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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N. Medtner 

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 2 in G Major Op. 44 작품 

분석 연구  연주 방향 고찰

서울 학교 학원

음악과 바이올린 공

조 인 

   

본 논문은 니콜라스 메트 (Nicolas Medtner, 1879-1951)의 ≪바

이올린과 피아노를 한 소나타 2번 G장조 Op. 44(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 2 in G Major Op. 44)≫의 작품 분석과 그에 따른 연주 

방향에 해 다루고 있다. 필자는 본 작품을 2018년  학기에 서울 학

교 음악 학원 석사과정 졸업연주회에서 독주 로그램  한 곡으로 연

주하 으며, 이를 계기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해석의 필요성을 느껴 

석사과정 졸업 논문 주제로 정하 다.

메트 는 러시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19세기 말에서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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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이어지는 후기 낭만시 에 활동하 다. 세기 말의 불안한 사회  

정서를 반 하여 진 인 실험을 통한 새로운 기법과 다양한 양식을 사

용하 던 20세기의 음악  흐름과 달리 메트 는 고 시 와 낭만시 의 

통 인 작곡기법을 고수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총 3악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고 인 바이올린 소나타 형식

을 따르고 있다. 제1악장은 긴 서주가 있는 소나타 형식이지만 고 인 

형식에서 탈피하여 제2주제에 기치 않은 조성을 등장시키거나 후반부

에 주제가 첩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반주가 있는 카덴차로 시작하

는 제2악장은 변주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변주곡마다 새로운 선율이 

제시되고 그와 동시에 주제부의 주제선율이 반복, 변형되어 나온다. 카덴

차는 이례 으로 악장과 악장 사이에 삽입되어 솔리스트의 기량을 보여

주기보다 각 악장의 요소를 제시하여 연결하는 릿지 역할을 한다. 마

지막 악장은 론도 형식이지만 소나타 기법을 사용하 고 제1악장 주제를 

재 시킴으로써 순환구조의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메트 는 고 인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작곡가 본인만의 새로운 음악  시도로 악곡에 다

양성을 주고 있다.

주제가 화성 , 리듬 , 구조 으로 변화함에 따라 연주자는 아

티큘 이션과 다이내믹의 다양성을 세 하게 표 해야 하며, 악곡 구성 

안에서 다양하게 제시되는 주제의 형태를 심으로 곡의 방향성을 제시

하여야 한다. 메트 의 곡은 지시어가 잦은 만큼 명확한 해석으로 악보 

그 로의 음악을 구 하는 것이 다른 작품들보다 더욱 요구된다. 본 논

문은 메트  바이올린 소나타의 첫 국내 연구로, 필자는 향후 메트 의 

바이올린을 한 곡들이 더욱 심도 있게 연구  연주되길 고 한다.

주요어: 메트 , 바이올린 소나타, 후기 낭만, 러시아

학번: 2017-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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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세기 러시아에서는 사회  갈등과 정치  투쟁이 개되고 있

었다. 당시 러시아의 문화는 시 의 복잡성과 모순성을 반 하고 있었다. 

민족 이며 사회 이었던 실의 변 과 개 의 열망을 반 한 리얼리즘

이 탄생하 고, 이러한 상황에서 비 실  낭만주의를 거부한 19세기 러

시아 술은 실과 그 변화를 나타내야 한다는 당시의 시 경향과 일치

하 다. 

1914년, 제1차 세계 이 발발하고 러시아 명 이후 많은 작곡

가가 조국을 떠났다. ‘소비에트 연방’이 세워지면서 스탈린의 독재와 탄

압이 시작되었고 당시 소련에서 활동했던 작곡가들은 ‘사회주의 리얼리

즘’ 체제하에 러시아 모더니즘의 술 창작 활동 통제와 규율을 강요받

았다. 이후 20세기 최 의 사건인 러시아 명과 제2차 세계 의 냉  

시 를 거치며 소비에트 연방의 정치, 경제, 문화  배경은 소련의 음악 

형성에 막 한 향을 끼쳤다. 당시 생겨난 이념  갈등의 결과로 러시

아 음악계는 러시아 국민악 의 ‘러시아주의’와 서유럽의 통을 선호하

는 ‘유럽화’로 나뉘었다.

후기 낭만주의와 20세기 사이에 활동한 니콜라스 메트 (Nicolas 

Medtner, 1879-1951)1)는 1879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덴마크-독일계 러시

아 인으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겸 교육자로 활동하 다. 그는 새로운 

표  수단을 시도하는 20세기 음악과 달리 통 인 형식이나 조성을 유

지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 다. 

메트 는 피아노를 한 작품을 주로 작곡하 는데, 열네 곡의 

피아노 소나타와 서른세 곡의 《동화》, 피아노 주곡, 주곡 등의 소

품, 피아노 독주곡, 이외에도 다수의 성악곡과 세 곡의 바이올린 소나타

1) Никола ́й Ка ́рлович Ме́тнер(러시아어 표기법), Nikolai Karlovich 

Medtner( 문 표기법)



- 2 -

를 작곡하 다. 메트 의 곡은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친숙

하지 않으며 피아노를 한 몇 곡만 동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세

르게이 라흐마니노 (Sergei Vasilyevich Rachmaninoff, 1873-1943), 블

라디미르 호로비츠(Vladimir Samoylovych Horowitz, 1903-1989)와 요제

 호 만(Josef Casimir Hoffman, 1876-1957) 등의 연주가들에 의해 연

주되어왔다.2)

메트 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한 소나타 2번 사장조 Op. 

44(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 2 in G Major Op. 44)》는 

1922-1925년 사이에 작곡되었다. 메트 는 이 곡을 그의 사  알 산더 

괴디 (Alexander Fyodorovich Goedicke, 1877-1957)에게 「Third 

Symphony」에 한 답으로 헌정하 다.

메트 의 작품들은 국내에서 연구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바이올린 소나타에 한 분석에 한 국내 선행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

가 다양한 국외 문헌 등을 토 로 연구한 음악  해석  표 을 제시하

여 작품에 한 다각 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  메트 의 생애에 한 간략한 연구와 함께 이 곡에 나타난 

작곡기법과 표 상의 특징을 연구한 후 분석을 통하여 낭만주의의 알려

지지 않은 퍼토리로서 그의 음악을 소개하고, 이를 이해하고 연주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홍보원, (2008). Nicolas Medtner의 Piano Concerto No. 2 c단조 op. 50의 이

론  분석. 피아노 음악연구, 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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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메 트 의 생애와  음악

1879년 12월 2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메트 는 

(Nicolas Medtner, 1879-1951) 아버지 칼 페트로비치(Karl Petrovich 

Medtner, 1846-1921)와 어머니 알 산드라 괴디 (Alexandra Goedicke, 

1843-1918) 사이에 다섯 형제  막내로 태어났다. 피아니스트이자 성악

가인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여 당시 피아노과 교수 던 

외삼  표도르 칼로비치 괴디 (Fyodor Karlovich Goedicke, 1839-1916)

와 공부하 다. 1892년에 피아노 공으로 모스크바 콘서바토리에 입학

하여 벨 팝스트(Pavel Pabst, 1854-1897), 바실리 사펠니코 (Wassily 

Sapellnikoff, 1867-1941), 바실리 사포노 (Vasily Safonov, 1852-1918)에

게 사사하 고 1900년 골드메달을 수여하며 졸업하 다. 이후 안톤 루빈

스타인(Anton Rubinstein prize)상을 수상하며 피아니스트로서의 기량을 

인정받았다. 그 외 작곡에 한 흥미로 세르게이 타네 (Sergei 

Taneyev, 1856-1915)에게 정기 으로 슨을 받았고 이는 피아니스트이

자 작곡가로서의 삶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연주에 한 회

의를 느껴 피아니스트로서의 활동에 집 하기보다 작곡에 몰두게 되었

다. 1903년에 첫 번째 작품이 출간된 이후 메트 는 부분 자신의 곡을 

직  연주하 다. 그는 모교 던 모스크바 콘서바토리에 피아노과 교수

로 1909년에 임명되었고 1910년 일시 으로 그만둔 이후 다시 1915년부

터 1919년까지 재직하여 교육자로서의 시간을 보냈다. 바이올리니스트이

자 그의 형 에 의 부인이었던, 안나 미카이로 나 라텐스카야(Anna 

Mikhaylovna Bratenskaya, 1877-1965)와 사랑에 빠진 메트 는 결국 

1918년에 그녀와 결혼을 하 다.

1917년 10월 명에 한 냉소 인 태도를 보 던 메트 는 

1921년 독일 베를린으로 이주했다. 베를린 베토벤 홀에서 자신의 작품으

로 구성된 연주를 하 는데 비평가 에리히 우르반(Erich Urban)의 혹

평3)을 받는 등 당시 독일의 사조와 맞지 않았던 메트 의 음악은 

들에게 인정받지 못하 다. 메트 는 1924년 독일에서 만난 피아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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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작곡가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 (Sergei Vasilyevich 

Rachmaninoff, 1873-1943)의 도움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주 투어를 

하 고 같은 해 경제 인 이유로 러시아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리 근교

로 이주하 다. 이후 1927년 러시아, 1929년에 다시 미국과 캐나다, 1928

년부터 1935년까지 국을 여섯 차례 방문하여 연주하 다. 그는 세르게

이 로코피에 (Sergei Sergeyevich Prokofiev, 1891-1953)와 이고르 스

트라빈스키(Igor Fyodorovich Stravinsky, 1882-1971)가 활발하게 활동

했던 리에서는 그리 큰 반응을 얻지 못했으나 국에서는 호평을 받아 

결국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다. 1935년 리에서 그의 서《Muza i 

moda》4)가 러시아어로 처음 출간되었다. 1951년 11월 13일 메트 는 런

던에서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 다.

3) “The Forgotten Melodies will quickly be forgotten” (Article by Erich 

Urban, ‘Compositionen von Nikolaus Medtner’, Berliner Zeitung, 11 April 

1922)

4) 어 번역본은 《The Muse and the Fashion: being a defence of the 

foundations of the art of music by Nikolai Karlovich Medtner》, 알 드 스

완(Alfred J. Swan)에 의하여 1951년에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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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메 트 의 《바이올린 소 나 타  2번  G장조 

Op. 44》 작품 분석 연구  연주 방향 고찰  

1. 작품 배 경과 개 요

이 작품은 메트 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한 소나타 3 곡  

두 번째 곡으로 러시아를 떠나 유럽에서 지내던 시기(1921-1925)에 

작곡되었으며 알 산더 괴디 (Alexander Goedicke, 1877-1957)에게 

헌정되었다. 그는 이 작품을 1922 년에 쓰기 시작하여 총 4 년에 걸쳐 

작곡하 는데, 메트 가 알 산더 골든바이 (Alexander Goldenweiser, 

1875-1961)에게 1924 년 8 월 6 일에 보낸 편지에서 ‘거의 다 끝냈다.’라고 

말했지만, 1925 년 9 월에도 그는 여 히 종결부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고심하고 있었으며 그해 12 월이 되어서야 완성하게 된다.5) 메트 는 이 

작품을 소나타라는 고  형식에 기반하여 작곡하되 낭만  화성진행, 

 기법, 다양한 형식 등을 폭넓게 활용하 다. 한 주제의 반복과 

변형은 물론 악장을 넘나드는 주제 차용  악장간 카덴차 삽입 등의 

구성을 통해 기존의 소나타 알 그로 형식의 가능성을 크게 확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 1 악장은 주제의 반복과 변형, 요소의 활용 등에 

있어서 작곡가의 치 함이 돋보이는 악장이다. 

각 악장의 형식과 조성을 도식화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5)  Barrie Martyn, Nicolas Medtner: His Life and Music. (Aldershot, Hants, 

England: Scolar Press, 1995),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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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메트  바이올린 소나타 2 번의 체 악장 구조

악장 형식 조성

제1악장 소나타 G장조

    (1ma Cadenza)

제2악장
    (2da Cadenza)

변주곡 a단조

제3악장 론도 G장조



- 7 -

2. 제1악장– A lleg ro non troppo m a appas s ionato

제 1 악장은 알 그로 논 트로포 마 아 시오나토(Allegro non 

troppo ma appassionato)로 G 장조, 4/4 박자의 곡이다. 서주가 있는 

소나타 알 그로 형식6)으로 제시부, 발 부, 재 부로 이루어져 있다. 

소나타 형식의 기본  조성구조7)를 활용하되 제 2 주제는 5 도권이나 

나란한조가 아닌, 같은 으뜸음의 단 7 화음을 활용함으로써 조성  

모호함을 통해 감상자에게 신선한 청감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베토벤 

이후 낭만시  소나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고 방식의 

탈피로 메트 는 자신만의 음악 어법을 구 하 다. 

제 1 악장의 체 인 형식  구조는 다음과 같다.

6) 소나타는 Cantare에 응하는 말로 Suonare, 즉 ‘악기를 연주하다’에서 생

되었으며, ‘다악장의 기악 독주곡’을 뜻한다. 그  제1악장에는 고 음악의 형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타 알 그로 형식이 주로 사용되며, 이는 제시부

와 개부, 재 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제시부는 으뜸조의 제1주제와 딸림조의 제2주제(제1주제가 단조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계 장조)로 조 인 성격의 두 주제로 제시된다. 개부는 제시부

의 단편 인 동기와 주제요소들을 다각 으로 변형시키고 활용하여 끊임없는 

조바꿈을 통해 고조시키며, 재 부에서 제시부의 두 주제가 으뜸조로 재 되면

서 긴장감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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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 1 악장의 형식구조

서주부 제시부 개부 재 부

마디 1-33 34-127 128-232 233-341

조성 G장조

G장조

…

g단조 

a단조 

…

G장조 

…

c단조

제 1 악장은 총 341 마디8)이다. 소나타의 조성은 G 장조이며, 

서주부의 시작은 법  기법을 통해 화성 인 정격종지를 미약하게 

보여  후 즉시 다른 조성으로 진행함에 따라 제시부의 제 1 주제를 

돋보이게 한다. 한, 제시부로 환될 때의 화성이나 악기 구성 등으로 

인해 제 1 주제의 등장이 더욱 돋보이는데 이 부분에 한 내용은 이후 

서주에 한 설명에서 다루어질 정이다. 이와 함께 제시부에서는 

서주에서 등장했던 모티 들을 제 1 악장 곳곳에 반복 으로 변형하여 

활용함으로써 두 부분 간의 연 성  응집력을 높 다. 

제시부는 G 장조의 제 1 주제와 g 단조의 제 2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인 소나타 형식의 제 2 주제에서 기 되는 원조의 Dominant 

조성(D 장조)가 아니라, 같은 으뜸음을 가진 단 7 화음을 제 2 주제의 

음소재로 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 2 주제에서의 명확한 조성확립을 

잠시 회피하 으나, 제시부 마지막에서 D 장조를 사용하면서 목 조성에 

도달한다. 

제시부 마지막에 확립되는 D 장조 에서 상과는 달리 

제 1 주제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는 제시부 이후에도 반복 으로 

활용되면서 론도 인 성격의 제시부가 만들어진다. 개부는 a 단조, 즉 

제시부 후반부의 D 장조에 해 5 도 상행 변격 계로 진행한다. 

8) 첫 마디는 3/4박자로 못갖춘마디이지만, 제1악장 마지막 마디는 4/4박자 정

박으로 끝난다. 따라서 처음과 끝이 못갖춘마디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못갖

춘마디를 제외한 다음 마디부터 마디 1로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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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부는 제 2 주제로 시작하되 제 1 주제, 서주부의 모티 들, 제 1 주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선율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며 개된다. 개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 1 주제가 등장하나, 조성  에서는 이 지 이 

원조가 아니므로 이곳을 재 부의 시작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어 

재 부에서 제 1 주제의 재등장과 함께 원조인 G 장조가 확립된다. 

재 부의 제 2 주제는 일반 인 소나타의 경우 원조에서 변함없이 

진행되지만, 이 작품은 제시부의 제 2 주제가 g 단조로 제시되었고 

재 부에서는 c 단조로 등장함으로써 제 1 주제와의 조성을 통일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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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주부 (마디 1-33)

<표 3> 제 1 악장의 서주부 구조

서주부(마디 1-33)

마디 1-8 9-14 15-21 22-33

모티 1요소+2요소 1요소 2요소 1요소

제 1 악장의 서주부는 마디 1-33 으로 조성은 G 장조이다. 

서주부에서 소나타의 제 1 주제는 제시되지 않으며, 짧은 모티 들이 반복, 

변형되어 등장한다. 이 모티 를 1 요소, 2 요소로 이름 붙여 분석하 다. 

이는 서주부에서 충분히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제시부, 개부, 재 부의 

곳곳에서도 부분 으로 활용되어 악장의 구성  연 성을 높인다. 

<악보 1> 제 1 악장, 1 요소와 2 요소 제시

서주부는 1 요소와 2 요소로 나 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두 요소의 

활용과 구성, 이징에 근거하여 총 33 마디의 서주를 4 부분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 부분(마디 1-8)은 두 요소가 하나의 선율을 이룬다. 

두 번째 부분(마디 9-14)은 1 요소를 주로 활용하고, 세 번째 부분(마디 

15-21)은 2 요소를 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다. 네 번째 부분(마디 

22-33)에서는 다시 1 요소를 보여주되, 확장과 축소를 통해 다음 

섹션으로의 진행감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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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디 1-6

<악보 2> 제 1 악장, 서주부 마디 1-6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6 도 병진행으로 시작되는 도입부는 원조의 

두 마디 단 의 1 요소와 2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짧게 하강하는 형태의 

1 요소는 으로 모방되는 스트 토(Stretto) 기법으로 집도가 

높은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마디 4 부터 마디 6 까지는 마디 1-4 의 음향과 조 인 

모습이다. 마디 5 부터 2 요소를 활용하여 시작하되 16 분음표로 

엮어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첫 에 등장하는 2 요소의 상성부를 

활용하여 리듬을 축소하고 반복함으로써 바이올린의 아르페지오를 

만들었다. 이는 피아노에 의하여 4 분음표, 한 박 간격으로 모방되고, 

비교  고음역에 짧은 음가로 구성된 두 아르페지오가 빠르고 가벼운 

음향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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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제 1 악장, 서주부 마디 7-8 화성진행

     

첫 번째 악구의 종지구인 마디 7-8 에서는 b 단조의 V7 - i 를 

반복하는 것 같은 진행을 보여 다. 그러나 F#을 베이스로 하는 화음에 

이끈음인 A#음이 없기 때문에 속 7 화음이 아닌 F#-A-C-E 의 

반감 7 화음이며, 이는 G 장조에 한 근음이 생략된 속 9 화음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어지는 b 단조의 i 로 보이는 화음은 G 장조의 으뜸화음과 반 

나란한9) 계인 b 단 3 화음(iii, Tg)으로, G 의 확립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F#-A-C-E 로 이루어진 반감 7 화음이 처음 두 번은 b 단 3 화음 

으로 해결되나, 세 번째 반감 7 화음 뒤에 이어지는 마디 8 에서는 근음이 

반음 하행하여 F 장 3 화음으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해결화음(b 

단 3 화음 – F 장 3 화음)의 근음은 증 4 도 계이며, 5 도권(the circle of 

fifth)에서의 극 10)에 해당한다. 이러한 증 4 도 계는 고 시  

9) 같은 조표를 공유하는 나란한 조의 반 어로, 같은 조표를 공유하진 않지만, 

장 3도권인 조를 지칭한 것이다.

10) 고 시 에 활용되었던 5도권(the circle of fifth) 진행에서 가장 먼 거리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 을 각각 극 (pole)과 극 (counterpole)이라고 한

다. 를 들어 C음이 극 이면, F#음이 극 으로 이 두 음은 증4도 계에 놓

여 있다. 심축 이론에 따르면 극 과 극 은 같은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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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서 매우 먼 계로 생각되어 왔지만, 낭만시 에는 속 7 화음이 5 음 

하향변화 등에 의해 이명동음 으로 활용되면서 음악  장면의 환에 

다수 활용되었다.

F#-A-C-E 구성의 반감 7 화음이 나온 후 바이올린은 차 

어들며 보조  역할로 향한다. 따라서 디미 엔도(diminuendo)를 

통해 활의 양을 이면서 릿지에서 멀어져야 한다.

며 이는 근친 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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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 요소(마디 9-14)

<악보 4> 제 1 악장, 서주부 1 요소 마디 9-12

마디 9 부터는 이징 구성에 있어 1 요소를 주요 소재로 

활용한다. 마디 9-10 은 F 장조로, 마디 11-12 는 A♭장조로 연주되는데, 

이는 공통음이 1 개인 3 도 계(tP)로 두 마디 만에 동형진행을 통해 

조성이동을 보여 다. 

마디 9, 마디 11 의 피아노 부분에서는 1 요소를 상성부에 

배치하고 6 도 병진행  지속음 A 로 화성의 도를 높인다. 이에 비해 

이어지는 마디 10, 12 에서는 음역에서 유니즌함으로써 1 요소를 

조 인 성격으로 구   배치하 음을 볼 수 있다. 바이올린은 

16 분음표로 피아노의 주제를 뒷받침하고 p로 시작하여 f로, 다시 

mp에서 ff로 격하게 비되어 변하는데 이를 연주할 시 악상의 

표 이 요하다. 바이올린 활을 지  가까이에서 시작하여 

크 셴도(crescendo) 하면서 차 릿지 쪽으로 그리고 활의  

부분으로 이동한 후 화음을 강하게 그어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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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제 1 악장, 마디 13-14

             

 이어지는 마디 13 에서 피아노는 1 요소의 리듬을 반으로 축소 

시키고, 바이올린은 페잔테(pesante)11)로 리듬의 변화 없이 피아노의 

1 요소와 첩되어 등장한다. 이때 바이올린은 피아노 선율의 리듬 

축소로 인한 16 분음표의 빠른 속도와 충분한 비를 일으킬 수 있도록 

묵직하게 강조하여 연주해야 한다. 

11) 악보에서, 무겁게 힘을 주어서 연주하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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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 요소(마디 15-21)

<악보 6> 제 1 악장, 서주부 2 요소 마디 15-20

서주부의 세 번째 부분은 앞부분과 달리 2 요소가 활용되어 

이징을 구성한다. (이 부분의 화성  조성  배경은 후술한다) 

바이올린에서 2 요소가 두 마디 단 로 거듭 등장하며 동형진행하는데 

이때 피아노에서는 4 분음표 음형으로 반주한다. 이 4 분음표 음형은 

이어지는 제시부에서 등장할 제 2 주제의 앞부분을 먼  활용한 것으로, 

서주와 제시부 간의 구성  상호연 성을 높임과 동시에 음악  복선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아노의 4 분음표 음형 뒤에 이어지는 8 분음표 아르페지오는 

바이올린의 2 요소와  계에 있다. 이 아르페지오는 마디 20 에서 

반의 음가로, 다시 마디 21 에서 1/4 의 음가로 축소되며 

크 셴도(crescendo)와 함께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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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제 1 악장, 마디 15-20 의 화성 구조

앞서 보았던 마디 15 부터 20 까지의 화성은 네아폴리탄 화음의 

기본 치12)(N)- 도미 트(D)의 동형진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N-D 뒤에 

기 되는 으뜸화음(T) 신 공통음이 1 개인 3 도권 계의 장조화된 

나란한 화음(tP: tonica Parallel)으로 진행함으로써 조성감을 약화시킨다. 

이어서 tP 를 공통화음으로 설정하여 다음 조의 N 으로 잡고 다시 D 를 

제시한다. 이러한 동형진행을 통하여 B♭장조 – C 장조 - D 장조로 7 도 

하행하는 동형진행을 통해 조성의 색채를 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바이올린 연주자는 네아폴리탄 화음으로 구성된 마디 15, 17, 

19 에서는 비교  고요하고 차분하게 표 한 후, 다음을 향해가는 

도미 트에서 당김음 패턴과 함께 긴장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이후 이  

음정을 붙임 로 유지한 채 으뜸화음이 아닌 장조화된 나란한 화음, 즉 

다음 조의 네아폴리탄으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으뜸화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N-D 의 동형진행이 거듭되는 것이므로 활과 음색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연주해야 한다. 

12) 네아폴리탄 화음은 베이스에 3음이 배치된 1  형태가 원형이며, 베이스

에 근음이 배치된 기본 치는 이 변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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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 요소(마디 22-33)

<악보 8> 제 1 악장, 1 요소 활용 마디 22-28

마디 22 부터는 다시 1 요소가 활용되는 부분이다. 바이올린은 두 

마디 동안 휴지하며 피아노의 아르페지오 선율의 분 기를 이어받는다. 

마디 23 에서는 1 요소의 리듬이 크게 확장되어 재 되고, 마디 25-26 

에서 1 요소의 리듬이 1/2 로 축소되어 두 악기가 주고받는다. 이후 마디 

27 에서는 바이올린의 리듬 인 축소, 피아노의 종지에 이어지는 

반음계  진행을 통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리듬을 확장하며 서주부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는 마디 23 에서 바이올린은 활의 면 을 다 써서 

무게감 있게 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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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제 1 악장, 서주부 마디 24-29 화성진행

앞서 제시한 서주 네 번째 부분의 종지구 화성을 추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디 25-26 에는 원조의 도미 트(V)인 D 음이 

베이스에, 상성부에는 서 도미 트(IV)화음이 첩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미 트 음정을 음에 지속하며 상성부에 여러 

화음을 첩하는 페달 포인트(Pedal Point)라고도 볼 수 있으나, 

성부-상성부의 화음 변화가  없어 청각 으로 하나의 화음으로 

인식된다. 그 기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화음을 S/D(SubDominant on 

Dominant)라고 칭하며 도미 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마디 27 은 S/D 화음을 유지하며 외성은 쭉 D 음과 G 음이지만, 

내성에서 반음계 으로 진행하면서 화음의 색채를 차 변형시킨다. 

마디 28 에서는 외성도 반음계 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첫 화음이 

증 6 화음으로 베이스 성부의 진행에 의해 종지13) 인 느낌이 형성된다. 

이 반음계 진행이 쭉 이어져 최종 으로 베이스가 멈추는 음정은 

G♭이며, 이는 다음에 등장할 C 장 3 화음, 즉 서 도미 트 화음과 감 

5 도 계를 이룬다.

13) 으뜸화음의 리화음이자, 종지감을 형성하지 않는 VI로의 진행을 보통 ‘

종지’라고 하는데 <악보9>에서와 같이 SubDominant의 진행 한 IV를 VI의 

반 나란한 계로 보아 통 인 리 계는 아니지만, 종지의 느낌을 주지 않

는 넓은 범 의 종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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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제 1 악장, 서주부 마디 30-33

서주부의 마지막이자 제시부의 직 인 마디 30-33 은 바이올린의 

카덴차이다. 1 요소의 리듬 축소, 음형 반복과 크 셴도를 넣어 뚜렷한 

진행감을 표 한 후 마디 32 의 f에서 정 을 고 하강하는 스 일의 

데크 셴도(decrescendo)와  사라지는(perdendosi) 트릴(trill)을 통해 

제시부의 제 1 주제로 향해간다. 

제시부의 시작은 원조인 G 장조의 Tonic 이다. 앞서 언 했던 

S/D 화음으로부터 종지 인 부분을 거쳐 S 까지의 진행에 의해 

도입되며, 축약하면 S/D-S-T 가 된다. 이러한 S-T 의 5 도 상행 

변격진행은 이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제시부가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5 도 상행 변격 계는 소나타 형식  제시부의 

제 1 주제(T)와 제 2 주제(D)의 조 계와 같다. 이러한 형 인 섹션간 

조  계가 서주부-제시부의 환과정에서 먼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시부 제 2 주제가 비 형  조 계를 취한 것으로 추측된다. 



- 21 -

2) 제시부(마디 34-127)

<표 4> 제 1 악장의 제시부 구조

제시부(마디 34-127)

마디 34-54 마디 55-79 마디 80-104 마디 105-119 마디 120-127

제1주제부 제1경과부 제2주제부 제2경과부 소종결부(Codetta)

G장조 b단조 g단조 D장조

제시부는 제 1 주제부, 제 1 경과부, 제 2 주제부, 제 2 경과부, 

소종결부로 나 어지며, 제 1 주제는 G 장조, 제 2 주제는 g 단조로 구성되어 

있다. 

소나타 형식의 제 2 주제는 원조의 Dominant 조성이 나오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습 으로 제 2 주제의 조성은 5 도 로 변격진행한 

D 장조가 나와야 하는데 이 곡에서의 제 2 주제는 기 되는 조성인 

D 장조가 아닌 같은으뜸음조인 g 단조의 단 7 화음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명확한 조성확립을 회피하 다가 제시부 마지막에서 D 장조를 

등장시키면서 목 조성에 도달한다. 

제 1 주제는 명확한 조성의 G 장조로 시작한다. 제 1 주제는 제시부 

내에서 반복 으로 등장함으로써 음악  통일감을 주고, 제시부의 

구성에 론도 인 특징을 부여하는 등 요한 역할을 한다.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먼  제시된 후 바이올린으로 연결되어 10 마디 동안 

호모포니 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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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제 1 주제와 제 2 주제의 도식화  비교

제 1 주제와 제 2 주제의 구성을 비교하기 하여 간략히 

도식화해보았다. 제 1 주제는 일견 G 음으로부터의 순차진행과 도약진행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G 음은 강박에서만, 나머지 음들은 주로 

약박에서 사용된다. 이것은 두 개의 성부가 사진행14)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G 를 상성부에서 지속하고, G 로부터 도미 트 음정인 D 까지 

하행했다가 다시 상행하는 2 개의 성부가 하나의 선율 속에 숨겨진 

것이다. 이는 음악 인 복잡성과 구성력을 높이고, 때로는 피아노 반주에 

의해 약박이 강조되기도 하는 등 다채로운 변용을 가능  한다. 이와 

달리 제 2 주제는 하나의 성부로, G 음을 약박에서 길게 지속했다가 다음 

마디에서 순차진행을 거듭하며 비교  부드러운 하나의 선을 그리듯 

작곡되었다. 

제 1 주제가 조성 이고 구조 이며 다층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제 2 주제는 이와 조 으로 단순하고 서정 인 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메트 는 두 개의 주제가 조성 인 계뿐만 아니라 선율의 구성 

 음악  분 기에서도 조  계를 이루게 함으로써, 작품의 구조  

완결성을 높 다. 

14) 서로 다른 두 개의 성부  한 성부는 지속되고 하나의 성부만 움직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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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2> 제1악장, 제1주제

제1주제는 으뜸조인 G장조로 피아노의 상성부에서 처음 등장하

며, 여섯 마디 이후 바이올린에서 같은 선율을 옥타  로 모방한다. 그

러나 마디 34-35의 화성이 베이스 G음(Tonic)을 기 으로 하여 순차  

상행을 취하는 반면, 마디 40-41의 화성은 베이스 D음(Dominant)를 기

으로 하여 옥타  도약 후 순차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동일

한 선율을 반복하면서 악기나 옥타 를 바꾸는 음색 변화 외에도 화성  

배경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 반복에 의한 음악  지루함에

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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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3> 제1악장, 제1주제 후반부 선율

바이올린에서 제1주제가 제시된 후 후반부에서 선율이 확장되는

데, 이를 제1주제 후반부 선율이라고 칭하 다. 이 제1주제 후반부 선율

은 제1주제의 첫 부분 쉼표를 포함한 리듬 형태와 유사성이 있으며, 그

것을 반복하며 반음계 으로 하행한다. 한, 이 선율의 반음계  진행은 

아래 악보에 제시한, 제2주제로 가기 에 등장하는 경과구 모티  선율

과 유사성이 있다.

<악보14> 제1악장, 경과구 모티

제1주제 후반부 선율과 경과구 모티 는 반음계 으로 하행한다

는 특징이 같지만, 성격과 리듬이 크게 비된다. 제1주제 후반부 선율은 

비교  음가가 길고, 가토로 노래하듯 연주한다. 이러한 긴 라인은 서

정 이고 안정 인 느낌을 다. 이와 조하여 경과구는 리듬 으로 축

소되어있기 때문에 여리지만 짧고 빠르게 진행하여 에 지 있게 연주한

다. 리듬의 축소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불안정한 분 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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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5> 제1악장, 경과구의 약강격(Iambic) 리듬

제1주제부가 끝난 뒤 앞서 언 하 던 경과구가 등장한다. 경과

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약강격(˘¯, Iambic)15) 패턴이다. 이는 일반 으

15) 고  그리스에서 시를 쓸 때 시인들은 강조하는 음 의 갯수나 순서를 다

양한 방법으로 결합하여 규칙 인 리듬을 만들어냈는데, 알기 쉬운 리듬이나 시

의 운율을 반복하여 그들의 생각을 표 하 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시를 사람들 

머릿속에 오래 남기고자 하 다. 시에 사용된 리듬과 운율은 음 의 조되는 

길이와 강약 소리의 배열로 인해 생기는데, 단어의 모음 발음이 나올 때 생기는 

강세로 표 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이다. 그  두 음 로 이루어진 경우에

는 4가지 방식이 있다. 

˘ : 짧고 약한 음  기호, - : 길고 강한 음  기호

 (Encyclopædia Britannica, 1994)

Iambic 패턴이란, 약강격의 패턴  하나로 라틴어 ‘Iambus(ἵαμβος)’에서 유래

된 것이다. 첫 번째 음 이 아닌 두 번째 음 을 강조한다. 가장 쉬운 로는 

‘쿵쾅, 쿵쾅’ 뛰는 심장 소리가 있다. 

poetic syllables ˘ ˘ ˘ ¯ ¯ ˘ ¯ ¯
metrical foot pyrrhic, dibrach iamb trochee, choree spon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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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한 박이 앞에, 약한 박이 뒤에 나오는 강-약 구조로부터의 일탈로, 

리듬  생동감을 부여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음악  진행감을 높인다. 

한, 불안정한 리듬 패턴을 일시 으로 사용함으로써 곡의 다음 부분을 

선명하게 도입하도록 돕는다.

일반 으로 마디 구성에 있어 짝수 패턴의 마디 구성은 안정감

을 다. 따라서 개 짝수 마디로 선율을 작곡하여 완결감을 주는 반면, 

마디 55부터 시작되는 경과구는 세 마디의 홀수 패턴으로 반복하여 긴장

감을 다. 이후 다시 세 마디의 패턴을 두 마디로 여 패턴의 간격을 

좁히는데 이로 인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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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6> 제1악장, 마디 69-72

마디 69부터는 목 지인 제2주제가 아닌 제1주제가 짧게 등장한

다. 이때의 제1주제는 다이내믹과 음역이 처음에 제시되었던 것과는 크

게 다르다. 기존 제1주제의 시작 다이내믹은 p이지만, 마디 69에서는 f이

다. 음악  표  역시 기존의 제1주제는 노래하듯이(칸탄도, cantando) 

연주하는 반면, 마디 69의 제1주제는 힘차고 분명하게(리졸루토, 

risoluto) 연주해야 한다. 한, 강박에서부터 시작했던 제1주제와는 달리 

세 번째 박부터 시작함으로써 일시 으로 박자표가 바  것처럼 리듬  

흥미를 다. 이처럼 상치 못했던 제1주제의 등장은 제2주제로 가기 

 환기와 회상의 역할을 한다. 한, 제1주제와 반 되는 성격을 설정하

고 박  질서를 변화시킴으로써, 음악  분 기를 바꾸고 연주자의 표

 가능성을 넓힌다. 

소나타 구조상 제2주제의 등장 직 에 제2주제의 5도, 도미 트 

화음이 지속 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마디 69부터 74까지 

여섯 마디 동안 피아노의 왼손이 a음을 지속음으로 하여 다음 제2주제가 

D장조일 것을 상  한다. 그러나 이 곡의 마디 75에서는 B♭화음으로 

종지를 보여 으로써 다른 조성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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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7> 제1악장, 제2주제

       종지(A-B♭)와 함께 피아노는 아르페지오로, 바이올린은 피치

카토 주법으로 음색을 변화시킨다. 피아노는 이 부분에서 1요소를 거듭 

반복  하행하며 데크 셴도하고, 분 기를 가라앉히며 제1경과부를 마

무리 짓고 있다. 

제2주제의 조성은 기능 으로 원조와 5도 의 변격 계를 이

루는 D장조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제2주제의 

음소재로 g단조의 i7을 기본화성으로 두고 그 에 바이올린이 g음정을 

기 으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기 되는 D

장조는 이후 <악보21>의 마디 120에서 확립된다. 이처럼 새로운 주제 

제시에 있어 일반 으로 리 사용되는 조성을 회피한 뒤, 제시부의 후

반부에서 충족해주는 기법은 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에 많이 사용되었

고 이러한 기법을 통해 메트 가 람스의 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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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8> 제1악장, 제2주제의 변형

제2주제는 마디 79-104까지 다양한 조성으로 이도되며 변형  

반복되는데, 이 부분을 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바이올린이 제시하는 제

2주제는 E-F와 A-B♭이 반음 계이다. 이 제2주제는 다시 피아노에서 

반복되고 마무리되며, 마디 93의 피아노 상성부에서 제2주제의 앞부분이 

제시된다. 바로 이어지는 마디 95에서는 G가 G♭, D가 D♭으로 바 어 

반음 계가 달라진다. 

마디 97부터는 바이올린에 의해 연주된다. 여기부터는 선율이 온

음  혹은 단3도 로 이도 되며 음향  긴장감을 조성한다. 메트 는 

하나의 선율을 반복 으로 보여주되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하고 이도시킴

으로써 음악  색채를 풍부하게 하고, 다음 섹션으로의 진행감을 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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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19> 제1악장, 제2경과부

마디 104부터 서주부의 1요소가 변형되어 재등장하며 제2경과부

가 시작된다. 제2경과부는 지속 인 선율의 변형으로 안착하지 못하 던 

제시부의 제2주제를 목 조로 보내기 한 역할로, 화성  안정성이 다

소 낮으나 경의 선율은 D장조이다. 이 선율은 앞서 보았던 서주부의 

1, 2요소를 활용한 것으로, 으로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모습을 보인

다. 

<악보20> 제1악장, 제시부의 제1주제 재등장 

이후 마디 111부터는 제1주제의 앞부분이 한 마디 단 로 짧게 

변형되어 단편 으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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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1> 목 조성의 제1주제와 1요소

마디 120에 도달해서야 제2주제의 형 인 조성인 D장조가 확

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음악  경을 이루는 선율

은 바이올린에서 연주되는 제1주제이며, 피아노의 음 성부에서는 서주

부의 1요소가 수직 으로 첩되며 음악을 구성한다. 이는 제시부의 ‘론

도  성격’을 부여한다. 즉 제1주제가 정해진 부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

라 지속 으로 반복되고 변화되며 각 부분 사이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아래에 표를 통해 제1주제가 등장하는 부분을 도표로 정리해보았다. 

<표5> 제시부의 론도 인 구성

마디 34부터 시작하여 127까지 진행되는 제시부는 제1주제-약강 

리듬에 의한 경과구–성격이 변화된 제1주제에 의한 경과구–서주의 1요

소를 활용한 경과구-제2주제–제1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즉, 해당 악곡

의 제시부는 경과구와 제2주제부에서도 제1주제를 변형하여 반복함으로

써 특정 선율(Refrain)을 반복하는 론도 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

다.

제시부

구성 제1주제부 경과구 제2주제부

마디 34-54 55-68 69-74 75-79 80-119 120-127

소재 제1주제
약강 

리듬

제1주제

(성격 변화)

서주의

1요소
제2주제 제1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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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부(마디 128-232)

<표6> 개부 체 구성

개부(마디 128-232)

구분 마디 특징

개부 1 128-138 제1주제와 제2주제의 병치

개부 2 139-155 제2주제의 선율을 활용한 개

개부 3 156-166 제1주제의 선율을 활용한 개

개부 4 166-185 제1주제와 제2주제의 첩

개부 5 186-208 제1주제의 후반부 선율을 활용한 개

개부 6 209-225 경과구 모티  활용

개부 7 226-232 제1주제의 불완 한 재

개부는 연속 인 로 인한 화음의 불안정성과 이를 통한 

화음 상호간 결속력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불완 한 형태의 주

제가 단편 으로 나타나 개되는 부분을 개부라고 한다. 이 곡에서 

개부는 서주부의 1요소, 2요소, 제시부의 제1주제, 후반부 선율 그리고 

제2주제를 각각 활용하기도 하고 단편  주제 모티 를 활용하여 병치시

키거나 첩하여 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부를 크게 7부

분으로 나 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디 128-138은 제1주제와 제2주제를 병치시켜 활용하 고, 마디 

139-155는 제2주제를, 마디 156-166은 제1주제를 주선율로 하여 개하

다. 마디 166-185는 제1주제와 제2주제를 첩시켜 개하고 마디 

186- 208까지는 제1주제의 후반부 선율을 활용하여 제시부와 조시켜 

진행, 마디 209-225는 경과구 모티 를 활용한 후, 재 부로 넘어가기 

, 마디 226-232는 제1주제를 불완 하게 먼  재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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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2> 개부 1-1: 개부 시작 

마디 128부터 시작되는 개부는 피아노에서 a단조의 제2주제로 

시작한다. 이어 나오는 바이올린 선율 한 a단조로 볼 수 있다. 

개부가 시작하기 , 제2주제 이후에 나오는 서주부의 1요소와 

제1주제 등장 부분인 마디 120을 개부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나, 마디 

120은 아직 제2주제의 조성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마디 128을 개

부가 확립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화성 으로는 마디 

127과 마디 128이 이어지나, 앞의 아르페지오 음형이 다음 마디에서(마

디 128) 제2주제의 음형으로 달라지고 있으며 페르덴도(perdendo,  

사라지듯이)와 페르마타에 의해 음악 으로 단 된다. 

결론 으로 화성 진행상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음형이

나 음악  지시사항, 페르마타의 효과로 인해 마디 128부터 개부, 다른 

섹션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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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3> 개부 1-2: 제1주제와 제2주제의 병치

개부는 제2주제와 제1주제의 병치로 세 마디씩 두 번의 동형

진행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패턴은 반 마디씩 간격을 좁 가며 음형 ·

리듬  축소가 나타난다. 이러한 축소 형태는 음악  진행에 있어서 긴

장감을 고조시킨다. 마디 128부터 마디 136까지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에 살펴보고자 한다.

마디 128의 피아노에 제시된 제2주제는 작게 시작하여 음에서 

음으로 넘어갈 때 부드럽게 이동하듯(포르타멘토, Portamento) 연주하고 

바이올린은 피아노 선율에 응답하듯이 활을 핑거보드 가까이에서, 활 

간 부분부터 시작하여 연주한다. 다시 나오는 B장조 주제는 앞의 주제보

다 힘차고 분명하게(risoluto) 활 치를 간 아랫부분부터 시작하여 

릿지와 핑거보드의 간에서 연주한다. 이후 제2주제 앞부분인 4분음표 

음형의 한 마디만 활용하여 차 리듬 으로 축소시키고 간격도 좁 간

다. 이때,  커지면서 보다 격정 으로(아지타토, agitato) 연주하면서 

분 기를 고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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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4> 개부 2: 제2주제의 선율을 활용한 개

마디 139부터는 제2주제가 다른 조성과 다양한 음역 에서 등장

하며, 서주부에서 제시되었던 1요소와 2요소들 한 제2주제와 다른 성

부에서 병치, 첩되어 나타난다. 이 듯 개부 2는 마디 139부터 마디 

155까지 각각의 성부들에서 독립 인 선율들이 등장하여 진행하는 폴리

포니 형식으로 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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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5> 개부 3: 제1주제 활용

개부의 3번째 부분은 마디 156부터 마디 166까지 제1주제를 

활용하여 개하 다. E장조의 조성구조 안에서 피아노 오른손에 등장하

는 제1주제는 마디 161까지 주제의 단편 모티 를 활용하여 간격을 좁

간다. 이후 제2주제의 단편 모티 가 4분음표로 묵직하게 등장하며 제1

주제의 모티 를 활용한 바이올린 선율과 함께 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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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6> 개부 4: 제1주제와 제2주제의 첩

마디 164부터는 서주부 끝에서 도출된 모티 의 반복과 제2주제

의 첩이 등장한다. 이때 도출된 모티 는 바이올린의 카덴차 부분으로 

1요소의 리듬 축소, 음형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찬가지로 크 셴

도를 넣어 뚜렷한 진행감을 보여 다. 

앞의 카덴차와 다른 은 반복되는 서주부의 모티 를 배경으로 

제2주제를 주요 선율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크 셴도(crescendo) 후 디미

엔도(diminuendo) 하여 끝맺음을 하는 것이 아닌 악기를 바꾸어 다시 

한번 등장하는 방법을 취하 는데 이때 피아노에서 카덴차 모티 가 배

경으로 나오고 에서 바이올린이 제2주제의 선율을 첩하여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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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7> 개부 5-1: 제1주제의 후반부 선율을 활용한 개

개부의 5번째 부분인 제1주제의 후반부 선율은 제시부와 다르

게 피아노 오른손이 16분음표를 통해 폴리포닉한 배경을 형성하고 왼손 

반주에서 주제선율과 같은 방향으로 반음계선율이 흐른다. 이때 16분음

표의 음형에 따른 짧은 헤어핀(크 셴도와 데크 셴도, < >)과 주요 선

율의 긴 크 셴도 악상을 통하여 선율 으로 성격이 바  것을 볼 수 있

다. 

<악보28> 개부 5-2: 경과구를 활용한 모티

개부의 마지막인 경과구로 가기 , 경과구를 활용한 모티  

선율이 등장한다. 이때 등장한 선율은 경과구 모티 의 도출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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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구의 16분음표로 이루어진 셋잇단 음표를 8분음표와 2분음표로 확장

시켜 한 마디씩 두 마디 동안 연주한다. 이후 리듬 으로 1/2씩 축소되

어 마디 209의 경과구로 진행한다.

<악보29> 개부 6: 경과구 모티  활용

마디 207에서 피아노 두 마디로 유도된 경과구 선율은 마디 55

에 등장했던 선율이다. 이때 바이올린은 옥타  아래의 단선율로 제시된

다. 마디 209부터 개부의 마지막 부분인 경과구가 등장하여 17마디 동

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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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0> 개부 7: 제1주제의 불완 한 재

이후 재 부로 가기 , 제1주제를 이용한 개부의 종지구가 등

장한다. 이 부분의 화음은 으뜸화음의 2  형태로, 화음의 5음을 베이

스(D음)로 하여 수직  음향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한, 마디 227에서 

주제 뒷부분의 패턴을 동형진행시킴으로써 완 한 재 을 보여주지 않는

다. 즉 이때 등장하는 제1주제는 화성 인 안정감이 낮고 선율의 일부만 

제시하는, 일시 인 허  재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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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 부(마디 233-341)

<표7> 제1악장의 재 부 구조

재 부(마디 233-341)

마디 233-248 249-276 277-286 287-299, 300-311 312-341

구성 제1주제부 제2주제부 제2경과부

제1경과부,

제1주제 후반부 

선율 

종결부

조성 G장조 c단조 G장조 A♭장조 G장조

재 부는 제1주제부, 제2주제부, 제2경과부, 제1경과부, 종결부로 

5부분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재 부의 구체 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형 인 소나타와 다른 과 앞서 제시한 제시부와의 다른 을 우선 

검토해보고자 한다. 

<표8> 제1악장의 제시부와 재 부의 구조 비교

제시부

제1주제부 제1경과부 제2주제부 제2경과부 작은 종결부

G장조 b단조 g단조 D장조 D장조

재 부

제1주제부 제2주제부 제2경과부 제1경과부 종결부

G장조 c단조 G장조 A♭장조 G장조

 일반 인 소나타의 재 부는 제1주제와 제2주제가 원조로 진행

되는 것이 습이지만, 이 작품은 원조인 G장조로 제1주제가 시작하고 

제2주제는 에 등장하지 않았던 c단조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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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앞서 제시된 제시부의 배열과 재 부에서 주제  요소

의 배열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재 부를 시작하는 것은 제1주제로 

제시부와 같지만, 제1주제부와 제2주제부 사이에 있었던 제1경과부가 제

2경과부 뒤에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종결부로 연결된다. 앞선 주제 요

소들을 그 로 재 하지 않고 배열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독창 인 구성 

방법을 선보인다. 이로써 재 부에서의 주제 배열은 제1주제부, 제2주제

부, 제2경과부, 제1경과부, 종결부 순서로 진행된다.

소나타 형식에 있어서 제1주제부와 제2주제부 사이의 조성  

립은 주요한 구성 원리이다. 그러나 19세기 작곡가들은 이러한 주제 간 

양극성에 기반을 둔 소나타 형식의 구조를 조성 으로 해체함으로써 다

양성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독창성을 구축했다. 이 작품 한 그러한 사

례에 해당한다. 이 작품의 제2주제는 딸림조성이 아닌 명확한 조성확립

을 피한 같은 으뜸조의 단조화를 사용하 다. 그뿐만 아니라 제2주제는 

재 부에 이르러 으뜸조성이 아닌 c단조를 사용하여 진행하 다. 그 다

고 해서 소나타 형식의 구성원리가 완 히 왜곡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단지 이러한 구조의 의도 인 진행은 보편 인 소나타 형식 모델에 기

어 일탈하는 유형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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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 부 (마디 233-312)

<악보31> 재 부, 제1주제

재 부는 제시부와 같이 마디 233부터 제1주제가 피아노에서 재

되며, 으뜸화음 에 원조인 G장조가 확립된다. 앞의 제시부와 같이 

피아노에서 등장하는 제1주제의 선율은 바이올린으로 이동하여 재 되며 

다음의 제2주제부를 향하여 진행한다. 

<악보32> 재 부, 제2주제

일반 으로 소나타에서 재 부의 제2주제는 조가 일어나지 않

고, 으뜸조에서 제2주제가 등장함으로써 최종 종지를 한 조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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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 그러나 이 작품은 형에서 벗어난 구조로 재 부의 제2주제

를 c단조(s)로 설정하 다. 배경이 되는 화음은 i7, 단7화음으로, 제시부

의 방법과 동일하다. 

<악보33> 재 부, 제2경과부

서주부의 1요소로 시작하는 이 곡의 제2경과부는 앞서 나왔던 

제시부와 같이 서주부의 제1, 2요소와 제시부의 제1주제의 변형이 병치

되어 나온다. 재 부의 제2경과부 한 화음은 불안정하지만, 목 하는 

조성의 G장조의 선율이 흐르고 있으며 당김음을 활용하여 강세를 바꾸

어 다음 제1경과부의 약강격 리듬 패턴으로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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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4> 재 부, 제1경과부

마디 287부터는 A♭장조의 제1경과부가 시작된다. 이곳 역시 제

1경과부의 특징인 약강격 리듬 패턴으로 진행하고 있다. 

<악보35> 변형된 제1주제 후반부 선율

이후 마디 289부터는 두 번째 박부터 등장하여 강박을 뺀, 변형

된 제1주제의 후반부 선율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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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결부

<악보36> 제1악장, 종결부

마디 312부터 등장하는 종결부는 서주부의 1요소 모티 와 제1

주제 후반부 선율이 첩되어 ff로 웅장하게 등장한다. 이때 제1주제 후

반부 선율은 강박이 아닌 4분음표 린 형태로 1요소 모티 와 동시에 

시작하려는 의도된 지연이다.

<악보37> 제1악장에 등장하는 요소들의 집합

마디 322부터는 서주부의 1요소, 제시부의 제1주제, 제1경과부 

그리고 제2경과부 선율들이 첩되어 나온 후 으뜸화음으로 정격종지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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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 1 카 덴 차  – 1m a C adenz a

이례 으로 메트 는 제 2 악장 후에 카덴차를 삽입하 는데, 이 

두 개의 카덴차는 제 2 악장에 사용된 선율  ‘ 선율 1’을 활용하여 

작곡되었다. 특히 바이올린 솔로로서의 카덴차가 아닌, 피아노 반주가 

있는 카덴차로 작곡되었기 때문에 제 2 악장에 한 서주와 후주처럼 

분석된다. 제 2 악장의 분석에 들어가기 , 제 2 악장의 앞뒤에 삽입된 두 

개의 카덴차  앞에 삽입된 첫 번째 카덴차를 검토하고자 한다. 템포는 

트란퀼로 칸타빌 (Tranquillo cantabile), 가단조, 6/8 박자로 제 2 악장의 

서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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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8> 제1카덴차 (1ma Cadenza)

카덴차의 템포 지시어와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선율은, 주제에 

한 변주곡 형식의 제2악장  제1 변주의 선율( 선율 1)로 활용된다. 

바이올린 선율의 배경인 피아노는 제1악장 서주부의 1요소를 6/8으로 변

형하여 반복하며 시 싱한다. 1요소가 제1악장에서는 단선율로 제시된 

반면, 카덴차에서는 화음을 수반하여 등장한다.

마디 8-9 에서 베이스의 감 5 도 진행(B♭–E)로 진행 한 제 1 

변주곡에 등장한다. 카덴차에서는 가단조의 N 화음이 D9 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5 음이 하향 변화된 화음(E, G#, B♭, D, F)으로 피아노 페달을 

통해 지속하다가 제 2 악장으로 쉼 없이(아타카, attacca)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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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 악장 – T em a c on v ariaz ioni

제2악장은 주제와 변주곡(테마 콘 바리아치오니, Tema con 

variazioni)형식으로, 주제와 6개의 변주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나타에

서 제2악장은 일반 으로 3부 형식이 쓰이며 고 시 부터 제2악장에 변

주형식을 쓰기 시작하 는데, 메트 는 이 곡의 제2악장을 변주형식으로 

작곡하 다. 소나타에서 일반 으로 제2악장의 조성은 제1악장의 5도 

나 아래, 나란한 조로 쓰인다. 그러나 메트 는 이 작품에서 D장조나 C 

장조, e단조가 아닌 a단조로 작곡하 다. 

제2악장의 체 인 형식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9> 제 2 악장의 구성 

주제부 제1변주 제2변주 제3변주 제4변주 제5변주 제6변주

마디 1-35 1-43 1-35 1-55 1-34 1-36 1-83

조성 a단조 a단조 a단조 A장조 a단조 a단조 a단조

박자 6/8 6/8 9/8 2/4 6/8 2/4 2/4

제2악장은 주제와 6개의 변주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부는 총 

35마디로 구성되었으며, 6/8박자의 안단테 콘 모토(Andante con moto; 

느리게 그러나 활기차게)로 연주한다. 짝수 마디로 구성되는 일반 인 

주제와 다르게 제2악장의 주제선율은 일곱 마디의 홀수로 구성되어 있

다. 

제1변주곡은 총 43마디로 구성되었으며, 6/8박자의 트란퀼로 칸

타빌  마 콘 모토(Tranquillo cantabile, ma con moto; 침착하게 노래부

르듯, 그러나 활기차게)로 연주한다. 제1변주곡은 음악  경으로 다양

한 선율을 제시하고( 선율 1-4), 배경에는 주제부의 주제선율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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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리듬의 변형을 통한 메아리 효과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정박에 연

주되는 주제와 아르페지오에 의해 지연된 리듬으로 뒤늦게 나오는 주제

를 통해 효과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통해 수직 이고 묵직한 느

낌의 주제부와 다르게 동 인 흐름을 보인다. 

제2변주곡은 총 35마디로 구성되었으며, 9/8박자의 리스테소 템

포 마 포코 피우 트란퀼로(L´istesso tempo ma poco più tranquillo; 같

은 빠르기로 그러나 조  더 침착하게)로 연주한다. 바이올린을 시작으

로 8분음표에 의한 단순한 모티 를 모방하고, 이는 곧 변형된 주제선율

로 연결된다. 리스테소 템포와 같이 템포에는 변화가 없으나 박자표가 

9/8로 바 고 아지타토(agitato; 격하게)와 아첼 란도(accelerando;  

빠르게)의 지시어를 통해 진 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3변주곡은 총 55마디로 구성되었으며, 2/4박자의 알 그로 트

란퀼로 그라지오소(Allegro tranquillo, grazioso; 빠르고 침착하게, 우아

하게)로 연주한다. 제6변주곡 다음으로 길이가 길고, 제2악장에서 유일한 

장조이자 마지막에 페르마타가 아닌 G.P.(General Pause)를 삽입하여 확

실한 종지의 느낌을 주는 곡이다. 제3변주곡의 가장 큰 특징은 구조 ·

조성 으로 소규모의 소나타 형식(제시- 개-재 )을 보이는 것이다. 두 

개의 선율( 선율 5, 6)이 사용된다.

제4변주곡은 총 34마디로 구성되었으며 6/8박자의 알 그로 몰

토 리드미코(Allegro molto ritmico; 빠르고 매우 리드믹하게)로 연주한

다. 제4변주곡은 주제선율을 축소하여 제시하고, 이를 으로 모방하

여 응답하는 형태로 시작된다. 주제선율을 제시하는 가운데 헤미올라에 

의해 박자감을 일시 으로 변화시키며 리듬  역동감을 주고 있다. 

제5변주곡은 총 36마디로 구성되었으며 2/4박자의 알 그로 몰

토(Allegro molto; 매우 빠르게)로 연주한다. 주제부와 한 마디 차이로 

마디 수가 비슷하나 템포 변화로 인하여 감각 으로 1/2배 짧아진다. 홀

수 마디(일곱 마디)의 주제부와 다르게 여덟 마디의 짝수로 안정감을 주

는 동시에 제6변주곡으로 쉼 없이 연주하는, 제2악장의 마지막을 향한 

클라이맥스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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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제6변주곡은 총 83마디로 구성되었으며 2/4박자의 알

그로 리졸루토(Allegro risoluto; 빠르고 힘차게)로 연주한다. 제2악장에

서 마디 수가 가장 길지만 템포가 2배로 어들어 시간상, 체감상 주제

부와 같게 느껴진다. 제6변주곡은 두 배의 음가로 확장된 주제선율과 마

지막 선율인 선율 7이 첩되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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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부

제2악장의 주제부는 안단테 콘 모토(Andante con moto)로 가단

조, 6/8박자의 못갖춘마디 형태로 시작하며 주제선율과 경과선율로 이루

어져 있다. 일반 으로 주제의 마디는 짝수로 구성되는 반면에 이 곡에

서의 주제는 일곱 마디의 홀수로 이루어져 있다. 마디 1부터 마디 14까

지 주제선율이, 마디 15부터 마디 27까지 경과선율이 바이올린-피아노-

바이올린-피아노의 순서로 반복된 이후 두 악기가 같이 연주되며 주제

부가 마무리된다. 

<악보39> 제2악장의 주제선율

주제선율은 바이올린에서 제시된 후 피아노가 모방하여 등장한

다. 바이올린에서 제시된 주제선율과 피아노의 주제선율은 동일하지만, 

피아노에서 음(F#)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화음 구성이 더욱 분명해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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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의 두 번째 박자는 D와 C, 마디 10의 두 번째 박자는 D, 

F#, C로 구성되어 있다. 마디 1-8의 바이올린 선율은 일반 인 단조 성

향이 아닌 자연단음계  형태를 보이며 조성의 확립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마디 3의 두 번째 박자에 구성된 D-C 두 음은 3음이 없어 화음의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화성  가능성을 열어둔 화음으

로 볼 수 있다. 마디 10의 두 번째 박자에 구성된 음  ‘F#’을 통해 피

아노에서 화음의 성격이 확립된다. 즉 배경이 되는 화성을 바꾸는 것이 

아닌, 3음을 생략하거나 삽입함으로써 화음과 선율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악보40> 제2악장의 경과선율

2분박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제선율과 다르게 3분박으로 흐르는 

경과선율 한 마디 15부터 바이올린에서 먼  제시된 후 피아노가 모방

하여 등장한다. 이때 바이올린에서 제시된 선율과 피아노의 선율의 리듬

형태는 동일하지만 피아노가 più f로 5도 에서 연주한다. 마디 27에서 

정격종지(V7-i)가 등장하기 에 피아노는 크 셴도와 데크 셴도를 반

복하며 화성 으로도 집된 형태를 보이며 긴장을 고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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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1> 제2악장 주제부 마디 27-35: 숨어있는 선율

마디 27에서 정격종지를 통해 베이스에서 a 자연단음계로 회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동시에 주제부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된다. 바이올

린에서 주제선율이 옥타  로 재 되고 동시에 피아노는 펼침화음으로 

바이올린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때 피아노는 8잇단 음표 안의 32분음표

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7번째 음에(마디 30 첫 번째 음형에서는 6, 8

번째) 주제 멜로디가 숨겨져 있다. 바이올린의 꽉 찬 텍스추어와 피아노

의 아르페지오, 에코 효과로  4분음표의 패턴을 보다 자유롭고 유동

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제부의 마지막은 처음 제시되었던 주제선율과 다르

게 풍부하고 역동 이다. 이러한 피아노 아르페지오에 의한 에코 효과는 

제2악장 반에 폭넓게 활용되며, 다양한 음형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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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변주곡

<표10> 제2악장의 제1변주곡 구성

마디 1-7 8-14  15-21 22-28 29-35 36-43

Vn. 선율 1 (scale) 선율 2 선율 3 (scale) 선율 4

Pf. 주제선율 주제선율 경과선율 주제선율 경과선율 주제선율 

제1변주곡은 트란퀼로 칸타빌  마 콘 모토(Tranquillo cantabile, 

ma con moto)로 여러 개의 선율이 나열되고 첩된다. 바이올린에는 음

악  경의 역할을 하는 네 개의 선율이 제시되며, 이를 선율 1, 2, 3, 

4로 구분하 다. 배경을 이루는 피아노에는 이 의 주제부에서 제시했던 

주제선율과 경과선율이 변형되어 등장한다. 

<악보42> 제1변주곡, 선율 1-4 정리

제1 변주의 네 개 선율은 성격 으로는 매우 유사하나, 선율의 

구조  틀에 있어서는 동일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유사한 성격

을 유지하며, 노래하듯이 나열되는 선율들로 볼 수 있다. 음악  통일성

과 다양성은 후술할 피아노의 반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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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3> 제1변주곡: 지연되어 나오는 주제선율(에코 효과)

    마디 1-7과 마디 22-25의 음형 비교

  

마디 1부터 마디 7까지 피아노 오른손에서 주제가 정박에 등장

함과 동시에 왼손에서 옥타  아래로 8분음표 2개가 지연되어 엇박자처

럼 나온다. 이는 시차를 두고 모방하는 에코 효과를 내고 있다. 마디 22

에서는 주제가 정박에 나오지 않고 16분음표 1개가 린 형태로 등장하

여 도드라지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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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4> 제1변주곡: 경과선율 재등장

마디 28부터는 B♭장조로 조성을 바꾸며 피아노 오른손에 단7도 

로 경과선율이 재등장한다. 이  마디 27의 E 속7화음을 마디 28의 F 

장3화음으로 진행시킴으로써 기존 a단조가 종지(V-VI)하게 되고, 이 

F화음은 B♭장조의 5도 화음으로 공통화음  조를 유도한다. 이어서 

베이스 성부의 선  진행(F-Eb-D-C)을 반복하며 B♭장조를 보여주다

가, 마디 33-34에서 V
4
3 – I로 미약하게나마 조성을 확립시킨다.

<악보45> 제1카덴차 마디 8-9와 제1변주곡 마디 34의 화성 비교

마디 34에서 베이스가 B♭-e로 도약하여 페르마타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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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1ma 카덴차(마디 8-9)에서 암시되었던 감5도의(증4도) 먼 진행

이다. 이는 B♭화음을 a단조의 네아폴리탄 화음(N)과 공통화음으로 설정

하여 N – D – t로 진행한 것이며, B♭장조에서 a단조로의 갑작스러운 

회귀, 즉 음악  장면을 환하는 역할을 한다. 

<악보46> 제1변주곡, 마디 36-43

마디 36부터 마디 43까지는 화성 으로 주제와 동일하지만, 바이

올린 선율은 새롭게 등장( 선율 4)하며 제2변주곡에 등장할 음형을 암

시하고 있다. 동시에 마디 41에서 42로 넘어갈 때는 주제부와 달리 변주

곡의 종결되는 시 에 정격종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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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변주곡

<악보47> 제2변주곡 모티  음형

제2변주곡은 9/8 박자, 리스테소 템포 마 포코 피우 트란퀼로

(L´istesso tempo ma poco più tranquillo)이다. 8분음표의 짧은 모티 가 

바이올린에서 등장한 후, 마디 2부터 피아노가 한 마디 단 의 긴 가

티시모(legatissimo)로 옥타  아래에서 모방하며, 이는 다시 바이올린에

서 9/8박자로 변형된 주제선율로 연결된다. 8분음표 움직임은 피아노의 

왼손 음 성부까지 연결되며 운동감을 유지한다.

마디 5에 등장하는 멜로디의 리듬은 앞서 언 한 제1변주곡의 

선율 4(마디 36)에서 사용된 리듬과 같다. 이 모티  한 바이올린에

서 먼  등장하고 한 마디 뒤에 피아노 오른손에서 옥타  아래로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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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등장한다. 제2변주곡의 첫 이즈는 새로운 모티 와 제1변주곡

의 선율 4의 음형이 주제 으로 쓰인 형태로 주제부나 제1변주곡과 다

르게 페르마타까지 아홉 마디(4마디+5마디)로 구성되었다. 마디 9에서 

마지막 화음은 A♭장조로 a단조에서 멀리 떨어진 형태로 도약이나 변화

를 한 첫 등장으로 볼 수 있다. 

<악보48> 제2변주곡, 마디 10-17

마디 10부터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순서가 바 어 나온다. 처음

과 다르게 피아노 왼손에서 B♭으로 먼  시작되고 바이올린이 옥타  

로 나오는데 이때 피아노의 왼손에서 경과선율이 첩되어 나온다. 제

2변주곡의 첫 부분은 카덴차나 제2악장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제로 

보이나 마디 10에서 제2악장의 경과선율과 주제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주제와 연결된 형태라는 것을 의도 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 마디 14

에서 앞의 마디 10과 같이 선율 4의 리듬을 활용한 음형과 경과선율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아지타토와 크 센도로 곡이 고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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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9> 제2변주곡, 마디 29

마디 29의 템포 리모가 등장하기 까지 바이올린 주로 여

덟 마디 동안 음형이 발 되어 제2변주곡의 최고조로 진행되고 있다. 마

지막으로 마디 29에서 피아노의 오른손과 왼손에서 모티 가 등장하고 

마디 32부터 피아노 오른손에서 9/8로 주제선율이 재등장하면서 제2변주

곡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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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변주곡

제3변주곡은 알 그 토 트란퀼로 그라지오소(Allegretto 

tranquillo, grazioso)로 2/4박자, 가장조로 제2악장의 첫 장조이자 이 의 

주제부, 제1변주곡이나 제2변주곡과 다르게 분 기가 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조성이 장조로 변한 것이고, 첫 마디에 나오는 피

아노의 주제선율이 이 에 없었던 스타카토(staccato) 주법으로 시작한다

는 것 한 제3변주곡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제3변주곡에서는 주제선

율과 첩되는 두 개의 선율이 사용되는데, 이를 선율 5, 6이라고 칭

하 다.

<악보50> 제3변주곡: 선율 5

제3변주곡에 등장하는 선율 5는 바이올린에서 마디 1부터 마

디 8까지 피아노의 주제선율 에 첩되어 나오고 이때 주제는 정박(피

아노의 왼손), 8분음표가 린 형태(오른손)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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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1> 제3변주곡: 선율 6

마디 9부터 마디 17까지 피아노 오른손에서 새로운 선율 6이 

등장하고 한 마디 후에 피아노의 왼손에서 이어받는다. 마디 1의 바이올

린에서 연주하는 선율 5를 제3변주곡의 제1주제, 마디 9의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선율 6을 제3변주곡의 제2주제로 보면 마디 1부터 마디 17까

지 제3변주곡의 제시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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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2> 제3변주곡, 마디 18-31

마디 18부터 마디 31까지 바이올린에서 제3변주곡의 제1주제이

자 선율 5가 연속 으로 반복하며 재등장한다. 동시에 피아노 왼손에

서는 도미 트 7화음이 5도 연속 하행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동형진행으

로 인해 조성이 일시 으로 흔들리며, 이는 a단조의 도미 트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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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3> 제3변주곡, 마디 31-38

이후 마디 33부터 마디 38까지 A장조의 도미 트 9화음(Ⅴ9)이 

다섯 마디 동안 나오는데 A장조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 다. 이러

한 Ⅴ9의 음향은 f로 고조되었다가 디미 엔도(diminuendo)와 함께 다음 

부분으로 스며든다. 마디 18부터 마디 39까지 제3변주곡의 개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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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4> 제3변주곡, 마디 39-55

마디 40의 템포 리모(Tempo I)부터 마디 46까지 바이올린에서 

선율 6, 피아노 오른손에서 선율 5, 동시에 왼손에서는 제2악장 주제

부의 주제선율이 테  성부에서 악기가 바 어 등장한다. 이때 각각의 

선율들은 수직 으로 첩되어 나오는데 제시부에서 각각의 주제를 따로 

등장시켰다가 재 부에서 각 주제를 동시에 연주하는, 제1악장의 작곡기

법을 제2악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3변주곡은 주제부

나 제1, 2변주곡과 다르게 종결부에서 페르마타(Fermata) 없이 스타카토

로 끝나고 한 마디의 휴지부(게네랄 우제, General Pause)가 등장하는

데 이때 등장하는 휴지부로 인해 페르마타 신 종지의 여운이 느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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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4 변주곡

6/8박자, 알 그로 몰토 리트미코(Allegro molto ritmico)의 제4

변주곡은 주제부의 주제선율을 변형한 a단조의 곡이다. 주제부의 주제선

율이 일곱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면, 제4변주곡에서의 주제선율은 세 마

디로 압축시켜 진행하고 4번째 마디에서 변형시킨 형태로 하나의 모티

처럼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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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5> 제4변주곡

마디 1부터 피아노 양손에서 제시되는 제4변주곡의 주제선율은 

마디 5부터 바이올린이 4도 아래 음으로 G 에서 두껍게 모방하여 응답

하고 있다. 이는 바로크 시  푸가의 기법으로 주제 제시 후 법  

원리에 따라 모방하면서 응답하는 형식이며 제4변주곡에서는 진정 응답

(real answer)의 형태로 쓰 다. 마디 8부터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바이올

린의 응답 모티 를 이어받은 후 여섯 마디 동안 경과선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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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6> 제4변주곡: 선율 4와 주제선율 모티  활용

마디 15부터 다섯 마디 동안 제1변주곡에서 나왔던 선율 4가 

변형되어 나온다. 변형된 형태의 선율 4는 바이올린에서 시작하여 두 

박 뒤에 피아노 오른손에 돌림노래 형태로 동형진행하여 차 커져서 마

디 20의 ff로 도달한다. ff의 바이올린 선율 반복 아래 피아노의 오른손에

서 f로 시작한 주제선율 모티 는 음역 가 내려가면서 서서히 어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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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7> 제4변주곡의 주제선율 모티  재등장

마디 24부터 마디 27까지 피아노와 바이올린에서 제4변주곡의 

주제선율 모티 가 재등장한다. 바이올린은 4분음표 한 박 뒤에 등장하

여 모방하는데 이때 으로 모방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긴박감을 자

아내고 있다. 한, 피아노의 오른손은 주제선율 모티  그 로 나오고 

피아노의 왼손은 헤미올라 리듬으로 세 마디 동안 극 화되고 있다.

<악보58> 제4변주곡, 폴리리듬 형태의 일시  등장

마디 28부터 마디 32까지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경과선율이 나오

고 이때의 리듬은 일반 인 6/8박자의 강세가 아닌 마디를 넘어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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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리듬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리듬은 마디 9에서 마디 10, 마디 11

에서 마디 12에 보인다. 보통 기보법에서 마디를 넘어선 음표의 꼬리 잇

기는 패턴이 묶이는 단 를 드러내기 함인데, 바이올린은 6/8박에 맞

는 16분음표 6개 묶음의 패턴(6/8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피아노는 

8분음표 4개 묶음(4/4박)의 패턴을 첩시킴으로써 폴리 리듬의 형태를 

일시 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는 긴장감을 유지하기 한 방법으로 곡

의 마지막 부분에서 끝이 날 듯하다가 subito f가 나오고 한 마디가 추

가되어 정격종지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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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변주곡

제5변주곡은 2/4박자의 알 그로 몰토(Allegro molto)로 주제부 

이후에 명확한 템포가 지시되어있는 악장이다. 주제부 템포(♩.=60-72)의 

두 배인♩=120으로 연주하며 악보에 지시되어있는 리오조로 활기차게 

시작한다. 주제선율 한 1/2로 축소하여 일곱 마디의 홀수로 이어져 있

던 주제부와 다르게 고 인 형태의 8(4+4)마디의 짝수로 구성되었다. 

<악보59> 제5변주곡, 주제

못갖춘마디로 주제선율을 축소한 선율 6이 바이올린에서 등장

하여 피아노의 왼손(테  성부)과 오른손(소 라노 성부)에서 여덟 마디 

동안 당김음의 주제선율이 첩되어 시작된다. 이후 마디 9부터 B♭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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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주제선율 모티 가 재등장하고 마디 16까지 피아노의 경과선율과 

여덟 마디 동안 첩되어 연주한다. 

<악보60> 제5변주곡: 스 일, 주제축소 모티 , 경과선율

마디 17부터 마디 29까지 스 일과 주제 축소 모티 , 그리고 경

과선율을 두 악기가 번갈아 주고받으며 진행 후 마디 29부터 주제가 확

장되어 ff와 페잔테(pesante)로 무겁게 연주한다. 제5변주곡은 마디 1부

터 마디 28까지 베이스(bass)와 주제가 반 으로 상승한다. 마디 1에

서 A음으로 시작하여 마디 9에 B♭, 마디 21에 C, 마디 25에 D, 마디 

26에 E♭, 마디 27에 E로 상승하며 마디 28에서 마디 29로 진행하며 상

승의 막을 내린다. 이때 베이스음이 상승하는 속도는 뒤로 갈수록 빨라

지며 곡에 긴장감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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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1> 제5변주곡: 마지막 주제축소 모티 , 주제선율

마디 29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텍스쳐가 두꺼워짐과 동시에 

주제는 확장된 형태로 등장한다. 제5변주곡은 완 한 정격종지가 아닌, a

에올리안의 선법  형태로 종지하며 쉼 없이(attacca) 제6변주곡으로 이

어진다. 페잔테(pesante), 알라르간도(allargando), 네 번의 다운보우

(down bow, 내림 활)를 통해 제2악장 체의 클라이맥스를 형성하여 긴

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마지막 변주곡이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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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변주곡

못갖춘마디 형태로 바이올린의 16분음표 선율( 선율 7)에 피아

노의 확장된 주제선율이 첩되어 시작하는 제2악장의 마지막 변주곡은 

제5변주곡에 이어 2/4박자의 알 그로 리졸루토(Allegro risoluto, sempre 

al rigore di tempo), f로 긴장감 있게 연주된다. 

<악보62> 제6변주곡: 선율 7과 확장된 주제선율

제6변주곡은 6/8박자, 2박 계열의 정박에 나오는 주제부와 달리 

3/4박자, 2박 계열의 약강격의 리듬 형태로 주제부의 주제선율이 두 배

로 확장되어 등장한다. 마디 9에서 다시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뒤바  형

태로 피아노에서 선율 7이, 바이올린에서 5도 로 주제선율이 여덟 

마디 형태로 재등장한다. 이때 바이올린은 앞의 변형된 주제선율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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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악센트 없이 노래하듯이 연주한다.

<악보63> 제6변주곡: 선율 7, 경과선율

마디 17에서 마디 34까지 선율 7과 주제부의 선율이 등장하는

데, 이때 주제부의 선율은 주제선율이 아닌 경과선율로 등장한다. 앞과 

같이 마디 17부터 마디 22까지 못갖춘마디 형태로 바이올린에서 선율

이 등장하고 피아노가 수직 으로 경과선율이 첩되어 나온 후 마디 23

부터 마디 34까지 선율이 교차하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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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4> 제6변주곡: 선율 7, 헤미올라 리듬의 주제선율

마디 35에서 마디 46까지 다시 선율 7과 주제부의 주제선율이 

등장한다. 이번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주제선율이 나오고 

피아노의 왼손에서 스타카토로 주제가 다시 등장한다. 이때 주제선율은 

바이올린에서 먼  시작한 후 4분음표, 한 박이 린 상태로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나오며, 피아노의 왼손에서는 헤미올라로 연주된다. 가볍게 

연주되는 선율과 걸맞게 페달을 밟지 않는, 센자 페달(senza pedal)로 

연주되는 주제선율은 p로 시작하여 ff로 다이내믹 으로도 극과 극으로 

가고 있으며 8:6 형태의 헤미올라 리듬을 활용하여 클라이맥스를 향해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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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5> 제6변주곡: 강약 변형된 선율 7, 경과선율

마디 47부터 마디 72까지 강약이 변형된 선율 7의 동형진행, 

경과선율 뒷부분을 활용한 선율들이 나온다. 마디 47에서 바이올린 피치

카토 아래 피아노 오른손에서 선율 7이 한 박자 지연되어 등장 후 마

디 51부터 경과선율 뒷부분이 나온다. 

<악보66> 제6변주곡: 선율 7, 경과선율 동형진행

이후 마디 53부터 마디 60까지 바이올린에서 선율 7이 두 마

디 간격으로 동형진행을 하고 피아노 양손에서 번갈아 경과선율 뒷부분

을 연주한다. 마디 61부터 마디 64까지 짧게 바이올린에서 경과선율 뒷

부분이 나오고 마디 69까지 제6변주곡 마지막을 향하여 차 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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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7> 제6변주곡: 마지막 부분

마디 73부터 네 마디 동안 짧게 바이올린에서 선율 7이 다시 

한번 지연되어 나오는데 이때 피아노 오른손에서는 주제가 제5변주곡의 

리듬인 당김음 형태로 등장한다. 이후 마디 77부터 선율 으로 a단조의 

으뜸화음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피치카토(pizzicato)로 연주된 후 화성

으로 종지감을 형성하며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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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2카 덴 차  – 2da C adenz a

제2악장의 모든 변주가 마무리된 후 두 번째 카덴차가 등장한다. 

두 번째 카덴차는 제2악장과 제3악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68> 제2카덴차(2da Cadenza)

마디 1부터 마디 8까지는 제2악장에서 나왔던 제1변주곡의 선율

과 주제부의 주제선율이 변형되어 제시되고 mf로 시작하여 p로 마무리

된다. 마디 9부터 제시되는 16분음표-8분음표의 음형은 제3악장의 도

입부에서 주로 사용되는 음형으로, <악보69>와 <악보70>에서 재등장한

다. 카덴차의 마지막 네 마디에 사용된 화음은 D-A-C-E-G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제3악장의 도입부에 쓰인 5음 음계를 수직  화음

으로 구성한 형태로, 다섯 음  D음정을 베이스로 취하여 원조인 G장

조로의 회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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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3 악장 – F inale R ondo

제3악장은 메트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의 마지막 악장이다. 제1

악장의 G장조(T), 제2악장의 a단조(Sp)를 거쳐 제3악장에서는 다시 원조

인 G장조로 회귀하 다. 제3악장의 형식은 론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는 반복되는 주요 주제부(Refrain, 리 인)와 주제부 사이에 삽

입되는 삽입부(Couplet, 쿠 )들로 구분할 수 있다. 총 422마디의 길이

로 A-B-A´-C-A´´-B´-A´´´ 로 분석되며 A는 반복되는 주제부, B, C는 

삽입부에 해당한다. 아래 제3악장의 구성도표를 첨부하 다. 

<표11> 제3악장 Finale Rondo의 구성도표

구분 마디 마디수 조성 조 계

도입부 1-12 12 D

A 13-73 61 G장조 T

B 74-108 35 B장조 DP

A´ 109-136 28 G장조(D bass) T

C 137-228

137-174

92

C장조 – c단조 S – s --

175-209 b♭단조 - b단조 dg– Dp --

210-228 B7 -- sequencing ----

A´´ 229-282 54 G장조 T

B´ 283-334 52 F장조 SS

A´´´ 335-362 28 A7 -- sequencing ----

종결부 363-422 60 G장조 T

 도표에서 구분한 형식에 따르면, A와 B에 비해 C의 길이가 

유난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C의 후로 A-B-A´, 

A´´-B´-A´´´가 배치되어 있는데, A의 길이가 각  61마디와 28마디, 5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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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 28마디 등 ‘길고 짧은 패턴’이 을 이루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제3악장의 표면 인 형식은 론도이지만, C의 규모를 크게 확 함

으로써 3부 형식, 혹은 소나타 알 그로 형식에서의 제시부- 개부-재

부 인 특징을 동반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16) 

이러한 형식  특징은 조성 계로도 확인된다. 소나타 형식 악곡

에서는 제시부 제1주제가 원조(T), 제2주제가 딸림조(D)로 제시되며 

개부에서는 조성확립을 회피하며 련된 여러 조성으로 시 싱한다. 론

도 형식의 제3악장 한 A 부분이 원조(T), B 부분이 딸림조의 장조화

된 나란한조(DP)로 제시되었다. 반복되는 A´는 간략하게 축소되고 도미

트 베이스 에서 반복됨으로써 불안정성을 높 으며, C의 조성 역시 

련 조성으로 시 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나타 형식  재 부

의 제2주제가 딸림조 조성의 재 을 피하는 것 역시, 본 제3악장의 B´에

서 F장조(SS)를 취하도록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론도, 소나타-론도, 분석악곡 제3악장의 구조와 조성을 다음 표와 같이 비

교하 다.

론도 A B A C A B A

조성 T D T ? T D T

소나타-
론도 제시부 개부 재 부 종결부

조성 T-D-T ? T T

3악장 A B A´ C A´´ B´ A´´´ 종결부

조성 T-D DP T ? T-D SS T T

이와 같이, 일반 인 소나타 론도는 A가 원조성에 머무는 반면 메트

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제3악장은 A에서 바이올린 선율이 소나타 제시부의 제

2주제에 해당하는 도미 트로 등장함으로써 축약된 형태를 보인다. 한, C에서 

이 에 등장했던 주제를 사용함으로써 소나타  기법을 활용하고 B´에서는 론

도나 소나타에서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조성으로 진행한다. 이처럼 메트 는 소

나타 론도 형식을 보이지만 일반 인 형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법을 확립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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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제3악장 Finale Rondo의 선율 도표화

           

구분 선율구분

도입부

A aba´ / abb´a´

B cdef / ddef

A´ aba´

C

x, y, z

cd / a + z( 첩)

x, z

A´´ aba´ / ab

B´ cdef + 1st / ddddeef

A´´´ ba

종결부 1st / 1st 후반부 / 1st + a / 2nd + a / x

의 도표는 제3악장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선율과 모티 를 분

석하고, 알 벳 소문자로 기호를 붙여 정리한 것이다. A 부분에 속하는 

선율은 a와 b로, B 부분에 속하는 선율은 c, d, e, f로 구분하 다. C 부

분에 등장하는 두 마디 내외 짧은 길이의 모티 들은 x, y, z로 구분하

다. 마지막으로 제1악장 제1주제와 제2주제가 B´와 종결부에서 활용되

는데, 이는 각 1st, 2nd로 표기하 다. 제3악장의 9개 선율과 모티 , 그리

고 제1악장의 2개 주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반복  변형되는지, 각 부분

별로 첨부되는 악보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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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주 

<악보69> 제2카덴차와 제3악장 서주의 모티  도출 과정 

 

제3악장 서주의 모티 는 제2악장 뒤의 카덴차부터 이어진다. 제

2악장과 제3악장은 쉼 없이, 아타카로 연주된다. 제2악장 후반부 카덴차

의 선율 끝부분을 짧게 축소하여 16분음표와 8분음표로 만들고, 이것을 

반복하여 아르페지오로 연주한다. 이것을 제3악장에서는 성부를 나 고 

음색을 바꾸어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복의 횟수를 차 

이고, 크 셴도와 함께 이즈의 길이를 여 긴장감을 높여 다음 주

부(A)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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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0> 제3악장, 서주 마디 1-10

제3악장의 마디 1-1217)는 서주로, 다음 부분에 한 도입부의 역

할을 한다. 마디 1-4는 16분음표-2분음표의 모티 를 피아노-바이올린-

피아노의 3회(한 마디) 단 로 4차례 반복한다. 패턴의 반복주기(3박자)

와 박자표(3/4)가 일치하고, 피아노 왼손의 강박에만 완  5도 음정에 의

해 강조된다. 그러나 마디 5-6은 피아노의 왼손-오른손의 2회 단 로 3

차례 반복되고, 패턴의 반복주기(2박자)가 박자표(3/4)와 불일치하여 두 

마디 단 의 헤미올라가 되며 긴장감을 높인다. 이는 다시 마디 7-8의 

피아노, 마디 9-10의 바이올린 스 일로 축소  분할되며 음악을 진행

시킨다. 

17) 카덴차에서 아타카로 넘어가지만, 본 논문에서 악보 출 과 같이 제3악장 

피날  론도의 알 그로 리졸루토(Allegro risoluto) 부분을 마디 1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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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부분 

<표13> 제3악장, A 부분의 구성

구분 마디 마디수 선율구분 조성(조 계)

A 13-73 61 aba´ / abb´a´ G장조(T)

서주에 이어지는 A 부분은 론도의 주요 주제가 반복되는 주제부

로, a 선율과 b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A 부분은 다시 두 개의 악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악 은 선율이 aba´의 구성으로 선율 b의 규모가 

작은 데 비해, 두 번째 악 에서는 b의 규모가 확 되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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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1> 제3악장, A 부분 a 선율 마디 13-16 

<악보72> 제3악장, A 부분 b 선율 마디 13-16 

 악보는 A 부분의 a 선율과 b 선율이다. a 선율은 피아노에 

의해 연주되고 바이올린의 스 일이 배경을 이루는 반면, b 선율은 이와 

반 로 바이올린에 의해 연주되고 피아노의 아르페지오가 배경을 이루도

록 작곡되었다. 한, a 선율은 스타카토를 포함한 상행 도약진행이 주를 

이루는 반면, b 선율은 하행 순차진행이 주를 이루게 된다(a 선율에 

한 특징은 2-1에서 후술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두 개의 주제가 비

되게 되는데, b 선율이 등장할 때 a 선율의 일부를 경(피아노 음역)

에 삽입함으로써 강한 비감을 상쇄시키고, 부드러운 연결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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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3> 제3악장, A 부분 a´ 선율 마디 29-35 

A 부분의 첫 악 은 aba´로, a 선율이 한 번 반복되고 마디 37

의 페르마타를 동반하며 끝난다. 이때 a 선율은 피아노가 아닌 바이올린

으로 제시되며, 바이올린의 넓은 음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형된다. 반

복되는 모티 가 음역 별로 분할되어 고음역과 음역으로 나뉘어 연주

되는데, 각 음역 의 음색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연주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지는 A 부분의 두 번째 악 은 aa´bb´a로, 첫 악 과 비

교한 도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 다.

<표14> A 부분 두 악 의 비교 

a b a´

바이올린 반주 주선율 주선율(음역변주)

피아노 주선율 반주 반주

a a´ b b´ a

바이올린 반주 주선율 주선율 반주 반주

피아노 주선율 반주 반주 주선율 주선율(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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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 선율에 한 주제  배경

제3악장의 주제선율 아래에 표도르 이바노비치 튜체 (Fyodor 

Ivanovich Tyutchev, 1803-1873)의 시, ‘ 물(Весенние воды)’의 한 문

장이 악보에 기재되어있다. 이는 두 번째 연의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연

의 첫 행에서 등장하는 문장으로 ‘ 이 온다. 이 온다.(Весна идет, в

есна идет)’에서 따온 것이다. 

에 한 환희는 이미 메트 의 작품 《잊 진 멜로디II Op. 

39, No. 3 리마베라(Forgotten Melodies II, Op. 39 No. 3 Primaver

a)》에서 짧은 피아노 소품곡으로 쓰 다. 이후 바이올린 소나타 2번

(Violin Sonata No. 2 Op. 44)에서는 시의 문구를 삽입하 고 이를 청각

화시켜 직 으로 표 하 다. 제2악장 주제와 변주곡은 겨울의 고난을 

의미하며 제3악장 의 모토는 이후 매년 다시 태어날 때 느끼는 즐거움

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카덴차 마지막 부분에서 바이올린의 피치카토와 

피아노의 스타카토는 얼음이 녹아 떨어지는 방울 소리를 암시한다. 제3

악장이 시작되면서 피치카토로 연주되었던 화음은 16분음표의 동형진행

으로 펼쳐지는데, 이는 녹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소리화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18)

인용된 두 단어  첫 번째는 ‘Весна’로 ‘ ’이라는 명사이며, 두 

번째는 ‘идет’로 ‘온다’라는 동사의 3인칭 단수이다. 두 단어 모두 두 음

로, 두 번째 음 에 강세가 있다. 메트 는 이러한 단어의 강세를 리듬

으로 활용하여 문자를 소리로 구 하 는데 이는 제1악장에 제시되었던 

약강격 리듬과 같다. 한, 그는 ‘ 이 온다.’라는 한 문장을 마디에 걸쳐 

으로써, 동사를 강박에 두었으며 이는 고된 겨울을 지나 따뜻한 이 

오고 있다는 것에 한 환희를 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Barrie Martyn, Nicolas Medtner: His Life and Music. (Aldershot, Hants, 

England: Scolar Press, 1995),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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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메트 가 인용하기 약 30년 (1894-1896), 동시  작곡

가 라흐마니노 의 가곡 《12개의 노래 Op. 14(12 Romances Op. 14)》

 11번에 쓰 다. 이 작품은 안나 오르나츠카야(Anna Ornatskaya, 

d.1927)에게 헌정되었으며, 소 라노를 한 곡으로 조성은 E♭ Major이

다. 

라흐마니노 는 시에서 두 번 반복되어 등장하는 문장, ‘ 이 온

다!’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 하 다. 

<악보74> 《12개의 노래 Op. 14 No. 11》, 마디 14-16

<악보75> 《12개의 노래 Op. 14 No. 11》, 마디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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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fff 의 악상으로 피아노의 수직 인 화음과 함께 소

라노에서 상행 도약하여 두 마디에 걸쳐 제시된다. 

두 번째는 p의 악상으로 시작되며, 4개의 동일음을 연주하는 소

라노의 음가는 앞에서 나온 8분음표의 리듬을 변형한 것이다. 이 동일

음, A#과 B♭은 이명동음으로, 마디 22-23은 F# Major, 마디 24-25는 E

♭ Major의 아르페지오로 구성된 피아노 반주 에서 반복되어 노래한

다. 

이처럼 라흐마니노 는 반복되는 문장을 다양한 음악  변화를 

통해 색채를 바꾸어 제시하 지만 결국 처음과 같이 마지막 음 에 긴 

음가를 사용하여 강세를 주었다. 이때 마지막 음 에 가장 긴 음가(2분

음표)와 악센트(accent)를 사용하여 강조하는 방법은 메트 의 주제 사

용 방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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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 부분 

<표15> 제3악장 B 부분의 구성

구분 마디 마디수 선율구분 조성(조 계)

B 74-108 35 cdef / ddef B장조(DP)

B 부분은 반복되는 주제부(A)의 사이에 삽입되어 음악  분 기

를 환하는 부분으로, 첫 번째 삽입부(Couplet, 쿠 )에 해당한다. 조

성은 B장조로, 원조의 딸림조인 D장조의 나란한조(b단조)를 장조화한 

것으로 분석되며, 원조와의 조  계는 DP이다.

B 부분 역시 두 개의 악 로 구분되며, 16마디 길이의 선율이 2

회 반복된다. A 부분의 선율과 구분하기 해 16마디의 선율 각 부분을 

아래 악보와 같이 cdef라고 칭하 다. 각 유형은 cdef를 기본 순서로 결

합하되, ddef, ddddef등으로 변형되거나 독립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악보76> 제3악장, B 부분 c, d, e, f 선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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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7> 제3악장, B 부분 c 선율 마디 74-79 

A 부분의 선율, 특히 A 부분의 주를 이루며 B 부분의 배경에서

도 활용되는 a 선율이 스타카토를 동반한 짧은 모티 의 반복이었던 반

면에, 의 악보에 드러난 B 부분의 선율은 긴 호흡의 서정 인 선율로 

가토와 다이내믹의 폭넓은 변화를 동반한다. 한, 가장 두꺼운 4번 

에서 연주하도록 지시되어있어, 많은 배음을 포함한 풍부한 음색으로 연

주될 것이다. 

B 부분은 철 히 주선율과 반주로 구분된다. 피아노는 시종일  

5잇단음표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는 가운데, 아래 표와 같이 네 마디 단

의 선율 구성과 음색만 변화한다. 

<표16> B 부분 두 악 의 비교 

c d e f

바이올린 주선율

피아노 반주

d d e f

바이올린 서주 모티  반복 주선율

피아노 주선율과 반주 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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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부분 

<표17> 제3악장 A´ 부분의 구성

구분 마디 마디수 선율구분 조성(조 계)

A´ 109-136 28 aba´
G장조(T) 

on Dominant bass

A´ 부분은 삽입부를 사이에 두고 반복되는 주제부이다. 제3악장

에서는 A-B-A´에서 A가 반복될 때, A의 규모를 이고 화성 인 안정

감을 낮추어 다음 삽입부로의 진행감을 높 다. A 부분이 61마디인데 

비하여 A´는 28마디로 반의 길이도 되지 않으며, A´ 부분의 화성  

배경은 으뜸화음(I, Tonic)이되 베이스에 5음을 배치하여 불안정하게 만

든 것을 아래 악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aba´의 반복시 a´의 선

율을 온 하게 제시하지 않고 앞부분만 반복하고 반음계 으로 시 싱하

여 다음 부분으로의 진행감을 배가시킨다. 

<악보78> 제3악장, A´ 부분 a 선율 마디 109-112

<악보79> 제3악장, A´ 부분 a´ 선율 마디 13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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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부분 

<표18> 제3악장 C 부분의 구성

구분 마디 마디수 선율구분 조성(조 계)

C-1 137-174 38 x, y, z
C장조(S) –

c단조(s)  --

C-2 175-209 35 cd(B) / a(A) + z(C)
b♭단조(dg) – 

b단조(Dp)  --

C-3 210-228 19 x, z B7 -- sequencing

C 부분은 두 번째 삽입부이다. 그러나 동일하게 삽입부로 분류

되는 B 부분과 여러 가지 차이 이 있다. B 부분은 16 마디 단 의 선

율이 긴 호흡으로 연주되나, C 부분은 한 마디 혹은 두 마디 단 의 짧

은 모티 가 3개 등장하고 반복되며 시 싱한다. 크게 3부분으로 나  

수 있으며, 각 부분의 모티  활용이나 구성도 다르다. C-2 부분에서는 

짧은 모티 들과 함께 B 부분의 선율 c, d, A 부분의 선율 a가 첩되어 

복잡성을 높인다. 

조성은 원조의 버 딸림조인 C장조로 시작하며, 원조와의 조  

계는 S이다. 이는 c단조(s), b♭단조(dg) 등 주로 버 딸림조의 계조

들로 조하며, C-3에서는 원조의 DP에 해당하는 B7으로 시작하여 시

싱하고, 이어지는 A´´에서 원조로 회귀한다. 

다음 페이지에 C 부분에 사용되는 3개 모티  x, y, z의 악보를 

첨부하 다. x 모티 의 선율 윤곽(상-하행 후 큰 도약, 이어지는 장-단 

리듬)과 y 모티 의 선율 윤곽이 유사하며, y 모티 와 z 모티 의 리듬

인 구성(4분음표, 16분음표 4개, 8분음표)이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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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0> 제3악장, C 부분 x 모티  마디 133-134 

<악보81> 제3악장, C 부분 y 모티  마디 145-146 

<악보82> 제3악장, C 부분 z 모티  마디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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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C-1의 선율 구성

마디 137-144 145-148 149-160 161-164 165-174

바이올린 x 모티 y 모티 z 모티 y 모티 x 모티

피아노 (모방) (모방)

<표20> C-2의 선율 구성

마디 175-182 183-191 192-200 201-209

바이올린 z 모티  (피아노 모방) z 모티

피아노 c, d 선율 a 선율 d, d 선율 a 선율 

<표21> C-3의 선율 구성

마디 210-218 219-236

바이올린 x 모티 z 모티

피아노 z 모티 (변형)

C 부분에서 가장 복잡한 구성을 갖는 것이 C-2 부분이다. C-1 

부분은 x, y, z 모티 를 순차 으로 나열하고, C-3 부분은 x, z 모티

를 각각 길게 연장하여 나열하는 데 그친다. 이와 조 으로 C-2 부분

은 다음 쪽의 <악보83>과 <악보84>처럼 이  A, B 부분에 속한 선율

을 음악  경(알토 성부)이나 배경(베이스 성부)에 숨겨 개를 한 

아르페지오나 시 싱하는 z 모티 와 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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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3> 제3악장, C-2 부분에서 등장하는 c 선율(B부분에 속함) 

          마디 175-178

<악보84> 제3악장, C-2 부분에서 등장하는 a 선율(A부분에 속함)

   마디 1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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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부분 

<표22> 제3악장 A´´부분의 구성

구분 마디 마디수 선율구분 조성(조 계)

A´´ 237-286 50 aba´ / ab G장조(T)

A´´는 주제부 A가 두 번째 반복되는 부분이다. 앞서 첫 번째 반

복되는 A´는 길이가 짧고, 원조로 회귀했다 하더라도 으뜸화음의 5음을 

베이스로 취했기 때문에 화성 으로 불안정하다고 술하 다. 이에 비

해 A´´는 그보다 길이가 길고, 원조 으뜸화음의 근음을 베이스로 하여 

안정된 느낌을 다. 경의 a 선율 역시 폭넓은 음역을 넘나들지 않고, 

음역 에서 일 된 모습을 보인다. 아래 첨부한 악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악보85> 제3악장, A´´부분 마디 2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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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 부분 

<표23> 제3악장 B´ 부분의 구성

구분 마디 마디수 선율구분 조성(조 계)

B´ 287-334 48
cdef + 1st 

ddddeef
F장조(SS)

B´는 첫 번째 삽입부 B가 반복되는 부분이다. 이  B가 두 악

로 구분되며 각 cdef, ddef의 비교  단순한 구성을 취한 데 비해, B´에

서는 두 개의 악 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다. 

<악보86> 제3악장, B´ 부분 마디 287-294 

      

B´의 첫 번째 악 은 음 성부, 즉 음악  후경에 원래의 c 선

율이 등장하며 시작한다. 이 선율이 cdef의 원 순서로 이어짐과 동시에, 

상성부인 바이올린에 제1악장의 제1주제를 3/4박으로 변형한 선율이 

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주제를 변형 재 함으로써 제1악장과 제3

악장을 연결하고 악장의 연 성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B´의 두 번째 악 은 기존 ddef에서 앞부분을 길게 반

복  연장하여 ddddeef로 재 하며, poco passionato, sempre più 

appassionato 등의 나타냄말을 거듭하여 지정함으로써 앞부분보다 더욱 

크고 격정 으로 표 할 것을 유도하 다. 



- 101 -

7) A´´´부분 

<표24> 제3악장 A´´´부분의 구성

구분 마디 마디수 선율구분 조성(조 계)

A´´´ 335-362 28 ba F장조(SS)

A´´´는 주제부 A가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제3

악장의 최종 종지를 한 종결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A´´´는 상 으로 

규모가 작은 부분으로 짧고 간략하게 처리하 다. 다만 음악  긴장도를 

유지하기 해 기존의 A와는 다른 배치를 시도한 것을 아래 악보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악보87> 제3악장, A´´´부분 마디 336-344 

   a 선율과 b 선율의 배치가 역행되어 b-a 순서로 바 었다. 한, 

a 선율 앞부분의 모티 만 발췌하여, 피아노의 음역과 음역에서 스

트 토(stretto, 하나의 단 가 끝나기 에 다른 단 가 시작하는 것)처

럼 구성하여 긴박감을 높 다. 이는 곧 종결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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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결부  

<표25> 제3악장 종결부의 구성

구분 마디 마디수 선율구분 조성(조 계)

종결부 363-422(끝) 60

1st 

1st + a 선율

2nd + a 선율

z 모티

G장조(T)

종결부는 알 그로 몰토로 시작하며, 제3악장을 종결하는 동시에 

체 악곡의 최종 종지를 이루는 부분이다. 제1악장은 소나타 알 그로 

형식이되 제1주제의 반복에 의해 론도 인 성격을 가지며, 제3악장은 론

도형식이다. 즉 제1악장과 제3악장이 형식과 조성 (G장조)으로 유사하

며, 이로서 세 개의 악장은 제시-일탈-회귀의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제3악장의 종결부에서 제1악장의 제1주제, 제2주제 등을 활용함

으로써 제1, 3악장의 연 성을 높이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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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8> 제3악장 종결부에서 나타난 제1악장의 제1주제

마디 363부터 마디 390까지 바이올린과 피아노에서 제1악장의 

제1주제가 번갈아 반복하며 등장한다. 이는 제3악장에서 제1악장으로의 

회귀를 뜻하며, 이 소나타 체의 종결로 볼 수 있다.

 <악보89> 제3악장, 종결부에서 나타난 제1악장의 제2주제

마디 391부터 바이올린에서 제1악장의 제2주제가 리듬 으로 변

형되고 이와 동시에 피아노의 양손에서는 제3악장 a 선율 앞부분이 첩

되어 나온다. 즉, 두 악장의 주제를 수평  나열이 아닌 수직 으로 매치

함으로써 메트 는 자신만의 작곡기법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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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0> 제3악장, 종결부 마디 407-422(끝)

마디 410부터 마디 422까지, 제3악장의 C부분, 제1악장의 제1주

제3악장의 A부분과 도입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재등장한다. 마디 410에

서 피아노 오른손에서 C부분의 z 모티 가 변형되어 4마디 동안 등장하

고, 마디 414에서 제3악장 도입부, 즉 마디 9에서 등장했던 스 일이 바

이올린에서 연주되고, 피아노의 음 성부에서는 제1악장 제1주제가  

3/4박자로 변형된 음형이 첩된다. 마디 418에서 제3악장의 A 부분 a 

선율이 짧게 재 되고, 마디 420에서는 제2악장의 마지막 카덴차로부터 

유도된 제3악장 도입부의 리듬을 활용하여 최종 으로 종지 한다.

종결부는 이처럼 제1악장의 주제요소와 제3악장의 선율들을 활

용하여 압축되었고 이로써 작곡가 메트 는 이 곡에 자신만의 작곡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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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당시 많이 사용되었던 순환기법을 사용하여 작곡하 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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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후기 낭만시 부터 20세기 에 활동했던 러시아 작곡가 메트

는 당시의 새로운 음악사조 안에서 고 인 작곡기법을 바탕으로 자신

만의 어법을 구축하여 다양한 색채를 구 하 다. 모국인 러시아에서 활

발한 활동을 했던 시 에 비해 독일 베를린에서의 혹평과 리 근교에서

의 조명받지 못했던 시기를 겪은 메트 는 라흐마니노 와 미국투어 이

후 국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지역에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서 경험

을 쌓았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메트 는 통 인 음악 기법 에 그만

의 이상 인 음악을 실 하며 발 시켰다.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은 총 3개의 악장으로 일반 인 소나타 작

품 안에서 통 인 작곡기법과 새로운 기법을 결합하여 그만의 개성을 

드러내었다.

첫째, 독립 으로 제시되었던 주제들을 입체 으로 첩하여 곡 

반에 사용하 다. 이는 낭만 이 의 작곡기법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메트 는 비되는 각 요소를 활용하여 결합시킴으로써 작품 체에 유

기성과 통일성을 부여했다. 

둘째, 솔리스트의 기량을 최 로 보여주는 카덴차를 악장의 클라

이맥스 부분이 아닌 각 악장 사이에 반주와 함께 삽입함으로써 카덴차의 

의미를 재조명하 다.

셋째, 화성 으로는 음을 추가하거나 삭제함으로써 명확한 조성

의 확립을 회피하여 연주자나 청 들에게 의 인 느낌을 주며 이러한 

효과 통해 다양한 색채를 음악 으로 표 하 다.

넷째, 스트 토, 소나타  론도 형식, 순환기법 등을 통해 다양한 

형식  기법을 한 작품 안에 통합하여 그만의 독립 인 음악세계를 확립

하 다. 

다섯째, 피아니스트로서 메트 는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

할 때 악보에 쓰여진 지시어를 통해 작곡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달하고

자 하 다. 이 듯 연주자로서 메트 의 성향은 자신의 작품에도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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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구체 인 지시사항을 통해 각 악장 는 변주곡 마다 성격을 분명

히 하 다. 따라서 연주자는 그의 의도를 명확하게 악하여 달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메트  바이올린 소나타 3곡  두 번째 곡에 한 

연구로, 단순한 화성 분석이 아닌 체 인 구조와 기법에 해 심도 있

게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주자와 청 들에게 그의 작품이 

리 알려지길 바라며 다른 바이올린 작품 한 연구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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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 trac t

A naly tic al Stu dy  and R ev iew  of 

perform anc e direc tion of

N. Medtner 

《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 2 in G Major Op. 44》

Iny ou ng  C h o

D epartm ent of Mu s ic ,  Violin

T h e Gradu ate Sc h ool

Seou l National U niv ers 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analysis of the piece, 《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 2 in G Major Op. 44》 by Nicholas 

Medtner(1879-1951) and its performance direction. The author played 

this piece as one of the solo programs at the Graduate School of 

Music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Spring semester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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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tner was a Russian composer and pianist during the late 

Romantic era,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20th century. Unlike 

the trend of the 20th century, which reflected the uneasy social 

sentiments of the end of the century and used new techniques and 

various forms through radical experiments, Medtner composed 

adhering to the traditional techniques of the Classic and Romantic 

eras. 

The piece is comprised of a total of three movements and 

follows the form of classic violin sonata. The first movement is a 

sonata form with a long introduction, but unlike the classical style, it 

features differences such as unexpected tonality in the second theme, 

or superimposion of the theme later in the second half. Starting with 

accompaniment Cadenza, the second movement is composed of 

variations, with a new melody presented for each variation, while the 

main melody of the theme is repeated and transformed. In an unusual 

way, the Cadenza acts as a bridge between the movements, 

presenting the elements of each movement rather than showing the 

soloist's skills. The last movement is of a hybrid structure, including 

sonata-form techniques, in the form of a rondo, and forms a cyclical 

forms structure by reproducing the first movement theme. 

As such, Medtner maintains a classical form, but his new 

musical attempts are diversity in his music. As the theme changes 

harmonically, rhythmically and structurally, the performer should 

express the diversity of the articulation and dynamic in detail,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music around the form of the subject 

presented in various ways in the composition of the music. As 

instructions are frequently used in Medtner’s works, implementing the 

music as its original form through clear interpretation is more 

required than other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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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he first domestic study of the Medtner’s Violin 

Sonata, and it is hoped that Medtner's works for violin will be 

studied and played in depth.

k ey w ords  :  Medtner,  Violin Sonata,  late rom antic ,  R u s s ia

Student Number :  2017 - 24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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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Весенние воды 

Федор Тютчев 

Еще в полях белеет снег,

А воды уж весной шумят -

Бегут и будят сонный брег,

Бегут, и блещут, и гласят……

Они гласят во все концы:

"Весна идет, весна идет,

Мы молодой весны гонцы,

Она нас выслала вперед!

Весна идет, весна идет,

И тихих, теплых майских дней

Румяный, светлый хоровод

Толпится весело за ней!.."

<부록1> 튜체  시의 러시아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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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W aters

Fyodor Ivanovich Tyutchev

Although the fields are white with snow,

Fast-flowing waters speak of spring:

They run on, sparkling, calmouring..

To all the valley they proclaim:

‘Rejoice, for spring is on the way!

We come as heralds in spring’s name,

Sent on, these tidings to convey!‘

Rejoice, for spring is on the way!

And on its geels the merry round 

Of Maytime, day by tranquil day,

When warmth and light and life abound..

<부록2> 튜체  시의 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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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들 은 아직 흰 으로 반짝이는데,

물은 이미 재잘거린다.

달린다, 잠자는 만물을 깨운다.

달린다, 소란 피우며, 알린다.

온 세상에 알린다.

” 이 와요, 이 와요!

우리는 은 의 령,

은 우리를 미리 보냈지요!“

이 온다, 이 온다!

따스하고 조용한 5월의 날들

밝고 붉은 원무19)는 

경쾌히 을 따라 달린다.

<부록3> 튜체 의 시의 한국어 번역

19) ”러시아 통 민속춤의 하나로 이 오는 것을 경축하는 춤이다.“ 

《튜체  시선 – 지식을 만드는 지식 시선집》, 이수연 번역, 지만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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