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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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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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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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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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 논문

샤미소의 시『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주제로 한 Loewe와

Schumann의 연가곡 비교 연구

제주 학교 학원

음악학과

이 성 희

2011년 12월



샤미소의 시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주제로 한 Loewe와

Schumann의 연가곡 비교 연구

지도교수 김 정 희

이 성 희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이성희의 음악학 석사학 논문을 인 함

심사 원장 김 정희 (인)

원 박 순방 (인)

원 심 희정 (인)

제주 학교 학원

2011년 12월



AStudyontheAnalysisoftheSongCycleof

LoeweandSchumann:FocusedonChamisso’s

FrauenliebeundLeben

SungheeLee

(SupervisedbyprofessorJeong-HeeKim)

Athesissubmittedinpartialfulfillmentoftherequirementforthedegreeof

MasterofMusic

2011.12..

Thisthesishasbeenexaminedandapproved.

Thesisdirector,Jeong-HeeKim,Prof.ofMusic

Committee, Soon-BangPark,Prof.ofMusic

Committee, Hee-JungSim,Prof.ofMusic

2011.12..

DepartmentofMusic

GRADUATESCHOOL

JEJUNATIONALUNIVERSITY



- i -

목 차

악보목차·······························································································································iii

표목차····································································································································v

국문 록·······························································································································vi

I.서 론································································································································1

1.연구목 ····················································································································1

2.연구방법 ····················································································································2

II.독일 술가곡과 작곡가 ·······························································································3

1.독일 술가곡··············································································································3

2.샤미소··························································································································5

3.칼 뢰베························································································································8

1)뢰베의 생애···········································································································8

2)뢰베의 작품 음악 스타일·······································································10

4.슈만····························································································································12

1)슈만의 생애·········································································································12

2)슈만의 작품 음악 스타일·······································································14

III.뢰베와 슈만의 곡 분석······························································································16

1.제1곡··························································································································17

2.제2곡··························································································································28

3.제3곡··························································································································35

4.제4곡··························································································································44

5.제5곡··························································································································49

6.제6곡··························································································································62

7.제7곡··························································································································71



- ii -

8.제8곡··························································································································79

9.제9곡··························································································································88

IV.결 론···························································································································92

ABSTRACT·······················································································································94

참고문헌 ·····························································································································95



- iii -

악보목차

[악보1]제1곡의 주제선율,1-9마디···············································································19

[악보2]제2주제선율:시의 극 표 ,10-17마디 ·················································20

[악보3]반복되는 시어에 한 새로운 선율의 도입,30-37마디·····························21

[악보4]I,IV V도의 주 화음 사용,1-4마디·························································22

[악보5]반음계 음정사용,5-7마디,21-26마디·······················································23

[악보6]E
b
으로 강조되는 시어들에서의 변화,8,10,24,26마디 ··························24

[악보7]장7도하행과 장6도 하행으로의 시어 강조,12-28마디 ·····························25

[악보8]제2곡의 시작부분,1-4마디···············································································28

[악보9]가사 표 에 따르는 리듬의 변화,17-20마디···············································29

[악보10]감7화음 사용과 음의 도약,25-31마디·························································29

[악보11]여인의 아가페 심리 표 ,49-55마디 ·····················································30

[악보12]장식음 사용으로의 사랑하는 사람표 ,4,8,12,16,31,

35,59,63마디····································································································32

[악보13]반주부의 성악선율 반복,9,17-20,54-56마디··········································33

[악보14]곡의 제시 부분,1-2마디·················································································37

[악보15]1연의 3행 반복과 Fr.6사용,4-10마디·······················································38

[악보16]간주 부분의 뢰베 음악 표 ,10-12,22-24마디 ·································39

[악보17]뢰베의 감탄사 표 으로 극 인 효과,17-20마디·····································40

[악보18]제2번째곡의 후주부,66-71마디·····································································41

[악보19]제3곡의 늘임표로 나뉘는 음악 표 ,16-36마디·······································42

[악보20]슈만이 표 하는 시어의 강조,46-47마디···················································43

[악보21]제4번곡의 주제선율,1-10마디·······································································47

[악보22]템포의 변화와 부속화음의 사용과 정,25-28마디 ·······························48

[악보23]제5번곡의 주 부분,1-8마디·······································································53

[악보24]성악선율을 반복하고 있는 피아노 선,7-10마디·······································54



- iv -

[악보25]4연과 제5연의 정 부분,39,48-52마디····················································55

[악보26]반주부 특별한 트릴의 사용,63마디·····························································56

[악보27]화음의 추가와 피아노 음하행의 강조,74,76,79,81-82마디············57

[악보28]제5번곡의 주제선율,3-6마디·········································································58

[악보29]반주부의 성악라인 뒷받침,14-18마디·························································59

[악보30]곡의 정부분,33-35마디···············································································60

[악보31]조성이동으로 시의 분 기 환,41-42마디 ·············································61

[악보32]제6번곡의 반주부의 주된 선율,1-2마디·····················································65

[악보33]감7화음과 속7화음으로 시의 강조[마디 9-10]···········································66

[악보34]6번곡의 화성 특징,1-9마디 ·····································································67

[악보35]샤미소의 원시 제3연을 신하는 피아노 간주,21-24마디 ···················68

[악보36]후주부의 부속7화음,부감7화음 사용,50-54마디······································69

[악보37]3,4,5,6도 도약으로 시의 분 기를 표 ,2-4마디 ····························73

[악보38]8도 하행으로 여인의 마음 상태 강조,34마디···········································74

[악보39]제 7곡의 템포의 변화,16,18,26,31마디··················································75

[악보40]제6곡과 제7곡의 조성의 연결,제6곡의 후주부 51-52마디,

제7곡의 주부 1마디·······················································································76

[악보41]분산화음에서 집 화성화음으로의 반주변화,26마디·····························77

[악보42]시의 1연의 반복과 후주부,30-41마디·························································78

[악보43]제8곡의 주제선율,3-6마디·············································································81

[악보44]주제선율에 따라 변화하는 종지부,7-10,18-21,29-32마디··················82

[악보45]N6사용,6-7마디,17-18 28-29마디·······················································83

[악보46]반주부의 장면 묘사,10-11,21-22 32-33마디·····································84

[악보47]제 8번곡의 주제선율,1-6마디·······································································85

[악보48]허무감의 표 ,9-11마디·················································································86

[악보49]제9번곡의 I,V화성 심의 주제선율,1-8마디 ·····································91



- v -

표목차

[표 1]제1곡의 특징··········································································································18

[표 2]제2곡의 특징··········································································································27

[표 3]제2곡의 반음계 조성의 변화 ········································································31

[표 4]제3곡의 특징··········································································································36

[표 5]제4곡의 특징··········································································································45

[표 6]제5곡의 특징··········································································································51

[표 7]제6곡의 특징··········································································································64

[표 8]제7곡의 특징··········································································································72

[표 9]제8곡의 특징··········································································································80

[표 10]제9곡의 특징········································································································90



- vi -

국문 록

낭만주의 시 의 독일문학 발달은 음악표 양식과 함께 음악사에 큰 향을

끼쳤다.특히,음악과 시의 결합은 술가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 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 배경 속에서 샤미소의 시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소재로 작곡가 뢰베와 슈만이 작곡한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 다.

샤미소의 시에 곡을 붙인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한 여인의 일생을 그린

것으로 여인이 사랑을 찾고 결혼하며 아기를 출산하고 미망인이 되기까지의 과

정을 그려 놓았다.뢰베와 슈만은 이 시에 서정 인 선율과 함께 선율의 반복이

나 같은 리듬에 변형을 주어 곡을 작곡하 다.이것을 기본으로 반음계 화성과

감7화음,속7화음의 사용함으로써 시의 내용을 표 하고 있다.선율은 간결하고

유사한 리듬의 반복이 자주보이고,형식의 자유로움 속에 음표,셋잇단음표

꾸 음으로 곡의 밝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뢰베는 낮은 음율의 선율 진행으로 곡의 정을 나타내고 있으며,반주형태

를 긴 트 몰로 사용과 함께 분산 형태 화성 형태를 반복하여 아름다운

장면을 표 하고자 하 다.이러한 뢰베의 반주부 형태는 성악선율을 보조하며

방해하지 않고 있다.

슈만은 자신의 연가곡에 있어서 순차 상행도약으로써 곡의 정부분을 표

하 고,곡마다 ritardando를 지시하여 곡의 변화와 함께 시어의 요성을 표

하 다.반주부에 주,간주 후주를 써 넣어 시의 내용을 나타내는 동시에

체 인 곡에 한 통합을 이루기도 하 다.

이러한 두 작곡가의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어느 작품이 더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힘들다.어느 을 기 으로 곡을 비교한다는 것은 참된 비교가

아니기 때문이다.작품을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임으로써,작곡가들의 작곡의도

를 알고 곡을 이해함으로써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효과 인 연주가 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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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목

독일 문학의 낭만주의 특징은 단순한 단어에서 의미하는 서정 개념만을 의

미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술 장르의 교류를 뜻하는 것이다.낭만주의

독일 시 문학의 자유스러운 표 방식은 음악에서의 피아노 페달로 음악의 풍부

한 음색과 더불어 가곡을 향한 제약 없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이와 같은 사회

배경과 함께 동시 의 작곡가들이 동일한 시에 자신들의 음악으로 표 한 가

곡들의 비교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시 의 작곡가인 뢰베와 슈만이 샤미소의 시 『여인의

사랑과 생애』에 하여 작곡한 연가곡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낭만 시

에 자유스러운 형식의 곡을 추구하며,발라드를 술가곡의 수 으로 끌어올린

뢰베와,반주부에 주,간주,후주를 으로써 피아노를 단순한 보조 인 반주

트가 아닌 성악부와 등한 치로 끌어올린 슈만의 비교는 더욱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뢰베와 슈만이 어떻게 다른 으로 음악과 시를 결부시켰는

지 알아보고, 한 형식,선율,화성 반주의 분석을 통하여 시의 변화와 음악

특성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이것을 바탕으로 이 연가곡을 비하는 연주

자들에게 작곡가의 의도와 그들의 음악을 이해하여 연주할 때 효과 인 연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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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뢰베와 슈만이 작곡한 샤미소의 시『여인의 사랑과 생애

(FrauenLiebeundLeben)』를 통하여 작곡가들이 표 하고자 하 던 그들의 정

서 견해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시 내용에 따르는 곡의 형식 변화와 함께

조성의 변화,시 음악이 화성에 미치는 향,그리고 이 시의 모든 것을 묘사하

고 있는 성악선율과 반주와의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뢰베의 연가곡 악보는 MaxRunze가 편집하여 Leipzig에 있는 Breitkopt&

Härttel출 사에서 출 한 『CarlLoeweWerkeBand17』을 사용하 으며,슈

만의 연가곡 악보는 독일 술가곡 연주에 자주 사용되는 Peters edition과

Leipzig의 Breitkopt & Härttel출 사에서 Max Runze가 편집한『Robert

SchumannsWerke,SerieXIII』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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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독일 술가곡과 작곡가

1.독일 술가곡

독일가곡인 리트(Lied)는 민네징어(Minnesinger)1)이래 독일 작곡가들에게

통 인 하나의 형식이다.고 스러운 낭만주의 리트의 씨앗들은 18세기에 민속

음악(VolkstümlichesLieder)의 형식에서 자라나기 시작하 는데 민속음악은

기 가곡 작곡가들에게 좋은 표본이 되었다.이들 가곡들은 종종 독일 극장에서

공연된 징슈필(Singspiel)2)들에서 나타나기도 한다.가곡들의 형식은 유 형식으

로 단순한 반주와 청 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부르기 쉬운 선율들이었

다.

독일가곡은 18세기를 거쳐 가며 지속 으로 발 되어 750여 권이 넘는 리트

모음집이 18세기 후반 독일에서 출 되었다.리트는 작곡가 룩(Christoph

WillibaldGluck,1714-1787),하이든(FranzJosephHaydn,1732-1801),모차르

트(Wolfgan Amadeus Mozart,1756-1791),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9)의 작품을 통해 더욱 세련되어졌다.그 에서 룩,하이든과 모차르

트는 단지 소수의 가곡을 작곡하 지만 그들의 곡들은 보다 고 스런 수 의 음

악세련미를 피아노와 성악선율 사이의 상호작용들을 통해 보여 다.베토벤은 리

트의 발 과정 과도기 존재 다.그의 반주부는 새로이 발 된 피아노란 악

기의 역량을 개척하 고,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에게 지 한 향을

미쳤다.

18세기 후반에 발라드(Ballad)3)란 새로운 유형의 가곡이 독일에 등장하 다.

이것은 국과 스코틀랜드의 인기 있는 발라드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춤스티크

1) 랑스의 향으로 13,14세기에 걸쳐 독일에서 나타났으며 스스로 시를 쓰고 노래하 다.후에 음악 애호

가가 아닌 독립된 음악가로 변하여갔다.이들이 부른 시와 노래를 민네징거라고도 한다.

2)Singspiel은 독일어로 ‘음악연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18세기에 이 용어는 화가 포함된 코믹 오페라

에 한정되어 사용되었다. 로 모차르트의 『후궁으로부터의 유괴(DieEnfürungausdemSerail)』가 있다.

3)발라드는 통 인 양식으로 쓰여진 서사 노래를 말한다.19세기 말과 20세기 의 감상 인 살롱음악을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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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nRudolfZumsteeg,1760-1802)4)는 많은 극 인 발라드를 작곡하 다.이

들은 발라드의 가인 뢰베(CarlLoewe,1796-1869)와 함께 발라드 형식이 가지

고 있는 극 특성에 심을 가진 슈베르트(FranzPeterSchubert,1797-1828)에

게도 향을 주었다.슈베르트는 음악의 정서의 표출과 극 인 거리의 맥을 잘

달하기 해서 필연 으로 피아노 반주부를 확장된 구조로 사용하 다.따라서

발라드는 리트의 극 인 역을 넓 주고 피아노와 성악 선율의 사이를 더욱 긴

한 계로 만들어 주는 리자 역할을 하 다.

19세기에 독일의 리트는 새로운 독일 서정 시문학의 도래와 더불어 강과 약

의 소리들을 갖추고 있는 피아노 하 시코드의 보 ,독일의 사회 정치의 변화

등으로 성숙한 단계로 무르익었다.19세기 동안 가곡들은 공통된 주제나 이야기

를 가지고 하나의 연결된 가곡 세트로 구성된 연가곡이 발달되었다.이것은 소형

의 리트를 더 크고 인상 인 작품으로 확장시켰다.최 의 연가곡은 베토벤의

『멀리있는 여인에게(AndieferneGeliebte)』이며,이를 이은 슈베르트의 『아

름다운 물 방앗간의 아가씨(Die Schöne Müllerin)』와『겨울 나그네

(Winterreise)』,슈만의 『시인의 사랑(Dichterliebe)』은 19세기의 훌륭한 연가

곡의 들이다.

이 새로운 성악 형식은 길이가 길어서 상류사회의 택 연주회로는 합하지

않았으나 19세기 반부터 연주회장에서 연주되었다.19세기 말경에 작곡가들은

피아노를 해 써 놓은 가곡에 오 스트라 반주를 사용하여 작곡하 다.이러한

시도는 피아노의 한정된 음악표 과 비교하여 오 스트라의 폭넓고 깊은 음악에

작곡가의 음악 표 을 더 충분히 할 수 있었다.이러한 가곡들은 독립된 오

스트라 연가곡을 이끌어 내었으며,말러(GustavMahler,1860-1911)의 『방황하

는 은이의 노래(LiedereinesfahrendenGesellen)』는 뛰어난 오 스트라 연가

곡의 이다.

4)독일작곡가 지휘자로 발라드 형식의 표 개척자이다.18세기 후반에 오페라 기법과 통작형식을 통합

한 작곡형식의 심 역할을 한 작곡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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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샤미소(AdelbertvonChamisso,1781-1838)

샤미소는 독일의 주요한 낭만주의 시인들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와 쉴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하이네(HeinrichHeine,1797-1856)등에 비하면 잘 알려져 있지 않

은 시인이다.그는 랑스 귀족 출신이었으나 랑스 명으로 인하여 랑스에

서 추방되고,1790년 16세에 리데리 루이제(FriederikeLuise)여왕의 시동으

로서 그의 부모님들과 독일로 이주하여 베를린에 정착하 다.

샤미소는 1798년 로이센 군인이 되었으며,군 생활에서 군인들의 기계 인

생활과 계질서의 충성심에 한 반발로 문학에 심을 두어 공부하게

되었다.이후 차 빌란트(ChristophMartinWieland,1733-1813),괴테(Johann

Wolfgan von Goethe,1749-1832) 쉴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1759-1805)등이 쓴 시에 심을 가지고 공부하 다.샤미소는 바른하

겐(Varnhagen von Ense, 1785-1858)5)과 함께『베를린 문학연감(Berliner

Musenalmanach)』6)을 발간하면서 그의 작품들도 발표하 다.이때 소개된 그의

작품들은 기 낭만 의 작품으로 문학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1806년은 나폴 옹이 로이센 군 를 물리친 사건으로 샤미소는 국가에

한 수치심에서 군 를 나왔으며,국 이 없이 실향민으로 베를린과 랑스를 오

가며 한없이 낙심하며 살아갔다.

1813년 여름 그는『피터 슈 스의 이상한 이야기(Pete Schlemihls

wundersameGeschichte)』를 발표하 다.이 책은 주인공인 피터 슈 스가 그

의 그림자를 팔아 부와 명 를 얻고자 하는 이야기로 샤미소 자신의 삶을 문학

화한 것이며,독일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경계선상에 놓인 걸작으로 평가된다.7)

1815년 샤미소는 넓은 세계의 견문을 넓히기 하여 러시아 배 루릭(Rurik)호

를 타게 된다.이 3년의 여행은 1827년『발견을 한 여행의 찰과 소견(View

5)바른하겐(VarnhagenvonEnse,1785-1858)은 독일 출신의 기작가,외교 이자 군인이다.

6)베를린 문학연감은 샤미소와 바른하겐이 1803년에 발간하 다.

7)아델베르트 폰 샤미소,『그림자를 사나이』최문규 역,(서울:열림원,2002),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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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marksonavoyageofdiscovery)과 『세계 여행의 설명서(Descriptionof

avoyageroundtheworld)』를 쓰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이 책들은

당시 시 의 구체 인 산업성을 보여주고 있으며,『오 히의 언어 (Language

ofOwyhee)』는 그의 마지막 과학책자이기도 하다.

1819년 베를린 학의 명 박사 학 를 수여받고,베를린의 쇤베르크 식물원

원장,1835년엔 베를린 과학아카데미 일원으로 선출되었다.이러한 샤미소의

과학 여행과 연구는 그의 생애 48년 동안을 문학과 같이 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 다.그가 다시 문학으로 심을 돌리면서 그의 후반기 시가

실려 있는『독일문학연감(Deutscher Musenalmanach)』8)를 발간 운 하기도

하 다.

그는 주로 어둡고 냉담한 주제를 다루었고 그의 기쁨과 즐거움의 표시는 풍

자와 슬픔을 나타내는 작은 소리 다.그는 서정 인 표 을 훌륭한 문구로 잘

표 하 고 이야기속의 사랑과 복수의 진정한 느낌을 잘 다루었으며, 자연

단순함과 명확함을 잘 나타내었다.

그의 자유주의 정치 태도와 독일과 랑스인 이라는 범 유럽 사상은 그

를 정신 지평을 확 할 수 있었던 작가로 만들 수 있었다.풍부한 개인 경험

과 자연교육을 공부한 학자로서 그의 실감각은 그를 사회 실에 한 비

인 찰자로 만드는 동시에 당 의 문학성을 나타낼 수 있었던 자질을 쌓을 수

있게 하 으며,특히 시인으로서 그의 명성은 높았으며,그의 시에 슈만,뢰베,

라흐 (FranzPaulLachner,1803-1890)등이 곡을 붙인 『여인의 사랑과 생

애』는 비더마이어(Biedermeier)9)시 의 낭만주의 사상의 표 양식을 표하고

있다.

8)낭만주의 시기인 18-19세기에 주로 나온 문학작품집으로 특히 아테나움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잘 알려졌다.

당시 독일 낭만주의의 본산지인 베를린과 하이델베르크,드 스덴,뮌헨,빈에서 결성되어 체 독일의 문

화생활에 향을 낭만주의자들은 고 주의라는 거 한 양식기가 끝난 다음 정신 창작을 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사교모임,친교단체,문학잡지의 동인단 등을 거 형성하기에 이르 다.카롤리네 쉴 겔,라

엘 베른하겐,베티나 폰 아르님과 같은 여성문학가들 역시 이러한 모임을 만들며 작품활동을 했다.

9)비더마이어(Biedermeier)라는 명칭은 법률가인 루트비히 아이히로트가 1850년 주간신문에 연재한 《슈바벤

의 학교교사 비더마이어의 시》 라는 작품에서 유래하 다.이것은 독일의 고 주의와 사실주의 간에

치하여 ‘은 독일 ’와 병존하 으며,특히 오스트리아에서 고 주의나 바로크의 잔존 작가들에게 두드

러진 상이었다.정치 압박하에 있던 시민은 욕구의 배출구를 교양면에서 찾으려 하 고,따라서 조

한 평화 인 환경을 즐기려는 경향과 과거의 낭만 인 세계로 도피하는 경향의 문학이 출 하기에 이르

다.



- 7 -

그는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무덤은 베를린의 크로오츠베르크

(Kreuzberg)에 있는 루살렘교회 단체의 공동묘지에 안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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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칼 뢰베(CarlLoewe,1796∼1869)

1)뢰베의 생애

바리톤 가수이며 반주자,작곡자이며 지휘자인 뢰베는 독일의 발라드를 술

형식인 성악과 피아노 연주로 승화시킨 창시자이다.본인의 반주에 직 노래

를 불러 의 호감을 쌓았던 그는 칸토르(Kantor)10)이자 교장인 아버지 아담

뢰베(Adam Loewe)의 12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음

악 교육을 받았다.1807년 쾨텐(Cöthen)11)궁 합창단의 단원이 되어 그의 노

래실력을 인정받았고,2년 후 할 (Halle)12)의 랑크 회(TheFrankInstitute)

로 옮겨 공부 하 다.

그의 노래는 제로메(BonaparteJérôme,1784-1860)13)왕에게 크게 호감을 얻게

되어 매년 300탈러(Thaler)14)의 후원 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경제 으로 어

려움이 없어진 뢰베는 바흐(JohannSebastianBach,1685-1750)의 평균율 클라

비어(DasWohltemperierteKlavier)15)를 공부하며 음악만 그 노력을 기울여 공

부할 수 있었다.이것이 그가 작곡가의 길을 가는데 요한 바탕이 되었다.하지

만,1812년 노불 쟁 발발로 인한 사회 불안으로 뢰베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

작하 으며,제로메왕의 국외 도피로 인하여 뢰베는 수입원마 잃게 되었다.

뢰베는 1814년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를 지냈으며,1817년 신학과 철학을 공부

하기 해 할 학에 입학하여 음악에만 집 하 다.이 시기 그는 나우에

(Johann Friedrich Naue,1787-1858)16)가 세운 징아카데미(Singakademie)17)에

10)칸토르는 교회 부속 합창 의 지휘자이자 감독이다.

11)독일 Utrecht주에 있는 도시이다.

12)독일 작센안할트주에 있는 도시이다.

13)독일 북 부지역에 있던 랑스 나폴 옹의 꼭두각시국가의 Westphalen왕국의 왕,루이 나폴 옹의 사

이다.

14)1518년경에 주화를 화폐 주조소가 있던 독일어 'Thaler'를 따서 불 는데,보헤미아의 요하임 골짜기

(Joachim'svalley)의 은으로 만들어진 화폐란 뜻이다.그리고 이 은화들을 Joachimsthaler라고 불 다.이

것이 Thaler로 축소되고,여기서 어의 (U.S.)dollar가 나오게 된다.

15)바흐가 제자들을 한 연습곡으로 쓸 생각으로 작곡한 곳으로,새로운 운지법과 건반의 조율법을 알게 하

는 곡이다.

16)독일작곡가 지휘자,음악교육가 학지휘자

17)합창 연구단체로서 합창곡을 연구하거나, 악이 있거나 없는 합창의 공연을 목 으로 한다.가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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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하게 된다.1818년 이때 최 의 발라드로써 「에드바르트(Edward)」와 「마

왕(Erkönig)」이 작곡되어 졌다.

1819년과 1820년에는 드 스덴(Dresden)18),바이마르(Weimar)19),얀(Jan)등

지의 지역을 여행하며 베버(Max Weber,1864-1920),훔멜(Johann Nepomuk

Hummel,1778-1837) 괴테(JohannWolfganvonGoethe,1749-1832)등과 친

분을 쌓았고,1820년에는 슈테틴(Stettin)20)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 김나지움

의 교수를 역임하 으며,같은 해 성 야고무스(St.Jacobus)성당의 오르간 연주

자가 되었다.1821년에는 그 도시의 음악 총 감독으로 임명되어 그가 병을 앓게

될 때까지 슈테틴에서 45년 동안을 일하 다.작곡가이자 가수로서 그의 명성은

많은 연주활동을 통해 유럽 역에 잘 알려지게 되었고,빌헬름 3세(Friedrich

Willhelm III)와 빌헬름 4세의 총애를 얻어 1837년 베를린학회 회원으로 선출되

었다.

그는 1867년 슈테틴에서 키일(Kiel)21)로 거처를 옮겨,마지막 여생의 일년을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 다.그의 죽음 이후 심장은 그의 음악 무 심지 던

슈테틴 지역의 성 야고보 교회(JakobiKirche)22)오르간 에 묻혔다.23)

명한 것은 1791년 독일의 슈(KarlFriedrichChristianFasch)가 창립한 베를린의 징아카데미이다.그

밖에 이 명칭의 합창단은 빈,라이 치히,할 등 각지에 있다.

18)독일 남동부 작센주의 주도.엘베강 연안의 마이센과 피르나의 간,베를린 남쪽 약 189km지 에 치

19)바이마르(Weimar)독일 튀링겐주에 있는 도시.에르푸르트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일름강 연안에 있

다.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독일 정신문화의 심이자 고 문학의 메카

20)폴란드 서북부의 항구도시,원래 독일령,폴란드명 Szczecin

21)독일 동해에 치한 항구도시

22)독일 Hamburg에 치한 5 안에 드는 루터교의 주요교회

23)Blom.Eric,GrovesDictionaryofMusicians,TheMacmillanpressLtd,NewYork,1973,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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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뢰베의 작품 음악 스타일

독일의 발라드를 술의 반열에 올려놓은 뢰베는 수많은 가곡으로 명성을 얻

었다.부지런한 작곡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는 17개의 오라토리오,5개의 오페

라,콘체르토,교향곡 등 수많은 피아노 작품들과 함께 많은 수의 가곡들을 작곡

하 다. 부분의 기악 작품들은 친필악보로 남아 있다.그의 출 된 가곡집에는

가곡이 1,232곡이 수록되어 있고 그 217곡이 발라드 곡이다.

발라드는 원래 “노래를 해 시의 리듬을 수정한 해설 인 노래시”로 정의하

는데 발라드의 시 형태를 시인 울란트(LudwigUhland,1787-1862)가 문학

형태를 정립하 다면 음악 형태로는 뢰베가 발 시켰다.

1817년부터 뢰베의 발라드는 춤스티크의 향을 받아 자신의 가곡 작품에

요한 기법으로 사용 한다.그는 발라드를 작곡할 때에 주요 동기 선율을 곡의 처

음 부분에 놓았으며,이를 피아노의 반주부와 함께 리듬 ,화성 선율 으

로 변화시키며 발 시킨다.이로써 호소력 있는 선율의 작곡과 화성의 자유스러

움을 볼 수 있다.같은 시 를 살았던 슈베르트와는 달리 피아노의 반주부는 성

악부를 뒷받침하여 성악선율을 다시 분산 는 화합하는 형태로 간주부에

히 사용하고 있고 때로는 성악선율을 확 시키며,풍경을 묘사하기도 한다.짧은

발라드 형태는 분명한 형식의 구조를 가지며 시의 극 분 기를 하여 음

순차진행 도약의 진행도 보이고 있다.

시는 음악과 분리되지 않으며 시에 한 느낌은 노래하는 연주자의 화법에

의하여 시의 내용이 해지는 것이 더 요하다 그래서 뢰베의 곡은 연주자의

언어 감각과 표 력이 요하다.

뢰베는 발라드에서 때때로 상투 화음기교에 의존하기도 했지만,곡 분석과

연결해서 다시 극 인 요소를 끌어내는 천재 인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최상의

이야기꾼이었던 그는 청 들이 그의 이야기에 완 히 몰입될 정도로 발라드의

극 인 내용을 사실 수법으로 이용하 다.24)하지만 이러한 극 인 면들이 서

정 인 면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의 곡 선택은 자연 이며,다양한 주제의 시를 선택하 고,유명한 시

24)GorrellLorraine,『19세기 독일가곡』(서울:음악춘추사,1998),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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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문을 이용하 다.이 주제들은 애국 이고 역사 인 주제,특히 게르만

민족의 역사에 한 것으로 서서히 변화 하 다.이러한 에서 뢰베는 발라드에

한 주제의 선택에서 낭만주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뢰베는 뤼 르트(FriedrichRückert,1788-1866)와 괴테의 시를 주로 선택하여

작곡하기도 하 다.그의 작품 에서 표작은「마왕(Erlkönig)」,「에르바르트

(Edward)」,「새잡이 하인리히(Heinrich der Vogeler)」,「오이거왕자(Prinz

Euger)」,「시인 톰(Tom derRermer)」등이 있으며,특히 「마왕」과 「시인

톰」은 리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 에서 뢰베의 표작 「마왕」은 슈베르트가 곡을 같이 작곡

한 것으로 유명하다.뢰베의 「마왕」은 슈베르트의 곡보다 3년이 늦은 1818년에

작곡 된 것으로 괴테의 시 리듬에 잘 근 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뢰베의

기 작품에는『8개의 유겐리더(AchtJugenlieder)』와 3개의 『아나크 온티쉬

노래(AnakreontischeLieder)』25)가 있으며 이것들은 기본 반주부와 주요한 리

듬라인을 가지고 있다.확장된 유 형식과 변형된 유 형식을 함께 취하는 18세

기 후반 음악의 통 리듬형태를 따르고 있다.그의 오페라 작품에는 상연되지

못하 지만 코제 (AugustFriedrichFerdinandvonKotzebue,1761-1819)와 드

라마에 곡을 붙인「알 스의 오두막(DieAlpenhütte)」가 있고 1834년 베를린 왕

립극장에서 공연된 코믹 오페라인「세가지 소원(DiedreiWünsche)」등이 있다.

오라토리오에는 「 루살렘 붕괴(DiezerstörugJerusalems)」가 있다.

뢰베는 많은 여행을 하 으며,유명한 작곡가로 인정을 받았다.하지만,그의

보수 인 음악 성향으로 인하여 뢰베의 가곡은 19세기 엽의 사실주의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하 으며,그의 가곡들은 그의 사후 몇 년 동안 독일에서 연

주 되었지만 후세의 작곡가들에게 미친 향은 크지 않다.

25)아나크 온 의 문학운동,로코코시 의 사랑,술,흥겨운 모임 등을 주요주제로 한 서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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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슈만(RobertSchumann,1810-1856)

1)Schumann의 생애

작곡가,음악평론가이자 지휘자인 슈만은 독일 낭만주의 술가곡을 높은 수

으로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 다.어려서부터 문학을 좋아하는 아버지에

게 시,희곡,소설 등 다양한 종류의 문학성을 받았고,어머니로부터는 술 감

수성과 재능을 이어받았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7세 때부터 작곡을 시작하 고

1820년 10세의 나이로 김나지움 4학년으로 편입하 다.

슈만은 12세 때 부터 소년 오 스트라를 구성하 고,슈만은 이 오 스트라를

하여 『시편 150편(Psalms150)』을 작곡하 다.18세인 1828년 김나지움을 졸

업하 다.슈만이 음악을 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뜻에 따라 슈만은

라이 히 학(Universität Leipzig)과 하이델베르크 학(Universität

Heiderberg)에서 법률공부를 하 다.하지만 슈만은 재학 에도 음악과 철학에

심을 버리지 못하 다.그는 1830년 가니니(NicolòPaganini,1782-1840)의

연주에 감명을 받아 음악공부를 하기를 결심하고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비크

(FriedrichWieck,1785-1873)의 집에서 기숙을 하며 피아노를 배우게 된다.이

때 극장 지휘자인 도른(HeinrichDorn,1804-1892)에게서도 작곡을 배우게 되며

이 시기 슈만은 바흐(JohannSebastianBach,1685-1750)의 작품을 하게 되는

데 이로 인하여 슈만의 작품에서 바흐의 음악 성향을 엿볼 수 있다26).

슈만은 피아노 음악에 큰 심이 있었으며 명 피아니스트가 되기 하여 손

가락 강화를 한 기계장치를 자신이 개발하여 피아노 연습을 하 다.그의 과

한 연습은 손에 큰 부상을 주었으며,이것으로 인하여 슈만은 연주자로서의 꿈을

고 작곡과 문학에 력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슈만은 작곡가로서의 1839년까

지의 기 활동을 피아노곡에 을 두었고 Op.1에서 Op.23에 이르는 피아노

곡들은 이때 작곡되었다.27)

26)이성삼,『세계의 음악가』(서울,세 출 사 ),p.93

27)사 편찬 원회,음악 사 ,세 출 사.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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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만은 음악평론가로서 1830년 『음악신보(NeueZeitschriftfürMusik)』을

창간하 고,1844년까지 자신이 직 편집자로도 활동하 다.28)『음악신보』를

통하여 슈만은 진보 인 술을 지향하 고 은 음악가들을 이 책에 소개하면

서 새로운 음악 세계를 추구하 다.

슈만은 자신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비크 교수의 딸 클라라(Clara Wieck,

1819-1896)와 사랑에 빠진다.하지만,이 시기는 비크 교수의 10년 동안의 강력

한 반 와 친구 포이크트(HenrietteVoigt)의 죽음으로 슈만의 작곡활동은 약간

의 정체기를 맞이한다.슈만은 클라라와의 결혼 이후 집 으로 가곡을 작곡하

게 되었다.1840년은 “가곡이 해”라 불리는데 이때에 140여곡의 가곡을 작곡한

다.이 시기의 가곡들은 주로 사랑을 주제로 한 낭만 인 색채가 짙은 선율로써

『시인의 사랑』과『여인의 사랑과 생애』은 표 이며, 『미르텐의 꽃

(Myrthen)』은 클라라에게 결혼선물로 유명하다.

결혼 후 안정된 생활을 가지게 된 슈만은 많은 분야에서 작곡을 하게 되다.

1841년부터는 피아노 주곡을 포함한 악곡과 오페라에도 심을 가진다.

1841년은 “교향곡의 해”,1842년은 “실내악의 해”,1843년은 “합창곡의 해”29)라고

말 할 정도로 그의 작곡활동은 장르별로 나타난다.1843년에는 리더타펠

(Liedertafel)30)의 지휘자를 역임 하 으며,1850년에는 뒤셀도르 (Düsseldorf)의

악단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다가 정신질환이 악화 되면서 그만두게 된

다.

슈만은 1854년 라인강에 투신 자살을 시도한 후 본(Bonn)근교의 정신병원에

서 2년여 동안의 요양 생활을 보냈고,1856년 7월 29일 46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

이하 다.

28)DonaldJ.GrotandClaudV.,AHistoryofWesternMusic,3rded.

29)작곡가별,명곡해설 라이 러리,슈만음악세계,음악 지우사편,2002

30)1809년 첼터(Zelter,C.F.)가 독일 베를린에 창설한 남성 합창단.독일의 사교 성격을 지닌 남성합창단

을 말하는데 작곡가,시인,가수 등 사교를 목 으로 하여 1809년 Zelter가 Berlin에서 남성합창단을 창설

한 데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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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슈만의 작품 음악 스타일

독일 낭만주의를 표하여 스스로를 슈베르트와 바그 의 간에 치한 낭

만주의 작곡가라고 칭한 슈만은 형식과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작곡가의 주 성,

독창성,자유스러운 상상력을 표 하 다.슈만은 베토벤을 정 으로 술가곡에

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 고,일생의 부분을 가곡 작곡에만

념한 슈베르트에게도 가곡의 요함에 한 음악 흐름의 향을 받았다.

가곡의 음악 흐름에 슈베르트가 피아노의 반주부를 성악부와 조화시키며 성

악의 한 부분으로써 반주부와 성악부를 떼어 놓을 수 없는 술로 만들었다면,

슈만은 성악부의 정돈된 리듬 패턴에서 피아노 반주부의 리듬을 치시키며 새

로운 화음을 창조하여,구체 으로 주와 간주 그리고 후주를 가곡에 사용함으

로써 독일 음악에서 슈만 가곡의 요한 요소를 나타내었다.

슈만의 음악세계는 크게 3기로 나 어 볼 수 있다.제1기는 1830년에서 1839

년으로써 피아노 음악을 집 작곡하 던 시기이다.이 시기에 슈만은 『음악신

보』에서 베토벤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은 작곡가들에게 교향곡과 같은

규모 곡을 작곡하라고 훈계하 다.그리고 가곡의 가인 슈만에게 어울리지

않는 “가곡은 기악음악에 비해 이류이다”라고 자주 언 하며 피아노 음악에 집

할 것을 강요하 다.이 시기에 슈만은 피아노를 하나의 언어로 발 시킬 수

있는 상태 고,피아노의 음색과 표 범 에 한 잠재력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주요 작품으로는「아베크변주곡 (Abegg Variation)」,「나비

(Papillons)」,「사육제(Carnival)」,「어린이 정경(Kinderszennen)」등이 있으며,

한 Op.1『아베크 변주곡』에서 Op.23『알 산더 변주곡』까지 작품들은 소품

을 묶은 모음곡집 성격을 띠고 있다.이들은 서정 이며 문학 인 아이디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제2기는 1840년에서 1849년으로 슈만의 가장 왕성한 가곡창작의 해이다.이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의 가곡들 140편 이상의 곡들이 작곡되었다.부모님

의 심한 반 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성공한 클라라와의 결혼 생활에서 슈만은 애

하고도 로맨틱한 사랑을 그의 음악에서 낭만 인 요소로 사용하여 창작하 고,

시 이고,서정성이 담긴 표제음악을 작곡하 다.이 시기의 그의 가곡에서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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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 반주의 비 이 크고 피아노 선율이 문학 ,정서 표 과 함께 가곡의 서

정성을 성악라인과 함께 등하게 표 하고 있는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피아노 음악에서 성악작품으로 작곡의 변환과정을 보여주고 있

고,『리더크라이스(Liederkreis)』,『시인의 사랑』,『여인의 사랑과 생애』,『미르

텐의 꽃』등은 이 시기의 표곡들이다.클라라는 이 시기 슈만 창작의 즐거움을

일기에서 “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들 에서 그처럼 음악 으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표 하 다.

제3기는 1850년에서 1856년으로 슈만이 피아노 음악을 작곡하는 경향을 보이

면서도 다시 가곡에도 심을 가지고 작곡을 하는 시기이다.이 시기에 그는

기 가곡 스타일에서 나타나던 서정 인 요소와는 다른 직선 이면서도 규모화

된 경향의 음악형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 슈만의 음악 바람은 규모 작곡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아노형식은

순환형식(CycleForm)31)을 사용하 고,곡의 통일성과 체성을 갖추었다.이 시

기에 가곡 스타일은 슈만의 기 작품에 비하면 피아노 수식에 많은 의존도를

보이며 화음 으로도 보수성을 보이지만 가곡 안에서 시와의 분 기는 잘 표

되어 지고 있다.

음악학자인 마틴 쿠퍼(MartinCooper)는 성악부에서 피아노 수식을 사용하는

슈만의 방법은 그의 후기 가곡보다는 1840년 작품들이 더 탁월하다고 한다.그

이유는 으로 피아노만을 해 작곡했던 시 의 음악 신선함이 1840년 에

작곡한 가곡들에 더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마지막 성악작품인 『마리아 슈트아트 여왕의 시

(GedichterderKöniginMariaStuart)』,오페라 『제노베나(Genovena)』,『라

인교향곡 3번(Rheinishe Sinfonie)』,『헤르만과 도로테아(Hermann und

Dorothea)』,『사크라(Sakra)』 『 퀴엠(Requiem)』등이 있다.

슈만의 음악성은 람스(J.Brahms), 센(A.Jensen), 란츠(R.Franz)등에

게 향을 미쳤으며,슈만의 시에 한 깊은 이해와 분 기 표 과 함께 음악의

조성 표 의 요성에 있어서는 랑스 작곡가인 포 에게 많은 향을 주었다.

31)교향곡이나 소나타형식의 실내악과 같은 다 악장의 악곡에 있어서 하나 는 그 이상의 주제가 제 1악장

뿐만 아니라 다른 악장에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제 1악장과 마지막 악장이 같은 주제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세자르 랑크와 그 일 가 즐겨 이 수법을 사용하 다. 이 명칭을 단순히 다 악장의 악곡에 사

용하는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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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뢰베와 슈만의 곡 분석

샤미소가 쓴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모두 9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이

시는 순수한 여인이 은 시 에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결혼,출산,그리고

남편과 사별이라는 이야기를 주제 공통 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발라드의 가인 뢰베는 1836년에 샤미소의 시 9편을 모두 사용하여 9곡으로

구성된 연가곡을 작곡 하고,슈만은 이로부터 4년 후인 1840년에 샤미소의 시

마지막 시를 제외하고 8곡으로 이루어진 연가곡을 작곡한다.뢰베는 발라드풍의

리듬을 곡에 반 함으로써 반주부의 극 인 부분을 확 시켰으며,성악부와 피

아노 반주부의 계를 긴 하게 만들어 리트의 극 인 역을 넓 주었다.슈만

은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선율의 아름다움과 시에 한 서정성

을 잘 표 하 으며,성악부와 반주부의 역을 서로 독립시킴으로써 두 부분을

동등하게 처리하고 있다.

1-3번째 시의 내용은 한 여인이 연모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 남자의

행복을 빌고 소망하며 그 남자의 부인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이다.4-5번째 시는

사랑하는 남자와의 약혼과 결혼에 한 충실함을 약속하며 행복을 노래한다.

6-7번째 시는 여인이 아기를 가짐으로서 성숙한 여인으로서 새로운 감정과 함께

어머니로서 아기를 기르는 행복과 즐거움을 노래한다.8번째 시는 남편의 죽음으

로 인하여 모든 세계를 잃어버린 듯한 슬픔을 표 하고,9번째 시는 아이를 바라

보며 은 날에 사랑했던 남편에 한 그리움과 자신의 행복했던 나날들을 그

리며 되돌아 본다.

슈만은 뢰베의 9곡의 연가곡에 비하여 8곡으로 구성된 연가곡을 작곡하지만

슈만의 8번째 곡에서 나타나는 긴 후주는 제9번 시를 신하고 있으며,제1번 곡

과 유기 으로 음악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연가곡의 체 인 통일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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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곡:Sietichihngesehen(그이를 처음 본 후)

Seitichihngesehen,

glaub'ichblindzusein;

Woichhinnurblicke,

Seh'ichihnallein;

Wieim wachenTraume

schwebtseinBildmirvor,

Tauchtaustiefstem Dunkelheller,

hellernurempor

그이를 처음 본 후

난 이 먼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을 돌려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치 꿈처럼

그는 내 앞에서만 맴 돌아요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밝게 더 밝게 빛나요

Sonstistlicht-undfarblos

allesum michher,

NachderSchwesternSpiele

nichtbegehr'ichmehr,

Möchtelieberweinen,

stillim Kämmerlein;

Seitichihngesehen,

glaub'ichblindzusein.

주 의 모든 것들은

빛과 색깔을 잃어버리고

자매들과 노는 게임도

더 이상 흥미가 없고

울고만 싶어요

조그마한 방에서

그이를 처음 본 후

난 이 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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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뢰베 슈만

박자 6/8박자 3/4박자

조성 AM-GM-AM-GM-AM B
b
M-B

b
M-Cm-B

b
M-CM-B

b
M

템포
Andantinoespressivo

(표정을 가지고 약간 느리게)

Larghetto

(Largo보다 약간 빠르게)

구조 A-A' A-A'

특징

14마디의 tauchtaus

tiefstem(깊은 어둠에서)음

8도하행과 9도 상행으로 강조

8마디 Wachen(깨어있다),10마디

Bildmir(나의 모습),24마디

lieber(사랑),26마디

Kämmer(작은방)을 고음 E음으로

강조

[표 1]제1곡의 특징

연가곡의 첫 번째 곡인 이곡은 한 남자를 보고 난 후 첫 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 먼 것 같은 순진한 여인의 마음을 잘 그리고 있다.

시에서 샤미소는 ‘Seitichihngesehen(그이를 처음 본 이후)’,‘glaubichblind

zusein(난 이 먼 것 같다)’를 시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2번 반복함으

로써 첫 에 여인이 사랑에 빠져 버린 것을 강조하고 있다.이 작품은 여인의

변화된 마음을 노래하며 사랑으로 인한 마음의 설렘을 깊은 감정의 의식 속에서

새롭게 표 되어야 한다.

1)뢰베의 제1번곡

뢰베의 제1번곡은 Andantinoexpressivo로 시작하고 있다.성악선율에서 여린

내기로 시작하는 첫 부분은 독일 가곡에 있어서 최 의 연가곡이라고 하는 베토

벤의 『멀리 있는 여인에게』의 첫 곡인 「Aufdem Hügelsitzichspähend(언

덕 에 앉아서)」의 첫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이것은 베토벤의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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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이며,후 낭만 작곡가들에게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음악 경향이기

도 하다. 이러한 음악 표 은 곡이 약박에서 시작하여 차 확장되어 갈 수

있고,작곡가의 주체 인 표 을 뒷받침 할 수 있으며, 차 으로 선율을 강조

하는데 사용된다.뢰베는 이 연가곡에서 2,3,9번째 곡을 제외하고 모든 곡에 이

표 방식을 쓰고 있고,슈만은 6,8번곡에서 사용하고 있다.뢰베는 슈만과는 다

르게 첫 곡부터 피아노 반주부에 주 부분이 없이 곡을 시작함으로써 주와

후주 부분을 잘 사용치 않는 그의 작곡기법을 색깔로 보여주고 있다.이 곡은 1

마디에서부터 9마디까지 주제선율을 이루고 있고,여인의 사랑에 한 심리 변

화에 한 묘사하기 하여 상,하 도약과 함께 선율의 상행진행과 하행진행으로

나타내었다.[악보1참조]

[악보1]제1곡의 주제선율,1-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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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1연 안에서 다른 제2의 선율을 곡의 10마디에서부터 사용함으로 써

여인의 더욱 간 한 마음을 표 하고 있다.‘Tauchtaustiefstem(깊은 어둠속에

서) 은 8도의 하행도약과 함께 연이은 9도의 상행도약으로 시 인 흐름의 극

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이 부분은 작곡가의 감수성이 훌륭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악보2참조]

[악보2]제2주제선율:시의 극 표 ,10-17마디

10

15

이 곡은 두 번의 조가 보이는데 10-17마디,27-31마디이다 이것은 G장조로

조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선율을 다시 취하여 여인의 마음이 고조 되어 있음을

표 하고 있다.시의 2연에서 뢰베는 같은 주제를 26마디까지 반복하고 있다.

시인 샤미소는 시의 마지막 연에서 1연의 시작부분인 시어를 반복하여 마무

리를 하고 있다.30-37마디에서 뢰베는 ‘seitichihngesehen’을 사미소의 의도에

따라 곡의 끝 부분에 반복하고 있다.곡의 처음에 나타난 선율과는 다른 음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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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 하고 있으므로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인의 마음을 새로이 정리하는

듯한 곡의 새로운 선율로 표 하여야 한다.[악보3참조]

[악보3]반복되는 시어에 한 새로운 선율의 도입,30-37마디

2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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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슈만의 제1번곡

뢰베와는 달리 슈만은 제1곡에서 주,간주,후주를 사용하므로 써 형 인

그의 성악곡의 형식 구성을 맞추고 있다. 체 인 화성상의 특징은 I,IV

V의 주요 3화음의 사용이며,이로써 선율을 선명하게 표 하고 있다.[악보4참조]

[악보4] I,IV V도의 주 화음 사용,1-4마디

Bb :  I   IV     V7    I       IV      V7    I       Vi  

Vii0
7          IV   V7  

이러한 슈만의 표 은 여인의 변화한 마음을 깨끗하게 달하게 처리하는 조

성감을 보여주며,음악을 깨끗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의 음악성향으로 체곡

에서 3,4,5 7번에서 볼 수 있다.이러한 음악 표 을 심으로 반음계

화성음을 추가함으로써 슈만은 낭만 인 색채를 더 하고 있고,단순해지는 화성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악보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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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반음계 음정사용,5-7마디,21-26마디

4

2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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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마디에서부터 고조되는 음이 8마디에서 정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슈만 곡에서 최고 음가인 E
b
음정으로의 강조하는 음정은 이 곡에서 모두 4번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8마디의 wachen(깨어있다) 10마디의 Bild(모습) ,24마

디의 lieber(사랑) ,26마디의 kämmerlien(작은방) 은 E
b
의 최고음의 이다.

슈만은 성악선율에서 같은 멜로디가 반복 될 때 반주부에 변화를 으로써 단조

로움을 피하고 피아노 음악을 가곡에서 등한 음악 표 으로 사용하고 있다.

[악보6참조]

[악보6]E
b
으로 강조되는 시어들에서의 변화,8,10,24,26마디

8 10 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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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만은 12마디의 tief(깊은) 와 28마디 ‘ihngesehen(그를 본 후) 에 장7도

의 하행과 장6도의 상행도약으로 시어를 강조하고 있으며,이 곡에서 유일하게

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이것은 뢰베도 그의 곡에서 같이 강조하고 있는 시

어이며,작곡가 슈만과 뢰베가 낭만시 의 같은 시 를 지냄으로써 시에 한

시 감수성을 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작곡에 있어서 자신들의 시를

이해시키기 해서 특별한 시어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악보7참조]

[악보7]장7도하행과 장6도 상행으로의 시어 강조,12-28마디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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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erHerrlichstevonallen,

Wiesomilde,wiesogut!

HoldeLippen,KlaresAuge,

HellerSinnundfesterMut,

그분은 구보다도 멋진 분

얼마나 온후하며 상냥한가.

매력 있는 입술,밝은 ,

뚜렷한 마음과 굳건한 용기

SowiedortinblauerTiefe,

Hellundherrlich,jenerStern,

Alsoeranmeinem Himmerl,

hellundherrlich,hochundfern.

기 짙푸른 하늘의

밝게 빛나는 별처럼

그이는 나의 하늘 에서

밝고,고귀하게 멀리 걸려 있네

Wandle,wandledeineBahnen,

NurbetrachetendeinenSchein,

NurinDemutihnbetrachten,

Selignurundtraurigsein!

따라가리 그의 길을 따라가리

오로지 당신의 빛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당신을 바라보며

행복과 슬픔을 느끼며

HörenichtmeinstillesBeten,

Deinem Glückenurgeweiht;

Darfstmich,niedreMagdnichkennen,

HoherSternderHerrlichkeit!

나의 고요한 기도는 듣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만을 해 헌되었으니,

당신은 보잘 것 없는 를 몰라도 되요.

고귀한 분, 스러운 분이여

NurdieWüdigstevonallen

SollbeglückendeineWahl,

UndichwilldieHohesegnen

Segnenvieletausendmal.

가장 고귀한 여인이

당신의 선택으로 행복하게 되었네

나는 고귀한 그분을 해

몇 천번을 기도 하겠어요

Willmichfreuendannundweinen,

Selig,seligbinichdann,

SolltemirdasHerzauchbrechen,

Brich,oHerz,wasliegtdaran?

나는 기쁨의 물을 흘리며

정말 행복할 거 요,

내 마음이 찢어진다면

찢어져라,나의 심장이여,무엇이 문제겠는가?

2.제2곡:Er,derHerrlichstevonallen(그분은 구보다도 멋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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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뢰베 슈만

박자 4/4박자 4/4박자

조성
EM-C

#
m-DM-EM-DM-AM-BM-A

M-EM
E
b
장조(반음계 조성 변화)

템포
InSanfterMajestät

(부드럽고 장엄하게)

Inniglebhaft

(마음을 담아 활발하게)

구조 A-B-A'론도형식32) A-A'-B-A"-C-A'''(론도형식)

특징

� HörenichtmeinstillesBeten(당

신의 행복만을 해 헌된 나의

고요한 기도는 듣지 마세요)의 시

의 4연의 첫 번째 행을 시

� O Herz,wasliegtdaran을 강조

하고 있으며,특히 엘토 음을

사용하 고 반주부에서도 낮은 음

을 사용하여 시의 최고조를 강조

NurdieWürdigsteVon allen

(가장 고귀한 여인이)시의 구

을 고음 G를 사용하여 강조

[표 2]제2곡의 특징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매우 뛰어난 남자의 부인이 된다

는 것은 그녀에게 일어 날 수 없다.그녀는 그의 기품이나 신분 세계를 바라볼

때 아주 멀게만 느껴진다.그가 부인으로서 선택한 여인에 한 부러움을 그녀는

참지 못할 것 같다.하지만 그녀는 훌륭한 그 남자를 해서라면 희생의 물을

흘릴 것이라 다짐하고,그 남자를 행복하게 만들어 여인을 해 축복 하려고

한다.

뢰베와 슈만은 시 2연에서 ‘hoch(높은) 는 ‘hehr(고귀한) 로 5연에서 soll(-

할 것이다)을 darf(일지도 모르겠다)로 바꾸어 쓰고 있다.특히 슈만은 5연에서

원래 샤미소의 시에는 두 번 반복되는 단어인 segnen(축복하다)을 복하지 않

32)주 테마를 론도,삽입구를 에피소드라고 부른다.에피소드를 사이에 두고 몇 차례 되돌아가는 형식으로

반복되는 동일 주제를 에피소드 사이에 두고서 반복시키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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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략하고 있으며 1연의 1,2행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 시의 통일감을 주고 있

다.뢰베와 슈만은 같이 4/4박자로 곡을 작곡하고 있다.열성 인 감탄이 흘러

나오며 진정한 이기심이 없는 사랑의 노래인 이곡은 깊은 아가페 사랑이 잘

표 될 수 있도록 연주되어야 한다.

1)뢰베의 제 2번곡

InSaüfterMajestät(부드럽고 장 하게)로 시작하고 있는 이곡은 세상에서 가

장 멋있는 분의 표 과 여인의 떨리는 마음을 효과 으로 나타내기 해 체

연가곡 에서 가장 많은 조를 보이고 있다.이런 자유스런 화성의 조는 춤

스티크의 작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경향으로 뢰베가 춤스티크의 향을 받았

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뢰베는 이곡에서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분을

표 하기 해 리듬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부 과 셋잇단임표로 곡을 시작 하

고 있다. 한 셋잇단음표의 사용은 사랑하는 사람의 묘사를 더욱 특별하게 해

주고 있다.[악보8참조]

[악보8]제2곡의 시작부분,1-4마디

1



- 29 -

각 연마다 선율은 변화되고 있고,특히 3연의 ‘wandle wandle deine

Bahnen(따라가리.그의 길을 따라가리) 로 시작하는 17-20마디 부분은 가토,

꾸 음,16분음표의 사용으로 시에 활력을 주고 있다.[악보9참조]

[악보9]가사 표 에 따르는 리듬의 변화,17-20마디

17

뢰베는 4번째 연 ‘HohersternderHerrlichkeit!(고귀한 분, 스러운 분!)’부

터 많은 하행도약과 상행도약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주요화음에서의 감7화음의

사용은 여인의 의지와 사랑하는 사람에 한 조건 없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악보10참조]

[악보10]감7화음 사용과 음의 도약,25-31마디

25

D: V                V7                 I    E:   Vii0
     

29

 I Vii
0

              V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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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연 49-55마디에서는 여인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되고 있는

마음 변화를 크 센도,디크 센도,성악라인에 반음계 인 치타티보로 효과

으로 표 하고 있다.반주부는 2분음표의 사용과 함께 sf로 단순함 속에서 강조

한 성악부분을 확실하게 뒷받침 해 주고 있다. 53마디의 반주부에서의 음의

강조 부분과 성악부분의 음으로의 하행은 곡의 분 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여

기서 P-PP로 끝나는 반주는 뢰베가 「Edward」에서도 사용하 던 것으로 곡의

끝 부분에서 곡이 마무리 될 때 사용하는 것이다.이곳에서 반주부는 성악선율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성악의 선율을 지배하지 않으며 항상 성악부분이

개되기 쉽게 히 뒷받침하는 뢰베의 음악 성향 이다.[악보11참조]

[악보11]여인의 아가페 심리 표 ,49-55마디

4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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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슈만의 제2번곡

간단한 론도 형식인 이곡은 ‘Inninglebhaft(활발하게 내 인 표 을 가지고)’

로 시작하고 있다. 체 인 곡 에서도 슈만은 이곡에서 뢰베처럼 많은 조를

사용하고 있다.이것은 마치 여인 자신이 선택 되어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한 마음의 변화와 반 로 선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볼 수 있는 많은 조의 음악 경향은 변화하는 감상 심리를

다양한 조성으로 발 시켜 나가는 슈만 자신의 작곡법이기도 하다.

마디 1- 26- 28- 40- 42- 44- 46- 48- 50- 52- 59-

조 E
b

g E
b

b
b

D
b

c F g B
b

a E
b

[표 3]제2곡의 반음계 조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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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디에서부터 보이는 꾸 음은 8,12,16,31,35,59,63마디에서 모두 8번이

사용되었다.이것은 슈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화려하게 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악보12참조]

[악보12]장식음 사용으로의 사랑하는 사람표 ,4,8,12,16,31,35,59,63마디

4 8 12

16 31 35

5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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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만은 이 곡을 작할 무렵 클라라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슈만

은 이 곡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화려하게,아름답게 꾸 으로써 자신을 돋

보임과 동시에 그들의 만남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있다.

반주부의 계속되는 집화음은 곡 체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여인의 뛰는

듯한 설렘을 보여주고 있다.9,17-20,54-56마디에서는 성악부분의 주제 선율

을 반주부에서 변형 시키며 변화를 주고 있다.성악선율의 음을 분할하고 음색의

변화로 선율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이것을 반복하고 있다.이러한 은 뢰베의

곡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독일 낭만 시 의 음악 특징이다.[악보13참조]

[악보13]반주부의 성악선율 반복,9,17-20,54-56마디

9

17 19

5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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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만은 처음 부분에 나오는 시의 첫 가사들을 곡의 마지막에 다시 반복함으

로써 음악의 시작과 끝을 다시 강조 시키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3,7번곡에서도

볼 수 있다.이것은 주제 연 을 잃지 않고 노래의 통일성을 갖고자 하는 그의

작곡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슈만은 이러한 작곡을 많이 하 다.연가곡『시인의

사랑』에서도 그의 이러한 음악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이곡에서 마지막에 반

복되는 부분은 첫 사랑의 흥분과는 달리 사랑하는 한 사람을 한 그녀의 헌신

인 마음을 표 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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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kann'snichtfassen,nichtglauben,

EshateinTraum michberückt;

Wiehätterdochunterallen

michArmeerhöhtundbeglückt?

나 이해 할 수 없어요,믿을 수 없어요.

꿈은 분명 나를 속인 거야

왜 그가 모든 여성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과 축복을 주었을까요?

Mirwar's,erhabegesprochen:

“ichbinaufewigdein,”

Mirwar's-ichträumenochimmer,

Eskannjanimmersosein.

나에게 마치 이 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원히 당신의 것이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것은 로 있을 수 없어 .

Olaßim Traumemichsterben,

GewiegetanseinerBrust,

DenseligstenTodmichschlürfen

InTränenunendlicherLust.

오 를 이 꿈 속에서 죽게 해 주세요,

그이의 품속에서

환희의 죽음을 맛보게 해 주세요

끝없는 기쁨의 물 속에서

3.Ichkann'snichtfassen,nichtglauben

(나 이해 할 수 없어요.믿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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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뢰베 슈만

박자 6/8박자 3/8박자

조성 AM-CM-AM Cm-E
b
M-Gm-E

b
M-Cm

템포 곡의 지시사항이 없음 MitLeidenSchaft(열정을 가지고)

구조 A-B-A' A-A'-A''-A'-coda33)

특징

� Fr.6사용34)

� 2연 Mirwar'serhabe

gesprochen(나에게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다른 멜로디 주제를

으로써 강조

� 2연 멜로디의 변화와 29마디의

‘EsKannjanimmer(이것은

로 있을 수 없어)’

정부분 최고음 F

� 47마디에서 시의 정 ‘seligen

Todmichschlürfen(환희의

죽음을 맛보게 해주세요)’

[표 4]제3곡의 특징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하지만,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을 믿지 못 할 것 같다.그녀는 이 사실이 틀림없이 꿈이라고 생각한다.노래는

숨 가쁘게 시작되고 여인은 놀라운 그 남자의 선택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그

녀는 천천히 자신의 말들을 되새기며,황홀한 감정의 꿈속에 그녀 자신을 맡긴

다.이 곡에서 뢰베와 슈만은 여인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

에 한 놀라움과 기쁜 마음을 음악 으로 훌륭히 표 해 주고 있다.뢰베와 슈

만은 샤미소의 원시 제3연에서 ‘seligsten(더없이 행복한)’을 ‘seligen(행복한)’

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슈만은 제1연의 앞부분을 곡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재

시키고 있다.

33)이탈리아어의 “꼬리”에서 유래한 말로 곡 끝에 결미로써 붙여지는 부분을 말한다.

34)증6화음 의 하나로 증6도,장3도에 증4도가 더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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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뢰베의 제 3번곡

이 곡의 조성은 A장조에서 C장조로 단3도의 상행과 다시 A장조로 단3도 하

행의 조를 보이고 있다.음악의 형식상 3도 아래로 조 되는 것은 잘 쓰이

지 않는 조 기법이다.하지만 이런 방식은 베토벤의 연가곡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이 에서 뢰베 역시 낭만 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뢰베는 6/8의 박자만 표기하며 다른 추가 인 음악 표 은 지시 하고 있지

않다.뢰베의 연가곡 체를 통해서 오직 이곡에서만 곡 시작에 템포나 음악

분 기를 언 하는 지시사항이 없다.

이곡의 연주 시 연주자는 시의 내용과 곡의 분 기 빠르기를 연주자 스스

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뢰베가 곡을 부르는 이의 화법에 의하여 시의 내용과 곡

의 감상 표 력을 요하게 여기는 면을 알 수 있다.[악보14참조]

[악보14]곡의 제시 부분,1-2마디

1



- 38 -

뢰베는 1연의 3행에서 같은 가사 ‘Wiehatterdochunterallen(그가 모든 여

인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을 곡의 4-8마디에서 반복함으로써 여인이 선택 받

은 것에 한 놀라운 표 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6마디의 Fr.635)을 사용하여 이

러한 곡의 분 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악보15참조]

[악보15]1연의 3행 반복과 Fr.6사용,4-10마디

A : I                V7/IV                IV       Fr.6         V  

4

8

35)7화음에서 증6화음을 만드는 것으로 2도 화음에서 베이스음 에 증6도를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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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부분인 10-12,22-24마디의 부 은 화를 나 듯 여인의 마음을 밝게 표

하고 있다.이 마디의 성악라인에 따르는 10마디의 반주 부분은 성악부분에

한 응답으로 22-24마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이것은 뢰베가 반주부에

자주 쓰는 음악 표 방식이다.이러한 간주 부분은 여인의 놀라움에 한 기

쁨의 분 기를 나타내고 있다.[악보16참조]

[악보16]간주 부분의 뢰베 음악 표 ,10-12,22-24마디

10

   

12

22



- 40 -

시의 2연에서는 조가 A장조에서 C장조로 바 면서 새로운 선율이 나온다.3

연에서 부터는 ‘jaja,ichträumenochimmer(아,나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라는 여인의 마음을 극 으로 표 하고 있다.원래 시에는 없는 감

탄사 ‘jaja’와 ‘ichträumenochimmer’를 반복하며 시의 극 인 효과를 창출하

고자 한 뢰베의 노력이 보인다.뢰베의 발라드 작품에서 잘 볼 수 있는 극 인

분 기를 시어를 확 시키며 극 인 부분을 고조 시키려는 그의 음악 경향이

다.뢰베는 이러한 극 인 요소를 재 소에 사용함으로써 곡을 사실주의 으로

표 하 다.하지만 이러한 것은 곡의 서정 인 면을 방해하지는 않고 있다.

[악보17참조]

[악보17]뢰베의 감탄사 표 으로 극 인 효과,17-20마디

16

20

이 곡의 체 인 Ⅰ,ii,Ⅳ,Ⅴ도의 안정 화음은 복잡한 장면이나 묘사 등

을 단순하게 만드는 뢰베의 음악 의도이다.가사에 맞추어 흐르는 음악의 서정

인 유형은 뢰베가 표 하고자 하는 극 인 표 에 방해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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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슈만의 제 3번곡

슈만은 연가곡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곡들과의 계를 유기체 으로 구성을 하

다.제2곡 후주의  wiesomilde,wiesogut!(얼마나 온후하며 상냥한가) 가

사에서 보듯이 정 이며 밝은 분 기는 평온한 그녀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장조의 조성으로 끝나는 곡의 분 기는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제3곡에서 그녀에

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상하게 하는 것이다.[악보18참조]

[악보18]제2번째곡의 후주부,66-71마디

64

68

뢰베의 3번 곡과 같이 주부가 없이 시작하는 이곡은 치타티보 인 성악선

율과 함께 반주부에서 스타카토로 표 함으로써,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

게 선택 받음에 한 감격과 떨리는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슈만은 제2연인

16마디부터 템포의 변화를 ‘Etwaslangsamer(조 느리게)’로 바꾸며,시의 분

기를 변화시킨다.반주부는 스타카토 진행에서 가토와 페달 포인트와 같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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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제1연과 비를 시켜주고 있다.특히,20마디의 ‘Ichbinaufewigdein(나

는 원히 당신의 것이라오)’에서 가사 ‘ewig( 원히)’를 꾸 음과 ritardando,

crescendo,decrescendo를 사용함으로써 특히 강조하고 있다.곡의 정부분이라

고 볼 수 있는 곳은 32-36마디이며,특히 36마디의 늘임표는 꿈이 지속되는 것

을 말해주고 있다.이 늘임표를 기 으로 반부는 그녀에게 일어날 수 없는 놀

라운 일에 한 표 이고,후반부는 곡의 처음의 빠르기로 되돌아가면서 그녀의

환희를 표 하는 부분이다.[악보19참조]

[악보19]제3곡의 늘임표로 나뉘는 음악 표 ,16-36마디

2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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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마디의 ‘denseligenTodmichschlürfen(환희의 죽음을 맛보게 해 주세

요)’은 6도 도약과 고음 F의 반복으로 곡의 정에 이르고 있다.반주부의 진행

이 멈추고,성악 선율만이 노래됨으로써 가사의 의미인 ‘죽음’의 표 이 극 화되

고 있다.[악보20참조]

[악보20]슈만이 표 하는 시어의 강조,46-47마디

43

이 곡의 처음에 제시된 주제선율이 반복되는 52마디에서는 반주부의 f와 성악

선율 p로 시작하여 곡의 처음부분과 조를 이루며,다르게 여인의 복잡한 마음

을 정리하는 표 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곡은 곡의 부분마다 많은 ritardando가 표시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템포의

변화를 주고 있지만,atempo(본디 빠르기)를 찾아보기 힘들다.이곡에서는 다

만,Adagio다음에 atempo만이 보일 뿐이다.이것은 슈만의 음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슈만의 곡을 비할 때는 시의 내용에 맞추어 자연스러

운 곡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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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anmeinem Finger,

MeingoldenesRingelein,

Ichdrückedichfromm andieLippen

Dichfromm andasHerzemein

내 손의 반지여,

작은 나의 반지여

나는 를 경건하게

입술을 어보고내가슴에도 어본다

Ichhatt  ihnausgeträumet,

DerKindheitfriedlichschönenTraum,

Ichfandalleinmich,verloren

Im öden.unendlichenRaum

나는 마지막 꿈을 꾸네

어릴 고요하고 아름다운 꿈을,

나는 혼자 길을 잃고

끝없는 공허한 곳에서

DuRinganmeinem Finger

Dahastdumicherstbelehrt,

Hastmeinem Blickerschlossen,

DesLebensunendlichen,tiefenWert.

내 손의 반지여,

는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나를 뜨게 한

그 깊고 무한한 삶의 가치를

Ichwerdihm dienen,ihm leben,

Ihm angehörenganz,

Hinselbermichgebenundfinden

Verklärtmichinseinem Glanz.

그를 섬기며 그를 해 살고

완 히 그에게 속하여

나의 부를 주고

그의 채안에서 나는새로이 변하네

DuRinganmeinem Finger,

MeingoldenesRingelein,

Ichdrückedichfromm andieLippen

Dichfromm andasHerzemein

내 손의 반지여,

작은 나의 반지여

나는 를 경건하게

입술을 어보고내가슴에도 어본다

4.DuRinganmeinem Finger(내 손의 반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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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뢰베 슈만

박자 6/8박자 4/4박자

조성 FM E
b
M

템포
Unpocosostenuto(조 더 음을

충실하게)
Innig(마음을 다하여)

구조 A-A'-A''-A'''-A''''(유 형식)36) A-B-A'-C-A''(론도형식)

특징

음 강조는 보이지 않고 트릴

사용으로 곡의 분 기를 밝게 하

고 있음.

24마디 Ichwillihm deinenihm

leben(나는 그를 해 살고 그를

해 죽겠네)에서 F음 사용,

빨라지며 시 분 기의 강조

[표 5]제4곡의 특징

이곡에서 반지는 그녀의 최고 가치와 깊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약혼자에

한 완 한 희생을 말한다.곡은 깊은 감정과 헌신 인 행복으로 약혼에 한

충실함을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다.뢰베와 슈만은 같이 각각의 곡들을 서정

인 멜로디로 표 하고 있다.감미로운 선율들을 노래하며,내면 표 에 심을

두어야 한다.샤미소의 원시 제4연에서 ‘werd’를 슈만은 ‘will(원하다)’로 바꾸고

있다.

36)시의 각 이 제1 에 붙여진 선율을 되풀이 하는 가곡으로 시가 규칙 인 형태로 지어지고 한 그 내용

이 동일 선율의 반복을 허락하는 경우에 이 형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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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뢰베의 제 4번곡

‘Unpocosostenuto(조 더 음을 충실하게)’로 시작하는 이곡의 조성은 F장조

로 곡 체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이 곡은 1-10마디

가 주제선율이며,이 선율을 심으로 시의 각 연마다 리듬 변화를 으로써

곡의 형식을 5부분으로 나 고 있다.이 5부분은 비슷한 구조로 개되며 반복하

고 있다.발라드 음악에서는 통작형식37)의 가곡을 주로 추구한다.하지만 이곡에

서 뢰베는 유 형식을 유지하며 간단한 리듬의 변화를 으로써 곡을 표 하고

자 하 고,이것은 춤스티크의 향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는 이 연가곡 제5

번,제6번곡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4번째 곡은 일반 으로 순차 진행으로 개되며 약혼에 한 기쁨을 표

하고 있다.특히,성악부분 6마디의 음의 도약으로부터 시작되는 하행 진행은

약혼에 한 여인 자신의 굳은 결심을 나타내고 있다.

주 부분에서 스타카토는 여인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표 하고,반주부 8마

디에서의 장식음은 7마디에서의 성악선율에 한 응답으로 화식의 표 으로

성악선율을 도와 곡의 분 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 주고 있다.[악보21참조]

37)시의 가 마다 새롭고 다른 선율을 붙이는 가곡,슈베르트 「마왕」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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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1]제4번곡의 주제선율,1-10마디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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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슈만의 제 4번곡

슈만은 ‘Innig(마음을 다하여)’를 지시하며,A-B-A-C-A''의 론도형식38)으로

시의 아름다움을 표 하고 있다.이곡은 제3번곡처럼 주부가 없이 시작한다.

곡의 구조에서 B부분에서는 시의 2연 여인의 어릴 때 회상을 나타내고,C부분은

4연의 사랑하는 이에 한 결의를 노래하고 있다.처음에 제시된 주제선율은 반

주부가 성악선율을 그 로 보조하며 따라가고,9마디에서부터 분산화음으로 어릴

꿈에 한 회상을 표 하고 있다.사랑에 한 맹세는 25마디에서 Nachund

nachrascher.( 빠르게)로 템포의 변화가 이루어지며,부속화음의 연속사용으

로 그녀의 벅찬 가슴을 시의 내용처럼 그만을 하여 살겠다는 것을 표 하고

있다.곡의 최고 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28마디 ‘granz(모든 것)’에서 가사의

의미와 맞추어 최고음 F가 ritard.와 함께 길게 이끌어 지며,가사를 강조한다.

[악보22참조]

[악보22]템포의 변화와 부속화음의 사용과 정,25-28마디

E : V        V       V
 /ii        ii6         V

 /iii     iii6        V
 /IV     

24

 

38)주테마가 에피소드를 사이에 두고 몇 차례 되돌아가는 형식 주테마를 론도 삽입구를 episode,diverse라

고 함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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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ftmir,ihrShcwestern,

freundlichmichschmücken,

DientderGltücklichenheutemir.

Windetgeschäftig,

Mirum dieStirne,

NochderblühendenMyrteZier,

자매여, 를 도와주세요.

쁘게 나를 꾸미게 도와주세요.

오늘 행복한 여인을 해 사 해

주세요.

서둘러 나의 이마를

활짝 핀 마르테 꽃으로 감싸주세요.

Alsichbefriedigt,

FreudigenHerzens,

Dem Geliebtenim Armelag,

Immernochriefer,

SehnsuchtimHerzen,

UngeduldigdenheutigenTag.

내가 에

기쁨에 차고 만족하여

그의 팔에 안겼을 때

그이는 여 히

가슴 속 바램으로 가득차서

이 날을 오기를 기다렸네.

Helftmir,ihrSchwestern,

HelftmirVerscheuchen

EinetörichteBangigkeit;

Daßichmitklarem

Augihnempfange

Ihn,dieQuellederFreudigkeit.

자매여, 를 도와주세요.

어리석은 나의 근심

없앨 수 있게

밝은 으로

받아들이게

나의 기쁨인 그를

Bist,meinGeliebter,

Dumirerschienen

Giebstdu,Sonnemir,deinenSchein?

LaßmichinAndacht,

LaßmichinDemut,

Mich
]
verneigendem Herrenmein.

나의 사랑

나의 태양

당신의 빛을 나에게 비쳐 주겠지요?

겸손과

경건한 마음으로

나의 사랑에게 를 인사하게 해주세요.

5.Helftmir,ihrSchwestern(자매여, 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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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uetihm,schwestern,

Streutihm Blumen,

Bringtihm knospendeRosendar.

Abereuch,Schwestern,

Grüß'ichmitWehmut,

FreudigscheidendauseurerSchar.

자매여,그를 해 뿌려주세요

꽃들을 휘날리세요.

장미 우리를 그에게 선물해주세요.

하지만 자매여

나는 슬픔의 이별인사를 해야 하네

내가 기쁘게 희를 떠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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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뢰베 슈만

박자 12/8박자 4/4박자

조성 CM-FM-CM B
b
M-G

b
M-B

b
M

템포
Andantinograzioso(우아함을 가

지고안단테 보다 빠르게)
ZiemlichSchnell(매우 빠르게)

구조 A-A'-A''-A'''-A''''(유 형식) A-B-A'(론도형식)

특징

39마디인 Quelle derFreudigkeit

(나의 기쁨인 그를)에서 성악부의

높은 음 F와 피아노의 긴 아르페

지오 반주로 여인의 기쁜 마음

을 결정 으로 표

곡의 정:34마디의 ‘mein’:6박자

의 고음 F로 강조

[표 6]제5곡의 특징

이곡은 결혼식 날 몹시 바쁜 신부들의 비과정을 표 하고 있다.뢰베와 슈

만의 두 작품 모두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된다.자매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꾸미며 설 는 결혼식을 빠른 템포로 표 하고 있는데,뚜렷한 발음이

요하고, 한,음악 흐름에 따라가기가 힘든 어려움이 있다.설 는 신부의

마음과 동시에 자매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의 내용을 담아 여인의 솔직한 마

음으로 연주하여야 한다.

슈만은 원시의 제2연의 ‘Dem Geliebten’(사랑하는 사람을 하여)을 ‘Sonst

dem Geliebten’( 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하여)으로 바꾸고 있으며,E
b
로 강조

한다.제4연의 ‘Sonnemir(나에게 빛을)’를 ‘mirSonne’로 도치하고 있고,‘mich’

를 ‘lassmich’(나를 시키다)로 바꿔 으로써 제4연의 음률을 맞추고 있다.제5연

의 ‘bringt’는 ‘bringet(선물하다)’으로 바꿔 으로써 강한 어감의 텍스트를 부드럽

게 만들어주고 있다.이러한 것에서 슈만이 곡을 작곡을 할 때,그의 시에 한

주 근법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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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뢰베의 제5번곡

뢰베는 결혼식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날로 생각하여 이곡에서 가

장 긴 주,간주,후주를 써 놓았다. 주부분에서 꾸 음과 함께 상행과 하행의

폭넓은 스 일로 나타나는 서정 선율,발라드풍의 리듬은 곡의 아름다운 분

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곡 체에서 보이는 피아노 반주의 가락반주 없이 이루

어지는 왼손의 화성반주는 오른손의 멜로디와 함께 성악선율에 하여 화성 인

음으로 보조하며 아름다운 곡을 이어가고 있다.[악보2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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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3]제5번곡의 주 부분,1-8마디

29

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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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7-10마디에서 성악 선율의 진행에 피아노 오른손은 1옥타 로 선율을 올려

에코처럼 응답하며 여인의 행복함이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개는 이곡 체에 걸쳐서 나타난다.앞의 세 번의 간주는 주부의 후반부를

같이 반복을 하며 자매들과 결혼에 한 기쁨을 담고 있는 시의 각 연을 나

고 있고,마지막 네 번째의 간주는 주부의 반부를 보여주며 자매들과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5연의 시작 에 미리 표 해 주고 있다.[악보24참조]

[악보24]성악선율을 반복하고 있는 피아노 선율 반주부,7-1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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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8

49

51

각 시의 연들은 8-16마다의 주제선율을 기본으로 변화하고 있는데,39마디의

‘ihn,dieQuellederFreudigkeit(기쁨의 근원인 그를)’는 음의 분할과 함께 반주

부의 sf와 아르페지오의 표 으로 여인의 기쁨의 감정을 고조시키며,48-52마디

에서 나타나는 가사의 반복과 조성의 변화는 곡에 한 정을 이루어 여인의

결혼에 한 굳은 결의가 표 되고 있다.[악보25참조]

[악보25]가사의 반복과 조성의 변화,39,48-5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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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연의 ‘Streuet ihm, Schwestern, streuet ihm Blumen, bringt ihm

knospendeRosendar(자매여,그를 해 뿌려주세요 꽃들을 휘날리세요.장미

우리를 그에게 선물해주세요)’의 시어를 나타내기 하여 63마디에서는 피아노

의 긴 트릴로 꽃들이 휘날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악보26참조]

[악보26]반주부 특별한 트릴의 사용,63마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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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에서는 곡의 주부인 오른손의 선율을 반복하고 있으며,왼손의 화성 반

주는 주부와 같지만 74,76,79마디에서 화성 음을 추가 시켜 으로써 음색을

더욱 두텁게 해주고 있다.곡의 마지막 부분인 81-82마디는 pianissimo와 왼손의

음으로의 하행은 모든 결혼식 행사가 끝났음을 나타내고 있다.[악보27참조]

[악보27]화음의 추가와 피아노 음하행의 강조,74,76,79,81-82마디

74

29

76

7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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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슈만의 제5번 곡

슈만은 곡에서 표 하고자 하는 결혼의 바쁜 순간들을 피아노 반주부에서 왼

손과 오른손이 함께 같은 선율을 동행하면서 두 마디의 짧은 주로부터 시작한

다.이러한 피아노의 아르페지오 선율은 제4연을 표 하는 곡의 27-34마디에

서 화성 반주를 제외하고,이곡의 체에서 나타나고 있다.성악리듬은 ♩♪♪

 ♪을 기본으로 3-6마디의 주제 선율이 가볍고 쾌활하게 결혼의 분 기를 나타

내고 있다.단순하지만,빠른 템포는 곡의 단순성을 극복하면서 결혼식의 바쁜

분 기를 잘 표 하고 있다.[악보28참조]

[악보28]제5번곡의 주제선율,3-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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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제2연을 나타내는 7마디에서부터는 여인의 기쁨에 찬 만족감을 나타낸

다.특히 14-18마디의 반주부에서는 성악부분의 선율을 따라감으로써 성악선율

을 보조해 주고 있고,왼손 음의 지속음은 빠른 템포의 곡에 안정감을 주고 있

다.[악보29참조]

[악보29]반주부의 성악라인 뒷받침,14-18마디

16

11



- 60 -

시의 제4연에서 슈만은 곡의 정부분을 그리고 있다.33-35마디에서 ‘mein’에

6박으로 지속하는 고음 F를 사용하여 여인 자신이 행복감에 취해 있는 모습을

최고조로 표 하고 있다.특히,34마디의 집화음과 35마디의 주부와 같은 분

산화음 사용은 시의 제4연과 제5연이 결혼과 함께 자매와의 이별이라는 내용을

단 되지 않고 긴 하게 연결 되고 있는 것을 보여 다.[악보30참조]

[악보30]곡의 정부분,33-35마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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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연을 나타내는 41마디는 이곡에서 처음으로 p가 사용되며 곡의 분 기를

조 하고 있고,ritardando로 템포를 느리게 하며 조성을 G
b
장조로 변화시켜 자

매들과의 이별의 슬픔을 41-42마디에서 표 하고 있다.슈만은 시의 가사처럼

슬 이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두가지의 상반되는 시 분 기를 표

하고자 43마디에서 다시 원조인 B
b
장조를 쓰고 있다.[악보31참조]

[악보31]조성이동으로 시의 분 기 환,41-42마디

곡의 후주부는 행복한 신부를 그리고 있으며,하행 선율과 diminuendo를 사용

함으로써 여인의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가고 있는 것을 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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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üsserFreund,dublickest

michverwundertan.

kannstesnichtbegreifen,

wieichweinenkann;

Laßderfeuchtenperlen,

ungewohnteZier

Freudenhellerzittern

indem Wimpernmir

다정한 친구여,

당신은 놀라움으로 나를 바라보네.

왜 내가 울어야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 로 두세요.

진귀한 장식들의 롱한 진주들이

즐겁게 환하게 떨리게 하라.

나의 에서

WiesobangmeinBusen,

Wiesowonnevoll!

WüßtichnurmitWorten,

wieich'ssagensoll

Komm undbirgdeinAntlitz

HieranmeinerBrust,

Willin sOhrdirflüstern

AllemeineLust.

나의 가슴은 왜 불안할 까

얼마나 행복한가

그 언어를 안다면 얼마나 즐거울 가

어떻게 내가 말해야 하는지를

오세요.당신의 열굴을

나의 가슴에 숨기고

그 귀에 속삭이고 싶어요

나의 기쁨 모두를

Hab'obmanchenZeichen

Mutterschongefragt,

HatdieguteMutter

Allesmirgesagt,

Hatmichunterwiesen

Wie,nachallem Schein,

BaldfüreineWiege

Mußgesorgetsein

노래에 하여

나는 어머니에게 물어 보았고

좋으신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녀는 나를 확실하게 해요

모든 기쁨을

곧 요람이

필요할 거라고

6.SüsserFreund,dublickest(다정한 친구여,당신은 바라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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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stdunundieTränen,

Dieichweinenkann?

Sollstdunichtsiesehen,

Dugeliebter,geliebterMann

Bleibanmeinem Herzen,

fühledessenSchlag,

Daßichfestundfester

Nurdichdrüchrenmag

당신이 지 물을 이해한다면

내가 흘리는 이유 있는 물

그 에게 물을 보이면 안될까요?

그 나의 사랑하는 이여

가까이 가슴가까이 머무세요

나의 고동소리를 들으며,

그래서 내가 당신을 가까이 더 가까이

그 를 안게 하세요.

Hieranmeinem Bette

HatdieWiegeRaum,

Wosiestillverberge

MeinenholdenTraum:

KommenwirdderMorgen,

WoderTraum erwacht,

UnddarausdeinBildnis

Mirentgegenlacht

나의 침실에는

요람이 매달려 있어요

요람을 고요히 숨겨 두도록

나의 즐거운 꿈을

아침이 오면

그때 꿈을 깨고

당신을 닮은 얼굴이

나에게 미소 짖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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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뢰베 슈만

박자 9/8박자 4/4박자

조성 FM-CM-FM GM

템포

Andantinotenero

(안단테 보다 빠르며 부드럽게)

Langsam,mit,innigenAusdruck

(천천히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게 표

정을 가지고)

구조 A-A'-A''-A'''-A''''(유 형식) A-B-A'(3부분 형식)

특징

9-11마디,18-20마디에서 하행의

도약을 보이며 음으로 강조

53마디 Bildnis(닮은 얼굴)고음 E

와 5도 하행으로 정

ritardando로 시어 강조

[표 7]제6곡의 특징

‘SüßerFreund(다정한 친구)’라고 남편을 부르며 엄마가 된다는 기쁨에 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은 이유도 모르는 체 자신을 의아해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정다

감하게 아기를 가졌음을 이야기한다.샤미소의 시 에서 시의 분 기와 내용이

가장 아름다우며,뢰베와 슈만은 이 곡들을 모두 p로 시작하여 조심스럽게 아기

에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뢰베는 샤미소의 원시에 충실하여 시를 바꾸지

않고 작곡을 하고 있다.슈만은 제1연의 ‘Freudenhellerzitternindem Wimpern

mir’를 ‘Freudighellerzitternindem augemir’(즐겁게 환하게 떨리게 하라 나

의 에서)로 시어를 바꾸어 곡을 쓰고 있다. 한,슈만은 이시에서 여인의 어

머니로부터 여인 자신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에 한 확신을 가진다는 제3연의

내용을 생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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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뢰베의 제6번곡

뢰베는 반주부에서 극 인 효과를 나타내기 해 반주부의 화성 코드와 함

께 분산화음으로 비하고 있다.시의 제1,2,4연은 곡에서 화성 코드로 진행

이 되고,제3,5연에서는 분산화음으로 진행이 된다.멜로디와 리듬은 가사에 충

실하고 반주 형태만이 화성 코드에서 분산화음으로 변해 가는데 이것은 뢰베

가 성악부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반주부분에서도 극 인 효과를 보이고자

한 그의 노력이다.슈만의 작품에서는 제3연이 생략이 된는 반면에 뢰베는 원시

에 충실하여 곡을 작곡하고 있다.시의 제3연은 여인이 자신의 엄마에게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 받는 내용이다.

반주부의 주요 리듬(♬♩♩)은 왼손과 오른손에서 서로 주고 받고 있으며 시

의 제3연과 제5연을 표 하고 있는 21-24마디 37-47마디를 제외한 모든 곳에

서 나타나고,여인의 심장 고동소리를 표 하기에 충분하다.[악보32참조]

[악보32]제6번곡의 반주부의 주된 선율,1-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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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베는 이곡에서 시의 내용에 충실하고자 물 흐르는 듯한 곡선 상행과 하행

을 반복하여 사용하며,곡의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분 기를 조성하고 있다.뢰베

가 표 하는 이러한 서정 표 은 그의 극 인 표 에 방해 받지 않는다.

9-11마디는 반 으로 I,IV,V화음의 화성안에서 반주부의 변화와 함께 감7

화음과 속7화음을 사용함으로써 기쁜 마음을 맘껏 표시하고 있다. 한

‘freudenhellerzittern’에서 7도 하행과 ‘indenWimpernmir’에서 음 6도 하

행으로 시어를 강조하고 있다.이곡은 흥분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읊조리

듯이 연주해야 한다.[악보33참조]

[악보33]감7화음과 속7화음으로 시의 강조,9-10마디

C : VI        ii
       V7/Vi    IV       ii

        V7        I       V7/IV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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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슈만의 제6번곡

‘Langsam,mitinnigem Ausdruck(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표정을 가지

고 천천히)’로 지시되는 이곡은 슈만의 제5번곡과 함께 치타티보 성격을 보

이는 노래이다.이곡의 조성은 G장조이지만 마치 D장조 느낌을 주고 있다.이런

화성 특징은 음으로 길게 지속되는 음 에 Ⅴ 는 Ⅴ7을 사용함으로써 나

타나는 상으로 이것은 베토벤 후기작품에서 부터 나타나는 상이다.[악보34

참조]

[악보34]6번곡의 화성 특징,1-9마디

G : V Viio/V V
    V7             I      V7/V             V      Viio  

   V7                 I        V7/V                  V               

  Viio  

   V7/V     Vii
 /ii      ii      V

 /ii     ii6   V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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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마디는 슈만이 샤미소의 시 제3연을 생략하는 신 만든 짧은 간주부이

다.원시의 제3연은 여인의 어머니로부터 임신에 한 확신을 받는다는 내용이

다.슈만은『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그의 연인 클라라를 염두에 두고 작곡하

기 때문에 클라라가 어릴때에 그녀의 어머니를 여의고,어머니로부터 물어 볼 수

없는 클라라의 상황에 의도 으로 원시의 제3연을 생략하여 4마디의 피아노 간

주로 함축시키고 있다.슈만의 이러한 간주부는 부인이 자신의 아기를 가졌다는

것에 한 가슴 설 는 이야기를 그녀의 남편에게 할 때,그 남자는 아기를 가져

아빠가 된다는 즐거움을 크 센도,디크 센도의 사용과 순차 으로 확장되는 화

성과 함께 부감7화음,부속7화음을 이용하여 시의 내용을 충분히 피아노로 표

하고 있다.[악보35참조]

[악보35]샤미소의 원시 제3연을 신하는 피아노 간주,21-24마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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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마디의 ‘kommen wird derMorgen,wo derTraum erwacht,und

darausdeinBildnismirentgegenlacht(꿈들이 깨어나는 아침이 오면 당신을 닮

은 상이 요람안에서 나에게 미소 짓죠)’는 연속 인 부속7화음과 부감7화음을

사용하여 여인의 행복하고 순수한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그녀가 아기의 미소를

아기 아버지와의 이미지로 비유하며 곡은 정을 이룬다.54마디부터 시작하는

후주부는 부감7화음,속7화음의 사용과 함께 p,pp의 악상을 이용하며,템포

한 ritardando,adagio로 느리게 표 하고 있다.이것은 사랑스러운 아기와 그녀

의 사랑하는 남편을 동일시 여기며 ‘deinBildnis!’(그 를 닮은 얼굴)를 강조하여

표 하고 있다.[악보36참조]

[악보36]후주부의 부속7화음,부감7화음 사용,50-54마디

47

51

54

  

Vii
o
/V




  V  Vii7 V7  V7    V
  IV

   Vii7    Viio/ii  ii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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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곡의 후주부는 제5곡,제8곡과 함께 피아노 작품으로도 변형이 가능한 독립

된 선율 존재로 가치가 있다.이 연가곡 체 슈만이 심에 둔 곡으로 한

소녀가 한 여인으로 성장하는 변화를 그리는 체 8곡 가장 아름다운 곡이다.

이곡의 연주 표 에 있어서 사랑하는 이의 아기를 가진 엄마가 된다는 기쁨이

잘 달 될 수 있도록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곡의 느낌을 충분히 표 할

수 있게 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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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meinem Herzen,

anmeinerBrust

DumeineWonne,dumeineLust!

나의 마음에,

나의 가슴에 안겨

는 나의 환희,기쁨

DasGlückistdieLiebe,

dieLiebistdaGlück,

Ichhabesgesagtundnehm's

nichtzurück.

행복은 사랑,

사랑은 행복

나는 이것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네

Hab'überglüclichmichgeschätzt

Binüberglücklichaberjetzt.

나는 기뻐서 어 할 모른다 생각했지만

지 은 단히 더 행복하네.

Nurdiedasäugt,nurdiedaliebt

DasKind,demsiedieNahrunggiebt

젖을먹이는여자만이아기를사랑하는여인만이

아기를 기르는 여자만이

NureineMutterweißallein,

Wasliebenheißtundglücklichsein,

엄마가 된 여자만이 알지요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Owiebedaur'ichdochdenMann,

DerMutterglücknichtfühlenkann!

오 남자들은 가여워라

엄마의 행복을 느낄 수 없네.

Duschauestmichanundlächelst

dazu

Dulieber,lieberEngel,du!

나의 사랑의 천사여 는 나를 보고

미소 짓는다.

나의 마음에 가슴에 는 나의 환희 기쁨

7.Anmeinem Herzen,anmeinerBrust(나의 마음에,나의 가슴에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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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뢰베 슈만

박자 3/4박자 6/8박자

조성 G
b
M( 조 없음) DM-GM-DM

템포
Andantino

(안단테보다 바르게)

Fröhlich,innig

(쾌활하게,마음을 다해서)

구조 A-B-A'-C A-A'-A'''-A""

특징 단순한 화성진행 30-31마디:곡의 정,최고음 F

[표 8]제7곡의 특징

에 느끼지 못했던 무한한 행복감을 엄마가 된 여인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느낀다.3연에서 슈만은 원래 시어인 ‘überglüklich’(매우 행복한)을 ‘über-

schwenglich(기뻐서 어 할 모른다)’로 바꾸어 기쁨의 표 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7연에서 시의 행 순서를 바꾸어서 음악에 리듬감을 주고 있다.뢰베와 슈

만은 이곡의 첫 부분에 사용되었던 시의 1연을 곡의 마지막에 다시 반복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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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뢰베의 제 7번곡

‘Andantino’로 시작되는 뢰베의 곡은 체 으로 조와 템포의 변화가 거의

없다.이것은 곡의 변화하는 단순한 화성을 통하여 여인이 아기의 엄마가 된 행

복하고 평온한 상태를 표 하고 있다.

이것으로 부터 복잡한 장면의 묘사를 간단한 주요화음으로 구성함으로써 곡

체에서 나타나야 하는 음악의 평온함을 표 하고자 하는 뢰베의 성향을 볼 수

있으며,19세기 발라드에서 유행하 던 음악 특징 에 하나이다.

제1주제 선율이 보이는 2-4마디에서는 3,4,5,6도 도약으로 구성되는 멜로디

를 볼 수 있다.‘Anmeinem Herzen,anmeinerBrust(나의 마음과 가슴에 는

나의 환희,기쁨)’에서는 아기에 한 기쁨과 어린 아이를 어르는 모습을 묘사하

는 표 이다.[악보37참조]

[악보37]3,4,5,6도 도약으로 시의 분 기를 표 ,2-4마디



- 74 -

반주부의 체 형태는 분산화음과 화성화음이 교차하여 나타나며,베이스

라인의 지속음을 사용하면서 곡의 평온한 분 기를 표 하고자 하고 있다.특히,

곡의 마지막 31마디에서 시의 제1연이 다시 반복되는데 왼손의 근음 G
b
음을

심으로 지속이 되며,곡의 체 인 분 기인 평온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성

악선율에서는 8도하행의 도약과 크 센도를 볼 수 있다.이것은 ‘Wonne(환희)'를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여인의 마음 상태를 시어의 이미지와 같이 표 하고자 하

다.[악보38참조]

[악보38]8도 하행으로 여인의 마음 상태 강조,34마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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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슈만의 제 7번곡

‘Fröhlich,innig(쾌활하게 마음을 다하여)’로 표 된 이곡은 행복과 기쁨으로

쾌활하게 부를 것을 지시하고 있다.1마디의 주부와 함께 반주부는 빠른 속도

의 분산화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이것은 여인이 심장의 고동소리를 나타내고

있다.이와 함께 16분 음표로 구성이 되는 반주부의 분산화음은 곡을 밝게 변화

시켜주고 있다.슈만은 이러한 반주부 에 16마디에 ritardando,18마디에

Schneller(빠르게),26마디에 Nochschneller(더 빠르게),31마디에 ritardando와

같은 템포의 변화를 주면서 곡을 단조롭지 않게 만들어 주고 있다. 한 이러한

템포의 변화는 여인이 아기에 한 기쁜 마음의 표시이다.[악보39참조]

[악보39]제 7곡의 템포의 변화,16,18,26,31마디

16
18

2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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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부분은 빠르고 힘차게 진행된다.2-3마디에 나타나는 주선율이 계속 으

로 발 되어지며,반주부의 빠른 분산화음과 더불어 곡의 쾌활함을 부여하고 있

다.슈만의 다른 곡과는 다르게 1마디에서부터 Ⅴ화음으로 시작되는 이곡은 이

곡인 제 6곡과 연결성을 부여 하고 있다.제6곡의 후주부에서 G장조의 I도로 끝

나는 화음은 제7곡에서 C장조의 V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것은 곡이 끊

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것에서 슈만이 연가곡을 구성

을 할 때 시의 주제를 연결하기 해 의도 으로 조성을 선택하는 것에 심 을

기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악보40참조]

[악보40]제6곡과 제7곡의 조성의 연결,제6곡의 후주부 57-58마디,

제7곡의 주부 1마디

57

G : ii       I
        I  D:  V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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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마디에서부터는 반주부의 분산화음이 없어지고,스타카토와 함께 집 화성

화음으로 구성된 반주의 형태가 보인다.이러한 반주부는 더욱 빨라지는 곡의 변

화 Nochschneller와 함께 기쁨에 싸여 아이를 돌보는 여인의 모습과 함께 아이

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표 하고 있다.[악보41참조]

[악보41]분산화음에서 집 화성화음으로의 반주변화,26마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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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마디에서 시의 1연을 다시 반복하여 곡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고,더 이상

소녀가 아닌 엄마로서 여인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34마디에서부터 시작되는

후주부는 여인이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아기를 키우며 아기가 커가면서 알게 되는

사랑부분을 노래하고 있다.[악보42참조]

[악보42]시의 1연의 반복과 후주부,30-41마디

2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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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hastdumirdenerstenSchmerzgetan,

Derabertraf.

Duschläfst,duharter,unbarmherz'gerMann,

DenTodesschlaf.

지 그 는 처음으로 슬픔을 주셨네

그 타격은 깊게 내리쳤고

당신은 죽음에서 잠들었네,당신

냉혹하고 동정이 없는 당신

EsblicketdieVerlaßnevorsichhin,

DieWeltistleer,[istleer.]

Geliebethabichundgelebt,

Ichbinnichtlebendmehr.

남겨진여인만이 텅빈 미래를바라보고

세상은 허무,허무

나는 사랑했고 살았네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네

IchziehmichinmeinInnresstill

zurück,

DerSchleierfällt,

DahabichdichundmeinverlornesGlück,

DumeineWelt!

나는 조용히 내 자신으로 돌아오며

베일이 내려오고

그곳에서나는당신과나의잃어버린

행복을찾으리라,

당신은 나의 모든 세계.

8.NunhastdumirdenerstenSchmerzgetan(지 그 는 처음으로 슬픔

을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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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뢰베 슈만

박자 4/4박자 4/4박자

조성 Dm Dm-Cm-B
b
M

템포
Andantelento,unpocograve

(느리며 조 엄숙하게)

Adagio

(아주 느리게)

구조 A-A'-A'' A-B-C

특징 N639)사용으로 시어강조 Geliebethabichundgelebt,강조

[표 9]제8곡의 특징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으로 망연자실상태이다.그녀의 사랑하는 사람과

의 이별은 그녀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다.비탄 속에서의 그녀의 푸념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인 것이다.그녀의 앞에는 황량하고 텅 빈 공간만이

보이며 희망은 느껴지지 않는다.그녀의 물은 재의 고통 속에서 과거의 행복

을 기억하며 흐르고 있다.뢰베는 샤미소의 원시에 충실하여 작곡을 하고 있고,

슈만은 2연에서 ‘istleer’(허무하다)를 두 번 반복하면서 추가하고 있다.

39)네아폴리탄 6(N6)Neopolitansixth:네아폴리탄 6화음이라고도 부르는 이 화음은7,18세기 이탈리아 나

폴리를 심으로 활동하던 작곡가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던 화음으로 장조에서는 근음과 5음이 반음 내

려가고 단조에서는 근음이 반음 내려가는 화음을 말한다.



- 81 -

1)뢰베의 제 8번곡

이 곡은 2마디의 짧은 주부와 함께 3마디에서 첫 박을 쉼표로 시작하며 정

박으로 시작되지 않고 약박으로 시작하고 있다.이러한 작곡기법은 뢰베의 작품

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인데,이 연가곡에서는 제2곡과 제3곡을 제외한 곡에서

볼 수 있다.뢰베는 이 곡에서 쉼표를 강박에 둠으로서 약박으로 시작하는 여인

의 내면 심리상태를 묘사하고 있다.음악 기법은 그의 작품「에드바르트

(Edward)」에서도 나타나며,이 작품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묻는 긴장되는 상황을 표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특히,뢰베는 이곡을 작곡하 을 때 “나는 1연을 해 음가가 매겨진 선율들

이 제2연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을 떠 올렸다”라고 언 한다.뢰베는 이 짧

은 제3연으로 구성된 시에서 제1연의 주제를 가지고 제2연의 제2주제와 제3연의

제3주제를 구상하려고 했던 것이다.40)

[악보43]제8곡의 주제선율,3-6마디

5

40)CarlLoewe.『CarlLoeweWerkeBand17』.ed.MaxRunze,Breitkopt& Härttel,VorwortzuBand

17.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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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체에서 뢰베의 발라드풍이 보이고 있는 이 곡은 제2연과 제3연에서 제1

연의 주제 선율을 사용하고 있고,제2연과 제3연의 종결부들은 시들의 내용과

함께 독창 으로 조 씩 음들을 변형하며 합산하고 있다.[악보44참조].

[악보44]주제선율에 따라 변화하는 종지부,7-10,18-21,29-32마디

7
9

18

2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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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7-18 27-28마디의 ‘traf(정확하게)’,‘leer(공허한)’,‘fällt(내려오다)’에

서는 N6가 나타나는데,이러한 화성 변화는 남편을 잃은 여인의 마음을 나타

내기 함으로 사용하고 있다.뢰베는 「에르바르트」에서도 N6를 사용하여 N6-

Ⅴ-I로 해결을 하는 것으로 곡을 마무리하고 있으며,이곡에서도 N6-Ⅴ-I로 끝마

치고 있다.[악보45참조]

[악보45]N6사용,6-7,17-18,28-29마디

6

 d : N6               V7          I

17

N6 

18

     V7          I

28

N6                V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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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1-22 32-33마디의 반주부에서는 지속되는 왼손의 베이스라인 에

부 으로 하행하는 오른손의 선율이 여인의 구슬 마음 상태와 그녀의 물을

표 하고 있다.이러한 표 은 뢰베의「마왕」에서도 나타나며,그 작품에서는

‘넓게 펼쳐진 안개’를 의미한다.성악부분만이 아닌 반주부에서도 시에 한 극

인 장면묘사의 표 방식을 볼 수 있다.[악보46참조]

[악보46]반주부의 장면 묘사,10-11,21-22 32-33마디

10

21 2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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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슈만의 제 8번곡

치타티보 인 음의 반복이 곡 체에 걸쳐 나타나는 성악선율은 반주부의

무거운 화성반주와 함께 어우러지며 여인의 슬픔을 나타내는 비탄 인 분 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슬 곡조 의 반주부의 화성진행은 성악 트의 선

율과 일체감을 보이며 반주부의 sf와 f의 역할은 텍스트의 비통함을 더해 주고

있다.[악보47참조]

[악보47]제 8번곡의 주제선율,1-6마디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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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마다 변하고 있는 주제 선율들은 시의 분 기를 각각 다르게 표 하고

있으며,제2연은 제1연의 음 반복과는 다르게 순차 인 음의 확장으로 여인의 허

무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9-11마디의 ‘DieWeltistleer,istleer(세상은 허무

하다,허무하다)’에서 슈만은 시의 정부분을 세 박자 반의 D
b
의 사용과 크 센

도,피아노 반주의 sf로 여인의 허무감을 극 화 시키고 있다.[악보48참조]

[악보48]허무감의 표 ,9-11마디

9 11

마지막 성악부분인 21-22마디의 ‘dumeinewelt!(당신은 나의 모든 세계!)’에

서는 성악선율을 반종지로 종결함으로써 이야기의 여운을 남기고 있다.그리고

연이은 여인의 인생을 회고 하는 긴 후주는 제1곡의 주제선율을 재 시킴으로써

행복했던 지난날의 회상을 도우며,곡들이 연결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곡 체가

1번째 곡으로 시작되어 8곡으로 다시 끝나는 듯한 체에 한 통일감을 주고

있다.슈만의 낭만 기법이 돋보이는 부분이다.이것은 슈만의 『시인의 사랑』

의 마지막 곡인 제16번 곡 「Diealten,bösenLieder(낡고 사악한 노래)」의 긴

후주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슈만의 이러한 기법의 사용은 베토벤의 향을 받은 것이며,베토벤의 연가곡

『멀리 있는 여인에게』의 마지막 곡 「Nimm siehindenndieseLieder(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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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이별을 고하자)」의 후주부에서도 이러한 기법을 볼 수 있다.깊은 후주의

멜로디만이 그녀의 첫 사랑에 한 기억을 연주하고 있고,노래하는 사람은 움직

임이 없이 슬픔의 상태에서 끝없는 인생에 한 회상이 표 되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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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 dereignenTage,

Dienunfernesind.

TochtermeinerTochter,

DumeinsüßesKind,

Nimm,bevordieMüde

DecktdasLeichentuch,

Nimm insfrischeLeben

MeinenSegensspruch

꿈같은 나날들

그것들은 지 멀리 있고

나의 사랑스런 딸

나의 귀여운 아이

받아드려라 약해지기 에

장막으로 가려진 것들로

의 은 인생으로 받아드려라

나의 축복 속에

SiehstmichgrauvonHaaren,

Abgezehrtundbleich,

Bin,wiedu,gewesen

Jungundwonnereich,

Liebte,sowieduliebst,

Ward,wiedu,auchBraut,

Undauchduwirstaltern,

Sowieichergraut.

는 나의 흰 머리를 보고

쇠약하고 창백해진

나도 있었지

음과 행복의 날들

네가 지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 했고

신부가 되었지

한 나이를 먹고

내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듯

LaßdieZeitim Fluge

Wandelnfortundfort,

Nurbeständigwahre

DeinesBusensHort;

Habich'seinstgesprochen,

Nehm ich'snichtzurück:

GlückistnurdieLiebe,

LiebenuristGlück.

시간은 사라지고

흐르고 흘러서

하지만 원히 보존하네.

의 심장의 보물

내가 에 말했듯

나는 다시 되돌리지 않으리.

행복은 사랑

사랑은 행복

9.Traum dereignenTage(꿈같은 나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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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ich,denichliebte,

Indasgrabgelegt,

HabichmeineLiebe

Treuinmirgehegt:

WarmeinHerzgebrochen,

BliebmirfestderMut,

UnddesAltersAsche

Wahrtdieheil'geGlut.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묻었을 때

나는 나의 사랑을 소 히 여겨

나의 진실한 가슴 속에

비록 나의 가슴이 깨어져도

나의 용기는 굳건히 서서

나이의 잔재들이

신성한 빛들을 보존하고

Nimm,bevordieMüde

DecktdasLeichentuch,

Nimm insfrischeLeben

MeinenSegensspruch:

MußdasHerzdirbrechen,

BleibefestdeinMut,

SeiderSchmerzderLiebe

DanndeinhöchstesGut.

받아드려라 약해지기 에

막에 가려진 것들로

의 은 인생으로 가져가라

나의 축복속에

의 가슴이 무 지더라도

의 용기는 굳건히 서고

아마도 사랑의 슬픔이

의 진정한 소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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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뢰베

박자 6/8박자

조성 Am-CM-Am-CM

템포 Moderato(보통빠르기)

구조 A-B-A-B'-B''-A

특징
29-30마디에서 rit와 7도 하행도약,5도 상행도약으로 곡의 정

표시

[표 10]제9곡의 특징

뢰베는 샤미소의 8번째 시까지 곡으로 작곡한 슈만과 다르게 9번째 시까지 작

곡함으로써 연가곡집을 마무리 하고 있다.딸을 보며 지나간 날을 회상하고 시간

이 흘러 자신의 희어진 머리 색깔과 함께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의 이미지를 그

려보는 이곡은 음의 큰 도약 없이 주제선율의 반복으로 간결한 arioso(아리오

조)41)의 형태로 표 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표 은 슈베르트가 시의 장면을 묘사하는데 사용했던 표 법이며 뢰베

의 음악 특징이기도 하다.곡의 제1주제를 나타내는 처음부터에서부터 나오는

곡 체의 화성은 I,V를 심으로 곡이 진행이 되어 가며,계속 인 화성반주는

한 여인의 행복했던 일생을 회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악보49참조]

41) 치타티보(서창)도 는 맨 끝에 나타나는 선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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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9]제9번곡의 I,V화성 심의 주제선율,1-8마디

5
  a : i       V

        i6     iV7     V               I     V
   

i        V
         i6       iV7      V                  I      ii7

C : 

C : 

곡의 구성으로 보았을 때 주,간주,후주가 없는 이 곡은 A-B-(A-B)-B-A

구조 속에 선율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거울에서 반사되는 듯한 mirror

image(거울 효과)를 사용함으로써 곡 구성에 변화와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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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낭만주의 독일 작곡가 뢰베와 슈만의『여인의 사랑과 생애』

를 비교해 으로써 술가곡이 시와 음악의 진정한 이미지와 감정이입을 통하

여 음악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 음악의 멜로디,화성,리듬

반주를 통하여 시가 지니고 있는 주제와 연 되는 음악의 특징 뢰베와 슈만

의 음악 스타일을 비교 연구하 다.

이것을 통하여 뢰베는 샤미소의 원본인 시에 비교 충실함을 보 으며 시의

언어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반면에 슈만은 시의 반복이나 변형 연의 생

략 혹은 시의 생략 등으로 작곡가의 주 인 해석을 뚜렷하게 하 다.

두 작곡가는 반음계 진행과 함께 감7화음,속7화음의 사용으로 가사의 내용

을 반 하며 같은 선율을 반복하거나 리듬을 변형시키고, 한 특징 인 음정을

강조함으로써 시의 분 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곡의 변화와 클라이막스를 나타낼 때 뢰베는 낮은 음역의 선율 진행과 하

행으로의 도약을 보이고 있으며,슈만은 순차 인 상행과 고음의 사용으로 최고

조를 타나내고 있다.곡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는 두 작곡가가 모두 여린내기로

시작하고 있는 곡이 많은데,이것은 낭만주의 인 독일의 연가곡의 특징이다.특

히,슈만은 후주부에서 I화음으로 끝난 제6번곡과 V화음으로 시작하는 제7번곡

을 연결하여 곡과 곡의 연속성도 보이고 있다.

곡 체의 박자를 살펴보았을 때,뢰베는 주로 6/8박자를 사용하며,발라드

리듬 박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슈만은 4/4박자를 기본으로 작곡을 하 고,갖춘

마디형식을 주로 사용하 다.

뢰베와 슈만의 곡에 나타나는 선율은 단순 간결하고 서정 이며, 음표,세

잇단음표 꾸 음을 사용하여 곡의 밝음을 표 하 다.뢰베는 곡의 템포를 느

리게 하고 곡 에서도 템포의 변화를 주지 않는 반면 슈만은 비교 빠른 템포

에 각 곡마다 ritardando를 지시하며 곡의 템포를 변화시키고 있다.뢰베는 반주

부분에 주,간주 후주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체로 짧게 처리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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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장면을 표 할 때는 긴 트 몰을 사용하기도 하 다. 한 뢰베는 아르

페지오 분산 반주형태와 화성 반주형태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시의 분

기를 극 화 하 다.하지만 이러한 반주 형태들은 성악선율을 지배하지 않고 이

선율을 도와 뒷받침을 하 다.

슈만은 주,간주 후주를 사용하여 선율 으로 아름다운 서정성을 곡에

나타냄으로써 피아노와 성악선율을 동등하게 처리하 다.특히 후주부는 체의

곡을 정리해 주는 듯 독립성을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작곡가의 시에 한 음악 특징을 심으로 체곡을 설

명하 다.어떠한 작곡가도 하나의 시를 가지고 같은 색깔의 작품을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음악 특징으로 다른 색깔들을 만들며,재창조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러한 작곡가들의 의도를 살펴보는 것은 동일한 시 일지라도 각각의 작곡가가

추구하는 본질에 을 맞추어 곡을 해석 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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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ofGermany literatureinRomenticism influencedonmusic

historywithit'sstyle.Especiallyacombinationofmusicandpoem made

new genrecall,artsong.Thisstudyhasdonecomparativeanalysis intwo

piecesofwork ofLoeweand Schumann,both talking aboutChamisso's

poem,"FrauenliebeundLeben".

"FrauenliebeundLeben",asongoriginallyChamisso'spoem,showsalove

storyinwoman'slife.Searchingforlove,gettingmarried,givebirthababy

andbecomefinallyawidowedwife.LoeweandSchumanngavechangeto

samerhythm with lyricalmelody repeating.Based on thisrhythm,using

chromaticinterval,dominantanddiminished7thchordsshowedit'scontent.

Melody often shows brief and similar rhythm. In the form of

unconventionality,itexpressesperkyparts usingdotted,triplet,andgrace

notes.

Loeweusedlow melodiesintunefulwayatthepeakpartofhissong.

Andhetriedtoexpressbeautifulpartsrepeating dispersiveandharmonic

accompanimentwithtremolo.Thisform ofLoewe'saccompanimentassists

voicemelodyanddoesnotinterrupt.

Schumann,on hispointofsong cycle,heexpressedthepeak partin

sequentialupwardmotion.Alsoindicatedritardandooneachsong sothat

significance ofpoetic diction can be expressed.Writing down 'prelude',

'bridge','postlude'showedsignificanceofpoeticdictionbutalsoawhole

combinationofoverallsong.

Bythecharacteristicofbothcomposers,itishardtotellwhoisbetter

than the otherbecause comparing on one standard is notgenuine.By

acceptingasongitself,composersunderstandingtheintentionofcomposing,

mustmakesongseffectivewhenmusiciansplay.



- 95 -

참 고 문 헌

[국내서 ]

김문자 외.『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서울:심설당,1993.

김미애.『독일 가곡의 이해』.서울:삼호뮤직,1998.

김진균.『서양음악사』.서울:태림출 사,1985.

동화출 공사편집국.『세계의명가곡선집』.서울:동화출 공사,1985.

백병동.『화성학』.서울:수문당.1996.

오한진.『하이네의 연구』.서울:문학과 지성사,1977.

이덕희.『음악가의 만년과 죽음』.서울:가람기획,2003.

이동활.『유럽 클래식 음악산책』.서울: 당출 ,2003.

이성삼.『세계의 음악가』.서울:세 음악사,1981.

이홍수.『음악여행』.서울:세 출 사,1995.

음악지우사.『작곡가별 명곡해설라이 러리-슈만』.서울:음악세계,2001.

장남 .『독일 낭만주의 연구』.서울:나남,1989.

조선우.『음악의 이해』.서울:세종출 사,1996.

피종호.『아름다운 독일 연가곡』.서울:자작,1990.

홍석 .『음악의 유산』.서울: 앙일보사,2000.

홍정수,김미옥,오희숙.『두길 서양 음악사』.서울:나남출 사,1996.

홍정수.조선우 편 .『음악은이』.서울:세 음악출 사,1991.

Kimball,Carol.『Song』.채은희 역.서울:형설출 ,2000.

Grout,D.J.『서양음악사 3』.서우석, 지호 역.서울:심설당,1997.

Hughes,D.G.『유럽 음악의 역사』.안정모 역.서울:다라출 ,1990.

Steve,D.『성악문헌』.서울:국민음악 연구회,1997.

Leichtentritt,Hugo.『음악의 역사와 사상』.김진균 역.서울:서울문학사,1981.

Wechsberg,Joseph.『해설음악사』.홍세원 역.서울:연세 출 부,2001.

Longyear,ReyM.『19세기 낭만주 의 음악』.김혜선 역.서울:도서출 다리,2001.



- 96 -

Gorrell,Lorraine.『TheNineteenth-CenturyGermanLied』.심송학 역.서울:

음악춘추사,2005.

Michels,Ulrich.『음악은이』.홍정수,조선우 역.서울:음악춘추사,2000.

Schneider,Marcel.『슈만』.김방 역.서울:삼호출 사,1995.

Stevens,Denis.『A HistoryofSong』. 한음악연구회 역.서울:삼호출 사,

1990.

VanEss,DonaldH.『서양음악사-음악양식의 유산』.안장모 역.서울:도서출

다리,1990.

[외국서 ]

Blume,Friedrich.『ClassicandRomanticMusic』.New York:W.W.Norton

& Co.Inc.,1970.

[논문]

구은회.“CarlLoewe의 Ballade연구”,성신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1994.

김숙경.“R.Schumann의 FrauenLiebeundLeben,Op.42의 분석연구”,단국

학교 석사학 논문,1999.

김지원.“R.Schumann의 여인과 사랑과 생애,(Op.42)의 분석 연구”,국민 학교

석사학 논문,2004.

신동 .“슈만의 연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Op.42에 한 연구”,안양 학교

석사학 논문 2004.

유 도.“LoeweErlkönig의 분석”,단국 학교 석사학 논문,2009.

유인선.“R.Schumann과 C.Loewe의 Chamisso시에 의한 연가곡 <FrauenLiebe

undLeben>의 비교분석”,단국 학교 석사학 논문,1995.

윤숙경.“Loewe의 <Erlkönig>와 Schubert의 <Erlkönig>비교연구”,한양 학교

석사학 논문,2007.

이재 .“R.Schumann의 FrauenLiebeundLeben,Op.42의 분석연구”, 앙

학교 석사학 논문,1995.

황혜경.“R.Schumann의 가곡에 나타난 노랫말과 악곡의 결합에 한 연구 Op.



- 97 -

42여인의 사랑과 생애”,목원 학교 석사학 논문,2000.

[사 ]

김연삼.『독문학 용어사 』.서울:참구당,1992.

세 음악출 사 편.『음악 사 』.서울:세 음악출 사,1983.

________________.『음악용어사 』.서울:세 음악출 사,1996.

________________.『최신명곡해석』.서울:세 음악출 사,1983.

이성삼.『세계명곡 사 』.서울:세 출 사,1979.

[악보]

Runze,Max.CarlLeoweWerkeBand17.Leipzig:Breitkopt& Hartel.

__________.RobertSchumann Werke,series XIII.Leipzig:Breitkopt&

Hartel.

Schumann,Robert.Frauenliebeund Leben:nachGedichtenvonAdelbert

vonChamisso,Opus42:fürSingstimme und Klavier.Leipzig:Edition

Peters,1987.



- 98 -

감사의

학부학생시 의 오래된 앨범을 하나하나 넘겨보는 심정으로 2년의 학원 시

간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동안 멀리했던 성악 공부를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만으로 만학의 길에 들어섰던 를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지도교수 김정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뜻 로 노래가 되지 않을 때

같이 애달아하시며,모든 일에 충이란 단어를 멀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셨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조언을 잊지 않으신 이 주 선생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신 선생님의 배

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독일어 원본을 손수 번역하여주신 독문과

박여성 교수님,심사과정을 통해 부족한 의 논문을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검

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순방 교수님,심희정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학원 생활에서 따스한 웃음으로 심과 배려를 가져주신 허 식 교수님 그리

고 서툴 던 학원 생활에 힘이 되어 동료 강지혜, 은주,고강호에게 앞으

로의 발 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는 애틋함을 하는 항상 그리운 양가 부모님들과

형제들,반면 제주에서 얻은 나의 가족 고성효 교수부부님과 모임 식구들,든든

한 격려자 학과사모님들,항상 본받고 싶은 김두철 교수부부님,괜찮은 여자들

모임의 언니,동생들 그리고 지칠 때 마다 따뜻한 격려를 주었던 미경부부,맏언

니 같은 미란언니부부,마음이 아름다운 제주의료원 합창단 여러분,그리고 자상

하신 김창훈다니엘 신부님,왕성한 활동가 임문철시몬 신부님,배려깊은 양 수

베드로 신부님,만날 때 마다 기분 좋은 김석주베드로 신부님을 비롯한 삶의 동

반자 사랑하는 ME가족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항상 부족한 엄마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용기를 얻게 해 주었던 아들

찬욱,이제는 어른이라며 엄마를 편안하게 공부하게 도와 딸 찬희와 한결같은 사

랑으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켜 나의 힘 남편 박윤철에게 감사를 합니다.



- 99 -

좁은 지면으로 일일이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지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

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이제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란 마음가짐으

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작은 에게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I.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II. 독일예술가곡과 작곡가 
	1. 독일예술가곡 
	2. 샤미소 
	3. 칼 뢰베 
	1) 뢰베의 생애 
	2) 뢰베의 작품 및 음악적 스타일 

	4. 슈만 
	1) 슈만의 생애 
	2) 슈만의 작품 및 음악적 스타일 


	III. 뢰베와 슈만의 곡 분석 
	1. 제1곡 
	2. 제2곡 
	3. 제3곡 
	4. 제4곡 
	5. 제5곡 
	6. 제6곡 
	7. 제7곡 
	8. 제8곡 
	9. 제9곡 

	IV. 결  론 
	ABSTRACT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