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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바로크 조곡 양식에 스페인 민속음악 어법이 결합된 19세기 후반 피아노 조곡 알베니
스의 스페인의 노래 (Chants d’Espagne) Op. 232에 대한 연구이며, 다섯 곡으로 구성된 이 작품이 콘서트
에서 총체적으로 연주되어야하는 논거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곡의 시대적 발달과정, 알베니스의
작곡경향, 스페인 민속음악, 스페인의 노래 분석, 바로크 조곡과 스페인의 노래 비교, 각 악장간의 음악적
연계성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작품이 무용악장 모음곡으로 바로크 조곡양식의 전통을 일부 계승하였
으며, 조성체계와 동기 및 기법의 순환적 사용으로 개별곡사이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의 다섯 곡이 총체적으로 연주될 때 하나의 완성된 모음곡으로서 보다 깊은 음악
적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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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삭 알베니스 (Issa Albênize, 1860-1909)는 19세기말 스페인의 민속적 음악 요소가
반영된 작품을 많이 남겼으며 400여곡이 넘는 그의 작품 중 피아노곡은 250여 곡이 넘
는다고 추정된다. 그의 피아노곡들 대부분이 소규모 악장을 모아놓은 다악장 모음곡으
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인의 노래 (Chants d’Espagne) Op. 232는 바로크 조곡 양식과
* 서울장신대학교 강사, dkpiano@hotmail.com.

19세기 후반 스페인 피아노 조곡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Chants d ’Espagne ) Op. 232 연구  1

스페인 민속 음악어법이 녹아있는 민속무곡이 결합한 19세기 후반 피아노 조곡으로서
그의 대표적인 피아노 조곡중 하나이다.
조곡은 바로크 시대에 성행한 기악곡 형식중 하나로 여러 개의 무용악장들로 구성되
었다. 19세기 낭만시대에 이르러 고전시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소나타가 쇠퇴하면서 보
다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작곡된 다악장 조곡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
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북유럽 등 여러 지역의 작곡가들이 각 나라의 민속적 특
성과 정서를 음악을 통해 나타내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20세기까지도 계속
이어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의 노래 안에 바로크 조곡의 특징들이 스페인 고유의 민속음악
과 어떻게 결합하여 다섯 곡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모음곡으로 전체를
이루는지 연구하였다.
콘서트에서 바로크 조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악장이 연주되는 것에 반해 후기낭
만 이후의 피아노 모음곡들은 전체가 연주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주자가 임의로 몇 몇
악장을 발췌해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모음곡이 총체적으로 연주될 때 작곡가의
의도와 음악적 설득력이 극대화된다면 이는 연주자 임의의 선택에 의한 몇 몇 개별악
장을 연주하는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론에서 바로크 시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조곡의 발달과정, 알베니스와 그의 피아
노 음악, ‘스페인의 노래’의 구조와 형식, 바로크 조곡과의 연계성, 각 악장이 어떻게 유기
적으로 연결되었는지, 전체가 모두 연주될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조곡의 시대적 발달과정
뉴 그로브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 영어사전에 의하면
조곡은 무곡으로 이루어진 다악장 형식의 기악곡 양식으로 연주시 첫악장부터 종악장
까지 한 번에 다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uller, 2001, p. 665). 조곡은 바로크 시대
의 기악음악을 대표하였으며 소나타가 전성을 이룬 고전시대에도 그 명맥을 유지하였
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많은 작곡가들이 바로크 시대에서 음악적 영감을 찾으려 하
였고 그 결과 여러 악장이 하나의 작품번호로 묶인 낭만 조곡이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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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장하게 되었다. 20세기에도 조곡양식과 현대음악 어법이 결합된 모음곡들이 작곡
가들에 의해 실험적으로 쓰여졌다.
조곡의 기원은 14세기 후반 두곡으로 짝을 이룬 루트 춤곡에서 비롯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 2박자의 느린 무곡과 3박자의 빠른 무곡이 같은 주제 혹은 유사한 선율적 리듬
적 동기가 두 악장 모두에 사용되었다 (Nagley, 2002, p. 1223). 16세기 초반의 류트모음
곡은 세 개의 무용악장을 모아놓은 예를 보여준다. 17세기 독일에서는 4-5개의 무용악
장이 모인 곡들이 등장하였으며 건반악기모음곡도 이러한 방식을 따랐다.
프로베르거 (J. J. Froberg 1616-1667)는 알레망드 (독일무곡) 지그 (영국무곡) 쿠랑
트 (프랑스무곡) 사라방드 (스페인무곡)의 배열을 가진 조곡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의 사후의 출판물에서 지그가 마지막에 배치되면서 알레망드-쿠랑트-사라방드-지그의
순서를 가진 바로크조곡의 정형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무용모음곡에 무용리듬
에 의하지 않고 보다 자유롭고 즉흥적인 성격을 지닌 프렐류드가 도입곡으로서 조곡에
포함되었고 또한 미뉴엣, 가보트, 부레와 같은 무곡이 기본적인 무곡악장을 대체하거나
기본 정형에 부가되기도 하여 프렐류드-알레망드-쿠랑트-사라방드-선택무곡 (Optional
dance)-지그로 이어지는 정형이 등장하였다 (Nagley, 2002, p. 1223).
프로베르거의 정형화된 조곡양식을 따른 독일 작곡가들과는 달리 프랑스 작곡가들은
전통적 조곡양식에 리고동 (Rigaudong), 로레 (Loure), 뮤제트 (Musette)와 같은 다른
무곡악장들이 혼합된 보다 규모가 큰 조곡을 18세기 초에 작곡하였다. 이러한 건반악기
조곡들은 작곡형태라기보다는 출판과 연주를 위해 일련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Randel, 1999, p. 644). 예를 들어 쿠페렝 (F. Couperin, 1638-1679)의 조곡인 오드레
(Ordre)는 24개의 작은 곡들로 구성되었는데 연주자가 임의로 몇 곡을 선택하여 연주
하도록 의도되었다 (Nagley, 2002, p. 1223).
조곡은 바로크시대에 그 절정을 맞이하는데 바흐 (J. S. Bach 1685-1750)와 헨델 (G.
F. Handel, 1685-1759)의 건반악기나 관현악을 위한 조곡들이 그 예이다. 이들 조곡의
악장들은 모두 같은 조성으로 조곡 전체로 볼 때 통일성을 가졌으며 전조는 같은 으뜸
음조나 관계조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Fuller, 2001, p. 663) 바흐는 6개의 프
랑스 조곡 (French suite), 6개의 영국 조곡 (English suite), 6개의 파르티타 (Partita)를
남겼는데 동일한 조성의 사용 외에도 일부 작품들은 유사한 음악적 동기를 사용하여
조곡을 구성하는 일련의 무용곡들 사이에 음악적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바로크시대의 대표적 기악곡양식이었던 조곡은 1750년 이후 점차 쇠퇴해 갔으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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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대에는 소나타가 중요한 장르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곡의 흔적은 하이든 (J.
Haydn, 1732-1809), 모차르트 (W. A. Mozart, 1756-1791), 베토벤 (L. v. Beethoven,
1770-1827)의 디베르멘토나 세레나데같은 실내악곡이나 관현악곡 속에서 무용모음곡
으로서의 자취를 보이거나 소나타의 한 악장이 미뉴엣 등으로 작곡되면서 고전시대에
도 극히 미약하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1830년대 전반, 슈만 (R. Shumann, 1810-1856)은 소규모 곡을 순환형식으로 연결한
다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구성은 특정 무곡양식과 반복진행이 배제되긴 했
지만 여전히 바로크 조곡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나비 (Papillons)는 본질적으로 왈츠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무용모음곡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20개의 소규모
악장이 모인 카니발에서 보다 확대된 규모로 나타난다. 어린이 정경(Kinderzenen), 크
라이슬레리아나 (Kreisleriana), 다비드동맹무곡 (Davids bündler tänze) 등의 슈만의
피아노 모음곡들은 묘사적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
조곡이라는 장르는 이 시기의 작곡가들에게 엄격히 구조화된 소나타보다 더욱 유연
하고 자유롭게 다악장 모음곡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시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모음곡이 나타나는데 발레나 오페라 등에서 사용된 곡들이 콘서트를 위해 연속
적으로 묶여진 형태로 연주되는 흐름과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바로크 조곡양식과 각
나라의 민속적 음악어법이 결합된 흐름이 그 예이다. 이들은 조곡이라는 타이틀로 묶여
지거나, 개별악장의 이름이 바로크 무곡타이틀을 지거나, 혹은 민속춤곡이 바로크 무곡
악장을 대체한 형태로 작곡되었다.
러시아 민족주의 5인조의 한사람인 보로딘 (A. P. Borodin, 1883-1887)의 일곱 악장
(In the Monastery-Intermezzo-Mazurka I-Mazurka II-Reverie-Serenade- Nocturn)
으로 이루어진 작은 조곡 (Petite suite, 1885)은 5음음계에 기초한 선율로 이국적 면모
가 잘 나타나있다. 생상 (C. Saint-Saens, 1835-1921)의 피아노를 위한 조곡 (Suite for
piano) Op. 90은 전주곡과 푸가 (Prêlude et Fugue)-미뉴엣 (Menuet)-가보트
(Gavotte)-지그 (Gigue)의 구성에서 보이듯 바로크 무용악장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나
타난다. 드뷔시의 피아노 모음곡 역시 바로크 조곡과의 연결성을 프렐류드, 미뉴엣, 파
세피에드 등의 무용악장들의 이름에서 보여주며, 이 모음곡의 세 번째 악장 달빛
(Claire de lune)은 느린 무곡악장의 위치에 배치되었다. 또한 드뷔시는 베르가마스크
(Bergamasque)라는 타이틀을 17세기 무곡중 하나인 bergamasche와 스테이지를 위한
작품을 뜻하는 masques를 합성함으로서 바로크 시대의 향수를 드러내었다 (Schm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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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pp. 47-48).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바로크 조곡의 양식과 다악장을 묶어 작곡하는 방법이 점차
성행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Op. 232는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바로크 무곡악장이 민속무곡으로 대체된 형태의 피아노 조곡의 범주에 속
하며 후기 낭만 피아노 조곡으로서 옛 바로크 조곡양식과 민족주의 음악요소가 결합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20세기에도 조곡양식은 여전히 작곡가들의 흥미를 끌었는데, 라벨 (M. Ravel,
1975-1937)의 쿠프렝의 무덤 (Le tombeau de Couperin) 역시 프렐류드 (Prelude) -푸
가 (Fugue)-폴린 (Forlan)-리고동 (Rigaudon)-미뉴엣 (Menuet)-토카타 (Toccata)로
이루어져 제목을 통해 바로크 조곡과의 연결성을 보여준다.
쇤베르그 (A. Schöenberg, 1874-1951)의 피아노 조곡 (Suite for Piano, op. 25)은 프
렐류드 (Praeludium)-가보트와 미뉴엣 (Gavotte with Minuet)-인터메조 (Intermezzo)지그 (Gigue) 등의 바로크 무곡악장 타이틀을 포함하며 12음 기법으로 작곡되었다.

2. 알베니스와 피아노 음악
스페인 국민악파의 대표적 작곡가중 한사람이며 뛰어난 피아니스트인 알베니스는 파
야 (M. de Falla, 1876-1946)나 그라나도스 (E. Granadous, 1867-1916)를 통해 만개한
근대 스페인 국민악파가 싹 틀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스페인 국민악파는 스페인의
민속음악을 기초로 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하였는데, 그 선도 역할을
알베니스가 하였다 (최선화, 2004, p. 247). 알베니스는 오페라 관현악 기악곡 등을 약
400여곡이상 남겼으며 그 중 피아노곡은 250여곡이라고 추정된다.
알베니스의 음악은 작곡양식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880년대 중반
까지의 초기, 1900년까지의 중기, 1909년까지의 말기로 구분된다. 초기시절의 작품은
소규모 ‘살롱 스타일’의 음악이 많았으며, 주로 라모, 바흐, 베토벤, 쇼팽, 리스트 등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스타일로 작곡하였고 민속적 요소는 강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작품 대부분은 지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1883년 알베니스는 스페인 국민음악파의
아버지 페드렐 (F. Pedrell, 1841-1922)에게 작곡을 배우면서 그로부터 영향 받아 스페
인음악의 본질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후 알베니스는 스페인의 정서, 특히 안
달루시아 지방의 전통적인 민속 음악요소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작품 속에 형상화시
키기 시작하였다. 알베니스의 전기 작가 베이틀만에 의하면 그의 중기 작품은 4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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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는 특징을 가진다.
첫째, 다양한 스페인 댄스 리듬, 둘째 플라멩코나 집시 음악 중 가장 애절한 칸테 혼
도 (Cante jondo, 심원한 노래)의 사용, 셋째 프리지안 (Phrygian), 에올리안 (Aeolian),
믹소리디안 (Mixolydian), 도리안 (Dorian) 등 교회 선법과 집시 음계의 이국적 선율,
마지막으로 기타 연주 기법과 소리를 피아노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 시
기의 작품들로는 피아노 조곡인 스페인 조곡 (Suite Españole), 여행의 추억
(Recuerdos de Viaje), 스페인의 노래 등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스페인의 노래 Op. 232
는 위에서 열거한 특징들이 세련되고 치밀한 방법으로 융합된 중기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간주된다.
말기의 대표적인 피아노 작품은 총 12곡으로 구성된 이베리아로 스페인 남부 안달루
시아 지방으로 받은 인상을 묘사한 알베니스 음악의 역작이다. 이 작품에서 알베니스는
그의 모든 음악적 역량을 발휘해 스페인의 민속 음악 요소를 화려한 비르투오조 피아
니즘과 함께 확대 발전시킨다.

3. 스페인의 노래 분석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Op. 232는 1892년에 첫 세곡이 1897년에 마지막 두곡이
출판되었다. 초판이 프랑스에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타이틀이 불어로 되어 있고 본 논문
에서도 그것을 따르기로 한다. 다음의 표를 통해 스페인 노래의 구성과 형식, 스페인 음
악 요소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표 1>참조

<표 1> 알베니스 스페인의 노래 Op. 232의 구성요소 분석
타이틀

조성

빠르기

박자

형식

스페인 음악요소

1. Prélude

g

Allegro
ma non troppo

3/4

ABA

플라멩코 (Flamenco)

2. Orientale

d

Adagio/
Allegretto

3/4
3/8

ABA‘B’

호타 (Jota)

3. Sous le Palmier

Eb

Allegretto
ma non troppo

2/4

A:ㅣㅣBA’

하바네라 (Habanera)

4. Córdoba

d

Andantino

3/4

Intro
ABIntroA’
Coda

이슬람, 스페인
동양적 분위기의 혼합

5. Seguidillas

F#

Allegro

3/4

ABA’

세기디야 (Seguidi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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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렐류드 (Prélude), 오리엔탈 (Orientale), 야자수 그늘 아래 (Sous le Palmier), 코르
도바 (Córdoba), 세기디야스 (Seguidillas)의 5곡으로 구성된 이 조곡은 타이틀의 뚜렷
한 일관성은 보이지 않으나 제목을 통해 스페인의 풍토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조성관계를 살펴보면 1 (g단조), 2 (d단조)번이 상행 5도관계이며, 3번 (Eb장조)을
중심으로 2, 4번이 같은 d단조임을 알 수 있다. 1-4번의 조성이 내림표 영역의 조성인
것과는 달리 5번은 올림표영역의 F#장조이다. 보다 자세한 조성의 분석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스페인의 노래의 다섯 곡들의 템포를 살펴보면 빠르고, 느리고, 약간 빠르고 느리고
빠른 대조적인 전개를 보이고 있다. 바로크 조곡과 관련된 템포의 비교 역시 다음 장에
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박자는 2박자 계통의 3번을 제외하고 모두 3박자 계통이
며, 3번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배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웰에 의하면 스페인 피아노곡은 리드믹하고 빠른 춤곡 부분 (La danza)과 느린
노래부분 (La copla)을 포함한다 (Powell, 1980, p. 185). 스페인의 노래의 다섯 곡 모두
춤과 노래에 기초한 두개의 대조적인 주제로 구성된 구조를 가지는데 대부분 세도막형
식이다. <표 2> 참조

<표 2> 춤 (La danza)과 노래 (La copla)부분으로 나타낸 스페인 노래의 구조
A

B

A’

B’

1. Prélude

La danza

La copla

La danza

2. Orientale

La danza

La copla

La danza

3. Sous le Palmier

La copla

La danza

La copla

4. Córdoba

La danza

La copla

La danza

5. Seguidillas

La danza/la copla

La copla

La danza/ la copla

La copla

1) 프렐류드
이 곡에 있어 흥미로운 점은 곡 전체를 통하여 스페인 플라멩코의 다양한 음악요소
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플라멩코는 남부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의 댄서, 가
수, 기타리스트에 의해 연주되는 종합예술 형태이다. ABA의 형식 중 A부분은 처음부
터 끝까지 기타소리를 연상시키는 빠른 16분 음표 연타가 특징이다. <악보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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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Op. 232, 프렐류드, 마디 1-4

이 곡에서 드러나는 플라멩코 음악요소는 다음과 같다. 마르카토 /스타카토 표시는
플라멩코의 특징적 요소들 가운데 기타주법 중 하나인 현을 뜯는 테크닉, 푼테아도
(Punteado)와 타코네오 (Taconeo)라고 불리는 발 구르기 동작을 나타낸다. 25마디부터
나타나는 화음 음형은 손가락으로 현을 퉁겨서 연주하는 기법인 라스게라도
(Rasgerado) 혹은 플라멩코 공연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흥에 겨워 소리치는 올레 (Ole),
또는 손뼉 치기 (Palmas), 손가락을 부딪혀 소리 내는 피토스 (pitos) 등을 모방한 것이
다 (Walter, 1999, pp. 98-99). <악보 2> 참조

<악보 2>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Op. 232, 프렐류드 마디 25-28

중간부분인 B섹션은 느리고 애절하지만 정열적인 칸테 혼도 (Cante jondo)를 나타내고
있다. 칸테 혼도의 사전적 의미는 깊은 또는 심원한 노래인데, 집시음계에 기초한 2 옥타
브 유니슨 단선율로 전개되고 모르텐트 등 장식음의 수식을 갖는다. <악보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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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Op. 232, 프렐류드, 마디 67-72

2) 오리엔탈
두 번째곡 오리엔탈은 제목에서 암시하듯 이국적이고 동양적인 색채가 프리지안 선
법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왼손 저음부의 A 페달 포인트 위로 d단조 집시음계에
의한 불협화의 7화음과, A7 화음을 갖는 도입부를 지나, 기타소리를 연상시키는 오른손
의 음형 다음에 주제선율이 등장한다. 이 선율은 스페인 민속 춤곡중 하나인 호타
(Jota)리듬 (

)과 8음절 코플라 (Octosyllabic copla)1)에 기초하고

있으며, (Clark, 1999, pp. 99-100) <악보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악보 4>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Op. 232, 오리엔탈, 마디 1-11

1) 8음절 코플라는 스페인 시나 노래 라인에 전형적으로 등장한다: Tie-nes la ca-ra ma-ni-ca
(당신은 자두 같은 시골 처녀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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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자수 그늘 아래 (스페인 무곡)
부제는 ‘스페인 무곡’이지만 실제로는 쿠바의 무곡 하바네라의 리듬 (

)

에 기초하여 작곡되었다. 나른한 분위기의 주제가 네 마디의 도입부를 거쳐 등장한다.
다른 악장이 빠른 춤곡 (La danza)으로 시작하고 노래 (La copla)가 그 뒤를 따르는 전
개를 보이는 반면 이 곡은 노래가 먼저 나오고 춤이 나중에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악보 5-6> 참조

<악보 5>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Op. 232, 야자수 그늘 아래, 마디 1-9

대조되는 B섹션은 탱고를 연상시키는 댄스 리듬에 기초한 선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악보 6>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Op. 232, 야자수 그늘 아래, 마디 34-37

4) 코르도바
4번 코르도바는 남부 스페인에 위치한 코르도바라는 도시이름으로부터 유래했다. 다
른 악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음악을 묘사하는 듯한 짧은 시 구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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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첫머리에 서술되어 있다: 자스민 향기를 띤 산들바람이 귀에 속삭이는 밤의 정적
속에 세레나데를 반주하는 구즐라 (아라비아 현악기)의 음의 울려 퍼진다. 그것은 하늘
에서 붉게 타고 있는 선율이 하늘 높이 흔들리는 야자수의 산들거림과 같이 부드러운
음을 흩날린다.2)
파야는 스페인 민속음악 발전에 기여한 세 가지 주된 요소를 스페인 초기 교회에서 사
용된 비잔틴 성가의 영향, 8-15세기에 걸친 무어인의 스페인 침입과 점령,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주로 정착한 집시의 영향으로 보았다 (Chase, 1941, pp. 223-224).
이 곡에서는 스페인에 공존하는 이러한 다문화의 영향들이 음악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기독교의 요소는 교회 종소리와 G 도리안 성가를 연상시키는 선율의 도입부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집시 음계와 구즐라 (Guzla)소리를 연상시키는 반주를 가진 주제선율이 다
른 두 문화의 영향을 표현하고 있다 (Clark, 1999, p. 100). <악보 7-8> 참조

<악보 7>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Op. 232, 코르도바, 마디 1-7.

<악보 8>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Op.232, 코르도바, 마디 53-62.

2) En el silenco de la noche, que interrumpe el susuro de las brias aromadas por los jasmines,
suenan las acompañando las Serenatas y difundiendo en aire melodies ardients y notas tan
ducles como les balancos de las palmas en los altos cie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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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기디야스
세기디야스는 세비야 (Sevilla)의 여름 축제에서 주로 공연되는 3박자의 빠르고 활발
한 느낌의 스페인 춤곡인 세기디야 (Seguidilla)에서 유래하였다. 이전 악장들이 춤 섹
션과 노래 섹션이 형식에 의해 뚜렷하게 구분되었지만 이 곡에서는 세기디야 리듬의
반주부분과 코플라 노래가 빠른 속도로 교체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악보 9> 참조
원래 세기디야 리듬(

)은 8/3박자인데 3/4박자인 이

곡에서는 음가가 확장되어 나타난다.

<악보 9>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Op. 232, 세기디야스, 마디 9-17

4. 바로크 조곡과 스페인의 노래 조성 비교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피아노 조곡 세트를 구성하는 일련의 악장들의 조성체계
는 동일한 조성으로 모든 악장이 구성된 바로크 조곡처럼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되
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알베니스가 의도적으로 조성진행을 부분적으로 설계하였음을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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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Op. 232 조성관계
조성
1. Prélude

g

2. Orientale

d

3. Sous le Palmier

Eb

4. Córdoba

d

5. Seguidillas

F#

위의 표에서 제시된 조성을 보면 1번과 2번은 상행 5도 (딸림음 관계)로 연결되었고,
2번과 4번은 세 번째 악장을 중심으로 조성이 대칭적으로 배열되었음을 보여준다: d단
조-Eb장조-d단조. 특히 2번 중간부분의 D장조가 4번 중간부분에서 조성회귀(tonal
recall)되어 이 두 곡 사이의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5번은 이전의 악장들의 조성과 별 연관이 없어 보이나 이명동음조인 Gb장조로 간주
한다면

3번의

Eb장조와

3도관계로

연결되어

공통음

네

개

(Eb/D#-F/E#-

Ab/G#-Bb/A#)를 공유함으로써, 두 곡 사이의 조성적 연결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스페
인의 노래를 구성하는 다섯 곡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1번 프렐류드에서 이미 2, 3, 4번의 조성을 암시하는 음악적 힌트가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프렐류드의 첫 A부분에서 오른손의 16분음표 지속음은 50
여 마디에 걸쳐 나타나는데 40 여 마디가 D음이며 지속음 Eb음이 6마디에서 등장한다.
이 두 음 D와 Eb음이 2, 3, 4 번의 으뜸음이라는 사실은 알베니스가 전체 모음곡을 이
루는 곡 사이의 조성적 연계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5번이
다른 곡들과 갖는 연계성은 덜 밀접해 보이지만 대신, 음악적 동기나 기법의 순환적 사
용을 다른 곡과 공유함으로써 모음곡 전체의 연결성을 유지한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
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알베니스가 전통적인 조성체계에 어느 정도 입각해
서 모음곡의 조성설계를 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다른 대표적인 피아노 조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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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알베니스의 스페인 조곡 Op. 47 조성관계
타이틀

조성

1. Granada-Serenata (그라나다-세레나타)

F

2. Cataluña-Corranda (카탈루나-코란다)

g

3. Sevilla-Sevillinas (세비야-세빌리나스)

G

4. Cadíz-Canción (카디즈-칸시온)

(Db)

5. Asturias-Leyenda (아스투리아스-레옌다)

(g)

6. Aragón-Fantasía (아스투리아스-레옌다)

(F)

7. Castilla-Seguidillas (카스티야-세기디야스)

(F#)

8. Cuba-Capricho (쿠바-카프리치오)

Eb

1883년과 1886년 사이에 작곡된 이 스페인 조곡은 스페인의 도시나 지명 이름을 가
진 8곡 구성인데 이들 중 1, 2, 3, 8번만 곡을 붙였고 나머지는 타이틀만 존재하고 곡은
없었다. 4-7번까지의 곡은 알베니스의 사후 출판업자가 임의로 그의 다른 피아노 모음
곡에서 발췌하여 모음곡으로 묶어 출판하였다 4번 카디즈-칸시온은 스페인의 세레나데
Op. 181과 같은 곡이며, 5번 아스투리아스-레옌다는 스페인의 노래 Op. 232의 첫 곡 프
렐류드이다. 6번 아스투리아스-레옌다는 아라곤의 호타 아라고네사이며 7번 카스티야세기디야스는 스페인의 노래 Op. 232의 마지막 곡이다.
알베니스 본인이 남긴 1, 2, 3, 8번의 조성관계를 살펴보면, 2번과 3번은 병행 장단조
이지만 G를 공통으로 하는 같은 으뜸음조이며, 1번 (F장조)과 2 (g단조), 2번 (g단조)과
8번 (Eb장조)은 각각 다섯 개의 공통음을 가짐으로써 조성적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1번과 2번의 공통음, F-G-Bb-C-D, 2번과 8번, G-Bb-C-D-Eb.
1886년부터 1887년 사이에 작곡된 알베니스의 또 다른 피아노 모음곡 여행의 추억
(Recuerdos de Viaje) Op. 71은 더욱 긴밀히 연결된 조성적 결속력을 보여준다.

<표 5> 알베니스의 여행의 추억 (Recuerdos de Viaje) Op. 71 조성 분석
타 이 틀

조성

1. En el Mar (바다에서)

Ab

2. Leyenda-Barcarolle (전설)

Eb

3. Alborada (아침노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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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이 틀

조성

4. En la Alhambra (아람브라궁전에서)

a

5. Puerto de Tierra (푸에르토 데 티엘라)

D

6. Rumores de la Caleta (만의 요소)

d

7. En la playa (모래톱에서)

Ab

여행의 추억 Op. 71의 일곱 곡의 조성구조를 살펴보면 1번과 7번이 같은 조성으로
작곡되었으며 1번과 2번은 상행 5도 (딸림음관계)로 연결성을 보인다. 3, 4번과 5, 6번
은 각각 같은 으뜸음조 관계이며, 3, 5번은 하행 5도 (버금딸림음관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행의 추억 모음곡 역시 구성곡 사이의 조성적 연결성을 통해 전체 모음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성적 연계성에 의한 알베니스의
작곡기법은 12곡, 4권으로 구성된 그의 대규모 피아노 모음곡집인 이베리아에서도 찾
을 수 있다.

<표 6> 알베니스 피아노 모음곡 이베리아 조성분석

1권

2권

3권

4권

제목

조성

Evocation

ab

El Puetro

Db

El Corpus en Sevilla

f#

Rondena

D

Almeria

G

Triana

f#

El Albacin

bb

El Polo

fm

Lavapies

Db

Malaga

bb

Jerez

a

Eritana

Eb

이베리아 1권의 세곡의 조성을 살펴보면 1번과 2번은 상행 5도 (딸림음관계), 2번과
3번은 3번 f#단조를 이명동음인 gb단조로 보았을 때 하행 5도 (버금딸림음관계)로 세곡
이 조성적으로 단단히 결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권 역시 1번과 2번이 하행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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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딸림음관계), 3권의 1, 2번은 상행 5도 (딸림음관계), 1, 3번은 나란한조로 역시 조
성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4권도 1, 3번의 하행 5도 (버금딸림음관계)로 조성적 연
관성을 보인다.

알베니스의 모음곡을 이루는 개별악장들이 각기 다른 스페인 민속음악 요소를 나타
내어 악장간의 독립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모음곡 전체를 연주하지
않고 부분만 혹은 여러 모음곡들 중 특정 악장들을 연주자 스스로 선별해 연주하는 관
행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모음곡 악장 사이의 조성적 연결성이 뚜렷
할 때는 개별악장들이 모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모음곡을 만든 작곡가의 의도를 존
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5. 각 악장 사이의 연결성
조성외의 다른 관점에서 스페인의 노래 모음곡에 나타나는 개별 곡사이의 연결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바로크 시대는 “감정이론 (Affection)”이 미학적 목표여서 바흐
의 경우 각 춤곡이 특정템포를 갖게 하여 여러 감정을 주기성을 갖고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알레망드는 보통템포로 준비하며 시작하는 상태, 쿠랑트는 빠른 템포의 활발한 상
태. 사라방드는 느린 템포의 서정적 상태, 그리고 지그는 빠른 템포의 격정적 상태를 가
진다는 것이다 (권수미, 2004, p. 31).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역시 특정템포와 여러 감정들이 결합하여 바로크 조곡이
가지는 주기성을 나타내었다: 프렐류드 (빠르고 격정적/느리고 애절함), 오리엔탈 (느리
고 평온함/ 빠르고 활발함), 야자수 그늘 아래 (약간 빠른 서정적 느낌), 코르도바 (느리
고 이국적이며 들뜬 느낌), 세기디야스 (빠르고 격렬함).
바로크 무용악장은 한 악장이 단일 템포를 유지하였으나,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의 개별곡은 춤과 노래부분으로 구별되는 형식의 분할에 따라 템포의 변화를 주어 다
양성을 추구하였다.
스페인의 노래 구성곡 사이의 음악적 연결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서 조성을 설명할 때 5번인 세기디야스는 상대적으로 조성에 의한 연계가 미
약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5번은 조성 외적인 요소로 다른 악장들과의 결속력을 높
이고 있다. 특히 4번과 매우 밀접한데 완전 5도 상행과 옥타브 하행으로 이루어진 왼손
의 반주 음형이 똑같은 모습으로 5번에 등장하고 있다. <악보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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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스페인의 노래, 4번과 5번 비교
4. 코르도바, 마디 156-158

5. 세기디야스, 마디 9-10

4, 5번 사이의 왼손 반주 리듬의 유사성은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 당김음이 포함
된 오스티나토 반주가 그 예이다. 이와 함께 오른손에 나타나는 2도씩 순차하는 상행 선
율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 두 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다. <악보 11> 참조
<악보 11> 4, 5번 사이의 왼손 오스티나토 및 코플라 선율의 유사성
4. 코르도바, 마디 101-103

5. 세기디야스, 마디 102-104

4, 5번 사이의 또 다른 연결고리 역시 유사한 리듬형으로 나타나는데 5번의 활발한
세기디야 리듬은 이미 4번에서 제시되었다. 16분 음표 2연음과 3연음이라는 차이는 있
지만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악보 12> 참조

<악보 12> 4, 5번의 리듬형의 유사점
4. 코르도바, 마디 93-95

5. 세기디야스, 마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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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4, 5번이 가지는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1, 5번 사이의 동기적 유사성
도 찾아볼 수 있다. <악보 13>의 첫 번째 예는 코플라 부분에 나오는 말라게냐 리듬에
의한 선율인데, 왼손의 C, D, Eb, D, C로 순차 상행 후 하행하는 모티브의 모습니다. 두
번째 예는 5번에서 음높이는 다르지만 비슷한 윤곽을 가진 선율의 예이다.
<악보 13> 유사한 음악적 동기에 의한 1, 5번 사이의 연계성의 예
1. 프렐류드, 마디 88-89

5. 세기디야스, 마디 15

앞서 조성을 설명할 때 2, 4번이 모두 d단조이며 D장조로의 전조도 같아 조성적 결
속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특정 작곡기법이 이 두 악장에 공통적
으로 사용되어 연결성을 높이고 있다. <악보 14>의 첫 예는 4번의 도입부에 나타나는
선율이고 둘째 예는 2번에 나오는 반주 음형 인데 리듬은 다르지만 페달 포인트 위로
포부르동3) (faux bourdon)을 연상시키는 유사한 일련의 화음진행을 나타내고 있다
(Clark, 1999, p. 100). <악보 14> 참조

<악보 14> 4, 2번의 포부르동과 유사한 형태의 진행
4. 코르도바, 마디 8-10

2. 오리엔탈, 마디 24-26

3) 15세기 다성 악곡 형식으로 정선율을 토대로 각 성부를 만든 것으로, 각성 부는 3도와 6도로
종지하였다. 화음의 제 1전위와 비슷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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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번 사이에도 흥미로운 요소가 이 두 악장을 연결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3번의 타
이틀과 4번 서두에 나온 시 구절사이의 연관성이다. 3번의 타이틀 ‘야자수 그늘 아래’에
서 보이는 단어 “야자수”는 4번의 시 구절에서 등장하여 두 악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
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바로크 조곡 양식과 스페인 민속 음악어법이 녹아있는 민속무곡이 결합한
19세기 후반 피아노 조곡 알베니스의 스페인의 노래 (Chants d’Espagne) Op. 232에 대
해 살펴보았다. 먼저 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조곡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 조곡의 시대
적 변천과정을 알아보았고, 이 작품에 투영된 스페인 민속음악의 특징, 조성, 박자, 빠
르기, 형식 등의 요소와 함께 각 악장 사이의 음악적 연결성을 살펴보았다.
조곡은 바로크 시대에 양적, 질적인 면에서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고전시대에는 소나
타에 주된 기악곡 자리를 내어 주었지만 낭만 시대에 이르러 캐릭터 피스로 알려진 소
품모음곡으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19세기 후반 민족주의의 대두로 각 나라의 작
곡가들이 고유의 민속음악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작품에 투영하려는 움직임이 성행하
였다. 동시에 구조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유연하게 다악장을 모아놓은 조
곡이 등장해 바로크 무곡 악장대신 민속무곡악장으로 이루어진 조곡이 등장하였다. 알
베니스의 스페인이 노래는 바로 이러한 모음곡의 범주에 속한다. 이 작품은 바로크 조
곡처럼 동일한 조성으로 모든 악장이 작곡되지는 않았지만 다섯 곡사이의 조성적 연계
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선율적 리듬적 공통점을 두세 개의 곡들이 서로 공유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작품은 집시음악, 교회선법, 호타, 하바네라, 탱고, 세기디야 등의 스페인의 민속음
악 요소, 동방의 영향 등 알베니스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으로부터 영감 받은
음악적, 문화적 요소가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근거로 콘서트에서 첫 악장부터 종 악장까지 모두 연주되는 관
행을 가지는 바로크 조곡처럼 스페인의 노래 역시 총체적으로 연주되어야 작곡가의 의
도와 음악적 표현이 보다 완성도 있게 전달되리라고 고찰하는 바이다. 연주자들이 후기
낭만이나 현대 모음곡을 연주 할 때 본인의 아이디어로 전체모음곡을 치지 않고 몇 개
만 선별해서 치는 경향이 간혹 있다. 그러나 학문적, 논리적, 음악적 접근을 토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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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음곡이 각각의 개별악장들이 모여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주
한다면 음악의 전달력이 더욱 깊어지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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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panish piano suite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Chants d’Espagne Op. 232 by Isaac Albéniz

Kim, Dohe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Chants d’Espagne Op. 232 which is the late
19th century Romantic piano suite combined by elements of Baroque keyboard suite
and Spanish folk music and to examine why it is recommended to be performed at
one sitting at concert.
In this study,

development of suite, piano music of Albéniz, some features of

Spanish folk music, analysis based on key relationship and comparison between
Baroque suite and Chants d’Espagne were discussed.
There were clear connection with this work and Baroque suite in terms of a
series of dance movements. Various musical links in specific key relationship,
rhythm and melody among individual movements were found and flamenco, gypsy
music, church mode, influence from orient were appeared in Chants d’Espagne. All
the elements above suggest to build this work as one large piece. Therefore, when
performed all movements, intention of the composer and musical effect would be
maximized.

Keyword: Albeniz, Suite, Spain Music, Songs of Spain, Chants d’Espa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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