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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레오스 야나첵(Leoš Janáček, 1854-1928)은 체코 모라비아 지방의 민속

자원에서 음악적 재료를 취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어법으로 작품세계를

구축해 나간 작곡가이다. 모라비아 언어와 민요에 맥을 대고 있는 야나첵

의 음악은 민족주의 사상과 애국정신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그는 일생 동

안 이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의 음악적 주관을 고집스럽게 유지해나갔다.

피아노작품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Po zarosém chodníčku, 1901-1908),

<피아노 소나타>(Z ulice 1.Ⅹ.1905, 1905), 그리고 <안개 속에서>(V mlhách,

1912)는 개인적인 슬픔과 사회적인 갈등을 경험한 시기에 쓰여 졌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야나첵의 주관적인 감정이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음악적으

로도 민속 음악적 소재와 아이디어들이 특징적으로 담겨있어 작곡가의 다양

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야나첵 작품에서 나타나는 민속음악의 영향은 불규칙한 프레이즈, 미묘

한 리듬과 자유로운 박자, 모라비아 민속음계와 교회선법의 혼용, 모호한

화성과 비전통적인 조성체계, 그리고 민속악기의 연주 스타일을 모방한 오

스티나토 음형과 페달 포인트 사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체코 언

어에 기초한 스피치멜로디 기법은 다양한 템포와 박자 변화를 유도하면서

독특한 선율과 리듬을 창출한다. 야나첵에 의해 직접 붙여진 표제는 이에

어울리는 감성적이고 시적인 요소를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분위기로 묘사하

고 있어 이 또한 야나첵 피아노 작품의 특징을 이룬다.

체코 모라비아의 민속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작곡가의 주관적 내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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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감정을 형상화한 피아노 작품은 민속 음악적 요소와 특징, 그리고 언

어적 흐름에 따른 선율과 리듬의 표현 방식을 이해해야만 그 의미와 표현

을 정확히 담아낼 수 있다.

본 논문은 야나첵의 음악적 배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

로 피아노 작품에 나타나는 구성적 특징과 민속적 요소, 그리고 연주를 위

한 해석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것으로 야나첵의 피아노 음악에 대한 연

구와 연주가 더욱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20세기 민족주의 음악에 대한 해

석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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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체코 음악가 레오스 야나첵(Leoš Janáček, 1854-1928)은 새로운 경향이

태동하고 그 윤곽을 잡아가는 ‘모더니즘 시기’1)에 활동한 음악가이다. 그는

초기에 전통적인 음악체계를 따르며 후기 낭만주의 음악을 추구하였으나

체코의 민속적 요소들을 작품에 점차 도입시켜 자신만의 독창적인 어법을

구축해 나간 인물이다. 이미 체코의 민속요소를 작품에 반영시킨 스메타나

(Bedrich Smetana, 1824-1884)와 드보르작(Antonin Dvorák, 1841-1904)이

있었지만 그들은 낭만주의 스타일에 민속적 요소를 가미시켰을 뿐 여전히

전통에 머물러있던 작곡가들이었다. 그러나 야나첵은 그들과는 다르게 서

유럽의 양식을 의식적으로 버리고 민속적인 음악을 현대적인 기법으로 다

루어 새로운 음악으로 나아간 사람이었다.

야나첵에게 영감과 기쁨을 제공한 음악적 원천은 고향인 체코 모라비아

(Moravia)2)로 그는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민요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세

밀하게 분석하는 등 민속 음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투박하고 다듬어

지지 않은 체코 모라비아의 민요는 그에게 흥미로운 음악적 재료였다. 그

곳의 언어, 음악, 춤에 대한 연구는 야나첵이 독자적인 음악 스타일을 구축

1) 오희숙,『20세기 음악 1: 역사·미학』, (서울: 심설당, 2004), 29.

   19세기 말부터 음악사의 흐름은 낭만주의와 구분되는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 새로운 양식

의 20세기 음악의 시작으로 간주된다. 독일의 음악학자 달하우스(C. Dahlhaus, 1928-1989)는 

1889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1914년까지를 ‘음악적 모더니즘의 시기’로 명명하며, 독

자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시기의 음악은 화성, 리듬, 음색, 형식 등 음악적 재료의 혁신적 변화

를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는 진보적 성향을 드러낸다.

2) 모라비아는 체코 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방이다. 한때 독일의 일부, 체코와 슬로바키아 전역, 폴란

드 일부, 크로아티아 일부에 그 세력을 떨쳤던 대모라비아의 중심지였으며 대모라비아의 멸망 이

후 보헤미아 왕국에 복속되었고, 합스부르크 왕가 등의 통치를 거쳐 체코의 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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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의 민속 재료에 대한 관심은 민족주

의 사상과 애국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야나첵은 민족주의 사상을 기반

으로 일생 동안 하나의 음악적 흐름을 고집스럽게 유지해나간 음악가였다.

야나첵의 음악은 비교적 전통 양식에 충실했던 청, 장년기를 거쳐 50세

의 늦은 나이3)에 이르러서야 그만의 독특한 어법으로 확립되었다. 오스트

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았던 체코의 독립과 자국 문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슬라브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은 그에게 독일어권의 전통적 음

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동기와 추진력이 되었다.

야나첵은 오페라를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음악적 특징 등 그의 음악적 이

디엄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장르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가 이디엄으로

삼은 민속적인 요소가 무대 배경, 민속 의상, 춤과 같은 음악 외적인 요소

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고, 체코 언어의 억양을 담아낼 수 있는 선율 역시

성악 부분에서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누

파>(Jenůfa, 1894-1903, 1908, 1915), <카타 카바노바>(Káta Kabanová,

1919-1921), <교활한 새끼 여우>(Příhody lišky Bystroušky, 1921-1923),

<마크로플러스>(Věc Makropulos, 1923-1925), <죽은 자의 집으로부터>(Z

mrtvého domu, 1927-1928) 등과 같은 오페라의 걸작들이 생산되었고, 이러

한 오페라 작품은 오늘날까지 야나첵의 명성과 입지를 증명해주고 있다.

진보적인 20세기 현대 음악가로 야나첵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하

면 그동안 우리 음악계에 야나첵의 오페라나 그 외 다른 작품들을 접할 수

가 없어 그 이름조차도 매우 낯설다는 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체코의

3) 중요한 첫 작품인 오페라 <예누파>(Jenůfa, 1903)가 50세에 완성되고, 60세가 넘은 1916년이 되

어서야 이 오페라가 프라하에서 상연됨으로써 드디어 그의 존재가 서방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

였다. 



- 3 -

민속적 경향과 그 어법의 표현이 타 국민에게 어렵게 여겨진 데에도 이유

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체코가 공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그의 작

품이 서방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서방 음악을 의도적으

로 기피하며 자국의 민족성만을 드러낸 그의 음악적 어법이 체코 내에서만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는 현상을 낳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야나첵의 피아노 작품 역시 이러한 현상의 일직선상에 놓여 우리 음악계

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아 그 연주 횟수와 학문적 연구가 매우 적은 편이

다.4) 이에 야나첵 음악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관심은 우리에게 매

우 시급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야나첵의 피아노 작품은 총 27개5)이지만 그 중 <수풀 우거진 길 위에

서>(Po zarosém chodníčku, 1901-1908), ‘1905년 10월 1일 거리에서’라는

부제가 붙은 <피아노 소나타>(Z ulice 1.Ⅹ.1905, 1905), 그리고 인상주의

색체가 짙게 깔린 <안개 속에서>(V mlhách, 1912)가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야나첵은 오페라를 작곡하면서 겪게 되었던 여러 가지 사

건과 그에 따른 개인적 감정을 위의 세 작품에서 표현했다. 자연히 피아노

곡에는 주관적인 감정이 담겨 있으며 음악적 표현 수단으로 삼았던 민속적

요소와 음악 양식적 특징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4) 야나첵에 관한 논문으로는 Eun Ji Lee, “Janacek from the Pianist's Perspective: A 

Prescriptive Analysis of On an Overgrown Path, The Sonata 1.X.1905, and In the Mists,” 

(Ohio State University D.M.A., 2003); 임수연, “피아노 소나타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성향,” (연

세대학교 박사논문, 2006); 김미정, “야나첵 피아노 작품에 나타난 민속 음악적 특징 연구,” (경

성대학교 석사논문, 2012); 김선희, “야나첵 피아노 소나타의 연주해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

교 석사논문, 2000), 우현주, “On an Overgrown Path 제1집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2008); 이강희, “Piano Sonata와 Concertino를 중심으로 살펴본 야나첵의 작곡 양식,”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한안나,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의 민족주의적 요소에 관한 연

구,” (한세대학교 석사논문, 2009) 등이 있다.

5) 부록: 야나첵 피아노작품 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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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나첵의 피아노 작품은 오페라에 비해 그 가치를 충

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아니스틱한 면이 적어 연주적인

가치도 별로 없다는 비평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음악가들이 모라

비아의 모호하고 규정하기 힘든 민속적 요소를 가치 있게 보지 않았기 때

문이기도 하며 또한 연주 해석적인 접근이 쉽지 않은 점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체코의 민속적인 요소를 독특하게 접목시켜 개인적인 감정과 다양

한 분위기를 묘사한 위의 피아노 작품들은 현대 피아노 문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만한 우수한 작품으로 그 연구적 가치와 의미가 매우 높다

고 사료된다.

20세기의 새로운 음악적 재료로 부상한 민속적 요소를 독특한 기법으

로 작품에 반영한 야나첵 음악은 전반적으로 민요와 민속춤의 영향으로

보이는 짧은 선율선과 역행리듬, 교회선법과 민속음계 사용, 민속악기적

요소 등이 나타난다. 특히, 체코 언어 억양에 기초를 둔 스피치멜로디

(Speech-Melody)6) 기법은 그 만의 독특한 어법으로 독자적인 음악을 창출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야나첵의 음악전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피아

노 작품의 특징들을 자세히 밝히고, 피아노 연주 상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뽑아 그 표현 방식과 교수학적 접근에도 유용할 내용들을 제안하

고자 한다.

6) 스피치멜로디(Speech-Melody)는 언어의 억양과 흡사한 윤곽으로 만들어진 선율을 뜻한다.

   본 논문 중 민족주의와 스피치멜로디 기법 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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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야나첵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통해 그의 체코 민족주의 사상과 모라

비아 민요에 대한 연구, 범슬라브주의에 따른 친 러시아 성향, 사실주의 문

학에 대한 탐닉 등 야나첵 음악의 배경과 그의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

째, 피아노 작품의 분석을 토대로 작품에 나타나는 양식적 특징과 민속적

어법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특징적 요소, 민속악기 음형과 그 음향의 효과,

그리고 작곡가의 감정 등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변화무쌍한 리듬과 다채로운 음색 창출, 극단적인 다이나믹의 표현, 아티큘

레이션과 프레이즈 구분, 풍부한 울림을 위한 페달 사용, 넓은 음역의 코드

진행을 위한 운지법 등 실제 연주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야나첵의 작품세계와 음악적 배경을 살펴 전반적인 음악 경향

을 이해하고, 민속적 요소를 현대적이고 독특한 기법으로 전환시켜 만든

피아노 작품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피아노 소나타>, 그리고 <안개

속에서>의 특징을 살펴 작품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리고

표현에 있어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여 보다 많은 연주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더불어 20세기

민족주의 피아노 음악의 레퍼토리와 해석의 지평을 넓히는데 있어서도 도

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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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레오스 야나첵(Leoš Janáček)

1. 생애

야나첵의 생애는 양식적 변화에 따라 4시기로 분류해 보았다.7) 보수적

경향을 지녔던 젊은 시절, 민속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 오페라

<예누파>의 탄생과 상연에 관련된 창작 시기, 그리고 세계1차 대전 후 체

코가 독립 한 시기를 근거로 나누어 보았다.

1기(1854-1888년)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음악적 경향을 고수했다. 야나

첵은 서구 음악의 기초와 기술을 다지며 교사로, 합창지휘자로 직업적인

일에 열정을 쏟았다. 프라하, 라이프치히, 비엔나에서 공부하며 음악적인

견문의 폭을 넓힌 야나첵은 브루노(Brno)로 돌아와 여러 단체와 저널을 창

단하고 담당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앞으로 자신의 음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 아직 설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직업과 관련

하여 합창곡을 다량 쓰면서 자신의 곡을 무대에 올리고 한편으로는 브루노

에 미쳐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의 곡을 소개하기도 했다.

2기(1888-1903년)는 본격적인 민속연구가 있었던 시기로 야나첵의 독특

한 어법이 만들어지는 단계였다. 이미 1879년 즈음에 야나첵은 민요와 자

국 언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아직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예술을 지

7) 보겔(Jaroslav Vogel, 1894-1970: 체코의 작곡가, 지휘자, 저자)은 저서 『Janáček's life and 
works』에서 야나첵의 생애를 1기: 1854-1903, 2기: 1903-1918, 3기: 1918-1929로 나누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되 1기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민속연구의 과정을 따로 

분리시켜 4시기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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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고 있었다. 민요에 대한 본격적 연구와 그만의 어법은 1888년 민속학자

바르토스(František Bartoš, 1837-1906)8)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바르토스

를 통해 야나첵은 민속춤과 발레 안무도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발레음악 <라코슈 라코치>(Rákocz Rákoczy, 1891)에서

하나키아(Hanakia)와 라치아(Lachia)9) 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곡

의 성공적 상연은 야나첵이 민속 연구가로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888년은 체코의 민속 신화에 바탕을 둔 야나첵의 첫 오페라 <사르

카>(Šarka, 1887-1888, 1919)10)가 완성된 해이기도 했다. 이 시기는 야나첵

이 민속적 어법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어법으로 한 단계씩 진일보한 때였다.

3기(1903-1918년)는 민속연구와 오페라에 대한 열정이 성공을 거둔 시기

로 오페라 <예누파>가 1903년 야나첵 만의 어법으로 탄생했다. <예누파>

가 브루노와 프라하에서 성공적으로 상연되고 해외에서 그의 이름이 조금

씩 알려졌으나 한편으로는 딸의 죽음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슬픔과 아픔을

감내하고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 사회 정치적인 혼란을 겪었던 시기이기

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나첵은 피아노 작품에 자신의 심경을 담아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피아노 소나타>, 그리고 <안개 속에서>를 작

곡했다. 피아노 작품이 간헐적으로나마 다른 시기에도 쓰였지만 유독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작곡된 점은 특이한 일면이다.

8) 그는 저명한 모라비아 민속학자로 체코 민속연구를 위해 1888년 야나첵과 민요 채집 여행을 하였

다. 그는 이 여행에서 수집한 것들을 모아 1901년 <모라비아 민속노래집>을 야나첵과 공동으로 

출판하였다.

9) Haná(Hanakia)는 모라비아의 중앙에 위치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전통 민속 지역을 지칭한다. 

모라바 강을 따라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이 지역의 음악은 보헤미아 음악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기

도 한다. Lašsko(Lachia)는 모라비아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통 민속과 민속춤으로 잘 알려

져 있다. 

10) <사르카>는 야나첵 나이 70이 되던 해인 1925년 11월 11일에 첫 상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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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1918-1928년)는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 체코가 독립한

시기를 기점으로 출발한다. 그는 그동안 바라던 조국의 독립과 연인 카밀

라(Kamila Stosslova, 1892-1935)와의 만남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새로운 창작의 욕구도 지칠 줄 몰라 많은 주요작품

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또한 현대 음악가로서 명성이 크게 높아져 해

외에서 그의 작품이 상연되고 여러 나라에서 초청을 받는 등 그에게 많은

영광이 주어진 시기였다.

1) 1기: 1854-1888

레오스 야나첵은 1697년 반종교개혁이 왕성할 때 북동 모라비아 지방에

정착한 사람의 후손이다. 조상들은 직물산업의 중심지였던 모라비아에서

100년 동안 이 산업에 종사하며, 영적 세계에 대한 낮은 관심과 예술적인

열망 없이 살다간 장인들이었다.11)

그러나 야나첵은 할아버지 이리 야나첵(Jiří Janáček, 1778-1848) 덕분에

음악적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활동적인 오르간 즉흥 연

주자였고, 조각가, 인쇄가, 교사였으며 특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다.

아버지 이리 야나첵 2세(Jiří Janáček, 1815-1865) 역시 좁고 조용한 모라

비아와 실레지아(Silesia)12) 근처에서 성장하며 학교 교사와 오르간 연주자

11) Hans Hollander, Leoš Janáček: His life and Work (London: John Calder, 1963), 2.

12) 실레지아는 폴란드 서남부와 체코 동북부에 걸친 지역의 역사적 명칭이다.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았던 이 지역은 석탄 등의 자원이 풍부하여 귀금속을 두고 다툼이 잦았다. 14세기에 신성로마

제국 내 보헤미아의 통치를 받다가 1526년에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의 지배에 있었으며, 

1742년에는 이 지역의 대부분이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의 소유로 넘어갔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폴란드로 넘어갔다. 현재 실레지아 대부분 지역은 폴란드에 속하며, 과거 오스트리아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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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였다. 그도 역시 피아노와 오르간 연주, 합창 노래를 배우며 가문의

풍습을 이어나갔다. 그는 훗날 체코 합창 음악의 시초를 세운 파벨 크리즈

코브스키(Pavel Křížkovský, 1820-1885)13)에게 음악과 노래를 가르쳤는데,

이러한 사제 간의 우정은 훗날 또다시 크리즈코브스키가 그의 아들 레오스

야나첵을 가르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야나첵의 아버지 이리 2세는 아말리아 그루리초바(Amalia Grulichová,

1819-1884)와 1838년에 결혼했다. 그녀는 좋은 오르간 연주자였고 고음의

소프라노를 가진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 야나첵은 14명의 아이 중 10번째

로 1854년 7월 3일에 태어났다.

야나첵은 실레지아와 폴란드 경계에 있는 작은 산골마을 후크발디

(Hukvaldy)14)에서 성장한다. 그는 조상들이 오르간 연주와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실용적인 음악인으로 양육되었다. 야나첵

아버지는 두 세 명의 아이들을 근처 마을의 큰 교회로 데리고 가서 성가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도록 했다. 야나첵은 자주 노래와 큰북(kettledrum)

아있던 일부 지역은 체코에 속해있다.

13) 그는 교회음악 그리고 체코 음악가들에게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 모라비아 

음악의 선구자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근대 체코 합창음악을 정립했으며, 합창곡와 민요편곡을 통

해 체코 민족주의를 열렬히 표현한 사람이었다.

14) 체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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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주하였는데 금색 파이프의 오르간과 큰 창문, 아이들에 대한 많은 인

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런 성장과정은 그가 나중에 종교적인 합창

곡을 다량 작곡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야나첵은 11살 때 브루노에 있는 성 아우구스틴 수도원(St. Augustin

Abbey, Bruno)15)에 입학했다. 최초의 정식 음악교육(1865-1866)을 받게 된

이 학교에서 야나첵은 성악뿐 아니라 피아노 연주, 합창 지휘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이 학교에는 아버지 이리 2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크

리즈코브스키 신부가 작곡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크리즈코브스키는 매우

엄격한 사람으로 체코에 대한 애국심이 매우 강한 민족주의자였다. 입학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를 잃은 야나첵은 스승 크리즈코브스키에게 개인

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크리스코브스키의 영

향은 음악에서 지도받는 것 이상으로 야나첵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체코의 애국적 열망과 역사, 철학의 기본적 사상을 야나첵에게 투영시킴으

로서 야나첵이 민족주의 사상을 키워나가는데 중요 역할을 했다.

1866-1869년 동안 야나첵은 3년 과정의 중등학교(Old Brno Junior

Secondary School)를 마치고 브루노 사범학교(State Teacher's Training

College, Brno)에서 1872년까지 공부를 했다. 이곳에서 야나첵은 성 아우구

스틴 학교에서 공부한 것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지만 그가 이 학교를 선택

한 이유는 단지 가족의 실질적 목표와 집안의 직업적인 전통 때문이었다.

이 시기의 음악이론 공부는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져 야나첵이

독일 후기 낭만주의와 애국적인 체코의 음악에 흥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

15) 성 아우구스틴 학교는 저명한 정치가와 음악가들, 지식인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파가니니의 제자

에른스트(Heinrich Wilhelm Ernst, 1814-1865)가 이 학교에서 첫 음악교육을 받았고, 식물학 연

구와 유전학을 결합한 식물학자 멘델(Gregor Mendl, 1822-1884)도 이 학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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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로 하여금 영감 부족과 더 나아가서는 음악가의 개성 부족을 초래하

게 만들었다. 오히려 그가 이곳을 졸업할 때 체코 언어학과 역사 수업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만큼 음악 외적인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브루노 사범학교 졸업 후 2년 동안 그는 성 아우구스틴 수도원에서 무보

수로 교사와 성가대 지휘를 맡게 되었다. 그는 팔레스트리나(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1525-1594), 라소(Orlando di Lasso, 1532-1594),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과 체코, 독일의 대중적인 작품

들을 공연하면서 종교적인 음악 테두리를 벗어나 세속적인 음악에도 관

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하고 폭넓은 음악적 경험은 스파토플럭

(Svatopluk) 남성 합창단의 지휘(1873-1878)를 맡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으로 그는 브루노에서 문화적 삶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야나첵은

1873년 이 단체를 위해 크리츠코브스키 스타일에 민속가사를 붙여 만든 최

초의 세속적 남성 합창곡 <쟁기>(Orání), <전쟁 노래 1, 2>(Válečná),

<사랑의 모순>(Nestálost lásky)을 썼다. 그가 프라하 공부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를 제외한 1878년까지 이 합창단에 머물면서 그는 여러 세

속 합창곡과 9개의 모테트(Motet)16)를 썼다.

1874년 야나첵은 학교 디렉터인 에밀리앙 슐츠(Emilian Schulz, 1836-192

3)17)와 크리즈코브스키의 권유로 프라하 오르간 학교18)에 들어가게 된다.

슈헐스키(F. Z. Skuherský, 1830-1892) 밑에게 음악 공부를 하는 것이 좋

16) Graduale "Speciosus forma"(1874), Introitus in festo Ss. Nominis Jesu(1875), Exaudi 

Deus[1](1875), Exaudi Deus[2](1875), Benedictus(1875), Communio "Fidelis servus" 

(1875), Regnum mundi(1875-1878), Exsurge Domine(1875-1879), Graduale in festo 

purificationis BVM "Suscepimus"(1875?-1879) 

17) 그는 쯔덴카 슐츠(Zdenka Schulz, 1863-1938)의 아버지로 나중에 야나첵의 장인이 된다. 그는 

야나첵의 음악적 천재성을 인정하여 프라하 오르간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도움을 준다. 

18) 1870년 당시 프라하 오르간 학교는 체코에서 가장 명성이 있는 진보적인 학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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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두 사람의 결정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결정은 야나첵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가 합창지휘와 오르간 연주에 조금 더 치우치

도록 만들었다.

슈헐스키는 화성법, 이중대위법, 모방과 푸가기법 등의 작곡을 주로 가르

치는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며 고전적인 양식을 고집하는 선생이었다. 야

나첵이 공부했던 책들은 아직도 현존하고 있어 초기 음악교육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반음계적 비화성에 매료되어 있는 화성연습과 갑자기 변조를

하거나 성급하게 새로운 포인트로 돌아가는 등의 연습과 야나첵 특유의 개

성이 보인다.19) 그리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서정적 선율과 후기 낭만주의적

인 선율과 화성도 발견된다. 그러나 그 당시 야나첵에게 있어 훌륭한 구성

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은 고전적 형식주의와 객관주의였다. 그는 오

페라와 음악극에서 주관성과 낭만성이 절제되지 않고 표현되는 것에 불만

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오페라는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야나첵은

스타일과 형식에 있어 한슬릭(Eduard Hanslick, 1825-1904)의 이상주의 형

식(form-idealism)20)을 익히면서 너무 이론적이거나 심미적인 것에 빠지지

않으려 했으며, 슈헐스키에게 배운 여러 유형과 기술적인 훈련을 연마하는

데 주력하였다. 나중에 야나첵은 슈헐스키의 이러한 교육에 깊이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였지만 슈헐스키의 교육 방식이 너무 보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야나첵의 개성과 그만의 음악을 빨리 찾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다

19) Hollander, Leoš Janáček: His life and work, 34.

20) 한슬릭은 체코 프라하 태생으로 비엔나에서 활약한 음악평론가였다. 그는 『음악적 아름다움에 

관하여』(Vom Musikalisch-Schöne, 1854)라는 저서를 통해 ‘음악의 내용과 형식은 동일한 것’

으로 음악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명제에 반기를 들었다. 한슬릭은 오페라, 표제 음악 등 음악의 존

립 근거를 음악 외적인 것에서 찾고자 하는 모든 경향을 비판하면서 ‘울리며 소리 나는 형식’ 자

체의 아름다움이 음악의 본질임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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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자들의 논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당시의 야나첵은 테이블에 분필로 건반을 그려가며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프렐루드와 푸가’를 연습하는 등 매우 힘들

고 궁핍한 생활을 했다. 음악 이외에 러시아어, 불어, 독일어 공부에도 열심

을 다하였으며, 특히 러시아 언어에 대한 애정은 스메타나의 오페라 대본

을 러시아어로 옮길 만큼 열정적이었다. 야나첵은 오르간 연주와 즉흥 연

주를 포함한 3년의 과정을 9개월 만에 마쳤으며, 학교를 졸업할 당시 최초

의 자작 기악곡인 오르간을 위한 <코랄 환상곡>(Chorální Fantasie, 1874)

을 연주했다.

프라하에서 야나첵은 13살이나 많은 드보르작(Antonín Dvořák, 1841-1904)

을 알게 되었다. 이 후에 두 사람은 1883년 여름 남부 보헤미아 지방을 도

보로 여행하면서 그들의 고향을 함께 방문하고 체코민요를 다수 수집하는

등 야나첵과 드보르작은 서로에게 깊은 음악적 동지였다.21) 1880년대 초반

까지 야나첵은 아직도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예술 교리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보르작의 음악을 숭배하며 매료되어 있었다. 그러나 같은 체코

음악가인 스메타나(Bedrich Smetana, 1824-1884)에 대한 야나첵의 반응은

달랐다. 야나첵은 1877년에만 브루노에서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

데>(Serenade for strings), <모라비아 듀엣>(Moravian Duets), <4개의

슬라브 무곡>(Four Slavonic Dances), <슬라브 랩소디>(Slavonic

Rhapsodies), <체코 모음곡>(Czech Suite), <심포니>(Symphonies in F

major, D major, A minor), <유령 신부>(The Spectre's Bride), <슬픈

성모>(Stabat Mater) 등을 연주하며 사람들에게 드보르작을 알렸으나 스

21) 드보르작은 여행 중 채집한 민요를 후에 <슬라브 작품집>이란 제목으로 출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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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나의 작품은 전혀 연주하지 않았다. 그의 삶 후반에서 야나첵은 스메

타나의 진실성과 숙달됨을 깨달았지만 드보르작만큼 그의 음악을 높이 평

가하지는 않았다22).

1875년 프라하에서 돌아온 야나첵은 프라하에 비해 브루노의 문화생활이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이며 아마추어 음악과 편협한 문화 단체의 활동이 만

연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문적인 피아니스트로의 길을 접어둔 채 안정된

삶을 위한 직업을 선택해야했다. 그는 1876년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가르

치는 일에 힘을 쏟는 등 교사로서의 경력을 차츰 쌓아갔다. 교사로 있는

기간에 야나첵은 상점 직원이나 회사원들을 모아 음악 활동을 주도하는 등

스스로 체코 음악 활력에 애를 썼다. 그 당시 브루노에서 그의 다양한 활

동과 노력은 선구자, 해방자, 개혁자 역할을 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1876년 모라비아 음악 학교의 리더나 다름없는 베세다(Beseda) 합창단의

디렉터가 되면서 그는 음악회의 예술적 기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자만으로 구성된 합창단에 여자 합창단원도 선발하여 오케스트라와 공연

하고 아마추어 연주자들과도 함께 했다. 그는 드보르작의 작품과 자작곡인

현을 위한 오케스트라곡 <모음곡>(Suita, 1877)과 <목가>(Idyla, 1878), 그

리고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의 <진혼

곡>(Requiem, 1791),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장엄

미사>(Missa Solemnis, 1818-1823) 등을 연주했다.

이러한 활동 중에도 그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필요와 요구,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다. 야나첵은 일찍 콘서

22) 야나첵이 스메타나를 멀리한 이유에는 개인적인 편견 때문만은 아니었다. 야나첵의 음악적인 성

격과 모라비아의 지방성이 스메타나의 비세속적인 요인과 달랐고, 중산층의 낭만주의와 프라하의 

모더니즘, 보헤미아에 널리 퍼져있던 서구화 경향 등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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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연주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뛰어난 피아니스트

로서의 음악적 재능을 보였었다. 브루노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생상(Camille

Saint-Saëns, 1835-1921)과 멘델스존(Jakob Ludwig Felix Mendelssohn

Bartholdy, 1809-1847)의 독주 피아노에 뛰어남을 보였다는 비평가들의 평

과 라이프치히 음악원 당시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으로 근래에 가장 기쁘게 할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이

다.”23)라는 평가서는 야나첵의 피아노 연주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그는 러시아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안톤 루빈스타인(Anton Grigoryevich

Rubinstein, 1829-1894)의 로맨틱함과 영감 있는 해석, 그리고 색체적 구성

에 매료되어 상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그와 함께 공부할 것을 때때로

꿈꾸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음악공부를 위한 결정은 드보르작의

권유와 우정 어린 도움으로 시작되었다.24)

야나첵은 1879년 9월에 라이프치히 콘서바토리에 들어갔다. 멘델스존과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 때에 명성을 얻은 라이프치히 콘서바

토리는 정통적인 클래식을 고집하는 야나첵에게 음악 방향을 찾는 데에 알

맞은 장소였다. 라이프치히에서 그는 피아노를 할지 오르간을 할지 고민하

였으나 작곡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야나첵은 그릴(Leo Grill, 1845-1919) 교수를 만나 작곡에 흥미를 갖게

되었지만 혹독한 과제와 많은 걱정거리들이 힘든 학교생활을 하도록 만들

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훈련은 그가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음악을 완전하

게 익히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3) Bohumír Štědroň, Leoš Janáček letters and reminiscences, Trans. Geraldine Thomsen 

(Prague Artia, 1955), 37.

24) Mirka Zemanova, Janáček: Uncollected Essays on Music (London: Marion Boyars, 199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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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첵은 많은 음악회와 리허설을 보러 다니면서 베토벤의 마지막 현악

4중주와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의 미완성 교향곡, 슈

만 교향곡, 바흐의 다양한 칸타타들을 접했고 음악적 견문을 넓혀갔다. 그

러나 오페라 관람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야나첵은 음악이론뿐 아니

라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난 학생이었으며 그의 근면함과 놀라

운 능력은 라이프치히 교수들에게 인상적인 학생으로 기억 되었다.

야나첵은 고전적 형식구조를 기악음악을 통하여 배워나갔는데, 그의 첫

피아노곡 <변주곡>(Zdeňčiny Variace Op.1, 1880)은 야나첵 스스로 ‘거의

완벽한 첫 번째 작품’이라고 여길 만큼 그에게 큰 자부심을 가져다준 작품

이었다.

라이프치히에서 6개월의 공부를 마친 후, 그는 프랑스음악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 1803-1869)의 악기에 관한 글들을

연구하며 파리에서 생상과 공부할 것을 꿈꾸기도 했으나25) 1880년 비엔나

콘서바토리로 가서 피아노와 작곡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그의 후

원자이며 나중에 장인이 되는 에밀리앙 슐츠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당

시 비엔나 콘서바토리는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음악 양식으로 파가 나뉘

어 있었다. 헬메스버거(Josef Hellmesberger, 1828-1893)26)의 고전적인 음

악과 브루크너(Anton Josef Bruckner, 1824-1896), 리히터(Hans Richter,

1843-1916),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를 추종하는 진

보적인 음악이었다. 야나첵은 라이프치히 학교의 그릴 교수 수업에서 배운

견고함과 일관성을 비교하며 바그너 추종자들을 비판하곤 했다.

25) Hans Hollander, Leoš Janáček: His life and work, 38.

26) 오스트리아 태생의 작곡가 겸 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로 1851년 비엔나 콘서바토리 교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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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그는 기술적으로는 완전하게 숙련되어 있었지만 음악적 목표와

표현 양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가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했을 때

하모니와 대위법을 비롯한 기계적인 습득이 너무 학문적이라는 평가를 받자

야나첵은 점점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수년 동안 계속된 문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그는 비엔나에서의 수업을 3개월 만에

끝냈다.

보헤미아의 수도인 프라하와 모라비아의 수도인 브루노 사이의 경쟁의식

은 체코 국가가 부활하는 동안 더욱 심해졌다.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

아온 야나첵은 모라비아가 보헤미아로부터 분리되어 자치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브루노에도 프라하와 다른 음악저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이러한 이유로 1884년 그는 음악저널지 ‘음악편지(Hudební listy)’를 창

간하고 이 잡지의 편집 직을 맡았다. 이미 그는 ‘모라비아의 편지

(Moravské listy)’에 음악비평을 쓰는 숙련된 평론가였으며 작가였다.

음악저널을 통해 그는 브루노의 체코 국립 극장이 설립 되어야 하는 옹

호의 글들을 쓰는가하면 그의 예술적인 생각들과 심미적이고 역사적인 내

용의 글 등을 남겼다. 1884년과 1928년 사이에 야나첵은 신문, 잡지, 저널

에서 그의 예술적인 소감과 분석, 그리고 자서전적 회상 등을 실었다.27) 이

글들은 그의 예술적 시각, 새로운 체코 음악의 민족적 기반, 기교와 비본질

적인 것에 대한 반대의견, 명료함에 대한 요구, 진정성, 그리고 기술적인

견고함 등을 다루고 있다.

27) 모라비아에서 발간된 신문과 잡지 Hudební besídka, Hudební listy. 브루노 일간지 Lidové 

noviny, Moravské listy, Moravská orlice, Moravská revue. 프라하 잡지 Dalibor, Hudební 

revue, Listy Hudebníí, venkov. 등에 그는 글을 썼고, 인터뷰 기사는 프라하 잡지 Literání Svět

에 실렸다. 야나첵의 음악평론과 글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의 음악을 이해하고 그의 사상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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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야나첵은 브루노 오르간 학교 창설(1882년), 모라비아의 교회

음악을 위한 협회, 브루노 체코극장 설립(1884년), 음악저널 ‘음악편지’의

발간과 편집(1884-1888), 그리고 성악과 피아노, 바이올린 클래스와 오케스

트라를 창단하는 등 열악한 브루노의 음악계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했

다.

그러나 야나첵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쯔덴카(Zdenka Schulzová,

1865-1937)와의 결혼이었다. 독일계 어머니와 체코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

어난 쯔덴카는 중상층의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었다. 야나첵이 그

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후 쯔덴카의 가정은 야나첵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

양면 도왔다. 그러나 쯔덴카와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불화는 야나첵이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애국심이 너무 지나쳐 쯔덴카가 집에서 체코어가 아닌 독일어로 말하

는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당시 체코는 독일어가 공용어이었

기 때문에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독일어를 가르쳐서 체코어를 쓰는 사람은

오직 교육을 받지 못한 하층 계급 사람들뿐이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필요 이상의 마찰은 그녀를 포함하여 그녀의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만들었다. 딸 올가(Olga Janáčková, 1882-1903)가 1882년 태어나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좋아지는 듯 했으나 이후에 태어난 아들 블라디미르

(Vladimír Janáček, 1888-1890)가 3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되자 둘의

관계는 또 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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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기: 1888-1903

야나첵은 라이프치히와 비엔나에서 공부할 때 형식적인 원칙에 기초를

두며 후기 낭만주의 이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자신

의 음악 속에 민속적 요소를 혼합시킴으로써 개성 있는 음악가로 점점 나

아갔다. 야나첵이 민속음악에 흥미를 갖게 된 시기는 첫 남성 합창곡을 쓰

던 1870년경이었다. 그러나 모라비아 지방의 민속 노래와 춤에 대한 체계

적인 첫 연구는 188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85년 야나첵은 동 모라비아의 쯔노로비(Znorovy)의 목사로 있는 삼

촌28)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 야나첵은 씁쓸하면서 달콤한 그 지역 음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모라비아 후크발디 이외의 실레지아, 벨카

(Velká) 지역29)을 돌며 민속학적 조사를 시작한다. 이 시기에 야나첵은 민

속노래 가수 마틴 제만(Martin Zeman, 1854-1919)과 친구가 되었고 슬레

데섹(Josef Sládeček)과도 가깝게 지내면서 딸 올가의 언어 발달에 대해,

그리고 숲과 동물들의 매력적인 소리에 대해 토론을 하곤 했다. 1888년 야

나첵은 모라비아 민속학자 바르토스를 알게 되면서 체코와 모라비아의 민

속 노래 수집을 위한 여행을 하게 되었다. 이 여행에서 수집한 민요는 <모

라비아 민속노래집>(1901)으로 출판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야나첵은 민속

음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더욱 갖게 되었다.

28) 삼촌 Jan Janáček은 아버지를 잃은 야나첵의 유년 시절에 Pavel Křížkovský 만큼이나 매우 중

요한 영향을 야나첵에게 끼쳤다. 그는 모라비아 지방의 Bystrice 근처 작은 마을에서 성직자로 있

다가 나중에 Znorovy의 목사가 되었다. 삼촌 Jan에게 보낸 야나첵의 무수한 편지에는 그가 가족

의 후원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과 점점 나이 들어가는 삼촌을 향한 측은한 감정들이 쓰여 있다.

29) 체코의 동북부에 위치한 마을로 오스트라바, 올로모츠 도시와 가깝게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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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노래 수집과정에서 야나첵은 19세기 중반의 관습적인 조성과 리드믹

한 선율을 조정하는 것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민속음악의 화성과 독특성,

전통적이지 않은 전조, 특히 자주 쓰이는 선법에서 성숙한 음악적 표현 가능

성을 알게 된 그는 민속노래에 대한 연구 이후 민속춤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민요와 민속춤에 들어있는 리듬을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평범

하지 않은 박자는 세밀하게 기록하고 템포와 음표길이는 박자기와 시계로

재고 나중에는 축음기를 사용하는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했다.

야나첵은 조그마한 마을에 남아있는 다양한 춤 형식 등을 연구하고 심발

롬(Cymbalom)30)과 가디(Gajdy)31) 연주가들의 예술을 배우는가 하면 민속

춤 반주의 랍소디적 성격에 매료되기도 하였다. 그는 바르토스의 소개로

민속춤 전문가 바르케소바(Lucie Barkesǒvá)를 알게 되면서 발레 안무도

연구했다. 그 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발레음악 <라코슈 라코치>를 작곡

하게 되었고, 이 작품이 프라하 국립극장에서 대성공을 이루자 야나첵은

민속주의 음악가로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1895년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슬로바키아 민속 전시회에서 그는 모라비아

민속학에 공헌한 업적으로 인하여 모라비아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 시골풍

의 합창과 벨카 지역과 다른 마을의 민속춤, 전통적인 민속 악기들, 형형색

색의 전통의상들은 이 전시회의 절정이었다. 음악가 야나첵이 민속학자로

각인된 일은 그에게 작품에 대한 특별한 반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30) 심발롬은 덜씨머(dulcimer)의 일종인 타현악기로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지에서 사용된 

민속악기이다. 다리가 있는 직사각형 케이스에 반음계로 조율된 현이 장치되어 있으며 4옥타브의 

음역을 가지고 있다. 이 악기는 앙상블에서 화음이나 아르페지오로 화성적 반주를 한다.

31) 가디는 백파이프처럼 긴 지속음을 내는 민속 관악기로 보헤미아나 슬로벤스코 민속음악에서 사

용되었다. 한쪽 관에 5~6개의 구멍이 있어 단순한 선율을 연주하고 다른 관은 긴 베이스음의 반

주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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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민속음악을 작품에 도입시키는 방식은 있는 그대로의 민요를 사용

하지 않고 수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다. 야나첵은 전통 민속음악의 곡

조 안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충실히 들어 있지 않다고 여겨 민속음악 텍스

트에 그만의 음악을 입히기도 하고 민속 멜로디를 음악 속에 조금 포함시

키는 등 색다른 방식으로 민요를 재구성 했다. 그는 많은 민요들을 수집하

고 편곡하면서 민요를 자신의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던 것이다. 이것에 대해

야나첵은 민요가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편곡하든 작품에 사용

하든 그 사람의 음악으로써 순수한 창작물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드보르

작에게 헌정한 <남성 합창곡>(Čtveřice mužských sborů, 1885)과 오페라

<로맨스의 시작>(Počátek románu, 1891)은 모라비아 민속노래 선율을 인

용한 작품들이다.

민속노래에 대한 관심은 그에게 민속음악 연구에 불을 지폈으며 천 가지

의 표현을 지닌 언어의 음절과 억양에 숨겨진 음악적 요소를 찾도록 했다.

1879년부터 그는 말과 음악적 동기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스피치멜로디(Speech-Melody)라는 독특한 그 만의 어법을 만들게 되었다.

야나첵은 민속음악에 기초한 작품들을 쓰면서 오페라 창작에 대한 욕구

를 느끼게 되었다. 1884년 브루노 극장이 새롭게 열자 그는 오페라를 구상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제는 체코 신화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첫 오페라

<사르카>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1888년 <사르카>를 작

곡하는 동안 그는 북 모라비아 지방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수집한 민속 노

래를 기초로 1막 오페라 <로맨스의 시작>32)을 작곡했다.

32) 두 번째 오페라 <로맨스의 시작>은 발레음악 <라코슈 라코치>의 성공에 힘입어 작곡되었으며 

민속음악 재료와 드라마틱한 무대 연출이 사실적이고 현대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두 오페라는 스메타나의 영향과 체코 오페라 양식의 흔적이 남아있어 야나첵 만의 자유로운 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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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이외에 이 시기 작품으로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춤 모음곡 <라슈

스코 무곡집>(Požehnaný, Lachian Dances, 1899), <모음곡>(Suita

Serenád, Op.3, 1891), 발레곡 <라코슈 라코치>, 그리고 <후크발디 민속노

래>(Ukvalská lidová poezie v písních for voice and piano, 1898)가 있다.

야나첵은 1893년 브루노의 ‘인민일보(Lidové noviny)’에서 그의 가장 잘

알려진 합창곡 <사라진 자의 일기>(Zápisník zmizelého, 1917-1919,

rev.1920), 오페라 <교활한 새끼 여우>들의 폭넓고 다양한 소재와 주제에

대하여 몇 년에 걸쳐 기술했다. 이러한 글 속에는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성격적 결함은 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곤 했다.

그 대표적인 일이 1887년 야나첵이 저널지 음악편지에서 코바로빅

(Karel Kovařovic, 1862-1920)의 새 오페라를 비평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

건이다. 코바로빅 오페라에 대한 야나첵의 부정적인 비평은 ‘프라그 다일보

르(Prague Dalibor)’ 저널이 그 글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수함으로써 두 저

널 간의 싸움을 촉발시켰다. 음악편지와 ‘다일보르’와의 완전히 다른 의견

은 스메타나의 오페라와 음악극 형식에 대한 비판에까지 이르렀다. 형식주

의와 후기낭만주의에 대한 야나첵의 완고한 생각은 항상 책망으로 되돌아

왔고 강직하고 전투적인 야나첵의 성격이 프라하와 브루노 사이의 이미 긴

장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격이 되었다. 이러한 두 저널 사이의 격렬한 논란

은 몇 년 후 야나첵에게 닥쳐오게 될 커다란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후에

코바로빅은 프라하 국립 극장의 지휘자가 되어 야나첵의 오페라 <예누파>

상영을 반대하게 된다. 코바로빅이 <예누파> 상연을 승인하기까지는 근

라는 아직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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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세월이 걸렸고, 상연은 <예누파>를 수정하라는 코바로빅의 지시를

야나첵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가능해졌다. 이렇게 두 사람의 질긴 논쟁은

오랜 시간 끝에 1916년 드디어 막을 내렸다. 야나첵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오페라 <예누파>가 프라하에 뒤늦게 소개된 것은 이런 감정적 싸움이 일

부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3) 3기: 1903-1918

1903년은 야나첵의 삶에 커다란 슬픔이 찾아온 시기였다. 딸 올가의 사

망(1903년 2월 26일)은 그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었다. 1903년 3월 7일

Vincenc Sládek과 그의 가족에게 보낸 야나첵의 편지에는 심장이 부서질

것 같은 강한 고통과 외로움의 감정을 호소하고 있다.33) 올가는 오랫동안

류마티스로 고생했고 홍역, 장티푸스 등 여러 병을 앓아온 허약한 아이였

다. 이렇게 올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나첵은 1902년

딸과 함께 러시아를 여행했다. 이 기간 동안 올가의 컨디션은 점점 쇠약해

져 간과 신장에 병을 얻게 되었고 결국 이 병이 발단이 되어 류마티스성

고열로 21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올가가 죽기 몇 일전은 야나첵의 <예누파> 상연이 임박해 있었다. 올가

는 <예누파> 오페라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며 그 음악을 듣고자 했으나 그

녀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 야나첵은 딸이 죽기 전 날 <예누

파> 전곡을 피아노로 연주하며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전했다.

33) Štědroň, Leoš Janáček letters and reminiscences,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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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의 병과 죽음에 관련된 작품으로는 피아노, 테너, 합창을 위한 쳄버

칸타타 <죽은 올가를 위한 엘레지>(Elegie na smrt dcery Olgy, 1903,

1904)와 피아노곡 <수풀 우거진 길에서>가 있다. 이 두 작품에는 실망감과

씁쓸함으로 ‘할 말을 잃은’ 야나첵의 진한 아픔과 슬픔이 표현되어 있다.

1904년은 <예누파>의 대성공으로 작곡가로서 야나첵의 입지가 확립된

해였다. <예누파>가 브루노에서 상연 될 때 야나첵은 50세를 넘긴 나이였

지만 자신의 목소리와 세계관을 오페라 안에서 융해시킨 세 번째 오페라

<예누파>는 그에게 대단한 성공을 안겨주었다. 이태리 베리즈모(Verism

o)34) 오페라인 마스카니(Pietro Mascagni, 1863-1945)의 <까발레리아 루스

티카나>(Cavalleria rusticana, 1889)35)에 감명을 받고 쓰기 시작한 <예누

파>는 사실주의 문학에 기초한 것으로써 야나첵 자신이 직접 대본을 썼다.

이 오페라는 대화하는 것과 흡사한 스피치멜로디 기법이 아직 완전히 확립

되지 않았으나 모라비아 민속요소에 기인하는 사실적인 묘사가 매우 뛰어

난 작품이다. 1904년 브루노에서 첫 상연이 있은 후, 1916년 프라하에서 상

연 될 때까지36) 이 오페라는 그의 친구와 추종자들의 의견에 의해 기술적

34) 베리스모(Verismo)는 진실주의, 현실주의의 뜻을 지닌 이탈리아어로 1880년경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예술 이론이다. 카푸아나가 제창한 것으로, 객관적인 문학을 중점적인 

목표로 한다. 소설은 회화와 풍경 묘사로 구성되고, 언어는 등장인물의 표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탈리아 오페라에도 파급되었으며 대표작으로 마스카니 (Pietro Mascagni, 

1863-1945)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Cavalleria Rusticana, 1889)와 레온카발로 (Ruggero 

Leoncavallo, 1857-1919)의 <팔리아치>(Pagliacci, 1892)가 있다.  

35) 19세기 후반 이탈리아는 지나친 낭만주의에 젖어 있던 예술계에 반기를 든 자연주의 문예운동, 

즉 베리스모 운동이 대두되었다. 그 첫 번째 작품은 이탈리아 작가 지오바니 베르가(Giovani 

Verga, 1840-1921)의 희곡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이었다. 1884년 밀라노에서 초연된 이 연

극을 시작으로 서민이 주인공이 되는 사실적 문학이 등장한다. 마스카니는 베르가의 이 작품을 소

재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작곡하여 1889년 밀라노 음악출판업자 손조뇨 

(Edoardo Sonzogno, 1836-1920)의 1막 오페라 현상 모집에 수상함으로써 일약 세계적인 작곡

가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 작품은 1890년 5월 17일 로마의 콘스탄찌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36) <예누파>는 1904년 브루노에서 첫 공연이 있었으나 프라하에서의 상연은 프라하 국립극장의 지

휘자로 있던 코바로빅의 반대로 지연되어 상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2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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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러 차례 다듬어졌다.

야나첵은 <예누파> 공연 준비와 작곡에 더욱 몰입하기 위해 1904년부터

가르치는 일을 잠시 중단했다. 그러나 오르간 학교의 음악 감독직은 65세

의 나이가 되는 1919년까지 계속했다.

이 시기의 피아노곡으로는 사회적인 사건에 대한 야나첵의 감정을 표현한

‘1905년 10월 1일’이라는 부제가 있는 <피아노 소나타>와 작곡가 개인의

고충과 우울한 감정들을 담고 있는 4개의 모음곡 <안개 속에서>가 있다.

다양한 실내악곡으로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요정 이야기>(Pohádka,

1910, 1923), 톨스토이 소설에 기초를 둔 피아노 트리오 <크로이처 소나

타>(Kreutzerovy sonáty, 1908-1909)37)가 있다.

합창곡으로는 <할바르 교수><Kantor Halfar>(1906), <마리츠카 막도노

바><Maryčka Magdónova>(1906), <70,000>(Sedmdesát tisíc, 1909, rev.

1912)작품이 있는데, 체코의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문제에 대해 깊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베쯔루크(Peter Bezruč, 1867-1958)의38) 시와 야나첵 고향 인

근의 실레지아 민속노래를 활용한 작품이다.

합창곡은 그가 작곡을 처음 시작하던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썼던 장르였

다. 이러한 현상은 그가 합창곡에 특별한 흥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알

게 하지만 합창곡에서 숙련된 기술적인 면이 오페라를 쓰는 데 중요한 밑

거름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0회 생일 쯤 그는 두 개의 오

페라 <운명>(Osud, 1903-1905, 1906-1907)과 <브루크체크 씨의 달 여

1916년 5월 26일에 드디어 프라하 극장에서 상연되었다. 

37) 현재는 분실된 작품이다. 야나첵은 나중에 똑같은 제목으로 현악 4중주 No. 1 <Kreutzerovy 

sonáty, 1923>를 작곡한다.

38) 그는 체코 오스트라바(Ostrava), 체스키(Česky), 테신(Těšín)지역과 실레지아의 베스키디

(Beskydy) 산악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시 모음 잡지인 ‘Čas Slezské písně’에 주로 실레

지아 노래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체코 노동자의 고통에 대한 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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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Výlet pana Broučka do měsíce, 1908-1916)을 쓰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1914-1918)이 일어날 당시 야나첵은 브루노에서 적어도 존

경받는 작곡가였고 음악가로 저명인사였다. 그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서 자국민의 사기를 위해 2개의 칸타타 <솔란 산봉우리>(Na Soláni čarták,

1911>와 <영원한 복음>(Věčné evangelium, 1914)를 썼다. 전쟁동안 남자 합

창단이 해체되자 여성만을 위한 합창곡 <늑대의 발자국>(Vlčí stopa, 1916),

<흐라드차니의 노래>(Hradčanské písničky, 1916), <까슈빠르 루쯔

끼>(Kašpar Rucký, 1916), <사라진 자의 일기>를 작곡했다.

1차 세계대전 전 후로 야나첵은 오케스트라를 위한 랩소디 <타라스 불

바>(Taras Bulba, 1915-1918)와 익살과 풍자, 천박함을 그린 판타지 오페

라 <브루크체크 씨의 15세기로의 여행>(Výlet pana Broučka do ⅩⅤ.

stolet, 1917), 그리고 1918년 자유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작품으로 혁명적

이고 사회투쟁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교향시 <블라니크의 발라드>(Balada

Blanická, 1920) 등도 작곡했다. 혼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나첵이

이렇게 많은 곡을 쓰게 된 동기는 오랜 기간 염원했던 오페라 <예누파>

의 프라하 상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1917년에 만난 연인 카밀

라를 향한 사랑은 그의 창작열에도 큰 자극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야나첵으

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예누파>가 프라하에서 뜻하지 않은 성공을 거두게 되자 악보가 체코에

서 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더 많이 제작되었고, 스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 카프카(Franz Kafka, 1883-1924)의 친구인 전기 작가

막스 브로드(Max Brod, 1884-1968)39) 같은 예술분야의 인사들이 <예누

39) 체코 프라하 태생으로 독일어로 작품을 쓴 소설가이며 수필가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친구로 카프

카의 사후에 그의 주요작품을 출판한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프란츠 카프카 전기 『Franz Kaf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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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공연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야나첵은 스트라우스의 의견이 프라하

음악가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으며,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

에서 자신의 작품이 흥행되기 위해서는 브로드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

을 알고 있었다. 타지에서 이룬 성공이 늦은 편이기는 했으나 여러 해 동

안 노력한 작업의 결과물은 그에게 엄청난 명성을 안겨 주었다.

4) 4기: 1918-1928

일생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며 에너지와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결

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야나첵은 마지막 11년 동안 가장 빛나는 오페라

를 작곡했다. <카타 카바노바>, <교활한 새끼 여우>, <마크로플러스>, 죽

기 전 짧은 기간 동안 작곡한 <죽은 자의 집으로부터>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작업은 분명 카밀라로 인한 것이었다. 37세 연하였던 카밀라는 2

자녀를 둔 유부녀였으나 야나첵이 그녀에게 보낸 100통의 편지 내용을 보

면 그녀를 향한 깊은 감정이 매우 강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야나첵의 음

악에서 강한 에로틱의 영향은 언제나 승화되어 그의 작품에서 채워지지 않

는 사랑으로 묘사되었다.40)

야나첵은 스스로 마지막 창작 시기가 70세부터라고 생각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작품의 선율적 특징은 고요함과 자기 성찰 같은 것이었다. 그의 후

기 작품에서 보이는 선율의 아이디어는 풍부한 서정성 이었다. 그는 자주

eine Biographie』(1937)는 고도로 발달한 개인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또한『카프카의 일기』

(1948~49)와 『편지』(1954, 1958)를 편집하기도 했다.

40) <카타 카바노바>는 카밀라를 모델로 쓴 작품이다. 주인공 카타 카바노바가 현실의 인습적인 전

례와 독재, 폭력에서 탈출하여 사랑과 자유를 위해 죽음을 택한다는 줄거리의 3막 오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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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인 선율을 쓰면서 오스티나토 형식 안에서 하나의 움직임을 갖게 했

다.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 야나첵은 민속 음악적 경험을 단순화 시키고 인

간, 운명, 자연 등의 내용을 더욱 부각시켰다.41)

70세의 야나첵은 더 이상 지방 작곡가가 아니었다. 체코 이외의 지역에

서 오페라 작품들이 성공적으로 초연되었고 다른 작품들도 음악 페스티발

이나 해외에서 연주되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곡이 연주되는 장소를

여행했다. <예누파> 공연으로 1918년 비엔나와 1924년 베를린을 방문했고,

1926년 <카타 카바노바>의 베를린 초연을 위해 두 번째 방문을 했으며 그

해에 런던42)도 들렀다. 1923년은 짤즈부르크 페스티발, 1926년에는 베니스

에서 열린 국제 음악 페스티발(International Society for Contemporary

Music Festival) 등에 참가했다. 베를린, 베니스, 영국을 여행하면서 그는

작곡가로서의 날카롭고 흥미로운 지식과 자신의 명성에 대한 사람들의 추

대를 글로 남겼다.

1926년 베니스에서 열린 현대음악 페스티발에서 야나첵의 <현악 4중주

제1번>은 러셀(A. Roussel, 1869-1937), 윌리암스(R. Vaughan Williams,

1872-1958), 쇤베르크(A. Schoenderg, 1874-1951), 라벨(M. Ravel, 1875-1937),

말리피에로(G. Malipiero, 1882-1973), 시마노프스키(K. Szymanowski, 1882-1937),

스트라빈스키(I. Stravinsky, 1882-1971), 그루엔베르크(L. Gruenberg, 1884-1964),

아니버트(J. Ibert, 1890-1962), 호네거(A. Honegger, 1892-1955), 힌데미트

(P. Hindemith, 1895-1963)의 작품들과 함께 연주되었다. 참가한 음악가들의

41) 대표적으로 오페라 <교활한 새끼 여우>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자연의 이치를 통해 나타

내고 있다.

42) 런던 방문은 그 당시 영국 음악사에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던 음악저자 뉴마치(Rosa 

Newmarch, 1957-1940)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는 야나첵의 열렬한 숭배자였고 체코음

악의 선봉자, 발굴자로 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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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나이는 44세로 당시 72세였던 야나첵과 20-30년의 나이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그의 <현악 4중주>는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에 뒤지지 않는

매우 독창적이며 현대적인 작품으로 평가 받았으며, 사람들은 그때까지 알

려진바 없었던 나이 많은 체코의 음악가 야나첵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마지막 시기에 그는 브루노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1925년)를 받고 프

러시아 예술 아카데미의 멤버(1927)가 되는 등 많은 영광이 뒤따랐다. 미국

의 작곡가 헨리 코웰(Henry Cowell, 1897-1965)은 1927년 야나첵을 ‘의심

할 여지없이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며 그를 미국 현대음악협회

(The New Music Society of California)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이시기 야나첵은 현대음악가로 그 이미지가 확고해졌다. 그의 후기 작품

은 음악적 사고와 음향에 있어 말러,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보다는 드뷔시,

스트라빈스키, 바르톡에 더 가까웠으며43) 젊은 세대 음악가 못지않게 현대

적인 기법과 감각으로 만들어졌다.

야나첵의 최고 작품들은 죽기 2년 전에 쏟아져 나왔다. 합창곡 <그레고

릭 미사>(Glagolská mše, 1926-1927), 오페라 <죽은 자의 집으로부터>,

그리고 <현악4중주 제2번>(Listy důvěrné, 1928)이 만들어졌고, 오페라

<마크로폴로스 사건>의 프라하 초연이 1928년 3월에 있었다.

만년에 그는 고향 후크발디로 옮겨 작곡 생활을 했다. 1928년 카밀라와

그의 가족이 후크발디에 있는 야나첵을 방문했을 때, 야나첵은 건강했고

작곡에 대한 열정도 남아 있어 4악장 교향곡 <다뉴브>(Dunaj, 1923-1928)

와 오페라 <죽은 자의 집으로부터>의 교정을 막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 <Schulk und Jau>은 아직 미완성 상태였다. 야나첵

43) Derek Katz, Janáček beyond the Borders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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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카밀라와 산책을 하던 중 카밀라의 아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사건이 벌

어져 그녀의 아들을 찾아다니다 감기에 걸리게 되었다. 이것이 결국 페렴

으로 발전하여 야나첵은 갑작스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1928년 8월 12일

브루노에서 치러진 장례식에서 그의 오페라 <교활한 새끼 여우>의 마지막

장면과 <현악4중주 제2번> ‘은밀한 편지’가 짧게 초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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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적 배경

1) 민족주의(Nationalism)

유럽의 여러 민족들은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통해 자

신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사회적 정치적 평

등 이념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으로 구체화 되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근대적

사상은 자유와 통일을 추구하기 시작한 독일과 이탈리아 및 기타 후진국들

로 옮겨지면서 대대적인 투쟁이 일어났다. ‘혁명의 해’로 불려지는 1848년

의 투쟁은 유럽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보수체제를 무너트

리고 각 나라마다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민족주의 사상을 부각시켰다.

민족주의는 같은 문화의 민족끼리 국가를 형성해야하며, 언어가 민족 정

서의 핵심이 된다는 것으로 민족의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끌어낸 사상

이었다. 민족주의 사상은 각 나라마다 그 전개양상이 다르기는 하였으나 특

별히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또는 민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민족주의 사상은 예술 분야로 확산되면서 음악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서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의 음악에도 독자적인 예술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20세기 초는 음악적 다양성을 요구하고 강조하는 시기였

음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적 차이의 가치를 더욱 인정하도록 만들었다.

20세기의 민족주의 음악은 흔히 일컬어지고 있는 국민주의 음악44), 즉

44) 국민주의는 19세기 자본주의 융성기의 민족국가 형성과 관련된 것이며 민족주의는 19세기 말에

서 20세기에 이르는 제국주의 단계에서 발생한 식민지 해방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주의와 

민족주의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에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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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민족주의 음악과는 구별된다. 국민주의 음악은 주로 애국심을 고양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어 각 민족의 민속적 형식과 기법을 따르며, 민족의

전설, 설화, 역사, 자연풍토, 민중생활 등 전통 문학에서 그 음악적 소재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음악적 구성에 있어서는 고전적 양식과 낭만주의의

전통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반면, 20세기 민족주의 음악은 순수하게 민족성만을 다루며 민속음악의

근본적 특성을 중요시했다. 민족주의 작곡가들은45) 민속자료에 대한 연구,

민요선율의 보전, 과학적 방법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리듬, 선율,

화성, 양식 등의 변화를 일구었다. 이러한 양상은 민족 간의 다양성과 민족

각각의 예술을 독자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기준의 차이를 받아들이도록 만

듦으로서 음악적 표현에 있어 그 범위를 확장시켰을 뿐 아니라 19세기 음

악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음악이었다.

체코는 민족주의 운동이 가장 먼저 활발히 일어난 나라였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를 받고 있던 체코는 일찍이 슬라브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사상과 운동이 종교 지도자와 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번져나

갔다. 체코의 민족주의는 피지배 계층 체코인들의 자유·평등 민족 사상이

었다.46) 종교지도자들은 민족부흥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도록 소집되었고

45) 체코의 야나첵을 비롯하여 헝가리의 바르톡 (Bela Bartok, 1881-1945)과 코다이 (Zoltan 

Kodaly, 1882-1967), 영국의 엘가 (Sir Edward Elgar, 1857-1934), 본 윌리엄스 (Ralph 

Vaughan Williams, 1872-1958), 스페인의 알베니즈 (Isaac Albeniz, 1860-1909), 팔야 

(Manuel de Falla, 1876-1946), 브라질의 빌라로보스 (Heitor Villa-Lobos, 1887-1959), 미국

의 아이브스 (Charles Ives, 1874-1954) 등이다.

46) 체코의 민족운동가 팔라츠키(František Palacký, 1798~1876)는 저서 『체코사』(The History 

of the Czech Nation in Bohemia and Moravia)에서 체코의 역사를 독일인과 슬라브인 사이의 

투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체코운동을 이러한 범주 속에서 규명하고 체코 민족주의가 독일 

카톨릭 성직자들에 대한 저항운동(후스전쟁)으로부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팔라츠키는 직접

적으로 체코의 독립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민중의 지적, 정치적 영향을 

개발하고 민중을 결집시키고자 하였으며 각종 자치 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여 자주와 해방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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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또한 민족주의 열정에 사로잡혔다. 교사들은 여가시간에 계몽적이

고 선전적인 시나 단편소설을 쓰곤 했으며, 교육 후원자 그룹의 중심이 되

어 민담, 유물, 시골전통 등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나중에 체코 문

학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듯 체코의 민족주의 운동은 오랜 기간

시골출신 지식인들과 작가들의 주도 아래에서 진행되었으며 20세기로 들어

서서 이런 운동은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되었다.

체코 서쪽에 위치한 보헤미아와 동쪽의 모라비아, 슬로바키아 지역은 서로

다른 역사적 정신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보수적이고 봉건제도적인 동쪽

모라비아, 슬로바키아 문화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진 보헤미아와 구별

되었다. 동 모라비아 출신의 야나첵 음악이 보헤미아의 스메타나와 드보르작

의 음악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런 지역적 특색도 일면 있다.

18세기와 19세기 보헤미아 음악의 기본은 조성적인 느낌을 주는 음계와

4개 내지는 8개로 나뉘는 대칭적 프레이즈로 서유럽의 스타일을 따랐고 동

쪽의 모라비아는 도시화의 영향을 고집스럽게 싫어하여 세기가 변하는 과

정에서도 잘 바뀌지 않는 전통에 머물러 있었다. 모라비아 사람들은 그들

의 언어와 음악, 그림들이 다른 지역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를 보존해갔다.

모라비아에서 국제적인 운동이 조금씩 싹을 키우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

었을 당시, 1863년 대 모라비아 제국의 선교사 입성 1000주년을 기념하는

미를 깨닫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지아가 연방으로 개혁된 합스부르

크 왕조의 틀 안에서 자치적으로 통치될 수 있기를 바라며 체코인들이 자신의 문화에 깃든 독일

적인 요소를 취사선택해야 함을 주장했다. 팔라츠키 사상은 체코의 역사적, 사상적, 윤리적 기초

를 제공하며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체코와 체코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격동의 

19세기 유럽에서 체코 민족의 위상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은 결국 1919년 체코슬로바키아 탄생으

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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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와 1869년 성직자 키릴루스(St. Cyril)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또는 정치

적으로 크게 애도하는 행사가 만들어졌다.47) 두 성직자와 선조들의 이룩한

문화는 야나첵에게 더욱 강한 활력소가 되었다. 1869년 그는 모라비아의

대대적인 행사에 남자 가수로 교회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다양한 색

채와 호화로운 장식의 전통의상과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 성가대에 깊은 인

상을 받았다.

이 행사 후에 15세 야나첵은 삼촌에게 러시아 전통의상을 구해달라는 편

지48)를 쓰게 되는데, 이 글은 야나첵이 처음으로 동 슬라브의 문화와 전통

에 눈을 뜨고 결국 독일 침략자들에게 불법적으로 빼앗긴 민족적이고 애국

적인 슬라브인들의 감정을 공감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한다.

어린 시절 야나첵에게 삼촌의 영향은 음악학교의 크리즈코브스키 스승만

큼이나 매우 컸다. 두 인물은 모두 성직자이면서 또한 체코 민족주의 사상

의 신봉자들이었다. 이런 사실은 야나첵이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지니게

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체코에서 민족성을 일깨우고 자유와 계몽의 불을

집힌 사람들이 바로 교사와 성직자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두 사람은 야나

첵이 민족사상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스트리아 제국에 속한 소수 민족의 정치적인 압박과 사회적인 불이익

은 어린 야나첵의 영혼에 뿌리 깊이 박혀 그의 일생을 통해 나타나는 애국

심의 기초가 되었다. 야나첵은 모라비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체코인으로서

의 국가적 염원, 그리고 슬라브 사회에 느끼는 매력들을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47) 폴란드 남부, 체코와 슬로바키아 전역, 헝가리 서부, 크로아티아 일부를 손에 넣은 대모라비아의 

왕국의 로스티슬라브 왕은 863년 비잔틴의 선교사 키릴루스와 메토디우스를 초청했다. 그들은 주

요 전례문을 슬라브어로 옮겨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방에 그리스교를 전파함으로서 기독교의 상

징적 인물로 여겨졌다.

48) Hollander, Leos Janácek: His Life and work,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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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첵이 고전적 관습에서 벗어나 음악적 방향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민족주의 사상 때문이었다. 야나첵의 민족주의 정신

은 민속노래 연구와 체코 언어의 억양을 음악적 아이디어로 삼는 기초가

되었다. 동 모라비아와 슬로바키아의 음악과 춤은 민속노래에서 유래되었

고 말과 음률은 아주 오래 전부터 민요를 통해 내려온 것이었다. 말의 형

태에서 출발한 선율은 노래를 형성하고, 그 노래는 춤과 함께 불렸다. 춤과

노래가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선율과 리듬을 포함한 모든 요소들이 언어학

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불명확한 프레이즈와 독특한 리듬, 자유로운 구

분, 그리고 빈번한 선법 사용으로 증명된다. 이러한 특징은 동쪽 민속음악

구조의 전형이기도 했다.

말에 담긴 음악적인 음률과 심리학적 감정은 야나첵을 민속노래에 대한

흥미로 이끌었다. 그는 언어와 음악적인 것 사이의 유사한 법칙을 발견하

고 적용하면서 극히 평범한 감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픔, 승리감, 비

탄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스피치멜로디로 다루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할 때가 있

지만 그 사람 말의 리듬과 박자, 속도, 억양 등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

다. 이것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돌려서 주장하는지, 평범한 대화를

하면서도 내면으로는 울고 있는지 느낀다.49)

사람의 말소리에서 따온 스피치멜로디는 드라마틱한 음악을 창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에게 있어 민속노래와 스피치멜로디는

음악적 아이디어의 기초이며 예술을 위한 중요한 민속 재료였다.

49) Hollander, Ibid., 54. (Leos Janáček's essay in the journal Loní a letos,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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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말과 모든 창조물이 내는 소리의 억양은 나에게 있어 깊은 진

실의 원천이다. 스피치 동기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며... 이는 존재

자체와 행동의 완전한 표현 어법이다.50)

말에 대한 그의 이론은 정확한 음 높이보다는 미묘한 억양이 더욱 중요

한 것이었다. 그는 노래의 선율선 보다도 발음 억양에 더욱 신경써야함을

오페라 가수들에게 여러 번 상기시켰었다.

올바른 발음은 듣기 편하지만 외국인이 잘못 발음했을 때는 듣기에 거

슬린다. 말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모음과 자음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각각의 나이와 세대, 그룹에 따라 그 특정 높낮이는 달라진다... 보

통 말할 때 생기는 굴곡은 자연적으로 생산되지만 개인에 따라 그 특색

이 달라진다.51)

1879년부터 야나첵은 마치 민속음악을 모으듯이 사람들의 대화도 기록하

였다. 야나첵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할 때 단어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는

음계의 높낮이로 들었다. 이렇게 모은 스피치멜로디의 양은 어마어마했다.

스피치 멜로디는 그의 음악적 재료가 됨과 동시에 특별히 드라마틱한 음악

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었다.

스피치멜로디는 감정을 반영하는 말 속의 단어를 동기적 재료로 사용하

는 것이었다. 야나첵은 “단어에 의해 음조(tune)가 창출되고 전체적인 멜로

50) Hollander, Ibid., 54. (Leos Janáček's interview in the magazine, Literární svět, Vol.1, 

1928.)

51) Bohumír ŠtědroLeoš Janáček letters and reminiscences, 93. (Leos Janáček's article "The 
Border Line of Speech and Song", Published in the magazine, Vol. 23, Brno,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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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는 문장(sentence)에 따른 것이다.”52)라고 말함으로써 작곡 방식의 중요

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말이 스피치멜로디의 동기로 사

용되지는 않았다. 야나첵이 민속음악에서 스피치멜로디의 아이디어를 따왔

다고 해도 비슷한 음악 패턴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민속음악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는 자연스러운 억양과 성조 표현을 가진 언어적인 방식

을 섬세하게 음악적으로 다루었다.

예로 <예누파>가 비엔나에서 독일어로 상연되었을 때, 딱딱한 독일어

안에서도 체코의 감정적인 문맥과 체코 언어의 어조를 느낄 수 있었던 야

나첵은 예상치 않은 결과에 크게 감동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체코 정신은 딱딱한 독일어에 담을 수 없고 스피치멜로디의 음악적인

결합은 독일어 버전에서 그 효과가 훨씬 줄어든다. 그러나 차가운 독일어

안에 있는 스피치멜로디는 나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했다. 독일어로 번역

된 가사 속에서 음표는 체코인의 피와 몸에 들어있는 열정이 여전히 고

스란히 남아있었다.53)

위의 말은 언어에 담긴 감정적인 요소들이 말의 동기를 타고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다 할지라도 원래 의도한 느낌과 유사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피치멜로디 기법이 실제적으

로 말이 선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동기를 축출하여 음악적으로 다

루어진 것임을 말해준다.

52) Katz, Janáček beyond the Borders, 20.

53) Katz, Ibi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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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야나첵의 스피치멜로디 동기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특

징지을 수 있다. 첫째, 민속 노래에서 얻은 실제적인 언어 억양 선율을 강

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집한 민요 선율을 작품에 직접 사용한 사례

는 없다. 둘째, 작품에서 새롭게 작곡한 동기와 선율은 그가 수집한 민요

와 비슷하다. 민요 선율과 야나첵 동기의 유사점은 둘 모두 리듬과 성조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셋째, 야나첵은 단어로 시작하여 그 단어에

서 절묘한 동기를 다듬고 동기를 활용하여 작품의 뼈대를 만들었다. 이렇

듯 선율에 담겨있는 말의 동기는 오페라와 성악뿐 아니라 기악곡에서도

감정적인 표현에 어울리는 유용한 재료가 되었다.

야나첵은 음색(timbre)54)을 특히 좋아했다. 그는 민속악기 심발롬의 다양

하고 랩소디적 소리와 멈추지 않는 생기를 단 한 번도 싫증내지 않은 음악

가였다. 그의 선율에는 백파이프의 음색을 특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실제

로 오페라 <교활한 새끼 여우>와 <브루크체크 씨의 달 여행> 2막에서 백

파이프를 반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1918년 Zibert에 ‘나는 백파이프의

그윽함과 수심 어린 톤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오르간보다 감정이 풍부한

그것은 현대 오케스트라에 숭고함과 깊은 소리를 전달한다.’라고 썼다.55)

서로 다른 성질의 악기를 반주로 사용하는 것은 민속 음악의 영향이었다.

모음곡 <라신 노래집>에서는 피아노와 심발롬이 함께 반주되는데, 두 악

기 사이의 묘한 조율과 음색의 차이는 체코 민속음악 연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54) 소리가 가진 파장 차이에 의해 다른 느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같은 세기, 같은 높이의 

소리일지라도 소리의 파장이 다르면 소리가 구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55) Derek Katz, "A Tuke and a Moravian in Prague: Janáček's Brouček and the Perils of 

Musical Patrotism," in Janacek and His World, ed. Michael Beckerman (Princeton 

University, 200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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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첵과 민속음악과의 관계는 그 활용 방법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초기 작업에서 나타나는 민속음악의 수집과 이용이다. <라슈스

코 무곡집>, <후크발디 민속노래>, 오케스트라를 위한 발레곡 <라코슈 라

코치>, 오페라 <로멘스의 시작>,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개인적 스타일을

위한 민속음악의 차용과 재탄생이다. 오페라 <예누파>, <교활한 새끼 여

우>, <사라진 자의 일기> 등에서 나타난다. 셋째 민속적 관용구의 원숙한

창작으로 <관악6중주>(Mládi, 1924), <심포니에타>, 합창곡 <그레고릭 미

사>, <현악4중주 제2번> 등이 있다.

2) 범슬라브주의(Pan-Slavism)

러시아를 종주국으로 한 범슬라브주의56)는 나라를 초월하여 슬라브 민족

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과 나라가 모두 하나의 동질적 정체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 사상에 따르면 러시아, 폴란드, 체코, 크로아티아 등의 슬라브

민족은 같은 정서를 지닌 친화적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57)

야나첵은 1914년까지 오랫동안 열정적인 친 러시아파였다. 야나첵의 친

56) 보헤미아에서 보급된 범슬라브주의 사상은 범게르만주의에 대한 반대로 생겨났다. 슬라브어를 쓰

는 민족을 통합하여 더 큰 세력으로 팽창시키려는 이 운동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슬라브 사람

에게서 일어났다. 평등한 권리를 갖고자 한 슬라브 민족들의 연방은 체코인들로 하여금 러시아에 

의지하게 만들었다.   

57) 독일의 철학가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1744-1803)는 체코어, 슬로베니아어, 크

로아티아어와 같은 슬라브 언어의 보존과 함양을 연구한 사람으로 그는 슬라브인들을 미래 유럽

의 지도자로 정의하였다. 헤르더는 세련된 유럽과 시골적인 슬라브를 대조하며 슬라브가 더욱 자

연에 가깝고 덜 타락했다고 생각했다. 너그럽고 친절하며 소박한 독립성을 지닌 슬라브 민족은 충

성스럽고 법을 잘 준수한다고 칭찬했다. 독일 침략에 대한 희생자로 슬라브인들을 묘사하고 있으

나 그들 스스로가 자유롭고 도덕적으로 정직한 민족임을 생각하도록 장려했다. 헤르더의 생각은 

중부 유럽의 범슬라브주의의 시작을 처음으로 고무시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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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적 성향은 19세기 범슬라브주의의 전형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인

Leo보다는 좀 더 러시아 느낌이 나는 Lev로 표기되길 선호했다. 그는

1868년부터 1880년까지 실제적으로 그의 직업 이름으로 Lev를 사용하였다.

심지어 야나첵은 1882년과 1888년에 태어난 그의 자녀들에게 러시아 이

름을 지어주었다. 딸 Olga와 아들 Vladimir는 그 당시 체코에서 흔치 않

은 이름이었다. Olga와 Vladimir는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Aleksandr

Sergeevich Pushkin, 1799-1837)의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Eugene

Onegin, 1823-1831) 속의 등장인물 이름이기도 하다.

러시아 문학에 매료된 것은 상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로 이사한 그

의 동생이 1896 년에 야나첵을 초대했을 때 절정에 이르렀다. 그가 안톤 루

빈스타인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겸해 러시아를 처음 방문했을 때, “루빈

스타인의 첼로 협주곡 3악장이 같은 민족의 음악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나

에게 크게 다가왔다.”58)고 서술했다. 이 말은 그의 범슬라브주의와 민족애의

감정을 드러낸다.

그는 인민일보에 러시아 여행에 관한 3편의 글59)을 썼는데, 그중에는 러

시아 성가대와 거리의 전경, 사람들의 움직임, 포장된 간선도로, 해변과 증

기선의 움직임을 아주 세밀히 설명하고 있다. 세 차례의 러시아 방문 이후

그는 러시아 언어와 문학에 대한 관심을 점점 높여갔다. 러시아 문학을 향

한 그의 열정은 러시아의 미술과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확산되었다. 그의

친 러시아주의적인 성향은 19세기 러시아 문학에 기초한 작품에서 나타나

58) Štědroň, Leoš Janáček letters and reminiscences, 84. (From an essay of Janáček in the 

Lidové Noviny, 1896).

59) 야나첵은 Lidové noviny에 1896년 8월 2일, 15일, 9월 8일 날짜로 러시아 여행에 대한 3편의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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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타라스 불바>, <현악4중주 제1번>, 오페라 <카타 카바노바>, <죽

은 자의 집에서부터>가 이에 속한다.

  야나첵은 독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체코와 러시아를 동일시하여 그 나

라에 대한 동정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1868년 야나첵이 아직 어린 10대의

나이에 삼촌에게 쓴 아래와 같은 글은 체코와 독일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누는 식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의 이러한 면모는 후에

러시아에 대한 동정과 슬라브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당신은 제가 얼마나 체코를 사랑하는지 모를 것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

나 독일 사람을 싫어하는지 믿지 못할 거에요. 그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체코 땅에 쳐들어와 우리로부터 땅을 빼앗고 우리를 독일화 시켰어요.60)

야나첵은 종종 러시아 제국에 포함된 폴란드를 방문하곤 했다. 그곳에서

그는 마치 모라비아에 있는 것처럼 느끼며 폴란드 민속음악에 매료되기도

했다. 그는 인민일보에 폴란드 음악에 대한 글을 쓰면서 폴란드 작가와 서신

을 주고받기도 했다. 또한 폴란드 작곡가 쇼팽(Frédéric Chopin, 1810-1849)

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쇼팽의 화성과 멜로디에 존경을 표명하

는가 하면 피아노에 잘 들어맞는 쇼팽의 정제된 형식에 관해 의견을 종종

말하곤 했다. 그는 쇼팽의 화성 감각이 매우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으며, 작품 속에 들어있는 활동적이고 영웅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었

60) Katz, "A Tuke and a Moravian in Prague: Janáček's Brouček and the Perils of Musical 

Patrotism," in Janacek and His World,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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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나첵은 19세기말에 폴란드 문화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가진 거의 유

일한 음악가일 것이다.61) 야나첵의 폴란드 문화에 대한 동정적 이해, 민족

음악과 춤 연구에 따른 흥미로운 활동, 작품에 담겨진 이론과 작곡 기술,

다양한 단체를 조직하는 능력 등은 야나첵이 특히 러시아와 폴란드를 여행

한 후 나타났다. 칸타타 <우리의 아버지>(Otče náš, 1901, 1906)는 폴란드

화가 Jozef Krzesz-Mecina(1860-1934)의 그림에 나타난 풍부한 색깔에 매

료되어 쓰여 졌다.

러시아 황제의 군대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부터 체코를 해방 시

킬 가능성이 보였을 때 야나첵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음악적 주제를 오케스

트라 곡 <타라스 불바>에서 사용했으며, 합스부르크 왕조에 대한 반대지

지와 새로 설립된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의 자부심 등을 <바이올린 소나타>

의 음악적 주제로 선택하기도 했다. <바이올린 소나타>는 러시아 군대를

상징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타라스 불바>는 코사크족과 폴란드 사람과

의 피나는 충돌을 그린 고골의 소설에 기초하고 있다. 두 작품들은 러시아

문학과 관련 있는 다른 작품들과는 별게로 민속적인 요소가 덜하지만 러

시아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싸우는 소재를 음악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체코

독립과 슬라브족의 어머니로 불리는 러시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야나첵의 범슬라브주의 성향은 러시아 작곡가에 대한

관심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독일의 전통적 음악에서 탈피한 새로운 음악으로

의 창작은 러시아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젊은 시절 야나첵은 차이코프스키(Pi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음악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의 오페라 <스페이드의 여왕>(The

61) Štědroň, Lěos Janáček: Letters and Reminiscences,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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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 of Spades, 1890)62)을 1896년 <예누파>를 연구하고 있을 때에 보

았는데, 그 오페라의 드라마틱한 요소와 오케스트라의 조화, 목소리와 동기

간의 관계는 야나첵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야나첵의 사실주의적 작곡 기법은 러시아 5인조의 한 사람인 무소르크스

키(Modest Petrovich Musorgsky, 1839-1881)63)의 영향이었다. 러시아 고

유의 국민성과 사실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무소르그스키는 유럽 고전음

악의 전통기법과 형식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요소들을 대담하게 사용한 작

곡가였다. 무소르크스키가 러시아의 국민성을 작품에 반영시켜 사실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처럼 야나첵도 그러했다. 유럽 고전음악의 전통기법과 형

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율, 리듬, 화성을 대담하게 사용하고 성악 음악에

서 서정적인 선율선과 균형 잡힌 프레이즈를 기피한 무소르크스키는 이러

한 점에서 야나첵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야나첵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러시아 민요 선율과 교회

선법의 사용, 민요에서 유래한 자유로운 리듬, 모국어에 의한 음악적 사실

주의의 열망 등은 무소르크스키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무소르크스

키의 러시아의 언어적 은율 표현과 야나첵의 스피치멜로디(Speech-Melody)

기법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

62) 푸시킨의 동명 단편소설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대본은 차이코프스키의 동생이 썼다. 차이코프

스키가 심포니와 오페라 작곡가로 원숙한 경지에 도달했을 때 쓴 작품으로 1890년 12월 9일 페

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63) “예술은 인간 생활의 표현 중 하나이며 인간의 의사전달 수단으로써 예술도 끊임없이 변해야 한

다.”고 주장한 그는 음악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곡가였다. 무소르크스키는 1859년 

모스코바의 크렘린 궁을 여행하고 나서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

한다. 야나첵에게도 크렘린 궁은 아주 특별했으며 건물에 대한 강한 인상을 글로 생생히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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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주의(Realism)

사실주의는 공상이나 이상을 배격하고 자연과 인생 등을 객관적인 상태

그대로를 충실히 그려내는 문학상의 사조이다. 자연이나 현실생활을 정확

하고 자세하게 꾸밈없이 묘사하는 예술적 경향으로 상상력에 따른 것들을

거부하고 밖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자세히 관찰한다.

사실주의가 하나의 미학적 개념으로 쓰이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 프랑스

였다. 프랑스의 사실주의 주창자들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갖고 있는 인

위성을 거부하고 예술작품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려면 동시대 의식이 필

요하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 했다. 요컨대 사실주의는 모든 주제를 다루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예를 들면 속되거나 또는 시시하거나 추하

거나 하는 이유로 제외 됐었던 것들도 중요한 예술적 자료가 되는 것이었다.

사실주의 흐름은 유럽 사회의 산업화와 불과분의 관계가 있는 19세기의

지적,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한 것이었다. 독일의 반 낭만주의 운동, 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실증주의 철학,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하는 전문적

언론의 등장,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사진술의 발달 등

은 동시대의 삶과 사회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였

다. 구질서가 붕괴되면서 공업과 상업, 교통의 비약적 발전, 자본가와 상인

의 등장은 부패와 부도덕이 만연한 현실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은 절대왕정에서 공

화정으로, 귀족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봉건사회에

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층 및 신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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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 계급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실주의 문학이 꽃피게 되었다.

사실주의는 첫째,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으로 인간의 일상적 삶이 실

증적 방법에 의하여 세밀히 탐구되고 재현되어야 했다. 둘째는 인간과 사

회에 대한 과학적이고 집중적 탐구를 통하여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공

동체의 일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개인의 삶은 사회적 조건으

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를 뜯어 고치면 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희망을

누구나 품게 만들었다. 셋째는 사회의 어두운 면, 추악한 면 등 부정적 측

면을 추구하는 경향을 강하게 띠었다. 이러한 사실주의의 출현은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주제의 영역을 넓혔다는 것에 그 의의

가 있었다.

야나첵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준 그의 대표작 <예누파>의 줄거리는

사실주의적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 이 오페라는 형제간의 시기심, 두 형제

와 한 여인과의 삼각관계, 근친상간, 미혼모, 사생아, 사랑으로 야기된 칼부

림, 신생아 유기 및 살인 등이 소재가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예

술적 주제가 될 수 없었던 추악한 현실의 한 단면들이었다. 야나첵의 작품

들은 인간의 진정한 현실을 들춰냄으로써 사실주의 측면을 확고하게 보여준

다. 인간과 생활상을 뚜렷하게 묘사하고 실존하는 이야기를 반영하는 사실주

의는 더 큰 의미에서 자연 세계를 표현하려 했던 그의 의도와 부합된다.

야나첵의 러시아에 대한 친밀감과 그 문학에 대한 관심은 민족성과 정체

성을 찾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세기 다른 동유럽권의 슬라

브 민족들에게 민족의식을 발동시킨 러시아는 현실에서 고통 받는 평범한

인간들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현실상을 고발하는 사실적인 문학풍이 일어나

고 있었다.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 1828-1910)와 도스토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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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Feder Mikhailvicho Dostoevski, 1821-1881), 고골(Nikolai Vasilevich

Gogol, 1809-1852), 투르게네프(Ivan Sergeevich Turgenev, 1818-1883)등

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가들은 중 하류층의 서민들과 보잘것

없는 사람들, 꾸밈없는 사람들의 삶과 모습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와

관습 및 도덕관을 묘사하려고 애썼으며, 실제로 그들은 그때까지 무시당했

던 동시대의 삶과 사회의 모든 측면, 즉 심적인 태도, 물리적 배경, 물질적

조건 등을 재현하는 작업에 진지했다.

범슬라브주의에 따른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에 대한 열정은 그에게 민족

주의적 감정을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유럽음악의 전통적 기법과 형식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민족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현악 4중주 제1

번>은 톨스토이의 <크로이처 소나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요정 이야

기>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안나 카레리나>의 영향이며, 마지막 오페라

<죽은 자의 집에서>는 유형 생활을 회고록으로 쓴 도스토예프스키의 <지

하 생활자의 수기>가 기초가 되었다. <카타 카바노바>는 러시아 극작가

오스트로프스키(Aleksandr Nikolaevich Ostrovskii, 1823-1886)의 희곡 <폭

풍>을 읽은 후 이루어졌으며 <타라스 불바>는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 고

골의 소설에 기초하고 있다.

20세기 초기 야나첵은 오페라 작곡가로 특별한 위치에 있었으나, 최고

위치에 있었던 오페라 작곡가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와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1924)였다. 그 당시 이들은 스

타일적으로 보수적인 작곡가였다. 두 작곡가는 전통적인 오페라 역사 발전

에 기여했고 대중적인 성공도 이루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급

진적 진보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야나첵은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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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태리 베리스모 오페라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오페라를

창작하는데 기틀을 만들었으며, 그의 오페라들은 두 작곡가들의 작품 보다

는 혁신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진일보한 것이었다.

야나첵 오페라 주제의 요소들은 항상 국가적 영웅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한 것이었다. 음악적 스타일과 구성은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

채롭게 꾸며졌다. 그는 당대의 음악가들과 다르게 범세계적인 사람은 아니

었다. 그는 전적으로 동 모라비아 사람으로 슬라브 문화에 의존하는 세속

적인 소작농 민족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언어적 표현을 향한 열정, 자연에 대한 친밀감, 일상사에 대한 신념

을 사실적으로 풀어나간 작곡가였으며, 체코를 넘어 세계로 나아간 진보적

인물이었다.

야나첵은 푸치니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그의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

면 야나첵이 “푸치니의 나비부인에서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야나

첵은 1891-1892년에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 1838-1875)의 <카르

멘>(Carmen)64)과 <까발레리나 루스티까나>65)를 보면서 오페라에 대한

열정을 증폭시켜 나아갔다.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 비제

(Georges Bizet, 1838-1875), 마스카니(Pietro Mascagni, 1863-1945), 레온

까발로(Ruggero Leoncavallo, 1858-1919)로 대표되는 이태리 베리스모 오

페라는 야나첵이 <예누파>를 작곡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밀로스 스테드론(Miloš Štědroň, 1942-)66)의 주장에 따르면 베리

64) 비제가 작곡한 4막의 오페라 코미크로 불같은 성격을 지닌 아름답고 유혹적인 집시 여인 카르멘

에 관한 이야기이다. 1875년 초연 됨.

65) 마스카니가 작곡한 1막의 오페라이다. 1890년 초연 됨.

66) 체코 브루노 출신의 음악가이며 작곡가, 교육자로 야나첵의 작품과 60개 이상의 기사 및 연구 

자료를 시리즈로 썼다. 1994년 이후부터 마자르(Masaryk)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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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 오페라와 야나첵의 오페라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그는 야

나첵의 음악에서 사실주의 경향을 찾을 수는 있으나 음악적이고 드라마틱

한 충동은 민속적인 것에서 왔다고 제안하면서 베리스모 오페라와 야나첵

오페라와의 음악적 차이를 설명한다.67) 야나첵의 오페라는 인간 삶의 자연

스런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는 있으나 그 속에는 체코의 민속적인 요

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이태리 베리스모 오페라와는 다른 차이점을 지

니고 있다.

20세기 민족주의는 오페라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했고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였다. 중부유럽 민족주의자들의 전통은 무대작품으로써 보다는 오히려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 나오는 인용 문구를 통하여 더 알려졌다.68) 그러나

야나첵은 자신만의 어법으로 오페라의 새 길을 여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체코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엽적이고 투박한 일상의 내용과 민

속적인 요소를 훌륭하게 담아내었기에 가능했다.

67) Katz, Janáček beyond the Borders, 9.

68) Jaromír Weinberger의 <백파이프 부는 슈완다>(Švanda Dudák, 1927)와 Zoltán Kodály의 <헤

리 자노스>(Háry János, 1926) 작품에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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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아노작품 분석

1. 작품 개요

야나첵의 피아노 작품은 총 27개이다.69) 그 중 대부분은 민속노래 편곡

으로 노래와 피아노 반주로 된 작품들이며, 전통적 기법에 의한 학창시절

작품이거나 한 페이지의 매우 짧은 곡이어서 야나첵의 특징을 볼 수 있는

피아노 작품은 매우 적다.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피아노 소나타>,

그리고 <안개 속에서>는 야나첵의 대표적인 피아노 작품으로 생애 3기에

모두 쓰여 졌다. 이 세 작품에는 그의 내면세계를 나타내는 여러 독특하고

다양한 특징들이 담겨 있으며 오랜 추억에 대한 회상, 민족적이고 사회적

인 문제에 대한 격한 반응, 특정한 시기에 발생한 고독한 정신 상태의 고

백 등이 표현되어 있다.

야나첵의 첫 피아노 작품은 <둠카>(Dumka, 1879)로 작곡한 해에 공연

되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그는 라이프치히 음악학교에서 체계적인

피아노 작품을 많이 썼지만 남아있는 곡이 거의 없는 것은 작곡가 스스로

자기 작품에 가치가 없다고 여겨 모두 파기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최초의 피아노곡은 <변주곡>(Zdeňčiny variace, 1880)으로 이

곡에 붙은 부제 ‘쯔덴카(Zdeňčiny)’는 1944년 프라하에서 출판될 때 처음

사용되었다. 이 곡은 드보르작의 둠카 선율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

며 슈만의 시적인 면모와 유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69) 부록: 야나첵의 피아노작품 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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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부터 쓰기 시작한 <에이, 다나이>(Ej, danaj!)70)는 민속 노래와 춤

의 세계를 다룬 최초의 편곡 작품이다. 민속춤 리듬과 민속적인 화성으로

이루어진 이곡은 나중에 <예누파>의 한 장면에서 사용되었다. <에이, 다

나이!>는 <2개의 모라비아 댄스>(2 Moravské tance)와 합쳐져 1904년 <3

개의 모라비아 댄스>(3 Moravské tance)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쓴 아주 짧은 <회상>(Vzpomínka, 1928)이

마지막 곡으로 남아 있다.

1)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가장 대중적인 야나첵의 피아노작품은 성격 소품곡인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이다. 이 곡은 1집 10곡이 1911년 출판되었고, 2집 5곡이 사후 50

년이 지나 1978년에 출판되었다.71) 제1집의 제1곡, 제2곡, 제4곡, 제7곡, 제

10곡은 원래 하모늄72)을 위해 작곡되었으며 ‘슬라브 멜로디(Slavonic

Melodies)’라는 제목으로 먼저 출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나첵은 여기에

5곡을 추가로 작곡하고 그 각각의 곡에 시적인 제목을 붙여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라는 제목의 피아노곡으로 출판하였다<표 1>.

70) Ej, danaj는 슬로바키아 민속춤의 일종이다.

71) 야나첵은 1911년 세 개의 작품을 더 작곡하여 첫 시리즈에서 삭제된 두 개의 곡과 함께 제2집

으로 만들었다. 2집의 곡들은 1집과 다르게 시적인 이름이나 프로그램적인 이름이 붙지 않았다.

72) 하모늄은 리드를 사용하는 오르간의 일종으로 원래는 파이프오르간을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음역은 C에서 C⁴까지의 5옥타브이고, 4줄의 리드와 여러 개

의 마개(stop)에 의해 음색을 조절할 수 있다. 하모늄은 이후 풍금과 비슷한 원리로 아코디언과 

멜로디언 등으로 개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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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목 및 작곡년도

번호 제목 작곡년도 비고

1 우리들의 저녁 (Naše večery: Our Evenings) 1901-1902 하모늄을 위한 곡

2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Lístek odvanutý : A Leaf Blowing in the Wind)
1901-1902 하모늄을 위한 곡

3
우리와 함께 가요!

(Pojďte s námi!: Come with Us!)
1908

4
프리데크의 성모 마리아

(Frýdecká panna Maria : The Madonna of Frydek)
1901-1902 하모늄을 위한 곡

5

작은 제비처럼 재잘거렸다

(Štěbetaly jak lašvičky : They Chattered Like

Little Swallows)

1908

6
할 말을 잃어!

(Nelze domluvit!: Words Fail Me!)
1908

7 잘 자요! (Dobrou noc!: Good Night!) 1901-1902 하모늄을 위한 곡

8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Tak neskonale úzko : Unutterable Anguish)
1908

9 눈물을 흘리며 (V pláči: In Tears) 1908

10
올빼미는 날아가지 않았다

(Sýček neodletěl! : The Barn Owl Has Not Flown Away)
1901-1902 하모늄을 위한 곡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의 제목은 테신(Tesin) 지역의 민요인 ‘The

path to my mother is grown over weedy clover’라는 신부의 슬픈 혼례노

래에서 영향을 받았다.73) 내용적으로 이 곡은 고향 모라비아의 숲과 산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과 야나첵의 딸 올가의 병과 죽음에 대한 작곡가 개

인의 감정이 녹아있는 작품으로 다양한 분위기와 스타일이 혼합되어 있다.

73) Ian Horsbrugh, Leoš Janáček the field that prospered  (London: Charles Scribner's Sons, 

198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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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곡 ‘우리들의 저녁’과 사랑의 노래인 제2곡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고향 후크발디 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제5곡 ‘작은 제비처럼 재잘거렸

다’는 어린 시절의 회상을 담고 있다. 종교적인 기도와 염원을 담은 제4곡

‘프리데크의 성모 마리아’, 작별의 아픔을 담은 제7곡 ‘잘 자요!’, 제10곡 ‘올

빼미는 날아가지 않았다’는 딸 올가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곡들이다.

그 외 깊은 절망과 슬픔을 나타낸 제6곡 ‘할 말을 잃어!’, 제8곡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제9곡 ‘눈물을 흘리며’는 씻기지 않은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는 슬픈 기억과 내면에 감춰진 향수들을

야나첵의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어법으로 표현한 첫 번째 피아노 작품이다.

처음에 하모늄을 위한 곡으로 작곡된 이곡은 긴 페달 포인트의 음을 낼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하모늄 연주 테크닉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모늄으로 연주하는 것보다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이 그 표현에 있

어 더 적합해 보인다. 왜냐하면, 풍부한 울림을 낼 수 있는 페달과 터치 변

화가 가능한 피아노의 기능은 민속악기의 음향과 미묘한 음색 변화를 다양

하게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피아노 소나타>

‘1905년 10월 1일 거리에서’라는 부제가 붙은 <피아노 소나타>는 1악장

‘예감(Předtucha)’, 2악장 ‘죽음(Smrt)’이라는 각각의 제목이 있다. 2악장 부

제는 원래 ‘비가(Elegy)’였으나 후에 ‘죽음’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3악장은

야나첵에 의해 파기되어 현재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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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생 동안 독주 소나타를 단 두 곡만 썼다.74) 모두 반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현상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곡으로 독일과

러시아에 대한 국가의식, 그리고 게르만 민족과 슬라브 민족에 대한 이념,

더 나아가 체코의 민족성 회복과 자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강한 동기들이

소나타를 통하여 반영되고 있다.

<피아노 소나타>는 격한 분노의 감정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곡

이다. 이곡은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를 작곡하던 중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만들어졌다. 그 사건이란 체코의 젊은 노동자 프란티섹

파블릭(František Pavlík)의 비참한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의 체코는 전 유럽에 만연해 있던 민족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자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정치·경제적인 모든 분야

에서 우위권을 차지하고 있던 독일계 거주민들은 체코인들이 지적으로 성

장하는 것을 꺼려하여 고등 교육기관의 설립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체코인

들은 모라비아의 수도격인 브루노에 대학이 설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

어, 이로 인한 독일인들과 체코인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어갔다. 학생

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체코인들의 대대적인 집회는 독일인들의 진압으로

이어졌고 이런 와중에 20세의 젊은 체코 노동자 파블릭이 독일인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때는 1905년 10월 1일이었다.

<피아노 소나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야나첵의 다혈질적인 감정과 격

렬한 반응에 의해 탄생하였다. 야나첵은 곡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글을

직접 씀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74) 야나첵은 <피아노 소나타>(1905)와 <바이올린 소나타>(1913, 1921) 만을 남겼다. <피아노 소

나타>는 독일인과 체코인의 갈등 속에서 빚어진 사건으로 만들어졌고, <바이올린 소나타>는 세계 

제1차 대전을 기점으로 발생된 국가 간의 긴장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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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에 있는 예술의 집 하얀 대리석 계단에서 -

한 젊은 노동자 프란티섹 파블릭이 피를 흘리며 떨어졌다 -

그는 단지 대학 설립을 요구하러 온 것뿐 -

그런데 그는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레오스 야나첵

브루노의 대학을 위해 항쟁한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Bílý mramor schodiště Besedního domu v Brně -

Klesá tu zbrocen krví prostý dělník František Pavlík -

Přišel jen horovat za vysoké učení -

a byl ubit surovými vrahy.

LEOŠ JANÁČEK

PAMÁTCE DĚLNÍKA PROBODÉNEHO PRI MANIFESTACÍCH

ZA UNIVERSITU V BRNĚ75)

체코의 민족주의 사상은 오스트리아 제국 속에서 체코인의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았었다. 이는 체코 민족주의

자 팔라츠키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19세기 중 후반 체코 사회에 지대

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팔라츠키 식의 체코 민족주의 사상은 오스트리

아의 보호 안에서 체코의 문화를 지키며 자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었

75) Leoš Janáček, 1. Ⅹ. 1905: Leoš Janáček Composition for Piano, ed. Ludvík Kundera, 

Jarmil Burghauser, in Complete Critical Edition, Series F / Volume 1 (Praha: Supraphon 

Praha; Bärenreiter; Kassel Basel Tours London, 197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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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일어난 두 민족 간의 갈등은 1905년 10월 1일의

사건으로 인해 우호적인 체코인의 민족주의 역사관을 흔들었다. 민족주의

자였지만 어떠한 사건에도 정치적인 흥분을 띄지 않았던 야나첵이 대규모

진압으로 희생된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을 추모한 것은 이런 역사관에 대한

회의와 실망감의 결과였다.

<피아노 소나타>는 1906년 1월 브루노에서 현대 작곡가를 위한 음악회

가 열렸을 때 연주 될 예정이었다. 당시 연주를 맡은 루드밀라 투치코바

(Ludmila Tučkova)의 회상에 따르면 야나첵은 리허설에서 이곡을 듣던 중

갑자기 3악장 악보를 들고나가 난로 불에 태워버렸다고 한다. 그 후 프라

하에서 열린 사적인 연주회에서 이곡이 다시 연주되었을 때, 많은 비평이

쏟아지자 야나첵은 두 악장마저 강에 버림으로 이곡을 완전히 소실시켰다.

현재 <피아노 소나타>는 투치코바가 두 악장의 사본을 다행히 떠놓은 것

으로 인해 남게 되었다. 1924년 야나첵의 70회 생일을 기념하여 이 작품이

출판 되었을 때 그는 이것을 매우 행복해했다.

3) <안개 속에서>

1912년 야나첵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실망

감을 느끼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예술가적인 감정의 고립 상태에 빠져

있었다. 프라하에서는 <예누파> 상연이 계속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고 오

페라 <운명>은 전혀 발표조차 할 수 없었으며 다음 오페라 <브루크체크

씨의 달 여행>에는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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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60세의 나이가 된 야나첵은 브루노 밖에서는 작곡가로서의 입지가 아

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결혼생활 역시 행복하지 못하였다.

그의 절망적이고 어두운 내면 상태는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공허

하고 부정적인 시간들이 따라다니는 길 위에서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무 것도 없다.”는 글76)은 무기력한 야나첵의

당시의 상태를 보여준다. <안개 속에서>는 이러한 절망적 상태 가운데서

작곡되었다. 이곡은 그의 내면적인 불안과 심리적 고독이 공허한 느낌을

주는 음악적 구성으로 잘 나타난다.

야나첵은 1912년 드뷔시 피아노곡 <영상 1집>(Images 1, 1905)의 ‘물의

반영(Reflets dans l‘eau)’과 <어린이 세계>(Children's Corner, 1908)의 ‘그

라두스 아드 파르나숨 박사(Doctor Gradus ad Parnassum)’를 접하면서 인

상주의 음악을 알게 되었다. 중부유럽의 음악과는 확연히 다른 혁신적인

프랑스 음악은 그에게 신선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네 개의 악장에 잘 반영되어 있다. 민속적인 요소, 후기 낭만음악

의 경향, 인상주의적 색채가 결합되어 있는 <안개 속에서>는 그 제목과

어울리는 분위기와 암시적인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다. 각 악장은 제목 없

이 빠르기말로 구분된다.

이 작품이 탄생하는데 자극이 된 것은 브루노 클럽(The Friends of the

Arts Club in Brno)이었다. 이 단체는 1908년 작곡 대회를 열면서 35명의

작곡가를 초청하였다. 작곡가들이 독주곡 또는 피아노곡을 제출하면 여기

서 우수한 작품을 뽑아 출판해주는 조건이 붙은 대회였다. 야나첵은 라이

76) Horsbrugh, Leoš Janáček the field that prospered, 1981, 98. (1914년 체코 극작가인 Alois 

Mrštík (1861-1925)에게 보낸 편지) 



- 57 -

프치히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제자 크바필(Jaroslav Kvapil, 1892-1958)

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대회에 그를 내보냈다. 그는 자작곡 2개와 야나첵의

<안개 속에서>와 <봄의 노래>77)를 소개했는데, 결과적으로 <안개 속에

서>가 선정되어 1913년 출판에 이르게 된다. 초청자로 추대 되었던 호프마

이스터(Karel Hoffmeister, 1968-1952)78)는 이 곡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리

듬과 화성, 숨쉬기 곤란한 선율간의 간격에 대해 그리고 즉흥적인 매력과

시적인 분위기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79) <안개 속에서>는 1914년 1월 24

일 브루노 오르간 학교의 선생인 마리 드보락코바(Marie Dvořáková)에 의

해 초연되었다.

77) 이 작품은 후에 작곡가에 의해 파기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78) 호프마이스터는 체코의 피아니스트로 프라하 콘서바토리에서 음악이론과 음악사를 가르쳤다. 피

아노교수, 음악학자로도 활동한 그는 1907-1918년 동안 잡지 ‘음악평론(Hudební revue)’의 편집

자로 있었다. 

79) Zahrádka Jiří, V mlhách, Trans. Sarah Peters-Gráfová, in The Complete Critical Edition 
of the Works of Leoš Janáček, Series F, Volume 1, Piano Works (Praha: Bärenreiter 

Praha, 2011),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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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적 특징

1) 형식과 구성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는 단순한 형식과 분명한 짜임새, 오른손에 집

중되어 있는 선율선, 특징적인 짧은 박자 단위가 포함되어 있는 완전한 기

악곡 구성을 보이고 있다. 모라비아 민속 음악에서 기인한 오스티나토 반

주형과 불규칙한 리듬, 비대칭적 악구와 비 기능적 화성 등이 나타난다. 이

곡의 조표, 빠르기, 박자의 잦은 변화는 인상적인데, 이러한 현상은 야나첵

의 특징적 어법인 스피치멜로디의 선율과 리듬에 따른 것이기도 하며, 한

편으로는 작곡가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요소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밝히고자 한다.

<표 2>의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형식과 악구 구성을 보면, 이곡은

대체적으로 2부분 형식, 3부분 형식, 론도형식이지만 비슷한 동기들의 전개

로 인해 각 부분들은 뚜렷한 대조를 보이지 않는다. 주제가 되기도 하고

짧은 동기의 결합일 뿐 특정 주제를 이루지 않는 a의 악구는 새로운 요소

를 일부 첨가하거나 음정과 리듬을 약간 수정하여 악구 b나 c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a, b, c의 악구들은 모두 비슷한 모습을 지니게 되며, 이 악구

들은 비대칭적이고 자유로운 형태로 계속 반복된다. 대체적으로 느린 템포

의 진행과 비슷한 악구들의 반복진행은 시적인 표제와 그 정서에 오래 머

물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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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형식과 악구 구성

번호 형식 (마디) 악구 (마디 수) 중심조성

1

  A (1-39)

  B (40-94)

  C (95-125)

  A' (126-145)

 a[11] a'[14+14]:∥

 b[9+6] b'[6+9] a[11] a''[11+3] b[9+6] b'[6+9]

 c[27] 

 a'[14] coda[6]

C♯minor

2

  A (1-17)

  B (18-50) D.C. 

  A (1-17)

 ∥: a[9]:∥: b[8]:∥

 ∥: b'[12] c[21] :∥

 ∥: a[9]:∥: b[8]:∥

D♭Major

3
  A (1-13)

  A' (14-32)

 ∥: a[5]:∥b[8]

 a'[5] b'[12] coda[2]
D Major

4

  A (1-24)

  B (25-53)

  A' (54-70)

 a[4] b[8] a'[4] b'[8] 

 c[10+11+8]

 a'[4] b''[10] coda[2] 

D♭Major

5

  A (1-16)

  B (17-30)

  A' (31-38)

  C (39-76)

  A'' (77-92)

 ∥: a[8]:∥: a'[8]:∥ 

 b[14]

 ∥: a[8]:∥

 c[19] d[10] c'[9]

 ∥: a[8]:∥ c"[8]

C♯minor

6
  A (1-8)

  B (9-39)

 ∥: a[8]:∥

 b[11] b'[10] b''[10]
E♭Major

7

  A (1-34)

  B (35-77)

  A' (78-96)

 a[6+8] b[6] b'[14]

 c[4+4+9] c'[4+6+4+4+8]

 b[8] b''[11]

C Major

8

  A (1-30)

  B (31-57)

  A' (58-82)

 a[11] a'[12] a"[7]

 ∥: b[11] c[16] a[12]:∥

 d[5] a'[12] coda[4]

E minor

9

  A (1-22)

  B (23-39)

  A (40-61)

  B' (62-84)

 ∥: a[4+4] a'[4+4] a''[4+4]:∥ 

 b[4+4] b'[3+3+3]

 a[4+4] a'[4+4] a''[4+4]

 b[4+4] b''[6] a[4+4])

G Major

10

  A (1-31)

  A' (32-46)

  A (47-77)

  A'' (78-102)

  A''' (103-117)

 a[6+6] b[5+5] b'[5+4]

 a[2] ∥: a[4]:∥ b''[5+4

 a[6+6] b[5+5] b'[5+4]

 a[10] b''[5] b'''[10]

 a[5+6] coda[4]

C♯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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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피아노 소나타>는 주제를 변형하는 색다

르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잘 드러나 있다. 동기들의 반복과 그것들의

효과적인 사용, 민요와 민속춤의 영향으로 보이는 짧은 선율, 불규칙적 리

듬, 민속악기적 효과를 주는 오스티나토 반주, 이국적인 분위기를 주는 다

양한 음계들의 활용은 이곡의 중요 요소이다. 또한 오케스트라의 음향에 비

견되는 폭넓은 다이나믹과 넓은 음역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오스티나토 반

주음형은 당시 사회상에 대한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음악적 제스처이다.

<피아노 소나타>의 1악장과 2악장은 단3도 음정의 동기적 유사성을 통

해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는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의 일반적인 조성체제

와 다르게 제2주제의 조성이 매우 색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2악장은 제2주

제가 생략되어 있는 단일주제 소나타 형식이며, 발전부가 동기적으로 발전

하기 보다는 변형된 동기들이 나열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성적인

관계 역시 비전통적이다. 이곡의 전체 구성은 <표 3, 4>에서 볼 수 있다.

<표 3> <피아노 소나타> 1악장 Con moto ( 2/♩.): 소나타 형식

구분 주제 마디 조성

제시부

1주제

경과구

2주제

경과구

01-21 

22-23 

24-37 

38-40 

e♭minor

G Major

G♭Major

발전부
제1부분

제2부분

41-56 

57-76 

G Major

e♭minor

재현부

1주제

경과구

2주제

종결구

077-87

088-91 

92-105 

106-111 

e♭minor

A♭Major/e♭minor

e♭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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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피아노 소나타> 2악장 Adagio ( 4/♪): 단일주제 소나타 형식

구분 주제 마디 조성

제시부 1주제 1-19 e♭minor

발전부
제1부분

제2부분

20-38

39-45

c♯minor/

e♭minor

재현부 1주제 46-63 e♭minor

<안개 속에서>는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는 구성을

하고 있다. 비슷한 동기들의 전개와 비대칭적이고 자유로운 악구 구성, 그

리고 느린 템포의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면서 특정 분위기에 머물게 한다.

곡의 마무리 부분에 Coda를 삽입시키는 것과 대체적으로 느린 템포로 끝

을 맺는 것이 특징적이다. <안개 속에서>는 야나첵이 좋아한 D♭조성80)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조성감은 중심음 위주로 전개되어 모호하여 마치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떠도는 것과 같은 느낌에 일조한다.

80) D♭또는 C# 조성은 야나첵이 특별히 좋아한 조성으로 그의 피아노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D♭조성에 대한 특별한 끌림은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1, 2, 4, 5, 10곡과 <안개 속에서> 

1, 2, 4곡이 D♭조성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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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안개 속에서> 형식과 악구 구성

번호 형식 (마디) 악구 (마디 수) 중심조성

1

 A (1-48)

 B (49-84)

 A' (85-107)

 Coda (108-116)

 a[3+3] b[6] b'[13] a'[3+3] b[6] b'[11]

 c[5+10] c'[3+6] c''[4+4+4]

 a[3+3] b[6] b'[11]

 c[9]

D♭Major

2

 A (1-27)

 B (28-38)

 A' (39-50)

 C (51-62)

 B' (63-73)

 A'' (74-85)

 Coda (86-101)

 a[4+4] a'[4+4] b[3] a[4+4]

 c[11] 

 a[4+4] b[4]

 ∥: d[12]:∥ 

 c'[11]

 a'[4+4] b'[4]

 d'[16]

D♭Major

3

 A (1-36)

 B (37-68)

 Coda (69-75

 a[7] b[7+8+8] a'[6] 

 *c[6+6] ∥: c'[4+5+11]

 a[7]:∥*                    *ossia ES 3.

G♭Major

4

 A (1-55)

 B (56-94)

 A' (95-121)

 B' (131-148)

 A'' (149-159)

 a[4+4] a'[10+4] a[4+5] a'[16] a[4+4]

 b[5+6+6+4] b'[5] ∥: b''[6] :∥ b[7]

 a[4+4] a''[4+4+4+4] c[10]

 b[5+6+6+2]

 a[10]

D♭Major

제1곡은 민속악기의 오스티나토 음형이 선율의 반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선율 자체를 구성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민속적인 색체를 준다.

제2곡은 선율 음역이 좁고 쉼표가 잦으며 강박에서의 중요 악센트를 피

하는 특징을 보인다. 집시음계와 동기변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치

밀한 구성을 보인다.

제3곡은 유일하게 G♭ Major이며 곡의 길이도 가장 짧다. 민요와 같은

단순하면서 우아한 선율이 다양한 화성적 베이스를 수반하며 나타나고, 격

정적인 선율로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시킨다거나 극적인 다이나믹과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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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하는 등의 구성이 보인다.

제4곡은 분위기와 빠르기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심발롬 악

기 음형의 반주는 공허한 느낌을 주기도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로도

사용된다. 긴 페르마타로 시작되는 선율은 말을 읊조리는 듯한 어조를 모

방하고 있는데, 이런 선율 형태는 스피치멜로디 기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스피치멜로디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2) 동기 전개

야나첵 음악에서 기초가 되는 구성단위는 짧은 주제의 동기들이다. 이 동

기는 몇 개의 음에서 몇 마디에 이르는 긴 것까지 해당이 된다. 짧은 동기,

즉 주제적 조각들은 서로 결합하여 특별한 선율을 이루지만 이것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음조를 동반하며 선율을 지지해 주기도 하고 내성의 음정

을 구성하기도 한다. 내성은 두 개 이상의 동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최소한

완전히 다른 동기들을 포함하면서 리듬적인 반복을 한다. 동기들은 코드,

반복적 음표, 트릴, 아르페지오, 분산화음, 번갈아생기는 두 개의 화음, 코드

의 동형진행 등 대부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간단한 형태를 수반한다.

쇤베르크는 야나첵이 기초적 구성단위로서 동기를 프레이즈 또는 주제

의 근거로 삼았다고 했다.81) 그러나 구성단위들은 종종 반복을 하기 때문

에 동기는 프레이즈와 주제에 딱 맞지는 않는다. 음악학자 드라브킨

(William Drabkin, 1947-)82)에 의하면 동기는 음악적 아이디어의 특성을

81) Paul Wingfield, Janáček: Glagolitic Ma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91.

82) 음악학자로 14권의 저서를 남기고 있으며 특히 베토벤의 장엄미사곡(1818-1823)에 대한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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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짧은 표현이지만 동기 안에 숨어있는 더 작은 구성단위는 ‘셀’이

라 명명하였다.83) 그의 이러한 말은 야나첵 동기에 대한 정의를 더욱 뒷받

침한다.

동기는 하나의 셀로서, 각각의 동기들은 반복도 하고 몇 개로 변화될 뿐

만 아니라 상호간의 배치를 바꿈으로써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동기를 변

화시키는 일반적 방법은 음표를 첨가하거나 생략하는 것, 음고를 지속 또

는 수정하는 것, 두 개나 세 개의 패턴으로 전환하거나 결합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박자표를 변화시키고, 쉼표를 제거하거나 삽입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다른 화성으로 변화시키는 몇 개의 음정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원

초적 동기변화는 종종 정해진 몇 번의 반복 또는 중요 음정의 단축이 있

다. 각 섹션에서 동기변화는 모두 종종 큰 규모의 진행에서 나타난다.84)

동기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변형’과 뚜렷이 구별된다. 만약 두 개의 결

합이 어떤 음정간의 셀을 지닌다거나 일반적으로 리듬패턴이 같고 다른 억

양의 곡선이 있다면 그것들은 동기가 나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변형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음악적 요소의 결합과 특징을 수반해야만 하

고 음정과 리듬적 요소의 원초적 질서도 보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85) 자

세한 예시는 다음의 ‘모자이크 구성’ 부분에서 다루겠다.

음악 구성의 기초가 되는 동기는 음악의 성격과 작곡자의 의도에 의해

결합과 변형의 과정을 거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야나첵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동기결합을 통해 클라이막스를 만들고, 감정적 인상을 강하게

할 때 이 방식을 이용하여 긴장과 해결의 구도를 만든다.

『Beethoven: Missa Solemnis』(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가 유명하다.

83) Wingfield, Janáček: Glagolitic Mass, 91.

84) Wingfield, Ibid., 92. 

85) Wingfield, Ibid.,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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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첵의 동기는 반복과 발전을 할 뿐 큰 하나의 주제를 이루지는 않는

다.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면 몇 개의 동기가 주제를 만들고 그 주제가 명

확하게 제시된 후 다양한 발전을 거치게 되는데 이와 비교해볼 때 야나첵

의 동기전개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민속음악에서 나타나는 짧은

선율선과 리듬 형태는 동기와 악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야나첵의 동

기전개는 화성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로 쓰인다. 반복되는 동기가 부분을

만들고 다시 부분들이 합쳐져 전체를 만들어가는 모자이크 구성은 야나첵

음악의 특징 중 하나이다.86)

야나첵 음악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선율 형태는 동기들이 하나로 압축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모방과 대위적인 방식으로도 등장하면서 선율의 단

순한 반복을 회피 한다.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5곡은 곡 전체에 걸

쳐 여러 번 반복되는 동기a와 동기b가 있다. B부분 (마디 39-76)에서 출현

하는 동기c는 동기a의 변형으로 동기b와 동시에 나타난다<악보 1, 2>. 동

기b와 동기c는 내성과 상성부의 수직적인 배합을 하면서 서로 다른 리듬

진행을 하고 있어 지루할 수 있는 반복 진행에 변화를 주고 있다.

<악보 1>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5 mm. 1-2: 동기 a, b

86) John Tyrrell, Leoš Janáček; The New Grove Turn of the Century Masters, (New York, 

W.W. Norton, 198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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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5 mm. 70-76: 동기 c

야나첵의 음악에서 몇몇 동기들은 여러 곡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제6곡

‘할 말을 잃어’ 마디1-2에 나타난 동기는 제7곡 ‘잘 자요’ 마디15-16의 선

율로 활용된다<악보 3, 4>. 몇 개의 음정변화와 리듬의 변화는 색다른 선

율의 모습을 만든다.

<악보 3>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6 mm. 1-2: 유사 동기

<악보 4>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7 mm. 15-16: 유사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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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곡 ‘올빼미는 날아가지 않았다’의 C♯과 A♯ 단3도 음정은 ‘죽음’을

상징하는 음정으로 쓰였다<악보 5>. 야나첵은 다른 곡에서도 이 음정을

사용하는데, <피아노 소나타> 1악장의 동기b와 2악장의 동기에서 이다.

<악보 5>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10 m. 3: 단3도 동기

<피아노 소나타> 1악장의 제1주제는 세 개의 동기 a, b, c를 포함한다

<악보 6>. 주제를 이루는 3개의 동기들은 각각 다양한 음정 변화를 통해

발전을 거치며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 간다. 동기는 반복과 변형, 결합과

확장을 통해 곡의 중심 역할을 할뿐 아니라, 2악장과의 연관 관계를 이루

며 하나의 순환적 형식구조를 이룬다.

<악보 6> <피아노 소나타> 1악장 mm. 1-4: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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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부제가 붙은 제2악장 도입부에서 나타나는 D♭과 B♭의 단3도

음정은 젊은 노동자 ‘파블릭’에 대한 죽음을 의미한다<악보 7>. 곡의 중심

동기로서 곡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이 동기는 발전부에서 다이

나믹의 변화를 거쳐 곡의 절정을 이루는 등 중요 역할을 한다<악보 8>.

<악보 7> <피아노 소나타> 2악장 mm. 1-3: 단3도 동기

<악보 8> <피아노 소나타> 2악장 mm. 42-44: 동기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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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미를 지닌 3도 음정의 선율은 교향시 <타라스 불바>의 2악장

‘오스텝의 죽음’에 등장하는 선율과도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우

연의 일치가 아니라 단3도 음정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작곡자가 의도하였음을 뒷받침해준다<악보 9, 10>.

<악보 9> <피아노 소나타> 2악장 m. 25: 유사 선율

<악보 10> <타라스 불바> 2악장 오스텝의 죽음: 유사 선율

<안개 속에서>는 동기의 결합과 변형을 통해 확대해나가는 전개 방식이

잘 나타난다. 제1곡 동기는 2마디의 선율을 구성하고 있는데, 동기는 반복

과 변형, 그리고 변형의 재변형 방식으로 전개된다<악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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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안개 속에서> No.1 mm. 73-81: 동기(선율)의 변형과 재변형

제2곡 1-4마디의 동기는 16마디까지 차례로 등장하다가 17-19마디에서

는 동기의 리듬을 축소시키고 28-50마디, 51-59마디에서는 음정을 변화시

키는 등 동기와 그 변형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악보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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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안개 속에서> No.2 mm. 1-17: 동기 변형

<악보 13> <안개 속에서> No.2 mm. 51-59: 동기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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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곡 처음에 제시된 세 개의 동기는 단편적으로 또는 완전한 구조로 결

합하여 진행한다<악보 14>. 제4곡의 동기도 역시 동기의 단편들이 지속적

으로 사용되고 템포의 변화를 통해 느리게 출현하는 등 동기가 곡의 전체

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인다<악보 15>. 동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이

것들을 다양하게 결합하고 변형시켜 곡을 전개하는 방식은 조각들을 붙이

는 모자이크 식의 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은 특정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다. 비슷한 감정과 분위기를 위해 같은 동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

는 것은 의도한 감정에 머무르게 하는 효과와 곡의 구심력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된다.

<악보 14> <안개 속에서> No.3 mm. 1-19: 동기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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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안개 속에서> No.4 mm. 1-13: 동기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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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속적 특징

1) 선법과 음계

야나첵의 선법 성향은 동 모라비아와 슬로바키아 민속음악에 근원을 두

고 있으며 특별히 러시아 민속음악과 교회음악 그리고 동 슬라브 음악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선율과 화성에서 나타나는 선법적 성향은 야나첵 음

악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라이프치히와 비엔나에서 공부할 때 그는 이

미 선법 멜로디를 썼었다. 이는 그의 선법적 취향이 어린 시절부터 몸에

깃든 체코 민속음악에 대한 영향임을 밝혀준다.

야나첵은 “이끈음 없는 선율이 조성적 유동성을 지니게 되며, 무엇보다도

이끈음에서 으뜸음으로 가는 단계를 제외시키면 선율 표현의 힘이 발전된

다.”87)고 보았다. 이 말은 선법 스타일이 선율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

한 그의 이론적 기반을 밝혀준다. 강하고 어두우며 이국적인 선율은 동 슬

라브의 민속 음악에 깔린 슬픈 단조 분위기의 선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리디안 선법의 증4도는 야나첵 음악과 민속 음악에서 자주 발견되는 음정

중 하나이다. 도리아, 프리지아, 믹소리디아 그리고 에이올리아 선법은 자주

혼용 되어 나타난다. 선법을 혼용하는 야나첵 식의 선율은 그래서 어떤 선

법이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선법적 성격은 지배적이다.

그는 고정적이지 않은 조성 위에 선율을 만드는데, 그것은 동 슬라브 민

속음악 선법과 비슷한 것으로 자유롭고 이국적인 음계에 기초한 것이다.

87) Hollander, Leos Janácek: His Life and work,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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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슬라브 민속 음악과 비슷한 선법이 그레고리안

성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슬로바키아의 데트바(Detva) 지역의 목동의 피리

화음 음계인 후주라(Fujura)88)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89) 선법의 자유

로운 경향은 시작과 끝의 조성이 다른 것에서도 발견된다. 한 예로 <예누

파>의 ‘every couple must bide its time of suffering’의 합창 부분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발견된다.90)

야나첵이 피아노 작품에서 사용한 음계는 장·단음계를 포함하여 <악보

16>의 선법과 음계들이다.

<악보 16> 야나첵이 사용한 음계들

집시 음계

모라비아 음계

도리아 음계

88) 믹솔리디아와 똑같은 음정구조를 지닌 음계이다.

89) Hollander, Ibid., 96.

90) Hollander, Ibid.,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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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아 음계

(4음 변형)

리디아 음계

믹솔리디아 음계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의 제1곡은 에올리아 음계(C♯)와 도리아 음계

(D♭)가 사용되고, 제2곡과 제5곡은 A♭도리아 음계<악보 17>를, 제6곡은

C♭ 리디아 음계를, 제7곡은 E♭, C 리디아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집시음

계는 제2곡(40마디)과 제9곡(23, 30마디)에서 볼 수 있다.

<악보 17>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2 mm. 10-13: 도리아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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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속에서> 제4곡의 주제 선율은 임시기호를 사용하여 A♭에올리아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악보 18>.

<악보 18> <안개 속에서> No.4 mm. 1-4: A♭에올리아 음계

<안개 속에서> 제2곡은 집시 음계에 바탕을 둔 선율 형태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집시 음계의 특징인 3, 4음과 6, 7음의 증2도 음정이 작은 동기를

이루며 곡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34마디부터 38마디까지는 E♭, G♭, C

♮, D♭, G♭ 집시음계가 순서대로 사용되고 51마디 Grave부분은 집시 음계

동기가 여러 성부에서 확대된 리듬형태로 등장한다<악보 19>.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장 단음계의 제3, 4, 7음을 반음 올리거나 내림

으로써 선법으로 변화를 주는 형태가 나온다. 1악장 제1주제와 2악장 주제

선율은 e♭minor이지만 제7음을 유동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에올리아 선법

적 색채가 나타낸다<악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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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안개 속에서> No.2 mm. 28-38: 집시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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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피아노 소나타> 1악장: E♭에올리아 주제 선율

7음의 유동적 변화와 더불어 4음의 변형 또한 흔히 나타나는 경향으로 1

악장 22마디에서 G Major 음계의 4음을 반음 올린 C♯이 나타나다가 25

마디에서 C♮로 변화한다. 임시표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변화를 주는 선

율형태는 민요선율과 관련이 있다<악보 21>.

<악보 21> <피아노 소나타> 1악장 mm. 21-26: 음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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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 반음 올린 도리아 음계와 모라비아 음계의 예는 2악장 29-38마디에

서 찾아볼 수 있다<악보 22, 23>.

<악보 22> <피아노 소나타> 2악장 m. 29: 4음 변형된 D♭도리아 음계

변형된 도리아 음계 : D♭, E♭, F♭, G♮, A♭, B♭, C♭

<악보 23> <피아노 소나타> 2악장 m. 38: G♭모라비아 음계

모라비아 음계 : G♭, A♭, B♭, C♭, D♭, E♭♭, F♭

음계들은 특정한 규칙 없이 혼용된다. 하나의 선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

지 않거나 하나 또는 두개의 선법을 혼용하는 것은 감정 변화에 따라 음정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나첵의 음계 혼용은 민속적인 영향

으로도 볼 수 있다. 체코 민요 선율은 특정한 선법에 고정되지 않고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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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며 가끔은 선법의 혼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냐첵 피아노 작품에

서 나타나는 선법 혼용은 민속적인 느낌과 동시에 이색적인 음향, 풍부한

색채, 그리고 감정표현에도 이바지한다.

2) 화성과 조성

야나첵은 장조와 단조 혹은 다른 조로 빈번하게 전조를 하는 등 화성체

계에서 더욱 진보성을 보이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조성을 탈피하지는 않았

다. 그의 음악이 대체적으로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화음이 선

율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과 이 둘 사이에서 묘한 조성감이 느껴지고 있

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사용한 조성과 화성은 전통적인 장 단조와

는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모호한 조성체계를 만들어 갔다.

야나첵의 화성구조는 민속 노래에 반주를 붙이는 형태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장·단조 3화음과 V7화음을 빈번히 사용하고 때때로 7, 9음을 첨가한

화음도 사용하는 등 장·단조 체계와 전통적인 단순한 화성을 선율의 반주

로 사용한다. 화음은 페달 포인트나 오스티나토 형태로 연주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페달 포인트는 주로Ⅰ화음이나 V화음에서 쓰인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야나첵의 화성체계는 독특한 음계로 만들

어진 선율에 화음을 단순하게 붙여 색체적인 효과를 주는 방식이다. 이 경

우 화음은 기능 화성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러한 화성구조는 기

존의 조성체계와는 다른 것으로 이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구성

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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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첵의 동기는 선율뿐만 아니라 내성의 음으로 채워지기도 하며 때로

는 두 세 개의 선율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화성적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한

다. 화음은 동기들이 음악의 각 부분에서 이조를 하거나 음정 구조를 변화

시킬 때마다 자유롭게 변화를 하게 된다. 이러한 기법은 선율과 조화되는

화음을 만들어내지만 이렇게 생성된 화음은 화음 간의 기능적 연관관계를

맺지 않게 된다. 따라서 야나첵 음악은 화성감이 있으나 이는 음악적 흐름

에 자유롭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의 음악이 전통적 화음에 기초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조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의 조성이 마치 무계획

적이고 직감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러

한 화성과 조성 구조는 동기를 사용하는 야나첵만의 기법이다.

따라서 야나첵의 화음과 조성은 진보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였으

며 그의 작품에서 변함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보다 성숙한 야나첵의 작

품은 시작한 조로 곡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좀처럼 없으며, 갈수록 조표 사

용도 모호해져 악보 첫머리에 표기된 조표와 실제의 조가 일치하지 않는 경

우도 흔히 있다. 후기 작품으로 가면서 야나첵은 조표 사용을 아예 하지 않

는데 이는 무조음악과는 다른 것으로 민속적 특수 음계에 따라 생성된 조

성체계이다.

<피아노 소나타>는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의 구성을 지니지만 조성은 예

외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e♭단조인 1악장 제시부에서 제2주제는 관계조

인 G♭장조로 바로 출현하지 않고 G장조를 거쳐 등장하며, 재현부에서는

원조인 e♭단조 대신 A♭장조로 출현한다. 마치 먼 거리를 돌아온 것 같은

조성의 묘한 관계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라비아 음계의 구조로

보면 이해 가능하다. 제2주제가 제시부에서는 G, 재현부에서는 A♭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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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특이함은 E♭모라비아 음계(E♭, F, G, A♭, B♭, C♭, D♭, E♭)의

3음과 4음의 조성관계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 제2주제가 생략된 2악장 역

시 제시부와 발전부의 조성관계가 특이한데, e♭단조의 제시부와 c♯단조

의 발전부는 조성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조성적 관계보다는

긴밀한 동기적 전개를 통해 둘 사이의 유대관계를 이룬다. 이와 같이 야나

첵은 특정 음계를 조성체계에도 활용하고 잇으며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 방식을 취함으로써 조성적 모호함을 연출한다.

<안개 속에서> 제2곡은 D♭장조이지만 뚜렷한 조성감은 없다. 이유는

집시음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기 때문인데, 음정 변화와 리듬의

축소를 통해 만들어진 동기는 D♭조성의 Ⅰ화음과 Ⅴ화음 사이에서 묘한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조성적인 결집력을 흐리게 한다<악보 24>.

<악보 24> 안개 속에서 No.2 mm. 37-46: 집시 음계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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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의 모호함을 주는 방식 중 임시표를 사용하여 화음을 차용하는 경우

도 있다.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1곡 조표는 c♯단조이지만 마디

12-39에서 C♯장조 화음을 차용한다. 화음 차용은 전통적인 조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그만의 개성적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야나첵은 자신이 사용

한 조표를 의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귀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조성으로 들

리도록 한다<악보 25>.

<악보 25>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1 mm. 11-30: 차용화음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4곡은 D♭장조이나 으뜸화음이 8째 마디까

지 전혀 출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A♭화음이 처음 시작부터 주도적인 역할

을 하다가 9째 마디에서 G♮음을 차용함으로써 A♭장조의 느낌을 더욱 분

명하게 한다<악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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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 4 mm. 6-9: 차용화음

<피아노 소나타> 1악장 제2주제 선율은 G♭장조 조성을 나타내고 있으

나 임시표를 사용하여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G장조이다. 마디 55까지 진행

되는 G장조는 56마디에서 e♭단조로 바뀌지만 E♭장조의 화음을 차용하여

조성적 모호성을 준다<악보 27>.

<악보 27> <피아노 소나타> 1악장 mm. 24-29: 제2주제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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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성을 모호하게 하는 의도로 으뜸음과 으뜸화음을 회피하는 방식

이 있다.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의 제10곡에서는 C♯단조의 으뜸화음에

6음을 첨가하여 조성을 흐리게 한다<악보 28>.

<악보 28>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10 mm. 112-117: 모호한 으뜸화음

<안개 속에서> 제1곡 D♭장조의 상행하는 선율은 3음이 생략된 펼침 3

화음으로 반주된다.Ⅰ화음의 제2전위와 Ⅳ화음으로 뒷받침되는 선율은 결

국 Ⅳ화음으로 종착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D♭의 으뜸화음을 회피하는

것으로 마치 음들이 떠도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여기에서 화음은 단지

색채감을 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악보 29>.

제3곡 종지 부분도 b단조의 으뜸화음이 2전위된 형태로 마무리되면서

조성적 모호함을 일으킨다<악보 30>.

<악보 29> <안개 속에서> No.1 mm. 1-6: 3음 생략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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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안개 속에서> No.3 mm. 73-75: 미해결 종지

야나첵 피아노 작품에서 보이는 특징 중 종지 부분에서 장조의 느낌을 강

조하는 것이 있다.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는 대부분 장조의 으뜸화음을 강

조한다. 제1곡과 제5곡은 c♯단조이지만 곡의 끝은 C♯장조의 으뜸화음으로

종지한다. 단조 곡이 장조로 종지하는 경향은 선법적인 영향이며, 장조와 단

조가 같이 공존하는 슬로바키아 민속 음악과도 유사한 모습이다<악보 31>.

<악보 31>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5 mm. 87-92: 장조의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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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첵의 피아노 작품은 잦은 조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조표가 등장할 때 이 조표가 반듯이 새로운 조성으로의 이동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동일한 조표 안에서도 어떤 경우 임시표를 많이 사용하여 사실상

조표와 조성이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조표 변화는 <수풀 우거

진 길 위에서>와 <안개 속에서>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표 6>.

<안개 속에서> 제3곡은 조표와 실제 사용된 음들이 거의 관련성이 없음

을 보여주는 예이다. 마디 49-53은 D장조 조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임시표

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C♯ 믹솔리디아 음계를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D장조 조표와 음악은 아무 관련이 없다<악보 32>.

<악보 32> <안개 속에서> No.3 mm. 49-53: 임시표

<안개 속에서> 제4곡은 말하는 것과 흡사한 선율 때문에 미묘한 음정변

화가 일어난다. 선율은 D♭장조의 조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조표와 별게

로 많은 임시표를 수반하게 된다.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의 선율은 특정

조성에 머무르지 않는 모호한 조성감을 발생시킨다(<악보 15, 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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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속악기 요소

동 모라비아와 슬로바키아 민속악기의 반주음형은 야나첵 음악의 특징

중 하나이다. 야나첵 음악에서 짧은 동기와 민속적인 소리의 감각적인 주

제 선율들은 화성적 성격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오스티나토 양식은 조의

변화와 다양한 관현악기 표현으로 나타난다. 대중적인 민속악기의 예술적

성격과 테크닉은 백파이프와 심발롬의 소리를 연상시키는 음형을 선율의

반주로 두면서 민속음악의 즉흥적 요소를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저음부

의 반주에는 아르페지오 코드와 페달 포인트, 그리고 아라베스크처럼 순환

하는 음표들이 사용된다. 이 모든 것들은 야나첵이 어린 시절부터 보아 왔

던 민속 성악가와 마을 음악가들의 악기 연주를 재탄생시킨 것이었다.

야나첵은 민속악기의 음형을 성악곡의 반주 뿐 아니라 피아노 작품에도

많이 사용했다. 따라서 피아노 작품에는 오스티나토 반주음형과 긴 페달

포인트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두 악기의 모방적인 연주 테크닉은 주로

화음이 등장할 때 그 음향적 효과를 위해 사용한다.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2, 3, 4, 7, 8, 9곡은 페달 포인트가 사용된

곡들이다. 특히 제4, 7곡은 곡 전체에 걸쳐 사용된다. 가디 또는 하모늄 연

주형태인 페달 포인트는 피아노 악기의 음향을 적절히 드러낼 수 있는 성

질의 것은 아니지만 이 작품이 초기에 오르간의 일종인 하모늄을 위하여

작곡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모방적인 연주 형태를 반영한 것은 자연스러

운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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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의 제4곡 ‘프리테크의 성모 마리아’는 성당의

종소리를 연상시키는 오스티나토 반주음형이 있다. 이와 더불어 쓰인 페달

포인트는 선율과 협화음을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협화음을 만들면서

미묘한 음향을 창출한다<악보 33>.

<악보 33>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4 mm. 21-24: 민속악기 음형

하모늄의 페달 포인트와 심발롬의 오스티나토 음형의 동시적인 사용은

<안개 속에서> 제4곡의 왼손 반주부에서도 볼 수 있다. 마치 낭독하는 듯

한 선율선과 어우러져 나오는 민속적 악기 요소는 공허한 느낌을 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악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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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안개 속에서> No.4 mm. 1-13: 민속악기 음형

심발롬 악기 음향을 모방하는 방식은 <피아노 소나타> 1악장 1주제부와

2악장 발전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피아노 소나타>는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와 <안개 속에서>에 비해 박자 변화가 없고 불규칙한 리듬형태

도 적은 편이지만, 마디 구분이 모호한 불규칙적 리듬이 있다면 그것은 짧

은 동기를 결합시켜 만든 오스티나토 반주 음형에서 나타난다<악보 35>.

반면, 2악장에 나타나고 있는 반복적인 붓점 리듬의 반주음형은 매우 규칙적

인 것으로 두 개의 채로 빠르게 두드리는 심발롬의 연주 형태를 모방한 것

이다<악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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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 <피아노 소나타> 1악장 mm. 11-17: 불규칙적 반주 음형

<악보 36> <피아노 소나타> 2악장 mm. 35-37: 규칙적 반주 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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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속에서> 제1곡은 민속 악기 가디와 심발롬 악기의 음형이 지속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 마디부터 나타나는 긴 페달 포인트는 가디를, 3음

이 생략된 채 진행되는 3화음은 심발롬 연주 테크닉을 모방하고 있다. 오

스티나토 반주형과 페달 포인트의 동시적인 사용은 화성적인 짜임새와 풍

부한 음량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낸다. 심발롬 음형은 선율적인 독자적 진

행도하고 반주로 선율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리듬 형태를 만드는가 하면

음향적인 효과와 드라마틱한 표현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된다<악보 37>.

<악보 37> <안개 속에서> No.1 mm. 59-65: 선율적인 심발롬 음형

민속악기적인 음형을 사용하는 것은 민속적인 색체를 주기 위한 방식이

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스티나토 음형을 저음부에 넣어 풍부한 화

성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넓은 음역 안에서 빠르게 움

직이는 심발롬 음형은 다이나믹의 극대화를 이루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

어서 그 쓰임의 폭이 매우 넓고도 다양하다.



- 94 -

4) 스피치멜로디(Speech-Melody) 기법

말의 음률을 사용하여 선율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은 말을 음악 위에 놓

는 방식이다. 야나첵은 자연스러운 억양과 성조 표현의 언어적 방식을 섬

세하게 음악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그의 음악에는 가끔 템포 변화가 한

마디 간격으로 변하는 유동성을 지니기도 하고 불규칙적인 리듬과 분절되

지 않는 프레이즈를 포함하기도 한다.

특정한 멜리스마(melisma)91) 음형은 야나첵 선율에 항상 존재한다. 멜리

스마는 고대 억양의 구성에서 비롯되었고, 아직도 많은 유럽의 민속음악에

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선율 구성 역시 민속적인 영향의 일부이다.

리듬은 선율과 합체되거나 부분으로 나뉘면서 어떤 음악적 분위기를 연

출하는데, 민속음악에서 자주 나오는 역행 리듬(retrogression rhythm)92)은

선율의 정점을 바꾸고 구분을 단순하게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민속

음악에서 리드미컬한 억양은 자유로운 루바토로 편곡되어졌다. 특히 마디

가 없는 편곡 작품에는 때때로 복리듬 구조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리듬이

나타나는데, 이는 모라비아 민속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남성 합창곡에서 야나첵의 리듬적인 성향의 구조는 동 모라비아와

슬로바키아 민속음악의 성향과 일치한다. 자주 바뀌는 음절수를 적용한

8/8, 7/8, 8/8, 6/8, 9/8과 같은 연속적인 박자 사용이 있는가 하면 관습적인

박자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다.

91) 성악곡에서 가사의 한 음절에 많은 음표를 장식적으로 달아 표정을 풍부하게 하는 기법이다.

92) 역행 리듬은 ♩♪♪ 리듬이 ♪♪♩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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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듬

야나첵 음악에서 리듬은 곡 전체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야나첵의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와 <안개 속에서>는 템포와 박자의

극심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는 언어적 특성과 어조에 부합하는 리듬 진행으

로 야나첵 음악의 특징이다. 야나첵은 박자표를 빈번히 바꿈으로서 발생하

는 극단적인 불안정을 피하기 위하여 두 개 또는 세 개의 박자표로 변화를

제한하고 있다. 마디에 얽매이지 않는 악절 진행과 자유로운 박절은 민속음

악과 민속춤의 영향이지만 작곡가 개인의 심경을 드러내는 요소이기도 하다

<표 6, 7>. 유동적인 리듬과 급변하는 템포, 불규칙한 박자 변화는 야나첵

이 표현하고자 했던 감정 내지는 정신의 단면이다. 빈번한 박자 변화는 작

곡가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며, 특히 1/♩, 1/♪ 등의 흔치않

은 박자표는 비 규칙적인 박자 안에서 극적인 긴장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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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조표, 템포, 박자의 변화

번호 조표 변화 템포 변화 박자 변화

1
♯4개-♭5개-♯4개

(중심조성: C♯minor)

Moderato

Adagio

TempoⅠ

1/♩

2 D♭Major

Andante

Piu mosso

Con moto

TempoⅡ

2/♩, 2/♩+♩.,

2/♩, 2/♩+♩.,

2/♩, 2/♩+♩.

3
♯2개-♭5개-♯2개

(중심조성: D Major)

Andante

Adagio

1/♪, 2/♩,

1/♪, 2/♩

4 D♭Major

Grave

Un poco piu mosso

TempoⅠ

Adagio

2/♩., 3/♩.,

2/♩., 3/♩., 

2/♩., 3/♩.,

2/♩.

5
♯4개-♮4개-♯4개

(중심조성: C♯minor)

Con moto

Meno mosso

TempoⅠ

Meno mosso

Piu mosso

Adagio

TempoⅠ

Meno mosso

2/♩

6 E♭Major

Andante

Piu mosso

TempoⅠ

Adagio

TempoⅠ

4/♪, 2/♪, 5/♪

4/♪, 2/♪, 4/♪

7 C Major Andante 2/♩

8 E minor

Andante

Poco mosso

Meno mosso

TempoⅠ

Adagio

2/♩, *2/♩+6/♩,

2/♩

*오른손 2/♩, 왼손 6/♩

9
♯1개-♭5개-♯1개-♭5개-♯1개

(중심조성: G Major)

Larghetto

Adagio
1/2

10 C♯minor
Andante

Meno mosso

2/♩,1/♩,2/♩,1/♩,2/♩,1/

♩,2/♩,1/♩,2/♩,1/♩,2/♩,1

/♩,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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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안개 속에서> 조표, 템포, 박자의 변화

번호 조표 변화 템포 변화 박자 변화

1

♭4개(73)

♭5개(85)

(중심조성: D♭Major)

Andante

Tempo1

Poco mosso

Tempo1

Adagio

Con moto

2/♩

4/♩,1/♩,

4/♩,1/♩,4/♩,

1/♩,4/♩,1/♩,4/♩

2/♩,4/♩,1/♩,4/♩

2
조표 변화 없음

(중심조성 D♭Major)

Molto adagio

Presto

Tempo1

Presto,

Tempo1

dGrave

Presto

Adagio

2/♪, 3/♪, 2/♪,

2/♪, 3/♪, 2/♩,

2/♪, 2/♪, 3/♪,

2/♪

3

♯2개(8)

♭6개(30)

♯2개(37)

♭6개(68)

(중심조성: G♭Major)

Andantino

Poco mosso

Tempo1

Poco mosso

Meno mosso

2/♩

3/♩

2/♩

3/♩

4

♭4개(56)

♭5개(92)

♯1개(102)

♯2개(114)

♭4개(121)

♭5개(131)

(중심조성: D♭Major)

Presto, Meno mosso,

Presto, Meno mosso,

Tempo di Meno mosso,

Tempo 1, Meno mosso,

Tempo 1, Meno mosso,

Tempo 1, Meno mosso,

Tempo 1, Meno mosso

Andante

Tempo 1, Meno mosso,

Tempo 1, Meno mosso,

Adagio

Andante

Tempo 1, Meno mosso,

Tempo 1, Meno mosso,

Adagio

5/♩, 1/♪, 2/♩, 5/♩,

1/♪, 2/♩, 4/♩, 2/♩,

5/♩, 1/♪, 2/♩, 5/♩,

1/♪, 2/♩, 5/♩, 1/♪,

2/♩, 5/♩, 1/♪, 2/♩

2/♩, 1/♪, 2/♩, 1/♪,

2/♩, 1/♪, 2/♩, 1/♪,

2/♩, 5/♩, 1/♪, 2/♩,

5/♩, 1/♪, 2/♩, 2/♩,

1/♪, 2/♩, 1/♪, 2/♩,

1/♪, 2/♩, 5/♩, 1/♪,

2/♩, 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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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마디의 1/♪, 1/♩박자표 사용은 야나첵 피아노 작품에서 두드러지

게 보이는데, 이런 박자의 마디 삽입은 말을 할 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

을 쉬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프레이즈의 시작과 끝에 나타난다. 쉼을 위하

여 따로 기술한 박자 표시는 순간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극적인 효과를 주

기도하고 계속적인 흐름을 잠시 중단시켜 프레이즈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역할도 한다. 즉, 박자표의 변화는 악절 간의 패턴을 분명하게 만들고 음악

적인 기능을 강화,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3곡 마디1, 14에 나타난 1/♪박자는 프레이

즈의 시작을 유도한다. 박자표가 따로 명시된 단일마디가 선율 시작부분에

오는 것은 첫 음을 강조하는 체코어의 특성을 반영한다<악보 38>. 이러한

형태는 프레이즈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용하는데, 제10곡의 마디 17, 22, 27,

42에서 쉼표로 처리된 1/♩박자표이다<악보 39>.

<악보 38>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3 mm. 1-5: 언어적 특성의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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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10 mm. 13-28: 언어적 특성의 박자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1곡은 1/♩박자가 곡 전체에서 유지되지만

음악적 흐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박자표는 별 의미가 없다. 한

마디는 한 음절을 뜻하는 것이며, 선행 프레이즈 11마디(마디 1-11)와 후

속 프레이즈 13마디(마디 12-25)를 이루고 있다<악보 40>. 박자와 무관하

게 자유롭고 유동적인 흐름의 프레이즈는 언어와 깊이 관련된 선율의 전형

을 보이는 것이며, 이러한 프레이즈의 불규칙성, 확장, 또는 축소는 선율에

활기와 흥미를 더해준다.93)

93) Hugo Leichtentritt, 최동선 번역『음악형식론』(서울: 현대음악 출판사, 200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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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1 mm. 1-30: 불규칙 프레이즈

야나첵이 자주 사용한 역행리듬은 체코 민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좌우

대칭 구조를 지닌 역행리듬은 단순한 형태의 리듬으로 이 리듬을 규칙적으

로 반복 사용하면 쉽게 곡을 인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야나첵

은 단순한 리듬의 반복을 불규칙적인 프레이즈에 포함시킴으로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선율은 4마디의 선행 프레이즈를 반복한 후 3마디의 후속 프

레이즈를 반복 진행하여 만들어진다. 비대칭적이고 불규칙한 선율의 흐름

은 야나첵 음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적 모습들이다<악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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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9 mm. 1-16: 비대칭 프레이즈

<안개 속에서>는 매우 빈번한 템포와 박자의 변화가 특히 많이 나타난

다. 한 예로 제4곡은 선율 표현에 있어 159마디에 이르는 동안 26회의 템

포 변화와 48회의 박자 변화를 한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모습으로 야나

첵의 스피치멜로디 기법에 따른 리듬의 문제를 보여준다. 한 마디마다 바

뀌는 템포 지시어나 박자표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유연한 흐름과 즉흥적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 102 -

(2) 선율

선율은 리듬과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 이 장에서는 선율의

음고와 선율 형태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야나첵의 선율 형태는 노래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민요적 특성을 반영

한 것이다. 선율의 음정은 많은 경우 순차 진행과 3도 진행으로 구성되어

노래하기 쉬운 형태로 이루어진다. 짧은 선율은 병렬적인 방식을 반복적으

로 사용하여 비슷한 선율 형태가 유지되는 느낌이다.

짧게 반복되는 순차진행의 선율은 <피아노 소나타> 제1주제의 전개과정

에서 볼 수 있는데, 선율은 곡 전반에 걸쳐 동형진행과 대위법적 모방으로

나타난다<악보 42, 43>.

<악보 42> <피아노 소나타> 1악장 mm. 11-16: 동형진행 선율

<악보 43> <피아노 소나타> 1악장 mm. 33-36: 대위법적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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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4곡에서 3도, 5도, 6도의 도약과 제5

곡에서 5도 이상의 도약이 일어나는 등 음역이 확대되는 기악적인 선율 진

행도 보인다<악보 44, 45>.

<악보 44>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4 mm. 35-45: 도약 선율

<악보 45>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5 mm. 1-6: 도약 선율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5곡 ‘그들은 제비처럼 재잘거렸다’의 선율

진행은 제목이 말해주듯 여러 명이 재잘거리는 소리를 복리듬과 함께 도약

선율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작곡자가 특별히 자기감정을 표현하거나 상황

을 설명하고자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율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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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에서 비롯된 야나첵의 선율 형태는 빈번하게 반복되는 선율의 동기,

자주 변화하는 템포, 기묘한 음정과 자유로운 양식을 보인다. 선율은 익히

기 쉬운 단순한 구성과 비교적 짧은 길이의 프레이즈, 그리고 이것의 반복

적인 사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야나첵의 피아노 작품에 나타나는 선율들은

반복적인 선율 형태와 부르기 쉬운 선율선을 지니고 있으며, 프레이즈는 비

대칭적이고 불규칙한 패턴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자유로운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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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제적 특징

야나첵은 피아노곡에 자신이 직접 표제를 붙임으로써 주관적이고 개인적

이며 내면적인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94) 그는 극히 개인적인 일과

사회적인 사건을 겪을 때 피아노 작품을 썼다. 오페라나 성악곡을 집중적

으로 작곡했던 그가 자신에게 아픈 시련이 닥쳤을 때 피아노로 그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는 일상적인 자연묘사에 머무르지 않고 작곡자

의 오랜 기억에 남아있는 향수와 회상을 그린 작품이다. 각 곡마다 붙여진

표제는 야나첵의 심경을 알 수 있는 시적인 제목으로 그가 표현하고자 한

여러 감정과 기억의 파편들이 묘사되어 있다.

야나첵은 ‘1905년 10월 1일’에 일어난 사건을 <피아노 소나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두 악장에 붙은 부제와 곡 첫머리에 쓰인 사건의 진상은

사건에 대한 야나첵의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그는 다이나믹의 변화를

통해 분노의 감정과 거칠고 투박한 소리, 그리고 침울하고 불길한 분위기

를 곡 전반에 걸쳐 표현하고 있다.

<안개 속에서>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불분명한 분위기가 네 곡

모두에 담겨 있다. 모호한 조성과 유동적인 박자, 템포 변화는 방향을 잃고

떠도는 형상에 일조하는 것으로 표제와의 일치를 이룬다.

94) 야나첵은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작품에도 표제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 부록: 표제 작품 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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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율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4곡 ‘프리데크의 성 마리아’의 선율은 상행

하면서 최고점을 향하여 진행한다. 코랄풍의 선율은 오르간에 어울리는 형

태로 종교적인 의미와 연관 지을 수 있으며 애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표현

한다고 하겠다<악보 46>.

<악보 46>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4 mm. 25-45: 도약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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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곡 ‘그들은 제비처럼 재잘거렸다’는 도약진행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활기 있는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도약선율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뛰

어노는 학생들의 재기발랄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 Meno mosso와 Adagio

부분에서 나타나는 5연음과 4연음의 복리듬은 여러 사람이 제각기 떠드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악보 47>.

<악보 47>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5 mm. 17-24: 복리듬

제6곡 ‘할 말을 잃어’와 제7곡 ‘잘 자요’는 비슷한 짧은 동기의 선율을 사

용하는데, 이는 동일한 감정에 유사한 선율을 사용한 것으로 표제에서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는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을 표현한다(<악보 3,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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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곡 ‘말할 수 없는 고통’에는 심발롬 소리를 연상시키는 중간 음역의

반주와 말하는 듯한 하행 선율이 비슷한 음역대 안에서 움직인다. 이런 배

치는 텅 빈 공허함의 음향을 창출한다<악보 48>.

<악보 48>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8 mm. 1-8: 심발롬 음형

제9곡 ‘눈물을 흘리며’의 선율은 약간의 음정 변화를 하면서 곡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리듬 또한 대칭적인 구도를 지닌 역행 리듬으

로 인해 비슷한 흐름이 계속되는 느낌을 준다. 이는 마치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장면을 연상시킨다(<악보 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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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곡의 표제에 있는 ‘올빼미’는 그 지역에서 옛 부터 불길함, 불행, 불

운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졌다. 표제 ‘올빼미는 날아가지 않았다’는 창가에

머물러 있는 올빼미가 끝까지 날아가지 않음으로 불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

음을 뜻한다. 마디 1-12의 전체 구성은 불길한 징후를 단3도 음정으로 형

상화하며 마디 13-16의 선율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작곡가

의 염원을 코랄 풍으로 경건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대조적 구성은 곡

전반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마디 88-102에 이르러서는 작곡가의 마

음에서 일어나는 불안, 분노, 상실감이 기도로 승화된다<악보 49>. 그러나

곡 첫 부분에 등장한 3도 음정의 동기가 다시 출현함으로써 죽음의 그림자

가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악보 49>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10 mm. 93-103: 코랄풍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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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성

화음과 조성은 곡의 느낌에 따라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야나첵이 특별

히 좋아한 D♭과 C♯ 조성은 제1곡 ‘우리들의 저녁’, 제2곡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제4곡 ‘프리데크의 성 마리아, 제5곡 ‘작은 제비처럼 재잘거렸다’에

서 나타난다. D♭과 C♯ 조성은 주로 작곡가의 어린 시절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표현할 때 쓰였고, 반면에 일관성 없는 여러 조성은 제6곡 ‘할 말을

잃어’ (E♭Major), 제7곡 ‘잘 자요’ (C Major), 제8곡 ‘말할 수 없는 고통’

(E minor), 제9곡 ‘눈물을 흘리며’ (G Major)와 같이 내면의 슬픔을 표현하

는 곡에서 사용된다. 이는 곡에 부합하는 감정적인 묘사를 위해 작곡가가

각각의 표제에 어울리는 조성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안개 속에서> 제1곡의 상행하는 선율은 3음이 생략된 펼침 화음으로

반주되어 공허한 느낌마저 감돌게 한다. 어렴풋한 형태는 있으나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인상주의 기법은 ‘안개 속에서’ 물체를 보는 것 같은 이미지

를 만든다(<악보 29> 참고).

제3곡의 뚜렷한 종지 느낌 없이 곡이 마무리되는 구성은 제1, 2, 4곡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미해결된 상황, 불투명한 미래들이 계속적으로 되풀

이되는 현실을 그리고 있으며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악보 30> 참고).

제4곡은 이색적인 음색과 자유로운 박자와 템포, 불투명한 조성감으로

즉흥적이고 공허한 감정과 분위기를 만들어낸다(<악보 15,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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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이나믹과 템포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는 p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pp, ppp도 흔히

나타난다. 대부분 작고 여린 소리가 많이 쓰인 이유는 표제에 따르는 감정

을 표현하기 위함으로 어린 시절의 희미한 회상과 잘 어울린다. 그러나 예

외적인 것으로 p에서 f로의 극적인 변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제4곡 ‘프리

테크의 성모 마리아’와 제10곡 ‘올빼미는 날아가지 않았다’에서 코랄풍의

선율이 상행할 때 극적인 다이나믹의 변화가 보인다. 이러한 구성은 표제

와 깊이 연관 있는 것으로 아픔을 승화시키고자하는 인간의 염원을 상징적

으로 드러낸다.

개인적 아픔을 다루고 있는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와 <안개 속에서>

는 전반적으로 느린 템포의 진행이 많다.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는

Andante (제2, 3, 6, 7, 8, 10곡)와 Grave (제4곡), Larghetto (제9곡),

Moderato (제1곡), <안개 속에서>는 Andante (제1곡), Molto adagio (제2

곡), Andantino (제3곡)로 구성되어 있다. 느린 템포의 음악적 진행은 우울

하고 어두운 색채의 표현에 적절하며, 이미지와 감정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서 표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피아노 소나타>는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안개 속에서> 보다 극

적인 다이나믹의 변화가 더 많아 ppp와 fff의 음량이 빈번히 나타난다. 전

체적으로 빠르지 않은 1악장 Con moto와 2악장 Adagio의 <피아노 소나

타>는 동기들이 반복과 변형을 거쳐 발전하면서 동시에 점진적인 다이나

믹의 변화도 수반한다. 동기의 반복적 활용과 저음부의 오스티나토 음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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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한 구성들은 모두 불길한 기운과 끓어오르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1악장 마디 21-22에서 fff와 ppp로의 급작스런 전환과 마디 65-66의 넓은

음역대를 오가는 코드 선율들은 격앙된 감정이 분출하는 형상이다<악보

50>.

<악보 50> <피아노 소나타> 1악장 mm. 18-23: 다이나믹의 변화

2악장에서 단3도 음정 동기는 붓점 리듬의 오스티나토 반주와 함께 점점

치솟는 긴장감을 유발시키며 클라이막스를 이끌어낸다. 넓은 음역에서 이

루어지는 선율과 반주는 흥분된 감정을 토로하듯 광폭한 사운드를 만들어

낸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음량 같은 세기는 피아노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

의 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다이나믹은 표제에서 예견되는 느낌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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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반영하는 것이다<악보 51>.

<악보 51> <피아노 소나타> 2악장 mm. 40-42: 오케스트라 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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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주 상 해석의 문제

야나첵의 독주 피아노 작품은 그 수에 있어서 적을 뿐 아니라 연주자의

화려한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연주회용 성격도 아니어서 연주자의 관심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런 이유 이외에도 불편이 최소화

된 손과 팔의 이동이라든지, 기교적이지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구성을 지

닌다든지, 피아노 특유의 효과적인 음향을 창출한다든지 등의 피아니스틱

한 면모를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야나첵은 피아노를 하나의

음악적 표현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 피아노 악기만이 낼 수 있는 특유의 피

아니즘을 표현하기 위해 피아노곡을 작곡한 것은 아니었다.

위의 특징은 야나첵 피아노작품이 연주자에게 기피되는 이유가 될 수 있

으나 가장 큰 이유는 체코의 민속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연주하는 데에 난

제가 있다는 것에 있다. 자국 민족의 음악재료를 사용한 민족주의 음악은

타민족이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그 느낌을 표현하

는데 있어 자연스럽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야나첵 피아노 작품의 특징적 표현을 위해 몇 개의 해석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느낌을

요구하는 것인지 판별하고 작곡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는 기보된 음들을 어떻게 연주해야하는지 그 방법적 측면에 있어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은 피아노 상에서 연주가 불가능한 넓은

음역의 음정을 소화해내야 할 때, 긴 페달 포인트의 음을 몇 마디에 걸쳐

지속시킬 때 등의 경우에 더 요구된다. 둘째, 건반을 누를 때의 힘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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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절하고 이와 부합되는 페달을 사용하여 음색과 음향 효과를 최대한

창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야나첵 피아노 작품에 나타난 상징적인 의미와

암시적인 분위기는 터치의 변화와 적절한 페달로 음악적 표상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음악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과하지 않은 아고긱

(Agogic)95)은 특별히 개인적 감정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야나첵의 피아노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음악적 표현 수단이 된다. 특히 템포의 뉘앙스, 박절

감 그리고 프레이즈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고긱은 그의 음악에서 풍부

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시어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컨대 프레이즈

에서 다음 프레이즈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자유롭고 다양한 리듬 구조와

템포 루바토(tempo rubato), 지우스토(giusto)의 박자 변화를 잘 다루어야

한다. 넷째, 민족주의 음악의 특징인 불규칙한 프레이즈를 구별하고 프레이

즈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쉼, 그리고 말 억양에 따른 선율의 악센트와

뉘앙스를 고려하는 것이다. 프레이즈를 나누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호흡과 쉼은 야나첵 피아노 작품에서 많이 필요하다. 언어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선율은 악보에 기보되어 있지 않는 휴지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

며 미묘한 템포와 다양한 박자 변화도 필수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음악적 표상 즉, 작곡가의 의도 내지는 이미지는 작곡가의 심적 상태 또

는 특정한 음악적 의욕 그리고 악상과 연결된 사고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다. 작곡가의 표상이 구체적 형태를 띠게 되면 기보화 되고 음악적 기보를

통해 연주자의 손에 맡겨지게 되는데, 연주자의 표상은 작곡가의 것과 동

일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사해야 한다. 작곡가는 자신이 의도

95) 후고 리만(Hugo Riemann, 1849-1919)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템포의 뉘앙스에 관한 이론

이다. 엄격한 메트로놈적 진행이 아닌 템포의 변화는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연주할 때에 템포나 

리듬에 미묘한 변화를 주는 rallentando, accelerando, tempo rubato 등과 같은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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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리를 구체적으로 기보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음만을 표시하고 연주자

가 보표를 통해 연주방식을 고려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연주자는 기보된

음들이 어떤 소리와 뉘앙스를 갖는지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

시해야하며, 실제로 의도되고 또 기재된 울림에 가깝게 많은 가능성과 타

협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넓은 음역의 코드

기보해석에서 고려할 것 중 하나는 수직적으로 넓은 음역대의 코드를 어

떤 방식으로 연주하느냐의 것이다. 넓은 음역의 코드는 <피아노 소나타>

에서만 나타나는데, 확장된 음역은 양손을 최대한 벌려 사용한다 할지라도

연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연주자는 음을 나누어서 치든지 때에 따라

서는 음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든지 간에 작곡가가 의도한 울림을 연

출해야 한다. 연주자는 음악적 흐름에 중요한 것이 리듬인지, 화성이나 선

율인지, 아니면 음색과 음향인지를 판단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것

을 위해 다른 요소들을 희생시킬 필요가 있다.

<피아노 소나타> 1악장에서 나타나는 넓은 음역은 오케스트라 총보에서

볼 수 있는 음역대로 연주자는 이러한 기보를 통하여 작곡가가 의도한 것

을 읽어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보는 피아노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한의 풍부한 울림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이나믹의 극대화를 통하여 격한 감

정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1악장 66-68마

디에서는 충분한 화성적인 울림(a)과 저음부에서 나타나는 오스티나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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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b)을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65마디에서 페달을 미리 사용하여 지속시

킨 상태에서 66마디의 코드는 중간성부의 음을 생략하고 연주하는 방식으

로 또는 코드(a)를 친 후 손을 빠르게 이동하여 리듬(b)을 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후자의 방식은 악보 상에 기보된 것과 다른 박절로 연주

하는 것이지만 빠른 진행으로 넓은 음역을 처리한다면, 꽉 찬 사운드의 코

드와 격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음악적 표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악

보 52, 53>.

<악보 52> <피아노 소나타> 1악장 mm. 66-68: 넓은 음역

<악보 53> <피아노 소나타> 1악장 m. 17: 넓은 음역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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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악장 74, 77마디의 저음부 리듬과 2악장 1-3, 39-40, 46-48, 53-60마디

는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이 넓은 음역대의 화음을 양손으로 나누어 친

다든지 아르페지오처럼 화음을 굴려 친다든지 등의 방식을 취하면서 페달

을 사용한다면 그 표현 가능성을 넓혀갈 수 있다<악보 54, 55, 56>.

<악보 54> 피아노 소나타 2악장 mm. 39-40: 넓은 음역의 코드

<악보 55> 피아노 소나타 2악장 mm. 46-48: 넓은 음역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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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 피아노 소나타 2악장 mm. 53-58: 넓은 음역의 코드

넓은 음역의 코드는 피아니스틱한 연주기법은 아니지만 이것이 자주 쓰

이고 있음은 오케스트라의 큰 음량과 음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보에 따라 완벽하게 연주하는 것이 실제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기보된 음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연주하는 것이 작곡가의 의도를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교묘한 페달 사용과 더불어 ‘상상력’과 ‘심리적인 것’을 이용하여 음악적 의

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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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속악기 음향

민속악기 가디와 하모늄의 연주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페달 포인트(지속

음)가 민속적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지라도 실제 피아노 연주에 있어

서 그 지속적인 울림은 불가능하다. 화음변화에 따라 페달을 교체하다 보

면 지속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곡가가 지속음을 악보에 분명

히 명시한 이유는 작품에 기보된 페달 포인트가 단순히 음을 지속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특정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목적과 화성적 울림을 풍부

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연주자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심발롬은 다른 민속 음악가들이 활용했던 악기와는 다르게 페달이 있어

화음 표현이 가능하고 타현악기가 주는 풍부한 울림과 공명감이 있다. 뿐만

아니라 4에서 5옥타브에 달하는 넓은 음역대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연주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 그 표현의 폭이 매우 넓은 악기이다. 야나첵이 이

악기의 음형을 피아노 작품에 다량 사용한 것은 그의 민속적인 사고에 의

한 것이기도 하지만 악기가 주는 풍부한 표현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

는 화성감을 주는 부분에서, 극적 분위기를 위한 부분에서, 민속적인 선율

표현을 위한 부분에서 심발롬의 음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심

발롬 악기의 음형들은 그 다양한 목적에 따라 그 표현 방식도 달라야 한다.

야나첵 피아노 작품에서 페달은 심리상태와 감정, 특정한 이미지와 분위

기 표현을 위해 사용하지만 민속적 색체와 음향을 위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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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속에서> 제1곡의 시작은 D♭음의 페달 포인트와 오스티나토 음

형이 반주로 쓰인다. D♭음의 긴 페달 포인트는 흔들리는 조성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준다. 3음이 생략된 오스티나토 음형의 Ⅰ, Ⅳ화음은 모호한 조

성감을 주지만 으뜸음 D♭의 긴 페달 포인트는 조성을 탈피한 것 같은 인

상을 상쇄시킨다(<악보 29> 참고). 마디 64-84의 코드 선율과 반주부의

심발롬 음형은 극적인 분위기와 민속적인 느낌을 준다. 하행하는 음들을

빠르게 치는 심발롬의 연주적인 음형은 특별한 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페달은 오른손 코드 선율에 따라 교체하는 것이 좋고 왼손

의 굽이치는 음형은 극적 분위기를 나타내야한다. 이러한 효과는 야나첵

피아노 작품에서 감정적 분위기를 드러낼 때 자주 사용된다<악보 57>.

<악보 57> <안개 속에서> No.1 mm. 66-72: 오스티나토 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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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4곡은 오스티나토 음형과 함께 페달 포인트

가 반주음형으로 쓰인다. 페달 포인트는 4마디에 걸쳐 지속적 울림을 하도

록 기보되어 있으나 그 음을 위해 한 페달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베이스의 오스티나토 반주음형이 울리는 가운데 오른손의 선율을 선명

한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의미 있어 보인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소리와

분위기를 위해서는 작품의 전체적 인상을 고려하는 것과 심발롬의 특징적

소리를 상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터치의 정도와 페달을 통하여 음색

의 변화와 음향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손의 기능에 따른 것이지만 특정

한 소리를 상상하지 않고서는 이를 조절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심발롬 음형

은 화성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터치는 매우 가볍게 하고 귀에 거슬리

는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율에 따라 페달을 중간 중간 교체해야한

다. 중간성부의 페달 포인트는 매우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 음이 실

제로 마지막 프레이즈까지 울리기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악보 58>.

<악보 58>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4 mm. 1-7: 민속악기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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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7곡 ‘잘 자요’는 저음부에서 민속악기 가디

를, 위성부에는 심발롬의 음형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곡의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이러한 형태는 친숙한 화성감을 느끼게 할뿐 아니라 민속적 색채

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가디 소리를 모방한 긴 페달 포인트와 심발롬 소리

를 모방한 오스티나토 음형은 민속악기의 특징적 음향을 연출해야 한다.

심발롬 악기가 타현악기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성부는 레가토 처리 방식

보다는 스타카토 방식으로 소리를 공명시키는 것이 적당하고 페달 교체는

저음부의 화성진행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한다<악보 59>.

<악보 59>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7 mm. 1-5: 민속악기 음향

예: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8곡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역시 가디와 심

발롬의 소리를 모방하고 있어 페달 포인트와 동시에 오스티나토 음형들이

진행된다. 저음부와 중간성부는 협화음적인 화성을 이루지만 위성부와는

증5도, 증4도, 증2도를 이루고 있어 모호한 분위기와 화성을 지닌다. 페달

교체는 가디 악기 음형을 모방한 페달 포인트에서 하되 심발롬 음형이 출

현하는 중간 성부의 여린 소리와 혼합하여 신비로운 사운드를 표출해야 한

다<악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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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8 mm. 1-8: 민속악기 음향

증5 증4 증2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 9곡 ‘눈물을 흘리며’도 역시 레가토 주법의

선율이 페달 포인트 위에 위치해 있다. 이 부분은 지속음을 위해 한 페달

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선율 흐름에 따라 페달을 교체하는 것이 좋다. G장

조 으뜸화음과 딸림화음의 공통음인 지속음은 단지 하나의 저음을 지속시

키기 위해서라기보다 위성부와 불협화음적인 음향을 만들면서 화성에 분위

기 있는 흐릿함을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페달 교체는 선율 흐름에 따

르면서 흐릿한 사운드를 창출해야 하고 페달은 지속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1/2, 또는 1/4 페달을 사용할 수 있다<악보 61>. 이런 경우 소스테

누토(sostenuto) 페달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모든 피아노가 이 페달을 갖

추고 있지 않으며, 이 페달이 있는 경우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많

다. 따라서 댐퍼 페달을 숙련되게 바꾸어 지속음을 유지시키는 것이 화성

적인 배경과 흐릿한 음향을 만드는데 있어 더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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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9 mm. 1-22: 페달 포인트

<안개 속에서> 제4곡 마디 64-65, 70-71, 82-87, 121-128, 139-140,

145-146은 격한 감정적 분위기를 위한 수단으로 심발롬 음형이 사용되었

다. 이 음형은 분명하게 음들을 소리내기 보다는 심발롬 악기 소리와 흡사

한 현을 긁는 듯한 사운드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는 전체적인 선율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한다. 페달 교체는 오른손의 선율 윤곽에

따라 이루어진다<악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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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 <안개 속에서> No.4 mm. 82-87: 심발롬 음형

<피아노 소나타> 1악장 마디 11-16은 풍부한 심발롬 음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음형은 극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와 비

슷하게 2악장의 마디 35-45에서 왼손은 심발롬 악기적인 테크닉을 인용하

고 있다. 반주음형은 정확한 붓점 리듬을 구사하기보다는 심발롬의 연주

테크닉을 모방하여 즉흥적인 느낌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악보

35, 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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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자와 템포

야나첵 피아노 작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박자와 템포의 변화는 때로는

즉흥적인 요소를 내포하며 급변하는 감정 흐름을 표현한다. 이것을 음악적

으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아고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아고긱은

보통 프레이즈 및 박절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것에 대한 논의는 프

레이즈와 아티큘레이션 부분에서 좀 더 다루고자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 1/♪, 2/♪, 3/♪ 등과 같은 비 관습적인 박자

사용과 잦은 박자 변화는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와 <안개 속에서> 작

품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의 특징적 박자는 융통성 있는 리듬을 요구하는

것으로 악보에 나타난 박자 지시에 기초하여 음악적 맥락을 파악해야 한

다. 야나첵은 곡의 첫 머리에 메트로놈(metronome) 박자를 지시하여 이것

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유동적인 흐름을 조절하도록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

고 있다. 템포 선택의 문제는 연주의 전 영역에 있어 가장 개인적인 관점

의 하나로 여겨져 많은 논쟁이 야기되고 있으나 연주자 개인에 따른 다양

한 템포 변화는 전체적인 악상의 흐름을 근거로 하여 표현되어야 하고, 적

절한 템포 설정 또한 의도된 음악적 표상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3곡은 첫마디를 1/♪박자로 사용한다. 체코

의 언어적 특색에 따라 첫 음에 강세가 붙는 억양을 모방한 3연음의 16분

음표는 박자표의 지시에 따라 강박자로 시작해야하며 못갖춘마디로 시작하

는 선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의 표

현 방식은 뒤 따라오는 프레이즈에 어울리는 자연스런 강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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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참고).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6곡은 8분 음표를 박의 기준으로 삼아 4/

♪, 2/♪, 5/♪ 등의 박자를 사용한다. 읊조리는 듯한 1-4마디의 선율은 5

마디에서 템포가 빨라지면서 흥분된 감정을 드러낸다. 7-8마디에 이르러서

요동치는 감정이 다시 조용해지고 9마디부터는 말하는 것과 같은 자유로운

흐름으로 선율이 다시 진행한다. 연주자는 명시된 템포지시를 통해 변동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야하며 그 안에서 작곡가가 의도한 극심한 감정 변화를

드러내야 한다<악보 63>.

<악보 63>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6 mm. 1-8: 템포 변화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10곡 ‘올빼미는 날아가지 않았다’는 감정적

기복을 잘 표현해야 한다. 특별히 한 마디에만 사용되는 1/♩박자의 음형

은 59-62마디의 선율과 다음 64-67마디의 선율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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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처리하고 선율과 선율사이에서 발생하는 호홉의 정도를 조율하여 진

행해야한다. 이 또한 전체적인 음악적 흐름을 고려하여 선율을 방해하지 않

고 1/♩박자의 음형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악보 64>.

<악보 64>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10 mm. 62-68: 1/♩박자 음형

<안개 속에서> 제4곡의 말하는 듯한 선율에서 템포와 박자표의 많은 변

화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어 리듬과 터치를 매우 다

양하게 구사해야 한다<악보 65>. 그러나 템포가 자주 변할지라도 리듬적

인 안정감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리듬이 자유로울지라도 균형 잡힌 일

정한 템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절의 융통성은 연주의 자연

스러운 표현력과 즉흥적 분위기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과장되거나

과용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안정감 있는 연주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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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5> <안개 속에서> No.4 mm. 5-17: 템포와 박자 변화

야나첵 피아노 작품의 다양한 박자 기호는 무엇을 박자의 단위로 삼아

연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하나의 박자 표시로도 기

보가 가능한데 다양한 박자 기호로 음들을 기보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이점을 연주자는 숙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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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

야나첵 피아노 작품에서 프레이징은 선율의 내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해

준다. 프레이즈를 결합하거나 나누는 것은 호흡과 맥박의 속도, 정신과 신

체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는데, 다양한 길이의 호흡은 쉼을 더 강조하기 위

해 마디를 약간 더 늘린다거나 작은 리타르단도를 사용한다. 프레이징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

수한 음악적 사고 과정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고도 명백한 사실

은 프레이즈의 결합과 나눔은 자연스러운 현상의 법칙에 부합하여 표현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프레이즈는 타당한 음악적 표상을 기반으로 하

면서 터치의 강도 조절과 다양한 아고긱을 실행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

선율의 내적 표현을 결속시키는 프레이즈는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96)

을 엄밀하게 지킴으로서 그 의미가 뚜렷해진다. 왜냐하면 선율 윤곽, 프레

이즈의 결정, 음악적 그룹을 형성하는 음들, 자연스럽게 쉼이 발생하는 지

점 등은 아티큘레이션에 의해 어느 정도 제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티

큘레이션은 주제를 ‘특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언어 억양에 기초한 선율일수록 명백하고 엄격하게 아티큘레이션을 지켜

야 한다. 이는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함으로써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

듯 명확한 아티큘레이션은 선율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끌어낸다. 야나첵은

오페라 가수들이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기를 강조했었다. 그것은 기악곡에

서 아티큘레이션을 정확히 지켜야하는 당위성을 보충해 준다(36쪽 참고).

96) 아티큘레이션은 스타카토, 레가토, 포르타멘토, 테누토 등 소리를 연결하거나 끊는 표시에 사용

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타건의 정도와 소리의 지속시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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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아티큘레이션을 엄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나 이는 보다 큰

프레이즈의 흐름에 따라 뉘앙스의 변화와 차이의 정도를 결정해야한다. 단

계적인 프레이즈에 따라 아티큘레이션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은 소리 묘

사에 있어 더욱 깊은 맛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분위기 있는 흐릿함을 필

요로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개별 음들을 소리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반면, 화성으로 뒷받침되거나 혹은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는 반주보다

선율이 더욱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큰 프레이즈의 틀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명확한 아티큘레이션을 지킨다는 것은 곡의

의도에 맞게 그 정도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야나첵 피아노 작품에 나타나는 프레이즈는 전반적으로 많은 쉼표를 필

요로 한다. 악보 상에 존재하지 않는 쉼표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에 기초를

두고 있는 프레이즈 때문이다. 좋은 프레이즈 연주를 위해서는 호흡의 정도

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결정은 ‘자연스러움’을 전제로 해야 한다.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제1곡과 제2곡은 언어적 요소를 내포한 프레

이즈가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박자와 템포의 변화는 언어적인 선율

요소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선율 흐름은 말하는 것과 같은 느

낌으로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말을 하거나 노래 할 때와 비슷한 호흡을

사용하고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쉼’의 정도

는 실제로 노래를 불러봄으로써 연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악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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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No.2 mm. 10-17: 언어적 프레이즈

<안개 속에서> 제2곡 1-4마디는 선율선 사이에 쉼표가 등장한다. 쉼표

에 의해 아티큘레이션은 4개, 2개, 2개의 16분 음표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그러나 하나의 프레이즈 안에서 음들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페달은 지

속적으로 사용되어야하며, 결과적으로 악보 상의 쉼표는 소리의 울림이 없

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동작이 멈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쉼표가 있는

것과 쉼표가 없는 것과의 차이는 실제 소리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중요

한 것은 기보된 악보를 통해 작곡가의 의도를 찾아내어 프레이징과 아티큘

레이션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페달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악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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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안개 속에서> No.2 mm. 1-12: 프레이즈 속의 쉼표

<피아노 소나타> 2악장의 매우 느린 선율은 한 마디마다 16분 쉼표를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쉼표가 있는 부분에서는 앞의 음이 연결페달에 의

해 지속적으로 울리게 된다. 실제 연주에 있어 쉼표는 연속적 페달에 의해

무의미해진다<악보 68>.

<악보 68> <피아노 소나타> 2악장 mm. 1-4: 프레이즈 속의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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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레오스 야나첵(Leoš Janáček, 1854-1928)은 체코 모라비아의 민요를 음

악적 재료로 사용하여 자신만의 독자적 어법을 구축한 20세기 민족주의 작

곡가이다. 민속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은 어린 시절부터 지니게 된 민족주

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야나첵의 민족적 자긍심은 체코 독립에의 염원은

물론 국경을 넘어 슬라브 민족에 대한 친밀감과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까지 발전했다. 민족주의 사상과 범슬라브주의, 그리

고 사실주의는 그의 음악에 기초가 되었으며, 전 시기에 걸쳐 모든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

고향 모라비아는 야나첵에게 풍성한 영감의 원천이었으며 그곳의 민요는

작품 속에서 개성 있는 선율과 독자적인 화성 그리고 독특한 리듬을 창출

하게 만든 소중한 재료였다. 모라비아 민속 음악은 가사 붙은 노래에 기원

을 두고 있어 선율과 리듬은 언어 억양의 특징에 따라 지속적이고 불규칙

한 음악적 프레이즈를 만들어낸다. 대화풍의 독특한 선율은 소리만 듣고서

는 박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미묘한 리듬적 움직임과 자유로운 변박자나 복

리듬 같은 불규칙한 리듬을 생산한다.

야나첵의 음악은 모라비아 언어와 민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민속

적인 요인 때문에 색다르고 특이한 면모를 보인다. 그의 음악에 나타나는

불명확한 프레이즈와 자유로운 분절, 독특한 리듬, 그리고 빈번한 선법 사

용은 모두 민속음악의 영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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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첵의 피아노곡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피아노 소나타>, 그리고

<안개 속에서>는 그의 음악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들에는

민속 음악적 특징 뿐 아니라 그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여러 독특하고 다

양한 특징들이 담겨 있다. 야나첵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또한 내면의 성찰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음악관은

피아노곡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내면적인 성향

이 강하게 나타난다.

야나첵 피아노 작품의 특징은 우선 동기의 결합과 변형에 있다. 동기들

은 다양한 음정 변화와 리듬의 확대와 축소를 통해 변형되고, 이러한 동기

들을 재배치 혹은 새로운 요소를 첨가하여 병렬식으로 반복 나열하는 모자

이크식 구성을 취한다. 비슷한 유형의 동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곡의 짜임새에 긴밀함을 부여하고 특정 정서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기능

을 한다.

야나첵은 교회선법과 모라비아 음계, 집시음계 등을 서로 결합시키거나

다른 음계로 자주 옮겨가는 방식을 취하여 이색적인 선율진행 방식을 창출

한다. 선율은 대부분 화성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어 친숙한 느낌을 주지만

화성은 전통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있다. 화음 역시 선율처럼 선법과 음계

변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화음은 선율을 단순히 뒷받침하거나 음색 변

화에 영향을 줄 뿐 기능화성적 역할은 하지 않는다. 중심음은 있으나 뚜렷

한 조성이 나타나지 않는 비 기능적인 화음과 조성은 모호한 느낌을 만들

어낸다. 이러한 화성은 대부분 민속악기인 심발롬과 가디의 연주형태인 오

스티나토 음형과 페달 포인트 음형으로 나타난다. 두 악기의 반주음형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야나첵 음악은 민속악기적인 음향과 색채감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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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에서 그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이다.

야나첵의 스피치멜로디 기법은 피아노 작품에서 불규칙적인 프레이즈와

잦은 박자의 변화, 유동적인 리듬형태, 빈번히 반복되는 선율, 기묘한 음정

변화를 만들어낸다. 자유롭고 즉흥적인 느낌이 나는 야나첵의 음악은 이

같은 언어적 법칙에 기인하고 있는 선율과 리듬 때문이다.

야나첵의 피아노 작품은 피아니스틱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는 피아노를 자신의 삶과 내면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

피아노 악기만이 낼 수 있는 특유의 피아니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

다. 연주적 어려움은 바로 이런 독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표현을 해야

하는 것에 있다. 체코 모라비아의 민속적 요소와 작곡가의 개인적 감정을

반영하는 그의 피아노 작품은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내용으로

부터 연주 기법을 추출하여 창의적인 기법과 표현들을 실행해야 한다.

연주적 측면에서 볼 때 야나첵의 피아노 작품은 첫째, 연주 불가능한 넓

은 음역의 코드를 소화해야 할 때 또는 긴 페달 포인트의 음을 몇 마디에

걸쳐 지속시킬 때 등의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는 해석이 요구된다. 이는

음악적 표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리듬인지, 선율인지, 음색인지 등을

고려하여 우선시 되어야 할 것에 비중을 두고 연주하는 것이다. 둘째, 민속

악기의 음향을 위해 효과적인 페달 사용이 절대적이며 소리에 대한 상상력

과 청각에 의존하여 심발롬과 가디의 음향을 표현해야한다. 건반을 누를

때의 힘의 정도를 조절하고 이에 부합하는 페달을 사용하여 최대한의 음색

과 음향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음악적 표현 수단을 위해 풍

부한 아고긱 사용이 필수적이나 지나치지 않게 그 수위를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과 같은 유려한 프레이즈에서 긴 호흡과 미세한 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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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되어

야 한다. 넷째는 불규칙한 박자와 템포 변화, 그리고 말 억양에 따른 선율

의 악센트와 뉘앙스를 고려하는 것이다. 야나첵은 한 프레이즈 안에서 여

러 차례 템포 변화를 지시하고, 1/♪박자와 1/♩박자의 한 마디를 프레이즈

시작과 끝에 배치하는 등 음악적 표현을 매우 세밀하게 적어두었다. 선율

표현이 감정적으로 과해지지 않도록, 박자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정확한 지

시어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템포 또한 어느 수위로 속도를 조절해야하는지

메트로놈 박자를 쓰고 있다. 프레이즈의 처리도 연주자에게 맡기지 않고

한 마디의 박자를 기보하여 정확한 휴식과 쉼의 정도를 유도한다. 또한 프

레이즈 마무리를 점점 느리게, 점점 여리게 등의 표시로 긴장을 완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표시와 지시어는 표현에 있어서의 기준과 지침

이 된다. 연주자는 이러한 구체적 지시어와 기보되어 있는 음악적 표시를

따라 야나첵 음악의 해석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야나첵 피아노 작품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은 곧 연주를 위한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상통한다. 위의 세 가지 사항까지는 음악적

처리 방식에 있어 야나첵 음악이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과 크게 다르지 않

음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주자는 음뿐 아니라 다이나믹, 아고긱, 템포, 그

리고 그 밖에 작곡가가 지시한 사항들을 충실히 따르고자하며, 또한 작곡상

의 표시, 화성진행, 조바꿈, 텍스처의 변화, 그리고 작품을 이루고 있는 여

러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작품의 감정적 내용을 표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 작품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석하려면

보편적인 연주 관습 속에 숨어 있는 작곡가 특유의 개성적인 요소를 구별

해 내어 작품의 내용적 진수를 적절한 음악적 표현으로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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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첵은 말의 억양과 음악적 처리가 매우 유사함을 발견하고 스피치멜

로디 기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 체코어의 음높이 자체가 그대로 음악

에 적용된 사례는 없으며, 유사한 말의 뉘앙스나 비슷한 음악적 처리로 말

의 느낌을 대신했을 뿐이다. 뒤집어 말하면 체코어에 대한 지식이 야나첵

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 역할을 할지라도 말 억양에 따른 선율과

리듬이 반드시 체코어를 알아야 표현 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선율 속에 담

겨진 언어적 뉘앙스를 완벽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프레이즈에 숨은 강박의

수와 자연스런 쉼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스피치멜로디 기

법에 따른 선율과 리듬의 난해함을 극복할 수 있다. 한편 작곡가 개인의

감정과 정서가 담긴 작품의 짜임새나 구성이 대단히 복잡한 형태는 아니라

는 점은 연주적 접근을 한결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야나첵 피아노 작품은 노래 가능한 선율과 이것이 화음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분명하지는 않지만 조성감이 느껴지는 점, 쉽게 다가오는 감정

적 뉘앙스 등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어 독특하지만 낯설지 않은 정서가 느

껴진다. 음악기법적인 면에서 체코 모라비아의 민속적인 요소를 작품에 반

영하고 스피치멜로디 기법에 따른 독창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만 음악에

담긴 그 내용과 정서는 보편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의 피아노 작품에도

‘음악이 보편적 인간 감정과 삶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그의 음악관이 그대

로 반영되어 있다.

음악 작품은 역사적 시기와 그 시대에 통용되는 음악적 스타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지만 언제나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시도에 의해 진일보해왔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새로운 음악적 재료로 부상한 민속적 요소를 현대적

인 기법으로 재구성한 야나첵의 피아노 작품은 현대 피아노 문헌사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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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위상을 차지할 만큼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민속적 요소를 바탕

으로 전통을 답습하지 않은 참신한 음악어법을 만들어 자신의 민족적 음악

자산을 보편적 예술성의 차원으로 편입시키는데 기여한 야나첵은 진정한

20세기 음악가인 것이다.

본 논문이 야나첵 피아노 작품에 대한 이해와 그 연주적 접근을 위한 교

수학적 방향 제시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더불어 그의 여타 음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며 20세기 민족주의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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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Performance Issues of Leoš

Janáček's Piano Works

Jae Hyang Lee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Hansei University

Leoš Janáček is a modern composer who established his own music

idioms from the folk music materials from Moravia of Czech. His idea

of using Moravian language and folk songs came from nationalism and

patriotism, and he had maintained this idea persistently throughout his

musical career.

Janáček’s piano works include irregular phrase and various subtle

rhythms which are hardly separated by meter, untrammeled odd-meter,

and polyrhythm. Based on folk melodies that are made up of triads

harmonies are used for conveying colors of sound and supporting

melodies rather than for functional roles. And these harmonies are

comprised of ostinato accompaniments and pedal points which imp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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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s and sounds of cymbalom and gajdy.

His three Piano works, On an Overgrown Path, Sonata, 1.Ⅹ.1905, and

In the Mist connotate childhood reminiscences, painful sorrow of his

daughter’s death, political and social antagonism, and his loneliness.

These titles which reflect composer’s ideas and feelings embody

particular image and atmospheres by descriptive developmental

technique. In other words those three piano pieces describe the

composer's subjective inner feelings and signify symbolic and

suggestive meanings.

The musical quality of Janáček’s piano works can be differently

represented by pianists depending on the performer's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composer's inner state of mind and feelings that

cannot be exactly expressed in the score. In order to convey the

composer's intention of the piece a pianist ought to understand the

speech-melody based on intonation of the language, and express various

mood and image using skillful pedaling and rich agogic matching the

musical flow.

Janáček’s piano works, undeniably accounted for important literature

in modern music, should be appreciated for their original techniques of

using folk elements that are regarded as novel musical idioms in the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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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fully this dissertation will assist in more performances and

follow-up studies of the works of the composer by suggesting how to

approach and understand his works considering their distinctive features

as well as in expending the interest of Leoš Janáček's other works and

overall 20th century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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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번호

작곡

년도
작품명(원제) 제목 악보작성(scoring) 연주형태

JW 

8/6
1880

Tema con 

variazioni – 

Zdeňčiny variace

쯔덴카 변주곡 Op.1

JW 

8/8
1885 Dymák Dymak 민속춤 편곡

JW 

8/9
1887? Na památku 추억 속에서

JW 

8/10

1888–

1889

Národní tance na 

Moravě

모라비아 민속 

무곡집
21개의 민속춤 편곡

심발롬 또는 

성악을 수반한 

2 Piano

JW 

8/11
1888 Srňátko Srnatko 민속춤 편곡

JW 

8/12
1893 Ej, danaj! Ej, danaj!

민속춤 편곡  

JW 8/18과 함께 

3개의 모라비아 

무곡집으로 출판 

JW 

8/13
1893

Hudba ke 

kroužení kužely

클럽 훈련을 위한 

음악

JW 

8/14
1893? Řezníček Reznicek 민속춤 편곡

JW 

8/15
1893? Zezulenka Zezulenka 민속춤 편곡

JW 

8/16
1894 Žárlivost 질투

오페라 예누파의 

서곡 편곡

JW 

8/17

1901–

1908

Po zarostlém 

chodníčku

수풀 우거진 길 

위에서

JW 

8/18
1904 2 Moravské tance

2개의 모라비아 

무곡

민속춤 편곡

JW 8/12와 함께

3개의 모라비아 

무곡집으로 출판 

부 록

피아노작품 목록97)

97) 야나첵 작품 번호 JW는 Nigel Simeone, John Tyrrell, Alena Němcová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

로 Janáček's Works: A Catalogue of the Music and Writings of Leoš Janáček (Oxford: 

Clarendon Press, 1997)에 나온 작품 목록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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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8/19
1905

Sonáta pro klavír 

„I. X. 1905,

Z ulice“

피아노 소나타

“1905년 10월 

1일, 거리에서”  

JW 

8/20
1909

Narodil se Kristus 

Pán
부활의 그리스도

체코 크리스마스 

노래 편곡
피아노와 성악

JW 

8/21
1911 Moderato 모데라토

JW 

8/22
1912 V mlhách 안개 속에서

JW 

8/23
1922

Moravské lidové 

písně
모라비아 민요집 15개의 민요 편곡 피아노와 성악

JW 

8/24
1911 Ej, duby, duby Ej, duby, duby 민요 편곡 피아노와 성악

JW 

8/25
Budem tady stat

우리는 여기 있을 

것이다
민요 편곡 피아노와 성악

JW 

8/26
1923 Con moto 콘모토

JW 

8/27
1924

Skladba bez 

názvu
제목 없는 작품

JW 

8/28
1925 Bratřím Mrštíkům Mrštík 형제들에게

JW 

8/29
1926?

Skladba bez 

názvu
제목 없는 작품

JW 

8/30
1926?

Na starém hradě 

hukvalském

후크발디의 오래된 

성에서
민속춤 편곡

JW 

8/31
1927 Andante 안단테

JW 

8/32
1928 Vzpomínka 회상

JW 

8/33

Skladby v 

památníku Kamily 

Stösslové

Kamila Stösslová 

앨범에 수록된 

작품

13개의 소품
피아노와 

하모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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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된 피아노작품

Dumka (1879)

SonataⅠ. (1879, Leipzig)

Nokturno (1879, Leipzig)

Smuteční pochod (Funeral March, 1880, Leipzig)

17 Fugues (1979-1880, Leipzig)

Zdenčin menuet (Zdenka's Minuet, 1880, Leipzig)

Rondo (1880)

SonataⅡ. (1880, Vienna)

Oříšek léskový (Transcription of the Hazelbush Song, 1899)

Jarní píseň (Spring Song, 1912)

Na památku (In Memory, 날짜 없음, Brno)

미완성 피아노작품

Čipera (Chipera, 1925-1928)

Čekám Tě (I Wait for You,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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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와 다른 악기를 위한 작품

작품

번호

작곡

년도
작 품 명 연주형태

JW

7/3
1879 Romance 피아노와 바이올린

JW

7/4
1880 Dumka 피아노와 바이올린

JW

7/5

1910/

1923
Pohádka (Fairy Tale) 피아노와 첼로

JW

7/6
1910 Presto 피아노와 첼로

JW

7/7

1913/

1921
Houslový Sonáta (Violin Sonata) 피아노와 바이올린

JW

7/9
1924

Pochod modráčků

(March of the Blue Boys)
피아노와 피콜로

JW

7/10
1924 Mládí (Youth) - 3 mov. 관악6중주 

JW

7/11
1925 Concertino 피아노와 쳄버 앙상블

JW

7/12
1924 Capriccio

왼손을 위한 피아노와 

쳄버 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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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번호

작곡

년도
작 품 명

연주형태 및

악보작성

JW

5/1
1871-1875

Když mě nechceš, což je víc?

(If You Don't Love Me, What Do I Care?)

피아노와 테너

(또는 합창)

JW

5/2
1892-1901

Moravská lidová poesie v písních (Moravian

Folk Poetry in Song)
53개의 민요 편곡

JW

5/3

1897-98,

rev. 1905
Jarní píseň (Spring Song)

JW

5/4
1898

Ukvalská lidová poezie v písních (Hukvaldy

Folk Poetry in Songs)
13개의 민요 편곡

JW

5/6
1908-1912

Pět moravských tanců

(5 Moravian Dances)
민요 편곡

JW

5/7
1908-1912 Čtyři balady (4 Ballads) 민요 편곡

JW

5/8
1908-1912 Dvě balady (2 Ballads) 민요 편곡

JW

5/9
1909

6 národních písní, jež zpívala Gabel Eva (6

Folk Songs), [26 Balad lidových I. (26 Folk

Ballads, Part I)]

피아노와 노래

JW

5/10
1911 Podme, milá, podme! 민요 편곡

JW

5/11
1916

Písně detvanské, zbojnické balady (Detva

Songs, Robber’s Ballads), [26 Balad lidových

III. (26 Folk Ballads, Part III)]

8개의 민요 편곡

JW

5/13
1916

Slezské písně

(ze sbírky Heleny Salichové)
10개의 민요 편곡

JW

5/14
1920 Ukolébavka (Lullaby) 민요 편곡

피아노와 성악을 위한 작품98)

98) Voice and Piano 작품은 IMSLP에서 제공한 List of works by Leoš Janáček을 기초로 작성하

였다. Choral/ Vocal 작품은 여기에서 제외하였는데, 이곡들은 Organ, Brass, Orchestra, Harp, 

Harmonium and Piano 등 다양한 악기의 반주가 붙는다.



- 156 -

JW

5/15
1923

Úpravy lidových písní v článku "Starosta

Smolík"
불특정 악기와 노래

JW

8/23
1922

Moravské lidové písně

(Moravian Folk Songs)

15개의 민요 편곡

(피아노와 연주자

임의의 노래)

JW

8/24
1911 Ej, duby, duby

민요 편곡

(피아노와 연주자

임의의 노래)

JW

8/25
-

Budem tady stat

(We Will Stay Here)

민요 편곡

(피아노와 연주자

임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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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작품 목록

편성 작품명 표제 작곡년도

오케스트라 String Orchestra Idyla (Idyll) 1878

Suita, Op.3 Serenáda (Serenade) 1891

Ballet Rákós Rákóczy 1891

Overture to Jenůfa Žárlivost (Jealousy) 1894

Epilogue from the Cantata

Amarus

Smuteční pochod

(Funeral March)
1898

Ballade for Orchestra
Šumařovo dítě

(The Fiddler’s Child)
1912

Rhapsody for Orchestra Taras bulba 1915-1918

Symphonic Poem
Balada Blanická

(Ballade of Blaník)
1920

Violin Concerto
Putování dušičky (Pilgrimage

of the Soul)
1926

Symphonic Fragment Dunaj (The Danube) 1923-1928

실내악 4 Pieces for Cello and Piano Pohádka (Fairy Tale) 1910, 1923

String Quartet No.1

Z podnštnu Tolstého

Kreutzerovy sonáty

(Inspired by Tolstoy’s Kreutzer

Sonata)

1923

Piccolo and Piano
Pochod modráčků

(March of the Blue Boys)
1924

Wind Sextet Mládí (Youth) 1924

Capriccio for Piano Left-Hand

and Chamber Ensemble
Vzdor (Defiance) 1924

String Quartet No.2
Listy důvěrné

(Intimate Letters)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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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년도 생애 작품

1854 Leoš Janáček 출생

(Moravia의 Hukvaldy).

1865 성 아우구스틴 수도원 성가대 입학;

Zdenka Schulzova(야나첵의 아내)

출생(Olomouc).

1866 Jiri Janacek(야나첵의 아버지) 사망.

브루노 독일학교 입학.

1869

1870

브루노 사범학교 입학. 최초의 작품으로 종교적 합창곡.

1872 Schulzova 가족이 브루노로 이사;

브루노 사범학교 졸업.

1873 남성 합창단 Svatopluk의 합창감독. 최초의 세속적 남성 합창곡 4개:

Ploughing, War Song 1 and 2,

Inconsistency in Love.

1874 프라하 오르간 학교 입학. 최초의 기악작품 (for organ).

1875 프라하 오르간 학교 졸업;

피아노와 오르간, 성악 시험에 통과.

최초의 실내악 작품인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Sonnet>.

1876 브루노의 Beseda 협회 음악감독.

야나첵 연보99)

99) 야나첵 연보는 John Tyrrell의 저서『Janáček's Operas』에서 Chronology of Janáček's Life 

and Works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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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모차르트 <레퀴엠> 지휘;

Zdenka에게 피아노 레슨.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위한

<Suite>.

1878 현을 위한 <Idyll>.

1879 Zdenka와 약혼;

베토벤 <장엄미사> 지휘;

라이프치히 콘서바토리에서 공부

(1880년 2월까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Romance>.

1880 비엔나 콘서바토리에서 공부

(4월-6월까지).

피아노곡

<Zdenka Variations, op.1>

1881 Zdenka와 결혼(7월 13일);

브루노 오르간 학교 감독

(1919년 까지).

1882 브루노 Beseda 음악학교에서 가르침;

브루노 오르간 학교 설립;

딸 Olga 출생(8월 15일).

1883 드보르작과 도보여행.

1884 브루노에 체코 극장 설립;

저널지 음악편지(Hudebni listy)

설립과 편집(1888년 까지);

어머니 Amalie Janakova 사망.

<2 Pieces for Organ> 출판.

1885 드보르작에게 바침. <4개의 남성 합창곡>

1887 오페라 <Sarka> 초판.

1888 민속노래 수집 시작; 오페라 <Sarka>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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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Vladimir 출생(5월 16일);

민속학자 Gabriela Preissova와 첫

만남;

Olga 류마티스 발병.

1889 오케스트라를 위한

<Valachian Dances, op. 2>.

1890 Beseda일을 그만둠;

Vladimir 사망(11월 9일).

Bartos와 함께 첫 <민속노래

모음곡> 출판.

1891 오페라 <Romance> 작곡 시작;

민속노래를 기초로 한 피아노 곡

<National Moravian Dances>;

오케스트라를 위한

<Suite, op. 3>;

<Rakos Rakoczy> 프라하에서

첫 공연.

1892 오페라 <Romance>

프라하에서 공연 거절.

1893 인민일보(Lidové noviny)에 처음으로

비평.

오페라 <Jenufa>를 위해

Preissova와 접촉.

1894 Olga 류마티스 재발. <Jenufa>에 대한 계획;

<Romance> 첫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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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곡 <Jealousy>

(Jenufa의 오리지널 서곡).

1895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 민속전시회의

모라비아 대표로 활약.

1896 러시아 방문.

1897 브루노 러시아인 모임의 발족을 도움. <Jenufa> 1막 완성;

오케스트라, 합창과 솔로를 위한

칸타타 <Amarus>.

1899 노래와 지도에 관한 책자 출판;

장인 Emilian Schulz 은퇴로 비엔나

이사.

Bartos와 함께 수집한

<Moravian Folksongs> 출판.

1901 <Jenufa> 2막 시작;

칸타타 실내악곡 <Our Father>;

피아노곡 <On the Overgrown

Path> 중 5곡 완성.

1902 Olga와 함께 러시아 여행;

페테르부르그에서 Olga 장티푸스성

고열 발생.

<Jenufa> 2막 완성.

1903 Olga 류마티스 고열로 사망(2월 26일);

예술동호회의 음악부서 발족;

사범학교 사임.

<Jenufa> 프라하 국립 극장에서

거절;

오페라 <Fate>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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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타타 실내악곡 <Elegy on the

Death of my Daughter Olga>.

1904 바르샤바 콘서바토리 감독 의뢰로

폴란드 방문.

<Jenufa> 첫 공연.

<4개의 모라비안 남성 합창곡>

1905 모라비아와 실레지아의 민속노래

협회의 대표.

<Fate> 초판 수정;

피아노 소나타 <Ⅰ.Ⅹ. 1905>.

1906 <Fate> 재판 수정;

<The Mintmaster's Wife>;

<Anna Karenina> 초안.

1907 Vinohrady 극장에 <Fate>제출;

<Fate> 3판 수정.

1908 <BME> 시작100);

<Fate> 브루노 극장에서 상연

요청;

피아노 트리오

<The Kreutzer Sonata>(분실).

1909 남성 합창곡

<The Seventy Thousand>.

1910 오르간 학교 부지의 집으로 이사. <BME> 1막 2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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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곡

<Fairy Tail>.

1911 화성학 논문『Complete Treatise on

Harmony』 출판.

오케스트라, 남성합창과 테너를

위한 칸타타 <Cartak on Solan>.

1912 크로아티아 해변으로 휴가. 피아노곡 <In the Mists>;

오케스트라 곡

<The F iddler's Child>.

1913 <BME> 1막 2장 완성;

Vinohrady 극장에서 <Fate>

고려.

1914 Vinohrady 극장으로 부터

<Fate> 철회;

오케스트라, 합창, 솔로를 위한

곡 <The Eternal Gospel>;

<바이올린 소나타>(1914-21년);

오케스트라 곡

<The F iddler's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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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Taras Bulba> 초판.

1916 Zdenka 자살 시도. <Jenufa> 프라하에서

첫 상연(5월 26일);

<BME> 3막 시작;

여성을 위한 합창곡.

1917 Zdenka와 이혼;

Kamila Stosslova를 만남.

<Jenufa> 체코어와 독일어로

출판;

<BFCE> 작곡101);

테너, 알토, 3명의 여성 성악가를

위한 <The Diary of One Who

Disappeared>;

<BME> 3막 완성.

1918 장모 Anna Schulzova 사망. <Jenufa> 비엔나에서 첫 상연

(2월 18일);

<Taras Bulba> 재판 수정.

1919 브루노 콘서바토리의 음악 감독

(1920년 까지);

프라하 콘서바토리 마스터 코스의

교수.

<Kata Kabanova> 구상;

<Sarka> 3판;

<BFCE> 출판.

1920 <Kata Kabanova> 시작;

<BFCE> 첫 상연(4월 23일);

오케스트라 곡

<The Ballad of Blanik>.

1921 <Kata Kabanova>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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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연(11월 23일).

1922 <Kata Kabanova> 출판,

프라하에서 첫 상연(11월 30일);

오페라 <Vixen> 시작;

남성 합창곡

<The Wandering Madman>.

1923 장인 Emilian Schulz 사망. <Makropulos> 시작;

<Vixen> 완성;

현악 4중주 <Kreutzer Sonata>;

교향곡

<The Danube> 초안(미완성)

1924 70세 생일 기념. <Vixen> 출판, 첫 상연

(11월 6일);

관악 6중주 <Youth>.

1925 브루노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 수여. <Vixen> 프라하에서 첫 상연

(5월 18일);

<Sarka> 첫 상연(11월 11일);

오페라 <Makropulos> 완성;

피아노와 실내악 앙상블

<Concertino>;

성악과 기악 앙상블

<Nursery Ryh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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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영국 방문. <BFCE> 브루노에서 첫 상연

(6월 15일);

<Makropulos> 출판, 첫 상연

(12월 18일);

<Sinfonietta>;

<Glagolitic Mass>;

왼손 피아노와 실내악 앙상블

<Capriccio>.

1927 오페라 <From the House of the

Dead>;

<바이올린 협주곡>(From the

House of the Dead를 위한

서곡의 초안).

1928 Leoš Janáček 폐렴으로 사망

(Ostrava, 8월 12일).

<Makropulos> 프라하에서 첫

상연(3월 1일);

오페라 <From the House of the

Dead> 완성;

현악 4중주 <Intimate Letters>;

<Schluk und Jau>(미완성).

1930 <From the House of the

Dead> 출판, 첫 상연(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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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Fate> 라디오 상연(3월 13일).

1935 Kamila Stosslova 사망.

1938 Zdenka Janackova 사망(2월 17일).

1958 <Fate> 첫 상연(10월 25일).

100) BME : The Excursion of Mr. Broucek to the Moon.

101) BFCE : The Excursion of Mr. Broucek to the Fif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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