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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모든 예술작품의 탄생에는 창작의 계기가 되는 영감이 

존재한다. 예술가에게 있어 영감은 구체적인 구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그러한 구상을 거쳐 위대한 작

품은 만들어지게 된다. 작곡가에게 창작의 계기가 되는 

영감이 장면과 움직임으로 이어졌을 때, 그 음악은 그것

들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요소들을 갖게 될 것이다. 혁신

적이고 파격적인 리듬과 다채로운 관현악법으로 구성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작곡가가 자신의 공상 속

에서 영감을 얻어 이교도들의 엄숙한 제전을 무대 음악

으로 형상화 시킨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낮과 밤을 

상징하는 두 개의 파트에 포함된 각 곡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작곡가가 구성하고자 하는 장면을 토대로 만

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장면구성을 위한 음악적 요소와 

특징이 존재한다. 이러한 음악의 특징과 요소는 분명 연

주만을 위해 작곡된 음악과는 의도하는 바가 다를 것이

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봄의 제전>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봄의 제전>은 낮을 상징하는 1부 ‘대지의 찬미’와 

밤을 상징하는 2부 ‘희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 2부를 

구성하는 각 곡의 제목들은 곡의 분위기와 장면을 나타

낸다. 제목에서 연상되는 장면이 작품 전체의 주제와 흐

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곡의 특징과 음

악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음악적 분석을 마친 후에는 안

무가 모리스 베자르(Morice Bejart)와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작품 영상을 활용하여 장면구성을 위한 <봄의 

제전>의 음악적 특징과 요소가 실제로 안무 작품에서 완

성된 장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에 대해 두 안무

가의 작품을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Ⅲ. 연구결과

1. 장면구성 측면에서의 분석 : 음악적 특징과 

요소

  템포의 급격한 변화와 잦은 변박, 악기의 다양한 활용, 

불규칙한 악센트와 파격적인 리듬 등이 두드러진다. 급

변하는 템포와 잦은 변박은 절제와 자유를 오가며 곡 전

체에 긴장감을 주어 ‘이교도들의 엄숙한 제전’이라는 주

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악기의 다양한 활용은 신비

로운 분위기와 원시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으며 불규칙

한 악센트와 파격적인 리듬 또한 원시적이며 본능적인 

장면을 이끌어 낸다. 특히 <봄의 제전>의 장면구성에 가

장 큰 역할을 하는 음악적 요소는 리듬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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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리듬과 다채로운 관현악법으로 구성된 스트라빈스키의 발레음악 <봄의 제전>은 공상 속 ‘이교도들의 엄숙

한 제전’이라는 장면에서 영감을 얻어 무대음악으로 형상화 시킨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작곡가가 구성하고자 하는 장면을 토대로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장면구성을 위한 음악적 요소와 특징이 존재한다. 이것은 분명 연주만을 위한 음악과는 의도하는 바

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봄의 제전>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봄의 제전>은 급변하는 템포와 잦은 변박, 혁신적인 리

듬사용을 통해 원시적이고 본능적이며 생명력 있는 장면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구성하였다. 음악적 분석을 바탕으로 모리스 베

자르(Maurice Bejart)와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안무 작품에 대입하여 실제 안무작품의 장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아보았을 때, 세부적인 안무와 연출의 차이는 있지만 장면구성을 위한 특징적인 부분에서는 음악이 의도하는 장면과 같은 맥락

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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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규칙한 악센트로 인한 리듬은 원시적인 느낌을 효

과적으로 나타내며 폴리리듬, 타악기의 대조적인 리듬 

등은 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장면을 표현한다.

2. 안무 작품 속 장면으로의 대입

  위의 음악적 분석에 서술한 바와 같이 <봄의 제전>의 

장면구성을 위한 음악적 특징과 요소는 작품의 전체 주

제와 장면묘사에 다양하게 활용되었고, 효과적인 장면구

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음악적 분석을 토대로 

모리스 베자르(Maurice Bejart)와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봄의 제전> 안무 작품 영상을 활용해 장면

구성을 위한 <봄의 제전>의 음악적 특징과 요소가 실제 

안무 작품의 장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아 보

았다. 각 작품의 세부적인 안무는 다르지만 장면 구성을 

위한 특징적인 부분에서는 곡의 주제와 제목이 나타내는 

대로 확실하게 인식된 이미지를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었

다.

Ⅳ. 결론

  <봄의 제전>의 장면구성을 위한 음악적 특징과 요소

를 분석한 결과, 연주만을 위한 음악과는 분명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봄의 제전>은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며, 이러한 음악적 특징과 요소를 분

석한 결론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봄의 제전>

은 리듬, 템포, 박자 등의 규칙과 형식 탈피, 악기의 다양

한 활용 등 장면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음악적 특

징과 요소를 활용하여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면을 이끌어 

냈다. 둘째, 이것을 안무 작품에 대입하여 모리스 베자르

(Maurice Bejart)와 피나 바우쉬(Pina Bousch)의 작품을 

비교 하였을 때, 불규칙한 악센트로 원시적·본능적인 

장면묘사에서 야만적인 움직임의 반복적인 동작을 이용

한 구성, 현악기의 묵직한 당김음에서 반동을 주며 몸을 

아래로 당기는 동작의 반복 등 음악이 의도하는 장면과 

같은 맥락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안무가에 따

라 세부적인 안무와 연출의 차이는 있지만 장면구성을 

위한 특징적인 부분에서는 음악적 특징과 요소가 그 흐

름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을 결론 삼

아 장면, 내용전개, 움직임 등을 위한 무대음악의 후속 

연구를 계속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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