국의 작가인 에드가 앨런 포(Edgar Allen

1) 이전 시대의 하프는 지금과 같은 독주 악기로 보다는 오케스트라나 다른 솔로 파트에

대한 반주 악기로, 혹은 살롱에서 가볍게 연주되는 악기로 인식되었다.
2) Jaymee Haefner, One Stone to the Building : Henriette Renie’s Life through Her

Works for Harp (AuthorHouse, 2017), 1-2.
3) 19세기 프랑스의 고답파 시인 르 콩트 드 릴(Charles Leconte de Lisle, 1818-189)의

시 ‘요정’(Les elves)를 토대로 한 하프 독주 작품이다.
4)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월터 스캇 (Walter Alba Scott, 1771-1832)의 시 ‘마지막 음유

시인의 시’(The Lay of the Last M instrel) 중 일부를 토대로 한 하프 독주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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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 1809-1849)의 단편 소설 『고자질하는 심장』(The Tell-tale Heart,

1843)을 토대로 하여 작곡되었다. 하프는 부드럽고 투명한 음색을 갖고

있는 악기로 일반적으로 하프를 위한 작품들에서 공포라는 감정은 매우

드물게 표현되는데, 르니에는 많은 하피스트 겸 작곡가들 중에서도 유독

어둡고 심오한 주제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포는 추리소설의

창시자로서 주로 공포와 살인, 죽음에 관련된 글을 쓴 마카브레

(macabre)5)의 장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예술가의 공통적인 특성이

<환상적 발라드>에서 조화되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하는 것이 본 연

구의 하나의 목적이다.

현재까지 르니에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의

생애와 작품 경향, 전반적인 곡 해설을 다룬 단행본 및 학위 논문6) 그리

5) 프랑스의 장 르 페브르(Jean le Fèvre)의 시 『Respit de la Mort』(죽음의 시계,

1376)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프랑스의 고어 ‘macabé’ 혹은 인명 ‘Maccabaeus’(예를

들어 Juda Maccabaeus)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성서의 고유 명칭으로도 사용되었

으며, ‘Chorea Machabaeorum’라 불리던 예배를 위한 춤 혹은 행렬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죽음의 무도와 같은 섬뜩함을 연상시키는, 기괴한, 무서운’의 의미를

가진다. 음악에서 마카브레가 사용된 예는 카미유 생상(Camille Saint-Saёns,

1835-1921)의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 Op. 40, 1874), 죄르지 리게티(Ligeti

György Sándor, 1923-2006)의 <그랑 마카브레>(Le Grand Macabre, 1977)의 작품

등이 있다.

"Macabre, n.1," OED Online, March 2021, Oxford University Press,

http://lps3.www.oed.com.libproxy.snu.ac.kr/view/Entry/233217 [2021년 5월 16일 접

속]

"macabre, adj. and n.2," OED Online, March 2021, Oxford University Press,

http://lps3.www.oed.com.libproxy.snu.ac.kr/view/Entry/111744?rskey=KdDDx1&result=2

&isAdvanced=false [2021년 5월 16일 접속]
6) Jaymee Haefner, One Stone to the Building : Henriette Renie’s Life through Her

Works for Harp (AuthorHouse, 2017) ; Odette de Montesquiou, The Legend of

Henriette Reniè (AuthorHouse, 2008) ; Roslyn Rensch, Harps and harpists

(London: Duckworth, 1989) ; Sarah Katherine Crocker, “The Descriptive

Miniatures of Alphonse Hasselmans and Henriette Reniè:An Examination of the

Pedagogical and Artistic Sighnificance of Salaon Pieces for Harp”, (D.A. The

University of Alabama, 2013) ; Slaughter, Constance Caroline, “Henriette Renie:A

Pioneer in the World of the Harp,” (M.M. Rice University, 1992)

http://lps3.www.oed.com.libproxy.snu.ac.kr/view/Entry/233217
http://lps3.www.oed.com.libproxy.snu.ac.kr/view/Entry/111744?rskey=KdDDx1&result=2&isAdvanced=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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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르니에의 다른 작품에 대한 박사 학위 논문7)이 소수 있으며, <환상

적 발라드>에 대한 연구는 2006년 『미국 하프 저널(American Harp

Journal)』에 수록된 하피스트 안 융의 해설8) 외 학술적으로는 연구되지

않은 현황이다. 또한 르니에의 작품들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전설>이

나 <요정의 춤>, 혹은 <세 개의 이야기를 갖는 교향적 작품>(P iece

Symphonique in 3 episodes for harp, 1907)에 비해 <환상적 발라드>는

비교적 자주 연주되지 않았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더욱 생소한 레퍼토리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르니에는 『고자질 하는 심장』에 등장하는 요소들을 <환상적

발라드>의 특정 동기와 연결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여 마치 소설을 음악

으로 들려주는 듯한 효과를 자아낸다. 즉 소설의 두 주요인물 혹은 심리

를 상징하는 동기들이 소설의 흐름, 인물의 심리 변화에 따라 변형 혹은

서로 조합하기도 하며 곡 전체에 걸쳐 사용된다. 특히 『고자질하는 심

장』에서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노인의 눈’은 <환상적 발라드>에서도

가장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동기와 대응되어 지속적으로 반복 및 변형되

어 나타난다. 이 동기는 단악장의 작품에서 하나의 소설을 이야기하기

위해 부분들을 연결하는 장치일 뿐 아니라 작품 전체에 통일성과 연속성

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세부적 구성 요소들의 특성 뿐 아니라

좀 더 큰 맥락에서 살펴보더라도 르니에의 음악과 포의 소설이 유사한

기승전결의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음악적 전개와 소설의 전개가 유사하다.

또한 <환상적 발라드>는 이러한 음악과 문학의 결합에서 오는

측면 외에도 르니에가 하피스트 겸 작곡가로서 하프의 구조와 원리에 특

화된 방식으로 작곡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술적으로 고난도의

7) Min-Jung Cho, “An Analysis of Renié’s Works : Symphonique Piece and Legend”

(D.A. document, New York University, 1995)
8) Ann Yeung, “Edits to Henriette Renié's Ballade Fantastique d'après “Le cœur

révélateur" d'Edgar Poë,” American Harp Journal Summer 2006, Vol. 20 Issue

3(20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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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이지만 하피스트의 손과 발의 움직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주를 편안

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작품의 분위기와 음악적, 표제적 표현에 대한 효과를 모두 최대한으로

이끌어낸다.

<환상적 발라드>의 경우 작품의 제목에서 포의 소설 『고자질

하는 심장』을 토대로 하였음을 작곡가가 밝히고 있으므로 음악적 해석

뿐 아니라 음악외적 부분이 음악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한 해석

이 필요한 작품이다. 따라서 ‘포’와 ‘르니에’라는 두 예술가의 경향이 <환

상적 발라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을 연구의 목적 중 하나

로 앞서 언급한 바, 이 작품 내에서 일어나는 ‘문학과 음악의 결합’에 대

하여 이 작품을 어떻게 연주해야할 지에 대한 해석적 측면을 고찰하는

것 또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과 『고자질하는 심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를 종합한 분

석적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르니에의 생애 전

반과 하프 역사에서 그의 업적을 살펴보며, 르니에의 작품들에서 나타나

는 경향들에 대하여 논한다. Ⅲ장에서는 본 작품의 토대가 되는 소설의

작가인 에드가 앨런 포와 그의 소설 『고자질하는 심장』에 대한 개괄과

<환상적 발라드>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먼저 작품의 구조

와 각 동기들의 전개 및 분석, 그리고 섹션별로 곡의 흐름을 분석하며

이러한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르니에의 음악에 나타난 포의 소설과의 연

관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Ⅳ장에서는 <환상적 발라드>에서 사용되는 르

니에의 하프에 특화된 주법들에 대한 내용을 연주자적 관점에서 분석한

다. 이 부분은 작품에 사용된 주법을 범주화하여 소음을 조절하기 위한

부분, 악기의 구조와 원리를 사용한 손과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편

의를 고려한 부분, 아티큘레이션과 셈여림에 대한 세 가지 부분으로 분

류된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프랑스의 하피스트인 엠마누엘 세숀

(Emmanuel Ceysson)과 네덜란드의 하피스트인 산드린 채트론(Sand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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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ron)의 음원을 템포와 다이내믹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며, 연구내용

들을 기반으로 <환상적 발라드>의 연주에 대한 해석적 관점을 제안할

것이다.

2019년 미국 국제 하프 콩쿠르(USA International Harp

Competition)9)에서 <환상적 발라드>가 3차 지정곡으로 선정되며 이전보

다 주목을 받게 된 오늘날, <환상적 발라드>의 연주를 통해 포의 『고

자질하는 심장』을 들려주기 원하는 하피스트들에게 본 연구가 하나의

의미 있는 해석적 방향을 제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9) 이스라엘 하프 콩쿠르와 함께 가장 중요한 하프 콩쿠르 중 하나로, 1989년 르니에의

제자인 수잔 맥도날드 교수에 의해 창립되었다. 미국 인디애나 음대와 하프 제조사인

‘라이온 앤 힐리(Lyon&Healy)’의 후원으로 3년마다 개최되며, 각국의 만 18-32세의

하피스트들이 참가할 수 있다. 이들은 10일간 4차로 구성된 레퍼토리들을 연주하며

겨루게 된다. https://usaihc.org [2021년 5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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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앙리에트 르니에의 생애와 작품 경향

2.1 앙리에트 르니에의 생애10)

하피스트이자 작곡가인 앙리에트 르니에는 1875년 프랑스 파리

의 보수적인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 르니에는 건축가이자 성악가로

활동한 아버지11)와 전통 있는 목공예 장인의 집안 출신의 어머니 밑에

서 태어나 예술적 자원이 풍요로운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이러한 환경은

르니에가 유년시절 다양한 예술을 접함과 동시에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살 때 로시니 오페라의 가수로 활동하던 아버지의 공연

을 보러 간 니스에서 우연히 하셀만(Alphonse Hasselmans, 1845-191

2)12)의 연주를 접한 것을 시작으로 하프에 매료되어, 르니에는 8살부터

하셀만에게 본격적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매우 어린 나이부터 두각을 드러내며 9세에 파리음악원에 입학

한 르니에는 12세가 되던 1887년 프리미어 프리(Premier Prix)13)를 수상

하였다. 그는 이후 전문 연주자로 데뷔하며 벨기에와 브라질 등, 다양한

10) Ⅱ장 1절은 다음과 같은 4개의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Jaymee Haefner, One Stone to the Building : Henriette Renie’s Life through
Her Works for Harp (AuthorHouse, 2017); Sarah Katherine Crocker, “The
Descriptive Miniatures of Alphonse Hasselmans and Henriette Reniè : An
Examination of the Pedagogical and Artistic Significance of Salon Pieces for
Harp,” D. A. document, The University of Alabama, 2013; Odette de
Montesquiou, The Legend of Henriette Reniè (AuthorHouse, 2008)

11) 르니에의 아버지인 잔 에밀 르니에(Jean-Emile Renie, 1835-1910)는 저명한 건축가

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건축, 그림, 조각, 음악에 재능이 있었다. 루소(Théodore

Rousseau)와 디아즈(Narcisse Díaz de la Peña)의 제자였으며 주로 풍경화를 그렸

다. 로시니(Gioachino Rossini)에게 인정받는 오페라 가수이자 조각가였다.

Odette de Montesquiou, The Legend of Henriette Reniè (AuthorHouse, 2008), 1.
12) 알퐁스 하셀만은 벨기에 출신의 하피스트 겸 작곡가로, 파리 음악원에 재직하며 르

니에를 비롯한 20세기를 이끈 하피스트들의 스승이었다.
13) 파리 음악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주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콩쿠르가 없던 이 시대에 지금의 콩쿨 수상 경력과 같은 경력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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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왕족과 귀족들 앞에 연주할 기회를 얻어 비르투오소 하피스트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전문연주자로서 데뷔하면서부터(1887년 7월), 르니에는 샤를 르

느뵈(Charles Lenepveu), 테오도르 뒤부아(Theodore Dubois), 쥴 마스네

(Jules Massenet)와 작곡, 화성 및 대위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며, 파리

음악원에서 최초의 여성 작곡과 학생이었던 그녀는 수학하는 내내 두각

을 나타냈다.14)

『미국 하프 저널』2018년 여름 호에 게재된 르니에의 1955년

인터뷰 215)에서 르니에는 그의 하프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자신

이 작곡한 <c단조 협주곡>(Concerto en ut mineour, 1901)의 연주로 꼽

고 있다. 그가 25세에 완성한 이 하프 협주곡은 다양한 지휘자들 및 오

케스트라에게 초청되어 유럽 전역에서 25회 이상 연주가 되었다. 이러한

르니에의 연주활동은 당대에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저명한 작곡가들인 가

브리엘 피에르네(Gabriel Pierne)16), 클로드 드뷔시(Cladue Debussy)17),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18), 가브리엘 포레(Gabriel Faure)19) 등이 하

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당시의 예

술계에서는 드물게 여성 연주자이자 작곡가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14) 1880년까지, 파리 음악원은 여성에게 연주 외 음악이론, 작곡, 화성과 같은 수업을

등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수업들에서는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수강생들은 14세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르니에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13세에 18명의 남학생들과 함께 유일한 여학생으로 수업을 받았다. 르니에 외 이 수

업을 들었던 여학생으로는 차미나데(Cècile Chaminade)와 불랑제 자매(Nadia

Boulanger, Lili Boulanger)가 있다.
15) Jaymee Haefner, An Interview with Henriette Renié(1875-1956) edited by Jamee

Haefner; translated by Claire Renaud, 2018 Summer, The Americal Harp Jounal,

p. 10-15, 1955년 9월 녹음(해프너의 An Interview with Henriette Renié는 3개의 글

로 구성되며, 이 자료는 그 중 2번째 자료에 해당하여 ‘인터뷰 2’로 표기하였다.)
16) Impromptu-Caprice for Harp Solo Op. 9, Concerstuck Op. 39 작곡.
Concerstuck Op. 39는 르니에가 초연(1903)

17) Sonata for Harp, F lute, Viola, Danse Sacree et Danse P rofane(하프 독주와 현
오케스트라)

18) Introduction et Allegro pour Harpe, F lute, Clarinette, and String Quartet
19) Impromptu for Harp Solo Op. 86, Une Chatelaine en sa Tou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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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의 르니에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의 신념을 지키며 매

일 아침 미사에 참석한 후 연습, 연주, 레슨, 작곡을 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다. 그의 주요 작품들은 1901-1912년에 걸친 20대 후반-30대 후반에

작곡 및 초연되었으며, 1915년 작곡된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유실) 한 곡 외 모두 하프를 위한 작품만을 작곡하였다. 거의 매일 밤

크고 작은 연주회를 하였으며 그의 스튜디오에는 음악계 인사들 외에도

작가 기 드 모파상(Guy de Maupassant)과 알퐁스 카아(Alphonse Karr),

화가 구스타브 쿠르베(Gustav Courbet), 배우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 등이 드나들며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르니에가 살았던 당시는 제 3 공화국 시기(1870-1940)로 프랑스

진보 세력인 여권은 사회를 장악하여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려 하였고,

야권 세력은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간주하는 카톨릭 반동 세력(Catholic

and reactionary)이었다. 보수적이고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르

니에는 본인의 정치·종교 성향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찍이 예술적 탁월함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생 내내 크고 작은

제약을 겪었으며, 정치·종교 성향과 더불어 여성이라는 성별 역시 그의

어려움에 한 몫을 하였다.20) 14살 무렵의 르니에는 이미 당시 사회적으

로 여성에게 요구되던 것들과 본인의 예술성이 서로 양립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결혼을 하지 않을 결심을 굳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다. 1912년(37세) 스승인 하셀만에 의해 차기 파리 음악원 교수로

추천되었으나 당시 국가에서 이에 대해 승인이 나지 않아 대신 마르셀

뚜르니에(Marcel Tournier)가 채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르니에는 평

20) 1905년 12월, 드레퓌스 사건 이후 프랑스 정부는 카톨릭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제

정분리를 선포하며 이로 인해 교육과 군대에 관련된 기관 내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

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었다.

Sarah Katherine Crocker, “The Descriptive Miniatures of Alphonse Hasselmans

and Henriette Reniè : An Examination of the Pedagogical and Artistic

Sighnificance of Salaon Pieces for Harp,” D.A. document, The University of

Alabama,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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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로 연주와 레슨으로 생계를 이어갔으며 야권의

당원으로 등록하고, 남장을 하기도 하며 당시로서는 대담한 행보를 보였

다.21)

제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르니에는 예술가들을 위한 펀드

(Petite caisse des artistes)를 조직하였다. 예술가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인지한 그는 기금 마련을 위한 연주를 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전쟁 기간 동안 매달 익명으로 예술가들에게 전달하였다.22) 또한 최초로

국제 하프 콩쿠르를 창설하여 프리 르니에(Prix Renié)는 1914년(39세)을

시작으로 1921년, 1923년, 1926년에 개최되었다. 이 콩쿠르는 1926년을

마지막으로 재정난으로 중단 되었다. 프리 르니에는 최고 난이도의 과제

곡들이 출제되었으며 출전자들은 당대에 인정받은 음악가들을 포함한 심

사위원들에게 심사받고 우승 시 르니에가 상당한 금액의 상금을 수여하

는 방식이었다. 이후 1959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하프 콩쿠르(The

International Harp Contest in Israel)는 르니에의 프리 르니에의 이념을

계승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며 주요 하프 콩쿠르로서의 명맥을 잇고 있

다.23) 또한 1989년에는 르니에의 제자인 수잔 맥도날드(Susann

Mcdonald, 1935-) 교수가 미국 국제 하프 콩쿠르(USA International

Harp Competition)를 창설하여 3년 주기로 개최되며 이스라엘 하프 콩

쿠르와 함께 가장 권위 있는 두 개의 하프 콩쿠르로 자리 잡았다.

한편, 1920년대에 접어들며 라디오, 축음기, 녹음 장비의 발명으

로 인해 음악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1926년 르니에는 콜롬비아

레코드(Columbia Records)와 오데론 레코드(Odéron Records)에서 수많

은 음반들을 발매하였는데, 특히 이 음반들 중 그의 작품인 <요정의

춤>은 하프 최초로 프리 두 디스크(Prix du Disque)를 수상하였다.24)

21) Jaymee Haefner, One Stone to the Building : Henriette Renie’s Life through

Her Works for Harp (AuthorHouse, 2017), 12-13
22) Jaymee Haefner, One Stone to the Building : Henriette Renie’s Life through

Her Works for Harp (AuthorHouse, 2017), 14-15
23) Odette de Montesquiou, The Legend of Henriette Renié (AuthorHouse, 200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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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르니에는 그동안의 음악적 공적을 인정받아 모교인 파리 음악원

에서 수여하는 메달(Salons of French Musicians)을 받았다.

인정받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르니에는 본

인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젊은 시

절부터 소화불량과 과로에 시달렸는데, 2차 대전 시기 무렵에는 극심하

게 쇠약해져 연주보다는 『하프 연주법』(Mèthod Compléte de Harpe,

Alphonse Leduc. 1946)의 출판에 주로 전념했다. 1954년에 이르러 프랑

스 정부는 레지옹 도뇌르 국가 훈장(Lègion d‘Honneur)을25) 르니에에게

수여하였다. 정부에서 르니에를 반정부 세력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이 상

은 그의 예술적 성취에 비해 상당히 늦게 수여된 것이었다. 또한 여성이

므로 대개와 같이 ‘무슈(Monsieur)’가 아닌 ‘마드모아젤(Mademoiselle)’의

칭호가 수여되었다.26)

르니에의 공식적인 마지막 연주는 1955년 6월이며, 이듬해인

1956년 3월 1일, 81세로 사망하였다. 다음 표는 하피스트 겸 작곡가 르니

에의 생애의 주요 활동들을 정리한 것이다.

24) Min-Jung Cho, “An Analysis of Renié’s Works: Symphonique Piece and Legend,”

D.A. document, New York University, 1995, 9.
25) 프랑스의 가장 명예로운 훈장으로 각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훈장이다.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879 [2021년

6월 11일 접속] 당시 음악가들 중의 수훈자로는 세자르 프랑크(César Franck,

1822-1890), 테오도르 뒤부아(Théodore Dubois, 1837-1924)가브리엘 포레(Gabriel

Fauré, 1845-1924), 하셀만(1845-1912), 드뷔시(1862-1918), 라벨(1875-1937), 벨라 바

르톡(Bartók Béla, 1881-1945) 등이 있다.

https://www.leonore.archives-nationales.culture.gouv.fr/ui/ [2021년 6월 11일 접속]
26) Jaymee Haefner, One Stone to the Building : Henriette Renie’s Life through

Her Works for Harp (AuthorHouse, 20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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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르니에의 주요 연보

연도 내용
1875년 9월 18일 파리 출생
1880년 니스에서 하셀만의 연주를 관람, 3년간 피아노 배움
1883년 하셀만의 제자로 처음 하프 시작

1884년

파리 음악원 입학,

Premier Prix(하프 연주) 공동 2위

수상

개인레슨 시작

1887년 Premier Prix(하프 연주) 1등상 연주자로 데뷔
1889년 화성, 대위, 작곡 수업 참여 시작

1891~1896년

Premier Prix(화성) 1등상(1891)

첫 작품 발표 ;

<Andante religioso for Harp and Violin>(1895)

Premier Prix(대위, 작곡) 1등상(1896)

1898년
<Scherzo-fantasie>,

<Contemplation> 작곡

1901년

<Concerto en ut mineour>(1901) 작곡 후 카미유 셰비야르

(Camille Chevillard)와 유럽 연주 여행

<Legend>작곡 및 초연,

<Trio for Harp, Violin, and Cello>(1901) 작곡

파리에서 첫 하프 리사이틀

1906년
<Deux piece symphoniques> 작곡 ;

1악장 1906 초연, 2악장 1907 초연

1907년
<P iece Symphonique> 작곡

<Ballade Fantastique> 작곡 및 초연
1909년 <P iece Symphonique> 초연

1911년
<Danse des Lutins> 작곡

<Deuxième Ballade> 작곡 및 초연

1912년
<Danse des Lutins> 초연

<Feulles d’automne> 초연

1914년
첫 르니에 콩쿠르 개최 ; 1914, 1921, 1923, 1926 이후 중단 →

1959 이스라엘 콩쿠르로 계승
1914~1918년 예술가들을 위한 기금 마련(Petite caisse des artistes) 연주 활동
1926년 Odéron, Columbia 음반 발행(3달만에 절판)
1935년 파리 음악원 메달(Salon of French Musicians) 수상
1946년 <Mèthod Compléte de Harpe> in 2 volumes(Paris: Leduc) 출판
1954년 레지옹 도뇌르 훈장 기사 작위(Lègion d‘Honneur) 수여
1956년 3월 1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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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프의 역사와 르니에의 업적

2장에서는 하프 역사의 흐름과 그 안에서 르니에가 수행한 역할과 성취

해 낸 업적에 대하여 논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하프의 악기 발달과 그에

따른 배경 및 그 당시 하피스트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 주법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2.2.1 하프의 역사27)

하프는 활의 원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시작은 대략

기원전 3천년 경부터로 추정된다. 기원전 3500년 경 메소포타미아 문명

의 수메르, 우르 지역의 왕실 무덤에서 하프가 몇 개 발견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푸아비 왕비의 황소머리가 장식된 하프가 있다.28) [그림

Ⅱ-1]29)

27) 2.2.1에서 하프 역사에 대한 내용은 Roslyn Rensch, Harp and Harpists (Indiana

University Press, Revised edition, 2017);

https://www.harp.com/history-of-the-harp/ 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8) Roslyn Rensch, Harp and Harpists (Indiana University Press, Revised edition,

2017), 5.
29)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object/W_1928-1010-1-a [2021년 5월 28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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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푸아비 왕비의 무덤에서

발견된 하프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역시 다양한 하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서도 람세스 3세의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의 하프는 주목할 만한 장식과

그 형태를 볼 수 있다.30) 그리스 문명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

가 연주하는 리라가 하프의 기원으로 언급된다. 최초의 하프는 기원전

2700년 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하프를 연주하는 오

르페우스 조각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31) 그러므로 하프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악기이며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하프는 유럽의 클래식 하프

로 국한되어 있지만 나무에 다수의 현을 연결하여 현을 튕김으로서 소리

를 얻는 악기는 유럽 외에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

다.32)

800년 경(A.D.) 하프는 기둥과 프레임을 갖게 되었고, 중세에는

30) Roslyn Rensch, op cit., 9.
31) Ibid, 16.
32) Ibi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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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역이 확장되어 현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33) 이 시기의 하프는 온

음계만 연주가 가능했고, 현대하프에 비해 크기가 훨씬 작고 가벼워 손

으로 들고 이동이 가능한 크기였다. 기악이 발달하기 이전이므로 하프

역시 주로 성악 선율에 대한 단순한 반주를 위한 악기로서 사용되었다.

[그림 Ⅱ-2]34)

[그림 Ⅱ-2] 중세 하프의 모습

17세기에 이르러, 음악과 기술의 발달, 기악음악의 발전, 그리고 반음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줄 위에 후크를 달아 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후크 하

프가 등장하였다. [그림 Ⅱ-3]35)

33) https://www.harp.com/history-of-the-harp/ [2021년 5월 1일 접속]
34) https://caslabs.case.edu/medren/medieval-instruments/harp-medieval/ [2021년 5월

28일 접속]
35)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505181 2021년 5월 28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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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후크 하프의 모습

이 하프는 연주 중 한 손으로 후크를 조절해야하여 그로 인한 소음의 발

생, 그리고 후크를 조절하는 동안은 오른손으로만 연주가 가능하다는 데

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손으로는

자유롭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며 대신 발로 페달을 눌러 반음을 조절하

는 페달 하프 혹은 싱글액션하프(Single Action Harp)가 등장하게 된

다.(1770)36) 싱글액션하프는 제한적이나마 반음을 사용 할 수 있어 대체

로 5도권 내에서는 연주가 가능했다. [그림 Ⅱ-4]37)

36) Roslyn Rensch, op cit,, 127-128.
37) https://www.harp.com/history-of-the-harp/ [2021년 6월 1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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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싱글액션하프의 모습

한편, 하프는 고대부터 주로 여성이 다루던 악기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17세기 전후로 유럽의 상류층에게 음악이 고귀한 취향, 부, 지위와

동등하게 취급되던 분위기 그리고 살롱 문화의 발전과 함께 맞물려 관심

을 받게 되었다. 당시 여성들에게 음악적 소양은 좋은 결혼 상대자의 덕

목으로 중요했고,38) 하프를 잘 연주하는 마리 앙투아네트(1755-1793)가

프랑스의 황태자비로 빈에서 하프를 가지고 베르사유에 입성하게 되며

이는 프랑스에서 하프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39) 결과

적으로 파리 내 하프 인구는 급증하였고 파리가 하프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그림 Ⅱ-5]40)

38)

https://sophia.smith.edu/blog/fys199-01f12/luxury-objects-in-the-age-of-marie-antoinet

te/the-harp/ [2021년 4월 30일 접속]
39) Xavier de Maistre, Les Arts Florissants & William Christie - La Harpe Reine
(Album presentation) https://youtu.be/aafHW34doG4 [2021년 4월 29일 접속]
40)

https://sophia.smith.edu/blog/fys199-01f12/luxury-objects-in-the-age-of-marie-anto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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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하프를 연주하는 마리 앙투아네트>

장-밥티스트 고티에 다고티(Jean-Baptiste André

Gautier-Dagoty, 1740-1786), 1774년 작품

이러한 하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조성이 반음계적 화성 영역

으로 확장됨에 따라 1810년, 파리의 악기 제작자 세바스티앙 에라르

(Sébastien Erard, 1752-1831)는 현대까지 사용되는 하프의 형태인 더블

액션하프(Double Action Harp)를 고안해냈다. 이전의 페달 하프가 제한

적인 반음 사용이 가능했다면 에라르의 하프는 페달이 모든 반음을 자유

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41) 더블액션하프는 싱글액션하프와 동일하게 7

개의 페달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의 음을 한 페달이 모든 옥타브의

해당 음의 반음을 조절하며, 왼발로 시, 도, 레, 오른발로 미, 파, 솔, 라

te/the-harp/ [2021년 5월 28일 접속]
41) Roslyn Rensch, op cit.,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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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움직이게 된다. 이때 싱글 액션 하프와 더블 액션 하프의 차이점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페달의 층이 싱글 액션은 한 층, 더블 액션은 두

층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블 액션 하프에서 페달은 3개의 위

치에 있을 수 있는데 가운데에 있을 때는 ♮, 위로 움직이면 현의 장력

을 완화하여 ♭, 아래로 밟으면 현의 장력을 높여 ♯음으로 조정되는 원

리이다. [그림 Ⅱ-6]42)

[그림 Ⅱ-6] 싱글액션하프와 더블액션하프의 페달

이 더블액션하프(1810)의 초기 모델은 E1에서 E7까지 총 6옥타

브 43현으로43) 아래의 현대 하프의 모습[그림 Ⅱ-2]과 비교하자면 다소

높이가 낮고 악기의 가로 폭이 넓으며, 사운드보드의 넓이와 페달 사이

가 좁았다.

기능적으로 훨씬 향상된 더블액션하프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거의 19세기 내내 싱글액션하프가 우세한 상태로 공존했다. 1825년

파리 음악원에 개설된 나더만(François-Joseph Naderman)의 첫 하프 클

래스에서 싱글액션하프만을 교육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여러 제자들이

뒤를 이으며 싱글액션하프와 더블액션하프를 함께 교육하는 흐름으로 진

전되었고, 싱글액션하프의 지배는 1884년 하셀만이 파리 음악원에 오면

서 더블액션하프로 완전히 대체되어 막을 내렸다.44) [그림 Ⅱ-7]45)

42) Ibid, 128, 148
43) 현대 하프는 C1-G7까지 47현으로 기둥은 약 180cm이다.
44) Heaven Hui-Wen Fan, “Elias Parish Alvars’ New Method for the Harp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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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현대 하프의 모습

다음의 [표 Ⅱ-2]는 후크 하프에서 싱글액션하프을 거쳐 더블액

션하프에 오기까지 사용 시기와 반음에 대한 문제 및 해결 과정을 정리

한 것이다.

Harp Methods of Bochsa, Dizi, and Labarre,” The American Harp Journal 2011

Winter, 16-24.
45) https://www.harp.com/product/style-23-gold-concert-grand/ [2021년 4월 30일 접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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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하프의 발달 과정

하프 종류 발명 시기 반음

후크하프(Hook Harp)
17세기 경

줄 위에 달린 후크를 연주 중 왼손으로

조절하여 반음 조절,

연주와 반음 조절에 제한적이며 반음

조절시 발생하는 소음과 연주에의 끊김이

한계로 작용

싱글액션하프

(Single-action Harp)
18세기 전후

7개의 페달로 조절하여 연주에의 지장을

최소화하였으나

제한적 반음 사용이 가능
더블액션하프

(Double-action Harp)
19세기 초

페달에 한 계단을 더 추가하여 모든

장단조의 반음이 사용가능해짐

2.2.2 르니에의 교본 <하프 연주법>(Mèthod Compléte de Harp)>의 의

미46)

르니에의 교본은 1810년에 더블액션하프가 개발되고도 135년의

기간을 둔 1946년에 출판되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싱글액션하프가 비

교적 오래 사용되었고, 하셀만 이전의 하피스트들은 싱글액션하프를 기

준으로 하여 더블액션하프의 내용이 일부 첨가된 구성의 교본들을 남겼

다. 또한, 프랑스식 하프 테크닉(French Harp Technique)의 창시자라 불

리는 하피스트이자, 르니에의 스승인 하셀만은 말년에 하프 테크닉에 대

한 개요인 짧은 에세이(La harpe et sa technique, 1913) 외 정식 교본을

46) 2.2.2는 Henriette Renié, Mèthod Compléte de Harpe(Alphonse Leduc, 1946),

Complete Method for Harp translated in English by Geraldine Ruegg(Alphonse

Leduc, 1966); Jaymee Haefner, One Stone to the Building : Henriette Renie’s

Life through Her Works for Harp (AuhorHouse, 2017); Sarah Katherine Crocker,

“The Descriptive Miniatures of Alphonse Hasselmans and Henriette Reniè : An

Examination of the Pedagogical and Artistic Sighnificance of Salaon Pieces for

Harp,” The University of Alabama, 2013; Heaven Hui-Wen Fan, “Elias Parish

Alvars’ New Method for the Harp and the Harp Methods of Boscha, Dizi, and

Labarre,” The American Harp Journal (2011 Winter), 16-2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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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았다. 따라서 르니에는 더블액션하프만을 위한 교본을 저술하였

으며, 이 교본에서 하셀만의 방식을 발전시켜 같은 원리 안에서 각 네

손가락을 한꺼번에 잡되 분리해서 현을 튕기는 훈련을 통해 정확하고 빠

른 움직임을 추구하는 연주양식을 확립하여 하프 역사상 큰 의미를 갖는

다.

페달 하프가 사용된 이래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18-19세기

에 다양한 하프 교본이 있었는데 그 예로 메이어(J. B. Mayer,

1732-1819), 크롬폴츠(J. B. Krumpholtz, 1742-1790), 쿠시노(G.

Cousineau, 1733-1800), 자비에(Xavier Désargus, 1767-1832), 나더만

(François-Joseph Naderman, 1781-1835), 디지(Francois-Joseph Dizi,

1780-1835), 보챠(Robert Nicholas Boscha, 1785-1856), 라바레(Théodore

Labarre, 1805-1870), 로렌치(Giorgio Lorenzi, 1846-1922), 그로시(Grossi,

1886-생몰년 미상)47), 알바스(Elias Parish Alvars, 1808-1849)의 교본들

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교본들은 당시 흐름에 따라 싱글 액션 하프에 대

하여 주로 다루고 더블액션하프에 대한 내용을 일부분 첨가하는 구성이

었으며 비교적 간단하고 포괄적인 내용이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알바스는 하프에서 현을 다룸에 있어 각 현을 모두

분리하여 한 음 한 음 운지를 별도로 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반면, 디지

는 최대 두 개의 현을 한 번에 잡고 연주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보챠

는 현 위에서 두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음을 잡은

후 연주하도록 지시했다.48)

하프 주법의 역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으로 새끼

47) Jaymee Haefner, One Stone to the Building : Henriette Renie’s Life through

Her Works for Harp (AuthorHouse, 2017), p. 77에서 하피스트들의 이름을 수록하

되 해프너의 책에서 출생연도 혹은 사망년도가 불확실하거나 필자가 찾은 정보가

다른 경우 최근 정보로 수정하였으며 구글 정보 검색과 로슬린 렌쉬(Roslyn

Rensch)의 Harps and Harpists의 정보를 참고하였다.
48) Heaven Hui-Wen Fan, “Elias Parish Alvars’ New Method for the Harp and the

Harp Methods of Bochsa, Dizi, and Labarre,” The American Harp Journal (2011

Winter),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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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제외한 양손 여덟 손가락을 써오던 하프 운지에 대하여 19세기

초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1802년 출판된 마담 젠리스(Genlis)의 교

본(Méthode de harpe)과 1809년 출판된 자비에의 교본(Traité general

sur l’art de jouer de la harpe)에서는 하프를 연주할 때 양손 열 손가

락을 다 사용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쟁은 싱글액션하프에서 더

블액션하프로 변모하며 악기의 변화에서 오는 요소들에서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다. 싱글액션하프는 더블액션하프에 비해 크기가 작고 페달의

단수가 작은 것 외에도 결정적으로 현의 장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새

끼손가락은 다른 네 손가락에 비해 힘이 약하고 길이도 짧아서 현을 튕

겨서 소리를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젠리스, 자비에와 대립되는

입장이었다.49) 이렇듯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주법적 경향들은 이후 등장

한 벨기에 출신 하피스트 하셀만에 의해 하나의 갈래를 구축하기 시작한

다.

하셀만은 어린 시절부터 신동이자 솔리스트로서 주목받기 시작

했고 살롱에서 연주될 수십 곡의 성격소품들을 남겼다. 또한, 파리 음악

원에서 르니에를 비롯한 하피스트 겸 작곡가들, 마르셀 뚜르니에(Marcel

Tournier, 1879-1951), 카를로스 살제도(Carlos Salzedo, 1885-1961), 마

르셀 그랑자니(Marcel Grandjany, 1891-1975) 등을 제자로 두었으며, 이

들은 현대까지 하프 역사의 핵심 인물들이다.

르니에는 하셀만의 가장 촉망받는 제자로서 스승의 프랑스 하프

테크닉을 계승함과 동시에 독자성을 갖는 방식의 연구 업적을 이루어,

그 성과로 말년에 교본 <하프 연주법>을 출판하였다.

르니에의 연주 양식에서는 하프를 연주함에 있어 생기는 어려움

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연함(Suppleness)을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르니에의 이러한 유연한 움직임과 긴장 완화에 대한 연구는 그가 어린

49) Sarah Katherine Crocker, “The Descriptive Minatures of Alphones Hasselmans

and Henriette Reniè : An Examination of the Pedagogical and Artistic

Significance of Salon Pieces for Harp,” (D. A. Diss. The University of Alabama,

2013),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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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 보았던 피아니스트 루이스 디머(Louis Dièmer, 1843-1919)가 굉장

히 어려운 부분을 편안하고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을 본 데에서 시작되

었다.50)

이 ‘유연함’을 지키려면 하피스트는 손목과 팔의 유기적인 움직

임과 자연스러운 근육의 이완에 주의하여 연주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르니에의 주법은 하셀만의 주법과 큰 맥락에서의 원리는 비슷하지만 다

른 몇 가지의 차이점을 갖는다. 하셀만의 주법에서의 원칙은 엄지 손가

락이 높고 곧게 있어야 하고, 둥근 소리를 위해 손가락 살을 깊이 집어

넣어 현을 튕기며 현을 튕긴 후에는 주먹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오는 것

이 기본 원칙이었다.51) 이에 대해 하셀만과 르니에의 주법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생기게 된다. 첫째는, 엄지 손가락의 각도이다. 하셀만은 엄지

손가락이 현과 평행을 이루게 잡지만 르니에는 엄지 손가락이 현과 비스

듬한 각도를 이룰 것을 권장한다. 둘째는, 엄지 손가락의 각도로 인해 손

의 살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현을 잡는 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하셀만은

현에 손을 깊이 넣는 반면, 르니에는 비교적 손끝으로 연주하게 된다. 이

러한 차이는 거구의 남성이었던 하셀만과 왜소한 몸집의 여성이었던 르

니에의 신체적 조건 차이에서 오는 부분 역시 간과할 수는 없었을 것으

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르니에의 주법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손의 움직임과

맑고 명료한 음색을 추구하며 체고나 손의 크기 등, 여성 연주자의 신체

적 한계를 넘어서 보다 몸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연주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르니에는 저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초적인 테크닉을 다루

는 전반부와 좀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후반부로 구성하였다. 전반부는

12개의 레슨으로, 특히 7장부터는 교습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예제들을

50) Jaymee Haefner, “An Interview with Henriette Renié(1875-1956) edited by Jaymee

Haefner; traslated by Claire Renaud.” The Americal Harp Jounal (2017 Summer),

33-38. 36.
51) Sarah Katherine Crocker, op cit.,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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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하여 손가락의 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현을 갈아 끼우

는 방법, 악기에 앉는 방법, 기본적인 손과 손목의 자세 등을 포함한 상

세한 설명으로 시작되어 아르페지오, 코드, 옥타브, 스케일, 하모닉스, 슬

라이드, 페달 사용, 교차, 에투페(etouffes), 머플(Muffle), 프레 드 라 타

블르(Prés de la Table), 트릴, 트레몰로 등 하프의 기본적인 테크닉 내

용을 포함한다. 후반부는 부록(Syntax-Appendix)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

으며, 앞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심화된 하프의 기법들과 그에 대

한 실제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예시들을 수록하였다. 이때, 이러

한 예시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손가락, 손가락 관절, 손목, 팔의 사

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르니에의 하프 연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 교본은

기본적인 테크닉에서부터 심화된 주법까지 포함하는 것 뿐아니라 여러

작곡가의 다양한 레파토리를 각각의 내용과 연관지어 설명함으로서 실습

자가 직면할 여러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응용하여 광범위한 적용을 가능

하게 한다. 이 저서를 통해 그는 손과 손목, 관절의 움직임과 그 안에서

힘을 조절하는 부분까지 충실하고 상세히 설명하여 ‘르니에 스타일’ 주법

을 확립하였고, 평생에 걸친 연주 및 교육 경험을 토대로 연구를 완성하

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프 연주법>이 매우

독특하며 실용적인 교과서로 현재까지 가장 인정받는 교본으로 남게 한

다.

2.2.3 하피스트로서 르니에의 업적

앞서 언급했듯, 르니에는 9세에 첫 레슨을 했고, 12세부터 전문

연주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한편으로는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영재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예술 활동과 가정을 양

립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독신의 삶을 택하여 하프에 전념하였다.

르니에는 당시로는 드문 여성 비르투오소 하피스트이자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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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당대에 주목받았으며, 위에서 다룬 주법적 확립 외에도 하피스트

겸 작곡가, 교육자로서 다방면에서 업적을 이루며 하프의 영역을 한 단

계 더 발전시켰다.52)

르니에는 파리 음악원의 프리미어 프리 우승 이후(12세)부터 노

년기까지 굉장히 많은 연주를 하였고,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연주는

유럽 전역에서 연주되었던 그의 하프 협주곡 <C단조 협주곡>의 순회

연주이다. 이 연주로 인해 그는 비르투오소 연주가이자 인정받는 여성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작곡가들이 하프에 관심을

갖고 하프를 위한 작품들을 쓰도록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였다.

향유 인구가 적은 악기인 하프는 다른 악기들에 비해 개량이 비

교적 근대에 이루어졌고, 근대 하프의 형태로 개량이 완료된 19세기 초

까지도 하프 독주를 위한 작품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

므로 하셀만-르니에의 시대에 와서는 기존에 있던 건반악기를 위한 작

품들을 하프로 편곡하여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악기의 형태와

연주법이 다른 까닭으로53), 건반악기 작품으로부터 편곡된 레퍼토리들은

하프가 연주하기에 손과 발이 모두 불편한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라 르

니에는 이전의 다른 악기들을 위한 레퍼토리들을 하프로 연주하기에 적

합한 방식으로 편곡하여 하프 레퍼토리 확장에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그

의 하프의 역량을 보여줄 도전적인 작품들과 더불어 수십 곡의 편곡 작

품들은 지금도 자주 연주되는 정전으로 자리 잡아 하피스트에게 필수적

인 레퍼토리들로 남아 연주되고 있다.

하피스트 겸 작곡가로서 르니에의 업적이 위 내용과 같았다면,

교육자 르니에는 밀드레드 딜링(Mildred Dilling, 1894-1982), 마르셀 그

랑자니(Marcel Grandjany, 1891-1975), 오데트 르 덴투(Odette Le

52) Jaymee Haefner, One Stone to the Building : Henriette Renie’s Life through

Her Works for Harp (AuthorHouse, 2017), 1
53) 피아노는 열 손가락으로 타건하여 소리를 발생시키며 페달로 울림을 조절하는 데에

반해, 하프는 새끼 손가락을 제외한 여덟 손가락으로 발현하여 소리를 발생시키고 페

달로 반음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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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u, 생몰년 미상), 수잔 맥도날드(Susann Mcdonald, 1935-)와 같은

하피스트들을 배출하였고, 이들은 현대 하프계를 이끄는 주역들로 활약

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하피스트 양성과 발전을 위하여 최초의 하프 콩

쿠르를 설립하는 등 하프 분야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였

다.

위에서 살펴본 그의 업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르투오소 하피스트로 평생에 걸쳐 수십 년간 연주자로

서 활동하며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그의 활동은 다양한 작

곡가들이 하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둘째, 작곡가로서 하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작품들

과 하프에 적합한 다수의 편곡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서 레퍼토리

확장에 기여하였다.

셋째, 많은 하피스트들을 제자로 두어 후학 양성에 기여하고, 깊

은 연구를 바탕으로 그의 주법을 정립하고 이를 정리한 교본을 출판함으

로써 하프 교본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넷째, 그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결과적으로 하프가 독주악

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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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작품 경향54)

르니에는 활발한 연주활동과 레슨을 하며 매년 7월마다 편곡 및

작곡에 집중하여 다작의 편곡과 소수의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이 장에서

는 편곡 작품을 제외한 르니에의 작품들에 관하여 다루며 각 곡의 특징

적인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 <환상적 발라드>를 작곡하기 까

지 나타나는 르니에의 작품의 흐름과 특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아래의 3개의 표는 르니에의 작품들과 편곡 작품들을 분류하여

작성한 표로 제이미 해프너(Jaymee Haefner)의 저서 『One Stone to

the Building : Henriette Renie’s Life through Her Works for Harp』의

부록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먼저 [표 Ⅱ-3]은 르니에의

작품들을 연도별로 나열한 표이다. 다음 [표 Ⅱ-4]와 [표 Ⅱ-5]는 그의

편곡 작품들의 목록으로, [표 Ⅱ-4]는 정식 편곡 수록 모음집인 <하프의

클래식(Les Classiques de la Harpe)>에 포함된 곡들이며, [표 Ⅱ-5]은

<하프의 클래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곡들의 목록에 해당한다.

[표 Ⅱ-3] 창작 작품 목록

54) Ⅱ장 3절은 Jaymee Haefner, “One Stone to the Building : Henriette Renie’s Life

through Her Works for Harp” (AuthorHouse, 2017);Min-jung Cho, “An Analysis

of Henriette Renie’s works : Symphonic Piece and Legend,” D.A. Diss., New

York University, 1995;Constance Caroline Slaughter, “Henriette Renie: A pioneer

in the world of the harp,” M.M, Rice University, 1992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연도 작품제목 편성

1895
Andante Religioso Harp, Violin
Scherzo-Fantasie Harp, Violin

1897 Près d’un berceau Harp, Narrator
1898 Contemplation Harp Solo

1901
Concerto en ut mineur Harp Concerto

Legend d’apres Les elfes de

Leconte de Lisle
Harp Solo

Trio Harp, Violin, C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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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하프의 클래식>(편곡 작품 목록 1), 하프 독주

1907

P ièce Symphonique en trois

episodes
Harp Solo

Deux pièces symphonique
Harp and Orchestra/Harp

and Piano Reduction
Ballade fantastique d’après

Le coœr révélateur d’Edgar

P oe

Harp Solo

1910 Op. 1 Six pièces

Harp Solo
1911

Danse des Lutins
Deuxième ballade

1912 Feuiles d’automne equisse

1913
Promenade matinale 2 pieces

for harpe
1915 Sonate Piano, Cello
1919 Op. 2 Six pièces brèves Harp Solo

1928

Les pins de Charlannes petit

pièces très facile pour la

harpe, sans pèdals, avec piano

ou seconde harpe

Harp without pedals, with

Piano or Second harp(a

small easy piece)

? Feuillets d’album Harp Solo
? Fêtes enfantines Harp, Narrator, ad lib.

작곡가 곡명

Volume 1

Rameau,

Jean-Phippe

① Mussete(Musette et rondeau from Les Indes

galantes ballet, réduit à quatre grands concerts,

P remier concert)

② Menuet(Castor et Pollux from Nouvelles suites de

piéces de clavecin, Suite No. 2)

③ Menuets(P latée Menuets 1, 2 from Act II , Scene

4)
Marais,

Marin
Romance et Rondeau

Daquin,

Louis-Calude

La mélodieuse from Premier livre de piéces de

clavecin, Suite No. 4(1920)
Beethoven, Andante(Sonate en sol majeur No. 25, O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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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dwig van
Haydn, Franz

Joseph

Menuet(Menuetto from Divertimento per il cembalo

solo, H. XVI: 6)(1900)

Volume 2

Daquin.

Louis-Claude

L’Hirondelle from Premier livre de piéces de

clavecin, Suite No. 2(1904)
Zipoli,

Domenico

Sarabande et Gigue from Sonate d’intavolatura, parte

seconda(Six Suites of Italian Lessons), No. 2
Scarlatti,

Domenico

P iéce en ré, Sonata in D Major, K. 430, F . 376, L.

463(1910)
Lully,

Jean-Baptiste
Célèbre Gavotte en Ronde(Ballets du roy)

Mendelssohn,

Felix
Bacarolle(Lieder ohne Wörte 1, Op. 19b, No. 6)

Chopin,

Frédéric
Préludes No. 20 et 23 from 24 préludes, Op. 28(1910)

Volume 3

Rameau,

Jean-Baptiste

① Tamborine from P iéces de clavessin avec une

méthode pour la mécanique des doigts, Suite No. 1

② Rondeaus des songes from Dardanus, Act IV,

Scene 2(1923)
Daquin,

Louis-Claude

Le coucou from P remier livre de piéces de clavecin,

Suite No. 3(1899)
Beethoven,

Ludwig van

Adagio from P iano Sonata No. 14, Op. 27, No. 2

“Moonlight” (1897)
Bach, J. S. Bourrée(Suite en ut pour violncelle, BWV 1009)(1901)
Schubert,

Franz

Moment musical No. 3 from Moments musicaux, Op.

94, No. 3

Volume 4

Paradisi,

Domenico

Toccata from 12 Sonatedi gravicembalo,

Sonata No. 6(1913)
Mozart, W.

A.

Sonate facile en ut(Eine Kleine Klavier Sonate für

Anfänger, K. 545)

Volume 5

Handel, G. F.
L’Harmonieux forgeron, Air con Variazioni from Suite

No. 5, HWV 430, “The Harmonious Blacksmith”
Dandrieu,

Jean-Françoi

s

① Les fifres(Suite No. 4)

②Les tourbillons(Suite No. 2)

Liszt, Franz
Consolations No. 3 LW. A111b

(S. 172, R. 12)

Volume 6

Couperin,

François

Tic-toc-choc ou les maillotins from Troisième livre

de pièces de clavecin, 18e odre(1917)

Handel, G. F.
Gavotte varièe from

Suite No. 8, HWV 441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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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hoven,

Luwig van

Adagio from

P iano Sonata No. 8, Op. 13(1904)
Chopin,

Frèdèric
Prèlude No. 3 from 24 P rèludes, Op. 28

Volume 7

Rameau,

Jean-Philippe
Gavotte from Borèades, Act IV, Scene 4

Scarlatti,

Domenico

Presto from Sonata in G Major,

K. 13, L. 486
Schumann,

Robert

L’Oiseau prophète(“Vogel als P rophet,” from

Waldscenen, Op. 82, No. 7)
Chopin,

Frèdèric

Célébre Valse dite du chat from 3 valses pour le

piano, Op. 64, No. 1, CT. 212, “M inute”

Volume 8

Liszt, Franz
Consolations No. 2 LW. A111b

(S. 172, R. 12)

Dagincourt,

François

L’Etourdie(Rondeau) from

P iéces de clavecin, troisiéme ordre

(D Major), No. 29
Scarlatti,

Domenico
Allegrissimo (K. 113, F . 72, L. 345)

Mendelssohn,

Felix
F ileuse from Lider ohne Wörte VI , Op. 67, No. 4

Volume 9

Scarlatti,

Domenico
Capriccio from Sonata in E Major, K. 20, L. 375(1907)

Liszt, Franz
Consolations No. 5 LW. A111b

(S. 172, R. 12)
Chopin,

Frèdèric

P réludes No. 6 et 11

from 24 Préludes, Op. 28(1910)

Liszt, Franz

Le rossignol, d’après la Mélodie russe d’Alabieff from

Deux mélodies russes, Arabesque No. 1, A. 86,

S. 250, R. 102/1, C. 322

Volume

10

Duphy,

Jacques

La Victoire from Second livre de piéces de clavecin,

No. 1(1892)
Scarlatti,

Domenico
Pastorale K. 9, L. 413

Schumann,

Robert

Au soir “Des Abends,” from Fantasiestücke,

bk. 1, Op. 12, No. 1(1906)

Liszt, Franz
Nocturne from Liebesträume, 3 notturnos, No. 3, LW.

A103, S. 541, R. 211, C. 585

Volume

11
Bach, J. S.

① P raeambulum from Neun kleine P räludien aus dem

Klavierbüchlein für Wilhelm Friedemann Bach,

BWV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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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편곡 작품 목록 2, 하프 독주

연도 작곡가 곡명

1897
Rameau,

Jean-Philippe

L’Egyptienne from Nouvelles suits de pièces de

clavecin Suite No. 2 Originally for Harpsichord
1906 Claude Debussy Deux Arabesque Originally for P iano

② Inventio 1 from Invention und Sinfonien, BWV 772

③ from Sechs Kleine Präludien

(Prelude No. 5), BWV 937

④ from Sechs Kleine Präludien

(Prelude No. 1), BWV 933

⑤ P raeludium, from Neun kleine P räludien aus dem

Klavierbüchlein für Wilhelm Friedemann Bach,

BWV 928

⑥ P räludium in e from Fünf P räludium und

Fughetten(Prelude No. 3), BWV 900

⑦Corrente from Partita 5 of Sechs Partiten,

BWV 829

⑧ from Sechs Kleine Präludien

(Prelude No. 3), BWV 935

⑨ Passepied I en Rondeau and Passepied II from

Englische Suiten(Suite No. 5), BWV 810

⑩ Bourrèe from Französische Suiten(Suite No. 6),

BWV 817

Volume

12
Bach, J. S.

Dix prèludes(Clavecin bien tempèrè)

(From das wohltemperierte Klavier I-II , “The

Well-Tempered Clavier”, Vol. 1 and 2)

① P raeludium 1, from Vol. 1, BWV 846

② P raeludium 5, from Vol. 1. BWV 850

③ P raeludium 6, from Vol. 1, BWV 851

④ P raeludium 8, from Vol. 1, BWV 853

⑤ Praeludium 12, from Vol. 2 BWV 881

⑥ Praeludium 15, from Vol. 1, BWV 860

⑦ Praeludium 15, from Vol. 2, BWV 884

⑧ Praeludium 17, from Vol. 1, BWV 862

⑨ P raeludium 20, fromVol. 1, BWV 865

⑩ P raeludium 21, from Vol. 1, BWV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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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Clair the lune from Suite bergamasque Originally

for piano(not seen)

1908
En bateau extrait de la Petite Suite from Petite

suite Originally for piano(4 hands)

1910

Danse sacrée et danse profane transcribed for

Double-Action Harp Originally written for

Chromatic Harp

1910
Bach, Johann

Sebastian

P ièce en sol(P rœmbulun) from Partita No. 5,

BWV829 Originally for harpsichord

?

Abéniz, Isaac
Le printemps and L’automne from Album of

M iniatures Originally for P iano

Bosch, Jacques

Passacailee sérénade pour guitare Originally for

Guitar, with Violin par by Charles-François

Gounod, ad lib.(not seen)
Chanrier, Emmanuel Habanera Originally for piano

Couperin, François

La commère from Second livre de pièces de

clavecin 6e odre Originally for harpsichord(not

seen)

Debussy
La fille aux cheveux de lin from Préludes, Bk. 1

Originally for P iano(not seen)

Dubois, Théodore

Les abeilles Originally for Orchestra(not seen)
Les mytilles from Poèmes sylvestres, Vol. 2

Originally for P iano(not ssen)
Ronde des archers and Stella Matutina from

Deuxième suite poir instruments à vent Originally

for 2 flutes, oboe, 2 clarinets, horn and 2

basoons(not seen)
Sorrente from 20 pièces nouvelles de piano

Originally for P iano
Trois Morceau(not seen)

Durand, Marie

Auguste

P remière valse, Op. 83 from “Two Waltzes”

Originally for P iano(not seen)
Granados, Enrique Valses poéticos Originally for P iano(not seen)
Lyadov, Anatoly

Konstantinovich
Tabatière à musique Originally for P iano(not seen)

Lizst, Franz
Un sospiro from Trois études de concerto, No.

3(A. 118, S. 144, R. 5) Originally for P iano
Mozart, Wolfgang

Amadeus

Sonate Originally for P iano and Violin(not seen)
Sonate en ré(not seen)

Périlhou, Albert Chanson de Guillot Martin from Chants d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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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니에의 첫 작품은 파리 음악원에서 재학 중이던 1895년 뒤부

아의 작곡 수업에서 발표한 바이올린 또는 첼로와 하프를 위한 <안단테

렐리지오소>(Andante Religioso, 1895)이며 곧이어 두 번째 작품, 하프

와 바이올린을 위한 <스케르초-판타지>(Scherzo-fantasie, 1898)를 작곡

하였다.55) 이 시기의 작품에서는 이후 그녀의 독창적인 작곡기법이 나타

나는 작품들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작법이 나타나는데, 하프를 독립적인

악기로 다루기보다는 아르페지오와 코드를 이용하여 선율악기의 화성을

채우는 역할을 보여준다.

현재까지도 자주 연주되고 선호되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

인 <명상>(Contemplation, 1898)은 <스케르초 판타지>와 같은 1898년

에 작곡되었으며 르니에의 첫 번째 독주 하프를 위한 작품이다. 4-5분

정도의 길이를 가진 이 곡은 그가 콩텐손 성(Château de Contenson)에

서 아침 기도를 드리며 떠오른 선율에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으며, 성에

머물면서 잠시 하프를 가르쳤던 소녀 까미유(Camile)의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로 헌정되었다.56) 종교적인 정서와 르니에 특유의 굵은 코드, 주선

율을 포함한 아르페지오의 사용이 특징적이다. 이 곡에는 이전 곡들에

나타났던 아르페지오의 사용이 조금 더 기교적으로 확대되어 단순한 화

55) Jaymee Haefner, “One Stone to the Building : Henriette Renie’s Life through

Her Works for Harp” (AuthorHouse, 2017), 50.
56) Ibid, 51.

Originally for P iano and Voice, Harmonized by

Périlhou(not seen)

Prokofiev, Sergei
P rélude(P relud No. 7, from Ten P iano P ieces, Op.

12) Originally from P iano(not seen)

Respighi, Ottorino
Siciliana from Antiche danze ed arie per liuto

Originally for P iano

Scarlatti, Domenico
Capriccio Sonata in E Major, K. 380, F . 326, L. 23

Originallo for Harpsichord

Séverac, Déodat de

En vacances petite piéces romantiques de moyenne

difficulté pour P iano from 1er recueil Originally for

P iano(not 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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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능위주의 하프 작법이 선율과 반주 등이 복합적인 기능으로 발전

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Ⅱ-1] <명상>

1901년 작곡한 르니에의 <C단조 협주곡>과 <전설>(Legend,

1901)에서는 하프의 기교가 작곡기법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그녀만의

색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는 1900년대 전후로 평소 가지고 있던 문

학적 흥미를 음악에 적용하며 본격적인 표제적 작품을 쓰기 시작하였는

데 이에 대한 예로 <전설>(1901), <세 개의 이야기를 갖는 교향적 작

품>(1907), 1<요정의 춤>(Danse des Lutins, 1911)57), <환상적 발라

드>(1912)를 들 수 있다. 이 시기 이후의 르니에는 <가을 낙엽>(Feuille

d’Automne), <6개의 소품>(Six pièces) 등과 같은 성격소품들을 주로

작곡하였다.

먼저 <C단조 협주곡>은 4악장 구조의 협주곡으로 낭만주의 스

57) 이 중에서 <요정의 춤>은 월터 스캇(Walter Alba Scott, 1771-1832)경의 시 『마지

막 음유시인의 시(The Lay of the Last M instrel)』을 토대로 작곡되었으며, 반음계

적 요소를 이용하여 미묘한 분위기가 잘 나타나는 3-4분 길이의 춤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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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을 보여준다. 이 곡에서 그의 작곡 스타일이 정립되기 시작하며, 하

프의 테크닉적 사용과 독주악기로서 돋보일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에서

그의 뛰어남이 드러난다.

[악보 Ⅱ-2] <C단조 협주곡>

<C단조 협주곡>과 같은 해 작곡된 <전설>, 그리고 1907년 작

곡된 <세 개의 이야기를 갖는 교향적 작품>은 각각 시, 작곡가의 감정

과 같은 음악외적인 표제성, 곡의 길이와 난이도 면에서 <환상적 발라

드>와 유사하다.

<전설>은 르니에의 작품들 중 가장 많이 연주되면서 각종 콩쿠

르나 입시에 자주 출제되는 작품으로, 프랑스의 고답파 시인 르콩트 드

릴(Leconte de Lisle, 1818-1894)의 시 ‘요정’ (Les elfes)에 기반한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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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 작품이다. 9-11분 길이의 이 곡은 시의 내용에 따라 제시된 동기가

지속적으로 변형되며 전개되는 주제변형기법이 나타나며 연속적 변주곡

의 형태를 가져 <환상적 발라드>의 동기의 사용 방식 및 구조, 문학과

의 연관성 면에서 유사하다. 이 곡의 토대가 되는 시 ‘요정’은 기사의 사

랑과 죽음에 대한 시로 운율이 없는 7개의 후렴과 그 사이에 삽입되는 6

개의 연으로 구성된다. 서사적 전개가 일어나는 6개의 연의 사이에 나타

나는 7개의 후렴은 <전설>에서 7개의 변주곡으로 구성되어 이러한 측면

에서 시와 음악은 수적인 구조적 일치를 보인다.58)59)

<전설>은 작품 내에서 시의 내용을 반영한 다양한 음악적 표현

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변주곡의 테마가 가진 리듬은 시의 주요

등장인물인 기사가 말을 타고 이동할 때 나는 말발굽 소리를 표현한 것

으로, 규칙적인 부점 리듬을 통해 표제성을 드러낸다. 이때 화성의 해결

을 최대한 늦추는 방식을 사용하여 기사의 발걸음을 늦추려는 여왕을 떠

올리게 함으로써 시의 내용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60)

58) Min-jung Cho, “An Analysis of Henriette Renie’s works : Symphonic Piece and

Legend,” D.A. Diss., New York University, 1995, 84.
59) Ibid, 86
60) Ibid,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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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Ⅱ-3] <전설>, 테마(Theme)

[악보 Ⅱ-4] <전설>, 변주 1(Var. 1)

[악보 Ⅱ-5] <전설>, 변주 2(V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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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Ⅱ-6] <전설>, 변주 3(Var. 3)

[악보 Ⅱ-7] <전설>, 변주 4(Var. 4)

[악보 Ⅱ-8] <전설>, 변주 5(Var. 5)

[악보 Ⅱ-9] <전설>, 변주 6(Va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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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이야기를 갖는 교향적 작품>은 르니에가 파리음악원에

서 콩쿠르를 위한 과제곡을 위촉받아 쓰려던 중 갑작스런 사촌의 부고에

계속 떠오르던 선율을 적어내린 곡으로, 심오한 슬픔의 내면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다.61) 작품 제목에서 나타나듯 이 곡은 세 개의 이야기를 가

지며 소나타 형식 안에서 (1) 장례 행렬과 깊은 고통, (2) 고통에 대한

부인과 대항, (3) 고통의 승화와 영혼의 승리를 의미하는 세 부분으로 구

성된다.62)

[표 Ⅱ-6] <세 개의 이야기를 갖는 교향적 작품> 구조표

P iece Symphonique
도입부 e♭단조

Episode 1
A

Marche Funèbre
e♭단조

B b♭단조
A´ e♭단조

Episode 2

A

Appassionata

g단조
B f단조
A´ B♭장조
Coda g단조

Episode 3
A

Très Calme
E♭장조

B E♭장조

61) Jaymee Haefner, op cit., 51-52.
62) Min-jung Cho, op cit., 26.

[악보 Ⅱ-10] <전설>, 변주 7(Va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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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작품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슬픔을 없애주지는 않

지만, 변용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63) 이 작품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3개의 과정으로 나열되어 각 부분마다 표제와 연관된 동

기를 사용하면서 표제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제 1부분인 ‘장례식 행

렬’(Marche Funèbre)에서는 왼손 저음부 오스티나토 베이스의 하행 선

율과 오른손의 선율도 4분음표 기준으로 일정하게 이어지면서 관습적으

로 걸음이나 행렬을 표현하는 동기가 사용되었다.

[악보 Ⅱ-11] <세 개의 이야기를 갖는 교향적 작품>,

제 1부분 장례식 행렬(Marche Funèbre)

제 2부분인 ‘열정’(Appasionata)은 심적으로 가장 고통 속에 있

는 부분으로, 불안정한 분위기를 주는 주요 주제가 셋잇단음표와 16분음

표의 아르페지오와 부점 코드 등의 형태로 조합 및 변형되어 나타난다.

63) Jaymee Haefner, op cit.,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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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Ⅱ-12] <세 개의 이야기를 갖는 교향적 작품>,

제 2부분 열정(Appassionata)

.

마지막 제 3부분인 ‘매우 고요한’(Très Calme)은 제 2부분의 동

기가 느린 아르페지오로 변형되어 나타나 감정이 진정되고 새로운 단계

로 나아가는 심리 상태를 음악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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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Ⅱ-13] <세 개의 이야기를 갖는 교향적 작품>,

제 3부분 매우 고요한(Très Calme)

위 내용에서 간략히 살펴본 두 곡 <전설>, <세 개의 이야기를

갖는 교향적 작품>과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환상적 발라드>는

1900년대 초반 르니에의 작품 중 비슷한 난이도와 길이를 가지며 죽음을

다루는 주제를 택하고 있다. 또한 음악의 구성, 전개와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측면을 보이므로 아래와 같이 이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경향을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르니에의 작품에서는 문학적 소재와 음악이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주로 시와 소설 등을 기반으로 하며 이 때 작품의 소재가 되는 내

용이 상당히 어둡고 심오한 주제를 갖고 있다.

둘째, 후기 낭만 스타일의 증·감 화음, 화음의 중첩과 반음계적

전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동기 혹은 주제를 지속적으로 변형시키는 방

식이 사용된다. 특히 동기의 사용 방식은 문학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는데,

작품에 사용되는 주요 동기가 문학작품의 극적 전개, 인물과 같은 다양한

요소와 직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유사한 맥락을 가지며 이로 인해 부분적이

거나 전체적으로 연속적 변주곡의 형태를 갖기도 한다.

셋째, 그의 작품들은 음악외적 소재와 결합되어 음악내적인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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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가지므로 연주자는 하프 연주자임과 동시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물의 2중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64)

64) Ibid, 7.



- 44 -

Ⅲ. <환상적 발라드> 작품 분석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환상적 발라드>의 분석에는 『고자질하는 심

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소설과 음악이 어느 정도

의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3장에서는 작가 포의 간략한 생애와 작품 경향, 『고자질하는 심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환상적 발라드>에 대한 음악내적·음악외적 분석을

함께 다룬다.

3.1 소설 개괄

3.1.1 에드가 앨런 포(Edgar Allen Poё, 1809-184965)

포는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태생의 배우 데이비드 포 주니

어(David Poe Jr., 1784-1811)와 영국 태생의 배우 엘리자베스 포

(Elizabeth Poe, 1787-1811)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66) 그러나

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포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포의 어

머니 역시 포가 2살 무렵 사망하였다. 이후 포는 숙부 존 앨런(John

Allen, 1779-1834) 부부와 살게 되었는데,67) 이때부터 포는 친부모의 성

인 포와 양부모의 성인 앨런이 합쳐져 “에드가 앨런 포”라 불리게 되었

65)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

3000739628 [2021년 4월 30일 접속]

; 홍지화, 『거장의 스캔들-애드거 앨런 포 편』(글로벌컨텐츠, 2013)

; 영문 브리태니카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Edgar-Allan-Poe [2021년 4월 30일 접속]
66) Christopher P. Semtner, “Edgar Allan Poe's Richmond: The Raven in the River

City” (The History Press, 2012), 15.
67)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Edgar-Allan-Poe [2021년 4월 30일 접속]



- 45 -

다.68)

유년기(1815-1820)에 앨런 부부를 따라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였던 포는 1820년 경 리치몬드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갔

다.69) 어린 시절과 달리 사춘기에 접어들며, 포는 오랜 객지생활로 외로

움과 정체성 혼란에 피폐해져, 내성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이 되었다.70)

그는 1826년에 버지니아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연애에 실패하게 되며 술,

도박 문제로 퇴학당했고 화가 난 존 앨런은 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

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1827년 5월(18세), 포는 이름과 나이를 속이

고 미국 육군에 입대하였다.71)

입대 전까지 그는 잠시 동안 친부모의 고향인 볼티모어로 돌아

와 친척들과 함께 지내며 이 기간 동안 필명 ‘보스토니안’(Bostonian)으

로 그의 첫 문학 작품인 시집 『타메를란 외 시집』(Tamerlane and

other Poems, 1827)를 출판했다.72) 이 시집 이후로도 두 번째 시집 『알

아라프, 티무르』(Al Aaraaf, Tamerlane, and M inor Poems, 1829), 그

리고 세 번째 시집 『포 시집』(Poems by Edgar A. Poe, 1831)을 출판

하였으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해 시에 대한 창작은 단념하고 소설을 쓰

기로 결심하게 된다.73)

군대 내에서 이름과 나이를 속인 정황이 밝혀진 후, 포는 존 앨

런의 도움을 받아 미국 육군에서 제대하고 1830년, 웨스트포인트 사관학

68) Jeffrey Meyers, “Edgar Allan Poe: His Life and Legacy(Paperback Ed.)”

(Cooper Square Press, 1992), 9.
69)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Edgar-Allan-Poe [2021년 6월 13일 접속]
70) 홍지화, 『거장의 스캔들-애드거 앨런 포 편』(글로벌컨텐츠, 2013)
71) Cornelius Kay, "Biography of Edgar Allan Poe In Harold Bloom edition“

(Chelsea House Publishers, 2002), 13. 포는 금전적 지원이 중단되어 생활을 위해 군

대에 입대하였으며, 이름과 나이를 속인 것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정보

로는 입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72)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Edgar-Allan-Poe [2021년 6월 13일 접속],

Jeffrey Meyers, op cit., 33-34.
73)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

3000739628 [2021년 4월 30일 접속]



- 46 -

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관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또다시 퇴학

당한 포는 결국 존 앨런에게 파양 당해 양부모와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

졌다.74)

산문 문학으로 관심사를 돌린 후, 포는 필라델피아의 출판사를

통해 단편 소설 몇 편을 발표하고 1833년 10월 지역신문 공모전에 단편

소설 『병 속에서 발견된 원고』(MS. Found in a Bottle, 1833)로 입상

했다.75) 이 작품으로 인해 볼티모어의 자산가인 존 펜들턴 케네디의 후

원을 받아 몇 편의 단편을 더 발표할 수 있었다. 케네디는 이후 버지니

아 주 리치먼드 시의 문예지 『서던 리터러리 메신저』(Southern

Literary Messenger)에서 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나, 포는

음주 문제로 한 달 만에 해고되었고 볼티모어에 돌아와 사촌 동생 버지

니아 클렘과 비밀리에 결혼하였다.76)

26살인 포와 13살인 사촌 여동생 버지니아와의 결혼은 주변의

질타와 반대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버지니아가 폐렴으로 요절하

기 전까지 남매처럼 사이가 좋은 부부로 11년을 살았다. 포는 각종 잡지

의 편집자로 있으면서 단편을 계속 발표하였지만, 생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버지니아가 바느질과 같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 나갔다.77)

포가 1838년 발표한 『아서 고든 핌의 이야기』(The Narrative of

Arthur Gordon Pym, 1838)는 좋은 평을 받았으나78) 1839년 발표한 2권

분량의 단편 소설집 『그로테스크하고 아라베스크한 이야기들』(Tales

of the Grotesque and Arabesque, 1839)은 판매량도 저조하고 평도 부

정적이었다.79)

74) 홍지화, 『거장의 스캔들-애드거 앨런 포 편』(글로벌컨텐츠, 2013)
75) Dawn B. Sova, “Edgar Allan Poe A to Z : The Essential Reference to His Life

and Work (Paperback ed.)” (New York: Checkmark Books, 2001), 162.
76) Ibid, 225; Kenneth Silverman, “Edgar A. Poe: Mournful and Never-Ending

Remembrance (Paperback ed.)”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1), 124.
77) 홍지화, 『거장의 스캔들-애드거 앨런 포 편』(글로벌컨텐츠, 2013)
78) 포의 유일한 장편소설이다. Siverman, op cit., 137.
79)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Edgar-Allan-Poe [2021년 5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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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는 여러 잡지사에서 일하며 글을 기고하면서 본인의 문예지를

창간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으나 평생 이루지 못하였고, 공직을 얻기 위

하여 청탁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1842년부터 버지니

아는 폐결핵을 앓기 시작하였고, 아내의 병환에 스트레스를 받은 포는

알콜 중독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그러던 와중 1845년 발표된 포의 시

『도래까마귀』(The Raven, 1845)는 대단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80)

그러나 아내와 사별한 후 포는 우울증과 음주가 더욱 심해지며

불안정해졌고, 결국 1849년 10월 3일 볼티모어 길거리에서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849년 10월 7일 40세를 일

기로 사망하였다.81)82)

포는 미국 최초의 전업 작가로 평생 생활고에 시달리며 불운한

인생을 보냈다. 현대에서는 미국 낭만주의 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하는 소설가, 작가, 비평가로 인정받는다. 특히 단편소설에서 뛰어난 평

가를 받을 뿐 아니라 추리소설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다.83) 포는 오늘

날까지 유효한 단편소설의 구조를 정형화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좋은 작품이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짧고 압축된

것으로, 특정한 효과에 집중하기 위하여 모든 감정과 이상에 작가의 철

저하고 세밀한 계산이 요구됨을 주장하였다.84)85)

당시 대중의 취향을 고려하여 글을 썼으므로 주로 공포물, 스릴

러, 미스터리나 마카브레 장르에 당시 유행했던 골상학, 관상학과 같은

80) Daniel Hoffman, “Poe Poe Poe Poe Poe Poe Poe.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98), 80.
81) Jeffrey Meyers, op cit., 255.
82) 포의 작품들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인 『애너벨 리』는 포가 사망한 후 발표되었

으며, 포가 아내 버지니아를 그리워하며 쓴 연애시 장르에 해당한다.
83) Brian Stableford, "Science fiction before the genre" In James, Edward;

Mendelesohn, Farah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Science Fi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8-19.
84)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Edgar-Allan-Poe/Legacy [2021년 4월 30일

접속]; 홍지화, 『거장의 스캔들-애드거 앨런 포 편』 (글로벌컨텐츠, 2013)
85) Silverman, op cit.,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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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과학적 요소가 나타나기도 한다. 포의 작품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물리적인 사망 징후, 시체가 부패하는 효과, 생매장, 망

자의 부활 및 애도 행위 등 죽음에 대한 의문이다.86) 그는 러시아의 도

스토예프스키(1821-1881)와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

(1821-1867)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유럽에서 인정받는 최초의

미국 작가였다.87)

3.1.2 소설『고자질하는 심장』 분석

<환상적 발라드>의 토대가 되는 소설『고자질 하는 심장』은

공포 스릴러 장르의 단편 소설이자 마카브레 작품에 해당한다. 1843년 1

월, 미국 보스톤에서 잠시 출판되었던 정기간행물 『파이오니어 : 문학과

비평』(The P ioneer : A Literary and Critical Magazine)에서 초판 되

었다.88)

소설에는 1인칭 화자인 ‘나’와 노인, 그리고 경찰이 등장한다. 줄

거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치밀한 계획 하에 8일 째 밤에 노인을 살해

하고 시체를 토막 내 그 흔적을 바닥에 숨겨 완전 범죄를 실행한다. 새

벽 4시 경 이웃의 신고로 방문한 경찰에게 주인공은 아무 일 없는 듯 친

절히 대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심신의 불편함이 시작되고 발작에 가까

운 모습을 보이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죽은 노인의 심장 박동 소리 환청

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를 자백하고 끝을 맺는다.

앞서 언급하였듯 포는 간략하고 특정한 효과에 집중하는 작품을

‘좋은 작품’으로 여기며 이와 더불어 교훈주의와 비유주의를 혐오하고,

86) J. Gerald Kennedy, “Poe, Death, and the Life of Writ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7), 3.
87) https://www.gale.com/open-access/edgar-allan-poe [2021년 6월 13일 접속];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

3000739628 [2021년 4월 30일 접속]
88) Kenneth Silverman, “Edgar A. Poe: Mournful and Never-Ending Remembrance

(Paperback ed.)”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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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에 담긴 명백한 의미는 드러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한다.89) 이러한

포의 글쓰기 특징은 『고자질하는 심장』에서도 드러난다.

포는 단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게 보이는 화자를 두고 이

화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90) 이

화자는 질병을 원인으로 주장하며91) 본인이 미치지 않았음을 정당화하

려 하지만 오히려 독자에게는 더욱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인물로 비춰지게 된다. 주인공은 매일 밤 7일 간 같은 방식으로 노인의

방을 반복적으로 침입할 뿐 아니라 본인의 치밀함에 스스로 감탄하여 기

뻐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 8일 째에는 노인의 눈을 본 순간 기다렸다

는 듯 충동적인 광기를 일으켜 살인을 저지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

에게 화자가 정당화하려는 살인의 동기는 소설이 끝날 때까지 이해가 되

지 않고 그저 ‘노인의 눈’에 집착을 보이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화자의

모습이 부각된다. 노인의 눈은 화자가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원인으로,

화자는 노인이 자신에게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심

지어 자신이 노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노인의 눈에서 벗어나

고자 살인을 행한다. 그러므로 “노인의 눈은 주인공의 문제를 더욱 드러

내며 소설 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인공

이 소설 전체에 걸쳐 본인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설득시키려는 부분이 오

89) Steven E. Kagle, (1990) "The Corpse Within Us". In Fisher, Benjamin Franklin

IV (ed.). Poe and His Times: The Artist and His M ilieu (Baltimore: The Edgar

Allan Poe Society, 1990), 104; Pasquale Jannaccone, "The Aesthetics of Edgar

Poe translated by Peter Mitilineos“ Poe Studies 7 (1) (1974) 1–13, 3; Edgar

Allan Poe, "Tale-Writing – Nathaniel Hawthorne" Godey's Ladies Book: 252–

256, 1847(Retrieved March 24, 2007), 252-256.
90) “포는 주인공과 노인에 대한 정보나 배경적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글을 진행하

는데 이렇게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태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그리고 독자에게

주는 심리적인 공포감과 스릴은 포의 글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다.” Cosar Celik

Seda, “Edgar Allan Poe’s The Tell-Tale Heart on Page and on Screen,”

Humanitas - U luslararası Sosyal Bilimler Dergisi Vol.4 (8) (2006), 22.
91) 포의 다른 작품 『어셔 가의 몰락』(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1839)에서도

사용되는 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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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독자와의 거리감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92)

위에서 설명한 노인의 눈과 더불어 소설에서 특징적인 소재는

‘노인의 심장 소리’이다. 노인을 죽이기 위해 방에 침입한 주인공은 노인

의 심장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심장 소리가 점점 더 빨라지고 멎음에

대한 묘사가 살인의 순간을 독자들에게 더욱 긴장감 넘치게 전달하는 요

소로 작용한다. 또한 후반부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환청 역시 이 심장 소

리로, 어느 순간 점점 더 고조되고 빨라지는 데에서 앞과 뒤가 반복되는

대칭적 구조가 된다. 이에 따라 긴장감과 섬뜩함이 재현되며 소설의 분

위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자질하는 심장』은 독자에게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시간, 장소 등의 여러 정황이 불명확하고, 사건의 이유 역시 ‘노인의 눈’

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 외엔 알 수 없어 불안함과 신비함, 상상력을 불

러일으킨다.93) 이러한 주인공과 노인의 관계에 대해 부모와 자녀, 혹은

더 나아가 근친상간 관계였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94)

이 소설은 장의 구분이 없이 서술한 18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단

편 소설로, 이후 분석 부분에서는 문단 순서대로 숫자를 붙여 언급할 것

이다. 다음의 [표 Ⅲ-1]는 문단별 내용을 요약한 표이다.

92) Cosar Celik Seda, “Edgar Allan Poe’s The Tell-Tale Heart on Page and on

Screen,” Humanitas - U luslararası Sosyal Bilimler Dergisi Vol.4 (8) (2006), 22
93) Cosar Celik Seda, “Edgar Allan Poe’s The Tell-Tale Heart on Page and on

Screen,” Humanitas - U luslararası Sosyal Bilimler Dergisi Vol.4 (8) (2006), 23
94) Robert M. Kachur, “Buried in the bedroom: Bearing witness to incest in poe's

"the tell-tale heart"”, Mosaic : a Journal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Literature; Winnipeg Vol. 41, Iss. 1, (Mar 200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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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문단별 요약95)

문단 내용

1
화자는 본인이 미친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오감(특히 청각)이 특히

발달한 것으로 정상인임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2 노인에 대한 애정의 감정, 노인의 눈이 살인의 동기임을 설명한다.

3
7일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평소엔 친절하게 대하고 자정마다 노인의 방에

침입하는 과정에 대해 묘사한다.
4 8일째에 노인의 방에 침입한다.

5
머리를 방 안에 넣은 주인공이 실수로 소리를 내자 노인이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 “누구냐” 하고 소리친다.
6 화자는 1시간 가까이 미동 없이 서서 노인이 다시 잠들기를 기다린다.

7
노인은 방에 누군가 들어왔음을 알고,

잠들지 못한 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8 화자가 등잔을 열자 한 줄기 빛이 노인의 눈을 비춘다.
9 등잔 빛에 노인과 눈을 본 화자는 심하게 분노하고 격분한다.

10
화자의 귀에 겁에 질린 노인의 심장 고동 소리가 들리고 이는 화자의

광기를 더욱 돋운다.

11

노인의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화자의 귀에 노인의 심장 소리가 더욱 커지고,

화자는 노인을 깔아뭉개며 미소 짓는다. 노인의 심장 소리가 멎고 죽음을

확인한 화자는 더 이상 노인의 눈 때문에 고통 받을 일이 없음에 만족한다.

12
빈틈없는 시체 처리를 정당화하며 본인은 정상인이며 미치지 않았음에 대해

독자를 설득하려 한다.

13
방바닥을 뜯어 토막 낸 노인의 시체를 넣고 바닥을 다시 덮어 흔적 없이

원상 복구한다.

14

살인과 시체 처리를 마친 후 새벽 4시 종이 치고, 이웃의 신고로 경찰 3명이

방문한다. 화자는 완전범죄를 이행하였다고 생각하고 경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5
화자는 여유로운 태도로 경찰에게 집안을 안내하고 노인의 방도 보여주고,

경찰에게 피곤할테니 쉬고 가라며 하필 노인의 시체를 둔 곳 위에 앉는다.

16

경관은 의심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화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과 귀 울림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를 감추기 위해 화자는 더욱

말을 많이 하지만 증상은 더욱 심해진다.

17

화자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더 말을 빨리, 크게 하고 고통에

괴로워하며 소동을 벌린다. 경찰관의 대화가 성가셔지고 분노하며 환청의

고통은 계속 심해진다.
18 환청이 살해한 노인의 심장소리임을 말하며 화자는 죄를 자백한다.

95) Edgar Allan Poe, The Tell-Tale Heart(1843), 김성숙 번역, 『고자질하는 심장』,

세원 문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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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상적 발라드> 작품 개괄

앙리에트 르니에의 독주 하프를 위한 <환상적 발라드>는 1907

년 작곡된 후 같은 해 파리에서 초연 되었으며, 르니에의 제자인 마르셀

그랑자니에게 헌정되었다.96) 전체 347마디, 연주 시간 12-13분 길이이며,

르니에는 이 작품에서 소설과 연관된 직접적인 표제성과 더불어 잦은 조

성 변화와 증·감 화음, 확장된 조성 등의 후기낭만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프의 울림을 극대화하는 아르페지오와 코드, 이명동

음의 사용, 하모닉스나 ‘프레 드 라 타블르’(Prés de la Table)97) 등과

같이 하프에 특화된 기술적 측면들을 활용한다.

르니에는 전통적인 표제음악에서와 같이 소설을 음악언어로 다

풀어 소설의 여러 장치들과 음악을 연관 지어 사용하고, 더 나아가 주제

변형기법의 형태를 빌려 소설의 장르가 가진 치밀한 심리묘사와 긴장감

있는 빠른 전개 등을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이는 곡 전반에서 매우

반복적이면서 지배적으로 활용되는 몇 개의 동기가 발전하는 양상과 동

기의 조합과 분리, 변용 등을 통해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전체 음악에 걸쳐 가장 자주 사용되는 특정 동기

(이후 ‘동기 1’로 지칭)는 첫 마디에서 ‘카덴차’의 형태로 제시되어 음악

의 형식면에서 매우 특이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카덴차는 일반적

으로 “협주곡이나 아리아의 끝 부분에서 주로 페르마타와 I의 2전위 화

음과 같은 미해결된 상태의 화음으로 지시되는 비르투오소적인 패시지”

를 가리킨다.98) 또한 넓은 의미로는 “어떤 부분의 끝부분 또는 페르마타

96) Ann Yeung, Edits to Henriette Renié's Ballade Fantastique d'après “Le cœur

révélateur" d'Edgar Poë, American Harp Journal(Summer 2006), Vol. 20 Issue 3,

21-28, 6.
97) 현의 가장 아래 부분을 튕겨 소리를 내는 주법으로, 건조한 기타의 음색과 유사한

선명한 음색을 낼 수 있다. Ⅳ장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98) Badura-Skoda, Eva, Andrew V. Jones, and William Drabkin. "Cadenza." Grove

Music Online. 2001; Accessed 29 Apr. 2021.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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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 삽입된 장식적 부분”99)을 뜻하기도 하는데, 르니에의 <환상적 발

라드>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곡의 시작 부분에서 카덴차가 등장하였고

이후 곡이 전개되면서 여러 부분에 삽입되어 구성적 측면에서도 독특할

뿐만 아니라 음악 자체의 성격이 매우 기교적이면서도 자유롭게 흘러갈

것임을 암시한다. 이 카덴차는 곡의 중반부에서 다시 사용되고 종결구에

서도 카덴차를 떠올리게 하는 끝을 맺고 있어 작곡가가 이 동기를 상당

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마디 1은 동기 1과 그의 전개로써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어 음악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

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르니에의 <환상적 발라드>에서는 마디 1의 동기 뿐 아니라 다

른 주요 동기들100) 역시 작품의 흐름과 같은 맥락에서 전개된다. 예를

들어 소설의 첫 머리와 후반부에서 서술되는 화자의 독백이 음악에서 역

시 이와 연관되듯 유사한 위치에서 동일하게 일부 재현되거나(동기 2),

소설에서 ‘새벽 4시 종’을 사이에 두고 2회에 걸쳐 사용되는 ‘노인의 심

장 소리’라는 소재(동기 4) 역시 음악에서 같은 음을 4번 연주하는 부분

을 사이에 두고 제시되는 규칙적인 박절감을 갖는 특정 동기의 지속적인

사용으로써 해석될 수 있다. 이렇듯 외부의 표제적 소재에 음악이 부수

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외적인 것과 음악내적인 것이 유기적

관계를 이루면서도 음악 자체의 흐름을 독립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작품의 완성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하피스트 자비에 드 매이스트르(Xavier de

Maistre, 1973-)는 이 작품을 하프 레퍼토리 중 가장 어려운 곡으로 꼽

히기도 하며, 『미국 음반 가이드(American Record Guide)』에서 파슨

스는 <환상적 발라드>가 독주 하프에 의한 음색적 효과와 환상적인 분

위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니 교향시”(Mini-tone poem)로서 리하르트

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43023.
99) Ibid.
100) 동기 1을 비롯하여 소설의 흐름과 함께 해석되는 주요 동기들은 제3장의 3.3.3에서

상술한다.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43023


- 54 -

슈트라우스의 작품에 필적하는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다.101) 따라서 르니

에의 작품세계에 있어 성숙된 작곡기법을 갖추고 있어 전성기에 다다른

작품으로 손꼽힌다.

101) Charles H. Parsons, “Renie: Legende; Danse des Lutins; Contemplation; Piece

Symphonique; Ballade Fantastique; Harp Trio,” American Record Guide, Vol.

63, Iss. 1, (Jan/Feb 2000):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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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작품 분석

19세기에 접어들며 “이상적인 낭만 예술”102)로 간주된 기악 음

악에 ‘표제’라는 문학적 소재를 결합하는 것은 낭만주의 시기의 여러 작

곡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작곡가들로

베를리오즈(H. Berlioz, 1803-1869), 리스트(F. Lizst, 1811-1886), 바그너

(R. Wagner, 1813-1883)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표제를 음악으로 표현

할 때 특정 동기에 표제성을 부여하고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및 변

형되도록 하여 작품의 유기성과 통일성을 구축하였다. 위 언급한 작곡가

들의 다양한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가사가 없는 기악곡인 리스트의 교향

시 3번 <전주곡>(Les P réludes S.97), 그리고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

곡>(Symphonie Fantastique op.14)을 살펴보는 것은 르니에의 <환상적

발라드>에 접근하는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리스트의 <전주곡>은 라마르틴(Alphonse de Lamartine,

1790-1869)의 시를 토대로 작곡된 단악장의 표제적 기악곡 즉, 교향곡과

시의 개념이 결합된 ‘교향시’ 장르로서 인생에 대해 고찰하는 철학적 내

용을 담고 있다.103) 또한 리스트의 다른 작품인 <B단조 피아노 소나타

S.178>는 표제가 없는 피아노 독주를 위한 소나타이지만, 소나타 형식에

서 더 나아가 곡의 첫 부분에 제시된 세 개 주제를 작품 전체에 걸쳐 사

용하는 주제변형기법104)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토대로 두고

102) Donald J. Grout, Claude V. Palisca and J. Peter Burkholder, 『그라우트의 서양

음악사 제7판 (하)』, 민은기 외 5인 번역 p. 56
103) Hugh Macdonald, "Symphonic poem." Grove Music Online. 2001; Accessed 30

Apr. 2021.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

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27250.
104) 주제를 지속적으로 변형시키며 사용하는 작곡 기법으로, 19세기부터 다양한 음악

형식에서 각광받았다. 이 시기 작곡가들은 주제에 음악 외적 요소를 가미하기 시작

하는데, 이러한 흐름은 베토벤에서 베를리오즈, 리스트, 차이코프스키, 바그너에까지

이어지며 특히 작곡 기법적으로는 리스트의 음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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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된 단악장의 기악곡 형태라는 점, 그리고 주요 동기들이 각 부분 안

에서 변형되고 소설의 흐름과 맥락을 함께 하며 다양하게 파편화, 결합

되며 전개되는 주제변형기법의 사용 면에서 <환상적 발라드>와 유사하

다.105)

베를리오즈는 <환상 교향곡>에서 주인공의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집착적인 감정을 특정 동기(고정 악상, idée fixe)와 결부하여 전체

악장에서 지속적으로 등장시키며 이야기의 전개와 상황에 따라 변형되도

록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고정 악상을 통해 전체 5개 악장들이 하나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106) 르니에의 <환상적 발라드>에서도 지배적

으로 사용되는 주요 동기가 작품 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및 변형되며

부분을 연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복되는 주요 동기들은 이 작품이 기

반하는 포의 소설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을 상기시키고 있어 <환상교향

곡>의 고정 악상과 유사성을 보인다.

르니에가 <환상적 발라드>에 대해 제목에서 포의 『고자질하는

심장』을 토대로 하였다는 것 외에는 소설과 음악과의 연관성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이 곡의 해석은 연주자와 청중

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위 작곡가들의 작품들과 <환상

적 발라드>의 공통점인 ‘표제적 의미를 가지며 곡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Macdonald, Hugh. "Transformation, thematic." Grove Music Online. 2001; Accessed 20

Jan. 2021.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

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28269.
105) 이렇듯 단순한 표제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 동기 혹은 주제와 음악 외적

소재를 결합시켜 전개하는 방식은 바그너의 음악극에서 극대화되어 그의 작품 <트

리스탄과 이졸데>, <니벨룽겐의 반지> 등에서 ‘라이트 모티브’(유도동기, Leitmotiv)

로 나타나게 된다.
106) Donald J. Grout, Claude V. Palisca and J. Peter Burkholder, 『그라우트의 서양

음악사 제7판 (하)』, 민은기 외 5인 번역 p. 89;Macdonald, Hugh. "Transformation,

thematic." Grove Music Online. 2001; Accessed 20 Jan. 2021.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

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2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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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동기의 사용’에서 오는 음악적 기반, <환상적 발라드>의 동기

및 구조에서 보이는 특징들에 대한 작품 분석, 하피스트 안 융(Ann

Yeung)의 작품 해설107), 소설 『고자질하는 심장』을 모두 고려하여 다

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 한다.

이에 따라 작품 분석은 3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3.3.1 작품 전체

의 구조와 이를 구성하는 주요 동기들의 원형, 그리고 그 사용 방식에

대하여 분석하고, 3.3.2와 3.3.3에서는 소설과 음악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

한다. 3.3.2에서 음악의 구조 및 동기가 어떻게 소설 속 표제적 의미로

연결되는 지에 대하여 논하며 음악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다룬다면, 마

지막 3.3.3에서는 소설과 음악을 세부적으로 결합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

할 것이다.

3.3.1 전체 구조와 동기

1) 전체 구조

<환상적 발라드>는 종결부를 갖는 세 부분 형식(A-B-A´)으로

구성되며 단악장의 구조 안에서 사용되는 동기에 따라 단락이 구분되는

형태(sectional form)을 가진다. 주요 동기는 동기 1, 동기 2, 동기 3, 동

기 4, 동기 2+1 즉 4개의 동기와 파편의 결합형, 총 5개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전체 음악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동기 1로, 이 핵심적인 동기

의 음정구조와 리듬은 주제변형기법에 의해 곡 전반에서 지배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기 1의 파생형인 동기 2+1은 [섹션 B]과 [종

결부], 두 구간에서 주제변형기법에 기초한 연속적 변주108)로 운용 된다.

107) Ann Yeung, “Edits to Henriette Renié's Ballade Fantastique d'après “Le cœur

révélateur"d'Edgar Poë”,” The American Harp Journal Vol. 20 Issue 3(2006) :

21-28.
108) 주제와 변주들이 각각 구분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형태로, 바로크 시대

의 샤콘느나 파사칼리아의 형태를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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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곡은 주제변형기법 혹은 연속적 변주기법에 의해 세 부분 형

식을 가지면서도 주요 동기와 세부적인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보인다.

보편적인 세 부분 형식(Ternary form)의 경우 중간 부분인 B부

분에서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지만, <환상적 발라드>에서는 동기들을 결

합한 동기 2+1에서 유래된 <선율적 주제>를 활용한 변주곡이 [섹션 B]

을 구성하고 있어 기존의 세 부분 형식의 전개 방식과는 다른 점이 있

다.

이 곡의 조성은 크게 보아 으뜸조-딸림조-으뜸조의 전통적인

I-V-I 구조를 가지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전조가 나타나 후기낭만

시대의 확대된 조성 양식을 보인다. 이를 다시 설명하자면 도입부를 시

작으로 [섹션 A]의 조성인 e♭단조는 [섹션 B]에서 딸림조인 b♭단조로

전조되며 [섹션 A´]에서 다시 원조로 회귀하지만 각 부분의 내부에서는

D♭장조, C♭장조, g단조, f♯단조, c 단조 등의 확대된 조성관계가 관찰

된다. 전체적인 구조와 사용된 동기, 각 동기와 소설의 표제적 연결 및

조성 관계는 아래의 [표 Ⅲ-2]에 나타난다.

[표 Ⅲ-2] <환상적 발라드> 형식 구조

마디

사용

된

동기

템포 지시어 및 나타냄말 표제적 의미 조성

[A]

(섹션

A)

1 1 Cadenza 노인의 눈

e♭단조 →

D♭장조(마

디 34)

2-15 2

마디 2 : Moderato

마디 7 : M isterioso

마디 11 : P lus vite

화자의 독백

16-43 2+1

마디 16 : Allegro

마디 33 : ma antando

senza rigore

노인과 화자

44-65 1
마디 44 : Dolce,

Cantando e espress.

노인에 대한

화자의 애정

D♭→

C♭→ e♭

66 연결구
Pas trop vite, Vivo,

Très vite
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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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섹션

B)

67-110 2+1

마디 67 : Assez vivement

마디 79 : P iù tranquillo

마디 95 : Tempo

마디 107 : Vivo

7일 간의

관찰

b♭→

B♭(마디

107)

111-114 1 pre da la table
노인의

“누구냐?”
B♭→g단조

115-172 3, 4

마디 115 : Sempre leggi.

e vivacissimo

마디 121 : Assez lent,

Tristamente e espress

마디 137 : Tempo

마디 143 : Vivace subito

마디 151 : Vivement

마디 171 : tutta forza e

marcato

마디 173 : Largement

노인의

두려움과

살인

g단조

173-178 1 Largement 노인의 죽음
e♭단조

[A´]

(섹션

A´)

179-182 2 Calmo 화자의 독백
183-198 2+1 Vivement, leggierissimo 시체 처리
199-202 연결구 P lus lent 새벽 4시 종

E♭장조
203-216 1, 2

Tranquillo

-scherzando
경찰 방문

217-248 1, 2
Tempo, Cantando e

legato
경찰과 대화

B♭→D♭→

b♭

249-253 1

마디 249 : Marcato

마디 253 : Cadenza,

Calmato

노인의 눈 c→e♭

종결

부

254-267 3, 4 Tempo
심장 소리

환청

e♭단조
268-335 2+1, 4

마디 268 : All° energico

마디 280 : Agitato

마디 292 : Meno vivo

Espress

마디 296 : Sempre più

agitato

마디 306 : Tempo

sempre più agitato

마디 320 : P iù agitato

sempre

환청과

고통에

시달리는

화자

336-347 1, 4 마디 336 : Vivo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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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Ⅲ-2]을 보면, <환상적 발라드>에서 르니에는 많은 템

포 변화와 다양한 나타냄 말을 사용하여 각 구간의 연주 방향을 아주 상

세히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자의 템포 지시어 및 나타냄 말은 단

순히 음악의 속도와 분위기뿐만 아니라 곡의 긴장과 이완, 흐름의 속도,

디테일한 프레이징을 더욱 명확히 나타내줌으로써 전체적인 음향의 모양

새로부터 개별적 음의 연주까지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준다.

또한 이렇게 미세하게 지시된 정보로부터 소설과의 연관성을 더욱 유기

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환상적 발라드>의 마디 95, 137, 217, 254에는 ‘Tempo’라는 지

시어가 언급된다. 보편적으로 ‘Tempo’는 앞에 ‘a’가 붙거나 뒤에

‘I(primo)’가 붙어 그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반해, 이 악보에는 단지

‘Tempo’만 적혀있어 그 부분의 맥락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필자는 4개의 구간에서 나타나는 이 지시어가 주로 작은 프레이즈의

끝에서 rit. 이후에 쓰이고 있다는 점과 가장 가까운 템포 지시어와의 음

악적 관계, 곡의 구조적 맥락을 고려하여 ‘a tempo’의 의미로 해석하였

다. 예를 들어 아래 [악보 Ⅲ-1]과 같이 마디 94에서 Dim. molto e rit.

이후 마디 95에서 Tempo가 사용됨을 볼 수 있다.

마디 342 : Allarg molto

마디 344 :　Tutta for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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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1] ‘Tempo’ 사용의 예

2) 동기 1

동기 1은 주제변형기법에 의해 작품 전체에 걸쳐 반복되거나 그

파편이 주제적으로 활용되어 끊임없이 재사용된다. 즉 길이, 음형, 음가,

음정에서 변화를 보이며 주요 동기 중에서도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4개의 음으로 구성된 이 동기는 마디 1에서 곡의 시작과 함

께 제시된다. 동기 1의 음정 구조는 장3도 하행+상행 도약으로 같은 음

으로 돌아온 후 단6도로 하행(‘E♭6-C♭6-E♭6-G5’)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때 리듬과 다이내믹은 부점 리듬과 8분음표, 2분음표로 구성되어 있

으며, f로 강한 분위기를 더한다. 또한 옥타브 음형으로 사용되어 강한

음량과 음색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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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2] 동기 1의 원형

동기 1은 곡의 처음-중간-끝에서 사용되며 구조적인 틀을 구축

하고 있다. 마디 1에서 제시된 후(처음) 마디 253에서 뒷부분이 생략되

어 축소된 형태로 재현되고(중간), 마지막 종결구(끝)는 마디 1과 화성적

으로는 동일하되 다소 확장된 것 같은 형태를 보인다. 다음 [악보 Ⅲ-3,

4, 5]에서는 마디 1과 마디 253의 카덴차 부분, 마디 336부터 마디 347까

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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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4] 동기 1 : 중간(마디 253)

[악보 Ⅲ-5] 동기 1 : 끝(마디 336-339)

[악보 Ⅲ-3] 동기 1 : 처음(마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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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1은 아래 [악보 Ⅲ-6]과 같이 어떤 구간으로서가 아니라 작은 파편

으로 역시 곡의 각 부분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섹션 A]에서 동

기 1은 마디 15, 64에서처럼 짧고 강하게 상기된다. 마디 15와 마디 64에

나타나는 동기 1은 세 번째 음에서 네 번째 음으로 도약하는 음정 관계

가 변형되었으나 f의 강한 셈여림과 부점 음형 등, 그 성격을 나타내는

특징들은 유지하고 있다.

아래의 [악보 Ⅲ-7]에서는 동기 1의 앞, 뒤로 새로운 선율이 첨가

되는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 34-37에는 원형

과 같은 음정관계를 가진 4분음표 4개(마디 36-37)에 앞서 D♭장조를

배경으로 노래하는 듯한(ma cantando senza rigore, 노래하듯이, 너무

엄격하지 않은 리듬으로) 멜로디와 장3화음 선율이 풍성하게 채워져 앞

부분의 리듬적인 단조 선율과 대조를 이루게 된다. 마디 44-47에는 원형

의 음정 구조와 리듬이 확대되었으며 뒷부분에 새로운 선율이 추가되었

다. 이처럼 아래 마디 34-37과 44-47의 두 예시는 다른 동기 1의 활용과

달리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여 동기 1로부터 파생된 선율로 볼 수 있다.

[악보 Ⅲ-6] 동기 1 : 마디 15,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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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7] 동기 1 : 마디 34-37, 마디 44-47

[섹션 B]의 마디 111-114에서는 동기 1의 리듬과 음역, 아티큘

레이션, 다이내믹이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 부분은 원형의 부점리듬이 사

라지고 음가가 확대되어 비교적 저음역으로 이동하면서 보다 넓고 어두

우면서 두터운 소리를 낸다. 여기에 프레 드 라 타블르와 테누토로 연

주하여 소리가 더욱 선명해지며, 마디 113에서 pp와 하모닉스 주법으로

연결되어 음향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이 네 마디는 원형을 여러

가지 매개변수를 통해 변화시켜 단독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원형을 상

기시키는 음정 관계를 갖고 있다[악보 Ⅲ-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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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8] 동기 1 : 마디 111-114

[섹션 B]의 마디 147에서는 동기 1의 첫 세 개 음이 단3도가 아

닌 완전4도를 왕복하여 다시 단3도 상행하는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되었

다. 이 부분은 앞서 마디 143에서 pp와 줄의 아래 부분에서 튕기라는

(bas dans les cordes) 지시로 시작하여 도달한 지점으로 f, ff의 다이내

믹과 악센트, 글리산도 등의 주법이 마디 147의 동기 1의 음향적 효과를

대조시켜 더욱 강조하고 있다.

[악보 Ⅲ-9] 동기 1 : 마디 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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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B]과 [섹션 A´]의 연결구인 마디 175에서 역시 동기 1이

사용되는데, 템포와 음형이 변형되어 동기의 원형과 대비되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 부분의 동기 1은 느려진 템포에서 첫 음이 화음으로 제시

되어 두꺼운 음색을 낸다. 또한 원형이 가진 부점 리듬은 4분음표씩 균

등한 리듬으로 바뀌었고, 동기의 후반부 음정 구성이 하행하는 단6도에

서 단7도로 넓어지면서 원래의 기민하고 강렬한 분위기가 느리고 심오한

분위기로 변화하였다.

[섹션 A´]에서는 203마디부터 동기 2가 장조로 전조되어 전환

된 분위기로 전개되는데, 이 때 마디 212-213 두 마디에 걸쳐 왼손에서

동기 1이 상기된다.

[악보 Ⅲ-11] 동기 1 : 마디 212-213

[악보 Ⅲ-10] 동기 1 : Lar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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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마디 217에서 마디 44-47에 등장했던 변형된 동기 1의 선

율이 축소된 음가로 제시되고 있다. 이 선율은 마디 241까지 지속적으로

다른 음정에서 반복되며,

[악보 Ⅲ-12] 동기 1 : 마디 217-

마디 242에서는 4분음표의 리듬형으로 돌아와 오른손에서 코드와 옥타브

로 동기 1이 연주되고 마디 246-7에서는 왼손에서, 마디 249-250에서는

아르페지오 음형의 반주에 대한 선율로 왼손에서 옥타브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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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13] 동기 1 : 마디 242-243, 246-247, 249-250

3) 동기 2

동기 2는 마디 2에서 제시된다. 이 동기의 음정 구조는 B♭3과

B♭4 옥타브를 딸림음인 F를 중심으로 상행하여 5개 음으로 나누는 음

형과 다시 F로 귀결하는 음으로 구성된다. 마디 2의 으뜸화음인 E♭ 단

3화음은 동기 2 부분에 해당하는 제2-6음에서 제2전위 형태가 되어 첫

세 음인 ‘B♭5-B♭3-E♭4’에 의해 암시된다. 이 때 제5박에 이르러서야

E♭단3화음의 기본위치가 나타나므로 내성을 채우지 않고 옥타브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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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동기 2는 구성이 공허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동기 2

는 비교적 다른 동기들에 비해 원형이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한 채로 사

용되지만 동기 1과의 결합으로 나타날 때는 동기 2의 앞 음형의 일부분

이 발췌, 변형되어 나타난다.

[악보 Ⅲ-14] 동기 2의 원형

동기 2는 마디 2에서 처음 제시된 후 마디 14까지 확장 및 반복

되면서 작품을 전개하는 주요 동기로 사용된다. 이 때 동기 2를 구성하

는 둘째, 셋째, 넷째 음(E♭3-F3-G♭3)을 <음형 a>로 보았을 때, 이

<음형 a>는 마디 2에서 3까지 상행하다가 마디 4에서 5까지 점차 하행

하는 모습을 보여, 마디 2에서 3, 그리고 마디 4에서 5가 상·하행으로 대

칭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립은 화성 진행에서도 파악되는데, 아래 [악보

Ⅲ-15]와 같이 마디 2에서 나타나는 V가 마디 3에서 VI으로 위종지 한

후, 후반부 두 마디(마디 4-5)에서 다시 V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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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6 이후로는 동기 2의 후반부 리듬이 더욱 분할되어 반복되

는데, 첫 박의 쉼표는 아르페지오로 연주되는 화음으로 채워진다. 이 화

음은 마디 8-10의 증3화음의 연속을 예비하는 음형이며, 이 증3화음의

연속은 마디 7의 마지막 B♭4에서부터 마디 11의 G♭3까지 반음계적 순

차 하행으로 연결된다.

[악보 Ⅲ-15] 동기 2 : 마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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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마디 11-12는 마디 6에서 확장된 동기 2의 선율이 반복되

고, 마디 13에서 동기 2의 파편이 아첼레란도와 크레센도를 통해 동형진

행하면서 마디 14의 ff로 도달한다. 이러한 흐름은 마디 11부터 15까지

유지되는 베이스의 지속음 Bb에 의해 연결되는데, 마디 11의 동기 2에

나타난 B♭1은 동기 2의 반복 및 확장인 마디 12-14에서 지속되어 도미

넌트 화음으로 이끌어지고 마침내 마디 15에서 도미넌트 화음으로 반종

지되어 해결되기 때문이다.

[악보 Ⅲ-16] 동기 2 : 마디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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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양하게 변화되어 나타났던 동기 2는 마디 179-182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이 세 마디는 마디 2-5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이

부분은 3.3.2와 3.3.3에서 다시 언급될 내용으로, 소설에서의 서술 방식과

음악에서의 사용이 유사한 부분이다.

[악보 Ⅲ-17] 동기 2 : 마디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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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03부터는 원형의 조성과 짜임새가 변형되어 나타나는 동

기 2를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원형은 단조(e♭단조)로부터 장조(E♭

장조)로 전조되었으며 양손 유니즌의 형태였던 원형은 시간차를 두고 연

주되는 두 성부로 나타난다. 또한 스타카토 주법의 사용으로 음색적으로

도 변형되었다.

[악보 Ⅲ-19] 동기 2 : 마디 203-

[악보 Ⅲ-18] 동기 2 : 마디 17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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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 Cantando e legato 부분(마디 217)의 마디 222부터 동

기 2는 특유의 음정관계와 8분음표 음형을 유지하되 프레 드 라 타블르,

하모닉스, 스타카토 주법으로 인한 음색 변화를 가지고 마디 248까지 지

속적으로 나타난다.

[악보 Ⅲ-20] 동기 2 : 마디 222-248

4) 동기 2+1

동기 1과 동기 2는 마디 16-17에서 결합된 형태로 제시된 후

연속적 변주 부분의 주제적 선율로 사용된다. 이 동기는 동기 2의 앞부

분 음형에 나타나는 마지막 세 음의 음정 변형과 동기 1의 음형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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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형태가 결합되었다. 두 마디에 걸쳐 나오는 동기 2+1는 각 부분마다

세밀한 아티큘레이션과 다이내믹에 의해 강조된다.

[악보 Ⅲ-21] 동기 2+1의 원형

<환상적 발라드>에서 연속적 변주는 [섹션 B]와 [종결부]에 해

당하는 두 영역에서 나타나며, 변주 과정에서 제시된 동기들을 다양하게

반복 및 변형할 뿐 아니라 다른 동기들과 결합해 사용함으로써 주제적

동기의 다양한 변용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르니에의 대표적인 경향

이라 할 수 있는 ‘동기들의 끊임없는 변형’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동기의 사용을 ‘연속적 변주’의 형태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역시 전체적

구조가 긴밀히 연결되도록 한다. 이 연속적 변주의 주제는 동기 2+1가

다소 변형된 형태이다. 동기 2+1의 선율은 [악보 Ⅲ-22]과 같이 음정의

뼈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디 17의 제1박 셋잇단음표의

뒷 두 음이 생략되었다. 6개의 음으로 간추려진 음 소재는 이후 동기

2+1을 원형으로 가진 연속적 변주구간들의 [테마 1]의 ‘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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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22] 동기 2+1의 변형된 테마

아래의 [표 Ⅲ-3]은 마디 67에서 마디 106까지 나타나는 테마와

4개의 연속적 변주의 내용들을 보여준다. 내성에 동기 2+1에서 파생된

‘주제’가 나타나는 『테마』는 빠른 빠르기(Assez vivement)에 현의 아

래 부분에서 현을 튕기도록109) 지시되어 pp와 스타카토가 효과적으로 표

현된다. 상성부는 펼침 화음의 반주부이며 베이스는 반음계적 하행순차

진행을 보인다. [변주 1]에서는 빠르기가 느려지고 실음 프레 드 라 타블

르가 아닌 원래 위치로 돌아와 음색적 변화가 일어나고, 상성부에 동기

1의 선율이 제시된다. [변주 2]에서는 [변주 1]의 내성이 유지되면서 상

성부의 선율과 반주부의 리듬이 더 길어지고 강세가 박절적으로 바뀌었

다. [변주 3]은 ‘주제’의 첫 두 음이 서로 역행하는 형태로 반복되는데 왼

109) 악보에 표기된 ‘Les deux jouent bas dans cordes’는 두 손 모두 현의 아래 부분에

서 튕기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프 현의 아랫부분에서 현을 튕겨 소리를 내면 현의

장력이 훨씬 센 부분에서 튕기므로 울림은 감소하지만 음색이 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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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과 오른손이 옥타브 안에서 셋잇단음표를 활용하여 선율을 강조한다.

[변주 4]는 음악적 내용이 [변주 1]의 것을 반복하는데 상성부와 하성부

의 선율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테마』의 조성인 b♭조의 도미넌트 화

음으로 종지하여 이후 연결되는 종지 겸 연결구(m.107-120)로 이어지며

첫 번째 연속적 변주를 마무리한다.

[표 Ⅲ-3] [섹션 B]의 첫 번째 연속적 변주 구간, 마디 67-109

악보 변주 내용 조성
[테마 1] : m.m. 67-78

<동기 2+1>에서

변형된 주제가 왼손

선율, 내성에 사용

b♭단조
[변주 1] : m.m. 79-86

『테마』의 선율에

<동기 1>로

시작하는 오른손

성부가 추가됨,

Assez vivement→

Piu tranquillo로

빠르기

변화(여유롭게)

[변주 2] : m.m. 87-90 [변주 1]의 오른손

성부의 선율과

반주부가 각각

4분음표와 8분음표로

길어지고 리듬의

강세가 박절적으로

변형

A♭장조

[변주 3] : mm. 91-94

『테마』의 첫 번째

두 음을 왼손과

오른손에 나누어

옥타브로 중복,

두 음을

셋잇단음표를

f단조→

b♭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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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은 종결부에 위치하는 마디 280부터 마디 335까지, 두

번째 연속적 변주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변주 역시 앞선 첫 번째

연속적 변주와 마찬가지로 ‘주제’를 『테마』로 하여 4개의 변주가 이어

진다. [테마 2]는 ‘주제’가 원형의 박자인 4분의 3박자로 회귀하였고, 셋

잇단음표를 활용하여 상성부에 나타난다. [변주 1]에서는 하성부의 반주

부가 상성부의 선율의 리듬과 합쳐져 옥타브를 이용한 분산화음으로 나

타나는데 이 때 상성부의 선율은 ‘주제’가 그 본래의 원형인 동기 2+1

선율을 모두 포함하며 [변주 1]의 선율 리듬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있

다. [변주 1]과 [변주 2]는 ‘주제’ 부분과 동기 1을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주제’의 파편을 활용한 연결구로 이루어진 구성과 리듬 및 음형의 전개

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두 변주 모두 옥타브를 이용한 분산화음 음형

에서 ‘주제’를 가지며 이어 8분음표 단위의 화음 형태로 동기 1을, 이후

연결구에서는 각자의 파편들이 셋잇단음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변주

3]은 곡의 원조인 e♭단조의 도미넌트음이 베이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

되면서 상성부에서 셋잇단음표를 활용해 <선율적 주제>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변주 4]는 원조의 토닉음이 반복되면서 수직적 화음을 사용하

여 <선율적 주제>를 강조한다. 앞서 [변주 1]과 [변주 2]에서 <선율적

주제>과 동기 1, 연결구 등 전개적 유사성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활용하여 리듬적

변주

[변주 4] : 95-109
[변주 1]의 성부가

서로 교차되어

나타남, 빠르기가

원래대로 돌아옴,

마디 107-109 종지부

b♭→

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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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주 3]과 [변주 4]도 동일한 소재의 반복에 의한 유기적인 연결성을 보

이며 이를 통해 축적된 긴장감은 마디 336부터 시작하는 이 곡의 핵심적

동기인 동기 1로 이어진다.

[표 Ⅲ-4] [종결부]의 두 번째 연속적 변주 구간, 마디 280-335

악보 변주 내용 조성
[테마 2] : m.m. 280-291

오른손에서『테마』선율

이 주선율로, 왼손에서

지속적으로 옥타브로

박마다 연주된다.

e♭→C

→F→

A♭

[변주 1] : m.m. 292-305

부점 음형 안에서 <동기

2+1>의 선율이 그대로

나타나며 왼손은 분리된

옥타브를 지속

e♭→c

→

d♭→

[변주 2] : m.m. 306-319

32분음표 음형으로

<동기 2+1>을 제시하며

왼손은 [변주1]과 같이

유지

f

[변주 3] : m.m. 320-328

셋잇단음표 음형으로

『테마』의 선율을 제시
e♭단조

[변주 4] : m.m. 328-335
강한 코드로

『테마』선율을

연주하며 왼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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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기 3

동기 3은 [섹션 B] 후반부에 등장하는 4마디 길이의 느린 선율

이다. 이 동기는 선율 중심의 악구로, 토닉음과 도미넌트음 중심의 아르

페지오 반주와 내성에 나타나는 반음계적 하행순차진행과 함께 나타난

다.

[악보 Ⅲ-23] 동기 3의 원형

동기의 원형은 전체 길이(4마디) 혹은 축소된 파편으로서, 마디 121에서

처음 등장한 후 마디 142까지, 그리고 마디 150-168, 마디 256-267의 세

개 구간에서 주요 선율로 사용되어 아티큘레이션이나 음색, 주법 및 리

듬형에서 변화를 보이며 반복된다.

마디 137부터는 동기 3의 음역이 한 옥타브 아래로 이동하여 하

모닉스로 음색의 변화가 나타난다.

8분쉼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옥타브를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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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24] 동기 3 : 마디 137-142

마디 137 이후 사용되는 동기 3은 이후 설명할 동기 4와 결합되

어 나타난다. 먼저 마디 151부터 동기 3은 오른손의 셋잇단음표 음형으

로 변형되어 마디 163까지 반복된다. 다이내믹은 pp로 시작해 ff 까지 향

하고, 왼손의 음형 역시 함께 더욱 강해지는 아티큘레이션으로 이러한

흐름을 보강하여 음악적 흐름이 급격히 고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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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25] 동기 3 : 마디 151-163

마디 256-259에 나타나는 동기 3의 선율은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마디 257의 마지막 박부터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된다. 다

만 이 부분에서는 원형의 내성에 위치한 반음계 성부가 생략되었고 베이

스의 지속음이 근음에서 5음으로 바뀌어 제2전위 화음으로 나타나며, 화

음이 추가되거나 아티큘레이션 등이 변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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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26] 동기 3 : 마디 256-259

6) 동기 4

마디 149의 베이스 성부에서 처음 제시되는 동기 4는 두 번째 박

에서 울리는 낮은 음의 반복이다.

[악보 Ⅲ-27]

동기 4의 원형

이 동기는 제시된 후 반복될 때에도 약박에서 강세를 가지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마르카토와 액센트 및 스타카토로 강조되어 있다. 이

동기는 단독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마디 149-168과 종결부 초입(마디

254-)에서는 동기 3, 그리고 종결부의 두 번째 연속적 변주 부분에서는

동기 2+1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전자와 종결부 초입에서 동기 4가 베이스 저음역에서 미리 제시

되다가 동기 3의 선율과 함께 전개되는데, 이 부분은 앞과 뒤를 연결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이내믹과 아티큘레이션, 음역과 강세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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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해 특정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악보 Ⅲ-28] 동기 4가 미리 제시되는 부분 : 마디 149-150, 254-255

아래 [표 Ⅲ-5]는 마디 149에서 168까지 나타나는 동기 4의 다양

한 변화를 리듬형과 특징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표 Ⅲ-5] 마디 149-168에서 동기 4의 변화

마디 149-168까지 <동기 4>의 변화

원형

스타카토, 2성부로 성부

확대, 옥타브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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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4는 종결부에서 다시 나타나 두 번째 연속적 변주 구간 내

내 사용된다. 다음[표 Ⅲ-6]은 두 번째 연속적 변주 구간에 나타나는 동

기 4의 리듬형과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Ⅲ-6] [종결부]에서 동기 4의 변화

다이내믹과 주법적

변화(Senza staccato), 상성부

음역 이동

성부가 합쳐짐, mf로

다이내믹 변화

1옥타브에서 3옥타브로 확대,

2박, 4박에 액센트, creasc.

→ agitato

원형의 첫 두박의 반복, 리듬

축소로 빨라지는 효과,

옥타브 중음, ff의 다이내믹

마디 254-339까지 <동기 4>의 변화

Tempo

옥타브 음형, 스타카토

Marcato

스타카토

크레센도, 옥타브, 액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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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tato

p, sotto voce, 옥타브

Meno vivo, Espressivo, Meno p

16분음표로 옥타브 음형 분할

Sempre più agitato

pp, sotto voce, 스타카토, 옥타브

Tempo sempre più agitato, pp,

16분음표로 옥타브 음형 분할

più f → ff

옥타브

più agitato, pp

poco a poco crescendo, animato

스타카토 음형

f, 액센트, 옥타브 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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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환상적 발라드>의 동기별 사용 방식과 더불어 작품

내의 각 부분들을 연결하는 데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나타난다. 르니에

는 이 작품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동기나 프레이즈에 앞서 선행되는 음

악 요소를 배치하고 있으며, 작게는 프레이즈로부터 크게는 음악의 부분

들에 이르기까지 매끄럽게 연결하여 전체가 하나의 서사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다. ‘선행되는 음악 요소’는 대부분 악구 간 연결구나 앞선 악구

의 종지구에서 다음 악구로 넘어가기 위해 삽입된 음정, 음형과 같은 요

소들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청자는 전체의 큰 맥락 안의 세세한 흐름을

보다 수월하게 따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마디 2에 처음 제시되는 동기 2의 음정구조는 마디 1

의 마지막 부분에서 점점 짧아지는 음가의 상행 아르페지오로 미리 선행

되었다. 이 상행 아르페지오는 앞선 아르페지오의 베이스인 F♭에서 연

결되어 토닉음인 E♭으로 시작하며 마디 2의 첫 음이자 도미넌트음인 B

♭으로 도달하므로 마디 1과 2를 연결하고 있다.

Vivo, ff

2박 계통으로 빨라짐

[악보 Ⅲ-29] 선행되는 음악 요소 1 : 마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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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5에서는 동기 1이 마디 2부터 이어진 동기 2에 대한 프레

이즈의 종지형으로 쓰인 동시에 마디 16부터 시작되는 동기들의 결합형

동기 2+1의 선행요소로 나타난다.

마디 66은 약 한 페이지에 이르는 연결구로, 양 손 아르페지오

음형을 사용해 화성 진행을 보여준다. 이때 음악적 내용은 앞선 마디 66

의 연결구와 마디 67부터 시작되는 [섹션 B]으로 구분되지만 동일한 음

형의 사용으로 인해 음악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Ⅲ-30] 선행되는 음악 요소 2 : 마디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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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31] 선행되는 음악 요소 3 : 마디 66-67

마디 121에서 제시될 동기 3의 일부인 단2도 음정 관계는 앞선

마디 116에서 양손 세 음 구성의 빠른 아르페지오, 마디 118에서 스타카

토 코드, 마디 119에서 120까지 당김음 음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배치

되어 선행된다.

위 동기 4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한 마디 151부터 반복되는 베이

스 D1 역시 그 박절구조 그대로 마디 149와 마디 150에서 미리 시작된

[악보 Ⅲ-32] 선행되는 음악 요소 4 : 마디 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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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베이스 음형은 마디 256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

디 254와 255에 미리 나타나고 있다. 후자에서는 선행된 베이스 음이 반

음 위로 제시되어 이어질 악구로 향하는 이끎음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 Ⅲ-33] 선행되는 음악 요소 5 : 마디 149-150, 254-255

종결부의 시작인 마디 203의 상성부 선율 구조의 중심음인 B♭

옥타브는 마디 199에서 마디 202까지 네 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 특히

마디 203에서 8분쉼표 이후 시작하는 첫 음의 형태는 앞선 부분에서도 4

분쉼표를 쉬고 시작하는 형태로 선행되어 보다 내적인 동일성을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마디 203의 상성부 선율의 중심 음정구조인 b♭과

e♭의 완전4도는 마디 201의 베이스 F-B♭에서 완전 5도로 전위되어 선

행되었는데 이 부분의 베이스 진행은 곡의 매우 초반인 마디 2에서 선행

되었던 아르페지오의 베이스 e♭- 동기 2의 첫 음 b♭, 끝 음 F의 음정

구조가 역행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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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종결부의 연속적 변주 내에서 다음 변주의 음형을 미

리 제시하여 연결하는 부분이 두 곳 나타난다. 전자는 마디 300-301, 후

자는 마디 316-319이다. 전자의 경우 마디 304부터 이어질 32분음표 음

형이 마디 300-301에서 잠시 나타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마디 320부

터 사용되는 셋잇단음표 음형이 마디 316부터 연결구로 사용됨을 볼 수

있다.

[악보 Ⅲ-35] 선행되는 음악 요소 7 : 300-301 / 306-, 316-319 / 320-

[악보 Ⅲ-34] 선행되는 음악 요소 6 : 마디 19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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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음악의 전개 구조와 소설과의 연관성

3.3.2에서는 앞서 다룬 음악적 구조와 동기 진행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음악 <환상적 발라드>와 소설 『고자질하는 심장』의 연관성에 대

하여 다루되 음악의 구조와 전개 방식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을 담으려

한다. 장르가 다른 두 작품은 주요한 소재가 갖는 특징과 전체 흐름 안

에서의 비중, 그리고 운용 방식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는 <환상적 발라드>의 음악적 구조와 소설의 기승전결 구조가 맞아

떨어지면서도 음악의 주요 동기들이 소설의 인물과 그 인물의 감정, 그

리고 극적 전개와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하려는 바, 이어질 본문

에서는 음악적 요소들을 『고자질하는 심장』과의 맥락과 함께 연결 지

어 설명해보려 한다. 이의 근거는 본문 3.3.1의 서두에서 밝힌 것과 같이

작품에 대한 필자의 음악적 분석과 함께, 2006년 『미국 하프 저널』 여

름 호에 실린 하피스트 융의 작품 해설110)을 토대로 하였다.

1) 동기 1

하피스트 융은 그의 글에서 동기 1이 소설 속의 ‘노인의 눈’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에서의 고정 악

상의 역할과 같음을 서술하고 있다.111) 필자는 ‘고정 악상’은 보편적으로

다악장의 형식에서 사용되는 것에 반해 르니에의 이 작품은 단악장이므

로 그 차이는 있으나, <환상적 발라드>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및 변형

되는 동기 1(노인의 눈)의 악상이 소설에서 오는 표제적 의미와 결부되

면서도 음악의 유기성과 통일성을 이룬다는 점에서 융의 견해와 일치한

다.

110) Ann Yeung, “Edits to Henriette Renié's Ballade Fantastique d'aprè “Le cœur

révélateur"d'Edgar Poë”,” The American Harp Journal Vol. 20 Issue 3(2006) :

21-28.
111) Ibi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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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악보 Ⅲ-36]는 마디 1을 화성적 흐름과 그 역할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마디 1의 첫 코드이자 동기 1(노인의 눈)에 사용된 ‘It.6 + 5♮’ 화음은

‘It. 6’에 상향변화 된 5음이 부가된 화음으로, 도미넌트 화음으로의 해결

을 필요로 한다. 이 증6화음은 f의 강한 다이내믹으로 강렬한 인상을 부

여하며 곡을 시작하게 하는데, 박절적 강세가 없는 상태에서 강한 화성,

강한 다이내믹을 사용하여 강렬함과 모호함을 함께 강화하는 효과를 보

인다. ‘부분 1’의 화음은 ‘부분 2’의 다이내믹 ppp, 선율성을 가진 저음부

하강순차진행과 장3화음의 나열, 트리플 하모닉스로 발생하는 음색적 효

과로 인해 강한 대조를 이루어 ‘It.6 + 5♮’ 화음이 주는 강한 불안감의

효과를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긴장과 불안감을 가지고 진행된 첫 코드

[악보 Ⅲ-36] 마디 1(동기 1 : 불안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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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래 증6화음이 가진 방향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다가 마디

5의 도미넌트화음에서 비로소 해결된다. 아래 [악보 Ⅲ-37은 마디 1-5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악보 Ⅲ-37] 마디 1-5의 화성적 흐름

위의 [악보 Ⅲ-36, 37]에서 나타나듯 동기 1(노인의 눈)은 화성

적으로 강한 불안감과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다른 동기들과 비교하였

을 때 짧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리듬을 가진다.

이 동기 1(노인의 눈)은 3.3.1의 1)에서 다루었듯 처음-중간-끝

그리고 각 부분 내에서 다양한 길이로, 연결구로도 다채롭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표는 동기 1의 사용과 소설 내용상 전개 및 사용 방식

이 서로 유사함을 큰 맥락에서 보여준다.

[표 Ⅲ-7] 음악과 소설에서 동기 1(노인의 눈)의 사용
마

디
1

15,

64

34-,

44-

87-,

95-
111 147-148 175- 217-241

249

-253
336-

음

악

처

음

짧

은

연

결

동기 1 변형 연결 중간 끝

소

설

[문단 2]

살인의

동기가

노인의

눈

때문임을

[문단

2]

노인에

대한

화자의

감정

[문

단

5]

누구

냐?

[문단

8-9]

화자,

노인의

눈이

마주침

[문단

11]

노인

의

죽음

[문단

15]

경찰에게

노인이

죽은

것을

[문단

18]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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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속에서 화자 ‘나’는 노인의 눈에 대하여 아래 인용문과 같

이 상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이 눈이 살인의 동기임을 명시하고 있다.

[문단 2]

“나의 생각에 그의 눈 때문이었다! 그렇다, 바로 그 눈 때문이었다고 나는 생

각한다. 그의 한 쪽 눈은 독수리의 눈을 닮아서 ―옅은 푸른색인데 이에 더하

여 위에 엷은 막이 씌워져 있었다. 그가 그 눈으로 나를 보면 언제나 나의 피

는 얼어붙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점차 ―아주 서서히 이기는 하지만―

이 노인을 죽여 버리자, 그리고 그 눈에서 영원히 벗어나려고 결심을 한 것이

다.”112)

위와 같이 화자는 ‘노인의 눈’을 벗어나고자 살인을 결심하고 매일 7일

간 밤마다 노인의 방에 침입하지만 8일째에서야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노인의 눈을 8일 째에 보게 되기 때문이다.

[문단 9]

“그 눈은 열려 있었다―크게 열려있었다―나는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미

칠 정도로 화가 치밀었다. 나는 그 눈을 분명히 보았다―흐릿한 푸른 눈, 그

위를 덮은 무서운 막, 이것이 나를 뼛속까지 으스스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노인의 얼굴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광선

이, 마치 내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가증스러운 왼쪽 눈만을 비쳤기

때문이다.”113)

또한 살인을 저지른 후 화자는 “이제 그의 눈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은 없

을 것”임에 만족한다. 그러므로 ‘노인의 눈’이 전체 이야기에서 화자의

비정상적인 광기와 집착을 보여주는 중심적인 축이자 주요 소재로서 지

112) Edgar Allen Poe, The Tell-Tale Heart, (1843),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

장』, (세원문고, 2019), 문단 2.
113)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장』, (세원문고, 2019), 문단 9.

언급 잡아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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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나타나며 스릴과 섬뜩함의 분위기를 부여하고, 이러한 역할은

소설과 음악에서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동기 1(노인의 눈)의 사

용을 대입하여 작품의 흐름과 소설을 대응 선상에 놓았을 때, 결과적으

로 노인의 눈에 대한 표현을 비롯하여 노인에 대한 화자 ‘나’의 감정선

및 묘사, 결과적으로 ‘노인’이라는 등장인물과 연결되게 된다.

짧고 강한 분위기의 동기 1(노인의 눈)은 3.3.1 1)에서 설명하

였듯 마디 34-, 마디 44-에서 공통적으로 “Cantando” 지시어가 나타나

며 부드럽고 긴장이 이완되는 분위기로 변형된다. 마디 16-33까지는 리

듬이 강조된 부분이었다면 마디 34부터는 지시어로 Cantando senza

rigore가 등장하고 조성적으로도 장조로 전조되며 앞부분과 대조적인 특

성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마디 34에서 첫 번째 연결구인 마디 66을 사이

에 두고 진행되는 두 개의 프레이즈는 각각 동기 1을 앞, 뒷부분에 활용

한 선율들이다. 이 부분은 본래 e♭ 단조에서 제시된 동기 1을 D♭ 장조

로 전조하여 이완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며 두 마디 단위의 하이퍼미터

가 형성되어 동기의 성격을 변화시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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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하이퍼미터는 두 번째 프레이즈인 마디 44부터 두 마디 단

위의 반주 음형과 화성적 리듬으로 더 두드러지는데 동기 1(노인의 눈)

이 가졌던 박절적 리듬 구조가 확대되면서 긴장감의 이완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마디 44에서 동기 1은 Cantando e espress, Dolce의 분위기에

서 유려한 선율로 연주되는데, 융은 이 부분을 노인에 대한 화자의 애정

이 표현된 곳으로 해석하고 있다.

필자는 융의 해석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소설의 [문단 2]를 보면

[문단 2]

그 생각이 처음에 어떻게 나의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는가를 말한다는 것은 불

가능한 일이지만, 일단 그것이 나의 머리에 들어오자 그것은 밤낮으로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혔다. 별로 이렇다 할 목적은 없었다. 격노(激怒)에 사로

잡힌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 노인을 사랑하고 있었다. 노인은 나에 대해서 부

당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 모욕을 준 것도 아니다. 그의 돈 같은 건 나는

[악보 Ⅲ-38] 동기 1 : 마디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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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후략)114) (밑줄 : 필자 강조)

화자가 노인을 죽이고자하는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는 내용 이후 노인에

대한 긍정적, 더 나아가 애정에 대한 감정이 나타나고, 문단 후반에서는

살인의 동기가 단순히 ‘노인의 눈’ 때문이라는 정보가 주어진다. 이때 노

인을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표현은 맥락상 앞뒤의 내용과 동떨어져 상당

히 돌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15) 이 문장은 노인에 대한 화자의 감정

이 특별히 더 짧고, 그러므로 더욱 노골적 드러나는 부분으로, 르니에가

이러한 감정의 표현을 포착하여 음악에서 표현할 때는 소설에서의 한 문

장보다 훨씬 확장된 양(마디 34-64 혹은 마디 44-64에 걸친 긴 부분)으

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

114)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장』, (세원문고, 2019), 문단 2.
115) 원문에서도 “I Loved the old man.”으로 표현되어 있다.

[악보 Ⅲ-39] 동기 1 : 마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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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1(노인의 눈)이 선율적으로 변형된 마디 44-47의 선율은

마디 217에서부터 다시 나타난다. 이 부분은 ‘새벽 4시의 종소리’(마디

199-202)116) 이후 마디 217에서 Cantando e legato로 다른 음정에서 연

속적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소설에서 새벽 4시 종 이후 경찰이 방문하자

화자가 경찰에게 노인은 여행을 갔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노인에 대한 이

야기를 하고, 노인의 방을 보여주며 노인에 대한 주제가 상기되는 것과

연관된다.

[악보 Ⅲ-40] 동기 1 : 마디 217-

이렇게 동기 1을 ‘노인의 눈’으로 대입하였을 때, 위에서 언급한

부분 외에도 마디 111-114와 마디 173-178을 각각 소설에서 노인의 “누

구냐”, ‘노인의 죽음’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은 동기 4를

다루면서, 그리고 3.3.3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 동기 2

동기 2는 3.3.1 3)에서 살펴보았듯 마디 2에서 처음 등장하여 이

부분의 마디 2-5는 마디 179-182에서 동일하게 재현되고, 마디 203-216

에서는 성부가 세분화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후 마지막으로 마

116) 3.3.1의 후반에서 설명한 이 부분은 같은 옥타브 B음을 4번 연주하는데, 소설의 새

벽 4시 종과 표제적 일치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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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217-248의 구간에서는 산발적으로 다른 동기와 함께 조합되어 사용

된다.

처음 제시될 때, 동기 2는 동기 1(노인의 눈)의 화성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지점에 나타나며 두 동기는 긴장과 이완의 측면에서 음악적

연결성을 보인다. 강하고 섬뜩한 인상을 부여하는 동기 1 이후, 동기 2는

비대칭적인 박자 안에서 비대칭적 구조로 나타나며 단조 내에서 병행 8

도로 이어지는 동기 선율이 공허하면서도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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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은 마디 2의 비대칭적인 4/5박자가 화자의 불안정한 심리를 상징함을

주장하고 있고,117) 필자는 융의 의견에 동의함과 더불어 동기 자체가 주

는 불안정한 특성 그리고 더 나아가 앞서 분석한 마디 2-14까지 이 동

117) Ann Yeung, Ibid., 21-28.

[악보 Ⅲ-41] 동기 2 : 마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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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발전되는 양상 역시 화자 ‘나’의 심리와 연관된다고 판단하였다. 화

자는 글의 초입부터 정신상태가 문제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고, 이로 인

한 ‘불안정함’은 음악적으로 불안한 분위기의 동기 2를 지속적으로 변형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악보 Ⅲ-42] 동기 2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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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에서 제시된 후, 동기 2는 마디 179에서 마디 2-5에서와

같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현되며 다이내믹 역시 mf로 동일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마디 2-와 마디 179-에서 이루어지는 동기 2와 그 재

현이 소설의 이 부분이 갖는 구조적 특징과도 연관된다고 해석할 수 있

었다. 소설에서 노인이 살해된 후 ‘나’의 독백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독백은 바로 소설의 첫 문단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므로 음악

에서도 ‘나’의 독백이 소설의 구조상 첫 부분과 줄거리의 절정인 ‘노인의

살해’ 직후의 위치에서 소설의 앞머리를 강하게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같

은 맥락이 되기 때문이다.

[표 Ⅲ-8] 음악에서 동기 2의 재현과 소설에서의 서술적 맥락

마디 2-[문단 1]

맞는 말이다! 나는 이전부터―신경질―무서울 정도로

신경질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나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병 때문에 나의

오감은 너무도 날카로워진 것이지―못쓰게 된 것도

아니고―둔해진 것도 아니다. 그중에서도 청각은

날카로웠다. 나는 천지의 모든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지옥의 소리도 들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미쳤단

말인가? 잘 들어주기 바란다, 일부의 자초지종을.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지 잘 들어보기 바란다.

마디 179-[문단 12]

아직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내가 시체를 감추는 데에 얼마나 주의 깊게 했는가를

설명한다면 이제는 더를 나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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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43] 동기 2의 재현 : 마디 2-5, 179-182

마디 203-216의 동기 2는 원형과 조성, 그리고 짜임새가 변형되

어 나타나 구별된다. 소설과 음악이 수적, 표제적 일치를 보이는 구간인

마디 199-202의 ‘새벽 4시의 종’ 바로 뒤에 나타나는 동기 2(마디 203-)

는 원형의 e♭단조가 아닌 E♭장조에서 나타나 소설 내에서 새벽 4시를

기점으로 한 새로운 국면에의 도달과 연결될 수 있다. 조성의 변환 외에

도 유니즌이었던 동기 2가 변화를 보이며 성부가 세분화되는 것,

Tranquillo-Scherzando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역시 원형의 동기 2와

대비되어 소설 내용과 부합되는 음악적 요소이다. 그러므로 마디 2-5,

마디 179-182를 독백에 대입하였다면 마디 203-216에서 성부가 세분화

되는 것은 소설에서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누는 ‘나’의 상황에 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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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마디 248까지 산발적으로 동기 2가 동기 1(노인의 눈), 동기

4와 섞여 나타나는 것 역시 화자가 경찰관들에게 노인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소설의 흐름과 같은 맥락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 동기 2가 갖는 특징, 변형 방식, 음악 내에서

사용된 위치가 소설의 화자 ‘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였으며, 지금

까지 알아본 동기 1(노인의 눈)과 동기 2(‘나’)의 사용과 소설 내에서 이

들과 연관되는 요소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

다.

[표 Ⅲ-9] 동기 1(노인의 눈)과 동기 2(‘나’), 소설과의 구조적 연결

음악 소설
동기 1 : 마디 1

‘나’의 동기 : 마디 2-15

문단 1, 화자의 독백 : “맞는 말이다! 나는

이전부터- 신경질-무서울 정도로

신경질이었고... 나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인의 동기 : 마디 175- 문단 11 : 노인의 죽음

‘나’의 동기 : 마디 179-
문단 12 : “아직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새벽 4시 종 : 마디 199-202 문단 14 : 새벽 4시 종

‘나’의 동기 : 마디 203-248

노인의 동기 : 마디 217-241

문단 14- : 경찰이 찾아오며 분위기 전환

문단 16 : 경찰에게 주인공은 노인이 여행

중이라며 죽인 것을 숨기고 천연덕스레 대함

[악보 Ⅲ-44] 동기 2 : 마디 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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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기 2+1의 변형 : 연속적 변주 부분

동기 2+1의 변형으로 이루어진 주제적 선율을 갖는 첫 번째 연

속적 변주 부분(마디 67-110)은 화성의 흐름과 빠르기 변화에 따라 7개

의 구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소설 [문단 3]에서 화자는 노인을 7일간 매

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염탐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필자는

주인공의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이 음악적으로는 변주곡 형식이 갖는 ‘테

마의 반복’, 과 ‘연속적 변주’라는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연속적 변주 부분이 테마와 4개의 변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를 종지에 따라 구분하면 7개의 부분으로 쉽게 나눌 수 있다는 수적 일

치 역시 중요한 근거이다.

[표 Ⅲ-10] <환상적 발라드>의 연속적 변주와 『고자질하는 심장』의 ‘7

일’

첫 번째 밤은 마디 67의 동기 2+1에서 응용된 <선율적 주제>가

b♭단조로 시작되어 마디 74에서 V로 반종지한다. 이어서 두 번째 밤은

마디 75마디에서 새로운 프레이즈가 시작되고 마디 78에서 f단조로 반음

계적 전조가 일어난다. 세 번째 밤은 전조된 f단조의 i로 P iù tranquillo,

<환상적

발라드>

연속적

변주
조성 템포

『고자질하는

심장』
마디 67-74 테마

b♭단조 Aseez vivement
1일

마디 75-78 테마 2일
마디 79-86 1 f단조

Piü tranquillo
3일

마디 87-90 2 f - A♭ 4일
마디 91-94 3 f단조 5일
마디 95-98

4
b♭단조 Tempo 6일

마디 99-109 e♭단조-B♭ Tempo, vivo 7일

노인의 동기 : 마디 253
노인의 동기 : 마디 336 문단 18 :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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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9부터 시작되며, <선율적 주제>와 함께 소프라노 성부에 변형된

동기 1(노인의 눈)이 사용됨으로써 성부가 추가되었다. 마디 86에서 A♭

조로 전조되며 V로 반종지 후, 네 번째 밤은 A♭장조의 으뜸화음으로

마디 87에서 시작된다. 이 부분은 동기 2+1과 리듬이 변형된 동기 1(노

인의 눈)이 혼합되어 사용되었으며 다시 f단조로 전조된다. 다섯 번째 밤

은 마디 91에서 시작되고, 이 부분에서는 이전에 제시된 동기 2(‘나’)의

파편들이 사용되었다. f단조로 전조되었다가 마디 94에서 다시 b♭단조

로 돌아와 반종지한다. 여섯 번째 밤은 마디 87(네 번째 밤)부터로, 소프

라노와 테너의 성부가 교차될 뿐 아니라 동기 1(노인의 눈)의 리듬 변형

이 나타난다. 다섯 번째 밤은 마디 91-94로, 동기 2+1의 일부인 2도 음

정 간격의 파편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반종지한다. 여섯 번째 밤은 95

부터로, 첫 번째 밤의 화성진행과 대칭을 이룬다. 일곱 번째 밤이 시작되

는 마디 99부터는 이제까지 늘어난 성부 구조가 다시 축소된다. 소프라

노의 성부가 동기 2(‘나’)의 2도 음정 파편을 두 마디마다 한 번씩 반복

하고, 마디 82-86에서 등장했던 것과 유사한 반음계적 패시지를 통해 반

종지하여 마디 107의 B♭장조 연결구로 이어진다. 이렇듯 앞서 제시된

동기의 변화와 화성 구조의 흐름을 통해 7부분으로 나뉠 수 있으며, 반

복적이고 연속적인 음형이 지속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같은 방식으로 노인

을 7일간 매일 같은 방식으로 염탐하는 화자의 행동과 같은 맥락에서 이

해될 수 있다.

[문단 3]

...노인을 죽이는 만 1주일 동안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게 대하였

다. 매일 밤 한밤중이 되면 나는 자는 노인의 방문 걸쇠를 벗기고―매우 조

용히 문을 열었다. 머리가 들어갈 만큼 열고, 푹 감싸서 빛이 새지 않도록

한 칸델라를 밀어 넣고 그러고 나서 나의 머리를 집어넣었다. 내가 얼마나

잘 머리를 방안으로 집어넣었는지 그것을 보았으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웃

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머리를 움직였다―노인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

고 매우 천천히 움직였다. 머리를 완전히 문 안으로 넣고 노인이 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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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데에 한 시간이나 걸렸다. 어떻습니까? 미친 사람이

이정도로 영리할까요? 머리가 완전히 방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칸델라 뚜껑

을 조심스럽게 벗겼다―조심에 조심을 해서 (경첩이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므로) 그것을 벗기고 ―가는 한 줄기 광선이 매의 눈에 닿도록 하였다.

나는 이것을 일곱 밤 동안이나 오랫동안 ―더욱이 매일 밤 한밤중에― 한

것이다. ....118)

[악보 Ⅲ-45] 동기 2+1 : ‘7일’ 구간의 화성적 흐름

118)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장』, (세원문고, 2019), 문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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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속적 변주구간도 첫 번째 연속적 변주에서와 같이 동

기 2+1을 주제 선율로 하되 동기 4가 함께 사용되며 소설의 후반부 내

용과 연결되는데, 이 부분은 동기 4에 대한 내용인 5)와 3.3.3에서 다루

도록 한다.

4) 동기 3

동기 3의 음악 내에서 ‘7일의 관찰’ 구간 이후 처음 등장하며,

이 부분은 마디 199-202의 새벽 4시 종 이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이

에 마디 111-114에서 동기 1(노인의 눈)이 음역, 음가, 음색적 측면에서

변형되어 제시되는데 이 부분을 소설에서 노인이 방에 누군가 침입했음

을 인식하고 “누구냐”라고 외치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 이를 근거로 하여

8일째의 날에 접어든 시간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의 작

품 내 위치적 특성과 더불어 동기 자체가 갖는 분위기 역시 ‘노인’을 연

상시킬 수 있는데, 하피스트 융은 이 동기를 노인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동기로 해석하고 있으며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표 Ⅲ-11] 음악과 소설 전개상 동기 3의 위치

느리고 차분한 동기 3(노인의 두려움)은119) 두 마디 먼저 제시

되는 동기 4와 함께 마디 151부터 빠른 템포에서 셋잇단음표 음형으로

제시되며, 다이내믹도 커지고 음고도 높아지면서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

119) 3.3.1.1 5)

음

악

마디 66-110
마디

111-114

마디

121-172

마디

173-178

마디

179-182

마디

199-202

동기 2+1

‘7일의 관찰’

동기 1

“누구냐?”
동기 3

동기 1

노인의

죽음

동기 2

화자의 독백
새벽 4시 종

소

설
[문단 3] [문단 5]

[문단

6-11]
[문단 11] [문단 12] [문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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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때 새로운 동기인 동기 4는 이 분위기를 더욱 강조되도록 조력

하고 있으며, 이는 이어지는 5)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5) 동기 4

동기 4는 <환상적 발라드> 내에서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극적

효과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이는 소설에서와 역할, 사용 위치,

분위기 면에서 모두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저음역에서 규칙적으로 반복

되는 음형을 가지는 동기 4는 소설에서 묘사된 노인의 심장 소리와 부합

하며, 하피스트 융 또한 이 동기에 대하여 노인의 심장 박동소리를 표현

하는 오스티나토로 해석한 바 있다.120) 본 논문의 81페이지, [표 Ⅲ-5]에

서와 같이 마디 149-168에서 리듬이 점차 분할되고 반복되면서 빨라짐

으로써 긴장감의 고조를 만드는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는 이후 [종결

부]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동기의 등장 위치 역시 소설에서 심장 소리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는 방식과 일치한다. 다음은 소설에 나타나는 심장

소리에 대한 언급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화자는 [문단 10]에서 처음으로 노인의 심장 소리를 인식한다.

[문단 10]

“나의 귓전에 낮고 둔한 그러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솜으로

싼 시계 소리와 같은 소리였다. 나는 이 소리도 잘 알고 있었다. 노인의 심장

의 고동이었다. 마치 북소리가 병사를 고무하고 용기를 주는 것처럼 이 고동

이 나의 미칠 것 같은 노여움을 부채질 한 것이다.”121) (밑줄 : 필자 강조)

[문단 11]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노인의 심장 소리에

대한 묘사를 통해 긴장감과 사건 전개의 상황이 전달된다. 노인의 두려

120) Ann Yeung, Ibid, 21-28.
121)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장』, (세원문고, 2019), 문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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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급격히 고조되며 화자가 인식하는 심장소리 또한 빨라지고 격해지

는데, 이러한 흐름은 4)에서 언급하였듯 마디 149-168의 동기 3(노인의

두려움),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가 결합되어 전개되는 곡의 흐름과 일

치한다. 이 부분에서 동기 3과 동기 4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은 노인의

두려움이 고조될수록 더욱 고동치는 심장 소리가 음악적으로 표현되는

것과 부합되며 살인이 일어나는 시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단 11]

“ ... 그 사이에 심장의 으스스한 고동은 높아질 뿐이었다. 시시각각으로 더

빨리, 더 높아졌다. 노인의 공포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임에 틀림없

다. 고동은 높아졌다. 그야말로 한 순간마다 높아졌다. ... 그러나 심장의 소

리는 더욱 더 높아질 뿐이었다. 심장이 터지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 큰 소리를 지르며 나는 칸델라의 뚜껑을 확! 열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

다. 노인은 한 차례―단지 한 차례 비명을 질렀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를 바

닥으로 끌어내려 무거운 침구 밑에 깔아뭉개고 말았다. ... 그러나 그로부터

몇분 동안이나 노인의 심장은 이불 밑에서 고동치는 것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벽을 넘어 들릴 정도의 소리는 아닐 것이다.

마침내 소리가 그쳤다. 침구를 제치고 시체를 살펴보았다. 생각한 대로 노인

은 완전히 죽어있었다. 나는 손을 그의 심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동안 떼지

않았다. 맥은 없었다. 그는 완전히 죽어있었다. 이제 그의 눈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122) (밑줄 : 필자 강조)

122)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장』, (세원문고, 2019), 문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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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마디 175에서 178에 확장된 리듬형태로

나타나는 동기 1은 ‘노인의 죽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음악에서는 이 부

[악보 Ⅲ-46] 동기 4 : 마디 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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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앞서 동기 3과 4가 고조되며 전개되었고, 이 동기의 프레이즈가 마

친 후 동기 1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순서는 소설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순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노인의 죽음’은 노인의 두려움 및

긴장감이 극대화 되고 결국 살인이 일어난 직후 멎은 심장소리로 확인된

다.

위에서 노인의 죽음에 따라 멈춰진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는

곡의 종결부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는 소설 후반부의 묘사와 다시 연관

된다. 소설에서 새벽 4시경 경찰이 방문한 후, 화자는 알 수 없는 불편감

을 느끼기 시작하며 결과적으로 환청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본인의 죄를

자백하며 끝을 맺게 된다. 이 때 화자가 느끼는 환청과 고통은 “귀울림”

으로부터 시작한다. 포는 [문단 10]에서 노인의 심장 소리를 묘사했던 표

현을 [문단 17]에서 다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화자는 이 순간에는

알 수 없는 환청과 고통으로 글이 진행되어오는 상황에 있지만 적어도

독자들은 이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적으로 작품

의 후반부에서 동기 4의 심장 소리가 재현되며 전개되는 양상 역시 소설

의 맥락과 같게 된다.

[문단 10]

“나의 귓전에 낮고 둔한 그러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솜으

[악보 Ⅲ-47] Largement : 노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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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싼 시계 소리와 같은 소리였다”123)

[문단 17]

“낮고, 둔한, 그러면서도 빠른 소리-그것은 마치 솜으로 싼 시계 소리 같았

다.”124)

따라서 <환상적 발라드>에 등장하는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

의 순서 및 전개는 『고자질하는 심장』의 ‘심장 소리’의 순서 및 전개와

유사하므로 음악과 소설의 구조적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123)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장』, (세원문고, 2019), 문단 10.
124)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장』, (세원문고, 2019), 문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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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48] 동기 4 : 마디 2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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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소설과 음악의 결합

3.3.3에서는 앞선 연구내용을 토대로 소설과 음악을 세부적으로

결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3.3.1과 3.3.2에서는 『고자질하는 심

장』에 대한 개괄, 그리고 <환상적 발라드>의 음악내적 분석과 이에 중점

을 둔 소설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루었다. 특히 3.3.2에서 <환상적 발라

드>의 주요 동기들이 소설 속 각 인물이나 사건 전개와 연관됨을 분석한

바, 음악과 소설의 거시적·미시적 맥락의 일치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이는

음악의 섹션 구분과 네 개의 부분125)으로 나뉘는 소설의 전개 과정이 일

치함을 말한다. 더 나아가 곡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발전된 동

기들 역시 소설의 전개와 맥락, 상징성과 일치하여 음악이 소설의 내용

뿐 아니라 소설의 요소가 갖는 고유한 구조와 여러 가지 심상들을 반영

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세밀한 관계를 분석한다.

다음 [Ⅲ-12]는 앞서 설명한 작품의 구조, 템포와 다이내믹 흐

름, 소설의 극적 전개를 분석하여, 이 장에서 설명할 내용들을 정리한 것

이다.

[표 Ⅲ-12] <환상적 발라드>와 『고자질하는 심장』 구조 및 전개표

125) 1) 화자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노인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

([섹션 A] : 마디 1-66) 2) 화자가 노인을 7일 간 염탐하다가 8일 째에 접어들고

살인을 저지르는 극적 절정의 부분([섹션 B] : 마디 67-178) 3) 살인 후 화자가 노인

의 시체를 처리하고 경찰이 방문하게 된 후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는 부분([섹션 A´]

: 마디 179-253) 4) 괴로운 발작에 시달리다가 자백하며 결말을 짓는 부분([종결부] :

마디 254-347)

마디
사용된

동기
소설 내용

템포 지시어 및

나타냄말
다이내믹

[A]

(섹션 A)

1 1 노인의 눈

Cadenza

Ad lib.

En précipitant

f

ppp, pp

cresc.

2-15 2
‘나’의 독백.

정신적으로

마디 2 : Moderato mf

마디 8 : misterioso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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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화자의 상태

마디 11 :

Plus vite, accel.
pp-ff

16-43 2+1

‘나’의 머리

속에는

노인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계속 된다.

‘나’는

노인에게

애정을 갖고

있으나

살인의

동기는 단지

노인의

눈이다.

마디 16 :

Allegro,

Trés rythmè

p, cresc-ff-

dim,

pp-cresc.

poco a poco
마디 33 : ma

cantando senza

rigore, Allarg.

f-cresc-ff-sff

44-65 1
Dolce, Cantando

e espress

p-cresc.

molto-ff

pp

66 연결구

Cadenza

Pas trop vite,

poco rit. pp
vivo

Très vite

[B]

(섹션 B)

67-110 2+1

‘나’는

노인의 방에

자정마다

7일 간

잠입하고

8일째가

된다.

마디 67

: Assez vivement,

Sotto voce

pp

마디 79

: Più tranquillo,

espress, molto e rit.

p-pp-cresc.-

dim

마디 95

: Tempo, legg.
pp

마디 110

: leggierissimo
111-114 1 “누구냐” pp

115-172 3

노인의

두려움은

점점 커진다.

주인공이

등불을

비추자 그

빛에 노인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고,

광기를

일으킨

마디 115 : sempre

legg. e vivacissimo
ppp-pp-p

마디 121 : Assez

lent, Tristamente e

espress, dolente

dolce

p-

Cresc.

poco a poco-

f-cresc.-

decresc
마디 137 :

Tempo,

Espress., Rall.

pp

마디 143 :

Vivace subito
pp, f-ff

마디 151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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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인을

살해한다.

: Vivement

agitato

Poco rit.

Tutta forza

e marcato

poco a poco

cresc.-mf-

ff-fff

173-178 1 노인의 죽음 Largement, Mac. ff

[A´]

(섹션

A´])

179-182 2 ‘나’의 독백 Calmo mf

183-198 2+1

‘나’는

노인의

시체를

처리한다.

Vivement

leggierissimo
pp

199-202 연결구
새벽 4시의

종소리

Plus lent

sonore

Marc.

Rit.

f

203-216 2, 1
경찰의 방문,

‘나’는

천연덕스레

경찰을

안내하고

경찰에게

쉬었다

가라고 한다.

‘나’는

경찰관과

대화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불편감을

느낀다.

Tranquillo

-scherzando
p

217-248 2+1
Tempo

Cantando e legato

p-mf-pp-p-f-

sf-pp-cresc.-f

249-253 1

Marcato
ff

-molto cresc.

마디 253 :

Cadenza, Calmato
ff-pp

종결부

254-267 3 환청과

고통이 계속

점점 더

심해지고

‘나’는

괴로워하며

소동을

벌인다.

Tempo, Marc.
pp-Cresc.

poco a poco-f

268-335 2+1

마디 268

: Allegro energico
ff-sf-decresc.

마디 280 :

Agitato, sotto voce
p-sf

마디 292 :

Meno vivo, espress
p

마디 296 :

Sempre più agitato,

pp-Cresc.

molto-s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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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섹션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위 표에 나타나

는 템포, 다이내믹과 소설의 내용에 따른 흐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 곡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갖는 것은 템포이다. 템포는 이 곡에서 음악

의 전개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이러한 가변적 성격은 템포가 정확한 메

트로놈 기호로 수반되지 않고 상대적인 빠르기말로만 제시됨으로써 오히

려 더욱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다이내믹은 각 부분에서 특정 동기와 결부되어 그 동기를 강조하

거나 프레이즈를 조절하기 위해 때에 따라 변화하며, 마디 1, 2-11,

143-148에서와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극단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소설의 특정한 내용의 표현을 위해 특정 다이내믹이 길게 지

속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마디 67-110, 183-193 등에서와 같이 대부분

pp로 나타나 긴장감을 표현한다.

템포 지시어나 다이내믹과 더불어, 르니에는 소설의 표제적 분위

기를 음악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분위기를 매우 상세하게 지시하는 나타

냄말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마디 44-64의 Dolce

(부드럽게, 아름답게), Cantando(선율적으로 노래하듯이)와 마디 121의

Tristamente(슬프게, 비극적으로), espress(슬프게, 표현적으로 풍부하게)

등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템포와 다이내믹, 나타냄말은 큰 구

sotto voce,

Poco rit.
sf-p-cresc.

마디 306 : Tempo

sempre più agitato

pp-

P iù f-ff-sff

-Molto dim.
마디 320 :

Più agitato sempre,

animato, Rall.

pp-

poco a poco

cresc.-sf-f

336-347 1

‘나’는

살인을

자백한다.

Vivo

Allarg. molto

Tutta forza

ff-s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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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파악되는 음악과 소설의 상호 연관적 관계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

루며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되는 세밀한 부분의 기초가 된다.

1) [도입부]-[섹션 A](마디 1-66)

<환상적 발라드>는 마디 1의 동기 1(노인의 눈)과 마디 2의 동

기 2(‘나’)의 제시로 시작되어 소설에서 등장하는 두 주요인물에 대한 요

소와 대응된다. 이 때, 음악에서 표제적 의미를 지니는 동기의 사용 순서

는 화자가 본인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서술적 독백이 선행된 후에 노

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소설의 순서와 반대로 나타나는데, <환상적

발라드>에서는 음악적으로 작품의 주축이 되는 분위기를 부여하기 위해

노인에 대응하는 동기 1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음악

에서는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주요인물의 대비를 강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동기 1이 주는 불안하면서도 강한 분위기는 곡의 시

작부터 소설의 섬뜩한 면을 드러내고, 이후 마디 2에서 바로 제시되는

불안하고 공허한 동기 2로 이어져 이 두 동기가 청중의 귀에 인식됨으로

써 소설의 분위기와 서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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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49] 노인의 눈(동기 1)과 ‘나’(동기 2)

마디 2에서 제시된 동기 2(‘나’)는 마디 6부터 다양한 파라미터를

통해 마디 15의 동기 1(노인의 눈)으로 확장된다. 화자의 심리가 소설에

서 매우 강렬하고 날카롭게 묘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동기

2는 동기의 반복 뿐 아니라 반복되는 동기의 단위를 자르거나 연장하고,

음색을 바꾸며, 템포와 다이내믹을 통해 약 열 마디 내외의 시간동안 여

러 번 변형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마디 13에서는 pp에서 ff로 향하는

크레센도와 함께 아첼레란도가 동반되어 16분음표 4개의 반복적 음형이

보다 효과적으로 고조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상승한 마디 14의 고

점에서 양손이 번갈아 연주하는 옥타브로 급격히 하행한다. 그러므로 마

디 13-14에서 나타나는 긴장감의 고조는 마디 15의 두 번째 박에 나타

나는 동기 1로 향하며 쌓아온 긴장의 흐름을 강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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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50] 마디 2-15 : 동기 2의 변형과 ‘나’의 불안정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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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자신의 정신을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합리화 하려는 화자의 독

백으로 시작되고, 본인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부인

하며 화자가 하는 말들은 오히려 독자에게 화자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더욱 느끼게 한다. 병에 의해 예민해진 오감에 대하여 설명하며 “천지와

지옥의 소리를 듣는” 화자의 불안정해 보이는 정신 상태, 그러한 화자의

이야기와 함께 긴장감이 흐르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동기 2(‘나’)자체가

주는 화성적 특성과 그로 인한 분위기, 마디 2-15에 표현된 ‘나’의 동기

가 음색, 다이내믹 등에 의한 대비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첫

문단의 내용과 같이 ‘나’의 불안정한 심리를 보여주려는 맥락으로 보인

다.

[문단 1]

“맞는 말이다! 나는 이전부터―신경질―무서울 정도로 신경질적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나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병

때문에 나의 오감은 너무도 날카로워진 것이지―못쓰게 된 것도 아니고―둔해

진 것도 아니다. 그중에서도 청각은 날카로웠다. 나는 천지의 모든 소리가 귀

에 들어왔다. 지옥의 소리도 들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미쳤단 말인가? 잘

들어주기 바란다, 일부의 자초지종을.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지 잘 들어보기 바란다.”126)

마디 16부터는 이 두 동기가 결합된 마디 2+1에 의해 음악이

전개되는데, 이어질 곡 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두 연속적 변주

의 주제 선율이 될 것이므로 동기 2(‘나’) 역시 동기 1(노인의 눈)보다 사

용횟수가 적다해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인식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기 1과 동기 2가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노

인과 화자에 대응되고 이들의 이야기가 동기 2+1에 의해 전개되는 것은

‘소설을 들려주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된 동기사용 방식일 지에 대해서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26)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장』, (세원문고, 2019), 문단 1.



- 125 -

동기 2+1은 마디 16에서 ‘tres rythme(매우 리듬적으로)’로 지시

되어 마디 33까지 그 성격을 유지하며 지속하여 반복된다. 특히 마디 17

의 동기 1 부분은 약 4번에 걸쳐 반복되다가 마디 24에서 반복의 주기가

짧아지고, 마디 25에서는 음가가 확장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마디 28부터 다시 시작하는 동기 2+1은 마디 32와 마디 33에서 음

가와 리듬의 변형을 거쳐 마디 16-33의 부분을 종지한다.

마디 34-64는 동기 2+1에서 동기 1(노인의 눈) 부분의 음가를

확장하고, 그 앞에 동기 2(‘나’)와 결합하는 대신 D♭장조의 새로운 선율

을 추가한 형태가 반복되며 전개된다. 이 부분은 장조로 시작하고 선율

의 리듬이 동기 2+1에 비해 선율적이며, 그리고 화음과 아르페지오를 반

[악보 Ⅲ-51] 마디 16-33 : 동기 2+1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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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성부로 동반 할뿐만 아니라 ‘ma cantando senza rigore’로 노래하듯

이 자유롭게 연주하는 등, 앞부분(마디 16-33)과 대비되는 성격을 드러

낸다.

[악보 Ⅲ-52] 마디 16-, 34-의 대비되는 분위기

필자는 특히 마디 44부터 극대화되는 이 부분의 선율을 ‘나’가 가진 노인

에 대한 애정과 연결 지어 해석하였는데, 동기 1(노인의 눈)이 선율적으

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부분의 후반인 마디 64에서 변

형되었던 동기 1 부분이 원형으로 회귀한다는 점은 소설에서 드러나는

‘나’의 감정선, 즉 노인에 대한 ‘나’의 감정이 결국 살인의 욕구로 이어지

는 부정적인 것으로 되돌아간다는 것과 일치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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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66에서는 마디선이 생략된 카덴차 연결구가 나온다. <환상

적 발라드>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연결구인 이 부분은 아래 [악보 Ⅲ

-54]에 나타나듯 양 손이 번갈아 가면서 대칭적으로 모아지는 형태의 음

형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음악이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머물러 있

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악보 Ⅲ-53] 동기 1(노인의 눈)의 선율적 변형, 원형으로의 회귀

[악보 Ⅲ-54] 마디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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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하여 융은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소설에는 묘

사되어 있지 않은 독자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해석하여, 화자가

노인의 방에 침입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부분이라는 의견이다.127) 필

자는 반음계적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음형이 계단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융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도입부]-[섹션 A]에서는 작품에 제시되는 두 개의

핵심적인 동기가 소설의 노인과 화자에 대응되고, 화자 ‘나’의 심리상태

와 [문단 1]의 서술적 흐름, 그리고 노인에 대한 ‘나’의 애증과도 같은 복

합적인 감정이 표현된다.

[표 Ⅲ-13] [섹션 A] 음악과 소설의 연관성

2) [섹션 B](마디 67-178)

[섹션 B]는 연속적 변주 구간(마디 67-114)과 동기 3(노인의 두

려움)의 전개 구간(마디 115-172), 그리고 동기 1(노인의 눈)이 사용된

연결구(173-178)로 구성된다. 1) [도입부]-[섹션 A]이 화자와 노인에 대

한 소개와 사건이 시작되기 이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2) [섹션 B]

는 사건 전개에 해당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섹션 B]에서는 화자가 노

인을 살해하기 위해 노인을 7일간 염탐하는 부분, 화자와 ‘노인의 눈’이

마주치는 부분, 그 후 이어지는 ‘살해’와 노인의 죽음의 전개에서 특징적

127) Ann Yeung, op cit., 21-28.

구분 마디 소설 음악적 내용
도입부 동기 1 1 화자의 머릿속에는

노인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계속 된다.

화자는 노인에게

애정을 갖고 있으나

살인의 동기는 단지

노인의 눈이다.

‘노인의 눈’ 동기의 카덴차

섹션

A

동기 2 2-15

‘나’의 동기의 제시 및

두 동기의 결합형, 부분적

변형에 의한 전개

동기 2+1 16-43
동기 1 44-65

연결구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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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분들이 작품에서 음악적인 아이디어로 해석되어 표제적 동일성을

갖는다.

3.3.1.2 3)에서 다루었듯이 마디 67부터 시작되는 연속적 변주는

7개 부분으로 나뉘며 여린 다이내믹에서 반복적인 음형과 프레이징으로

나타나 같은 방식으로 7일 간 노인을 염탐하는 화자를 떠올리게 한다.

이 ‘7일의 염탐’ 이후 마디 109의 제3박부터 마디 120은 마디

121에서 동기 3(노인의 두려움)이 제시되기 전까지 연결구적 역할을 한

다. 이 구간 내 마디 109의 중반부터 마디 114의 화음소재는 ‘G♭ 증3화

음’으로 이 증3화음 소재는 앞서 마디 8-10, 마디 65와 마디 66 등에서

연결구적 악구에 화음소재로 활용된 바 있다. 증3화음은 화음의 구성적

특징으로 인해 뚜렷한 조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후 어떤 구성 음

들의 조로든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 ‘G♭ 증3화음’은 앞의 연

속적 부분과 뒤의 새로운 동기의 사이에서 음향적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7일간의 관찰’ 이후 화자와의 첫 대치 상황에

서 나오는 노인의 대사 “너는 누구냐”가 갖는 상징성과 분위기가 음악에

서 이 ‘G♭증 3화음’, 그리고 동기 1(노인의 눈)의 사용으로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이 대사의 위치는 시간상 ‘8일’이 접어든

시점이 되며, 음악에서도 ‘8일’을 잇는 듯 연결구적인 역할로 나타나 소

설과 음악에서의 역할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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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55] ‘7일’ 이후 8일째에 접어들며 제시되는 노인의 “누구냐” 부분

또한 하피스트 융 역시 이 부분이 소설에서 인기척을 느낀 노인이 “누구

냐” 라고 외치는 부분으로 해석하여128) 마디 111의 세 음과 마디 112의

온음표 G는 음색적으로 대비(P rès de la Table-milieu)를 갖는데, 융은

“누구냐”에 해당하는 3음절 “Who is there?” 혹은 “Qui est la?”에 대응

시키고 있다. 필자는 위에서 설명한 이 증 3화음의 화성적 내용, 제시되

는 위치,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용된 프레 드 라 타블르 주법이 사람의

음성과 유사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융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마디 115-120은 마디 121부터 이어질 동기 3(노인의 두려움)

의 조성인 g단조의 도미넌트음(D)을 강조하는 단2도 음형을 미리 반복

적으로 제시한다.129) [섹션 B]의 후반부인 이 구간의 조성은 g단조로 시

작되며 이 부분의 주요 동기인 동기 3은 동기 1, 동기 2, 동기 2+1과 구

별되는 모습을 보인다. 동기 1과 동기 2의 경우 대부분 원조인 e♭단조

128) Ann Yeung, Ibid, 21-28.
129) 3.3.2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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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b♭단조에서 쓰이고 도미넌트 관계로 서로 내적인 연관성을 지니는

반면 동기 3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조성인 g단조에서 주로 전개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기 3은 단독으로 제시되지만 마디 151부터는 동

기 4(노인의 심장 소리)와 결합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후 [종결부]에서

재현되는 동기 3 역시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와 결합되어 나타나며 e

♭단조에서 연주된다.

[표Ⅲ-14] 주요 동기들의 조성

마디 121에서 제시되는 4마디의 프레이즈로 구성된 동기 3(노인

의 두려움)은 이후 2마디 단위의 동형진행을 통해 마디 137에서 하모닉

스로 같은 음역대에서 재현되고 있다.130) 반복된 동기 3은 마디 142에서

rall.로 느려진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동기 3의 음악적 성격과 rall.은 마

디 143의 템포 변화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이 부분은 빠르기의 변

화131) 뿐 아니라 앞서 마디 83-86, 마디 103-104에서 연결구로 활용되었

던 반음계적인 음형을 다시 사용하여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음역을 비교적 급하게 끌어올림과 동시에 갑작스레 f로 제시되는 마디

147의 동기 1(노인의 눈)으로 향한다. 이 부분의 음악적 대비와 강조 역

시 소설과 표제적 일치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인용을 보아도 음악에서

보여주는 긴장감이 소설에서의 긴장감을 반영함을 알 수 있다.

130) 3.3.2에서 설명
131) vivace subito, 갑자기 매우 빠르게

동기 조성
동기 1(노인의 눈) e♭단조
동기 2(‘나’) e♭단조
동기 2+1 e♭단조, b♭단조

동기 3(노인의 두려움)
g단조(마디 121-),

e♭단조(다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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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9]

“그 눈은 열려 있었다―크게 열려있었다―나는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미칠

정도로 화가 치밀었다. 나는 그 눈을 분명히 보았다―흐릿한 푸른 눈, 그 위를

덮은 무서운 막, 이것이 나를 뼛속까지 으스스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나에

게는 노인의 얼굴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광선이,

마치 내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가증스러운 왼쪽 눈만을 비쳤기 때문

이다.”132)

따라서 음악적으로도 8일 밤에 접어든 시점에서 동기 3(노인의 두려움)

이 등장하여 긴장감이 한껏 고조된 후 제시되는 동기 1은 소설에서 ‘나’

와 ‘노인의 눈’을 보게 되며 광기를 일으키는 섬뜩한 순간으로 해석된다.

또한 눈이 마주친 이 부분 이후 처음 제시될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

역시 소설에서의 극적 흐름과 일치하여 이 해석의 근거로 타당하다. 소

설에서 화자가 노인의 눈을 마주한 후(문단 9) 노인의 심장 소리를 지각

(문단 10)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단 10]

그런데도 앞서 이야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실은 감각이 너무 민감하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을 뿐인 것

이다. ―각설하고 나의 귓전에 낮고 둔한 그러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솜으로 싼 시계 소리와 같은 소리였다. 나는 이 소리도 잘 알고 있

었다. 노인의 심장의 고동이었다. 마치 북소리가 병사를 고무하고 용기를 주는

것처럼 이 고동이 나의 미칠 것 같은 노여움을 부채질한 것이다.133) (밑줄 :

필자 강조)

132)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장』, (세원문고, 2019), 문단 10.
133)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장』, (세원문고, 2019), 문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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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49부터 시작하는 베이스의 D1음인 동기 4(노인의 심장 소

리)는 마디 168까지 강세의 이동, 음역의 변화, 음가의 축소 등을 통해

4/4로 변박된 동기 3(노인의 두려움)의 프레이즈를 이끌고 있다. 이 베이

스는 마디 151 pp에서 마디 168까지 ff에 이르도록 점점 더 다이내믹이

커지고 음가의 분할, 반복으로 더 자주 등장하는데, 마디 167부터 168에

서는 이 위에 반음계 상행 화음이 나타나 마디 169를 향해 치닫는다. 마

디 169의 화음은 g단조의 네아폴리탄 화음으로 앞서 길게 지속되어온 g

단조의 딸림화음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클라이막스를 형성한

[악보 Ⅲ-56] 마디 143-152 : 화자가 ‘노인의 눈’을 보고 광기를 일으키고,

노인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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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4)

두 번째 연결구인 마디 173-178은 동기 2(‘나’)가 재현되는 제 3

부분으로 가기 위한 연결구로, 동기 1(노인의 눈)이 단조에서 확대된 음

가로 변형되고 정적인 분위기로 제시되며 g단조의 네아폴리탄 화음의

구성음 C와 원조인 e♭단조의 네아폴리탄 화음의 구성음 C♭이 저음부

에서 반음계적으로 나타나 효과적으로 연결을 이끌고 있다

[문단 11]

“그러나 그로부터 몇 분 동안이나 노인의 심장은 이불 밑에서 고동치는 것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벽을 넘어 들릴 정도의 소리

는 아닐 것이다. 마침내 소리가 그쳤다. 침구를 제치고 시체를 살펴보았다. 생

각한 대로 노인은 완전히 죽어있었다. 나는 손을 그의 심장 위에 올려놓고 잠

시 동안 떼지 않았다. 맥은 없었다. 그는 완전히 죽어있었다. 이제 그의 눈 때

문에 고통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135)

마디 143-178의 다이내믹을 그래프로 그려 보면, 아래의 [그림

Ⅲ-1]과 같이 나타난다. 마디 143-146에서 긴장감을 부여하며 마디 147

에서 갑자기 강한 다이내믹으로 동기 1이 제시되고, 마디 149-150에서

제시된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는 점차 고조되어 악곡 전체에서 가장

134) 3.3.2 5)에서 설명
135)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장』, (세원문고, 2019), 문단 11.

[악보 Ⅲ-57] 마디 173-178 Largement : 노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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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다이내믹인 fff를 향한다. 이후 마디 173-178 역시 ff로 제시되어 노

인의 죽음 역시 강조되어 표현된다. 그러므로 마디 147에서 화자가 노인

의 눈을 보게 되고, 마디 149부터 시작된 베이스 D1음(동기 4)이 동기

3(노인의 두려움)과 결합되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며, 동기 4가 마디

169에서 멈추고 이후 마디 173-178의 동기 1로 연결되는 것은 소설에서

노인의 두려움이 커짐과 동시에 심장 소리가 점점 더 빨라지고 커지다가

멎음으로서 살해당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종합해보았을 때, [섹션 B]는 ‘7일’ 부분인 마디 67-109 이후 마

디 109-114의 “누구냐” → 마디 121부터 이어지는 동기 3(노인의 두려

움) → 마디 147-148에서 노인과 눈이 마주침(동기 1(노인의 눈)) → 지

속적으로 사용되는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 동기 3과의 결합 → 동기

4가 정지되고 동기 1이 재등장하는 마디 173-178 : 노인의 죽음까지, 음

악이 소설의 전개와 완전히 결합되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 마디 143-178의 다이내믹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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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섹션 B] 음악과 소설의 연관성

3) [섹션 A´](마디 179-253)

[섹션 A´]은 이 곡의 세 부분 중 마지막 부분으로, [섹션 A]의

세부 요소들이 반복되는 재현적 성격을 갖는다. 원조인 e♭단조로 시작

되어 마디 2-5의 동기 2(‘나’)를 그대로 재현하고, 동기 2+1을 주제로 한

짧은 두 개의 변주가 등장한다. 마디 203부터는 e♭단조에서 E♭장조로

장조화함과 동시에 짜임새에 변화를 보이며 이전에 제시되었던 동기들이

다양하게 결합되며 전개되고 종결부로 연결되는데, 이 때 도입부에 사용

되었던 동기 1(노인의 눈) 카덴차의 일부가 마지막 연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구분 마디 소설 음악적 내용

섹션

B

동기 2+1 67-110

화자는 노인의 방을

7일간 염탐하고 8일 째

밤에 접어든다.

동기 2+1에 의한

연속적 변주가

이어지며 화성적으로

7개 구간으로 구분

연결구 110-120

방에 침입자가 있음을

알아챈 노인은

“누구냐”하고 소리친다.

동기 1이 변형되어

사용됨

동기 3 121-172

노인은 두려워하고,

노인과 눈이 마주친

화자는 베개로 노인을

꽉 눌러 살인을

시도한다.

동기 3(노인의

두려움)이 연주되고

‘노인의 눈’ 동기가

바로 제시,

이후 ‘심장 소리

동기’와 ‘노인의

두려움’ 동기가

격앙된다.

동기 1 173-178 노인의 죽음

‘심장 소리 동기’가

멎고 어둡고 낮은

음역에서 느린

빠르기로

‘노인의 눈‘ 동기가

변형되어 연주됨



- 137 -

마디 179에는 동기 2가 마디 2-5에서와 같이 원형을 그대로 유

지한 채 재현된다. 전체 구조에서 첫 부분의 재현격인 이 부분은 동기 1

이 아닌 동기 2로 시작하고 있다. 동기 1은 앞선 부분의 종지에 연결되

어 표제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느려진 템포, 확장된 음가 등에 의해 마디

179부터 [섹션 B]과 분리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섹션 A´]의 재현은

동기 2로 시작되게 된다. 이 때 동기 2의 원형은 화자를 회상하게 하는

데, 이는 소설의 이 부분이 갖는 구조적 특징과 연결된다.136) 그러므로

소설과 음악에서 ‘재현’의 역할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마디 183-198에서는 동기 2+1이 셋잇단음표의 연속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 동기는 프레이즈가 반복될 때 길이가 축소되면서 호흡이 더

욱 빨라지게 하고 반주 없이 단독 선율로 나타나 긴장감을 조성한다. 또

한 마디 191-194의 반음계적 연결구로 종지되어 195에서 다시 한 번 동

기의 원형이 낮은 음역에서 두 옥타브로 확장되면서 긴장의 밀도를 높여

마디 199의 ‘새벽 4시의 종소리’ 동기137)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필

자는 마디 183-198의 형성된 빠른 템포와 박절감,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

어지는 음들이 극중 사건의 전개에 흐르는 긴장감과 화자가 노인의 시체

를 토막 내는 반복 행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부분의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노인을 죽인 후 다시 나타나는 주인공의 독백(마

디 179-182)과 새벽 4시 종(마디 199-202)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서 시점 상으로도 주인공이 시체를 처리하는 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디 66(계단을 오르는 부분)과 마디 67-110(7일간의 염탐)에 나

타나는 음형의 반복적인 사용을 어떤 연속적인 행동의 표현이라고 보았

을 때, 이 부분 역시 시체를 자르는 반복 행동과 연결될 수 있는 맥락이

기 때문이다.

136) 3.3.2 3)에서 설명
137) 다음 문단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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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58] 마디 183-198 : 노인의 시체를 처리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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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99-202의 오른손에는 당김음으로 반복되는 B♭이 4번 나타

난다. 매우 명확하게 소설과 수의 일치를 보이는 이 4회의 동음 반복은

소설 속 새벽 4시의 타종, 4회의 종소리이다. 이 부분은 동기 2(‘나’)가

처음으로 E♭ 장조로 전조되기 직전의 연결구로 이어질 E♭장조의 도미

넌트인 B♭ 음이 상성부에서 반복되고, 하성부에서는 동기 2(‘나’)에 나

타나는 중요한 음정구조인 도미넌트 관계의 베이스음 F-B♭이 나타난

다. 이렇게 화성적으로, 다이내믹(f) 측면에서도 강조된 4회의 B♭음은

소설의 새벽 종소리로 연결되는데, 소설에서 ‘새벽 4시의 종소리’는 화자

가 노인을 살해하는 과정이 마무리되고 새벽 4시 종과 함께 경찰이 등장

하여 분위기가 전환되는 중요한 구분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새벽 4시

종소리는 소설과 음악 모두에서 전환점의 장치로 사용된다.

마디 203-216은 5/4박자로 제시되었던 동기 2(‘나’)가 3/4로 변

박되었으며 조성적으로도 e♭단조에서 E♭장조로 변형되었다. 이 부분에

서는 동기 2와 동기 1(노인의 눈)을 활용하는 대선율이 추가되어 나타나

기도 한다.

[악보 Ⅲ-59] 마디 199-204 : ‘새벽 4시의 종’과 경찰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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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60] 마디 212-213 : 동기 1과 동기 2

마디 217부터 252까지에는 이전에 제시되었던 동기들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어 나타난다. 음악의 흐름에 따라 표제적 의미를 축적해온

이 동기들의 결합은 소재의 통일성과 유기적 연결을 얻게 할 뿐만 아니

라 소설 속 화자의 상태와 환경, 심리 등 다양한 점들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점 상 경찰이 등장한 후 환청과 고통에 시달리기 이

전에 해당하고, 소설 속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상태로 화자가 노인에 대

하여 시치미를 떼고 이야기하며 대화를 이어간다는 내용이 음악에서는

이전에 제시된 동기들이 다양하게 조합되어 전개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문단 15]

“나는 미소를 지었다―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나는 세 사람에게 들

어오라고 했다. 그 비명은 내가 꿈을 꾸면서 지른 소리라고 하였다. 노인은 시

골에 갔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온 집안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조사해보라

고―충분히 조사해 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방으로 안내하였다. 물

건들이 손을 대지 않고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절대 안전하다

는 우쭐한 마음으로 나는 실내로 의자를 가지고 들어와 피곤하시니까 앉아서

쉬라고까지 말하고, 그러는 동안에 나는 완전한 승리에 도취한 것처럼 대담해

져서...”138)

138)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장』, (세원문고, 2019), 문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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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섹션 A´] 음악과 소설의 연관성

4) [종결부](마디 254-437)

총 세 번에 걸쳐 소설의 맥락과 함께 반복되어 사용되어온 동기

2는 [섹션 A´]을 이후로 이어질 종결부에서 곡의 마지막까지 다시 나타

나지 않는다. 또한 종결부에서는 소설의 화자와 연관된 동기로서 동기

2+1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소설에서 종결부에 해당하는 후반부

의 화자 묘사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소설의 후반부에

서 화자는 경찰의 방문 이후 어느 순간부터 고통에 시달리고, 점점 심해

지는 이 고통은 노인의 심장 소리 환청과 함께 묘사된다. 이 시점에 대

입되는 음악에서는 소종결구 전까지 화자의 동기인 동기 2를 쓰지 않고

구분 마디 소설 음악적 내용

섹션

A´

동기 2 179-182

화자의 독백,

화자는 노인의

죽음에 만족한다.

‘나’의 동기가 재현됨

동기 2+1 183-198
노인의 시체를

처리한다.

동기 2+1이 짧은

음가로 변주됨

새벽 4시 종 199-202 새벽 4시 종이 친다.

새벽 4시 종이 4번의

동음 반복 옥타브로

나타난다.

동기 2 203-211

이웃집의 신고로

경찰이 방문하고,

화자는 경찰을

친절히 안내한다.

노인은 시골에 갔고,

노인의 방도

보여주며 경찰에게

쉬었다 가라고 한다.

화자는 경찰관과

대화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두통과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다.

‘나’의 동기가 조성,

박자 및 텍스쳐가

변형된 형태로

재현됨(분위기의

전환)

동기 2+1 212-248

제시되었던 동기들이

다양하게 결합되며

음악이 전개

동기 1 249-253
‘노인의 눈’ 동기가

카덴차로 다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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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동기와 결합된 동기 2+1과 노인의 심장소리 동기인 동기 4를 사

용해 전개하고 있어 음악과 소설의 내적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마디 253의 동기 1(노인의 눈)의 카덴차 이후 동기 4(노인의 심

장 소리)로 시작하는 [종결부]는 동기 4를 비롯하여 동기 1, 동기 2+1,

동기 3(노인의 두려움) 등 이 곡의 주요 동기가 동기 2 외에 모두 등장

하게 된다. 이 부분은 두 마디의 전주 격인 마디 254-255 이후 잠시 재

현되는 동기 3과 동기 4의 결합 부분, [섹션 A]의 동기 2+1을 재현하는

부분, 동기 2+1과 동기 4의 결합으로 전개되는 두 번째 연속적 변주 부

분, 그리고 동기 1을 활용한 소종결구로 구성된다.

마디 256에서 매우 작게(pp) 시작되는 동기 3(노인의 두려움)은

마디 267까지 다이내믹(cresc.)과 아티큘레이션(marcato, staccato,

accent 등)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가 베이스

에 함께 사용되어 긴장감을 조성한다.

또한 이 부분에서의 동기 3(노인의 두려움)은 [섹션 B]에서와 반대로 동

기 2+1의 앞부분에 위치하며, 동형진행을 통해 B♭3에서 시작하여 B♭5

로 음역을 확장하여 마디 268의 선율이 자연스럽게 B♭음으로 시작하도

록 연결한다. 이렇게 강조된 B♭들은 원조인 e♭ 단조의 도미넌트로 약

12마디 동안 지속되어 다음에 이어지는 동기 2+1 부분에서 원조가 확립

되도록 한다.

[악보 Ⅲ-61] 동기 3(노인의 두려움)과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의 결합 : 마디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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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2+1은 처음 제시된 마디 16에서보다 더욱 고조된 분위기에

서 변형 및 재현된다. 조성과 화성적 흐름은 같으나 보다 강한 셈여림과

내성을 채운 코드 구성음, 아르페지오를 사용한 수식이 그 효과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악보 Ⅲ-62] 동기 3과 4의 결합, 반음계적 상행을 통해 동기 2+1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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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다룬 [도입부]-[섹션 A]에서 마디 1, 2의 동기 1(노인의

눈)과 동기 2(‘나’)가 제시되고, 이 두 동기를 합친 동기 2+1이 제시되는

것은 ‘화자와 노인의 이야기’에 대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이

앞보다 더 강한 분위기로 재현되는 것은 소설에서 새 국면에 도달한 화

자에게 벌어질 새로운 이야기와 절정으로 치닫는 긴장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소설 속 ‘나’는 경찰이 방문한 후 노인의 시체를 숨긴 바닥 위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없는 불편감과 환청을 듣기 시작한다. 이

에 따른 음악과 소설의 흐름은 마디 268-279 이후 이어지는 동기 2+1과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가 결합된 연속적 변주의 음악적 전개를 보아

도 맥락이 같게 된다.

이후 마디 280부터 시작되는 동기 2+1의 연속적 변주139)로 이어

지는데, 변주의 테마, 그리고 각 변주들의 베이스에 나타나는 옥타브 음

정의 반복은 앞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노인의 심장소리 동기로부터 기원

139) 본문 79-81페이지의 두 번째 연속적 변주 부분을 참고

[악보 Ⅲ-63] 동기 2+1의 재현 및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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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며 마지막 Vivo 부분까지 다양한 음역에 걸쳐 다시 동기 1(노인

의 눈)로 회귀하게 된다.

소설에서 ‘노인의 심장소리’라는 소재는 노인과 화자의 심리상

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어 소설 전반에 걸쳐 흐르

는 긴장감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반부에서 노인의 심장 소리가

화자 ‘나’의 감각적 표현에서 오는 섬뜩함과 살인의 순간을 묘사하는 장

치로 쓰였고, 이 동기가 후반부에서 다시 등장하는 데에 대하여 아래의

인용을 보며 설명하고자 한다.

[문단 16]

“경관도 의심이 풀려 만족하고 있었다. 나의 태도로 타의 결백을 믿은 것이

다. 나는 마음이 편했다. 경관들은 의자에 앉아 내가 기분 좋게 응대하자 여러

가지 화재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러나 얼마 후 나는 얼굴에서 핏기가 사

라지는 것을 느끼고 경관들이 빨리 돌아갔으면 하고 생각하였다. 머리가 아프

고 귀 울림을 느꼈다. 경관들은 여전히 앉은 채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

귀 울림은 더욱 뚜렷해졌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 나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러나

귀 울림은 그치지 않고 더 심해졌다― 그런데 마침내 그 소리가 나의 귀 안에

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문단 17]

“이렇게 되자 나의 얼굴은 몹시 창백해졌다...(중략) 소리는 점점 커졌다. 나는

일어나서 시시한 문제를 떠들어대듯이 무턱대고 몸짓을 섞으면서 이야기하였

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경관들은 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나는 발을 쿵쿵 구르며 바닥 위를 큰 걸음으로 돌아다녔다. 마치 경관의 감시

를 받아 노여움이 폭발한 것 같았다―그러나 그 소리는 점차 높아졌다. 아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입에서 거품을 튕기고―떠들어대고 야단을 치듯

이 큰 소동을 벌였다. 그러나 예의그 소리는 더욱더 커졌다. 높이, 더 높이 그

소리는 커졌다. ....(중략) 큰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느

꼈다―그러자―또―그 소리가 난다. 더 크게―더욱 크게―더욱더 커진다!”140)

140)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장』, (세원문고, 2019), 문단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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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심해지는 환청이 어느 순간 본인의 귀 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

라 ‘노인의 심장소리’임을 자각하게 되고, 독자들은 처음 노인의 심장소

리에 대하여 묘사했던 ‘솜으로 싼 시계 소리’와 같은 표현이 다시 사용됨

으로써 이 소리가 ‘노인의 심장 소리’ 환청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심장 소리 동기가 후반부에서 갈수록 다이내믹이 커지고 강조되며 고

조되는 양상으로 사용되는 것은 소설에서 화자의 고통과 환청이 더욱 심

해지는 부분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심장소리’

와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가 기능이 같으며, 이는 르니에가 포의 소설

을 표제적 기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와 핵심 동기들을 분석,

해석하여 음악 내적인 구조와 전개에 활용함을 보여주게 된다.

마디 336부터 마지막 마디 347까지의 소종결구(코데타)는 도입

부 마디 1과 화성적으로 동일한 전개로 나타난다. 이 부분의 구성은 마

디 336-339에서 하성부보다 한 박씩 밀린 형태로 반복되는 동기 1(노인

의 눈), 마디 1의 주요 화음인 ‘It.6 + 5♮’의 아르페지오, 그 이후 마디

342에서 345에 나타나는 세 개의 화음 나열과 토닉 화음으로의 해결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마디 1과 같은 구성이므로 곡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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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64] 마디 1 카덴차와 마디 336-347 소종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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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구(vivo)는 [종결부]에서 반복과 변주를 통해 끌어올려진 긴

장이 극에 달한 클라이막스로, 3박계에서 2박계로 변박되어 호흡이 빨라

지고 당김음의 반복과 긴 아르페지오 등을 통해 원조의 토닉 화음을 강

조하고 있다. 연속적 변주가 동기 1(노인의 눈 동기)로 이루어진 소종결

구로 귀결되어 끝맺는 것은 소설 내에서 화자가 알 수 없는 환청과 두통

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이 환청이 노인의 심장소리였음을 깨달으며 자

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부합한다.

[문단 18]

“이 녀석들아!” 하고 마침내 나는 외치고 말았다. “능청떠는 것도 정도껏 해

라! 내가 했다!―판자를 벗겨봐!―여기다, 여기!―소리는 그의 무서운 심장의

고동 소리다!”141)

[표 Ⅲ-17] [종결부] 음악과 소설의 연관성

141) 김성숙 번역, 『고자질 하는 심장』, (세원문고, 2019), 문단 18.

구분 마디 소설 음악적 내용

종결부

동기 3 254-267
화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더욱 소동을

벌이지만 고통과

환청은 더욱

심해지고, 이것이

노인의 심장 소리

환청임을 자각한다.

동기 3과 심장소리

동기가 사용된다.

동기 2+1 268-335

동기 2+1의 연속적

변주가 사용되며,

심장소리 동기가

사용 및 강화되어

소종결구 전까지

빨라진다.

동기 1 336-347

괴로워하던 화자는

노인을 본인이

죽였음을 자백한다.

‘노인의 눈’ 동기를

소재로하는

소종결구로 도입의

카덴차와 유사한

종지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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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상적 발라드>에 나타나는

르니에의 하프 주법

르니에는 앞서 2장에서 언급하였듯, 다른 작곡가들의 건반악기

작품들을 하프 작품들로 편곡하여 하프의 레퍼토리를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하며 하프에 대한 연구를 더욱 깊이 한 인물로서, 그의 저서 『하프

연주법』의 후반부에는 다양한 경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주 방

식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하피스트 겸 작곡가로서의 하

프에 대한 실제적 이해와 연구가 드러나며, 연주자로 하여금 손과 발의

사용이 편리하면서도 기교적, 예술적 측면에서 완성도 높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환상적 발라드>는 이러한 그의 특장점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문학적 내용을 내포한 동기를 반복 및 변형, 발전시키며 다

양한 주법들을 효과적이고 적합하게 사용하였다. <환상적 발라드>에 나

타나는 하프의 주법은 작곡가의 실질적인 연주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연주자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연주를 이어갈 수 있다. 이 장에서 주

목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연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조절하는 것(4.2), 두 번째는 악기의 구

조 및 원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손과 발의 움직임에서 편안함과 자연

스러움을 추구하는 것(4.3),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아티큘레이션과 셈여림

표현을 위한 주법적 적용(4.4)이다.

우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하프의 기본적인 연주 방식과 주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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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하프의 기본 주법

하프의 손가락 번호는 피아노와 같이 엄지 1번, 검지 2번, 중지

3번, 약지가 4번으로, 양손 여덟 손가락을 사용하며 새끼손가락은 사용하

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2, 3, 4번 손가락은 바닥을 향하고 엄지손가락은

줄에 비스듬히 놓이게 되며, 현을 튕긴 후 손바닥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

오며 주먹이 쥐어지게 된다. 주먹을 쥘 때는 평소와 달리 엄지손가락이

2번 손가락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주먹을 쥐게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손가락 끝의 살로 연주하며, 굳은살이 너무 많이 생기면 음색이 날카로

워지거나 조절이 불편해질 수 있어 연주자들은 굳은살을 자주 갈아낸다.

왼손 손목이 사운드보드에 닿지 않으며, 오른손 손목은 살짝 의지하거나

닿지 않을 수도 있다. 오른쪽 어깨에 악기를 기대어 연주하므로 오른손

은 최저음부에 손이 닿지 않는다.

페달은 왼발로 B음, C음, D음, 오른발로 E음, F음, G음, A음을

조정한다. 양발을 사용하여 동시에 두 음도 바꿀 수 있으나 한 발에서

동시에 두 음을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

[그림 Ⅳ-1] 하프 운지와 페달

임시표가 등장할 때마다 페달이 움직이게 되므로 하피스트들은

악보에 특정 마디의 페달 진행 현황을 표기한다. 해당 마디 위에 긴 수

평선과 가운데에 짧은 수직선을 긋고 수직선을 기준으로 왼쪽 B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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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D음에 해당하는 페달의 위치를, 오른쪽에 E음, F음, G음, A음에 해

당하는 페달의 위치를 표기한다. 이때 각 페달의 위치는 수평선을 기준

으로 위는 플랫(♭), 중간은 내추럴(♮), 아래는 샵(♯)에 해당하게 된다.

[표 Ⅳ-1] 페달 표기 예시

예시 C장조/a단조 G장조/e단조 E♭장조/c단조

페달

표기

1) 아르페지오(Arpeggio)

아르페지오(분산화음)는 하프의 대표적인 핵심 주법 중 하나로,

긴 음가의 유지가 어렵고 배음렬의 울림이 길게 남는 하프의 특성을 보

완하여 화음을 채우고 소리의 풍부함을 더한다. 르니에는 다양한 구성과

방향성을 가지는 다채로운 방식, 그리고 넓은 음역에 걸쳐 아르페지오를

사용하여 하프의 울림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데 이러한 점은 르니에의 작

품에서 두드러지는 경향들로, <환상적 발라드>에서도 그러하다.

아르페지오는 그의 교본에서 강조하는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의한 정확한 연주’가 가장 요구되는 주법이며, 르니에의 『하프

연주법』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며 교차되는

양손에서 다음에 잡을 코드를 눈으로 미리 보며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이

반원의 형태를 보이게 할 것을 조언한다. 이 때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이

원을 그리게 되는 것은 엄지손가락을 튕긴 후 손목을 살짝 움직여 긴장

을 풀게 되는 움직임에서 오는데,142) 이 동작이 전체적인 팔의 움직임을

142) Henriette Renié, Mèthod Compléte de Harpe(Alphonse Leduc, 1946), Complete

Method for Harp translated in English by Geraldine Ruegg(Alphonse Leduc,

1966), 1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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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한다. 즉, 아르페지오를 연주할 때 양손이 교차하거나 한 손

내에서 음의 방향에 따라 손가락이 교차하게 될 때 현을 빠르고 정확하

게 잡기 위해 손가락과 손목, 팔의 움직임을 이용하면 소리의 울림 뿐

아니라 움직임 자체에서 긴장 완화를 유도하여 효율성 및 정확성을 도모

할 수 있다.

아르페지오는 음악에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기보다는 주선율

을 수식, 연결 혹은 반주하는 역할로 사용되지만 연주자에게는 선율의

흐름보다 테크닉 자체로 더 중요하게 인식되기 쉽다. 르니에는 최대한

손의 부담을 줄이고 연주자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아르페

지오를 설계하여 작곡함으로써, 음악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그가 사용한 아르페지오들은 양손 혹은 한 손이 교차하는 데에 있어

서 그 움직임이 자연스러우며 빠른 이동이 가능하도록 손에 편한 코드들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코드(Chord)

코드 역시 화성악기인 하프의 핵심적인 주법에 속한다. 코드의

연주 방식은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음을 동시에 튕겨

울리게 하는 방식(secco), 두 번째는 분산화음처럼 천천히 순서대로 울리

게 하는 방식(roll), 마지막으로 아주 빨리 분산하여 울리게 하는 방식

(break)이다. 작품의 빠르기나 경우에 따라 연주자에 의해 선택되거나

작곡가에 의해 물결표시 기호로 지시된다. 르니에는 『하프 연주법』에

서 코드 연주에 대하여 손의 자세와 잡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143) 특히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래에 인용하였다.

“많은 하피스트들이 코드를 분산화음화하여 듣는 것에 익숙하지만 코드를 브

레이크하지 않고 연주하면 청중들은 굉장히 무겁고 건조하게 느낄 수 있다.

143) Henriette Renié, Ibi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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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을 거의 동시에 굴리듯 연주하되 생각하기를 양손의 엄지가 같이 끝난다

고 생각하고 현을 튕겨라.” 144)

위 부분은 그의 실질적인 연주 경험과 연구로 인해 가능한 조언으로서

그의 하프에 대한 깊은 이해 정도가 드러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환상적 발라드>에서도 연주하기에 불편한 코드들은 최대한 피하고 있

으며 코드 간격이 넓더라도 손의 구조상 큰 무리 없이 잡을 수 있는 코

드만을 사용하고 있다.

3) 하모닉스(Harmonics)

“하프에서 하모닉스는 한 옥타브 위의 음을 내는 하나의 경우만 가능하며 대

체로 왼손으로 연주된다. 왼손 하모닉스로는 두, 세음까지 연주가 가능하다

.”145)

하프에서 하모닉스는 왼손의 경우 손바닥 부분, 오른손의 경

우 2번 혹은 3번 마디로 울림을 막으면서 손가락을 동시에 떼었을 때 한

옥타브 위의 소리가 난다. 동시에 최대 4개의 음까지 낼 수 있는데 오른

손에서 한 음, 왼손은 음의 넓이에 따라 3개의 음까지 가능하기 때문이

다. 하프에서 하모닉스는 최저음역과 최고음역에서는 잘 나지 않고 중음

부에서 연주할 때 음색이 가장 맑다. 일반적으로 현의 2:1보다 살짝 위

의 지점에서 소리가 나는데, 각 현의 상태와 악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하모닉스 음색이 나는 지점은 대체로 페달의 위치가 ♭일 경우

높아지고 ♯일 경우 낮아진다. 이렇게 하모닉스의 발생 지점이 악기에

따라, 현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연주자는 연주전에 정확한 지점을 인지하

여야 한다.

144) Henriette Renié, Ibid, 141.
145) Henriette Renié, Ibid,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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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레 드 라 타블르

“사운드보드 가까이에서 현을 튕김으로서 하프에서 새로운 음색을 얻을 수

있다.... 프레 드 라 타블르는 실음보다 다소 건조하고 둔탁하지만 강한 금속성

의 음색을 띠며... 이 주법을 연주할 때는 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을 사용하여

연주하여야 한다... 손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엄지의 높이를 낮추

기 위하여 엄지가 줄에서 멀어지게 된다... ”146)

위의 인용에서도 나타나듯 프레 드 라 타블르는 하프의 사운드

보드 가까이에서 현을 튕겨 소리를 내는 주법으로, 다소 날카로우며 비

음이 섞인 듯 건조하고 마른 음색이 난다. 이 주법은 음색이 하프시코드

와 비슷하여 바로크나 고전 작품들에서 음색적 대비를 드러내기 위한 방

식으로 자주 사용된다. 하프의 고음부 음역은 연주 가능한 현의 높이가

다른 음역에 비해 현저하게 좁아서 인체 구조상 불편할뿐더러 줄의 장력

이 약해 사운드보드에 가까이 연주 하더라도 음색적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아 주로 중저음부 음역에서 사용된다. 프레 드 라 타블르의 음색은 사

운드보드에서 가까울수록 드러나지만, 중저음부 음역 현의 아랫 부분은

줄의 장력이 300kg안팎으로 매우 강한 곳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서 연주가 되었을 때 음색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으나 소리의 울림과 음

량은 감소하는데, 르니에는 이러한 주법으로 인한 음색과 음량의 차이를

작품에 적용하여 음악적 대조 혹은 강조, 그리고 셈여림의 변화에 사용

하였다.

5) 스타카토(Staccato)

하프에서 스타카토는 현을 튕긴 후 다시 그 현을 막아서 울

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음가를 끊어 연주하는 주법이다. 따라서 이 주

법은 전체적인 빠르기나 선율의 방향, 음의 구성과 흐름 등에 따라 제한

146) Henriette Renié, Ibid,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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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된다. 스타카토의 지시가 있지만 스타카토를 하기에 적합하

지 않은 부분에서는 최대한 2번 손가락을 사용하여 울림을 짧게 하는 방

식, 에투페(etouffée)를 사용하는 방식, 최대한 틈틈이 다른 손으로 막는

등의 방식으로 지시를 따른다. 환상적 발라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스타

카토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어지는 4.2부터는 이러한 기본적인 주법들을 바탕으로 하여

<환상적 발라드>에서 르니에가 사용한 하프에 특화된 주법들을 앞서 언

급한 것과 같이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4.2 소음을 조절하기 위한 손의 움직임과 페달의 사용

방식

하프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이 두 경우 모두 이미 울리던 현에 가해지는 물리적 변

화가 일어나는 순간 발생한다. 첫 번째 소음은 울림이 있는 현에 손가락

이 닿을 때 현의 떨림이 멈추는 과정에서 ‘칙-’, ‘턱-’ 하는 따위의 소리

가 나는 것이며 두 번째 소음은 연주 중간에 울리던 현의 길이를 조절하

기 위해 페달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이 갑자기 당겨지거나 풀리면서 미

세한 음정의 변화가 소리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하피스트들은 불필

요한 소음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음악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울림을 적절히 조절한다. 이 때, 울림이 없는 음의 페달을 이동

할 때에는 페달의 움직임에 의한 소음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페달을

바꾸어야할 음이 연속될 때에는 해당 현의 울림이 멈춘 찰나의 순간에

바꾸면 페달 소리를 줄일 수 있다. 르니에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주법적 효과와 특징, 이명동음과 페달의 사용 면에서 방법을 모색하여

연주자가 음악을 표현함과 동시에 보다 수월하게 소음을 조절할 수 있도

록 작곡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부분의 예시들을 1) 동음반복과 반음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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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2) 스타카토, 3) 페달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1) 동음반복과 반음계적 사용

마디 66, ‘Pas trop vite’(너무 빠르진 않게)는 가운데로 수렴하

는 왼손과 오른손의 아르페지오가 연속하면서 앞뒤 부분을 연결하는 패

시지이다. 이 구간에서는 음형을 반복하며 반음계적으로 약 2 옥타브를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손의 움직임과 페달의 변화가 많으므로

여러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르니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악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반음계적 패시지에서 빠른 연주가 가능

하면서도 손과 발의 움직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세심하게 작곡하였다147)[악보 Ⅳ-1].

[악보 Ⅳ-1] 마디 66

하프에서 G-G♭과 같은 반음계적 변화를 갖는 음은 같은 현에서 페달

로 조절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현을 두 번 연주한다. 따라서 르니에는

147) 반음계적 패시지는 연속적인 동음의 페달 변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의 울림을 적절히 조절하며 연주해야 하므로 하프로 연주하기에 까다롭다.

그러나 반음계적 사용은 르니에의 작품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향 중 하나이며, 그

는 하프의 손과 발의 움직임에서 반음계 사용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

식으로 작곡하여 이를 최대한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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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이용하여 위의 [악보 Ⅳ-1]에서와 같이 현의 울림이 최소화되

는, 다음 음을 발생시키기 위해 울리던 현을 다시 잡는 찰나의 순간에서

페달이 바뀔 수 있도록 하여 페달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양손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비슷한 음역

에서 빠르게 하강하는 아르페지오는 동음일 경우 현의 울림이 막히게 되

고 현에 손톱 등이 닿아 소음이 발생하기도 쉽다. 이 부분을 연주할 때

는 표시된 음들이 반복 혹은 2도 간격으로 울림이 막히거나 소음이 발생

하기 쉽지만, 르니에는 오히려 이 음들을 32분음표의 짧은 음가로 하고

쉼표를 사용하여 분리하여 막힌 울림에 의해 음가의 표현이 더욱 정확하

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이 부분의 다이내믹을 pp로 하면 현을 튕

기는 힘도 줄어들어 소음의 음량과 발생 확률 자체도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깨끗하게 표현될 수 있다.

연주 과정에서 현을 잡아 울림을 멈추는 순간 페달을 바꿈으로

써 페달에 의한 소음을 방지하는 방식의 사용은 마디 83-86, 마디

103-104, 마디 143-146에서도 발견된다. 이 부분들에서는 16분음표의 짧

은 음가가 반복적으로, 반음계적으로 나타나며 pp의 다이내믹을 갖는다.

같은 음을 반복할 때 생기는 손의 움직임에 의한 소음 역시 짧은 음가와

작은 다이내믹으로 보완됨과 동시에, 순간적인 페달의 움직임을 가능하

게 하여 자칫하면 지저분해질 수 있는 부분을 더욱 깨끗하게 들리게 하

므로 손과 발에서 자칫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속적인 반음계적 음들이 주는 긴장감을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악보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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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2] 마디 83-86

하모닉스로 동기 3(노인의 두려움)을 재현하는 마디 137-142의

내성에서도 약 두 옥타브에(A3-F#2) 걸친 반음계적 하행 진행이 나타난

다. 르니에는 이 반음계적 선율을 하모닉스 주법으로 연주하게 하여 연

주자가 음의 울림도 깨끗하게 만들면서 페달의 소음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부분의 하모닉스는 왼손의 손바닥으로 현의 어느 지점을 살

짝 막으면서 동시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현을 튕겨야 하는데 이 때

현이 막히는 순간 페달을 바꿈으로서 그 동안 현이 울리지 않아 페달의

소음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악보 Ⅳ-3].

마디 183부터 시작되는 약 12마디의 동기 2+1은 동음 반복으로

이어진다. 이 ‘동음 반복’이 빠른 템포에서 나타나면 비슷한 음역에서 양

손이 빠르게 교차되므로 소음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르니에는 이

[악보 Ⅳ-3] 마디 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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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다이내믹을 pp로 설정하고 양 손이 규칙적으로 연주하게 함으로

써 소음이 덜 나도록 하였다. 이 부분의 셋잇단음표들은 세 음 마다 가

운데 음들을 항상 왼손이 연주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며 오른손은 음정의

이동을 연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손의 역할은 하프 연주자의 자연스러

운 팔과 손의 움직임을 고려한 것이다[악보 Ⅳ-4].

[악보 Ⅳ-4] 마디 183-

마디 191-192는 반음계적 순차진행으로 이루어져 페달의 이동

이 잦은데 이때에도 짧은 음가의 동음 반복을 통해 현을 잡을 때 페달을

바꿀 수 있으므로 소음이 줄어들고, 두 마디 안의 크레셴도와 디크레셴

도를 효과적으로 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규칙적인 움직임이 음량 조

절과 빠른 템포에서의 연주를 수월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르니에는 작

품 안에서 반음계적 요소를 쓸 때, 현의 울림을 통제할 수 있는 아티큘

레이션이나 음형, 주법등을 사용하여 페달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 하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 Ⅳ-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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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5] 마디 191-192

2) 스타카토

마디 67-78의 상성부와 하성부는 거의 같은 음역에서 나타나

보편적인 경우 양 손이 비슷한 위치에서 연주하게 된다. 르니에는 이 부

분을 프레 드 라 타블르 주법으로 연주하게 함으로써 왼손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리게 하였다. 그렇게 되면 같은 음고를 연주하더라도 양 손이

그 현의 각기 다른 높이에 위치하므로 연주에 매우 용이할 뿐 아니라 발

생 가능한 소음도 줄일 수 있다. 또한 프레 드 라 타블르를 연주하는 왼

손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주법 특성상 선명한 음색으로 주

선율을 연주할 수 있으며 또렷한 스타카토를 만들 수 있다. 이 스타카토

는 양 손에서 같은 음이 빠르게 반복될 때 생기는 울림의 막힘 현상을

자연스럽게 주법의 한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악보 Ⅳ-6].

[악보 Ⅳ-6] 마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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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부의 시작인 마디 256-259에서는 동기 3이 화음으로 연주

된다. 이 때 같은 음을 많이 포함하는 화음을 연속적으로 연주할 때에는

손가락이 같은 부분을 찰나에 다시 잡아야 하므로 필연적인 소음이 발생

하게 되는데, 르니에는 이 부분을 스타카토로 연주하게 하여 소음 자체

를 아티큘레이션의 음향적 효과로 이용하였다. 또한 이 부분의 프레이즈

의 첫 화음과 마지막 화음에 붙은 테누토와 악센트는 하프의 연주 과정

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습관과 연관되어 있다. 음악적으로 중요한 화음

인 마디 256의 첫 화음은 비교적 긴 음가로 강조하기 위해 테누토가 부

여 되었지만 하프에서는 음의 지속을 위해서 그 울림을 최대한 길게 내

야 하므로 테누토나 긴 음가가 필수적이며, 마디 259의 마지막 화음의

악센트는 손가락의 구조상(2-3번 혹은 1-2번으로 연주하게 됨) 자연스럽

게 발생하는 음향과 매우 비슷한 소리를 내게 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

여 볼 때, 르니에는 작품의 음악적 전개에서 연주상 발생하는 여러 측면

들을 고려하여 음악적 부분과 기술적 부분이 상충하기보다 서로 보완하

여 효율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악보 Ⅳ-7].

[악보 Ⅳ-7] 마디 256-259

3) 페달

하프에서 저음역의 베이스는 비교적 강조되는 울림을 얻을 수

있으나 소음이 발생하면 그 소음의 크기가 굉장히 커 연주를 방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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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르니에는 이러한 특성을 인지하여 페달의 이명동음적 사용으로 되

도록 적은 소음이 발생하면서 발의 움직임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아래 [악보 Ⅳ-8]의 마디 69에서 A♭, 마디 69에서 G♯, 마디 70에서 G

♮, 마디 71에서 G♭으로 마디마다 반음씩 하강하게 되는데, 이 때 마디

69의 베이스를 이명동음인 G♯으로 바꾸어보면 세 마디 동안 G현에서

발이 머무른 상태로 페달을 이동할 수 있으므로 발의 움직임이 최소화

될 수 있다. 또한 각 음들은 마디의 첫 박이자 가장 긴 음가들을 가지므

로 박절적 강세를 지니는데, 마디마다 페달을 바꾸며 에투페148)로 울리

던 인접 현을 막아가며 연주하면 그 때에 발생하는 소음보다 음의 강조

가 더 드러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음의 발생을 차단하게 된다.

148) 에투페(étouffé)는 주로 왼손에서 사용되는 연주 방식으로, 소리를 내기 전 현을 잡

을 때 손바닥으로 펴고 인접한 음의 울림을 스쳐 울림을 막으며 해당 음을 잡는 방

식으로 +표시로 표기된다.

[악보 Ⅳ-8] 마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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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7의 오른손에서 계속 사용되는 F음은 마디 78에서 F♯으

로 바뀌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 연이어 울리는 음의 페달이 바뀔 때

금속음의 소음으로 지저분해질 수 있다. 또한 마디 78의 F♯은 마디 87

까지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르니에는 이 음을 마디 71에서부터 반음계적

인 변화가 없는, 즉 같은 페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G♭으로 연주하도

록 하여 페달의 움직임을 줄여 소음을 최소화 하였다[악보 Ⅳ-9].

이어지는 마디 79의 P iù tranquillo부터는 페달 외 음색과 아티

큘레이션의 변화에서도 르니에의 하프에 대한 통찰이 드러나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Au miliue des cordes(현의 중

간 위치로)’ 지시되어 있으므로 앞서 프레 드 라 타블르로 연주되던 손

의 위치가 현의 중간 부분(평소의 위치)으로 돌아와 연주하게 된다. 이러

한 연주 위치의 변화는 마디 79의 espress.를 보다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프레 드 라 타블르에서 연주된 마디 67-78은 음색이 더 건조

하고 짧은 울림으로 선명하게 연주되는 반면 제 위치로 돌아와 현을 튕

기게 되며 대조적인 음색, 울림의 효과 뿐 아니라 비슷한 힘으로 연주해

도 자연스럽게 p로 커진(마디 67-78은 pp의 다이내믹으로 지시되어 있

음) 다이내믹을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표현적인 분위기로 연주하기

에 좀 더 용이하다. 이렇게 비슷한 음역에서 음들이 계속 이어질 때는

소음이 발생하기가 워낙 쉽기 때문에 너무 큰 셈여림으로 연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비슷한 음역대에 머물러 있는 이 부분들이 비교적 작은

[악보 Ⅳ-9] 마디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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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르니에가 소설에 대한 표현적 부분 외

의 연주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디 79와 80의 진행의 페달 사용을 살펴보면 먼저 마디 79의

마지막에서 B와 E를 각각 반음 내리도록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역시 페달로 인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B♭과 E♭이 없는 마

디에서 미리 바꾸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디 80에서 오른손이 F-D-C 현

을 잡는 순간 페달 F♭과 C♯을 움직이면 페달로 인한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다. 마디 80의 오른손은 이명동음을 이용해 불필요한 페달

의 변경을 줄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래 [악보 Ⅳ-10]에서와 같이 E♮

을 앞서 변경한 F♭으로, 동음이 반복되어 울림에 의해 연주가 어려운

D♭의 연타는 한 음을 미리 바꿔놓은 C♯으로 연주함으로써 울림에 의

한 여음이 섞이지 않으면서 편리한 연주가 가능해진다[악보 Ⅳ-10].

4.3 손 혹은 발의 움직임을 고려한 하프의 효율적 사

용

4.3에서는 손과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 하프의 구조와

원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악보 Ⅳ-10] 마디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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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의 움직임을 고려한 방식

마디 13에서는 첫 화음 이후 세 옥타브에 걸쳐 상행하는 아르페

지오 음형이 나타난다. 이 음형은 마디 14의 ⅰ도 2전위 화음을 향해 크

레셴도와 아첼레란도로 급격한 고조를 만든다. 이 아르페지오는 전체적

으로 상행하면서도 양 손이 유니즌으로 세밀하게 그 방향성을 움직이고

있어 손에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왼손의 경우 이러한 움직임이 다소 둔

해지거나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4에서 C5 음역대에 다다랐을

때 왼손의 반복되는 4개의 음에서 마지막음을 쉼표 처리 하여 움직임을

매우 쉽게 바꾸어 아첼레란도를 훨씬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악기와 인체의 구조적 특징과 영향을 고려한 부분들은 음악

적 의도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더욱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디

13의 첫 코드로부터 마디 14의 코드로 연결하는 이 부분은 현의 울림과

공명에 의해 삭제된 음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운지의 편리함과

음색적 효율성을 모두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악보 Ⅳ-11].

[악보 Ⅳ-11] 마디 13

마디 129의 왼손에서는 르니에의 운지 순서 표기를 볼 수 있다.

6도는 3-1로 잡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2-1로 하도록 표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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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부분은 연주를 해보면 통상적인 3-1의 운지 순서로도 연주가

가능하지만, 4-4-3-2 이후 현을 다시 잡는 과정에서 다소 음의 간격이

넓더라도 2번으로 끝난 후 같은 손가락으로 다음 음을 잡는 것이 손의

구조상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르니에의 실제적인 연주

경험을 고려한 표기로 볼 수 있다[악보 Ⅳ-12].

[악보 Ⅳ-12] 마디 129-130

마디 249-250에서 왼손은 주선율을 연주하고 오른손이 아르페

지오로 반주를 하고 있는데, 오른손 내에서 손가락이 G-C-D-E를 교차

하며 올라가게 된다. 연주자는 상행하는 동형진행의 연주에서 고음역으

로 갈수록 한 손 안에서 손가락이 교차될 때 사운드보드의 경사가 더 높

아지면서 불편감을 느낀다. 마디 249-250의 경우 반복되는 음형에 4도

도약이 포함되어 3번과 4번 손가락의 간격이 넓어 현을 놓치기 쉽고 움

직임이 무겁게 느껴져 그 불편감이 심화된다. 르니에는 이 부분의 아르

페지오 음정 ‘G-C-D-E’을 이명동음처리 하여 ‘G-B♯(C)-D-E’로 연주

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4도 간격의 넓이를 3도 간격으로 줄여 손가락 교

차 시 3, 4번 손가락의 피로함을 덜고 연주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

록 하였다[악보 Ⅳ-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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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13] 마디 249-250

2) 발의 움직임을 고려한 방식

하프의 연주에서 페달의 잦은 움직임은 디스크 위의 포크에 의

해 현이 움직임으로 이어져 반음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손 외에 양발을 계속 움직이면서 불편함 혹은 불

안감을 야기하기도 한다. 르니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명동음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소음을 줄이면서도 연주자가 발의 움직임을 좀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이것을 보여주

는 몇 가지 예이다.

마디 28에서 페달은 [6♭+D♮, A♮]149)( )상태이며 마디

29 끝의 4분쉼표 부분에서 현의 울림을 막은 순간 D와 A를 ♭으로 바

꾸게 되어있다. 만약 표기된 음대로 마디 30의 제1박 음을 B♮로 한다면

이 순간 페달 3개(D, A, B)를 움직이면서 발의 움직임이 매우 바빠진

다.150) 그렇기 때문에 르니에는 마디 30의 제 1박 B♮을 이명동음 C♭

으로 연주하도록 권하고 있다.151) 이렇게 연주하면 마디 29-30의 연결에

149) 하프의 관습적인 페달 표기 방식으로, 앞의 숫자와 ♭은 조표의 종류와 개수를 말

한다. 즉 [6♭+D, A♮]은 페달을 현재 조표인 6개의 ♭(B♭,E♭,A♭,D♭,G♭,C♭)

으로 하되 D와 A만 ♮의 위치로 조정하라는 뜻이다.
150) 보편적으로 한 발이 하나의 페달을 바꾸므로 이 경우 왼 발이 D와 B를 연달아 바

꾸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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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D, A♭이동 후 B와 C페달, 두 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D페달의

바로 옆 페달인 C만을 사용하므로 발의 움직임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와

동시에 마디 30의 제 1, 2박은 8분음표와 8분쉼표로 이루어진 리듬이므

로 코드를 친 후 다시 현을 잡아 음가를 끊어 주는 순간에 페달을 바꿀

수 있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위험요소를 없애는 결과가 된다[악보 Ⅳ

-14].

[악보 Ⅳ-14] 마디 28-30

마디 44에서 페달은 5♭152)( )의 상태로 시작되어 마디 45에

서 마디 46 왼손의 E♮을 위해 미리 E페달을 ♮로 바꾸게 된다. 만약

마디 46을 위해 사용한다면 마디 48-49에서는 이미 바꿔야할 페달(A,

E, B 3개)이 많아서 C를 ♭으로 움직일 순간이 적절치 않고, ♯에서 ♭

로 가는 페달의 움직임이 불편하다.153) 또는 이 부분에서 C♯에 D♭ 이

명동음을 사용하지 않고 C♯을 할 경우 마디 49-50에서 연이어서 C페달

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페달 소음 역시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C♯에 D♭ 이명동음을 사용하여 C를 ♮인 채로 마디 49까지 가도록 하

고, 마디 46과 마디 48의 왼손 최저음이 같은 음에서 연주되며 더욱 깨

151) 마디 30에 음 이름인 (Do♭)이 표기되어 있다.
152) 조표인 5개의 음(B♭, E♭, A♭, D♭, G♭)을 ♭상태로 두는 페달의 표기
153) ♯에서 ♭으로 직접 움직이려면 페달을 위로 2번 움직여야 하므로 빠른 순간에서의

이동은 불안함을 야기한다.



- 169 -

끗하게 소리냄과 동시에 페달의 움직임도 감소하게 되어 위와 같은 문제

들을 해결 및 보완하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 Ⅳ-15].

마디 52-57에서도 [악보 Ⅳ-15]와 유사한 방식을 보인다. 마디

52에서 페달은 6♭154)( )상태이며 F페달은 마디 52-53은 F♭,

마디 54-55는 F♮, 마디 58 부터는 다시 F♭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그러

나 이어지는 마디 56의 화음을 고려하였을 때, F♭을 이명동음인 E♮로

사용하면 발이 계속 C와 E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마디 57 전에 3개의

페달(레,라,파)을 바꿀 상황을 면할 수 있으므로 F♭이 아닌 E♮을 사용

한 것이다. 또한 마디 54-55의 왼손 아르페지오 음형은 E♮로 하였을 때

음정의 간격이 줄어들어 손의 움직임 또한 안정감을 갖게 된다[악보 Ⅳ

-16].

154) 조표인 6개의 음(B♭, E♭, A♭, D♭, G♭, C♭)을 ♭상태로 두는 페달의 표기

[악보 Ⅳ-15] 마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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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29의 E♮은 곧이어 마디 230에서 E♭으로 바뀌고 있다.

이 때 표기 그대로 페달을 바꾸어 연주할 수도 있겠으나 르니에는 마디

230에서 E♭ 대신 D♯ 이명동음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표

기는 앞의 예시들과 마찬가지로 발의 움직임을 최대한 줄여서 편하게 하

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마디 229의 E♮은 마디 233에서

다시 나타나며 마디 231부터 D＃이 계속 사용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디

230에서 미리 E♭=D＃의 이명동음을 사용하게 되면 마디 229부터 E페

달과 D페달을 움직이지 않고 연주할 수 있으므로 페달의 이동이 줄어들

고 연주자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악보 Ⅳ-17].

[악보 Ⅳ-17] 마디 228-230

[악보 Ⅳ-16] 마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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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하프 주법을 통한 아티큘레이션과 셈여림 표현

르니에는 <환상적 발라드>에서 아티큘레이션과 셈여림 표현에

주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표현을 돕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그에 대한 예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환상적 발라드>의 마디 1에 해당하는 도입부에 나타나는 아르

페지오는 동기 1(노인의 눈)을 수식하며 마디 2에서 이어질 동기 2 (‘나’)

를 연결한다. 아래 [악보 Ⅳ-17]과 같이, 마디 1의 제 1박에서 3박은 동

기 1의 첫 수식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아르페지오’ 주법이 매우 효과적으

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Ⅳ-18] 마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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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1은 다음 세 가지로 강조되고 있는데 바로 리듬적 측면과 주법적

측면, 그리고 음역에 의한 것이다. 마디 1의 첫 베이스 A2의 음가는 점2

분음표로 가장 길고, 이로부터 목적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E6은 점4분음

표, 중간 종지음 G5는 2분음표로 중요한 음들의 음가는 비교적 길게 나

타난다. 이 음들을 축으로, 각 음 사이를 메꾸어주며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머지 음들은 32분음표 혹은 부점 리듬을 통한 짧은 음가들로 나타나는

데 이 때 베이스 A1-A2에서 E5-E6의 옥타브는 32분음표의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연결된다. 더 나아가 이 아르페지오의 방향성은 주요음(A1 →

5E → 4G)의 음역 차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음가 차이와 리듬,

주법과 음역의 변화가 동시에 동기 1을 강조하는 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러한 방식의 강조는 이후 마디 1의 중반부터 마디 2로 넘어가기까지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다. 첫 번째 페르마타 이후 부점리듬을 통

해 동기 1이 반복되어 최고음인 G6으로부터 또다시 베이스 음으로의 연

결은 마찬가지로 32분음표의 하행하는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통해 아르페지오 주법이 동기 1로의 연결, 수식 그리고 강조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아르페지오들은 음의 구성 및 운지는

양손이 자연스럽게 교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체의 구조상 이 부분

에서 고음부는 오른손이, 저음부는 왼손이 연주하는 것이 편안하고 음색

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르페지오들은 네 음 혹은 세 음

씩 그룹을 지었을 때 자연스럽게 필요한 손이 알맞은 음역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로 인해 연주자는 지시된 다이내믹과 음악적 표

현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마디 1의 후반부, 즉 두 번째 페르마타 이후의 두 개의 아르

페지오는 울림이 막히는 음이 없이 모든 음의 울림이 극대화되어 사용되

어 하프의 넓은 음역에서 울림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간이다.

노인의 ‘누구냐’ 부분이 제시되는 마디 111은 프레 드 라 타블르로

연주된 후 바로 중간부로 돌아와 실음 G를 연주하고, 하모닉스로 화음의

울림을 남긴다. 세 마디 안에서 음색적 대비가 이루어지며 가장 음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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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하모닉스가 3화음으로 울리며 pp의 셈여림이 자연스레 표현된다[악

보 Ⅳ-19].

[악보 Ⅳ-19] 마디 111-114

마디 121부터 제시된 동기 3은 p로 제시된 후 마디 137부터 하

모닉스로 재현되는데, 하모닉스의 음색적, 음량적 차이를 사용한 셈여림

사용이 이루어진다. 하모닉스는 실음에서의 음색보다 투명하고 음량도

훨씬 작아 자연스럽게 주법을 바꿈으로서 pp를 형성한다[악보 Ⅳ-20].

[악보 Ⅳ-20] 동기 3 : 마디 121-124, 1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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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43-148은 pp에서 프레 드 라 타블르 주법으로 반음계적 연

결구를 연주한 후 곧바로 마디 147에서 제 위치로 돌아와 f 로 동기 1

(노인의 눈)을 연주하게 된다. 빠르고 작게 이어지던 부분과 급격히 크게

제시되는 동기 1은 음색과 음량에 대한 대비를 극대화한 상태로 나타나

는데, pp의 프레 드 라 타블르에서 f-ff의 실음의 코드, 빠른 아르페지오

로의 진행은 굉장히 강한 대비를 주며 강렬함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소

설에서도 ‘노인의 눈’과 ‘화자의 눈’이 마주치는 공포감이 극대화된 순간

에 해당하여, 동기 1이 앞의 연결구에 의해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

은 표현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연주자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연주 흐름상 자연스레 아티큘레이션과 셈여림의

대조가 표현되어, 르니에가 하프의 음량과 음색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음악에 접목시켜 소설 내용의 극적 표현에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나

는 구간이라 할 수 있다[악보 Ⅳ-21].

단조로 이어지던 동기 2(‘나’)가 장조이자 2성부로 전환되는

Tranquillo-scherzando(마디 203)부분은 양손에서 스타카토 주법이 사용

[악보 Ⅳ-21] 마디 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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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르니에는 이 부분을 오른손의 2번 손가락으로만 연주하도

록 손가락 번호를 별도로 표기 하였다. 마디 203의 선율은 같은 방향(상

행)으로 인접한 음정이 도약하여 선율을 만드는데 이 때 다른 손가락으

로 모든 현의 울림을 막으면서 스타카토를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르니

에는 같은 손가락을 사용하여 소리의 울림을 평소보다 짧게 만들어 최대

한 스타카토와 같은 음향을 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왼손에서

도 1번 손가락 에투페로 연주하면서 1번 손가락이 음을 연주하는 동안

나머지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최대한 인접한 다른 현들을 막아 울림을 차

단한다. 이러한 방식은 마디 231-232, 마디 235, 마디 237, 마디 242-244

에서도 나타난다[악보 Ⅳ-22].

르니에는 마디 231-238에서 다이내믹의 변화가 주법의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프레이즈는 피아니시모에서 포

르테까지 다이내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때의 주법은 프레 드 라 타

블르로 연주되는 스타카토로 시작하여 가장 작은 음량을 갖고 이후 하모

닉스, 스타카토로 바뀌어 연주자가 음량을 조절하지 않아도 주법적인 변

화만으로 다이내믹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악보 Ⅳ-23].

[악보 Ⅳ-22] 동기 3 : 마디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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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23] 마디 231-238

마디 269의 상행하는 아르페지오는 양 손의 교차 순서가 하프의

음역 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움직임을 충분히 고려하는 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디의 마지막 B♭ 옥타브의 경우 왼손으로 연주하기에는 높은

음역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오른손으로 연주하게 되는데, 이 아르페지

오의 구성은 왼손으로 D4, F4를 연주한 직후 오른손이 더 낮은 A4에서

시작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마지막 B♭ 옥타브를 연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짜여진 양손 교차의 순서와 음역대별 위치는

크레셴도와 마지막 음에 부여된 스타카토 등을 보다 수월하고 효과적으

로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악보 Ⅳ-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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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24] 마디 268-269

마디 292-293에서는 르니에가 부점 리듬을 연주하는 손의 움직임을 곡

에 반영하여 작곡한 것을 보여준다. 하피스트들은 부점 리듬이 등장하면

긴 음을 튕긴 후 울림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손을 떼고 이어진 짧은

음과 그 다음 음을 같이 잡아 부점 리듬이 더욱 기민하고 강조되도록 표

현한다. 이 부분에서 르니에는 음이 지속되기보다는 음의 여음으로 긴

음가를 표현하는 하프의 특성과 부점 리듬을 연주할 때의 운지 방식, 그

리고 하강하는 음형에서만 슬라이드155)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작곡하였다. 또한 이러한 리듬을 잘 드러내어 연주하는 것은 결

과적으로 동기 2+1이 선명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이다[악보 Ⅳ-25].

[악보 Ⅳ-25] 마디 292-

155) 슬라이드(Slide)는 현을 1번 엄지 혹은 4번으로 미끄러져 2도 간격의 음을 같은 손

가락으로 연달아 연주하는 것으로, 1번의 경우 순차하행, 4번의 경우 순차상행만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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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00-301, 306-311 오른손에는 한 음을 걸러 스타카토가 표

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운지가 위의 마디 292-293처럼 두

음을 함께 잡고 튕기게 되는데, 빠르기에 따라 현을 미리 잡으면서 그

현의 울림이 막히게 되므로 자연히 스타카토가 발생하게 되어 연주와 표

기가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 역시 르니에가 실제적 연주 경험을 통

해 하프의 정통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악보 Ⅳ-26].

[악보 Ⅳ-26] 마디 300-301, 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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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음원 비교 분석과 연주 해석적 관점 제시

3장에서 <환상적 발라드>가 『고자질하는 심장』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

고 전개됨을 앞서 분석한 바, 5.1에서는 두 음원을 채택하여 연주자의 연

주 해석 및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구간들을 음원 분석 프로그램156)을 사

용하여 다이내믹과 템포 측면에서 비교하려 한다. 또한 5.2에서는 필자가

제안하는 연주 해석 관점에 대하여 서술하여 포의 소설을 음악으로 표현

하기 위한 하나의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5. 1 음원 비교 분석

최근 제 11회 미국 국제 하프 콩쿠르에서 <환상적 발라드>가 3

차 과제곡으로 출제된 후 이 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다양한 플랫폼

에서 양질의 연주 음원들이 산출되고 있다. 여러 음원들 중 연주 실황을

제외하고 콩쿠르 수상 실적이나 연주 이력 등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하피스트들의 음원 중 서로 다른 연주 해석적 관점을 볼 수 있는 다음

두 음원을 채택하여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그것은 엠마누엘 세숀의

2018년 6월 15일 출시된 음반 ‘Ballade in red’의 보너스 트랙 버전(11분

55초)과 산드린 채트론의 2019년 7월 25일 유튜브에 업로드 된 12분 28

초의 음원이다.

먼저 프랑스 태생의 남성 하피스트인 엠마누엘 세숀(이하 세숀)

은 프랑스 파리 국립 오페라단 수석 하피스트이자 뉴욕 메트 오페라 오

케스트라를 거쳐, 2020년 9월부터 두다멜(Gustavo Dudamel, 1981-)이

이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찍이 16세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여 에너지가 넘치는 연주로 주목받으며 2004년

USA 국제 하프 콩쿠르, 2006년 뉴욕 영아티스트 오디션, 2009년 뮌헨

156) 소닉 비주얼라이저(Sonic Visualiser)는 음원의 내용을 시각화된 자료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https://www.sonicvisualiser.org/index.html [2021년 5월 19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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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 콩쿠르에서 우승하였다.157)

마찬가지로 파리 음악원 출신의 네덜란드 여성 하피스트 산드린

채트론(이하 채트론)은 루이 샤르팡티에 콩쿠르(Louis Charpentier

Competition, 1998), 아를 콩쿠르(Cité des Arts Competition)을 비롯한

다양한 콩쿠르158)에서 입상한 후, 2009년부터 네덜란드 필하모닉 수석

하피스트로 재직하며 2012년부터는 암스테르담 콘서바토리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159)

이 두 연주자의 음원 비교를 위하여 추출한 자료는 템포 부분에

서는 메트로놈 측정 템포, 막대·곡선 그래프, 다이내믹 부분에서는 다이

내믹 파형과 멜로디 스펙트럼, 혹은 이 두 자료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

다. 다만 다이내믹 측정에 있어서, 하프라는 악기의 특성상 울림이 많고

두 음원의 녹음 환경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료의 편차를

상대적인 기준으로 다이내믹 흐름의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

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아래의 두 표는 두 음원에 대한 정보와 사용된 자료들의 분류

목록이다.

[표 Ⅴ-1] 두 연주자의 음원 정보

하피스트 엠마누엘 세숀(1984-) 산드린 채트론(1974-)
연주 시간 11분 54초 12분 27초

음원 출처

유튜브, ‘Ballade in Red’

Bonus Track Version,

Harmonia mundi

유튜브, George N.

Gianopoulos(www.patre

on.com)
음원 발행 날짜 2018년 4월 27일 2019년 7월 25일

157) https://www.emmanuelceysson.com/bio [2021년 5월 10일 접속]
158)

https://www.conservatoriumvanamsterdam.nl/en/study/studying-at-the-cva/faculty/clas

sical-music/sandrine-chatron/ [2021년 5월 10일 접속]
159) http://sandrinechatron.com/biography-sandrine-chatron/ [2021년 5월 10일 접속]

http://sandrinechatron.com/biography-sandrine-cha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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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음원 비교를 위한 자료 분류

템포 다이내믹
메트로놈 측정값 다이내믹 파형

섹션별 시간 : 막대 그래프 멜로디 스펙트로그램
마디별(혹은 박 단위) 시간

: 곡선 그래프
다이내믹+멜로디 스펙트로그램

5.1.1 섹션별 템포 비교

전체 연주 시간은 세숀의 경우 701.56초, 채트론의 경우 739.84

초로 약 38초의 차이가 있다. 이를 3.3.3에서 분석한 바와 동일한 구성에

따른 4개의 섹션, 즉 [섹션 A] 마디 1-66, [섹션 B] 마디 67-178, [섹션

A´] 179-253, [종결부] 마디 254-347의 연주 시간(초)을 측정하여 비교한

다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섹션 A]와 [섹션 B]는 약 5초 정도의 차이로 세숀의 연주 시간

이 덜 소요되었다. 그러나 [섹션 A´]에서는 세숀이 채트론보다 약 14초

[그림 Ⅴ-1] <환상적 발라드>의 섹션별 연주 시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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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느리게 연주하여 역전되는 결과가 나타나, 앞부분에 비해 채트론이

[섹션 A´]를 상당히 빠르게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그래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구간은 [종결부]로, 채트론이 세숀보다 약 40초

더 소요된다. [종결부]의 차이는 두 연주자의 템포 해석 차이에 의한 것

으로 이 부분은 아래 문단의 두 번째 연속적 변주에 대한 비교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아래의 [표 Ⅴ-3]은 템포와 나타냄말에 의해 구분된 섹션별 메

트로놈 측정값이다. 메트로놈 값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표기하지 않

으므로 최대한의 근사치를 표기하였다.

[표 Ⅴ-3] 세숀과 채트론의 템포(메트로놈 기준) 비교표

마디
템포 지시어 및

나타냄말

세숀 채트론
시간

(초)
메트로놈

시간

(초)
메트로놈

[A]

(섹션 A)

1 Cadenza

210.41

♩= c.52

215.55

♩= c.52

2-15

마디 2-7 :

Moderato
♩= c.72 ♩= c.72

마디 8-10 :

Misterioso
♩= c.80 ♩= c.96

마디 11-15

: Plus vite
♩= c.72 ♩= c.60

16-43

마디 16-33 :

Allegro
♩= c.108 ♩= c.120

마디 34-43

: ma cantando

senza rigore

♩= c.96 ♩= c.96

44-65
Cantando e

espress
♩= c.120 ♩= c.108

66
Pas trop vite ♩= c.108 ♩= c.96
Vivo ♩= c.120 ♩= c.84

Très vite ♩= c.51 ♩= c.84

[B]

(섹션 B)
67-110

마디 67-78

: Assez vivement

216.83

= c.96
226.72

= c.96
마디 79-94

: Più tranquillo,

espress.

= c.72 = c.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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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95-106

: Tempo
= c.96 = c.84

마디 107-110 :

Vivo
= c.72 = c.54

111-114 = c.48 = c.54

115-172

마디 115-120

: Sempre

legg. e

vivacissimo

= c.42 = c.42

마디 121-142

: Assez lent.
♩= c.60 ♩= c.72

마디 143-150

: Vivace subito
= c.96 = c.84

마디 151-172

: Vivement
= c.96 = c.84

173-178 Largement = c.51 = c.48

[A´]

(섹션 A´)

179-182 Calmo

151.87

♩= c.60

138.24

♩= c.60
183-198 Vivement = c.108 = c.108
199-202 Plus lent = c.60 = c.33
203-216

Tranquillo

-scherzando
♩= c.108 ♩= c.120

217-253

Tempo,

Cantando e legato

Cadenza, Calmato

♩= c.96 ♩= c.96

종결부

254-267 Tempo

122.45

♩= c.120

163.33

♩= c.132

268-335

마디 268-279

: Allegro energico
♩= c.120 ♩= c.108

마디 280-291

: Agitato
♩= c.132 ♩= c.132

마디 292-295

: Meno vivo
♩= c.120 ♩= c.120

마디 296-305

: Sempre più

agitato

♩= c.132 ♩= c.120

마디 306-319

: Tempo sempre

più agitato

♩= c.132 ♩= c.120

마디 320-335

: Più agitato

sempre

♩= c.144 ♩= c.132

336-347 Vivo ♩= c.84 ♩= c.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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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악보의 템포 지시어 혹은 나타냄말과 관련한 연주

자의 해석, 혹은 악보의 지시와 실제 연주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하늘

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아래의 글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하여 주목하여 다

루려 한다.

1) 마디 2-15

마디 2-15는 Ⅲ장에서 화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해석하였던 구간으로 Moderato(마디 2-7) – M isterioso(마디

8-10) - P lus vite(마디 11-15)의 템포와 나타냄말이 표기되어 있다. 악

보의 템포 흐름을 보았을 때, M isterioso는 템포가 아닌 분위기 표현을

위한 지시어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Moderato와 P lus vite에서 빨라지는

흐름임을 알 수 있다. 두 부분의 분위기를 보아도 Moderato가 차분하다

면, P lus vite는 Moderato에 비해 흥분되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그러나 위의 [표 Ⅴ-3]에서 두 연주자의 Moderato와 P lus vite

템포는 세숀의 경우 ♩= 72 → 72, 채트론의 경우 ♩= 72 → 60으로 나

타나 세숀은 두 부분을 같은 템포로, 채트론은 오히려 P lus vite를

Moderato보다 느린 템포로 연주하여 악보의 나타냄말로 보이는 흐름과

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아래의 [자료 Ⅴ-2]를 통해 P lus vite 부분의

마디별 시간 측정을 살펴보면 마디 13에 의해 위와 같은 측정값이 도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디 13은 한 박에 들어가야 할 음표 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으로, 연주 과정에서 앞뒤의 마디보

다 연주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마디이다. 따라서 이 마디로 인해 P lus

vite 부분의 평균 메트로놈 수치가 떨어져 세숀의 경우 P lus vite를

Moderato보다 빠른 템포로 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측정값이 나

온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음원을 들어보았을 때 채트론은 마디 13에서

세숀보다 페르마타가 지시된 코드를 길게 유지할 뿐 아니라 충분히 루바

토하여 상행 아르페지오를 시작하고 있어 [표 Ⅴ-3]의 메트로놈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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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림 Ⅴ-2]의 곡선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M isterioso에서 두 연주자 모두 빠른 템포로 바뀌는 것은

이 부분을 Moderato와 P lus vite를 연결하는 연결구로 인지하고 3개 코

드를 좀 더 흐르도록 연주하는 경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마디 2-15에서 세숀은 악보 지시

에 충실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채트론은 화자의 격앙된 어조를

[그림 Ⅴ-2] 마디 11-15의 연주 시간 측정

[악보 Ⅴ-1] 마디 13의 연주 해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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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극적 효과에 더욱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

2) 마디 16-65

마디 16-65 구간에서 악보에 표기된 템포 지시어 및 나타냄말

은 Allegro(마디 16-33) - ma cantando senza rigore(마디 33-43) -

Cantando e espress., Dolce(마디 44-65)이다. 템포와 관련된 지시어는

마디 16에 표기된 Allegro만이 있는데, 두 연주자는 이후 ma cantando

senza rigore와 Cantando e espress., Dolce에서 템포 설정에 대한 해석

에 차이를 보인다.

먼저 Allegro는 세숀이 ♩ = 108, 채트론이 ♩ = 120으로 채트

론이 좀 더 빠른 템포로 연주한다. 두 연주자 모두 ma cantando senza

rigore에서 ♩ = 96이라는 동일한 템포로 느려지고, Cantando e

espress., Dolce가 ma cantando senza rigore보다 빠르게(세숀 ♩=120,

채트론 ♩=108) 연주하여, Allegro(마디 16) 이후 템포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연주자 모두 템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음원을 들어

보았을 때, 세숀의 경우 마디 44-65, Cantando e espress(노인에 대한

화자의 애정) 부분을 Allegro보다 빠르게 연주하고 프레이징 표현을 좀

더 큰 맥락에서 선율이 흐르도록 하고 있으며, 채트론의 경우 Allegro를

가장 빠른 템포로 연주하고 Cantando e espress에서 프레이징과 아고긱

표현에 적극적인 연주를 보여주고 있어 각자의 방식으로 모두 악보의 지

시어에 충실한 연주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위의 측

정값과 같이 10 이상의 차이를 줄 정도는 아닌 관계로, 마디 65-66 첫

박 페르마타의 증 3화음 연결구를 제외한 마디 44-64를 측정하였을 때

아래 [그림 Ⅴ-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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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주자의 음원에서 그래프의 곡선의 물결이 서로 다소 다르게 보이지

만, 대체로 0.1-0.4초의 차이 내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큰 차이는 없으며

주목할 부분은 마디 64이다. 마디 64에서 채트론은 세숀보다 1초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측정값이 다소 하락하게 되는 원인

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동기 1과 증3화음의 시작에 시간을 줌으로써 동기

1(노인의 눈)을 강조하려는 연주 해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채트론의

동기 1(노인의 눈)에 대한 강조 표현은 소설에서 노인을 사랑하지만 노

인의 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화자의 감정선에 대한 표현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Ⅴ-3] 마디 44-64의 연주 시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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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디 66

Ⅲ장에서 마디 66에 대하여 융은 화자가 노인의 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는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한 바 있으며, 이 마디는 [섹

션 A]와 [섹션 B] 사이의 연결구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아르페지오와

반음계적 진행이 특징적이다. 한 페이지 분량의 Cadenza이며 Pas trop

vite – vivo – Trés vite로 템포가 지시되어 있다. 위의 [표 Ⅴ-3]을 통

해 Pas trop vite – Vivo 부분은 세숀이 상대적으로 채트론보다 빠른

템포로 연주함을 알 수 있다.(세숀 ♩=108 → 120, 채트론 ♩=96 → 84)

그러나 Trés vite 구간에서는 세숀은 ♩=51, 채트론은 ♩ = 84로 30이상

의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은 섹션과 섹션의 연결 혹은 구분에 대한 연주

[악보 Ⅴ-2] 마디 44-64의 연주 해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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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차이로 볼 수 있다. 음원을 들어보았을 때, 먼저 표에서 나타나는

Trés vite에서의 차이는 이어지는 [섹션 B]와의 연결에 대한 해석 차이

에 의한 것이다. 세숀은 글리산도 이후 [섹션 B]와의 사이에 시간을 두

어 연결구와 [섹션 B]를 명확히 구분하여 연주하는 반면, 채트론은 일정

한 템포대로 연주하여 부분과 부분을 이어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연주자의 아티큘레이션은 5.1.2의 다이내믹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

기로 한다.

4) 연속적 변주 1(마디 67-106), 연속적 변주 2(마디 280-335)

5.1.1의 [표 Ⅴ-3], 그리고 아래의 [표 Ⅴ-4], [표 Ⅴ-5]를 통해

<환상적 발라드>의 두 연속적 변주 구간에서 두 연주자의 템포 설정이

[악보 Ⅴ-3] 마디 66 : 세숀과 채트론의 연주 해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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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연속적 변주 부분이자 ‘7일’에 해당하는 마디

67-106은 Assez vivement(마디 67-78) - P iù tranquillo(마디 79-94) -

Tempo(마디 95-106)의 세 구간으로 템포 지시어가 나타난다. 이 구간의

템포 측정값을 정리하여 보았을 때 두 연주자가 Assez vivement -

P iù tranquillo 구간을 서로 동일한 템포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디 94에서 rit.이후 등장하는 Tempo 부분에 대한 두 연주자의 템포

지시어에 대한 해석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Ⅴ-4] 마디 67-106에 대한 두 연주자의 템포 비교

두 연주자 모두 Assez vivement - P iù tranquillo가 느려지는 것은, P iù

tranquillo와 해당 마디에 표기된 espress.에 대한 표현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P iù tranquillo 이후 세숀은 Tempo에서 Assez vivement의 템포

로 돌아오도록 해석한 반면, 채트론은 Assez vivement - P iù tranquillo

와는 또다른 템포로(♩ = 84) 연주하여 두 연주자의 템포 해석에 차이가

있다.

이 구간의 연주 소요 시간을 측정하면 다음의 [그림 Ⅴ-4]과 같

이 나타난다. 이 자료를 통해 두 음원에서 Assez vivement - P iù

마디

세숀 채트론

총 소요

시간
메트로놈

총 소요

시간
메트로놈

67-78,

Assez

vivement

약 17.45초 96 약 17.58초 96

79-94,

P iù tranquillo
약 25.73초 72 약 26.54초 72

95-106,

Tempo
약 17.37초 96 약 19.46초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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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lo 부분은 1초 내의 미세한 차이이며 두 연주자 모두 중간의 P iù

tranquillo를 여유로운 템포로 연주한다는 것, 그리고 Tempo 부분에서

약 2초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연속적 변주는 화자가 고통과 환청에 시달리는 부분으

로, 템포 지시어는 Agitato - Meno vivo - Sempre più agitato -

Tempo sempre più agitato - P iù agitato sempre로 나타난다.

아래의 [표 Ⅴ-5]에서 두 연주자의 템포 해석 차이를 볼 수 있

다. 세숀은 첫 구간의 Agitato를 ♩=132로 설정하여 지시어에 따라 템포

를 바꾼 반면, 채트론은 마디 280-291의 테마 부분에서 세숀과 동일하게

132로 연주하되 마디 296의 Sempre più agitato에서 132로 돌아오지 않

고 120을 유지하고, 마디 320에서 P iù agitato sempre를 Agitato의 박자

로 돌아와 연주한다.

[그림 Ⅴ-4] 연속적 변주 1의 연주 시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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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마디 280-345에 대한 두 연주자의 템포 비교

후반부의 연속적 변주 부분 역시 첫 번째 연속적 변주 부분과

같이 분석해보았을 때 다음의 [그림 Ⅴ-5]와 같이 나타난다. 앞의 [표 Ⅴ

-5]에서 나타나듯 후반부의 변주 구간으로 갈수록 두 연주자의 템포 차

이로 인해 시간 차이 역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

세숀 채트론

총 소요

시간
메트로놈

총 소요

시간
메트로놈

280-291

Agitato
약 14.66초 132 약 16.13초 132

292-295

Meno vivo
약 5.63초 120 약 6.59초 120

296-305

Sempre più

agitato

약 11.78초 132 약 14.78초 120

306-319

Tempo sempre

più agitato

약 17.28초 132 약 21.57초 120

320-345(26마디)

P iù agitato

sempre, Vivo

약 31.55초 144 약 39.55초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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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섹션 A´]의 마디 199-202

‘새벽 4시 종소리’를 상징하는 마디 199-202 P lus lent은 세숀과

채트론의 템포 차이가 거의 2배로 나타나 채트론이 이 부분을 훨씬 느린

템포로 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P lus lent와 rit.에 대한

채트론의 음악적 표현에 의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세숀은 rit.도 거의 하

지 않고 4번의 옥타브가 유려하게 흐르도록 하나의 프레이즈로 표현한

다. 채트론은 상대적으로 느린 템포로 시작할 뿐 아니라 점점 더 느려지

도록 하여 이 부분의 표제성을 더욱 강조하고, 악보의 지시에 더 충실하

게 연주한다.

[그림 Ⅴ-5] 연속적 변주 2의 시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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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Ⅴ-4] 마디 199-202 : 세숀과 채트론의 연주 해석 비교

5.1.2 섹션별 다이내믹 비교

5.1.2에서는 섹션별로 두 음원의 다이내믹 표현에서 나타나는 연

주 해석 차이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1) [섹션 A](마디 1-66)

두 음원에서 [섹션 A]의 다이내믹은 대부분 유사한 흐름을 보이

지만 아래의 [그림 Ⅴ-6]에서 마지막(마디 66) 지점을 보면 다이내믹이

큰 차이를 보이도록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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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5.1.1에서 설명했던 이 부분은 한 페이지에 달하는 카덴차

로, 마디 66의 시작에서 pp의 다이내믹으로 표기된 것 외에는 다이내믹

표기가 없다. 이 부분의 멜로디 스펙트로그램(아래 [그림 Ⅴ-7])을 보면

세숀은 아주 여린 다이내믹을(pp) 유지하여 연주하므로 스펙트로그램의

음들이 대부분 옅은 초록색으로 분포하는 반면, 채트론은 비교적 큰 다

[그림 Ⅴ-6] [섹션 A]의 다이내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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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믹에서 연주하고, 후반부의 상행 글리산도에서 크레셴도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연주자의 연주 방식에서 원인을 찾

을 수 있다. 세숀은 연속적인 음들의 반음계적 흐름을 중요시한다면 채

트론은 연속적인 음들이 모두 하나하나 또렷하게 발음하듯 연주하고 있

으며, 위에서 언급한 상행 글리산도에서 역시 세숀은 글리산도 내에서

별다른 다이내믹 변화 없이 일정하게 여린 다이내믹으로 연주하고, 채트

론은 크레셴도하며 다이내믹으로 인한 효과를 강조하여 연주하기 때문에

이 구간의 다이내믹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세숀은 이 부분의

글리산도를 통해 다음 섹션과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면, 채트론은 이 구

간에서 글리산도를 강조하여 다음 섹션과 프레이징을 완전히 구분하고

극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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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템포와 다이내믹의 측면에서 이 마디 66에서 두 연주자의 해석

차이를 종합하였을 때, 세숀과 채트론은 상당히 다른 해석을 보인다. 세

숀은 악보에 충실하게 일정한 pp의 다이내믹에서 하나의 프레이즈로 간

주하여 반음계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연주였다면, 채트론은 좀 더 또렷한

[그림 Ⅴ-7] 마디 66의 멜로디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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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으로 음들을 강조하며 섹션과 섹션 사이를 이음과 동시에 글리산도

에 크레셴도를 부여하여 극적인 효과를 주는 연주이다.

2) [섹션 B](마디 67-187)

[섹션 B]의 자료 [그림 Ⅴ-8]에서는 두 연주자의 다이내믹 흐름

이 유사하다. 두 연주자 모두 마디 147-148의 화자와 노인의 눈이 마주

치는 부분과 이후 이어지는 살인의 장면(마디 151-178)의 pp에서 ff로 향

하는 다이내믹 표현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소설과의 연관성이 연주에 나

타나게 되어 같은 부분에서 다이내믹의 변화가 일어난다. 연주자들이 이

[악보 Ⅴ-5] 마디 66 : 세숀과 채트론의 연주 해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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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표현을 강조하려 하는 의도와 크레셴도의 양상은 분명하며, 청중

에게는 이로 인한 긴장감이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 Ⅴ-9]의 다이내믹 변화 흐름을 좀 더 세밀하게 살

펴보면 두 연주자의 크레셴도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의 다이내믹 구조는 pp-mf가 초반 12마디, 4마디 간의 크레셴

[그림 Ⅴ-8] [섹션 B]의 다이내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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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거쳐 ff-fff가 후반 12마디를 차지하므로 상대적으로 큰 다이내믹은

후반부의 더 적은 마디에 집중되어 있다. 세숀은 이 부분의 초반, 작은

다이내믹을 좀 더 오래 유지함으로써 후반부에 급격한 크레셴도를 만든

반면, 채트론은 비교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여 단계적으로 크레셴도 하

도록 연주하고 있다. 따라서 두 연주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세숀의 경우

가 보다 악보의 지시에 더 엄격히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채트론의 경우

그보다는 이 부분을 하나의 프레이즈로 연결하여 목적지점까지 연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Ⅴ-9] 마디 151-178 : 세숀과 채트론의 다이내믹 흐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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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Ⅴ-6] 마디 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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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섹션 A´](마디 179-253)

아래의 자료는 [섹션 A´]의 전체 다이내믹을 나타낸 것이다. 자

료에 표시된 것과 같이 마디 183-198과 [섹션 A´]와 [섹션 B]의 연결지

점의 다이내믹 표현에서 두 연주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Ⅴ-10] [섹션 A´]의 다이내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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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83-198은 화자가 노인의 시체를 처리하는 부분으로 해석

하였으며, vivement은 pp와 leggierissimo로 지시되어 아주 여린 다이내

믹에서 아주 가벼운 분위기로 동기 2+1을 연주하도록 되어 있다, 세숀은

이 부분에서 채트론에 비해 훨씬 더 여린 다이내믹으로 연주하여 아래의

[그림 Ⅴ-11]과 같이 다이내믹 강도에 대한 색이 훨씬 흐리게 나타난다.

또한 마디 191-192의 반음계 상·하행에서는 여린 다이내믹에서 급격하게

커졌다가 다시 급격하게 작아지도록 크레셴도와 디크레셴도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숀이 leggierissimo의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 다이내믹을 더욱 줄여 연주한 것으로 보이며, 악보의 표기에 아주

충실한 연주를 보여준다. 채트론은 세숀에 비해 상당히 강한 다이내믹에

서 명확한 음정이 들리도록 연주하고 있으며, 템포 역시 세숀보다는 다

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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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마디 183-198 : 세숀과 채트론의 멜로디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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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섹션 A´]와 [종결부]의 연결(마디 253-254)

[섹션 A´]의 끝에서 [종결부]로 연결되는 마디 253-255는 ff로

시작되는 카덴차인 마디 253의 후반에는 pp와 Calmato 지시어가 나타나

며 마디 254에서 다시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가 제시된다. 동기 4가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을 화자의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이 불편감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 부분에서 두 연주자는 연주 해석에

차이를 보인다. 세숀은 여린 다이내믹 지시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는 반

면 채트론은 비교적 강한 다이내믹을 유지하며 심장 소리 동기와 이어지

도록 한다. 이 부분에서 세숀은 악보에 기보된 지시어에 최대한 충실하

게 연주하는 반면, 채트론은 Calmato 부분에 나오는 동기 1과 그 후 다

음 섹션으로 연결하는 동기 4를 강한 다이내믹으로 연주하여 강조함으로

써 소설의 내용을 반영하는 표제적 해석에 더욱 무게를 두었기 때문인

[악보 Ⅴ-7] 마디 183- : 세숀과 채트론의 연주 해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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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그림 Ⅴ-12] [섹션 A´]-[종결부] 세숀의 다이내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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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3] [섹션 A´]-[종결부] 채트론의 다이내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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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소설과 연관된 연주 해석적 측면이 드러난 부분160)

1) 마디 1-2

마디 1은 <환상적 발라드>의 전체 분위기와 동기 1(노인의 눈)

을 제시하고, 마디 2의 동기 2(‘나’)로 이어져 곡의 시작에서 주요 동기,

즉 주요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해석하였다. 이 부분의 연주 해석에

대하여 두 연주자는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분석하기 위해 아

래 [악보 Ⅴ-9]과 같이 4분음표 음가와 비슷하게 분할한 제 1박-제 19박

을 표기하고 이대로 [그림 Ⅴ-14]과 같이 연주 소요 시간을 각 박 별로

나타내었다.

160) 산드린 채트론은 필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고자질하는 심장』의 내용을 염두하

고 연주하였음을 밝혔다.

[악보 Ⅴ-8] 마디 253-255 : 세숀과 채트론의 연주 해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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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4] 마디 1 제1박-제19박의 시간 측정

[악보 Ⅴ-9] 마디 1 : 세숀과 채트론의 연주 해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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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은 연주자의 자유로운 해석이 첨가된 부분으로, 페르마타가 없는

박에서도 박이 대체로 아주 일정하지는 않아 그래프의 선이 상당히 물결

치듯 나타난다. 대체로 세숀이 채트론보다 빠른 템포로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두 연주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은 8박이다. 이 부

분에서 채트론은 앞뒤의 박에 비해 눈에 띄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주한다. 이는 채트론이 이 박 내에서 동기 1의 리듬을 강조하기 위한

연주 해석으로 판단된다.

아래 마디 1의 다이내믹 자료인 [그림 Ⅴ-15]을 보면 자료에 표

시된 것과 같이 제4박의 프레 드 라 타블르 화음의 셈여림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화음은 세숀의 자료에서 훨씬 강조된 것

으로 보이는데 이는 두 연주자의 프레이즈 해석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숀의 연주에서 이 화음의 셈여림은 성부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세숀은 제1박의 베이스음 이후 두 번째 베이스음인 이 화음을

강조하여 연주함으로써 상성부와 하성부를 분리하고 있고, 이렇게 연주

함으로써 증6화음이 갖는 불협화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트론의 경우 제1박의 상행 아르페지오부분에서 급격한 크레셴도를 통

해 제2박의 음형, 즉 동기 1로 향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제4박의 프

레 드 라 타블르 화음을 여리게 연주함으로써 동기 1이 반복되는 제 5박

으로의 연결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세숀에 비해 수평적인 선율의 연결과

동기의 강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연주자는 각자의 방

식에서 이 화음이 갖는 특징을 강조하려하는 해석을 보여준다.

En précipitant 상행 아르페지오 부분의 크레셴도에서 세숀에

비해 채트론의 연주에서 훨씬 과장된 것이 발견되는데, 채트론은 이 아

르페지오의 셈여림을 제1박의 아르페지오의 것과 거의 동일하게 설정하

였다. 세숀이 이 부분의 셈여림을 직전의 다이내믹과 연결하여 그대로

마디 2부터 시작되는 동기 2로 진입한 것과 반대로, 채트론은 이 아르페

지오와 동기 2가 극적인 대비를 갖도록 만듦으로써 두 부분의 상반된 분

위기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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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5] 마디 1의 다이내믹 변화161)

마디 2는 마디 1의 후반부 아르페지오의 마지막 음 B♭5로 시

작하여 곧바로 동기 2로 이어진다. 두 연주자는 아래의 [그림 Ⅴ-16])에

서 볼 수 있듯이 마디 2의 첫 박을 연결하거나 분리하여 다르게 연주하

고 있다. 먼저 세숀은 마디 2의 첫 음인 B♭5와 바로 다음 음이자 동기

2의 시작음인 B♭3을 박절적으로 연주하여 두 마디를 이어 연주한다. 이

는 B♭5가 속해있는 바로 직전의 ‘En precipitant’부분에 나타나는 아르

페지오 음형을 마디 2부터 시작되는 동기 2에 부속된 장식적 꾸밈음 형

태로 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채트론은 세숀과 반대로 마디 2

161) [그림 Ⅴ-15]의 자료는 x축은 헤르츠(Hz), y축은 시간으로 앞서 제시된 멜로디 스

펙트로그램과 동일하며 이 자료에 다이내믹 파형을 결합한 것이다.

[악보 Ⅴ-10] 마디 1-2 : 동기 2의 표현에 대한 세숀과 채트론의 연주 해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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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B♭5와 B♭3 사이에 약간의 텀을 주어 두 음을 분리하여 연주함으로

써 마디 1의 프레이즈를 마디 2의 첫 음까지 연결하고, 동기 2가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Ⅴ-16] 마디 2-7의 다이내믹 변화162)

따라서 마디 1-2에서 세숀이 악보에 충실하다면, 채트론은 동기

1(노인의 눈)과 동기 2(‘나’)를 모두 강조하여 표현하여 소설의 맥락을 고

려하는 연주 방식을 보여준다.

2) 마디 107-114

소설 속 노인의 유일한 대사인 “누구냐” 부분에 해당하는 마디

111-114는 음악과 소설이 연관되는 맥락에서의 중요성과 함께 악보에서

도 스타카토, 테누토, 프레 드 라 타블르의 효과에 의해 아티큘레이션 측

면에서도 강조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두 연주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어 연주함을 볼 수 있다.

162) [그림 Ⅴ-16]의 자료는 x축은 헤르츠(Hz), y축은 시간으로 앞서 제시된 멜로디 스

펙트로그램과 동일하며 이 자료에 다이내믹 파형을 결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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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11-114는 앞서 마디 107부터 시작된 Vivo의 템포에 해당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아래의 [그림 Ⅴ-17]을 통해 두 연주자 모두 마

디 109-110에서 악보에 별다른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연주자 모두 동기 1로 표현된 노인의 외침을

음악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래프의 곡선이 두 군데에서 교차

되고 마디 110의 템포가 서로 역전되는 것을 보아 두 연주자 모두 이 부

분에서 템포에 변화를 주되 각기 다른 프레이징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트론은 마디 109-110에 세숀에 비해 2배 이상의 리타르단도

를 한다. 그러므로 채트론은 마디 110을 기점으로 프레이징을 확실히 구

분함으로써 “누구냐” 부분을 독립적으로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세숀의 경우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세숀은 마디 107부터 114까지를

하나의 프레이즈로 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누구냐” 부분인 마

[악보 Ⅴ-11] 마디 107-114 : 세숀과 채트론의 연주 해석 비교



- 214 -

디 111-114의 연주 시간을 가장 길게 하여 이 동기에서 프레이즈의 종

지를 이루어 강조함과 동시에 표제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누구냐” 부분 자체의 표현을 보기 위해 마디 111-114의 다이내

믹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을 때, 두 연주자는 반대의 방식으로 이 부분을

강조한다. 악보에 충실한 경향을 보여주었던 세숀은 이 부분에서는 악보

의 지시와는 반대로 크레셴도하여 동기 1(노인의 눈)을 강조하고 앞서

언급했든 느린 템포로 연주하여 노인의 음성에서 오는 느낌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트론의 경우 악보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점점

디크레셴도하여 연주하였는데, 세숀과 반대의 방법을 취하여 프레이징을

구분하여 이 부분 자체를 강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림 Ⅴ-17] 마디 107-114의 시간 측정



- 215 -

3) 마디 143-148

긴장감의 고조와 화자가 노인의 눈을 보게 되는 부분인 마디

143-148에서 두 연주자는 모두 마디 147에서 f로 지시된 동기 1(노인의

눈)을 강조하여 연주한다. 그러나 마디 143-146과 마디 147의 연결에서,

그리고 마디 148의 글리산도와의 관계에서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

[그림 Ⅴ-18] 마디 111-114 세숀과 채트론의 다이내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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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 Ⅴ-19]에는 마디 143-148의 다이내믹 흐름이 나타

난다. 마디 143-146에서 pp로 이어지는 반음계적 진행과 갑작스러운 마

디 147의 f인 동기 1(노인의 눈)에 대하여 세숀은 subito f로 동기 1이

급작스럽게 들리도록 연주하였는데, 채트론은 마디 146부터 크레셴도 하

여 다이내믹이 동기 1로 연결되도록 연주하였다. 또한 세숀은 마디 148

의 ff인 글리산도 부분을 더 크게 연주하여 악보에 지시된 바와 같이 마

디 148의 끝 부분에 위치한 페르마타를 향한 프레이징을 보여주는 데에

반해 채트론은 악보와 반대로 마디 147의 동기 1(f)을 마디 148의 글리

산도(ff)보다 더 크게 연주하여 프레이즈의 정점이 동기 1로, 글리산도에

서는 마무리 되도록 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 부분에서도 세

숀은 악보의 지시어에 좀 더 충실한 연주를 하고 있으며 채트론의 경우

글리산도를 크게 연주하는 것이 해석적으로나 연주법적으로 더욱 수월함

에도 불구하고 표제적 동기를 강조하여 소설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반영

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Ⅴ-12] 마디 143-148 : 세숀과 채트론의 연주 해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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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9] 마디 143-148 :

세숀과 채트론의 다이내믹 및 멜로디 스펙트로그램163)

4) 마디 175-178

‘노인의 죽음’에 해당하는 마디 173-178의 구간은 Largement

(충분히 넉넉하게)로 느린 템포에서 Marcato로 강조되어 연주하도록 지

시되어 있다. 죽음에 대하여 슬픔을 표하는 애도의 정서보다는 살인 사

건의 결과로서 제시되는 긴장과 스릴에서의 죽음이므로, 이 부분은 ff로

저음역에서 두꺼운 화음으로 제시된다.

163) [그림 Ⅴ-19]의 자료는 x축은 헤르츠(Hz), y축은 시간으로 앞서 제시된 멜로디 스

펙트로그램과 동일하며 이 자료에 다이내믹 파형을 결합한 것이다.

[악보 Ⅴ-13] 마디 173-178 : 세숀과 채트론의 연주 해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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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 Ⅴ-20]은 동기 1(노인의 눈)의 변형이 사용된 마

디 175-178을 단위 박마다 끊어 측정한 것이다.

[그림 Ⅴ-20] 마디 175-178 세숀과 채트론의 템포 비교

두 연주자 모두 마디 175의 첫 번째 박 화음을 충분히 강조하여 연주하

였고 마디 175-176은 조금 빨라졌다가 마디177-178에서 느려진다. 하지

만 두 곡선 그래프가 서로 교차하거나 차이를 보이는 지점을 자세히 살

펴보았을 때, 두 연주자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세숀의 경우, 이 구간의 단위 박 마다의 차이 값이 채트론

에 비해 적게 나타나 네 마디동안의 템포 변화가 비교적 고르다고 할 수

있다. 채트론과 확연히 다른 점은 마디 175의 두 번째 박자에서 빨라진

템포가 마디 178까지 비슷한 양을 유지하여 점점 느려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기 1이 사용된 이 부분의 선율이 점점 느려지게 연주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채트론의 경우 마디 175의 첫 번째 박에서 두 번째 박으로

이동할 때 약 0.5초 이상 빨라지면서 템포를 당겼다가 마디 177-17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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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약 두 배 가량 느려진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루바토의 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디 177의 D♭을 다른 음보다 다소 길게 연주함

으로써 아포지아투라를 더욱 드러나게 하여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연주 해석은 아래의 [그림 Ⅴ-21]의 다이내믹 자료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다이내믹이 감소한다는 점에서는 두 연주자에게서

공통적이지만 세부적인 다이내믹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

분은 별도의 다이내믹 변화가 지시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악보와 함께

비교하여 보면 동기 1의 선율에 마디 176의 B♭3과 마디 178의 D♭3

등, 두 차례의 전타음이 존재하는데, 세숀은 도미넌트 화음에 해당하는

후자의 전타음을 강조하여 해결감이 더욱 크게 느껴지도록 연주하였고

채트론은 i46에 해당하는 전자의 전타음을 강조함으로써 프레이즈의 종

지를 비교적 이른 시점에서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세숀은 이 부분의 선

율 자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처리하여 노인의 죽음이 일종의 완결감을

[그림 Ⅴ-21] 마디 175-178 세숀과 채트론의 다이내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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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도록 하였고 채트론은 선율안에 내재된 동기 1의 원형, 즉 핵심적 음

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네 개의 음이 강조되게 하여 노인 자체를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동기 4 : 마디 149-172, 254-267, 280-339

마디 149를 시작으로, 동기 4(노인의 심장소리)는 세 번에 걸쳐

다른 동기들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각 부분들은 동기 3과 결합되는 마디

149-172, 마디 254-267과 동기 2+1과 결합되는 두 번째 연속적 변주 부

분인 마디 280-339이다. 이 부분들에서 동기 4는 함께 나타나는 다른 동

기들의 템포와 다이내믹, 긴장감의 흐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으므로 동기 4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을 제시하였다.

동기 4가 나타난 세 구간에서 다이내믹의 흐름은 모두 여린 다

이내믹에서 강한 다이내믹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두 연주자가 크레셴도

를 만드는 방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세숀의 경우 보편적으로 여린

다이내믹을 최대한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좀 더 몰아서 센 다이내믹을 향

하는 반면 채트론은 단계적으로 점차 다이내믹을 쌓아가되, 짧은 크레셴

도에서는 세숀보다 훨씬 급격히 강해지는 다이내믹 양상을 보인다. 다음

[그림 Ⅴ-22]은 세숀의 급격한 다이내믹 변화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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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2 마디 149-172

: 세숀과 채트론의 다이내믹 변화 및 멜로디 스펙트로그램164)

마디 254-267 역시 세숀이 채트론보다 작은 음량의 pp를 보여

주며, 채트론이 일정한 상승 곡선으로 다이내믹의 세기를 강화하고 있다

면 세숀은 비교적 후반부에서 급격히 강해지는 다이내믹 양상을 보인다.

164) [그림 Ⅴ-22]의 자료는 x축은 헤르츠(Hz), y축은 시간으로 앞서 제시된 멜로디 스

펙트로그램과 동일하며 이 자료에 다이내믹 파형을 결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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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2+1과 결합된 연속적 변주 구간인 마디 280-339은 변주

구간의 특성상 다이내믹의 변화가 잦지만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에는 다

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강해지는 다이내믹의 흐름을 관찰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고조되는 긴장감과 크레셴도의 흐름이 두 연주자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채트론의 연주에서 나타나는 다이내믹의 변화폭이

세숀에 비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Ⅴ-23] 마디 254-267 : 세숀과 채트론의 다이내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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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1.1과 5.1.2에서 두 연주자의 음원을 분석해본 결과

대체로 세숀은 악보의 지시어에 충실한 경향을 보여주었고, 채트론은 세

숀에 비해 소설의 내용을 고려한 표현과 극적 효과를 위한 해석방향을

포함하고 있었다. 두 하피스트들의 해석 모두에서 필자의 해석과 통하는

바가 있었으며, 이 내용은 다음의 5.2에서 연주 해석 제안과 함께 언급하

[그림 Ⅴ-24] 마디 280-339 : 세숀과 채트론의 다이내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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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5.2 연주자적 해석 제안

앞서 살펴보았듯 <환상적 발라드>에서 ‘분위기’를 나타내는 기

본 요소는 동기이다. 따라서 곡의 전반에서 느껴지는 밀도 높은 긴장과

이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각 동기가 갖는 표제적 의미들의 특징

을 음악적으로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은 <환상적 발라드>를 연주함에 있

어 중요하다. 이 동기들을 통해 각 부분에서 필요한 분위기 그리고 그

분위기의 변화를 표현하여 소설을 음악으로 이야기하기 위하여, Ⅴ장 2

절에서는 Ⅲ장에서 다루었던 소설의 분석 및 음악내적·음악외적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를 토대로 하여, 포의 『고자질하는 심장』의 극적

전개와 긴장감을 최대한 구현해낼 수 있는 연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5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것은 인물 혹은 인물의 감정·심리를 표현하는 부분, 소설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사람 혹은 사물의 소리를 표현하는 부분, 상황 전개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부분, 소설 속 화자의 반복적인 행동과 연관되는 부분, 그리고

그 외 음악 혹은 소설과의 연관성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다.

5.2.1 인물 혹은 인물의 감정·심리와 연관되는 부분

1) 마디 1-15 : 노인의 눈과 화자의 불안한 심리 상태

소설은 화자가 자신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독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음악은 ‘노인의 눈’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기 1로

시작하고 곧 이어서 동기 2(‘나’)가 제시된다. 이에 대해 <환상적 발라

드>가 동기 1을 사용한 카덴차로 시작되는 것은 ‘노인의 눈’이 갖는 강

한 불안감의 분위기를 강조하려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마디 1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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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기 1과 동기 2가 이어서 제시되는 것은 주요 인물에 대한 소개로

생각할 수 있어, 이 두 동기의 원형이 갖는 음악적 특징을 제대로 표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마디 1에서 연주자가 주목해

야 할 것은 불안한 분위기를 주는 증6화음의 특성과 동기 1의 원형을 강

조하는 것이다.

아르페지오들과 동기 1(노인의 눈), 프레 드 라 타블르로 연주되

는 페르마타 코드는 모두 같은 화음 아래에 있다(It.6 + 5♮). 마디 1의

첫 부분에서 뼈대가 되는 음들은 첫 박에 위치한 A1-A2의 옥타브와 동

기 1의 시작음인 E♭5-E♭6의 옥타브, 그리고 동기 1의 마지막 음인

G4-G5의 옥타브이다. 이 세 음은 A-E♭의 감5도, 그리고 A-G의 단7도

로 불협화적인 울림을 가지는데, 특히 상행하는 아르페지오에 의해 강조

되고 있는 A-E♭의 감5도는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A1-A2의

옥타브를 테누토하고 아르페지오를 빠르게 상행하여 동기 1을 정확하고

날카로운 리듬으로 연주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동기 1의 첫 제시 직후

등장하는 페르마타의 코드는 이 코드의 양 옆에 위치한 동기 1의 음형들

과 음색적 대비를 이루도록 프레 드 라 타블르에서 더욱 건조하고 어두

운 음색으로 정체된 분위기를 주도록 연주하여 양 옆의 동기 1이 주는

불안하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악보 Ⅴ-14] 마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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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libitum과 En prècipitant는 상반되는 분위기의 아르페지오로, 전자의

아르페지오는 펼친 화음을 강조하여 차분한 음색과 기보된 음가대로 상

행하여 넓은 음역에 걸친 화음의 울림을 충분히 주고, 후자의 것은 급격

히 크레셴도 하여 빨라지며 재촉하는 뉘앙스로 연주할 것을 권한다. 특

히 En prècipitant의 아르페지오는 마디 2의 동기 2와 바로 이어지는 부

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5.1에서 채트론의 경우 크레셴도를 충분히 표현

하고 동기 2와 프레이징을 구분하여 연주하는데, 필자는 이 연주 해석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러한 연주 방식이 동기 1과 2의 분위기를 더욱 구분

되도록 해주어 소설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눈과 불안한 정신상태의 화자

에 대한 표제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르페지오의 첫 세

음은 저음부의 테누토를 충분히 표현하되 느리게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더욱 급격히 빨라지도록 하여 4분음표로부터 8분음표, 16분음표로 짧아

지는 음가가 하나로 연결되어 동기 2로 향하는 속도감이 드러나도록 한

다. 또한 기보된 바로는 마디 2의 첫 음 직후 바로 B♭3이 연주되어야하

지만, 첫 번째 음 B♭2와 B♭3의 사이에 약간의 시간을 준 후 비교적

작은 다이내믹에서 음색에 변화를 주어 동기 2를 연주하는 것, 즉 화자

가 갖는 불안함의 정서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소설에 나타나는 화자의

특징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악보 Ⅴ-15] 마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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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에 대하여 필자가 제안하는 템포는 메트로놈 기준 ♩

=70-74이다. 이 템포는 Moderato로 지시되었을 뿐 아니라 마디 11 P lus

vite에서 템포가 빨라질 것을 고려해야 하고, 동기 2가 처음 제시되는 부

분이므로 이 동기가 갖는 불안함과 공허함이 드러나도록 표현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안된 것이다. 마디 2-5는 조성이 확립되면서 처음 해결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마디 3에서 iⅳ도 화음이 결국 마디 5의 Ⅴ도 화음

으로 이어지도록 화성의 연결과 방향성을 드러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디 3에서 B♭3-C♭4의 음역 확장을 표현하고, 마디 4-5에 점차 하강

하는 음들이 마디 5의 마지막 화음을 향하도록 연주하여 그 화음에 아고

긱 악센트를 부여하는 방식의 프레이징을 제안한다.

마디 11-15는 소설에서 화자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노인의

눈이 살인의 동기임을 알려주는 부분으로 해석되었으므로 원형의 동기 2

가 갖는 ‘차분한 불안함’이 격앙된 분위기로 변형되는 분위기의 변화를

최대한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의 화음 진행은 ⅰ도 화음에서 Ⅴ

도 화음으로(동기 1, 노인의 눈) 향하며 하나의 프레이즈로 나타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긴장감을 내내 이어갈 필요가 있다. 5.1에서 채트론은 마

디 13의 페르마타를 상당히 길게 유지한 후 상행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는

데 필자는 이 부분에서 페르마타 코드를 템포 내에서 음가대로 연주하고

[악보 Ⅴ-16] 마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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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르페지오가 이어지도록 하여 긴장감을 풀지 않고 더 아첼레란도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긴장감의 흐름은 마디 15까지 이어지도록 하

여 마디 15의 동기 1을 원형에서와 같은 뉘앙스로 연주하도록 한다.

마디 14의 제1박 코드와 마디 15의 제2-3박의 코드는 짧고 강

하게 브레이크 하여 연주하는 것이 아르페지오처럼 굴려서 연주하는 것

보다 분위기에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디 2-5와 마디 11-15(특

히 마디 13-15)는 차분한 분위기, 흥분된 분위기로 음악의 분위기에서

충분히 대조되도록 하여 소설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불안한 기질을 표현

할 수 있다.

마디 15는 음악적으로 단락이 마무리되고 동기 2+1이 제시되게

되는 부분이지만 소설에서 역시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이 구분되는 곳

이다. 그러므로 마디 15의 제5박 쉼표에서는 울림을 확실히 끊어 다음

부분과의 구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음악과 소설의 맥락 모두에서 적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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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디 34-65 : 노인에 대한 화자의 애정

마디 34-64는 동기 1(노인의 눈)을 선율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하

며, 마디 2-15에서와 같이 마디 65의 동기 1의 원형으로 향한다. 이 부

분은 작품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서정적인 구간으로 화자의 노인

[악보 Ⅴ-17] 마디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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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애정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선율의 흐름과 Cantando, dolce의

분위기를 충분히 표현하고, 앞 구간의(마디 16-33 Trés rhythmè) 리듬

적인 부분과는 대조를 이루는 부드러운 음색으로 연주 할 것을 권한다.

마디 34-43은 하이퍼미터가 형성되어 아래 [악보 Ⅴ-18]에 표기

한 방식으로 프레이징하여 연주할 수 있다. 이 프레이징은 마디 43까지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동기 1에 의한 것이다. 이 구간 내에서

첫 번째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마디 40의 제1박 코드를 살짝 브레이크하

여 연주하고 아고긱 악센트로 강조하는 것이 ff 다이내믹과 곡의 전개 상

자연스럽다. 마디 40-41은 마디 42의 동기 1을 향해 하행하지만 디크레

셴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다이내믹으로 연주하여 마디 43의 마

지막 sff와 이어지는 흐름이 좋겠다.

또한 마디 44부터는 동기 1의 또 다른 변형이 등장하며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므로, 43마디 마지막 코드 이후 현의 울림을 잠시 멈춘 후

마디 44에서 다시 프레이즈가 시작되도록 한다.

[악보 Ⅴ-18] 마디 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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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적 발라드>에서 dolce는 단 2회 사용되는데, 마디 44-64는

그 중 첫 번째 구간이며 Ⅲ장에서 이 구간을 소설에서의 “나는 그를 사

랑하고 있었다.”(“I loved him.”)라는 문장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부분

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주로 p의 여리고 부드러운 음색으

로 악보에 표기된 프레이징 표현에 충실한 진행으로 연주하되, 마디 60

부터 다이내믹과 음색이 고조되며 마디 65의 동기 1은 마디 15에서와 같

은 뉘앙스로 이어지도록 하는 흐름을 만들도록 제안한다. 이러한 음악적

흐름은 애정 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인의 눈’ 때문에 살인에 대

한 욕망을 갖는 화자에 대한 감정선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디 15에서와 같은 맥락에서 마디 65의 동기 1을 강조하여야 하므로165)

마디 65에서 동기 1과 증 3화음 연결구 사이의 짧게 숨을 쉬어 텀을 주

어 동기 1을 강조할 수 있다.

165) 결과적으로 ‘노인의 눈’을 향하는 화자의 광기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악보 Ⅴ-19] 마디 44-47,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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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디 121-124 : 노인의 두려운 감정

동기 3(노인의 두려움)의 원형이 제시되는 마디 121-142의 구간

은 마디 121-124 이후 이 동기를 지속적으로 발전 및 전개시켜 나간다.

여기에서 동기 3은 점점 고조되어 다이내믹이 강해졌다가 다시 여린 다

이내믹에서 하모닉스로 음색적 변화를 주어 재현되는데, 이 동기에 표제

성을 가미하여 연주하기 위하여 마디 121-124의 원형에서 불안하고 두

려운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

은 Tristamente e espress., Dolente 등 슬픔을 드러내는 지시어들이 나

타나 노인의 감정과 분명히 연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린 다이내믹에

서 어둡고 깊은 음색으로 연주할 것을 제안한다. 마디 121-124 이후부터

는 음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다양한 프레이즈가 나타나는 등, 더욱 표현

적으로 음악이 전개되므로 마디 121-124에서는 코드들을 세코로 연주하

는 것이 좋겠다. 프레이징과 선율의 표현를 위해 마디 122의 첫 박에 아

고긱 악센트를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왼손에만 테누토가 있지만 이

부분에 어울리는 음색을 위해 오른손도 테누토의 느낌을 갖고 무게를 주

어 울림을 충분히 부여하여 연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악보 Ⅴ-20] 마디 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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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디 203-216 : 새로운 국면에 당도한 화자의 감정과 분위기

필자는 앞선 분석 부분에서 이 부분을 새벽 4시 종이 친 후, 경

찰이 방문하여 화자와 대화를 나누는 부분으로 해석하였다. 경찰의 방문

은 소설에서 화자에게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게 되는 바, 음악적으로 성

부와 조성 측면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변형된다. 따라서 불안하면서도 차

분한 동기 2의 원형, 마디 2-5 그리고 마디 179-182에서와 달리 밝은 분

위기로 음악 역시 전환되도록 연주할 것을 제안한다. 소설에서 화자와

타인의 대화를 동기 2의 성부 증가로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두 성부에 나타나는 동기 2가 양손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할 것을 권

한다. 또한 이 부분에서 화자의 동기는 처음으로 같은 으뜸음조인 장조

로(E♭) 제시되었으며, 지시어 역시 Tranquillo-scherzando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표현하기 위해 밝은 음색으로 연주할 필요가 있다. 이후

마디 212-213의 왼손에서 다시 나타나는 동기 1은 En dehors와 2번 손

가락으로 연주하도록 하여 각 음이 선명해지도록 강조되고 있으므로 동

기 2 중심의 음악에서 동기 1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연주하는 것이 표제

적 의미를 드러내기에 더욱 유리하다. 또한 성부가 시간차를 두고 연주

되므로 수직·수평적인 진행이 보다 입체적으로 들리면서 스타카토의 아

티큘레이션 표현을 정확히 하기 위해 ♩=90 정도의 템포가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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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소설의 특정한 소리를 표현하는 부분

1) 마디 107-114

마디 107-114 vivo는 소설의 시간적 흐름에서 ‘7일’과 ‘8일’에 해

당하는 위치에 있으며 마디 121에서 동기 3(노인의 두려움)이 나타나기

전의 연결구로, 누군가 노인의 방에 침입한 것을 알고 노인이 “누구냐”

라 외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흐르는 긴장감의 표현

과 템포 지시어에 대하여 필자가 추천하는 Vivo의 템포는 메트로놈 기

준 = 92-96이다. 마디 107-110과 마디 111-114의 프레이징 및 음악적

표현에 대하여 5.1의 두 연주자는 서로 다른 해석을 보이는데, 필자는 그

들과 또 다른 해석 방식을 제안하려 한다.

마디 107-114까지 이 구간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구간은 마디 107-109의 제1박까지, 제 2구간은 마디 109의 제3박부

[악보 Ⅴ-21] 마디 203-207,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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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마디 110까지, 제 3구간은 마디 111-114이다. 제 1구간인 107-110은

vivo로 지시되었으므로 앞보다(‘7일 부분’ : 마디 67-106) 빠른 템포에서

프레이징 표현 없이 이어지도록 한다. 마디 109의 첫 박은 마디 내에서

강박이지만 패시지가 끝나는 부분이므로 앞보다 크게 끝나지 않도록 주

의하며 같은 음량으로 끝나도록 한다. 제 1구간과 2구간의 연결에서는

이어지는 3개의 상행 코드 사이의 4분쉼표를 살짝 길게 두어 프레이징을

구분하고, 2구간에서는 3구간과의 프레이징 구분을 할 때 템포는 변화

없이, 단지 다이내믹을 미세하게 디크레셴도 하여 긴장감을 유지한다. 이

부분에서 필자가 상상하는 소설 속 상황은 화자 ‘나’가 조심스럽게 조금

씩 노인의 방 문을 여는 순간이다.

이어지는 3구간의 “누구냐” 부분(마디 111-114)은 노인의 음성

을 연상시키기 위해 테누토를 더욱 과장해서 연주하여 앞부분과 프레 드

라 타블르의 음색 대조가 두드러지도록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마디 111-114에는 주로 긴 음가가 사용되었으며, 프레 드 라

타블르, 실음, 하모닉스 등의 다양한 주법으로 인한 음색 변화가 나타난

다. 이는 마디 115부터 이어지는 ppp의 빠른 아르페지오와 음색이나 템

포, 음형적 측면에서 서로 대비를 이루므로, 마디 111-114에 사용된 음

색적 차이를 최대한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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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디 199-202

마디 199-202는 ‘새벽 4시 종소리’가 표현된 부분이다. 따라서

청중이 시계 종이 댕- 댕- 하고 네 번 울리는 부분을 연상시킬 수 있도

록 옥타브의 울림을 오래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4번 손가락의 B음이 1

번보다 크게 나도록 조절하는 것 역시 이에 도움이 된다. 또한 마디 202

의 끝부분에 rit.가 표기되어있는데, 이보다 더 앞부분에서 이미 점점 느

려지는 템포로 연주하여 강조함으로써 표제적인 의미를 음악에서 더욱

드러낼 필요가 있다.

[악보 Ⅴ-22] 마디 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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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소설의 상황 전개를 표현하기 위한 부분

1) 마디 143-178

이 부분은 <환상적 발라드> 전체에서 소설과 음악의 전개가 가

장 긴밀하게 연결된 구간으로, 2장에서 언급한 연주자 겸 나래이터로서

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화자가 노인의 방에 침입하면서 노인은 두려

움을 느끼고, 두 인물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마디 121-142) 화

자는 등불에 비친 노인의 눈(동기 1)을 보고 광기를 일으키는데, 이 부분

이 마디 143-148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마디 143-146은 이러한 긴장

감을 표현하기 위해 갑자기 아주 빠른 템포로 최대한 루바토 없이 개별

적 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의 반음계적 덩어리로 인식되도록 하며,

마디 147의 동기 1에서 폭발하기 전의 긴장감을 미리 쌓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주하여야 한다.

르니에는 작품 내에 상세한 다이내믹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마디 146에 크레셴도를 표기하지 않은 채 마디 147에서 f를 표

기하였다. 마디 146에서 채트론의 경우 음역이 상승함에 따라 크레셴도

를 하여 동기 1을 잇고 세숀의 경우 크레셴도 없이 subito f로 연주하는

데, 필자는 별다른 크레셴도를 하지 않고 동기 1이 갑자기 크게 연주되

어 큰 다이내믹 대비를 주는 세숀의 해석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악보 Ⅴ-23] 마디 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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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소설에서 역시 ‘나’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노인의 눈을 보고 광

기를 일으키게 되는 상황과 음악에서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반음계적 연

결구 이후 갑작스러운 동기 1의 제시의 전개를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따

라서 마디 147-148은 강한 다이내믹에서 날카로운 음색으로 연주하며

첫 박의 코드는 짧고 강하게 브레이크 하여 연주하고 하강 아르페지오에

서 오른손 1번 손가락에 악센트 이후의 음들도 하강하지만 오히려 크레

셴도가 된다고 생각하여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마디 148의 왼손 E 옥타

브와 이어지도록 한다. 상행 글리산도에서 더 강한 다이내믹으로 고조되

어 F옥타브가 크게 끝난 후 현의 울림을 빨리 막는 방식으로 연주하여

이 부분 자체의 섬뜩하고 강렬한 분위기를 강조할 수 있다.

마디 149-150에서는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가 단독적으로 제

시되는데, 이 하나의 음에 대하여 스타카토, 악센트, Marc.가 지시되어

[악보 Ⅴ-24] 마디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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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3.3에서 이 부분을 소설에서 ‘나’가 노인의 심장 소리를 인식하는

부분(“솜으로 싼 시계 소리”)과 대응되는 것으로 해석 한 바, 이 두 음은

p이지만 밀도 있고 명확한 음색으로 긴장된 소리를 내고, 음가를 정확히

갖도록 현의 울림을 바로 막아 스타카토, 악센트, Marc.의 효과를 강조

하여 연주하여 이 음들이 명확히 청중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를 권

한다.

마디 151-172, Vivement 구간은 살인의 순간과 연관되어 노인

의 두려움(동기 3)이 극에 달하고, 점점 빠르고 급해지는 노인의 심장(동

기 4)은 마디 173의 Largement 구간에 이르러 멈춘다. 이러한 극적 전개

를 고려할 때, 마디 151의 pp부터 마디 171의 fff, tutta forza e marcato

까지 연주자는 다이내믹의 고조를 통해 최대한의 극적 효과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두 연주자는 공통적으로 크레셴도를 연주

하지만 그 시점과 성격을 다르게 연주하고 있다. 세숀은 이 구간의 후반

부에 크레셴도를 급격하게 연주하여 pp로부터의 변화를 세밀하게 이끌

고 간 반면, 채트론은 전체적인 다이내믹이 점층적으로 커지게 연주하여

완만한 크레셴도를 이루도록 한다.

필자는 세숀의 방식이 극적인 효과, 그리고 음량의 폭이 비교적

작은 하프의 특성상 적합한 방식이라 생각된다. 또한 아래 [악보 Ⅴ-26]

의 표기와 같이 마디 168-169에서 충분히 리타르단도를 하여 프레이즈

를 2박까지로 보고 3, 4박부터 상행 코드를 살짝 rubato, 브레이크하여

[악보 Ⅴ-25] 마디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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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70부터 빨라지며 더 커져서 마디 172의 fff와 tutta forza e

marcato로 이어지도록 하였을 때 극적인 효과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구간의 오른손 성부의 동기 3과 왼손 성부의 동기 4는 각

각 주선율과 베이스를 반복하는 반주음형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고자

질하는 심장』과의 맥락에서 곡을 분석하였을 때 이 부분의 동기 3과 4

는 모두 명확히 제시되어 서로 대등한 성부로 연주되어야 한다. 먼저 오

른손에서 동기 3은 1번 손가락으로 연주하게 되는 주선율 외의 다른 잇

단음표들은 주선율 음보다 작게 연주하여 주선율과 화음의 구성음을 구

분하여 연주하여야 한다. 동기 4는 아티큘레이션이 스타카토에서 일반음,

액센트로 변화하고 강박이 비워진 리듬에서 옥타브로 약박을 강조하는

음형으로 변형되어 강조되는데, 이러한 변화 과정과 흐름이 잘 나타나도

록 선명한 음색을 구현하여야 한다. 특히 이 동기는 항상 최저음부에서

4번 손가락으로 연주하게 되므로 현의 아래 부분에서 다음 음을 튕기기

전마다 울림을 통제하여 명확하게 발음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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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껏 고조되며 지속되던 동기 4가 멈추고 제시되는 마디

173-178의 연결구는 ‘노인의 죽음’을 표현하는 연결구이다. 늘어난 템포

에서 저음부의 울림을 적극 활용하는 풍부한 화성음과 함께 동기 1이 강

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갖도록 명확히 발음하여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악보 Ⅴ-26] 마디 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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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는 마디 175부터 제시되는 동기 1을 강조하기 위해 마디 173의 코

드를 굵고 강한 음색으로 아르페지오화하여 연주하고 2분음표 옥타브가

마디 175의 동기 1의 첫 박을 향하도록 미세한 전진감을 주어 연주할 수

있다. 동기 1 이후 나타나는 2개의 아포지아투라에 대하여 5.1의 두 연주

자들은 다른 해석을 보였는데, 필자는 동기 1의 첫 박을 아르페지오화하

여 풍부하게 연주하고, 마디 175-178은 점차 디크레셴도하는 흐름에서

마디 177의 코드인 아포지아투라에 아고긱 악센트를 부여하고 C♭은 더

작아져 종지를 확실히 표현하는 연주 방식을 제안한다.

2) [종결부] : 고통과 환청에 시달리는 화자를 표현하는 부분

종결부는 마디 253 Calmato의 페르마타 이후 동기 4(노인의 심

장 소리)가 제시되며 시작된다. 필자는 이 동기 4가 하모닉스인 페르마

타 이후 현의 울림이 사라져 조용해진 가운데 작지만 명확한 음색으로

연주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연주자는 이 부분 이후로 마디 280부터

지속적으로 연주되는 동기 4에 대하여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과 환청에 괴로워하는 ‘나’의 상황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기 4는 [종결부] 내내 반복되는 동안 동기의 특성상 자연스럽

게 발생하는 박절적 감각보다도 개별적인 성부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악보 Ⅴ-27] 마디 1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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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스타카토와 마르카토의 아티큘레이션을 살려 작은 다이내믹에서도

분명히 구별되도록 강조하여 연주되어야 한다.

동기 4는 [종결부]에서 두 구간에 나타나는데 전자는 마디

254-267, 후자는 마디 280-339이다. 두 구간의 극적 흐름을 고려할 때,

전자를 화자가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작 정도로 간주한다면 마디

280부터 시작되는 후자, 즉 두 번째 연속적 변주부터는 화자의 심리적

고통과 노인의 심장소리 환청이 점점 더 심해져 소동을 일으키고 자백하

며 끝을 맺는 흐름인 것으로 해석된다.

필자는 [종결부]내에서 앞서 처음 제시되었던 동기 4의 존재감

을 다시 상기시켜 노인의 심장소리를 강조하기 위해, 마디 254부터 시작

되는 동기 4를 앞의 페르마타의 울림이 다 사라진 후에 첫 번째 제시되

었던 부분(마디 149-150)에서와 같은 음색, 즉 작고 밀도 있는 소리와

스타카토 및 마르카토의 아티큘레이션으로 연주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마디 254-259에서 스타카토로 나타나는 동기 3을 여린 다

이내믹에서 박절감을 지키며 고요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표현하고, 마

디 260부터 시작되는 선율의 전개에서 고조되는 다이내믹의 흐름을 보이

는 것이 좋겠다. 특히 마디 267에서 디크레셴도하지 않고 마디 268의 ff

와 이어지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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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80-335는 이 곡의 두 번째 연속적 변주 구간으로, 5개의

부분이 템포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템포들은 이 연속적 변주 내에서

‘agitato’를 기준으로 이후의 템포를 어떻게 연주할지 상대적으로 고려하

여 설정할 수 있는데, 위의 두 연주자들은 메트로놈 기준 132를 기준 템

포로 하였다. 이 구간은 이후의 연결을 보아 빠르게 연주되어야할 부분

이므로 agitato를 느린 템포로 설정하는 것은 피해야하며, [종결부]가 살

인을 한 후 환청과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화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

이므로 연주자의 역량에 따라 연주가 가능한 템포를 적절히 분배하되 긴

장이 지속 및 고조되는 흐름을 가져야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5.1.1에서 세숀은 292-295 Meno vivo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을

132로 연주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템포 해석 방식에 동의하는 바,

연주자에게 가능한 한 빠른 박자에서 Meno vivo 외에 다른 부분의 템

포를 유지하며 종결부로 이어지도록 하기를 제안하며, agitato 부분의 경

우 ♩=128-132, Meno vivo에서는 ♩=116-120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

한다. 이 부분에서는 동기 2+1의 선율에 해당하는 음과 다양한 매개변수

[악보 Ⅴ-28] 마디 25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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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고 변형되는 동기 4를 대등하게 인식해야 하고, 각 부분의 템포와

고조되는 다이내믹의 흐름을 표현하며 연주하도록 한다.

마디 280-291은 Agitato, Sotto voce(아주 부드러운 소리로)와

p의 다이내믹으로 지시되어 있다. 연주자는 이 부분에서 손에 약간의 힘

을 주어 전체적인 움직임과 현의 울림을 줄이고, 왼손 옥타브와 오른손

1번 손가락에 의한 동기 2+1 선율에 주력하여 연주하여야 한다. 동기 4

가 계속 뛰는 심장소리와 같이 들리도록 박절감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하

되 오른손의 16분음표들을 더욱 짧고 마지막 박의 왼손 옥타브 음을 향

하도록 연주함으로써 셋잇단음표의 리듬이 더욱 민첩하고 날카롭게 들리

도록 연주해야한다.

[악보 Ⅴ-29] 마디 280-281

마디 292-295는 두 번째 연속적 변주 구간에서 유일하게 Meno

vivo에 Espress.가 표기된 구간으로, 부점 리듬과 두 마디 간격의 프레

이징이 특징적이다. 이 부분에서 연주자는 적절한 루바토와 효율적인

다이내믹 조절, 그리고 부점이 붙은 음에서 손목의 움직임을 통해 조절

하는 풍부한 울림의 음색을 활용함으로써 동기 2+1의 선율이 전개될 때

Espress.의 뉘앙스를 더욱 표현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선율적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 박절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는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를

이 부분에서는 부드럽게 이어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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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96-300에는 동기 1이 선율에 나타나므로 이 동기 1을 기

준으로 하여 악보의 표기와 같이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오른

손의 코드들을 짧지만 부드럽게 브레이크 하여 sotto voce의 분위기에서

동기 1이 제시되도록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마디 296에서 305의

구간에서는 동기의 제시와 전개에 따라 음악의 분위기가 약 두 마디에서

네 마디 정도마다 순간적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민첩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음색의 질감과 무게 등으로 다이내믹의 표현과 함께 더

욱 세밀하게 조절되어야 하며 다음의 [악보 Ⅴ-31]에 자세히 표기하였

다.

[악보 Ⅴ-30] 마디 2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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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00-301에서와 같이 마디 306-311은 빠른 템포에서 박절

적이고 강한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한다. 마디 312-319는 동기 1을 소재

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디 296-300과 같이 동기 1과 동기 4가 사용되며

왼손 오른손에서의 연주 방식은 동일하다. 그러나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강한 다이내믹에서 각 음을 정확하고 짧게 발음하여 날카로운 분위기를

줄 것을 제안한다.(코드는 짧고 강하게 브레이크) 이 부분은 하나의 프레

이즈로 간주하여 방향성을 갖고 마디 314를 향하다가 마디 315에서 충분

히 느려져서 마디 316의 코드를 강조하도록 한다. 마디 316-319는 동기

1(노인의 눈)의 원형과 같은 증6화음에 의한 연결구로, 첫 코드를 아고긱

악센트 뿐 아니라 아르페지오화하여 연주함으로써 동기 1이 다시 제시되

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짧게나마 잠시 상기되는 동기 1은 작품 내에서 유기성을

[악보 Ⅴ-31] 마디 29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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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기도 하지만, 소설과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에도 노인의 시체가 있

는 곳 바로 위에 앉아 죄책감으로 괴로운 화자의 심리와도 연관이 된다.

따라서 연속적 변주 내에서 이 동기를 명확히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음악

내에서 상기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첫 코드 이후 살짝 루바

토하는 흐름에서 미끄러지듯 하강하며 작아지며 느려지지 않고 박절감을

그대로 유지하여 긴장감을 끊지 않고 마디 320으로 이어져야 한다.

[악보 Ⅴ-32] 마디 306-311

마디 320-335는 가장 작은 다이내믹부터 가장 강한 다이내믹까

지 하나의 흐름, 그리고 긴장감을 가장 많이 끌어올리는 부분으로 표현

하여 고통과 환청에 시달리던 화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백하는

흐름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마디 320부터는 이전보다 더 불안

하고 동요하는 분위기로 긴장감과 전진하는 느낌을 내내 유지 및 고조시

키도록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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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에서 ff정도까지 다이내믹이 강해져야하므로, 연주자는 다이내

믹의 고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마디 320을 최대한 작게 시작할

것을 권한다. 작고 민첩한 분위기에서 크레셴도와 함께 점점 강하고 날

카로운 분위기로 가는 흐름을 만들되, 앞부분에서와 같이 동기 2+1과 동

기 4의 선율이 모두 잘 들리도록 연주하여야 한다. 마디 320-327의 오른

손은 동기 2+1 외의 음을 작게 연주하여 빠른 템포와 기민한 움직임으

로 연주를 이어갈 수 있다. 음역에 상승에 의해 크레셴도가 일어나므로

마디 327까지는 연주자가 일부러 더 크레셴도하지는 않고 표기대로 마디

325에서 animato로 빨라지며 연주하다가 마디 328부터 크레셴도와 템포

상승을 급격히 표현하여 극적인 효과를 더할 것을 제안한다.

[악보 Ⅴ-33] 마디 320-321, 328-335

마디 327과 328은 사이에 잠깐 짧은 숨만 쉬고 박절감을 잃지

않은 채 긴장감을 최고조로 이끌고 가야한다. 이 부분의 오른손 코드는

모두 날카롭고 강하게 세코로, 왼손 역시 모두 악센트를 강조하여 가장

강한 다이내믹으로 연주되도록 한다. 이후 마디 333의 2박부터 코드를

점점 브레이크-아르페지오화하여 연주하며 느려져 강한 음량, 음색과 흥

분상태를 유지하여 강한 다이내믹을 계속 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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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o(마디 336-347)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못한 화자가 살인

을 자백하며 끝을 맺는 결말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소설에서

고통을 겪다 못해 죄를 자백해버리는 화자의 심리가 표현되도록 연주해

야 한다. 마디 320부터 쌓아온 긴장감을 잃지 않고 소종결구 끝까지 이

어지도록 하여, 랄렌탄도 했던 마디 335에서 아주 짧은 숨만 쉬고 다시

빠른 템포의 Vivo가 시작되도록 한다. 마디 336부터 2박자계로 바뀌며

[악보 Ⅴ-34] 마디 3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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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의 동기 4가 더 빠르게 제시되므로 박절감과 강한 음색으로 옥타브

의 악센트를 강조하고, 연이어서 반복되는 오른손의 동기 1은 부점 음형

이 민첩하고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악보 Ⅴ-35]의 표기와 같이 16분음표

와 4분음표를 한꺼번에 같이 잡고 튕기는 것을 추천한다. 따라서 마디

336-339는 빠르고 급박한 분위기에서 양손 모두 아주 강하게 음들을 발

음하여 화자의 고통과 같은 심정을 표현할 것을 제안한다. 마디 342의

첫 박까지를 한 프레이즈로 인식하여 연주하고, 마디 342의 제2박부터

급격히 알라르간도한 후 빠른 아르페지오를 통해 다시 박절감을 되찾아

단호하고 강하게 끝을 맺도록 한다. 이때 마디 345의 코드는 세코에 가

까운 브레이크로 강하게 연주하고, 마디 347의 옥타브는 페르마타에 의

해 3배 음가를 연주 후 현을 막도록 한다.

소종결구는 Vivo로 표기되어 있고, 앞부분의 기준 템포인 132보

다는 빠른 템포로 연주될 때 절정의 끝을 더 드러낼 수 있어, ♩=140 정

도의 템포를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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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소설 속 화자의 반복 행동과 연관되는 부분

1) 마디 67-106

마디 67부터 시작되는 ‘7일’의 구간에서 연주자는 거시적으로는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미시적으로는 연속적인 음들의 표현

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부분의 연속적인 16분음표들이 지속

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소설의 ‘7일’에 부합하는 7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진

음악으로, ‘시간’의 측면을 드러내고 매일 밤 같은 방식으로 노인을 염탐

하는 화자의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므

[악보 Ⅴ-35] 마디 33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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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연주자에게 16분음표들을 빠르고 균일하게 연

주하는 기술적 측면이 요구된다.

마디 67-106까지는 Assez vivement - P iü tranquillo - Tempo

등의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Assez vivement와 Tempo 구간

은 leggierisimo가 공통적이며 음색과 리듬, 아티큘레이션 측면에서 유

사하고, 가운데 구간인 P iü tranquillo는 앞뒤의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표

현적(espress.)인 분위기를 가진다. 필자는 이 부분의 템포 구성에 대하

여 세숀과 같이 Assez vivement와 Tempo 구간을 같은 템포로 두고, 중

간의 P iü tranquillo를 차분하고 여유롭게 연주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추

천하는 템포는 Assez vivement가 메트로놈 2분음표 기준 92-96, P iü

tranquillo는 84-88정도이다.

마디 67-78(Assez vivement)은 4장에서 다루었듯, 스타카토와

프레 드 라 타블르 주법이 절묘하게 연주자의 테크닉적 측면을 도와 소

음을 조절하고 빠른 템포의 연주가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작

곡기법 적으로 해결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연주자는 왼손 첫 박마다

등장하는 반음계적 흐름과 동기 2+1의 변형이 선명하게 들리도록 표현

하는 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또한 마디마다 나타나는 반음계적인 4

분음표들은 스타카토도 없을 뿐 아니라 온음표로 표기되어, 작곡가가 이

부분의 울림을 최대한으로 지속하도록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이 부분은 에투페로 연주하고, 반음계적 진행 음들이 선명하게 긴 음

가로 이어지면서 오른손의 아르페지오 음들이 촘촘하고 균일하게 들리도

록 하되 왼손의 음들보다 오른손의 음들의 다이내믹을 더 작게 연주하여

야 한다. 또한 이때 sotto voce를 표현하기 위해 왼손의 동기 2+1이 선

율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마디 75에서는 pp가 다시 나타

나는데, 마디 74가 ‘2일 째’가 시작되는 V도 반종지 부분이므로 여기까지

를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으며 마디 75에서 새로운 프레이즈가 시작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마디 74와 마디 75 사이에서 미세한 시간을

주고 다시 pp로 돌아와 새로운 프레이징이 시작하도록 한다. 마디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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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템포가 변화하고 프레이징이 마무리되면서 전조가 이루어지는 V

도이므로 앞과 같이 프레이징을 위해 잠시 시간을 줄 수 있다.

마디 79(P iù tranquillo)에는 음색적 변화, 성부의 추가, 선율적

요소에서 표현적인 분위기를 위한 요소들이 나타난다. 프레 드 라 타블

르에서 제 위치로 돌아와 음색과 울림이 상대적으로 표현적로 들리게 되

며, 왼손 2, 3, 4박에 스타카토가 아닌 이음줄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연

주자는 레가토와 칸탄도(Cantando)의 분위기를 갖되 여전히 작은 다이

내믹에서 연주하고, 특히 오른손에서 동기 1이 등장하므로 양손이 대등

한 2성부로 명확히 들리도록 연주한다. 이러한 선율적인 구간은 마디

83-86의 구간을 사이에 두고 마디 87-95까지 적용된다.

[악보 Ⅴ-36] 마디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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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Ⅴ-37] 마디 79-80

마디 87-94에서 역시 마디 79-82처럼 왼손의 동기 2+1, 오른손

의 동기 1이 결합되어 나타나 같은 분위기로 연주하도록 한다. 이 부분

은 앞에 비해 다이내믹이 조금 강해지고 오른손의 음형이 8분음표로 변

형되었는데, 표시한 음 외의 음이 부드럽고 약하게 들리도록 하여 동기

1 선율의 프레이징이 선율적으로 들리도록 마디 88의 F♯을 살짝 테누

토, 그리고 크레셴도하여 표현할 것을 권한다.

[악보 Ⅴ-38] 마디 87-88

마디 91-94는 동기 2+1의 음정 관계 일부를 사용하여 전개해나가는데,

왼손에서 강박마다 아고긱 악센트를 부여하여 연주하였을 때 표현이 더

욱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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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Ⅴ-39] 마디 91-92

마디 95-98은 성부가 교차되어 왼손에서 동기 1이, 오른손에서

동기 2+1이 동시에 나타나므로 두 성부가 대등하게 들리도록 연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마디 96, 98에서는 제1, 2박에 이음줄이 사용되고 있어

제1박을 살짝 테누토, 제2박을 디크레셴도로 생각하고 마디 96에서 제3,

4박을 제1, 2박의 에코로 간주하여 연주하는 것이 프레이징이 자연스럽

다.

[악보 Ⅴ-40] 마디 95-98

마디 103-106은 마디 83-86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유사한 반음

계적 움직임을 보이는 구간으로, subito pp의 다이내믹 효과를 주어 연

주한다. 마디 106에서 7일 째의 부분이 마무리되므로 마디 107을 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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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rit.를 할 수 있지만, 필자는 이 부분에서 템포를 늦추지 않고 원래

의 템포 그대로 바로 vivo와 이어지는 것이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긴장

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여 소설의 분위기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

다.

[악보 Ⅴ-41] 마디 95-106

2) 마디 183-198

3장에서 이 부분을 화자가 노인의 시체를 토막 내 처리하는 반

복행동에 연관시킨 바, 연주자는 이 부분에서 rubato나 프레이징 표현

없이 아주 균일하고 가벼운 음색으로 동기 2+1의 선율이 템포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여 ‘음의 연속성’이 나타나도록 연주할 것을 제안한다. 단

지 마디 191-192의 다이내믹 표현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긴장감에 대한 극적 분위기를 더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 필자가 추천하는 템포는 = 88로, Vivement의 빠

른 템포와 음의 연속성,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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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그 외 부분들

1) 마디 217-253 : 주요 동기들의 결합, 동기 1의 강조

마디 217-252는 동기 1, 2, 4가 결합되어 등장하는 구간이다. 앞

선 3장에서 이 구간을 화자와 경찰관이 노인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

에 연관 지어 설명하였던 바, 이 동기들은 각각의 특징을 드러내고 대등

한 성부로 연주되도록 함으로써 표제성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이 구간 내에서도 마디 231-238은 오른손에서 동기 2(

‘나’), 왼손에서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가 함께 등장한다. 화자가 노인

의 심장소리 환청을 듣기 시작하는 전조 증상과 같이, 음악적으로도 잠

시간 노인의 심장소리가 상기되어, 연주자는 이 부분의 동기 4의 박절감

과 변화, 스타카토의 음색을 강조하여 Marcato의 어조를 갖고 연주할 필

[악보 Ⅴ-42] 마디 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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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또한 오른손의 동기 1은 음형을 음색 변형을 통해 변주 및

반복, 고조되는데 4장에서 설명하였듯 주법의 변화로서 다이내믹이 자연

스레 생성되므로 연주자는 음색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도록 한다. 마디

231-234는 두 마디를 단위로 한 프레이징으로 볼 수 있는데, 마디 234

3박의 프레 드 라 타블르, 스타카토가 사용된 두 음의 아티큘레이션을

정확히 발음하여 마디 235부터 시작되는 새 프레이즈와 자연스러운 구분

을 할 수 있다. 마디 235-238은 동기 4의 빈도수가 늘어나고 음역이 상

승하며 자연스레 크레셴도가 이루어지는데, 연주자는 특히 동기 4의 다

이내믹 고조를 더욱 인지하여 더 적극적으로 크레셴도 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주며 마디 239에서 동기 1과 연결할 수 있다.

마디 239-241에서는 여전히 마디 231부터 상기되는 동기 4가

지속되며 오른손에서 동기 1과 결합된다. 이 부분에서는 마디 231부터

이어져온 동기 4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다소 변형되었지만 2박의 4번

[악보 Ⅴ-43] 마디 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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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음에 무게를 주어 연주하여 이 동기 4를 이 부분에서도 여전히

명확히 들리도록 연주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디 242부터는 오른손

은 그대로 동기 1, 왼손이 동기 2를 연주하게 되므로 이러한 동기들의

결합을 인지하여 소설에서 화자와 경찰의 노인에 대한 대화가 섞이듯이

양손의 동기들이, 그리고 결합되는 동기들의 변화가 각각 잘 들리도록

연주하여야 한다.

마디 242에서 왼손의 동기 2가 2번 손가락으로 연주하도록 표기

된 것은 이 부분에서 스타카토를 표현할 때 에투페로 하기엔 음역이 다

소 높아서 2번으로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기 2가 스타카토의

아티큘레이션과 분위기를 갖도록 연주하며 마디 203-에서와 같은 뉘앙

스로 자연스레 돌아가도록 연결한다.

[악보 Ⅴ-44] 마디 239-244

마디 249-252까지 카덴차 전 동기 1과 아르페지오, 글리산도는

음악적으로 상당히 극적인 효과를 주는 부분이다. 그동안 앞에서 서로

결합되어 사용되어온 동기들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의 동기 1을 향한다.

이 부분의 빠르게 상·하행하는 아르페지오와 글리산도, ff에서 옥타브에

액센트가 붙어 강조된 왼손의 동기 1은 음악적 절정의 부분을 만든다.

따라서 오른손 아르페지오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지 않고 마디

249의 제3박, 마디 250의 제1박이 가장 크고 다시 작아지도록 하고,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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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동기 1 옥타브를 아주 강한 다이내믹으로 강조하며 발음하여 연

주한다. 마디 252의 글리산도에서는 [악보 Ⅴ-45]의 표기와 같이 빠르게

오른손 1, 2, 3, 4번을 튕겨 마지막 네 음을 마디 253의 A♮1-2 옥타브

와 연결하였을 때 크레셴도와 음의 연결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마디 253은 마디 1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일부로 재현의 역할을

가지며, 카덴차인 전반부 7박과 Calmato인 후반부 8-11박으로 구성된다.

마디 1과 유사하게 연주하되, 작곡가가 카덴차는 ff, Calmato는 pp로 지

시하였듯 다이내믹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주어 연주할 것을 제안한다.

[악보 Ⅴ-45] 마디 24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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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디 66 : 반음계적 음형이 사용된 연결구

마디 66은 [섹션 A]와 [섹션 B]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이 마디

에서 5.1의 두 연주자들은 연주 방식에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세숀의 경

우 전체의 흐름을 중시하여 음의 발음을 leggiero처럼 한다면, 채트론은

좀 더 반음계의 진행이 인식되도록 한 음 한 음을 또렷이 발음하여 연주

하였다. 필자는 이 부분이 카덴차로 지시된 빠른 패시지라는 점과 ‘연속

적인 음형의 반복’으로서 갖는 소설과의 연관성을 볼 때 연주자가 6개의

음을 하나로 인식하여 오른손 1번의 반음계 진행이 인식되도록 미세하게

테누토하여 연주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필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프레이

징은 아래 악보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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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Ⅴ-46] 마디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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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o-Trés vite에 대하여, 필자는 두 연주자의 방식을 결합한 방

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Vivo에서는 이어져온 작은 다이내믹을 유지한 채

연속적인 음형을 보여주는 아르페지오를 rubato 없이 연주하고(세숀),

Trés vite의 글리산도에서는 크레셴도 하여 끝난 후 현의 울림을 막아

부분과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주되 글리산도의 효과를 강조하는 방식(채

트론)이다. 이 부분의 글리산도는 크레셴도가 지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곡 전개에서 [섹션 A]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섹션 B]를 잇는 역할을 한

다. 그러나 이 글리산도에 크레셴도를 하는 것은 [섹션 B]의 pp 다이내

믹을 더욱 드러내 줄 수 있고, 섹션을 마무리하는 데에서 극적인 분위기

를 주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악보 Ⅴ-47] 마디 66 Vivo-Trés 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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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고는 <환상적 발라드>의 다각적 접근에 의한 분석과 그에 따

른 해석적 고찰을 목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르니에의 <환상적 발라

드>는 소설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예술 장르 간의 소통을 보여주며, 소설

을 기반으로 음악을 구성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채로운 소재

들을 활용하여 소설을 생생한 음악적 언어로 ‘들려주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본문의 Ⅲ장과 Ⅳ장의 연구를 통해 이 작품에서 소

설을 토대로 한 표제성과 하프에 특화된 주법적 적용, 그리고 작곡 기법

적인 완성도가 음악내적·음악외적으로 작용하여 소설과 음악의 연계성을

이끌어 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V장에서는 이 작품의 주요 표현

기법에 해당하는 상징적 동기의 재현에서 연주 기법을 통일함으로써 각

동기마다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소리의 재현으로 그 시점을 재연하면서

도 맥락에 따라 각 동기가 프레이즈에 동화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연주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써 소설과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는 것을 두 연주자의 연주 분석과 필자의 연주 해석 및 제안을 통해 살

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연주 해석 및 제안을 소설과 음악의 해석을 동시

에 고려함으로써 두 장르간의 유기적 관계점을 짓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표현적 가능성을 넓힐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소설과의 구체적인 연계를 보여주기 위해 르니에는 소설을 구성

하는 요소들과 음악의 동기들을 연관 지어 음악의 전개가 소설의 전개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 곡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주요

동기들로 설명될 수 있다. 소설에서 핵심적 인물인 노인, 그리고 그 노인

의 ‘눈’은 음악에서도 가장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동기 1로 나타나 이 인

물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 확장되어 작품 전체에서 사용된다.

이 동기는 시작 부분의 카덴차로 제시된 이후 이와 유사한 종결구로 끝

맺을 뿐 아니라 각 섹션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또한 또 다른 주요

인물인 ‘화자’를 표현하는 동기 2는 소설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불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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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경찰과의 ‘대화’ 부분에서 성부가 추가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노인의 감정을 보여주는 동기 3은 동기 4(노인의 심장 소리)와 결합되어

살인의 상황에서 심장 소리가 빨라지고 커지는 등, 인물의 심리와 소설

속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악에서도 아티큘레이션과 다이내

믹을 통해 점점 고조되는 양상으로 나타나 소설과 같은 흐름을 보여준

다. 특히 음악적으로 박절적인 특징을 갖는 동기 4는 소설에서 심장 소

리에 대한 묘사가 사용되는 구간과 음악에서 심장 소리 동기를 사용하는

구간의 전개 시점이 일치한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연속적 변주의 형태로

동기 2+1과 결합되어 종결부 내내 고통과 환청에 시달리는 화자를 표현

한다. 이 곡에서는 동기의 의미론적 사용과 함께 상세한 지시어 및 나타

냄 말로 각 부분마다 요구되는 음악적 분위기가 표기되어, 소설과 음악

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하피스트 겸 작곡가로서, 르니에는 <환상적 발라드>에서 하피

스트의 기술적 편의와 음악적 표현을 돕는 방식으로 하프를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들은 절묘하게 연주자의 손과 발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

여 기술적인 어려움을 완화한다. 연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조절하고, 빠른 템포에서 손의 움직임을 편하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주거

나 특수 주법 혹은 아티큘레이션 표현을 통해 다이내믹의 고조를 표현하

는 방식, 페달과 이명동음의 사용은 결과적으로 <환상적 발라드>에 대

한 음악적 표현에 있어 입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환상적 발라드>와

『고자질하는 심장』의 긴밀한 연관성을 연주에 반영하고 연주자로서 해

석적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엠마누엘 세숀과 산드린 채트론의 연주 해

석에 대하여 템포와 다이내믹에 기초한 비교분석과 필자의 해석을 제안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연주자 모두 소설과의 연관성이 나타나

는 부분에서 음악적 혹은 표제적 강조를 하였으나 자세한 연주 방식에서

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세숀이 채트론보다 빠른 템포

에서 악보의 템포 지시어 및 나타냄말에 더 충실한 연주를 하였고, 연속



- 267 -

적인 음들이 이어질 때 섬세하고 균일하게 이어지는 기술적 표현과 유려

한 선율 흐름이 강조되었다. 채트론은 세숀보다는 더 표현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연주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음의 발음이

명확하고 선명하여 아티큘레이션의 표현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채트론은 소설의 내용을 반영한 연주를 하여 이에 따라 때

로는 악보의 지시와는 다르지만 소설에서의 표현을 위한 연주 해석이 나

타나 주목할 만 하였다.

연주자적 해석 제안에서는 표현적 측면에서 <환상적 발라드>가

『고자질하는 심장』을 어떻게 연주해야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점을 가지고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소설의 특정 부분과 연계되

는 부분 혹은 음악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5개 영역으로 분류

하였다. 그것은 인물, 그리고 인물의 심리 상태와 연관되거나 소설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부분들, 소설의 극적 전개

와 음악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구간, 소설 속 화자의 반복적인 행동과

연관되어 연속적인 음들이 나타나는 패시지들이며 각 부분별로 음악의

해석적 표현 가능성과 그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접근을 함께 제안하

였다.

본고에서 <환상적 발라드>를 분석함으로써 이 작품이 단순한

표제성 정도가 아닌 토대가 되는 소설의 이야기를 거의 모두 담고 있는

음악임을 알 수 있었으며, 작품의 음악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을 함

께 고려하는 것이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연주자의 해석적 지평을 넓혀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에

서 시도한 작품에의 다각적 접근을 통해 연주자들이 주체적으로 작품을

수용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적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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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of Ballade 
fantastique d’apres «Le cœur révélateur» d’Edgard 

Poë pour Harpe (1912)
Lee, Jean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Harp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compositional analysis and 
performance interpretations of Ballade fantastique d’apres «Le 
cœur révélateur» d’Edgard Poë pour Harpe (1912) by Henriette 
Renié (1875-1956). The work is a prime example of the harmony 
of literary and fantastical elements exhibited in Renié’s 
compositions; also, as one of her most well-known works, the 
piece reflects her compositional techniques and deep 
understanding of the harp. 
        Renié, a French harpist and composer, is a significant 
figure in the history of the modern harp. Her works combine 
technical insights, rich and diverse tones of the harp, and 
mature compositional techniques, and have been recognized to 
date as essential repertoire in harp literature. In particular, 
Ballade fantastique clearly shows Renié’s interest in literature (in 
this case, Edgar Allen Poe’s short-novel The Tell-tale Hear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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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s for multi faceted interpretation within and beyond the realm 
of music. As such,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literature in Ballade fantastique will be of much significance. 
While other piec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and of comparable, 
length and difficulty have been extensively covered in academic 
dissertations and scholarly articles, academic research on Ballade 
fantastique has been relatively limited, with the exception of an 
interpretation published in The American Harp Journal. 
        In Ballade fantastique, Renié presents the plot of the 
novel using a kind of thematic transformation skill, that is, the 
continuous transformation of specific motives throughout the 
novel. The motives change continuously as Edgar Allan Poe 
presents The Tell-Tale Heart’s characters, emotions and 
circumstances, thereby establishing a sense of organic coherence 
within the work. Along with the programmatic features and 
continuous transformation of motives, Renié’s harp-specific 
techniques are also worth noting. Based on her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harp, Renié allowed performers to focus on 
musical expression and execution in spite of the piece’s high 
level of playing difficulty. This paper analyzes the piece within 
and beyond the realm of music, approaching it from both the 
novel side and the musical-composition side in order for 
performers to find a more ideal interpretation as intended by the 
composer. 
        The thesis is comprised of five sections. First, in Section 
Ⅱ, Renié’s life is reviewed her personal life in general, 
compositional trends, and achievements as a harpist. In order to 
discuss Renié’s place in the history of harp, the section bri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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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s the instrument’s history, technical directions, and the harp 
contents in text on the method that Renié left behind.
        Section Ⅲ examines the story The Tell-Tale Heart and 
the composition Ballade fantastique from various perspectives. It 
begins with a review on the life of the writer Edgar Allan Poe, 
presents a summary of the story, and then analyzes the 
composition in three separate parts. Ballade fantastique is first 
analyzed as a musical piece, examined next for its programmatic 
features, and then approached, and lastly, as a story-based 
musical composition on the basis of the musical analysis and 
Yeung’s interpretation in The American Harp Journal.
        Section Ⅳ studies the harp-specific techniques employed 
by Renié in Ballade fantastique. In addition, it covers basic 
harp-specific techniques to enhance understanding on the 
instrument, and introduces special techniques employed in 
Ballade fantastique.
        Lastly, Section Ⅴ first compares the tempo and 
dynamical sides of performances by Emmanuel Ceysson and 
Sandrine Chatron, and proposes certain directions for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findings within and beyond the 
realm of music, the section describes interpretive perspectives to 
be adopted by performers when delivering the plot in a novel 
through musical performance.
        This paper examines Renié’s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harp, the level of mastery of related musical outcomes, and 
how they are organically related to the composer’s intended 
programmatic scheme. The multi-faceted approach to Ballade 
fantastique is expected to stimulate re-imagining by per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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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by contributing to more diverse musical interpretations.

 
keywords : Henriette Reniè, Harp, Ballade Fantastique, Edgar

Allen Poe, The Tell-Tale Heart

Student Number : 2016-3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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