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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31 in A flat major, Op. 110

J. Brahms  Klavierstücke Op. 76

Enrique Granados Goyescas의 연주 및 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과 피아노전공

이 예 나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31 in A flat major, Op. 110, J.Brahms Klavierstucke Op. 76, Enrique 

Granados Goyescas 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위의 세 곡이 작곡된 시기의 시

대적 배경을 연구하고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여 곡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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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1770-1827)의 피아노 소나타는 다양한 음악 양

식의 변천을 보여주는 작품들로서 후기로 갈수록 낭만주의를 예고하는 독특한 특징

을 보인다. 특히나 그의 후기 소나타 A♭ Major, Op. 110은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구성이 자유로워 전통적인 소나타의 형식에서 자유로워진 것을 알 수 

있다. 1악장에서는 제시부의 반복이 사라지고 발전부가 축소되었으며, 2악장은 전

통적인 2악장에 해당하는 느린 악장이 아닌 Scherzo - Trio - Scherzo의 세부분

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3악장은 소나타에 2개의 푸가와 레치타티보를 도입해 기존

의 소나타 형식에서 탈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브람스(Johannes Brahms(1833-1897))는 낭만주의를 계승하면서도 고전주의적 

성향을 고수한 19세기 후반 독일의 대표적 작곡가이다. 특히 그의 성격소품은 다양

한 리듬 기법의 사용과 견고한 구성력 그리고 관현악적인 색채감을 특징으로 한다.

Klavierstücke Op.76은  4개의 Capriccio와 4개의 Intermezzo로 구성된 그의 첫 번

째 성격 소품집으로서 후기 Klavierstücke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곡은 

서정적이며 단순한 선율, 대위법적 요소의 사용, 반음계적인 진행이 특징적이며, 브

람스가 즐겨 다루던 주제의 변주나 복잡한 리듬 기법 또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라나도스(Enrique Granados, 1867-1916)는 20세기 초의 스페인 민족주의 작

곡가이면서 낭만주의적 기법을 사용한 작곡가로서, 스페인 피아노 음악을 발전시키

고 세계에 알리는 데에 기여했다. 고예스카스는 그라나도스가 고야의 스케치와 작

품을 보고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으로, 마호와 마하의 사랑과 죽음을 다루고 있다. 

이 곡은 6개의 독립적인 악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악곡에 첫 번째 곡 Los 

Requiebros에서 등장한 주제를 반복하고 발전시켜 사용하여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

었으며 스페인 민속 음악의 특징을 잘 반영하였다. 특별히 본인의 연주곡목이자 연

구대상이었던 첫 번째 곡 Los Requiebros 는 곡의 주제에 스페인 민속음악의 멜로

디를 차용하였고, 네 번째 곡인 Quejas ὀ la Maja u el Ruiseñor 도 마찬가지로 스

페인 음악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주요어: 베토벤, 브람스, 그라나도스

학  번: 2014-2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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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31 in A flat major, Op. 110 · J. Brahms Klavierstücke Op. 76 · Enrique 

Granados Goyescas의 작곡 배경과 특징을 알아보고 각 곡의 분석을 통하여 폭 넓

은 이해와 설득력 있는 연주를 돕고자 한다.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1770-1827)은 고전주의 음악의 형식을 발전시키

고 완성시킨 동시에 낭만주의 음악의 기초를 확립시킨 창시자로 평가 받고 있다. 

그 중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는 다양한 음악 양식의 변천을 보여주는 작품들로서 

후기 소나타로 갈수록 낭만주의를 예고하는 독특한 특징, 푸가, 레치타티보와 아리

오조, 주제와 변주 등 고전주의에서 볼 수 없던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

는 그의 후기 소나타의 특징과 함께 Op.110 소나타의 분석을 통해 이 곡에 나타난 

독창적인 특성과 악곡 구성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브람스 (Johannes Brahms,1833-1877)는 19세기 말의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음

악을 추구했던 바그너, 리스트와는 달리 고전주의 형식과 낭만주의 요소들을 결합

시킨 보수적 성향의 음악어법으로 독특한 작품을 선보인 후기 낭만주의의 대표적 

작곡가이다. Klavierstücke Op.76은 브람스의 첫 번째 성격소곡 모음집으로서, 4개

의 Capriccio와 4개의 Intermezzo로 구성되어 있고 후기 Klavierstücke의 선구자적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곡은 형식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이며 브

람스가 즐겨 다루는 주제적 동기의 변주나 복합적인 리듬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Op.76에 나타난 브람스의 작곡기법을 알아보고 다양한 작곡기법을 

독창적으로 체계화시킨 브람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그라나도스(Enrique Granados, 1867-1916)는 스페인 근대 민족악파 중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활약한 작곡가로서 스페인의 피아노 음악을 발전시키고 근대 스페인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 그는 민족주의의 특징인 민요와 민속춤의 요소, 

기타의 효과들을 사용해 작곡하여 스페인 건반악기 음악을 부활시켰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고예스카스」는 그라나도스가 고야의 스케치와 그림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으로 6개의 작품이 하나의 모음곡을 이루어 1911년 작곡되었다. 본 논문

은 「고예스카스」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 후 , 그가 민속음악의 소재를 구체적으

로 어떻게 고예스카스에 적용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실제 이 작품을 연주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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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31 in A flat major, Op. 110

1) 작품배경

  베토벤의 작품을 각기 독특한 양식의 연대순으로 나눈 빌헬름 폰 렌츠 (Wilhelm 

von Lenz, 1809-1883)에 따르면 베토벤의 음악을 세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제1

기는 모차르트, 하이든 등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형식을 찾는 모방의 시기 (period 

of imitation), 제2기는 개인적, 주관적인 표현력이 상승하고 자신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현하는 외향화 시기 (period of externalization), 제3기는 자유로운 실험

과 낭만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새로운 양식과 형식을 추구한 

내향화 시기 (period of internalization)로 구분된다.1)

  베토벤은 관현악곡, 실내악곡, 독주곡, 가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은 작

품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사상과 내면의 표현을 위해 피아노를 선호하였고 피아노

의 구조적인 발달 역시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연주장의 

핵심 레퍼토리에 속하는 그의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는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작곡된 

것으로 각 시기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Op.2에서 Op.22까지의 초기 소나타는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영향이 드러나는 고전

적인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되었으나 단순한 모방이나 추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대와 팽창의 지향성을 보여준다. 주제적으로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처럼 모티브 

발전기법을 그의 대표적인 작곡기법으로 사용하였고 주제가 짧은 동기들을 곡 전반

에 자주 사용하였다. 형식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은 기존의 3악장 구성에서 벗

어나 대부분이 4악장 구성을 이루었다. 초기 소나타 15곡 중 9곡이 4악장 구성으

로 몇 곡을 제외하고는 1악장은 항상 소나타 악장형식 (Sonata Allegro Form), 2

악장은 노래하는(Cantabile) 스타일로 단순한 3부형식이나 5부 형식, 3악장은 미뉴

에트 혹은 스케르초, 4악장은 론도형식 등의 큰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2)

  Op.26부터 Op.90까지의 중기 소나타는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 이 시기에 작곡된 소나타들은 초기에 비해 상당히 변형되어서 어떤 것도 

전형적인 고정된 양식으로 쓰여 지지 않았고 화려한 명기성을 보여주며 표현력의 

1) J.Gillespie, 김경임 역,『피아노 음악』(대구:계명대학교 출판부,2005),p.234.

2) Kirby, F. E, 김혜선 역,『건반음악의 역사』(서울: 다리,2002),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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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창작의욕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로서 베토벤 자신만

의 음악적 표현과 독특한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3)

  후기에는 고전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낭만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나 이 시기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1815년부터 작곡된 후기 피아노 소나타 5곡

Op. 101, Op. 106, Op. 109, Op. 110, Op. 111은 추상적이며 극단적인 특성을 띠

고 낭만주의적인 서정성을 나타낸다. 이 시기는 중기에서 나타난 그의 개성적인 기

법들이 더욱 원숙하게 변화하여 사용되며 심오하고 명상적인 내면의 깊은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후기 소나타들은 주제가 애매모호해지고 심오하고 다양하며 5개 모

두가 독특하고 다양해진다. 베토벤 후기 피아노 소나타 5곡은 베토벤의 창조적 천

재성을 입증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 더욱이 이 시기에 청각을 완전히 상실

하게 된 베토벤의 사회적 고립, 건강상태악화, 가족불화 등이 내면의 힘을 훨씬 강

화시켜 음악면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 주요 특징은 악장의 규모의 변화, 악장 

안에서의 빈번한 템포와 박자의 변화, 푸가 악장의 도입, 변주곡 형식의 사용, 즉흥

적 성격의 레치타티보의 삽입, 음역의 확장, 순환형식의 사용 그리고 푸가, 캐논과 

같은 대위법 사용 등이다. 

그의 후기 소나타 5곡 중 4번째 작품인 Op.110 소나타는 장엄미사곡을 쓰던 도중 

작곡이 진행되어 장엄미사곡과 상통하는 부분을 보인다. 이 소나타를 쓰고 있을 무

렵 베토벤은, “지난 여러 해 동안 나는 항상 몸이 불편했고, 여름에는 황달로 시달

렸다. 그러나 이제는 상태가 훨씬 나아졌다. 이제야 건강을 되찾는가 싶다.”고 피력

했다. 끊임없는 병고에 시달리다가 다시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고는 했던 베토벤이 

이 작품을 쓰면서도 그 새로운 힘을 얻었음에 틀림없다.5) 또한 그는 제 1악장의 

사랑스럽게(Con amabilita), 제 3악장의 흐느끼듯 노래하라(Arioso dolente), 지쳐

서 한탄하면서(Perdendo le forze, dolente), 점점 살아나듯이(Poi a poi di nuovo 

Vivente)등의 낭만적인 지시어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

내고자 하였다.

3) Kerman and Tyson. “Beethoven, Ludwig Va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ed. Stanley Sadie (London: Macmillan, 2001), v. 3, p. 73.

4)Gillespie, John. 김경임역『피아노음악』,(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2007), p.246.

5) 정윤희, “L. v. Beethoven Piano Sonata Op. 110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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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연구

  소나타 Op. 110은 소나타 형식인 1악장, 스케르쪼풍의 겹세도막 형식인 2악장, 

느린 아리아를 포함한 푸가 형식인 3악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곡은 1악장에서 발

전부의 길이가 제시부와 재현부에 비해 축소되어 있고 마지막 악장에 중요성을 두

어 3악장이 1,2악장에 비해 길게 구성되어 형식에 있어 자유롭게 작곡되었다.6)

  또한 이 곡은 베토벤 후기 소나타 특징인 순환 동기 순환 주제 사용이 잘 나타나

는데 1악장 도입부에 해당되는 두 개의 동기가 주요 주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되고 

3악장에 나오는 푸가의 주선율이 1악장의 도입부에 미리 제시되고 있어 베토벤의 

순환적인 작곡기법이 발휘된 작품이다.7)

(1) 제 1악장

A♭ Major, 3/4박자, 소나타 형식

Moderato cantabile molto espressivo

  제 1 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흔히 고전 소나타의 제 1악장이 Allegro인 것과 다

르게 Moderato 로 되어있으며 발전부가 제시부와 재현부에 비해 축소되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따라서 Op.110의 1악장은 엄격한 고전 소나타 구성에서 탈피한 후기 

소나타의 독특한 악장 형태를 보여준다. 

제 1악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1>

6) 백기풍, 김미경, 이봉기『베토벤 32곡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분석과 연주법』(

서울: 작은우리, 1993), p.445

7) 허재현,“Beethoven Piano Sonata Op. 110에 관한 분석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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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 1악장의 구조

형식 구성 마디 조성

제시부

제1주제

경과구

제2주제

코데타

1-11

12-19

20-27

28-39

A♭Major

A♭Major

E♭Major

E♭Major - f minor

발전부 40-55 f minor

재현부

재현부

코데타

코다

56-86

87-104

105-116

D♭Major - A♭Major

A♭Major

A♭Major

ⓐ 제시부 (마디1-39) 

  제 1주제는 A♭장조로 시작되며 서주적인 성격을 띠는 a부분(마디 1-4)과 서정적

인 선율에 관현악적 반주를 갖는 b부분(마디 5-11)으로 구성된다. 첫 시작인 a부

분의 멜로디는 작품의 전 악장에 활용될 주요 모티브로서, 베토벤 후기 피아노 소

나타의 특징인 ‘악장간의 유기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악보1>

<악보1> 제 1악장 제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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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구인 12마디부터는  32분음표로 된 아르페지오가 빠르게 움직이며 풍부한 

음향적 효과를 낸다.  마디 19에서는 제2주제로 이어지는 선율이 상승하며 화성을 

변화화음으로 인한 반음계가 혼합된 하행선을 이룬다. 또한 마디17에서 시작된 크

레센도가 마디 19까지 절정을 보여주고 제2주제로 들어간다. <악보2>

<악보2> 제 1악장 제시부 경과구 

  제 2주제 20마디부터는 molto legato로 제 1주제의 딸림조인 E♭장조의 Ⅳ로 주

제가 등장하며 상성과 하성이 3도 병진행의 서로 다른 리듬 형태를 주고받는다. 제 

2주제의 시작이 으뜸화음이 아니라 버금딸림화음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은 낭만주의 음악의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악

보3>



- 12 -

<악보3> 제 1악장 제시부 2주제

  코데타는 28-39마디까지로 제 1주제의 b부분과 유사한 16분 음표 음형의 반주

가 등장한다. 왼손의 하행하는 16분 음표 반주음형과 대비되는 오른손의 상행하는 

반진행 선율이 슬러 표시가 되어있어 당김음의 느낌을 준다. 마디 35부터는 제 2주

제의 조성인 E♭장조의 Ⅰ을 왼손 부분에서 정확히 나타내주며 D♭음으로 하행 후 

반복 없이 제시부를 마친다. <악보4>

<악보4> 제1악장 제시부 코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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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부 (마디40-55)

  발전부는 제시부의 관계조인 f 단조로 시작되며 전체 16마디로 아주 짧게 구성되

어 있다. 제 1 주제의 첫 두 마디 동기를 사용한 짧은 악절이 8회에 걸친 반복진행

을 보여주는데 이 반복도 교묘하게 조바꿈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간에 옥타브 하강

하면서 으뜸조가 준비되어 재현부로 향한다.〈악보 5〉

<악보5> 제1악장 발전부 

ⓒ 재현부 (마디56-116)

  A♭장조로 시작되는 재현부는 제시부, 발전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길이로 구성

되어 있다. 상성부에 화음을 모아 서주를 재현시키고 경과구에 등장했던 32분음표

의 분산화음 형태가 왼손에 등장한다. <악보6>

<악보6> 제1악장 재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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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63부터는 A♭장조의 I도 대신 Ⅳ도인 D♭장조로 주제가 재현되며 마디 67

부터 D♭을 C♯으로 이명동음적(enharmonic)8) 전조를 통해 E Major로 가게 된

다.<악보 7〉

<악보7> 제 1악장 재현부 : 이명동음적 전조

  마디 70부터는 E장조로 제시부의 경과구와 유사한 32분음표 분산화음이 재현된

다. A Major의 경과구가 나오는 듯 하다가 반음계적 전조를 통해 D♭ Major로 전

조한 후 제시부의 경과구가 재현된다. <악보8> 

  베토벤은 온음계적 전조에서 더 나아가,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즐겨 사용한 반음

계적 전조(마디 77-78)와 이명동음적 전조(마디 66-67)룰 통해 풍부한 화성적 

색채감을 표현했다. 

8) 근대 이론에 있어서 음이나 기보법은 다르지만 12 평균율상 같은 음이 되는 것 또는 그 음을 말하

며, 예를 들면, G♯과 A♭이 평균율에서는 같은 음이 된다는 해석이다. 이와 같은 두 음의 관계를 

엔하모닉, 딴이름한소리(이명동음성)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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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제 1악장 재현부 : 반음계적 전조

  제 2주제(마디 79-86)는 제시부와 다르게 재현되었고 5마디의 순차적으로 하행

하는 종결구에 의해 코다로 이어진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다는 재현부와 뚜렷한 

구분이 없이 계속되며 아르페지오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디 111부터 

116의 종지에서는 제 3악장의 푸가를 암시해주며 조용히 마무리된다.〈악보 9〉

<악보9> 제1악장 재현부의 코다와 종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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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악장

f minor, 2/4박자, ABA형식

Allegro molto

  일반적인 고전 소나타의 3악장 구성은 2악장을 느린 악장으로 배치하지만 Op. 

110의 2악장은 빠르고 활기찬 2/4박자의 스케르초가 쓰여 졌다. ABA’ 형식의 이 

악장은 1악장(A♭ Major)의 관계조인 f minor로 시작하며, 전통적인 양식인 Trio

룰 B부분에 포함시켜 scherzo-trio-scherzo 의 대조적인 성격을 부각시켰다.

  이 악장은 2/4박자의 빠른 템포와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갑작스런 2마디의 쉼표 

등을 통한 해학적 분위기가 특징적이다. 

제 2악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2>

<표2> 제 2악장의 구조

형식 구성 마디 조성

A 제 1부 1-40 f minor - A♭Major

B 40-95
D♭Major - G♭ Major- 

D♭Major

A' 
제 1부의 재현

코다 (Coda)
96-158

f minor

- F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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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부분 (마디1-40) 

  A부분의 시작은 F단조로 제 1악장의 관계단조이며, 처음 시작 4마디는 당시에 

빈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노래 “Ich bin Lüerlich"의 선율을 차용하고 있다. <악보

10>

  이것은 낭만주의 가곡선율에 의한 기악 작곡법과 같은 것으로 특히 슈베르트의 

가곡 “Der Wanderer(방랑자)”의 멜로디를 주제로 한 “Wanderer Fantasie Op.15"

의 제 2악장에서 이러한 영향의 예를 볼 수 있다.9)

<악보10> Ich bin Lüerlich의 모티브

  마디1-8은 주제선율로 4마디씩 두 부분으로 나뉜다. 소프라노 선율은 C에서 F로 

하행하고, 베이스 성부는 F에서 C로 상행한다. <악보11>

<악보11> 제 2악장의 마디 1-8

9) 임수진, “L. v. Beethoven Piano Sonata A♭장조 Op. 110에 나타나는 낭만적

요소 연구.”(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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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9-16에서는 왼손이 반음계적으로 상승하며 약박에 sf를 사용함으로서 

당김음 리듬을 만든다. <악보12>

<악보12> 제2악장 마디 9-16

  마디 17-32는 앞에 나왔던 “Ich bin Lüerlich”의 모티브가 변형, 반복되어 

나오며 마디 33-35의 ritardando 후에 a tempo, 뒤이어 등장하는 마디 36의 

급작스러운 ff와 2마디의 쉼표가 긴장감을 준다. <악보13>

<악보13> 제 2악장 마디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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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부분 (마디40-95) 

  B부분은 D♭장조로 시작된다. 당김음과 sforzando의 사용으로 첫 음이 강조되며,  

ff에서 급작스러운 p로 다이나믹의 대조가 두드러진다. 8마디씩의 단위로 차차 하행

하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중간에 G♭장조로 전조되며 빠른 경과구를 조성하면서 D

♭장조로 마무리 짓는다. <악보14>

<악보14> 제 2악장 마디 B부분

ⓒ A'부분 (마디96-158)

  A' 부분에서는 A부분이 충실히 재현되는데, 다카포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A 부

분 전체를 그대로 다 적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A부분에서는 도돌이표를 사용

했지만 여기서는 첫 8마디를 도돌이표로 표시하는 대신 16마디를 그대로 다 적었

다. 

  코다(Coda)에서는 sforzando와 쉼표를 반복하며 화음을 강조하며 그 후 조용히 f 

단조로 조바꿈되면서 2악장을 마친다. 마지막 4마디는 끝부분이 점점 느려지면서 f

단조 I화음의 3음을 반음 올려 피카르디 3화음(picardy third)을 만들어주며 3악장

으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악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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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5> 제 2악장 coda

(3) 제 3악장

A♭Major, 4/4

Adagio ma non troppo (Arioso dolente) - Fuga - Arioso - Fuga

3악장의 구조는 주목할 만하다. 이 악장은 크게 독립적인 2개의 푸가를 중심으로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나타에 푸가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 악

장은 기존의 3부 형식에 반해 4부 형식을 사용한 점, 즉흥적인 성격의 레치타티보, 

템포의 잦은 변화, 다양한 리듬의 사용, 빈번한 조바꿈(반음계적 조바꿈, 이명동음 

조바꿈) 등의 사용으로 낭만주의적 성격이 잘 나타난다.

제 3악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3>

<표 3> 제 3악장의 구조

구성 마디 조성

서주 1-7 b♭-a♭minor
Arioso 7-26 a♭minor
Fuga 27-114 A♭Major

Arioso 114-136 g minor

Fuga

Coda

137-174

174-218

G major

A♭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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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 (마디1-7)

Adagio ma non troppo - Recitativo

  2악장 마지막이 F Major로 끝난 후 3악장은 딸림화음 관계의 b♭ minor로 시작

이 된다. 서주 7마디는 모두 una corda로 연주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서주의 첫 3

마디는 양손의 넓은 도약과 한 마디 간격으로 조바꿈(b♭단조-C♭장조-a♭단조)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악보16>

<악보16> 제 3악장 서주

  

  마디 4부터는 자유스러운 레치타티보 (Recitativo)가 나오는데, 성악의 벨칸토 창

법처럼 마치 말하는듯한 음형이 이어진다. 마디 5에서 시작되는 왼손 화성을 통해 

이명동음 전조가 되어 E Major로 움직인다. 특히 마디 5에서 28회나 연속되는 두 

음씩 묶여진 a음은 베토벤이 직접 운지를 정하였고 클라비코드의 베붕효과10)를 나

타내는 음형이다. 마디 6에서 나오는 2번의 감화음을 통해 Arioso를 예고한다. <악

보17>

10) '진동‘이라는 뜻의 독일어로, 클라비코드의 특유한 비브라토 효과를 말한다. 클라비코드의

액션에서는 건반에서 손가락을 완전히 떼지 않고 두 번 누르는 일이 가능하며, 이렇게 함으

로써 탄젠트가 현에 가하는 압력은 순간적으로 늘고 음의 높이도 약간 변하는데, 이를 되풀

이함으로써 현악기의 비브라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표준음악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0, p.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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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7> 제3악장 서주 

ⓑ Arioso Ⅰ (마디7-26) 

  아리오조는 Klagender Gesang (탄식의 노래), Arioso dolente (음산한, 고통을 

가지는 아리오조) 의 나타냄말로 시작된다. 이 부분은 a♭단조로 12/16박자라는 보

기 드문 박자를 가지고 있어 16분 음표의 전개와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악보

18> 

  처음 e♭음의 unison으로 시작된 전주는 점점 쌓이고, 16분 음표의 코드 반주형 

위에 등장하는 아리오조의 멜로디는 애절하고 탄식하는 듯한 감정을 표현하다가 마

디 24에서 종지에 이른다. 24마디부터 양손의 unison으로 나오는 점 8분 음표는 뒤

이어 나올 푸가의 리듬을 예시한다. <악보19>

<악보 18> 마디7-9 아리오조의 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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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마디 23-26 아리오조의 종지부

ⓒ Fuga Ⅰ (마디 27-114) Allegro ma non troppo

  Fuga Ⅰ은 6/8박자이고, 1악장의 원래 조인 A♭ Major로 시작한다. 이 부분은  

3개의 성부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 3부분(a, b, c)으로 나눌 수 있다. 

  a부분(마디27-66)은 제 1악장의 서주에서 나왔던 선율과 밀접한 연관을 자기며, 

마디 30에서는 알토 성부에서 응답이, 마디 36에서는 소프라노에서 주제가 등장한

다. <악보 20>

<악보20> 제3악장의 푸가 (마디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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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가 3성 푸가의 형태로 이어지면서 옥타브로 발전되기도 하고 점차 전체 성부

는 두꺼워진다. 다른 성부들은 연속되는 8분 음표의 음형들이 붙임줄을 통해 당김

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악보21>

<악보21> 제 3악장 푸가 (마디43-52)

  b부분(마디 66-87)은 베이스가 E♭-E-F-F♯-G로 순차 진행하며 c minor로 

전조되었다가 마디 80에서 b♭단조로, 마디 83에서 다시 원조인 A♭장조로 돌아와 

마무리된다. <악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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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2> 제 3악장 푸가 마디 68-87

  c부분(마디87-113)은 마디 87의 두 번째 박부터 시작하는데 원조 A♭장조의 버

금 딸림조인 D♭장조로 중성부에 응답이 나타난다. 마디 91의 소프라노 성부에서 

A♭장조의 주제가 나오고 마디 101의 베이스에서 응답이 나온 후 마디 110의 도

미넌트에 도달하여 펼친 화음이 나타나 다음에 나오는 아리오조와 연결시킨다. <악

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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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3> 제 3악장 푸가 마디 88-110

  마디 113의 D♭은 마디 114에서 D♮으로 바뀌면서 마디 116에서 Arioso Ⅱ가

g minor로 시작된다. 이렇듯 D♭의 이명동음인 C♯으로 사용한 반음계적

전조도 베토벤 후기 소나타의 자유로운 전조과정을 보여준다. <악보24>

<악보24> 제3악장 푸가 마디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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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oso Ⅱ (마디 114-135) L'istesso tempo di Arioso

  Arioso Ⅱ는 12/16박자로 Arioso Ⅰ의 변주 형태로써 왼손 음형은 같고 

오른손에

쉼표가 첨가되어 시작한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아리오소Ⅰ과 유사하나 선율적인

면에서는 보다 깊은 감정이 풍부하게 노래된다. <악보25>

<악보25> 제 3악장 아리오조 

  Arioso Ⅱ의 끝부분인 마디 132부터는 피카르디 3화음을 통해 g minor에서 G 

Major로 전조된 후 G장조의 코드가 점점 넓어지다 펼친 화음 형태로 뒤에 이어지

는 Fuga Ⅱ를 유도하며 마무리 된다. <악보26>

<악보26> 제 3악장 아리오조 마디 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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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gaⅡ - Coda (마디 137-173) 

L'istesso tempo della Fuga poi a poi di nuovo vivente

  FugaⅡ는 6/8박자, g minor로 시작된다. 악보의 처음에 명시된 "L'inversione 

della Fuga." 는 Fuga Ⅱ의 주제선율이 앞의 Fuga Ⅰ 주제선율의 전위된 형태라는 

것을 뜻한다. 이 부분은 크게 a(마디137-152), b(마디 153-173), c(마디 

174-213)로 나눌 수 있다. 알토 성부에서 주제가 처음 등장하고, 마디 141부터는 

윗 성부에서 응답이 나온다. <악보27>

<악보27> 제 3악장 푸가Ⅱ

  b부분(마디 153-173)은 g단조로 진행되며 Fuga Ⅰ의 전위되지 않은 원래 주제 

선율이 두 배로 확대된 음가의 형태로 등장한다. 마디 160부터는 베이스에서 옥타

브 주제가 c단조로 응답하고 윗 성부는 축소된 주제 음형을 사용하여 전개하다가 

마디 168부터 Meno Allegro가 시작되는데, Fuga Ⅰ의 주제가 1/6로 음가가 축소되

어 상성부와 중성부에 Stretto11)로 나온다. 〈악보 28>

11) Stretto:‘좁은’,‘긴박한’이란 뜻의 이탈리아어. 주로 Fugue등의 종결부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수법으로 그 부분을 ‘추박부’라고도 한다. 주제가 완결되기 전에 그 응답을 도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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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8〉제 3악장 푸가 Ⅱ 마디 150-169

  c부분(마디174-213)은 A♭장조로 푸가 I의 원래 주제가 옥타브 형태로 베이스

에 나타나며 이어서 마디 178의 알토성부에서 딸림조인 E♭장조로 응답한다. <악

보29> 마디184에서는 주제에 화음이 곁들여져 화성적으로 노래된다. 마디 200의 

두 번째 박자부터는 소프라노에서 주제가 등장하는 동시에 베이스의 A♭음 페달 

포인트(pedal point)12)가 나타나며 소나타의 원조인 A♭Major로 곡은 마무리 된다. 

<악보30>

12) 윗성부의 화성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안 가장 낮은 성부에서 지속되는 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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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9> 제 3악장 푸가Ⅱ 마디 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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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0> 제 3악장 푸가Ⅱ 끝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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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 Brahms  Klavierstücke Op. 76

1) 작품배경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고전형식과 기법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작곡가로 고전적 낭만주의자라고 평가받는다. 그는 한편으로 베토벤, 바흐, 헨델, 쉿

츠, 독일민요 등의 전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를 작품에 활용했으며, 다른 한편

으로 멘델스존, 슈만 등의 낭만적 음악의 새로운 표현양식을 도입했다. 엄격한 작곡 

기법적 절제와 창조적 판타지의 균형은 그의 작품에 기본요소였으며, 그는 많은 숙

고가 따르는 작업을 통해 작곡했다. 브람스는 신독일악파의 바그너와 대립적 인물

로 평가받았는데, 이는 절대 음악적 고전전통과 형식 및 작곡기법을 중시한 태도에

서 기인한다.13)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목록을 살펴보면 연대순으로 봤을 때 분명한 세 시기로 나

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에는 작품번호 1,2,5 의 3개의 소나타와 스케

르초 op.4가 포함되는데 이 시기에는 바흐, 베토벤, 슈만의 영향을 받아 큰 규모의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작곡 기법으로는 동기 발전이 주로 사용되었고, 전통적인 조

성 관계를 유지하였다.14) 두 번째 시기는 첫 번째 시기의 소나타 형식의 엄격하고 

복잡한 구성을 떠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변주곡들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주의 주제는 헨델, 하이든, 파가니니, 슈만 등의 다른 작곡

가들에게서 빌리거나 헝가리 민요 또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주제를 사용하기도 하

였다. 이러한 주제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간결함과 단순함으로서 모

두 선율적이고 리듬적인 패턴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며 화성 및 대위법의 요소와 결

합되어 전개된다.15) 브람스 말기 작품들이 작곡되어진 제3기(1866-1897)에 들어

서는 성격소품(Character piece)으로 관심을 돌린다. 초기의 소나타와 변주곡들을 

끝낸 후, 브람스는 소규모 형식의 피아노 작품에 눈을 돌리게 되어 독자적인 여러 

종류의 서정적 성격소품들을 작곡하였다.16)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곡 후, 피아노 독주곡으로 거장적 기교를 만들어

내는 것에 한계를 느낀 듯한 브람스는 음색이나 음량의 증대에 대한 욕구를 가라앉

히고, 꾸밈없고 담백하며 중후한 내용에 더 치중하게 된다. 그런 전환기의 최초의 

작품이 Klavierstücke Op.76 이며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전환기적인 작품의 특성

13) 홍정수〮〮〮〮·김미옥·오희숙,『두길서양음악사2』, (파주: 나남, 2006) p.170.

14) Kirby, F. E, 김혜선 역,『건반음악의 역사』(서울: 다리,2002), p.337.

15) ibid. p.338.

16) 조은혜, “J. Brahms Klavierstücke Op.118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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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 브람스는 관현악적인 피아니즘을 벗어나, 단순화를 의도하면서 슈

만과 쇼팽에의 동경을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두 선배 대가로부터의 영향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두 대가의 독창적인 피아니즘에의 접근이며 북독일적인 후기 낭만

파의 재현이었다.17)

17) 음악지우사 편, 작곡가별 라이브러리 Vol.19 브람스, 음악세계, 2003, 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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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성 조성

1 Capriccio f♯ minor
2 Capriccio b minor

3 Intermezzo A♭ Major

4 Intermezzo B♭ Major
5 Capriccio c♯ minor
6 Intermezzo A Major
7 Intermezzo a minor
8 Capriccio C Major

2) 작품연구

  이 곡은 8개의 각각 독립된 소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의 Capriccio와 4개의 

Intermezzo로 구성되어있다. 이것은 2개의 세트(No.1-4, No.5-8)로 나누어지며 

각 세트는 agitato의 곡으로 시작하여 grazioso로 표시된 곡으로 끝을 맺는다. 따라

서 2개의 세트 모두 거친 분위기로 시작하여 유연해지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Capriccio No.5, c♯ minor를 중심으로 하여 Capriccio No.1,2와 No.8을 

시작과 끝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Intermezzo No.3,4와 No.6,7을 둠으로서 전체적

인 구조는 안정된 짜임새를 갖는다. 다이나믹에 있어서도 가장 절정을 이루는 No.5 

를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각 소품으로 짜여진 Op.76의 전체 작품이 마치 하나의 곡

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각곡이 서로 연관되어 구성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각 곡의 끝부분에 종지와 Coda를 적절히 사용하였는데, Coda를 길게 연장

시켜 한 곡을 완성시키는 동시에 다음에 따르는 새로운 곡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18) 각 곡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표4>

<표4> klavierstücke Op.76 의 각 곡의 조성

18) 이지혜, “J. Brahms Klavierstücke Op. 76의 연구 분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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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곡 Capriccio f♯단조

  브람스는 작품 76의 첫 곡으로 그가 Klavierstücke Op.76 중 가장 먼저 작곡했

던 Capriccio f♯단조를 수록하였는데 이곡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이곡을 

1871년 9월 12일 작곡하여 클라라 슈만에게 선물하였는데 그 날이 클라라의 결혼

기념일이었고 또한 9월 13일이었던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는 뜻도 담겨 있었다. 클

라라는 이 곡에 대해 “매우 어려운데 연주하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고뇌에 찰 정

도로 놀라우며 반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라고 표현했다.19)

  이 곡의 조성은 f♯ minor이며, 박자는 6/8박자이고, Up poco agitato이다. 형식

은 A B A' Coda 로 되어있다. 

① A 부분

  A부분은 1-13마디로 아르페지오 반주로 되어있다. Unruhig bewegt (고요하지 

않게, 움직이듯이)의 악상지시로 시작되며 매우 낮은 음역에서 높은 음역까지 아우

르는 어두운 분위기의 아르페지오 음형으로 구성된다. sotto voce(소리를 낮추어) 

에서 ff까지 급격히 다이나믹이 증가되면서 브람스 특유의 화려한 교향악적 색채가 

첫 소절부터 제시된다. <악보31>

19) 음악지우사 편, 작곡가별 라이브러리 Vol.19 브람스, 음악세계, 2003,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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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1> Op.76 No.1 마디1-13

② B 부분

  B부분은 아르페지오의 반주 위에 노래하는 듯한 서정적인 동기를 주요 주제로 사

용하여 A와 대조를 이룬다. B의 주요 동기는 브람스의 발라드 Op.10의 No.4<악보

32>와 관련을 갖는다. <악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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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Brahms Ballade Op.10 no.4

<악보 33> Op.76 No.1 마디14-15 

  이 곡의 특징적인 기법은 주제적 동기에 대해 모방이나 확대, 전위의 방법을 통

해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는 것이다. 모방은 마디 26-33의 상성부와 하성부에서 나

타나며<악보34> 확대는 마디 14-15의 주요 선율의 점4분음표가 마디 38-41의 

상성부에서 전위된 점2분음표로 바뀌어 나타난다.<악보35> 전위는 마디 42의 내

성부의 주제 선율에서 나타난다. <악보36>

<악보34> Op.76 No.1 마디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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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5> Op. 76 No.1 마디 38-41

<악보36> Op.76 No.1 마디 42-45

③ A' 부분

  52-63마디의 A' 부분은 A부분과 비교하여 선율이 왼손에서 나오는 것이 대조적

이다. <악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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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7> Op. 76 No.1 마디 52-54

④ Coda

  64-71마디에서는 왼손에 F♯이 페달 포인트로 사용되고 AG♯F♯ 음형이 변형

되어 등장한다. 이때 오른손은 B부분의 선율이 화음으로 나타난다. <악보 38>

<악보38> Op. 76 No.1 마디 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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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곡 Capriccio b단조

  브람스는 진지한 느낌의 제1곡에 이어 밝고 가벼운 집시풍의 춤곡 느낌을 주는 

제2곡을 나란히 배치해 두 곡 사이의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No.1의 Capriccio는 

선율적인 유형으로 이루어진 반면 No.2의 Capriccio는 지속적인 스타카토의 음형이 

특징적이다. 이 곡에서 선율적으로 중요한 특징은 반음계적인 진행이다. 주요 동기

가 재등장할 때마다 변주가 이루어지며, 동형진행이 곡 전체에 걸쳐 사용되었다.

  이 곡의 조성은 b minor이지만 끝은 B Major로, 낭만시대의 변화된 조성감을 알 

수 있으며, 박자는 2/4박자, Allegretto ma non Troppo이고, 형식은 A B A' coda

로 되어있다.

① A부분

  A부분의 주제선율은 왼손의 8분음표의 반음계적 진행과 오른손 16분 음표의 숨

은 반음계적 진행이다. 1-4마디의 왼손의 저성부는 으뜸음 B에서 반음계로 하향 

진행하는데 이것은 화성이 기능적이기 보다 색채적으로 쓰이는 낭만주의적인 특징

이라고 볼 수 있다. <악보 39>

<악보39> Op.76 No.2 마디 1-4

② B 부분

  46-66 마디의 B 부분은 più tranquillo로 분위기가 서정적으로 바뀌면서 A부분

과 여러 가지로 대조적인 면모를 보인다. A부분에서 주선율을 이루던 16분 음표 

스타카토 리듬은 내성에서 반주적 역할을 하며 상성부에서는 레가토의 서정적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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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나타난다. <악보40>

<악보40> Op.76 No.2 마디 46-54

③ A’

  A가 재현되는 83-107마디는 주요 동기가 변주 되어 반복되는데 마디 1-4의 저

성부의 반음계적 선율이 마디 83-86에서는 상성부에 나타나고 1-4마디의 오른손 

주제 선율은 내성에서 재현된다. <악보41>

<악보41> Op.76 No.2 마디 82-86

④ Coda

  Coda에서는 A부분의 13마디 음형이 단편적으로 등장하며 내성부에서는 시작주제

의 왼손의 음형을 사용한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레가토 선율이 나타나고 B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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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끝을 맺는다. <악보42>

<악보42> Op.76 No.2 마디 105-119

제3곡 Intermezzo A♭장조

  이 곡은 Op.76의 작품 중 가장 단순하고 절묘한 아름다움을 지닌 곡이며 

Anmutig, ausdrucksvoll (품위 있게, 표현력 있게) 라는 표현지시가 있다. 특히 전

체적으로 브람스가 즐겨 사용하는 부드러운 당김음 리듬이 오른손에 등장하여 왼손 

반주 부분의 스타카토와 대비된다. 오른손의 조용하고 목가적인 분위기의 선율과 

대비되는 왼손의 반주부는 Harp의 음색을 연상케 한다. 

  AA'의 2부분 형식이며 전체적으로 A♭ Major의 조성이 전조 없이 유지되는 단

순한 양상을 보인다. 허나 내용적으로는 임시표의 잦은 사용으로 변화화음이 많이 

쓰여 복잡하게 느껴진다. 특히 부속화음과 속9화음, 증 속7화음들이 나타난다. 선율

은 점점 상승하다가 각 부분의 끝을 향하여 낮아지고 또 다시 상승하고 하강하는 

형태의 아치형을 만든다.



- 43 -

① A부분

  A부분은 1-15마디까지이며 오른손 선율이 당김음으로 되어있다. 하프를 연상시

키는 왼손 스타카토 8분 음표의 움직임은 현을 뜯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악보

43>

<악보43> Op.76 No.3 마디1-5

② A'부분

  A'부분은 16마디부터이며, 27-30마디까지는 2/3박자로 바뀌어 점차 느려지고 

마디 29에서 빠르기가 Lento로 바뀌며 조용하게 끝난다. <악보44>



- 44 -

<악보44> Op. 76 No.3 마디25-30

제4곡 Intermezzo B♭장조

  브람스 가곡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 곡은 서정적인 분위기의 못갖춘마디로 시작

하며 이러한 현상은 각 부분의 시작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A Codetta B A' coda 로 구성된 3부 형식이며 조성은 B♭ Major, 박자는 4/4박

자로 Allegretto grazioso이다. 이 곡은 조성면에서 1-53마디까지 원조와 관계없는 

조성과 비화성음들이 구성되어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① A부분

  A부분은 1-12마디이며, 6마디씩 구성된 2개의 phrase를 이룬다. 3성부로 나뉘

어는데 점 리듬을 사용한 주선율과 내성부의 페달 포인트, 왼손의 반주로 구성되어

있다. 내성부에서 붙임줄에 의하여 지속되는 E♭음의 페달 포인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마디 화성이 5도로 시작된다. <악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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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5> Op.76 No.4 마디1-9

② Codetta

  Codetta는 13-20마디이며, 연속적인 16분음표가 A부분의 여유로움과 대조적으

로 사용되어 긴장감을 조성한다. <악보46>

<악보46> Op.76 No.4 마디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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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부분

  B부분은 21-32마디이며 여기서는 A부분의 동기가 변형되어 나온다. 또한 페달 

포인트는 E♭과 반음 관계인 f♭으로 바뀐다. 또한 주선율이 점차 상행하면서 왼손

의 저성부와의 음역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른손이 맡았던 내성부의 역할이 마디 25

부터 왼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악보 47>

<악보 47> Op. 76 No. 4 마디21-26

④ Coda

  마디 45부터의 Coda는 브람스가 즐겨 사용하던 병행 3도와 6도 화음이 연속적으

로 사용된다. 또한 앞의 Codetta와 다르게 원조인 B♭장조로 되어있으며 마디 52에

서 병행 6도 화음으로 이루어진 상행하는 아르페지오와 마지막 유니즌으로 울리는 

B♭음의 가벼운 스타카토에 의해 밝은 느낌으로 마무리된다. <악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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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8> Op.76 No.4 마디44-55

제5곡 Capriccio c♯단조

  이 곡은 8개의 소품 중 가장 힘차고 리드미컬한 곡이다. 주제의 변주에 초점을 

둔 이 곡을 통해 브람스의 작곡특징인 박자와 리듬의 모호성을 알 수 있다. 이 시

기 브람스의 독특한 작곡기법 중 하나로 복합적인 리듬의 사용을 꼽을 수 있는데, 

복잡한 리듬의 결합을 통해 곡의 구성을 치밀하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또한 이곡

은 Op. 76의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중심점이 되며, 선율, 내성, 반주가 각각 독립

적, 다성 음악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음향적으로 확장되어 피아노에서 관현악적인 

효과를 추구했던 그의 초기, 중기 작품의 경향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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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은 c♯ minor, 박자는 6/8박자이고 Agitato, ma non troppo presto이다. 

형식은 A B 연결부 A' Coda 로 되어있다.

① A부분

  A부분은 1-52마디이며 특히 1-5마디는 대위법적인 작곡 기법으로 두 개의 다

른 박자를 동시에 연주해야한다. 6/8 박자가 지시되어있는 가운데에 상성부의 선율

은 헤미올라 기법에 의한 3/4박자로 , 베이스는 6/8박의 리듬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내성부에서는 연속적인 8분 음표에 의한 반음계가 등장하여 복합적인 리듬형태를 

만든다. <악보49>

<악보49> Op.76 No.5 마디1-9

  마디 19-20의 sostenuto 지시와 함께 사용된 당김음 리듬은 주저하는 듯한 느낌

을 주며 마디 21-22의 marcato 지시와 대조를 보인다. <악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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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0> Op.76 No.5 마디15-24

② B부분

  53-68마디의 B부분은 A부분과 대조적으로 poco tranquillo로 지시되어 서정적인 

분위기를 낸다. 이곳에서도 복합적인 리듬형태가 보이는데 오른손에서는 3/4의 박

자형태가, 왼손에서는 6/8의 박자형태가 나타난다. 또한 마디 5의 동기가 이 부분의 

상성부 선율로 사용된다. <악보51>

<악보51> Op. 76 No.5 마디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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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결부

  69-85 마디의 연결부에서는 잦은 박자변화가 특징이다. 6/8 - 2/4 - 6/8 - 

2/4 로의 잦은 박자 변화는 Capriccio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잘 나타낸다. <악보

52>

<악보52> Op. 76 No.5 마디64-77

④ A' 부분

  86-110 마디의 A'부분은 A부분의 주제가 변주되어 6/8박자에서 2/4박자로 변화

되어 나타난다. 상성부는 A부분의 8분 쉼표와 약박이 옥타브와 점 리듬으로 변주되

었고 Bass 성부는 A의 반음계적인 내성 선율이 16분 음표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악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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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3> Op.76 No.5 마디86-94

⑤ Coda

  마디 111-117의 코다에서는 A부분의 마디1의 동기가 4분음표로 음가를 확대시

킨 형태로 변주되어 나타나며, 한 옥타브씩 상승하면서 세 번 반복된다. 또한 저성

부에서는 6/8박자에서 8분음표의 리듬이 5개의 군으로 나누어지는 헤미올라 기법이 

사용된다. <악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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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4> Op.76 No.5 종결구

제6곡 Intermezzo A장조

  이 곡은 생동감 있는 A부분과 서정적인 분위기의 B부분의 대조가 돋보이는 곳이

다. 조성은 A Major, A B A Coda 로 구성되며 2/4박자의 Andante con moto 이

다. 한 악구가 명확한 8마디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2 : 3 의 리듬을 사용한 여러 

변형 리듬이 나타나있다. 

① A부분

  A 부분은 여러 리듬 형태가 나타난다. 2 : 3 의 교차리듬 안에서 약박으로 시작

하는 왼손의 당김음으로 인해 일반적인 2 : 3 의 리듬형태에 변화를 주며, 5마디의 

오른손은 4/2박자가 마치 3/4박자인 것처럼 리듬이 분할되어 왼손의 하행하는 4분 

음표 리듬과 함께 헤미올라가 사용된다. 또한 6마디에서는 일반적인 2 : 3 의 교차

리듬이 나타난다. <악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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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5> Op.76 No.6 마디1-10

② B부분

  27-60마디의 B부분은 f♯단조로 상성부는 장식음을 지닌 긴 레가토의 우아한 

선율을 노래하고 반주부는 분산화음의 음형을 사용한다. A부분이 다성적인 구조인 

반면 B부분은 단선율이 지배적인 구조이고, 음역에 있어서도 A는 주로 낮은 음역, 

B는 비교적 높은 음역까지 사용하여 대조를 이룬다. <악보 56>

<악보56>Op.76 No.6 마디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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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oda

Coda에서는 다양한 리듬의 변화가 나타난다. 상성부에 나타나는 2/4박자의 2박자 

계통의 선율과 Bass의 셋잇단음표의 당김음 리듬, 내성부의 당김음에 의한 E음 , F

음의 교차로 머뭇거리는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적이다. <악보57>

<악보57>Op.76 No.6 종결구

제7곡 Intermezzo a단조

  이 곡은 카논 기법의 사용으로 주요 주제의 전위와 성부교환이 눈에 띄며 

Moderato semplice의 과장되지 않은 단순한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은 a minor이며, 박자는 2/2박자 Moderato semplice이다. A B coda 의 구조

로 이루어진 2부분 형식으로 되어있다. A부분인 1-8마디는 4부합창의 분위기가 

느껴지며 8-20마디는 카논 기법의 사용을 통해 선율이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준

다. B부분의 21마디에서는 카덴차와 같은 극적인 표현이 나타난 후 Coda의 38마디

에서 다시 초반의 분위기가 반복되며 곡을 마무리한다. 



- 55 -

① A부분

  A부분은 E-D♯-E 의 동기가 발전, 변형되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1-8마디는 화

성적 선율동기 a와 단선율 동기 b의 3번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며 8-17마디에서는 

E-D♯-E 의 음정으로 된 동기가 반복되어 등장한다. <악보58>

<악보58> Op.76 No.7 마디1-10

② B부분

  B부분에서는 17-18마디, 19-20마디의 주선율이 대위법적으로 성부를 모방한다. 

이때 각 마디의 강박에서 감7화음의 동형 진행이 사용된다. <악보59> 21-23마디

는 카덴차와 같은 극적인 표현이 요구되며 2/2박자에서 일시적으로 3/2로 바뀌어 

낭만주의 음악의 형식의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악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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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9>Op.76 No.7 마디15-22

<악보60>Op.76 No.7 마디 19-26

③ Coda  

  Coda에서는 도입부와 같은 동기를 사용해 곡에 통일성을 주고 있으며 마지막 

종지의 A음 유니즌은 이어지는 No. 8의 첫 시작음과 연결된다. <악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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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1>Op.76 No.7 종결구

제8곡 Capriccio C장조

  앞의 No.7 곡이 조용하게 마무리한 것에 이어 Op.76의 마지막 곡인 No.8 

Capriccio가 활기차게 시작된다.  이 곡의 조성은 C Major, 4/6 박자이고, Grazioso 

ed un poco vivace 로 되어있다. 화성의 변화가 심하고 전체적으로 아르페지오가 

많이 쓰여 화려한 느낌을 주며 오른손의 폭 넓은 도약은 분위기를 활발하게 만든

다.

  A B A’ 의 3부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곡은 전조 과정과 화음의 쓰임에 있어 낭

만주의적인 작곡 기법을 보이며 아르페지오 음형 안에서 당김음, 3박자 계통의 교

차리듬, 4/6박자를 사용한 리듬변형 기법이 나타난다. 

① A부분

  마디 1에서 오른손의 F음은 No.8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F-F♯-G-G♯으로 

반음계 상행 한다. 마디 1-2마디는 각 성부의 모방으로 이어지며, 이때 연결되는 

부분에서 각 성부의 시작과 끝음이 겹쳐지게 되어 소리가 밀집되는 효과를 준다. 8

마디부터는 전조가 잦아지면서 선율은 하행하고 A부분이 마무리된다. <악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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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2> Op.76 No.8 마디1-6

② B부분

  B부분은 16-37마디로 오른손은 당김음을 통해 같은 음을 반복하며 왼손은 2박

자 계통의 6/4박자의 리듬형태를 통해 흐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악보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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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3> Op.76 No.8 마디12-22

③ A'부분

  마디 38부터의 A'부분은 A의 주요 동기로 시작되지만 A보다 선율의 음역과 다이

나믹을 확장된 형태이다. 마디 38-41에서는 오른손의 당김음 선율과 왼손 리듬의 

강박의 위치가 서로 엇갈리게 되어 더욱 복합적인 리듬을 보여준다. 

  마디 42-43에서는 8분음표 리듬이 오른손에서는 6개군으로 왼손에서는 4개군으

로 나누어지며 헤미올라 기법이 사용되었다. <악보64>

<악보64> Op.76 No.8 마디 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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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마디에서의 늘임표는 최종적인 종지를 준비하는 휴지부의 역할을 하며 Adagio

로 시작하여 점점 빨라지고 C Major Ι도 화음의 반복으로 끝을 맺는다. <악보65>

<악보65> Op.76 No.8 마디 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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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rique Granados “Goyescas”

1) 작품배경

엔리케 그라나도스(Enrique Granados, 1867-1916)는 1867년 7월 27일 스페인 

동북에 위치한 카탈루냐 (Catalonia) 지방의 레리다(Lérida)에서 태어났다. 1870년 

그는 바르셀로나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1880년 그는 바로셀로나의 유명한 피아노 

교수였던 후안 푸홀(Joan Pujol)의 제자가 되어 음악을 공부하였다. 또한, 스페인 

민족악파의 아버지라 불리는 펠리페 페드렐 (Felipe Pedrell, 1841~1922)에게서 

작곡을 배웠다. 1890년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여 피아니스트로 데뷔한 

그는 피아니스트로 활약함과 동시에 작곡에도 힘을 기울여 전 12곡으로 구성된 피

아노를 위한 「스페인 무곡집(Danzas Españoles)」(1892~1895)을 발표하였다. 스

페인색이 짙은 이 피아노곡은 그의 출세작이자 그를 대표하는 피아노 작품이다. 

  그라나도스는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특히 파리를 중심으로 여러 유럽 국가들에

서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1914년 파리에서 그의 대표작 「고예스카스

(Goyescas)」가 포함된 프로그램의 연주가 개최되었고, 이 연주회가 대성공을 거

둠으로써 그는 이 곡을 오페라 곡으로 개작하기도 하였다. 

  그라나도스는 드뷔시나 다른 작곡가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17C, 18C의 작곡 기법

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작곡가는 근대 이후 찾아볼 수 없는데, 19세기 이후 인상주

의를 비롯한 원시주의, 표현주의 기법의 작품들이 작곡되는 가운데 그는 오직 민족

주의가 나타나는 기타를 모방한 테크닉과 이를 사용한 묘사의 부분에만 새로운 효

과를 사용하였다. 또한 그는 고예스카스와 같은 작품에서 민족어법을 평상시보다 

많이 사용하였으며, 낭만주의적 특징들을 사용하였다.20)

  고예스카스는 1909년에서 1914년에 걸쳐 작곡된 곡으로 전체 여섯 개의 작품으

로 이루어진 캐릭터 피스(Character Pieces)21)이다. 각 곡들은 각기 다른 주제와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라나도스의 민족주의와 낭만주의가 잘 융합되어 있다. 

각각의 곡들은 화가 고야의 그림을 보고 얻은 영감을 표현했다. Los Majos Enam 

orados (사랑하는 젊은이들)라는 부제를 가진 Goyescas는 2부분(1909-1914)으로 

구성되어있다. 처음은 Los Requiebros (Flirtations 사랑의 말), Coloquio en la 

Reja (창가의 속삭임), El fandango de Candil (등잔불의 판당고),  Quejas ὀ la 

20) Ernest Hutcheson. The Literature of The Piano : a guide for amateur and
student, 3rd ed. (New York: Knopf, 1964) p. 362.

21) 성격소품(Character Pieces) : 독일어인 Charakterstuck에서 유래한 용어로, 19세기 음악 중 특

정한 분위기나 사상을 담은 짧은 음악작품을 말한다.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과 관련이 깊다. 대

부분의 캐릭터 피스들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주로 A-B-A의 3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독일의 리트처럼 표현적 선율과 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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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a u el Ruiseñor(한탄 또는 마하와 밤꾀꼬리)이며 두 번째는 El amor y la 

Muerte(사랑과 죽음), Serenata del Espectro(유령의 세레나데)이다. 마지막 두 작

품들은 각각 “ballad"와 ”epilogue"라는 레벨이 붙어있다. 후에 나온 7번째 작품은 

El pelele(짚시인형)으로 후에 그라나도스가 쓴 오페라 <고예스카스>의 바탕이 된

다. 본 논문에서는 필자의 졸업연주 곡인 “Los Requiebros”와  “Quejas ὀ la Maja 

u el Ruiseñor”를 연구하도록 하겠다. 



- 63 -

2) 작품연구

  고예스카스는 마호와 마하의 사랑과 죽음을 주제로 작곡되었으며, 밤 꾀꼬리의 

울음소리와 죽음의 종소리 등 그라나도스의 묘사적인 표현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고예스카스는 기타와 고야의 스케치와 작품들 외에도 민속적인 노래와 춤, 형식들

이 음악적인 소재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제 1곡은 민요인 Laserna의 Tirana del 

Tripili에 착안하여 만든 작품으로 그 곡의 후렴구가 1곡 전체의 중요한 주제로 사

용되었으며 제 2곡은 비얀시코(villancico)22) 형식에 따른 코플라(Copla)를 사용하

였고, 제 3곡의 경우는 민속춤인 판당고23)를 음악적 소재로 사용하였다. <표5>

<표5> 고예스카스에 사용된 음악적 소재

곡 음악적 소재

1 Los Requiebros (사랑의 말)
Tirana del Tripili의 

민요선율

2 Coloquio en la Reja (창가의 속삭임)
비얀시코의 형식, 

기타의 음색

3 El fandango de Candil (등잔불의 판당고) 민속춤인 판당고

4
Quejas ὀ la Maja u el Ruiseñor 

(한탄 또는 마하와 밤꾀꼬리)
기타의 음색

5 El amor y la Muerte (사랑과 죽음)
앞의 4곡의 주제적 

소재들
6 Serenata del Espectro (유령의 세레나데) 기타의 음색과 주법

22) 스페인의 반복구(refrain)와 코플라로 이루어진 시의 형식으로 세속음악에서 쓰

였다.

23) 3/8 혹은 3/4박자의 캐스터네츠의 자극적인 리듬에 맞추어 추는 구애의 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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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6>

<표6> 고예스카스의 구성

곡 마디 박자 조성 템포
1 Los Requiebros 357 3/8 E♭ Major Allegretto

2 Coloquio en la Reja 196 3/4 B♭ Major
Andantino

allegretto

3 El fandango de Candil 177 3/4 d minor Allegretto

4
Quejas ὀ la Maja u el 

Ruiseñor 
84 3/4 f# minor andante

5 El amor y la Muerte 208 3/4 b minor Allegretto

6 Serenata del Espectro 261 3/8 e minor
Animato e 

dramatico

(1) 제 1곡 Los Requiebros -사랑의 말-

  이 곡은 con garbo y donaire : avec beaucoup de grâce (많은 꾸밈음들을 가지

고 우아하게 연주하도록) 라고 지시되어있다. 이 곡은 스페인 민속음악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주제 선율은 스페인의 작곡가 Blas de Laserna의 Tirana 

del Tripili24)로부터 가져왔으며 그라나도스는 이 주제의 존재를 표시하기위해 

“Tonadilla"25)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악보66>

  전체 A B A'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곡은 A와 A'는 E♭ Major, B부분은 잦은 

전조로 화려하게 전개된다. 화려하고 매혹적인 스페인 풍의 선율이 끊임없이 흐르

고 리듬은 셋잇단음표에 의한 춤곡 분위기를 지닌다. 

24) tripili는 18세기말경부터 스페인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던 촌극의 일종이다.

25)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초,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일종의 짧은 희가극인데, 독창자와 때로는 코러

스도 사용된다. 처음에는 극이나 오페라 세리아의 막간에서 행해졌던 막간극이었으나 점차 독립해

서 연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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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6> Tirana del Tripili

① A부분

  A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부분은 마디 1-32, 제 2부분은 

마디 33-56이다. 

ⓐ 1부분 (마디1-32)

  서주의 역할을 하는 마디 1-4는 도입부로  E♭Major의 딸림 7화음으로 화려하

게 펼쳐진다. 마디 1에 나오는 하성부의 처음 리듬은 이 곡 전체에서 계속 변형, 변

주되어 나타나며 마디 3에서 등장하는 오른손의 셋잇단음표가 돋보인 후, 주제 선

율이 나오게 된다. 제 1주제인 a는 마디 8의 상성부에서 등장한다. 이 선율은 

‘Tirana del Tripili’의 후렴구에서 따온 것이다.26) <악보 67>

26) 악보 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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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마디 1-13

ⓑ 2부분 (마디 33-56)

  제 2부분은 제1부분 5마디 이후의 부분을 반복, 변형한 것이다. 악상은 p에서 f

로, 주제선율은 단선율에서 옥타브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주부분의 리

듬도 앞부분보다 좀 더 화려하게 변형되었다. <악보68>

<악보68> 마디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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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부분

  B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부분은 마디 57-96, 제 2부분은 마디 

97-138, 제 3부분은 마디 139-175이다. 

ⓐ 1부분 (마디 57-96)

  좀 더 활기차게(Pcoc più animato)라는 지시어와 함께 제 2주제가 내성부에서 

제시된다. 제 2주제는 내성부에서 단선율로 제시된 후에 다이나믹이 f로 확대되어 

다시 한번 옥타브로 반복된다. 이 선율 또한 ‘Tirana del Tripili'의 후렴구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27) <악보 69>

<악보69>

마디 73-76에서는 제 2주제가 최상성부에서 변형되어 나타난다. <악보70>

27) 악보 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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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0> 마디73-80

ⓑ 2부분 (마디 97-138)

  이 부분은 조용한 분위기의 p 악상으로 D Major로 시작한다. 이 부분은 경과구

적인 성격을 지니며 반음계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또한 셋잇단음표, 스타카토, 악센

트의 사용이 특징적이며 제 1주제 선율이 8분 음표에서 16분 음표로 변형되어 나

타난다. <악보71>

<악보71> 마디 106-108



- 69 -

그 후 새로운 주제 c가 등장한다. <악보 72>

<악보 72> 마디112-114

ⓒ 3부분 (마디139-175)

  이 부분은 제2주제 선율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온다. 제 2주제 선율은 윗

성부에서 다시 등장하고 Tonadilla라는 표시가 되어있다. 이 후 제 1주제가 다시 등

장한다. <악보 73>

<악보73> 마디 155-161 제 2주제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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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부분

ⓐ 1부분 (마디 176-204)

  이 부분은 A부분의 변형이다. 3성부로 구성되며 중간 성부에 주제가 나온다. 

<악보74>

<악보74> 마디 176-183 제 1주제의 변형

ⓑ 2부분 (마디 205-295)

  Variante de la Tonadilla라는 표시와 함께 제1주제가 변형되어 나오게 되며, 

<악보75> 그 안에서 주제적 소재 d가 제시 된다. <악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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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5> 마디 217-228 

<악보76> 마디 255-261 

ⓒ 3부분 (마디 296-357)

  이 부분에서는 ‘Tonadilla’라는 지시어가 표시되며 주제선율이 차례로 등장한다. 

마디 296-303에서 주제가 두 번 반복된 후에 마디 304-310부터는 B부분의 주제 

선율과 A부분의 주요 리듬이 함께 등장한다. 마지막 4마디는 도입부처럼 E♭ 

Major의 딸림7화음으로 화려하게 끝이 난다.<악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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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7> 제 1곡 종결구 (마디344-357)

(2) Quejas ὀ la Maja u el Ruiseñor 

-한탄 또는 마하와 밤 꾀꼬리-

  이 곡은 소녀 즉 majas와 꾀꼬리의 대화를 묘사한다. 이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카

덴차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 곡은 A B A’ coda의 구조로 되어있다. 

① A부분 (마디 1-45)

  이 부분은 주제를 제시하는 제 1부분(마디 1-19)과 주제를 반복하는 제 2부분

(마디 20-45)로 구분할 수 있다.



- 73 -

ⓐ 제 1부분 (마디1-19)

  f# minor의 주제가 소개된다. <악보78>

<악보78> 제1주제 선율 (마디1-4)

ⓑ 제 2부분 (마디20-45)

  제 1부분에서 소개된 주제가 세분화된 리듬과 화음으로 확대, 변주되어 나타난다. 

<악보 79>

<악보 79> 1주제의 확대 마디20-21

② B 부분 (마디 46-59)

  새로운 주제적 소재 b가 마디 46의 상성부에서 등장한다. 극적인 다이나믹의 대

비가 돋보이며 조성도 F# Major로 전조된다. <악보80> 새로운 주제적 소재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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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나타나며 마디 55-59까지는 A에서 언급된 주제 a를 보여주며 A'로 가는 경

과구 역할을 한다. <악보81>

<악보80> 마디46-49

<악보81> 마디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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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 부분 (마디60-67)

  A 부분이 짧게 반복되고 조성은 다시 f# minor로 회귀한다. 마지막은 정격 종지

로 끝맺는다.

④ Coda

  이 종결부는 카덴차로 이루어진 코다로 볼 수 있다. 템포의 변화가 잦은 것이 특

징적이며, 트릴과 꾸밈음의 사용으로 마하와 꾀꼬리의 대화를 묘사했다. 마지막은 

ppp로 조용히 끝맺는다. <악보82>

<악보82> 제 4곡 종결구 (마디 76-84)



- 76 -

Ⅲ. 결론

  지금까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31 in A flat major, Op. 110 · J. Brahms Klavierstücke Op. 76 · Enrique 

Granados Goyescas의 작곡 배경과 각 곡의 형식, 구성 및 특징을 알아보았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A flat major, Op.110은 그의 후기 소나타로서 

자유로운 형식, 변주기법의 사용, 악장간의 유기성 등 낭만주의를 예고하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악장의 모티브는 모든 악장에 나타나 전체적인 곡에 있어

서 악장간의 통일성을 주었다. 또한 발전부의 길이가 현저히 짧거나 제시부가 반복

되지 않는 점 고전 소나타 형식에 비해 자유로워진 것을 알 수 있다. 2악장은 2악

장에 느린 악장 대신 스케르초의 빠른 악장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고전 소나타 형

식에서의 탈피를 알 수 있다. 3악장은 특히나 아리오조와 푸가를 혼합한 자유로운 

형식이 특징적이며 3성 푸가는 제 1악장의 서주에서 나온 선율과 연관성이 있어 전

체 악장에 유기성을 부여했다.

  브람스의 Klavierstücke Op.76은 낭만주의 시대의 작품에 고전적 어법을 녹인 성

격 소품으로 각각 4개의 Capriccio와 Intermezzo로 구성되었으며 브람스의 Op. 

116-119의 후기 성격 소품 곡집을 끌어내는 데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는 이

곡에 낭만주의적인 화성을 사용함과 동시에 짧고 간결한 선율을 사용하여 주제를 

모방, 전위, 변주하는 등 대위법적인 작곡 기법을 보여주었고 또한 리듬에 있어서도 

당김음, 교차 리듬, 헤미올라의 사용을 통해 그의 탁월한 리듬 기법을 선보였다.

  그라나도스의 고예스카스는 고야의 스케치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것으로, 민족

주의적, 낭만주의적인 측면이 잘 융합된 작품이며 근대 스페인 피아노 음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작품이다. 각 곡에 표제가 붙어있어 19세기 유럽 전체의 음악 

사조였던 낭만주의 음악어법을 잘 보여주며 각 곡에 주제적 소재를 제시하고 변형, 

반복하며 음악을 진행한다. 또한 이 곡은 6곡의 분리된 악곡이지만 각 곡의 제목이 

암시하듯 모두 마호와 마하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고 제 1곡

의 주제를 변형해서 반복하여 전체 작품에 통일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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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Abstract

Performance and study of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31 in A flat major, Op. 110

J. Brahms  Klavierstücke Op. 76

Enrique Granados Goyescas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Ye na Lee

  This thesis presents research on my graduation recital program, L. v. 

Beethoven’s Piano Sonata No. 31 in A flat major, Op. 110, J. Brahms'   

Klavierstücke Op. 76, and Enrique Granados' Goyesc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some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as well as to provide an 

analysis of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above three pieces.

  Beethoven's piano sonatas illustrate the evolution of various musical forms, 

and towards the late sonatas, they show a distinctive feature that heralds the 

Romantic era. In particular, his late piano sonata No. 31 in A♭ Major, Op. 110 

is made of 3 movements but we can see that each movement is less 

distinctive from each other as its composition is liberated from traditional 

forms. In the first movement, there is no repeated introduction and the 

development is shortened. Also, the traditional second movement is a slow 

movement, but the second movement of Op.110  is composed of 'Scherzo - 

Trio - Scherzo'. The third movement is noteworthy as this movement 

introduces 2 Fugas and recitativo into Sonata form and frees itself from 

traditional form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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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annes Brahms(1833-1897) is a representative German composer of the 

late 19th century who inherited Romanticism while ret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Classicism. Brahms’ character pieces feature various rhythmic patterns, 

sturdy composition and orchestral musical color. Klavierstücke, Op.76 is the 

first characteristic short piece set by Brahms consisting of 4 Capriccios and 4 

Intermezzos. It features lyrical and simple melodies, usage of contrapuntal 

elements and chromatic progressions. Also, it actively develops variations of 

motifs or complex rhythms, a technique Brahms often used.

  Enrique Granados (1867-1916) is a Spanish nationalistic composer of the 

early 20th century  who used Romantic techniques in developing Spanish piano 

music and announcing modern Spanish music to the world. The suite 

'Goyescas' for piano was inspired by the sketches and paintings of Goya and it 

shows the development of Maja and Majo's love. As a musical work composed 

of six individual pieces, it achieved unity by repeating and developing the 

theme of the first piece in all six pieces and it reflected well the 

characteristics of Spanish folk music. The first piece "Los Requiebros" uses 

folk melody as its theme and the fourth piece, "Quejas ὀ la Maja u el Ruiseñor

", has cadenza which is also characteristic of Spanish music. 

keywords         : Beethoven, Brahms, Granados

Student Number  : 2014-2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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