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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문화에 있어서 이를 표현하기 위한 장르인 음악과 

미술은 상호 보완작용하며 서로 공존하는 개념이다. 음악과 미술은 

표현방식의 측면에서 각기 차이점이 있으나 예술이라는 하나의 큰 분류 

아래 함께 공존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공통적 형식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예술인으로서 흥미로운 도전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은 음악 형식인 두 부분 형식, 세 부분 형식, 변주곡 형식과 론도 

형식에 대하여 미술 회화 작품에의 적용 및 분석으로서, 각 음악적 형식을 

미술에 적용함으로서 양자간의 유기적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 장에서는 2 부분 형식에 대한 음악적 

개요와 적절한 악곡 예시를 들어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2 부분 형식은 

AA’ 형식과 AB 형식으로 나누어 미술작품에서 이가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의 제 3 장에서는 3 부분 형식에 

대하여 음악적 개요와 함께 악곡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분석하여 음악의 3 부분 형식에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제 4 

장은 변주곡 형식에 대하여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전기 변주곡 형식과 

후기 변주곡 형식인 두 분류 나누어 정의한 후, 이에 대한 대한 음악적 

정의와 적절한 음악 악곡의 예시를 들어 용어를 설명하고 이러한 개념이 

미술 작품에서 발현된 적절한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 5 장은 론도 



형식에 대한 분석으로서, 앞서 연구했던 방법과 같이 형식의 기원과 함께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음악 악곡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미술 작품에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음악 작품들은 작곡가가 미리 정해진 틀 속에 음표들을 

적어내림으로서 작곡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작곡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을 그의 생각 안에서부터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음악적 틀인 음악 형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술 작품 

또한 화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가 음악 

형식과 같이 정식 명칭의 형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음악과 미술의 창조적 산물에 대한 발전단계의 공통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음악과 미술에서 각 분야의 표현 방식이나 기법 등을 담은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음악의 형식에 미술을 대입하여 분석하는 기존 연구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음악인들에게도 양자 간의 예술적 관계를 이해하는 시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주요 단어 : 2 부분 형식, 3 부분 형식, 변주곡 형식, 론도 형식, 미술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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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간의 삶에 있어 음악과 미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갖고 또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한다. 표현에 대한 이러한 

욕구는 예술 행위를 자극하며 예술가는 재료, 색상, 언어, 몸짓 혹은 소리를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 방법으로는 미술, 건축, 문학 그리고 음악 등이 

있으며, 이러한 표현 행위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숙련된 기법과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완성될 때에 탄생한다.  

인류의 언어가 토착화되기 전부터 인류는 음악과 미술을 통하여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했었다는 사실이 발굴된 고대(선사시대부터 기원전 약 

200 년까지)의 유물로 확인되었고, 음악과 미술이 인간의 공동체 삶에 

형성된 각 시기의 문화와 함께 공존하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에 혹자는 음악과 미술의 동향이 항상 

유기적으로 움직여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과 미술을 

함께 분석하려는 시도는 예술인으로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음악은 청각적이고 시간적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예술인 반면 

미술은 시각적이고 공간적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양자는 

예술이라는 광의의 카테고리에 함께 속해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령, 음악과 미술에는 비슷한 표현을 

가지면서도 서로 다른 용어로 표기되는 표현 기법들이 있거나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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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고에서는 

음악 작품이 가진 ‘음악적 형식(Form)’에 집중하여, 음악에서 정의된 

여러 형식들이 미술 작품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음악 형식이란 작곡을 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서, 전체적 큰 틀에 대한 

음악적 구조를 말하며 대부분의 음악은 전체적인 음악이 가진 형식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많은 음악적 분석은 전체를 각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아닌 음악의 기본 단위인 동기(motif)를 찾고 그것이 

전체적인 악구를 형성하는 발전의 과정을 분석해왔지만, 본 고에서는 그와 

반대로 전체적인 악곡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는 

형태에 대하여 집중할 것이며, 이렇게 정의되는 여러 음악 형식들 중 2 부분 

형식(Binary form), 3 부분 형식(Ternary Form), 변주곡 형식(Variation 

Form), 론도(Rondo) 형식에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음악 형식의 분석을 

미술 작품에 적용하여, 미술 작품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여지는 

분류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작품을 볼 때 시각적으로 나뉘는 

것에 착안하여, 특히 이를 분석할 미술 작품은 3 차원적인 대상을 2 차원으로 

드러내어 다른 장르의 미술작품보다 더욱 분석하기 쉬운 회화 작품으로 

선별하였다.  

대부분의 음악 작품들은 작곡가가 미리 정해진 틀 속에 음표들을 

적어내림으로서 작곡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작곡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을 그의 생각 안에서부터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음악적 틀인 음악 형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술 작품 

또한 화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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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가 음악 

형식과 같이 정식 명칭의 형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음악과 미술의 창조적 산물에 대한 발전단계의 공통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음악과 미술 각각의 표현 방식이나 기법 등을 담은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음악의 형식에 미술을 대입하여 분석하는 기존 연구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음악인들에게도 양자 간의 예술적 관계를 이해하는 시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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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부분 형식(Binary Form) 

  

1. 형식의 개요와 음악 악곡 예시   

 

 

과거 17 세기 후반과 18 세기 초반의 기악 음악은 주로 2 부분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특히 바로크시대의 조곡(Suite)양식의 악곡 등 당시 대부분의 

양식화된 춤곡은 느린 악장과 빠른 악장의 결합인 2 부분 형식을 보여주지만 

이 2 부분 형식은 춤곡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협주곡과 소나타 등 

대규모의 악곡에서도 활용되었다. 또한 바하의 <평균율 피아노곡 작품집>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주곡들은 이러한 형식을 따라 조직되었으며, 바로크 

시대의 많은 성악곡들도 2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  

2 부분 형식(Binary Form)에는 2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는 단순 2 부분 

형식(Simple Binary Form)과 순환 2 부분 형식(Rounded Binary 

Form)이 있다.  단순 2 부분 형식은 악곡 자체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하는 분석적 용어를 말하는데, 제 1 부분은 한 개의 악구 

또는 악구군, 일련의 반복되는 악구, 몇 개의 악절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제 2 부분은 이와 유사하거나 또는 전혀 다른 구조를 나타낼 수도 있다.2 제 

                                                 
1  박경종 역, Douglass M. Green, 조성음악의 형식, 삼호 1990, p.202 
2  박경종 역, Douglass M. Green, 조성음악의 형식, 삼호 1990,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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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을 A 부분이라고 칭할 때, 제 1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제 2 부분에 

등장하는 것을 A’부분이라고 말하고 전혀 다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B 

부분이라고 말한다. 즉, 단순 2 부분 형식의 음악 악곡에서 보여지는 제 1 

부분과 제 2 부분의 음악적 구조의 차이에 따라 이는 AA’형식 또는 

AB 형식으로 분류된다.  

이 두 개의 부분은 제 1 부분이 화성적으로 미완성된 채로 연속적인 

선율감을 주며 제 2 부분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완전한 화성적 종결을 하고 

진행되기도 한다. 때로는 이 두 개로 나뉘어진 부분은 도돌이표를 사용하여 

반복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반면, 순환 2 부분 형식은 앞서 등장했던 단순 2 부분 형식 중 AB 형식에서 

다 카포(Da Capo) 기호를 사용하여 A 부분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형식은 대부분의 찬송가, 민요, 유행가 등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많은 음악 

악곡의 3 악장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트리오(Trio)나 미뉴엣(Minuett), 

혹은 스케르조(Scherzo) 에서 활용되는 형식이다. 특히 이 순환 2 부분 

형식은 다 카포(Da Capo)를 사용한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다 카포 아리아 

형식이라고도 불린다. 많은 고전시대 작곡가들은 소나타, 실내악곡, 교향곡 

등의 느린 악장에서 이 순환 2 부분 형식을 사용하였는데, 그 예는 하이든(F. 

J. Haydn, 1732 - 1809)의 <Symphony No. 92 in G Major>, 

모차르트(W. A. Mozart, 1756 - 1791)의 <Piano Sonata K. 576 No. 18 

in D Major>, 베토벤(L. v. Beethoven, 1770 - 1827)의 <String Quartet 

Op.130 No.13 in B flat Major> 등에서 나타난다. 이 순환 2 부분 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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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상으로는 AB 형식으로 보여지나 연주상에서는 ABA’의 제 3 부분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본 고에서는 악보상에서 보여지는 전체적인 틀에 대한 

음악적 분석과 함께 미술 작품을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새로이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아래는 제 1 부분과 제 2 부분이 비슷하게 진행된 AA’ 형식과 두 개의 

부분이 완전히 다르게 구별된 AB 형식으로 정의된 단순 2 부분 형식에 대한 

적절한 예시로 두 개의 악곡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악곡은 AA’ 형식을 

보여주고 두 번째 악곡은  AB 형식을 나타낸다. 

악보 1 은 베토벤(L.v. Beethoven)의 <Trio for Piano, Clarinet and 

Cello Op. 11 No.4 in B flat Major>의 1 악장으로서, 제 1 부분의 마지막에 

도돌이표를 삽입하여 확연한 단락으로서의 구분을 주었다. 이 작품의 주된 

동기(motif)는 악곡의 1 마디 - 4 마디로, 첫 마디에서 3 개의 악기로 

동시에 시작하는 유니즌(Unison)의 형태를 사용하여 강하게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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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 1 마디 - 7 마디 > 

 

이 악곡의 제 1 부분인 A 부분은 종지의 화성이 아닌, Ⅴ도의 화성으로 

마무리되어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하며 제 2 부분으로 전환된다. 157 마디에서 

시작되는 제 2 부분은 <악보 1>에서 확인했던 악곡의 <1 마디 -4 마디>에서 

등장했던 주제 선율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과 동시에, A 부분에서 등장했던 

여러 요소들이 반복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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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보 2, 157 마디 - 163 마디 > 

 

전체적인  2  부분은 제 1 부분의 주제 선율과 함께 여러 음악적 요소들이 

형식이나 화성, 리듬 등의 변형 없이 그대로 재현되며 이는 제 2 부분이 제 1 

부분인 A 에 대한  A’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즉 AA’ 형식이다.  

 

대부분의 AA’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은 제 1 부분을 그대로 모방한 

제 2 부분의 표현 뿐만 아니라, 두 부분 사이에 여러 장식적인 경과구들과 

화성의 변화를 겸비하여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며 많은 기악곡과 성악곡, 

교향곡 등으로 작곡된다.  

 

8



 9 

다음 <악보 3> 곡은 파가니니(N. Paganini, 1782 ~ 1840)가 작곡한 

<Caprice for Solo Violin Op.1 No.24 in a minor> 의 주제(Theme) 

부분으로서, 그가 작곡한 24 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카프리스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이며 현대의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곡이다. 

 

 

< 악보 3, 1 마디 - 16 마디 > 

 

이 악곡은 제 1 부분과 제 2 부분으로 명백히 구분되는데, 제 1 부분은 

1 마디 - 4 마디로 이루어졌으나 도돌이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총 8 마디의 

길이로 구성되었고, 제 2 부분은 9 마디 - 16 마디로 이루어졌다. 제 1 

부분은 마디의 앞에 등장하는 A 음과 E 음의 계속되는 반복으로 고정적인 

음악의 선율을 표현하고, 제 2 부분은 선율이 하행함으로서 음악의 방향성을 

가진다. 두 부분이 가진 확연히 구분되는 선율에 의하여 이 악곡은 제 1 

부분을 A 부분, 제 2 부분을 B 부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AB 형식으로의 선율적 결합 방식은 많은 악곡에 활용된다.  

 

 

 
9



 10 

2. 미술 작품에의 적용 

 

 

< 그림 1 > 

 

<그림 1> 작품은 이탈리아 화가인 미켈란젤로(B. Michelangelo, 

1475~1564)가 바티칸 시국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에 그린 

프레스코화(Fresco Painting; 벽에 회 반죽을 바르고 그것이 마르기 전에 

물에 안료를 개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의 회화 기법)으로서, 

<천지창조>작품의 일부분인 <원죄> 작품이다. 그는 성경의 창세기 속 

장면과 인물들의 묘사로 이루어진 전체 작품을 1508 년부터 1512 년까지 

4 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성경의 창세기 3 장의 일부분을 묘사한 

그림으로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취하게 된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그로 인한 천국으로부터의 추방의 장면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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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작품은 내용의 전개 안에서 가운데 커다란 나무를 기점으로 두 개의 

분리된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3  가운데에 위치한 사탄은 왼쪽의 이브와 

연결되기 때문에 왼쪽 부분에 속하고, 천사는 오른쪽의 아담과 이브의 

행동과 표정에 직접적으로 내용 전달을 하는 인물이므로 오른쪽에 속한다. 

그림의 왼쪽에는 에덴 동산에 있으나 원죄를 범하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함께 이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과, 오른쪽에는 천사로부터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어 지상으로 내려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려졌다.4 

왼쪽 부분을 제 1 부분이라 정의해 볼 때, 왼쪽 부분은 성서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로 꼽는 뱀을 사탄으로 등장시켜 이들로 하여금 원죄를 짓게 

하는 선악과를 이브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아담과 이브의 모습은 

다소 건강한 육체와 여유로운 표정에서 보여지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젊음을 표현한다. 오른쪽 부분은 제 2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선악과를 취한 

아담과 이브가 지상으로 내쫓기는 장면으로서 천사가 직접적으로 이들을 

추방하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켈란젤로는 아담과 이브를 제 

1 부분에서 보여지던 건강한 모습과는 대비적으로 심한 주름과 여윈 근육을 

묘사하며 또한 이를 낮은 채도의 색감으로 표현되었다.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그림은 아담과 하와가 주인공이며, 제 1 부분(왼쪽)에서 묘사된 아담과 

이브가 제 2 부분(오른쪽)에 변형되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제 1 부분을 A 

                                                 
3 김광우,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과학과 미켈란젤로의 영혼, 미술문화 vol.2 2004, p.522 
4 G. Barreto, A Arte Secrta De Michelangelo, 문학수첩 2008,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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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라고 가정할 때 제 2 부분은 A’ 부분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그림은  2 부분 형식의 AA’형식으로 분석된다. 

 

 

 

< 그림 2 > 

 
 
위의 <그림 2> 작품은 스페인 화가인 고야(F. Goya, 1746 - 1828)의 

작품 <투우(La Tauromaquia)>이다. 그는 생전 황소들의 싸움인 

투우(Bullfighting)에 매료되며 투우를 표현한 수십여 점의 작품을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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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5 특히 이 작품은 그의 여러 작품들 중 1815 - 1816 년에 그린 

작품이다. 

작품을 살펴보면 가운데 장벽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렇게 명백히 나뉘어지는 그림은 두 부분 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왼쪽의 황소가 오른쪽을 향해 뿔을 겨누고 있고 오른쪽의 황소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자세로 대칭을 이루는데, 이는 거울과 같이 왼쪽 

부분에 대한 오른쪽 부분의 대칭적인 재현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왼쪽 부분을 A 부분이라 칭할 때 오른쪽 부분을 A’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음악 형식으로 분석해 본다면, 두 부분 형식에서 보여지는 AA’ 

형식으로 분석된다. 

  

 

 

 

 

 

 

 

 

 

                                                 
5 J. P. O’Neill, Europe in the Age of Enlightenment and Revolutio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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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위의 <그림 3> 작품은 스페인 화가인 피카소의(P. Picasso, 

1881~1973)가 1932 년에 그린 <거울 앞에 선 소녀> 작품이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사회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일반적이고 표면적인 

밝은 모습에 대비하여 인간이 가진 어두운 이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위하여 그는 평범한 소녀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왼쪽에 

배치하고,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거울 안에서 비춰지는 소녀의 

또다른 모습을 오른쪽에 배치함으로서 대칭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도출로서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2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며, 이를 음악 형식으로 볼 때 왼쪽 부분을 제 1 부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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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제 2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제 1 부분을 A 부분이라고 칭할 

때, 제 2 부분이 제 1 부분에 대한 대칭적인 묘사를 하였다는 점을 보아 이는 

AA’ 형식임을 분석해볼 수 있다.  

 

 

 

< 그림 4 > 

 

위의 <그림 4> 작품은 프랑스 화가인 모네(C. Monet, 1840 - 1926)가 

1877 년에 그린 <생 라자르 기차역> 작품이다. 당시 19 세기 후반의 파리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발달하였는데, 특히 생 라자르 역은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유리와 철골로 새로이 바뀐 역사로서 많은 화가들이 시대의 초상을 

남겼다. 모네 또한 파리로 갈 때마다 이 역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역은 그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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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자 했을 모티브로 작용했을 것이며, 이러한 근대적이고 참신한 주제를 

서정적으로 그려낸 모네는 많은 찬사를 받았다.6 

작품을 바라볼 때 작품의 왼쪽에 그려진 기차는 옛 문명을 표현한 낡은 

기차이고, 오른쪽에서 묘사된 기차는 엔진에서 품어지는 풍성한 엔진을 가진 

새로 개발된 기차로서 이는 새 문명을 대변한다. 모네는 이처럼 문명의 

발전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차’라는 동일한 대상을 사용하여 기차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그림 안에서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음악적 

형식으로 분석할 때 과거의 기차를 표현한 왼쪽 부분을 제 1 부분으로, 

새로이 발전된 기술을 반영한 기차를 그린 오른쪽을 제 2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제 1 부분을 A 부분이라 칭할 때에, A 부분에서 표현된 대상인 

기차가 제 2 부분에서 새로이 재현되어 표현된 것을 보아 이 그림은 AA’ 

형식으로 보여진다.  

 

 

 

                                                 
6 M. Sasaki, A. Sasaki, Mone no Fukei Kiko, Kyuryudo Art Publishing Co,.LTD, 
2002,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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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그림 5> 작품은 노르웨이 화가인 뭉크(E. Munch, 1863 - 1944)가 

1907 년에 그린 작품 <질투>이다. 뭉크는 그의 친구인 프시비에브스키(S. 

Przybyszewski, 1868 - 1927)의 아내이자 노르웨이의 여성 작가 

유울(D. Juel Przybyszewski, 1895 - 1901)을 남몰래 짝사랑했는데, 

그녀가 본인의 친구인 프시비에브스키와 1893 년에 결혼하자 그는 이에 

대하여 질투를 느낀 스스로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출하였다.  

이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왼쪽의 제 1 부분은 뭉크의 

친구인 프시비에브스키와 그의 아내인 유울을 묘사하였고, 오른쪽의 제 2 

부분은 본인의 자화상을 그렸다. 제 1 부분에 그려진 두명의 인물은 

오른쪽의 자화상에 비하여 먼 거리에 있는 듯 작게 표현하였는데, 특히 

유울이 걸친 붉은색의 가운과 그녀의 붉은 뺨, 프시비에브스키의 테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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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해진 붉은색, 그리고 뒤의 나무에 있는 붉은 열매 등 전체적인 붉은 색감이 

두드러져 표현되었다. 이에 반해 제 2 부분인 오른쪽에 그려진 뭉크의 

자화상은 검정색과 어두운 채도의 색감을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본인의 

얼굴을 상대적으로 크고 가깝게 묘사하여 이는 제 1 부분과의 차이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으로 살펴볼 때,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2 부분 형식의 

AB 형식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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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 

 

위의 <그림 6> 작품은 영국 화가인 블레이크(W. Blake, 1757 - 1827)이 

1795 년에 그린 작품 <연민(Pity)>이다. 블레이크는 시인이자 화가로서, 

많은 문학작품과 북구의 신화와 상징들, 그리스의 문학 등을 차용하여 

자신만의 표현으로 재해석하여 환상적인 세계로 표현한 화가이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W. Shakespeare, 1564 - 1616)의 희곡 

<멕베스>의 한 장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삽화로 그린 것으로서, 본래 

셰익스피어는 그의 소설에서 이 장면을 ‘연민과 공기’로 칭하였다.7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푸른색으로 공통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7 The painterly print: Monotypes from the seven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exhibition],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0,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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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를 구원하기 위한 천사의 등장으로 성경적 요소가 보여지는 그림이다.8 

이 그림은 앞서 보여진 그림들이 좌우로 제 1 부분과 제 2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과는 달리 상하로 두 개의 부분이 구분되는데, 제 1 부분은 

상부의 천사이고 제 2 부분은 누워있는 소녀이다.  

 그림의 상부에 묘사된 천사는 말의 형상을 한 바람을 뒤로 하고 갓난 

아이를 손에 든 채로 하부의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제 

2 부분으로 구분되는 소녀는 천사의 구원을 기다리며 땅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두 개의 부분에서 그려진 대상의 표현이 각기 다른 

형태와 모습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제 1 부분인 A 부분에 대하여 제 2 

부분을 B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음악 형식적인 분석에서 

바라볼 때 두 부분 형식의 AB 형식이라 분석된다. 

 

 

 

 

 

 

                                                 
8G.K. Chesterton, William Blake. Cosimo, Inc.2005,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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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 부분 형식 

 

1. 형식의 개요와 음악 악곡 예시   

 

 

3 부분 형식의 악곡의 기원은 중세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키리에(Kyrie)나 아뉴스데이(Agnus Dei)와 같은 중세 미사곡의 부분적 

조직 배열에서 일종의 3 부분 형식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주제의 

등장과 새로운 선율의 진행, 그리고 주제의 재등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17 세기 이전까지 간헐적으로 상용되던 음악 형식이었다. 이후 3 부분 

형식은 17 세기 초반에 롯시(L. Rossi, 1598 - 1653)나, 몬테베르디(C. 

Monteverdi, 1567 - 1643)의 칸타타 및 오페라의 아리아 등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점점 당대 음악가들이 작곡한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오에 등장하는 아리아의 형식으로서 점차 확립되게 되었다.9  

 

3 부분 형식 중 ABA’형식에 해당하는 소나타 형식은 중세 미사곡의 3 

부분 형식에서 발전되어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로 이루어진 음악 형식을 

말한다. 이 형식은 고전시대 작곡가들에 의하여 확립되어 현대까지도 

                                                 
9 박경종 역, D. M. Green, 조성음악의 형식, 삼호 1990,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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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형식을 대표하는 형식으로 일컬어지는데, 제시부는 제 1 부분으로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고 발전부는 A 부분에서 등장한 주제 선율을 새로이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선율이 등장하는 제 2 부분이며 재현부는 앞의 

제시부에서 표현되었던 주제 선율을 으뜸조로 조바꿈하여 재현한 제 3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ABA’형식의 확장 형태로는 고전양식의 론도형식을 들 수 

있다. 론도 형식이란 주제 선율인 제 1 부분이 전체 악곡에 여러번 반복되며 

주제 선율들 사이에 에피소드라 칭하는 다른 선율들이 등장하는 음악 

형식인데, 제 1 부분은 여러가지 악구로 구성된 에피소드와 결합하여 전체 

악곡을 이룬다.(제 5 장 론도 형식 참조) 이들 중 고전양식의 론도 형식은 

A-B-A-C-A-B-A 로 정의되는데, 이는 가운데 C 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A-B-A)-C-(A-B-A)으로 구성되어 3 부분 형식으로 

구분되며 또한 이는 소나타 론도라 칭한다. 10  

이 외에도 ABA’형식을 활용하는 형식은 다 카포(Da capo) 아리아 

형식이 있다. 18 세기 중반 이후에는 <Da capo>의 기호를 사용하며 다시 A 

부분을 그대로 반복하는 다 카포 아리아의 형식이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는 

후에 기악곡으로 발전되어 바로크 후기의 춤곡에도 활용되었다. 다 카포 

아리아 형식은 앞서 분석한 2 부분 형식과 혼용되어 일컬어지는데, 다 카포 

아리아 형식이 악보상에서 드러나는 2 부분 형식과 실질적 연주에서 3 부분 

                                                 
10  박경종 역, D. M. Green, 조성음악의 형식, 삼호 1990,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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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다르게 표현되는 점을 이유로 이러한 형식적인 불확실성은 많은 

분석가들에게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소나타 형식과 다 카포 아리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 3 부분의 재현에 

있는데, 다 카포 아리아가 DC 기호를 사용하여 연주상에서만 보여지는 

반복을 칭하는 것과는 달리 소나타 형식의 제 3 부분은 작곡가가 다시 

구상한 화성과 음악적 재현을 염두한 부분으로서 제 1 부분에서 변형된 

재현을 표현한다. 

.  

그러나 3 부분 형식은 소나타 형식이나 다 카포(Da Capo)인  ABA’ 형식 

외에도 AA’ B 형식, ABB’형식,  ABC 형식 등 여러가지 형태로 결합 및 

확대가 가능하며 다양한 악곡에서 활용되며 이는 여러가지 형태로 음악 

악곡에서 드러난다. 다음에서 제시할 2 개의 음악 악곡은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어진 ABA’ 형식의 악곡과 ABC 형식으로 작곡된 악곡이며 이가 

어떻게 음악적으로 구분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악보 4>의 악곡은 독일 작곡가인 브람스(J. Brahms, 1833 - 

1897)의 <Sonata for Piano and Violin Op. 108 No. 3 in d minor>의 

1 악장 이다.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된 제 1 악장은 제시부와 발전부, 

재현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제시부인 제 1 부분은 총 1 마디 - 84 마디로 구성된 A 부분으로서, 전체 

악곡에서 통일되는 주제를 제시한다. 제 1 부분에서 제시된 주제는 1 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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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디로 보여지는데, 이 모티브는 전 곡을 통하여 원형, 혹은 변형되어 

나타난다.11 

 

 

   < 악보 4, 1 마디 – 10 마디 > 

 

 

 

앞선 제시부가 끝난 후, 발전부로 칭하는 제 2 부분은 84 마디 - 

129 마디로 이루어졌는데, 발전부 전반에 딸린음의 지속저음(Dominant 

Pedal Point)이 일정한 형태로 피아노 성부에 보여지는 것이 가장 큰 

                                                 
11  이지연, Johannes Brahms Violin Sonata Op. 108 No.3 분석 고찰, 서울대 199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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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며, 아래 <악보 5>에서 제시한 바이올린의 선율을 살펴보면 제 1 

부분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발전부의 새로운 선율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 5 

참조) 

 

 

< 악보 5, 84 마디 - 89 마디 > 

 

 

 

제 3 부분인 재현부는 130 마디에서 시작하여 264 마디까지 구성되며, 

앞서 분석된 제시부의 A 에 대한 재현을 보여준다. 재현부에서는 앞서 <악보 

4>에서 보여졌던 선율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곧 A’ 

부분으로 분석된다.(악보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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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6, 130 마디 - 137 마디 > 

 

다음 <악보 7>에서 제시할 악곡은 ABC 형식으로 작곡된 우리나라 

가곡으로서, 우리나라 작곡가인 박태준(1900 - 1986)의 <동무생각> 이다. 

이 곡은 전체적으로 다 장조(C Major)로 구성되어 있으나 3 개의 부분들로 

나뉘어지는데, 제 1 부분은 1 마디 - 8 마디로 이루어져있고, 제 2 부분은 9 

마디 - 16 마디, 제 3 부분은 17 마디 - 24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부분은 이 악곡의 A 부분에 해당하고 악곡의 도입부를 담당하며, 제 2 

부분은 새로운 선율 제시와 악곡의 진행을 도우며 이는 B 부분으로 

해석된다. 또한 제 3 부분은 앞서 분석한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의 재현과는 

달리 새로운 악곡을 제시하는데, 이는 리듬의 변환과 함께 선율의 변화를 

줌으로서 명확히 구분을 주며 C 부분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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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7 > 

 

 

 

일반적으로 3 부분 형식으로 작곡된 대부분의 음악 악곡은 제 1 부분을 

반복하여 마지막에 다시금 재현하는 ABA’ 형식이 가장 흔하게 

보여지는데, 이는 전체적인 음악 악곡에 있어 균형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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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동무생각>과 같이 ABC 형식 등 다른 형식으로 

작곡된 악곡은 찬송가 혹은 아이들의 동요에서 많이 나타나며, 여러 절의 

가사로 이루어진 악곡을 도돌이표를 사용하여 반복함으로서 전체적인 

음악적인 균형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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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작품에의 적용  

 

 

< 그림 7 > 

 

<그림 7> 작품은 네덜란드의 화가인 게라드(D. Gerard, 1460 - 1523)가 

1495 년 경에 그린 <세다노 가족(Sedano Family Triptych)> 작품이다. 

게라드는 세다노 가족에 대한 묘사와 함께 동정녀 마리아와 예수를 등장시켜 

종교적인 색채로 그림을 그렸는데, 전체적인 틀은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양쪽의 부분이 접혀 하나로 합쳐지는 형태로 고안되었으며 이는 세 부분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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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왼쪽 부분인 제 1 부분에 등장하는 두 성인들 중 한명은 선체로 

오른팔을 들어 가운데를 향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가운데에 위치한 마리아와 예수, 양쪽의 

천사들은 앞서 보여진 제 1 부분과는 새로운 형태로 묘사되었는데, 양쪽의 

천사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대칭적으로 그려졌으며 그 사이의 

정면으로 그려진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은 채 평온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오른쪽인 제 3 부분은 맨 왼쪽에서 등장한 인물과는 다른 인물로 보여지나, 

인물들이 보여주는 자세와 방향에서 형식적인 유사성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여인은 무릎을 꿇고 양 손을 모으고 있으며 뒤의 남자는 선 채로 

한쪽 팔을 들어 제 1 부분과 대칭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으로서, 이 그림은 3 부분 형식 중 ABA’ 형식으로 보여지며, 

특히 그림 안의 피사체들을 음악적인 분석의 방식으로 나열해 보면 이는 

A(a+b)B(c+d+c’)A’(b’+a’)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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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위의 <그림 8> 작품은 이탈리아의 화가인 파니니(G. P. Panini, 1692 - 

1765)가 1747 년에 그린 <로마 아르젠티나 극장에서 열린 프랑스 황태자의 

두번째 결혼 축하공연>이다. 당시 18 세기에는 연극 공연이 귀족들에게 

성행했는데, 이 작품은 그러한 시대적 경향을 반영하여 표현한 작품으로서 

황태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연극 공연을 묘사하였다. 

이 작품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는 왼쪽의 관객석으로 

그려진 부분(제 1 부분)과 가운데의 무대 부분(제 2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 

다시 그려진 관객석의 묘사(제 3 부분)로 구분된다. 그림의 제 1 부분은 

빼곡이 관객이 가득 찬 모습이 붉은색의 색감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당시 

로마 사교계의 인물들로서 황태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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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층들로 보여진다.12 제 2 부분은 황태자를 축하하기 위한 연극공연의 

묘사로서, 무대는 반원형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배우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푸른색의 색감으로 표현되어 왼쪽과는 대조적인 모습습을 

보이기 때문에 B 부분으로 분석된다. 제 3 부분에서 표현된 관객석에 대한 

묘사는 왼쪽과 거의 동일하게 붉은색감을 이용하여 그린 것으로, 왼쪽 

부분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보여지며 이는 A’ 부분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그림은 음악 형식에서 3 부분 형식으로 구성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ABA’ 형식으로 말할 수 있다.  

 

 

 

 

 

 

 

 

 

 

                                                 
12 노윤희 역, D. Trabra, 극적인 역동성과 우아한 세련미-바로크와 로코코, 마로니에 
2010,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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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위의 <그림 9> 작품은 프랑스 화가 뒤피(R. Dufy, 1877 - 1953)가 

1928 년에 그린 작품 <열린 창문(Interior with Open Window)>이다. 이 

그림은 가운데에 놓여진 테이블 위의 백합꽃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총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맨 왼쪽 부분이 제 1 부분, 가운데 부분이 제 2 

부분, 맨 오른쪽 부분이 제 3 부분으로 보여진다. 제 1 부분은 노란색의 

벽지와 창틀, 그리고 창 안에서 비춰지는 한적한 바닷가의 모습으로 A 

부분을 묘사했는데, 이는 오른쪽의 제 3 부분에서 거의 그대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뒤피가 표현한 제 3 부분은 제 1 부분과는 다른 풍경의 묘사가 

보여지는데, 제 1 부분에서 한적한 바닷가를 그린것에 대비하여 제 3 부분은 

다소 화려하고 밝은 해안가의 상점들을 묘사하여 제 1 부분에 대한 변형을 

두었다. 그러나 창틀과 주변 벽지 등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의 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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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적으로 표현된 점을 볼 때, 제 3 부분은 제 1 부분에 대한 재현으로 

분석되며 이는 A’ 부분으로 말할 수 있다. 또한 제 2 부분은 양쪽의 

대칭되는 풍경에 비해 새로운 형태로 묘사되었는데, 특히 백합으로 표현된 

하얀 색상의 꽃은 제 1 부분과 제 3 부분의 노란색의 벽지와 대비되는 강한 

색채감을 드러내며 이는 B 부분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세 부분 형식의 ABA’ 형식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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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 

 

위의 <그림 10> 작품은 오스트리아 화가인 클림트(G. Klimt, 1862 - 

1918)가 미술 수집가인 스토클레(A. Stoclet, 1871 - 1949)의 의뢰로, 

브뤼셀에 새로 짓는 스토클레 소유의 집 벽면에 1905 년부터 1909 년까지 

모자이크 벽화의 방법으로 그린 그림이다. 그는 나무와 나뭇잎, 소용돌이 

모양의 가지들은 모자이크의 형태로 제작하되, 꽃이나 열매는 에나멜이나 

색유리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을 구상하였다.13 이 작품은 클림트의 골든 

에이지(Golden Age)에 발표한 작품들 중 가장 핵심적인 작품이며 총 

아홉개의 판에 추상적이고 장식적인 모티브를 사용하여 죽음과 인생, 삶에 

대해 표현하였고 특히 이 작품은 인생, 예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한 부분이다. 

                                                 
13 신성림, 클림트, 황금빛 유혹, 다빈치, 2002,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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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왼쪽의 여인이 그려진 제 1 부분과 가운데 나무가 그려진 제 2 

부분, 남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의 제 3 부분으로, 총 3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제 1 부분은 춤추는 여인을 묘사하였는데, 클림트는 이 여인을 동양인으로 

묘사하여 이국적인 표현을 하였다.14 또한 이 부분은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가지게 되는 ‘기대’를 의미하는데, 기다림이 상징하는 ‘결여’의 감정을  

예술적 춤으로 승화시켜 표현함으로서 이 부분은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예술을 상징하기도 한다.  

제 2 부분에 그려진 나무는 ‘생명의 나무’를 뜻하는 새로운 주제로서, 제 

1 부분에서 인간이 가진 기대에 대하여 제 3 부분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명의 나무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의 바로 옆에 있던 나무이다. 생명의 나무 열매는 

선악과 나무가 주는 자의식과 대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알려져 

있으며 인간에게 성취감을 주는 매개체로 일컬어진다. 나뭇가지에는 눈 

두개가 아래위로 겹쳐진 형상의 무늬가 있는데, 이러한 눈의 표현은 제 2 

부분이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영혼을 표현한 매개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15 

제 3 부분에 등장하는 연인의 모습은 서로 끌어안고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이 부분은 클림트가 ‘성취’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린 부분으로서 인간이 가진 기대(제 1 부분)에 대하여 생명의 나무(제 2 

부분)를 통한 결과적인 성취감을 뜻하는 것과 동시에 포옹하는 남녀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14 G. Neret, KLIMT, Taschen, 2013, p. 56 
15 신성림, 클림트, 황금빛 유혹, 다빈치, 2002,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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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 개로 나뉘어진 부분들은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묘사로 각 부분의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며 나타내었기 때문에 제 1 부분은 A 부분, 제 2 

부분은 B 부분, 제 3 부분은 C  부분으로 분석된다.  

 

 

 

< 그림 11 > 

 

위의 <그림 11> 작품은 프랑스 화가인 고갱(P. Gauguin, 1848~1903)이 

1897 년 - 1898 년동안 그린 작품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이다. 

 이 작품은 고갱이 그의 죽은 딸 알린느를 그리워하며 자살을 목전에 두고 

그린 작품으로서, 인간의 탄생과 삶, 죽음에 대하여 세가지 단계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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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작품이다. 16  이 작품에 있어 독특한 점은 화가가 그림의 시작을 

오른쪽부터 했다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보통 그림의 전개가 왼쪽 → 

오른쪽으로 일반적인 시선의 흐름에 따라 그려진 것과는 달리 이 그림은 

오른쪽 → 왼쪽으로 전개를 하여 특이성을 보여준다.  

맨 오른쪽의 제 1 부분은 갓난아기와 그 주변을 둘러싼 여인들 3 명을 

표현한 장면으로서, 제목 중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를 말하는 부분이며, 

갓난아기를 비유하여 탄생의 주제를 나타내었다. 가운데 부분인 제 2 부분은 

과일을 따고 있는 인물과 그 뒤의 남자, 그리고 어둡게 그려진 2 명의 

여인으로서, 이는 제목의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에 해당하는 인간의 삶에 

대하여 묘사한 부분이다. 특히 가운데에 크게 그려진 인물이 따고 있는 

과일은 성경에 등장한 선악과로서, 아담과 이브에게 사탄을 통하여 

‘원죄’를 짓게 한 선악과를 등장시킴으로서 고갱은 세상을 살면서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표현하였다. 또한 

뒤에 그려진 두 여인은 삶에 대해 고민을 하는 모습으로서, 이 또한 삶의 

일면을 표현한 장면이다.17  제 3 부분에 해당하는 왼쪽 부분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죽음을 의미하며 

죽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히나’ 신을 등장시켰다. 히나 신이란, 타이티 

섬의 원주민의 종교적 신의 존재로서,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며 고갱이 

                                                 
16 전형배, 폴 고갱 : 야만인의 절규, 창해, 2000, p.195 
17 고갱의 편지, 1898 년 몽프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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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대상이기도 하다.18 또한 죽음을 목전에 둔 

늙은 노파를 어둡고 침울하게 묘사함으로서 죽음의 그림자를 잘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을 이루지만 각 부분이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각기 다른 형태로 묘사된 점을 보아 이 작품을 음악 형식으로 분석할 때, 제 

1 부분은 A 부분, 제 2 부분은 B 부분, 제 3 부분은 C  부분으로 분석된다. 

 

 

 

 

 

 

 

 

 

 

 

 

 

 

 

                                                 
18 이 일,고갱, 금성출판사, 1980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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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 

 

위의 <그림 12> 작품은 프랑스 화가인 드가(E. De Das, 1834 - 1917)가 

그린 작품 <운동하는 젊은 스파르타인들(Young Spartans 

Exercising)>으로서, 그가 1860 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드가가 

당시 19 세기 신고전주의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로마의 역사에서 주제를 

택한 것으로서, 작품속에 등장하는 ‘스파르타’는 그리스 사회를 지탱하던 

수많은 국가들 중 아테네와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던 도시 ‘스파르타’를 

말한다. 19  당시 스파르타의 사회에서 아이들은 나체 혹은 상반신 나체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표현된 나체의 인물들은 어린 소녀들과 

소년들로 추정해볼 수 있다. 

                                                 
19  강주헌 역, E. Degar :  춤추는 여인, 창해 2000,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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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총 3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왼쪽의 제 1 부분에서 그려진 네 

명의 소녀들과, 가운데의 제 2 부분에서 묘사된 옷을 갖춰입은 여러 명의 

여인들, 그리고 오른쪽의 제 3 부분으로 구분되는 5 명의 남자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부분인 여자아이들은 오른쪽의 남자아이들을 향해 

결투를 청하는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자극하는 모습이다. 

제 2 부분은 앞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옷을 갖춰입은 여인들로, 아이들의 

어머니들로 보여지며 이들은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20 제 3 부분으로 보이는 5 명의 남자 아이들은 제 1 부분의 여자 

아이들과는 달리 나체로 그려졌으며, 공격적인 모습으로 자극하는 여자 

아이들에 비해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결투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그림에서 총 3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각 부분은, 각 부분의 독립적인 

표현과 각자 다른 형태로 묘사된 인물들의 독립적인 배치로 보아 제 1 

부분은 A 부분, 제 2 부분은 B 부분, 제 3 부분은 C 부분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 M. Lucy, Reading the Animal in Degas’s Young Spartans, 19th Century Art 
Worldwid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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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주곡 형식 

 

1. 형식의 개요와 음악 악곡 예시   

 

 

변주곡 형식이란 기악 연습곡에서 사용된 가장 오래된 형식들 중 하나로서, 

16 세기 초반에 그 모습을 드러낸 이래 유럽의 많은 음악 악곡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작곡되어왔다. 변주곡 형식은 음악적 규칙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주제의 길이와 형식을 변주할 시에 비슷한 길이와 형식을 갖도록 제한하고 

그 외 다른 음악적 요인들인 조, 화성, 리듬, 선율의 변형으로 변주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형식의 발전으로 전체적인 변주곡 형식을 가진 

악곡의 구성은 4 마디 - 8 마디로 구성된 하나 또는 두 개의 음악 악구로 

이루어진 주제 선율을 바탕으로, 여러 음악적 기법을 가미하여 변형시킨 

여러 개의 변주곡들이 결합한 양식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형식에 맞게 구성된 변주곡 형식은 시대적 과정에 의하여 전기 

변주곡 형식과 후기 변주곡 형식인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전기 변주곡 

형식은 이전의 다른 작곡가에 의하여 쓰여진 음악 악구의 곡조를 후대의 

작곡가가 차용하여 본인의 음악을 새로이 변주하여 작곡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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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였는데, 21  이러한 변주곡의 형태에서 차용된 기존의 곡조는 새로운 

작품의 일부에서만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작품의 기본 모티브로 사용되어 

전체적인 활용에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작품의 예로는 브람스(J. Brahms, 

1833 - 1897)의 <Variations and Fugue on a Theme by Handel, Op. 

24 > 작품, 도흐나니(E. v. Dohnanyi, 1877 - 1960)의 <Variations on a 

Nursery Song, Op. 25> 작품, 밀스타인(N. M. Milstein, 1904 - 1992)의 

<Paganiniana> 작품, 할보르센(J. Halvorsen, 1864 - 1935)의 

<Passacaglia by Handel> 작품 등이 있다. 

이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선대의 작곡가들의 선율을 차용하는 변주곡을 

사용하던 전기 변주곡에서 점차 작곡가들은 본인이 직접 고안한 주제 선율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악곡을 전개해 나가는 형태의 변주곡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를 후기 변주곡 형식이라 말한다.  

 

 다음의 두 악곡은 전기 변주곡 형식과 후기 변주곡 형식을 드러내는 

악곡으로서, 위에 제시한 변주곡의 정의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다음 <악보 8> 작품은 초기 변주곡의 형태로서, 도흐나니(E. v. Dohnanyi, 

1877 - 1960)의 작품 <Variations on a Nursery Tune, Op.25> 

작품으로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악보 8>에서 

제시한 기존의 프랑스 자장가로 알려진 <Twinkle Twinkle Little Star> 

곡을 도흐나니가 모티브로 차용하여 작곡한 것으로서, 도흐나니 외에도 

                                                 
21 박경종 역, D. M. Green, 조성음악의 형식, 삼호 1990,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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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W. A. Mozart, 1756 - 1791>등 여러 작곡가들이 이 곡의 주제 

선율을 차용하여 변주곡을 작곡하였다.  

 

 

 

 

 

 

< 악보 8 > 

 

 

 다음의 <악보 9, 10>에서 보여지는 악곡은 위의 <Twinkle Twinkle 

Little Star>(악보 8) 에서 보여진 주제 선율을 활용하여 작곡된 도흐나니의 

변주곡 작품이다. 이 악곡은 앞서 보여졌던 주제 선율이 <악보 9> 에서 

피아노 솔로로 먼저 제시되어 두 곡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차용된 

선율은 전체 악곡에서 여러 종류의 악기들로 반복되어 재현되며 이는 

전체적인 변주곡 형식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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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9, 주제 > 

 

< 악보 10, 변주곡 1, 제 1 바이올린 >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전기 변주곡으로 쓰여진 음악 악곡은 

모티브로 선정한 선대의 선율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악보에서 제시할 악곡은 폴란드 작곡가인 비에냐프스키(H. 

Wieniawski, 1835 - 1880)의 작품 <Original Theme with Variations 

Op. 15 for Violin and Piano>작품으로서, 전기 변주곡과는 달리 

비에냐프스키가 직접 고안해 낸 선율을 바탕으로 여러 음악적 요소들을 

가미하여 발전시켜 전체적인 악곡을 이룬다. 이 악곡의 테마가 되는 주 

선율은 바이올린에서 먼저 제시하며 이 선율은 전체적인 악곡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드러난다. < 악보 11, 12, 1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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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1, 주제 > 

 

< 악보 12, 변주곡 1 > 

 

    < 악보 13, 피날레 > 

 

 

위의 악곡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악보 11>에서 제시된 선율은 <악보 

12>와 <악보 13>에서 리듬의 변화와 연주 기법의 변화 등으로 변형이 

되었으나 명백히 주제 선율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식은 음악의 후기 변주곡 형식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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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작품에의 적용  

 

 

다음 <그림 15, 그림 16 > 작품은 음악의 초기 변주곡 형태를 보여주는 

미술작품들로서, <그림 13>의 이탈리아 화가인 지오르지오네( B. C. 

Giorgio, 1477 - 1510)의 작품 <전원의 주악(Pastoral Concert)>과 

<그림 14>의 라이몬디(M. Raimondi, 1480 – 1534)의 작품 <파리스의 

심판(Judgement of Paris)>에 대한 여러 변주 작품들이다.  

 

 

< 그림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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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작품은 1509 년에 출품한 지오르지오네의 작품으로서, 그는 

여성의 누드와 음악에 대하여 갈색 톤으로 이루어진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광경으로 묘사하였다. 22  특히 이 그림은 시와 음악에 대한 풍자적인 

표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두 남성의 환상과 이상을 반영한 아름다운 

여인의 나체 누드를 표현하여 여인의 몸과 유리병이 암시하는 비극적인 시를 

나타낸다. 악기를 연주하는 두 남성은 서정적인 시를 나타내며 이러한 

주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 그림 14 > 

 

위의 그림은 이탈리아 조각가인 라이몬디(M. Raimondi, 1480 – 1534)의 

작품 <파리스의 심판(Judgement of Paris)>중 일부분이다. 라이몬디는 

                                                 
22 이은기 외 1 인, 서양미술사, 미진사 2006,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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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가들의 회화 작품을 바탕으로 판화 작품으로 새로이 재현하였는데, 

특히 이 작품은 라파엘(S. Raffaello, 1483 – 1520)의 작품을 기반으로 

1515 년 – 1516 년에 제작하였다. 작품의 내용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그리스의 세 여신인 헤라와 아테네,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황금사과를 두고 

파리스의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서, 많은 화가들에게 재현된 부분은 <그림 

14>의 장면에서 보여지는 인물들의 몸과 얼굴의 방향에 대한 표현이다. 

위의 두 작품들은 그림 안에서 보여지는 인물들의 위치를 살펴볼 때 

공통적으로 삼각형의 구도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각 그림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이 후대의 많은 화가들에게 차용되어 표현되었으며 특히 본 

고에서 분석할 마네나 피카소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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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 

 

위의 <그림 15> 작품은 프랑스 화가인 마네(E. Manet, 1832 - 1883)가 

1863 년에 출품한 작품 <풀밭위의 점심>이다. 그는 이 작품 구상을 할 시에 

지오르지오네의 작품 <전원의 주악>을 기본 모티브로 하며 라이몬디의 작품 

<파리스의 심판>에서 보여진 인물들의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네의 작품을 살펴보면 지오르지오네의 작품에서 보인 두 명의 나체의 

여인들과 옷을 입은 남성들의 묘사가 보여지며, 또한 라이몬디의 작품에서 

표현된 인물들의 얼굴의 방향과 몸의 구도를 거의 똑같이 재현함으로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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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작품에서 차용된 모티브를 확인할 수 있다. 23  특히 마네는 

지오르지오네가 표현한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작품 

안에서 묘사한 인간을 자연과 함께 조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앞선 두 

작품과 같이 삼각형의 구도가 인물들의 자세에서 보여진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음악 형식 중 초기 변주곡 형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 그림 16 > 

 

위의 <그림 16> 작품 또한 앞선 두 작품에 대한 또다른 재현 작품으로서, 

스페인 화가인 피카소(P. Picasso, 1908 - 1909)의 <풀밭위의 점심식사> 

                                                 
23 S. Zuffi, Stefano,  Tiziano. Milan: Mondadori Arte 2008.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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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다. 피카소는 앞서 살펴보았던 지오르지오네의 작품과 라이몬디의 

작품을 바탕으로 이를 재현한 마네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을 

구상하였다. 그는 총 150 개의 드로잉과 27 개의 회화작품을 남길 정도로 이 

주제의 작품들에 매료되었는데, 특히 그는 기존 모티브 작품들이 가진 

전체적인 구도와 장소는 그대로 모방하되, 본인만의 현대적 표현을 가미하여 

재현하였다. 본 고에서는 그가 그린 27 개의 회화 작품들 중 하나의 

작품으로서, 그림 안의 여인들은 누드로 표현되었으나 현대적인 기법으로 

극도로 왜곡되었고, 그림에서 보여지는 정장 차림의 남성은 그가 확립한 

큐비즘 양식(Cubism;  피카소에 의해 창시된 미술 양식으로서 대상의 각 

부분을 분해하여 각 부분에 의도적인 형태와 색채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구성하는 양식)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현대적인 양식으로 그려진 그의 

작품에도 자연을 표현한 색감의 표현과 함께 앞서 살펴본 <그림 13, 그림 

14>에서 드러난 인물간의 삼각형의 구도는 그대로 재현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 또한 마네의 작품과 함께 초기 변주곡 형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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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초기 변주곡 형태를 보여주는 또다른 미술 작품은 <그림 17>의 

작품인 다 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으로서, 뒤샹(M. 

Duchamp, 1887 - 1968)과 보테로(F. Botero, 1932 - ) 에 의해 

재현되었다. (그림 18, 그림 19 참조)  

 

 

< 그림 17 > 

 

다 빈치(L. Da Vinci, 1452 - 1519)는 이탈리아의 화가로서, 그는 훌륭한 

유작들을 후대에 남겼으나,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그림 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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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Mona Lisa)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미소를 가지고 있다는 수식어에 맞게 이 작품은 우아하면서도 신비한 느낌을 

가진 초상화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다 빈치는 스푸마토 기법(Sfumato; 물체의 윤곽선을 마치 안개에 

싸인 듯 사라지게 하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서 인물의 윤곽선을 흐리고 

거리감을 나타내는 효과를 주어 표현하였다. 또한 이 작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확히 성별을 구별할 수 없는 외모에 대한 점인데,  이는 

이 작품의 모델이 피렌체의 부호(富豪) 지오콘도(F. B. Giocondo)의 

부인이라는 가설 외에도 다빈치의 동성 애인의 얼굴이라는 가설 등 많은 

가설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틀은 몸과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은 세 변이 다른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어 균형잡힌 자연스러움을 

가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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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위의 <그림 18> 작품은 뒤샹(M. Duchamp, 1887 - 1968)의 

<L.H.O.O.Q>작품이다. 뒤샹은 프랑스 출신의 다다이즘 예술가로서, 

다다이즘 예술가들은 기존 예술의 모든 표현 형식과 가치, 이념을 비판하고 

이를 풍자하는 작품으로서 이를 표현하였다.  제목은 철자 그대로 불어의 

발음이며 이 의미는 ‘Elle a Chaud au cul’, 즉 ‘그녀는 끝내주는 

엉덩이를 갖고 있다’ 라는 다소 외설적인 의미의 문장이다. 그는 1919 년에 

모나리자가 그려진 엽서에 콧수염을 그려 넣음으로서 기존 다 빈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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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 작품이 가진 신비스러운 모습이 아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였는데, 이로서 기존의 레오나르도의 그림에서 성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과 함께 기존 작품내에 깔려있던 우아한 분위기를 비꼬아 

풍자하였다. 뒤샹은 그의 작품을 통해 모나리자 작품이 가진 예술적 가치의 

경계와 본질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야기시켰다.24 이러한 뒤샹의 작품은 기존 <모나리자> 

작품에 대하여 변형을 가미한 새로운 재현으로서, 이는 기존 작품의 주제를 

바탕으로 새로이 재현하는 초기 변주곡 형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24 남은성 역, 우지에, 역사가 기억하는 세계 100 대 명화, 꾸벅 p.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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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 

 

위의 <그림 19> 작품은 콜롬비아 화가인 보테로(F. Botero, 1932 - )가 

그린 <모나리자> 작품으로서, 다 빈치가 표현한 인물의 묘사와 자세, 배경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였으나 모나리자를 통통하고 귀엽게 변형시켜 

표현하였다. 이러한 점은 시대적 반영에 대한 재해석의 산물으로서, 

현대인이 강박적으로 가진 마른 몸에 대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하여 풍자하며 

이를 모나리자 작품에 적용하였다. 이 작품에서 그려진 <모나리자> 작품은 

기존의 모나리자의 얼굴과 자세를 차용하였으나 보테로의 철학과 의미를 

내재하는 변형된 작품으로서, 이는 기존 주제가 가진 모티브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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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현이며 음악 형식으로 분석해 볼 때 초기 변주곡 형식으로 

보여진다. 

 

이 외에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은 미국 화가인 워홀(A. Warhol, 

1928 - 1987), 마체(L. Mace, 1965 - ), 영국 화가인 반스키(Bansky) 

등 전 세계의 많은 화가들의 작품활동의 모티브로 사용되어지며 여러가지 

미술적 기법들이 가미되어 표현되었다. 이러한 많은 작품들을 음악적 

형식으로 분석해 볼 때, 여러 모나리자 작품들은 선대인 다 빈치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차용하여 후대의 여러 화가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본인의 

색채를 입힌 작품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초기 변주곡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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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여러 작품들은 다음 작품들은 후기 변주곡의 형태로서, 앞서 살펴본 

미술 작품들처럼 타인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화가 본인이 

직접 대상을 결정하고 그 대상에 대하여 여러가지 미술적 기법을 가미한 

변형으로서 보여지는 형식이다.  

<그림 20 - 그림 23> 작품들은 프랑스 화가인 모네(C. Monet, 1840 - 

1926)가 런던에 머물며 런던의 국회의사당(사진 1 참조)에 대하여 

연작으로 그린 그림들이다.  

 

 

< 사진 1, 런던 국회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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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 : 그림 20 / 오른쪽 위 : 그림 21 > 

< 왼쪽 아래 : 그림 22 / 오른쪽 아래 : 그림 23 > 

 

모네는 이 런던의 국회의사당이라는 모티브에 대하여 1900 년 - 

1905 년의 5 년간 같은 주제, 같은 시선, 같은 각도, 같은 크기와 같은 

위치에서 그리는 통일감을 유지하며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형한 

78 점 가량의 작품을 발표하였다.2578 점의 모든 작품들은 같은 모티브에 

                                                 
25 N. Pioch, C, Monet: Houses of Parliament, London, Web museum, 200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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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변형되는 묘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당시 바뀌는 빛과 

기후조건들의 변화를 고려한 연속적인 풍경이며 또한 공통적으로 흐릿한 

색채로 면을 구성하고 흐릿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20 – 그림 23 참조) 

이러한 작품들의 형태는 음악의 변주곡에서 표현되는 음악적 기법에 대한 

변형과 같이 미술적 변주라 보여진다. 즉, 음악적 변형 요인인 조의 변화와 

화성의 변화, 리듬의 변화 등과 같은 음악의 기법적인 변주의 요소에 

대비하여 미술적 변형인 색채의 변화와 명암의 변화 등 표현 방법에 대한 

기법적인 변형을 두었으며 이러한 점은 주제에 대한 새로운 재현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 작품들은 모네가 중심으로 잡은 주제와 모티브에 대한 미술적 변형 

및 재현의 작품들로서, 앞서 제시한 전기 변주곡 형식에서 보여진 선대의 

모티브를 차용한 작품의 구상과는 차이를 두며 이는 곧 후기 변주곡 

형식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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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 

 

위의 <그림 24> 작품은 프랑스 화가인 마티즈(H. Matisse, 1869 - 

1954)가 1907 년에 발표한 <푸른 누드(Souvenir of Briskra)> 작품이다. 

이 작품은 마티즈가 대변하는 포비즘(Fauvisme)의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화가의 감정적 개입을 색의 자율성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원색의 색채에서 보여지는 대비감으로 특징적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작품은 동시대 화가인 피카소의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Les Demoiselles 

D’Avignon)> 등 많은 화가들에게 동기 부여를 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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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는 위의 <그림 24> 작품을 발표하고 약 50 년 후인 1952 년에 이 

그림에 대한 새로운 변형 작품인 <Blue Nude Ⅰ, II, Ⅲ, Ⅳ> 를 연작으로 

출품하였다. 독특하게도 그는 위의 회화 작품에 대하여 새로운 미술 기법의 

표현으로 표현 방식을 바꾸었는데, 이는 컷-아웃기법(Cutout; 오려내어 

표현하는 형식)으로서 색칠한 종이를 오려내어 드러냄으로 새로이 

표현하였다.  

다음의 <그림 25 – 그림 28> 작품들은 이러한 새로운 재현의 연작 

작품들로서, <그림 24>에서 표현된 여인의 자세와 누드를 기본 모티브로 

차용하여 네 가지의 다른 자세로 변형하여 나타내었으며 특히 포비즘의 

양식에 맞게 푸른색의 원색을 사용하여 바탕색과의 대비를 주었다. 

마티즈에게 있어 푸른색이란 그에게 있어 부피와 거리를 상징하는데, 이러한 

색상의 표현은 대비적인 바탕색과 함께 시각적인 효과를 주었다. (그림 25 – 

그림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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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 : 그림 25 / 오른쪽 위 : 그림 26 > 

< 왼쪽 아래 : 그림 27 / 오른쪽 아래 : 그림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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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30 – 그림 33> 작품들은 이태리 화가인 아르침볼도(G. 

Arcimboldo, 1527 - 1593)의 작품 <봄, 여름, 가을, 겨울> 로서, 황제인 

루돌프 2 세(H. Rudolf II. 1552 - 1612)의 초상화를 바탕으로 

아르침볼도가 새로이 재현한 연작 작품들이며 후기 변주곡 양식으로 

분류되는 작품들이다. (그림 29 참조) 

 

< 그림 29, 루돌프 황제의 초상> 

 

아르침볼도는 황제 루돌프 2 세를 섬기는 궁정화가로 작품활동을 하였는데, 

1572 년 - 1573 년 사이에 완성된 이 네 개의 작품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묘사하며 황제의 인생을 4 단계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그는 식물과 

과일이 대변하는 자연의 형태를 그림 안에 묘사하였는데,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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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들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인물에 묘사된 재료들이다. 그림 속 음식 

재료들은 그 어떤것도 날 것인 상태로 먹을수가 없으며, 또한 과일과 채소는 

껍질을 벗기지 않았거나 익히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은 자연의 원초적인 

생명력을 표현한 것이며 이는 즉 황제의 원초적인 강한 통치력을 의미한다. 

26 또한 초상화에 묘사된 자연과의 혼합된 표현은 황제의 통치로 인해 세상이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가진 정치적인 목적을 드러내었다. 

 

 

 

 

 

 

 

 

 

 

 

 

 

 

                                                 
26 Jean p. Winter, A. Favre, Pourquoi ces chefs-d’oeuvre sont-lis des chefs-
d’oeuvre, La Martiniere Groupe Vol. 2, Paris 2010,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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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0, 봄 > 

 

위의 <그림 29> 작품은 봄에 대한 묘사로서, 얼굴에 만연하게 묘사된 

80 여 종류의 꽃들의 표현과 함께 어깨와 가슴에 그려진 풍성한 잎사귀로 

그려졌으며, 이러한 다양한 꽃들에 대한 묘사로 볼 때에 화가인 

아르침볼도가 꽃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27 또한 이 

그림은 사계절의 시작인 ‘봄’으로 정의한 것과 같이 인생의 4 단계 중 

유년기에 해당하는 모습으로서, 그림 속 황제의 모습은 다소 젊은 모습으로 

분석되었다. 

 

 

                                                 
27  Arcimboldo-Nature and Fantasy, National Gallery of Art,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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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여름 > 

 

위의 <그림 31> 작품에서 묘사된 여름에 대한 묘사를 보면, 화려하게 

장식된 과일과 채소, 곡식 등이 풍족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 

양식은 당시 여름에 여러 식재료가 만연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황제의 귀로 

묘사된 옥수수는 본래 유럽에는 재배되지 않다 1525 년부터 종자가 

수입되면서 재배된 식품 종으로서, 이러한 점을 볼 때 그림 안에 시대적 

반영을 가미하려했던 아르침볼도의 섬세한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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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가을 > 

 

또한 <그림 32> 작품은 사계절 중 가을을 표현한 초상화이다. 가을은 여러 

과일과 곡식이 결실을 맺는 ‘결실의 계절’로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아르침볼도는 무르익은 포도송이와 포도 잎으로 인물에 왕관을 씌우고 잘 

익은 호박을 모자로 표현하였으며, 사과, 배, 버섯, 밤,  등 온갖 과일과 

채소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 특히 이 그림은 루돌프 황제의 중년기를 

묘사한 모습으로, 앞서 그려진 모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상을 

이용하여 인생의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선 중후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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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겨울 > 

 

위의 그림은 초상화 시리즈의 종결을 짓는 <겨울>에 대한 묘사로서, 황제의 

노년기에 대한 표현이며 노인의 얼굴을 묘사하기 위하여 울퉁불퉁하고 

쭈글쭈글한 나무의 줄기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특히 이 그림에는 가슴팍에 

있는 가느다란 줄기와 함께 레몬, 오렌지의 표현이 독특하게 보여지는데, 

이는 겨울이 지난 후 다가올 봄을 암시하는 매개체로 보여진다. 

 

위에서 분석한 작품들과 같이, 많은 화가들은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그의 

변형된 형태를 미술적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재현하였는데, 이러한 미술 

양식은 음악 형식으로 분석해 볼 때 변주곡의 양식이라 구분지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음악 작품이 기존의 선율을 차용한 것을 초기 변주곡 형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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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고 직접 기본 선율의 모티브를 작곡하여 이에 대한 변주를 하는 형식을 

후기 변주곡 형식이라 정의한 것과 같이, 미술 작품 또한 이전 세대의 기존 

작품에서 모티브를 차용하여 그만의 작품 양식과 결합하여 변주하는 것을 

초기 변주곡 형식이라 칭하고, 본인이 창작한 주제로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차용하는 것이 아닌 형식을 후기 변주곡 형식이라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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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론도 형식 

 

1. 형식의 개요와 음악 악곡 예시   

 

 

론도의 기원은 중세의 12 세기와 13 세기 동안에 프로방스 지방의 

트루바드르(Troubadour)가 사용했던 시(詩)의 형식인 론델(Rondel)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것은 조성음악보다도 앞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음악적 양식으로서의 론도는 17 세기와 18 세기 초반의 프랑스 작곡가들의 

음악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초기의 론도는 Rondo 가 아닌 

Rondeau 로 표기된다.28 초기 론도는 바하의 기악 조곡(Suite)에서 종종 

쓰여지는데, 여기서 그는 이 형식을 춤곡의 유형으로서 채택하여 

작곡하였다. 당시 론도로 쓰여진 악곡은 밝고 매력적인 춤곡 성격을 가진 

작품으로서, 이는 어둡고 진지한 모습과는 구별되어 본질적으로 론도가 가진 

기본적인 성질을 나타내며, 이러한 음악적 분위기는 후대에 고전시대의 

작곡가들이 작곡하는 론도의 특징으로서 전수된다. 특히 이 형식은 가벼운 

느낌의 악곡에서 적당하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열정” Op. 13 finale 

부분 등 대규모 악곡의 최종악장에서 자주 사용된다.  

                                                 
28 박경종 역, D. M. Green, 조성음악의 형식, 삼호 1990,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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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도 형식은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주제 선율인 리프레인(Refrain)부분과 

리프레인의 사이사이에 삽입되는 에피소드(Episode)부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데, 리프레인과 에피소드의 경계는 명확하고도 확실한 성격을 

가진다. 론도는 하나의 리프레인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새로운 에피소드 

여러개와 결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작게는 ABACA 의 형태로 시작하여 

다양한 종류의 B, C, D 등의 에피소드의 결합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여러 론도의 형식 중 고전 양식의 론도 형식이 있는데, 이는 고전시대 

작곡가들이 사용한 론도의 형식에서 가장 흔한 형식으로서 A - B - A - C 

- A - B’ - A 의 형태를 보이며 이를 소나타 론도라 칭한다.29 또한 이 

형식은 앞서 3 부분 형식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3 부분으로 

나뉘는 특징을 가지며 C 부분에 해당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앞의 B 부분의 

첫번째 에피소드에 비하여 긴 길이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조성의 변화와 

함께 템포나 박자의 변화가 일어난다. (본 고 제 3 장 참고) 

본 고에서 제시할 다음의 악곡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Op. 23 의 

No.4 피날레 악곡이며, 이 악곡에서는 론도형식인 A - B - A - C - A - 

D - A - ( B - C - D - A ) 의 형태를 보여주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리프레인에 해당하는 A 부분이 순환 및 반복되는 형태가 보여진다.  

                                                 
29박경종 역, D. M. Green, 조성음악의 형식, 삼호 1990,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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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첫 리프레인 부분인 A 부분은 마디 1 마디 - 20 마디까지이며, 주 

선율은 피아노에서 먼저 제시하여 바이올린이 그대로 받아서 반복하며 

강조한다. (악보 14 참조) 

 

 

< 악보 14, 1 마디 - 12 마디 > 

 

 

악곡의 도입부에서 제시된 리프레인 후에, 피아노의 크로마틱 선율로 

이루어진 경과구가 나타나고 마디 25 마디 - 53 마디에 B 부분이자 제 1 

에피소드가 등장한다.(악보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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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5, 25 마디 - 32 마디 > 

 

마디 54 마디부터는 앞서 제시한 리프레인이 다시 그대로 재현되고, 

74 마디부터 94 마디까지 짧은 길이의 두번째 에피소드 C 부분이 등장하며 

이 새로운 에피소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서로 주고받는 4 분음표의 

연속된 형태로 드러난다.(악보 16 참조)  

 

< 악보 16, 74 마디 - 80 마디 > 

 

 

짧은 에피소드 C 를 마무리 지은 후 마디 94 마디부터 다시 리프레인 

부분인 A 부분이 반복되고, 마디 114 마디부터 세 번째 에피소드 D 부분이 

시작된다. D 부분은 바이올린이 새로운 서정적인 선율을 제시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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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을 피아노가 그대로 받아 연결하여 표현한다. 전체적인 D 부분의 길이는 

앞의 B 부분과 C 부분에서 드러난 에피소드들과는 달리 길고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안에서도 D 부분의 주제 선율이 여러번 반복되어 

나타난다.(악보 17 참조) 

 

 

< 악보 17, 114 마디 - 125 마디 > 

 

 

204 마디부터는 악곡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리프레인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B-C-D-A 의 형태로 앞서 제시된 에피소드들의 

주제들을 다시한번 재현시키고 312 마디에서 피아노가 다시 한 번 A 부분을 

재현하여 전체적인 악곡을 마무리 짓는다. (악보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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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8, 312 마디 - 319 마디 > 

 

 

이처럼 론도 형식은 A 부분의 지속적인 재현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가진 

여러 에피소드 부분들(B, C, D 등)이 등장하여 악곡을 발전시키며, 론도 

형식으로 작곡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Op. 90 피날레, 모차르트의 

론도 K. 281, 310, 494, 457, 511 작품, 하이든의 교향곡 No. 101 의 

피날레 등 여러 악곡이 현존한다.   

 

 

 

 

 

 

 

 

 

 

77



 78 

2. 미술작품에의 적용  

 

 

< 그림 34 > 

 

<그림 34 > 작품은 초기 네덜란드 화가인 멤링(Memlinc, 1430 - 

1494)의 작품 <토마스 포르티나리와 마리아 포르티나리 부인의 초상>이다. 

멤링은 1472 년에 이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이 그림의 모델은 당시 전 

유럽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던 메디치 가문의 지역관리자였던 

포르티나리 가문의 토마스와 결혼한 마리아의 초상 작품으로서, 이 작품은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하여 결혼 2 년 후에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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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 1 > 

 

이 작품에서 토마스 부인의 목걸이를 보면 이는 전체적으로 여러 장식들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금색의 장식이 지속되어 

등장하고 중간중간 색과 보석이 다른 꽃들이 보인다.(그림 34 - 1 참조) 

금색의 장식은 전체 목걸이에 순환 및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음악 형식으로 분석해 볼 때, 론도형식에서의 리프레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을 바라볼 때 맨 왼쪽에 그려진 검정색 꽃과 함께 흑진주의 색감을 

보이는 꽃은 첫번째 에피소드이자 B 부분으로 정의해 볼 때, 이에 따라 두 

번째 흰색 테두리의 꽃과 함께 가운데 붉은빛의 보석이 결합된 꽃의 형태는 

두 번째 에피소드인 C 부분이며, 붉은 꽃 테두리와 함께 가운데 검정색 

보석이 함께 어우러진 부분은 세 번째 에피소드의 D 부분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여인의 뒷모습을 묘사하지 않는것을 감안할 때, 앞부분으로 

보여지는 그림은 A - B - A - C - A - D - A - B - A 로 분석되며, 이 

패턴이 뒤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목걸이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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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A - B - A - C - A - D - A - B -A - C - A - D - A 로 

추정되며 이는 론도 형식을 드러낸다. 

 

 

 

< 그림 35 > 

 

위의 <그림 35> 작품은 이태리 북부의 비코포르테(Santuario di 

Vicoforte)교회 천장에 그려진 프레스코화(Fresco Painting;벽에 회 

반죽을 바르고, 그것이 마르기 전에 물에 안료를 개어서 그림을 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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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회화 기법) 작품인 <동정녀 마리아의 영광>이다. 이 작품은  

보르톨로니(M. Bortoloni, 1696 - 1750)와 비비에나(Galli da Bibiena, 

1696 - 1756)의 합작으로 완성되었는데, 교회의 건축적 특징인 

쿠폴라(Cupola, 둥근지붕)에 원근법을 가미한 그림을 남김으로서 이 작품은 

이들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진다.  

이 프레스코화의 주요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표현으로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킨 마리아의 영광을 표현하고 그와 함께 그 주위를 

둘러싼 카톨릭교의 성인과 율법학자들을 묘사하였는데, 이들은 건물적 

특징인 쿠폴라를 이용하여 창들 사이에 소규모의 군상으로 분산되어 있다.30 

이 작품은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쿠폴라에는 8 개의 둥근 창이 위치해 

있는데, 보르톨로니는 이 창들 사이에 위치한 공간에 그림을 표현함으로서 

건축을 이용한 미학적인 완성도가 작품과 함께 보여진다.  

이 작품을 음악 형식으로 바라본다면, 론도가 가지는 리프레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둥근 창들이라 볼 수 있다. 둥근 창은 전체적인 작품안에서 지속되어 

반복되며 에피소드들은 창들 사이사이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로 묘사되었다. 

각 에피소드들은 카톨릭교의 성인들과 율법학자들로서, 아기예수의 탄생과 

마리아의 영광을 축하하는 인물들에 대한 묘사이며 이 그림을 론도 형식으로 

분석해 볼 때, 이는 A - B - A - C - A - D - A - D’ - A - E - A - 

E’ - A - D’’ - A - F - A 로 볼 수 있다. 

 

                                                 
30 노윤희 역, D. Trabra, Settrcento, 마로니에 2010,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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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 

 

 위의 <그림 36> 작품은 이탈리아 화가인 보티첼리(S. Botticelli, 1444 - 

1510)의 작품 <신비의 강탄(La Nativita Mistica)작품이다. 그는 

1501 년에 이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피렌체의 알도브란디니(Aldobrandini) 

가문의 요청의 의해 창작된 작품이며 보티첼리의 마지막 걸작으로 

알려져있다. 이 그림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림으로서 마굿간에서 

탄생한 예수와 그 옆에있는 마리아의 묘사, 전체적으로 축복하고 행복해하는 

천사들에 대한 묘사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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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6 - 1 > 

 

본 고에서 론도 형식에 적용하여 분석할 부분은 그림의 상반신에 해당하는 

부분인 <그림 35 – 1>으로서, 천사들이 원을 그려 춤을 추는 장면이다. 이 

천사들은 사이에 있는 왕관과 종려나무 잎을 사이에 두고 천사들의 색은 총 

흰색과 붉은색, 검은색의 색의 옷을 입고 성스럽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 색채의 의미를 풀이하면 흰색의 의미는 믿음이고 붉은색의 

의미는 자선이며 녹색의 의미는 희망이라고 전해지는데, 이러한 색상 대비는 

아래 지상의 인물 묘사에서 표현된 어두운 색감과 대비하여 더욱 성스럽게 

보여진다.31 

천사들이 서로 마주잡은 손에는 모두 같은 모양과 같은 종류, 같은 크기의 

동일한 종려나무의 가지를 쥐고 있는데, 이 종려 나뭇가지는 <그림 36 – 

1>에서 보여지는 천사들 사이사이에 순환하여 반복 등장하며 이러한 점은 

론도 형식에서 리프레인 부분으로 보여진다. 또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세 

                                                 
31 엄미정 역, Kenneth Clark, 그림을 본다는 것, XO Books, 2012,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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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다른 색상의 옷을 입고 그려진 천사들은 리프레인에 대한 에피소드 

부분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러한 그림 속 특징들을 바탕으로 왼쪽의 

검정색 천사를 첫 에피소드의 시작인 B 부분으로 정하여 이를 음악 형식으로 

분석하여 설명한다면, A - B – A - C – A – D - A - B’- A - C’- A  

- D’- A  - B’’- A - C’’- A - B’’’- A - D’’- A  - 

C’’’ – A - D’’’ - A 의 형태로 분석된다. 특히 에피소드 부분인 B, 

C, D 부분에서 보여지는 천사들은 각기 공통된 색의 옷을 입고 있으나, 각 

부분에서 인물의 다른 각도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변형된 에피소드의 

재현이라 분석되며 이는 따옴표( ‘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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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 

 

 <그림 37> 작품은 현존하는 미국 화가인 켈리(E. Kelly, 1923 - )의 

작품 <초록, 파랑, 빨강> 작품이다. 밝은 원색을 즐겨 사용해 작품활동을 

하는 그는 미니멀리스트(Minimalist; 소수의 단순한 요소를 사용하여 최대 

효과를 이루려는 사고방식을 지닌 예술가) 화가로서, 심플한 

형식(Simplicity form)을 강조한 작품들로 유명하다. 그는 1984 년에 이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 외에도 초록색과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여러 작품들을 출품하였다. 켈리에게 있어 미술 회화란 시각적 

경험이 완전히 변형되는 추상 번역과도 같이 한 순간의 우연한 현실에서 

기인한 내재성과 무한성을 포착하기 위한 매개체였다. 즉 단일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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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각 패널은 각각의 색상이 하나의 색상이며 그 자체로서의 피사체로 

다루어 지도록 의미하였다. 32 

이러한 점에서, 이 그림은 왼쪽부터 볼 때 5 개의 부분들로 확연히 

구분되는데, 이는 색채의 표현으로 각 부분을 분석할 수 있다. 맨 왼쪽에서 

시작하는 붉은색의 패널은 론도형식에서 리프레인의 제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붉은 색의 패널이 전체적으로 총 3 번 반복하여 

등장하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초록색 패널은 제 1 

에피소드이고, 제 1 에피소드 이후 다시 한 번 등장한 붉은색의 리프레인 

부분 이후에는 푸른색 패널이 그려졌다. 푸른색 패널은 그림 안에서 분석할 

때 제 2 에피소드이며, 이를 론도형식으로 분석하면 A - B - A - C- A 

형식이다. 

 

 

 

 

 

 

 

 

 

                                                 
32 J. Thompson, Ludion Ghent, Jon Thompson and the artists, Ludion 2006, p.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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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고에서는 음악 형식인 제 2 부분 형식, 제 3 

부분 형식, 변주곡형식, 론도형식에 맞추어 미술 회화작품을 적용하여 

연구해 보았다. 음악과 미술 모두 인류가 이룩한 하나의 예술과 문화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나, 이들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지 못하였다.  

예술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한 음악과 미술을 하나의 형식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광의의 눈으로 전체적인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음악인들은 악곡 분석을 할 시에 음악의 

최소 단위인 동기(Motif)를 우선 찾고, 그 동기가 어떠한 화성적 진행과정을 

가져 종결을 짓는지를 연구한다. 그러나 악곡이 가진 거대한 숲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더욱 큰 시각을 요하며 이는 곧 음악과 미술이 속한 유기적인 

예술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미술 작품에서 보여지는 전체적인 틀에 집중하여 이를 음악적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제 2 부분 형식과 제 3 부분 형식에서 

구분되는 음악적 틀에 맞춰 미술을 전체적으로 2 부분 혹은 3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변주곡 형식이나 론도 형식이 가진 음악적 특징인 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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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특성에 맞게 미술작품에서 이러한 반복의 특징이 적절하게 표현된 

작품을 비교분석 하였다.  

미술에 대하여 음악적 형식에 대한 대입의 연구가 전무한 현 시점에 본 

연구를 통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두 분야의 유기적 연관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예술 형식간의 이해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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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도판 목록 

 

도판 크기는 세로 x 가로순이다. 

 

 

1. 미켈란젤로(B. Michelangelo, 1475~1564), <천지창조>, 

1508 - 1512, Fresco Painting, Sistine Chapel Ceiling, Vatican, 

Italy,  

2. 고야(F. Goya, 1746 - 1828), <투우(La Tauromaquia)>, 

1815 - 1816, 98.4cm x 126.4cm, Oil on Canv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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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tion of Musical Form 

to Art Paintings 

Seo-Hyun  Lee 

Depar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i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works of music 

and art belonging to the four categories of Musical Form, which are 

Binary Form, Ternary Form, Variation Form and Rondo Form.  

In culture, which is essential for human life, the arts are a mutually 

complementary and co-existing concept. Of the different types of 

the arts, music and art differ in terms of expressions but are 

common in that they are both classified as the arts. Therefore, it is 

a fascinating challenge for a person in the arts to compare and 

analyze the two as a single common genre.  



The paper consists of four parts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of all, 

Chapter 2 gives the definition of Binary form and explains AA’ and 

AB Binary forms. Chapter 3 explains Ternary Form with some 

music examples. Chapter 4 consists of an analysis of Variation 

Form which is distinguished by changes in the historical times and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formats.  Chapter 5 is an analysis of 

Rondo Form including a music example. All of Chapter have similar 

analysis of art paintings with the focus on how the art painting can 

be classified as the musical form.  

There have been a large number of studies on the expressions and 

techniques in music and art each, but no research has analyzed 

artworks by placing them in the context of a musical genre. This 

new approach gives meaning to this research and will provide a 

helpful insight to musicians in understanding the art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ypes of the arts. 

 

key word: Binary Form, Ternary Form, Variation Form, Rondo 

Form, Art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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