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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M. Ravel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G Major M. 77의 

작품 분석 연구 및 연주 방향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바이올린 전공

최 여 은

본 논문은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의 <바이올린과 피

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장조 M. 77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G 

Major M. 77)>의 작품 분석과 그에 따른 연주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필자는 2017년 봄학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연주회에서 이 

작품을 독주 프로그램 중 한 곡으로 연주하였으며,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해석의 필요성을 느껴 석사과정 졸업 논문 주제로 정하였다. 

 라벨은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인



상주의적 색채를 추구함과 동시에 고전적인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곡가였다. 작품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장조>에는 그의 

독특한 음악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으며 각 악장의 색깔 또한 뚜렷하게 

나타난다. 

 작품 분석에 앞서 Ⅱ장에서는 라벨의 생애와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작품 경향과 음악적 특징을 정리해보며 

라벨만의 독특한 음악세계에 대해 탐구해보았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의 탐구 결과를 토대로 작품 <바이올린과 피아

노를 위한 소나타 사장조 M. 77>을 분석·연구하였다. 바이올린과 피아

노 각 파트를 독립적으로 작곡한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화성적 분석보다

는 선율적 진행과 발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각 악장별로는 1악장

은 그의 인상주의적 요소, 2악장‘블루스(Blues)’는 재즈로부터 받은 영

향, 3악장‘페르페투움 모빌레(Perpetuum mobile)’는 무궁동의 특징과 

그의 순환기법에 중점을 두어 작품을 분석 연구하고 그에 따른 연주 방

향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주요어 : 라벨, 바이올린 소나타, 인상주의 음악

학번 : 2016-2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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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반적으로 서양음악사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세

기전환기를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과도기적 시기로 기술한다. 이 시기

에는 다양한 양식이 공존했는데, 첫 번째는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한 후

기 낭만주의의 음악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 체코를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주의 음악이며, 세 번째는 프랑스 파리에서 나타난 인상주의 음악이

다.1)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은 드뷔시(Claude-Achille 

Debussy, 1862-1918)와 더불어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적 작곡가로 

꼽힌다. ‘인상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화가인 모네

(Claude Monet, 1840-1926)의 「해뜨는 인상 (Impression : Soleil levan

t)」에서 태동되었다. 인상파 화가들은 빛에 따라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를 중심으로 자연을 묘사함으로써 객관적 재현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표

현의 범위를 더 넓혀갔다. 이 회화 사조는 동시대의 프랑스 작곡가들에

게 영향을 주었고, 그들은 주로 화성이나 음색을 통해 분위기와 감각적 

인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라벨은 특히 인상주의 회화의 

‘색깔’의 개념을 중시하였는데 동시에 그 당시 인상주의 음악가들이 

거부하거나 외면했던 고전주의적 경향까지도 보다 뚜렷하게 추구하며 그

만의 새로운 창작세계를 구축해 나갔다는 것은 그의 예술성과 천재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2) 그는 또한 바스크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국적인 

것과 춤곡 등에 관심이 많았다. 

1) 홍정수·김미옥·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2 고전에서 20세기까지』, 나남, 2012. p.318.
2) Arbie Orenstein, 『라벨의 삶과 음악』, 전혜수 역, 음악춘추사, 2000.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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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은 지휘자 또는 피아니스트로서도 활약했고, 20세기의 뛰어난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프랑스 예술가곡의 대가

였고 40여개의 가곡을 작곡했으며 훌륭한 관현악법으로 관현악곡 작곡이

나 편곡을 즐기기도 하였다.3) 또한 그는 그의 음악세계를 잘 나타내는 

실내악 작품들도 많이 남겼다. 특히 몇몇의 실내악 작품에서는 각 성부

의 독립성을 중시하기도 하였는데, <Sonata for Violin and Cello M. 73>

에서 시작하여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G Major M. 77>에서는 

그 독립성이 절정에 이르렀다. 

라벨의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G Major M. 77>은 흥미로운 

점이 많은 작품이다. 그는 특히 이 작품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애초

에 양립할 수 없는 악기라고 생각하고 두 악기의 화합보다는 대비를 통

해서 곡을 작곡해나갔다. 그는 두 악기가 똑같이 현을 사용하지만 소리

를 내는 방식과 지속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두 악기를 철

저히 분리시켰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반주를 하는 것이 아닌 대등한 선

율로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일반적인 소나타와

는 다르게  2악장에서는 ‘Blues’, 3악장에서는 ‘Perpetuum mobile’

를 사용하며 다양한 스타일을 나타냈다.

필자는 논문을 쓰기에 앞서 본인의 2017년도 봄학기 서울대학교 음

악대학 석사과정 졸업연주회에서 연주적으로 이 작품을 탐구한 바 있다. 

연주를 준비하면서 보다 깊은 연구와 해석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이번 

논문 주제로 이 곡을 선택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라벨의 생애와 

라벨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던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인상주의, 상징주의 등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예술 경향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1차 세계대전 등의 역사적 사건, 재즈 등의 이국적 음악이 

3) 20세기 작곡가 연구회, 『20세기 작곡가 연구Ⅰ』, 음악세계, 2000.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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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했던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까지 살펴보아 라벨의 작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한다. 또한 그의 작품 경향과 음악적 특징들을 알아

보며 그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G Major M. 77>을 분석하여 단순히 인

상주의적 특성 외에도 이 곡에 나타난 라벨의 다양한 스타일을 알아보

고, 프레이즈나 악곡의 구성 분석 등을 통해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지 연

주 방향을 고찰해봄으로써 이 곡을 연주하고 라벨에 대해 깊이 알기 원

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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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라벨의 생애와 음악

 1. 라벨의 생애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은 프랑스 바스크의 시부르 

마을에서 스위스계인 아버지 피에르 조제프 라벨(Pierre Joseph Ravel)과 

바스크계인 어머니 마리 라벨(Marie Ravel)밑에서 1875년 3월 7일에 태

어났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온 가족이 파리로 이주했으며, 그 후로 라벨

의 성장과 교육은 모두 파리에서 이루어졌다. 철도 기술자였던 라벨의 

아버지는 한 때 음악가의 뜻을 품을 정도로 엄청난 음악 애호가였으며, 

라벨은 그런 아버지의 음악성을 물려받았다. 일찍이 아들의 음악성을 발

견한 라벨의 아버지는 라벨이 7살이 되자 앙리 기스(Henri Guys)에게 피

아노를 배우도록 하였고, 4년 뒤 라벨의 실력은 놀랄 만큼 발전했다. 12

살 무렵부터는 샤를 르네(Charles René)에게 화성학과 대위법을 배우게 

되면서 작곡에 손을 대 몇 개의 작품을 완성하기도 하였다.

1888년에 라벨은 그에게 영향을 준 음악가 중 한 명인 스페인 출신

의 소년 리카르도 비네스(Ricardo Vinés)를 만나게 된다. 두 소년은 1889

년에 파리국립음악원(Conservatoire nationale de Paris)에 함께 입학하여 

음악 공부를 해나갔다. 그들은 음악원에서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음악들

을 선생님 몰래 탐구해갔는데, 이 같은 경향은 그 해에 열린 파리만국박

람회를 기점으로 더욱 촉진되어져 갔다. 그들은 그 곳에서 전 세계의 이

국적인 음악들을 만나게 되었고, 특히 라벨은 자바의 가믈란(Gamelan)4)

4) 가믈란 (Gamelan) : 인도네시아의 민속 음악으로, 선율 타악기가 중심이 되고 현악기와 
남녀 코러스가 더해진 앙상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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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들으며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그들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관심

은 음악에서 그치지 않았으며, 당시 파리의 화단을 휩쓸었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과, 보들레르5), 말라르메6), 베를렌7) 같은 작가들의 작품들

도 섭렵하였다.

 1893년 라벨은 뛰어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에마뉘엘 샤브리에

(Alexis Emmanuel Chabrier, 1841-1894)와 에릭 사티(Erik Alfred Leslie 

Satie, 1866-1925)를 만나게 되었다. 이들과의 만남은 그의 초기작품에 많

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1895년 이전의 작품, 라벨이 파리국립음악원

을 떠나기 전까지의 작품들에서 드러난다. 그는 다른 작곡가들의 특이한 

작품들을 계속 탐구하면서 점차 학업을 게을리 하게 되어 몇 개의 수업

에서 낙제점을 받아 잠시 음악원을 떠나게 된다. 2년 뒤 다시 음악원으

로 돌아온 라벨은 가브리엘 포레(Gabriel Fauré, 1845-1924)와 앙드레 제

달주(André Gédalge, 1856-1926)에게서 작곡과 그 기법들을 배웠다. 이들

은 라벨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의 

음악세계를 완성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세기가 시작되자 그는 화가 폴 소르드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이

던 예술가 집단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뛰어난 지성과 핵

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라벨은 곧 이 모임의 중심인물이 되었다.8) 

이 모임은 ‘아파슈(Apaches)9)’라고 불렸는데, 의아하게도 이는 파리의 

5) 샤를 보들레르 (Charles Baudelaire, 1821-1867) - 현대시의 창시자
6) 스테판 말라르메 (Stéphane Mallarméé, 1842-1898) -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7) 폴 베를렌 (Paul-Marie Verlaine, 1844-1896) -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8) Laura Buller·David Buxton, 『The Great Composers 9권』, 손승혜 역, 한국일보 타

임-라이프 편집부, 1993, p.91.
9) ‘아파슈’는 여러 분야의 예술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시인으로는 트리스탕 클랭조르

(Tristan Klingsor), 레옹 폴 파르그(Léon-Paul Fargue), 화가로는 폴 소르데(Paul 
Sordes), 에두아르 베네딕튀스(Edouard Benedictus), 아베 레옹스 프티(Abbé Léonce 
Petit), 지휘자 데지레 에밀 앵겔브레슈(Désiré-Emile Ingherlbrecht), 피아니스트인 마
르셀 샤데뉴(Marcel Chadeigne), 리카르도 비네스(Ricardo Vinés) 등이 회원이었다. 
이 단체에 작곡가들도 꽤 있었는데 앙드레 카플레(André Caplet), 폴 라드미롤(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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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것을 대중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옹호했다. 시작부터 말이 많던 드

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를 옹호했고, 수많은 저녁 연주 특히 현대

음악 연주회에도 많이 참석했다. 남성들만 회원으로 받아들인 아파슈는 

밤늦게까지 그림에 대해 논하기도 하고, 낭송회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새

로운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아파슈’의 일원인 시인 레옹 폴 파

르그는 라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라벨은 우리들이 지닌 편견, 결점 

등을 함께 공유했고, 우리들은 중국 예술, 말라르메, 베를렌, 랭보, 코르

비에르, 세잔, 반 고흐, 라모, 쇼팽, 휘슬러, 발레리, 러시아의 음악가들, 

드뷔시 등에 대한 광적인 관심을 함께 나누었다.”10) 이렇듯 라벨은 이 

단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후에 그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과 평생 친

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라벨은 1904년을 제외한 1900년부터 1905년까지 로마대상11)에 응모

하였다. 사실 라벨은 이미 작품의 성공으로 세상에 알려진 작곡가였기 

때문에 이 상은 명예에 불과하긴 했지만 로마대상에 대한 끈질긴 집념으

로 계속 도전하였다. 그러나 1900년에는 예선에서도 실패하였고, 1901년

에 칸타타 <Myrrha>로 2위에 입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다. 특히나 1905년에 열린 로마대상은 30세까지 참가할 수 있는 콩

쿨의 규칙에 따라 라벨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지정곡인 합창곡과 푸

Ladmirault), 플로랑 슈미트(Florent Schmitt)등이 있었고, 음악 평론가인 미셸 D. 칼
보코레시(Michel D. Calvocoressi), 마뉘 시네스트베(Magnus Synnestvedt), 에밀 뷔
예르모(Emille Vuillermoz), 라벨의 절친한 친구인 피에르 아우르(Pierre Haour)와 뤼
시앵 가르방(Lucien Garban)등도 ‘아파슈’의 일원이었다. Arbie Orenstein, 『라벨의 
삶과 음악』, 전혜수 역, 음악춘추사, 2000, p.49.

10) Ibid, p.49.
11) 로마대상 (Prix de Rome) : 프랑스 예술원이 회화·조각·건축·판화·음악 작곡 부분에서 

해마다 콩쿠르를 실시하여 1위 입상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위 입상자는 로마로 유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음악 작곡 부분은 파리 음악원의 작곡과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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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분에서 학구적인 자세를 무시하고 규칙을 이탈하는 작곡으로 예선

에도 통과되지 못했다.12) 이미 음악계에서는 그의 작품이 높이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많은 화제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결국 음악원장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라벨의 스승인 포레가 그 뒤를 잇게 되었다.

 1908년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라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라벨은 큰 상실감에 빠졌다. 가족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했으나 라벨은 작곡으로는 거의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로마대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담담하게 그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을 안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작품들을 통해 그의 감정들을 표현할 뿐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라벨도 군대에 지원하게 되었다. 처음

에는 체중미달로 탈락되었지만, 1915년에는 마침내 군에 입대해서 베르

됭전선 후방의 트럭운전병으로 배치 받았다. 최선을 다해 군복무를 하던 

그는 1917년 3월, 세균성 장 감염으로 나타나는 전염병인 이질을 앓아 

의병제대하였다. 그러나 그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깊은 허탈

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 뒤 몇 년 동안 매우 쇠약해졌으며 불면증에 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몽포르-라모리에 자신의 집을 마련하여, 동

생 에두아르가 살고 있는 파리의 집과 몽포르-라모리의 집을 오가며 생

활했다. 그는 이곳을 ‘전망대’라고 부르며 온갖 장식품으로 치장했는

데 특히나 시계를 많이 사용했다. 장난감시계에 대한 그의 취향은 유명

해서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는 그것들이 그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믿을 정도였다. 그는 진품과 모조품들을 교묘하

게 섞어 집을 장식하는 등 장난기를 많이 발휘했으며 이를 통해 어머니

의 죽음으로 인한 깊은 절망에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 

12) 20세기 작곡가 연구회, 이내선, 『20세기 작곡가 연구Ⅰ』, 음악세계, 2000, 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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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생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고, 1922년 

런던을 시작으로 1926년까지 매년 유럽 전역으로 연주여행을 다녔다. 

1928년에는 처음으로 미국으로 연주여행을 가게 되었다. 많은 작품들과 

연주 여행을 통해서 그는 부와 명성을 얻었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32년 교통사고를 당해 그는 극심한 후유증

에 시달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뇌진탕 정도로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상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갔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에 까지 이르렀다. 1937년 그는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고, 뇌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그 해 12월 28일 숨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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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라벨 작품의 시대적 배경

 

  1) 당시 프랑스의 예술 경향 (인상주의 미술과 상징주의 문학)

 라벨, 드뷔시 등을 중심으로 프랑스에 나타난 음악 경향을 ‘인상

주의’라고 부른다. 인상주의 음악은 인상주의 미술과 상징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미술과 문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독일 예술에서 

두드러졌던 낭만주의적 예술경향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인상주의 명칭이 유래된 모네의 <해뜨는 인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인상주의 미술은 명확한 선이나 선명한 색채보다는 순간적인 느낌을 화

폭에 담으며 색채와 분위기의 인상, 빛과 그림자의 뉘앙스에 주목했다. 

또한 그림의 소재를 고정된 물체가 아닌 빛에 따라 변화되는 자연에 두

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변하기 쉬운 자연의 순간적 표정 파악을 위하여 

여러 가지 표현상의 새로운 기법을 발견하는 동시에 그 제작태도에 있어

서는 필연적으로 자기들의 직관을 중시하고 대상의 객관적 재현의 범위

를 벗어나서 주관적인 감각의 반영에 전념하게 되었다.13) 있는 그대로 

묘사보다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표현하였던 낭만주의 미술과는 

다르게 인상주의 미술은 순간적으로 나타난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였다.

 상징주의 문학은 논리적인 문학의 내용을 거부하고 시적인 정서를 

추구한 사조로 보들레르, 베를레느, 말라르메 등에 의해 대표된다. 이들

은 단어를 의미 있게 연결하기 보다는 단어에 담긴 음감이나 뉘앙스에 

13) 어정현, “Maurice Ravel 현악 4중주 작곡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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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었고, 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느낌을 추구했다.14) 

상징주의자들은 그들의 문학과 음악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음악은 상징주의자들이 억제시키고자 하는 단어가 지닌 정확성

의 요소를 결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추상적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이야말로 그들이 추구했던 암시성과 상징성을 가장 잘 구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와 같은 세기말의 흐름은 라벨과 드뷔시 등 프랑스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예술의 흐름 속에서 라벨의 작품은 인상주

의적 경향을 보였으며 독특한 작곡기법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  

  2) 당시 프랑스의 상황

 당시 프랑스는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되던 때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889년 에펠탑과 기계관을 

자랑하기 위한 파리만국박람회가 크게 열리면서 라벨과 그 시대 예술가

들은 다양한 문화와 문물들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라벨은 여기서 자바

의 가믈란(Gamelan)음악을 접하게 되어 이국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

다. 

 1914년에서 1918년까지 계속된 제 1차 세계대전은 참으로 참혹했

다. 20-30대 프랑스 남성 중 절반가량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약 1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었다. 1차 세계대전 후 약 20년간 불안한 정세가 이어졌고, 

1939년에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은 찬

14) 홍정수·김미옥·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2 고전에서 20세기까지』, 나남, 2012,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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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한 꽃을 피웠다. 독일 지배층들은 프랑스의 미술·문학·음악 등에 매

료되었고, 그리하여 프랑스는 유럽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프랑스는 드뷔시, 포레, 로댕15), 르누아르16), 말라르메 등의 고국이었으

며,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예프(Sergei Prokofiev, 1891-1953), 피카소17) 

등에게는 제2의 고국이었다.18) 따라서 프랑스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로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이게 되었고, 각기 다른 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서

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각 분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3) 당시 프랑스의 음악

 라벨이 음악활동을 하던 19세기말과 20세기초 프랑스 음악계는 신

구세대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었다. 바그너19)의 전통을 이어오는 낭만적

인 구세대들은 세자르 프랑크(César Frank, 1822-1890)의 제자들을 중심

으로 모였고, 인상주의 미술과 상징주의 문학의 새로운 조류와 관련된 

신세대는 드뷔시를 중심으로 모였다. 그러나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

발하자 두 집단은 모두 인기를 잃었다. 독일에 대한 반발이 자연스레 커

지면서 독일 양식에 근거한 음악에 반감이 높아졌으며, 드뷔시를 포함한 

신세대 또한 인기를 잃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시기에 에릭 사티는 실험적인 음악으로 새로운 움직임을 이

끌어냈다.  1차 세계대전 후에는 프랑스 작곡가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등

15) 오귀스트 로댕 (Auguste Rodin, 1840-1917) - 프랑스의 조각가
16)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 인상주의 화가 겸 

조각가
17)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1881-1973) - 스페인 태생의 프랑스 입체파 화가
18) Arbie Orenstein, 『라벨의 삶과 음악』, 전혜수 역, 음악춘추사, 2000, pp.15-16.
19) 리하르트 바그너 (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 - 19세기 대표적인 독일의 

작곡가이며 독일 오페라의 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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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는데 그들은 바로 ‘프랑스 6인조(Les Six)20)’였다. ‘6인조’는 프

랑시스 뿔랑(Francis Poulenc, 1899-1963), 루이 뒤레(Louis Durey, 

1888-1979), 조르주 오리크(Georges Auric, 1899-1983), 제르멘 타유페르

(Germaine Tailleferre, 1892-1983), 다리위스 미요(Darius Milhaud, 

1892-1974), 아르튀르 오네게르(Arthur Honegger, 1892-1955), 이렇게 6명

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음악적으로 통일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아니었으며 친목으로 다져진 모임이었다. 후에 뒤레는 이 모임을 

떠나 사회주의자가 되었고, 스위스 출신인 오네게르는 독일의 음악적 스

타일에 가까운 작곡가였다. 그 당시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던 파리에서 

연주된 재즈에 관심이 있었던 작곡가는 미요와 뿔랑이었다. 특히 미요는 

재즈의 특성을 살려 자신의 작품을 작곡하는데 뛰어났다.

 

20) 프랑스 6인조 (Les Six) - 비평가 앙리 콜레가 러시아 국민주의 음악가인 ‘5인조’와 
비교해서 프랑스의 젊은 작곡가 6명의 모임에 붙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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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라벨의 작품 경향 및 음악적 특징

 

  1) 라벨의 작품 경향

그의 최초 작품은 피아노곡 <그로테스크한 세레나데 Sérénade 
Grotesque>(1893)이다. 이는 현재 출판되고 있는 라벨의 피아노곡 중에서 

가장 어릴 때 작곡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라벨은 이 곡을 샤브리에

로부터 강한 영감을 받아 작곡했다. 뒤를 이어 라벨은 사티의 영향을 받

아 로랑 드 마레(Roland de Marés)의 시에 곡을 붙인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곡 <죽은 사랑스런 여왕의 발라드 Ballarde de la reine morte d’ 

aimer>(1894)을 작곡했다. 1895년, 그의 초기 작품들에서는 이미 라벨의 

스타일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 해에 작곡한 작품으로는 가곡 <어둡고 

거대한 잠 Un Grand Sommeil noir>과 피아노 곡 <고풍스런 미뉴에트 

Menuet Antique>, 그의 독특한 개성이 잘 드러나는 두 대의 피아노를 위

한 곡 <하바네라 Habanera>가 있다. <하바네라>는 드뷔시보다 앞서 스페

인 춤곡의 리듬을 사용한 작품으로, 후에 그의 관현악곡 <스페인 광시곡 

Rapsodie Espagnole>(1908)의 3악장으로 편곡되어 그 해에 초연되었다.

 1889년에 입학했던 파리국립음악원을 2년 동안 잠시 떠나 있다가 

복학하게 된 라벨은 포레에게서 작곡을, 제달주에게서 대위법과 관현악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 기간에 쓴 작품들은 도전적이라고 평가되는데 

특히 대담성과 불확실성이 혼합된 양상이 특징이다. 이 시기의 작품으로

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Sonate pour violon et 

piano>(1897),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종소리 사이에서 Entre 

cloches>(1897), 관현악곡 <셰헤라자데 서곡 Schéhérazade, Ouvertur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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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érie>(1898) 등이 있다. 이들 중 <셰헤라자데 서곡>은 그 당시 라벨이 갖

고 있던 관현악법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한 작품으로, 그가 평상시 좋

아하던 림스키코르사코프(Nicolai Rimsky-Korsakov, 1844-1908)의 영향이 

느껴지는 곡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대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고, 

이 작품의 성공으로 그는 신진작곡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 다룰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G Major M. 77>(1923-1927)은 라벨의 실내악 창작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꽤 오랜 시간 고생한 끝에 완성된 곡이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은 에네스코의 바이올린, 라벨의 피아노 연주

로 그 해에 초연되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그보다 30년 전에도 마찬가

지로 위에 언급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inor(“Posthumous 21)”) M. 12>(1897)를 연주한 일이 

있었다. 이 소나타는 라벨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으며, 1975년이 되어

서야 출판이 이루어졌다. 이 소나타는 라벨의 실내악 창작의 최초에 위

치하는 작품으로 단일악장으로 구성되었고, 포레와 프랑크의 영향을 받

아 섬세함과 동시에 예술적 리리시즘22)으로 가득하다.

 1897년 이후는 라벨이 작곡가로서 경력을 쌓는 데 있어 중요했던 

시기로 그의 음악들은 이때부터 연주회장에서 연주되기 시작했다. <셰헤

라자데 서곡>의 성공을 시작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그는, 그 다음번 작품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1899) 로 

다시 한 번 커다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장

엄한 춤곡 리듬이 등장하는 이 곡은 스페인에 대한 사랑이 깃들여있다. 

그는 이후 <물의 장난 Jeux d’ eau>(1901)과 <현악4중주 Quatuor à 

21) Posthumous : 작곡가의 사후에 출판된 작품을 의미 
22) Lyricism : 예술적 표현의 서정성을 의미.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상

-하』, 국학자료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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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es>(1902-1903)를 작곡하여 스승 포레에게 헌정하였다. 이 두 작품은 

라벨이 작곡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굳힐 수 있었던 작품이며, 인상주

의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실제로 라벨은 작품 <물의 장난>을 작곡할 때 

영감을 온갖 물소리에서 얻었다고 고백했는데, 물소리를 묘사한 피아노 

음악에서 라벨의 경지를 넘어서는 작곡가는 별로 없다. <현악4중주>에서

는 인상주의적 특성 뿐 아니라 대위법적인 특성까지 나타나며 고전주의

적인 경향 또한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4악장의 형식들은 고전적이지만 

화성은 매우 새롭고 충격적이어서, 드뷔시는 이를 “그 자체로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는 완전한 작품”으로 평가했다.23)

 1905년에는 두 개의 중요한 피아노 작품이 발표된다. 고전적인 기

법으로 된 <소나티네 Sonatine>(1905)와 5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진 <거울 

Miroirs>(1905)이다. <소나티네>는 작품의 구성과 선법적 화성진행 등을 

통하여 오히려 과거의 고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작품이며, <거울>은 

<소나티네>에 이어서 작곡된 것이지만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인상주의적

인 색채와 묘사의 효과를 갖고 있는 작품이다. 1906년에는 르나르24)의 

시에 곡을 붙여 5개의 가곡으로 이루어진 성악곡 <박물지 Histoires 

Naturelles>를 작곡했다. 라벨은 그 당시 프랑스 시인들의 영향을 받아 

그 시에 곡을 붙이며 40여개의 가곡을 작곡했는데, 그 중 11곡에 여러 

나라의 민요나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선율을 사용하여 이국적인 색채

와 고전주의적인 색채를 나타내며 라벨 자신만의 색채를 이루어 나갔다.

 이들 성악곡 외에도 그의 명성을 높여준 작품들로는 하프와 현악4

중주, 플루트, 클라리넷으로 구성된 <서주와 알레그로 Introduction et 

Allegro>(1905), 관현악곡인 <스페인 광시곡 Rapsodie Espagnole>(1908), 

그리고 그의 첫 오페라인 <스페인의 한때 L’Heure 

23) I20세기 작곡가 연구회, 이내선, 『20세기 작곡가 연구Ⅰ』, 음악세계, 2000, p.342.
24) 쥘 르나르 (Jules Renard, 1864-1910) -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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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agnole>(1907-1909)등이 있다. <스페인 광시곡>과 <스페인의 한때>에

는 스페인적인 어법과 스페인의 리듬이 나타나며 그가 일생 동안 스페인 

리듬을 즐겨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1909년에 파리를 방문한 디아길레프25)의 러시아 무용단은 그 시기

의 여러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이는 라벨의 음악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의 발레음악 <다프니스와 클로에 Daphnis et 

Chloé, Ballet en un acte>(1909-1912)가 바로 그 결과인데, 이 작품은 3

부분으로 이루어진 무용 교향곡으로 디아길레프로부터 위촉받아 작곡한 

곡이다. 이 곡은 엄격한 조성 설계와 소수의 동기에 의해 교향음악으로 

잘 엮어냈다고 평가된다.26)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작곡된 <피아노 3중주곡 Trio pour 

piano, violon et violoncelle>은 프랑스 바스크의 시부르 마을에서 머무르

고 있을 때에 작곡되어 바스크 음악의 정서를 담고 있다. 전쟁 기간 동

안에 프랑스의 많은 작곡가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담아 작품을 작곡하

였는데 라벨 또한 그의 조국애를 두 편의 작품을 통해서 표현했다. 하나

는 <무반주 혼성합창을 위한 세 편의 노래 Trois chansons pour choeurs 

mixtes sans accompagnement>(1915)이고, 또 하나는 피아노곡 <쿠프랭의 

무덤 Le Tombeau de Couperin>(1914-1917)이다. <쿠프랭의 무덤>은 6개

의 악장으로 구성되는데, 라벨은 이 작품의 악장 모두를 전선에서 목숨

을 잃은 전우들에게 헌정했다. 이 작품은 평소 쿠프랭27)과 그 시대의 작

품을 좋아한 라벨의 특징이 드러나 있는 곡으로 1919년에는 2악장과 6악

장을 제외한 4개의 악장이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었다.

25) 세르게이 디아길레프 (Sergei Pavlovich Diaghilev, 1872-1929) - 러시아의 발레 프
로듀서이자 무대미술가

26) 음악지우사 편·음악세계 옮김, 『Maurice Ravel』, 음악세계, 2004, p.31.
27) 프랑수아 쿠프랭 (Francois Couperin, 1669-1733) - 프랑스 바로크 작곡가의 대표자

이자 클라브생 작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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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경에는 <라 발스-관현악을 위한 무용시 La Valse, Poème 

choréographique pour orchestre>를 작곡했으며, 그 뒤를 이어 <바이올린

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Sonate pour violon et violoncelle>(1920-1922)를 

작곡했다. 이 작품은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위법을 사용하여 음

악을 발전시켰다. 또한 순환기법을 사용하여 첫 악장에서 제시되는 주제

가 곡 전체를 지배하도록 작곡하였다. 1922년에는 쿠세비츠키28)의 의뢰

로 무소르그스키의 피아노곡 <전람회의 그림 Tableaux d’une 

exposition>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하기도 했는데, 라벨은 이런 편곡을 굉

장히 즐겨했다고 전해진다. 1924년에 작곡한 <치간 Tzigane-Rapsodie de 

Concerto>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스페인 사람보다 더 스페인스럽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본고의 ‘본론 

Ⅲ’에서 자세히 알아볼 작품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Sonate pour violon et piano>는 1923년에 작곡이 시작되어 1927년에 완

성되었고, 그의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1925-26년에 걸쳐 완성한 

<마다가스카르 섬사람의 노래 Chansons Madécasses>는 그의 서정성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히고, 1928년에는 <볼레로 Boléro>를 작곡하였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1923-192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라벨은 재즈를 작품에 받아들였는데, 특히 재즈의 즉흥성과 표현력을 좋

아해서 그 리듬을 자신의 작품에 많이 활용하였다. 이는 1930년과 1931

년에 완성된 2개의 피아노 협주곡에서도 나타난다.

 

28) 세르게이 쿠세비츠키 (Sergei Kussevitzky, 1874-1951) - 러시아 출신의 미국 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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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라벨의 음악적 특징

 라벨의 음악적 특징은 앞서 말했듯이 인상주의적 요소와 고전주의

적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는 인상주의의 색채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성·

리듬·화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롭고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통적인 음계나 조성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음들

을 사용했으며, 교회선법, 온음음계 등의 다양한 음계들을 사용하여 모

호한 조성을 만들어냈다.

 각 음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교회 선법은 고대 그리스의 

음악 이론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서양 음악 기본 음계의 기초가 되었

다. 8개의 선법은 4개의 정격 선법(<악보1>의 홀수번호)과 4개의 변격 선

법29)(<악보1>의 짝수번호)으로 이루어져 있다.30) (<악보1>참고)

<악보1> 중세 교회 선법

 

29) 변격선법은 정격선법보다 4도 아래에서 시작하여, 1번째 음이 종지음인 정격선법과는 
다르게, 종지음이 4번째 음에 위치하게 된다. 

30) 신현남·김순옥·구희연·이동희, 『고등학교 음악사』, 교학사, 2014,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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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음음계(whole-tone scale)는 한 옥타브 내에서 온음으로만 이루어

진 음계를 말한다. (<악보2>참고)

<악보2> 온음음계

 

 리듬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박자에 얽매이지 않고 변박이나 복

합박자를 종종 사용하였고, 화성 또한 색채적 효과를 중심으로 사용되었

다. 장3화음이나 단3화음의 체계를 사용하면서도 7화음, 9화음, 11화음 

등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3화음에서 3음이 빠진 5도를 자주 사용하였

다. 

 라벨은 인상주의 작곡가로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만, 동시에 전통

에 대한 애착으로 고전주의적 경향도 뚜렷한 작곡가였다. 따라서 그는 

다른 인상주의 작곡가들에 비해 기본적인 원칙 안에서 작품을 써내려갔

다. 대표적으로 그는 소나타 형식이나 3부분 형식을 선호하였으며, 대위

법·페달포인트·오스티나토 등 이전의 것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음악에 

잘 녹여내었다. 앞에서 언급한 교회선법을 사용하는 것 또한 고전주의적 

경향에 속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소수의 주제로 곡을 완성해나가는 주제발전기법과 앞선 

악장에서 등장했던 주제나 동기가 뒤의 다른 악장에 재등장하는 순환기

법, 춤곡, 재즈의 요소 등이 그의 대표적인 음악적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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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라벨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

장조 M. 77> 작품 분석 연구 및 연주 방향 고찰

 1. 작품 배경과 개요

 이 작품은 라벨의 실내악곡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작곡된 곡으로 

1923년부터 1927년 총 4년에 걸쳐 작곡되었으며 1927년 5월 30일 바이

올린은 조르주 에네스코31), 피아노는 라벨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 라벨은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악

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바이올린과 피아노 각 파트

가 상당히 독립적으로 작곡되었고, 두 악기의 부조화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기도 하다. 여기에서 라벨이 말하는 ‘독립’이란 각 파트가 선적인 

표현에 기울게 함으로써 수직적이기 보다는 수평적인 진행으로 음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독립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피아노의 양손 파트도 독립된 성부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바흐의 ‘바이올린과 건반악기를 위한 소나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스타일로 돌아가, 피아노의 왼손과 오른손을 독립된 목소리로 나타

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의 <피아노 3중주곡>(1914) 이후로 점차 라벨에

게서 짙게 나타난 경향이다. 이 작품은 총 3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

다. 3개의 악장 모두 템포나 형식에 있어서는 고전주의적인 성격을 가지

고 있으나 각 악장들이 일반적인 소나타와는 다르게 다양한 스타일을 나

31) 조르주 에네스코 (Georges Enesco, 1881-1955) - 루마니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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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1악장은 인상주의적인 색채나 음색이 두드러지고, 2악장인 

‘blues’악장에서는 재즈의 영향을 엿볼 수 있으며, 3악장 ‘Perpetuum 

mobile’는 악장명 그대로 무궁동으로 빠르게 연주된다. 1악장과 2악장

에서 제시되었던 주제들과 동기들이 마지막 3악장에서 재등장하며 그의 

순환기법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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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1악장 – Allegretto

 1악장은 알레그레토로 =76 G장조 6/8박자의 곡이다. 소나타 알레

그로 형식으로 제시부·발전부·재현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고전파

의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에 의한 틀에는 구애받고 있지 않다. 인상주의

적 색채의 효과를 위해 다양한 음계와 화성이 등장하며 복조성도 나타난

다. 또한 수직적인 발전보다는 수평적인 멜로디 위주로 곡이 발전해 나

간다. 고전주의적인 영향으로 교회선법, 페달포인트 등이 나타난다.

이 곡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1)참고>

<표1> 1악장의 구성

형식 구성 마디

제시부

PartⅠ-주제 제시 마디 1-16

PartⅡ-경과부 마디 17-33

PartⅢ-에피소드1 마디 34-53

PartⅣ-에피소드2 마디 54-96

PartⅤ-코데타 마디 97-115

발전부 마디 116-172

재현부

PartⅠ-주제 재등장 마디 173-182

PartⅡ-경과부 마디 183-202

PartⅢ-연결부 마디 203-224

PartⅤ-코데타 마디 225-232



- 23 -

 1) 제시부 (마디 1-115) 

 제시부는 PartⅠ-주제 제시, PartⅡ-경과부, PartⅢ-에피소드132), 

PartⅣ-에피소드2, PartⅤ-코데타, 이렇게 5부분으로 나뉜다. 

   ➀ PartⅠ-주제 제시 (마디 1-16)

 첫 번째 주제 멜로디는 먼저 피아노의 오른손 파트에 의해 G 

Lydian 선법으로 제시되고 4마디부터는 D Lydian 선법으로 전조되어 나

타난다. (<악보3>,<악보4>,<악보5> 참고) 

<악보3> 1악장, 마디 1-6

   

32) 새로운 선율이 나타나지만 주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에피소드
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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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 G Lydian 선법 음계

<악보5> D Lydian 선법 음계

 

 

 뒤이어, 바이올린이 응답하듯이 G Mixolydian 선법으로 주제 멜로디

를 연주한다. 이때 피아노는 B♭페달 포인트를 16분음표로 중얼거리듯이 

연주한다. 한 음으로 길게 페달포인트를 연주하는 것보다 16분음표로 옥

타브를 나눠서 연주하는 것이 인상주의적 색채를 보다 잘 나타내고 있

다. (<악보6>,<악보7> 참고) 

<악보6> 1악장, 마디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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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 G Mixolydian 선법 음계

 이 부분을 연주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7마디에서 바이올린이 들어

갈 때 피아노의 멜로디를 뒤이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을 잘 타서 동

일한 템포와 타이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들어가서는 피아노가 연

주하고 있는 16분음표의 속도 안에서 선율을 노래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

다.

 

 곧 이어 새로운 성부가 나타난다. 처음으로 피아노의 왼손 파트가 

등장하며 3성부로 확장이 된다. 라벨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독립적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피아노의 왼손과 오른손도 독립적인 성부로 생각

했다. 이 때 왼손 파트가 연주하는 동기는 1악장 내에서도 여러 번 등장

하고, 3악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동기라고 할 수 있

다. (<악보8>참고)

<악보8> 1악장, 동기A, 마디 10-12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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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춤의 느낌을 주는 이 동기는 처음에는 피아노로 제시되지만 이

후에는 바이올린으로도 연주된다. 

  7마디에서부터 16마디에 이르기까지 바이올린의 멜로디 중 G음을 

바이올린이 길게 지속할 때마다 피아노 파트에서는 중요한 동기들이 등

장한다. <악보8>의 동기A 또는 온음음계(whole-tone scale)를 베이스로 

장3화음으로만 이루어진 펼침화음(broken chord)33)동기(<악보9>참고)를 

연주한다. 

<악보9> 1악장, 동기B, 마디 12 (Pf.)

  

 따라서, 비록 13마디에서부터 바이올린 악보에 크레센도가 표기되

어 있지만, 중요 동기들이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13마디와 14마디에서는 

크레센도를 조금 아꼈다가 뒤에 가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 바로 16마디에 데크레센도가 있는데, 17마디에서 반주 역할로 

전향하기 때문에 데크레센도를 통해 활이 브릿지에서 멀어져야하고, 활

의 양 또한 조금 써서 반주 역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보10>

참고)

33) 펼침화음(broken chord) : 화음을 구성하는 각 음을 동시에 연주하지 않고 연속적으
로 연주하는 주법 (출처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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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0> 1악장, 마디 15-17

   ➁ PartⅡ-경과구 (마디 17-33)

 17마디에서는 피아노가 다시 주제 멜로디를 이어받아, 처음 제시되

었을 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역대에서 연주한다. 바이올린은 16분음표 

오스티나토로 피아노 오른손 파트의 선율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피아노

의 왼손 파트와 함께 ‘G-D-A♯-C♯’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는데 여기

에서  ‘A♯’이 복조성의 역할34)을 담당하며 화성적으로 인상주의적 

색채를 더한다. (<악보11>참고)

34) Susan Irene Baer, “The Virtuoso Violin Works of Maurice Ravel : An Analysis of 
Structural, Technical and Interpretive Features”, the Texas Tech University, 1992,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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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 1악장, 마디 17-22

 이 부분에서 바이올린은 피아노의 주제를 잘 받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슬러 내의 난해한 줄 바꿈(String Crossing)을 최대한 부

드럽고 깨끗하게 처리함으로써 피아노의 주제가 더 잘 드러나게 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팔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보다는 팔의 각도를 적절

히 잘 맞춘 상태에서 손목을 릴렉스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PartⅢ-에피소드1 (마디 34-53)

 제시부의 세 번째 부분은 34마디에 나타난 피아노 오른손 파트의 

새로운 선율과 함께 시작된다. 이것은 주제의 성격을 가진 선율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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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선율의 일부분이 악장 내에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하

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34마디 첫 부분 장7도로의 과감한 도약이다. 

뒤이어 이 선율을 5도 낮은 음으로 41마디에서 바이올린이 연주하는데, 

앞에서 보았던 동기A(<악보8>)와 동기B(<악보9>)가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악보12>참고)

<악보12> 1악장, 마디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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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마디의 바이올린 선율은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G

선에서 모두 연주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G선과 D선을 번갈아 

연주하는 방법이 있다. 필자는 음색의 변화와 음정의 안정성을 위해 G선

과 D선을 번갈아 연주했는데 그 핑거링은 다음과 같다.(<악보13>참고)

<악보13> 1악장, 마디 41-47 (Vn.)

 47마디에서는 이 악장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동기인 감8도(감옥타

브) 병진행이 나타난다. 이 동기를 동기C라고 할 수 있겠다. 동기C는 장

7도 병진행으로 바꿔 말할 수 있으며 PartⅣ-에피소드2(마디54부터)의 병

행5도까지 이어진다. (<악보14>참고)

<악보14> 1악장, 마디 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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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PartⅣ- 에피소드2 (마디 54-96)

 54마디에 시작되는 바이올린의 서정적인 선율은 B Phrygian 선법으

로 연주된다. 여기에 계속되는 피아노의 병행5도는 바이올린의 선율과 

함께 장3화음 또는 단3화음을 만들어내며 색채를 더한다. 바이올린 또한 

에스프레시보한 음색을 내기 위해 A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다. (<악보15>,<악보16>참고)

<악보15> 1악장, 마디 54-57

 

<악보16> B Phrygian 선법 음계

   ⑤ PartⅤ- 코데타35) (마디 97-115)

 마디 97부터는 주제 선율에서 나온 동기가 피아노 오른손 파트에서 

다시 나타나며 코데타의 시작을 알린다. 피아노 왼손 파트는 계속해서 

병행5도를 연주한다. (<악보17>참고)

35) 코데타(Codetta) - ‘작은 코다’라는 뜻으로 짧은 코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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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7> 1악장, 마디 95-99

 108마디에서부터는 피아노가 주제 동기, 바이올린이 동기A를 주고

받으며 발전부로 향해간다. 피아노의 왼손 파트는 오래도록 지속해왔던 

병행5도에서 병행4도로 화음을 바꾼다. (<악보18>참고)

<악보18> 1악장, 마디 108-112

<악보18>에 나온 동기A는 G선에서 연주하기 때문에 아티큘레이션이 

잘 들리지 않거나 너무 무겁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금 

더 명확하고 가볍게 들릴 수 있도록 활을 줄과 밀착시키고 스타카토를 

생각보다 더 짧게 연주하는 것이 동기A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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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전부 (마디 116-172)

 발전부가 진행될수록 앞서 나왔던 모든 주제 멜로디와 동기들이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곡을 발전시켜간다. 제시부에서도 그랬듯이 피아

노와 바이올린이 동등하게 연주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동기B와 동기C는 

화음의 특성상 피아노에서만 나타난다. (<악보19>,<악보20>참고)

<악보19> 1악장, 마디 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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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0> 1악장, 마디 138-145

 동기들이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고 반복해가면서 발전부는 

153마디에서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게 된다. 153마디에서 재현부에 이르기

까지 에피소드1에서 나온 동기가 트레몰로로 반복해서 연주된다. (<악보

21>참고)

<악보21> 1악장, 마디 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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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티시모(ff)의 트레몰로는 브릿지 가까이서 활의 양이 많으면서도 

속도가 빠르게 연주되어야 한다. 데크레센도가 시작되면서 활은 점점 브

릿지에서 멀어지고 양도 줄어들지만 속도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 데크레

센도는 포르티시모(ff)가 시작하고 나서 2마디 뒤에 바로 표기되어 있지

만, 165마디 피아니시모(pp)까지 10마디 동안 데크레센도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교적 악상을 유지하다가 매우 점차적으로 데크레센도

를 하는 것이 좋다. 

<악보22> 1악장, 마디 165-169

 <악보22>를 보면 165마디 바이올린의 피아니시모(pp)의 트레몰로와 

함께 피아노 오른손 파트에 새로운 선율이 등장한다. 피아노 왼손 파트

는 G Major의 5도인 D음을 페달포인트로 계속해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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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현부 (마디 173-232)

재현부는 PartⅠ-주제 재등장, PartⅡ-경과부, PartⅢ-연결부, PartⅣ-

코데타, 이렇게 총 4부분으로 나뉜다. 

   ➀ PartⅠ-주제 재등장 (마디 173-182)

 173마디에서는 피아노 오른손 파트에 주제가 다시 등장하며 재현부

가 시작된다. 이 때 바이올린은 165마디에서 새롭게 등장한 피아노의 선

율을 받아 3/4박자로 연주한다. (<악보23>참고)

<악보23> 1악장, 마디 17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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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PartⅡ-경과부 (마디 183-202)

  바이올린은 계속해서 선율을 발전시켜 나가고, 피아노는 주제 동

기, 동기A, 동기B를 결합하여 바이올린과 동등하게 연주한다. (<악보24>

참고)

<악보24> 1악장, 마디 183-190

 

 195마디에 이르러서는 모든 동기들이 다 사라지고, 바이올린 선율

과 피아노의 주제 동기만이 연주된다. (<악보25>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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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5> 1악장, 마디 195-203

  

 <악보25>를 보면 199마디와 200마디 피아노의 오른손 파트에서 동

형진행 같이 주제 동기의 비슷한 음형의 반복되며 긴장감을 최대한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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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며 클라이막스를 나타낸다. 데크레센도 표기가 있는 202마디에서는 

포르테(f)에서 메조피아노(mp)까지 한 마디 안에 악상이 줄어들어야 하는

데, 특히 바이올리니스트는 D음 하나를 통해 악상과 분위기 두 가지 모

두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음 마디의 변박을 준비하며 연주

하는 피아노의 템포 변화를 잘 들어서 203마디에 함께 들어가는 것에 유

의하는 것이 좋다.

  

   ③ PartⅢ-연결부 (마디 203-224)

 재현부의 클라이막스가 지나고 피아노 또한 3/4박자로 변박한 이후

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차분해지고, 피아노 오른손 파트의 주제 동

기도 음가가 2배로 늘어나 나타나며 악장의 끝에 거의 다다랐음을 알려

준다. (<악보26>,<악보27>참고)

<악보26> 1악장, 마디 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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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7> 1악장, 마디 201, 마디 206-207 비교 (Pf.)

 209마디부터 바이올린 선율은 상행하기 시작하는데, 그와는 대조적

으로 211마디에 디미뉴엔도가 시작된다. 이 때 바이올리니스트는 음고가 

높아짐으로 인해 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상행하는 바이올린 선율

에 피아노는 병행 5도로 함께한다. (<악보28>참고)

<악보28> 1악장, 마디 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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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PartⅣ-코데타 (마디 225-232)

 바이올린은 214마디부터 E음과 F♯음만을 반복하다가 224마디에서 

G음으로 상승하여 225마디부터 악장의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한다. 바이

올린이 G음에 도달하자 피아노는 마지막으로 주제 선율을 노래하고, G 

Major의 으뜸화음에서 3음이 빠진 완전 5도로 1악장이 끝난다. (<악보

29>참고)

<악보29> 1악장, 마디 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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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2악장 – Blues, Moderato

 2악장은 모데라토로 ♩=108 A♭장조 4/4박자의 곡으로, 라벨이 재

즈의 영향을 받아 작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곡이다. 특히‘블루스’라

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블루스는 19세기 미국 남부의 흑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블루스는 3행시 형식의 가사에 의한 12마디형 가곡 

형식이었다. 첫째 행은 무엇인가를 호소하고, 둘째 행은 첫째 행을 되풀

이하며, 셋째 행은 호소하던 것에 대한 결론 또는 결정적인 사실을 노래

한다. 기본형은 Ⅰ,Ⅳ,Ⅴ화음을 사용하며 서양 음악의 장조와 비교할 경

우 제3음과 제7음을 반음 낮춰 독자적인 음계가 구축되었다. 이 음계를 

블루스 스케일(blues scale)이라 하고, 반음 낮춰진 음들을 블루노트

(bluenote)라고 부른다. 후에는 5음도 반음 낮춰 연주하기도 한다. (<악보

30>참고)

<악보30> C Major 블루스 스케일(blues scale) 예시

 반주 파트에서는 반음을 낮추지 않은 음계를 사용하기도 해서 불협

화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또한 블루스의 하나의 특색이 되어있다. 이 

밖에도 주고받는 형식, 재즈의 리듬감에서 나오는 스윙, 당김음 등의 특

징이 있다. 

 라벨은 블루스의 재료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입혀서 이 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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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했다. 블루스의 특징인 반음 낮아진 7도와 당김음에 복조성의 사용

을 더했고,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발현악기 밴조36)나 슬라이드 색소폰을 

연상시키는 음색을 내도록 하였다.37) 1악장처럼, 2악장의 일부 요소도 

마지막 악장인 3악장에 다시 등장하기도 한다. 

이 곡은 A-B-A’의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은 다

음과 같다. <(표2)참고>

<표2> 2악장의 구성

형식 구성 마디

A

PartⅠ-도입부 마디 1-11

PartⅡ-a 마디 12-36

PartⅢ-b 마디 37-53

PartⅣ-a’ 마디 54-63

PartⅤ-연결부 마디 64-77

B
PartⅠ-c 마디 78-94

PartⅡ-연결부 마디 95-109

A’
PartⅠ-a’ 마디 110-120

PartⅡ-코다 마디 121-145

36) 밴조(Banjo) - 미국의 대표적인 민속 현악기로 보통 둥근 몸통과 긴 목, 다섯줄의 현
으로 이루어져 있다.

37) Arbie Orenstein, 『라벨의 삶과 음악』, 전혜수 역, 음악춘추사, 2000, pp.264-265.



- 44 -

 1) A (마디 1-77)

 A는 PartⅠ-도입부, PartⅡ-a, PartⅢ-b, PartⅣ-a’, PartⅤ-연결부, 

이렇게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➀ PartⅠ-도입부 (마디 1-11)

  2악장은 바이올린이 G Major로 피치카토38)를 하면서 시작된다. 악

보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불규칙한 악센트와 함께 블루스의 기본 화성

인 Ⅰ,Ⅳ,Ⅴ화음을 연주한다. 이 피치카토는 마치 밴조의 소리를 연상시

킨다. (<악보31>참고)

<악보31> 2악장, 마디 1-10

38) 피치카토 (Pizzicato) : 현을 손가락으로 퉁겨 연주하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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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31>을 보면 7마디에서 피아노에 A♭Major의 3음이 생략된Ⅰ화

음이 페달포인트로 등장하면서 복조성 상태로 불협화음을 만들고, 부점 

리듬을 등장시켜 재즈적 효과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11마디

에서는 피아노 오른손 파트가 바이올린이 피치카토로 연주했던 G Major 

화음을 이어받고 짧은 스타카토로 타악기처럼 연주하게 된다. 왼손 파트

는 계속해서 A♭Major 페달포인트를 연주하며 복조성을 이어나가게 된

다. 

  ➁ PartⅡ-a (마디 12-36)

  바이올린 파트 조표는 A♭Major로 바뀐다. 그러나 바이올린의 멜

로디는 G Major로 나타난다. ‘nostalgico’로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향

수에 젖은듯하게 연주하여야 하며 블루스 고유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재

즈의 효과인 글리산도39), 당김음, 부점 또한 나타난다. (<악보32>참고)

<악보32> 2악장, 마디 11-19

39) 글리산도(glissando) : 높낮이가 다른 두 음 사이를 미끄러지듯 연주하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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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린 파트 악보에 보면 12마디 첫 음에 테누토40) 표시가 있다. 

따라서 테누토 표시를 살려서 첫 음을 조금 더 노래해주면 좋다. 또한 

프레이즈의 첫 보잉은 업보우(올리는 활)로 시작하는 것이 프레이즈 표

현에 좋은 방법이다. 첫 음을 업보우로 쓰면 끝나는 음이 다운보우(내리

는 활)로 끝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데크레센도 되며 사라지는 뉘앙스

를 표현하기에 다운보우가 훨씬 좋기 때문이다. (<악보33>참고)

<악보33> 2악장, 마디 12-22 (Vn.)

  

40) 테누토(tenuto) : 음의 길이를 충분히 유지하라는 뜻의 기호 (‘-’표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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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에서는 블루스의 기본 화음인 Ⅰ,Ⅳ,Ⅴ화음만 나타났으나 a부

분에서는 멜로디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화성이 나타난다. (<악보

34>참고)

<악보34> 2악장, 마디 20-27

 

   ③ PartⅢ-b (마디 37-53)

 37마디부터 새로운 선율이 등장한다. 피아노 왼손 파트에서는 장2

도의 화음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오른손 파트에서는 당김음 음형이 3연

속 동형진행으로 나타난다. 바이올린 선율 또한 40마디부터의 선율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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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부터의 선율이 동형진행으로 나타난다. 이 선율은 부점과 글리산도

로 이루어져 있다. (<악보35>참고)

<악보35> 2악장, 마디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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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35>에 나오는 40마디의 바이올린 선율은 처음에는 너무 진하

지 않게 시작하여, 43마디부터 3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F음의 음색과 F음

을 향한 글리산도를 점점 진하게 표현하는 것이 프레이즈의 표현에 좋을 

것으로 보인다.

   

   ④ PartⅣ-a’ (마디 54-63)

 a’에서는 a에 나왔던 바이올린 멜로디가 축약되어 다시 등장한다. 

첫 음을 화음으로 연주하고, 피아노 또한 처음보다 비교적 두터운 화음

으로 악센트와 함께 등장한다. 54마디에 시작한 바이올린의 멜로디는 58

마디에서 2도위 동형진행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악보36>참고)

<악보36> 2악장, 마디 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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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PartⅤ- 연결부 (마디 64-77)

 멜로디를 연주하던 바이올린은 피치카토를 하며 반주의 역할을 하

고, 피아노는 악센트 때문에 당김음처럼 들리는 패시지와 부점 리듬을 

연주한다. 조성은 D Major이다. (<악보37>참고)

<악보37> 2악장, 마디 62-70

 

 72마디에서부터는 바이올린이 피아노의 선율을 한 옥타브 위에서 

피치카토로 연주한다. 피아노의 왼손 파트는 이전에 바이올린이 하던 반

주 음형을 연주하고 피아노의 오른손 파트는 72마디 바이올린의 선율의 

동형진행을 연주한다. (<악보38>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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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8> 2악장, 마디 72-77

 2) B (마디 78-109)

 B는 PartⅠ-c, PartⅡ-연결부로 이루어져 있다. 

   ➀ PartⅠ-c (마디 78-94)

 78마디에서 조성이 F♯Major로 바뀐다. 피아노는 짧은 부점 리듬과 

셋잇단음표를 사용하여 재즈적 효과를 주고 있고, 그 위에 바이올린이 

새로운 선율을 연주한다. (<악보39>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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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9> 2악장, 마디 79-82

 바이올린 또한 선율의 셋잇단음표를 통해 재즈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피아노의 재즈 리듬과 함께 94마디 포르티시모(ff)를 향해 나아간

다. 술 폰티첼로41)는 표기되어있는 악상처럼 최대한 브릿지 가까이서 포

르티시모(ff)로 연주하는 것이 좋고, 다음 패시지가 메조포르테(mf)인데다

가 하행하는 선율이라 자연스럽게 데크레센도처럼 들리기 때문에 94마디

에서는 많이 작아지지 않는 것이 좋다. (<악보40>참고)

<악보40> 2악장, 마디 91-94

41) 술 폰티첼로(sul ponticello) : 브릿지 가까이에서 연주하는 주법으로 이 주법을 사용
하면 독특한 소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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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PartⅡ-연결부 (마디 95-109)

  95마디에서는 C Major로 전조를 하게 되고, 바이올린은 강한 피치

카토와 악센트, 글리산도 피치카토로 타악기적인 효과를 내게 된다. 글

리산도 피치카토에서 크레센도를 하는 것이 패시지를 표현하는데 효과적

이며, 흥분해서 빨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바이올린의 피치카토가 

피아노의 선율을 받쳐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점점 클라이

막스로 향해 가게 된다. (<악보41>참고)

<악보41> 2악장, 마디 95-97

 3) A’(마디 110-145)

 A’는 PartⅠ-a’, PartⅡ-코다로 이루어져 있다.

   ➀ PartⅠ-a’(마디 110-120)

 110마디에서 조표가 다시 A♭Major로 돌아온다. 이 부분에서는 앞

서 A-a 부분에서 나왔던 멜로디가 다시 등장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a에

서 등장했던 것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역대에서 나타나고, a에서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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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악상도 포르테시모(ff)이며 프레이즈 내에 쉼표도 없다. (<악보42>참

고)

<악보42> 2악장, 마디 110-113

   ➁ PartⅡ-코다 (마디 121-145)

 121마디에 B-연결부에서 나왔던 강한 피치카토가 다시 등장하며 타

악기의 효과를 준다. 여기에 피아노 파트의 부점 리듬과 셋잇단음표가 

재즈의 효과를 더해주며 포르티시시모(fff)를 향해 나아간다. (<악보43>참

고)

<악보43> 2악장, 마디 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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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막스가 끝나고 137마디에서 피아노 악상으로 마지막으로 멜

로디가 연주된다.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마치 주고받듯이 하나의 멜로디

를 나눠서 연주하고 A♭Major Ⅰ화음에 반음 낮은 7음이 더해진 화성으

로 2악장이 마무리 된다. (<악보44>참고)

<악보44> 2악장, 마디 137-145



- 56 -

4. 제 3악장 – Perpetuum mobile, Allegro

 3악장은 알레그로로 ♩=152 G장조 3/4박자의 곡이다. 페르페투움 

모빌레는 무궁동이라고도 하며, 19세기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길이

와 같은 빠르기의 음표로 진행해 가는 기악곡을 일컫는다. 선율이 계속 

반복되어 영구 운동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42) 이 악장 또한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올린이 처음에 4분음표부터 시작하여 8분음표와 셋잇

단음표를 거쳐 16분음표에 다다른 이후, 끝까지 계속해서 16분음표의 선

율이 연주되는 악장이다. 피아노는 바이올린과는 다르게 짧은 코드로 타

악기의 효과를 내거나 독립적인 선율을 연주한다. 3악장의 또 다른 특징

으로는 1악장과 2악장에서 나왔던 주제나 동기들이 3악장에 많이 사용된

다는 것이다. 라벨의 순환기법이 잘 드러나는 악장이다. 

 이 악장은 위에서 언급한 무궁동의 특징에 따라 16분음표를 빠른 

템포로 끝까지 쉬지 않고 연주해야하기 때문에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집중

력을 요구한다. 특히, 빠른 템포로 일정하게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른 패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만드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프레이즈 내에서의 흐름을 잘 표현하고, 잘 드러나 있

지 않는 멜로디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악보

에 표기된 악상을 지키는 것 또한 이 악장을 흥미롭게 연주하는데 중요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42) 삼호뮤직 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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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A-B-A’의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은 다

음과 같다. <(표3)참고>

<표3> 3악장의 구성

형식 구성 마디

A

PartⅠ-도입부 마디 1-14

PartⅡ-a 마디 15-28

PartⅢ-a+b 마디 29-51

PartⅣ-c 마디 52-78

PartⅤ-연결부 마디 79-88

B B 마디 89-128

  A’

PartⅠ-a’+ c’ 마디 129-138

PartⅡ-a’+ b’+ c’ 마디 139-154

PartⅢ-c’ 마디 155-176

PartⅣ-코다 마디 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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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마디 1-88)

 A부분은 PartⅠ-도입부, PartⅡ-a, PartⅢ-a+b, PartⅣ-c, PartⅤ-연

결부, 이렇게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악장이나 2악장에서 나왔던 주

제나 동기들이 등장할 뿐 아니라, 이 부분에 나왔던 음형들로 이어지는 

B와 A’부분이 구성된다.

   

   ➀ PartⅠ-도입부 (마디 1-14)

 도입부는 1악장에서 나왔던 동기A로 시작된다. 1악장에서는 6/8박

자로 사용되었으나, 3악장에서는 3/4박자로 음가를 늘여 사용하였다. 

(<악보45>참고)

<악보45> 1악장 동기A와 3악장 도입부 비교 

1악장 동기A (마디 11-12)

3악장 도입부 (마디 1-4)

 피아노는 바이올린과 대화하듯이 패시지를 주고받으며 4분음표로 

시작해서 8분음표, 셋잇단음표를 거쳐 16분음표에 다다르고, 그 때부터 

바이올린의 끝없는 16분음표의 연주가 시작된다. 점점 빨라질수록 악상 

또한 점점 커진다. (<악보46>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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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6> 3악장, 마디 1-14

   ➁ PartⅡ-a (마디 15-28)

 15마디부터는 바이올린이 테마A를 제시하며 끝없는 16분음표의 연

주가 시작된다. 조표는 G메이저로 바뀌었으며, 피아노는 바이올린의 16

분음표 연주에 7도 화음의 짧은 음들로 함께한다. 바이올린은 G선에서 

연주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하이포지션이 소리내기 쉽지 않아 G선과 D

선을 섞어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악보47>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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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7> 3악장, 테마A, 마디 15-19

  

   ③ PartⅢ-a+b (마디 29-51)

 29마디를 보면 바이올린은 여전히 테마A를 연주하지만 피아노 오른

손 파트에서는 새로운 테마B가 등장한다. 이 선율은 F♯메이저이며 대다

수의 화음이 장3화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잇단음표 또한 장3화음의 펼

침화음이다. 피아노의 왼손 파트는 여전히 7도 화음을 연주하고 있는데, 

간헐적으로 5도나 2도 화음 또한 등장한다. (<악보48>, <악보49>참고)

<악보48> 3악장, 테마B, 마디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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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9> 3악장, 마디 29-34

 48마디부터 바이올리니스트는 점점 활을 아래쪽으로 가져가 50마디

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51마디의 피아노 오른손 파트의 글리산도는 

PartⅣ로 이끈다. (<악보50>참고)

<악보50> 3악장, 마디 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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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PartⅣ-c (마디 52-78)

 c에서는 피아노 파트에서 테마C와 테마D가 등장한다. 먼저 테마C

부터 살펴보면 2악장의 67-69마디에 나왔던 음형이 테마C에 들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악보51>,<악보52>참고) 

<악보51> 2악장, 마디 67-69

<악보52> 3악장, 테마C, 마디 52-57

 

 피아노의 테마C와 함께 바이올린은 52마디에서 F♯메이저 스케일

을 아르페지오로 연주하고, 56마디에 가서는 2박자 단위의 아르페지오를 

연주한다. (<악보5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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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3> 3악장, 마디 50-58

 67마디에서는 테마D가 등장한다. 테마D와 함께 바이올린은 헤미올

라로 아르페지오를 연주한다. (<악보54>참고)

<악보54> 3악장, 테마D, 마디 67-71 



- 64 -

  바이올린의 아르페지오는 테마D와 함께 계속되고 음이 점점 상승

하며 B메이저를 향해 나아간다. 

   ⑤ PartⅤ-연결부 (마디 79-88)

  79마디에서는 조표가 B메이저로 바뀌며 바이올린도 B메이저 아르

페지오를 포르티시모(ff)로 연주한다. 또한 피아노에서는 테마C 첫마디의 

음형이 반복되어 연주되며 83마디 데크레센도를 시작으로 새로운 B파트

를 준비하게 된다. (<악보55>참고)

<악보55> 3악장, 마디 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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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 (마디 89-128)

 B파트는 89마디에서 A♭메이저로 조표가 바뀌며 시작된다. 테마A의 

음형과 새로운 테마E가 주를 이룬다. 테마E는 1악장 에피소드1의 선율

에서 나온 음정 간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악보56>,<악보57>참고)

<악보56> 3악장, 마디 89-96

<악보57> 1악장 에피소드1 선율과 테마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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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E는 101마디에서 2도 위의 음으로 동형진행하여 다시 한 번 나

타난다. (<악보58>참고)

<악보58> 3악장, 마디 101-103

 115마디, 119마디에서는 테마E의 음정 간격이 16분음표로 바이올린 

파트에서 나타난다. (<악보59>참고)

<악보59> 3악장, 마디 115-116 (Vn.)

 3) A’(마디 129-194)

 A’부분은 PartⅠ-a’+ c’, PartⅡ-a’+ b’+ c’, PartⅢ-a’+ 

c’, PartⅣ-코다, 이렇게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A에 나왔던 테마들

이 주를 이루며 테마가 반복·변형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곡을 마무리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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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PartⅠ-a’+ c’(마디 129-138)

 129마디부터 조표가 E메이저로 바뀌고 바이올린은 A-PartⅡ-a에 나

왔던 테마A 음형을, 피아노의 오른손 파트는 A-PartⅣ-c에 나왔던 테마

D를 연주한다. (<악보60>참고)

<악보60> 3악장, 마디 129-132

  

   ➁ PartⅡ-a’+ b’+ c’(마디 139-154)

 139마디부터는 조표가 다시 G메이저로 바뀌고, 바이올린은 테마A를 

계속해서 연주한다. 이전에 피아노의 오른손 파트에서 연주되던 테마D는 

왼손파트에서 연주되고, 오른손 파트는 A-PartⅢ-a+b에 나왔던 테마B를 

연주한다. (<악보61>참고)

<악보61> 3악장, 마디 13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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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PartⅢ-c’(마디 155-176)

 155마디부터는 A-PartⅣ-c에서 나왔던 테마가 모두 나타나 포르티

시모(ff)로 연주되며 곡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간다. 바이올린은 테마D를 

16분음표와 옥타브로 연주하고, 피아노는 테마C와 D를 번갈아 연주한다. 

(<악보62>참고)

<악보62> 3악장, 마디 155-162

 

   ④ PartⅣ-코다 (마디 177-194)

  코다는 177마디에서 시작된다. 바이올린은 테마D를 더욱 화려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겹음을 사용하고, 피아노는 1악장의 주제 멜로디를 완

전5도로 연주한다. (<악보6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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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3> 3악장, 마디 177-184

 

 187마디부터 바이올린은 3음이 생략된 G메이저 화음을 16분음표로 

연주하고, 피아노는 장3화음으로 이루어진 셋잇단음표와 4분음표를 반복

하며 마지막에 함께 G메이저의 Ⅰ화음으로 끝이 난다. (<악보6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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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4> 3악장, 마디 1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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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 라벨의 생애와 그가 작곡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리

고 라벨의 전반적인 작품 경향과 음악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앞서 알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라벨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

타 사장조 M. 77>에 대해 분석·연구해보았다.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중 하나로 꼽히는 라벨은 

다작을 한 작곡가는 아니었지만 청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작곡가였다. 그

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인상주의 음악, 이국적인 색채,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그 자신의 색깔로 표현하였다. 그는 프랑스 예술

가곡, 피아노 작품의 작곡을 즐겨했으며 관현악으로의 편곡 또한 좋아했

고, 실내악 작품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의 음악적 특징은 인상주의적 요소와 고전주의적 경향으로 나타

난다. 그는 인상주의의 색채를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

던 전통적인 음계나 조성에 갇혀있지 않고, 교회선법·온음음계 등을 자

유롭게 사용하였다. 또한 변박이나 복합박자를 종종 사용하였고, 화성 

또한 색채적 효과를 중심으로 7화음·9화음·11화음 등까지 확대하여 사

용하였다. 그는 동시에 작품 속에서 고전주의적 경향을 추구하였는데 형

식적으로는 소나타 형식이나 3부분 형식을 선호하였으며, 대위법·페달

포인트·오스티나토 등을 사용하여 작곡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장조 

M. 77>에 잘 나타난다. 이 작품은 바이올린과 피아노 각 파트가 상당히 

독립적으로 작곡되어, 수직적인 화성의 발전보다는 수평적인 선율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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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음악이 발전해 나간다. 이 작품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각 악

장마다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 1악장은 인상주의적 색채나 음색

이 두드러지고,  2악장은 ‘블루스’로 당김음·부점·글리산도 등을 통

해 재즈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3악장은 ‘페르페투움 모빌레’로 바이올

린의 끊임없는 16분음표 선율이 특징적이다. 앞선 악장에 나왔던 주제나 

동기들이 뒤의 악장에도 나타나면서 라벨의 순환기법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필자는 본 작품을 분석할 때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상당히 독립적으

로 작곡한 라벨의 의도에 따라 단순히 화성 분석에 중점을 두지 않고, 

선율의 진행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프레

이즈의 표현 등 바이올리니스트 입장에서의 연주 방향에 대해서도 고찰

해보았다. 본 논문이 이 작품을 연주하는 다른 연주자들에게 도움이 되

어 라벨의 음악이 더 아름답게 표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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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tical Study and 

Review of performance direction of 

M. Ravel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G Major M. 77>

Yeo Eun Choi

Department of Music, Violi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G Major M. 77> by 

Maurice Ravel (1875-1937),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performance. I played this piece as a part of the graduation recital 

program for Master of Music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pring 

2017. During the recital preparation, I realized the necessity of further 

study and interpretation. This had led me to the subject of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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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ion thesis. 

Ravel was one of the leading composers of French Impressionist 

music who possessed both a distinctive impressionistic color and a 

classical tendency. His musical characteristics are evident in his work,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G Major M. 77> with apparent color in 

each movement. 

Before analyzing his works, Chapter 2 explores Ravel's background, 

his musical tendency and characteristics, and his unique musical mind. 

In Chapter 3, based on the findings of Chapter 2, I haver analyzed 

and studied the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G Major M. 77>. This 

study is focused on its melodic progress and development rather than 

the harmonic analysis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composer who 

composes the violin and piano independently. To examine the direction 

of playing, each movement is analyzed with a different emphasis: the 

first movement on his impressionistic elements, the second movement 

'Blues' on  his inspiration from jazz music, and the third movement 

'Perpetuum mobile' on the features of his movement and circulation 

techniques.

Keywords : Ravel, Violin Sonata, Impressionistic music

Student Number : 2016-2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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