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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쿠나우의 <성서소나타>는 표제 뿐 아니라 그가 직접 쓴 서문, 그리고 묘사적 설명을 수록한 작품으
로 건반음악 문헌에서 표제음악을 논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품이다. 본 연구는 <성서소나타>의
기초가 되는 성서의 이야기와 음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작곡가가 어떤 작곡기법을 사용해
서 이야기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지를 발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상력을 가지고 연주 할 수 있
는 음악 해석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악보 상에서는 음악적 정보가 제한적
으로 나타나지만 등장인물의 심리상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음악적 요소를 배합하여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야기의 전개에 따른 특징적 리듬 모티브, 박자의 구별된 사용도 드러
났다. 그 외 템포, 다이내믹,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즈, 꾸밈음, 음역, 음정, 화성, 조성, 그리고 양식의 사용에
있어서도 감정과 분위기에 따른 대조적인 표현이 발견되었다. 악곡 분석, 5종류의 에디션 분석, 7명의 연주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해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표제음악 작곡을 위한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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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절대음악, 표제음악을 불문하고 모든 음악은 작곡가의 생각을 담고 있다. 특히 제목
이 주어진 표제음악은 작곡가의 생각에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다.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 요한 쿠나우(J. Kuhnau, 1660-1722)의 <성서소나타>는 구약성
서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서 표제음악을 논할 때 중요
한 초기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성악곡에서 즐겨 사용되던 표제음악은
1700년대에 이르러 기악곡에 안착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쿠나우는 그의 <성서소나
타>에서 이미지(image)나 인간의 감정(Affekt)을 표제를 가진 가사 없는 기악곡으로 창작
하는데 성공하였고 곡의 제목 뿐 아니라 ‘묘사적 설명’도 포함하여 기악곡에서 그 이전
에 발견할 수 없었던 참신한 시도를 하였다(Randel, 1986). ‘묘사적 설명’을 작품 속에
기입한 표제음악은 표제음악이 성행했던 19세기 낭만시대에도 드물게 사용된 기법이었
기에 쿠나우의 <성서소나타>는 표제음악 작곡기법 연구를 위한 다양한 재료를 제공한
다. 또한 각 악장마다 쿠나우가 직접 쓴 성경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한편의 서사시
를 보는 것 같은 표현들을 담고 있어 쿠나우의 문학가로서의 면모도 관찰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쿠나우의 <성서소나타>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해 보면 음악 분
석, 수사학적, 철학적,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요약될 수 있
다. 음악 분석이 중심이 된 연구는 홍윤정(2001)의 ‘Johann Kuhnau의 여섯 개의 <성서소
나타>에 관한 연구’, 김민정(2012)의 ‘종교적인 성격의 피아노곡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브루노(Bruno, 1986)의 <쿠나우의 출판된 건반악기를 위한 작품들>(The published keyboard
works of Johann kuhnau)와 장우형(2015)의 “요한 쿠나우의 <성서소나타>와 게마트리아”
는 숫자 퍼즐을 이용해서 <성서소나타>의 구조를 파악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 그밖에
쿠나우 음악의 수사학, 음악적 주해에 관한 해석학적 견해를 수록한 매튜(Matthews,
1989)의 <요한 쿠나우의 해석학: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수사학 이론과 음악적 해석>
(Johann kuhnau's hermeneutics: rhetorical theory and musical exegesis in his works), 종교적
테마를 가진 피아노 음악의 의미를 철학적, 역사적으로 접근한 히크만(Hickman, 2001)
의 <종교적 주제를 지닌 피아노 음악의 의미: 철학적 및 역사적 접근>(Meaning in piano
music with a religious theme: A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approach), 그리고 성경과 관
련된 피아노 작품들 중 쿠나우의 <성서소나타>를 소개하여 음악과 신학과의 관계성을
밝힌 최미야(2012)의 <크리스천 피아노 예술음악의 신학적 의미와 유형별 작품

84  음악교수법연구(제18권 2호, 2017. 09)

소개>(Christian piano art music: Its theological significance and categorized repertoire)등이
있다.1)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성서소나타>를 연주하고자 하는 연주자들에게
이야기와 음악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음악 해석을 위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매우 빈약하게 다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악기: 오르간, 하프
시코드, 클라비코드로 연주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로크 음악의 특성상 악보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션 비교 혹은 연주 비교를 담고 있는 연구
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밀러(Miller, 1990)는 “음악문헌에 대한 보다 진일보한 연구는 스코어(score)를 연구하
는 일이다. … 음악작품을 ‘듣는 것’과 아울러 ‘보는 것’도 권하고 싶다”(p. 9)라고 하였
다. 본 연구는 쿠나우 <성서소나타>의 기초가 되는 성서의 이야기와 음악과의 연관성
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듣는 것’과 ‘보는 것’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작품해석의 기반
을 다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연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
다. 그 과정에서 템포, 리듬, 다이나믹,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즈, 꾸밈음, 선율, 그리고
화성 및 조성의 측면에서 악곡을 분석하였고 5 종류의 에디션과 7명의 연주 음원 비교
가 시행되었다.
<성서소나타>의 에디션 비교를 위해서 1710년 출판된 원전판(urtext)2)과 뮬레만(N.
Müllemann)이 편집한 헨레(Henle Verlag, 2014), 호프만-에브레히트(L. Hoffmann-Erbrecht)
가 편집한 피터스(Peters, 1964; 1967), 파슬러(K. Päsler)가 편집한 브라이트코프 운트 헤
르텔(Breitkopf und Härtel, 1901), 그리고 해리스(C. D. Harris)가 편집한 브로드(The Broud
Trust, 2003) 출판사의 악보들을 사용하였다. 연주 비교를 위해서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음반과 클래식 앨범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www.naxosmusiclibrary.
com), 그리고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를 통해 <성서
소나타> 전곡이 녹음된 음반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다. 버트(J. Butt)3)와 몰라르디(S.
1) 힌슨(M. Hinson)이 지도한 최미야의 박사학위 논문은 <크리스천 피아노 예술음악의 신학적 의
미와 유형별 작품 소개, 은총 음악 그리고 피아노> 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2016년 2월 새찬양
후원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2) 국제도서관악보프로젝트(IMSLP)에서 제공하는 악보를 참고하였다.(Retrieved April 15, 2016,
from http://hz.imslp.info/files/imglnks/usimg/f/f0/IMSLP284432- PMLP13320-Kuhnau_-_Musicalische_
Vorstellung_einiger_biblischer_Historien__Leipzig__1710_.pdf)
3) 오르가니스트이자 음악학자인 버트는 현재 글래스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르간과 하프
시코드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바흐 해석학적 연구의 대표적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바흐 해석>(Bach interpretation, 1990), <바흐의 b단조 미사에 관한 안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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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ardi)4), 칼다라(F. Caldara)5)의 음반, 그리고 유튜브에서 검색된 마틴(J. E. Martins)6),
레온하르트(G. Leonhardt)7), 호르바트(A. Horváth)8)의 연주가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버트는 오르간, 하프시코드, 그리고 클라비코드로 연주하였고, 몰라르디는 오르간으로
만 연주한 음반을 발매하였다. 레온하르트는 오르간과 하프시코드로 연주하였고, 칼다
라와 호르바트는 하프시코드, 그리고 마틴은 피아노로 <성서소나타>를 연주하였다.
쿠나우의 <성서소나타>는 총 6개의 소나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소나타는 적게는 3
개에서 많게는 8개의 악장들이 수록되어 있고, 연주시간은 보통 1시간을 넘긴다. 긴 시
간 동안 성서의 이야기가 음악으로 펼쳐지는 과정을 통해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희
노애락이 담긴 인간사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소타나 중 가
장 많은 악장(8악장)으로 구성된 1번에 나타난 이야기와 음악과의 연관성에 초점이 맞
춰져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Ⅱ. <성서소나타> 구성 및 주요 특징
바로크 시대의 소나타는 초기의 다부분 형식에서 중기의 다악장 형식을 거쳐 후기의
3-4 악장 구조로 발전해 가는데, <성서소나타>는 이러한 소나타 형식의 발전 과정의 한
가운데에 있는 작품이다. ‘느림-빠름-느림-빠름’의 대조적인 악장 구성으로 되어 있는
교회 소나타(church sonata)의 영향으로 각 악장간의 대조적인 구성이 특징적으로 관찰
되고, 더불어 춤곡을 모아 놓은 실내 소나타(sonata da camera)로부터 파생된 춤곡 악장
들이 삽입되어 있다. 또한 통작형식(through-composed form)에서부터 2부, 3부 등의 다양
한 형식도 살펴볼 수 있다.
프렐류드, 코랄프렐류드, 춤곡, 토카타, 아리아, 레치타티보, 3성부 혹은 4성부 푸가
handbook on Bach’s mass in b minor, 1991) 등이 있다.
4) 이탈리아 출신인 몰라르디는 이 비르투오지 델레 무제(I virtuosi delle muse)의 리더이자 탁월한
오르가니스트이다.
5) 칼다라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유럽음악경연대회(European music competition)에서 우승한 후 이
탈리아 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프시코드 연주자이다.
6) 마틴은 피아니스트로 브라질의 상파울로대학 명예교수이다. 20여장의 음반을 녹음하였으며 음
악에 대한 활발한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7) 레온하르트는 네덜란드 출신의 고(古)음악 거장이다. 하프시코드와 오르간 연주자로 수백 장에
이르는 음반을 발표하였으며 명지휘자, 학자로서도 명망이 높았다.
8) 헝가리 태생인 호르바트는 리스트음악원의 하프시코드 교수이며, 솔리스트와 실내악 앙상블
멤버로 활동하는 것 외에 음악 저널에 기사를 게시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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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성서소나타>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1번은 8악장, 2번은 3
악장, 3번은 7악장, 4번은 3악장, 5번은 6악장, 그리고 6번은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길이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몇몇 악장을 제외하고는 한 악장이
짧게는 9마디에서 길게는 188마디로 전개되고 표제와 어우러지는 음악요소의 사용으로
이야기와 음악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전개되고 있다. 박자 사용에 있어서는 4/4박
자가 23회, 3/4박자는 11회 사용되었고, 3/8박자 2회, 6/8박자와 6/4박자 1회 사용되어 홑
박자가 겹박자에 비해 즐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번의 3악장, 6번의 1악장
의 경우 4/4박자와 3/4박자가 번갈아가면서 등장하는 변박자의 형태가 제시되는데 이러
한 박자의 선택은 모두 이야기의 전개와 연관성이 있다.

<표 1> 쿠나우 <성서소나타>의 구성 및 주요 특징
마디 구분
/ 마디 수
(반복포함)

악장 구분 및 제목

조성

박자

형식
및 양식9)

1.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1 골리앗의 힘자랑

1-45/45

C장조

4/4

프렐류드

이스라엘인의 떨림과 무서운 적을 보고 하
2
나님께 드리는 기도

46-77/
32(46)

A단조

4/4

코랄프렐류드

다윗의 확고부동한 믿음, 거인의 거만함을
3 깨뜨리고자 하는 굳은 의지, 그리고 하나
님의 도우심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

78-133/56

C장조

3/4

뮤제트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도전적인 말들이 오
고가는 싸움이 벌어지고, 다윗이 던진 돌
4
이 이마에 맞았을 때, 골리앗이 쓰러져 결
국 죽는다

134-149/16

F장조

4/4

프렐류드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과 이스라엘 사람들
의 추격

150-175/26

C장조

4/4

푸가

5

6 승리를 맞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쁨

176-256/81

C장조

3/8

지그

7 다윗을 찬양하는 여인들의 합창

257-288/32

C장조

4/4

통작형식

8 많은 춤과 계속되는 승리의 환희

289-337/
49(72)

C장조

3/4

미뉴에트

4/4

프렐류드, 푸가

2. 다윗의 음악으로 회복된 사울
1 사울의 우울함과 광기

1-125/125

G단조

2 다윗의 신선한 하프 연주

126-313/188 B♭장조

3/4

통작형식

3 영혼이 회복되어 마음의 평안을 찾은 사울

314-359/46

G단조

4/4

아리아

G장조

6/8

지그

3. 야곱의 결혼
1

야곱의 도착으로 라반의 가족들에게 기쁨
1-92/92(184)
이 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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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장 구분 및 제목

마디 구분
/ 마디 수
(반복포함)

조성

박자

형식
및 양식9)

4/4

3부분 형식

2

사랑의 속삭임으로 인해 힘들지 않았던 야
곱의 종살이

93-136/
44(65)

C장조

3

라헬의 친구들이 부르는 결혼 축가, 결혼
식의 환희와 축가

137-186/
50(80)

E단조,
G장조

4 라반의 속임

187-263/77

C장조

4/4

레치타티보+푸가

행복한 신랑, 그의 마음속의 불길한 예감,
5 용기를 취하지만, 잠이 오고,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든다

264-321/58

D장조

3/4

미뉴에트+
사라방드

6 속은 것에 대한 야곱의 괴로움

322-340/19

G장조

4/4

레치타티보

159-186/
28(36)

G장조

4/4

모방대위법

7 결혼식의 기쁨을 반복하다

3/4→4/4 2부분 형식+푸가

4. 죽을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
죽음을 통보 받은 히스기야 왕의 슬픈 마
1
음과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

1-49/49

C단조

4/4

코랄 프렐류드

2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건강
을 회복시켜줄 것이라는 확신

50-91/42

C단조

6/4

코랄 프렐류드,
시칠리아노

3

그의 회복으로 인한 기쁨, 과거의 나쁜 기
억, 그것을 다시 잊는다

92-147/
56(112)

C단조

3/8

지그

5. 이스라엘의 구원자: 기드온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를 의심하는 기드온,
1
또 다른 방법으로 반대로 증명하다

1-115/115

F장조

3/2

모방대위법

2 많은 수의 적군을 보고 느끼는 두려움

116-124/9

D단조

4/4

레치타티보

3 적의 꿈과 그 해몽을 들음, 기드온의 용기

125-214/
90(123)

F장조,
C장조

3/4

프렐류드

215-231/17

C장조

4/4

프렐류드

232-243/12

F장조

4/4

푸가토

244-275/
32(64)

F장조

3/4

2부분 형식

4

트롬본과 나팔 소리, 항아리 깨뜨리기, 그
리고 전쟁터에 울려 퍼지는 함성

5 적의 도망, 그리고 이스라엘인의 추격
6 놀라운 승리에 대한 이스라엘인의 기쁨

6. 야곱의 죽음과 매장

1

그들의 소중한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한 이
스라엘 자식들의 근심스러운 마음

1-80/80

4/4→3/4
→4/4→
E♭장조 3/4→4/4
→3/4→
4/4

토카타

2 야곱의 죽음에 대한 탄식

81-133/53

E♭장조

4/4

푸가

3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의 여정

134-194/
61(65)

B♭장조

4/4

통작형식

4 이스라엘의 장례, 그리고 사무치는 애도

195-241/47

E♭장조

4/4

레치타티보+푸가

5 유족들의 위로 받은 마음

242-326/85

E♭장조

3/4

미뉴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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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Cyr, 2007)는 “작품이 어떤 조성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음악의 정서와 큰 관련이 있
다”(p. 31)고 말하였는데, C장조가 9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F장조는 5회, E♭장
조는 4회, G장조와 C단조가 각각 3회, B♭장조와 G단조가 각각 2회, D장조, A단조, E
단조, 그리고 D단조가 각각 1회씩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감정과 조성이 일
치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전반적으로 두려움과 슬픔에 가득 찬 6번 소나타의 경우 중
간에 단조로의 조성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장조 조성인 E♭장조로 시작한 것은 매우
특별하다. 마테존(J. Mattheson)은 E♭장조를 ‘동정심을 유발하는, 엄숙하며 비통함을 자
아내는 것과 관계됨’이라고 묘사했고, 라보르드(J. B. LaBorde)는 ‘웅장하고 대단히 음울
한’정서로 표현하였는데(Cyr, 2007, p. 32에서 재인용), 쿠나우도 동일선상에서 E♭장조
를 택한 것이 아닐까 유추된다. 한 곡 안에서의 조성 변화도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의
전형적인 구조인 5도 관계의 근친조(closely related keys), 혹은 나란한조(relative keys)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묘사되는 이야기가 전개되
는 악장들의 경우 6번 소나타의 1악장처럼 한 악장 내에서도 조성의 변화가 심하게 나
타났다<표 2>.

<표 2> 쿠나우 <성서소나타> 6번 1악장, 조성의 변화
구분

제목

조성의 변화

6번
1악장

야곱의 임종을 맞이한 이스라엘
자식들의 고통스러운 마음

E♭장조-C단조-G단조-C단조-F단조-A♭장조E♭장조-C단조-G단조-E♭장조-C단조-B♭장조

한편, 조성의 표기와 관련하여 1번 소나타의 4악장은 F장조의 조성이지만 악보에 조
표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자필악보에도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어 편집상의 오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스톨바(Stolba, 1997)는 “바로크 작곡가들이 종종 조표 중 내림표나 올림
표를 하나 부족하게 사용했다”(p. 289)고 말하였는데, 이렇게 조표가 한 개 덜 표기된
악장은 1번 소나타 4악장을 비롯하여 2번 소나타의 전체 3개 악장, 4번 소나타의 전체
3개 악장으로 총 7개의 악장이다. 반면, 6번 소나타의 3악장은 B♭장조의 곡인데 오히려
조표가 한 개 더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악보 분석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 권송택(2010)은 18세기 음악 작품 안에 나타나는 양식과 어휘를 ‘토픽’(topic) 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여 구분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춤과 양식에서 유래한 토픽을 참고하여 양식과 형식 분
석에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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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 1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나타나는 이야기와
음악과의 연관성 분석
6개 소나타 중 제 1번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구약 성서의 사무엘상 17장 1절∼
18장 7절 사이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고 각 악장의 제목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상황,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 1악장: 골리앗의 힘자랑
1악장의 내용은 구약성서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0절 사이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스
라엘을 향해 소리치며 힘을 과시하는 골리앗을 표현하고 있다. <악보 1>에 제시된 1악
장의 마디 1부터 마디 5를 살펴보면 기골 장대한 골리앗의 발걸음이 붓점 리듬(

)의

사용으로 잘 부각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순차적 진행의 붓점 리듬이 성부를
옮겨 다니며 모방되는데 이는 골리앗이 포효하며 이리저리 팔을 흔들거리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한편, 선율의 순차진행과 멈추지 않는 프레이즈의
구성은 붓점 리듬이 가지는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악보 1>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1악장, 마디 1-5

<악보 2>는 지속적인 16분음표 음형이 제시되는데 골리앗의 정신없이 저돌적으로 밀
고 나오는 모습이 잘 표현된다. 또한 옥타브로 동일한 음이 반복되고 오른손에서는 16
분음표 패시지가 동시에 제시됨으로써 골리앗이 지축을 울리듯 발을 구르고 포효하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연상된다. 바두라-스코다(Badura-Skoda, 1993)는 “고전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은 리듬 성격이 서로 대조적인 몇몇 모티브와 주제를 토대로 그들의 소나타와
교향곡을 엮어나간 반면, 바로크 작곡가들은 리듬적으로 균일한 모티프들(rhythm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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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orm motifs)을 토대로 악장을 구축하는 성향을 보인다” (p. 15)고 하였다. 이러한 경
향은 쿠나우의 소나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전반적으로 처음에 제시된 리듬 모티브를
토대로 통일성 있게 악장이 구성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악보 2>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1악장, 마디 36-40

1악장의 전반적인 화성은 으뜸화음(Ⅰ)과 딸림화음(Ⅴ)으로 이루어져 있다. C장조-G
장조-C장조로 조성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악보 1>과 <악보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으뜸화음(Ⅰ)에서 딸림화음(Ⅴ)으로의 화성 진행은 바뀌지 않는다. 쿠나우는 이러한 단
순한 화성의 선택으로 힘은 세지만 단순한 골리앗의 캐릭터를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3>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1악장, 마디 13-16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 음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골리앗의 육중한 몸의 움직임을 표
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걸음걸이를 묘사한 듯한 리듬이 낮은 음역에서 4성부로 이루
어진 코드 진행으로 통일감 있게 제시되는데 골리앗의 무게감 있게 걷는 모습이 잘 나
타난다<악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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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1악장, 마디 42-45

2. 2악장: 이스라엘인의 떨림과 무서운 적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2악장의 내용은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나오는 짧은 내용을 나타낸다. 무서운 적인 골
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하나
님께 기도를 드리는 상황을 음악적으로 묘사한다. 2악장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이야기
의 요소는 ‘두려움’, ‘떨림’, 그리고 ‘기도’이다. 이스라엘인들의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과 떨림은 지속적인 8분음표 리듬으로 표현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동요함과 절망적인
상황이 A단조에서 반음계적 하행 진행과 두터운 화음 배치에 의해 더욱 생생하게 그려
진다<악보 5>.

<악보 5>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2악장, 마디 46-49

<악보 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쿠나우는 2악장의 마지막에 피카르디 3도(picardy
3rd)를 4마디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르네상스, 바로크 기악음악에서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을 키비(Kivy, 1999)는 “피카르디 3도를 다른 말로 ‘happy
third’라고 표현”(p. 289)하기도 하였는데 해피엔딩을 선호한 시대적 관습에 따른 종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피카르디 3도의 사용은 바로크 시대의 관습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용기 있게 전진하는 다윗의 모습을 담고 있는 3악장과 자연
스럽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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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2악장, 마디 74-77

특히 2악장은 시편 130편을 루터(M. Luther)가 가사로 쓴 ‘깊은 고난 가운데서’(Aus
tiefer not schrei ich zu dir)라는 제목의 코랄 선율이 차용된 코랄 프렐류드이다.10) <악보
8>과 같이 왼손의 지속적인 8분음표 진행 위에 코랄 선율이 오른손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대조되는 음악 구성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이를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
도로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코랄선율의 프레이즈가 긴 음표, 혹
은 쉼표에 의해 구별될 때에도 왼손은 8분음표 리듬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구성은 기도를 하고 있어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연상시킨다<악보 8>.

10) 이 코랄은 17세기 중반까지 <악보 7>에서 소개된 선율로 교회에서 널리 불려 졌고, 이후 바
흐, 멘델스존, 레거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에 선율이 차용되었다. (Retrieved August 16,
2017, from http://www.bach-cantatas.com/CM/Aus-tiefer-Not.htm#Composition)
<악보 7> 코랄 ‘깊은 고난 가운데서’(Aus tiefer not schrei ich zu 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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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2악장, 마디 50-57

3. 3악장: 다윗의 확고부동한 믿음, 거인의 거만함을 깨뜨리고자 하는 굳은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
3악장은 사무엘상 17장 12절의 내용으로, 형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
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당당하게 나서고 있는 다윗의 믿음이 묘사
되고 있다. 1악장에서 4/4박자로 골리앗을 묘사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3/4박자를 사용함
으로써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였던 다윗을 구별된 박자를 통해 골리앗과 대비시킨 것
이 흥미롭다. 1악장과 동일하게 C장조-G장조-C장조의 조성을 가지지만 이러한 대비되
는 박자와 리듬의 사용으로 악장의 분위기는 매우 다르게 전개된다.
3악장의 시작은 강박에 으뜸화음의 근음과 딸림음이 오스티나토로 나타나고 화성 리
듬(harmonic rhythm)이 한마디씩 단위로 진행되어 확고부동한 다윗의 용기와 추진력
이 느껴진다. 또한 처음에 제시된 다윗의 모티브가 동음 반복되면서 다양한 길이의 프
레이즈로 변형되거나, 오른손의 멜로디가 그대로 왼손으로 모방되어 진행하기 때문에
프레이즈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프레이즈의 구성은 용기를 잃지 않고 계
속 앞으로 전진 하는 다윗의 용기와 추진력을 잘 묘사한다<악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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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3악장, 마디 78-91

3악장은 음역의 사용에 있어서도 이전 악장과 대비된다. 비교적 높은 음역에서 순차
적으로 진행하다가 4도 음정으로 도약하는 주제 선율과 왼손에서 나타나는 으뜸음과
딸림음으로 구성된 5도의 지속적인 반복음은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풍겨 목동
이었던 다윗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박유미(2015)는 “낮은 저음의 반복으로 백파이프
를 흉내냄으로써 직접적으로 시골의 목가적인 풍경을 환기시키는 뮤제트는 그 작품의
배경으로 소박한 전원을 암시한다”(p. 96)고 하였는데, 왼손의 반복되는 페달음의 사용
과 전체적인 곡의 분위기는 3악장을 뮤제트로 구분하는 근거로 적용되었다.

4. 4악장: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도전적인 말들이 오고가는 싸움이 벌어지고,
다윗이 던진 돌이 이마에 맞았을 때, 골리앗이 쓰러져 결국 죽는다.
4악장은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50절 사이의 내용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격렬한 싸
움, 다윗이 돌을 던지는 장면,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을 담고 있다. 특히 작품의 중간
에 이야기에 관련된 묘사적 설명과 회화적 패시지까지 제시하여 음악과 이야기의 연관
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쿠나우는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의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 쉼표의 사용, 대조적인 리듬패턴, 회화적 선율 패시지를 사용하였는데,
<악보 10>에서 보이는 것처럼 8분쉼표의 사용으로 인해 약박에 무게가 실려서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에서 파생된 긴장감이 더해졌다. 또한 왼손의
용은 다윗을 우습게 여기는 골리앗, 오른손의

리듬의 반복적 사

♪ 리듬패턴은 다윗의 끝없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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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상된다. 이러한 리듬패턴이 왼손 오른손에서 번갈아가면서 반복되며 다윗과 골리
앗의 말싸움은 점점 더 고조되는데, 이러한 리듬적 요소들은 조성과 화성, 음역의 변화
까지 덧입혀져서 이야기가 더 생동감 있게 음악으로 표현된다. 1악장에서 비교적 단순
한 화성 진행으로 묘사된 골리앗을 4악장에서도 일관성 있게 5도 관계 화성 진행으로
제시하였고, <악보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Ⅴ-Ⅰ 관계(F-B♭, G-C, A-D)의 동형진행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지치지 않고 돌진해 오는 저돌적인 골리앗을 표현하였다. 또한 성
부의 배치와 선율의 구성을 통해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상반되는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
는데, 높은 음역에서 주로 3도 음정을 사용한 오른손은 다윗을, 그리고 낮은 음역에서
동음 반복 진행 후 4도 음정 도약하는 선율은 골리앗이 연상된다.

<악보 10>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4악장, 마디 134-139

다윗과 골리앗의 격렬한 말싸움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악보 11>과 같이 악곡의 중
간에,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던져지고’라는 문구가 삽입되는데, 이 때 쿠나우는 다윗이
던진 돌이 날아가는 모습을 64분음표 패시지로 묘사하였다. 그런 후 다음 마디에 ‘골리
앗의 쓰러짐’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을 하행하는 선율로 표현
하고 있는데 소리를 듣지 않고 악보의 형태만 보는 것으로도 그 장면이 연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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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4악장, 마디 144-146

한편, 4악장에서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주제어인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 ‘돌팔
매질’, ‘골리앗의 죽음’을 중심으로 조성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다윗
과 골리앗의 도전적인 말싸움이 묘사된 마디 134에서 마디 143까지는 지속적인 전조
(F-C-F-C-F)가 일어남으로서 두 등장인물의 마음의 요동침이 표현된다. 돌팔매질이 그
려진 마디 144에서는 C장조로 제시되고, 골리앗이 죽음을 맞이한 마디 145부터는 C단
조와 F단조로 제시되어 조성의 변화로 장면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5. 5악장: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격
5악장은 사무엘상 17장 51절의 내용으로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을 칼로 죽이고 머리
를 베는 상황과 이를 목격한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묘사한다. 악장 전반에 걸쳐 <악보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방, 전위 등의 대위법적 기법이 사용된 16분음표의 리듬패턴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는데, 사방으로 흩어지며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는 모
습이 효과적으로 연상된다.
원 제목은 La fuga de’ Fillistei, che vengono persequitati ed amozzati dagl’Israeliti 로 제
시되어 있다. 18세기 이전 ‘푸가(fuga)’는 대위법적 기법을 뜻하는 음악적 용어로 사용
되기도 했지만 ‘도주(逃走)’, ‘도망’의 뜻으로도 사용되었는데(Randel, 2003, p. 328), 쿠
나우는 ‘도주’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 ‘푸가’가 가지는 이중적 의미를 모
두 염두에 두고 사용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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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5악장, 마디 150-156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격전을 묘사하는 16분음표 패시지는 푸가 기
법 외에도 3도, 6도, 10도 간격의 병진행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고 <악보 13>에서 보여
지는 오른손, 왼손에서 번갈아 나오는

리듬은 추격의 긴장감을 더해준다. 성부

를 교차하며 끊임없이 긴장이 감도는 선율이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쿠나우는 역설적으
로 매우 단순한 조성(C-G-C)을 사용하고 있고, <악보 13>의 마지막 두 마디의 마침은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칼로 죽이는 장면을 다장조의 으뜸화음(Ⅰ)을 3차례 등
장시키며 강한 종지 형태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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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5악장, 마디 165-175

6. 6악장: 승리를 맞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쁨
6악장은 사무엘상 17장 52절에서 54절 사이의 내용으로 천하무적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의 용기로 승리한 이스라엘인들의 환희를 담고 있다. 다음의 <악보 14>
와 같이 6악장에서는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듯 비교적 높은 음역을 사용하였고, <성서
소나타> 전체를 통틀어 드물게 쓰인 3/8박자와 그 박자에서 파생된 3분할 리듬(ternary
rhythm), 그리고 트릴의 빈번한 사용으로 승리의 기쁨에 들뜬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
이 잘 표현되어 있다. 악장의 음악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유쾌하고 소박한 시골풍의
시끌벅적한 잔치를 연상시키는 지그 양식”(권송택, 2010, p. 24)이 사용된 것으로 여겨
진다.
화성적으로는 다른 악장에 비해 ⅱ의 화성이 빈번하게 쓰여 ⅱ6-Ⅴ-Ⅰ의 진행 형태로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성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인 종지 형태로 제시
되는 ⅱ6-Ⅴ-Ⅰ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격렬한 싸움이 끝나서 안도하는 마
음을 간접적으로 표현된 듯하다. 또한 이전 악장에 비해 장식음이 많이 사용된 것이 관
찰되는데 주로 강박을 강조하는 첫 박에 표시되어 있어 환희에 가득 찬 사람들의 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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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넘치는 표정이 더욱 강조되어 표현된다. 6악장에서 ‘tr’이 제시된 부분을 살펴보면
긴 음, 마디의 첫 음에 주로 사용되어 흥겨운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살려준다.

<악보 14>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6악장, 마디 176-191

7. 7악장: 다윗을 찬양하는 여인들의 합창
7악장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사이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라는
구절을 기반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을 환영하는 장
면을 표현하고 있다. 승리의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 리듬이 <악보 15>에서 제
시된 바와 같이 대위적으로 모방되며 여러 성부에서 제시되지만, 조성은 C장조에서 G
장조, E단조를 거쳐 다시 C장조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있다.

<악보 15>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7악장, 마디 25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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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 바뀌는 부분을 구조적인 음들로 살펴보면 C장조 으뜸화음의 구성음인 C, E,
G가 C-G-C-E-C의 순서로 나옴으로서 으뜸화음의 윤곽을 조성적으로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16>의 마디 273부터 나타나는 온음계적 동형진행을 거쳐 이 곡의 클라
이막스에 도달하게 되며, 화음을 중첩, 리듬 패턴을 반복, 모방함으로써 화려한 축제처
럼 느끼도록 표현하였다.

<악보 16>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7악장, 마디 273-276

8. 8악장: 많은 춤과 계속되는 승리의 환희
8악장은 7악장에 쓰인 성경의 본문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많은 춤과 계속되는 승리
의 환희’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인들이 춤추며 뛰노는 장면이 집중적으로 묘
사되었다. 6악장의 경우 3/8박자를 사용해서 승리에 도취된 기분을 지그로 표현했다면
8악장은 그 기쁨을 보다 우아한 미뉴에트로 표현한 악장이라 할 수 있다. 같은 3박자이
지만 의 3분할 박이 박의 단위로 사용된 6악장과 2분할박인 ♩가 기본 박으로 사용된
8악장은 차별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쿠나우는 이 곡에서 3/4박자에서

의 리듬

패턴을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높은 음역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 트릴을 사용하여 행복한
감정을 잘 살려 표현하였다. 첫째 단을 제외하면 1번 소나타에서 가장 높은 음역에 선
율을 배치하고 있고 주로 높은음자리표 영역에서 양손이 연주된다. 또한 8악장에서는
페르마타와 긴 음가의 리듬을 이용해서 다른 악장에 비해 프레이즈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작곡하여 춤동작의 자연스러운 멈춤과 진행이 드러난다<악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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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8악장, 마디 289-296

8악장의 마지막 부분은 에디션마다 조금씩 다른 기보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악보
18>에서 보이는 것처럼 헨레 판 악보에는 어떻게 곡을 마쳐야 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대로 연주한다면 종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곡이
끝나게 된다. 헨레 판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원전판에 가까운 편집 양상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유독 다른 에디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어 인쇄상의 오
류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에디션의 경우 마디 328을 연주
한 다음 다시 마디 289로 돌아가서 마디 296에서 끝나도록 편집되어 있고, 원전판은 8
악장의 마지막에 다카포 표기와 돌아갈 마디의 첫 마디를 악보로 그려 놓았다<악보
19>. 또한 피터스 판은 8악장의 끝부분에 <악보 20>과 같이 한 단이 첨가되어 원전판에
표기된 다카포에 의해 돌아가게 되는 부분을 연주자가 알아보기 쉽게 편집해 놓았다.
제한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바로크 작품에서 에디션 비교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을 증
명해 주는 좋은 예로 여겨진다.

<악보 18>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8악장, 마디 321-329, 헨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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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8악장, 마디 327-329, 원전판

<악보 20>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8악장, 마디 321-337, 피터스 판

Ⅳ. 제 1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음악적인 해석을 위한
제언
뉴먼(F. Neumann)은 <17･18세기 연주관습>(Performance practices of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에서 17･18세기 작품의 연주법을 템포, 리듬, 다이내믹, 아티큘레이
션, 프레이즈, 그리고 꾸밈음 부분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뉴먼이 제시한 6가지
항목 분류는 <성서소나타>의 해석을 위한 연구에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서 다루어진 각 곡의 작품 분석(이야기와 음악과의 연관
성 분석, 에디션 비교)에서 발견된 내용이 실제 연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뉴
먼이 제시한 항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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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템포
3번 소나타 2악장, 4번 소나타 3악장에서 이탈리안 용어(adagio, allegro)로 템포를 표
기한 것을 제외하면, 쿠나우는 <성서소나타>에서 템포에 대한 정보를 이탈리안 용어로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대신 표제나 묘사적 설명으로 곡의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어
연주자들의 창의적인 템포 해석이 요구된다. 바두라-스코다(1993)는 “지난 200년 동안
작곡된 음악가운데 다양한 템포로 연주되지 않은 곡은 거의 없다” (p. 71)라고 하였는
데, <성서소나타> 역시 연주자들의 해석에 따라 템포가 매우 다양하게 선정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3>은 연주자들의 연주시간과 메트로놈 속도를 측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연주자들이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악장별로 빠르기에 변화를 주며 연주한 것으로 관찰
되었다. 또한 ‘느림-빠름’의 대조적인 템포 배열이 관찰되어 쿠나우가 이야기를 배치할
때 대조적인 템포의 배합으로 이루어진 교회 소나타 양식에 영향을 받아 작곡했음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한 악장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처음 설정된 템포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연주하였는데, 예외적으로 악곡의 중간에 묘사적 설명과 카덴차 패시지가 추
가된 4악장의 경우 이야기의 극적 표현을 위해 연주자들이 자유롭게 템포를 변화시키
며 연주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템포 설정에 있어 개인의 취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발견되었다. 휘트니의 경
우 모든 작품을 평균 템포 이상의 빠른 속도로 연주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연주자
간 극명한 템포 해석의 차이를 드러낸 2악장의 경우 가장 느린 템포로 연주한 버트는
♩= 36, 가장 빠른 템포로 연주한 휘트니는 ♩= 112의 속도로 연주하여 두 연주자간의
속도 격차가 무려 세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템포의 선택에 따라
무서움에 떨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매우 다른 느낌으로 전달
되었는데, 느린 템포로 선정한 버트의 연주에서 간절한 기도가 더욱 극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악장의 추격하는 장면에서는 버트의 오르간 연주가 빠르고 웅
장하여 도망가고 추격하는 느낌이 잘 전달된데 비해, 칼다라의 하프시코드 연주는 너무
느려서 그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 유승지(2001)는 “템포를 결정하는 데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p. 5)고 말하였는데, 연주자의 상상력에 따라 같은 음악
적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도 다른 해석이 이루어졌음을 연주 비교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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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연주자별 연주 시간과 메트로놈 속도 비교
악
장

마틴

레온하르트

버트

호르바트

칼다라

몰라르디

휘트니

(피아노)

(오르간)

(오르간)

(하프시코드)

(하프시코드)

(오르간)

(클라비코드)

1

1' 40''
♩=112

1' 48''
♩=100

1' 35''
♩=116

1' 38''
♩=114

1' 44''
♩=110

1' 52''
♩=100

1' 24''
♩=120

♩=110

2

2' 38''
♩=52

2' 53''
♩=50

5' 11''
♩=36

2' 17''
♩=60

2' 23''
♩=60

2' 30''
♩=82

1' 51''
♩=112

♩=58

3

1' 00''
♩=180

1' 19''
♩=132

1' 03''
♩=182

1' 02''
♩=170

1' 22''
♩=154

1' 04''
♩=180

1' 00''
♩=180

♩=168

4

1' 07''
♩=90

1' 00''
♩=94

1' 09''
♩=112

1' 04''
♩=98

1' 24''
♩=96

28''+26''11)
♩=100

53''
♩=120

♩=101

5

1' 00''
♩=126

57''
♩=116

43''
♩=152

57''
♩=116

1' 06''
♩=106

1' 04''
♩=108

47''
♩=134

♩=123

6

1' 30''
♩.=56

1' 24''
♩.=62

1' 14''
♩.=72

1' 20''
♩.=62

1' 27''
♩.=60

1' 16''
♩.=73

1' 18''
♩.=66

♩.=64

7

1' 25''
♩=94

1' 30''
♩=90

1' 22''
♩=98

1' 25''
♩=94

1' 39''
♩=84

1' 21''
♩=100

1' 17''
♩=110

♩=96

8

1' 23''
♩=152

1' 25''
♩=158

1' 56''
♩=166

1' 33''
♩=148

1' 23''
♩=158

1' 51''
♩=130

1' 21''
♩=166

♩=154

평균속도

2. 리듬
쿠나우는 등장인물의 심리상태, 움직임, 실제적 상황, 특정 악기 소리 등에 어울리는
특정한 리듬 패턴을 악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표현
하였고, 악장별로 주요하게 사용한 리듬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각 악장마다 이야
기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리듬 패턴들이 일관성 있게 흘러가는 쿠나우의 음악에서 각
리듬의 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 연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연주자들에
따라 악보에 표기된 것과 다른 리듬의 해석이 상당수 발견되었고 이러한 연주의 상당
부분은 바로크 연주관습이 반영된 결과로 관찰되었다.

11) 몰라르디는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 부분’(마디 134에서 마디 144 첫 박까지)과 ‘다윗이 돌을
던져 골리앗이 쓰러져서 죽는 부분’(마디 144의 두 번째 박부터 마디 149까지)으로 구분하여
4악장을 2개의 트랙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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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에 나타난 리듬의 유형
악장 구분

주요 리듬

이야기의 구성
골리앗의 힘자랑하는 모습

/

1악장

떨림, 두려움

2악장
3악장

/

다윗의 용기와 추진력

4악장

/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5악장

추격

6악장

기쁨

7악장

흥겨운 나팔소리

8악장

/

/

/

승리의 환희

1악장에서 16분음표가 연주될 때 마틴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16분음표의 시
작부분을 조금 길게 연주하는 루바토를 적용하여 리듬이 고르게 들리지 않았다. 아르농
쿠르(Harnoncourt, 2006)는 “우리들의 시대는 기계적인 것에 완전히 예속되어 버렸다”(p. 72)
라고 하면서 바로크 음악의 16분음표 패시지를 기계적으로 치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따라서 연주자들의 창의적인 16분음표 패시지의 표현은 바로크 시대의 연주관습을 따
른 표현으로 여겨진다. 또한 돌메치(A. Dolmetsch)는 “옛 음악에서 점과 쉼표의 중요성
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이 같은 해석은 지루해 보이는 악장도 장엄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또 생동감 있는 음악으로 변화시켜 준다”(김애자, 1996, p. 36에서 재인용)라
고 하였는데, 붓점 리듬에 속한 점음표들 혹은 쉼표를 표기된 것보다 길게 연주하는 것
도 관찰되었다. 이 역시 연주자들이 바로크 시대 연주관습을 좇아 해석한 결과로 여겨
진다.

3. 다이내믹
<성서소나타> 악보에서 다이내믹 표시를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표시되어 있는 몇몇
군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번 소나타 5악장의 경우 마음의 슬픔 부분과 잠이 오는
장면은 piano로, 용기를 취하는 부분과 잠에서 깨어나는 부분은 forte로 표기가 되어 있
다. 상황을 묘사하는 문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탈리안 용어로 다이내믹을 제시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이야기의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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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표기가 없는 부분들의 경우 선율, 리듬, 화성, 성부 구성에 따른 텍스추어 및
프레이즈의 구성, 음역 등의 배합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다이내믹의 변화를 잘
관찰하여 이야기의 전개에 맞는 다이내믹의 해석을 연주자가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악보 21>에서 제시된 것처럼 1악장의 붓점 리듬의 경우 단선율로 붓점이
제시될 때와 성부를 늘려 4성부의 밀집된 소리로 연주될 때 그 효과는 매우 다르다. 이
렇게 악보 상에서 다이내믹 표기 대신 성부의 증가로 음량의 증가를 유도하기도 하지
만 연주자의 해석에 의해 성부를 늘려 다이내믹의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4악장을 오르
간으로 연주한 몰라르디는 골리앗의 리듬을 연주할 때 저음부에 음을 추가한 옥타브형
태로 연주하여 음량을 증가시키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음량증가 뿐 아니라 음역의
대비도 한층 심화되어 이야기의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악보 21>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1악장, 마디 38-45

한편, 반복적으로 선율이 제시될 때 다이내믹의 변화를 꾀하는 예들이 연주 비교에서
자주 발견되었는데, f와 p의 대조, 혹은 점차적인 셈여림의 변화 등 다양한 해석 양상이
관찰되었다. 3악장의 마디 81에서 마디 83 사이에는 같은 선율이 세 번 반복되는데 마
틴은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점점 크게 연주하여 피아노의 특성을 잘 살려 연주하였다
<악보 9 참조>. 코세비츠키(G. A. Kochevitsky)는 “바로크시대 음악에서 다이내믹은 감
정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이주혜, 2017, p. 217에서 재인용)
고 하였는데, 8악장의 연주 비교에서 그 내용이 잘 관찰되었다. 특히 클라비코드로 연
주한 휘트니는 규칙적인 8 마디의 프레이즈를 반복할 때 크고 작게 연주하여 메아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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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echo effect)를 사용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고, 오르간으로 연주한 버트는 프레이
즈마다 음색을 바꾸어 연주하였다<악보 20 참조>. 다이내믹 혹은 음색을 바꾼 휘트니
와 버트의 연주는 프레이즈의 반복 시 변화를 거의 주지 않고 연주한 다른 연주에 비해
훨씬 흥미롭게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다.

4. 아티큘레이션
다이내믹 표기와 마찬가지로 <성서소나타>에는 아티큘레이션과 관련된 표기를 거의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번 소나타 2악장에는 반복되는 음들에 붙임줄이 표
기되어 있다<악보 5 참조>. 헨레 판의 편집자인 뮬레만(2014)은 이러한 표기를 붙임줄
(tie)이 아닌 이음줄(slur)로 명시하고, 이는 클라비코드의 전형적인 연주 기법12)을 위해
표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연주자들이 이 음들을 다 연주한 것으로 보
아 아티큘레이션의 구별된 표현을 위한 이음줄로 해석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연주 시 이음줄이 붙은 첫 음을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약간 길게, 그리고 강조하며 연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두라-스코다(1993)는 “음과 박의 다양한 조합형태를 기초로 리듬을 인지한 후, 이
들에 적절한 악센트를 가하고, 또 긴장과 이완, 호흡과 아티큘레이션을 적절히 구사하
여 각 리듬이 가지는 특징을 듣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작업”(pp. 18-19)이 중요
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아티큘레이션의 표현은 연주자의 리듬,
템포, 다이내믹, 그리고 프레이즈의 해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야기를 효과
적으로 전달하면서 악기고유의 음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터치로 연주될 수 있
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5. 프레이즈
쿠나우의 <성서소나타> 작품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프레이즈의 해석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다가왔다. 그 이유는 8악장 미뉴에트처럼 8마디의 긴 프레이즈가 규칙적으로 나
오는 작품들도 있었지만, 대위법적 기법이 사용되거나 리듬패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성부들의 시작과 종지가 일치하지 않아 선율이 계속 중첩되어 악곡에서 프레이징이 분
12) 클라비코드 특유의 연주기법, 베붕(Bebung)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야기와 음악이
매우 적절하게 어우러진다. 베붕은 건반을 누르는 압력에 변화를 줘서 비브라토효과를 내는
기법을 의미한다(Randel, 2003,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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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구별되는 곡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악장의 경우 한 손씩 따로 생각하면 쉼표에 의해 프레이즈가 나뉘는 것처
럼 보이는데 실제로 연주할 때는 다른 성부에서 계속하여 음악이 진행되고 있어 마치
실타래를 풀어내듯 프레이즈가 맞물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 22>. 퍼거슨
(Ferguson, 1998)은 이러한 프레이즈를 대위법적 음악의 특징이라 설명하며 ‘악절의 겹
침’(overlapping phrase)이라 구분하였다(p. 82).

<악보 22> 쿠나우 <성서소나타> 1번 1악장, 마디 1-5

한편, 3악장을 보면 앞부분은 명확하게 두 마디로 프레이즈가 구분되지만 이후로는
반복되는 패턴을 모방적으로 사용하여 진행함으로서 악절이 겹치게 되어 프레이즈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 9 참조>. 따라서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힌
프레이즈의 음악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다이내믹이나 음색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켜 연주
하는 것이 요구된다.

6. 꾸밈음
바흐가 그의 작품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식음 표기를 사용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쿠나
우는 <성서소나타> 전반에 걸쳐 장식음을 단순한 ‘tr’표기만을 사용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터스 판에서는 트릴 표기가 원전판보다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전판과 다른 부분을 괄호 안에 표기하여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한 연주자들의 해석에 의해 장식음이 없는 종지음에서 꾸밈음이 사용된 것도 관찰되었
는데 하프시코드로 연주한 칼다라의 경우 <성서소나타>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종지음
에 꾸밈음을 사용하였다.
종지음 뿐 아니라 시작음에서도 꾸밈음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1악장에서 버트와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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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시작하는 음에 꾸밈음을 사용하여 연주하였는데 버트는 오른손의 모음화음 중
으뜸음인 ‘C’ 음을 트릴로 처리하여 연주하였고, 칼다라는 모음화음을 아래로 굴리는
아르페지오 주법을 사용하여 연주하였다. 몰라르디는 꾸밈음 뿐 아니라 멜로디를 변주
하거나 음의 성부를 추가해서 다이내믹의 변화를 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코랄을 차용한 2악장의 연주에서 칼다라는 코랄 선율에 꾸밈음을 사용하여 차
별을 두었으나 다소 과한 꾸밈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떨림’ 이라는 이야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 6악장과 8악장을 연주할 때 버트는 그의 오르간 연주에서 꾸
밈음을 거의 각 마디의 첫 음에 사용할 정도로 악보의 표기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오르간 스탑의 사용으로 인해 종소리와 새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은 효과를
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연주자들은 리듬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화려한 종지를 만들기 위해, 모음화음을 변화를 주어 연주하고 싶을 때, 음을 추가하여
다이내믹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 반복 부분에서 선율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그리고 다
양한 음색을 표현하기 위해 악보에 표기되지 않은 장식음을 창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나가는 말
쿠나우의 <성서소나타>는 표제 뿐 아니라 그가 직접 쓴 서문, 그리고 장면을 묘사하
는 이야기가 악보에 서술되어 있다. 20세기 이후 프로코피에프(S. Prokofieff, 1891-1953)
의 <피터와 늑대>(Peter and the Wolf, 1936), 풀랑크(F. Poulenc, 1899-1963)의 <아기 코끼
리 바바 이야기> (Histoire de Barbar, 1940) 등 교육적 목적으로 내레이션(narration)이 첨
가된 작품들이 주요 작곡가들에 의해 창작되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교습용 피아노 교
재에 활발하게 적용되어 출판되긴 했다. 하지만 바로크 시대부터 표제음악이 성행한 19
세기 낭만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묘사적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연주곡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서소나타>는 이야기와 음악과의 연관성, 더 나아가 문학과
음악의 상관관계를 살피는데 더 없이 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악곡 분석, 에디션 분석, 연주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쿠나우의 <성서소나타> 중 제 1
번을 살펴본 결과 악보 상에서는 템포, 다이내믹, 아티큘레이션, 꾸밈음의 표기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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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지만 등장인물의 심리상태 및 움직임, 실제적 상황, 그리고 특정 악기 소
리 등에 어울리는 특징적 리듬 모티브와 박자가 구별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이야기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리듬 모티브와 다른 음악적 요소들:
템포, 다이내믹,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즈, 꾸밈음, 음역, 음정, 화성, 조성, 그리고 양식
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배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주자들도 바로크 시대의
연주 관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 해석을 하여 동일한 음악적 정보가 주어짐에
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요소들이 연주에 많이 가미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쿠나우는 기쁨, 용기, 행복함, 위로, 회복 등의 심리 상태와 힘자랑하는 모습 등의 상
황을 묘사할 때는 주로 붓점 리듬이나 그 외의 점음표를 포함한 생기 있는 리듬 패턴들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8분음표와 16분음표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리듬 패턴들은
일관된 감정이나 동작 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특히 특정 양식이 분위기를 묘
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주제 선율이 지속적으로 모방되며 제시되는
푸가 양식은 도망, 추격하는 장면을 위해 사용되었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묘사하기 위
해 전원의 풍경을 담고 있는 뮤제트 양식이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악보에 전혀 표시는
없었지만 연주자들은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템포나 다이내믹을 구별되게 해석된 것으
로 나타났다. 연주자들은 기쁨의 순간, 용기를 취하는 장면, 추격하는 장면에서는 빠른
템포와 큰 소리, 우울감이나 가라앉는 감정을 표현 할 때는 느린 템포와 작은 소리를
사용하여 연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조성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쿠나우는 1번 소나타에서 C장조를 6회, F장조와 A단조를 각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장면 및 고통스러운 상황
이 묘사되는 이야기의 경우 단조와 감7화음의 사용, 빈번한 조성의 변화로 표현하였다.
한편, 이야기의 분위기와 악기의 음색에 맞는 적절한 아티큘레이션의 표현으로 실타래
처럼 얽혀있는 프레이즈를 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연주자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로
던져진다. 그리고 연주자의 창의적 음악 해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꾸밈음의 사
용은 에디션, 연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쿠나우가 단순한 ‘tr’표기만을
악보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장식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즉흥
적으로 선율을 추가하거나 특별한 음색을 추가하여 이야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상에서 언급된 본 연구의 결과는 쿠나우의 <성서소나타> 연주를 준비하는 연주자
들에게는 음악 해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표제음악 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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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는 작곡가들에게는 이야기와 음악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
를 제공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음악과 문학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작품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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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ory and Music
for the Musical Interpretation of the First Sonata
‘The Battle between David and Goliath’
among Johann Kuhnau’s The Biblical Sonatas

Won, Soyoun･Ryu, Seungji

The Biblical Sonatas of J. Kuhnau(1660-1722) are important pieces of work that cannot be
overlooked when discussing program music−especially in keyboard music literature. The
reasons for this are because The Biblical Sonatas includes the title of each song and
explanatory rubric as well as the introduction written by Kuhna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a composition technique to express the story more effective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story of the Bible and the music, as well as to find
a way of interpreting music that can be played expressively with imagin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while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in the score, the story is effectively
described by applying unified musical elements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condition of
the character and situation. The characteristic rhythm motives and meters are also
distinctively used as the story is developed. Moreover, contrasting expressions are found in
accordance with emotion and atmosphere when using the tempo, dynamics, articulation,
phrase, ornamentation, register, interval, harmony, tonality, and style. The information found
in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five editions and recordings by seven perform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ory and music, will provide ideas for both musical interpretation and
composing program music.
Keywords: Johann Kuhnau, Biblical sonatas, Program music, Baroque music,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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