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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J. S. Bach French Suite No. 5 BWV 816, 
L. v. Beethoven Sonata No. 17, Op. 31-2 “Tempest“,  

F. Chopin Ballade No. 4 in F minor, Op. 52, 
Carl Vine Piano Sonata No. 1  의 연주 및 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과 피아노전공

노 한 솔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J. S. Bach French Suite No. 5 
BWV 816, L. v. Beethoven Sonata No. 17, Op. 31-2 “Tempest“,  F. Chopin 
Ballade No. 4 in F minor, Op. 52, Carl Vine Piano Sonata No. 1 의 연주 및 연
구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위 네 곡이 작곡된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을 알아
보고, 각 곡의 분석을 통하여 곡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기악음악 발전
의 시작인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종교적 관습 등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성악이 음악의 중심이 되었던 중세시대와는 달리 르네상스 이후 기악이 전 유
럽으로 발전하였는데,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 토카타(Toccata), 콘체르토(Concer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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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Sonata), 조곡(Suite), 변주곡(Variation) 등 다양한 장르가 확립되었다. 이 
중 중세 말기에 사교춤이었던 무곡(Dance Music)에서 시작된 Suite는 바흐에 의해 
완성 되었는데, French Suite No.5는 표준적인 4개의 춤곡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Gigue 외에 Gavotte, Bourree, Loure의 3개의 부수적인 춤곡으로 총 
7개의 모음곡이다.

 두 번째로 루트비히 반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총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였는데 이는 초기, 중기, 후기의 3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초기 소나타는 1802년경까지로 고전음악의 영향을 받은 시대이며, 중기는 1802년
부터 1814년까지의 전성기시기, 후기는 1815년 이후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로 구분
하며 낭만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시기이다. 제 17번은 중기 소나타에 포함되
는 곡으로 중기 소나타의 특징과 이 곡의 각 악장의 특징을 살펴본다. 세 악장으로 
이루어진 고전시대의 소나타로 제 1악장은 Largo-Allegro의 템포변화가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어진 D minor 곡이다. 제 2악장은 느린 Adagio 소나타형식의 
B♭Major 곡이며, 마지막 제 3악장은 Allegretto로 D minor의 빠르고 효과적인 악
장이다.

 세 번째로 쇼팽(Frederic Chopin, 1810-1849)은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
로서 피아노 낭만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곡가이다. 발라드란 서사시, 또는 짧은 
노래를 말하는데 특정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지막으로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며 
음악에 있어서 낭만주의의 전성기였던 19세기 초 폴란드 시인 미키비에츠(Adam 
Mickiewicz)의 시 <물의 요정>에서 착상된 4개의 Ballade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4
번째 곡인 Op.52번을 통해서 화성과 선율처리 등을 통한 Chopin음악의 특징을 알
아보고자 한다. 멜로디의 아름다움, 풍부한 화성, 특유의 음색들을 알아보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가장 뛰어난 현대 작곡가로 평가받는 칼 바인 (Carl Vine, 1954-)은 
기교적이면서 예술적인 작곡가로 평가 받고 있으며, 특히 피아노 작품에 대해 두각
을 나타낸다. 이 작품은 바인의 첫 번째 피아노 소나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
고 있으며, 20세기에 작곡된 피아노 작품 중 가장 비르투오조적이면서 동시에 선율
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위 논문에서는 연주 기법과 음향적인 효과, 
형식적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어: 바흐, 프랑스 조곡, 베토벤, 템페스트, 소나타, 쇼팽, 발라드, 바인 
학번: 2015-2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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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J. S. Bach French Suite No. 5 
BWV 816, L. v. Beethoven Sonata No. 17, Op. 31-2 “Tempest“,  F. Chopin 
Ballade No. 4 in F minor, Op. 52, Carl Vine Piano Sonata No. 1 의 연주 및 연
구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위 네 곡이 작곡된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을 알아
보고, 각 곡의 분석을 통하여 곡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인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오
페라를 제외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남겼다. 그는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기악양식
인 모음곡을 정형화하고 체계를 확립하였는데 Allemande(알르망드)- Courante(쿠
랑트)- Sarabande(사라방드) -Gigue(지그)의 기본악장을 가지며 부수적인 악장을 
추가하여 연주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의 각 춤곡들의 특징과 프랑스 조곡에 
나타난 음악적 성격을 살펴보려 한다.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을 완성을 
이루며 동시에 낭만주의 시대의 길을 열어준 선구자적 작곡가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을 중심으로 베토벤의 초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작곡기법의 변화와 각각
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 곡에서는 각 악장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낭만주의의 전성기였던 19세기 초 폴란드에서 태어난 쇼팽(Frederic Franciszek 
Chopin, 1810-1849)은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며 피아노를 위한 여러 장르의 음
악을 작곡함으로써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으로 피아노가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최
대한 발전시켜 나갔으며 또한 템포루바토의 사용, 댐퍼페달의 사용 등 피아노의 표
현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작곡가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피아노 작품 
중 발라드의 분석을 통하여 쇼팽이 기악 음악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발라드라는 장
르의 특징과 화성과 선율처리 등을 통한 그의 음악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20세기 이후 가장 뛰어난 현대 작곡가 중 한 사람인 칼 바인(Carl vine, 1954-  )
은 기교적이면서 예술적인 작곡가로 평가 받고 있으며 그의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는 세 개의 소나타가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작곡 된 이 소나타는 조성과 화성적인 
면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비조성적이며 클러스터를 비롯한 효과음의 사용, 다양한 
음역대의 사용으로 인한 음향적 효과, 그리고 템포의 계속적인 변화와 불규칙적인 
형식 등을 가지며 또한 뚜렷한 선율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악곡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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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J. S. Bach French Suite No. 5 BWV 816

1) 작품배경

 Johann Sebastian Bach(요한 세바스찬 바흐, 1685-1750)은 독일의 아이제나흐
(Eisenach)에서 태어난 작곡자 겸 비르투오소 오르가니스트 였다. 그는 18세기 
Baroque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로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서양음악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곡가이다. 바흐의 작곡법은 독일에 국한되지 않고 이탈리아와 프랑
스의 오페라를 제외한 그 당시의 모든 중요한 음악 양식, 장르와 형식을 받아들였
으며1) 그의 개성적인 방식으로 이를 혼합하고 소화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그의 음악은 대위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동시에 화성적 이고 구조가 명
료하다. 바흐의 음악활동 시기는 크게 4시기로 나뉘는데, Arntadt(1703-1708), 
Weimar(1708-1717), Köthen(1717-1723), Leipzig(1723-1750) 로서, 앞의 두시기
는 오르가니스트로 재직하던 시기로 오르간 작품을 주로 작곡하였고, 공식적인 교
회음악을 작곡할 의무가 없었던 Köthen에서 클라비어 곡을 비롯한 각종 기악곡들
이 작곡되었다. 그의 클라비어 곡들은 주로 그의 자녀와 제자들을 위해 작곡되었으
며, 종교적 색채는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세속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바흐는 건반악기를 위한 Suite로 6개의 English Suite (BWV 806-811), 6개의 
French Suite (BWV 812-817), 또 6개의 Partita (BWV 825-830)를 작곡하였다.2) 
Suite는 Baroque시대의 기악곡 형식으로 17세기 프랑스에서 나타난 명칭이다. 이 
작품의 명칭인 영국과 프랑스는 바흐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음악적 스타일에 있어
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프랑스 무곡을 사용한 점에서 “프랑스식”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순서에 있어서는 독일식 이다. ‘프랑스 모음곡’ 이라는 제목은 분명치 않으
나 가볍고 우아한 느낌이 전체를 지배하고 프랑스적인 감각에 가까운 것을 담고 있
다고 전해진다. 이 곡은 각기 다른 성격의 춤곡 악장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Allemande – Courante – Sarabande – Gigue의 기본적인 4개의 악장과 추가된 부
수적인 춤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악장마다 기본 템포와 박자가 변화하지만 전체
는 동일한 조성으로 통일되어진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춤곡들은 2부 형

1) 북쪽의 엄격한 다성적인 작법과 남쪽의 가요적인 가락과 풍부한 화성적 울림을 융합한 것 이라 말
할 수 있다. 특히 반음계적 화성법과 조바꿈은 이미 100년 전부터 낭만파의 화성법을 실현하고 있
는 것이다. 백낙호, 김성남 공저, 『피아노 교수법』

2) 연대는 불확실 하지만, 프랑스 모음곡과 영국 모음곡이 쾨텐 말년과 라이프치히 초년(1722년경-1726
년, 프랑스 모음곡은 1722년과 1724년 사이에 작곡된 것으로 알려짐)에 작곡되었으며, 파르티타들
은 그보다 약간 후(1726-1724년 사이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혜선 역(F. E. Kirby 저), 『피
아노 음악사-20세기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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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번
D minor

제 2번
C minor

제 3번
B minor

제 4번
E flat Major

제 5번
G Major

제 6번
E Major

Allemande Allemande Allemande Allemande Allemande Allemande

Courante Courante Courante Courante Courante Courante

Sarabande Sarabande Sarabande Sarabande Sarabande Sarabande

Menuet 1 Air Menuet 1 Gavotte Gavotte Gavotte

Menuet 2 Menuet Menuet 2 Menuet Bourrée Polonaise

Anglaise Air Loure Menuet

Bourrée

Gigue Gigue Gigue Gigue Gigue Gigue

식3)을 취하고 있으며4) 이들은 조성에 의해 구분되어 지는데, 첫 부분은 으뜸조에
서 딸림조나 나란한 장조로, 두 번째 부분은 약간의 조바꿈과 함께 으뜸조로 마친
다.

6개의 French Suite 각각의 악장 구성을 살펴보면, (표 1)

 바흐의 Suite의 기본적인 4개의 춤곡 중 첫 번째인 Allemande는 독일에서 유래되
었으며 무곡의 느린 템포를 가진 2박자 춤곡으로 주제 소재는 반복진행이며 펼침화
음, 음계구, 꾸밈음 패턴 등으로 구성된 짧은 동기가 사용되어진다. 유려한 16분음
표로 이뤄진 음형이 계속하여 등장하며 Tempo는 Moderato(보통빠르기)이고 16분
음표나 8분음표의 못갖춘마디로 시작된다. Courante는 프랑스 춤곡으로 프랑스어 
‘courir’에서 나온 단어이다. 경쾌한 춤곡의 성격으로 못갖춘마디로 시작된다. 17세
기 중반부터 빠르지 않은 속도의 프랑스식 쿠랑트(courante)와 빠른 3박자의 경쾌
한 이태리식 코렌테(Corrente)로 나뉘어졌다. Sarabande는 스페인 춤곡으로 느린 
Tempo의 3/4박자 춤곡이다. 16세기 초 스페인의 빠른 템포의 춤곡으로 시작되어 
프랑스 궁정으로 유입되어지며 고상하고 서정적 분위기의 느린 춤곡으로 정형화 되
었다. 긴 음가의 음들과 장식음의 많은 사용이 두드러지며 정박에 시작되지만 두 
번째 박자가 강조 되는 게 특징이다. Gigue는 16세기 영국 춤곡으로 쿠랑트와 같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두 개의 유형이 있으나 바흐는 좀 더 정교한 프랑스 유형의 
지그를 사용하였다. 지그는 마지막 악장으로 사용되며 겹3박자(6/8, 4/6, 9/8, 

3) 중간부 가까이에 겹세로줄이 있고, 각 부분이 반복되어지는 형식 Wikepedia
4) 일반적으로 2개의 부분은 서로 비슷하고 거의 같거나 또는 비슷한 소재를 반복진행으로 제시한다. 

김혜선 역(F. E. Kirby 저), 『피아노 음악사-20세기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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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등)로 되어있고, 종종 점리듬이 나타나기도 한다. 2성이나 3성의 모방 대위
선율이 사용되며, 겹세로줄 후에 자리바꿈되어진 주제가 등장한다. 
 부수적인 춤곡을 살펴보면 Gavotte는 프랑스에서 유래되었고, 보통 2박자 계열의 
춤곡으로 못갖춘마디로 시작된다. Minuet은 3박자의 프랑스 사교춤으로 고전주의 
시대에 symphony나 sonata의 한 악장으로 쓰여진다. Bourrée도 프랑스에서 유래
한 춤곡으로 Gavotte와 유사하며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빠르고 2박자계열의 경쾌
한 리듬이다. Loure는 프랑스의 느린 춤곡으로 지그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 gigue 
lente(느린 지그)로 불리기도 한다.

2) 작품 연구
 바흐의 작품연구에 들어가기 전,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바흐시
대에는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곡은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 아닌 클라비코드
(Clavichord)5)를 위하여 작곡된 곡이다. 오늘날의 피아노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한 
예로, 피아노에서는 한음을 길게 울리게 할 수 있으나 클라비코드에서는 음을 울리
게 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트릴에 의해 길게 울리게 할 수 있다. 둘째, 바흐의 작
품은 대위법적 음악6), 즉 다성음악(Polyphony)이기 때문에 악센트나 프레이징의 올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셋째로, 악기의 한계로 인해 강약을 거의 표현 할 수 없어 
그의 악보에 셈여림 표시는 거의 적혀 있지 않다. 연주자는 악보에 적혀있지 않다
고 해서 일부러 무미건조하게 연주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성부의 형식을 표현
하거나 성부의 도입을 확실히 할 때와 같은 곡의 내용이나 특징에 따라 다이내믹을 
표현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밈음의 해석이다. 바흐의 원 악
보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꾸밈음표가 다르게 적혀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해석으로 연주하고 있다. 
 바흐의 차남 C. P. E. bach는 1753~62년에 출간한 <올바른 클라비어 주법 – 
Versuch über die wahre Art das Klavier zu Spielen>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꾸밈음의 필요성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도처에
서 많은 꾸밈음이 사용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확실히, 그것이 어떻게 도
움이 되는가를 보면, 꾸밈음은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음표를 
연결해 주고 생기를 불어 넣어 준다. 필요한 때는 음표에 특별한 강조나 무게를 붙
여 준다. 또 가락을 아름답게 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주의를 불러일으킨다. 꾸밈음은 
음악의 내용을 명확히 해 주는 데에 도움이 된다. ”

5) 피아노의 전신인 악기 중의 하나. 금속조각으로 현을 눌러서 소리를 내는 작은 건반 악기. 하프시
코드(Harpsichord)와 같이 현을 뜯어 소리 내는 것 보다는 셈여림을 똑똑히 나타낼 수 있어서 바
흐가 애용했다고 알려진다. 

6)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이 화성적인 음의 기반위에 있는 것이 아닌 몇 개의 가락이 겹쳐서 이루어진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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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곡 박자 형식 마디 길이

Allemande 4/4 2부분 형식 24

Courante 3/4 2부분 형식 32

Sarabande 3/4 비대칭 2부분 형식 40

Gavotte 2/2 비대칭 2부분 형식 24

Bourrée 2/2 비대칭 2부분 형식 30

Loure 6/4 2부분 형식 16

Gigue 12/16 2부분 형식 56

그가 정리해 놓은 바흐가 지시한 꾸밈음 주법에 관한 설명이다.7)

(표 2) J. S. Bach′s Explication of ornaments for his son Wilhelm Friedeman 
<올바른 클라비어 주법 – Versuch über die wahre Art das Klavier zu Spielen>8)

 Bach의 French Suite 6곡 중에서 No.5는 곡 전체가 G Major로 작곡 되었으며 밝
고 명랑함을 가지고,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Gavotte- Bourrée- 
Loure- Gigue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비대칭 2부분 형식: 앞부분(A부분)보다 뒷부분(B부분)이 더 많은 마디를 가진다.

7) 백낙호, 김성남 공저 「피아노 교수법, Piano Teaching & Pedagogy」.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9, 
pp. 464

8) G. Henle Verlag 『J. S. Bach Inventionen Sinfo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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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lemande

 French Suite의 첫 악장으로 빠르기는 조금 빠르게 Allegretto이며 4분의 4박자이
다. 도돌이표에 의해 A부분(1-12)과 B부분(13-24)로 나뉜다. 연주자에 따라 8분음
표는 화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Non legato로 처리하기도 한다.
첫 도입은 못갖춘마디로 16분음표 음형이 곡 전체로 연속적 흐름을 보인다. 주제선
율이 순차진행하고 왼손 선율이 상행하며 3도 간격으로 동행진행을 한다. 마디6에
서 상성부와 하성부가 서로 반진행을 하고 마디7에서는 다시 함께 진행을 한다. 마디
8의 오른손 D음은 오르간포인트(Organ Point)9)로 유지되며 하성부에서는 순차진행
으로 coda로 향해간다. 마디12에서 마지막 화음이 한음씩 연주한 후에 유지하여 
echo처럼 처리된다.

(악보 1) 마디 1-12

 B부분의 첫 음은 처음에 나타난 주제를 완전5도 상행시켜서 되풀이하고, 마디 
14,15에서 2박자 단위로 동형진행 후에 16,17은 2성이 함께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6분음표 음형 속에서 화성을 나타낼 수 있는 key word의 음들을 잘 살리면서도 

9) 베이스가 같은 음을 길게 지속하는 것. 페달음 혹은 지속음이라고도 한다.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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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연주되어야 하고, 프렐류드 풍의 알라망드로써 아름답게 흐르는 듯한 선율
로 인해 자칫 Tempo가 느려질 수 있으니 유의해서 연주해야 한다.

(악보 2) 마디 13-24

2. Courante

 처음부터 끝까지 생기 넘치는 빠르기인 Allegro이며, 4분의 3박자이다. 바흐는 주
로 여유 있는 Tempo의 프랑스식 쿠랑트를 사용하였는데, 이 곡에서는 빠른 이탈리
아식 코렌테(Corrente) 스타일로 작곡되었다. 역시 2부형식(A부분 1-16, B부분 
17-32), 2성부의 선율로 Allemande와 같은 16분음표 모티브의 리듬이긴 하지만 
느낌이 다르게 Non legato 처리되기도 한다. 
 16분음표의 음형이 순차 진행되며, 하성부의 8분음표는 화음의 구성음이 펼침화음
처럼 처리되었으며, 리듬감이 명확하게 들려야 하기 때문에 Non legato로 연주하도
록 한다. 주제 선율이 계속적으로 모방 되어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 마디4의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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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성부는 주제 선율이 변형되어 나타나고, 마디7은 주제선율이 8도 아래에서 반복
된다.

(악보 3) 마디 1-16

 B부분에서는 상성부에서 주제선율이 진행되었던 A부분과는 달리 하성부에서 주제
가 상성부를 모방하며 시작된다. 마디 21-22에서는 상성부가 E음을 유지하고 있는
데, 이때 두 성부는 앞으로 진행되지 않고 멈춰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마디 23에
서 순차적으로 하행되던 선율이 상행진행으로 변한다. 마디 29-32에서 종지하게 
되는데 A부분과 조성만 다를 뿐, 같은 진행을 보여준다. 이 Courante가 간혹 너무 
빠르게 연주되기도 하는데 Allegro정도의 템포임을 명심하고 급해지지 않게 8분음
표 선율에서 리듬과 강약을 느껴주며 연주하도록 한다.

(악보 4) 마디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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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rabande

 Sarabande는 느린 Andante의 빠르기로 4분의 3박자이다. Aria풍의 주제선율로 갖
춘마디이며 꾸밈음의 사용이 빈번하며 악절 구조가 4마디씩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
다. 당김음의 잦은 출현과 붓점 리듬의 사용으로 2번째 박이 강조되는 Agogic 
Accent가 특징이다. 2부 형식이지만 A부분보다(마디 1-16) B부분(마디 17-40) 이 
더 많은 마디수를 가져서 비대칭적이다.

 마디1은 음가의 길이가 길긴 하지만 하성부에서 당김음이 사용되었고, 마디2에서
는 상성부에서 당김음이 나타나 제 2박이 강조된다. 이때 더 큰 효과를 위해 마디2
를 연주할 때 종종 첫박과 두 번째 박을 분리해서 연주한다. 왼손 연주 할 때 2개
의 성부가 겹쳐 들리지 않도록 아티큘레이션을 명확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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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마디 1-16

 B부분 들어가기 전, 마디 16의 종지에서는 절대로 느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지막 종지인 39-40에서는 여유 있게 종지해도 된다. B부분은 앞과 같은 리듬형태 
이지만 보다 리듬이 잘게 쪼개져 있고, 더욱 자세하며 원래 선율을 16분음표나 셋
잇단음표 음계로 사이사이 채우며 이끌어 간다. 느린 Andante이지만 그 빠르기가 
내포하고 있는 뜻이 ‘편하게 걸어가듯이’ 이기 때문에 왼손 첫박과 2번째 박에서 
너무 느려지지 않도록 박자를 잡아준다. 
(악보 6) 마디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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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avotte

 Gavotte는 선택악장으로 여린박으로 시작하며, ♩♩, ♩♪♪의 주요리듬을 가진다. 
2부 형식으로 역시 A부분(1-8)보다 B부분(9-20)이 긴 비대칭 형식이다. 보통빠르
기인 Allegro moderato로 애교 있으며 가볍고 리드미컬한 악장으로 2분의 2박자이
며, 4분의 4박자처럼 들리지 않도록(강약중강약) in 2(강 약)로 연주해야 한다. 강
박에 엑센트처럼 눌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디1에서 주제선율이 나타나고(♩♩ ♩♪♪) 마디4는 왼손에서 주제선율이 8분음
표 패시지로 나타나며 6에서 상성부에서 주제선율이 변형되어 나타난다. 

(악보 7) 마디 1-8

 두 번째 주제에서도 이 같은 패시지가 반복되는데, 마디9에서는 주제선율의 리듬
이 사용되었고, 마디 16-20는 하나의 긴 프레이즈로 8분음표 패시지가 쉼 없이 진
행된다. 모티브 들 간에 리듬과 화성이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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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마디 9-20

5. Bourrée

 Bourrée는 빠른 템포의 Allegro 2분의 2박자로 못갖춘마디로 시작된다. 전체적으
로 2성부의 8분음표 패시지로 빠른 선율 으로 이루어져있다. A부분(마디 1-10)보
다 B부분(11-30)이 긴 비대칭적 2부 형식 이다.
1-2마디에 주제 선율이 등장하며 5-6에서도 같은 주제가 나온다. 7-8마디에서는 
두 성부에서 모티브가 교차되어 등장하고 3도 간격으로 하행하며 동형진행 한다. 

(악보 9) 마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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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부분에서는 멜로디가 A부분 주제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꾸밈음이 많이 사용
되어 신나는 느낌을 준다. 마디 15-16에서는 상성과 하성이 서로 3도의 음정 관계
를 유지하면서 동형진행으로 반음씩 상승한다. 상성 선율은 4분음표와 8분음표가 7
도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후에 다시 주제가 등장하고(마디 19) 마디 21-22
가 2개의 성부가 교차진행을 하고 계속 상행하다 27마디부터 하행하며 종지로 이
끌어 간다.

(악보 10) 마디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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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oure

 Loure는 2부형식 으로 바흐의 건반악기 작품중에 Loure는 이 곡 French suite 
No.5에서만 등장한다. 보통빠르기의 Moderato로 4분의 6박자이다. 성부가 복잡하
여 섞이지 않도록 페달을 사용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2부 형식으로 A부분(1-8) B
부분(9-16) 의 짧은 길이의 곡이다.

 1-2마디에 주제 선율이 시작되며 그 뒤에 바로 2번째 성부가 8도 아래에서 주제 
선율을 반복하고 곧이어 하성부가 4도아래 에서 이어받는다. 마디 5-6에서 교대로 
16분음표가 선율 진행 하면서 프레이징 한다.

(악보 10) 마디 1-8

 B부분에서는 주제 선율이 완전 5도 위에서 모방되며 화성이 6도 간격으로 성부가 
함께 진행된다. 마디 13의 하성부에서 새로운 리듬인 ♪♬ 가 반복적으로 동형진행 
되고, 15마디에서 4분음표 화성이 스타카토 처리 되어 화성을 정리하면서 종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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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간다.

(악보 11) 마디 9-16

7. Gigue

 Suite의 마지막 곡인 Gigue는 빠른 Tempo의 곡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프랑
스와 이탈리아로 발전되었다. 이 중에서 바흐는 프랑스의 기법을 사용했는데 프랑
스의 특징은 넓은 음정을 사용하는 것(6.7.8도), 모방기법 사용, 복합박자가 사용 
된다는 것이다. 이 곡에서는 3개의 16분음표 음형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며 3성부가 
서로 모방하면서 진행한다. 2부 형식으로 A(1-24)와 B(25-56)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디1에서 주제가 나타나고 마디 4에서는 2번째 성부에서 5도 하행하여 나타나며, 
마디 7에서 하성부가 8도 아래에서 주제가 반복된다. 또한 14마디에서 주제선율이 
8도 아래에서 모방되어 나타난다. 마디 18-19에서는 선율이 붓점리듬 으로 모방되
며 마디 20에서 다시 주제가 나타난다. A부분은 상성부-중성부-하성부 모방, B부
분은 하성부-중성부-상성부 순서로 주제가 모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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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마디 1-24

 B부분이 시작되는 25마디 하성부에서 주제가 시작되며 28마디 4도위에서 모방된
다. 마디 33의 하성부에서 주제 등장하고 곧 이어 8도위에서 상성부가 모방한다. 
34-38마디 동형진행으로 상승하며, 마디 50-51에서는 동형진행 보이며 계속 모방
과 반복을 하며 G코드로 곡을 마친다. 대부분 Non legato로 연주하며 붓점 리듬과 
16분음표 3개 음형의 리듬감을 잘살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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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마디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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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작곡년도 특징

제 1기 (초기) 1795-1802
모방의 시기(Period of Imitation)

동화의 시기(Period of Assimilation)
빈에서 활동, 하이든 등 동시대의 작곡가들에 영향받음

제 2기 (중기) 1802-1916
구체화의 시기(Period of Externalization)

청력 장애 악화
하일리겐슈타트 유서(Heiligenstadt Testament)

2. L.v.Beethoven Sonata No.17, Op.31-2 “Tempest“

1)작품 배경
 Sonata(소나타)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sonare’에서 유래되었고, ‘연주하다, 울려퍼
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초기의 소나타는 사람의 음성으로 노래하는 성악곡
이 아니라 기악곡을 총칭 하였으나 계속된 변화로 실내악곡과 기악 독주곡의 형태
가 되었다. 18세기 후반 고전주의 작곡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은 새로운 음악
적 시도와 소나타 형식을 확립하여 소나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위 논
문에서 다룰 Ludwig van Beethoven(루드비히 반 베토벤, 1770-1827)은 음악사에
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인 고전파의 주요 작곡가로써, 피아노 음악의 커다란 발전사
를 이뤄내었고, 지금까지도 최고의 음악성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하이든과는 달
리 궁정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그의 작품에 특정 이상을 표현하려 노력했다.10) 베
토벤의 두드러진 특징은 음악적 스타일과 형식을 풀어나가는 능력, 클라이막스로 
이끌어나가는 전개력, 간결하면서도 다이나믹한 힘과 핵심적인 표현, 빈틈없는 논리
성에 있다. 그의 많은 훌륭한 작품 중에서도 32개 소나타는 그의 음악정신을 잘 표
현하며 동시에 기악작품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작품이다. 
 베토벤의 작품을 작곡 연대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초기는 
그가 비엔나에 거주하며 1802년경까지로 고전음악의 영향을 받은 시대이며, 중기는 
교향곡 ‘영웅’을 작곡한 무렵인 1802년부터 1814년까지 10년여의 전성기시절, 후
기는 1815년 이후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로 구분하며 낭만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시기이다. 그의 피아노 소나타는 이 세 시대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32곡의 소나타는 ‘기악음악의 신약성서’로 불리며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표 4) 베토벤 소나타의 작곡년도 분류 및 특징

10) 그는 무언의 기악을 프랑스 혁명과 관련이 있는 자유, 평등, 박애를 포함하는 아이디어들을 표현하
고 전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매개체로 간주하였다. 그는 또한 18세기 심미적 사상과 공유를 아이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즉 예술 작품의 도덕적인 가치, 필요성은 예술 작품을 통해 청중을 정화시키고 품
위를 높여주는 데 있다는 것이며, 이는 진솔한 비극의 기능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화론과 관련되
어 왔던 사상이다. 김혜선 역(F.E. Kirby 저), 『피아노 음악사-20세기 말까지』



- 25 -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의 과도기

제 3기 (후기) 1816-1822

명상의 시기(Period of Reflection)
청력의 완전한 상실
종교적, 철학적 승화

고전과 낭만이 융합하는 시기

 그 중 17번째 소나타인 Sonata Op.31-2 “Tempest“는 1801년에서 1802년 사이
에 작곡된 곡으로 베토벤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던 청각이 더 이상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절망해 자살을 기도하며 
‘하일리겐슈타트 유서(Heiligenstadt Testament)’11)를 남긴 시기이다. 이 사건이 있
은 후에 베토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부여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고 내, 외면적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Tempest(폭풍)이라는 부제는 
작곡가 자신이 직접 붙인 것이 아니고 그의 친구이자 제자인 Anton Schindler (신
틀러,1798-1864)가 이 곡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자 베토벤이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1564-1616)의 《템페스트》(TheTempest) 를 읽어보라고 한 
말에서 유래되었다.12) 작품 31의 세 소나타 가운데 내용에 있어서도 가장 특색이 
있고, 초기의 소나타 중에서 비창, 월광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다. 
 1악장에서는 드라마틱한 긴장감과 완화가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전의 소나타 
형식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베토벤의 독창적인 형식과 강렬한 의지를 발견하게 된
다. 전 곡을 통해 어두운 극적인 느낌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긴박감을 주는 곡이다. 
제 1악장의 첫 부분 여섯 마디 사이에 템포가 다르고(Largo-Allegro-Adagio) 계속
된 템포의 변화와 극적인 진행이 특징이다. 제 2악장 아다지오도 소나타 형식으로
서 넓은 음역에 걸쳐서 테마가 아름답게 연주되고 느린 템포를 통해 그윽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제 3악장 알레그레토도 소나타 형식이다. 이 악장에서는 앞부분의 
격정적인 프레이즈가 끝난 뒤의 약간 이완된 기분이 서정적, 감상적으로 그려져 있
다. 제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이 소나타는 전 악장이 모두 소나타 형식
으로 되어있는 것도 특징이다.

2) 작품연구

1. 1악장

11) “그러나 조금 더 있었더라면 나는 내 인생을 끝장내고 말았을 것이다.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오로지 예술뿐이었다. 아! 내가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Wikepedia

12) 안톤 신틀러는 베토벤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 한 사람이며 그는 베토벤 전기를 써서 베토벤의 이
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가 남긴 대화록들은 날조가 된 것이 많다고 전해지
며,  이는 베토벤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병화 역(M. 
Solomon 저), 『루트비히 판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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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제시부 1-92
발전부 93-142
재현부 143-217
코다 218-228

1악장의 구조를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제시부는 D minor로 도입은 느린 Largo의 신비스러우면서도 어두운 arpeggio 모
티브로 시작된다. 이 부분을 연주할 때는 너무 느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윗소리를 
울려준다. 이 모티브는 제시부, 전개부, 발전부 앞에 모두 나타난다. 마디 1-6은 
Introduction으로 Largo- Allegro- Adagio 로 급박한 박자변화가 특징이다. 마디 
2-5에서 8분음표 motive가 나타나고 왼손의 화성과 반진행 하면서 화성이 모아져
서 Adagio에서 chromatic motive가 보여지며 화성은 V로 반종지 하게 된다. 이처
럼 제시된 introduction이 포함된 아르페지오 주제는 다시 한번 반복 되는데, 반종
지 한 V에서 근음이 반음 올라가 Ⅶ(이끎화음)으로 시작된다. 마디8에서 오른손 8
분음표 패시지의 상행진행이 나타나는데 왼손과 함께 cresc 다이나믹을 확실히 나
타내 주도록 한다.

(악보 13) 마디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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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주제(21-40마디)는 왼손에서 arpeggio motive가 질문을 하면 응답은 상성부
에서 chromatic motive로 주제 진행이 된다. 이 음형은 29-38마디 까지 두마디로 
축소 되고, 39-40은 한마디로 축소되어 반복되는 속도가 점차적으로 빨라지며 왼
손의 셋잇단 음표 반주와 함께 긴장감을 형성 시킨다. 

(악보 14) 마디 21-40

 제 2주제(41-54마디)는 원조인 D minor와 딸림음 관계인 A minor로 시작된다. 
단조인 소나타에서는 형식적으로 1주제의 관계장조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전통적
인 방식 이었으나 이 곡에선 D Major의 관계조인 F Major는 사용되지 않았다. 제 
2주제는 introduction의 8분음표 모티브를 변형하여 오른손에서 나타나는데, 이 음
형의 반복과 4분쉼표가 함께 나타나며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체르니는 이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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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밝고 생생하게, 그러나 구슬픈.“ 이라고 언급했다.13) 마디 49-51에서는 가
장 높은 음인 f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건반악기인 포르테피아노의 음
역의 가장 높은 음을 사용 한 것이며, 이러한 구사 방식에서 그가 포르테피아노의 
음역을 최대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14)

(악보 15) 마디 41-54

 전개부는 전체 길이에 비해 짧으며 (마디 93-142) 서주에서 등장한 모티브가 양
손이 교차되며 다시 연주된다. 장3도 간격으로 세 번 동형 진행 하는데 화성의 색
이 다르게 주의하며 연주한다.

(악보 16) 마디 93-98

 Allegro로 시작하는 마디 99부터 121마디까지 제시부에서 나왔던 아르페지오 모티
브가 왼손에서 사용되고 셋잇단음표 반주가 오른손에서 계속 되며 F#부터 D까지 
상행하며 전조되고,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13) J. Alfred Johnstone, 「Notes on the interpretation of 24 famous PIANO SONATAS
BY BEETHOVEN」, pp.149
14) 김경임 역(S.Rosenblum 저), 「고전파 피아노 음악의 연주」, p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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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마디 99-104

 재현부가 등장하기 전에 코데타가 10마디 정도 나오는데, 화음이 점차 잦아들면서 
악상이 p로 돌아오고 왼손 오른손이 함께 유니즌으로 네마디를 연주하는데 이때의 
화음은 D minor의 나폴리6 화음이 등장하여 여기서 다시 딸림화음인 A장조로 전개 
되어 재현부로 이끌어간다.

(악보 18) 마디 133-142

 재현부는 143마디부터 다시 Largo 아르페지오로 시작되어 레치타티보 선율로 인
해 확장되어지며 두 번 반복 된다. 여기서 Open Pedal 이 나오는데, 조용한 가운
데 페달을 누르고 6마디를 유지하는 것 이다. 이 패시지는 당시의 포르테피아노로 
연주하면 효과가 좋은데, 맨 처음 코드는 페달을 누르고 있어도 울림이 빠르게 없
어져, 그 다음 마디의 마지막에 이르렀을때는 희미해지며 마지막 마디에서는 완전
히 사라진다.15) 이 패시지는 협화음과 불협화음이 자연스럽게 섞인후 사라지므로 
현대의 피아노의 긴 페달링과는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악보 19) 마디 143-155

15) 김경임 역(S.Rosenblum 저), 「고전파 피아노 음악의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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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전혀 다른 코다가 나타나고, 159에서 스타카토의 4분음표 진행 후 셋잇단
음표 리듬의 아르페지오가 나타난다. 이 패시지가 반복되어 진행된다. 이 부분은 환
상적인 분위기의 고조와 극적인 발전을 보여주며 형식의 자유로움이 잘 보여지는 
곳 이다.

(악보 20) 마디 159-170

 재현부의 제 2주제는 제시부에서 나왔던 주제가 D minor로 제시되며 전개 된 후
에 마지막 코다 부분 (마디 219-228)에서 오른손은 Dm 코드를 유지하며 왼손의 
분산화음이 피아니시모로 나타나며 곡을 마친다.

(악보 21) 마디 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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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제시부 1-42
발전부 생략되어있음
재현부 43-88
코다 89-103

2. 2악장

2악장의 구조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제시부의 처음은 아르페지오 분산화음으로 시작된다. 2악장의 조성은 1악장의 장3
도 아래인 B flat장조 인데 이 또한 악장간의 연관성을 주려는 베토벤의 의도라고 
생각된다. 1악장의 신비스럽고 비극적 느낌과 다르게 넓은 음역을 이용한 테마가 
선율적으로 노래되며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듯 평화롭게 전개 된다. 마디 9부터는 
앞의 테마가 꾸밈음으로 장식되고 한 성부였던 노래가 코드로 확장된다.

(악보 22) 마디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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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17-30 에서는 오른손이 주도적으로 선율진행하며 전반적으로 타악기를 연상
시키는 B♭의 16분음표 셋잇단음표 음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쉼
표가 있으므로 섞이지 않게 페달링에 조심하도록 한다.

(악보 23) 마디 17-22

 제 2주제는 B flat의 딸림음조인 F Major로 전개되며 겹점음표를 모티브로 한 아
름답고 서정적인 오른손 선율이 나온다. 오른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주한다.

(악보 24) 마디 31-35

 재현부로 돌아오며 감7화음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원조로 돌아온다. 이곡은 변형
된 소나타 형식으로 발전부의 생략이 특징이며, 재현부에서는 제시부와 조성적 이
나 음악을 끌어가는 방식이 비슷하며, 반주나 장식이 다양하게 변주된다. 마디 51
부터 왼손이 다섯 옥타브 음역대를 사용하여 아르페지오로 반주된다.

(악보 25) 마디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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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제시부 1-94
발전부 95-214
재현부 215-322
코다 323-399

3. 3악장
3악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제시부의 주제는 16분음표의 리듬형인 오른손의 동기와 왼손 동기가 교차되어 나
타난다. 이 리듬형이 곡 전체에서 계속해서 변형되고 반복되어 연속되는 진행으로 
긴장감을 유발한다. 오른손의 모티브 마지막 음은 데크레센도 하여 가볍게 터치하
듯이 연주한다. D minor에서 리듬의 복잡함과는 달리 으뜸화음과 딸림화성 으로 
단순하게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E♭(나폴리 6화음)으로 다시 으뜸화성으로 돌아오
게 된다.

(악보 26) 마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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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주제는 43마디부터 오른손에서 1악장의 8분음표 모티브가 사용된 꾸밈음 선율이 
헤미올라(hemiola rhythm)가 계속 진행되며 기본박자가 3박자에서 2박자로 변화되
어 진행되어 지루해지지 않게 도와준다. 마디 51부터는 옥타브 분산진행이 나타난다.

(악보 27) 마디 39-48

 마디 87-90에서는 스포르찬도가 3박의 강박을 나타내 주고 있으나 오른손 선율에
서는 헤미올라 리듬이 2박처럼 들리게 한다. 베토벤은 단조로운 16분음표 진행을 
리듬의 변화로 다양하게 들리게 한다.

(악보 28) 마디 87-90

 발전부는 주제의 발전 보다는 16분음표의 리듬형을 사용하여 전조를 통해 음악을 
전개시킨다. 이때 스포르찬도의 정확한 연주가 필요하고 박자가 급해지지 않게 주
의해서 다이나믹을 지켜 연주하도록 한다.
재현부에서는 제시부가 그대로 재현되며 232마디에서 갑작스런 E♭코드의 등장으
로 B♭Major로 전조된다.

(악보 29) 마디 230-242



- 35 -

 coda는 길이가 곡에비해 길며 제 1주제의 선율을 반복하고 변형하며 전개되어 진
다. 악상의 변화가 pp에서 ff로 크며, 스포르찬도로 연주되는 Pedal point의 사용은 
당김음 효과를 보여준다.

(악보 30) 마디 34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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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조성 작곡연도 헌정
Op.23 g minor 1831-1835 Baron de Stockhausen
Op.38 F Major 1836-1839 Robert Schumann
Op.47 A♭Major 1940-1841 Pauline de Noailles
Op.52 f minor 1842 Nathaniel de Rothschild

3. F. Chopin Ballade No. 4 in F minor, Op. 52

1)작품 배경
 낭만주의를 뜻하는 Romantic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이상적이고 공상적인 것을 추
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베토벤의 음악에서 비롯되었으며 그에 의해 낭
만주의(Romanticism)사조로 발전되었는데, 이전시대인 명료함이 특징인 고전주의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 연장선에 서있다. 낭만음악의 특징은 상징, 암시와 같은 애매
함을 추구하여 한계가 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음악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
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술 분야가 바로 음악, 구체적으로는 기악음악 이었
다. 이 시기의 피아노는 개량을 통해 발전되어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되
었다. 
 낭만주의의 대표적 작곡가이며 평생 200곡이 넘는 피아노 음악을 작곡한 폴란드 
출신의 쇼팽(Frederic Chopin, 1810-1849) 낭만주의의 대표적 장르인 성격소품
(Character piece)가 주를 이루었다. 그의 음악적 특징으로는 첫째 선율구조가 서정
적이며 성악적 이고 오페라 가수의 즉흥연주처럼 장식음이 많이 사용된다. 또한 주
제선율의 발전을 위하여 반음계를 사용하는데, 조성적 괄호(tonal parenthesis)16)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의 피아노곡 중에서 쇼팽은 1831년부터 1842년 사이에 모두 4개의 발라드를 작
곡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작곡가 겸 음악 평론가인 루이스 엘러트(Louis Ehlert, 
1825~1884)는 “각각의 발라드는 서로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같은 점은 발라드는 낭만작품이라는 것과 귀족적인 모티브를 갖는다는 것이
다.”17) 라고 말했다. Chopin이 작곡한 4개의 Ballade의 작품번호, 조성, 작곡연도, 
헌정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표 1)

(표 8)

 이곡은 그 중 4번째 마지막 작품으로 1842년에 작곡되어 Rothchild 남작 부인에

16) 제럴드 아브라함(Gerald Abraham)이 사용한 용어로 주로 으뜸조에서 시작하여 다시 으뜸조로 되돌
아가는 중간에 전조는 아니지만 딸림화음-으뜸화음 관계를 가진 빠른 화성적 리듬으로 된 악구를 말
한다. wikepedia

17) James Huneker, Chopin: the Man and his Music (New York: Cosim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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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제시부 1-99
발전부 99-134
재현부 135-210
코다 211-239

게 헌정되었다. 발라드란 중세에 설화적 요소를 갖는 독창노래를 일컫는 것이었으
나, 쇼팽은 그의 큰 규모의 피아노곡에 이 발라드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쇼팽의 
발라드는 그 원래의 의미를 지니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서술적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4곡 모두 3박자 계통이다. 제 1번 g 단조만 6/4박자이고, 나머지 3곡
은 모두 6/8박자이다. 더불어 형식면에서는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
되어져 있다.  
 F minor는 4곡의 발라드 중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이라 평가되어지며 
Lithuania의 전설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리투아니아 Nieman의 넓은 바닷가 
건너편에 있는 불모의 땅에 사는 은빛 베일의 신부를 찾기 위해 떠난 후에 죽었다
고 여겨진 세 아들이 아버지의 걱정도 뒤로 한 채, 각각 동방의 예쁜 신부를 데리
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에 유래되고 있다. 이 곡은 슬라브 풍의 음악으로 
소나타 형식, 바리에이션 형식, 론도 형식의 각 요소를 혼용한 듯한 자유로운 소나
타 형식으로서 고전 형식에서 더욱 발전되어진 단악장의 기악곡이다. 전체적으로 
시적인 요소가 풍부히 담겨져 있으며 낭만시대의 풍부한 감정과 상상력이 나타나 
있는 쇼팽의 천재적인 기법이 최대한 발휘된 곡이라고 평하여진다.

2)작품 분석

 Chopin Ballade Op.52는 변형이 되긴 하지만 처음의 악절이 뒷부분에서 다시 재
현되기 때문에 소나타형식의 3부 구성이라고 볼수 있으며, variation, rondo 형식이 
혼합되어 있다. 8분의 6박자로 전조나 반음계 사용으로 인해 조성이 이전 시대보다 
자유롭게 느껴진다.

이 곡은 293마디로 되어있는데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1. 제시부
 제시부는 1-99마디까지 이고 1-7마디는 Introduction 으로써 원 조인 F minor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딸림화음인 C 코드의 G음으로 시작된다. 서주 부분은 뒤에 나
올 주제와는 달리 장조의 분위기이며 8분음표의 멜로디선율과 16분음표의 3박자계 
왈츠 반주형태로 분산화음으로 구성되어 같은 형태가 반복되다가 제 1주제로 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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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마디 1-7

 짧은 Introduction 뒤의 ‘C-D♭-B’의 세 개의 음이 등장하며 제시부가 시작된다. 
mezza voce로 노래하는 듯한 8분음표 선율이 나오고, 왼손이 반주하며 화성을 변
화시킨다. 4마디씩 묶어 3번 반복되는데,  4마디 안에서 F minor로 질문을 던지고 
A♭Major로 전조를 하여 마치 응답을 하는 듯 종지한다.

(악보 32) 7-12

 23-37마디까지는 악절이 변주되어 반복되고, 38마디에서는 왼손이 동형진행으로 
주제를 이끌어가고, 4마디로 이끌어가던(38-42) 멜로디가 2마디(46-47), 1마디(51)
로 계속되어 축소된다. 쇼팽의 전조는 화성안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인데, 50마디
에서 보여지듯 짧은 길이안에 B♭Major에서 F minor까지 점4분음표 기준으로 왼손 
Bass에서 전조된다. 

(악보 33) 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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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마디부터는 1주제의 두 번째 변주가 시작된다. 이때 리듬이 확장되어 내성에 
16분음표 패시지가 나타난다. 

(악보 34) 58-61

 72마디는 제 2주제로 향하는 경과부로 감7화음이 사용되어 반음계적 진행과 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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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모방이 계속 나타나며 순차적으로 상행이동 한다. 이때 윗 성부를 legato로 
유지하고 왼손의 화음변화를 유의하며 연주해야 한다. 2주제로 들어가기전 도입부
에 16분음표 패시지가 나타나며 다리 역할을 한다. 

(악보 35) 마디 72-80

 제 2주제는 ♩♪리듬으로  8마디의 악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속해서 화성이 변화
한다. 
(악보 36) 마디 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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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부

 99-128마디의 짧은 발전부 로써, 앞부분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오른손에 계속 되
는 16분음표 반음계의 사용과 4마디씩 악구가 분리된다. 당김음 으로 리듬을 달리
하는데, 강약이 자유롭게 변하는 폴란드 민속음악의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강약의 
위치 변화로 인해 둘째나 셋째박이 강조되는 면이 마주르카와 유사하다.

(악보 37) 마디 112-115

 121마디부터 ♬♬리듬의 제 1주제 모티브가 계속 해서 등장하며, (121마디 상성
부, 122마디 하성부 등) 125마디에서는 ♪♪♪ 서주에서 나타난 주제의 모티브가 등
장하면서 재현부를 암시해준다. A♭Major로 진행되던 음악이 127마디 마지막 음인 
A♭과 128마디 첫 번째 음 G#이 동명이음으로써 A Major로 전조된다.

(악보 38) 마디 120-129

3. 재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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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134마디 까지 서주부가 재현되며 A Major로 종지한 후에 아르페지오의 즉흥
적 패시지가 나오고, A-B♭-G# 세음이 나오는데, 이는 제1주제의 도입부의 세 음을 
재현시킨 것이다. 이후에 제1주제가 변형되어 나타난다. 135마디부터 오른손에서 시
작된 주제선율이 왼손에서 나오는 등 대위법적인 형태가 지속된다.

(악보 39) 마디 128-138

 152마디에서는 왼손의 16분음표 반주 위에 오른손이 즉흥선율처럼 화려하게 펼쳐
진다. 이는 쇼팽음악의 특징인 Tempo rubato로 볼수 있으며, 정확한 리듬이 아닌 
딱딱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쇼팽은 “Tempo Rubato는 자유로
운 민족주의적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것뿐이고, 어떤 곡이든 정해진 박자를 벗어나
서 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18)고 말했듯이, 왼손 반주의 기본 박자는 나무의 뿌
리처럼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고, 오른손의 선율이 나무의 가지처럼 유연하게 연주
되어야 한다.

(악보 40) 마디 152-153

18)  J. Nicholas. “쇼팽, 그 삶과 음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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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마디에서는 2마디의 짧은 구간이지만 반음계의 계속된 사용으로 화성이 모호
해지며 음계에 의한 D♭Major로 전조된다.

(악보 41) 마디 167-169

 169-177마디는 왼손에서 음계형의 선율적인 반주가 나타나고, 181마디부터는 분
산화음의 아치형 반주가 지속된다. 이때 왼손의 반주는 화성적이며 동시에 최고음
에서 선율적인 면이 나타난다. 연주할 시에 왼손 엄지손가락에 나타나는 최고음을 
강조해주면 효과적이다. 187마디는 다시 음계형의 반주가 나타나는데 이때 왼손 셋
째박 Bass에서 F minor음계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악보 42) 마디 169-170

(악보 43) 마디 181-182

(악보 44) 마디 18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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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다로 가기전의 경과구인 191-194는 두성부가 16분음표로 채워진 스케일 형태
이고, 계속 화성이 변화한다. 195마디부터 감7화음(V7)과 속7화음(ⅶ7)으로 이뤄진 
화음이 짧게 연속되며 스트레토(stretto)로 폭풍처럼 몰아친다. 페르마타로 정지한 
듯한 효과를 준 후 202마디부터 피아니시모로 5개의 화음이 차례로 나오며 고요함 
속 긴장감을 극대화 한다.

(악보 45) 마디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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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da
 기교를 과시하며 곡 전체에서 극적인 표현이 계속된다. 211마디부터 F minor를 
기반으로 16분음표 셋잇단음표 패시지가 빠르게 반음계 선율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악보 46) 마디 211-212

 오른손에서 고난이도의 테크닉인 3도 진행이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왼손 Bass를 
강조하여 반음계 선율을 나타내 주어 양 손에서 첫박인 스포르찬도를 이용해 점차
적으로 함께 크레센도 해주면 효과적이다.

(악보 47) 마디 215

 마지막 부분은 양손 유니즌 선율으로 하행하는데, 아첼레란도를 이용하여 F코드로 
강렬하게 끝맺음 한다. 

(악보 48) 마디 2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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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rl Vine Piano Sonata No. 1
1)작품 배경
 Carl Vine(칼 바인, 1954- )은 호주 출신의 현존하는 작곡가로, 지휘자와 피아니
스트로 활동 하였으며, 그가 작곡한 다양한 작품 중 피아노를 위한 곡은 13개로 많
지는 않다. 20세기 피아노 음악은 타악기의 일부나 합주악기로 간주되어 독주곡이 
많지 않고, 무조(nontonal)19) 나 12음 기법20) 등 새로운 작곡 기법들이 실험되었
다. 실험적인 음악은 관객들이나 연주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Carl Vine
의 음악은 이와 다르게 전체적으로 듣기 쉬우며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다. Michael 
Harvey는 이 소나타 1번으로 Ivo Pogorelich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우승을 
하였는데, 그는  “작품을 논할 때 Carl Vine은 작곡법의 과정이 포함된 설명을 하는 
일이 거의 없고 그 작품은 처음 들을 때 청각적으로 접근하기 쉽다고 느낀다.” 라
고 말했다.21)

 바인의 소나타 1번은 전체 2악장으로 도입부의 느린 테마가 화성을 통해 점차 극
적으로 전개되는 1악장과 빠른 패시지로 시작되는 2악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극명하
게 대조되는 템포, 리듬, 무궁동 진행(moto per petuo) 으로 음악을 이끌어간다.
이 소나타를 얘기할 때 카터의 <피아노 소나타(Piano Sonata, 1946)> 를 빼놓을 
수 없는데, 바인의 소나타와 유사한 면이 많다. 카터 소나타의 영향을 받은 요소로
는 첫째로 메트릭 모듈레이션 (Metric modulation)22) 의 사용 둘째, 구조적으로 2
악장 구성이라는 점, 셋째는 펼쳐진 클러스터(Rapid-firecluster)에서의 지속음들의 
사용 등이 있다. 이 작품은 이전의 다른 작곡가들23)의 다양한 아이디어들로부터 영
향을 받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할베이가 이메일 인터뷰에서 바인의 음
악에 대한 첫 인상을 ‘절충주의 (Eclecticism)’라고 얘기했듯 바인 자신만의 독창적
인 스타일을 보여주는 음악이라고 평가된다. 할베이는 1991년에 쓴 자신의 프로그
램 노트에 이 곡의 특징과 양식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칼 바인은 강렬한 리듬
을 바탕으로 화성적인 층을 쌓아가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여러 개의 층들
은 대개는 섬세하고 때로는 선법을 이용했다. 교차 리듬의 사용으로 포인트가 있는 
다성악(층)을 이루는 한편, 저항할 수 없는 극적인 소리의 물결이 만드는 클라이막
스는 짙고 두껍다.”24)

19) 기능화성에 따르지 않는 조성이 없는 음악. Wikepedia
20) 한 옥타브 내의 12개의 음을 모두 사용하여 조 중심음이나 으뜸음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음이 서로 

동등한 위치와 역할을 하도록 특정하게 배열하는 기법. Wikepedia
21) Michael Harvey, Program Note, “PianoSonata(1990)", 1991.
www.carlvine.au.nu/cgi-bin/cv.cgi?cv=prog&n=Piano+Sonata
22) 박자와 리듬 안에서 리듬을 재배치하여 비트의 위치를 옮겨진 것처럼 느끼게 하거나 박자가 느리게 

혹은 빠르게 연주 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연주 기법 
23) 할베이의 바인 전곡노트에 따르면 낭만주의 작곡가는 물론 드뷔시, 아이브스, 엘리엇 카터, 콜론 낸

카로우 등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24) Kui Min, 「Carl Vine First Piano Sonata(1990): New Sounds, Old Idols, and Extr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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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에 따른 구조 마디

1악장

느림 1-50

빠름 51-160

느림 161-193

2악장

빠름 194-279

느림 280-309

빠름 310-421

2)작품연구

칼바인의 소나타 1번은 2개의 악장 구성이며 1악장은 느림-빠름-느림, 2악장은 빠
름-느림-빠름의 3부형식이다.

이 소나타의 구성을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1. 1악장
 1악장은 느린 테마으로 시작하여 화성이 변화하고, 템포가 차츰 빨라지고 리듬이 
확장되면서 점차 발전되어 긴장감이 고조되며 빠른 테마로 이어진다. 이후에 16분
음표의 빠른 선율이 타악기 연주하듯 쉴새없이 이어지다 클러스터로 종지되어지며 
다시 느린 화성적 테마가 이어진다. 이 곡은 화성의 변화와 클러스터를 포함한 다
양한 테크닉적 표현으로 가득하며 화려하고 에너제틱하다. 
처음 도입부에서 Bass가 2마디 전체를 울려주며 그 위에 화성반주가 포함된 멜로
디가 등장하는데, 이 모티브가 상,하행 하며 12마디에 걸쳐서 천천히 움직인다. 

(악보 49) 마디 1-12

Pianism」, USA: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8,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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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성은 13마디에서 왼손에서 도약이 큰 4분음표 셋잇단음표의 아르페지오 형
태로 변형된다. 이때 오른손의 음은 2마디 전체에서 유지된다.

(악보 50) 마디 13-14

 18마디까지 2분음표를 기준으로 한 2분의 4박자로 흐르던 음악이 19마디에서 메
트릭 모듈레이션(Metric Modulation)25)이 나타나는데, 리듬의 음형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전혀 다른 템포로 바뀌는데, 이후의 20마디가 4분의 6박자로 바뀐 것을 모
를 만큼 자연스럽다. 왼손에서는 같은 유형의 반주가 이어지고 오른손에 8분음표 
패시지가 나타나는데 이때 최상음 들에 엑센트를 넣어 멜로디처럼 처리했다.

(악보 51) 마디 18-22

 엑센트로만 등장하던 멜로디 라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엑센트가 표시된 중간 
성부가 등장한다. 30마디부터 세가지 성부가 본격적으로 다른 일을 맡는데 왼손 성
부는 중심음 역할을 하는 첫음과 함께 반주가 이어지고 중간성부에서는 또다른 멜
로디가 흐르고 오른손 성부는 멜로디가 화음으로 등장한다. 조금씩 템포가 가속도
가 붙는데 이 때 중간성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페달에 유의하고, 두마디를 기준으
로 Bass음을 잘들어 화성 변화를 확실히 보여주며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25) 연주되고 있는 리듬 안에서 리듬을 재배치 하여 박자의 위치가 옮겨진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연주방
식 wike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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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마디 30-33

 갑작스럽게 빨라진 템포와 함께 화음을 풀어놓은 분산화음 음정이 왼손과 오른손
의 구성음으로 스타카토 처리되어 교차하는 짧은 연결구가 등장한 후에 52마디 
subito 피아노로 새로운 분위기로 유도한다. 55마디 in relief 표시와 함께 ppp로 
앞에서 스타카토로 처리되던 것과는 반대로 legato가 표시되어있다. 약 20마디간에 
단순한 멜로디가 상성부에서 긴 길이의 음으로 흐르고 그 밑에서는 반주가 쉼없는 
16분음표 패시지가 계속 하여 이어지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악보 53) 마디 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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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마디는 연결구 역할으로, 박자 변화가 2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16분음표를 
기준으로 하여 4분의 4박자에서 16분의 12박으로 변화한다. 4마디가 앞과 비슷한 
유형으로 오른손에서 멜로디가 길게 유지되고 왼손에 반주가 나오고 그 뒤 3마디는 
셋잇단음표와 유사한 구조의 왼손 반주와 오른손 16분음표 4개의 도약하는 모티브
가 4:3으로 엇갈리며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의 리듬을 만들어 낸다. 그 리듬을 이용
하여 박자가 4분의 4박자로 변화하면서 후렴구로 향한다.

(악보 54) 마디 71-80

 81마디부터 후렴구가 나오는데, 악센트가 붙은 멜로디를 가진 16분음표가 계속되
는 무궁동 진행으로 악구가 2마디씩 진행하다가 1마디씩으로 축소되어 11마디동안 
mp-mf 사이로 악상을 유지하다가 크레센도 하여 92마디에서 세 성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왼손 성부의 Bass가 온음표로 마디 전체로 유지되고 가운데 내성부가 
윗성부와 3도 아래의 간격을 가지며 연주되는데 포르티시모로 폭발하듯이 10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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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동안 진행되다가 글리산도로 크레센도 되어 fff악상의 클러스터로 갑작스럽게 다
음 패시지로 이동한다.

(악보 55) 마디 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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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에서 Poco allargando로 살짝 넓어진 후에 곧바로 Poco Meno가 나타나
며 박자가 급해지며 변박이 16분의 7박자와 4분의 2박자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네
마디의 프레이즈로 스타카토의 낮은 음역대의 음형이 나타나는데 피아노로 계속해
서 유지되고 쉴새없이 긴장감이 유발된다. 4마디 였던 프레이즈는 2마디 단위로 축
소되고 1마디 단위로 계속 하여 축소된다. 

(악보 56) 마디 105-111

 두 번째 후렴이 148마디에 등장하기 전에 142마디부터 연결구와 같은 부분이 
Poco a poco accelerando로 진행되고, 후렴은 앞과 진행이 같으며 160마디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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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로 종지한다.

(악보 57) 마디 141-150

 Tempo Primo로 도입부처럼 느린 템포의 테마가 등장한다.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멈춰진 듯한 느낌의 연결구가 등장한 후에 173마디부터 선율적 멜로디가 흐르고 
왼손 Bass를 소스테누토 페달을 이용하여 한마디 전체로 울리게 하는데, 이때 페달
이 섞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180마디에서 겹세로줄 뒤에 다시 한번 
이 테마가 반복 되어 진다. 

(악보 58) 마디 161-164

(악보 59) 마디 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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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가 3번 반복된 후에 종지하는데, 페르마타 후에 2악장이 시작된다. 이때 
페르마타는 최대한 길게 유지해 주도록 하자.

(악보 60) 마디 188-193

2. 2악장
 양손이 8도 간격의 유니즌의 빠른 16분음표 패시지이며 legato로 페달없이 ppp로 
연주된다. 박자가 4분의 4박자에서 중간에 5박자로 변화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급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202마디 부터는 in relief의 표시와 함께 상성부에
서 멜로디가 등장한다. 4마디씩 프레이징 하다가 210마디부터는 2마디로 프레이즈
가 짧아지고, 214마디는 16분의 10박자로 박자가 변하며 프레이즈가 더욱 축소된 
후에 218마디에서 박자가 느려진 후 페르마타로 잠시 숨을 고른후에 처음 16분음
표 무궁동 패시지가 반복된다.

(악보 61) 마디 1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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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되는 16분음표의 빠른 리듬형이 반복되다가 246마디부터 265마디까지의 악상
은 ff로 유지되고, 266마디부터는 f로 계속해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다가 276마디 
Molto Rallentando표시와 함께 점차 사그라 들면서 페르마타로 마무리 한다. 280마
디의 빠르기는 Lento로 마치 1악장 도입부의 테마가 재현되는 듯 하다. 왼손의 
Bass는 낮은 음역대 에서 소스테누토 페달을 이용하여 2마디 동안 유지되고, 높은 
음역대에서는 완전 5도의 구성음인 화성이 멜로디처럼 연주되며 중간성부에서 마지
막 박자에 연결하듯 화음이 나오며 2마디로 프레이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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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 마디 276-284

 Con Poco Rubato부터는 이 같은 악구가 반복에 장식음이 추가 되어 화려하게 나
타난다.

(악보 63) 마디 288-290

 느린 템포에서 아첼레란도를 이용하여 마지막 구간인 Double Tempo에 도달하는
데, 2악장 처음의 16분음표 패시지가 다시 재현된다. 앞부분에서는 ♩=120의 템포
에 악상은 ppp로 유지던 것이 310마디에서는 약간 빨라진 ♩=130으로 ff의 악상으
로 더욱 화려하게 연주된다. 318부터는 악센트 멜로디와 장식음, 화려한 멜로디가 
나타나고 점차 격렬해진다. 

(악보 64) 마디 30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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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마디 Allargando로 음 간에 길이를 넓힌 상태로 클러스터 후, presto로 급변하며 몰아치
듯이 349마디부터 2악장 도입에 나왔던 16분음표 무궁동 패시지가 재등장 하는데 이때에 악
센트로 윗성부 멜로디를 강조한다.

(악보 65) 342-352

381마디 옥타브 코드가 강박에 등장하며 내성에서는 완전4도 간격의 분산화음 스케일이 크레
센도 하면서 발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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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 379-384

종지를 앞두고 마지막 연결구에서는 389마디부터 400마디까지 페달이 지속되고, 왼손의 아르
페지오 반주가 pp로 깔리듯이 연주된다. 오른손 성부에서는 다섯음의 클러스터가 멜로디처럼 
연주되는데 이 클러스터 구성음 들의 음 간격은 2도 이다.

(악보 67) 389-393

왼손에서만 연주되던 아르페지오 반주가 401마디에서 오른손과 함께 유니즌 으로 연주되고 
앞으로 나아가듯이 계속해서 상행한 후에 ffff의 화성이 멜로디로 지금까지 곡 전체에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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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던 모든 긴장감을 짧은 마디안에 새겨 넣듯이 연주되고, Molto rallentando로 1악장의 
테마가 재현되는데 점점 옅어지듯이 종지를 향해 가면서 pppp로 한음만을 남기며 곡을 마친
다.

(악보 68) 4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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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지금까지 본인의 석사 연주 프로그램인 J.S.Bach French Suite No.5 BWV 816, 
L.v.Beethoven Sonata No.17, Op.31-2 “Tempest“, F. Chopin Ballade No. 4 in 
F minor, Op. 52, Carl Vine Piano sonata No. 1의 작곡배경과 각 곡의 구조와 특
성을 악보와 도표를 통해 알아보았다.

 Johann Sebastian Bach의 바로크 모음곡 형식중 하나인 Suite은 4개의 기본 춤
곡 Allemande – Courante – Sarabande – Gigue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3
개의 춤곡 Gavotte, Bourree, Loure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크 후기에 바하는 조곡
의 순서와 형태를 완성시켰으며, 각기 다른 지방의 독특한 리듬과 선율을 가진 춤곡
의 조합인 조곡은 조성을 하나로 통일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이 춤곡은 
2부형식(Bionary Form)으로 구성되어 있고, 2개의 부분은 대체적으로 주제적 요소가 
동일하며 반복된다. French Suite No. 5는 프랑스 조곡 중에서 서정적이고 유려한 
음악전개로 많이 연주되는 레파토리이며 단순하지만 고전 조곡의 보편적인 특징을 모
두 지니고 있고, 다성적 구조와 화성적 구조가 혼합되어진 양식과 모노디 양식, 대위
법적 진행 등이 특징이다.

 L.v.Beethoven은 고전주의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로서 고전음악의 완성과 함께 낭
만음악으로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였다. Sonata No.17은 그의 귓병이 악화되
었을 당시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작품에 몰두하였을 시기에 작곡되었으며, 소
나타 32개중 유일한 d minor 조성으로 arpeggio motive가 전체 소나타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템포의 변화가 극적으로 전개되는 이 곡은 초기 소나타의 
형식적 특징을 탈피하고 고전과 낭만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그의 독특한 음악
양식을 관찰 할 수 있으며 그의 예술성이 잘 드러난 곡이다.

 Frederic Chopin은 낭만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서, 그가 남긴 수많은 피아
노 작품중 하나인 발라드는 문학적 배경을 가진 낭만작품으로 4개의 발라드 중 마
지막 작품인 Op.52 in F minor는 소나타형식과 변주곡형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화
려한 코다, 템포 루바토26) 등 쇼팽 발라드의 공통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로운 피아노 연주기법, 화성의 대담함, 자유로운 전조, 2박자 계의 복합박자, 페
달의 효과적인 사용, 성악에서 영향을 받은 즉흥적인 선율 등 쇼팽의 음악성이 잘 
드러나는 곡이다. 

26) 왼손의 반주는 일정 템포를 유지하며 오른손의 선율이 자유로운 박자로 연주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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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 Vine의 3개의 소나타중 첫 번째인 이 피아노 소나타는 현대적인 작곡기법과 
낭만음악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작품으로 2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과적이고 
몽환적인 음향을 위한 연주기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빠르고 타건적인 타악기적
인 리듬과 polyrhythm, 넓은 음역대의 화성진행, 대조적으로 아름다운 선율이 관객
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느껴지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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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and Performance of
J. S. Bach French Suite No. 5 BWV 816, 

L. v. Beethoven Sonata No. 17, Op. 31-2 “Tempest“,  
F. Chopin Ballade No. 4 in F minor, Op. 52, 

Carl Vine Piano Sonata No. 1

Noh, Han sol
Major in piano,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 research on my personal master’s degree graduation 
recital program based on the J. S. Bach French Suite No. 5 BWV 816, L. v. 
Beethoven Sonata No. 17, Op. 31-2 “Tempest“, F. Chopin Ballade No. 4 in F 
minor, Op. 52, Carl Vine Piano Sonata No. 1. I will do a research on the 
background period in which the four pieces mentioned above were made. 
My aim is to give a thorough explanation through the analysis on each of 
the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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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ly,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is a representative of the 
Baroque music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instrumental music. Unlike 
in the Middle Ages when music was concentrated around vocal music due 
to the religious tradition and other such restrictions, after the Renaissance 
instrumental music had its development around Europe. During the 
Baroque period, diverse genre such as Toccata, Concerto, Sonata, Suite, 
Variation etc. were established. Among these Dance Music, which was a 
social dance, was developed by Bach into Suite at the end of the Middle 
Ages. French Suite No.5 is a suite of a total of 7 pieces -  4 standard 
Dance music pieces,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Gigue, and 3 
subordinate Dance music pieces, Gavotte, Bourree, Loure. 

 Secondly,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is the composer of a total of 
32 Piano Sonatas which can be separated into three periods – early, middle 
and final period sonatas. The early period sonatas date until 1802, by 
which period the influence of Classical music was still strong. The middle 
period dates from 1802 to 1814 which is the glory days of the Sonata. The 
final period is the period after 1815 until Beethoven’s death – this is also 
the time when Romanticism started. I will study sonata No.17, as a part of 
the middle period sonatas, that has the specifics of the middle period 
sonatas and looks over each movement of the sonatas. Consisting of three 
movements, the sonata is a Classical period sonata. The first movement is 
in Largo-Allegro which tempo is in an unconstrained, free form sonata in 
D minor. The second movement is a slow Adagio, which is in a B♭Major 
sonata form. The last third movement is in Allegretto and is a fast and 
effective D minor form.

 Thirdly, F. Chopin (1810-1849) is representative composer of the 
Romanticism era who shows the essence of the piano romanticism. A ballad 
is an epic, or a short song and it is not restricted in a specific form. Also, 
I will do a research on the 4th piece Op. 52 from the four ballads which 
were conceived from the poem <The water fairy> by the Polish poet Adam 
Mickiewicz who lived in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which was the 
Golden era of the Romanticism. Through this research I will go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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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y and the melody process through the specifics of Chopin’s music. I 
will look over the beauty of the melody, the richness of the harmony and 
the specific soft the tones.

 Last, but not least, Carl Vine, (1954-) who is ranked as the greatest 
modern composer, is evaluated as an artistic and artful composer, 
especially in the field of piano work pieces. As Vine’s first piano sonata, 
this piece is of a great importance. It is the most virtuous and at the same 
time harmonious and artistic among the 20th century piano compositions

Keyword: Bach, French suite, Beethoven, Tempest, Sonata, Chopin, Ballade, 
Vine, Sonata
Student number : 2015-2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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