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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J. S. Bach Partita No. 2 in c minor, BWV 826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30 in E Major, Op. 109

J. Brahms Klavierstücke, Op.118

A. Babajanian Poem for Piano의 연구 및 연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양 연 정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J. S. Bach Partita No.

2 in c minor, BWV 826,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30 in E

Major, Op. 109, J. Brahms Klavierstücke, Op.118, A. Babajanian Poem

for Piano에 대해 작곡가와 작품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적합한 작

품해석과 연주기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J. S. Bach Partita No. 2 in c minor, BWV 826은 6개의 파르티타 작품

들 중 하나로, 파르티타는 전통적인 조곡의 형식위에 새로운 변화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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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으로서 프랑스 조곡과 영국 조곡에 비하여 악곡 구성이 다양성을 지

니고 있으며 모두 동일한 조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필자가 연

구하고자 하는 파르티타 2번은 도입부의 역할을 하는 신포니아와 선택적

무곡인 론도, 지그 대신 카프리치오를 사용한 각기 리듬과 성격이 다른 6

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30 in E Major, Op. 109는 세 악장

구성의 후기 소나타이다. 제 1악장 Vivace ma non troppo는 Sonata

Allegro 형식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제 1, 2 주제가 대조되는데 빠르기

와 박자에 있어서까지 대조를 보인다. 제 2악장은 Prestissimo이고, 스케

르초 성격의 소나타형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대위법을 많이 사용하

였다. 제 3악장은 Andante molto Cantabille ed espressivo의 E장조 주제

를 가지는 변주곡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주제가 조성은 같으나 서

로 다른 요소와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J. Brahms Klavierstücke, Op.118는 브람스의 170여개의 피아노를 포함

한 작품들 중 그의 생애 마지막 20년에 작곡된 작품으로써 전 6곡으로 구

성되어 있고 4곡의 인터메조와 각 한 곡씩의 발라드, 로만체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곡은 두 부분 이나 세 부분으로 나뉘는 짜임새를 가지고 있으면

서도 대조되는 모티브를 다룸에 있어서 유사성을 유발함으로써 결국은 하

나의 모티브가 순환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악장간의 전

체적인 템포는 빠르게-느리게-빠르게-느리게로 구성되어 있어 바로크적

대비성을 보여주고 악장의 전체적인 제목에서는 인터메조사이에 발라드와

로만체가 들어감으로써 전 곡의 완결성을 이루는 고전적 성숙성이 보인

다.

A. Babajanian의 Poem for Piano는 아르메니아 작곡가의 곡으로

Andante cantabile의 서정적인 부분과 Presto brillante의 기교적인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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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어 대조적인 면을 보인다. Ardo Babajanian(1921-1983)은 여러 장

르의 음악을 다루었으며 Yevgeny Yevtushenko, Robert Rozhdestvensky

와 같은 시인들과 합작하여 대중적인 곡들을 작곡하였다. 그의 음악들은

알마니아 민속 음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Rachmaninov와 Khachaturian

의 영향을 받았다.

주요어: Bach, Partita, Beethoven, Sonata, Brahms, Klavierstücke,

Babajanian , Poem for Piano

학번: 2011-2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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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 곡목인 Bach의

Partita 2번과 Beethoven의 Sonata Op. 109, Brahms의 Klavierstücke

Op.118 그리고 현대작곡가 Arno Babajanian의 Poem for Piano를 중심으

로 각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시대 순으로 구성하고자 한

다.

J. S Bach는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로, 파르티타는 다른 조곡에

비해 악장 배열이 자유로우며 각 악장은 제목을 달리 한다. 파르티타 2번

은 바로크 시대의 모음곡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전통적 구조를 분석,

비교함으로써 악곡의 구성이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L. v. Beethoven은 고전시대와 낭만시대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작곡가로

그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 No. 30 Op. 109에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기법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존의 틀을 탈피한 형식구조와 주제

발전과 변주기법을 통한 표현 방법을 연구하여 그의 선구적 낭만성과 자

유적 성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J. Brahms는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로서 고전적인 형식

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낭만주의 음악을 재창조한 신고전주의 작곡가

(Romantic classicist)로도 널리 평가받고 있다. 또한 브람스는 규모가 작

은 양식의 성격소품(Character piece)를 많이 작곡하였는데 그의 생애 마

지막 20년 사이에 작곡된 후기 작품들로 그의 음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브람스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과 그

의 생애 그리고 브람스 피아노 음악의 시기별 음악적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Klavierstücke Op.118의 6개 소품에서 전개되는 형식과 선

율, 화성, 리듬 그리고 대위법적 기법 등 다양한 음악 요소들의 특징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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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브람스의 작곡 기법도 이해하고 더 나

아가서는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을 연주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Ardo Babajanian(1921-1983)은 아르메니아 작곡가로 여러 장르의 음악

을 다루었으며 Yevgeny Yevtushenko, Robert Rozhdestvensky와 같은

시인들과 합작하여 대중적인 곡들을 작곡하였다. 바바자니안의 음악은 아

르메니아 민속음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짧은 모티브들이

변형과 반복을 통하여 드러나는 색채감과 구조를 중심으로 그가 아르메니

아 민속음악을 Rachmaninov와 Khachaturian의 현란한 기교들로 연결 짓

는 과정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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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J. S. Bach Partita No. 2 in c minor, BWV 826

1.1 작품배경

Johann Sebastian Bach(1685-1750)는 바로크시대 음악의 대표 작곡가

로서 다양한 기악곡을 작곡하여 그 시대의 독창성 있는 작품형식을 구축

하게 되었다. 기악음악은 16-17세기를 거치는 동안 놀라운 변모와 발전을

거듭하여 중세시대와 르네상스시대 때 무용의 반주로만 사용되었던 춤곡

은 바로크시대에 이르러 하나의 완성된 예술작품으로 확립되었다. 그리하

여 Germany, French, Italy, England 등지에서 다양한 특성을 하나로 통

합시켜 바흐를 구별 짓는 독특한 suite로 발전되어졌다.

이태리어 파르티타(Partita)는 원래 프랑스어 Partie에서 기원한 말로써

영어의 Part나 Team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의 주제에 의해 작곡된 뒤 일

종의 변주곡 형식으로 발전되어 모음곡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점차 파르티타가 변주곡 형식의 모음곡, 더 나아가서 변주곡이 아닌 모음

곡에도 파르티타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는데 바흐는 이 두 가지의 의미

를 모두 사용하였다.1)

파르티타는 전통적으로 allsmande, courante, sarabande, gigue를 기본악

장으로 두고 optional dance를 곡에 따라 삽입하면서 다양한 장르와 성격

1) 국민 음악 연구회,『세계 명곡 해설 대사전』(서울:국민음악,1981),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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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게 되었다. Optional dance는 다양한 춤곡 사이사이에 삽입되는데

악곡의 도입부에 prelude, sinfonia, overture, fantasia, toccata를 사용하

고, gigue 사이에 bourree, gavotte, menuet, passepied, polonaise 등 춤곡

이 삽입곡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suite은 바로크시대에 바흐로 인해

French Suite, English Suite, Partita로 완성되어 각각 6곡씩 작곡되어졌

다.

바흐는 6곡의 파르티타를 Leipzig시대(1723-50)에 작곡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적인 경향은 이전에 써 놓은 곡을 개정하거나 몇 가지 작품을 곡 집

의 형태로 정리·출판하는 것이었다. 1726년 이후 한 곡씩 발표하였던 그

의 6곡의 파르티타 역시 클라비어 연습곡집(Klavierübung) 제 1권으로 출

판된 작품들이다.2)

대규모의 도입악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조곡과 유사하지만 도입악

장의 제목과 성격은 각 곡마다 다르며 다양한 악장의 이름과 순서로 대담

하고 예외적인 기법들을 사용하였다. 제 1번에서는 전형적이며 자유로운

Praeludium이, 제 2번에서는 거의 관현악적이라 할 수 있는 Sinfonia가

놓여졌다. 제 3번과 제 4번에서는 각각 Fantasia와 Overture으로써 바로

크 시대의 환상곡풍의 곡이다. 제 5번에서는 Praeambulum이고, 마지막

파르티타 6번에서는 장대하고 엄격한 Toccata가 되었다.3) 파르티타는 전

통적인 suite의 형식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임의적인 무곡인 optional

dance와 춤곡이 아닌 곡들도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다. 6개의 파르티타의

구성악장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2) 세광출판사,『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서울:세광출판사,1982), p.645.

3) J. Gillespie, 김경임 역,『피아노 음악』(대구:계명대학교출판부,198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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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도입악장 악장구성 optional dance
마지막

악장
조성

1 Praeludium
Allemande-

Courante-Sarabande

Menuet

Ⅰ&Ⅱ
Gigue B♭

2 Sinfonia
Allemande-

Courante-Sarabande

Rondeaux

-Capriccio
없음 cm

3 Fantasia
Allemande-

Courante-Sarabande

Burlesca

-Scherzo
Gigue am

4 Overture
Allemande-Courante

-Aria-Sarabande
Menuet Gigue D

5 Preambulum
Allemande-

Courante-Sarabande

Tempo di

Minuetta-

Passepied

Gigue G

6 Toccata
Allemande-Courante

-Aria-Sarabande

Tempo di

Gavotte
Gigue em

<표 1> Partita의 악장구성

바흐의 Partita No. 2 in c minor는 1727년에 완성된 곡으로 당시 suite

의 일반적인 형태의 기본 틀을 벗어난 작품으로 형식면에서 가장 다양하

고 자유로운 변화를 추구한 곡이다. 첫 도입부에 prelude가 아닌 sinfonia

로 시작하며 총 6개로 이루어진 파르티타 중 유일하게 마지막 악장인

gigue를 없애고 sarabande 뒤에 특징적으로 춤곡이 아닌 rondeaux와

capriccio를 포함시켜 새로운 구성을 보이는 곡이다. 도입악장인 sinfonia

를 제외하고 각 악장은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가 항상 원조인 c

minor로 등장하여 통일성을 보여주며 관계조로 전조를 거친 후 다시 원

조로 복귀한다. 파르티타 2번의 전체구성은 Sinfonia – Allemande –

Courante – Rondeaux – Capriccio의 6곡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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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기 마디 조성 박자

Grave Adagio 1-7 c – f - c 4/4

Andante 8-29 c - g 4/4

Allegro 30-91 c – g – f - c 3/4

1.2 작품연구

Sinfonia

Partita No. 2 in c minor의 도입악장으로 작품 전체의 서곡 역할을 하는

sinfonia는 그 어원에 ‘합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연주에 있어 오케

스트라적인 음향을 기대한다. 이 곡은 6 악장 중 가장 긴 길이를 가지며

속도와 리듬에 의해 크게 3부분으로 구분지어 지는데 Grave Adagio 로

시작되는 7마디의 도입부를 지나 Andante의 22마디, 그리고 3/4의 경쾌한

리듬으로 Allegro로 해석되는 빠른 2성 푸그로 연주되는 62마디가 이어진

다. 빠르기에 따라 명확하게 나뉘는 Sinfonia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표 2> Sinfonia의 구성

Grave Adagio의 도입부는 느리고 웅장한 느낌으로 C음의 Pedal-tone을

이용한 3화음과 7화음의 수직적인 화음진행이 돋보인다. 전형적인 French

Overture4)의 부점 리듬이 강조된 순차적 선율이 동형진행으로 주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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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식적인 선율에 대한 즉흥적인 연주 기법이 요구된

다. <악보 1>

<악보 1> Sinfonia, Grave Adagio 도입부(1~2마디)

두 번째 부분의 Andante는 하성의 규칙적인 8분음표가 반주만을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상성의 16분음표, 32분음표로 주선율의 움직임을

보인다. 앞의 1부분에서 연주자의 즉흥적인 연주기교를 요구한 반면, 2부

분에서는 차분해지며 보다 정확하고 명료한 리듬을 갖고 연주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악보 2>

4) French Overture: 17C말과 18C초에 오페라와 관련하여 륄리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3부

분 형식으로 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정적인 리듬을 가진 2박자 계통의 광대하고 장중

한 느린 속도로 되어 있고 둘째 부분은 푸가적이거나 모방적 수법으로 된 빠른 부분,

그리고 이어서 제 1부와 같은 느린 부분(Adagio Coda)으로 계속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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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Sinfonia, Andante 도입부 (8~9마디)

3/4로 박자가 바뀌면서 템포가 빨라지는 Allegro는 앞의 Andante와 성격

이 분명하게 달라진다. 장식적인 부점리듬이 사라지고 악곡 전체가 8분음

표와 16분음표의 규칙적인 패시지로 구성되었으며 모방적인 대위법적 주

제와 응답의 기법이 적용된 전형적인 2성 푸가진행이 양손에서 교차되어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악보 3>

<악보 3> Sinfonia, Allegro 도입부 (30~35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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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mande

2박자 계통의 여유 있는 서정적인 선율이 특징적인 Allemande는 독일의

라이겐 지방이 기원인 독일적 성격의 음악이다. c minor의 단순한 2부분

형식(binary form)으로 조성이 같고 마디수가 똑같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

져 있다. 못갖춘마디로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16분음표 8개의 음배열로 이

루어진 동기가 연속적으로 오른손 왼손으로 동형진행하며 나타난다. <악

보 4> 1부분은 c minor 조성을 중심으로 관계조 내에서 잦은 전조를 이

루며 진행하고 모방과 동형진행이 전체의 형태를 이룬다. 상성부와 하성

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주제선율의 리듬배열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같은 리듬 형태를 잃지 않고 연주하여야 한다.

<악보 4> Allemande 1부분 도입부 (1~2마디)

1부분의 열려있는 화성구조로 결과로 연속되는 2부분은 c minor의

Dominant로 시작된다. <악보 5> 첫 번째 부분의 왼손이 전위된 형태로

시작하여 발전적인 요소를 더한 새로운 선율이 동형진행되며 곡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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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Allemande 2부분 도입부 (17~18 마디)

Courante

3박자계의 무곡인 Courante는 프랑스의 ‘달리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16세기에 발생하여 17세기 중엽에 모음곡의 기본악장이 되었다.5) 파르티

타 2번의 Courante는 세련되고 우아하며 너무 빠르지 않은 3/2로 2부분

형식의 모방적 기법으로 씌어진 4성부의 곡이다. 각 마디 사이사이에 들

어간 16분음표 음형들은 빠른 진행으로 곡의 느낌을 화려하고 경쾌하게

끌어간다. 처음 2마디에서 주제가 제시되며 상성부의 선율은 긴 순차진행

을 위주로 곡 전체에 다양한 음형과 당김음 리듬으로 장식적이고 즉흥적

인 기교가 나타난다. <악보 6>

<악보 6> Courante 1부분 도입부 (1~2 마디)

5) 임해정,『피아노 문헌개요』(서울:수문당, 1981),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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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반복되는 2부분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이어지는 2부분은 1부분과

마디수가 똑같으며 구조 또한 큰 변화 없이 진행된다. 상성부의 주제는

역시 첫 두 마디에서 제시되는데 앞의 주제를 전위시킨 형태로 나타난다.

<악보 7>

<악보 7> Courante 2부분 도입부 (13~14 마디)

Sarabande

Sarabande는 1600년 이전 스페인에서 유행하던 춤곡이었으나 프랑스 궁

정으로 들어오면서 고상하고 위엄 있는 장중한 춤곡으로 변화했다.6) 느린

3/4박자의 2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1 부분은 뒤의 2부분에

비해 길이가 짧고, 춤곡 양식인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Gigue

중에서 유일하게 갖춘마디로 시작하는 곡이다. 6곡 중 가장 진지하고 무

게감 있는 소리로 연주할 것이 요구된다. 도입부분의 주제는 제 1곡

sinfonia의 2 부분 andante의 동기인 G-A-D-E♭ 4음을 사용하여 곡의 통

일성을 이루었다. 상성부는 순차진행을 하며 긴 음과 짧은 음을 교차 사

6) 안정모,『약식론』(서울:다라, 2000), p.119.



- 18 -

용하여 레가토와 테누토의 효과를 누리고 있고 하성부는 8도 도약 등 보

조적인 역할로서 반주나 부분적인 음형의 모방적인 처리로 이루어져 있

다. <악보 8>

<악보 8> Sarabande 1부분 도입부 (1~3 마디)

2부분은 16마디로 8마디의 길이를 가진 1부분보다 훨씬 길다. 2부분의

시작은 상성부와 하성부가 모두 16분음표의 음형으로 더욱 촘촘해진 짜임

새로 나타나지만 다시 하성부가 8분음표의 도약 음형의 보조적인 역할로

복귀한다.

Rondeaux

전통적인 Suite 구조에서는 여기에서 Gigue가 등장해야 하지만 바흐가

확립한 파르티타는 그 구성에 있어서 자유로웠으므로 춤곡이 아닌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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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마디 조성

A 1 -16 c

B 17 - 32 c -f

A 33 – 48 c

C 49 - 72 c – E♭- c

A 73 - 80 c

D 81 - 96 c -g

A 97 - 112 c

곡을 sarabande 뒤에 optional dance의 역할을 하는 Rondeaux를 첨가하

였다. 곡의 구조를 분석, 정리하여 보면 주요주제의 반복과 그 사이에 에

피소드들이 삽입된 형태로 작곡기법면에서 변주형식이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표 3> Rondeaux 구성

3/8의 경쾌한 템포로 시작하여 8분음표로 상성부가 먼저 주제를 제시하

고 한 마디 뒤부터 하성부에서 이 주제 선율을 바로 따라간다. <악보 9>

론도 도입부곡 전체에서 거의 모든 마디에 등장하는 8분 쉼표와 16분 쉼

표들은 선율의 흐름에 공기를 많이 주입하여 보다 가벼운 분위기의 연주

를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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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Rondeaux 도입부 (1~6 마디)

Capriccio

Capriccio도 rondeaux와 마찬가지로 sarabande 뒤에 삽입된 optional

dance의 한 곡으로 gigue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6개의 Partita중 5개가

gigue를 마지막으로 끝내는데 비하여 No. 2만 유일하게 capriccio로 끝나

는 것이 특징이다. capriccio는 다른 악곡에 비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

며 기상곡, 광상곡 등으로 번역되어 다소 변덕스러운 곡으로 알려져 있지

만 바로크시대의 푸가 형식의 따르며 대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

다.7) 2/4 박자의 3성 푸가 형식이며 2부분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곡 전

반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는 도입부의 8분쉼표 뒤에 4도 도약의 당김음으

로 제시되고 이 주제가 각 성부에서 응답으로 이어진다. <악보 10>

7) 송영택, 김혼언역.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⓸“바흐”』 (서울:음악세계, 2000),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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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Capriccio 1부분 도입부 (1~10 마디)

2부분은 1부분이 전위된 형태로 등장하는데 악상에서도 앞의 당당한 분

위기와 달리하여 속삭이듯이 연주하여 대조를 이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악보 11> 쉼표와 4도 도약의 당김음으로 이루어진 주제는 2부분에서도

11번 등장하며 곡 전체의 중심을 이룬다. 1부분과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이어지면서 곡을 마무리 한다.

<악보 11> Capriccio 2부분 도입부 (49~52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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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30 in E Major,

Op. 109

2.1 작품배경

Ludwig van Beethoven(1770-1827)은 19세기 초에 음악가들이 차지하게

된 새로운 사회적 위치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좋은 사례를 제공해 준다.

베토벤은 하이든과는 달리 젊은 시절 본에서 지낸 것을 제외하고 궁정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빈에 있을 때 모차르트같이 베토벤은 자유로운 예술

가로서 레슨을 하거나 연주회를 통해서 수입을 얻었고, 출판사로부터 인

세를 받았으며 작품을 의뢰받거나 귀족들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생계를 유

지하였다. 그는 그의 작품에서 이에 따라 일하고 생활하려 노력하는 특정

이상을 표명하였고 무언의 기악을 프랑스 혁명과 관련이 있는 자유

liberté, 평등 égalité, 박애 fraternité를 포함하는 아이디어들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매개체로 간주하였다.8)

모차르트와 같이 피아니스트였던 베토벤은 독주 피아노 음악, 특히 소나

타에 역점을 두어 그의 심미적 성향까지도 소나타에서 세밀하게 시도해

보는 실험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바흐의 평균율 48곡을 바로크 음악을 총

결산하는 건반 악기의 ‘구약성서’로 취급하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

곡은 건반 악기의 ‘신약성서’라 불리는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는 건반악기 문헌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8) F. E. Kirby, 김혜선 역,『피아노 음악사:20세기 말까지』(서울: 다리출판사, 2007),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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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9)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작곡된 소나타들은 독창적이고 풍요로운 아이디

어들을 고도로 세련되고 논리적인 틀에 담아내어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면

서도 다양하고 자유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내용과 형식 간의 조화를 구현

했다. 악장 구성은 2악장, 3악장, 4악장으로 다양하며 소나타 형식에

Variation, Fugue, Fantasia 등을 첨가하여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의 교

량적 역할을 한다.

후기 시기 작품에는(1816-1927) 베토벤이 청각을 완전히 잃고 건강의 악

화와 생활고에 시달리어 깊은 사색의 색채가 짙게 깔려 있으며 마지막 5

곡의 작품에는 이전의 강렬한 성격이 차분한 내적 명상의 성격으로 표현

되고 있다. 그는 고전주의 구조 안에 더 큰 자유와 더 많은 환상을 불어

넣어 그 한계를 확장하고 응집력을 최대화하였다. 후기 소나타에서는 악

장 수가 변화하여 Op. 106은 4개의 악장, Op. 101, 109, 101은 3개의 악장

을 가지고 Op. 111에 이르러서는 2개의 악장을 가지면서 낭만주의 시대의

단악장 탄생에 까지 이르게 된다. 변주곡 형식은 후기 스타일의 대표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푸가와 결합하며, 변주곡 악장들이 그의 후기 걸작

여러 곡에서 등장한다. 그런 예로는 교향곡 9번의 아다지오 피날레와 현

악 사중주들의 핵심적인 악장이 있다.10)

9) 백기풍 외,『베토벤 32곡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분석과 연주법』(서울:작은우리, 1993),

p.20.

10) Maynard Solomon, 김병화 역, 『루트비히 판 베토벤②』, (서울: 한길아트, 2006),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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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형식구조 마디 조성 박자

제시부
제 1주제 1-8 E Major 2/4

제 2주제 9-15 B Major 3/4

2.1 작품연구

베토벤은 같은 기간에 최후기 소나타 3곡을 작곡하며 Op. 109의 E장조

피아노 소나타는 1821년 11월 슐레징거 출판사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베

토벤은 Op. 101과 Op. 106에서 최대 규모의 소나타를 이루고 더 이상 여

기에서 교향악적 폭을 소나타 스타일에 부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더 작은 규모로 돌아갔다. 그는 여러 종류의 엄격한 다성적 구성과 즉흥

적 풍을 작품에 녹여 넣었고 클라이맥스는 또다시 피날레로 이동되는 구

조를 보이고 있다. Op. 109, No. 30 in E Major에서는 말년 그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자유롭고 몽상적이며 제 1악장과 마지막 악장의 주제

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1악장 Vivace ma non troppo-Adagio espressivo

2/4박자, Vivace ma non troppo로 시작하여 제 1주제를 제시하고 그와

대등한 비중으로 사용한 제 2주제를 3/4박자 Adagio espressivo로 나열하

는 제 1악장은 두 개의 주제들이 박자와 템포, 분위기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며 환상곡 풍의 소나타 형식을 따른다. <표 4>

<표 4> 제 1악장의 형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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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
제 1부분 16-33 B Major

2/4
제 2부분 33-48 B Major

재현부
제 1주제 48-57

E Major
2/4

제 2주제 58-65 3/4

종결부 66-99 E Major 2/4

제시부는 E장조의 조성을 가지고 느린 서주부 없이 Ⅰ로 시작한다. 제 1

주제는 1~8마디로 3도 도약하는 음정과 4도 하행하는 동기ⓐ로 이루어지

며 이것은 제 1 악장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 <악보 12> 상성부와 하성부

가 순차진행하는 음형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sempre legato로 연주하며

경과구 없이 자연스럽게 제 2주제로 연결된다.

<악보 12> 제 1악장, 제 1주제 (1~8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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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주제는 3/4, Adagio, 셈여림도 p에서 f로 바뀌면서 제 1주제와 대조

를 보인다. 무겁고 장중한 분위기로 전환되며 한 마디 안에서 p, f,

crescendo 등 잦은 악상 변화가 베토벤 음악의 특징을 표현하여 준다. 상

성부의 멜로디는 순차진행하면서 동형진행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 악구는

제 1주제 첫째 악구를 구성하는 멜로디와 동일하다. <악보 13>

<악보 13> 제 1악장, 제 2주제 (9~10 마디)

발전부는 16~48마디까지 이며 제 1주제의 기본소재와 동일한 주제를 અ와
ଇ리듬으로 반복 변형하여 진행한다. 주요조성은 B 장조이며 오른손과 왼

손이 주고받으며 선율선을 이끌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제 1주제로 연

결된다.

재현부는 48마디부터 시작하며 E 장조로 복귀한다. 제시부와 비슷하게

진행되어 제 1주제와 제 2주제가 나타나지만 제 1주제의 상성부는 두 옥

타브 위에서, 하성부는 한 옥타브 아래에서 재현되고 왼손의 선율이 쉼표

를 사용하지 않고 tie와 slur로 계류시켜 진행한다. <악보 14> 이로써 더

확대된 음역대와 음향을 가지며 화려한 주제의 재현을 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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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제 1악장, 재현부 (48~52 마디)

종결부는 66~99마디이며 재현부의 제 1주제와 제 2주제를 지나 다시

Tempo Ⅰ으로 돌아와 제시부의 제 1주제와 동일한 리듬 구조와 주요동

기가 변형되어 교대로 진행된다. 78마디부터는 지금까지 나열된 펼친 화

음들이 choral풍의 수직적 화음으로 정적으로 정리되며 화음이 변화하면

서 반종지 하고 attaca로 바로 제 2악장으로 연결된다. <악보 15>

<악보 15> 제 1악장, 종결부 수직적 화성진행 (78~85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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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조성

제시부 1-65 e minor – b minor

발전부 66-104 b minor

재현부 105-157 e minor

종결부 158-177 e minor

제 2 악장 Prestissimo

제 2악장은 e 단조 조성의 6/8박자이며 소나타 형식이다. 빠르기는

prestissimo로 스케르초 풍으로 연주되는데 이는 당시에 2악장이 느리게

작곡되었던 관례에 비해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2악장의 형식구

조는 다음과 같다. <표 5>

<표 5> 제 2악장의 형식구조

제시부에서는 제 1주제가 2개의 악구로 이루어져 시작하며 주제 선율과

리듬은 악장 전체의 구성에 기둥 역할을 한다. 동기ⓐ 와 동기ⓑં ଇ
ં ଇ는 악장 전체를 통일시켜주며 1~4마디와 5~8마디에서 동형진행하고

있다. <악보 16> 제 1악장과는 반대의 성격을 나타내며 ben marcato라는

지시와 함께 ff의 세기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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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제 2악장, 제시부 제 1주제 (1~8 마디)

발전부는 제시부의 제 1주제를 변형한 형태로 시작하며 70마디부터는 상

성부는 내성이 푸가의 주제처럼 나타나고 이어 소프라노 성부에서 응답이

겹쳐 나오며 스트레토와 같이 나타난다. 조성은 b 단조로 시작되며 e 단

조를 거쳐 C 장조로 전조되며 점차 조용한 분위기로 넘어간다. 새로운 동

기의 발전적인 모습 없이 경과적인 역할만을 하며 재현부로 넘어간다.

재현부에서는 제시부의 제 1주제가 ff의 악상으로 재현된다. 이 주제 선

율을 다시 왼손과 오른손이 교차되어 반복해 제시부보다 화려하고 강조하

여 전개한다. 주제와 경과부가 제시부와 거의 일치하면서 진행하다가 종

결부에서 새롭게 10마디 더 확대된다. p로 시작된 하성부의 가 상성부

와 결합하면서 점점 커지고 음역도 확대되어 f의 강렬한 스타카토로 정격

종지한다. <악보 17>

<악보 17> 제 2악장, 종결부 (170~177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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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악장 Gesangvoll, mit innigster Empfindung

제 3악장은 3/4박자의 E 장조로 변주곡 형식을 도입하여 주제와 6개의

변주로 이루어져 있다. 6개의 변주는 조성은 변화가 없으나 서로 다른 템

포와 분위기를 가지며 각 변주곡의 개성을 살렸다. 제 1악장과 제 2악장

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소나타 형식이었지만 제 3악장이 Op. 109의 중심

적 악장이 되면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베토벤은 변주곡 형식을 Op.

14-2의 2악장, Op. 26의 1악장, Op. 57의 2악장에서 사용하였는데 Op.

109에서는 변주곡 형식을 마지막 악장에 취하였다.

Theme(Andante molto cantabile ed espressivo)는 2부분 형식으로 볼 수

있다. 4마디의 아름다운 선율이 중심이 되는 상성부의 주요리듬은 3/4의

3박자 계통의 춤곡 리듬이고 하성부의 규칙적인 ં ં ં 리듬이 주제를 끊기

지 않고 이어가게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악보 18> 7, 8마디에서는 It. 6

와 Ger. 6화음이 나타나며 Ⅴ화음으로 해결되어 반종지 하고 마지막 마디

에서 정격종지로 마무리 짓는다.

<악보 18> 제 3악장, Thema (1~5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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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변주(Molto espressivo)는 주제와 비교할 때 화성도 유사하며 박자

와 템포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단지 리듬의 변주를 이용하여 멜로디 선을

변형시킨다. 오른손의 주제 선율에서 옥타브 또는 6도 도약의 장식음이

등장하는데 이는 선율선에 성악적인 분위기를 더하여 서정적인 멜로디로

깊이 있는 선율을 표현한다. 주제와 마찬가지로 2부분 형식으로 되어있으

며 2 부분에서 crescendo를 거쳐 sf에서 상성부가 최고음을 정점으로 연

주하고 이와 대비되게 mezza voce로 음색을 바꾸며 조용한 분위기로 제

2변주를 준비한다. 조성은 E 장조로 시작해서 26마디에서 잠시 f# 단조로

전조된 뒤 다시 E 장조로 돌아온다. <악보 19>

<악보 19> 제 3악장, 제 1변주 (17~ 20 마디)

제 2변주(Leggiermente)는 16분음표의 스타카토로 이루어진 가벼운 분위

기의 제 1주제와 <악보 20> 8분음표의 레가토로 연주되는 우아하고 부드

러운 제 2주제<악보 21>로 크게 나뉜다. 이 두 부분은 대조를 이루면서

한 번 더 유사하게 반복되며 마무리 된다. A – B – A＇- B＇로 반복

되는 부분들은 서로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지만 서로 조화롭게 연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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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제 3악장, 제 2 변주 제 1주제 (33~34 마디)

<악보 21> 제 3악장, 제 2변주 제 2주제 (41~43 마디)

제 3변주(Allegro vivace)에서는 2/4박자로 흐름이 변화되면서 빠르기와

셈여림, 아티큘레이션이 앞의 변주들과 대조적이다. 시작하는 첫 4 마디에

서 주요 멜로디가 상성부와 하성부에 각각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제시되

며 그 이후부터 앞의 상성부 8분음표 선율이 하성부에 등장하고, 하성부

의 16분음표 선율이 상성부에 등장하며 서로 반진행한다. 2중 대위법적

구도를 가지고 선율이 서로 교차되며 캐논형식의 구도를 보여준다. 또한

p와 f를 대조적으로 사용해 강약의 효과를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악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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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제 3악장, 제 3변주 (65~68 마디)

제 4변주(Etwas langsamer als das Thema)는 ‘주제보다 약간 느리게’라

는 지시어에 맞게 앞 변주의 경쾌한 분위기에서 다시 주제와 비슷하게 조

용한 느낌으로 시작된다. 제 4변주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부

분은 97마디에서 104마디까지, 2부분은 105마디부터 113마디까지로 구분

된다. 1부분에서는 16분음표 음형이 끊이지 않고 오른손과 왼손의 성부를

드나들며 연결되고 8분음표의 서정적인 선율은 하성과 상성이 주고받으며

응답하듯이 전개된다. 2부분에서는 pp로 시작하여 crescendo와 반복적인

sf를 통해 ff까지 도달하였다가 dolce의 pp까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악상은

베토벤 작품의 특징적인 다이나믹을 보여준다. <악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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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제 3악장, 제 4변주 (97~98 마디)

제 5변주(Allegro, ma non troppo)는 푸가의 특징이 드러나는 대위법적

인 변주이며 8마디의 큰악절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부터 f로 시작되

어 마지막 8마디 전까지 sempre f로 지시되어 악곡 전체에 무겁고 논리

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첫 마디의 최상성부에서 제시되는 주제선

율은 나머지 2 성부들과 조화를 이뤄내며 진행하고 이어 나머지 성부에서

도 대위선율을 이어나간다. 137~144마디의 f부분을 145~152마디가 똑같이

p로 반복하는데 이러한 대조적인 구조는 마지막 변주를 들어가기 위한

교량적인 역할을 해준다. <악보 24>

<악보 24> 제 3악장, 제 5변주 (113~117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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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변주(Tempo Ⅰ del Tema)는 제 3악장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으며 6개의 변주곡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길고 우아하면서도 화

려한 피날레의 느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주제는 오른손의 알토성부

에 제시되며 시작하고 외성부에서 지속되는 B음은 오르간 포인트의 역

할을 한다. 주제를 제시하는 처음의 4분음표는 8분음표로 분화되고 16분

음표와 32분음표의 분화까지 쉬지 않고 세분화 되다가 긴 트릴로 이어지

면서 화려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고조된 분위기는 185마디에서

diminuendo의 등장으로 pp까지 사라지듯 진행하다가 188마디에서 주제를

재현하면서 회상적인 분위기로 곡을 맺는다. <악보 25>

<악보 25> 제 3악장, 제 6변주 (153~157, 158, 160, 164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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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 Brahms Klavierstücke, Op.118

3.1 작품배경

Johanness Brahms(1833-1897)는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로서 바흐, 베토벤과 함께 독일 음악의 3B라고 불린다. 그는 고전적인 형

식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낭만주의 음악을 재창조한 신고전주의 작곡가로

도 널리 평가받고 있다.11)

피아노는 브람스에게 가장 친숙한 악기였기에 피아노 작품들에서 그의

음악 변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우구스트 슈트르케(August Sturke)

는 브람스가 전 생애에 걸쳐 남긴 모든 장르의 작품 창작 시기를 3시기로

나누었는데 1기에서는 근본적으로 낭만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고 2기에는

고전파적인 성격과 개인적인 모습이 드러나며 3기에는 고전주의와 낭만주

의가 융합을 이루며 자유롭고 단순함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인다. 브람

스는 1851년부터 1892년 까지 40년에 걸쳐 피아노곡을 작곡하였으며 작곡

양식에 따라 각 시기별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는 슈만처럼 옛 대규모 형

식인 소나타와 주제와 변주로 시작해서 다양한 유형의 성격소품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제 1기에는 일정한 틀 안에서 소나타들과 스케르초를 작곡

하였고, 제 2기에서는 변주곡과 발라드를 작곡하였으며 마지막 제 3기에

는 많은 성격소품들을 창작하며 그가 추구하는 모든 음악 사상과 내적표

현 등을 담았다.12)

11) 박유미,『피아노 문헌』(서울: 음악춘추사, 2010), p.261.

12) 조은혜,『J. Brahms Klavierstücke, Op.118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논

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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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람스 말기 작품들이 작곡되어진 제 3기(1866-1897)에 들어서는 성격소

품(character piece)으로 관심을 돌린다. 초기의 소나타와 변주곡들을 끝낸

후, 브람스는 소규모 형식의 피아노 작품에 눈을 돌리게 되어 독자적인

여러 종류의 서정적 성격소품들을 작곡하였다. 이러한 곡들은 그의 초기

작품들 가운데 나타났다가 한동안 사라졌으나 다시 그의 후기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13) Op. 76부터 Op. 119까지가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

제 3시기에 해당되며 Klavierstücke, Rapsodies, Fantasias, Intermezzos가

작곡되어졌다.

브람스의 성격소품들은 우선 보편화되고 음악 외적인 관련들을 피하였

다. 또한 묘기적인 요소를 피하기 때문에 절제된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우

세하다. 사용된 형식은 단순하고, 규모는 보통 작다. 이러한 단순성과 아

울러 엄격한 작곡법상의 기법에 중점을 두어 리듬과 화성을 고도로 정교

하게 처리하고, 대위선율을 특이하게 사용하였으며, 주제적 변주를 광범위

하게 사용하였다. 그의 성격소품에서 엄격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생소

한 것이 아니었고 리스트와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였던 문학적인 관련과

화려함을 피하면서 보다 절제되고 침착한 성향을 추구하였음을 보여준

다.14)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을 시기 분류에 따른 작곡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3) ibid, p.197.

14) ibid,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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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품연구

Klavierstücke, Op.118 특정 문학 작품과 음악 외적인 요소들을 피하면서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색채를 지닌 특징이 있다. 사실상 op.118의 곡들은

원래 Fatasias라는 제목으로 출판하려 했으나 브람스가 표기에서 표제적

이거나 감정적인 의미를 빼도록 보다 중립적인 표기인 Klavierstücke로

바꾸었다.

이 작품은 총 6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졌고 4개의 Intermezzo와 1개의

Ballade, 1개의 Romanze로 구성되어있다. 제 1곡이 2부 형식으로 이루어

진 것을 제외하면 모두 3부 형식안에서 템포와 박자, 조성을 변화시킨다.

대위법을 이용한 캐논 형식의 작곡 기술의 세련됨과 내면적인 상상력의

응집으로 브람스 피아노 음악 최고 걸작의 하나로 되어있다.

제 1곡 Intermezzo

제 1곡은 2/2, Allegro non assi, ma molto appassionato로 분산화음과

반진행에 의한 대위법적 형태이다. 연주 시 분산화음의 유연함과 주제선

율의 독립성을 위한 연습이 요구된다.

전체적인 구성은 coda가 붙여진 2부분 형식으로 A부분(1~10 마디)의 분

산화음에 의한 호모포닉 형태와 B부분(11~20 마디)의 반진행인 대위법적

인 형태가 나타난다. 주제 선율은 첫 1~2마디에서 제시되는데 C-B♭-A음

에서 왼손의 E음까지다. A부분은 전반적으로 상성부의 주제 선율과 하성

부의 아르페지오 분산화음의 결합이 중심이 된다. 화려하진 않지만 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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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특유의 논리적인 윤곽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반음계적 하행 선율은

A부분, B부분, coda에 걸쳐 계속해서 발전되는 중요한 동기적 소재가 된

다. 제 4마디 셋째 박부터는 2도 관계의 선율이 반복되어 내성 선율도 나

타나는데 이것은 첫 마디의 주제인 C-B♭음의 2도 관계를 모방해서 발전

시킨 형태이다. <악보 26>

<악보 26> 제 1곡 Intermezzo (1~4 마디)

제 2곡 Intermezzo

제 2곡은 3/4, Andante teneramente의 브람스 피아노 스타일의 무언가라

고 할 수 있다. 서정성의 포근하고 감미로운 선율은 브람스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오른손 최상성부가 돋보이게 흐르고 내성과 하성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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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이뤄 논리적인 화성진행을 유기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이 곡의 관

건이다. 화음의 배열로 곡이 진행되므로 화음 하나하나마다 선율의 흐름

이 멈추지 않도록 팔과 손목 전체를 이완하여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도

록 세심한 연습이 필요하다.

선율이 아름다워 복잡한 대위 기법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주제의 대위법적 기법을 많이 엿볼 수 있으며 잘 사용되지 않는 4

도와 7도의 도약이 사용된다.15) 제 2곡은 3부 형식으로 A부분(1~48 마디)

과 A'부분(76~116 마디)이 약간 축소됐을 뿐 변화 없이 반복된다. 34마디

부터 등장하는 선율은 처음 주제 선율의 전위된 형태로 단조로운 주제 선

율의 반복을 피하면서 B부분(49~76 마디)의 주제 선율을 암시하는 것이기

도 하다. <악보 27>

<악보 27> 제 2곡 Intermezzo (1~5 마디)

15) 김경임, 『낭만파 피아노 음악』(경북대학교 출판부, 2010), p.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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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곡 Ballade

제 3곡은 브람스의 널리 사랑받는 곡 중의 하나로 2/2, Allegro energico

의 강한 리듬의 수반된 주제 선율이 특징이다. 오른손과 왼손을 넘나드는

내성부의 화음선율이 강한리듬을 가지면서도 경계가지지 않도록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성부가 관악적인 분위기로 기둥적

인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최상성부가 중심적인 선율을 제시할 수 있도록

또렷이 연주하여야 한다.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A부분(1~40 마디)은 f의 악상으로 시작하여

a-b-a' 구성으로 흐른다. 상성부의 주제 선율은 못갖춘마디의 e-f#-g를

시작으로 순차진행을 하고 하성부는 도약 진행을 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내성부의 8분음표 리듬인 3성부 연속의 3화음, 7화음들은 제 3곡의

중심적인 화성 구조를 나타낸다. <악보 28> B부분(41~72 마디)은 분위기

를 전환시켜 pp로 시작하고 A부분이 스타카토로 지시되었던 것에 비해

긴 레가토가 형성된다. 브람스가 즐겨 사용하던 3도 및 6도 음정 중복에

의한 선율이 주제의  ♪리듬에 의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왼손에서는

넓은 음역의 아르페지오가 잔잔하게 전개된다. <악보 29>

<악보 28> 제 3곡 Ballade, A부분 (1~4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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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제 3곡 Ballade, B부분 (41~44 마디)

제 4곡 Intermezzo

제 4곡은 2/4, Allegro un poco agitato로 Op. 118중 가장 길이가 길며

모방, 이중 대위법 등 대위법적인 구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셋잇단음

표가 오른손 왼손에서 주고받으며 등장하여 곡의 특징적 통일성을 이루는

데 이를 고르고 페달에 의해 소리가 섞이지 않으면서 선율선을 보조해 주

는 역할을 잃지 않도록 신비스럽게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Coda를 포함한 3부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A부분(1~51 마디)은 셋잇단음

표의 리듬으로 구성되고 9~12 마디에는 셋잇단음표와 2개의 8분음표로

이루어진 2:3 또는 3:2 구조의 크로스 리듬이 나타나며 브람스의 복합적

인 리듬사용을 보여준다. 28마디부터는 캐논의 모습이 반복되고 양손이

서로 대화하듯 반진행하는 것은 동기 전개를 위한 대위법적 기법이 활용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30> 이어지는 B부분(51~99 마디)의 조성

은 A♭장조에서 시작하여 E 장조-C 장조-f 단조를 지나 세 번의 전조가

일어난다. 선율은 긴 음가의 리듬과 계속적 이음줄로 진행되고 양손이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확대된 음역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dolce sempre

의 지시어처럼 고요하게 흐르며 격정적인 A부분과 A'의 중간에서 긴장을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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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제 4곡 Intermezzo (1~4 마디)

제 5곡 Romanze

제 5곡은 서정적인 음악의 표현을 위해 Romanze의 소제목을 택하고

6/4, Andante로 도약을 극도로 자제하고 거의 순차진행하며 시작된다. 느

린 도입부는 브람스의 수사적인 화음진행에 유의하여 서정성을 가미한 노

래처럼 연주되고 이어지는 Allegretto grazioso 부분에 들어서는 ♫  ♬

로 분화되는 것에 주의하며 조각화되고 음표가 많아지며 단계적으로 드러

나는 긴장감을 표현하여야 한다.

ABA'의 짧은 3부 형식이고 A부분(1~16 마디)은 코랄(chorale)분위기로

연주되고, B부분(17~47 마디)에서는 섬세한 패턴의 변주가 바로크 시대의

서법을 연상케 한다. 제 5곡에서는 브람스가 엄격한 변주를 적용한 것을

볼 수 있다. A부분에서 a(1~4 마디)와 b(9~12 마디)의 동기를 가지고 aba

구조가 드러난다. <악보 31> B부분에서는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 7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는 다양한 변주를 거치며 브람스 특유의 선율의 중복, 전

조와 변박, 반종지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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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제 5곡 Romanze (1~4 마디)

제 6곡 Intermezzo

제 6곡은 3/8, Andante, largo e mesto로 정적인 선율로부터 동적인 선

율로의 이행으로 일어나는 극적인 분위기가 특징적이다. 이 곡의 주제 선

율은 교향악적인 성격이 있는데 브람스는 원래 이 곡을 교향곡 제 5번의

느린 악장으로 생각했었다고 한다. 제 6곡은 암울하고 슬프지만 체념의

끝자락에서 정제된 아름다움이 배어나듯이 말년 브람스의 심경을 전달해

주는 듯하다.

1~20 마디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21~40 마디로 이루어진 A부분(1~40

마디)과 극적으로 교향악 풍의 음향을 자랑하는 B부분(41~62 마디)을 지

나 축소된 A'부분(63~86 마디)으로 이루어진 3부 형식으로 되어있다. 주

제 선율은 1~4 마디에서 G♭-F-E♭의 3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선율구조이

다. 제 5마디부터 이 선율구조를 한 옥타브 아래에서 그대로 사용되어 곡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로 반복된다. 왼손에서 나타나는 펼쳐진 감 7화

음의 아르페지오 선율은 주제와 함께 진행되는 긴 화음 리듬으로 역시 반

복적으로 나타난다. 악상은 p에서 더욱 여린 pp의 악상으로 긴장감을 주

며 흐른다. 이 주제는 21마디부터 왼손의 첫 4마디를 제외하고는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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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된다. <악보 32> B부분은 A부분과 대조적으로 부점리듬을 더한 스

타카토와 두터운 화음, p에서 시작하여 급격하게 f-ff로 변화되는 악상 잦

은 전조 등으로 동적인 느낌을 강하게 전달한다. <악보 33> B부분의 마

지막에서 단 두 마디 만에 p로 전환되어 A'부분으로 들어서서 처음의 주

제를 재현한다. 곡의 마침 부분인 제 81~84마디에서는 악상이 pp-sff-p로

이어지는 급격한 다이나믹과 옥타브 병행으로 주제 선율을 한 번 더 강조

하면서 원조인 e♭단조의 Ⅴ₇ -ⅰ에 의한 완전 종격 종지로 끝을 맺는다.

<악보 32> 제 6곡 Intermezzo, A부분 (1~6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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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제 6곡 Intermezzo, B부분 (41~44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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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Babajanian Poem for Piano

 4.1 작품배경

 Ardo Babajanian(1921.1.22.-1983.11.11.)은 아르메니아의 작곡가로

예레반(Yerevan)에서 태어났다. 그가 다섯 살 때, 그의 비범한 음악

적 재능을 알아본 Aram Khachaturian(1903-1978)이 음악교육 받기

를 권유하였다. 2년 뒤인 1928년 그가 7살 되던 해에 Yerevan

Musical Conservatory에 입학하였다. 1938년, 그는 모스코로 옮겨

공부를 계속하였고 나중에 예레반으로 다시 돌아와 1950년부터 6년

동안 콘서바토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시기에 그는 <Piano

Trio in f# minor>를 작곡하였고 이 작품은 발표와 동시에 큰 찬사

를 받으며 그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다. 그 후에 그는 구소련과

유럽을 무대로 연주회를 이어나갔고 1971년 그는 구소련의 국민적

예술가로 칭송 받았다. 작곡가로서 활동하던 바바자니안은 대부분

모든 장르의 곡을 작곡하였으며 Yevgeny Yevtushenko16)와 Robert

Rozhdestvensky17) 등 유명한 시인들과 합작하여 많은 대중적인 곡

들을 작곡하기도 하였다. 그의 많은 작품들은 아르메니아의 민속

16) Yevgeny Yevtushenko(1933.7.18.- )러시아 출신의 시인으로 포스트 스탈린 시대의 감

정들을 대변하며 소설가, 수필가,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 배우, 편집자, 그리고 여러 영

화의 이사로 활동하였다.

17) Robert Rozhdestvensky(1932.6.20.-1994.8.19.) 러시아 시인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

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저항하며 늘 새로운 것의 선구자이자, 자유로운 풍의 시를 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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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기 주요내용 마디 박자

Allegro

energico

ff부터 ppp까지 급격한 악상변화가 보이며

a+b+a+b'로 반복하면서 Andante준비

1-5 3/4

6-7 4/4

음악에 고착되어 있고 라흐마니노프와 하차투리안의 비루투오소적

인 스타일로 민속조를 활용한다. 그의 후기 작품들은 프로코피에프

와 바르톡의 영향을 받았다. 바바자니안은 피아니스트로도 이름을

알렸으며 종종 자신의 작품을 직접 연주하기도 하였다.

그의 다른 피아노 솔로 작품들로는 “Six images”, “Polyphony Sonata”,

“Nocturne” “Poem”, “Rumination”등이 있으며 “Heroic Ballade for

piano with orchestra”로 1950년에 스탈린 상을 수상하였다.

4.2 작품연구

바바자니안의 피아노 작품 <Poem for Piano>는 1966년 작곡되었으며

크게 둘로 느리고 서정적인 부분과 기교적이고 극적인 효과로 가득한 부

분으로 나뉜다. Andante 부분의 선율은 그의 성악적인 작곡 기법이 드러

나며 Presto부분은 8마디의 소재가 반복적으로 변주되면서 단선율이지만

화려한 기교를 보여준다. 곡 전체를 분석하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표 6> 바바자니안 Poem for Piano 전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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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nte

cantabile

앞의 동기 a 하성부에 흐르면서

a-a'-b-a''-c의 선율이 흐른다.
8-41 3/4

Presto

brillante

A: 8마디로 이루어진 a가 반복되면서 중간에

발전적인 요소를 가진 b가 삽입된다.

a-a'-a-a''-b-a-a''-b'

B: 최상성부에 성악적 선율이 첨가되면서

하나의 동기를 다시 반복 변형한다.

a-b-a'-b'-c

C: 왼손이 동일한 음이 같은 리듬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pp에서 ff까지 발전하고 B부분

주제선율을 화음으로 변주하여 규모를

확장시킨다.

상승음형-a-b-a'

D: Pesante로 분위기 바뀌면서 처음의 동기로

복귀한다. fff의 악상과 옥타브 화음들이

무겁고 웅장하게 연주되고 곡의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A(42~108 마디)

B(109~131 마디)

C(132~180 마디)

D(180~189 마디)

42-85 3/4

86 5/4

87-105 3/4

106-107 2/4

108-128 3/4

129 2/4

130-179 3/4

180 6/4

181 4/4

182 3/2

183 2/2

184 3/2

185-188 2/2

189 3/4

Prestissimo

오른손과 왼손이 교차하며 빠르게 순차진행하

는 상승선율이 글리산도와 같은 효과를 내며

마지막의 fff를 준비한다.

190-191 2/4

192 3/4

Tempo Ⅰ
곡 전체의 최상음역과 최하음역이 결합하여

화려하고 강렬하게 끝낸다.
193-19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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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ro energico

느린 서주부를 이끌어갈 동기 a와 작품의 시작과 마지막에 배치되어 전

체의 통일성을 이루는 동기 b가 차례로 등장하며 시작한다. 동기 a는

C#-C-A#-B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반음계음형을 모티브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반음계의 동기는 전체 곡을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 모티브

가 된다. ff의 악상과 rubato marcatissimo의 지시어가 있으므로 무겁고

단호한 스타카토로 연주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첫 음 C#과 그

다음 반음계 위의 D음에만 tenuto가 표기되어 처음 굴러가는 바퀴가 힘

겹게 돌아가는 듯 진중한 오프닝이 기대된다. ff는 반복되는 a, b의 반복에

서 meno mosso를 거쳐 p로 급격하게 분위기를 전환되며 마지막 네 개의

음 D#-B-D-A#에서 ritardando하여 ppp로 사라지듯 연주한다. <악보 34>

<악보 34> Allegro energico (1~2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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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nte cantabile

3/4, ♪=88로 지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pp의 조용한 분위기

를 유지한다. 차분함 속에서 Allegro energico에서 제시된 첫 마디의 동기

a가 16분음표의 작은 음가로 속삭이듯이 끊임없이 흐르는데 오른손과 왼

손을 모두 이용하여 연주하지만 마치 한 성부인 듯 울퉁불퉁함 없이 고르

게 연주되어야 한다. 느린 서주부 내내 반복되는 동기 a는 최면을 일으키

는 듯 하는 효과를 주며 작지만 강력한 반음계의 주제를 나타낸다. 잔잔

한 a 위와 아래로 붙여진 주제선율은 마치 성악의 선율을 보는 듯하다.

이 주제는 a-a'-b-a''-c의 구조로 의 긴 음가와 32분음표의 장식적인

음형이 중심을 이루며 반복된다. 조용한 분위기 안에서 흘려보내지 않고

Andante부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악보 35>

<악보 35> Andante cantabile (8~11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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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o brillante

여기서부터는 곡의 마지막까지 느려지지 않고 빠른 템포로 비루투오소적

인 기교를 뽐내며 진행된다. 반복되는 악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

라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부분(42~108 마디)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길이의 악구가 6번 반복되는

구성을 보인다. 그 사이사이에 두 번의 악구가 삽입되는데 이는 반복을

통한 주제의 심화 과정과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발전적인 요소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 선율은 a-a'-a-a''-b-a-a''-b'구성을 보이고 a는 모두 동

일하게 8마디의 길이를 갖추고 있다. 모든 음표들은 단선율의 16분음표의

단선율로 이루어져 있는 주제는 오른손과 왼손이 교차하면서 비루투오소

적으로 빠르게 연주하여 한다. 악상은 8마디마다 pp에서 마지막 마디에

서 crescendo와 악센트를 이용하여 f까지 급격한 악상변화를 거친다. 이

러한 악상이 6번 반복되면서 긴장과 이완을 넘나들어 곡을 조정한다.

<악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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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Presto brillante, A부분, 기본악구 (42~49 마디)

8마디의 기본 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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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109~131 마디)에서부터는 Andante cantabile부분처럼 왼손이 16분

음표의 작은 음가를 연주하고 오른손이 ઁ ં 의 긴 음가만을 이용하여 진

행한다. 구성은 a-b-a'-b'-c로 단순하지만 반복하면서 악상이 pp에서 mp

로 커진다. c부분의 시작의 음역은 D6까지 올라간 후 마지막음 B♭2의 음

역까지 하강하며 음역과 악상 모두 확대된다. <악보 37>

<악보 37> Presto brillante, B부분 (109~112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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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부분(132~180 마디)이 시작마디부터 왼손은 반음계 A-B♭ 두 음만으로

이루어진 코드를 ઁ ં 의 리듬으로 계속 반복한다. 타악기가 비트감을 주

듯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왼손 위로 오른손의 16분음표가 빠르고 순간적

으로 흐르면서 낮은 음역부터 가장 높은 음역까지 피아노의 모든 음역을

지나가며 상승한다. 이 상승음형을 지나고 다시 바로 앞의 B부분에 등장

하였던 4마디의 a 부분이 무게감 있는 화성을 동반하며 ff의 큰 악상으로

웅장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부터는 모든 ઁ ં의 음가에 악센트가 지시되어

힘 있고 강하게 주제 선율을 연주하여야 한다. 구성은 a-b-a' 로 이루어

지는데 a'에서는 처음 A부분의 동기도 등장하면서 곡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 짓고 있다. <악보 38>

<악보 38> Presto brillante, C부분 (132~140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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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부분(180~189 마디)에 이르러서는 16분음표들이 사라지고 ં ઃ를 중심으

로 화성들만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pesante가 제시되면서 무겁고 중후한

분위기가 fff악상으로 연주된다. D부분을 시작하는 4 개의 코드는 제 2마

디에서 차용하였고 이것을 변형하여 반복하여 마치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악보 39>

<악보 39> Presto brillante, D부분 (180~182 마디)

Prestissimo

단 3마디로 이루어졌으며 마디마다 C#, D, F#이 중심이 되어 움직인다.

32분음표의 순차진행하는 음들로 이루어져있다. 오른손과 왼손으로 교차

하여 연주하지만 마치 한 손으로 글리산도하듯이 막힘없이 연주되어야 한

다. 상승하면서 악상은 더 확대되어 fff로 확대된다. <악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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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Prestissimo (190~192 마디)

Tempo Ⅰ

다시 본래 템포로 복귀하여 presto로 연주되며 오른손은 가장 높은 음역

의 짧은 음가로, 왼손은 가장 낮은 음역의 긴 음가로 그 구성이 대조적이

다. 한 마디를 똑같이 4번 반복한 후, 반음계 관계의 화음 2개를 두드리듯

이 연주하고 fff로 4개의 음을 떨어지듯이 강렬하게 끝맺는다.

<악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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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Tempo Ⅰ (193~194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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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J. S. Bach Partita No. 2 in c minor, BWV

826,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30 in E Major, Op. 109, J.

Brahms Klavierstücke, Op.118, A. Babajanian Poem for Piano의 4곡을

분석 연구하여 연주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각 작품마다 작곡가와 작품

의 배경에 대한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작품을 악보와 제시하며 형식과 구

조, 선율과 조성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특징을 설명하였다.

바흐의 파르티타는 모음곡 형태를 갖추었고 전형적인 Suite의 구조 안에

서 새롭게 첨가하여 자유로운 배열을 만들어내었다. 기본악장 앞에 춤곡

의 성격을 갖지 않은 새로운 악장을 도입하고 사라방드와 지그 사이에 론

도와 같이 다른 조곡에서 사용되지 않은 독립적인 자유곡을 도입했으며

마지막 악장인 지그를 대신하여 카프리치오로 곡을 마무리 지었다. 이러

한 새로운 변화는 가장 대담한 바흐만의 독창적인 파르티타를 완성케 하

였다. 파르티타 2번을 연구하며 바흐가 조곡에 시도한 획기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토벤의 최후기 소나타인 Op. 109, No. 30은 소나타 형식을 갖추면서

도 제 1악장과 제 2악장의 길이가 현저하게 짧아지고 변주곡을 가장 중심

악장으로 편성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기법들을 베

토벤이 고전주의의 탈피를 위해 시도했다기보다는 그 안에 더 많은 자유

를 주어 고전주의의 확장을 최대화하려는 의지로 해석하였다. 결국 이러

한 의지는 베토벤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기반을

잡아주었다.

브람스의 피아노 음악은 창작 시기와 양식에 따라 소나타, 변주곡,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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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의 3시기로 나누어진다. 후기의 작품인 Klavierstücke, Op.118은 6개

의 성격소품들로 구성되어있고 문학적인 연계는 찾아볼 수 없지만 각각의

곡은 하나의 색채를 가지고 구분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빠른 곡과

느린 곡을 차례로 배열하고 조 관계도 대부분 전통적으로 사용하며 대위

법적인 짜임새, 캐논 형식의 출현 등은 브람스가 피아노 음악에서 본질적

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제된 브람스의

음악 스타일은 낭만주의의 문학적인 화려함이나 묘기성보다 더욱 다루기

어렵고 그것을 음악적으로 완전히 표현해 내기 위해 많은 연습이 필요함

을 느낄 수 있었다.

현대곡인 바바자니안의 Poem for Piano는 아르메니아 작곡가의 작품으

로 작은 동기들과 악절이 반복하고 변형되면서 큰 덩어리를 구성한다.

Andante부분에서는 반음계를 이용한 모티브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수수께끼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presro부분에서는 라흐마니노

프와 하차투리안의 피아노 전 음역대를 사용하는 화려하고도 세련된 기교

들이 돋보인다. 작품을 분석하며 작은 퍼즐 조각들을 맞춰 큰 그림을 완

성시키는듯 하였고 연주 시에도 큰 틀 안에서 논리정연하게 음악을 구성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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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and Performance of

J. S. Bach Partita No. 2 in c minor, BWV 826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30 in E Major, Op.

109

J. Brahms Klavierstücke, Op.118

A. Babajanian Poem for Piano

Yang, Yeon-Jung

Majoring in Piano,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J. S. Bach Partita No. 2 in c minor, BWV 826 is one of the Six

Partitas for klavier which had many kinds of music suite more than

French suite and English suite. Partita No.2 is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the music such as rhythem, order and the same movement which is

based on the typical suite. The same key was used in al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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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The preparation movement is compose of six movement,

including Sinfonia which plays an introduction part, Rondeaux which is

optional dance, and Capriccio replaced of Gigue.

L. v. Beethoven s Piano Sonata No. 30 in E Major, Op. 109 is a late

sonata which contains three movement. The first movement, Vivace

ma non troppo is a Sonata-Allegro form and total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second thema is found. -even for tempo. Second movement is

Prestissimo with a character of Scherzo and sonata form. Especially,

Counterpoint is often used in second movement. The third movement

is consited of Character Variation which has E Major thema in

Andante molto Cantabille ed espressivo and each thema has same

tonality but different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J. Brahms Klavierstücke, Op.118, As the last work in his life among

his 170 works, is composed of 6 pieces including 4 intermezzo, 1

Ballade and 1 Romanze. Each piece have the structure divided into two

or three parts while generating similarity in handling the contrasty

motive so it gives the impression as if one motive circulates. Also the

general tempo among movements of Allegro-Andante-Allegro-Andante

shows the Baroque contrast and it shows the classical maturity

achieving the completion of whole pieces by inserting Ballade and

Romanze between Intermezzo for the titles of overall movements.

A. Babajanian Poem for Piano has two contrast parts, which made up

of Andante cantabile and Presto brillante. Babajanian was born in

Erivan, Soviet Armenia. As a composer, Babajanian was active in

most genres and even wrote many popular songs in collaborat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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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ding poets such as Yevgeny Yevtushenko and Robert

Rozhdestvensky among others. Much of Babajanian’s music is rooted

in Armenian folk music and folklore.

Keywords: Bach, Partita, Beethoven, Sonata, Brahms, Klavierstücke,

Babajanian , Poem for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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