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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L.v.BeethovenPianoSonataNo.7inDMajor,op.10-3

R.SchumannHumoreske,op.20

F.ChopinScherzoNo.2inB-flatMinor,op.31의

연구 연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과 피아노 공

서 필 원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 과정 졸업연주 로그램인 L.v.Beethoven의

PianoSonataNo.7inDmajor,op.10-3,R.Schumann의 Humoreske,

op.20,F.Chopin의 ScherzoNo.2inB-flatminor,op.31에 한 연구

이다.각 작품의 작곡 배경과 구조를 탐색함으로써 보다 이상 인 연주

의 석을 이루는 것에 그 목 이 있다.

루트비히 반 베토벤(LudwigvanBeethoven,1770-1827)은 평생에 걸쳐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 는데 그 기 작품인 op.10의 3번

은 베토벤이 한창 실험 이던 4악장 구성의 소나타로 교향곡 인 성격

이 두드러지며,청각장애의 망이 담겨있는 감정이 농후한 느린 악장이

인상 이다.



로베르트 슈만(RobertSchumann,1810-1856)은 낭만 시 피아노 음악

의 정을 이룬 작곡가로서 문학 용어인《Humoreske》를 처음으로

음악에 사용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독창 인 곡을 만들었다.특히

독일 낭만문학의 거장인 장 울에게 강한 향을 받은 슈만은 그의 문

학 기법을 자연스럽게 음악에 투 하 다.

데릭 랑수아 쇼팽(FrédéricFrançoisChopin,1810-1849)은 본래

교향곡이나 악 4 주,소나타의 3악장에 삽입되던 스 르 를 독립된

피아노 독주곡으로 발 시켜 네 곡의 스 르 를 남겼다.그 제 2번

은 극 인 담 함과 어두운 정열을 담은 가장 유명한 곡이다.

주요어 :베토벤,피아노 소나타,슈만,유모 스크,쇼팽,스 르

학 번 :2009-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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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 과정 졸업 연주 로그램인 L.v.Beethoven

PianoSonataNo.7inD Major,op.10-3,R.SchumannHumoreske,

op.20,F.ChopinScherzoNo.2inB-flatMinor,op.31에 한 연구

이다.

본론에서는 각 곡의 작곡가에 해 간단히 살펴보고 작곡 배경과 구조

를 탐구하고 분석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실제 무 연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표와 악보로 구조 이해를 돕고,특히 다른 작품들과의 조성,스

타일 등의 유사성을 로 들어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갖고자 한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기 비엔나 시 주로 네 악장을 가진

피아노 소나타를 쓴 베토벤의 작품 제 7번의 치를 알아보고 각 악

장의 특징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슈만의 유모 스크에서는 작곡가가 당시 처했을 외부 ,내면 상태와

유모 스크의 의미 그리고 독일 낭만문학의 거장인 장 울의 향을 받

아 문학 요소들이 녹아있는 곡의 특징 인 부분들을 살펴 볼 것이다.

한 애매모호한 악보의 지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연주되어야 하는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쇼팽의 스 르 에서는 본래 기악곡의 간 악장에 삽입되던 스 르

를 쇼팽이 독립 인 곡으로 만든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반복 인

악구의 구조 인 이해와,미묘한 변주를 세 하게 살펴 으로써 보다 효

과 인 연주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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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

1.L.v.BeethovenPianoSonataNo.7inD Major,

op.10-3

1)작품 배경

루트비히 반 베토벤(LudwigvanBeethoven,1770-1827)은 평생 자신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 하고 실패를 반복하며 마침내 이겨내고야 말았던

인간승리의 작곡가 다.특히 음악가로서,청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한 작품을 써낸 그는 서양음악사상 가장 한 웅이

라 할만하다.그는 부분의 장르에서 명곡을 남겼지만 특히 피아노 소

나타에서는 이 의 하이든과 모차르트와는 다른 새로운 명 인 곡들이

만들어졌고,각 32곡이 모두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작품번호 2부터

111까지 범 하게 걸쳐있는 피아노 소나타를 통하여 우리는 그의 술

인생의 나이테를 엿 볼 수 있다.

베토벤은 기의 비엔나 시 인 1796년부터 1799년까지 10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정력 으로 작곡하 는데,기존 작곡가들의 피아노 소나타들에

비해 보다 극 이고 정열 이며 웅 인 베토벤의 성격이 드러나며 특

히 더욱 규모가 커진 4악장 구성을 가진다.그 작품번호 10의 세 곡

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개 1798년에 작곡되었다고 본다.작품10의 3번

소나타는 3악장 구성으로 잠시 을 돌린 작품 10의 1,2번과 다르게 다

시 4악장 구성으로,특히 베토벤이 교향곡 인 요소를 이 곡을 통해 실

험했음을 알 수 있다.1)

특히 D장조의 활기에 찬 이 곡의 조성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

번 op.12no.1, 악사 주 3번 op.18no.3,피아노 소나타 15번《

원》 op.28,교향곡 제 2번 op.36,바이올린 주곡 op.61,피아노 트

리오 《유령》op.70no.1,첼로소나타 5번 op.102no.2,《장엄미사

(MissaSolemnis)》 op.123등의 주요작품에도 쓰 다.

1)F.E.Kirby.김혜선(역).건반음악의 역사.도서출 다리.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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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품구성

(1)제 1악장 Presto

제 1악장은 allabreve의 못갖춘마디로 시작되며,제시부-발 부-재 부

-코다를 갖는 형 인 소나타 형식인데,제 3주제를 갖는 것이 특징

이다.<표 1>

<표 1>

구분 마디(수) 조성

제시부

제1주제 1-22(22) Dmajor

제2주제 22-53(32) Bminor,Amajor

제3주제 53-105(53) Amajor

코데타 105-128(24) Amajor

발 부 128-183(56) B♭major,E♭major,Amajor,Dminor

재 부

제1주제 183-204(22) Dmajor

제2주제 204-233(30) Eminor

제3주제 233-286(54) Dmajor

코다 286-344(59) Gmajor,Dmajor

언뜻 평범해 보이는 제 1주제를 살펴보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두 가

지의 재료를 발견할 수 있다.바로 네 음의 순차 하행(D-C#-B-A)음형

과 C#-D-F#의 세 음으로 이루어진 음형이다.이들은 앞으로 악장에

걸쳐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악보 1>

한편 이 상승하는 음형은 만하임 로켓(Manheim Rocket)2)의 변형된 모

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베토벤은 모차르트(WolfgangAmadeusMozart,

1756-1791)가 즐겨 사용했던 이 기법에 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우리

는 베토벤이 그의 앞선 피아노 소나타 1번과 5번에서 이미 만하임 로켓

기법을 실험했음을 알 수 있다.<악보 2>,<악보 3>이후 베토벤은 이

를 변형하여 그만의 어법으로 구사하게 된다.<악보 4>

2) 크 셴도를 동반하는 상승하는 음형의 선율.18세기 후반 유럽 최고 수 의 만하임

궁정 오 스트라,만하임 악 가 즐겨 사용했던 수법으로 모차르트가 많은 향을 받았

다.이들은 이밖에 ‘만하임 크 셴도’,‘만하임 로켓’,‘만하임 롤러’,‘만하임 한숨’,‘만하임

의 새’,‘만하임 클라이막스’등의 기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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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7번,op.10no.3

<악보 2>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1번,op.2no.1

<악보 3>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5번,op.10no.1

<악보 4>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23번,o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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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디이후의 목 악기군을 연상 하는 내성의 가토 선율은 앞의 스

타카토 선율와 조를 이룬다.<악보 1>

이후 제 1주제가 리듬 으로 변주되어 B단조의 딸림음으로 이끌게 되

고 22마디부터 제 2주제가 B단조로 등장하게 된다.하강할 모르는 왼

손 반주 아르페지오 음형이 인상 이다.<악보 5>

<악보 5>마디 18-27

제 3주제로 볼 수 있는 마디 53부터는 제 1주제 시작부분의 하행하는

네 음이 꾸 음으로 변형되어 등장하여,발 부에 이르기까지 주요 재료

로 쓰 다.<악보 6>

<악보 6>마디 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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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음 음형이 계속 등장하는 코데타를 지나 D단조로의 조를 통해 발

부로 진입한다.<악보 7> 133마디의 B♭화음은 흔히 상치 못하는

것으로서,청 을 놀라게 만든다. 한 반음 상승(A-B♭)을 통한 베토벤

의 지칠 모르는 도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악보 7>마디 128-134

발 부에서는 다양한 조(B♭장조,E♭장조,A장조,D단조)를 통해 놀

라움을 자아내며,넘치는 에 지를 거쳐 재 부로 들어간다.

재 부에서는 제 2주제는 E단조 상에서,제 3주제에서 D장조로 복귀한

다.

(2)제 2악장 Largoemesto

베토벤이 지 까지 썼던 작품 가장 심각한 음악으로 제자인 쉰들러

에게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여러 가지 빛과 그림자의 뉘앙스로

그려냈다”고 말했다고 한다.D단조의 조성은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자주 사용되는 감화음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자아낸다.

베토벤은 이미 그의 앞선 피아노 소나타에서 Largo의 지시를 두 차례

사용하여 이 에는 없던,감정이 농후한 느린 악장을 선보 다.<표 2>

특히 제 7번에서는 그의 청력상실이 시작되던 시 에 따른 고통과 좌

이 담겨있어 더욱 깊이가 있는 곡이 되었다.제 2악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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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베토벤 기 피아노 소나타 느린 악장의 템포 지시

기 피아노 소나타 느린 악장의 템포 지시
제 1번 op.2no.1 Adagio

제 2번 op.2no.2 Largoappassionato

제 3번 op.2no.3 Adagio
제 4번 op.7 Largo,congranespressione

제 5번 op.10no.1 Adagiomolto
제 6번 op.10no.2 Allegretto3)

제 7번 op.10no.3 Largoemesto

제 8번 op.13 Adagiocantabile
제 9번 op.14no.1 Allegretto

제 10번 op.14no.2 Andante
제 11번 op.22 Adagioconmoltoespressione

<표 3>제 2악장의 구조

구분 마디 (수) 조성
A 1-29(29) Dminor-Aminor

B 30-43(14) Fmajor-Dminor
A’ 44-64(21) Dminor

Coda 65-87(23) Dminor

슬 고도 무거운 선율로 제 2악장은 시작된다.이 주제를 뜯어보면

A#-D-F의 세 음 음형은 제 1악장 발 부의 세음과 일치하며4) 3마디의

F-E-D-C#의 하행하는 네 음의 음형 한 찰된다.

3)Allegretto의 빠르기는 느리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나,제 6번과 9번은 느린 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다른 악장과 비교했을 때 상 으로 가장 느린 악장을 기입하 다.

4)권진아,『J.S.Bach,PreludeandFugueinG Minor,BWV 885L.v.Beethoven

PianoSonataNo.7inDMajor,op.10-3S.RachmaninoffPianoSonataNo.2inB♭

Minor,op.36(revisedversion)의 연구 연주』.석사학 논문.서울 학교 학원.

2011.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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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마디 1-4

한편, 상치 못한 피아니시모의 지시들은 실망감을 주며 좌 감을 배

가 시킨다.

<악보 9>마디 7-8,25-26

A단조로 마쳐지는 A부분을 뒤로하고 간부분에서는 D단조의 나란한

조인 F장조로 조되어 잠시 따듯함을 느낄 수 있으나 이내 어두워지며

고통스러운 감정이 짙어진다.<악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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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마디 33-37

33마디에서도 역시 네 음 하행음형이 발견된다.36마디에서는 쉼표를

동반한 음형들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고통스럽고 힘겨움을 표 한다.

이후 지친 듯한 오른손 단선율 치타티보를 거쳐 44마디부터 A부분이

재 되고 여러 재료들을 변형하여 클라이막스를 이룬다.76마디부터 80

까지는 세 음 음형이 계속해서 나타난다.<악보 11>

<악보 11>마디 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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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3악장 Menuetto:Allegro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제 2악장과 조 으로 밝고 가벼운 느낌의 Trio

를 동반한 Menuetto의 제 3악장이 등장한다.<악보 12>제 3악장의 구

조는 다음과 같다.<표 4>

<표 4>

구분 마디 (수) 조성

Menuetto 1-54(54) Dmajor

Trio 55-86(32) Gmajor

3악장에서도 역시 하행하는 네 음이 찰된다.<악보 12>

<악보 12>마디 1-9

G장조상의 트리오는 화성 으로는 비교 단순한 편이나 이 와 에도

네 음 음형을 떠올리게 하는 4도 음정의 선율이 인상 이다.<악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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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마디 55-59

(4)제 4악장 Allegro

론도 형식인 제 4악장에서는 궁 증을 자아내는 쉼표를 동반한 선율들

과 반복될 때의 미묘한 변주,기 되지 않았던 화성을 통해 특히 베토벤

의 음악 유머를 엿 볼 수 있다.

한편,이 악장 한 못갖춘마디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로써 심각한 성격

의 제 2악장을 제외한,나머지 악장들과 3악장의 트리오까지도 모두 못

갖춘마디로 시작되는 이 공통 이다.

제 1악장 제 1주제에서 찰되었던 세 음 음형이 곡 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네 음 음형도 곳곳에 발견된다.<악보 14>,<악보 15>

<악보 14>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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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마디 9-12.BassB-A-G-F#의 네 음 하행 음형.

제 4악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표 5>

<표 5>

구분 마디 (수) 조성

A 1-9(9) Dmajor

B 9-24(16) Dmajor
A1 24-32(9) Dmajor

C 33-55(23) B♭major
A2 55-64(10) Dmajor

B1 64-71(8) Dmajor

경과구 72-83(12) F#major
A3 83-91(9) Dmajor

Coda 92-113(22) Dmajor

한편 1악장 발 부에서 우리를 놀라게 해주었던 B♭장조가 다시 등장

하여 <악보 16> 다시 상치 못한 화성의 세계로 이끌어 다.이 C부

분은 1악장의 발 부와 상당히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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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마디 31-34

발 부로 볼 수 있는 C부분을 지나 A부분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세 음 음형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주된다.이어 B부분에서는 G장조로 유

도되는듯하다가 돌연 F#장조의 경과구로 이어진다.이 부분에서도 세 음

음형이 계속해서 등장한다.<악보 17>

<악보 17>마디 72-75

이후 A부분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이번에는 리듬이 16분음표와 32

분음표로 더욱 세분화되어 장난스럽게 변주되고 코다로 이어진다.<악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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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마디 84-91

이어지는 코다의 반음계 선율들은 앞에서 이미 견된 것이었다.<악보

19>,<악보 20>역시 세 음 음형이 끝까지 사용되고 있다.

<악보 19>마디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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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마디 17-18



-16-

2.R.SchumannHumoreske,op.20

1)작품 배경

로베르트 슈만 (RobertAlexanderSchumann,1810-1856)은 19세기를

살다 간 개성이 뚜렷한 작곡가로서 낭만시 피아노 음악의 정을 이루

었다.

그는 특히 장 울 (Jean Paul(=Johann PaulFriedrich Richter),

1763-1825)의 문학에 강한 향을 받았는데,그 에서도 이 작품은 장

울의 독일 목가주의 (Idyllic)5)작풍에 많은 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슈만은 1820년 반 장 울의 작품을 한 후 “ 한 작가 장

울을 아는가?음악선생에게서 배운 것보다 그에게서 더 많은 법을

배웠다”라고 말한 바 있다.6)그는 장 울의 마음가는 로 쓴 자유로운

표 에 향을 받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독창 인 음악을 만들어낸 것

이다. 로 스탄(Florestan)과 오이제비우스(Eusebius)의 비되는 두

자아도 상반된 것을 교묘하게 결합시킨 장 울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장 울의 작품은 기이하고 풍자 이며 한 자연 인 분 기를 형성

한다.그는 본론에서 벗어난 이탈(Digression),사이에 얇은 막 삽입

(Interleaving),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7)등의 기발한 작법을 사용하

고,서민 이고 작가 자신의 다양한 경험에 기반한 내용으로 큰 사랑을

5)“목가주의라는 장르가 갖추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즐거운 원을 배경으로 하

거나 이상 인 공간을 다루어야 한다. 거리는 단순하거나 아 없다시피 하거나 해야

하고,풍 묘사를 강조해야 하며 인물의 계를 복잡하지 않게 다루며 극 인 화에

의한 개는 피해야 한다.형식에 있어서는 시의 확장된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theNovelsofJeanPaul(New York:

theUniversityofRochesterPress,2004),p.158.

6)최 임,Program annotationD.ScarlattisonataL.23,L.286W.A.Mozartpiano

sonataK.570S.ProkofieffpianosonataNo.2,Op.14R.SchumannHumoreskeOp.20.

음악학 석사학 논문.연세 학교.2003.p.16.

7)(다른 작품과의)텍스트 상호간의 유기 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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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Papillons》 op.2,《Intermezzi》 op.4,《Davidsbündlertänze》 op.

6,《Carnaval》 op.9, 《Fantasiestücke》 op.12,《Kinderszenen》

op.15,《Kreisleriana》 op.16,《Arabeske》 op.18,《Blumenstück》

op.19,《Humoreske》 op.20,《FaschingsschwankausWien》 op.

26등이 그의 작풍에 크고 작게 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표 6>

그러나 슈만은 자신의 작품으로 장 울의 소설을 완 히 묘사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그는 《Papillons》 op.2을 작곡한 후,라이 치히의 헨

리에테 보이크트 (HenrietteVoigt,1808-1839)에게 보낸 편지에서 “ 는

음악에 을 붙인 것이지 그 반 가 아니라는 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

다. 에 음악을 붙이는 것은 로서는 멍청한 짓일 것입니다.”라고 말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학에 조 가 깊었던 슈만은 문학 용어인《Humoreske》

를 처음으로 음악에 사용하게 되는데,이후에는 성격 소곡(character

piece)의 한 종류로,어떤 기분이나 애매모호한 아이디어를 표 하는 짧

은 곡으로 일반화되었다. 컨 드보르작 (AntoninDvořák,1841-1904)

과 차이코 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1840-1893)등이 작곡한

《Humoresque》들이다.그러나 이것들은 불어에서 온 것으로서,슈만이

한 편지에 었듯 독일어의《Humoreske》란 단어는 독일의 국민성에

깊게 뿌리 내린 개념으로,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기 힘든 것이다.이것은

기쁨과 슬픔,웃음과 물 등 여러 감정이 교차한 상태, 는 이런 감정

들이 얽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풍부한 정조

(Gemütlich),열 (Schwärmisch)그리고 익살스러움과 기지(Witzig)가

히 융합된 개념이다.8)그러므로 슈만의《Humoreske》는 작곡가의

감정을 자유롭게 담아 낸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 곡은 1838년에 작곡되었는데,이즈음은 슈만에게 매우 힘든 시기

다.1837년 슈만은 클라라에게 청혼한 후 그녀의 아버지 비크의 완강한

반 를 마주하게 되는데,비크는 기야 클라라를 연주 여행으로 멀리

8)김경임,낭만 피아노 음악 ( 구:경북 학교 출 부,2010)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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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버린다.슈만은 이에 굴하지 않고 클라라를 따라 빈으로 가서 새로

운 음악세계를 펼치고자 했으나 그곳의 음악 취향은 그에게 회의감만

안겨주었고,외국인이란 이유로 그 곳에서 새로이 발간하려고 했던 음악

신보(NeueZeitschriftfürMusik)의 발행도 좌 된다.

비슷한 같은 시기에 작곡된 《Kreislerianaop.16》,《Sonataop.1

4》,《Sonataop.22》 등은 폭풍과도 같은 격렬함을 담고 있으나 이후

내놓은 《Arabeske,op.18》,《Blumenstükeop.19》,《Humoreske

op.20》은 그 사랑하는 이와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슈만의 갈

망을 이상 으로 반 하고 있다.9)

《Humoreskeop.20》의 소재들은 상당히 감에 차있고 아름다우며,

길이 면에서도 다른 곡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마땅하지만 무 많은

느린 부분들과10)애매모호한 부분들 때문인지 자주 연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아름다움이 리 알려져 비교 많은 피아니스트들

이 퍼토리로 삼고 있다.

이 곡은 독일-오스트리아의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인 율리에 폰 베베

나우(JulievonWebenau,1813–1887)에게 헌정되었다.그녀는 모차르트

의 막내아들로서 역시 작곡가 던 란츠 크사버 볼 강 모차르트(Franz

XaverWolfgangMozart,1791–1844)의 제자 다.슈만은 그녀를 1835

년 에 라이 치히에서 만나 비엔나에서도 알고 지냈다.슈만은 그녀

에게 《Arabeske》 op.18을 헌정할 생각이었으나《Blumenstüke》 op.

19을 헌정한 Serre에게 두 곡을 같이 헌정하고는 이《Humoreske》,

op.20를 헌정하게 되었다.슈만은 클라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헌정받는

이가 작품과 어떤 연 을 가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Humoreske》 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고 있다.11)

9)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theNovelsofJeanPaul(New York:

theUniversityofRochesterPress,2004)pp.156-58.

10)StewartGordon,A HistoryofKeyboardLiterature:MusicforthePianoandits

Forerunners(New York:SchirmerBooks,1996)pp.260-61.

11)Schumann,Humoreskeop.20(Germany:Henle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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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슈만에게 향을 끼친 장 울의 주요작품과 소재 는 특징

작품명 소재 는 특징
〈만족한 선생 마리아 부츠의 생활

(Lebendesvergnügten

Schulmeister-leinMaria

Wuz)〉(1793)

특별한 일 없는 삶,책을 살

돈이 없자 책을 직 집필,

서민의 세계

〈 성 (Hesperus)〉(1795)
무한한 우주, 원,

사랑과 미덕

〈크빈투스 픽슬라인의 생애

(LebendesQuintusFixlein,aus15

Zettelkästengezogen,nebsteinem

MußteilundeinigenJusde

Tablette)〉(1796)

시골,하찮은 것에 집착,

장 울이라는 인물 등장,

미신

〈가난한 변호사 지벤 스

(Blumen-,Frucht-und

DornenstückenoderEhestand,Tod

undHochzeitdesArmenadvokaten

F.St.Siebenkäsim

ReichsmarktfleckenKuhschnappel)〉

(1796-97)

공상을 즐기는 남편과

바가지를 는 아내,

의사(擬似)자살

(Pseudocide)12),

도 갱어 (Doppelgänger)13)

<거인 (Titan)>(1800-03)

거인족,군주,신하,

정신 불치병,자살,복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인물

<철없던 시 (Flegeljahre)14)>(1804) 가면무도회, 둥이 형제

12)죽은 시늉하기,꾸며낸 죽음,거짓 죽음.

13)독일어로 “이 으로 돌아다니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의 자신을 만나는 일종의

심령 상,장 울이 처음으로 소설에서 사용하 다.제 2의 자아라는 뜻.

14)흔히 “개구쟁이 시 ”,“무분별의 시 ”등으로 번역되지만 독일어의 의미와 소설의

내용으로 보아 보다 자연스럽게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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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

지시

박자

지시

Metronome

지시
마디 (수)

제1부

A Einfach 4/4 ♩=80 1-36(36)

B
Sehrraschund

leicht
2/4 ♩=138 37-80(44)

C Nochrascher - - 80-190(111)

B' ErstesTempo - - 191-238(48)

A' Wieim Anfang 4/4 - 239-250(12)

제2부

A15) Hastig 2/4 ♩=126 251-357(107)

B

Nachundnach

immerlebhafter

undstäcker

- - 358-446(89)

A' Wievorher - - 447-504(58)

Coda Adagio - - 505-513(9)

제3부

A Einfachundzart 4/4 ♩=100 514-549(36)

B Intermezzo 2/4 ♩=126 549-615(27)

A' - 4/4 ♩=100 615-639(25)

Coda Adagio - - 639-642(4)

제4부

A Innig 4/4 ♩=116 643-692(50)

B Sehrlebhaft 2/4  =76 693-832(140)

Coda Miteinigem Pomp 4/4 ♩=92 833-860(28)

제5부

A Zum Beschluß 4/4 ♩=112 861-912(52)

A' - - 912-951(40)

Coda Allegro - 952-963(12)

2)작품 구성

끝세로 의 뚜렷한 구분이 없이 곡이 연결되어 있으나 겹세로 ,각

부분의 반복과 코다,빠르기,길이 등으로 다섯 부분으로 나 어 볼 수

있다.<표 7>

<표 7> 슈만 《유모 스크》의 구성

15)각 부의 A,B는 앞과의 계가 없는 새로운 소재이나,편의상 이와 같이 구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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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지시 조성 마디 (수)

a Einfach B♭major 1-8(8)

b - G♭major 8-20(13)

a‘ - B♭major 20-27(8)

c Etwaslebhafter B♭major 28-36(9)

(1)제 1부

ABCBA의 아치 형태(Archform)이다.16)

① Einfach

서주의 역할을 하는 Einfach는 a-b-a'-c(codetta)의 구조이다.<표 8>

<표 8>Einfach의 구성

이 36마디의 도입부는 그 선율과 화성이 매우 아름다우며 환상 인데,

이만(ErikaReiman)은 이것을 장 울의 작품에 나타난 자연 이

며,심원한 이상인 “제 2의 세계(ZweiteWelt)”에 빗 었다.17)<악보 21>

<악보 21>도입부 Einfach,마디 1-11

16)StewartGordon,AHistoryofKeyboardLiterature:MusicforthePianoand

itsForerunners(New York:SchirmerBooks,1996)p.260.

17) 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theNovelsofJeanPaul(New

York:theUniversityofRochesterPress,2004)pp.1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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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마디 이즈를 마무리 짓는 마디 4첫 박의 소 라노 B♭음이

앞마디의 꾸 음과 붙임 처리가 되어있는 것,그리고 마디 8의 베이스

가 이즈를 마무리 짓고 있는 마디 4와는 달리 다음 G♭까지 이음

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이는 슈만이 끝난 듯 보이나 아직 끝나지 않

은 이징을 통해 모호함을 창출한 것으로,의도 으로 양손의 이

즈의 마침을 엇갈려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18)<악보 21>

한편,마디 8부터는 다소 계가 먼 G♭major로 심원한 세계가 표 된

다.이는 슈베르트(FranzPeterSchubert,1797-1828)의 1828년에 작곡되

어 사후 10년 뒤인 1838년에 출 된 B♭장조 소나타 D.960의 1악장과

매우 유사한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악보 22>

<악보 22>슈베르트 소나타,D.960제 1악장.G♭장조로의 조.마디

19-23

18) 이훈진은 이 붙임 을 슈만이 유머의 표 을 해 계획한 요소 하나인 ‘박

불규칙을 통한 모호함’으로 보고 당김에 의하여 강박이 이된 것으로 보았다. 이훈

진,“RobertSchumann의 HumoreskeOp.20에 나타난 유머연구”.음악학 박사 논문.

단국 학교.2009.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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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atempo를 수반하지 않는 모순 인 ritard.가 연속 으로 등장하

는데,음정이 도약하는 부분이나 특별한 화성이 있는 장소에 지시되어

있다는 에서 이는 통상 인 “ 느리게”의 뜻이 아닌 ritenuto19)로

연주되는 것이 문맥상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다.<악보 23>

<악보 23>마디 12-24

② Sehrraschundleicht

폴카20)와도 같은 빠른 2/4박자의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는데,내성과 외

성의 양손의 배치가 앞의 Einfach에서 온 것으로,유기 인 계임을 알

수 있다.<악보 24>한편,일반 인 4마디 단 의 이즈 끝마디에 기

되지 않는 포르테의 악상지시와 뒤따르는 피아노와의 조를 통해 유

머러스한 모습을 보인다.

19)“그 부분에서 조 느리게”라는 뜻.

20)보헤미아 기원의 민속 무곡.빠른 2박자의 춤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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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마디 37-48

③ Nochrascher

이번에는 G단조 상에서 더욱 빨라진 템포로 흥을 돋우고 있다.<악보

25>

<악보 25>마디 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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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88마디부터는 F장조로 조되어 Ⅴ-Ⅰ의 교 로만 단순한 화성진

행이 이루어지는데,특별히 페달지시가 되어있다.이 때 화음이 바뀔 때

마다 페달을 완 히 바꾸지 말고 잔향을 남겨놓고 페달 포인트로 악센트

가 붙어있는 C음 만을 강조하면 특별한 음향을 만들어 낼 수 있다.이것

은 피아니시모의 악상이기에 더욱 가능하다.Ⅴ-Ⅰ화성을 과감히 섞는

이와 같은 페달 효과의 유사한 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 21번

《발트슈타인(Waldstein)》을 들 수 있다.<악보 26>

<악보 26>베토벤.발트슈타인 소나타 론도.마디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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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마디 105-122

105마디부터는 카논기법으로 음을 쌓아올리는데,앞서 Sehrraschund

leicht에 등장했던 ♪♬♪♪음형의 확 된 모습인 ♩♪♪♩♩ 리듬이 나

타난다.<악보 27>

118마디 첫 박에서는 상치 못한 리듬을 등장시켜 유머러스한 성격이

더욱 부각되며,마디 120부터는 지그(Gigue)풍의 리듬이 주재료로 쓰인

다.

④ ErstesTempo

Sehrraschundleicht와 같은 진행이 계속되는 듯 보이나 이번에는

반복지시가 없고, 한 악보를 자세히 찰해보면 마디 54-56과 마디

208-210의 왼손 화음 배치가 교묘히 다름을 알 수 있다.이는 반복될 때

에 더욱 안정감을 얻은 느낌을 표 하기 해 화음을 기본 치로 배치한

슈만의 의도로 보인다.<악보 28>,<악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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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Sehrraschundleicht,마디 54-56

<악보 29>ErstesTempo,마디 206-211

앞서 atempo를 동반하지 않는 ritard.에 해 언 하 으나,마디 233

과 마디 235에 있는 ritard.지시는 선 (- - - - -)으로 Wieim

Anfang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는 통상 인 “ 느리게”

의 뜻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악보 30>

<악보 30>마디 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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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Wieim Anfang

앞부분 Einfach를 회상하는듯하다가 마무리 된다.

(2)제 2부

춤곡 인 성격이 주된 요소 던 제 1부를 뒤로하고,보다 내면 인 감

정을 엿 볼 수 있다.

① Hastig

‘서두르는,성 한’이라는 뜻의 ‘Hastig’라는 템포 지시가 쓰여져있다.

<악보 31>

<악보 31>마디 251-256

강박의 쉼표로 인하여 성 한 성격이 드러나며 이것은 앞보다 다소 느

린 ♩=126의 템포로 인해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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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내면의 음성(InnereStimme)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간단의 악보

는 문학 인 특징으로서,이를 통해 장 울에 경의를 표한 슈만의 모습

을 볼 수 있다.21) 그의 앞선 작품 《Carnaval,op.9》의 ‘스핑크스

(Sphinx)’처럼 부분의 연주자들이 실제 연주하지는 않으나,스비아토슬

라 리히터(SviatoslavRichter,1915-1997)와 같은 몇몇 피아니스트들

은 연주하기도 하며,IgnazFriedman 에는 운지법까지 표기되어 있다.

<악보 32>한편,클라라는 “이것은 실제 연주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듣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악보 32>운지법이 표기된 IgnazFriedman .마디 251-256

24마디의 "InnereStimme"가 지나면 왼손의 힘찬 옥타 와 함께 새로

운 소재의 음형이 등장하는데,연주시 작스럽게 템포가 변하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악보 33>

21)Martin Geck,Translatedby StewartSpencer,RobertSchumannThelifeand

workofaromanticcomposer(TheUniversityofChicagoPress:ChicagoandLondon)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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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마디 275-280

이후 WieaußerTempo,Nachundnachschneller를 통해 분 기가

고조되고 한번의 클라이막스가 나타난다.<악보 34>

<악보 34>마디 3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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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achundnachimmerlebhafterundstäcker

<악보 35>마디 358-366

2/4의 강한 리듬이 89마디나 계속되며 아직 풀어지지 않은 클라이막스

를 더욱 고조시킨다.<악보 35> 빠르게의 지시에 맞게 리듬도 16분

음표 부 에서 8분음표 부 으로 변한다. 한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지

시되어 있는 악센트들이 구분되게 들리도록 연주하여야 한다.<악보 36>

<악보 36>마디 395-417

이후 고요한 기도와도 같은 코랄이 분산화음으로 나타난다.<악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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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마디 447-466

③ Wievorher

<악보 38>마디 483-487

앞의 Hastig와는 다르게 베이스 트의 선율로 변신한 A♭이 인상 이

다.<악보 38>이후 아홉 마디의 Adagio로 제 2부가 마무리된다.

(3)제 3부

제 3부는 ABA의 3부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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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infachundzart

6도 간격의 선율이 내성을 채우고 있고,상성부의 말하는 듯한 선율이

인상 이다.<악보 39>

<악보 39>마디 514-517

② Intermezzo

<악보 40>마디 549-554,마디 585-589

형 인 이탈(Digression)로서 벽돌과도 같은 음형이 연속되는데 오른

손의 유창한 옥타 테크닉을 요구한다.연주자 재량에 따라 왼손으로

도와 연주할 수 있다.<악보 40>

이어 Einfachundzart부분이 반복되고 Adagio의 세 마디의 짧은 코데

타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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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 4부

① Innig

이 부분은 ABACA코다의 구조를 갖는 론도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종

지를 해 두 마디가 더 많은 코다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8마디의 규칙

인 단순한 구조를 보인다.<악보 41> B부분의 갑작스런 템포 변화

(Schneller)역시 이탈(Digression)로 볼 수 있으며, C부분에 등장하는

G♭장조의 조성은 오 닝의 Einfach부분을 상기시킨다.

<악보 41>마디 643-646

② Sehrlebhaft

소박하고 평온했던 분 기를 깨고 폭풍과도 같은 격렬한 악상이 등장한

다.<악보 42> 그 음형이 동 작곡가의 작품 《Kreisleriana》 op.16의

제 2곡 IntermezzoII와 닮아있다.<악보 43>

<악보 42>마디 69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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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슈만 《Kreisleriana》,op.16제 2곡 IntermezzoII

이어 분 기가 고조되다가 곡에 걸쳐 유일무이한 fff의 악상이

등장하여 정 을 이룬다.<악보 44>

<악보 44>마디 783-787

이후 Immerlebhafter,Stretto가 이어지며 더욱 정으로 치닫고 B♭장

조의 I도 화음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곡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다.

③ Miteinigem Pomp

화려함을 가지고란 지시어가 쓰인 이 부분은 마침내 장 한 유모 스크

의 끝맺음을 이루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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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상으로는,소스테 토 페달22)을 통해 베이스 옥타 의 가토를

유지하면서도 반주음형의 쉼표를 살리면서 연주할 수 있다.그러나 당시

이 페달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반드시 이 페달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악보 45>

<악보 45>마디 833-837

(5)제 5부

Zum Beschluß(결론에 이르러)라고 어 놓은 이 부분은 끝맺음에 덧붙

인 에필로그(epilogue)23)이다.연극이나 문학작품 등의 맺음에 자주 등장

하는 기법으로,이 곡이 문학과 긴 히 연 되었음을 다시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쓰인 주요 음형은 앞의 Hastig부분에서 나온 것이다.<악보

46>,<악보 47>

22)그랜드 피아노의 가운데 페달.1844년 처음 발명되었다.

23)시나 소설 등의 맺음 부분.연극에서는 극의 종말에 추가한 끝 사 는 보충한 마

지막 장면을 말한다.배우 의 한 사람이 연극에 한 주석을 하고 객에게 인사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작자 자신의 주장 는 최종 인 결말을 진술하는 종결문의 뜻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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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마디 861-865

<악보 47>마디 281-283

경과구를 거쳐 앞부분이 한 번 더 반복된다.다만 앞에서 더욱 열려있

던 화음이 한 옥타 아래로 내려가 더욱 안정 으로 변한 것이 찰된

다.<악보 48>

<악보 48>마디 899와 943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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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작스런 Allegro의 포르테로 마치 연극의 커튼이 마침내 모두 닫

지며 진정 작품이 마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며 화려하게 끝맺는다.

<악보 49>

<악보 49>마디 9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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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ChopinScherzoNo.2inB-flatMinor,op.31

1)작품 배경

《스 르 (Scherzo)》는 본래 ‘해학,희롱’을 뜻하는 말로 주로 교향곡

이나 악 4 주,소나타의 3악장에 삽입되는 곡으로서 간에 트리오

(Trio)를 포함한 세도막 형식의 곡이다. 데릭 랑수아 쇼팽

(FrédéricFrançoisChopin,1810-1849)은 그 구와도 견 수 없는 독

창 인 작품 세계를 이룬 작곡가인 만큼,이를 극 이며 화려한 기교를

지닌 독립된 악곡으로 만들어냈다.

쇼팽의 스 르 는 베토벤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데,베토벤의 작은 소

들이 강력한 구성 패턴으로 쌓아올려지는 벽돌이라면 쇼팽의 스 르

에서는 이와는 아주 다른 종류의 추진력에 의해 마딧 을 넘쳐흐르고 있

다. 한 베토벤의 스 르 는 어원그 로의 해학 성격을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쇼팽의 곡에서는 신랄함만이 있을 뿐이다.24)

쇼팽은 그의 발라드,즉흥곡처럼 네 곡의 세트로 이루어진 스 르 를

남겼는데,네 곡 모두 완성도 높은 명곡이지만 특히 제 2번이 가장 유명

하다.슈만은 이 곡이 감미로움,담 함,사랑스러움,증오심으로 가득하

여,바이런(BaronByron,1788-1824)25)의 시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편 B♭단조의 조성은 쇼팽에게 드라마틱한 조성이었음이 분명하다.

그의 표작 《Sonata제 2번,op.35》와 《24Preludes,op.28》 가

장 극 인 16번곡에서 B♭ 단조가 사용되었다.

《Scherzo제 2번,op.31》은 1837년 작곡되어 같은 해 출 ,아델 드

퓌르스텐슈타인(AdèledeFürstenstein)백작 부인에게 헌정되었다.이

시기에 쇼팽은 마리아 보진스카에게 실연하고,조르주 상드(George

Sand,1804-1876)와 맺어졌다.

24)Walker,Alan.TheChopinCompanion:ProfilesoftheManandtheMusician.

New York:W.W.Norton& Company,1973.p.62.

25) 국 출생.낭만주의의 표 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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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수) 조성

A 1-132(132) B♭minor
A1 133-264(132) B♭minor

B 265-365(101) Amajor

B1 366-((467))-583(218=101+117) Amajor-B♭minor
A2 584-715(132) B♭minor

Coda 716-780(64) Amajor-D♭major

2)작품 구성

간부인 트리오를 포함한 세도막형식.스 르 의 기본 인 형식에 자

유로운 소나타 형식을 가미하 다.<표 9>

<표 9>스 르 2번의 구조

곡은 질문과 응답으로 이루어진 8마디 단 의 이즈로 시작된다.

<악보 50> 쇼팽의 스 르 는 네 곡 모두 Presto의 템포지시로 인해

3/4박자로 이루어진 각 세 박을 느끼기에는 무 빠르므로 부분의 연

주자들이 한마디 단 로 박자를 세기 마련인데,보리스 베르만(Boris

Berman,1948-)은 한 걸음 나아가 네 마디를 단 마디로 잡는 월마

디(Hypermeasure)로 생각하라고 조언하고 있다.26)

<악보 50>마디 1-9

26)Berman,Boris.김혜선(역).피아노 연주법 Notesfrom Pianist’sBench.도서출

다리.2004.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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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렬했던 오 닝을 지나 마디 49부터는 계 장조인 D♭장조로 조되

어 찬란한 음들을 수놓는다.<악보 51> 이 음형은 곡에 걸쳐 요하

게 다루어지고 있다.이것은 피아니스트의 비르투오소 인 면을 뽐내기

에 효과 인 것이며,체르니(CarlCzerny,1791-1857)가 낭만시 의 화려

한 피아노 테크닉을 해 쓴《TheSchoolofVelocity,op.299》27)의

제 39번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악보 52>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도 그의 《 기교 연습곡 제 7곡 Eroica》에서 이 음형으로

연주자의 기교를 뽐내고 있다.<악보 53>

<악보 51>마디 49-52

<악보 52> 《TheSchoolofVelocity,op.299》 제 39번

27)체르니 40번 연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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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리스트 기교 연습곡 제 7번 《Eroica》

이어 경과구를 거쳐 conanima의 지시가 있는 유려한 왼손 반주 음형

을 타고 오른손이 듀엣으로 노래한다.<악보 54>

<악보 54>마디 61-67

A1부분에서는 부분 같이 반복되지만 마디 148과 172가 각각 5잇단

음표와 4잇단음표로 변주된다.<악보 55>,<악보 56> 47-48마디의 쉼표

던 곳은 트릴로 채워져 더욱 극 으로 변한다.<악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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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마디 148-149와 16-17의 비교

<악보 56>마디 172-173과 40-41의 비교

<악보 57>마디 176-180과 44-48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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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64부터 D♭과 C#의 이명동음을 통해 A장조로의 자연스러운

조를 이루며 트리오가 등장한다.<악보 58>

<악보 58>마디 264-271

이후 299마디부터는 단선율의 slentando28)로 템포를 약간 늦춘 후 셋잇

단음표의 새로운 리듬형을 동반한 호소력 짙은 선율이 C#단조 상에서

등장한다.<악보 59>

<악보 59>마디 289-312

28)빠르기를 늦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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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33마디에서 E장조의 V₇ 화음을 이끌어내어 334마디부터는 E장

조의 I도상에서 앞서 언 된 <악보 51>화려한 음형을 선보인다.쇼팽

은 pocorit.에 응하는 atempo외에 별다른 템포 지시를 하지 않았으

므로 이 부분에서 갑자기 템포가 빨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악보

60>

<악보 60>마디 330-337

B1부분에서는 앞의 반복이나 역시 섬세한 변주가 포함된다.<악보 61>

<악보 61>마디 293과 395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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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평화로웠던 E장조의 분 기를 처참히 깨버리는 충격 인 감화음

이 몇 차례 등장하며 경과구를 이룬다.마디 492부터는 마디 310에서 새

로이 등장했던 셋잇단음표를 동반한 리듬형을 이용하여 G단조-A♭단조

-E장조를 거쳐 마침내 B♭단조의 5도가 유도되며 <악보 62> B♭단조

로 복귀하여 정을 이루고 차츰 가라앉으며 사라진다.

<악보 62>마디 538-543

A2부분에서는 A반복이 이루어지나,마디 697부터는 상치 못한 화음

이 등장하여 종지가 지연된다.머지않아 앞서 등장했던 종지가 이어지지

만 마디 716부터 갑자기 트리오의 조성이었던 A장조로 조된 후 <악

보 63>화려한 코다를 만들고 곡을 장 하게 끝맺는다.

<악보 63>마디 7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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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지 까지 본인의 석사 과정 졸업 연주 로그램인 베토벤의 피아노 소

나타 제 7번 D장조 작품번호 10의 3,슈만의 유모 스크 작품번호 20,

쇼팽의 스 르 제 2번 작품번호 31의 작곡 배경을 살펴보고 악곡의 구

조와 특성을 악보와 도표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 7번은 기 소나타 4악장 구성의 교향곡

인 성격이 드러나는 규모가 큰 곡이다.베토벤의 귓병에 따른 고통과

좌 이 담겨 감정이 농후한 Largo악장과 나머지 악장의 밝은 분 기가

조 이다.제 1악장 제 1주제 속에 숨어있는 두 가지의 음형 재료들을

사용하여 악장에 걸쳐 변형,발 시켜 곡 체의 유기 통일성을

부여한 베토벤의 천재성이 드러난 곡이다.

슈만의 유모 스크 작품번호 20은 장 울의 문학에 강하게 향을 받

은 곡이다.그 제목 자체가 문학에서 온 용어인 만큼 슈만은 이 에 없

던 자신만의 독창 인 기법으로 문학과 음악을 자연스럽게 목시켰다.

이 곡이 연주자들에게 안겨주는 당혹스러운 부분들은 슈만이 유머의 표

을 하여 의도 으로 계획한 것이었으므로 연주자는 이미 알고 있던

일반 인 음악 지식을 뛰어넘는 기지를 발휘하여,슈만의 감추어진 의

도를 빠짐없이 찾아야 한다.

쇼팽은 그의 독창 인 작풍에 걸맞게 이 과는 다른 개념의 독립된 장

르로서의 Scherzo를 남겼다.그 제 2번은 담 하고 맹렬한 분 기와

평화로운 트리오가 뛰어난 조를 이룬 드라마틱한 곡으로서,피아니스

트의 비르투오지티를 요구하는 화려한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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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andPerformanceof

L.v.BeethovenPianoSonataNo.7inDmajor,op.10-3

R.SchumannHumoreske,op.20

F.ChopinScherzoNo.2inB-flatminor,op.31

Seo,Pil-Won

MajorinPiano,DepartmentofMusic

TheGraduateSchoolofMusic

SeoulNationalUniversity

ThisisaMastersThesisontheresearchoftheGraduaterecital

program,i.e.,L.v.BeethovenPianoSonataNo.7inDmajorop.10-3,

R.SchumannHumoreskeop.20,andF.ChopinScherzoNo.2in

B-flat minor op.31. It aims to set a foundation for ideal

performances with analysis ofstructure and background ofeach

work.

LudwigvanBeethovencomposed32pianosonatasduringhislifetime.

Sonataop.10-3wascomposedduringhisearlyperiod.Itwaswhen

Beethoven was experimenting with four movements form.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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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tahasstrongsymphoniccharacteristicsandtheLargomovement

isespeciallynotedforBeethoven’sreflectionofdesperationduetohis

immanentdeafness.

RobertSchumannreachedthepeakoftheromanticera.Hewasthe

firstcomposertousetheliteraryterm 《Humoreske》 asatitleof

musicalcompositionwhichenabledhim tocreateagiantstructure,

freedfrom traditionalstructureinmusic. BeinginfluencedbyJean

Paul,thefatherofGermanromanticliterature,Schumannreflectedthe

techniquesusedinliteratureintomusic.

FrédéricFrançoisChopindeveloped《Scherzo》 thatwasoriginally

intendedforthethirdmovementsofasymphony,astringquartet,or

apartofthelargesonataform intoanindependentsolowork.He

composedfourscherzi;thesecondoneisnotedtohavefeaturesof

dramaticboldnessanddarkpassion.

Keywords :Beethoven,Piano Sonata,Schumann,Humoreske,

Chopin,Scherzo

StudentNumber:2009-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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