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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는 20 세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며, 그

는 또한 피아니스트다. 프로코피예프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였고, 그의 생

애 동안 130 여 개에 달하는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은 고전적

인 전통을 계승하여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개성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은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며, 러시아의 역사와 민족적 정신이 

담겨 있다. 그의 작품에서는 그만의 독창성이 돋보이며, 현대 음악 어법을 사용하지

만 신고전주의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에서 가장 흔히 나

타난 기법은 오스티나도 베이스 기법이다.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7번은 1939년부터 1942년에 걸쳐 완성되었고 3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기 소나타 6번, 8번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으로 

작곡되어 소위 '전쟁  소나타'라고 불린다. 본 논문은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소나

타 제7번에서 나타나는 작곡 기법과 연주적 분석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작곡가의 생애적 배경을 먼저 살펴본 뒤, 그의 중요한 작품들에 대

해 간략하게 언급한다. 이후 그의 음악적 특징을 신고전주의와 현대주의적인 관점

과 타악기적, 서정적, 그리고 그로테스크적인 특징으로 총 5 개로 분류하여 그의 음

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면모를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중심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토대로 각 악장과 악구의 리듬, 선율 등 다방면에서 그

의 작곡 기법에 대한 분석을 하여 작품에 대한 구조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연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러시아 음악, 사회주의 리얼리즘, 신고전주의

학  번: 2017-2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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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0 세기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대에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건축, 

회화 등 모두 영역은 새로운 추세가 나타난다. 20 세기의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문화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하였고, 문화의 한 분야인 

음악에서도 여러 혁신이 일어났다. 

프로코피예프는 세계 대전과 볼셰비키 혁명을 일어난 20 세기 초에 태어난 작곡

가로서 정치적, 사회적인 영향이 그의 음악에서 많이 드러난다. 그의 음악에서 낭만

주의 음악과 같이 내포된 개인적인 감정은 뚜렷하지 않으나 특징적으로 불협화음과 

풍자적인 멜로디가 반영되어 있으며 생동감과 추진력, 독창성이 잘 나타나 있다. 

프로코피예프는 잘 알려진 러시아 작곡가들 중의 하나이다. 프로코피예프의 피아

노 7 번 소나타는 ‘전쟁 소나타’ 와 ‘스탈린그라드 소나타’ 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작품은 그의 작품들 중에서도 높이 평가되는 작품이며, 동시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피아노 소나타 7 번은 다양한 특징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고전적인 형식의 계승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 작품에는 역

동성이 내포되어 있다. 1 악장과 2 악장의 모호한 조성과 달리 3 악장에서는 아주 명

확하게 조성이 형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높이 평가되는 만큼 다른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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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첫째, 20 세기의 러시아 음악의 역사와 배경, 특징을 서술하고 러시아 음악에서 나

타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20 세기 러시아의 피아노 음악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서 적합한 연주 기법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둘째, 프로코피예프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한다. 피아노 소나타 7 번

의 구조 분석, 창작 배경, 연주 방법 등 통해서 작품의 스타일과 함축적 의미를 더

욱 확실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셋째, 프로코피예프의 작품은 러시아 민속 음악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20 세기의 러시아 음악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서 이 작품의 연주자에게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3. 연구의 내용

본 논문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7 번의 구조와 연주 분석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20 세기의 배경을 탐구해야 그 시대의 작곡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심리적인 영향을 알 수 있다.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에서는 신고전주의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그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 20 세기에 나타나는 주로 프로코피에프와 관련 있는 신고전주

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설명과 20 세기 러시아 음악의 역사적 배경과 러시

아 음악의 특징을 언급한다. 

프로코피예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애 소개와 음악 세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

의 가족, 연주활동, 창작환경, 주요 작품과 생애를 통해서 그의 음악의 성격, 창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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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와 영감의 내원을 알 수 있고 피아노 소나타 7 번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 세계

를 더욱 깊게 이해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창작의 초, 중, 후기 작품들의 

양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의 피아노 음악들은 시기에 따라서 대조적인 특징을 띄

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각 시기의 작품들의 특징이 

형성되는 원인과 요소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소나타 7 번의 창작 배경, 형식과 구조 분석의 토대로 필자

는 이 작품의 세부적인 연주 방법을 해설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에 나타난 조성은 

어떤 분위기를 표현하는지, 각 프레이즈에서 나타나는 다양안 의미와 특징, 곡의 구

상, 음악 형상, 터치(touch), 등 연주의 방법과 결합하면서 해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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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 세기의 러시아 음악

1. 20 세기 러시아 음악의 배경

  1941 년에 독일은 소련을 갑자기 피습하였고. 소련의 군대는 처음에 실패했지만 

1942 년부터 반격해서 독일 군대가 철수하게 된다. 소련의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완강히 굴복하지 않은 위대한 정신은 그 민족의 음악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주었다. 

18 세기 러시아에서 종교음악이 유행했는데 18 세기 이후에 종교작품이 아닌 점

진적으로 민속 가요에 관심이 많아진다. 그래서 러시아의 클래식 음악에서도 민요

적인 영향력이 잘 나타난다. 

19 세기에 나타나는 러시아 5 인조는 러시아의 혁명 민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예술의 리얼리즘을 제창하고 20 세기의 러시아 음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게다가 

1917 년 러시아 10 월 혁명이 승리한 후 러시아 음악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

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위치가 되었다. 이석원에 의하면, "러시아는 19 세기부

터 민족주의의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나라"1)라고 한다.

20 세기의 러시아 음악은 러시아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과 함께 

점차적으로 발전되었고 현재까지도 강한 민족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강력한 문화적 

배경과 함께 다양한 음악 어법도 포함하고 있다. 

2. 러시아 음악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은 사람들의 사상과 생활을 진실 되게 

묘사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게다가 각종 현상과 본질을 

1) 이석원,『현대사회 현대문화 현대음악』(서울: 심설당, 2010),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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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며 민족성이 있고 형식주의, 퇴폐주의, 자연주의 음악과 대립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음악은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반영한다. 18 세기의 

클래식 음악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음악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각 민족 악파 및 

러시아 고전 악파의 기본적인 창작 원칙 중 하나다. 

20 세기 소련에서 10 월 혁명의 승리 이후,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와 의식 형태는 

세계에 널리 포용되지 못했지만 소련의 음악은 음악사조에서도 중요한 음악 장르로 

회자되고 있다. 

소련의 음악은 20 세기에 대부분 작품은 “사회주의 음악”에 속한다. 사회주의 

음악은 정치 사회 및 전체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중에게 귀의하는 예술 

형태다. 

1930 년 이후 대중들에게 있어서 "리얼리즘"은 국가의 현재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었다. 20 세기에 작곡된 러시아 음악들은 리얼리즘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 러시아의 정치 간부에 의해서 큰 비판을 받는다. 프룰레타리아는 단순 음악을 

숭배하는 관점과 현대주의 관점에 대한 둘 다 나중의 새로운 산물 "사회주의 

리얼리즘" 에게 비난을 받았다. 

1948 년 모스크바에 열린 작곡가 회의에서 브루소바 (Nadezhda Bruova)의 말에 

반영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예술가들은 추상적인 객관주의를 제시하는 것을 

필요하지 않는다. 대신에 삶의 진정한 길을 이해하는 것이다. 소련 인민은 

공산주의를 향하는 위대한 도로, 인생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2)

소련 음악의 리얼리즘은 테마적인 소재와 조성, 리듬의 발전을 시도하고 어떻게 

현실적이고 교향적인 리듬 유형을 형성할 것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련의 

미학은 마르크스주의의 투쟁, 발전의 원칙과 사회전진 방향을 바탕으로 하고 

2) Peter Deane Roberts, Modernism in Russian piano music (Indiana Univ Pr, 1993), 7.



- 6 -

리얼리즘은 활기 찬 새로운 작품뿐만 요구되는 것 아니라 숙고하고 평화로운 

관념과 감정 표현이 풍부하며 소련의 현실적인 이미지가 살아 있는 음악을 

필요하다는 것이다 3)

3. 20 세기 러시아 음악의 특징

    이 시대의 음악 양식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20 세기의 러시아에 각양각색의 

우수한 작곡가들이 등장했기에 당시의 음악도 다원화되었다. 그래서 20 세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을 통해서 20 세기 러시아 음악의 발전 추세를 알 수 

있고 독보적인 음악적 특징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스크랴빈(Scriabin, 1872-1915)의 작품은 신비주의 색채가 담아 있고 

드라마틱하다. 음향은 두껍고 섬세하고 날카롭다. 코드가 복잡하며 분위기는 

격정정이다. 초기는 쇼팽과 닮아 있지만 중기는 바그너의 열광적인 스타일과 

비슷하다. 그리고 드뷔시의 모호하고 인상적인 스타일의 영향이 그의 작품에서 

뚜렷하게 보인다. 

스크랴빈은 소나타를 쓸 때는 항상 단악장의 형식과 ‘신비화음’을 사용한다. 같은 

시대의 작곡가와 비해서 그의 곡에서 소나타 형식이 뚜렷하게 들리지 않고 정서도 

뚜렷하지 않다. 그의 작품을 감상하면 아주 모호한 슬픔과 원망감이 있다. 그의 

음악에 마력이 있기에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의 음악에 심취할 수 있다. 이미 

영혼을 초월한 듯이 가장 높은 경계에 달성하는 것 같다은 분위기를 담고 있다. 

라흐마니노프(Rachmaninov, 1873-1943)는 후기 낭만주의 색채를 담아서 스크리

아빈과 피아노 학파의 역사 지위를 확립했고 19 세기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

3) James Bakst, A History of Russian-soviet music (Westport, Conn. : Greenwood Press, 1977),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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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에 영향을 받았다.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은 그 자신의 성격처럼 우울하고 감

정을 뚜렷하게 사람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깊은 정을 담고 있다. 

그의 작품은 19 세기 유럽의 낭만파와 러시아 민족 악파, 차이코프스키의 전통을 

지켰다. 비장한 분위기를 담고 있으며 러시아의 민속 가요와 오래된 종교 가요의 

요소가 있다. 화성은 풍부하며 무거운 느낌이 있다. 

  쇼스타코비치(Shostakovich,1906-1975). 현실주의 리얼리즘 작곡가로서 쇼스타

코비치는 자신이 정한 규칙이나 체계에 묶이지 않는 곡을 썼다. 그의 음악은 현실 

사회와 삶을 반영하며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유롭게 조성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때로는 매우 단순한 대중적인 선율을 쓰고 때로는 복잡하고 자극적이다. 특히 

그는 전통적인 풀리포닉(polyphonic)을 확장하고 푸가(fugue)와 같은 옛날의 형식

에 현대적인 내용을 주입했다. 

  스트라빈스키(Stravinsky, 1882-1971). 신고전주의를 창립했고 19 세기 러시아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학생이다. 그의 창작은 러시아시기, 신고전주의 시기, 

음렬주의시기로 구별하며 시대의 흐름과 개인적인 요소를 하나로 용합해서 그의 작

품을 다양화하였다. 동화, 전쟁, 종교 등 다채로운 음악 장르가 있고 러시아 민속 

특징만 있는 것 아니라 재즈 음악 특징, 인상주의 음악 특징까지 있다.

하차투리안 (Khatchaturian, 1903-1978). 아르메니아의 코카서스 지역의 다양한 

민족의 전통 음악 요소를 흡수하고 프랑스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 언어는 

선명한 아르메니아의 민속 색채가 있다. 낙관적이고 선율과 화성이 풍부하며 열정

이 담고 높은 기교성이 있다. 그의 음악 창작은 시대의 의식, 민족의 유산과 개인적

인 스타일을 융합하고 오래된 생명력이 담은 우수한 작품을 남겼다.

  20 세기의 러시아 음악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음악보다 개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음악의 장르, 양식 또한 다양해진다. 이 시대의 작곡가들은 러시아 민속 음악의 

소재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각자 음악의 추구와 

사상, 관점이 다르고 뚜렷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음악의 본질적으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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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표적인 20 세기의 러시아 음악들을 감상해보면 그 음악들 안에는 전형적인 

서양 음악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동양적인 요소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여전히 전통음악의 넓고, 노래롭고, 

확고하고, 비장하는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승해 왔다. 

20 세기 러시아 음악의 소재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음악의 토대로 19 세기에 

등장한 작곡가인 글린카를 비롯한 여러 작곡가들을 통해서 러시아 음악 문화의 

우수성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들의 음악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음악양식이 

나타났다. 다른 국가와 지역과 달리 러시아 현대 음악의 발전 과정은 완전히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토대로 하여 이를 계승하고 혁신한다. 이 과정은 

민족의 특질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현대의 러시아 음악의 선율과 리듬의 변화는 이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적인 러시아 음악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거의 없는 뚜렷한 리듬과 달리 현대 

러시아 음악의 리듬은 변화가 다채롭게 발생한다. 서정적이고 진정한 멜로디가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선율과 리듬의 변화가 폭이 넓은 작품도 존재한다. 

러시아의 피아노 음악은 자신의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것을 토대로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고, 예술적 개념이 등장하며, 민속 특색의 가치를 재현한다. 

많은 피아노 작품은 자신 민족의 문화를 흡수하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 음악에 

특별한 색채를 주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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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코피에프의 음악 세계 

1. 창작 생애

  마샬 캐번디시(Marshall Cavendish Corporation)는 프로코피에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론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는 러시아음악을 현대화한 사람들이다. 소련정부는 그의 작품을 조화

롭지 못한 혼돈의 세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프로코피에프는 이런 비판을 딛고 일어나서 20

세기의 가정 정교하고 현대적인 작품들을 써냈다. 그는 본능적인 직감과 자발적인 창의로 작곡

하는 타입으로 많은 현대작곡가와 달리 일정한 시스템을 세우거나 이론적인 탐구에 흥미를 품

지 않았다.4)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는 1891 년 4 월 23 일에 우크라이나 스텝지역에 있는 손초

프카(Sgontsovka)라는 시골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농업기술자이고, 어머니의 직업

은 음악가 아니었지만 우수한 피아니스트로서 프로코피예프에게 셋 살부터 피아노

를 교육하였다.  

그의 일생은 세 단계로 분화할 수 있다.  이는 각각 다음과 같이 명칭하도록 한

다. : 학창 시기(러시아 시기 1908 년-1918 년), 해외 시기(미국과 유럽 시기 1918

년-1936 년), 귀국 시기(소비에트 시기 1936 년-1953 년).

1.1. 학창 시기(러시아 시기 1908 년-1918 년)

프로코피예프는 어린 시절에 쇼팽과 베토벤의 작품 배웠으며 작곡가 글리에르

(Gliere,1875-1956)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음악 계몽 교육을 받았다. 두 사람은 아

주 좋은 추억을 남겼고 지속적인 친밀한 우정 관계를 유지했다. 게다가 시골에서 

4) The Great composers, their lives and times,『타임-라이프 북스 위대한 음악가』,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편집부 번역(서울: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9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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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 소년 프로코피예프는 우크라이나 농민의 노랫소리가 자주 듣고 민속 가요에 

일찍 접근했고 적극적인 영향을 받았다.

프로코피에프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한 훌륭한 재능을 알고 있었다. 다섯 살

에 첫 번째 작품인 <인도 스타일의가로프>라는 피아노 소품을 작곡했고 여섯 살에 

행진곡, 왈츠, 론도를 각 한 곡씩 작곡했다. 심지어 아홉 살에 <무인도, Desert Islands>와 

<거인, The Giant>라는 오페라도 썼다. 

프로코피에프는 1904 년(13 세)때 페테부르크 음악원에 갔다. 당시의 심사위원장 

림스키코르사코프(Rimsky-korsakov)는 그의 작품을 보고 나서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 프로코피예프는 그의 학생을 되었고 드디어 입학했다. 그는 페테부르크 음악

원에 작곡, 지휘, 피아노 연주를 배웠고 십년 동안 있었고 점점 프랑스 작곡가 드뷔

시, 라벨의 음악에 관심이 생겼다. 

프로코피에프는 학교에 있는 동안 자신의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교수와 동료들

에게 자주 직설하고 반어적으로 행동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 솔직한 성격은 나중

의 그의 음악적 특징으로 승화 되었다. 비록 프로코피에프의 성격은 까다로웠지만 

같은 학교에 있는 미야코프스키(Nikolay Myakovsky)와 아사피에프(Boris Asafyev)

는 그와 평생 친구를 된다.  

또한 1910 년에 교향시 <꿈>과 <가을 스케치>를 작곡했다. 주제적이고 환상적

인 두 작품은 스크랴빈의 영향을 받아서 인상적인 음향과 색채감이 남아 있다. 그

리고 프로코피에프는 지휘를 공부하는 동안 상징주의적인 발몽의 시에 영향을 받았

고 신비스럽고 낭만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코피에프는 스크랴빈을 방문

하여 <꿈>을 그에게 헌정했다.

초기에 프로코피예프는 슈트라우스, 차이코프스키, 바그너, 드뷔시와 그리그를 좋

아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시기에 작곡한 작품들 중 주로 피아노 작품들이 많

다. 특히, 1911 년에 작곡한 피아노 모음곡<풍자 Sarcasms Op. 17>와 <덧없는 비

전 Visions fugitives>는 가장 알려진 초기의 작품이고 그의 기괴한 스타일을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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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미 전통적인 

조성과 화성 기법을 따르지 않고 혁신적인 불협화음이 전체 곡의 중심이 된다.

1911 년에 작곡한<피아노 협주곡 제 1 번 Op. 10>는 당대의 비평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13 년 적곡한 <피아노 협주곡 제 2 번 Op. 16>은 그의 관현악 악

보가 보존되지 못해 1923 년에 다시 악보를 재구성하고 재현되었다. 

제 2 번 협주곡에 대해서 비평가들은 음악이 감상자들로 하여금 공포로 얼어붙고 

머리카락이 곤두서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러시아 발레단의 주최자는 프로코피에프

가 작곡하고 연주한 <제 2 번 피아노 협주곡>를 듣고 그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개한다. 

  <피아노 협주곡 제 2 번>의 초연에서  많은 청중들이 그의 음악을 듣고 나서 계

속 감상할 수 없다고 하며 극장을 떠나고, 연주가 끝난 후에 관중은 그의 음악은 

미래파 음악이라고 말하며 고양이가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을 당했고 

심지어 공연 도중 소란도 발생했다고 한다.

그는 1914 년에 졸업 연주회에서 자신이 작곡한 <피아노 제 1 협주곡>과 바흐의 

푸가를 연주했고 1 등상을 수상했다. 1914 년 6 월에 졸업한 후 발레 <알라와 롤

리>작곡을 시작했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그의 <고전 교향곡>은 불셰비키 혁명이 발발했던 

해에 작곡되었고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신고전주의 작품이라

고 볼 수 있고 고전주의 전통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교향곡의 기법과 스크랴빈의 풍부한 화성과 관현악법을 따르는 동시에 자신의 독특

하고 참신한 현대 기법과 접목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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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 시기(미국과 유럽 시기 1918 년-1936 년)

이 시기는 프로코피에프가 해외에서 혼란과 빈곤의 어려움에 처한 시기였다. 서

방에 있는 동안 그의 눈은 넓어졌고 그의 창조에 영감을 받았다. 그가 서구에서 보

낸 기간은 20 여 년 정도 되는 것으로 기록된다. 처음에 미국에서 지낸 후에 주로 

프랑스에 살았다. 여러 국가에 다녔으며 연주 활동과 작곡을 왕성히 하였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명성을 얻게 된다.

  미국에서 연주회가 열리고 나서 1919 년에는 고찌(carlo Gozzi)의 동화를 바탕으

로 오페라<세 개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을 작곡한다. 이 작품은 시카고의 오페라단

의 위촉을 받아서 시작하고 성공을 거두며 그의 오페라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다. 이 작품은 아주 환상적인 주제로 유명하다 

1921 년에 <피아노 협주곡 제 3 번>을 작곡했다. 1923 년에 오네게르의 영향을 받

아서 쇠와 철로 만든 교향곡 제 2 번은 호평을 받았다. 교향악 2 번은 베토벤의 후

기 소나타(Op. 90, Op. 111)의 두 악장의 형식과 비슷하다. 

1925 년에 발레음악 <철의 스텝 the steel step>을 작곡했고 소련의 공업을 묘사

한 작품이다. 그 이후 1929 년에 <신포니에타>를 작곡했다.

프로코피에프의 초기에 작곡한 소품들이 활발하고 외향적인 분위기를 갖는 것과 

달리 이 시기의 곡<사물 그 자체 Choses en soi: things in themselves>와 <사고

thoughts>은 내향적인 성격을 포함한다.

1934 년에 발레곡을 위촉 받아 <로미오와 줄리엣>을 작곡하기 시작한다. 이 발

레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레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35 년에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 제 2 번>는 프랑스 바이올린주자인 소탱(Robert soetens)

의 위촉을 받아 쓴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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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국 시기(소비에트 시기 1936 년-1953 년)

이 시기는 프로코피에프가 자신의 고향에 돌아간 후 가장 성숙하고 귀중한 소비

에트 시기이다. 귀국한 후에 프로코피에프는 그 시대와 가깝고 삶과 가까운, 그리고 

개성이 넘치는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했다. 

그는 자신의 말처럼: "나는 작곡가가 시인, 조각가, 화가와 같아 사람에게 봉사해

야한다고 믿는다. 그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고 우선은 예술에서 공민이라고 

표현하여하고 인류의 삶을 돕고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해야 한다. 이것

은 예술이 해야 하는 변화할 수 없는 규범이다."

1936 년은 그의 가족과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에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았다. 소련

으로 돌아온 후에 영화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20 세기에 훌륭한 영화감독인 아

이젠슈타인과 같이 작업을 했다. 

이 시기에는 대중과 후인을 위해 작곡한 것이 많고 음악 양식은 단순성이 뚜렷하

다. 아마도 당시의 사회 배경과 관련이 있다. 한편 당시 많은 러시아인이 체포되어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소

련의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자신은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귀국한 후의 처음 작곡한 곡인 <피터와 늑대>는 어린이 위한 작품이다. 1938 년

에 <로미오와 줄리엣> 초연했고 1939 년에 피아노 소나타  3 편을 작곡한다.  

1942 년에 오페라 <신데렐라>를 완성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소설을 바탕으로 

오페라 <전쟁과 평화>을 작곡하였다. 특히 <신데렐라>는 차이코프스키에게 헌정

되어 신고전주의적 경향이 있고 러시아 민요와 고전 발레를 사용했다. 

1944 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교향곡 제 5 번과 피아노 소나타 제 8 번을 작곡했

다. 교향곡 제 5 번은 ‘전쟁 교향곡’이라고 부르고 매우 전통적인 양식을 사용하며 

스탈린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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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년에 서구적 형식주의 성향의 음악이라며 즈다노프에게 비판을 받았고 소련 

공산주의는 작품의 ‘민족성’을 주의해야 한다는 비평을 받기도 했다. 이 상황은 프

로코피에프의 건강 상태를 큰 영향을 끼쳤고 건강이 악화되었다. 

1953 년 62 세의 프로코피에프는 평소와 다른 일정을 보내게 된다. 오후에 친구

와 산책하고 <석화>의 악보를 토론하는데 저녁에 심한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

하였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프로코프에프 그리고 한 시간 후에 스탈린은 세상에 

떠났다. 

비록 당시에는 스탈린의 사망을 비해서 프로코피에프의 사망은 특별한 주목을 받

지 못했지만 그의 작품은 시대의 변천을 따라서 점점 사람들에 더욱 열렬한 각광을 

받고 음악계의 중시를 받는다. 

2. 음악적인 특징

  알렉산드르 토라제(Alexander Toradze)는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에 대해 "프로코

피에프는 ‘고전’ 무대에 같은 시대의 다른 작곡가보다도 많은 새로운 음악을 부여했

고 여전히 케케묵은 규범을 굳게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돌발적이고 창의성이 넘치

는 동시에 더 간결하고 순박한 멜로디를 추구한 전통주의자였다" 라고 말한다. 5)

  유연형은 프로코피에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 모더니즘의 ‘젊은 사자’, ‘성난 야수’ 이었다. 젊은 날의 모더니스트라고 일컬

어진 작품과, 귀국 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작품과의 커다란 괴리(乖离), 거기에 우리들은 

‘모순된 것을 안고 있으면서 그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까지 돌진해 버리는’ 러시아인의 모습

을, 여기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6)

5) Gregory Hart,『프로코피에프, 그 삶과 음악』, 임선근 번역 (서울: 포노, 2014), 137.

6) 유영형, 『20 세기 클래식의 음향과 현대음악』（서울: 음악춘추사, 199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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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코피에프의 작품은 선명한 러시아의 민속음악적 요소가 담겨 있어 그의 작품

을 감상하면 러시아의 깊은 민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는 신고전주의의 계승

자로서 바로크와 고전주의의 음악 형식을 재현하고 현대음악의 새로운 형식을 가입

해서 용합시켰다. 그의 음악에서 풍자적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동화적인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의 음악의 단단한 외면과 달리 실제로 음악적 내면은 부드럽고 섬세하다. 다시 

말하면 외면에 현대적인 불협화음이 흔히 나타나지만 내면에 깊이 갈수록 불협한 

음에서 조화로운 총제를 점점 이루고 있다. 그래서 프로코피에프가 자신의 작품에

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외면에 있는 것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있다고 추측한

다.

프로코피예프 작품의 특징은 시기별로 살펴보면 초기의 창작은 참신하고, 장르가 

광범위하고, 형식은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불협화음을 대신에 중기에는 

매우 뚜렷한 짜임새와 선명한 풀리포닉적인 어법을 사용했다. 

중기에는 대위법과 화성법에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주로 화성의 품부함을 중

심으로 불협화음을 사용하는 실험에 중심을 두었는데 중기에는 화성의 짜임새를 주

의하는 대신 대위법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후기 작품에서는 초기의 대담한 불협화음과 현대적인 스타일과 중기의 대위법적 

경향, 신고전주의, 단순한 구성, 서정적인스타일을 결합하여 균형을 이루었다. 

게다가 후기 작품에서는 초기와 중기의 스타일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소련의 사

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예술 규정을 따라서 대중 중심적인 음악을 창작하고 현실에 

가까워지며, 더욱 성숙하고 침착해지며 화성과 대위법도 학창시기의 작곡 기법과 

서방에서 습득한 새로운 수법을 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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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고전주의적

밀러(H. M. Miller)는 신고전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고전주의는 객관성과 명확성을 나타내는 낭만주의 음악 이전의 사고

방식에 귀착하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18 세기의 고전주의에 한정되고 있지는 않다. 

또 신고전주의는 대위법적 수업이나 르네상스, 바로크로부터의 여러 형식(푸가, 파사칼리아, 

토카타, 마드리갈)을 현대적인 화성이나 리듬, 조성, 선율, 음색 등을 사용해서 재현시키려하

고 있다.7)

프로코피에프는 어렸을 때 하이든, 베토벤 등의 여려 고전주의 작곡가를 부터  

영향을 받았기에 그의 협주곡이나 소나타에 바로크의 양식과 18 세기의 고전주의에 

있는 전통적인 형식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가보트와 소나타 형식이 그의 작품에

서 흔히 나타났다. 가장 그의 신고전주의적인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은 <고전 

교향곡>와 <신데렐라>다.

특히 구조와 형식은 신고전주의의 경향이 가정 뚜렷하다. 프로코피에프의 대부분

의 작품을 보면 고전주의에 있는 소나타형식과 바로크 시대에 있는 대위법적 푸가

가 눈에 띈다. 그리고 균형적이고 대칭적인 형식을 추구하며 매우 자유로운 구조와 

강렬한 감정의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고 본다.

2.2. 현대적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은 전통적인 기법에 기초를 두는 반면에 그의 음악에는 현대

적인 어법을 사용하는 것도 엿보인다. "현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범

위가 매우 광범하지만 "현대 음악"이라는 말을 설명하려면 일반적으로 20 세기에 

나타난 음악을 가리킨다. 프로코피에프의 음악 속에 있는 현대성을 살펴보면 비통

례적인 리듬과 선율, 대담하고 신랄한 화음, 모호한 조성을 발견된다.

7) H. M. Miller,『새西洋音乐史』, 최동선 번역 (서울: 现代乐谱出版社, 1981),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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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히 보면 첫째, 리듬과 박자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예전에 거의 사

용하지 않은 복잡한 흘수 박자와 불규칙한 리듬 패턴을 써서 강한 리듬감을 만들고 

타악기적인 효과를 추구한다.

둘째, 화성은 전통적인 화음 구조와 화성 진행 및 조화로운 3 화음을 사용하지 않

고 화음 체계를 확대시켰고 불협화음을 빈번히 사용한다. 또한 복합리듬과 비슷한 

바탕으로 다른 화음으로 결합하는 복합 화음도 그의 작품에서 나타났다.

셋째, 선율은 고전과 낭만 시대에서 나타나는 느낌과 달리 자주 예상하지 못한 

선율의 방향으로 가고 음역에서도 넓은 도약이 많이 나타난다. 선율은 음계의 기초

에  건립하는 것이라서 옛날에 있는 자연 음계와 반음계만 구속되지 않고 여러 가

지 새로운 음계의 중류가 나타났다. 

넷째, 조성은 점진적으로 모호해지고 선명하지 않은 현상이 보인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나온 작품의 조성은 악보만 보면 알 수 있지만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에

는 조성을 발견하기 쉽지 않는다. 

2.3. 타악기적

쇤베르크는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음악에 대해 ‘해머가 있는 타악기적인 피아노 

소리’를 발전시켰고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의 관점에 인정하지 않았으나 스트

라빈스키와 바르톡의 음악의 타악기적인 수법과 효과가 보인다고 평가한다.8)

프로코피에프의 대부분 작품은 오스티나토(ostinato) 음형을 이용해서 토카타적인 

형식으로 타악기적인 효과를 만든다. 자세히 말하면 토카타적인 반복한 리듬 음형

의 기계적이고 지속적인 연타를 통해 타악기적인 효과를 표현된다. 슈만의 토카타

에 영감을 얻고 원시적인 에너지를 넘치는 야성적이고 동력적인 타악기 효과는 그

의 작품에서 흔히 나타나다. 

8) H. Schonberg,『위대한 피아니스트』, 윤미재 번역 (서울: 도서출판 나남),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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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정적

서정성은 비록 초기 작품에서도 보이지만, 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반영한 후

기 작품으로 갈수록 초기보다 매우 부드럽고 단순한 멜로디에 나타난다. 

프로코피에프는 선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해하기 쉬운 동시에 듣기 독특한 선

율을 만든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프로코피에프는 서정적인 선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고,  독창적인 멜로디를 만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였다고 알려진

다.

서정성은 프로코피에프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특징이라고 본다. 보통 음계적인 

진행과 반복적인 화음과 펼친 음형의 흐름을 따라 드러내고 현대 음악의 분위기의 

토대로 고전적이고 낭만적인 멜로디를 부여시킨다. 따라서 서정성은 프로코피예프

의 작품에 대체 불가능한 중요성이 띤다. 

2.5. 그로테스크적(Grotesque)

그로테스크적인 특징은 프로코피에프의 작품 중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널리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자신은 오히려 그로테스크적인 특징은 서정적인 

특징을 비해서 중시하지 않는다. 

  이 특징은 보통 추진력이 있는 리듬과 약동하는 템포, 악센트 있는 오스티나토 

음형과 스타카토, 뾰족한 불협화음과 대담한 도약 진행의 사용을 통해 잘 나타나다. 

또한 그로테스크적인 특징은 고전적, 서정적, 토카타적인 경향과 같이 결합해서 그

의 독특한 음악 양식을 구성했다. 예를 들면 마일드하고 긴 선율선을 구사할 때 항

상 기괴한 선율을 지니고 있는 것은 서정적인 특징과 결합하는 것이다.



- 19 -

Ⅳ. 피아노 소나타 7 번

1. 작품의 창작 배경

   

   프로코피에프는 자신의 일생동안 많은 소나타 작품을 탄생시켰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소나타는 <피아노 소나타 제 7 번>이다. 프로코피에프의 소나타는 

20 세기의 다른 작곡가의 소나타에 비해서 그의 소나타의 형식은 아주 고전적인 큰 

규모로 구성되었다. 

  <피아노 소나타 7번>는 1939년부터 1942년에 걸쳐 완성했고 3악장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기 소나타 6번, 8번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으로 일명 '전

쟁  소나타'라고 부른다. 또한 이 소나타는 "스탈린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작품

은 "스탈린그라드 소나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1943년 리히터(S. Richter)에 

초연되었다.

  이 소나타는 6번, 8번과 같이 야성적이고 선명한 선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스티나도, 토카타, 복합리듬 등의 창의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피아노의 혁신적인 

음향을 만들어 내고 타악기적인 효과도 잘 나타나 있다. 대담한 불협화음과 풍자적

인 스타일이 지니고 있다.

  게다가 3개의 "전쟁 소나타"는 각각 독특한 점이 존재하고 잘 연결된다. 모두 낭

만성과 서정성이 지니고 있다. 열정과 힘이 가득 차 있고 화성이 매우 풍부하고 전

쟁을 묘사하는 드라마틱한 분위기가 있다. 

  3개의 소나타는 모두 전쟁의 무섭고 냉혹함을 반영했지만 여전히 서정적이고 단

순한 면을 소홀하지 않고 전쟁의 분위기와 조화롭게 연결했다. 6번 소나타는 조성

감이 분명하게 있으나 7번은 거의 무조성의 느낌이 강한다고 본다.    



- 20 -

2. 기법적인 해석

  2.1. 1 악장 (Allegro inquieto, B♭ Major, 6/8)

제 1 악장은 소나타형식이고 제시부의 제 1 주제는 아주 짧고 선명하게 부각된다. 

반음계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무조성의 불안한 멜로디지만 B♭을 중심음으로 

사용한다. (악보 1-1, 1-2, 1-3)

[악보 1-1] 제시부 제 1 주제 모티브 a  (마디 1-4)

모티브 a 에 나온 중심음 B♭은 모티브 a1 (악보 1-2)를 인도하는 작용을 한다고 

본다. 모티브 a1 은 파생주제로 모티브 a 를 발전하고 추진하게 되고 중심음 B♭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악보 1-2] 제 1 주제 모티브 a1 (마디 7-9)

모티브 a, a1 의 토대로 발전해서 a2 의 중심음은 원래의 B♭에서 반음 올라간 B

로 변화한다. 그리고 모티브 a2 는 대위법을 이용하여 4 번 반복한다. 프로코피에프

는 자주 모티브를 반복하는 수법을 통해서 긴박감을 조성했다고 평가된다. (악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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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제 1 주제 모티브 a2 (마디 12-15)

모티브 a 뒤에서 타악기적인 리듬 패턴이 나타나고 긴장감을 조성한다. (악보 

2-1, 2-2)

[악보 2-1] 제 1 주제 타악기 리듬 a (마디 5-6)

[악보 2-2] 제 1 주제 타악기 리듬 b (마디 21-23)

타악기적인 리듬 b 를 짧은 연결부로 볼 수 있고 급박한 타악기 리듬 c 를 이끌어

낸다. 타악기 리듬 c 는 비약적인 3 도 음정의 도약을 바탕으로 하며 리듬 b 의 타악

기적인 리듬 형과 동일하다고 본다. (악보 3-1)

[악보 3-1] 제 1 주제 타악기 리듬 c (마디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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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기 리듬 c 는 짧게 나온 후에 모티브 a 를 변형시켜서 다른 형태로 3 회에 걸

쳐 반복된다. 3 번의 변형은 제 1 변형은 음역의 변화로 모티브 a 의 유니즌 선율이 

옥타브 위에서 나온다. 

제 2 변형은 스타카토로 변화되고 제 3 변형은 모티브 a 의 선율이 옥타브 아래로 

등장한다. (악보 4-1, 4-2, 4-3)

[악보 4-1] 제 1 주제 모티브 a, 제 1 변형 (마디 28-31)

[악보 4-2] 제 1 주제 모티브 a, 제 2 변형 (마디 36-37)

[악보 4-3] 제 1 주제 모티브 a, 제 3 변형 (마디 38-40)

모티브 a 의 3 번의 변형 후에 모티브 b 나온다. 모티브 b 는 왼손의 반음계적인 옥

타브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른손의 코드와 같이 선율적인 효과가 있다. 심지어 거의 

무조성의 제 1 주제에는 모티브 b 의 후반부에서 C# minor 가 뚜렷하게 나온다.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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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5-1)

[악보 5-1] 제 1 주제 모티브 b (마디 45-49)

모티브 b 는 간략하게 나온 후에 모티브 a 의 재현 악구가 장 2 도로 올라가서 등장

한다. 이 작은 악구는 모티브 a 를 재현하는 중요할 역할로 보일 뿐만 아니라 모티

브 a, b, c 의 총결적인 악구로서 Climax 로 작용한다고 본다. (악보 6-1)

[악보 6-1] 제 1 주제 모티브 a 재현 (마디 61-63)

그 다음에 모티브 c 가 모티브 a 의 음형 재료를 사용해서 반음계적으로 나온다. 

(악보 7-1)

[악보 7-1] 제 1 주제 모티브 c (마디 65-68)

모티브 d 후반부의 bass 성부에 있는 펼침 화음은 모티브 c 후반부(악보 9-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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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부에 있는 펼침 화음과 규칙적인 면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악보 

8-1)

[악보 8-1] 제 1 주제 모티브 d (마디 90-93)

모티브 d 가 끝난 후에 매우 작은 연결구가 등장한다. 이 연결구는 제 1 주제와 

제 2 주제의 중요한 연결로 보일 수도 있으며 A 음을 강조한다. (악보 9-1)

[악보 9-1] 짧은 연결구 (마디 119-123) 

제 2 주제는 이 악장의 가장 서정적인 부분이다. 아름답고 섬세한 제 2 주제는 

Andantino 로 나오고 제 1 주제와 대비되기보다 잘 연결되고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

는 작용이 있다. 게다가 이 서정적인 단락은 이 소나타의 모든 악장을 심화한 역할

로도 판단된다.

제 2 주제는 3 개의 다성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위적인 수법을 보여준다. 각 성부

의 선율과 역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위 성부는 주요 선율

로 보이고 리듬은 복잡하지 않다. 그리고 위 성부의 중심음 E♭은 제 1 주제의 타악

기적인 리듬 패턴을 내포하고 있다. 

이 주제의 모티브는 3 번 나타나지만 택스처를 두껍게 만들고 성부와 선율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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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서 작은 변화가 부여된다. 또한 이 주제의 모티브는 절대적인 무조성의 양식이 

아니라 조성이 모호하게 등장한다. (악보 10-1, 10-2, 10-3)

[악보 10-1] 제시부, 제 2 주제의 모티브 (마디 124-128)

[악보 10-2] 제 2 주제 모티브 (마디 131-135)

[악보 10-3] 제 2 주제 모티브 (마디 144-148)

발전부로 가는 과정에서 조용하고 짧은 연결구가 나타난다. 이 연결구의 위 성부

가 반음계적인 수법으로 하행진행하고 Bass 성부에 있는 중심음 D 음은 계속 유지

된다. (악보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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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1] 연결구 (마디 155-158)

발전부가 시작할 때의 연결구와 같이 위 성부에서 반음계적인 선율이 하행하면서 

B♭, E♭음을 강조한다. Bass 성부에서 제 1 주제에 있는 위 성부의 리듬형 타악기 

리듬 c 을 사용한다. (악보 12-1, 12-2, 12-3)

[악보 12-1] 발전부, 제 1 주제 타악기 리듬 c 의 변형 1 (마디 175-179)

또한 발전부가 갈수록 제 1 주제의 모티브 들이 변형되어 등장한다. 제 1 주제의 

리듬형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위 성부에 있는 3 도 음정과 2 도 음정이 반영되어 

있다.

[악보 12-2] 발전부, 제 1 주제 타악기 리듬 c 의 변형 2 (마디 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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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3] 제 1 주제 타악기 리듬 c 

그 다음에 나타난 프레이즈(악보 13-1, 13-2)는 제 1 주제에 있는 모티브 b 의 

Bass 성부의 리듬과 선율이 발전되어 등장한다. (악보 13-3)

[악보 13-1] 발전부, 제 1 주제 모티브 b 의 변형 1 (마디 218-221)

[악보 13-2] 발전부, 제 1 주제 모티브 b 의 변형 2 (마디 230-233)

[악보 13-3] 제 1 주제 모티브 b 의 Bass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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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전부의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작은 악구 (악보 14-1)는 제 1 주제 모티브 

d 의 Bass 성부를 3 도 올려서 변형하고 발전시킨다. (악보 14-2) 

[악보 14-1] 발전부, 제 1 주제 모티브 d 의 변형 (마디 234-236)

[악보 14-2] 제 1 주제 모티브 d 

발전부가 거의 끝날 때는 경과부가 나타난다. 이 경과부는 재현부를 연결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경과부의 리듬은 복합리듬이다. Bass 성부는 4/3 박자

의 옥타브로 만든 주선율을 강조하고 있다.

위 성부는 제 1 주제의 타악기 리듬 B 이고 8/6 박자이다. 이 교차한 리듬은 20 세

기에 창의적인 작곡 수법인 동시에 프로코피에프가 자주 활용한 작곡 수법이다.  

(악보 15-1)

[악보 15-1] 경과부, 제 1 주제 타악기 리듬 B 의 변형 (마디 28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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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의 후반부는 작은 연결구가 있다. 이 연결구는 제 1 주제의 모티브 d 의 

Bass 성부에 있는 반음계적인 선율과 리듬을 중성부로 옮긴다. 그리고 제 1 주제 모

티브 d 의 위성부에 있는 불협화음은 연결구의 중성부에서  D minor 의 3 화음으로 

변형된다. (악보 16-1, 16-2)

[악보 16-1] 연결구, 모티브 d 의 변형 (마디 295-300)

[악보 16-2] 제 1 주제, 모티브 d

재현부의 전반부는 모티브 d 의 Bass 선율을 재현하지만 위성부에는 모티브 d 의 

불협화음을 대신에 4 도 음정의 하행으로 바뀐다. (악보 17-1)

[악보 17-1] 재현부, 모티브 d 의 변형 (마디 305-308)

제 2 주제에서 모티브의 재현이 나타난다. 제 2 주제의 모티브를 장 2 도로 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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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한다. (악보 18-1, 18-2)

[악보 18-1] 재현부, 제 2 주제의 재현 (마디 339-340)

[악보 18-2] 제 2 주제

제 2 주제의 재현은 끝난 후에 종결부가 나타난다. 거의 제 1 주제의 모티브 A 와 

흡사하다. 위 성부는 먼저 타악기적인 오스티나도 리듬이고 제 1 주제의 모티브 A 를 

옥타브 위에서 재현한다.

그리고 제 1 주제의 유니즌 진행을 대신해서 여기의 중성부에서 7 도 화음의 평균

적인 반음계 하행으로 변형하고 Bass 는 A 음을 강조하면서 유지한다. 종결부는 제

1 주제의  조성과 템포는 똑같아서 프로코피예프는 아마도 고전적인 소나타의 규칙

한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악보 19-1, 19-2, 19-3)

[악보 19-1] 종결부 (36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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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에 나온 유니즌의 반음계적인 진행의 토대로 변형하고 타악기적인 효과

와 오스티나도는 제 1 주제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악보 19-2] 종결부, 제 1 주제의 변형

[악보 19-3] 종결부 

1 악장 마지막의 종지는 전통적인 종지 형식을 이용해서 조성의 으뜸음 B♭에서 

종지한다. 그렇지만 종지의 과정에 완전한 전통적인 화성 진행이 아니다. (악보

20-1)

[악보 20-1] 종결부의 종지 (마디 408-413)

  총괄적으로 말해서 프로코피에프의 1악장은 고전적인 조성 전통의 현대화로 엿보

일 수 있고 새로운 조건에서 고전 전통의 지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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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 악장 (Andante caloroso, E Major, 3/4)

  2악장은 ABA' 형식이고 느린 악장이다. "caloroso" 는 열정적이고 열렬하다는 의

미를 내포한다. 세 개의 성부가 있고 중성부가 주요 선율이다. 위 성부는 배경적인 

화음으로 장식하는 역할을 하며 중성부의 주요 선율을 두드러지게 하며 전체적으로 

우아한 분위기를 부각시킨다. (악보 21-1)

[악보 21-1] 제2악장, 악단 A 모티브 (마디 1-5)

  B 악단의 조성은 A♭ major로 전조되어 새로운 선율이 나타난다. 프로코피에프

는 이 선율을 변형시켜서 계속 사용하였다. (악보 22-1, 22-2, 22-3, 22-4)

[악보 22-1] 악단 B 모티브 (마디 33-36)

[악보 22-2] 악단 B 모티브, 변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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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3] 악단 B 모티브, 변형 2

[악보 22-4] 악단 B 모티브, 변형 3

또한 도약적인 선율 진행은 2악장에서 흔히 나타난다. (악보 23-1, 23-2)

[악보 23-1] 악단 A 선율의 도약 1 (마디 29-30)

[악보 23-2] 악단 A 선율의 도약 2

그리고 2악장에서 조성의 전환은 흔히 나타난다. (악보 24-1,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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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1] 조성의 전환 A♭-C major (마디44-45)

<악보 24-2> C-E major

  2악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화음은 단3도로 하행하는 E 장조- C 단조, C 장조- A 

단조다. 이 화음들이 나온 부분은 악단 B부터 악단 A'의 큰 정도의 연결로 엿보일 

수 있으며 2악장 전체의 중요한 Climax 부분으로 인증할 수 있다. 게다가 이 화음

들이 오스티나도 기법을 바탕으로 등장한다. (악보 25-1, 25-2, 25-3)

[악보 25-1] 조성의 전환 E major-C minor 3화음 (마디 53-54)

[악보 25-2] 화음은 옥타브 위의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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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3] C major-A minor화음

  2악장에 나타난 박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악단 A는 주로 8분 음표로 구성되

고 있으나 악단 B는 16음표, 64음표등 빠른 속도감이 있으며,  A' 에서 다시 8분 

음표가 출현한다. (악보 26-1, 26-2, 26-3)

  

[악보 26-1] 악단 A 리듬 패턴 (마디 14-15)

[악보 26-2] 악단 B 리듬형                 

[악보 26-3] 악단 B 리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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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악장 마지막에 있는 코다는 1악장처럼 전통적인 종지 형식을 사용하지만 종지하

는 과정에 조성은 완전한 E major을 사용하지 않고 C major의 화음을 사용한다. 

(악보 27-1)

[악보 27-1] 제2악장의 종지 (마디 104-107)

2.3. 3악장 (Precipitato, B♭ Major, 7/8) 

  3악장은 타악기적인 A-B-C-B'-A'의 론도 형식이다. 'Precipitato' 는 촉박하며 

갑작스럽고 맹렬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3악장의 리듬은 규범화된 리듬 방식이 

아닌 7/8의 홀수 박자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3악장에서 (2+3+2)와 (2+2+3)의 방식을 사용했다. 이 특수한 홀수 

박자는 3 악장에게 동력을 부여한다.

  A 악단의 주제는 1악장과 같이 중심음은 B♭로 나와 있고 오스티나도 음형을 사

용한다. (악보 28-1)

[악보 28-1] 제3악장 악단 A 모티브 (마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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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악단은 2+3+2의 리듬 방식으로 나타난다. 왼손은 주요 선율로 나오고 오른손

에는 배경적인 화음이 나온다. 특히 배경적인 화음은 음향 효과를 풍부하게 하며 

동력적인 감각을 부여한다. (악보 29-1)

[악보 29-1] 악단 B 모티브 (마디52-53)

C 악단은 제시되기 전에 작은 연결구가 나온다. (악보 30-1)

[악보 30-1] 연결구 (마디74-77)

  모티브 C는 3악장에서 나타난 가장 선율적인 음형으로 구성된 악단이다. 그리고 

모티브 C의 리듬은 모티브 A, B와 같이 2+3+2의 복합 리듬을 사용한다. (악보 

31-1, 31-2, 31-3)

[악보 31-1] 악단 C 모티브 (마디 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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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2] 악단 C, 선율적인 유니즌 진행

[악보 31-3] 악단 C, 왼손의 선율적인 진행

  악단 A'의 후반부는 주제 A의 바탕으로 모티브를 재현하고 발전하면서 도약이 

많아지고 화음이 확장된다. (악보 32-1) 

  [악보 32-1] 악단 A' (마디 146-149)

   

  종결구는 타악기적인 화음과 오스티나토 음형을 사용하여 토카타의 동력적인 효

과와 감화력을 더욱 부여하며 3악장의 마지막에서 climax로 된다. 

  또한 3악장의 결말은 1악장과 서로 호응하고 1악장을 비해서 전쟁의 혼돈과 복

잡한 화음들의 부딪치는 효과가 더욱 심화된다. 특히 오스티나도적인 화음을 통해

서 전쟁속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악보 33-1,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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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1] 종결부 (마디 165-167)

[악보 33-2] 종결부

  3악장의 결말은 1악장과 2악장과 같이 코다의 과정에는 현대적인 작곡 수법을  

사용하지만 종지할 때는 조성의 으뜸화음 B♭ 음에서 끝나는 것을 보면 프로코피에

프는 고전적인 종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본다. (악보 34-1)

[악보 34-1] 종결부 제3악장의 종지 (마디 174-177) 

  

그러므로 프로코피에프는 전통적, 고전적인 작곡 수법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20세기의 작곡 수법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개성적인 작곡 수법과 결합

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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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성적인 분석

  3.1 화성의 진행

  프로코피에프는 전통 개념의 화성을 계속 확충하고 혁신해 왔으며 창조력이 없는 

모방을 반대한다. 그래서 프로코피에프의 작품 중에서 화성은 그의 개성을 표현하

는 중요한 방면을 볼 수 있다. 신고전주의의 대표 인물로서 화음의 구조와 조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에서 본명하게 나타난다. 

20 세기 피아노 작품에서 화성의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예상을 벗어나는 화음을 

계속 유지한다. 프로코피에프는 신고전주의적인 화성 체계를 사용했으며 새로운 색

채감을 주입했다. 7 번 소나타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출현하며 이는 해결되지 않는

다. (악보 35-1, 35-2, 35-3)

[악보 35-1] 제 1 악장 악단 B (마디 47-48)

[악보 35-2] 제 1 악장 발전부 (마디 1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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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3] 제 1 악장 재현부 (마디 309-311)

1 악장에서 대부분의 화성이 해결이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가끔 미세하게 해결이 

등장하고 있기도 한다. (악보 36-1, 36-2)

[악보 36-1] 제 1 악장 악단 D (마디 115-116)

[악보 36-2] 1 악장 제 2 주제 (마디 129)

화성의 해결이 많이 없는 1 악장과 달리 2 악장에서 대량적인 불협 화성의 해결이 

나타난다고 본다. (악보 37-1, 37-2, 37-3, 37-4)

[악보 37-1] 제 2 악장 악단 A (마디 1-2)



- 42 -

[악보 37-2]  

[악보 37-3] 

[악보 37-4]

3.2. 화성의 구조

1) 배경적인 화음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배경적인 화음은 동력적인 효과를 부여하고 음향을 풍부하

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악보 38-1, 38-2, 38-3, 38-4,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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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1] 제 1 악장 배경적인 화음 (마디 90-92)

[악보 38-2]

[악보 38-3] 제 2 악장 배경적인 화음

[악보 38-4]

[악보 38-5] 제 3 악장 배경적인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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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화성의 변화가 있는 배경적인 화음도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변화가 있는 화성은 색채감을 부여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라인을 보여주

고 있다고 본다. (악보 39-1,39-2, 39-3)

[악보 39-1] 제 2 악장 배경적인 화음의 변화

[악보 39-2]

[악보 39-3]

2) 복합 화음

복합 화음은 두 가지나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화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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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이고 규칙적인 화음 구조에서 벗어나지만 서로다른 두 화음을 통해서 조화로

운 음향을 만들어 낸다.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에서 복합 화음은 흔히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화음의 토

대로 화성의 체계에 속하지 않은 한 음표 혹은 두 음표를 추가하는 수법을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악보 40-1, 40-2, 40-3, 40-4)

[악보 40-1] 제 1 악장 발전부 (마디 175)

화음에서 추가하는 음표는 E♭, D 음이라고 추측한다. (악보 40-2)

[악보 40-2]

[악보 40-3] 2 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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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4]

3) 2 도 관계의 화음

   2 도 음정으로 구성한 화음은 이 작품에서 흔히 나타나며 프로코피에프는 이 

화음의 사용으로 음향 효과와 음악의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악보 41-1, 41-2, 

41-3, 41-4, 41-5, 41-6)

[악보 41-1] 제 1 악장 2 도 관계 화음 (마디 24-25)

[악보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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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3]

[악보 41-4] 제 2 악장

[악보 41-5] 제 3 악장

[악보 41-6] 제 3 악장

4) 4 도와 5 도 관계의 화음

   

4 도와 5 도 음정으로 구성한 화음은 작품에서 자주 등장한다. 4 도 음정의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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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음이나 3 도 음정을 추가하는 것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악보 42-1, 42-2, 

42-3, 42-4, 42-5)

[악보 42-1] 제 1 악장 4 도와 5 도 관계의 화음 (마디 53-54)

[악보 42-2]

[악보 42-3]

[악보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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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5]

5) 겹친 화음

  

  겹친 화음은 일명 ‘재즈 화음’으로 불린다. 3 화음의 위에서 3 도 관계의 음정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화음의 구조를 확대하고 복잡하게 한다. 대게 9 화음, 11 화음 

, 13 화음 이며 이를 전통적인 화성법에서는 불협화음이라고 한다. (악보 43-1, 

43-2)

[악보 43-1] 제 1 악장 겹친 화음 (마디 175-176)

[악보 43-2] 제 3 악장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겹쳐진 화음을 대신해 7 화음의 토대로 음을 추가하는 경우



- 50 -

도 있다. 예를 들면 3 악장에서 A♭7sus4 가 나오고 추가음은 B 이다. (악보 44-1)

[악보 44-1] 제 3 악장 겹친 화음 (마디 152)

4. 연주 분석

  작곡 기법의 연구는 이론적인 뒷받침이 존재하지만, 연주 분석은 언어로 표현하

기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연주하는 것은 이론적인 배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다. 또한, 연주 기법은 사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나

타는 전쟁을 묘사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연주할 때 3 개 악장의 대비를 잘 표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안감, 긴장감, 리듬감, 추진력, 풍자적, 원시적, 타악기 요소 등 

많은 요소들을 연주를 통해서 전달해야 한다. 

4.1. 1 악장

1 악장을 살펴보면 유니즌 음과 타악기적인 리듬이 흔히 나타난다. 1 악장은 전체

적으로 연주자에게 감정의 빠른 변화와 날카로운 음색, 순발력을 요구한다. 특히 1

악장의 시작에서 나온 유니즌 음을 칠 때에는 힘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

어야한다. 음 사이는 끊어질 수 있으나 악구의 호흡이 잘 연결되어야 한다. (악보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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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1] 제 1 악장, 제 1 주제 모티브 a (마디 1-4)

그 다음에 나온 4 도 음정으로 구성된 타악기 리듬 패턴은 모티브 a 보다 가볍고 

조용하며 긴장감을 담은 분위기를 만든다. 손가락은 지지력이 있게 연주한다. (악보 

46-1)

[악보 46-1] 타악기 리듬 a (마디 5-6)

리듬 a 끝난 후에 2 중 대위법 형태로 나온 유니즌 음은 4 번 반복된다. 전체적으

로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는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매복하는 군대를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악센트는 강조해야 하나 무겁지 않게 스타카토로 가볍게 표현하도록 한다.

리듬 b 와 리듬 c 가운데는 8 분 쉼표에 숨을 쉬고 리듬 c 부터 전쟁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서 격동적으로 분노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다이나믹은 ff 를 유지한다. 

bass 성부의 불협화음은 군대가 등장할 때의 발소리로 추측되며  위성부는 병사들

의 노래이다. (악보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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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보 47-1] 타악기 리듬 c (마디 23-25)

위성부의 모티브 a 는 다시 옥타브 위에서 유니즌 음으로 나오지만 처음에 나올 

때의 가벼운 터치의 연주 방법에 비해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bass 는 8 도 옥타브로 나오고 C flat 부터 A flat 까지 3 도 하행의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 악구는 제 1 주제의 첫 번째 climax 로 전쟁을 이겨내야 한다고 상상하면서 연

주한다. 몸과 어깨의 힘을 손바닥, 팔, 아래팔에 집중하도록 하여 뻣뻣하지 않은 소

리를 만든다. (악보 48-1)

[악보 48-1] 모티브 a 변형 (마디 28-31)

  

악단 B 에서 왼손은 반음계적인 상행하는 8 도 음정이기에 점차 강해지는 연주 방

식을 고수한다. 특히 왼손에서 긴 음이 나타날 때 페달을 쓴다. 그리고 오른손의 중

간 성부의 3 도 음정과 윗 성부에 나온 멜로디를 강조하도록 한다. 양손은 다 간결

하고 깊이 있게 건조한 음질이 만든다. (악보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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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1] 제 1 주제 악단 B (마디 45-48)

  악단 C 는 왼손의 3 화음은 다른 악기처럼 팡파르 소리로 표현하고 악단 B 의 

분위기와 다르게 만든다. 특히 왼손 3 화음의 위 성부를 조금 강조하는 것이 색채를 

더욱 더할 수 있다. (악보 50-1, 50-2)

[악보 50-1] 제 1 주제 악단 C (마디 65-66)

[악보 50-2]

제 2 주제는 1 악장의 서정적인 악단으로서 제 1 주제와 강렬한 대비를 표현해야 

한다. 템포는 Andantino 로 나오지만 연주 할 때는 아주 느리지 않게 전쟁을 끝난 

후에 사람들의 절망하고 비통한 기분과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  

제 2 주제는 대위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3 개의 성부가 있기 때문에 각 성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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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구의 호흡을 잘 처리하면서 각 성부의 악구의 마무리를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윗 성부의 멜로디를 깊이 있으면서도 뚜렷한 소리를 만들고 터치는 섬세하며 

민감하게 하도록 한다. 아주 약하지 않게 연주한다.

프로코피에프의 서정적인 악단은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악단 안에서 방향이 있고 중심이 있어야 완성된 연주가 될 수 있다. 또한 매우 

자유롭게 연주하면 안 된다. 아무리 서정적인 분위기라도 리듬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면 제 2 주제가 시작할 때는 4 개 E flat 음은 제 1 주제에 나

온 리듬 패턴이다. 간단한 4 개의 같은 음으로 나타나지만 차이가 있게 연주해야 한

다. 그리고 모든 성부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서로 연결도 하는 것이 표

현해야 한다. (악보 51-1,2,3)

[악보 51-1] 제 2 주제 (마디 124-131)

중심 음을 칠 때 무게가 있고 중심 음을 치기 전에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 음이 나오기 전에 호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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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2]

[악보 51-3]

발전부가 등장할 때는 준비와 예시가 없이 갑자기 폭풍이 온 것이나 전쟁의 포화

의 불길이 하늘을 덮어서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묘사하는 것처럼 연주하도록 한

다. 1 악장 전체의 climax 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를 올려 연주한다. 왼손의 

bass 성부에 있는 3 도 음정의 도약을 강조한다. (악보 52-1)

[악보 52-1] 발전부 (마디 169-172)

경과부에서는 크로스 리듬이 나오고 bass 성부의 선율 선을 보여준다. 3 개의 성

부가 있는 경과부는 Bass 성부를 강조하는 동시에 위 성부의 타악기 리듬도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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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각의 특징들이 잘 들리게 연주한다.

특히 경과부의 시작한 부분에 등장하는 4 개 타악기적인 리듬은 G 음의 8 도 음정

으로 나온다. 마지막 G 음은 가장 중심적인 음이라서 그 전에 나온 3 개의 G 음의 

중심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이나믹은 첫 G 음부터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4 개의 G 음은 모두 깊이 있는 터치와 크레셴도로 연주한다. (악보 

53-1)

[악보 53-1] 경과부 (마디 282-286)

4.2. 2 악장

2 악장은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작곡가의 은유적인 면을 보여준다. 이 악장을 

연주하려면 넓고 고귀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노래를 부르는 같이 시작할 때는 

열정을 담는다. 3 개의 성부가 있으며 중간 성부는 주선율로 볼 수 있어서 중심이 

되게 연주한다. 나머지 성부도 각각 멜로디의 선을 잘 지키고 서로 조화롭게 연주

하도록 한다.

특히 고르게 연주하는 것과 손가락이 관통력이 있는 음질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

중하도록 한다. 그리고 음색은 선율의 방향을 따라서 손가락에 영민하게 음색 변화

도 필요하다. 힘도 손목으로 통제해서 음과 음의 사이는 연결하고 악구와 악구의 

사이의 연결성을 잃지 않게 한다. 

게다가 처음에 나온 2 개의 경과 음은 주요한 음이 아니고 G sharp 음은 중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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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오른손의 A- G sharp 음의 관계와 왼손의 F sharp-E 음의 관계는 첫 작은 

악구부터 다음 작은 악구까지의 종결 음과 과도적인 음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연주할 

때에도 종결적이고 과도적인 감각을 표현하는 동시에 화성의 해결 수법도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연주한다. (악보 54-1)

[악보 54-1] 제 2 악장 악단 A (마디 1-5)

악단 B 는 새로운 주제가 나와서 불안하고 전조를 예감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

든다. 악단 A 보다 속도는 더 활기 있게 시작하지만 조용하고 가라앉는 분위기로 

연주하도록 한다. 그리고 오른손의 중간성부가 주선율이며 윈손의 중간 성부를 강

조하면서도 bass 성부의 음 들을 서로 연결하고 레가토로 연주한다. (악보 55-1)

[악보 55-1] 악단 B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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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나온 프레이즈의 시작은 넓고 드라마틱하며 강렬한 감정으로 표현하고 

위의 성부의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음계 진행은 오케스트라적인 소리나 바이올린과 

같이 밝지만 귀에 거슬리지 않은 소리를 만들어서 연주한다. (악보 56-1)

[악보 56-1] 악단 B (마디 47-48)

마디 81 부터 중간 성부에 있는 계속 반복한 A-flat 음과 G 음을 강조하면서 두 

음의 사이는 다이나믹이 없으며 견결한 터치와 우울하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형성하

면서 연주한다. 그리고 각 성부의 층이 명확하게 구사하며 위 성부의 코드와 베이

스 성부의 옥타브는 악센트로 나온 중간 성부보다 완전히 차분하게 연주하도록 하

며 특히 위 성부의 코드가 색채감이 거늑한 소리를 만들어 내고 화성의 바꿈을 주

의한다.

마디 81 의 모티브는 그 전에 나타나는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급한 멜로디를 비해

서 여기서는 2 악장에서 가장 침착하고 어둡고 슬픈 마음을 사로잡은 답답한 부분

이다. 이 부분은 전쟁이 끝나서 도시는 폐허로 되는 화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추측

되며 중간 성부의 부단히 반복되는 두 개 음은 아마도 전쟁이 사람들에게 가져온 

끝이 없는 고통과 외로움을 묘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악보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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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1] 악단 B (마디 81-83)

4.3. 3 악장

3 악장에 있는 리듬적인 요소와 조성적인 느낌은 1,2 악장보다 더욱 뚜렷하게 등

장한다. 그리고 A-B-C-B-A 의 론도 형식이다. 본인의 연주 경험으로 살펴보면 

3 악장 전체를 연주하려면 주의해야 한 점을 4 개로 종결된다. 

첫째 타악기적인 확고한 리듬과 2+3+2 의 일정한 박자를 지킨다. 둘째는 템포가 

'Precipitato' 로 나오지만 매우 급하게 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는 음표의 길이가 

명확하게 지키고 확실해야 한다. 넷 째 화음의 음질은 분산적으로 만들면 안 되고 

둥글게 들려야 한다.

먼저 타악기적인 리듬감을 표현 하려면 베이스 성부의 3 개의 옥타브 음형은 연

주 방식이 규칙적으로 유지되도록 통제해야 한다. 오른손의 화음은 위 성부를 매우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1,2 악장에 나온 화음 안의 각 성부를 구별하는 것보다 

3 악장에서 나온 화음들이 서로 융합하고 알차게 만들며 두꺼운 테누토로 연주한다.

특히 음표의 길이가 중요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예를 들면 짧은 음은 길게 치나 

긴 음은 짧게 치면 3 악장의 리듬감과 탄력성을 잃게 되고 파괴된다. 그래서 음표의 

길이를 소홀하면 안 된다. 마디 1-2 의 연주적인 분석은 3 악장에 나온 모든 마디

1,2 와 같은 음형 패턴을 작용할 수 있다. (악보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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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1]제 3 악장 악단 A (마디 1-4)

3 악장에 나온 양손의 선율적인 유니즌 진행이 나올 때는 매우 생생하고 뚜렷하

게 뾰족한 소리를 만들며  가볍게 연주한다. 그렇지만 이 선율적인 음형은 나올 때

마다 같은 연주 방식을 고수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악단 C 에 나온 고음은 레

가토로 연주하나 악단 A 에 나온 고음은 스타카토로 연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악보 59-1, 59-2)

[악보 59-1] 악단 A (마디 26-27)

[악보 59-2] 악단 C 마디 87-88

악단 B 에는 왼손의 선율 적인 베이스 선은 오른손의 조성적인 코드와 강렬한 대

비를 이루어진 것이 좋다. 오른손의 코드는 2+3+2 의 리듬이 지키고 무게를 덜어

서 만들며 E flat 음을 계속 들리게 유지하고 다이내믹은 조금 강하게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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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왼손의 베이스는 끊어진 마르카토로 강조하지만 선율적인 선을 연결하도

록 만들어야 한다. 이 대비적인 연주 방식은 악단 C 의 시작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

다. 그렇지만 악단 C 는 악단 B 보다 더욱 선율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연주한다.(악

보 60-1, 60-2)

[악보 60-1] 제 3 악장 악단 B (마디 52-53)

[악보 60-2] 악단 C (마디 79-80)

종결구는 악단 A 의 주제를 사용해서 더욱 화성은 두껍지고 교향악에서 모든 악기

의 협주가 나온 것 같이 오케스트라적인 효과를 표현해야 한다. 베이스 성부의 3 

개의 옥타브는 독립적이고 뚜렷한 소리를 들리게 하며 저음 악기를 상상하면서 연

주한다. 왼손의 베이스 성부는 오른 손의 화음과 같이 온몸과 위팔을 서로 협동해

서 깨끗하고 공격적이고 야성적인 소리를 만들도록 한다. 

게다가 중심음 #C 음을 강조하며 모든 화음의 베이스, 위 성부의 선율 선을 강조

한다. 그 전에 나온 4 개의 F-G-G-A 음은 3 번을 나타나다. 이 4 개 음의 선율적

인 선을 연결하고 추진력이 있게 A 음까지 도달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악보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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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1] 종결부 (마디 146-153)

특히 3 악장의 마지막 부분은 가장 climax 부분이라고 보이는 동시에 타악기적인 

연주 방식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다. 타악기적인 연주 방식의 사용을 통해서 

웅대한 기세와 진감한 효과를 나오게 연주한다. 

그렇지만 타악기적인 연주 방식은 단순이 손가락의 힘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배와 몸의 힘으로 위팔, 앞 팔로 전달해서 손가락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몸

과 손은 뻣뻣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아야 이런 타악기 효과를 만들 수 있다. 화성의 

변화와 내포된 선율적인 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보 62-1)

[악보 62] 종결부 (마디 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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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논문을 통해서 프로코피에프는 전통 음악 형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독특한 현

대 수법과 결합한 20 세기 러시아 음악의 혁신자라는 사실을 고찰했다. 모든 창작

적 특징은 바로 그의 작품 피아노 소나타 7 번에서 충분하게 나타나 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이 작품의 조성, 화성, 선율, 리듬과 형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의 신

고전주의와 서정적인 특징, 타악기와 현대주의특징 및 그로테스크적인 특징들이 모

두 이 작품에 담겨 있다.  

모든 악장은 2 차 세계대전의 화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1 악장은 전쟁의 

시작과 과정이며 2 악장과 3 악장은 전쟁이 끝난 후에 사회의 변화와 사람들의 상태

를 재현한다. 

작곡의 기법적인 방면에 살펴보면 프로코피에프는 오스티나토 음형과 타악기적

인 리듬을 사용해서 토카타적인 효과를 전달하는 수법에 능숙하다고 판단된다. 모

티브의 변형은 매우 창의적이며 음형의 반복은 또한 변형을 통해서 긴장감이 조성

된다. 더욱 자세히 보면 1 악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흐의 양식과 근접하다. 화성의 

방면을 보면 다양한 겹친 화음으로 불협화음을 만들고 복합화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작품의 연구를 통해서 프로코피에프는 항상 두 극단 안에서 균형을 찾고 조화

를 이루게 하는 작곡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은 모순 적인 관계 속에서도 조화롭게 융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성부 안에 

연결이 있는 동시에 서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기괴한 선율을 사용하는 동시에 풍

자적인 태도와 깊은 내면적인 사상을 표현된다. 동력적인 리듬으로 작품의 긴장감

을 부여하는 동시에 서정적인 악단을 넣어서 긴장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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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echnique Study and performance 

Analysis of Piano Sonata No. 7, Op. 83 

by Sergey Prokofiev

XIE YU TONG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rgey Prokofiev is a famous Russian composer, conductor and also pianist of 

the 20th century. Prokofiev has tried various genres and forms of music and 

had composed over 100 pieces of music in his life. The work of Prokofiev is not 

only based on the classic tradition, but also innovative and individual. 

Prokofiev's music is diverse and also includes Russian history and ethnic. He 

shows a creative way of composing by using contemporary musical language 

with the gesture of neo-classicism. The most common technique in his works is 

the use of the Ostinato bass.

  Piano Sonata No. 7 was completed from 1939 to 1942, composed of three 

movements. Because of the fact that it was composed during World War II, this 

piece, including Piano Sonata no.6 and 8, is also called "War Sonata"

This paper will discuss firstly about career as a musician and also personal 

life of Prokofiev, in order to demonstrate about origin and background of his 

music pieces. Then this dissertation will divide his musical characteristic into 5 

aspects to analyze various perspectives in Piano sonata no.7.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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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analysis of the various composition techniques such as rhythm and 

melody of each movement, including the structure of harmony, this paper will 

aim to provide insights of performing Prokofiev’s Seventh Piano So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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