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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J. S. Bach Partita No. 1 in B-flat major, BWV 825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26 in E-flat major, Op. 81a

F. Chopin Ballade No. 2 in F major, Op. 38 & No. 3 in A-flat

major, Op. 47

F. Liszt Mephisto Waltz No. 1

M. Ravel Jeux d'Eau 의 연구 및 연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김상진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 과정 졸업연주 곡인 J. S. Bach Partita

No. 1 in B-flat major, BWV 825와 L. v. Beethoven Piano Sonata

in E-flat major, Op. 81a, F. Chopin Ballade No. 2 in F major,

No. 3 in A-flat major, Op. 47, F. Liszt Mephisto Waltz No. 1그리

고 M. Ravel Jeux d'Eau에 대하여, 각 작품의 배경과 구성 그리고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바흐의 파르티타 1번은 한 개의 전주곡과 다섯 춤곡으로 구성

되어있다. 서로 다른 각 춤곡이지만 비슷한 특징이 얽혀있어서 작

품에 통일감을 더해준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Op.81a는 대표적인 중기소나타의 하나

로 베토벤이 직접 각 악장의 표제를 붙인 작품이다. 베토벤은 악장

사이에 주요 동기들을 변화,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통일성

을 주면서 동시에 각 악장을 전혀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쇼팽은 네 개의 발라드를 통해 시적 발라드에 해당하는 음악적

장르를 만들려고 하였다. 쇼팽의 발라드 2번은 음악적 대비가 뚜렷

한 작품이고, 발라드 3번은 발라드 중 분위기가 비교적 밝고, 주제

의 변화, 발전이 잦은 작품이다. 각 곡마다 고유의 동기를 다양하

게 발전시켜서, 화려하면서도 유기성 있는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은 레나우의 가곡시 “파우스트”를

접한 뒤에 쓰인 곡으로, 음악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다. 주제적 대비와 높은 기교를 통하여 완성도 있는

작품을 작곡하였다.

라벨의 물의 유희는 고전적인 형식미를 보여주는 인상주의 작

품으로, 다양한 기교와 음향, 음색을 통하여 물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였다. 이 작품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후에 드뷔시를 비롯한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주요어 : 바흐, 베토벤, 쇼팽, 리스트, 라벨

학번 : 2011 - 2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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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 글은 본인의 석사 과정 졸업연주 곡인 J. S. Bach Partita No.

1 in B-flat major, BWV 825와 L. v. Beethoven Piano Sonata in

E-flat major, Op. 81a, F. Chopin Ballade No. 2 in F major, No. 3

in A-flat major, Op. 47, F. Liszt Mephisto Waltz No. 1 그리고 M.

Ravel Jeux d'Eau에 대한 연구이다.

바흐 파르티타 1번은 전주곡을 포함한 6개의 춤곡 형태로 구성되

어 있다. 각 곡이 갖는 구조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해 보

고자 한다.

베토벤 소나타 Op.81a는 대표적인 중기 소나타 작품들 중 하나

이다. 베토벤 음악의 주요 특징은 몇몇 동기를 발전, 전개시켜 곡을

구성하는 것인데, 이 작품에서는 베토벤의 이러한 특징이 어떤 방식

으로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쇼팽의 발라드 2번은 그의 네 개의 발라드 중에 가장 음악적 대

비가 뚜렷한 작품이고, 발라드 3번은 발라드 중 분위기가 비교적 밝

고, 주제가 계속해서 변형, 발전되면서 등장하는 작품이다. 주로 쇼

팽의 곡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 변화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여러 방식으로 표현된 주제들이 어떠한 유기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는 대표적인 리스트의 표제음악 중 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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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다. 문학 작품과 관련된 이 작품은, 작품내의 문학적인 내용이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라벨의 물의 유희는 고전적인 형식미를 보여주면서

인상주의적 성격이 강한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곡의 전체적인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라벨이 ‘물’이라는 소제를 어떤 방식으로 표

현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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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번호 도입 곡

No. 1, BWV 825 Praeludium

No. 2, BWV 826 Sinfonia

No. 3, BWV 827 Fantasie

No. 4, BWV 828 Overture

No. 5, BWV 829 Praeambulum

No. 6, BWV 830 Toccata

<표 1> 도입 곡들의 명칭

Ⅱ 본 론

1. J. S. Bach Partita No. 1 in B♭ major, BWV 825

(1) 작품의 배경

바흐는 1722년과 1726년 사이에 영국 조곡과 프랑스 조곡을 작

곡하고, 그 이후 1726년에서 1730년 사이에 총 6개의 파르티타를 작

곡하였다. 6개의 파르티타는 각기 다른 도입 곡을 갖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도입 곡들은 전혀 춤곡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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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번호 조 성

No. 1, BWV 825 B-flat major

No. 2, BWV 826 c minor

No. 3, BWV 827 a minor

No. 4, BWV 828 D major

No. 5, BWV 829 G major

No. 6, BWV 830 e minor

<표 2> 파르티타의 조성

파르티타는《건반악기 연습곡집 제 1권》(Clavier-Übung Ⅰ)에 수

록되어있다. 6개의 파르티타의 조성관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표 2>. B-flat음에서 시작으로, 2도씩 상행과 하행을

번갈아 반복하여 F 음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작품인

《건반악기 연습곡집 제 2권》(Clavier-Übung Ⅱ)의 첫 곡은 Italian

Concerto, BWV 971인데, 이 곡의 조성은 F major 이다.

(2) 작품의 구성과 특징

파르티타 1번은 전주곡을 포함한 여섯 개의 춤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3>은 이 곡의 구성이다.

구 성 마디 길이

Praeludium 21

Allemande 38

Corrente 60

Sarabande 28

Menuet Ⅰ, Ⅱ 38, 16

Gigue 48

<표 3> 파르티타 1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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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aeludium

전주곡의 주요 선율은 네 마디 길이의 프레이즈로 구성되어 있

는데, 경과구에서는 주요 선율이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악

보 2>의 리듬 형태로 나눠져서 등장한다. <악보 1>의 소프라노 성

부는 이 전주곡의 주요 선율이다. 주요 선율은 크게 세 가지 리듬

형태로 이루어져있다<악보 2>.

<악보 1> Praeludium의 주요 선율 (mm. 1-4) 

<악보 2> 주요 리듬 형태 

이 곡의 시작부분은 마디 1에서 마디 2에 이르기까지 으뜸음인

B♭으로 시작하여 2도씩 상행, 한 옥타브 위의 B♭에 도착한다. 베

이스 성부에서는 B♭음이 지속된다. 하나의 화성 내에서 음역대가

넓어지며 규모감이 풍부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번 올

라간 소프라노 성부는 머물다가 하행하여 마디 4에서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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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림조인 F major로 전조된다. 베이스 성부에서 주요 선율은 재등장

한다<악보 1>.

경과구는 주요 선율의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흐름

이 <악보 2> 에 나와있는 a, b, c의 리듬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마디

9와 10에서는 주요 선율의 a형태가 알토 성부에서 지속적으로 등장

한다<악보 3>. 마디 11에서는 a형태 중에서도 앞부분만 등장한다.

마디 13에서 16까지는 주로 b와 c형태가 사용되었다<악보 4>.

<악보 3> 경과구 (mm. 9-10)

<악보 4> 경과구 (mm.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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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종지구 (mm. 19-21)

마디 19에서 주요 선율이 소프라노에 등장한다. 성부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주요 선율의 규모감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베이스 성부는

B♭음이 페달포인트로서 울려준다<악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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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llemande

알르망드의 시작 부분은 리듬과 음형은 다르지만, <악보 6>을 통

해 시작하는 부분의 진행 방식은 전주곡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손은 딸림음에서 시작하여 아르페지오 진행으로 마디마다

2도씩 상행하며 으뜸음에 도달한다. 왼손은 B♭음이 지속되고 있다.

  <악보 6> Allemande 시작 부분 (mm. 1-4)

<악보 7> 경과구 (mm.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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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에서 마디 11은 경과구적인 모습을 지녔는데, 동형진행으

로 화성이 발전, 진행되고 있다. 왼손의 진행은 대부분 강박에서 짧

게 마무리 하며 다음부분을 향해 도약 해주고 있다<악보 7>.

3)Corrente

오른손 성부는 경쾌한 셋잇단음표로 진행 되고 왼손 성부는 그

에 맞물려 붓점 리듬으로 진행 된다<악보 8>. 두 성부가 서로 다른

리듬임에도 불구하고(오른손은 triplet, 왼손은 duplet), 일반적으로

붓점리듬과 셋잇단음표 리듬을 악보에 그려진 대로 맞추어서 연주

되어진다. 이는 바로크 시대의 점음표의 시가가 정확하고 일반적이

지 못했기 때문이다.1)

<악보 8> 도입 부분 (mm. 1-2)

1) Konrad Wolff, Masters of the Keyboard.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83),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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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5에 이르러 왼손 성부에서는 도입 부분의 오른손 성부의

주제가 등장한다<악보 9>. 경과구는 주제의 일부분과 붓점 리듬이

섞이며 2도씩 상행하는 동형진행으로 진행된다.

<악보 9> 경과구, 동형진행 (mm. 5-9) 

제 1부와 제 2부 모두 종지되기 조금 전에 페달포인트가 지속된

다. 제 1부에서는 중간에 B♭ major의 딸림조인 F major로 전조되

는데, F major의 딸림음인 C음이 페달포인트로 지속된다. 제 2부에

서는 원조인 B♭ major의 딸림음인 F음이 지속되면서 종지로 향한

다<악보 10>. 페달포인트가 지속되는 동안 오른손은 2도씩 동형진

행으로 상행한다.

<악보 10> 페달포인트 (mm.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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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arabande

오른손 성부의 음가는 느린 멜로디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표현

하려는 듯이 2분음표에서 64분음표까지 다양하게 등장한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왼손 성부에서는 길고 단순한 리듬만 나타나며 화성의

색깔을 결정해준다.

시작한 후, 계속 원조인 B♭화성 내에서 머물다가 마디 5에서부

터 베이스가 2도씩 하행하며 화성진행의 색깔변화를 준다. 이윽고

자연스럽게 반종지를 하며 제 1부를 마친다<악보 11>.

<악보 11> Sarabande, 제 1부 (mm.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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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는 제 1부보다 더욱 화려해진다<악보 12>. 사라방드의 특

징 중 하나인 두 번째 박을 향한 방향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두 번

째 박 이후의 장식된 선율들에서는 즉흥 연주의 느낌이 더해진다.

<악보 12> 제 2부 도입 (mm. 13-14) 

5) Menuet

미뉴엣은 Ⅰ번과 Ⅱ번의 두 개로 구성되어있다. Ⅱ번의 끝부분에

서 아무런 지시사항은 없지만, 연주할 때에는 Ⅱ번이 트리오(trio)와

같은 역할을 하여 일반적으로 Ⅰ번으로 다시 돌아가는, Ⅰ→Ⅱ→Ⅰ

의 순서로 연주한다.

미뉴엣 Ⅰ번은 대부분의 흐름이 앞의 쿠랑트와 마찬가지로 병진

행으로 진행된다<악보 13>. 미뉴엣 Ⅱ번은 코랄처럼 앞의 Ⅰ번과는

반대로 움직임이 적고, 네 성부의 화성진행이 주를 이룬다. Ⅰ도→

Ⅴ도→Ⅳ도→Ⅰ도의 큰 화성 내에서 곡은 진행된다. 뼈대가 되는

Ⅰ, Ⅳ, Ⅴ 화성들은 마치 종이 울리듯 네 마디마다 2분음표로 울려

준다<악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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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Menuet Ⅰ (mm. 1-16)

<악보 14> Menuet Ⅱ (mm.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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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igue

지그는 4/4의 박자로 진행 된다. 손 교차(hand-crossing)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소프라노에서 테너 영역을 아우르는 4분음표로 구성

된 성부와 8분음표로 구성된 알토간의 노래이다<악보 15>. 소프라

노와 테너 영역을 도약하는 4분음표 성부는 계속해서 하나의 흐름

인 듯이 연주 되어야 하고, 꾸준히 같은 형태로 달리는 알토는 가볍

게 연주 되어야 할 것이다.

  <악보 15> Gigue 도입 부분 (mm.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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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와 테너 영역을 도약하던 성부는 마디 25에서 마디 31

에 이르러 도약 간격을 좁힌다<악보 16>. 마디 32에 이르러 모든 성

부가 지속적으로 머물거나 하행하는 동형진행을 거친 후에 B♭으로

돌아와 종지된다<악보 17>.

<악보 16> 분산화음 형태의 외성부 (mm. 23-28)

<악보 17> 경과구, 동형진행 (mm. 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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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26 in E♭ major, Op. 81a

"Les Adieux"

(1) 작품의 배경

베토벤은 총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였고, 1809-1810년

사이에 작곡된 Op. 81a “고별” 소나타는 중기 작품에 해당한다. 중

기 작품들은 초기의 전형적인 고전적 스타일과는 다르게, 베토벤의

개성과 음악성이 더욱 드러나기 시작하며, 형식과 표현 면에 있어서

도 보다 자유로워졌다. “비창” (Pathetique) 소나타와 더불어, 각 악장

에 나타난 표제를 베토벤 스스로가 직접 붙였다.2) 이는 훗날 낭만시

대의 표제음악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이 곡은 베토벤의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오스트리아의 루돌프 대

공(Rudolf von Österreich, 1788-1838)이 당시 프랑스 군의 침략으로

이를 피하여 떠났는데, 그 때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작곡하였고, 루

돌프 대공에게 헌정하였다. 베토벤은 이 소나타 제 1악장에 ‘고별

Das Lebewohl’이라고 쓰고, 원고에 ‘1809년 5월 4일 빈에서, 존경하

는 루돌프 대공 전하의 출발에 즈음하여’라고 적었다. 제 2악장은 ’

부재 Abwesenheit'라는 표제로 작곡 되었다. 제 3악장에서는 ‘재회

Das Wiedersehen'의 표제를 부여하였고, 초고에 ’존경하는 루돌프

2) “고별”, “비창”소나타 외에도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중 표제가 붙은 작품은 몇 더 있

으나, 베토벤 스스로가 직접 표제를 붙인 피아노 소나타는 두 작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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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전하의 귀환, 1810년 1월 30일‘이라고 썼다. 초판은 1811년

Breitkopf & Härtel에서 출판하였는데, 출판사에서는 전승국인 프랑

스에 잘 보이려는 마음에 베토벤이 붙인 표제를 프랑스어인 “les

adieux", "I'absence", "le retour"로 바꾸어 출판하였다.3)

3) 편집부, “소나타 제26번 내림마장조 작품81a<고별>”Das Lebewohl"." 『피아노 音樂講座

4 <베토벤 편>(음악춘추사 1992), pp. 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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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의 구성과 특징

이 곡은 Adagio-Allegro, Andante Espressivo 그리고 Vivaciss

-imamente의 3악장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 악

장마다 고별, 부재, 재회라는 부제가 붙어있으며, 조성은 E-flat

major, c minor, E-flat major의 나란한 조를 사용하였다.

1) 제 1악장 “고별(Das Lebewohl)"

제 1악장은 Adagio 2/4박자로 이루어진 도입부가 나온 후에

Allegro 2/2박자의 제시부가 등장한다. 아래의 <표 4>는 제 1악장의

형식 구성이다.

구 성 마 디 조 성

도입부 1 ~ 16 E♭

제시부

제 1주제 17 ~ 29 E♭

경과구 29 ~ 49 E♭~B♭

제 2주제 50 ~ 57 B♭

코데타 58 ~ 69 E♭

발전부
제 1부분 70 ~ 90 c~b♭~G~B♭~E♭

제 2부분 91 ~ 109 A♭~c

재현부

제 1주제 110 ~ 122

E♭
경과구 122 ~ 141

제 2주제 142 ~ 149

코데타 150 ~ 161

코다

제 1부분 162 ~ 180

E♭제 2부분 181 ~ 222

제 3부분 223 ~ 255

<표 4> 제 1악장의 형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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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의 첫 세 음 G-F-E♭으로 이루어진 동기에는 베토벤이

“Le-be wohl(안녕히)”라는 단어를 각 음마다 한 음절씩 적어두었다.

이 동기는 1악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동기이다. 다양한 주제와 경

과구 속에서 변형, 발전되어 등장한다<악보 18>. 또한, 바로 뒤에 이

어지는 동기 E♭-A♭-G는 2악장의 동기와 연관되어 있고, 내성부의

음 E♭-B♭-G는 3악장의 주요 동기로 나온다. 이처럼 베토벤은 하나

의 작은 동기를 한 악장 혹은 전 악장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사

용하는 것을 즐겼으며, 이는 곡 전체에 순환성과 통일성을 부여한

다.

<악보 18> 제 1악장 도입(mm. 1-3)

제시부의 제 1주제에서 나타난 동기는 도입부의 동기와 같다<악

보 19>. <악보 18>과 <악보 19>에 나와 있듯이 도입부와 제시부 모

두 으뜸화음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악보 19> 제 1주제(mm.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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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구 역시 첫 동기의 연속이다. 첫 동기가 자리바꿈 되어서 등

장하였다<악보 20>.

<악보 20> 경과구 (mm. 35-38) 

제 2주제는 소나타 형식에서와 같이 E♭의 딸림조인 B♭이 출현

한다. 베토벤은 여기서 C♯, E♮, G♭ 불협화음을 사용하여 곡 진행

에 있어서 색깔 변화를 주었다<악보 21>.4)

<악보 21> 제 2주제 (mm. 50-52)

4) Charles Rosen, Beethoven’s Piano Sonatas : a short companio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2002),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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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의 첫 시작 조성(c minor)과 끝나는 조성(E♭ major)은 나

란한 조 관계이지만,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조성변화가 있다. 마

치 첫 번째 동기를 재현하는 듯하지만, 세 개의 하행 동기 중 첫 두

음은 나오고 마지막음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잦은 반복

이 불안감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악보 22>.

<악보 22> 발전부 (mm. 73-75)

발전부의 마지막은 원래의 조성인 E♭으로 돌아와서 재현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재현부는 E♭조성으로 제시부를 그대로 재현

하고 있다.

코다에서 첫 번째 동기는 양손에서 겹치듯이 나타났다가 사라지

기를 반복한다. 비화성음으로 등장하여 이내 E♭조성으로 회귀하며,

붙잡을 수 없는 이별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마치 사라지듯이 반

진행으로 넓어지며 끝난다<악보 23>.

<악보 23> 코다, 종지 (mm. 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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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악장 “부재(Abwesenheit)”

제 2악장은 루돌프 대공이 빈을 떠나있는 동안의 상황을 나타낸

작품으로 “부재”라는 표제가 붙어있다. Andante espressivo 2/4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표 5>

는 제 2악장의 형식 구성이다.

구 성 마 디 조 성

제 1부
A 1 ~ 14 c

B 15 ~ 20 G

제 2부
A' 21 ~ 30 f

B' 31 ~ 36 F

코다 C 37 ~ 42 c~E♭

<표 5> 제 2악장의 형식 구성 

2악장의 시작은 으뜸화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첫 악절이 마무리

될 때에서야, 비로소 이 화음이 F♯의 감7화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c minor가 아닌 G major의 버금딸림 화성인 것이다. 으뜸화

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도입부분은 조성을 정확히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지 못 한다.

<악보 18>에서 나타났던 두 번째 동기는 2악장의 곳곳에서 변형,

발전되어 등장한다<악보 24>.

<악보 24> 제 2악장 도입 (mm.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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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의 B 부분은 단조가 장조로 바뀌어 밝은 느낌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마디 18에서 마디 19로 흐르면서 갑작스럽게 단조로 다

시 변화한다. 다시 첫 주제로 연결되면서 부재를 상기시킨다<악보

25>.

<악보 25> 제 1부 B 부분 (mm. 18-21) 

제 2부는 f minor 조성으로 제 1부를 그대로 재현하다 코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악보 26>처럼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소프라노 성부는 사라지듯이 계속 상행하지만, 1악장과는 다르게 베

이스 성부 역시 같이 상행한다. 마무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

고, 조성도 다시 이 곡의 원조인 E♭의 버금딸림음으로 돌아오면서

제 3악장 “재회”로 바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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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코다 (mm. 38-42)

3) 제 3악장 “재회(Das Wiedersehen)”

Vivacissimamente 6/8로 구성되어 있는 제 3악장은 제 1악장과

마찬가지로 도입부가 있는 소나타 형식이다. 아래의 <표>는 제 3악

장의 형식 구성이다.

구 성 마 디 조 성

도입부 1 ~ 10 E♭

제시부

제 1주제 11 ~ 28 E♭

경과구 29 ~ 52 E♭

제 2주제 53 ~ 68 B♭

코데타 69 ~ 81 B♭

발전부

제 1부분 82 ~ 93 e♭~G♭

제 2부분 94 ~ 103 B

제 3부분 104 ~ 109 G~A♭

재현부

제 1주제 110 ~ 121

E♭
경과구 122 ~ 145

제 2주제 146 ~ 161

코데타 162 ~ 176

코다 177 ~ 196 E♭

<표 6> 제 3악장의 형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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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2악장과 마찬가지로 으뜸음에서 시작하지 않고, 제 3악장

은 버금딸림음에서 시작한다. 도입부는 빠른 동형진행으로 “재회”의

설렘, 흥분 등을 표현하고 있다.

제시부의 동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제 1악장 도입부 첫 동기의

내성부가 변형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악보 27>. 이 동기는 제

3악장을 지배하는 주요 동기이며, 여러 성부에서 변형되어 자리바꿈

되어 등장하기도 한다<악보 28>.

<악보 27> 제 1주제 (mm. 11-12) <악보 28> 동기변형 (mm. 29)

제 2주제의 소프라노와 테너성부는 같은 동기가 다르게 표현되

고 있는데, 소프라노는 테너의 선율이 확대되어 전위된 형태이다<악

보 29>.

<악보 29> 제 2주제 (mm.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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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는 제 2주제를 발전시켜 진행한다. 발전부의 끝에서 제 1

주제가 푸게타(Fughetta)처럼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현부로 연결

된다<악보 30>. E♭ major의 재현부 끝에 코다가 온다.

<악보 30> 발전부, 푸게타 (mm. 104-108)

코다는 Poco Andante의 느린 부분으로 시작한다. 제 1주제가 다

양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재회의 안도감을 표현

하고 있다. Tempo Ⅰ으로 돌아가 짧고 빠르게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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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 Chopin Ballade No. 2 in F major, Op. 38

Ballade No. 3 in A-flat major, Op. 47

(1) 작품의 배경

시구의 장르로서 발라드는 주로 격렬하고 초자연적인 것과 관련

되고, 대개는 비극적으로 끝나는 전설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

기 형식으로 간략하게 묘사되었다.5) 많은 작곡가들이 이러한 발라드

를 음악에 담고자 하였다. 쇼팽 역시 발라드를 자신만의 음악으로

표현하려하였다.

쇼팽은 폴란드 시인 미츠키에비츠(Adam Mickiewicz, 1798-1855)

와 많은 교류를 하였고, 그의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발라드를

작곡하였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쇼팽의 발라드들이 미츠키에비츠나

혹은 다른 어느 누구의 작품을 모형으로 삼았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이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피력되어 왔다.6) 쇼팽은 시적 발

라드에 해당하는 음악적 장르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총

네 개의 발라드를 작곡하였다.

5) F. E. Kirby. (김혜선 역), 피아노 음악사 : 20세기 말까지 (서울 : 다리, 2003) p. 228.

6)James Parakilas, Ballads Without Words: Chopin and the Tradition of the Instrumental
Ballade(Portland OR: Amadeu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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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의 구성과 특징

1) Ballade No. 2 in F major, Op. 38

이 곡은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에게 헌정

되었다. 나머지 세 개의 발라드가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된 반면, 이

곡은 2부 형식으로 구성되었다<표 7>.

구 성 구 분 마 디 조 성

제 1부

A

a 1 ~ 18 F

a' 18 ~ 26 a ~ C

a 26 ~ 46 F ~ a ~ F

B
b 47 ~ 62 a ~ g ~ d

c 63 ~ 83 d ~ f ~ a♭

제 2부

A'

a 83 ~ 92 F ~ C ~ a

a'' 92 ~ 140
a ~ F ~ F♯ ~ E♭

~ E ~C ~ F ~ d

B'
b 141 ~ 156 d ~ a

a''' 157 ~ 168 a

코다
d 167 ~ 197 a

a 197 ~ 204 a

<표 7> 발라드 Op. 38의 형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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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작의 템포는 Andantino로 평온하게 흐른다. 시작부분의 구

성은 정교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있다. 이를테면, 잦은 종지들이 그

러한데, 로손은(Alan Rawsthorne, 1905-1971) 이에 대하여 ‘사람을

홀리는 이상한 최면술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7)

못갖춘마디로부터의 시작은, 선율의 도입에 있어 박의 구분을 모

호하게 만든다<악보 31>.

<악보 31> Andantino (제 1부, A부분) 도입 (mm. 1-4) 

첫 두 마디 도입을 제외한 제 1부의 A부분은 여덟 마디 단위의

프레이즈로 진행된다. 마디 27에서 시작한 프레이즈는 역시 마디 34

에서 종지되어야 하나, 갑작스럽게 a minor로 전조되면서 새로운 부

분을 암시한다<악보 32>.

<악보 32> 제 1부, 전조 (mm.31-34) 

7) Alan Walker. (김정임 역), “제 3장(Alan Rawsthorne 저), 발라드”『쇼팽 硏究』(서울 :

台林出版社, 1984 )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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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6에서 사라지는 듯이 A 음이 울리다<악보 31> a minor로

전조되면서, 마디 47에서(Presto con fuoco) 갑작스럽게 변한다. 반

진행과 빠른 흐름이 거센 느낌을 만들어, 마치 폭풍과 같은 느낌이

나타난다. 마디 48은 크게 볼 때는 두 성부 모두 상행하고 있지만,

왼손은 오른손의 반진행으로, 상행하고 있다<악보 33>.

<악보 33> 제 1부, A부분종지(mm. 46) 

<악보 34> Presto con fuoco(제 1부, B부분) 도입 (mm. 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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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분위기 자체는 확연하게 변하였지만, 사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부분에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악보 31>과 <악보 34>는 A부분과 B부분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프레이즈이다. 이를 살펴보면 프레이즈 내에서의 화성변화가

으뜸화음 → 딸림화음 → 으뜸화음의 진행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여덟 마디 단위로 프레이즈가 진행된

다는 것이다.

마디 83에서 다시 느린 부분으로 되돌아가면서 제 2부가 시작

된다<악보 35>. 제 2부는 시작부분은 제 1부와 비슷하다. 마디 96부

터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지만, 이는 동기가 발전된 형태이다. 리듬

형태는 제 2부 시작부분 형태의 연속이지만, 선율진행은 돌림노래

형식으로, 소프라노와 테너 성부에서 주요 선율이 진행된다<악보

36>.

<악보 35> 제 2부 시작부분 (mm. 83-88) 

<악보 36> 제 2부, 동기 발전 (mm. 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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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마디 108부터 스트레토가 나온다<악보 37>. 리듬 형태가

앞의 빠른 부분 중 <악보 38>에 나타난 부분과 같아서(점8분음표 -

16분음표 - 8분음표) 폭풍과 같은 분위기를 상기시키지만, 이내 다시

조용한 노래가 흐른다.

<악보 37> stretto 부분 (mm. 107-109) 

<악보 38> 제 1부, c부분 (mm.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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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스트레토를 거친 후, 제 2부의 빠른 부분을 지나 격렬한

코다로 연결된다<악보 39>. F major의 느린 부분으로 시작했던 이

곡은 빠른 부분에서 a minor로 진행하면서 조성의 대조를 확실히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의 조표는 F major였다. 코다에서 조

표는 a minor로 바뀌며 격정적인 진행을 한다.

마디 197에서 Tempo Ⅰ의 등장으로 갑작스럽게 움직임이 멈추

고, 다시 앞의 느린 부분을 회상하며 F major가 아닌, a minor로 조

용히 마무리한다<악보 40>.

<악보 39> 코다 (mm. 169-172) 

<악보 40> 종지 (mm. 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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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llade No. 3 in A-flat major, Op. 47

이 곡은 6/8박자의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른 세 개의

발라드와 다르게 서주 부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화려하고 우아한

작품이다.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고전주의 소나타형식과

는 사뭇 다르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제시부의 마디 길이가

158마디이고 재현부가 18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부와 재현부의

마디 길이가 크게 차이나며, 주제가 마치 론도나 변주곡처럼 자주

나온다는 점이 전형적인 소나타형식과의 차이이다.

구 성 구 분 마 디 조 성

제시부

제 1주제 1 ~ 8

A♭경과구 Ⅰ 9 ~ 36

제 1주제 반복 37 ~ 52

제 2주제 52 ~ 103
F

제 2주제 반복 103 ~ 115

경과구 Ⅱ 116 ~ 135

A♭제 2주제 변형 136 ~ 144

제 2주제 반복 144 ~ 157

발전부
제 2주제 변형 157 ~ 183 c♯

제 2주제 발전 183 ~ 212 B

재현부 제 1주제 재현 213 ~ 230 A♭

Coda 경과구 Ⅱ 변형 231 ~ 241 A♭

<표 8> 발라드 Op. 47의 형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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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주제는 우아하고 온화하게 시작된다. 마디 2의 세 번째, 네

번째 박은 이 곡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주요 동기이다<악보 41>.

2도 하행하는 이 동기의 형태는 곡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등장한다.

이 동기들은 얼핏 봤을 때 나타나는 ‘끝나거나 끊이지 않는’ 효과를

계속 주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선율들을 등장시킨다.

<악보 41> 제 1주제 (mm. 1-4)

<악보 42>를 보면 왼손에서 꾸준히 주요 동기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악보 42> 경과구, 주요 동기 반복 등장 (mm.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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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50~52에서 A♭의 으뜸화음으로 종지를 지으면서 모호한 느

낌을 연출하는 C음이 등장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2주제, F

major로 전조된다<악보 43>. 그제서 비로소 C음은 제 2주제의 딸림

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음의 리듬은 주요 동기의 리듬 형태

이다. 제 2주제는 대부분이 이러한 리듬으로 쓰였다<악보 44>.

<악보 43> 제 2주제 (mm. 50-54)

<악보 44> 제 2주제, 주요 동기 리듬 반복 등장 (mm. 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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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주제가 짜임새 있게 반복되다가 마디 118에서 새로운 경과

구가 등장한다. 오른손 성부에서 보이는 꾸밈음과 16분음표들의 레

가토, 그리고 왼손의 움직임이 적은 화성 진행들은 rocking rhythm

(흔들리는 듯한 리듬)으로, 뱃노래 같은 느낌을 더해준다. 왼손의 리

듬 형태는 앞의 주요 동기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음정 관계는 앞

의 주요 동기와 다르게 전위되어 상행하고 있다<악보 45>.

<악보 45> 경과구 Ⅱ (mm.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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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는 제 2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곡이 절정에 치달을 때

에, 제 1주제도 함께 등장하며 제 2주제와 제 1주제가 혼합, 발전하

여 진행된다. <악보 46>은 두 주제들이 서로 혼합되는 예시인데, 마

디 194에서 196까지는 제 2주제의, 마디 197에서 198까지는 제 1주

제의 부분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악보 46> 발전부, 제 1주제 + 제 2주제 (mm. 19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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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만 웅장하고 거대한 재현부를 지나, 마디 231에서 제시부의

경과구 Ⅱ가 코다로 재등장하며 끝난다<악보 47>.

<악보 47> 코다 (mm. 2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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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 Liszt Mephisto Waltz No. 1

(1) 작품의 배경

리스트는 레나우(Nikolaus Lenau, 1802-1850)의 장편 가곡시,《파

우스트》(Faust)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 곡을 작곡하였다. 당시의 많

은 문학가들이 파우스트를 다룬 글을 많이 썼는데, 레나우는 메피스

토펠레스를 중심적으로 다루었다.

리스트는 총 네 개의 메피스토 왈츠를 작곡하였다. 이 곡은 그

중 첫 번째 작품으로, 마을 선술집에서의 무도”(Der Tanz in der

Dorfschenke)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작품의 내용은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에 이끌려 선술집에

갔을 때의 모습이 주로 묘사되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장면과 파우스트가 구애하는 장면이 작품 내에서 주요 주

제로 등장한다.

바이올린을 조율할 때의 모습과 관능적인 유혹 등의 모습을 선

율로 표현하였다. 이는 음악과 시의 긴밀한 결합으로 리스트가 공언

하는 목표를 최고로 달성한 것이며, 바이마르 시대에 걸 맞는 클라

이막스이다8).

리스트는 처음에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작곡하였으나, 나중

에 피아노 독주용 작품으로 편곡하였다. 오늘날에는 피아노 연주로

8) Ludwig Finscher. 이종구, 안정효 외 6명 공역. Heritage of Music.『음악의 유산』(서울:

중앙일보사), Vol.5,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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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유명한 작품이다. 나머지 세 개의 왈츠는 연주되는 경우가 드

물다.

다음은 파우스트 제 2곡 “마을 선술집에서의 무도”의 내용이다.

Episode aus Lenau's 『Faust』 (Der Tanz in der Dorfschenke)

Hochzeit. Musik und Tanz

MEPHISTOPHELES

als Jäger, zum Fenster herein.

Da drinnen geht es lustig zu;

Da sind wir auch dabei. Juchhu!

Mit Faust eintretend.

So eine Dirne lustentbrannt

Schmeckt besser als ein Foliant.

FAUST

Ich weiß nicht, wie mir da geschieht,

Wie michs an allen Sinnen zieht.

So kochte niemals noch mein Blut,

Mir ist ganz wunderlich zu Mut.

MEPHISTOPHELES

Dein heißes Auge blitzt es klar:

Es ist der Lüste tolle Schar,

Die eingesperrt dein Narrendünkel,

Sie brechen los aus jedem Winkel.

Fang Eine dir zum Tanz heraus

Und stürze keck dich ins Gebr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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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ST

Die mit den schwarzen Augen dort

Reißt mir die ganze Seele fort.

Ihr Aug mit lockender Gewalt

Ein Abgrund tiefer Wonne strahlt.

Wie diese roten Wangen glühn,

Ein volles, frisches Leben sprühn!

's muß unermeßlich süße Lust sein,

An diese Lippen sich zu schließen,

Die schmachtend schwellen, dem Bewußtsein

Zwei wollustweiche Sterbekissen.

Wie diese Brüste ringend bangen

In selig flutendem Verlangen!

Um diesen Leib, den üppig schlanken,

Möcht ich entzückt herum mich ranken.

Ha! wie die langen schwarzen Locken

Voll Ungeduld den Zwang besiegen

Und um den Hals geschwungen fliegen,

Der Wollust rasche Sturmesglocken!

Ich werde rasend, ich verschmachte,

Wenn länger ich das Weib betrachte;

Und doch versagt mir der Entschluß,

Sie anzugehn mit meinem Gruß.

MEPHISTOPHELES

Ein wunderlich Geschlecht fürwahr,

Die Brut vom ersten Sünderpaar!

Der mit der Höll es hat gewagt,

Vor einem Weiblein jetzt verzagt,

Das viel zwar hat an Leibeszierden,

Doch zehnmal mehr noch an Begierden.

(Zu den Spielleuten.)

Ihr lieben Leutchen, euer Bogen

Ist viel zu schläfrig noch gezogen!

Nach eurem Walzer mag sich dr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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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ieche Lust auf lahmen Zehen,

Doch Jugend nicht voll Blut und Brand.

Reicht eine Geige mir zur Hand,

's wird geben gleich ein andres Klingen

Und in der Schenk ein andres Springen!

Der Spielmann dem Jäger die Fiedel reicht,

Der Jäger die Fiedel gewaltig streicht.

Bald wogen und schwinden die scherzenden Töne

Wie selig hinsterbendes Lustgestöhne,

Wie süßes Geplauder, so heimlich und sicher,

In schwülen Nächten verliebtes Gekicher.

Bald wieder ein Steigen und Fallen und Schwellen;

So schmiegen sich lüsterne Badeswellen

Um blühende nackte Mädchengestalt.

Jetzt gellend ein Schrei ins Gemurmel schallt:

Das Mädchen erschrickt, sie ruft nach Hilfe,

Der Bursche, der feurige, springt aus dem Schilfe.

Da hassen sich, fassen sich mächtig die Klänge

Und kämpfen verschlungen im wirren Gedränge.

Die badende Jungfrau, die lange gerungen,

Wird endlich vom Mann zur Umarmung gezwungen.

Dort fleht ein Buhle, das Weib hat Erbarmen,

Man hört sie von seinen Küssen erwarmen.

Jetzt klingen im Dreigriff die lustigen Saiten,

Wie wenn um ein Mädel zwei Buben sich streiten;

Der eine, besiegte, verstummt allmählig,

Die liebenden Beiden umklammern sich selig,

Im Doppelgetön die verschmolzenen Stimmen

Aufrasend die Leiter der Lust erklimmen.

Und feuriger, brausender, stürmischer immer,

Wie Männergejauchze, Jungferngewimmer,

Erschallen der Geige verführende Weisen,

Und alle verschlingt ein bacchantisches Kreisen.

Wie närrisch die Geiger des Dorfs sich gebärden!

Sie werfen ja sämtlich die Fiedel zur Erden.

Der zauberergriffene Wirbel bewegt,

Was irgend die Schenke Lebendiges h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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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bleichem Neide die dröhnenden Mauern,

Daß sie nicht mittanzen können, bedauern.

Vor allen aber der selige Faust

Mit seiner Brünette den Tanz hinbraust;

Er drückt ihr die Händchen, er stammelt Schwüre

Und tanzt sie hinaus durch die offene Türe.

Sie tanzen durch Flur und Gartengänge,

Und hinterher jagen die Geigenklänge;

Sie tanzen taumelnd hinaus zum Wald,

Und leiser und leiser die Geige verhallt.

Die schwingenden Töne durchsäuseln die Bäume,

Wie lüsterne, schmeichelnde Liebesträume.

Da hebt den flötenden Wonneschall

Aus duftigen Büschen die Nachtigall,

Die heißer die Lust der Trunkenen schwellt,

Als wäre der Sänger vom Teufel bestellt.

Da zieht sie nieder die Sehnsucht schwer,

Und brausend verschlingt sie das Wonnemeer.

마을 선술집의 춤

결혼식, 음악과 춤

메피스토펠레스

사냥꾼으로 분장 (창문으로 다가간다)

저기 안에 흥겨운 잔치 벌어졌구나

저기 우리도 한번 끼어볼거나, 야호!

(파우스트와 함께 들어가면서)

그래 욕정에 불타오르는 계집은

책보다 더 감미로워.

파우스트

내게 지금 무슨 일 일어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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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속의 모든 관능 깨어나니

이토록 피 끓어오른 적 없었고

내 마음 대담하기 이를 데 없구나!

메피스토펠레스

네 뜨거운 눈 번개처럼 모든 걸 파악하니

이는 쾌락에 들끓는 한 떼의 사람들.

바보 같은 네 자부심에 족쇄 채우니

쾌락이 온 몸에서 터져 나오네.

여자를 붙들고 춤추러 나가서,

미친 듯이 돌고 돌아라!

파우스트

저기 검은 눈의 여자,

내 온 마음을 흐리네.

강력한 유혹의 눈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심연 빛나네.

이 붉은 뺨 달아오르듯

힘차고 청초한 생명 번득이네!

형언할 길 없이 감미로운 쾌락일 걸세

이 입술에 입 맞추는 건

애 타는 듯이 부풀어 오르는, 의식

관능적 쾌락에 부드러운 두 개의 죽음의 베개

황홀하게 밀려오는 열망으로

이 가슴 두려워 떨리네!

풍만하게 날씬한 육체, 이 육체를

황홀하게 온 몸으로 휘감고 싶어라

아! 초조함으로 가득한 길고 검은

곱슬머릿결 속박을 억누르며

목덜미 주위로 살랑거리며 날리고

격렬한 폭풍 같은 종소리의 관능의 쾌락!

나 미쳐 나루띠리, 나 애타 쇠진하리

오랫동안 이 계집을 바라본다면.

하지만 그녀에게 인사를 건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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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가 나지 않아.

메피스토펠레스

참으로 놀라운 여자

첫 죄인 부부의 아이!

지옥이라도 주저하지 않던 녀석이

조그만 계집 앞에서 지금 기 죽었네

그것은 육체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려니와

그보다 열 배 더 강한 육체의 열망 때문이지

(악사들을 향하여)

그대 사랑스러운 이들이여, 그대들의 활은

너무 완만하고 졸리게 현을 타는구려!

그대들이 타는 왈츠로는 맥 빠진 쾌락이

절름발이 발가락으로 돌고 도는 꼴이오

허나 젊은이들은 피와 정열이 전연 일지 않소

바이올린 한 개를 내 손에 넘겨 주오

곧 다른 음악이 울려 퍼지리니

술집에는 다른 흥이 넘치리라!

악사가 사냥꾼에게 바이올린을 넘겨주자

사냥꾼은 바이올린을 미친 듯이 켠다네.

곧 명랑하게 들뜬 소리가 출렁이고 잦아지니

이는 황홀하게 사라져 가는 열락의 신음소리

이는 달콤한 수다, 그토록 은밀하고 확실한

색정적인 밤 연인들의 낄낄거림

곧 다시 솟아오르고 떨어지며 부풀어 오르니

그렇게 음탕한 욕탕의 물결 생기발랄한

벌거벗은 아가씨들을 휘감는 구나

이때 한 비명소리 웅성거리는 무리를 향해 날카롭게 울려

그 소녀 깜짝 놀라 도와 달라 외치니

불같은 이 녀석 갈대로부터 뛰쳐나가네.

그때 음악소리 큰 소리로 다투는 듯, 어르는 듯

뒤죽박죽 혼란 속에 얼키설키 싸우네

목욕하는 이 처녀 필사적으로 싸웠더니

결국 부득불 이 남자를 껴안을 수밖에.

저기 한 연인 간청하니, 이 계집 자비를 얻는 구나

그의 입맞춤 소리에 그녀 따뜻해지는 걸 사람들 듣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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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쾌한 현 세 가닥 모두 울리니

한 아가씨를 놓고 서로 다투는 두 젊은이 같아라

싸움에 진 젊은이 점점 침묵에 빠지니

사랑하는 두 사람 황홀하게 부둥켜 안네

이중으로 완전히 서로 녹아든 소리

욕망의 사닥다리 미친 듯이 기어오르네

점점 더 격렬하게, 점점 더 흥분하며, 점점 더 광포하게

남자들의 연달은 환호성, 처녀들의 연달은 신음처럼

바이올린 유혹적인 선율로 울려 퍼지니

미친 듯이 떠들며 그리는 원이 모두를 삼켜버리네

마을의 바이올린 악사들은 얼마나 바보처럼 굴었는가!

그들 모두 바이올린을 땅바닥에 내팽개쳐야하리.

마력에 사로잡힌 음악소리 빠르게 움직이니

그 무언가 술집이 생력을 품은 듯.

울려 진동하는 담벼락은 함께 춤출 수 없음을

처절하게 질투하며 유감스러워하네

그러나 누구보다도 황홀한 파우스트는

그 갈색 살결 여자와 춤추며 날뛰네

그는 조그만 그녀 손을 꽉 쥐고, 그는 더듬거리며 맹세 하네

그러자 그녀가 열린 문을 통해 춤추며 밖으로 나가네

그들은 현관과 정원 길을 통해 춤추고

그 뒤를 바이올린 소리 뒤쫓아 가네

그들은 신들린 듯 춤추며 숲까지 갔네

그러자 점점 작게 점점 작게 바이올린 소리 울렸네

울려 퍼지는 소리는 나무들에 산들산들 스쳐지나갔네

음탕하고 알랑거리는 사랑의 꿈처럼.

그때 피리 같은 황홀한 소리 질렀네

향내 나는 수풀에서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은 취한 사람들의 욕망을 더 뜨겁게 부풀려

그 가인(歌人) 마치 악마가 미리 준비한 듯.

그때 나이팅게일 그리움 힘겹게 끌어내려

노호하듯 나이팅게일 황홀경의 바다 삼켜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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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의 구성과 특징

앞서 언급한대로, 이 곡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메피스토펠

레스를 상징하는 제 1주제와 파우스트를 상징하는 제 2주제로 구성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리스트의 다른 작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주제변형의 방식과 기교적인 형태로 작품의 흐름 속에서

계속 등장한다.9)

3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는 도입부분 이후에 메피스

토펠레스의 주제가 제시되면서 선술집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

습이 주로 나타난다. 제 2부에서는 주로 파우스트의 주제가 등장한

다. 마지막으로 제 3부에서는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의 주제가

함께 더욱 기교적이고 악마적으로 등장하며 마무리한다. <표 9>는

이 곡의 전체적인 형식 구성이다.

9) Humphrey Searle. The Music of Liszt. (Dover Publications, 1966), p. 63.



- 49 -

구성 구분 마디

제 1부

도입부 1 ~ 110

a 111 ~ 136

b 137 ~ 206

a‘ 207 ~ 232

b‘ 233 ~ 296

a‘’ 297 ~ 340

제 2부

c 341 ~ 456

d 457 ~ 483

c‘ 484 ~ 525

d‘ 526 ~ 557

c‘’ 558 ~ 650

제 3부

a‘’‘ 651 ~ 682

c‘’‘ 683 ~ 697

a‘’‘’ 698 ~ 742

c‘’‘’ 743 ~ 812

d‘’ 813 ~ 844

c‘’‘’‘ 845 ~ 862

coda 863 ~ 911

<표 9> 메피스토 왈츠 1번의 형식 구성 

도입부는 E음으로 시작하여 5도씩 쌓아 올리는데, 이는 현악기의

조율을 연상케 한다. 5도 위의 새로운 음들이 추가 될 때마다 나타

나는 꾸밈음은 무게감 있게 활을 긁는 모습을 떠올린다.

이 곡은 전체적인 템포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3/8박자의 8분음

표를 한 박으로 세는 것이 아닌, 4마디 단위로 세는 메이크로리듬

(macrorhythm)10)을 느끼며 연주하여야 한다<악보 48>.

10) 메이크로 리듬(macrorhythm): 왈츠나 유사한 단순 3박자의 악곡은 그 템포가 빠르기 때

문에 듣는 사람이나 지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박자표에 의한 박자 젓기의 이론과 실제

가 다른 경우가있다. 대신에 각 마디를 하나의 박으로 간주하여 지휘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디 박(measurebeats)이라고 하는데, 메이크로 리듬은 셈여림의 마디 안에서 마디박의

구조가 하나의 폭넓은 리듬이 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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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이 흔들리지 않게 연주되어야 악센트의 느낌을 더욱 효과적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음이 쌓인다고 해서 함부로 악보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에서 크레센도를 한다면 긴장감을 잃기 쉽다.

<악보 48> 도입부 (mm.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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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는 제 1주제 즉, 메피스토펠레스를 상징하는 주제이다.

<악보 48>에서 볼 수 있는 마디 17, 18마디에서 크레센도가 나타나

며 강조되었던 부분이 바로 제 1주제의 시작과 흡사하다.

<악보 49> 제 1주제 - 메피스토펠레스 (mm. 111-118)

이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제 1부의 b부분인데, 짧은 음가와 계속

되는 도약이 경쾌하고 빠른 춤곡의 느낌을 더욱 살려주는 것이 마

치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악보 50>. 제 1주

제와 b부분이 전조, 변화되어 한 번 더 나란히 등장하고,

다시 원조로 회귀하여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며 제 2부로 자

연스럽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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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제 1부 b부분 - 마을사람들이 춤추는 장면 (mm. 137-152) 

파우스트를 상징하는 제 2주제는 제 1주제와는 대조적으로 정적

이며 고요하다<악보 51>. 제 2주제가 반복되며 등장하는데 그 사이

의 연결구들은 프레이즈의 마무리를 2도 하행하면서 아쉬움과 탄식

을 표현하고 있다<악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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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제 2주제 - 파우스트 (mm. 341-348)

<악보 52> 연결구 (mm. 3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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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높은 음역에서 갑작스럽게 매우 작고 빠른 등장은<악보

53> 악마 즉, 메피스토펠레스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묘사한다. 사

악한 비웃음을 상상하며 매우 작고 빠른 움직임이 느껴지게 연주되

어야 한다. 양손이 정밀하게 맞지 않으면 긴장감이 떨어질 것이다.

<악보 53> 제 2부 d부분 - 비웃음소리 (mm. 457-460)

제 3부에는 제 1주제와 제 2주제가 번갈아가며 조용히 다시 등

장한다. 악상은 조용하지만 음이 전체적으로 많고, 포르테가 등장하

면서 더욱 화려해지며 절정으로 향한다. 제 3부 중간에 4/8박자로

바뀌지만 리스트는 이곳에서 셋잇단 리듬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2

박자 계통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을 전혀 들지 않게 하였다<악보

54>.

<악보 54> 제 3부 (mm. 74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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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카덴차는 이 곡에서도 어김없

이 등장하며 이 부분에서는 헝가리의 집시음계가 사용되었다<악보

55>. 급격한 악상의 변화와 동형진행을 통하여 상행과 하행을 하고,

메피스토펠레스의 웃음소리로 연결된다<악보 56>.

<악보 55> 집시음계       

<악보 56> 카덴차와 d 부분의 재등장 (mm. 810-817) 

이어서 느린 파우스트의 주제가 한 번 더 등장하다 사라지고, 갑

작스럽고 화려하게 곡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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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 Ravel Jeux d'Eau

(1) 작품의 배경

라벨은 파리 음악원 재학 시절 중 1901년에 “물의 유희”를 작곡

하였고, 그의 스승이었던 가브리엘 포레(Gabriel-Urbain Fauré,

1845-1924)에게 헌정하였다.

“물의 유희”는 리스트의 “에스테 장의 분수”(Les Jeux d'Eaux a

la villa e'Este)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작곡된 곡이다. 높은 음역과 고

도의 기교를 통하여 라벨은 화려하고 반짝이는 물의 음색을 피아노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11)

후에는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의 작품 Image Ⅰ 중

“물에 비치는 그림자”(Reflects dans l'Eau)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

다.

(2) 작품의 구성과 특징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된 이 곡은 인상주의 작곡가이지만 고전적

인 형식미를 추구했던 라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10>은

이 작품의 형식 구성이다.

11) Arbie Orenstein. 전혜수 역. 『라벨의 삶과 음악』 (서울 : 음악춘추사, 2000),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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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길이를 봤을 때, 재현부가 제시부에 비해 마디수가 약 반

가까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고전주의 때의 소나타 형식과는 약간

다르지만, 주제를 발전, 재현하는 면에서 소나타 형식 시대 흐름에

따라 소나타 형식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점을 염두 할 때 이

곡 역시 소나타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구성 구분 마디 마디 길이

제시부
a 1 ~ 18

37
b 19 ~ 37

발전부
c 38 ~ 50

24
b' 51 ~ 61

재현부
a' 62 ~ 72

20
b'' 73 ~ 81

Coda 82 ~ 85 4

<표 10> Jeux d'Eau의 형식 구성

이 곡의 전체적인 특징은 아르페지오와 스케일이 주를 이루고,

점차적이지만 확실하게 변화하는 악상에 있다. 출렁이는 물결과 익

살스러움을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라벨은 페달 부분에 3 cordes와 1 corda 즉, 일반 페달과 약음페달

을 계속해서 명시함으로써 음색 변화에 상당히 신경 썼음을 알 수

있다.

첫 시작은 E음을 중심으로 하는 11화음으로 구성되어있다. 제시

부의 a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왼손이 4, 5, 6도 간격의 화음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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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어서 꽉 찬 느낌보다는 공허한 느낌의 진행이 나타난다.

오른손은 아르페지오 진행으로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고 있다<악보

57>.

<악보 57> 제 1주제 (mm.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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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주제가 동적인 성부가 주선율이었다면, 제 2주제는 정적인

성부가 주선율이 된다<악보 58>. 32분음표가 많아지면서 더욱 화려

해졌고 손놀림은 바빠졌지만, 느린 8분음표가 주선율이기 때문에 결

코 요란하거나 시끄러운 느낌이 없고 오히려 더 차분함을 느낄 수

있다.

<악보 58> 제 2주제 (mm.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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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부가 장음계와 온음계를 주로 사용한 진행이었다면, 발전부

는 단음계와 반음계를 주로 사용한다. 예컨대, <악보 59>의 a는 마

디 6의 온음계적 진행이고, b는 마디 38의 반음계적 진행이다.

<악보 59> 제시부, 발전부 음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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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8은 발전부의 시작부분인데, 왼손과 오른손의 3:8구성, 혹

은 이후에 3:4구성으로 리듬이 부딪히기 시작한다. 심지어 음 마저

불협화적 진행으로 지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상행하여 마침내 마디

48에서 격하게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 60>.

<악보 60> 발전부 절정 (mm.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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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부에서는 제 2주제가 8도 화음으로 진행하였다. 발전부에서

제 2주제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주선율이 4도 화음으로 진행

하여 제시부의 제 2주제보다 부딪히는 느낌이 더 나타난다<악보

61>.

<악보 61> 제 2주제 - 발전부 (mm. 51) 

재현부와 Coda에서는 움직임보다는 잦은 페르마타와 느린 템포,

같은 형태 혹은 반복되는 음악을 통하여, 비록 마디 길이는 제시부

보다 짧지만 정적인 느낌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 짧지 않다는 느

낌을 준다. 반주역할을 하는 선율의 음역대가 앞의 여느 때보다 넓

어지면서 화려함과 움직임도 갖추고 있다<악보 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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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 재현부 (mm. 72-76) 

<악보 63> Coda - 넓은 음역대와 반복 (mm. 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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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지금까지 본인의 졸업연주 곡인 J. S. Bach Partita No. 1 in

B-flat major, BWV 825와 L. v. Beethoven Piano Sonata in E-flat

major, Op. 81a, F. Chopin Ballade No. 2 in F major, No. 3 in

A-flat major, Op. 47, F. Liszt Mephisto Waltz No. 1 그리고 M.

Ravel Jeux d'Eau의 작품 배경과 악보를 통해 나타난 작품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바흐 파르티타 1번은 프랑스 조곡의 뒤를 이어 작곡된 모음곡중

의 첫 작품으로, 모음곡 내의 여섯 개의 작품들은 각기 다른 춤곡

같지만 조금씩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작품의 통일감을 준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Op.81a는 몇몇 동기가 모든 악장에 걸

쳐 변형되어 나타나면서 곡 전체의 유기성을 준다. 유기성, 통일성

과 함께, 동기를 변형,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고별”, “부재”, “재

회”의 느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다양성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쇼팽의 발라드 2번은 음악적 진행이 대조적인 구성으로 되어있

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하나의 같은 동기에서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라드 3번 역시 그 모든 화려한 변화가 작품 내의 몇

몇 동기와 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서 곡의 통일감을 해치지 않

는다.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에 나타나는 두 가지 대조적인 동기



- 65 -

는 연주자로 하여금 전혀 다른 연주방식을 요구한다. 날카롭고 재빠

른 기교를 요구하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주제와 포근하고 깊이 있는

느낌을 요구하는 파우스트의 주제가 교차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라벨의 물의 유희는 인상주의 작품이지만, 고전적인 형식미를 지

향하는 작품이다. 소나타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로운 표현으로

물을 표현하였고, 넓은 음역을 어우르는 아르페지오와 스케일, 그리

고 악상 변화는 소용돌이 치고 출렁이는 물의 특징을 잘 묘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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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and Performance of

J. S. Bach Partita No. 1 in B-flat major, BWV 825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26 in E-flat major, Op. 81a

F. Chopin Ballade No. 2 in F major, Op. 38

& No. 3 in A-flat major, Op. 47

F. Liszt Mephisto Waltz No. 1

M. Ravel Jeux d'Eau

Kim, Sang-jin

Departma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f my graduate recital program featuring

J. S. Bach’s Partita No. 1 in B-flat major, BWV 825, L. v. Beethoven

Piano Sonata in E-flat major, F. Chopin’s Ballade No. 3 in A-flat major,

Op. 47, F. Liszt’s Mephisto Waltz No. 1 and M. Ravel’s Jeux d'Ea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and perform those works

better by observing their designs and elements like rhythm, harmony,

melody.

J. S. Bach’s Partita No. 1 belongs to dance suites. This paper analy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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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rhythm, melody, harmony, texture and compares partita no.1

with other Partitas which looks similar in the overall design.

Beethoven’s Op.81a “Les Adiuex” is the latest sonatas of the middle

period. Beethoven used similar motif within the movements to reinforce

and to emphasize the notions of unification and continuity. This paper

will also study the manifestation of Beethoven’s middle period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in this sonata and the relevance of the

programmatic title in each movement.

Chopin’s Ballade No.2 shows clear depiction of the most musically

contrasting sections among the four Ballades, and Ballade No.3 is the

brightest in the general mood. Firs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opin’s music and litera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atic variation and wide range of harmonic spectrum

evident in his two Ballades.

Liszt’s Mephisto Waltz is one of the most famous program music.

The study of its literary background will show us how literary contents

are reflected in this work. Besides literary allusion, Liszt’s virtuoso

technique and musicality will be observed.

Finally, Ravel’s Jeux d’Eau, is a fine example of his impressionistic

work. This study will examine his unique compositional and performing

techniques in order to discover the sonority he intended and its

possible influence on other composers.

Keywords : Bach, Beethoven, Chopin, Liszt, Ravel

Student Number : 2011-2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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