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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21

in C Major, Op.53

J. Brahms Rhapsodies, Op. 79

F. Chopin Ballade No. 1 in g minor, Op.23

C. Debussy Image Livre I 의 연주

및 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과 피아노전공

오 찬 영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L. v.

Beethoven의 Piano Sonata No. 21 in C Major, Op.53 J. Brahms

의  Rhapsodies, Op. 79 F. Chopin의 Ballade No. 1 in g minor,

Op.23 C. Debussy의 Image Livre I 에 대한 연구이다. 본인은 각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작곡 양식을 탐구하고 구조와 특징을 분석

함으로써 이에 따른 적합한 작품해석과 연주기법을 알아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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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 1770~1827)은 고전주의 음악의 

완성자이자 낭만주의 음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작곡가이다. 그

는 18세기 고전주의 음악에 바탕을 두고 피아노 소나타라는 장르

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양식을 추구하였다. 또한 베토벤은 주제

의 강렬한 대비나 극적인 전개, 피아노 표현영역의 확장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양식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잘 담고 있는 

피아노 소나타 Op.53 발트슈타인은 베토벤의 중기시대, 즉 피아노 

작품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던 시기의 작품으로서 베토벤의 후

원자인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헌정되었다.

브람스 (Johannes Brahms,1833-1897)는 고전주의의 틀 위에 독

자적인 낭만성을 결합시킴으로써 ‘고전주의적 낭만주의자’라고 불

린다. 전 생에 걸쳐 피아노곡을 작곡 하였으며 다른 작곡가와 달

리후기로 갈수록 방대한 규모의 작품에서 소규모의 작품을 주로 

작곡하였다 브람스의 음악은 작품 연대가 뚜렷이 초기, 중기, 후기

의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에는 소나타, 중기에서는 변주곡,

마지막으로 후기에는 성격적 소품들이 주를 이뤄 브람스만의 개성

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Rhapsody Op.79는 

3시기 중 후기에 속하는 작품이다. Op.79의 No.1, No.2 두 곡 모

두 단조의 열정적인 곡으로써 스케일이 큰 단악장형태를 가지고 

있다.

명료함이나 합리성 대신 개인의 주관적인 이상을 중요시했던 낭

만주의 시대의 작곡가 쇼팽 (Frederic chopin, 1810-1849)은 피아노

를 통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추구하였다. 그 중 발라

드는 비교적 큰 규모의 성격소품이라고 볼 수 있다. 총 4개의 발

라드 중에서 1번은 낭만적이고 서술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

클로드 아쉴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는 19세

기 후반독일의 낭만주의에서 벗어나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 

작곡가이다. 전통적인 낭만주의 기법에서 벗어나 회화의 인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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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문학의 상징주의 요소에서 영향을 받은 드뷔시의 인상주의 

음악은 온음음계, 5음음계, 선법, 3도 구성 화음, 부가음, 복화음,

병진행, 지속음을 사용하여 새로운 색채를 탄생시켰다. 드뷔시의 

피아노 작품「영상1집」(Images Ⅰ)은 인상주의 표현기법이 잘 나

타나는 제 2기의 작품 중 하나이며 총 3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어 : 베토벤, 소나타, 브람스, 랩소디, 쇼팽, 발라드 

드뷔시, 영상 1

학  번 : 2013-2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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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L. v.

Beethoven의 Piano Sonata No. 21 in C Major, Op.53 J. Brahms

의  Rhapsodies, Op. 79 F. Chopin의 Ballade No. 1 in g minor,

Op.23 C. Debussy의 Image Livre I 에 대한 연구이다.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 앞서, 작품이 작곡된 이유와 작품을 작곡할 당시 작

곡가의 생활에 대해 조사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작품의 분석은 전체적인 구조와 화성진행, 음악적 어법 등을 토대

로 하여 그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

다.

먼저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생애와 작품 

이 작곡된 이유에 대해 조사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한

다.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의 시기별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Op.53

의 주제의 특징과 전개, 화성, 선율 및 전체적인 구조 등을 분석함

으로써 보다 나은 연주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하려고 한다.

브람스(JohannesBrahms,1833-1897)의 음악세계는 기법적인 면에

서 분산화음 음형, 옥타브나 3도, 6도 병행진행, 전타음, 그리고 자

주 중복되는 선율선, 당김음, 폴리리듬과 교차리듬의 빈번한 사용

을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브람스가 자주 사용한  

기법들을 분석함으로써 브람스의 표현어법, 풍부한 화성으로 인한 

관현악적 음향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브람스만의 정서가 깃든 독

창적 음악을 해석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프레데릭 프랑소아 쇼팽(Frédéric Francois Chopin, 1810-1849)

Ballade Op.23은 F. Chopin의 음악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F. Chopin의 Ballade Op.23을 세부적

으로 분석하기위해 서주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코다로 나누어

서 각각 형식, 조성 및 화성, 선율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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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세분하여 서주와 각 주제를 이루는 동기, 경과구, 종결구 등

으로 나누고 각 주제의 발전 과정과 작품분석을 통해 F. Chopin의 

음악적 특징들이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작곡가의 의도에 접근하여 악곡 분석을 추진함으로써 연주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클로드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는 인상주의

를 대표하는 작곡가로서20세기 음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드뷔시 대표곡인 피아노 독주곡「영상1집」(Images Ⅰ)은 1905년 

작곡된 작품으로 제 1곡 <물에 비치는 그림자>(Reflets dans l’eau)

,제 2곡 <라모예찬>(Hommage à Rameau) ,제 3곡 <움직

임>(Mouvement)의 3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드뷔시의 대표적인 피아노 작품 중 하나이고 그의 

음악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고 평가받는 「영상1집」(Images

Ⅰ)의 형식, 주제, 선율, 리듬, 화성을 분석하여 인상주의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그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 10 -

Ⅱ. 본론

1.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21 

   in C Major, Op.53

1) 작품배경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하이든(Franz

JosephHaydn, 1732~1809),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856~1791)와 더불어 고전시대 음악을 계승, 발전시킨 최고의 작

곡가이다. 그는 고전주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린 완성자

이며, 낭만주의 음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음악사적으로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후배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

이다.1)베토벤은 전 생애에 걸쳐 32곡의 Piano Sonata를 작곡하였

다. 그의 32개 Piano Sonata는 하이든과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를 한 단계 발전시킨 소나타로서 피아노의 넓은 음폭과 풍부한 음

량을 충분히 활용하였으며, 색채감 있는 피아노의 소리를 통하여 

인간의 내면적인 감정과 지성에 호소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피아

1) 영향을 받은 후배 작곡가들을 살펴보면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는 소나타의 큰 규모와 심오함의 추구에서 베토벤의 영향을 받았

으며, 멘델스존(FelixMendelssohn, 1809-1847)은 3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

곡 했는데, 이 가운데 (1826)는 베토벤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의 영향을 강하

게 받은 곡으로 평가 되고 있다.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무려 

22세트에 이르는 캐릭터 피스를 작곡하였는데 이 곡들 중 (1833)은 주제적 변

주의 원리를 베토벤의 의 영향을 받은 곡이다. 쇼팽(Frederic Francois 

Chopin, 1810-1849)의 큰 규모 피아노 작품으로는 3곡의 피아노소나타와 1

곡의 판타지아가 있다.  조수철,『베토벤, 그 거룩한 울림에 대하여』, 서울대

학교 출판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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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소나타 Op.53은 중기에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로서 고전주의 

양식을 유지하면서도 곡의 구조와 양식에 있어서 베토벤 음악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며, 시대별로 구분하였을 

때 중기에 속하며, 중기 소타나의 뛰어난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소나타는 그 후에 작곡된 Op.57의 <열정 소나타>와 아울러 

베토벤의 중기 음악의 급격한 변모를 대표하는 것이며 그 내용의 

깊이와 풍부함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까지의 그의 작품에

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피아노 연주기법의 전개라는 점에서도 

피아노 음악의 걸작으로 꼽을 수 있다.

발트슈타인은 전통적인 고전 소나타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악

장의 규모, 멜로디, 리듬, 셈여림 관계를 대립적으로 구성하면서도 

새롭고 대담한 시도를 한다. 이러한 시도 속에서 형태를 바꾸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은 고전 형식을 완성함과 동시에 고도의 새로

운 면모 형식·음악적 내용 및 악장간의 균형을 보이고 있다.

원래 이 소나타는 3악장으로 만들 예정이었으나 안단테 론도형식

의 F장조로 작곡되어진 제 2악장을 삽입하면 전체가 매우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을 원본에서 제거해버리고 서주(Introduzion)

를 대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생략된 안단테는 1805년 독립된 소

곡으로 출판되어 안단테 파보리(AndanteFavori)의 이름으로 불리

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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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연구

제 1악장은 Allegro con brio로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되

었으며, C Major, 4/4박자이며 악장의 형식구조는 다음<표1>과 같

다.

<표1> 제 1악장의 형식구조 

(1) 제시부 (1~89마디)

제시부의 구성은 다음<표2>과 같다.

<표2> 제시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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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기적인 연타 음에 의하여 변칙악절구성의 13마디로 된 제1주

제는 처음 4마디의 동기가 1악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세 개의 

요소 (a),(b),(c)로 구성 되어 있다. <악보1>

<악보1>

5∼8마디는 1∼4마디에 다장조로 제시되었던 동기 a,b,c가 장2도 

하행하여 내림나장조로 동형 반복된다. 9∼10마디는 다단조로 전

조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베이스에서 G음과 A♭음을 번갈아가며 

반복된다. 11∼13마디는 크레센도해서 정점인 스포르찬도(sf)되었

다가 8분음표의 규칙적인 도약하행을 통하여 디미뉴엔도 되며 G

음으로 페르마타로서 반종지 된다. <악보 2 >

<악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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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디부터 13마디까지의 왼손의 베이스 진행을 살펴보면 C음에서  

G음까지 반음계적 순차 진행을 보이고 있다. <악보 3>

<악보 3>

14마디부터는 16분음표의 분산화음 음형을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

으며23마디의 연결구조의 진행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악보 4>.

<악보 4> 14~19마디 (제 1주제의 확보)

23마디부터 시작되는 경과구는 제1주제에서 제2주제로 가기 위한 

연결부분이다. 왼손의 분산화음과 오른손의 음계적 진행이 결합되



- 15 -

어 e minor의Ⅴ-ⅰ가 반복된다. 그러다가 31마디부터 이 경과구는 

E Major 음계를 서로 모방하여 진행된다. <악보 5>

<악보 5>

35마디부터 시작되고 있는 제2주제는 아름답고 온화한 선율과 풍

부한 화성으로 제 1주제에 대하여 강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즉 

제 1주제가 동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제 2주제는 순차진

행 위주의 선율이 화성적인 짜임새에 의하여 나타나 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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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onata form에서 제 2주제는 제 1주제와의 관계조인 딸림음조

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나 이곡은 장3도 위인 E Major로 작곡되어 

기대하지 않은 조성의 확장을 초래하였다. 이것은 베토벤의 독창

적인 변화이며 후에 낭만주의 시대까지 영향을 준 독특한 부분이

다. 제2주제는 화음만으로 제시된다. 그 때에 화성 진행은 끊어지

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오르간의 코랄 소리처럼, 또는 

현악 합주의 하모니처럼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제 1주제와

의 대비상 매우 중요하다. <악보6>.

<악보6>

오른손에 나타나던 제 2주제 선율이 왼손에서 나타난다. 왼손의 

상성부에 주제가 풍부한 화성과 함께 아름답고 온화한 선율을 내

며 동시에 오른손 위성부에는 셋잇단음표로 선율을 장식한다.

이때 오른손의 내성은 제2주제의 선율과 6도간격의 대선율이 된

다. <악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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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43~49마디 (제 2주제의 확보)

50마디부터 2박 단위로 교체하던 Ⅰ화음과 Ⅴ화음이 58마디부터

는 1박 단위로 축소되면서 제 2주제의 조성인E Major를 한번 더 

강조시켜주며, 박진감을 준다. <악보 8>

<악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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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부를 종결짓는 소종결구(codetta)에서는 오른손은 제 1주제의 

동기(c)음형이 변형되어 나타나고 왼손은 제 2주제의 동기를 이용

하였다. <악보 9>

<악보 9>

(2) 발전부 (90~155마디)

발전부의 구성은 다음<표3>과 같다

<표3>

발전부는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 1부분에서는 제 1주제가 전개

되고, 제 2부분에서는 제 2주제에 이어 나오는 제 2경과구의 셋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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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음표 음형이 전개되며, 제 3 부분에서는 재현부로 연결되는 경

과적인 부분이다.

① 제 1부분 (90∼111마디)

제 1부분에서는 제1주제를 이루었던 세 가지 음형을 (a,b,c)이 복

합적으로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F장조로 시작되는 부분 Ⅰ은 제 

1주제의 모티브가 95마디까지 반복되어 나타난다. <악보 10>

<악보 10>

② 제 2부분(part Ⅱ) (112~141마디) : C Major

당김음 리듬과 셋잇단음표의 계속적인 동형진행이 전체적으로 지

배하는 부분이다. 제시부의 제2경과구의 50~53마디의 음형을 이용

하고 있다.

③ 제 3부분(PartⅢ) (142~155마디) : G Major

재현부로 가기위한 경과적인 부분으로 제 3부분(PartⅢ)은 거대한

crescendo를 이루며 리듬진행은 매우 빠르다. 146마디부터는 제 1

주제의 동기(b)와 (c)가 축소된 형태로 오른손에 반복적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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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이 motive는 점차 상승하는 선율을 이루며 154마디까

지 해결되지 않고155마디에 이르러 급격히 하강하는 선율로 해결

되며 pp에서 ff에 이르는 극적인 악상구조를 보인다. <악보 11>

<악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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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현부 (156~248마디)

재현부의 구성은 다음<표 4>과 같다

<표 4>

재현부의 156~167마디까지는 제시부의 제 1주제와 동일하게 나타

난다. 제시부의 13마디에서 C Major의 Ⅴ도 화음의 근음인 G음으

로 반종지 한 것과는 달리 168마디에서는 c minor에 이어 A♭음

으로 끝난 후 D♭ Major의 분산화음에 이어 B♭으로 이어진다.

<악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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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마디 196~199는 제시부 35~38의 제 2주제가 C Major의 3도 위인 

EMajor 였던 것과는 달리 C Major의 3도 아래인 A Major로 재현

하여 서로대칭을 보인다. 또한 제시부보다 확장된 화성으로 더욱 

풍부한 음량을 가진다.

200마디에서는 C Major로 전조되어 203마디를 거쳐 204마디부터 

제 2주제의 확보로 연결된다. 주제의 확보는 상성에서 셋잇단음표

로 변형되어 나타나며 208마디부터는 한 옥타브 아래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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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악보 13>

<악보 13>

(4) 종결구 (Coda, 249~302마디)

제 1악장의 끝을 맺고 있는 coda의 구성은 4개의 부분으로 다음과 

같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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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① 제 1부분 (249∼259마디)

제 1주제의 재현이며 249∼252마디는 제시부의 제 1주제와 동일하

게 진행되다가 253∼254마디에서는 제 1주제의 주요음형인 b와 c

가 한 번 더 반복되고 255마디부터는 b'와 c'로 변형되어 전개된

다. <악보 14>

<악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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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2부분 (260∼283마디)

261∼264마디에서는 하성부에서 제 1주제의 요소가, 상성부에서는 

제 2주제의 하행선율의 특징이 제시되며 장 2도 아래로 반복․진

행된다.

③ 제3부분(Part Ⅲ) (284~294마디)

제3부분(Part Ⅲ)는 제 2주제가 C Major로 반복되며 290~294마디

까지 확장되어 C Major의 이끈음인 B음에 페르마타(fermata)를 사

용함으로써 강한 종지감을 형성한다.

④ 제 4부분(Part Ⅳ) (295~302마디)

이 부분은 제시부의 처음 1∼2마디와 동일하게 시작한다.297마디

부터는 제 1주제의 b음형이 b'로 변형 반복되면서 음역이 상승되

다가 299마디에서는 ff로 상성부와 하성부의 음계가 반진행하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완전정격종지 (Ⅰ-Ⅴ-Ⅰ)로 ff로 제1악장의 힘찬 

마침을 한다. <악보15 >

<악보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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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장>

제 2악장은 28마디의 짧고 느린 도입부(Introduction)와 긴 론도

(Rondo)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는 다음 <표 6>와 같다.

<표 6 >

(1) 도입부 (1∼28마디)

카논풍의 모방수법을 사용한 도입부는 F Major의 6/8 박자로 

Adagiomolto의 빠르기로 되어 A-B-A'3부분으로 나뉜다. <표 7>

<표 7>

①A부분 (1∼9마디)

도입부의 성부 진행에 있어서는 역시 고전주의 음악에서 발견 할 

수 없는 진행을 보여준다. 즉 1마디에서 첫째 음이 f음으로 시작하

나 8마디까지의 진행을 통해 C음까지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며 진



- 27 -

행된다. 동기 a, b 두 마디가 한 쌍이 되어 도입부 전체를 지배

한다. 그리고 주요주제 a, b의 6도 도약은 도입부전체에서 공통적

으로 첫 시작 부분에 나타난다. <악보 16 >

<악보 16 >

② 주요 선율부B (9~16마디)

도약과 순차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6도의 상행도약으로 시작하는 

선율은 순차진행과 당김 음에 의해서 더욱 개성 있게 나타난다.

또한 낮은음자리표에서 풍부한 울림으로 등장하는 선율은 마치 첼

로의 솔로를 듣는 느낌을 준다.<악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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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③ 후주부A' (17~28마디)

후주부 A'는 전주부 A를 기초로 발전시켜 후의 Rondo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였다. C Major의 Ⅴ화음으로 반종지 함으로써 

Rondo의 C MajorⅠ화음으로 자연스럽게 연다.

28마디 끝 음 G음에 표기된 sf(sforzando)는 베토벤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서 뒤에 이어지는 Rondo와의 연결방식을 기존까지의 방식

에서 탈피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악보 18>

<악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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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ndo (1~543마디)

Allegretto moderato, C Major, 2/4박자

+ coda(Presstisimo, C Major, 2/2박자)

일반적인 Rondo 형식인 ABACABA + coda와는 달리 ABABCAB

+coda로 변형된 Rondo 형식에 속한다. 전반부에서 B가 또 한번 

되풀이 되고 후반부에서 A가 생략되어 곧바로 대규모 coda로 연

결된 것은, 베토벤자신의 독자적인 스타일이라 볼 수 있다.론도 전

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8>

<표 8>

① A - 제 1주제(1~62마디) : C Major

A는 주제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주제선율은 Tonic(Ⅰ)과 

Dominant(Ⅴ)의 단순한 화성진행이며 두 도막 형식이다. 하지만 

뒤에 6마디의 전개가 덧붙었으며 다시 8마디의 경과구가 따른다.

<악보 19>



- 30 -

<악보 19>

② B -제 1삽입구 (63~113마디) : C Major

63마디부터 제 1 삽입구(Episode Ⅰ)인 B가 시작된다. B는 네 부

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앞의 3부분은 삽입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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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지막 부분은 제 1주제의 소재에 의한 경과구로 되어 있는데 

a minor로 시작되었다가 곧 C Major로 전조되어 나타난다(98~113

마디).이 중 첫 부분의 소재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4마디 단위로 

구성되는 분산화음 음형의 동형진행이다. <악보 20>

<악보 20>

③ A' (114~175마디) : C Major

다시 한 번 주제부(A)가 반복된다.

④ B' - 제2삽입구(176~220마디) : c minor

제 2삽입구(Episode Ⅱ)인 B'는 c minor로 첫 번째 삽입구에 비해 

훨씬 확장되어 나타난다. 오른손과 왼손이 선율을 주고받는 기법

을 쓰고 있으며 두 마디 단위로 동형진행을 하여 다소 새로운 리

듬형태로 전개되고 있다.<악보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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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⑤ C (221~312마디) : A♭ Major

C는 제2악장 전체에 있어 가장 변화가 심한 발전부로서 주제를 

자유롭게 전개한 부분으로 Rondo에서 클라이 막스를 형성한다.

221마디부터 1마디의 주제 선율이 화음으로 나타나며 4마디의 단

위로 이루어진 동기가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된다. 이 부분은 A♭

Major로 시작되어 f minor와 D♭ Major의 전조과정을 거쳐 234마

디에서 주동기가 Ⅰ화음으로 끝난다. <악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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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⑥ A'' (313~344마디) : C Major

313마디부터 다시 제 1주제가 재현되지만 처음보다는 단축된 형태

로 나타난다. 주제선율을 옥타브로 강조했고 ff와 p의 대조가 특징

이다.

⑦ B'' (345~402마디) : C Major

B''는 제1삽입구의 재현이며 345~377마디까지는 빠른 페시지로 진

행되다가 378~402마디에서는 양 손에서 폭 넓고 웅장한 화음이 전

개되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378마디부터는 화음은 G음에서 A♭까

지 상행했다가 하행하기 시작하여 400마디에서 F음에 도달한다.

<악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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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⑧ coda(403~543마디) : C Major

Prestissimo의 가능한 빠른 tempo로 연주하는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부분이다. coda 역시 C Major로 시작되지만 빈번하게 전

조를 사용하여 극적 효과를 준다.

515마디부터 543마디까지는 곡의 종결을 위한 주제선율을 악상의 

차이를 통한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ff와 p의 악상차이를 

확연히 해야 하며 pp에서 f로 재빠른 악상 변화도 필요로 한

다.529마디부터 543마디는 전체적으로 C Major의 으뜸화음을 강조

하는 것이므로 중간에 pedal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울

림 위에 540마디부터의 화음을 ff로 연주하여 웅장한 끝맺음을

하여야 한다. <악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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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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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 Brahms Rhapsodies, Op. 79

1) 작품배경 

브람스의 랩소디 Op.79No.1,2의 두 곡의 랩소디는 1879년 페르

차하 에서 작곡 되었다. 1880년 1월 20일 크레펠트에서의 브람스

의 독주로 초연이 이루어졌으며 이듬해에 짐로크에서 출판되었다.

그리고 이 곡은 브람스에게 좋은 음악 친구인 엘리자베스 폰 헤르

초켄베르크(Elisabeth vonHerzogenberg1848-1892)에게 헌정된 곡이

다.2)

그러나 이 당시 소개된 제목으로는 랩소디가 아닌 제 1곡은 카

프리치오로제 2곡은 몰토 아파시오나토로 되어있었다. 아마도 변

덕의 의미가 내포된 카프리치오 보다 곡들의 규모가 크고 드라마

틱한 감성과 열정적 이며 고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 카프리치오로 

치부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을 것이다.

또한 만년의 최후의 피아노곡 <피아노 소품 Op.119 >도 랩소디

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이곡 또한 19세기의 랩소디의 의미와는 다

르게 고른 형식과 충실한 내용, 풍부한 감성, 정열을 가진 곡이다.

이 Op.79 작품은 피아노 소곡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새 피아

노 양식을 확립하는 데에도 성공 했다.즉 종래 피아노 음악에서 

볼 수 없었던 깊은 내용과 무게 있는 힘을 부여하면서, 더욱이 외

면적인 효과나 거장성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브람스 적

이고 많이 칭송받는 곡 중 하나이다. 이 곡을 닮은 피아노 소곡 

Op.76에서 시도하여 1년 후에 Op.79의 2개의랩소디를 완성함으로

2) , 브람스, 음악세계, 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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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그 이상을 실현한 것이다. 그리고 화려한 민속적 색채를 나타

낸 리스트의 랩소디와 대조로 순수한 창작 곡으로 약간의 발라드

풍과 그의 고향인 북극의 정서가 많이 묻어나는 곡이다.



- 38 -

2) 작품 연구

No. 1 Agitato

첫 번째 곡은 b 단조의 악곡으로 아지타토(Agitato)라고 표시되

어있다. 두 번째 곡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템포로 연주하는데 힘 

있는 강한 주제 선율로 시작한다. 첫 번째 곡의 전체적인 구조는 

복합 3부 형식(compositeternary)으로 크게 A-B-A 부분으로 나누

어 볼 수 있으며 각 부분은 다시 세 부분이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 독립적인 구조를 갖는다.

1)첫 번째 A 부분 (마디 1-93)

b단조로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을 세분해 보면 a-b-a’의 세 부분으

로 나누어진다.a부분은 b단조로 되어있고 딸림조인 f#단조에서 종

지를 이룬 다음 다시 관계 장조인 D 장조로 전조가 되어서 주선

율을 연주한다.b부분은d 단조로 나오고 재현되는 a’부분은 같은 

으뜸조인 B 장조로 돌아와서 정격종지로 끝맺는다. 첫 번째 A 부

분의 구조를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표 9>과 같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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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분은 부점 리듬과 3연음부로 이루어져있는 주제 선율로 시작

한다. 마디 1부터 16까지는 네 마디 단위의 악구 네 개로 이루어

져있다. 첫 번째 악구는 b단3화음의 구성음 위주로 움직이면서 조

성을 확립 시켜주고, 두 번째 악구는 주제 선율이 왼손으로 내러

가서 d단3화음의 구성음 위주로 펼쳐지면서 조성이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 번째 악구역시 왼손에서 주제선율이 f단3화음을 중심으

로 나오면서 또 한 번 조성적인 변화를 느끼게 된다. 네 번째 악

구에서는 딸림조인 f# 단조로의 전조가 이루어지며 결국 f# 단조

에서 종지를 갖는다. <악보 25>

<악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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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은 pp의 악상으로 레가토의 부드러운 선율이 나오는데 이

때 내성에서는 8분음표의 리듬이 지속적으로 반주처럼 연주된다.b

부분은 이렇게 서정적인 새로운 선율을 연주하는 여덟 마디의 악

절과 다시 부점 리듬의 주제선율과 4분음표의 화음연주로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마디 30에서 37까지는 네 마디

의 선행구와 네 마디의 후속구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악절 구조가 

나타나지만 선행구가 반종지를 갖는데 반해 후속구는 명확한 종지

형이 나타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선율 구조는 선행구

(2a_2b), 후속구(2a’+2b’)의 악절 형태를 보이지만, 화성진행은 후속

구가 종지로 끝맺지 않으면서 으뜸화음을 반복하는 예외적인 진행

을 나타낸다. <악보 26>

<악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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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67에서 재현되는 a’부분은 a부분 시작에서 나왔던 네 개의 

악구부분은 그대로 재현이 되지만 그 이후에 F# 음이 페달처럼 

지속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악보27>

<악보27>

대신 네 번째 악구의 리듬이 계속 반복되면서 음악이 진행되다가 

마디 89에 가서야 마지막에 b단조에서 종지를 이루고 끝맺는다.

<악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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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2) 두 번째 B부분 (마디 94-128)

두 번째 부분은 B 장조로 되어있는데 이는 으뜸조인 b단조와 같

은 으뜸음 장조이다. 전체 구조는 도돌이표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눠 지는데, 마디94에서 104까지의 c부분과 마디 105에서 128까

지의 c’부분으로 구분된다. 또한 이 부분의 주요 선율은 내성에서 

나오며 이에 대하여 왼손은 연속적인 8분음표로 반주를 하고 있

다. <악보 29>

<악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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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번째 A 부분 (마디 129-218)및 코다 (마디 219-233)

세 번째 부분은 첫 번째 A 부분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대부분 

3부 구조를 갖는 악곡에서 전혀 변화되는 요소가 없이 첫 번째 부

분이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곡의 특별한 점이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브람스는 그냥 첫 번째 부분을 그대

로 재현하는 것으로 곡을 끝마치지 않는다. 마디 219부터는 악곡

의 종결부에 해당하는 코다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d단조 부분

의 주요선율이 왼손의 낮은 음역에서 이제 으뜸조인b단조로 나오

고 한번 더 e단조로 이조된 형태로도 나오지만 B음이 페달처럼 지

속되고 있다. 악곡의 마지막에는 b화음 단3화음이 아닌 장3화음의

분산 화음 형태로 나오면서 단조곡이 장3화음으로 끝나는 피카르

디 3도를 보여준다. <악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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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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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2 Moltopassionato

두 번째 곡인 g단조 랩소디는 Moltopassionato라는 지시어를 가

지고 있으며 전체 구조는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을 따르고 있다.

짜임새는 첫 번째 랩소디의 d 단조 부분과 유사하게 상성부에는 

선율선이 있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반주 음형이 내성에 위치하

고 있다. 이러한 짜임새는 악곡 내내 사용되면서 전체 구성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제시부 (마디 1-32)

약박의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제1주제선율은 g단조의 으뜸화음

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Eb 장3화음에서 다시 F장3화음으로 움

직이면서 으뜸조의조성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다. 다만 악곡의 시작 베이스가 D음에서 G음으로 진행하면서 G

음이 중심음 이라는 느낌만을 주고 있다. 이후 마디 4와 5에서 나

오는 G 화음은 장3화음의 형태로 역시 으뜸화음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마디 3에서 나온 C 장3화음에 대한 딸림화음으로 사용되

었는지 모호하게 들린다. 그리고 마디 8에서는 B 장3화음에 도달

하는데 이것 역시 앞서 나온 E장3화음에 대한 딸림화음으로 들린

다. 제1주제는 악절의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선행구는 C 장조에서

의 반종지, 후속구는 E 장조에서의 반종지를 이루면서 으뜸조인 g

단조의 조성은 확립되지 않는다. <악보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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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

다섯 마디 길이의 경과구는 마디 13에서 딸림조인 d 단조의 V7화

음에 이르고, 마디 14에서는 제2주제의 선율이 시작되는데 베이스

에서는 d 단3화음이 펼쳐지나 상성부에서는 G#음이 강박에서 지

속되면서 조성적 모호함을 가져온다. <악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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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제2주제부는 다시 두 개의 악구로 나누어진다. 마디 14에서 시

작하는 첫 번째 악구는 상성부의 반음계적인 선율진행과 모호한 

화성진행이 특징이고길이도 일곱 마디로 규칙적이지 않은 진행을 

보인다. 한편 마디 21에서 시작하는 두 번째 악구에서는 보다 명

확하게 조성을 보여주는 선율이 나오는데 D음이 상성부에서 반복

적으로 나오고 베이스에서도 d단3화음이 펼쳐지면서 이전의 조성

적 모호함은 사라지고 제2주제 조성인 d 단조가 분명해진다.<악보 

33>

<악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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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전부 (마디 33-85)

브람스는 발전부에서 제1주제의 선율과 제2주제 후속구의 선율

을 활용하여 전개시키고 있다. 그리고 발전부는 선율 소재를 중심

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제1주제 선율이 나오는 첫 번째 부분

은 마디 33에서 시작하는데, 여덟 마디의 악구가 C–F–Bb 의 하

행 5도 진행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뒤이어 나오는 또 다른 여덟 

마디의 악구는 조표가 바뀌면서 G#-C#-F# 에 이르는 또 다른 하

행 5도의 진행을 완성시킨다.<악보 34>

<악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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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54부터는 제2주제 후속구의 선율을 사용하는 발전부의 두 번

째 부분이 b단조에서 시작된다. 이 부분의 또 다른 주요한 요소는 

3연음부와 마디 56부터 베이스에서 나오는 8분음표의 부점 리듬인

데 이 리듬은 이후 두 배 길이의 4분음표 부점 리듬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악보 35>

<악보 35>

발전부의 세 번째 부분은 마디 65에서 g단조로 시작된다. 이 부분

은 다시 제1주제의 선율에 기초한 진행이 나오는데, 발전부의 첫 

번째 부분에서한 마디 단위의 화음 진행으로 움직였다면 이 세 번

째 부분에서는 반복되는 선율로 인하여 화성적 리듬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있다. <악보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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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

이렇게 제1주제의 선율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발전부의 세 번째 부

분이 끝나면 재현부로 돌아가기 위한 세 마디 길이의 재경과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g단3화음을 지속하다가 마지막에 딸림화음으

로 움직인다.

3)재현부 (마디 86-123)

재현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제 제2주제가 으뜸조인 g단조에

서 연주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소나타 형식 악곡의 재현부

에서 제1주제와 제2주제를 연결해주는 경과구의 화성변화가 나타

나게 되지만 이 곡에서는 제시부의 경과구가 전조의 기능을 하는 

대신,g단조의 으뜸화음과 딸림 화음을 번갈아 연주하면서 조성을 

확립시켜 주었기 때문에 재현부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오다가 경과

구의 마지막 화음만 d단조의 딸림화음 대신 g단조의 딸림화음으

로 달라지고 있다. 제2주제는 이제 으뜸조인 g단조에서 재현되며 

제시부의 G#음 대신 C#음이 상성부에서 나오면서 베이스의 G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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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협화를 이루고 있다.

제2주제를 구성하는 두 개의 악구 모두 으뜸조에서 재현된 다음 

마디 116부터는 악곡을 마무리하는 종결구가 나온다. 종결구 에서

는 상성부에서 G음을 페달처럼 지속하면서 베이스에서는 마지막

으로 으뜸화음을 강조하고 확립하는 움직임을 통해 g단조 조성을 

강조하며, 마지막에 정격종지를 사용하여 끝맺는다. <악보 37 >

<악보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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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allade No.1 Op.23

1)작품 배경

쇼팽은 자신의 조국에서 영향 받은 음악적 특징을 바탕으로 섬세

한 감정표현, 풍부한 음향과 리듬, 다양한 음색을 결합시켜 독특한 

세계를 표현하였다.3) 그의 피아노 작품 대부분은 낭만파의 이른바 

성격적 소품(Character Piece)4)에 속하는 것이며, 그는 이런 소품 

형식 속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스케르초, 연습곡, 전주곡 등

에 있어서는 이전까지의 장르들과 다른 개념을 추구하였고, 발라

드라는 새로운 피아노 장르를 창조했다. 또한 살롱 음악(Salon

Music)5)으로서의 왈츠에 시적 정취를 부여하였으며, 민속 음악인 

마주르카와 폴로네즈 등 그의 소품은 어느 장르 할 것 없이 종래

에는 없었던 독창성이 나타나 있다. 쇼팽의 독창성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피아노라는 악기의 표현 능력의 가능성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쇼팽의 피아노 음악만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쇼팽의 선율은 기악적 이라기보다는 성악적이고 서정적이며, 베토

벤과는 달리 풍부한 전개와 모티브(Motive) 구성이 가능한 교향곡

(Symphony) 타입의 선율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마주르카, 폴로

3) , 김미옥, 오희숙,『두길 서양음악사』(서울 심설당)

4) 성격적 소품(Character Piece) : 19세기의 주로 피아노음악에 있어서의 중요한 
분야를 나타내는말이며 짧고 단순한 자유로운 형식의 소품이다.

5) 살롱 음악(Salon Music) : 보통 기악으로 연주되는데, 연주회용의 고급음악이나 
무도용의 대중음악과는 다르며, 소규모 구성의 합주로 가볍고 즐거운 곡을 연
주하거나 피아노로 통속적인 소품을연주하는 의미로 쓰인다.



- 53 -

네즈, 왈츠의 선율들은 대부분 춤곡이나 노래들로부터 영감을 얻

었으며, 주제를 변화 혹은 발전시키기 위하여 반음계주의

(Chromaticism)6)를 사용하였다. 또한 벨리니의 영향을 받아 ‘Bel

Canto’7) 성악적인 기법을 피아노를 통하여 표현하였다.8)

쇼팽의 Ballade No.1 Op.23 은 스톡하우젠(Stochausen)남작에게 

헌정되었으며, 미키에비츠의 시 중 ‘콘라드 와렌로드(Konrad

Wallenrod)’의 내용을 주제로 하여 작곡되었다. 이 곡은 1835년에 

완성되었으며 시의 내용과 일치된 비극적 분위기를 g단조로 시작

부터 표현하였다. 이러한 비극적인 서정성과 상반되는 극적인 흥

분이 여러 번 반복됨으로 발라드로서 곡의 완성도를 더욱 높인 곡

으로 이 시기의 일반인뿐만 아니라 슈만, 리스트의 사랑을 받았다

고 한다.

6) (Chromaticism) : 넓은 의미에서는 본래 온음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
은 음, 즉 반음계적 변화에 의해서 얻은 음을 선율 중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7) 벨칸토(Bel Canto) : 18세기에 성립된 이탈리아식 가창법으로 ‘아름다운 노래’

라는 뜻이며 극적표현이나 낭만적 서정보다도 음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운 울림,

원활한 발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8) 신동현,『재미있는 음악사이야기』제7장 낭만주의음악(서울미디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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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연구

이 곡은 모두 264마디이며, 느린 서주부(7마디)와 마지막의 격렬

한 코다(57마디)가 포함되어 있는 변형된 소나타 형식을 갖춘 3부

분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단락의 형식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10>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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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주부(마디 1-7)

4/4박자, g단조이며 레치타티보풍의 서주가 7마디에 걸쳐 진행된

다. 이 부분의 화성은 나폴리 6화음(Neopolitan Sixth)에 기초를 

두고 상행하는 선율로 매우 성악적인 특징을 갖는다. <악보 38>

<악보 38>

(2) 1부분 (마디 8-93)

서주부와 달리 6/4박자, Moderato로 박자와 템포변화가 이루어  

진다.

① 제 1주제(마디 8-35)

제 1주제(마디 8-35)는 모티브 a, b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모

티브a(마디 8-9), b(마디 9-10)는 주제 부분에서만 아니라 간주부나 

연결적인역할을 하는 경과구 에서 선율의 반복과 변형, 축소와 확



- 56 -

대 등 중심 소재로 응용된다. 마디 8-14는 모티브 a가 C-D-F♯

-B-A-G음으로 변화 없이 반복 되며, 모티브 b는 이에 대한 응답으

로 장 2도 상행 또는 하행하며 움직인다. <악보 39>

<악보 39>

마디 26-28은 왼손 옥타브 선율이 반음계적으로 진행되며, 마디 

29-30은 마디 27-28의 단 3도 아래에서 동형 진행을 하고, 마디 

27-30은 오른손의 하성부가 순차적으로 하행 진행한다. <악보 40>

<악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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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3은 장식적이고 반음계적 꾸밈음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장

식선율은 쇼팽 피아노 음악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악보 41>

<악보 41>

②간주부(마디 36-55)

제1주제에 있는 모티브 a, b가 동시에 변형된다. 마디 36은 모티

브 a가 4개의 음으로 변형되며, 동형 진행한다. 왼손의 상성부의 

진행은 모티브 b의 리듬 축소이며, 마디 37-39에서 2도 순차 하행

한다. <악보 42>

<악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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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5-47은 양손이 서로 반진행하며 2 옥타브 이상으로 상행하

여 음역이 더욱 확대된다. 마디 45와 마디 47의 2번째 음형은 모

티브 a의 변형이다. <악보 43>

<악보 43>

③경과구(마디 56-67)

경과구는 제 2주제로의 진행을 위한 조성 변화를 거친다.g단조로 

시작하여 마디 62는 마디 59의 첫 음에 나왔던 F#의 이명동음인G

♭음이 나오면서 조성이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마디 63은 E♭장조

로 전조되며, 마디 64-67은 제 2주제의 조성인 E♭장조의 Ⅴ7화음

을 강조하기 위하여 E♭장조의 Ⅴ/Ⅴ화음을 4마디에 걸쳐 사용한

다. 이러한 갑작스런 전조는 쇼팽 피아노 음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악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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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④제 2주제(마디 67-82)

제 2주제(마디 67-82)는 ‘너무 빠르지 않게’라는 뜻의 Meno mosso

로Tempo가 바뀌며, 고전주의 소나타의 일반적 조성관계와는 다르

게 g단조의제 1주제의 장3도 아래인 E♭장조로 구성된다. 마디 70

은 마디 68을 5도 상행하여 동형 진행하며, 마디 68-71의 하성부는 

넓은 음역의 분산화음을 사용하여 단지 반주 역할 뿐이 아니라 오

른손과 동등한 조화를 이룬다. <악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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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⑤제 2간주부(마디 82-90)

제 2간주부(마디 82-90)는 제 1주제의 모티브 a와 비슷하며 반복과 

변형으로 나타난다. 모티브 a가 변형되어 8분 음표와 셋잇단음표

로 구성된 리듬이 반복되며, 왼손에서는 E♭음이 지속된다. 마디 

83-86의 왼손은 두 번째 박자가 E♭-F-G-A♭-B♭으로 2도씩 상행

하고 있다. <악보46>

<악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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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부분(마디 94-165)

원래의 Moderato로 바뀌며, 제 1주제의 발전(12마디)-제 2주제의 

발전(20마디)-경과구적인 성격을 갖는 부분(12마디)-자유로운 발전

(28마디)으로 구성된다.

①제 1주제의 발전(마디 94-105)

제 1주제의 발전(마디 94-105)은 g단조에서 a단조로 전조되며, 모

티브a는 변하지 않고 반복된다. 특히 왼손은 a단조의 제 5음인 E

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페달 톤의 역할을 한다. <악보 47>

<악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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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2주제의 발전(마디 106-125)

제 2주제의 발전(마디 106-125)은 1부분에서 나왔던 제 2주제의 

단순한 선율이 옥타브 스케일(Octave Scale)을 사용하여 힘차고 화

려하며 또한 자유로운 전조의 모습을 보여주어 발라드 형식의 독

창성을 드러낸다. 오른손에서는 화음과 옥타브로, 왼손에서는 웅장

한 화성 반주로 진행된다. 마디 108은 마디 106을 완전 5도 상행

하여 동형 진행하며, 마디105-106은 G#-A-B로 상행하고, 마디 108

은 A-G#-F#으로 하행한다. <악보48>

<악보48>

③경과구적인 역할(마디 126-137)

경과구적인 역할(마디 126-137)은 다음으로 가기 위한 경과구적 

성격을 가지며, E♭장조의 Ⅴ7로 구성된다.

마디 126-129는 첫 번째 음형을 반복하여 진행하며, 마디 126-127

의 하성부는 B♭-D로 반복하고, 마디 128-129는 마디 126-127에 나

왔던 D음을 첫 음으로 하여 10도 상행하여 반복한다. <악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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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

마디 146-148은 오른손의 첫째, 둘째박의 음을 연결하면 G-A♭

-A-B♭-B-C로 반음계적인 동형 진행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마디 

150-154는D-E♭-E-F-F#-G-G#-A-A#-B-B#-C#로 오른손 반음계적 상

행이 나타나며, 왼손에서 역시 동형 진행이 나타난다. <악보 50>

<악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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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부분(마디 166-207) ①②③④⑤⑥⑦⑧

고전 소나타 형식에서는 제 1주제가 먼저 재현되지만, 이 곡에서

는 제 2주제가 먼저 재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 2주제의 재현(마

디 166-180)은 E♭장조로 구성되며, 1부분의 제 2주제의 첫 음을 

생략하며 시작한다.

①제 1주제의 재현(마디 194-207)

제 1주제의 재현(마디 194-207)의 마디 194-204는 2부분의 마디 

94-104를 c단조에서 a단조로 전조하여 반복한다. g단조의 딸림음인 

D음을 1부분의 제 1주제에서는 가끔 사용하였던 반면에, 3부분의 

제 1주제에서는 8마디에 걸쳐 지속음으로 사용된다. <악보 51>

<악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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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04-205는 모티브 b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마디 206-207은 

오른손의 갑작스런 6도 병진행과 반진행, 사진행이 사용되면서 

Coda로 이른다. <악보 52>

<악보 52>

(5) Coda(마디 208-264)

2/2박자의 Presto con fuoco로 매우 빠르며, 으뜸조인 g단조로 

구성된다. 앞의 주제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고 있

으며 대부분의 쇼팽의 코다에 나타나는 그의 형식이 지닌 독특한 

특징이 보이는 부분이다. 마디 208-212는 악센트와 쉼표로 인하여 

긴장감이 느껴진다. 마디 208의 두 번째 음형은 마디 209에서 동

형 진행되며, 마디 210의 두 번째 음형은 마디 211에서 동형 진행

된다. <악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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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

마디 242-245의 오른손은 상행하는 반음계적인 여섯잇단음표의 리

듬이 사용되며, 왼손은 마디 224-225가 마디 243-244를 반복한다.

<악보 54>

<악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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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46-250의 왼손은 온음표의 붙임줄로 지속되며, 오른손은 마

디를 나누지 않고 화성 단음계로 하행한다. 마디 251은 g단조의 

가락 단음계로 상행한다. <악보 55>

<악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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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53-254는 모티브 a를 변형하여 나타나며, 마디 254-256의 왼

손은 마디 250-252를 반복하고 오른손은 3도 상행하여 병진행 한

다. 마디256-258은 마디 252와 254를 동형 진행한다. <악보 56>

<악보 56>

마디 258-264의 오른손은 계속 반음계 하행하며 왼손은 꾸밈 음이 

첨가된 옥타브가 오른손과 반진행하며 병진행 한다. 이 부분은 

ritenuto로 시작하여 accelerando로 휘몰아치듯이 하행한 후 g단조

의 으뜸음인 G음으로 해결한 후 끝을 맺는다. <악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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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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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Debussy Image Livre I

1) 작품 배경

드뷔시의 음악은 조성이 밑받침이 되는 고전, 낭만시대의 전통

적인 화성적 진행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물론 초기

의 음악은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와 쇼팽 등의 영향

을 받았지만 드뷔시의 선율은 장조와 단조의 전통에서 탈피한 조

성의 자유로움을 발전시켰다. 음을 다루는데 있어 전통적인 기법

에서 벗어나 색채감을 가지는 화성, 드뷔시만의분위기 있는 선율,

자유로운 형식 등 인상주의 음악을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실험정신

과 창의성은 드뷔시 이후의 20세기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

치게 되었다. 또한 젊은 시절 폰 메크 부인의 피아노 주자로서 부

인이나 가족과의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것과 1889년 파리 만국박람

회 때에 접한 여러 나라의 이국적인 음악이 그의 인상주의 어법에 

영향을 미쳤다.

드뷔시의 <영상 1집>은 그의 인상주의 기법이 가장 성숙한 시기

의 작품으로 피아노 작품들 중에서 대표적인 곡이며 동시에 많이 

연주되는 곡이다.

드뷔시는영상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관현악곡과 피아노곡 2곡

을 작곡하였다. 관현악곡은 1910년, 피아노곡인 <영상 1집>과 <영

상 2집>은 각각1905년, 1907년에 작곡하였는데 이 두 곡 집은 사

물이나 풍경, 분위기를 풍부한 표현력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인상

주의 수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들이다. 1905년 뒤랑

(Durand)출판사에서 출판되고 1906년 3월의 국민음악협회 연주회



- 71 -

에서 리카르도 비녜스(Ricardo Vines, 1876-1942)에 의해 초연되어 

호평을 받았다. 뒤랑(Durand)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곡은 슈만

의 왼쪽, 쇼팽의 오른쪽에 자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9)라고 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드뷔시 스스로 이 곡에 만족하였다.

9) 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18」,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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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연구

1. 물에 비치는 그림자(Reflets dans l’eau)

<물에 비치는 그림자>는 물에 투영되는 빛과 그늘을 보고 느끼

는 인상적인 표현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곡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섬세한 아르페지오와 분산음형을 통하여 수면 위로 비치

는 풍경의 아름다움과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영상 1집>의 순

서상으로는 첫 번째 곡이지만 작곡순서로는 제일 마지막에 완성되

었다.

조성은 D♭ major이고 4/8박자, Andantino molto의 빠르기를 

가지나 연주시 나타냄 말에 따라 템포의 변화가 요구된다. 전반적

으로 D♭ major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중심음의 이동과 5

음음계, 온음음계, 반음계 등의 사용으로 조성감이 모호하다. 형식

은 크게 A-B-A＇-B＇-Coda로 나눌 수 있고 총 95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표 11>

<표 11>

(1) A부분 (마디1-15)

<물에 비치는 그림자>는 Tempo rubato의 나타냄 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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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악상인 pp의 조용한 분위기로 시작된다. 첫 번째 주제(마

디1-4)는 3음이 생략된Ⅰ화음 형태의 왼손 베이스로 시작하고 마

치 지속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왼손 베이스와 함께 오른손 

성부는 멀리 퍼져나갔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잔잔한 물결

의 움직임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인상주의적 느낌을 나타내고 있

다. 여기에 한 성부가 테누토(tenuto)로 더해져서 나오는데 이것은 

Motive A이다. <악보 58>

<악보 58>

마디9-11에서는 드뷔시의 음악의 화성적 특징인 병진행이 나타난

다. 왼손은 옥타브, 오른손은 내성의 불협화음이 반음계로 병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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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반음계적 진행은 긴장감을 나타내는데 이

때 오른손의 외성이 스타카토로 하행하여 조용한 움직임의 병진행

과는 달리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악보59>

<악보59>

(2) 경과구 (마디16-24)

A부분 마디15의 rit.를 거쳐 마디16에서는 a tempo의 빠르기로 

돌아가고 앞부분의 A와 뒤에 이어 나오는 B를 연결해주는 경과구

가 나온다. 이 경과구는 A부분과 분위기가 대조적이며 빠른 음의 

진행으로 물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마디16-17에서 왼손은 5음음계(D♭-E♭-F-A♭-B♭)로 구성된 옥

타브로 상행진행하고 있고 오른손은 완전4도와 완전5도로 구성되

어있는 화음으로 하행 진행하여 양손이 서로 반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인상주의적 음악요소인 5음 음계가 사용되어 이

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마디18-19에 

걸쳐 나오는 빠른 음형의 아르페지오는 조용한 수면위에 급작스런 

물결이 일어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면서 마디20부터 전개될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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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지오를 미리 암시하고 있다.<악보 60>

<악보 60>

(3) B부분 (마디25-35)

B부분 시작은 mesuré(엄격한 박자로)와 doux et expressif(부드

럽고 감정을 담아서)의 연주지시어와 악상기호 ppp로 시작하고 있

다. 오른손은 B부분전반에 걸쳐 10,13,14,15잇단음표 리듬을 사용하

여 계속적인 잔잔한 물결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고 왼손의 A♭

은 B부분 끝까지 지속음으로 유지된다. 이렇듯 왼손의 저음인 지

속음과 오른손의 고음인 세분화된 리듬의 울림이 섞이는 가운데 

Motive B가 나타난다. <악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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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1>

4) A＇부분 (마디36-43)

A＇부분은 A부분의 마디1-8을 변형시켜 재현한 부분이다. A부

분의 오른손은 화음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A’에서는 그 화음을 분

산시켜서 선율 형태의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분산시킨 셋잇단음

표 음형으로 인하여 좀 더 동적인 흐름을 느낄 수 있는데 마디36

에 지시된 au mouvt(a tempo. 원래 빠르기로 연주)를 잘 유지하

면서 Motive A＇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연주해야 한다. <악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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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2>

(5) 경과구 (마디44-48)

이 경과구는 en animant(생기 있게)와 함께 분위기의 변화를 나

타내는 부분이다. 앞의 A＇부분에 이어서 오른손 셋잇단음표의 연

속 진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3화음과 증3화음의 자리바꿈 진행

이 마디를 번갈아가며 반복한다. 왼손의 선율은 G–A–C♭-D♭-E

♭-F의 온음음계를 행 8도로 상승 진행 시켜 드뷔시의 인상주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드뷔시는 왼손 리듬에 붙임줄을 이용하

여 당김음을 사용하는데 오른손과 더불어 마치 작은 물결이 점점 

커져 큰 물결로 발전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악보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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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3>

(6) B＇부분 (마디49-70)

마디49-55는 조성이 C major로 바뀌며 지속음인 B음을 중심으

로 전개된다. 이 B음은 마디49-54까지 지속되다가 B–A–G♯음을 

거쳐 클라이맥스에서E♭음으로 진행되며 중심음 역할을 하고 있

다.

마디57부터는 가장 큰 다이내믹 ff가 나오는 이 곡의 클라이맥스 

부분이다. 조성이 C major에서 E♭ major로 전조하여 지속음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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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바뀌고 큰 충격에 의해 빠르게 움직이는 물결같이 빠른 

아르페지오로 진행되어 마디58로 연결된다. 왼손의 아르페지오는 

계속 이어지고 오른손의 Motive B는 셋잇단음표로 리듬이 변형되

어 나타나며 마디60, 62에서 오른손의 내성부로 나타난다. 여기에

서 인상주의 기법의 특징인 온음음계가 나타나는데 이로 인하여 

신비한 느낌을 주고 긴박하게 움직이던 물의 흐름을 rit.와 dim.를

사용 하여 잔잔한 물의 흐름으로 분위기를 정리한다. <악보 64>

<악보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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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da (마디72-95)

마디72는 en retenant jusquà la fin(끝까지 느려지며)의 지시

어를 가지고 처음의 템포(Tempo Ⅰ)로 돌아온다. 마디82부터는 

Motive A를 양손이 함께 연주하고 4분 음표의 B♭-F음이 옥타브

를 넘나들며 반복한 후 마무리 된다. <악보65>

<악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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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모예찬(Hommage à Rameau)

<라모예찬>은 드뷔시가 바로크 말기 프랑스 작곡가 라모를 향

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여 바친 곡이다. 그러나 라모의 음악 양

식을 그대로 모방 하지않고 바로크 음악의 모음곡 중 춤곡 형식인 

사라방드10)를 사용함으로써 바로크 음악의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

였다.조성은 g♯ minor이고 3/2박자, Lent et grave(느리고 장중하

게)의 빠르기와 함께 dans le style dune Sarabande mais sans

rigueur(사라방드 양식으로 규칙적이지 않은)라는 지시어를 동반 

한다. 형식은 A-B-A’-Coda로 나눌 수 있고 총 76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표12>

<표12>

(1) A부분 (마디1-30)

곡의 흐름에 따라 A부분을 마디1-9, 마디10-25, 마디26-30의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은 expressif et

doucement soutenu(감정을 담아 지속적으로 부드럽게)의 지시어

를 가진 pp로 조용하게 시작한다.

마디1-4의 주제가 병행 8도의 단 선율로 진행되는데 여기에 두 

10) (Sarabande) - 17,18세기 유럽에서 유행하였던 3/4박자 또는 3/2박자
의장중한 춤곡으로 두 번째 박에 강세가 있다. 바로크 모음곡의 한 악장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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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박 F♯음이 2분음표로 강조되는 사라방드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 주제는 D♯프리지안 선법으로 쓰였다. 마디5-7에서는 왼

손의 첫 음 G♯음을 지속음으로 처리하여 곡의 조성감을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성부는 4분 쉼표로 처리하여 공간감을 가진다. 이 지

속음을 울려놓고 양손의 내성부는 G♯ 프리지안 선법을 사용하여 

병행하여 연주한다. 또한 오른손의 외성부는 G♯에서 D♯으로 4

도 하행하여 동형진행의 모습을 보인다. <악보66>

<악보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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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부분 (마디31-56)

전반적으로 드뷔시의 인상주의 특징인 지속음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B부분은 마디31-42, 마디43-50, 마디51-56의 세 부분으로 나

뉜다. 특히 B부분은 잦은 임시표의 사용과 변화하는 중심음으로 

인하여 뚜렷한 조성감을 느끼기 어렵다.

마디31부터는 제 2주제 부분으로 Commencer un peu au-dessous

du mouvt(약간의 움직임을 가지고 조금 느리게 시작하라)의 지시

어와 함께 più pp로 시작된다. 지속음 G♯음과 함께 주제 선율의 

온음진행과 내성부의 반음진행은 함께 움직이며, 마디35-37은 주제

를 약간 변형하여 모방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디38-42는 왼손과 오

른손의 서로 주고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완전 4도와 완전 5도

로 구성된 병행 8도의 왼손의 리듬(♩♩♫♩)이 마디41에서 오른

손으로 이어진다. <악보67>

<악보67>

(3) A＇부분 (마디57-65)

A＇부분은 원래의 조성인 g♯ minor로 돌아와 A부분이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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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의 A부분 마디1-4의 단선율 주제가 마디57-60에서는 오른

손 외성부에 지속음 D♯과 함께 나타난다. <악보 68>

<악보 68>

(4) Coda (마디65-76)

Coda부분은 앞의 A＇부분보다 조금 더 느리게 시작한다. B부분

에 나온 리듬소재(♩♩♫♩)가 마디66-67 왼손 내성부에, 마디69-70

와 마디72,74 오른손에 반복되어 나타나 옛 기억을 회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이 가운데 제1주제 선율이 마디71에 잠시 등장했다 

사라진다. 이후 pp를 거쳐 ppp와pppp로 고요하게 마친다<악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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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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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움직임(Mouvement)

제 3곡은＇움직임＇이라는 추상적인 소재를 표현하기 위해 16분

음표로 이루어진 셋잇단음표와 8분 음표를 곡 전체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빠른 움직임을 표현한 곡이다. 조성은 C major이고 2/4

박자, Animé(경쾌한, 생기 있는)의 빠르기와 함께 avec une

légèreté fantasque mais précise(가볍고 환상적으로 그러나 분명하

게)의 지시어를 동반한다. 형식은 A-B-A’-Coda로 나눌 수 있고 총 

177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표13>

<표13>

(1) A부분 (마디1-66)

pp로 시작되는 A부분은 마디1-25, 마디26-52, 마디53-66의 세 부

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곡의 전반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리듬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마디1-4 서주부에 나타나

는 4개의 8분 음표 음형과 마디5부터 나타나는 16분음표로 이루어

진 셋잇단음표 음형이다. 서주부에서는 C major의 3음이 생략된 

Ⅰ화음이 4개의 8분음표로 진행되며 앞의 세 개의 8분 음표는 스

타카토로 연주한다. 네 번째 8분 음표는 스타카토에 테누토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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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마디의 구분을 짓는 역할을 하며 움직이는 리듬을 더욱 느

끼도록 하는 효과를 준다.

마디5부터는 서주부보다 plus pp 연주하도록 되어있고 la m. d.

en valeur sur la m. g.(오른손을 왼손 위에 두어)의 지시어로 왼

손과 오른손을 더욱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주부

의 Ⅰ화음진행을 왼손에서 계속적으로 연주하고 있고 오른손은 

D-E-F의 순으로 셋잇음표 음형이 진행되는데 이로 인하여 

C-D-E-F-G의 음계를 모두 연주하게 되는 형태를 보인다. 또한 마

디6의 오른손 마지막 박 셋잇단음표에 E♭-F♯-A음을 사용함으로

써 통일성 있는 흐름에 음색의 변화를 주고 있다. <악보 70>

<악보 70>

마디16-19는 오른손과 왼손의 음형이 다시 바뀌는데 양손 모두 장

2도 하행하여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왼손은 B♭

major의 Ⅰ화음에서3음이 생략(B♭-F)된 8분 음표 형태로 움직이

고, 오른손은 C-D-E♭의 연속되는 셋잇단음표 진행으로 마디5-8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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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B♭-C-D-E♭-F로 B♭major의 1-5음을 모두 연주하는 형태를 

보인다. 마디20부터는 다시 양손의 음형이 바뀌고 마디12-15에서의 

왼손 주요 선율(B♭-A-B♭-G)이 반복되어 poco a poco cresc. 되고 

오른손은 C-G, D-A의5도 화음이 계속적으로 병진행하여 나아간

다. <악보 71>

<악보 71>

(2) B부분 (마디67-114)

B부분은 67-88마디와 89-114마디의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

다. 조성이D major로 바뀌고 67-88마디는 양손의 반진행하는 셋잇

단음표 음형의 진행이 지배적이다. ppp의 음량으로 조심스럽게 시

작하는 마디67부터는 toutesles notes marquées du signe_

sonores, sans dureté, le reste trèsléger mais sans sécheresse(［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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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토］로 표시된 모든 음표들을 두드러지게 울리도록 하고 나머지 

음들은 매우 가볍게 그러나 건조하지 않게)라는 상세한 지시문이 

표기되어 있고 오른손의 테누토 음들이 주요 선율로 진행된다.

이 테누토 되는 셋잇단음표의 첫 박과 이와 같이 울리는 왼손의 

진행이 만나 감7화음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주요 선율과 

함께 계속 감7화음으로 연주된다. <악보 72>

<악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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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79-81에서는 오른손의 테누토로 연결되어 흘렀던 주요 선율이 

왼손의 베이스 성부에서 새로운 리듬으로 나타나는데 이 선율은 

제 2곡 <라모예찬>A부분의 제 1주제 선율과 연관이 있다.

<악보 73>

<악보 73>

마디102부터 짧은 cresc.를 거쳐 ff에 도달하고 주요 선율의 상승과 

함께 계속 cresc.되어 fff로 나타나는 가장 절정인 클라이맥스에 다

다른다. 폭발하는 듯한 절정을 지나 마디111부터는 dim. molto와 

함께 F♯음의 펼쳐진 옥타브 반복으로 빠르게 흥분이 가라앉고 정

리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어 A＇부분으로 이어진다. <악보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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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4>

(3) A＇부분 (마디115-155)

A＇부분은 다시 원래의 조성인 C major로 돌아오면서 마디5-45를 

마디115-155에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4) Coda부분 (마디156-161)

Coda는 곡의 종결부분으로서 전체를 지배했던 16분음표로 구성된 

셋잇단음표가 오른손에서 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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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데 단선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셋잇단음표의 첫 음에 

2도화음을 첨가하여 상행한다. 상행하는 이 음계는 온음음계

(C-D-E-F♯-G♯-A♯)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왼손의 지속음은 F♯을 

시작으로 E-D-C♯음 순으로 하행한다. <악보 75>

<악보 75>

마디162부터는 왼손의 내성부에서 B부분에 등장했던 주요 선율을 

단선율로 등장시키는데 스타카토를 더하여 움직임을 주다가 마디

166 오른손의 짧은 상행을 거쳐 마디167부터는 레가토로 연주하여 

부드럽게 마무리된다. 마디167 왼손의 지속음은 C로 이동하며 마

지막에서도 C음을 울려 곡을 마친다. <악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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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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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고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베토벤은 32곡의 피아노 소나

타를 작곡하였으며 그 중 피아노 소나타 Op.53은 베토벤의 후원자

인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헌정되면서“Waldstein" 이라는 부제가 붙

여졌으며 형식과 구조면에 있어 독창성과 주관적인 표현이 잘 나

타나 있는 중기 피아노 소나타의 뛰어난 작품 중의 하나이다.

구성적인 면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가 대부분 3,4 악장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곡은 2 악장으로 되어 있으며, 선율적인 

면에서는 1악장의 제1주제와 제2주제가 뚜렷이 대조되는 성격을 

띈다. 이 소나타는 베토벤 이전의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에만 얽매

이지 않았으며, 예상치 못한 화성진행과 장·단조 혼용, 새로운 음

향의 시도 등이 나타난 곡이라고 할 수 있겠다.

브람스는 이 두 곡에서 엄격한 소나타 형식과 주제 발전기법의 

사용함으로서 고전주의적인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또한 3도와 6도의 화성기법과 계속적인 전조를 통해 조성영

역을 확대하고, 낮은 베이스의 진행과 당김음, 악센트 그리고 부점

과 셋잇단음표, 8분음표의 연속사용 등을 통해 브람스만의 음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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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보이고 있다. 브람스의 이러한 음악적 사용으로 3부 형식

과 엄격한 소나타 형식이라는 고전주의적 틀을 벗어나지 않고, 형

식을 추구하면서도 내면의 감정을 중시한 브람스의 전형적인 특징

이 잘 나타난 곡이라 할 수 있겠다.

쇼팽의 작품은 대부분이 피아노를 위한 것이며, 자신만의 음악

적 특징과 양식들을 표현하였다. 그 중 발라드는 쇼팽에 와서 처

음 기악곡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본래 문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서

사시가 글이 아닌 음을 통해 시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그의 낭만

주의 음악적 특징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다.

발라드 1번은 제시부와 발전부, 재현부를 가지는 고전  소나타 형

식이라는 틀을 분명히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각 부분의 비율이 일

정하지 않고, 한 개의 주어진 주제가 연속적으로 전조되어 변형시

켜 발전해 나가는 전형적인 낭만주의 악곡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선율의 진행과 화성면에서는 낭만 음악을 특징짓는 장식음

과 아르페지오에 의한 선율이 빈번하게 사용되어졌다. 발라드 1번

은 선율과 화성적인 면에서 자유롭고 낭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

으면서도 전통적인 형식은 잃지 않았다.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드뷔시는 회화의 중요 요소

인 빛과 시간에 따른 색채 변화와 문학의 상징주의에서 암시하는 

표현기법의 영향으로 낭만주의로부터 벗어나 독창적인 음악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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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 하였다.

제 1곡 <물에 비치는 그림자>는 물에 투영되는 빛과 그늘, 떨어

지는 물방울, 급작스러운 수면 위의 움직임을 아르페지오와 분산

음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3음이 생략된 Ⅴ화

음을 시작과 끝에 사용하고 온음음계, 5음음계, 반음계를 사용하여 

조성을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지속음을 사용하여 소리의 색채감이 

잘 표현되게 하였다.

제 2곡 <라모 예찬>은 바로크 말기 시대의 프랑스 작곡가 라모

에 대한 존경을 담아 작곡한 곡으로 바로크 모음곡의 한 악장인 

느린 사라방드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D♯프리지안 선법과 G♯프리

지안 선법의 사용으로 조성적 분위기에서 벗어났다.

제 3곡 <움직임>은 가장 템포가 빠른 곡으로 16분음표로 이루

어진 셋잇단음표를 사용하여 빠르고 일정한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드뷔시는 온음음계, 5음음계, 선법 사용으로 인한 선

율요소와 3도 구성화음, 부가음, 복화음, 병진행, 지속음 사용으로 

인한 화성 요소로 인상주의 음악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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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Abstract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21

in C Major, Op.53 

J. Brahms  Rhapsodies, Op. 79

F. Chopin Ballade No. 1 in g minor, Op.23

C. Debussy Image Livre I

Majoring in Piano,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Oh, Chan-Young 

  This thesis aims to look into Piano Sonata No. 21 in C 

Major, Op. 53 by L. v. Beethoven, Rhapsodies, Op. 79 by J. 

Brahms, No. 1 in G minor, Op.23 by F. Chopin and Image 

Livre I by C. Debussy that an author of this paper would 

perform as one’s graduation programs. The thesi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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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es historical backgrounds, compositional styles, 

structures and features of all those programs and then 

improves understanding on how to interpret and perform the 

programs. 

   As a musician who had completed classical music,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is said to be a composer who 

was devoting one’s life to romantic music as a pathfinder. 

He created lots of pieces in almost all the genres and yet, 

since he was concentrating even much more on these 

pieces for a piano solo, these 32 piano sonatas are believed 

to hold the most significant and pivotal field of all his 

works. Beethoven’s 32 piano sonatas are handled as some 

important works for they all present the composer’s 

outstanding compositional techniques and this essence of 

creative factors to pianists themselves including an 

audience. As for those piano sonatas, Beethoven made sure 

that they are developed in these certain forms to help him 

describe his inner world a bit more creatively as they still 

stay with basic structures of any classical sonatas. The 

sonatas composed by Beethoven are basically categorized 

into groups of the early, the middle and the latter periods. 

Piano Sonata Op.53 Waldstein is one of the pieces that were 

released in this particular period, in other word, the middle 

time, when Beethoven was working most passionately on 

pieces for the piano. The work is now regarded for sure to 

be most original, most distinctive and most creative. People 

see the work as the most popular piece ever composed by 

Beethoven not only because it preserves the classical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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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lso because it understands his musical features in how 

he would deal with structures and patterns as a composer.  

   Johannes Brahms (1833-1897) is called a ‘classical 

romanticist’ for he had combined his own different 

romanticism with this conventional classicism. He composed 

for the piano throughout his whole life, and what separates 

him from other composers is that as his time passed as a 

musician, he became more willing to work on small pieces 

than these massive ones. 

Of such works, there is <Rhapsodies No. 1 and No. 2, 

Op.79> that Brahms created in his latter years. The works 

feel profound and reflective and plus, offer an audience a 

good chance to take a look at his own lyricism. After all, 

the work being talked about here is recognized for its huge 

contribution to literature on keyboard instruments. 

Rhapsodies No. 1 and No. 2, Op.79 had been once divided 

into a capriccio and a molto passionato respectively but 

they changed due to sizes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the 

whole piece. As the most truly Brahmsic and most 

frequently performed piece of his other piano works, it is 

praised both as the masterpiece and the crystal of piano 

music. 

   Frederic Chopin (1810-1849), a romantic composer, 

valued individuals’ subjective ideals but not how much clear 

or rational one is. Chopin used the piano for pursing his 

original world of music. Of his many pieces, ballades are 

said to be a relatively large-scale character piece and as a 

music genre which is subject to literature a lot, ball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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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n aspect of literature, tell stories about legends and 

histories. 

There are four ballades in total and as for No. 1, romantic 

and narrational expressions feature in the piece. Chopin 

even described an introduction of the work by saying, “The 

low-toned cello melodies of soundless tensions”. The piece 

was first composed as Chopin was inspired by a poem 

written by Miekiewicz A.Mickiewicz (1798-1855). 

   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 was a French 

composer who had been representing impressionism since 

the end of romanticism of Germany in the late 19th century. 

Debussy affected by both impressionist paintings and 

symbolic literature but not by the traditional romantic 

techniques came up with very much different colors in his 

impressionist music by making use of whole-tone scales, 

pentatonic scales, modes, triads, added tone chords, bitonal 

chords, parallel harmonies and sustain sounds. Such feature 

as a composer helped Debussy settle as a key musician 

who would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music in the 20th 

century. His piano piece「Images 1」is one of his pieces 

that were composed in the secondary period, and 

impressionist expression techniques play the work. As a 

work consisting of three pieces in total, it has the first 

piece <Reflets dans l＇eau> to describe diverse flows of 

water. The second piece <Hommage à Rameau> was 

composed to show Debussy’s respect for another French 

composer, Jean-Philippe Rameau (1683-1764), and it is 

played in a form of a sarabande. Last but not 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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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third piece, <Mouvement>, Debussy applied 

several triplets in a row so that he could describe speedy, 

lively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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