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시와 가곡* 

홍성군(창원대) 

1. 서정시와 노래 

예술시하면 우리는 대개 ‘개인척이고 주판쩍인 감갱융 칙첩쩍으로 내밀 

하게 토로한 서정시 양식’율 머리에 떠율린다. 그러나 이것온 역사척으로 

매우 최근， 특히 18세기 고전， 낭만주의 이후의 체험시에 바탕한 제한된 

이해이다. 그러한 이해는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시의 기술척인 면율 강조 

하는 현대시의 여러 경향에 비추어 금항 의문시훨 뿔 아니라 18세기 이전 

의 시에 나타나는 사회적， 관습적 륙정))올 고려할 때 결코 어느 시대나 

타당한 것으로 받아툴여지기 곤란한 견해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하면 즉시 그러한 개인척 혹징율 가장 잘 

담고 있는 근대척 서갱시률 뜻하는 것으로 발아툴인다. 그것온 19세기 이 

래 서사문학과 드라마의 영역이 완전히 산문화 되었기 때문이고 무엿보 

다도 아무리 다양한 양식이 나타난다 해도 역시 시의 고유한 성격온 서정 

시에서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서정시Lyrik는 그 어원부터 ‘노래das Lied’ 와 불가훈의 관계 

훌 맺고 있다.2) 그 관계는 현대시처럼 그것올 의도척으로 무시하고 반대 

* 이 글은 1997. 5. 21. 독일학 연구소에서 「독일학 수용율 위한 교육과정 개 
편의 예: 창원대학교 독어독푼학과J 어| 대하여 발제한 후에 그 중 새로운 강 
의의 한 예로서 선정한 것의 강의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쓰인 논문이다. 

1) 18세기 시민계급율 상대로 한 시가 쓰이기 전까지의 얘술시는 “모든 섬세합 
을 즐길 수 있는 식자 (der) Kenner, der jede Feinheit ge띠e뼈1 뼈nn"톨 전제 
로 하고 있고 詩作의 기능은 ”삶의 축제척 성격 die Festlichkeit des Le때1S" 
율 높이는 데에 있었다. Vgl. Wolfgang Kayser, Geschichte des de뼈chen 
Verses, Zehn Vorlesungen für Hörer 허l하 Fak띠때.ten， Bern und München 1뼈， 

S. 43. 
2) 그리스어로 lyrikòs는 ’Lyra연주에 속한’이란 못이다. 따라서 서청시는 근본 
척으로 ‘Lyra 반주로 불리는 노래’라는 의미톨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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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한 당연시된다. 그리하여 서껑시하면 의례히 가장 옴악척인 장 

르 아니면 노래와 가장 가까운 장르로 인식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이러 

한 사실은 서정시와 노래， 서정시와 음악이 원래부터 탤 수 없는 관계에 

있었고 하나의 근원에서 나와서 항상 그 근원에로 되돌아가 다시 합쳐지 

려는 경향올 지니고 있옴윷 말해 주는 것이다. 

2. 민 요 Das Volkslied 

민요는 노래로 불리워질 수 있는 셔정시의 기초로서 보통 그 나라말로 

쓰여진 운문의 진수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소박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민 

요애는 노래와 시가 아직 분화되지 않고 하나로 남아 있다. 민요는 가곡 

과 서정시 양쪽애 모두 공흉된 기원이다. 

독일의 정우 그러한 민요가 가장 성했던 시기는 16세기 경으로 민요는 

그 당시 노래로 훌리워지는 시의 두가지 대표적인 양식 중 하나였다. 그 

때 노래로 불리워지는 시는 크게 나눠 장인가요 Meisterlied와 찬송가 

Kirchenlied 그리고 민요의 두 부류였다. 그 중에서 장인가요와 찬송가는 

도식적인 멜로디의 법칙에 따라 언어의 자연척인 발성과 가락율 무시하 

고 기계적으로 옵절 수에 맞추어 노래하는 양식이었다. 거기에서논 언어 

자체의 옴악성이 외척인 법칙 죽 ‘강약이 규칙척으로 반북되는 

a1temierend’ 법칙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었다. 거기에 비해 민요는 매우 자 

유롭고 탄력척이었다. 그 “민요의 결정척인 특정온: 행 안에서 옴철 수롤 

세지 않고 강세 사이의 간격을 자유롭게 채워넣는다는 것이다. 강세 사이 

에는 하나， 둘 심지어는 세 옴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두 강세가 바 

로 이어서 직접 부딪히기도 한다. 억양 없는 첫 옴절은 있을 수도 있으나 

꼭 있율 필요는 없다. 그 상박(上拍)은 하나， 둘 셋， 심지어는 네 융절까지 

도 될 수 있다. 이것이 민요가 간직한 자유로웅이다n 3) 이는 자연스러운 

노래의 즐거웅이 박자의 도식성의 속박을 자유롭게 풀어놓은 경우인데 

이러한 성격이 민요와 시로 하여금 불가분의 친화성을 갖게 해준다. 

그런데 노래와 시가 아직 미분화된 훤형인 만큼 민요의 시적 표현상의 

3) Wolfgang Kayser, Ges다lichte des deutschen Verses, aaO., 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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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온 초보척이고 투박한 면율 지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중 우선 롤 수 

있는 것은 민요의 이야기방식이다.4) 민요란 원래 어땐 사건 - 일반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들: 사랑， 이별， 슬픔， 비애， 죽옴 퉁 -올 이야기하되 누 

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형식에 담아 노래로 하는 양식이었다. 그리하여 

“민요에는 특정의 請者가 없고 누구나가 거기에다 기분율 맞출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이 중심이 된다".5) 민요에는 ‘자아훌 추구하는 근대척인 나 

das sich selbst suchende rr뻐lerne Ich’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요에 나타나는 ‘영상 das Bild꺼)들은 개인심리척인 발전이나 

심화률 보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체험올 유형화 (버e) Typisierung d않 

Erlebens"한다. “그와 함께 표현양식도 유형화되어 언어의 도식생 

Forrnelhaftigk，밍t 으로 나타난다".7) 이것이 기교에 치우친 심미안에는 졸렬 

4) ‘서정시’의 원형이라고 하면서 서사객 ‘이야기’방식을 거론하면 사리에 맞지 

않는 것처럽 보이지만 실은 민요하면 원래 ‘훔詩 Ballade’훌 뜻했다는.것옳 
상기할 때 민요에다 근대적 서갱시의 주관성을 결부시키는 것이 도리어 새 
로운 사실이다. 실제로 독일문학의 민요에 대한 판심의 시벌이었던 명국외 
Thomas Percy의 민요모융집부터가 다륨아닌 담시모융집이었고 그에 따라 
“혜르더가 민요에 대하여 말할 때도 근본척으로 항상 담시훌 염두에 두고 
있었다."(Vgl. Kayser, Geschichte des deutschen Veπes， a.a.O., S. 94). 그리고 
가장 대표객인 민요모옴집 r소년의 마적 Des Knaben WunderhomJ 에 실 
린 시 중에셔 가장 많온 것도 역시 답시였다. 

5) Kayser, Geschichte des deutschen Verses, aa.O., S. 29. 
6) ‘Das Bild’는 이미 ‘이미지’로 옮겨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미지’ 
라는 말은 또한 우리말 안에서 이미 확고하게 ‘시적 영상’을 대신하는 말로 
자리잡고 있옴에도 이채와서 새삼스럽게 ‘영상 映像’으로 옳기는 것온 매우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륙히 ‘이미지’가 꼭 ‘영상’이 아니라 ‘심상 心
像’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동의 문제는 ‘영상’이란 말마디가 영화의 한 장면 
올 연상시키는 점과 더불어 그 말의 사용을 매우 껄끄럽게 만든다. 그럽에 

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굳이 그 말을 쓴 이유는 무엇보다 ‘이미지’란 말마디 
에 덧불여진 신비화 경향 때문에 ‘이미지’란 말만 해도 거기에는 이미 자연 
스럽게 어떤 묘한 시척 분위기가 감싸고 도는 듯한 느낌율 주는 것을 피하 
기 위해서이다. 시 속의 영상이 제 아무리 아련하고 신비로훈 봄위기에 헛 
는다 할지라도 궁극에 있어서 그것은 다만 ‘마옴에 비친 모습’ 즉 ·시 안에 

들어외 자리잡은 어떤 것’이다. 그것은 모든 시척 분위기툴 자아내는 ‘실체’ 
로서 그것 없는 분위기란 헛것에 그철 뽕이다. 여기에서 ‘영상’이란 역어훌 
사용한 것은 바로 그 말이 척어도 실체의 성격을 잘 부각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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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나 서루륨으로 보일지 모르나 단순， 소박한 서청객 표현의 면에셔는 

그 핵심융 정확혀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요는 그 

런 소박함으로 상황에 상황， 영상애 영상율 이어가며 단순하재 말합 

aussagen 으로써 경향상 근본척으로 서정시와 상치되는 조건객， 부가척， 

접속척 부문장의 구초훌 피하고에 도리어 가장 적컬한 “단순한 병혈 

schlichte p，없taxe"gl 구조훌 장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순한 병혈 구조만 가지고 바로 셔갱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온 대단히 단순한 사고이다. “왜냐하면 서사척인 언어도 병혈객이기에 병 

렬척일수륙 더욱 더 서사척이다라고 꼭 같이 발활 수 있기 때문이다"1Ol 

따라서 민요의 서정시와의 빌첩한 판련성이 완전히 드러나려면 다혼 요 

소가 꼭 덧불여져야 하는데 바로 가장 쉽게 노래로 툴리위질 수 있는 성 

질이 그것이다. 이 ‘가창성 die Sangbarkeit’율 흉하여 민요는 언어의 단순 

한 병렬이 서사척으로 경직되는 모든 종류의 고립 축 재인과 공동체， 상 

황과 상황， 명상파 영상 퉁의 고립율 용해하고 그리하여 서정성율 방해하 

는 시적 자아와 대상， 언어와 대상간의 모든 “대립 Gegenüber"11l과 “간격 

Abstand"12l올 해소한다. 다시 말혜 민요는 표현의 교묘합보다는 단순하게 

후렴 또는 같은 곡조률 반확하는 가운데 큰 줄거용율 얻고 그 줄거용 안 

에서 모든 대립과 간격율 녹여 없앤다. 바로 이러한 주제나 의미에 앞선 

노래의 즐거용， 발전이나 천개보다는 반북에서 오는 민요의 줄거용온 바 

로 모든 시의 율동이 주는 즐거용이기도 하다. 민요가 그 나라말로 쓰여 

진 시에 향상 다합없는 옵악성의 원천으로 남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었 

다. 우리는 그 독일척 실제톨 오늘날까지 그들 학교음악교육의 주요곡목 

으로 남아 있는 라인풍의 다융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Jetzt f，삶19t das schöne Frühjahr an, 

7) Hans ]aeger, Clemens Brentanos Frühlyrik, Dannstadt 1잊꿨， S. 164. 
8) V gJ. Emil Staiger, Grundbegriffe der PC빼k， 4. AufI., München 1978, S. 28. 
9) Ebd., S. 29. 
10) Ebd., S. 30. 
11) Ebd., S. 13. 
12) Ebd., S.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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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alles fängt zu blühen an 
auf glÜner Heid und überall; 
auf glÜner Heid und überalJ. 

Es blühn die Blumen auf dem Feld, 
sie blühen blau. w잉6， rot und gelb, 
so Wle es m밍nem Schatz gefällt; 
so wie es meinem Schatz gefällt. 

Jetzt leg ich mich in glÜnen 때ee， 

da singt das Vöglein auf der Höh, 
weil ich zu meinem Feinsliebchen will; 
weil ich zu meinem Feinsliebchen will. 

Jetzt g따1 ich 디.ber Berg und Tal, 
da hört man schon 버e Nachtigall 
auf glÜner Heid und übtπall; 

auf glÜner Heid und überall. 

Jetzt geh ich in den glÜnen Wald, 
da such ich meinen Aufenthalt. 
W밍1 mir mein Schatz nicht m하lr gef，외lt; 

weil mir mein Schatz nicht mehr gefallt. 

Jetzt f삶19t das schöne Frühjahr an, 
und alles f，삶19t zu blühen an 
auf glÜner Heid und üb앉all; 

auf glÜner Heid und überall.13l 

141 

이 민요에서 우선 드러나는 것은 표현의 단순합이다. 처옴부터 물까지 

문장들은 어떤 복잡한 인과나 결과문을 이루지 않온 채 다만 단순하게 사 

실들을 병렬적으로 진술할 뽕이다. 너무 단순한 나머지 고유한 시적 분위 

13) Mit deutschen Volksliedem durch das Jahr. Liec암않xte mit Anmerkungen und 
Ubungsvorschlägen. (Begleitheft zu den gleichn뼈gen Videos). München 1992, 
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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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자아내는 영상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럽 느껴질 정도이다. 

그리고 내용도 매우 단순하다. 첫 연과 끝 연이 똑같이 반복되면서 온 들 

과 산에 봄이 왔옴을 알리는 가운데 나머지 네 연은 상황의 포인트만을 

짚어서 임을 찾아갔다가 그 임이 싫어져 숲으로 간다는 사실만을 이야기 

하고 있올 뿔이다. 거기에는 어떤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든 

지 혹은 찾아갈 때의 기분은 어떠했고 혜어져 숲올 찾을 때의 기분은 어 

떠했다든지에 대한 썰명이나 암시가 전혀 없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 민 

요는 그 가사률 다만 읽기만 해도 단조롭거나 맥빠진 기분에 젖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일 먼저 병렬적으로 이어지는 진술 Aussage 들이 군더 

더기 하나없이 상황의 핵심 포인트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극적 

긴장을 잘 살려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만일 현대적 시적 기법율 사용 

하여 다른 암시나 상징 따위로 발전시켰다면 사건의 극적 긴장은 오히려 

줄어들고 말았올 것이다. 이것이 민요의 소박한 병렬척 서술이 갖고 있는 

강한 표현적 특정이다. 다른 한편 이런 혹징은 이야기된 상황의 일반성에 

의해 배가(倍加)된다. 여기서 이야기되는 사건은 어느 특정한 ‘나’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누구나가 그 속에 자기톨 집어넣어 자기의 기분으로 동일 

시할 수 있는 공통된 체험의 틀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임을 찾아 

갔다가 어떻게 싫어졌다는 부연젤명 하나 없이도 금새 누구나가 이야기 

되는 상황 속의 일반적인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때도 만일 어떤 상정 

이나 암시가 표현에 따라 붙였다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장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민요의 강한 표현적 특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술의 

소박함을 통해 어떤 기교적인 시 못지 않게 비유척 표현울 달성하기도 한 

다. 2연의 ‘목 내 님의 마옴에 들 듯이 꽃이 피었다’는 비휴는 꽃과 임의 

어느 하나에 기울어 어느 한쪽올 다른 쪽에 예속시키지 않으면서 똑같이 

한결같이 마옴에 흐뭇하다는 것을 썩 잘 표현하고 있고， 3연의 ‘내가 임올 

찾아가기에 새들이 운다’는 인과문의 연결은 새롤 자기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상투적인 장식으로 격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임을 찾아가는 셜레이는 

감정올 어떤 기교적인 표현보다도 적절히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민요 속의 병렬문들을 서정성으로 끌어 올리는 결정적인 요 

소는 다른 무엇보다 노래라는 성격이다. 홈없는 강약격의 율동적인 반복 

은 마치 들과 산을 타박거리며 걷던 걸옴올 날개에 태워 날아 오르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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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준다. 그리고 매 연의 3, 4행에서 반복되는 후렴들은 행과 연의 좀 

더 큰 차원에서 그 비상올 더욱 더 율동적이게 만든다. 바로 이러한 율동 

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단순하게 이어지는 병렬문돌이 시적 조형성을 

갖추고 “강세와 간격들에 행복한 질서 "14)가 부여된다. 그 윷동과 질서 안 

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온갖 슬픔과 버애와 넋두리가 따라 붙올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모든 군더더기를 훌훌 벗어 버리고 봄날의 들과 산으로 

아무 거리낌이나 대립없이 밝고 정쾌하게 날아가 하나가 된다. 이러한 것 

이 민요의 가창성이 갖는 뛰어난 r서정성이고 이 가창성애 의혜 민요는 그 

나라말로 쓰여진 모든 서정시와 옴악의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서정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가 민요에 이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민요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말로 쓰인 운율 중 가장 자 

연스럽게 막힘없이 ‘흐르는 리틈 fließender Rh펴unus’ 15)의 전형올 이룬다. 

독일의 경우 그 리듬은 최대 4개의 강세률 가질 수 있는 짧은 시행으로 

나타난다. “그보다 더 긴 시행온 불가피하게 행간에 단절이 끼어들게 마 

련이고 그리하여 행간의 상웅이 효과척이지 못하고 행의 종결도 그렇게 

뚜렷하지 못하게 된다. 짧은 시행에서는 그 종결이 각운에 의해서 더폭 

힘있게 강조된다. [ ... ] 각운이 금방 되돌아용으로써 강하게 귀에 남는 만 

큼 전체적인 올림이 하나의 강한 표현수단이 되는 것이다.16) 그리고 이 

러한 막힘없는 흐름은 시행 뿐 아니라 연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정우 

가장 부르기 좋은 양식은 4행의 연이다)7) 이 모든 특정을 요약하자면 독 

일어의 민요조 리듬은 한 연이 4행으로 이루어지고 각 행은 3， 4개의 강세 

를 가지며 각운은 행의 끝이 강세 männlich, 약세 W잉blich로 끝나는 것이 

교차되는 교차운 Kreuzreim으로 이루어친다. 그 전형적인 예는 이렇다: 

14) Kayser. Geschichte des deutschen Verses, a.a.O., S. 15. 
15) Vgl. Wolfgang Kayser. Das sprachliche Kunstwerk. Eine Einführung in 버e 

Literaturwissenschaft. 19. Aufl.. Bem 1983. S. 259f. 
16) E벼: . .Bei längeren Zeilen stellen sich unvel1lleidlich Sch띠tte im Innem ein, so 

daß die Korrespondenz nicht so wirksam und das Zeilenende nicht so sinnfällig 
werden kann. Bei den kurzen Zeilen 띠rd es durch den R히m noch kräftig 
unterstrichen. [ ... J Wie der Reim bald wiederkehrt und somit stark ins Ohr 
fällt. so ist der Klang überhaupt ein starker Ausφuckstt허.ger.“ 

17) Vg\. Kayser. Geschichte des deutschen Verses. a.a.o.. S. 66. 



144 

Es war 엄n König in Thule 
Gar treu bis an das Grab 
Dem ster빼nd s잉ne Buhle 
Einen goldenen Becher gab 

홈성궁 

xx ’/xx’/xxx’/x w려blich 

xx ’/xx’/xx ’ männlich 
xx’/xx’/xx ’/x w잉blich 

xxx’/xxx’/xx’ männlich 
(Goethe. Der Käúg in π삐le) 

많용 시인풀온 바로 민요의 이 마르지 않는 융악생의 원천에서 자기 

영감의 샘물융 길어왔다. 톡일문학에서 근대시의 문율 일거얘 활싹 열어 

헛헌 피태의 쩨챈하임외 노래 Sese뻐e빠r Li뼈r가 톡히 그러하다. 청년 

괴테는 슈트라스부르크얘서 혜르더훌 만나 혜르더가 영국의 퍼시 까lomas 

Percy의 담시모옵집과 오시안 Ossian퉁얘 자극율 받아 독자척으로 민요훌륭 

수집하며 쟁립한 민요판율 접함으로써 그때까지 아나크혜온파풍 

An빼reontik의 곰삭은 사교시에 헛어 있헌 자기감수성에 민요의 자연스러 

운 생기톨 한껏 불어넣어 절실한 사랑과 진청울 담온 전혀 새로운 체험시 

률 탄생시킬 수 있었다. 민요훌 접함으로써 “이제 괴태는 젊다는 것이 율 

림으로 울려나게 하는 융율 찾아낸 것이다"， l l!) 민요는 그렇게 해서 고리 

타분한 기교로 활기톨 잃어가는 독일시에 젊융의 활기훌 훌어넣는 원천 

이 되었다.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민요의 이러한 성격에 대한 관심용 다옴 

세대로 더욱 발전， 계송되어 낭만주의차 아힘 폰 아르님 Achim von Arnim 

과 브렌타노Clemens Brentano에 의해서 면찬된 r소년의 마척 Des Kna뼈1 

WunderhomJ 에서 그 창조쩍 수용노력의 최대생파훌 보게 된다. 

이렇게 민요에서 자기 영감의 샘물율 길어 온 것온 비단 문학에만 그 

치지 않는다. 그것은 옴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차르트 이후 브랍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곡가툴도 민요훌 작곡 혹온 편곡합으로써 그툴의 옴 

악적 영감율 더욱 풍요롭게 하였다. 모짜르트외 경우 비혹 본격척인 가곡 

작곡가는 아닐지라도 민요와 중요한 관계훌 맺고 있었다. 그 가장 대표척 

인 예는 그 작품을 마지막으로 그가 비인의 청중으로부터 떠난 〈피아노 

18) Johann WoJfg뼈 Goethe. Werke (Hamburger Ausgabe) , Bd. 1. München 1앓， 

S, 458.: .Jetzt findet Goethe die Töne. um das Jung-Sein 찌m 따ang werden 
zu lassen “ 



폭얼시와 가곡 145 

와 오캐스트라률 위한 콘서트. 작홈번호 'l7번 B장조>(작폼목혹 5$번)이 

다. 모짜르트는 그 곡의 영감율 새봄을 맞이하는 티없는 동심의 민요 

「사랑스러운 오월아 오너라 Komm Jieber M없」 로부터 받고 있다. 그리고 

브랍스는 평생을 민요와 밀접한 판련올 맺고 수집하고 편곡하였다. 생전 

에 자기 손으로 직접 편곡한 민요집울 세 권이나 출간하였고 사후의 유고 

집까지 합치연 총 100편이 넘는 민요훌 남기고 있다. 그는 낭만주의자들 

이 시적 유산의 차원에서 그리했듯이 음악의 차원에서 민요훌 창조척으 

로 재수용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많온 작곡가톨에게 민요는 끊임 

없는 명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민요가 긍정적인 평가률 받을 수는 없다. 민 

요의 가사 중에는 시의 지위에 전혀 이르지 못하고 매우 원시척인 표현의 

반복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굳어진 도식적 표현들이 자체로 어떤 표 

현력율 지니지 못한 채 다만 노래로 불려지기 위한 혜사(賢離)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요률 서정시의 원천으로 본다고 할 때 당연히 이 

런 것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민요 일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부 

분의 민요의 도식적 표현들이 비록 훼사는 아닐지라도 단지 “노래로 불리 

우기 위한 천연자료 Rohmaterial für die V，따onung"19)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이 또한 민요의 이상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가 없다. 실쩨로 혜 

르더가 처옴 민요이론을 정립할 때에도 그의 마옴에 둔 모델온 “고대 히 

브리 시와 밀첩한 친족관계에 있는 시적 장르"20)였지 민중의 속요가 아니 

었다. 그의 주관심은 훼손되지 않온 순수한 영혼이었기에 그 기준애 맞기 

만 하면 중세연가 Minnesang, 파로디 Parodie, 뱅켈쟁어의 연가(演歐) 

Bänke1sang뿔 아니라 호머， 오시안 퉁도 민요로 받아률이고 있었다. 민요 

라는 용어의 사용목척도 단순히 서민 집단의 노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 

라 당시의 ‘호색적이고 타락한 사교시에 대립된 교훈문학’21)이라는 맥락에 

있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시척 수준얘도 미치지 못하는 속요가 

민요의 촉에 끼일 수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비록 혜르더와 같이 

19) Kayser, Geschichte des deutschen Verses, a.a.O., S. 19. 
20)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begründet von Helmut de B∞if und 

Richard Neuwald. Bd. VI, München 1댔5， S. 183. 
21) V gl. Ebd, S.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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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주판척인 정의는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옴악성과 서정성의 원천 

으로서의 민요율 말할 때에도 사정온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민요롤 말할 때에는 ‘소박하고 때묻지 않은 영혼의 순수성’과 

‘통속적인 비속함’의 대립요소가 향상 긴장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그리하 

여 전자 쪽의 건강한 벌전이 있올 때 민요로부터 새로운 생기가 훌러나오 

는 반면에 후자 쪽으로 기울어 그것이 민중주의 이데올로기로 변할 때 천 

박한 집단노래로 퇴화되고 만다. 그 후자의 부정적인 전형이 바로 나찌 

시대의 ‘피와 땅 Blut und Boden’ 이데율로기의 도구로 전락된 노래들이다. 

이는 민요를 시정의 뜨내기들의 노래로 집단화， 유형화함으로써 초래한 

비참한 결과이다. 그것은 사상적으로 반대의 극단에 있는 유물론적 계급 

론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민요의 단순 소박함에서 드러나는 

영혼의 순수성을 간과한 채 민요훌 어느 집단의 소유물로 한정시킴으로 

써 순수성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졸렬합융 그 가치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브람스의 민요 편곡온 이러한 어둠이 그림자롤 드리우기 시작할 무렵에 

아름다운 민요의 전통율 잘 보폰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 

한다. 

3, 예술시와 가곡 

청년 괴태에 의혜 민요가 젊은 활기의 표현수단으로 받아툴여진 후에 

민요조 4행 연의 시는 고전어의 전통 시형식과 나란히 가장 중요한 시형 

식의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률 잡게 되었다. 물론 거기에 이르기까지 순수 

예술시에 어울리지 않는 성격들은 잘 다듬어졌다. 사실 16세기 이전의 민 

요는 노래와 시가 아직 미분화된 혼합상태였기에 다만 노래로 불리기 수 

월하고 즐거운 성격이 전면에 나서서 지배하고 있었다. 그때 노래의 가사 

가 얼마나 시척으로 형상화되었는가는 결정척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개인의 예술창작도 아니고 특별한 사교집단의 시척 감수성올 주고 받는 

매개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냐 이러한 성격은 바로크시대 이래로 

시가 되려면 우선 노래 이전에 완전한 언어규칙 즉 운율론에 잘 들어맞아 

야 한다는 M. Opiα 풍의 시학적 요구와 집단적 합창이 아니라 주관적 자 
아의 독창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적 자기표현 욕구에 더 이상 부합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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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찌 괴테는 민요에 내재된 이러한 시적 부척합성을 깨끗이 불식하 

고 민요조의 4행 연을 완전히 독자적인 양식으로 정립하였다. 특히 그는 

자기 시대 이전의 자유리듬의 시와 아나크레온파문학에 의해 부정되었던 

각운을 시의 필수적인 것으로 되돌려 놓으면서갱) 민요조의 운율을 가장 

매끄럽게 흐르는 리듬의 전형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이 민요조의 훈 

융온 다옴 낭만주의 세대로 이어져 특히 r소년의 마적」 의 큰 반향이 따 

른 이후 아이핸도르프와 하이네에 이르러 완전히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예술시의 이 민요조는 겉으로 그렇게 민중적일지라도 실제는 

철저한 시적 기교와 의식을 담은 ‘예술적 곡조Kunstton’였다.갱) 그 전형적 

인 예는 다른 어디보다 우선 괴태의 「틀장미 HeidenrösleinJ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괴테는 같은 제목의 민요를 따와서 겉으로는 민요의 천진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원래 민요의 마지막 3연의 중 

간 3행: 

올 

Röslein wehrte sich und stach, 
aber er vergaß 없nach 

beim Genuß das Leiden. 

Röslein wehrte sich und stach, 

Half ihr doch kein Weh und Ach, 

Mußt’ es eben leiden. 

으로 살짝 바꿈으로 해서 작폼 전체의 남녀관계에 대한 암시의 맥락에 따 

라 민요의 천친성올 일순간 바로크나 아나크레온풍외 호색적인 관능으로 

변화시켜 놓는다. 따라서 괴테의 「들장미」 률 민요의 천진함으로 읽는 

22) V gl. Kayser, Geschichte 따s deutschen Verses, aa.O., S. Z7ff. 
23) Ebd, S η. 
24) Vgl. Wolfgang Frühwald, Romantische Lyrik im Spannungsfeld von Esoterik 

lInd Offentlichkeit, in: Europäische Romantik 1, hrsg. von Karl Robert 
Mandelkow, Wiesbaden 1982, S. 36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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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야말로 천진한 독해라고 활 수 있다. 이러한 혹징이 외판상 소박한 

민요조 4행 연의 시가 전형척인 예술시가 되게 하는 요인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낭만주의자들의 시도 마찬가지다 r소년의 마척」 부터가 이미 

실제에 있어서는 순수한 민요훌 수집，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시인 

적 자의식과 심미척 감수성이 자기에게 맞는 민요소재롤 새로 재구성한 

“독창적인 낭만척 예술작품 ein romantisches Kunstwerk sui generis"25l이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낭만주의 민요조 4행 연의 섬세한 옳동융 민요와 똑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용 매우 천진한 일면적 독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의 예슐척 자의식파 기교는 어디까지나 시의 내용 

과 영상 그리고 상징애 깊이 감춰져 있는 대신 민요조 4행 연의 뛰어난 

울동과 가창성온 감각척으로 언제나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분에 그 형식 

은 뛰어난 옴악가률이 향상 즐겨 작곡하는 대상이 되었다. 민요와 가장 

가까운 친족관계롤 이룸으로써 민요조의 4행 연온 순수옴악척 감수성에 

제일 먼저 부합할 수 있었떤 것이다. 

이러한 성격용 최초외 본격척인 예술가곡의 작곡가인 베토뺀에서부터 

어느 정도 드러난다. 예술가곡을 최초로 오페라 아리아의 즉흥객인 부산 

물이나 가정옴악이 아닌 피아노 반주가 따른 독립척인 영역으로 끌어 율 

려 낭만주의에로의 가교 역할올 수행한 그의 가곡 중 가곡史상 최초의 連

가곡인 「먼 곳의 연인에게 An die feme GeJiebteJ 톨 비롯하여 유명한 

「그대롤 사량해 Ich Jiebe dichJ r체념 ResignationJ 풍의 곡들옹 모두 비 

록 무명시인들의 시인지라 그 내용이나 표현이 극히 명범할지라도 형식 

만은 민요조 4행 연의 리듬을 잘 살리고 있다. 그러나 그가 가곡에 가장 

잘 맞는 시인으로 여기고 있던 괴테의 시에 부친 곡 중에는 「꽃잎 리본 

올 보내며 Mit einem gemalten BandJ 훌 빼놓고 나머지 「오월의 노래 

MailiedJ , r새로운 사랑， 새로운 삶 Neue Liebe, neues LebenJ , r비애의 

회 열 VVonne der VVeh01utJ 파 그리고 r파우스트」 의 아우어바하의 지하 

주점 Auerbachs Keller에서 부르는 메피스토펠레서의 「벼혹의 노래 

FlohliedJ 둥은 민요의 순수한 형식올 그대로 살린 시률이 아니었다. 이것 

은 그가 기본적으로 끌련 성향이 낭만적인 섬세한 분위기보다는 고전척 

25) E벼" S, 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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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성인 데서 온 결과인데 이런 기질용 그의 가장 대표척인 성풍작으로 

꼽히는 「아렐라이데 AdelaideJ 에서 특히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곡으로부 

터는 민요의 유연합보다는 정얼적인 사랑에 대한 고전적인 장중합이 율 

려나옴다. 

그러나 예술가곡에 따라불는 여러 쭉정툴율 완성한.æJ 슈빼르트얘 오면 

그 양상이 완전히 바뀐다. 가곡의 고전적 조형성이 퇴조하는 대신애 가곡 

의 막힘없는 호홈파 깊온 서정성이 전변에 나서게 된다. 그에 따라 가곡 

의 대본이 되는 시도 민요조의 4행 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슈베르트는 시인 중에서 누구보다 괴태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는 그의 시 

라면 민요 형식이든 발라드 형식이든 유명한 것온 작곡하지 않온 것이 없 

올 정도이다. 그런데 그러한 시롤은 거의 모두가 민요조의 4행시 연이었 

다. 19살 때 자기 친구 폰 슈파운 Joseph von Spaun이 그가 작곡한 노래훌 

피태에게 부철 때에 슈베르트는 이미 유명한 「마왕 Er1königJ 인) 외에 파 

우스트의 그레트헨의 노래에 곡율 부친 「몰레 앞의 그레트뺀 Gretchen 

am SpinnradJ 퉁 24편의 괴테시훌 작곡한 상태였다. 그 이후로도 슈빼르 

트의 괴테시에 대한 사랑은 비록 그에게서 아무런 용답이 없었더라도쟁) 

한결같이 이어졌으며 그 대부분의 시는 민요조 4행 연이었다. 

그런데 슈베르트가 곡올 부철 때에는 「마왕」 이나 「물래 앞외 그래 

트헨」 과 같이 순식간에 써내려간 경우도 있으나 - 이것이 집충척으로 후 

각되어 슈베르트가 순간척 착상율 즉흥척으로 써내려가는 유행으로만 여 

겨지 기도 하였다 r빌헬홈 마이스터」 의 하프너 Hafner의 노래 「고독 

에 빼진자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J 나 미농의 노래 「그리융율 아 

26) V gJ. Franz Schu밟π， Monographie mit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dargestellt von Marcel Schneider, Hamburg 1엇굉， S. 96ff. 

'l7) r마왕 ErlkönÎgJ 에 판해서 보흉 슈베르트가 부친 곡이 마융에 톨지 않아 
서 피테가 아무런 용답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의 비서돌이 폰 슈파품이 
보낸 편지와 원고훌 그에게 전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력한 
해석이다. 괴태는 여든 살이 넘은 l뻐)년 4월 24일에 Wilhelrnine 
Schröder-Devrient이라는 여가수가 「마왕 ErlkönigJ 을 률러 줄 때에야 그 
노래의 가치롤 알아 불 수 있었다. Vgl. Schubeπ， Monographie, a,a,O., S. 
l02ff. 

28) VgJ. Ebd., S.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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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랍만이 Nur wer die Sehnsucht kenntJ 그리고 「물 위의 정랭률의 노 

래 Gesang der Geister über den WassernJ 동의 시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 

까지 개작할 정도로 노력을 집중하기도 하였다쩨 이러한 작곡과정에서 

슈베르트는 단순히 시에다가 음올 갖다 불이는 차원이 아니라 시의 정신 

을 완전한 옴의 차훤으로 숭화시칸다. “어떤 다른 이도 괴테의 시롤 그렇 

게 동퉁한 수준에서 절실하고도 타당하게 옴악으로 옮겨 놓은 사랍은 없 

었다.:~) 그리하여 슈베르트에 의해 시의 혼올 옴의 표현으로 바꿔놓는 

지명이 본격척으로 열리게 되었다. 그는 시 자체에 내재된 운율의 율동을 

조금도 자기 마용대로 뼈손하는 법이 없이 정확히 살리되 거기에 예속되 

지 않고 용의 차원에서 똑같은 정신이 느껴질 수 있도록 작곡하였다. 실 

제로 「마왕 ErlkönigJ 의 어둡고 마력적인 분위기 뽑 아니라 「틀장미」 

의 경쾌한 리듬 r어부 Der Fischer J 의 물결치는 리듬의 유혹 퉁은 언어 

로 표현된 시의 정신율 감각적으로 똑같이 느낄 수 있게 전달해 주는 옴 

이다. 그점에서는 특히 무엇보다 「리다에게 바치는 시 Lida-G때ichteJ 의 

백미인 「달에재 An den MondJ 에다 부친 곡이 뛰어난데 거기에서는 시 

자체의 홈잡을 데 없는 민요조 4행 연의 풍부한 멜로디가 그대로 똑같이 

옴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시나 가곡 공히 풍부한 옴악성율 담보하는 민요조의 4행 

연에 바탕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슈베르트는 이러한 성취에서 한 

걸옴 더 나아가 민요조의 4행 연에서 풀린 자유로운 시들 중에서 깊온 서 

정성올 담용 작품툴， 예컨대 「방랑자의 밤노래 Wand뾰rs NachtliedJ 같 

은 시에다도 곡을 부쳐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짧은 시 안에 내 

재된 엄청난 깊이가 과연 실제 가곡으로 옮겨졌는지 쉽사리 긍정척으로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의 노력이 모험으로 남을 수 있울지는 몰라도 그 

성공은 쉽사리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떼 이는 민요조톨 떠난 가곡이 

독자적인 음의 차원을 여는 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따르는가률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역으로 보면 이는 그러나 민요조의 옴악성의 풍부함올 반 

2}) V gl. Elx\., S. 1ω. 

3)) Ebd., S. 103: .Kein anderer hat 벼e Poesie Goethes so konge띠al， so innig und 
so gültig in Musik gesetzt.“ 

30 Vgl. E뼈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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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는 얼이다. 

민요조 4행 연파 가곡의 이러한 친화성은 괴태의 시 말고 수준이 떨어 

지는 다른 시인들의 작품에 부친 슈베르트의 가곡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 

난다， 그 중에서 대중적인 인지도로 보면 오히려 괴테의 시에 부친 가곡 

보다도 더 광범위한 뭘러 Wilhelm Müller의 시들은 대개가 주제변에서 매 

우 의례척인 낭만적 비애롤 거의 판에 박힌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유명 

한 연가곡의 대본이 된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처녀 Die schöne M디llerinJ 

「겨울여행 WinterreiseJ 의 가사에서 낭만주의 시의 섬세하고 미묘한 아 

름다움이나 세련된 기교는 찾아보기 힘들다. 당시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주제와 모티브들이 개인적인 체험이나 감수성의 바탕없이 다만 수사적 

감상으로 장식되고 있올 뻗이다. 때문에 당시에는 급속히 대중적인 인기 

률 얻고 일부의 작가들， 예컨대 슈바브 Gustav Schwab, 푸케 Friedrich 

Fouqué 그리고 하이네 퉁에 의해서 긍정적인 평가룰 받았을지라도 빌헬 

름 윌러는 시인으로서 이내 사라질 수밖애 없었고 “그의 연작시들은 슈베 

르트가 망각의 양~w.로부터 건져내지 않았다면 금세 기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올 것이다”찌) 그러나 그러한 한계들이 슈베르트에게는 전혀 문 

제까 되지 않았다. 비록 감상성과 자연대상에의 치기어린 감정이입을 다 

분히 내포하고 있더라도 그의 시에 나타나는 낭만객이고 감각적인 영상 

과 모티브는 그 자체로 슈베르트에게 훌륭한 옴악척 동기가 되었다. 그리 

하여 슈베르트의 가콕에 끌려 들어오변 시에서 완전환 생기롤 얻지 못하 

던 모든 자연대상들이 본래의 감각적， 물질적 연관에서 떠나 마치 ”처옴 

부터 순수 음악으로 승화된 듯이 그리고 모든 구체적 의미와 무관하게 음 

악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듯이”쩌) 느껴지게 된다. 이때 가곡의 그러한 

숭화적인 기능올 가능케 한 결정적인 요소가 민요조 4행 연의 형식이었 

다. 비록 낭만주의의 가장 뛰어난 시들의 아름다움에는 이르지 못했더라 

도 그 형식 안에 실려 있었기에 모든 동기와 영상들이 슈베르트의 옴악성 

과 마주치자 이내 아름다훈 노래로 울려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슈 

베르트가 시 속의 억양빠 리듬올 어찌나 정확히 옮겨 놓았는지 마치 원래 

32) Emil Staiger, Musil‘ und Dichtung, Z뼈ch 1986, S. 189. 
33) E벼.， S.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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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속에 들어 있는 선율을 그대로 옳겨놓온 듯한 착각율 느껄 정도이다. 

그러한 느낌이 결코 파장이 아니라는 것온 「져울여행」 중에서 찰 알려 

진 「보리수 DerL피뾰nbaurnj , r톰꿈 F피hlingstraurnj , r손풍금쟁이 악 
사 Der Leiennannj 둥융 보면 한놈에 알 수 있다. 거기에는 피아노 반주도 

중요한 기여률 하는데 반주에는 단순한 보초의 차원이 아니라 노래와 똑 

같이 시로부터 유발된 정신척 옴율 표현하는 상정의 역할이 뿌여된다.쩌) 

이러한 특정은 「겨율여행」 전곡 뿔 아니라 나머지 가곡에서도 공흉적 

으로 확인된다. 시와 노래의 바로 이러한 행북한 일치는 슈빼르트의 “일 

종의 옵악적 혜안”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률 통해 “그의 가곡온 지각된 환 

상을 그대로 표현한 결과처럼 보이게 된다페) 슈베르트는 마치 명법한 

감수성에는 보이지 않게 숨겨진 민요조 4행 연의 옴율 꿰뚫어보고 그것율 

노래로 옳겨놓온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융악척 혜안용 때로는 

시에서 전혀 느끼기 힘든 선율율 꿀어내기도 한다. 그 대표척인 예가 벌 

헬름 뭘러의 시에 곡율 부친 최후의 작품 「바위 위의 목동 Der 페rt auf 

dem Felsenj 이다. 훤래의 시에서는 그야벌로 소재와 모티브 뿔 이렇다 

할 시적 행상화는 거외 찾아훌 수가 없는데 비해 슈빼르트는 거기로부터 

그 어디애서도 만나기 힘든 아롭다운 풀릇과 목소리의 선옳율 이꿀어 내 

어 낭만주의 시의 가장 간절한 동경에 걸맞는 감미로융율 용으로 표현하 

고 있다. 이는 륙히 가사가 된 시가 민요조의 4행 연율 벗어난 3행시의 변 

형으로서 슈빼르트 융과의 어떤 직접척인 연판옳 전해주지 못하는 점올 

감안할 때 옴악척 표현이 일방척으로 시척 표현옳 압도한 예라 할 수 있 

다. 

슈베르트 가곡의 이러한 경지는 뒤이윤 새대의 융악가에재는 항상 넘 

기 힘든 도션이었다. 그리하여 슈베르트 이후얘 새로운 가곡이 가농한가 

라는 의푼이 재기되는 것온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가곡의 발천옹 그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새륨게 이어져 내려갔다. 그것도 슈빼르트와 벌헬 

름 뭘러와 갈이 수준 차이가 뚜렷한 시와 옴악의 만남이 아니라 최고의 

'l1li 
34) Vgl. Franz Schubert, Monographie, a.a.o., S. 99. 
35) ElxI., S. 107: " [Schubeπ besaß) eine Aπ musikalischer Hellsichtigkeit, und 

das Lied scheint 빼 ihm 없s unmittelbare Ergebnis s히ner bewußtgewor뼈nen 

Visi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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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옴악이 만나는 양상으로 벌전해 갔다. 

그 후대 작곡가의 첫 번째가 슈만이다. 그 사이에 「노래의 날개 위에 

Auf Flügeln des GesangesJ 로 유명한 멘델스폰-바르톨디 Felix 

Mendelssohn- Bartholdy가 있지는 해도 그의 가곡은 규모와 비중에 있어 

서 슈빼르트나 슈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슈만은 슈베르트 이후 “새 

로운 선율의 창안자 Erfmder einer neuen Weise"쩌) 로 여 겨 진다. 그는 특히 

시에 대한 뛰어난 감수성올 지녀 “그에게 있어서는 어디에서나， 드러내 

놓고 말하든 아니면 다만 감춰진 목소리이든 간에 시인이 말하고 있다. 

슈만은 하나의 시언이다”꺼)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가 곡 

올 부친 시돌은 슈베르트에게서와 같이 그 수준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모 

두가 한결같이 고른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슈만은 특히 큰 연가곡을 많 

이 작곡했는데 1840년 한해 동안 한 꺼번에 내놓은 것 즉 아이헨도르프의 

여러 시롤 모아 곡을 부친 「노래모옴집 LiederkreisJ , 하이네의 「노래집 

Buch der Lieder J 에 두 번 째로 곡올 부친 - 첫 번째는 이 미 1잃3년에 -

「시인의 사랑 Dichterliebe J 그리고 샤미소 A. v. Ch때usso의 시에 곡율 

부친 「여인의 사랑과 삶 Frauenliebe und -lebenJ 동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케르너 Justinus Kemer의 12개 시 에 부친 가곡올 포함하여 그 해 한 

햇 동안 작곡된 곡은 총 138곡이나 된다.3R) 그런데 그 시들은 한결같이 민 

요조의 4행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그 형식이 그만큼 가창성에 있어 

서 뛰어나다는 것올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좋은 예어다. 실제로 그 형식을 

낭만주의의 전형적인 운율로 공식화한 아이핸도르프와 하이네는 독일시 

중에서 가장 많이 작곡된 시인들이다. 특히 낭만주의 그 자체로 받아률여 

졌던 아이핸도르프의 시는 19세기 후반 약 60여년간 무려 5(0) 곡이 넙게 

작곡훨 정도였다.패) 다만 그의 시의 표면적인 친숙합과 시갱신의 소박한 

36) Staiger: Musik und Dichtung, a.a.O., S. 200. 
37) Ebd., S. al1: "Der Dichter sαicht b히 ihm überall mit, s밍 es eingestandenennaßen, 

sei es auch nur als verborgene Stimme. Robeπ Schumann ist ein Poet.“ 
38) Vg l. Robert Schumann, Monographie, dargestellt von Barbara Meier, Hamburg 

199~. S. 73ff. 
39) Vg l. E. Buse, Die Eichendorff-Rezeption im Kunstlied, Würzburg 1975, S. 9, 

zitiert nach: Wolfgang Frühwald Romantische Lyrik im Spannungsfeld von 
Esoterik und Öffentlichkeit, a.a.O., S. 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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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함은 거의 셜명이 뭘요없올 정도로 자명하게 발아률여져뼈) 명범한 감 

수성용 그 융악척 김이훌 다 느꺼지 못하고 지나철 염려가 많은대 슈만은 

“그 비밀에 친숙한 갱신 ein 찌t seinem Geheimnis vertrauter Geist"씨)으로 

서 그것올 온천히 융악으로 바꿔 놓고 있다. 

낭만적인 시와 가곡의 이러한 친숙한 만남온 그러나 브랍스에게 오면 

완전히 파거의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는 이미 말한 대로 많용 민요훌 

수집 편곡한 외에 여러 시인률의 시에 부친 g여 편의 가곡율 남기고 있 

다. 그러나 그에게 혹유한， 삶과 옵악의 전룡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자의 

식으로 하여 그의 가곡에는 “자체로 겉보기에 명랑한 듯한 작홈 속에 극 

복할 수 없는 비 얘 Die selbst in scheinbar h머teren Stücken unüberwindliche 
M밍anch띠ie"42)가 늘 따라붙어 다녔다. 자연히 그가 대본으로 삼온 시도 

“자신의 실패에서 자신의 시쩍 앵감의 유일한 원천율 찾는”갱) 폴라탠 

August Graf von Pla따1의 시와 같온 총휴가 된다. 브랍스는 그러한 시로 

부터 ·모든 것이 명영 가버렸다’는 비얘씨)가 느껴지는 곡융 꿀어낸다. 그 

애 따라 시와 노래가 행복환 합일율 이루는 민요조의 4행 연도 자연히 복 

잡한 형식으로 혜채된다. 

그 이후 민요조의 4행 연옹 얘술가곡의 주도객인 훈율의 지위를 다시 

는 회북하지 못한다. 비륙 활프 Hugo Wolf어| 의해 외리캐 Ed뻐떠 Mörike 

의 시가 말러 Gustav M빼ler에 의해 휘커트 Fri뼈ich Rückeπ의 시가 그려 

고 슈트라우스 Richard Sσauss에 의해 브렌타노의 시가 새로이 작곡되기 

는 했어도 그것은 낭만척 민요조로의 복귀와는 무판한 일률이었다. 현대 

시가 고천， 낭만주의척 정형으로부터 폼리되어 내척 폼얼의 확잡한 행식 

으로 발천하였듯이 가곡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후고 볼프처럼 “항상 

충실한 해석율 염두에 두고 시인의 발율 벗어나 작곡하는 법이 없다”뼈) 

하더라도 가곡의 이해는 결코 쉽지 않게 되었다. 

때) Vg l. Staiger. Musil‘ und Dichtung, aa.O., S. 219. 
41) E벼， S. 212. 
42) E벼， S. 껑9. 

43) Ebd., S. 241. 
44) E벼 .. S. 242. 
45) Staiger, Grund뺑riffe. aa.O., S.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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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고와 전망 

민요조 4행 연의 해체와 현대척 자의식온 이렇게 서로에게 작용하며 

시대가 갈수록 더 심화되어 시와 노래의 자연스러운 판련율 어렵게 만률 

었다. 현대시의 난해하고 비옴악적인 어투와 표현온 점점 더 가곡화되기 

어려웠고 예술가곡은 그 나륨으로 부르기 쉽고 듣기에 편한 옴악과는 반 

대방향으로 발천해 갔다. 현대시나 현대 예술가곡 공히 자아 밖에 현존하 

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옴을 표현하는 기뽑보다는 자기의 문제 - 사회적 모 

순파 개인 심리의 바닥모률 어두운 심층에 사로잡혀 한없이 그 어두웅 속 

올 들여다 보며 점점 더 그 어두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양상율 보였다. 

이것이 민요에 내재된 양면성 즉 순수 서정성의 원천과 비속한 흥속성의 

두가지 측면 중 전자의 현대적 발전의 귀결이라면 후자는 반대로 그 극단 

에서 감각적이고 표피적인 자극에만 주로 끌려 순간적인 갑각과 감정의 

도취 내지는 마비로 기울고 있다. 그 두가지 상반된 방향의 간극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 둘을 연결시켜 보려는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둘 사이에는 넘기 힘든 깊올 골이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현대애 고천， 낭 

만주의 민요조의 4행 연으로 되둘아가려는 시도는 당연히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옴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적， 옴악척 표현주체인 ‘나’의 문제이지 객 

관적인 아륨다움의 ‘있옴’의 문제는 아니다. 표현주체인 ‘나’의 문제가 해 

결되지 않는 한 분열의 경향은 그대로 계속 발전， 심화될 수 있율 것이다. 

그러나 민요조의 4행 연이 갖고 있는 성격 즉 가장 부르기 쉽고 아홈다움 

성격이 그런 것 때문에 바해거나 약해지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있어 왔다 

는 자체가 이미 개인의 수용 여부를 떠나 그것의 객판척인 실재률 보여주 

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요조 4행 연의 ‘있옴’으로서의 아름다웅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문제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새로이 현대화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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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때 대한 토론 

황융석: 창원대학교 독문과의 새로 개편된 커리률럽에서 ‘독일의 문확와 

옴악’， ‘독일 문화의 이해’， 그리고 ‘용용언어학’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 

는 것 같온데 커리률럽이 앞으로 더 개편될 전망입니까? 

흥생군: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커리률럽 개편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강의 내용은 독일학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갈 계획입 

니다. 

신빼호: 그러연 구체척으로 롤어가서 ‘독일 문화의 이해’훌 담당하는 분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까? 

흥생군: 독일 지역학 Landeskunde에 관심이 크고 이에 대한 지식이 풍부 

한 분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엽의 진행용 독일문학사률 독일의 

문화 및 문화사훌 이해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면 독일문학과 독일 

의 문화사률 서로 접목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정희: 창원대학교 독문파의 커리률렴 개편은 결국 우리나라 교육 개혁 

의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교육 개혁이 현실척으로는 대학별 

로 몇가지 다른 형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률 들어 학부제활 도입하 

여 전공만을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독문과와 같온 학과 단위훌 유지하 

되 복수전공올 인정한다든지 다양한 형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창원대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 

니다. 

흥생군: 저회는 기폰의 학과 단위훌 유지하되 최소 전공이수학점 제도롤 

도입하여 독문과 학생들온 전공을 40학정만 이수하고 제 2 전공을 신 

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저회 학교는 교육 개혁이 최소한 반영 

되는 정도로 개편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따라서 독문과는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충격만율 받으면서， 내척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용할 수 있도 

록 커리률렴을 개편한 것이지요. 

황융석: 독문과 l학년이 이수해야 하는 전공공통과목을 고려하면 독문파 

학생들의 실제 전공 이수학점은 48 학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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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생군: 바뀐 제도로도 독문과 학생률의 질융 유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1 

학년 때 전공학점과는 별도로 ‘독어연습1/2‘， ’초급독어회화 1;잉‘ 퉁 8 학 

점을 수강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임홈빼: 복수전공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만약얘 지금 실시되고 있다 

면 제 2 전공 학생온 수에 제한 없이 받아들여지는지요? 

흥생군: 복수전공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전공학생의 수만큼 받아률일 수 

있는데，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구체척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아직 

은 미지수입니다. 

홈생황: 창원대학교 독훈과의 경우， 졸업생의 진로 상황에 대한 흉계는 

있습니까? 제가 톡히 알고 싶은 것용 졸업생률이 사회애 진훌하여 독 

문과 졸업생으로서의 특성율 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에 판한 것입 

니다. 

흥생군: 한 학년 학생 30 여명 중 독일어훌 잘 해독하거나 독일어 회화률 

잘 할 수 있는 학생은 소수입니다. 이러한 현상온 대학 입학고사가 별 

도로 실시되던 때와는 현저한 차이률 보여주는 것이지요. 천공에 판심 

을 갖는 소수의 학생롤율 제외하고 대다수의 학생률용 2-3 학년 때부 
터 취직 공부률 합니다. 결국 처회 대학의 경우 독문과 줄업생 중에서 

전공을 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의 학생률이 학문으로서 독문학에는 무관심하고， 독문학율 흥해셔 교 

양시민의 자질올 향상시키는 쪽으로 강의가 진행되면 오히려 더 판심 

올 갖는 것 같슐니다. 그래서 커리률럽을 개선할 때 독문학의 전문척인 

지식보다는 독문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양시민의 자질 쪽에 더 

초첨을 맞추었습니다. 

한우근: 그렇다고 해서 꼭 학문으로서의 독문학을 퉁한시해서는 안된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법율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봅니다. 예롤 돌어 동일한 독일어 돼스트률 학생률의 수준애 따라 

다양하게 가르철 수 있는 방법율 모색해보는 것도 생각해활 수 있겠지 

요. 물론 학부에서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부정척일 수도 있긴 하지 

만， 전문적인 것도 학생틀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전문척이고 정확한 지식융 갖고 있을 

때만이 학생툴에게 셜득력있게 셀명할 수 있다는 점이 이훌 뒷받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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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요. 결국 수준별로 다양한 교재률 개발한다든지， 흥미롭고 효파척 

인 연습문채나 연습 프로그램을 개벌하는 퉁의 방법론적인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흥생군: 저도 물론 전문적인 것을 완천히 배제하자는 뜻온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온 가르치는 입장에서조차 불확실할 정도의 

지극히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생산적으로， 그리고 수준별로 다양 

하게 소화시켜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우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공풍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한란: 제 생각으로도 방법론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공 

동작업올 해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온 방법론이 나올려면 학 

푼의 대상파 목표설정이 분명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황윤석: 김한란 선생님의 말씀대로 방볍론 이전에 학문의 대상이 먼저 결 

정되어야 합니다. 문학 일변도의 커리률럽은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학문의 대상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개선의 시발정 또한 구 

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툴테면 셔울대는 원래 ‘지역학’올 시발점으 

로 정하였는데 지난번 지역학에 대한 토론회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이 

제는 ‘문화학’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요. 물론 김누리 션생의 ‘문화학 

으로서의 독일학’ 발표률 톨고 토론훌 더 해보아야 하겠지요. 

신벼호: 개편된 커리률럽을 살펴보면 개편 작업이 학부에만 국한된 것으 

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생군: 저희 대학의 경우， 독문과 대학원이 교육대학원의 톨 안에 놓여 

있기 때문애 엄밀한 의미에서 독문학을 전공하는 대학훤생온 없고 따 

라서 대학원 커리률럽 개편온 있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삼환: 홍선생님째서 ‘독일시와 옴악‘율 맡게 되신다고 틀었는데 어떤 식 

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홍생군: 우선 독일민요나 가곡처럽 가장 잘 알려진 것들율 위주로 수업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롤테면 독일민요률 통해 독일의 전통적인 운율 

올 알려준다거나 시청각실에서 독일가곡을 돌려주면서 독일시의 운율 

올 설명할 계획입니다. 강의 대상이 2학년으로서 아직 독일어 수준이 

충분치 못함올 고려하여 학생돌이 혼자서도 이혜률 시도해 볼 수 있도 

록 미리 독일어 가사와 번역을 나누어주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분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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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따지면 한 학기에 다률 수 있는 갯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잘 알려 

진 것 중에서 적절한 가곡을 선택한다면 문학사적인 핵심내용을 흥미 

롭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베토벤의 r AdelaideJ 같은 

것도 괴테 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슈베르트의 

「노악사 Der LeiermannJ 같은 작품은 가난한 예술가적 폰재를 이해하 

는데 매우 적절할 것입니다. 수강대상은 일단 독문과와 옴대 학생을 염 

두에 두고 있지만 발전 여하에 따라 일반 교양으로 확대할 수도 있으 

리라 생각합니다. 

김한란: 커리활렴 개편을 위한 준비 기칸은 얼마나 걸혔으며， 어떤 모렐 

을 가지고 개정 작업을 하셨습니까? 

흥생군· 저희 학교 전체의 개혁 논의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저회 독문과 커리률럼 개편올 위한 준비기간은 별도로 갖지 못했지만 

현실올 객관객으로 보고 많온 생각과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커리률럽 

개편을 위해서 구채적인 모렐율 셜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단순히 

교육개혁올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라 독문과의 현실파 독문 

파 졸업생의 인력수급올 고려하면서 능동적으로 커리률럼용 개정하려 

고 애썼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기폰 커리률럽을 수정하고 ‘독일의 

문화와 음악’， ‘독일 문화의 이해’， 그리고 ‘용용언어학’ 퉁 몇 개 과목만 

을 추가하는 식으로 개편작업이 일단락나게 되어 아직도 아쉬웅이 남 

아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강의제목온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그 내용을 

채워가는 방향은 문학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독일 문화 전반에 대 

한 흥미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인 

식을 공유했다는 점은 중요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01 재황， 구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