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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Luciano Berio의 Sonata
per pianoforte solo(2001)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조혜정

본 논문은 이탈리아 작곡가 루치아노 베리오(Luciano Berio,
1925~2003)의 피아노 소나타에 대한 분석적 고찰이다. 피아노를
위한 독주곡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작품으로 2001년 6월에
취리히 페스티발(Zürich Festival)에서 초연되었다. 전통적인 장르
인 ‘ 소나타 ’ 를 자신만의 독창성 속에서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초연 당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본 논문은 베리오가 소
나타 안에서 자신의 실험적인 어법을 어떻게 독자적으로 구사하였
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우선, 베리오의 작품 세계와 그것이 현대 피아노
음악문헌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본 후, 베리오 피아노 소나타에 사용
된 시간적, 공간적 음악 재료들을 탐구하고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알아보았다.
베리오는 소나타가 양립되는 요소들 간의 ‘대화’로 시작하여
발전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작품 전체는 변화하는 음악 요소들간의 긴밀한 대화로 진행된다. 소
나타의 제1주제와 제2주제의 관계도 이러한 대화로 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대화의 주체와 객체로 설정하였다. 음
악 안에서 주체는 변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려 하고, 객체는 그 주
변에서 자유롭게 변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로서, 주체
i

와 공존한다. 베리오 소나타는 조성원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곡의 시작음 bb은 제1주제에 해당되며, 대화의 주체로서 소나타
의 전체적인 전개에서 중심음 역할을 한다.
리듬적인 측면에서는 4분음표와 점4분음표가 기준박으로 4/4,
5/4, 7/8의 세 가지 박자와 일곱 가지 템포 변화로 소나타에 다양성
을

더한다.

화성적

측면에서는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 슈톡
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 1928~2007)의 작품에서 두드러
진 세 가지 화음, 즉’ 트리스탄 코드'(f-b-d#-g#),’E-Eb7 중첩 화
음'(e-g#-b-e-g-b♭-d♭-e♭),’네-음 코드'(c#-f#-g-c)를 선택
하여 그 소리들을 다시 재구성하였고 이것들을 각각 소스테누토 페
달로 지속시켜 대화하는 음악적 표현의 유기체적인 음향으로 만들
었다.
전체 작품을 주요 재료와 텍스처 상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
여 6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작곡가가 이 작품
의 토대로 삼은 ‘대화’의 개념이 소나타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
는가 연구하였다.
주요어 : 루치아노 베리오, 피아노 소나타, b♭ 중심음, 대화, 세 가
지 화음
학

번 : 2008-3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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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루치아노 베리오(Luciano Berio, 1925~2003)는 이탈리아
현대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서, 음악극과 인성(voice)을 포함한
관현악곡, 실내악, 독주곡, 등 여러 분야에서 실험적인 작품들을 남
겼다. 그는 1950~60년대의 전위적인 음악 경향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 어법들을 자신의 고유성 속에 흡수하여 여러 요소들의 예술적
통합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베리오의 피아노를 위한 독주 작품 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소나타를 분석할 것이다. 이 곡은 베리오 말년의
작품으로 독일의 음악학자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인 라인홀트 브링
크만(Reinhold Brinkmann, 1934~2010)에게 헌정되었다. 2001년
2월 1일 "나는 규모가 아주 거대해서 거의 연주가 불가능한 작품을
쓰느라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고 브링크만에게 편지를 남겼을 만큼
베리오는 이 작품에 열의를 가지고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계속 개정작업을 거쳐 그 해 7월 1일 스위스에서
매년 여름에 열리는 취리히 페스티발에서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안
드레아 루케시니(Andrea Lucchesini, 1965~)에 의해 초연되었다.
베리오 피아노 소나타는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유니버설 출
판사(Universal Edition)에서 악보로 출판되었다. 초연자인 피아니
스트 루케시니와 베리오의 관계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베리오
는 1980년대 후반 피아니스트 안드레아 루케시니의 베토벤 햄머클
라비어(Hammerklavier, 1819) 연주를 듣고 그의 순수한 피아니즘
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인연으로 베리오는 자신
의 피아노 독주 작품들의 연주 및 녹음 작업을 루케시니와 줄곧 함
께 하였고 마지막 작품인 소나타 역시 초연과 레코딩이 그렇게 이
루어졌다.
모든 소나타는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작곡되었던 간에, 항
상 어떠한 경우에도 다양한 표현적 특성들, 구조적인 정체성
과 기법, 연속성과 비연속성, 단순한 형태와 복잡한 형태, 존
재와 부재 등의 대화로 시작되고 발전된다.
2001년에 작곡되었고 라인홀트 브링크만에게 헌정된 내
1

소나타에도 당연히 이러한 대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펼쳐지는가와 그 표현의 본질적 특성과는
서로 상관이 없다.1

베리오가 그의 피아노 독주 작품집 레코딩에 남긴 위의 언급
은 그의 소나타에서 주목할 만한 특성을 암시한다. 구조적인 정체성
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음악적 기법이 변화되며 진
행되는 동안에도 그 특성은 유지된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주체
(subject)와 객체(object)라는 개념으로 대비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베리오의 소나타 안에서 이러한 주체와 객체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고자 한다.
작품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우선, 베리오의 전반적인 작품
경향과 동시대의 다른 작곡가들의 피아노 소나타를 간략하게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 작품에 사용된 재료들을 시간적인 것과 공
간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고찰한 후, 작곡가가 제시한 '대
화'라는 관점에서 소나타의 형식과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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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베리오의 피아노 작품들과 소나타
2.1. 베리오의 작품경향과 그의 피아노 작품들
루치아노 베리오는 1950년대 음악계의 주류적인 흐름인 전
음렬주의 음악의 양식을 바탕으로 작곡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음렬주의의 영향을 베리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준 인물은
루이지 달라피콜라(Luigi Dallapiccola, 1904~1975)이다. 달라피콜
라는 당시 음렬기법을 수용하였던 최초의 이태리 작곡가였다. 하지
만 그는 쇤베르크나 베베른 스타일의 음렬 기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는 비판적이었다. 그는 음렬기법은 음악적 화법을 하나의 총체
로 인식하는데 작곡가들을 도와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
면서, 만약 음렬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멜로디나 리듬, 화음과 그외
의 내부적인 요소들이 그러하듯, 음렬도 곡의 전체적인 결합을 이룬
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이 밖에도 작곡가의 고유의 솜씨가 더 필
요하다고 말했다.2
당시에 베리오는 베베른식 음렬기법의 엄격하게 통제된 결
점없는 음악적 논리에 별다른 매력을 느기지 못하고 있던 터라, 위
와 같은 달라피콜라의 생각은 베리오의 작품에도 특징적으로 나타
난다. 베리오가 쓰는 음렬은 곡 전체를 지배하는 체계가 아니라 단
순히 음을 선택하는 최소한의 가능성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이다.
1951년부터 1954년 사이에 작곡된 그의 작품들에는 달라피콜라의
영향으로 보이는 음악적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피아노 작품으로는
《다섯개의 변주곡》 (Cinque Variationi for piano, 1952~53)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의 마지막 변주에서는 달라피콜라의 《프
리고니아의 노래》 (Canti di Prigonia, 1941)에서 인용한 패세지로
시작된다.
음렬기법과 더불어 그의 젊은 시절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테이프 음악을 비롯한 당시의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테크놀로지
의 발전이었다. 그는 1953년 구체음악(Musique concréte)의 창시

2

Luigi Dallapiccola, 『Appunti, incontri, meditazioni』(Milan: 1970), 166~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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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피에르 쉐퍼(Pierre Schaeffer, 1910~1995)와 함께, 그리고
1954년 이후에는 부르노 마데르나(Bruno Maderna, 1920~1974)
와 함께 전자음악에 대한 연구와 작품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1955년 베리오는 마데르나와 함께 포놀로지아 전자음악 스
튜디오(Studio di Fonologia Musicale)를 개관하였는데, 이 곳에서
의 작업은 베리오가 전자음악뿐만 아니라 인성에 관한 새로운 가능
성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언어학자 겸 음성학자인
야콥슨(R. Jakobson, 1896~1982)과의 만남을 통해 문학, 철학, 음
악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특히

베리오의

인성에

대한

실험은

1957년

움베르트

에코

(Umberto Eco, 1932~ )와의 만남을 통해 음성학적으로 더욱 구체
화되기 시작한다.
1958년부터 작곡하기 시작한 《 시퀀차》(Sequenza) 시리
즈는 훗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가는 작곡가 베리오
의 명성을 다지는 기초를 마련해 준 작품들로 그는 이 시리즈를 통
해 기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시퀀차》라는 제목으로 2002년까지 총 14개의 독주 악기를 위한
작품을 작곡하였는데, 그는 이 시리즈를 통해 연주자의 기술적, 지
적 능력을 최대한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악기의 기교적 가능성
에 대한 그의 관점은 각 악기가 제작된 원리에 근거하여 음악사를
통해 발전되어온 악기의 일반론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이 시리즈를
통해서 그는 각 악기의 특수주법들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악기 고유
의 소리를 변질시키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이는 그가 특수주법들
을 일반적인 연주법으로부터의 확장, 발전된 형태로 간주하였을 뿐
기존 악기의 일반적인 연주법을 뒤엎는 새로운 형태의 악기를 추구
하려는 것이 아니였음을 보여주고 있다.3
14개의 《시퀀차》 시리즈 중 1965~65년에 작곡된 《시퀀
차 IV》는 피아노 독주를 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퀀차》 시
리즈 중 유일하게 극적 효과나 특수주법의 사용없이 순수한 음악적
재료만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피아노와 피아니스트의 관
계에 대한 작곡가의 상상력을 통해 작곡된 것으로, 건반 위의 손의
3

이신우, "루치아노 베리오", 이석원, 오희숙 편, 『20세기 작곡가 연구 Ⅲ』(서울:
서울대 서양음악 연구소, 음악세계, 2004), 5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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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3화음의 모양을 오랫동안 연습해온 연주
자의 손이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 이 작
품은 피아니스트의 양손을 통해 연주되는 화성적 대위에 근거해 음
향간에 소스테누토 페달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음향 효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은 베
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후 베리오는 1964년부터 《시퀀차》 시리즈의 독주 부분
을 응용하여 협주곡으로 재구성한 작품 《셰민》(Chemins)과 《코
랄》(Chorale) 시리즈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베리오의 주요
한 작곡기법 중의 하나로 알려진 '부연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부터 베리오 자신의 작품을 텍스트로 시도되었던 부연기법
은 1968/69년에 작곡된 《신포니아》를 통해 베리오의 이전 시대
를 살았던 대가들의 작품을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베리오는 이 작품을 통해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음악적 어휘
들을 총망라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는 이 작품에서 다양한 각도
의 실험성을 어느 정도의 조성적인 울림을 기반으로 하여 시도하였
는데, 이를 통해 실험적 성격에서 야기될 수 있는 비음악적인 이질
감을 음악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5
1970년대부터 그는 음악극을 통해 작곡가로서의 비전을 실
현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전자음악과 민속음악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실험
들을 바탕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는 대규모 스케일의 작품들에 전
력하게 된다. 또한 그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몬테베르디, 쿠르
트 바일, 브람스, 말러 등의 작품을 새로운 차원으로 편곡 작업을
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예술적 교류와 작업을 통해 유럽을 대표
하는 작곡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베리오는 많은 양의 피아노 독주곡을 작곡하지는 않았지만,
작곡경향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피아노 독주를 위한 작품
을 작곡했다. 《 시퀀차 IV 》 이후 베리오는 1964년 《 물 피아노 》
(Wasser-klavier)를 시작으로 물, 불, 흙, 공기를 제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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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서양음악 연구소, 음악세계, 2004), 594~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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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독주곡 시리즈를 작곡했고, 1990년에 두 개의 피아노 독주
곡《잎》 (Leaf)과《브린》(Brin)을 포함하여《여섯 개의 앙코르》
(Six Encore, 1990)라는 제목으로 함께 묶어 출간하였다.
베리오는 유연한 음악적 표현을 선호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기보법을 추구하였지만 나중에 와서 다시 전통적인 기보법으로 고
친

경우도

있다.

1965년

하프시코드

연주자인

Antoinette

Vischer(앙뜨와넷 비셔)를 위해 작곡한 《땅》 (Round)이라는 작
품은 한 페이지에 그래픽과 그 비율을 사용한 기보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시퀀차 III, V》를 통해 발전된 것이 었다. 하지만
1967년 그가 이 작품을 피아노 독주를 위한 작품으로 개작하였을
때는 전통적인 기보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그는 한가지
음악적 아이디어를 두고 다양한 표현방법에 대해서 열린 사고로 다
양한 시도를 했고, 이는 음악에 있어서 새로운 발견과 실험보다 실
제의 음악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그의 견해를 잘 입증해주는 것이었
고, 또 그가 편곡의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피아니스트 안드레아 루케시니와의 만남은 그가 피아
노 작품을 지속적으로 작곡하는데 동기가 되었다. 그는 1980년대
후반에 EMI에서 녹음한 루케시니의 함머클라비어소나타 연주를 듣
고, 그를 런던 프롬스에서 그의 두번째 피아노 협주곡이라 할 수 있
는 《Concerto II, 1988/89》를 연주할 피아니스트로 적합한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1991년

《Concerto II》의 초연을 성공적으로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베리
오의 피아노 작품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스페셜리스트가 되었다.
그는 베리오에 대해서 '감히 충족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방대한 호기
심과 놀랄만큼의 솔직함으로 세대차이를 극복하는 한 남자, 전혀 기
대하지 못한 터무니 없을 정도로 용감한 태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
게 할 정도의 집약적인 감정의 폭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묘사했고
이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갔다. 베리오는 그의 결혼식에 증인으로 참
석했으며, 그들 부부를 위해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작품 《 터치 》
(Touch, 1991)를 작곡해 선물했다. 이 작품은 우아한 디베르티멘
토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한 피아노에서 각
자의 손의 위치를 교차하여 작품을 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안
6

을 수 있도록 작곡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는 또 하나의 작품 《칸초
네타》 (Canzonetta, 1991)를 루케시니의 아내 발렌티나의 부모님
들께 선물했다. 이 작품은 재즈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 작품이다.

2.2. 현대 피아노 소나타와 베리오의 소나타
브람스 이후에 '소나타 형식'이라는 개념은 막연하게 구성된
모델, 즉 고전작품의 모방에 자유로운 접근을 안겨준 패턴으로 인식
되기 시작했다. 제시, 발전, 재현의 설계는 유용한 것이며 그것은 다
양하게 해석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3부형식(ternary
form)의 변형으로 간주되었는데, ABA’로 설정된 처음 A 섹션에서
는 진정한 결론이 나지 않으며 B 섹션은 주제의 전개 및 분할을 통
한 극적인 짜임새로 특징이 나타난다. 6 때로는 제시부와 발전부만으
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의 피아노 소
나타(1924)는 주된 발전부를 제외하고는 콘체르토 그로소 7 의 형식
임이 분명하다. 뚜렷한 조적 방향성은 찾아볼 수가 없고 대체로 처
음과 끝이 같은 조에 있다는 정도로 막연하다. 힌데미트(Paul
Hindemith, 1895~ 1963)의 피아노 소나타 제3번, B♭장조는 e단조
에서 제2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a단조와 d단조에서 재
현된다. 여기에서 재현부는 해결로서의 기능이 아닌 최초의 소재가
자유롭게 회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20세기에 이르러
소나타는 점차 고전적인 형식에서 이탈하여, 비교적 대규모적인 독
주 또는 실내악적 작품이라고 하는 폭넓은 뜻으로 해석되기에 이르
렀다.
비조성(non-tonal) 소나타 형식에서는 조적 양극성과 그
해결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다. 조적인 방향성과 그 긴장관계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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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치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매우 복잡
한 중간 섹션에 비해 처음과 마지막 섹션을 단순하게 하여 대조성
을 부각시키는 경우, 제시부에서 제1주제와 제2주제를 구성하는 소
리의 밀도나 텍스추어를 극단적으로 대조되게 구성하는 방법이 있
고, 음렬의 이조형태를 조적인 방향성과 연관시키는 경우도 있다.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의 현악 사중주 제3번
은 제시부에서 제2주제의 음렬을 5도 아래로 이조한 것을 사용했는
데, 이러한 5도 관계는 이 작품을 위해 고안된 기초 음렬로부터 직
접 유도한 것이었다.
무조(atonal)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된 첫번째 작품은 알반
베르크(Alban Berg, 1885~1935)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 개의
작품》 중 세 번째 곡이다.8 또한 그의 오페라 《Lulu, 1934》에서
는 소나타 형식이 극 중 등장인물인 셴 박사(Dr. Schoen)의 주요
캐릭터를 설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작품에서 베르크는 '소나타 형
식'의 고전적인 발전의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주제 전개에 의하여 성
격화 된 독특한 텍스추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 바르톡(Béla Bartók, 1881~1945)은 '소나타 형식'의
조적인 구성을 무조음악에서도 정교하게 구현해내고자 했다. 그의
현악사중주 제5번은 스케르쪼와 마지막 악장에서의 풍자적인 프레
이즈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3화음적 조성의 완전한 회피라는
측면에서 무조성이다. 여기서는 하나의 중심음이 으뜸화음을 대신한
다. 그리고 그 중심음의 이동이 곧 전조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다. 이는 고전적인 해결과 훌륭하게 병행된다.
1945년 이후 전음렬주의 작곡기법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
면서 피아노 소나타는 의미를 잃은 형식으로 가라앉기도 했다.
1958년에 자신의 세 번째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한 피에르 불레즈
(Pierre Boulez, 1925~ )는 “ ‘소나타’라고 하는 형식은 현대 음악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모순”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9
한스 베르너 헨체(Hans Werner Henze, 1926~2012)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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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기본 재료들의 변형들이 서로 교차되도록 연결시키는 방법
으로 1959년에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했다. 그는 불레즈 보다는 조
금 부드럽게 소나타에 대해서 언급했다.
아마도 소나타와 같은 형태가 더 이상의 건설적인 의
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능 화성의
역할은 모든 경우에서 회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요소의 일부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
적인 형상의 구성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긴장은
여전히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대립성은 발견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10

'소나타'라는 음악 양식을 작곡하는 것에 대한 위와 같은 인
식은 1950년대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도 상당 부분 여전히 유지되
고 있다. 과연 조성이 해체된 상황에서 소나타라는 개념이 바르게
인식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많은 작곡가들에게 토론의 대상
이 될 만한 것이다. 이것은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기로 결심한 베
리오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전 과제였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과연
조성의 도움없이 소나타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립성을 표현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한스 베르너 헨체는 이것이 어렵지
만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즉 현대에 있어서 소나타라는
개념의 존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나타에 대한
이해뿐 만 아니라 '소나타 형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전제 조건으
로서 소나타 정신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소나타 형식'
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소나타 정신의
출발점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욱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2001년에 작곡된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는 위와 같이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소나타'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소나타가
가진 의미를 재발견하고 그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21세기에 베리오가 새로운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한 것
은 단지 20분이 넘는 대규모 피아노 곡을 쓰려고 계획했기 때문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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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그는 고전주의의 전통적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피아노 작품을 쓰려고 한 것도 아니다. 또한 고전주의 혹은
낭만주의 화성 어법을 연구하여 발전시키거나 그 형식의 새로운 가
능성을 실험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지막 피아노 작품이 된 이 대규모 피아노 작품의 이름을 '피아노
소나타'라고 이름을 붙였다.
아마도 베리오는 '소나타'가 갖고 있는, 그리고 '소나타'라고
불려진 기악작품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소나타'라는 이름으로 쓰여
진 많은 작품들의 역사와 전통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했을 것이
다. 그것은 절대음악으로서의 순수성을 계승함과 동시에 소나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지표인 것이다.
절대음악은 음악 외의 문학적, 회화적, 철학적 내용을 표현하
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음의 논리적 조합에 의해서 자기 완결적
인 세계를 형성하는 음악이다. 절대음악은 음의 형식 그 자체가 내
용이 되는 음악이다. 절대음악은 단순히 음악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것 만으로 그 존재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다. 이것
은 오히려 음과 음이 만들어 내는 구조와 형식의 튼튼함과 아름다
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음과 이어지는 음의 관계는 음악적
으로 의미를 갖는 하나의 소리의 형상을 탄생시킨다. 이렇게 탄생된
소리는 이어지는 다른 소리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의 구조가 형성되
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구조의 단위들이 또 다음 단계의 커
다란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음악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이다.
이 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취합이나 혼합물은 아니다.
구조는 일련의 요소들이 전체를 형성함으로써 요소 단독으로는 소
유하지 못하는 새로운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구조의 본질을 바
꾸지 않고도 낡은 요소를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본질적으로 상이한 현상들이 유사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그리고 구조가 변형되는 방식은 그것의 내
적 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구조를 정의하는 것이 된다. 구조와 연관
된 새로운 특성들은 부분들의 본질적인 특성보다는 부분들을 연결
시키는 관계들의 특성에 더 의존한다. 이러한 관계들이 유지되는 동
안은 '부분의 대체'라는 것은 구조의 특성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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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항상성(homeostasis)11이 가능하다. 구
조적인 관점에서 부분은 전체 속에서의 부분의 위치에 의해 특정화
된다. 하나 이상의 내적 관계 영역의 변형은 체계적으로 나머지 영
역의 변형과 연계될 것이다. 이러한 연계의 특성은 구조에 대한 정
확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성은 그 섬세함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절대음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베토벤은 조성음악이라는
틀 안에서 선율과 화성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의 가
능성을 그 한계에 이르기까지 탐구한 작곡가이다. 그는 하이든을 통
해 정형화된 '소나타 형식'을 바탕으로 각각의 부분들이 전체를 떠
받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했다. 그는 주제의 형식과 화성
상의 특징을 이어지는 시퀀스나 연결구에 최대한 반영시켰고 이를
통해 다음 주제를 끌어내거나, 발전부나 코다의 독립적인 주제를 만
들어 내기도 했다. 그의 작품에서 제1주제와 제2주제와의 관계, 즉
둘 사이에 존재하는 형식상의 차이점, 화성상의 거리 등은 그 작품
의 전체 구조에 반영되거나 각 단락 사이의 비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음높이, 음길이, 리듬, 음색 등 모든 음악의 매개변수를 음렬
화 시키는 총렬음악은 지금까지 나타난 다양한 음악양식 가운데 가
장 수학적 사변에 접근하게 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을 보여
준 것이다. 하지만 이 음악 양식은 전통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작곡가들에 의해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음악
어법의 전면적인 거부의 표현으로 크게 활성화 된 것이기도 했다.
또한 엄격한 계획과 구상 하에 짜인 기본음렬을 사용해 완벽한 상
호 연관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원대한 계획은 실제 음악에서는 그
음악을 인식할 수 있느냐의 문제뿐 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실현 가
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특히 총렬음악의 대
표 주자인 슈톡하우젠의 경우,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모순 없는 통
일적인 원칙에 의거해 작곡하고자 했지만, 개개의 음렬의 발전에 역
점을 두었을 때 전체적인 형식은 우연에 맡겨야 하고, 또 전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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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음렬화 시켰을 때 개개의 음렬의 발전은 다시 우연의 요소에 맡
겨야만 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베리오 또한 음렬기법과 총렬주의
음악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작곡가 중의 한 사람이지만,
그는 엄격하게 통제된 음악적인 논리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기법 그 자체 보다는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을 우선시하
여 새로운 기법을 그의 음악적 사고를 구체화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즉,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는데 있어서의 그의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그 음악 역사 속의 피아노 소나타가 갖는 공
통적인 특징으로서의 '절대음악적인 순수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소나타를 작곡하기 이전에 절대음악의 정수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들 중의 햄머클라비어의 연주를 듣고 그것을 연주한 피아니
스트 안드레아 루케시니의 “순수 피아니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12
는 기록은 베리오 소나타가 추구하는 음악세계가 절대음악의 특성
을 반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는 고전주의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가 낳은 수없이 많은 대
가들의 화성적인 유산들 속에서 현대 음악으로의 새로운 장을 열어
준 세 명의 대가들의 화성적인 발견을 그의 피아노 소나타의 음향
적 토대로 삼았다. 이 발견들은 바그너 ‘트리스탄 코드’, 스트라빈스
키 ‘E-E♭7중첩화음’, 그리고 슈톡하우젠 ‘네-음화음’이다. 그는 이
세 개의 무조적인 화음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합 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화성체계를 만들었다. 이 작품에서
그의 화성체계는 살아 있는 유기체의 호흡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
며 진행한다.
베리오는 총렬음악을 통해 정형화된 구조의 깊이에 대한 사
고를 그의 소나타에도 적용시켰다.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선율이나
화성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음악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그의 새로운 창작 욕구에 의해서 창조되고 변화한다. 그의 음악은
총렬음악에서와 같이 디지털 시스템의 완성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갑자기 조성적인 진행이나 암시가 끼어들거나 즉흥적인 악구나 음
렬이 이유 없이 반복되지 않는다. 한번 등장한 악구는 그냥 사라지

12

Berio-Piano Music, Booklet, Avie Records (Firenze, 2004)

12

는 법이 없고 반드시 전체 구조 속에서 연관 혹은 반복되거나, 새로
운 음악적 형상을 향해 발전된다. 이것은 이전에 베리오가 부연기법
이나 민속음악적인 요소를 사용했던 것이나, 말과 음악의 관계를 연
구하여 음악극을 작곡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추구
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대 작곡가로서 그는 총렬음악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완성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의 피아노 소나
타가 절대 음악으로서 갖춰야 할 순수성을 총렬음악의 아이디어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베리오는 새로운 세계로서 소나타를 추구 했을 뿐만 아니라,
피아노 작품으로서 피아노 기교(virtuosity)적 측면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냈다. 그는 피아노 소나타 작곡을 시작했을 무렵 이
작품을 헌정 받게 될 음악학자 라인홀트 브링크만에게 '굉장히 큰
규모의, 거의 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피아노 작품'을 쓰려
고 노력하고 있다고 편지했다. 이는 베토벤이 그의 피아노 소나타를
썼을 때와 같이, 현재의 음악적인 가능성을 새롭게 탐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창조적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베리오는 1968년부터
2002년까지 총 14개의 독주악기를 위한 《시퀀차》 시리즈를 작곡
하였는데, 그는 매번 특정 연주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여러 차
례의 논의를 거쳐 작곡한 것이었다. 이 시리즈를 통해 그가 접근하
려고 했던 것은 바로 '기교'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의 기교란 단순
히 연주기교상의 탁월성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하
게 변용되어 구성된 음악적 재료들에 대해 민첩하게 대처하고 소화
해 내는 지적 능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었다. 기교성은 화음,
리듬, 텍스처, 음색, 음역, 음과 소음, 음고, 다이내믹 등등의 작곡법
상의 매개변수들을 다루는 방식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기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데 그 역점을 둔 베리오의 《시퀀차》 시리
즈는 각 악기의 특수주법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악기 자체에 이물질
을 첨가하거나 악기 고유의 소리를 변질 시키지는 않았다. 이것은
그가 특수주법들을 일반적 연주법으로부터 확장, 발전된 형태로 간
주하였을 뿐 기존 악기의 일반적인 연주법을 뒤엎는 새로운 형태의
악기를 추구하려는 것이 이 시리즈의 목적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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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시퀀차》 시리즈 중 네 번째 작품은 피아노 솔로
를 위한 것인데, 이 작품은 《시퀀차》 시리즈 중 극적 효과나 특수
주법의 사용없이 순수한 음악적 재료만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 작
품의 특징은 화성적 대위에 근거해 음향간에 소스테누토 페달을 이
용해서 지속적인 음향적 효과를 창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베리오
의 피아노 소나타 또한 마찬가지로 특수주법들 보다는 순수한 음악
적 재료를 주로 사용했고, 소스테누토 페달을 활용한 점이 이 네 번
째 《시퀀차》와 많이 닮아 있다.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는 기교의 확장을 목표로 했던 시퀀
차 시리즈의 뒤를 이어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형태의 피아
노 작품이 되었다. 그의 피아노 소나타는 피아노 솔로를 위한 그의
네 번째 《시퀀차》 보다 더 많은 층을 갖고 있고, 구조적인 측면에
서도 조금 더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거칠게 반복되는
연타주법이나, 오른손 왼손에서 불규칙한 리듬으로 등장하는 강렬한
클러스터들의 시퀀스들은 기교적으로 그 한계에 가까운 표현들이다.
초연되었을 당시 이 작품은 베토벤의 소나타와 함께 짝을
이루어 연주되어, 베토벤이 그랬던 것처럼 베리오 또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존재했던 다양한 음악적 재료 위에 소나타 정신을 반영하
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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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료(Material)
이 장에서는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를 분석함에 있어서 각
각의 내부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 보고자
한다. 소나타는 절대음악이다. 문학적인 상상력이나 회화 작품에 대
한 인상 등을 바탕으로 음악적인 드라마를 연출해 내는 것이 아닌,
소리 그 자체가 갖는 특징들을 활용하여 소리 그 자체로의 문장론
을 구사하고, 그 소리들로 일련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 작품에 사용된 재료들을 자세
히 살펴 보는 것은 이 작품의 문장론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준비사항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1. 시간적 재료
이 장에서는 먼저 시간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음악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시간이다. 작곡가는 이 시간
을 구분하는 체계를 세움으로써 소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준비한다. 이것은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구도선을 그려놓는 것
과 같은 작업이다. 하지만 음악은 그 소리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바
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소리가 울리느냐
에 따라 시간을 활용하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고, 그렇게 각각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 이미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작곡가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전 음악에는 박자라는 개념 안에 이러한 시간의 각 단위
를 가두어 놓고 그 시간을 컨트롤 했고,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베리오 또한 박자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지만,
고전음악에서처럼 소리들을 그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때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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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박절(Metric)

<악보1> 베리오의 소나타 시작부분

베리오의 소나타는 포르티시모에 악센트까지 더한 bb 음을
들려주면서 시작한다. 이 음은 이 곡 전체의 중심이 되는 음이며 이
곡의 맥박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음의 울림이 곧 작품 전체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박이 되고, 독특한 박절을 형성하게 된다.
박절은 metre(영), meter(미), Metrum(독), mètre(프)에서
번역된 말인데, 본래 작시법의 운율을 뜻하지만, 음악에서는 특히
일정한 시간 단위로 되풀이되는 악센트의 반복을 가리킨다. 영어에
서는 마디를 뜻하는 ‘measure’라는 단어가 이 뜻으로 사용된다. 또
이 악센트 주기에 따라 세로줄로 나눈 부분을 마디라고 하며, 이 때
의 기본적인 시간 가치를 박이라고 한다.
고전이나 낭만 시대의 음악에서는 한 마디 안에 강박과 약
박의 개념이 있어서, 각각의 박들이 일정한 규칙의 체계를 이루어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 계획에 의한 규칙은 때때로 악
센트를 활용해 강박을 이동시키거나 오스티나토와 같이 일부 서로
다른 박절 감각을 더해 긴장감을 주기도 한다. 19세기 말부터 많은
작곡가들은 기존의 음악에서 지배적이었던 2박자, 3박자 계열의 음
악에 민속적인 리듬을 가미해 5박, 7박 등의 불규칙한 박자를 세는
방법을 시도하였고, 20세기 초반에는 스트라빈스키와 같은 작곡가들
이 복합리듬(polyrhythm)과 복합박절법(polymetric)을 활용해 흥
미로운 작품들을 쓰기도 하였다. 1950년 메시앙은 피아노 솔로를
위한 작품 《Quatre études de rythme》(4개의 리듬연구)를 작곡
하였는데, 그 두 번째 작품 《음가와 강세의 모드》는 12음 기법을
더욱 발전시킨 ‘종합적 음렬기법(Total Serialism)’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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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렬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작곡기법은 음고(pitch) 뿐 아니라 지속
시간(duration), 강도(dynamic), 어택(attack)에 있었어도 작곡가
에 의해 미리 계획된 순서의 조합에 의해 작곡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곡 방법은 극히 순수음악적인 정밀한 계산, 완전
한 합리성을 갖고 각 음의 속성을 객관적으로 고정화하는 특색을
갖고 있어서, 당대의 많은 작곡가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러한 작곡
기법은 박절법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고도의 계산으로 복잡하게 조합된 리듬들은 일련의 패턴에 의한 강
박의 반복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게 했고, 결국 마디는 음악을
읽는데 도움을 주는 구분선 정도의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
게 된 것이다. 사실 이렇게 박절이 무너지는 현상은 음고의 조합으
로 이루어지는 화음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음색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게 되었고, 후에 음색작곡(Klangkomposition)이라는 음
향 음악으로 이어진다.
이탈리아의 벨칸토 창법의 전통과 12음의 기법을 섬세하게
융합시킨 작곡가로 유명한 루이지 달라피콜라의 제자였던 베리오는
메시앙의 종합적 음렬기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작곡가 중의 한 사
람으로, 그 역시 음렬적 사고에 의한 작품을 많이 작곡했다. 베리오
의 작품들은 전위적 수법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감성을 담아내며,
그의 말년에 작곡된 이 피아노 소나타에서도 그러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박절법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박자의 개념과 전위
적인 음악에서의 박자의 개념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내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 언급한 b♭ 음은 마치 맥박과 같이 이 작품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다. 이 연속적인 울림은 우리의 심장박
동 소리와 같이 친숙하게 다가올 뿐 만 아니라 일종의 박절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 울림은 춤곡이나 행진곡에서 유래
되었다고 보여지는 2, 3박의 고전, 낭만음악의 박절감각을 연상케
하지는 않는다. 이 울림은 너무 규칙적이지도 않고, 또한 너무 불규
칙적이지도 않다. 각각의 박들은 강박과 약박으로 구분할 수 없어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 박들은 다양한 페세지
들과 제스추어들에 의해 살짝 늘어나기도 한다. 사실 자로 잰 듯 정
확하게 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소리들은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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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을 준다. 이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소리 같다.
이러한 너무 낯설지도 않고 너무 익숙하지도 않은, 규칙과
불규칙 사이에 오묘하게 자리잡은 이러한 박절법은 서로 다른 세가
지 박자를 때에 따라 바꾸어 주는 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이는 마
치 자동차가 도로 위의 상황에 따라 기아를 변속하며 주행하는 것
과 유사하다. 베리오는 변박할때 마다 새로운 박자표를 그때그때 일
일이 마디 앞에 기입하지 않고, 작품의 맨 처음에 아래와 같이 박자
표를 표시해 두었다.

<악보2> 시작부분의 박자 표시

베리오가 미리 표시해둔 박자는 7/8박자, 4/4박자, 5/4박자
이다. 베리오는 상황에 따라 이 세가지 종류의 박자 안에서 자유롭
게 변박을 하며 작품을 진행해 나갔다. 이 작품 전체에서 위의 세가
지 박 이외의 박으로 변박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했던 b♭ 음의 반복은 78마디까지, 약 7분 24초
동안 거의 한번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 음은 4분
음표로 연주되기 때문에 4/4박자와 5/4박자에서는 그 기준박으로
연주된다.

<악보3> 4/4박자와 5/4박자 사이의 변박

위의 악보에서처럼 베리오는 1마디부터 9마디까지의 음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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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동안 무려 5번이나 변박을 했다. 이후에도 거의 같은 빈도
로 계속 변박을 시도하여, 고전이나 낭만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종
류의 규칙적인 박절감각은 느낄 수가 없다. b♭음의 반복이 시작되는
2마디에 표시된 지시어 'sempre lontano e immobile'는 '항상 멀리
서 움직임이 없이 들리는'이라는 뜻으로, 강박과 약박을 통한 단순
박절법의 반복이 아닌 하나의 음, 즉, 존재의 반복을 들려주려고 하
는 작곡가의 의도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

<악보4> sempre lontano e immobile

하지만 보다 흥미로운 것은 7/8박자로의 변박이다. 7/8박자
는 4분음표를 기준으로 하면 3.5박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7/8
박자는 4분음표 2개와 점4분음표로, 비대칭적으로 구성되는 박자이
다. 4분음표 기준박 사이에서 갑자기 등장한 점4분음표는 시간이 아
주 짧게 연장된 느낌을 준다. 잠깐 눈을 깜박였다거나, 혹은 잠시
다른 세계의 기운을 느낀 것과 같은 오묘한 느낌이다. 14마디에서
처음 등장한 점4분음표 기준박은 바로 뒤에 있을 움직임을 예견한
듯 한 느낌을 주며, 역시 처음 등장하는 그 32분 음표의 빠른 움직
임이 돋보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악보5)

<악보5> 14마디에서 처음 등장하는 7/8박자

14마디에서와는 반대로 22마디에 등장한 7/8박의 점4분음
표는 이전에 있었던 움직임을 멈추고, 그 울림을 정리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두 마디에 걸쳐 7/8박자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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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 22, 23마디의 등장하는 7/8박자

위와 같은 4분음표, 혹은 점4분음표 단위의 기준박의 반복
은 79마디부터 시작되는 섹션 B에서는 32분음표의 연타로 변주된
다. 이 32분음표의 연타들 또한 4분음표나 점4분음표 기준으로 표
기되어 이전 섹션에서의 기준박의 역할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악보7> 89마디, 91마디에 등장하는 32분음표 연타

위 <악보7>에서 본 것과 같은, 32분음표 8개나 12개를 묶
어서 표기한 것은 사실 전통적인 기보법과 연관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연주자들이 직관적으로 박절과 리듬을 이해하는데 가
장 좋은 방법을 베리오가 채택한 것이기도 하다. 베리오의 유명한
독주 악기 시리즈인 《 시퀀차 》 시리즈를 보면 피아노 솔로를 위한
《Sequenza IV》만 유일하게 박자와 마디를 이용한 전통적인 기보
법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박자와 마디가 없는 자
유로운 기보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아노 음악은 더 많은 성부를 동
시에 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화음을 여러 위치
에서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수직선과 수평선간의 복합적
작용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베리오는 그의 피아노 작품에 박자와
마디를 이용한 기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잦은 변박과 기준박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강박과 약박의 교
대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규칙적 흐름을 벗어난 베리오만의 독특
한 박절법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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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오는 또한 4분음표와 점4분음표 기준박을 다양한 방법
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셋잇단음표를 통해 일부 기
준박의 템포를 빠르게 당기는 방법인데, 섹션 A에서는 기존의 4분
음표와 셋잇단음표 안의 4분음표의 리듬차이에서 생기는 긴장감을
통해 울림을 심화시켜간다.

<악보8> 60마디, 셋잇단음표 안에서 등장하는 4분음표 기준박

위에 등장한 셋잇단음표 안에 있는 4분음표 기준박은 나중
에 그 박이 보통의 4분음표가 될 수 있도록 템포가 계산되어 있으
며 그 흐름이 섹션 B의 32분음표 연타 움직임으로 변주된다. 템포
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기준박의 확장은 197마디부터 시작되는 섹션 D에서
8분음표와 점8분음표의 조합으로 발전된다. 216마디의 세 번째 박
부터 이러한 조합이 두드러지는데 여기에서는 마치 재즈의 리듬을
연상케 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악보9> 216마디의 세번째 박, 8분음표와 점8분음표의 조합으로 재즈와 같은 효
과를 낸다.

이 섹션에서는 4/4박자, 5/4박자, 7/8박자의 기본 박절구조
자체가 허물어져, 마디와 마디 사의 경계를 허물며 각각의 프레이즈
가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8분음표와 점8분음표의 연속으로 인해
왼손과 오른손 리듬이 서로 엇갈려 보충리듬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는 4분음표와 점4분음표와의 관계, 셋잇단음표 안의 4분음표와
보통 4분음표의 관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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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0> 220마디, 8분음표와 점8분음표에 의해 기본 박절 구조가 허물어져 있
음.

이렇게 확장된 기준박들은 이 곡의 가장 마지막 섹션에서
새로운 독특한 리듬형태를 파생시킨다. 이 또한 기존의 박을 세던
방식에서 벗어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 악보 299마디에서는 7/8
박을 점4분음표와 점8분음표 2개, 그리고 8분음표의 길이 단위로
나누고 있다. (악보11)

<악보11> 299마디에 새롭게 파생된 리듬 형태 (점선 표시는 기존의 박을 세던
방법)

이렇게 기존의 박절법에서 벗어난 모습은 곡의 마지막 프레
이즈가 시작되기 직전에 한번 더 볼 수 있다. 이번에는 4/5박자 안
을 4분음표와 점4분음표를 활용해 대칭적인 박절로 변화시켰다. (악
보 12)

<악보12> 331마디에서 4분음표와 점4분음표를 조합하여 5/4박자를 대칭적인
박절로 변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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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오가 그의 피아노 소나타에 구현한 박절법은 전통적인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귀로 들어서는 도저히 인식이 불가능한 기
계적인 계산이나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사고의 결과물이 아닌, 사람
의 심장박동소리와도 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박절법인 것이다. 하
지만 그는 단순히 강박과 약박의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박자를 사용
하지 않고, 그 심장 박동 소리와도 같은 지속적인 소리의 울림에 현
실성을 더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그 울림은 때에 따라 미세하게 길
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느려지기도 한다. 때로
는 호흡이 되고, 때로는 춤이 되고, 때로는 서정적인 노래가 되기도
한다.

3.1.2. 템포(Tempo)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 등장하는 템포 기호는 모두 정확
한 메트로놈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에는 총 일곱 가지 템포
가 숫자로 쓰여져 있는데, 모두 4분음표를 기준으로 한것이다. 이
작품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54 (1마디), ♩=81 (18마디), ♩=104 (144마디),
♩=72 (146마디), ♩=98 (218마디),
♩=118 (224마디), ♩=81/96 (308마디)
<표 1> 베리오 피아노 소나타의 일곱 가지 템포

이들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숫자는 54와 81이다. 사실
54와 81이라는 숫자는 메트로놈에서는 볼 수 없는 숫자들이다. 메
트로놈에는 오직 52와 80이라는 숫자만 있을 뿐이다. 즉 이 숫자는
베리오에 의해 계산된 숫자이다.
앞서 설명했던 박절법에서 기준박으로 활용되었던 4분음표
와 점4분음표, 셋잇단음표 안의 4분음표와 보통 4분음표, 8분음표와
23

점8분음표는 그 비율이 2:3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작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템포 숫자인 54와 81도 바로 이와 같은 2:3의
비율로 계산된 숫자이다. 즉, ♩=54에서 4분음표의 길이는 ♩=81
에서 점4분음표의 길이와 같다. 또한 ♩=54에서 셋잇단음표 안의
4분음표의 길이는 ♩=81에서 보통 4분음표의 길이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베리오는 섹션 A와 섹션 B의 흐름을 연결시
킬 수 있었다.
섹션 B는 이 섹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32분음표 연타로
마디 79부터 시작된다. 이때의 템포는 ♩=81이다. 섹션 A에도 32
분음표 움직임이 있었는데,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은 14마디의 세 번
째 박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32분음표는 셋잇단음표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때의 템포는 ♩=54이다. 즉, 14마디에서 등장한 셋인단
음표 안에 들어있는 32분음표의 빠른 움직임과 79마디의 32분음표
연타는 같은 속도인 것이다. (악보 13)

<악보13> 섹션 A에서의 셋잇단음표 안의 32분음표(14마디)와 섹션 B에서의
32분음표(79마디)

71, 72마디에는 이와 같은 템포변화가 더욱 흥미롭게 표현
되고 있다. 여기서 베리오는 ♩=81의 4분음표가 이전의 ♩=54의
셋잇단음표 안의 4분음표와 같다는 지시어를 직접 써 놓았다. 마침
♩=54이던 71마디에서 셋잇단음표 리듬이 등장하여 accelerando
를 통해 유연하게 ♩=81로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악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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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4> 71, 72마디 사이의 유연한 템포변화

위와 같이 accelerando를 통한 ♩=54에서 ♩=81로의 템
포 변화는 83, 84마디에서도 볼 수 있다.

<악보15> 83, 84마디 사이의 템포변화

♩=54와 ♩=81을 제외한 나머지 템포들은 이 두 템포 사
이에서 각 섹션의 독특한 리듬 형태를 더 뚜렷하게 구분해주고 그
뉘앙스를 살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104는
섹션 C에 등장하는 매우 불규칙적이고 빠르고 거친 제스추어들을
위해 사용되고, 또 같은 리듬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2성부 선율을 위
해서도 사용된다. (악보16, 17)

<악보16> 144마디, 처음 ♩=104가 등장하는 마디

<악보17> 14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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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는 146마디와 225마디, 242마디에서 등장하는데, 한
번은 ♩=104에서 ♩=54까지 느려지는 과정의 중간템포로 등장하
고, 다른 한번은 반대로 ♩=54에서 ♩=104까지 단계적으로 빨라
지는 과정의 중간템포로 등장한다. (악보18, 19)

<악보18> 145~147마디

<악보19> 242~245마디

♩=98과 ♩=118은 곡 전체에서 딱 한번씩만 등장한다. ♩
=98은 218마디에서 재즈 풍의 리드믹한 페세지를 연주하기 위해
서, ♩=118은 곧 이어 224마디에서 재즈 풍의 리듬이 고조되어 많
은 화음덩어리들로 몰아칠 때 사용되는 템포이다. (악보20, 21)

<악보20> 216~218마디

<악보21> 224, 22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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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섹션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308마디에서는 ♩
=81/96라는 템포기호가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은 두 숫자 사이에서
템포를 어느정도 유연하게 바꾸어가며 연주할 수 있다는 뜻의 ′
Tempo flessibile′라는 지시어가 함께 쓰여 있다. 32분음표의 연
타와 왼손 하행 페세지,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반진행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페세지 등이 마치 카덴차를 연주하듯 비교적 자유로운 템
포 안에서 연출된다. (악보22, 23)

<악보22> 308, 309마디

<악보23> 312마디

베리오는 기준박의 길이를 구성하는데 사용했던 2:3의 비율
을 템포에도 적용하여 ♩=54와 ♩=81 사이를 이동하며 음악을 흘
려 보냈다. 그는 이렇게 정해진 규칙 사이에 각각의 페세지의 울림
과 제스추어, 또는 템포 변화의 흐름을 따라 중간템포를 구성하여
음악이 더욱 자연스럽고 수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3.1.3. 리듬(Rhythm)과 패턴(Pattern)
이번 장에서는 이 작품에 사용된 리듬과 패턴들을 살펴보겠
다. 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리듬은 역시 작품 전체를 통
해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는 b♭음의 반복 리듬이다. 이 b♭음은 특히
78마디까지 지속되는 첫 번째 섹션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데, 주로 4분 음표의 반복으로 경우에 따라 점4분음표나 2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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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로 등장하기도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b♭음은 마치 맥박
과 같이 이 작품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는데, 위와 같
이 4분 음표, 점4분음표, 2분음표 등으로 변하는 음길이는 이러한
맥박 같은 소리를 더욱더 현실감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스
처들과 함께 특별한 긴장감을 형성해 내고 있다. (악보24)

<악보24> 점4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길이로 변하는 b♭음

특히 4분음표와 점4분음표의 관계는 앞서 설명했듯이 그 음
길이의 비율이 2:3이 되는데, 이는 ♩=81에서의 4분 음표 길이와,
♩=54에서의 4분음표 길이의 비율이다. 또한 템포 변화가 없는 상
태에서는 셋잇단음표 안의 4분음표와 보통의 4분음표의 관계와도
같다. 베리오는 b♭반복음의 길이를 이와 같이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이 반복음이 지루하게 들리지 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섬세하게
계산된 음길이와 복잡한 리듬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거의 일정하지만, 항상 일정하지는 않은 맥박소리를 현실감 있
게 표현한 것 같이 들린다. 그리고 이 맥박은 이 작품이 하나의 유
기적인 생명체로서 그 소리를 울리게 해준다. 작곡가에 의해 가공된
생명체인 것이다.

<악보25> 보통 4분음표와 셋잇단음표 안의 4분음표로 울리고 있는 b♭음

맥박처럼 지속적으로 울리던 b♭음은 두 번째 섹션이 시작되
는 79마디부터는 그 모습을 감춘다. 대신 두 번째 섹션에서는 같은
음을 매우 빠르게 연타하는 악구들이 인상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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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분음표 반복음 악구는 136마디까지 계속되는 되는데 악절 단위
로 세면 총 16번 등장한다. 각각의 악절마다 연타하는 음이 조금씩
달라진다.
79마디에서는 f음을 연타하고, 84마디에서는 f#음을, 89마디
에서는 b♭음을 연타한다. 93마디 세 번째 박부터는 b♭음에서 출발
하여 f음을 지나 f#음에서 마무리된다. 99마디에는 g음으로 시작되
어 e음으로 마무리되고, 102마디에는 g#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마무리된다. 106마디에서는 b♭음을 연타하고, 110마디에서는 f음이
짧게 연타된다. 111마디의 세 번째 박부터는 e음에서 출발하여 g음
을 지나, b♭음에서 마무리 된다. 115마디는 a와 f음, g와 e음, a와
f#음을 연타하고, 118마디는 f, g#, f, b♭, e음을 연타한다. 122마디
에서는 g#음을, 125마디에서는 f음이 각각 짧게 연타되고, 128마디
는 f#과 g#음을 연타한 후, 131마디와 135마디에서 각각 g#음을
연타하는 악절을 연주한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1

2

3

4

5

6

7

8

마디

79

84

89

93

99

102

106

110

F

f#

b♭

b♭ f

g

g#

f

e

f#

b♭

F

반
복

#

음
번호

9

10

11

12

13

14

15

16

마디

111

115

118

122

125

128

131

135

반

e

a→f

f→g#

복

g

g→e

f→b♭

g#

f

G#

g#

음

b♭

a→f#

e

f#
g#

<표 2> 32분음표 연타음의 변화

위의 표를 바탕으로 32분음표 연타로 활용된 음들을 총 7
개의 음으로 낮은 음부터 모두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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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f# g

g#

a

b♭

<표 3> 32분음표 연타로 활용된 일곱 개의 음들

이 음들은 제일 낮은 음인 e와 제일 높은 음인 b♭의 음정간
격인, 3온음(증4도 혹은 감5도)안에 들어있는 모든 반음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섹션의 첫 번째 악절이 시작되는 79마디에는 f음의
연타가 시작되기 전에 f음으로 소리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볼 수 있
는데, 이때 사용된 음들이 바로 e음와 b♭음을 경계로 그 사이의 모
든 반음들인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a음은 제외되어 있다.

<악보26> f음 연타가 시작되기 전, f음으로 모여드는 소리들

이와 같이 연타음들이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그 음 주변을
맴도는 움직임들은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
분의 경우 e음과 b♭음 사이를 맴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89마디의 b♭음 연타 후 소용돌이 치는 듯한 움직임으로(악보27),
98마디에서는 g음 연타가 시작되기 전, 그 음 주변에서 에너지가
발산되어 정리되는 모습으로도 등장하고 있다(악보28).

<악보27> b♭음 연타 후 소용돌이 치는 듯한 움직임

<악보28> g음 연타가 시작되기 전, 그 음 주변에서 에너지가 발산되어 정리되는
모습

90마디에서는 소용돌이 치는 움직임의 한 옥타브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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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음에서 b♭음까지의 모든 반음을 연주하는 클러스터가 등장하는 것
도 볼 수 있다.

<악보29> e음에서 b♭음까지의 반음 클러스터

이와 같은 32분음표의 움직임은 128마디에서 서로 반진행
하며 위 아래로 움직여 공간을 형성했다가 다시 중심으로 모여드는
형태로 발전된다. 이러한 형태는 연타되는 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음으로 에너지가 모이거나, 혹은 그 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방출
되었다가 다시 초점을 잡아가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러한 움
직임의 일부 형태는 122마디 왼손 하행악절에서 미리 예견되어 등
장하기도 하는데, 128, 130, 134마디에서 차례로 등장한다.

<악보30> f#음 연타 악절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 반진행하며 에너지를 분출하는
듯한 움직임.

이와 같이 32분음표로 구성된 리듬들은 세 번째 섹션에서는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클러스터와 화음덩어리들을 거칠게 연
주하는 형태로 발전된다. 이 때부터는 셋잇단음표나 오잇단음표 등
으로 묶은 리듬들이 함께 섞여서 불규칙적인 리듬을 통해 보다 더
에너제틱한 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31

<악보31> 세 번째 섹션의 32분음표 에너제틱한 움직임

앞서 두 번째 섹션에서 서로 반진행하며 빠르게 움직였던
32분 음표 리듬은 세 번째 섹션의 중간부분에서는 셋잇단음표 리듬
으로 등장한다.

<악보32> 셋잇단음표로 전환된 반진행 움직임

세 번째 섹션의 163, 164마디에서는 처음으로 붓점을 포함
한 리듬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중간 음역대에 넓게 퍼진 화
음덩어리들을 왼손, 오른손이 같은 리듬으로 연주하고 있다. 이러한
붓점 리듬은 이어지는 네 번째 섹션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리듬 형
태가 된다. 또한 왼손, 오른손이 엇갈리지 않고 함께 리듬을 연주하
는 유일한 형태이기도 하다.

<악보33> 처음으로 등장하는 붓점 리듬

b♭음의 4분음표 반복으로부터 시작된 리듬 형태는 32분음
표 연타와 반진행 움직임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파
생된 리듬형태들은 왼손, 오른손을 불규칙적으로 번갈아 치며 강력
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셋잇단음표로 발전
되기도 하고, 함께 연주하는 붓점 리듬이 되기도 했다. 이 작품의
네 번째 섹션은 이러한 리듬적인 변주의 향연으로 한가지 형태가
지속적으로 길게 유지되기 보다는 다양하게 조합된 리듬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7마디부터 시작된 네 번째 섹션은 4분음표, 점4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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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2분 음표, 4분음표를 나눈 셋잇단음표, 2분음표를 나눈 셋잇단음
표의 조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때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화음덩어리들 사이에 b♭음이 한 번씩 연주된다는
점이다. 이 b♭음은 첫 번째 섹션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다가, 두 번째
섹션에서는 잠시 모습을 감추었고, 세 번째 섹션이 시작될 때 다시
등장하여 이 섹션에서는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네 번째 섹션에서부
터 이 b♭음은 화음 덩어리들 안에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악보34> 다양한 리듬형태가 섞여서 등장하는 네 번째 섹션, 화살표 한 부분에
♭
b 음이 등장한다.

네 번째 섹션의 중간부분에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붓점 리듬
이 다른 리듬형태들과 함께 조합되어 재즈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부분이 등장한다.

<악보35> 네 번째 섹션 중간부분의 재즈적인 표현들

다섯 번째 섹션에서 이 붓점 리듬은 선적으로 확장되어 그
음색의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서정적인 부분을 형성한다.

<악보36> 붓점 리듬의 확장

이번 장에서는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 사용된 다양한 리
듬 형태들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리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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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선율이나 주제를 만들어 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해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음들의 길이는 오히려
작곡가의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정해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작곡
가만이 알 수 있는 수학적인 공식이나 음렬을 통해 구성된 것은 아
니다. 그렇다고 작곡가의 직관적인 선택에만 의존한 것도 아니다.
이는 처음에 등장한 맥박소리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
해 내는 방법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맥박소리를
만들기 위해 작곡가는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박절 구조를 구성 하
였고, 그 안에서 활용되는 기준박과 반복되는 리듬들이 템포 변화와
리듬의 변화와 함께 일정한 비율로 서로 연쇄적으로 파생되도록 시
스템을 고안해 내었다. 이렇게 파생된 리듬들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마치 생체 세포의 확장과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3.2. 공간적 재료
음악에서 음들의 높이, 그리고 그 간격은 음악을 듣는 청자
에게 공간적으로 인식된다.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시간적 틀 안
에 어떠한 음들이 등장하는지, 그 음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
고, 또 서로 어떻게 조직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베리오는
그의 피아노 소나타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전의 역사적인 작
품들과의 연관성을 염두 해두었다. '소나타'라고 이름 붙인 것은, 시
대의 변화에도 전통과 역사가 반영되는 것이다. 또한 '소나타'라는
개념이 작품을 구상하고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3.2.1. 세 개의 화음
이러한 측면에서 베리오는 이전의 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하
게 다루어진 화음 세 개를 선택하여 그의 피아노 소나타의 주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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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료로 사용하였다. 13 이 세 개의 화음은 모두 음악사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가 된 화음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 화음들은 새로운
음악의 역사의 시작으로서 작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발전
해 나가는 과정이 곧 음악사의 발전이 된 것이다. 이 세 개의 화음
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바그너의 '트리스탄 코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 등장한 'F♭-장3화음(E장3화음)과 E♭속7화음의 중첩화음'
 슈톡하우젠의 《피아노작품 IX》에 등장하는 '네-음 화음'
이 세 개의 화음은 모두 현대음악의 역사에 큰 충격을 준
화음들로 기억되고 있다. 바그너의 '트리스탄 코드'는 그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서곡의 첫머리에 등장한 화음으로, 이 화음
은 낭만화성의 화신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화음이다. 하지만 이
화음은 곧 낭만화성의 위기를 의미하는 화음임과 동시에 현대 음악
사의 시초가 된 화음이기도 하다. 이 화음은 아래서부터 f-b-d#g#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성 음악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a단조
의 속7화음으로 해결되는 5음 하행변화를 포함한 속7화음의 제 2
전위 형태(증6화음의 한 종류)인데, 그 7음이 아직 그 음의 전타음
(appogiatura), 즉 g#음으로부터 a음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
의 화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들리는 g#음은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없는 음으로 사실 처음에 울린 이 화음
자체로 충분히 독립적인 소리로 인식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인식되
는 이 독립적으로 들리는 화음은 이전의 역사에서 어떤 기능을 하
는 화음으로 단 한번도 자신의 이름을 갖거나 정리된 적이 없는 화
음이다. 트리스탄 코드는 한 편으로는 이명동음으로 해석하여 f-a♭
-c♭-e♭음으로 구성된 E♭장조의 iiØ7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감7화
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작품 안에서의 조적인 관계를

13

Berio-Piano Music, Booklet, Avie Records (Firenz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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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악보37> 바그너의 ‘트리스탄 코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서곡은 무한선율과 반음계주
의, 계속되는 전조, 불협화음의 사용 등을 통하여 이 작품이 어느
조성에 있는지 알아차리기 어렵게 작곡되어 있다. 이 곡은 a단조로
시작하지만, 전곡 a단조의 으뜸3화음이 완전한 형태를 보이지 않는
다. 곡 전체가 반음계적으로 취급되어 일정한 조성을 나타내지 않고,
여러가지 종류의 비화성음으로 확대된 화성에 의해 끊임없이 조바
꿈 되면서 새로운 조로 옮겨 간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바
그너의 트리스탄 화음은 조성체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시작한 첫 번째 화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 바로 이 때
부터 조성체계 내에서 음들을 논리적, 기능적으로 묶어주는 화성의
역할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무조음악을 향하기 시작한 것이
다.14
베리오가 두 번째로 선택한 화음은 스트라빈스키의 《 봄의
제전》 중 《봄의 약속》(Les augures printaniers) 에 등장한 'F♭
-장3화음과 E♭속7화음의 중첩화음'이다. 스트라빈스키의 《 봄의
제전 》 은 전통적인 규칙적 리듬과 박절에서 파격적으로 벗어난 자
유로운 리듬의 사용을 통해 음악이 갖고 있는 숨겨진 에너지를 발
산한 작품으로 리듬의 다양한 변형과 주제적 사용을 통하여 선율
및 화성의 상위시대에 결별을 고함으로써 음악사의 한 획을 긋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15 스트라빈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 '리듬의 해
방'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는 화성적인 측면에서 나타
난 쇤베르크의 '불협화음의 해방'에 비견되는 의미를 가지며, 20세기
14
15

오희숙, 『20세기 음악1, 역사·미학』(서울: 심설당, 2004), 29쪽.
오희숙, 『20세기 음악1, 역사·미학』(서울: 심설당, 2004),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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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의 하나인 《봄의 약속》
(Les augures printaniers)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현악파트가 하나
의 인상적인 화음을 반복적으로 연주한다. 이 화음은 7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F♭-장3화음과 E♭-속7화음이 중첩되어 있는 것
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악보38> 스트라빈스키의 'F♭-장3화음과 E♭속7화음의 중첩화음'

이 화음은 두 개의 화음이 섞여있는 것으로 보면 복조성적
인 요소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이 화음이 갖고 있는 음향적인 측면에
서는 불협화음의 해방을 통해서 하나로 융합되어 나타난다. 여기서
는 오히려 리듬이 중심영역이 되는데, 동일한 리듬 패턴의 반복 모
형에서 악센트가 불규칙하게 나타나서 2/4박자의 박절상의 규칙성
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부분의 처음 8마디의 리듬을 그려보면 아래
와 같다.

<악보39>

'F♭-장3화음과 E♭속7화음의 중첩화음'의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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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화음이 반복되는 단위인 8분음표를
악센트를 기준으로 세면 9 – 2 – 6 – 3 – 4 – 5 – 3 의 간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2/4박자의 박절상의 규칙성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 자체에서도 규칙을 찾을 수 없도
록 의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라빈스키의 리듬의 해방은 불협화음의 토대에서 진행되
었다. 쇤베르크의 불협화음의 해방이 전통적 리듬의 주기성에서 벗
어난 자유로운 리듬의 측면을 보여주었다고 하지만, 프레이즈와 연
결된 악곡구조는 여전히 중심을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쇤베르크
식의 해방이 19세기 독일과 오스트리아 음악 전통의 완성 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스트라빈스키에 의해 시
도된 전통의 파격은 더욱 극단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상호 관련적 연속성 없이 화성, 선율, 리듬에 근거해 나타난
음악의 언어적 전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16 어쩌면 베리오는 리
듬에 있어서 쇤베르크 보다는 더욱 더 파격적이었던 스트라빈스키
를 더 선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화음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
다.
베리오가 세 번째로 선택한 화음은 슈톡하우젠의 《피아노
작품 IX》에 등장하는 ‘네-음 화음‘이다. 이 작품은 아래부터 c#
– f# – g – c 음으로 구성된 화음을 139번, 그리고 다시 한번 87
번 반복하며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 피아노 작품 IX 》 는 서로 극단적으로 대조를 보이는 두
개의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계속해서 주기적인 리듬으
로 연주하는 '네-음 화음'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음에서 그 음의
길이를 달리하며 천천히 반음계적으로 상승하는 스케일이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는 번갈아 가며 등장하다가 결국에는 높은 음역대에
서 빠르고 불규칙적인 주기의 그룹으로 형성된 새로운 형태의 텍스
처로 해결된다. 슈톡하우젠은 반복되는 화음의 모든 네 개의 음이
정확히 동시에 같은 세기로 연주해야 하는 불가능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음들이 지속적으로 부지불식간에 부
각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작품의 리듬적인 비율은 피보나치 수열
16

오희숙, 『20세기 음악1, 역사·미학』(서울: 심설당, 2004),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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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만들어 졌는데, 부분적으로는 직접적으로(1, 2, 3, 5, 8, 13,
21...), 부분적으로는 그 수열이 점점 더 해지는 방법으로 (1, 3, 6,
11, 19, 32, 53...) 사용되었다.
작곡가 베른트 알로이스 침머만(Bernd Alois Zimmermann,
1918~1970)은 그의 오케스트라 작품 (Musique pour le soupers
du Roi Ubu, 1962-67)의 마지막 악장인 《바보를 만드는 행진)》
(Marche de décervellage)에 슈톡하우젠의

'네-음 화음'을 사용

했는데, 슈톡하우젠이 280번 연속해서 연주하게 했던 이 화음을 침
머만은 631번 연주하게 했다. 이는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과 바
그너의 발퀴리의 인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다.

<악보40> 슈톡하우젠의 《피아노작품 IX》에 등장하는 '네-음 화음'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개의 화음은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베리오 작곡기법의 특징으로 널리 알려진 ’ 인용 ’을 활용하는 방법
으로, 즉 외부의 개체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 세 개의 화음은 주
변에 있는 개개의 음이나 음 그룹을 빼거나 더하는 방법을 통해 서
로 혼합되고 또 분리된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세 개의 화음
은 그 형태 그대로 이 곡에 등장하지 않고 각각의 구성이 해체되어
작은 세포 단위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조합함으로써 사용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화음에 사용된 구성음을 정리해 보
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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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 이름

구성음

바그너 ′트리스탄 코드′

f, b, d#, g#

스트라빈스키 ′E-E♭7중첩화음′

e, g#, b, e, g, b♭, d♭, e♭

슈톡하우젠 ′네-음 화음′

c#, f#, g, c

<표 4> 베리오가 활용한 현대 음악사에서 각인되는 세 개의 화음

위에 언급한 각각의 화음의 구성음을 한 옥타브 안에 넣어
스케일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
d#,

e, f,

f#,

g, g# | b♭,

b, c, c#

<표 5> 세 개의 화음 구성음들

이 음들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d#부
터 g#까지의 6개의 반음들로, 다른 하나는 b♭부터 c#까지의 4개의
반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2개의 반음 중에서 d, a음을 제외한
10개의 반음들이다. 베리오는 이 세 개의 화음의 구성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하고, 여기에서 제외된 d와 a음을 추가하여 이
작품 전체에서 지속되는 일련의 화음 시리즈를 만들었다. 이 화음
시리즈는 사실 음향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이
화음들은 피아니스트가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아 짧게는 한마디, 길
게는 열 마디 동안 유지시키면서 다른 악구들과 함께 섞여 하나의
음향 덩어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소스테누토 페달을 통해 지속
시키고 있는 음들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사리지게 되는데, 이어지는
악구들을 구성하는 음들 중에서 앞에 유지시키고 있던 음이 포함된
경우 그 울림이 연장되고 혹은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 또한 이어지
는 악구들을 구성하는 음들 중 앞에서 유지시키고 있던 음에 포함
되지 않은 음들은 짧게 끊어져, 배경 음향 위에서 점묘적인 효과가
나기도 하는 등 하나의 음향 덩어리 안에서 다양한 뉘앙스가 표현
되는 것이다. 이 화음들은 작품 안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유사한
소리를 내면서도 계속해서 음역과 구성음이 조금씩 변하여 그때그
때 다른 느낌을 갖는다. 베리오는 이 화음 시리즈를 통해 스스로 변
해가는 일종의 유기체와도 같은 음향 덩어리를 연출해내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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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같이 베리오는 현대 음악사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했
던 세 개의 화음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조합하여 화음 시리즈
를 만들었다. 이 화음 시리즈는 다른 악구들과 함께 매우 독특한 음
향을 형성하며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음향 유기체를 만들어냈다.
이 화음 시리즈는 이 작품 전체에서 총 33번 등장하는데, 소스테누
토 페달로 그 음향이 유지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33개의 화음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다.

<악보41> 첫 번째 화음이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아 일곱 마디 동안 유지되는 모습

3.2.1.1. 화음 시리즈
앞에서 말했듯이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는 소스테누토
페달을 통해 여러 마디 동안 유지되면서 다른 악구들과 함께 각각
의 음향을 형성하는 33개의 화음 시리즈가 있다. 이 33개의 화음
시리즈는 같은 구성을 갖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
의 화음이 전체 구조 안에서 전통적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
화음 시리즈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중간 음역대를 기준으로 화음이
팽창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
는데, 이는 마치 어떤 생물이 조금씩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는 것
같고, 혹은 심장이 뛰는 모습과도 같다.
이와 같은 화음의 배치는 마치 한국의 작곡가 윤이상의 중
심음 기법과도 유사하다. 윤이상 음악을 말할 때에 가장 많이 얘기
되는 것이 '중심음(Hauptton) 기법'이다. 하나의 선율만 있는 음악
에서는 한 음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의 다양한 주변음들로 장식된
다. 그리고 여러 음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음악에서는 '중심음들
'(Haupt-töne)이 몇 개의 음으로 결합되어 나타난다. 주변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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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보 상에서 흔히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중심음들은 미끄러지면서
다른 음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심하게 혹은 가볍게 떨기도 한다. 중
심음(들)의 생성과 사라짐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의 음악이
가진 특징이다.
윤이상은 한국 음악에서의 '음'이 갖는 의미는 유럽 음악과
는 달라, 시작부터 마지막 여운까지 모든 음은 변화 속에서 존재한
다고 생각했다. 그는 단순히 하나의 음을 연주할때에도 그 음의 생
성과 사라짐, 그리고 여운이 남는 과정까지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는 그의 이러한 음악관을 도교의 음양 이론에 비추어 설명했다.
음과 소리에 대한 그의 섬세한 표현을 통해 일련의 음향 덩어리가
창조되고, 그래서 그의 음악은 음향음악 또는 클러스터 음악과 상당
히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베리오가 윤이상의 중심음 기법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닌
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베리오가 화음을 생각하고 다루는 방식은
윤이상의 생각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첫 번째 화음과 두 번째 화음
사이의 관계를 통해 어떤 의미가 생겨나게 하거나, 기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한 화음의 울림이 유지되는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
한 것이다. 다만 윤이상의 경우는 중심음과 주변음이라는 개념을 통
해 어떤 음향의 울림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것이라면,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소리의 울림이 다른 악구들의 울림과 함께 조금씩 변하면서 그 울
림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베리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울림과 이어 등장하는 다른
악구들의 관계를 소나타에서 제1주제와 제2주제의 관계로 보고, 그
울림이 다른 소리들과 함께 다양한 음향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 베리오가 프로그램 노트에서 자신의 소나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모든 소나타들은 항상 어떤 대화를 시작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그는 바로 소스테누토 페달을 통해 울림
을 유지하고 있는 화음과 그 울림 위에 이어지는 다양한 악구들이
음향을 형성하는 과정을 그 둘 사이의 '대화'로 본 것이다. 베리오가
언급한 대로 이 대화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양한 표현의 성격들
사이에서, 구조적인 정체성과 기법 사이에서, 연속성과 비연속성 사
이에서, 단순한 형태와 복잡한 형태 사이에서, 존재와 부재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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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펼쳐진다. 베리오는 이 대화의 시간적인 전개는 그 표현의 본질
적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
실 이 작품을 시작할 때 울리고 있는 b♭음을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
지만, 그 배경에 울리고 있는 33개의 화음 시리즈도 같은 맥락에서
그 소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대화'에 관해서 나중에 이 작품의 소나타와 형식을 이야기
할 때 다시 분석하고, 이번 장에서는 소스테누토 페달을 통해 그 울
림을 지속시키는 33개의 화음 시리즈를 살펴보겠다. 우선 베리오가
현대음악사를 대표하는 세 개의 화음들의 구성음을 어떻게 조합시
켜 각각의 화음들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겠다.
이 작품의 시작음인 b♭음을 연주하기 전에 피아니스트는 위
에서 말한 화음시리즈 중 첫 번째 화음을 소리가 나지 않게 누른
후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아 그 음을 울리는 현들이 공기중에 울릴
수 있게 열어 놓고 시작한다.

<악보42> 베리오 피아노 소나타 시작부분, 소스테누토 페달을 통해 현을 열어
놓은 첫 번째 화음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바로 이 화음을 바로 들을 수 없고,
♭

단지 b 음은 오른쪽 페달을 밟고 있는 것처럼 계속 울리게 된다.
그러다 위의 악보에 세 번째 마디에서 등장하는 두 개의 16분음표
화음이 연주되면 1마디에서 미리 눌러서 열어놓은 음들은 계속 울
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음들은 짧게 끊어지게 된다. 두 개의 16분
음표 중 첫 번째 16분음표 화음에서는 f#음과 c음이 울리고, 낮은
b음과 e, g#음은 짧게 끊어진다. 두 번째 16분 음표 화음에서는 낮
은 c#음과 높은 e음이 울리고, 나머지 g, b, d#음은 짧게 끊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스테누토 페달을 통해 그 울림을 유지하는
첫 번째 화음은 일곱 마디 동안 그 독특한 음향을 만들어 가는 것
이다. 이 첫 번째 화음은 아래서부터 a♭-d♭- e♭-f-f#- a-b♭c-e로 9개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음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조합된 것인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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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베리오가 현대 음악사를 대표하는 세 가지 화음으
로 선택한 화음의 구성음을 건반위에 표시해 본 도표이다. 편의상
바그너의 '트리스탄 코드'를 A, 스트라빈스키의 'E-E♭7 중첩화음'을
B, 슈톡하우젠의 '네-음 화음'을 C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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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건반 위에 표시한 세 개의 화음 구성음들

그리고 아래에는 베리오가 첫 번째 지속 화음으로 사용한
화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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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베리오 소나타의 첫 번째 지속 화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첫 번째 지속 화음의 구성음 중 중간음
역의 f음은 '트리스탄 코드(A)'에서, a♭, d♭, e♭, b♭, e음은 'E-E♭7
중첩화음(B)'에서, 그리고 f#, c음은 '네-음 화음(C)'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화음을 구성하는 9개의 음은 베리오
가 선택한 세 개의 화음에서 8개 음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리고 그 중간 음역에 그 세 개 화음의 구성음 중에 포함되지 않은
a음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화음은 1마디부터 7마디까지
일곱 마디 동안 지속되며 이어지는 악구들과 함께 음향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33개의 화음 시리즈가 이어지
게 된다. 각각의 화음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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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3> 처음 4개의 지속 화음

두 번째 지속 화음의 구성음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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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두 번째 지속 화음

두 번째 화음은 '트리스탄 코드(A)'의 모든 음인 f-b- e♭a♭음이 포함되어 있고, 'E-E♭7 중첩화음(B)'에서는 b♭음을, '네-음
화음(C)'에서는 g, c#음을 갖고 있다. 첫 번째 화음과 마찬가지로
중간 음역에 a음이 추가되어 있다. 두 번째 화음은 8마디부터 11마
디까지 4마디 동안 지속된다. 세 번째 화음과 네 번째 화음은 첫 번
째 화음과 두 번째 화음과 그 구성음이 같다. 세 번째 화음은 13마
디부터 17마디까지 5마디 동안 지속되고, 네 번째 화음은 22마디부
터 26마디까지 5마디 동안 지속된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화음을 놓
고 비교했을 때는 두 화음의 중간 음역대에서 c#, f, a, b♭음은 변하
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위와 아래에서 음정이 변화되
고, 그 사이에서 음정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b♭음은 이 작품
의 시작음이고, 첫 번째 섹션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음이기 때문
에 반복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c#, f, a음의 울림은 이어지는 다
른 화음들에서 종종 반복해서 울리는 특징적인 화음이 된다. 곡의
후반부로 갈 수록 이 세 음의 울림은 더욱 더 뚜렷해 진다. 아래는
처음 4개의 지속 화음의 구성음을 건반 위에 표시해 나열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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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처음 4개의 지속 화음의 구성

앞의 4개의 화음과 달리, 5번 화음과 6번 화음은 클러스터
로 이루어져 있다. 39마디부터 46마디까지 8마디 동안 지속되고 있
는 5번 화음은 아래는 a♭에서 e♭음까지의 완전 5도의 거리를 모든
반음으로, 위는 e부터 c까지 단6도의 거리를 모든 반음으로 채운
클러스터를 연주한다. 53마디부터 58마디까지 6마디 동안 지속되는
6번 화음은 g부터 f#까지 모든 반음을 채운 클러스터이다.

<악보44>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5번, 6번 화음

7번부터 9번 화음은 첫 번째 섹션의 마지막 부분에 연이어
사용되는데, 7번 화음과 9번 화음은 베리오가 선택한 3개의 화음의
구성음에 포함되지 않았던 d와 a음이 추가되지 않았고 중고음역대
에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소리를 들려준다. 8번 화음은 5
번, 6번 화음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포함하고 있다.

<악보45> 첫 번째 섹션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7, 8, 9번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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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7번 화음과 8번 화음을 먼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이 두 화음을 구성하고 있는 음들중 c#, c, f#, g는 '네-음화음
(C)'의 구성음과 일치한다. b♭음과 e♭음은 'E-E♭7 중첩화음(B)'에
서 온 것이고, b는 '트리스탄 코드(A)'의 구성음들 중 하나이다. 이
들 중 첫 번째 섹션의 지속음 b♭을 제외한 b, c, e♭, f#, g는 e♭음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적으로 구성 되어있는 화음으로 이 작품 안에서
여러 번 등장하며 특징적인 화음으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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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7번과 9번 화음

8번 화음은 베리오가 선택한 세 개의 화음의 구성음들 중에
포함되지 않은 d, a음이 가장 낮음 음역에 있고, 그 위에 'E-E♭7
중첩화음(B)'을 대표하는 e♭음과 e음부터 b음까지의 클러스터로 구
성되어있다. 7번 화음은 70마디부터, 73마디까지 4마디 동안, 8번
화음은 73마디부터 74마디까지 2마디 동안, 그리고 9번 화음은 75
마디부터 77마디까지 3마디 동안 지속되며 음향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
32분음표 연타 악절이 특징적으로 드러나있는 두 번째 섹션
에서는 총 5개의 지속 화음이 등장하는데, 연타하는 음이 이 화음의
구성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건조하게 울리고, 포함된 경우에는
그 울림이 증폭되는 효과가 잘 나타나있다. 10번부터 14번까지 지
속 화음은 아래와 같다.

<악보46> 두 번째 섹션에 등장하는 10~14번 화음

10번 화음은 87마디에서 92마디까지 6마디 동안, 11번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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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93마디에서 100마디까지 8마디 동안, 12번 화음은 109마디
에서 112마디까지 4마디 동안, 13번 화음은 121마디에서 124마디
까지 4마디 동안, 그리고 14번 화음은 124마디 안에서 지속된다.
각각의 화음을 구성하는 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베리오가 선택한
세 개의 화음을 구성하는 음들과 관련이 있고, 11번 화음을 제외하
고는 모두 d, a음을 포함하고 있다.
12번 화음의 중고음역대에는 추가된 a음을 제외하면 7번과
9번 화음에 등장한 e♭음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b- c - e♭ - f#g음으로 구성된 화음과 같은 구성이 들어가 있다. 13번 화음은 8번
화음의 아래 d음부터 a음까지의 클러스터가 한옥타브 위에서 등장
하며 역시 8번 화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4번 화음의 아래 세 음인 e, b♭, e♭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c#
- f - a음 그룹이나 b – c - e♭ - f# - g음 그룹과 같이 이후에
특징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화음이다.
세 번째 섹션은 15번 화음과 함께 시작되는데, 이 15번 화
음은 세 번째 섹션이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오른손 왼손에서 불규칙
적으로 등장하는 강렬한 클러스터들의 시퀀스가 연주되는 동안 10
마디 동안이나 지속된다. 이 15번 화음은 b, c#, f#, a#의 네 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화음들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온음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이 화음을 배경으로 연주되는 강렬한 클러
스터들과 대비되면서, 특히 141마디와 142마디에서 등장하는 짧은
휴지에 이 울림이 인상적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들려준다. 이 15번
화음을 포함해 세 번째 섹션에서는 총 8개의 지속 화음이 등장한다.

<악보47> 세 번째 섹션에 등장하는 15~18번 화음

16번 화음에는 이미 8번과 13번 화음에서 등장했던 e음부
터 b음까지의 클러스터가 다시 한번 등장한다. 17번 화음도 아래는
d음부터 b음까지, 위에는 d♭음부터 c음까지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18번 화음은 15번 화음에 등장한 음들을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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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으면서, c# - f – a음으로 구성되는 화음도 같이 들려주는
화음이다. 15번 화음은 137마디에서 146마디까지 10마디 동안, 16
번 화음은 152마디에서 155마디까지 4마디 동안, 17번 화음은
161마디에서 163마디까지 3마디 동안, 그리고 18번 화음은 168마
디에서 170마디까지 3마디 동안 지속된다.

<악보48> 세 번째 섹션에 등장하는 19~22번 화음

19번은 화음이 아니라 베이스의 a음 뿐이지만 다른 화음들
과 같이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아 이어지는 악구와 함께 음향 덩어
리를 만들어 내고 있기에, 33개의 화음 시리즈에 포함시켰다. 20번
화음은 앞서 설명했고, 2번, 3번, 18번 화음에 등장한 c#- f - a음
으로 구성된 화음이다. 21번 화음에서는 20번 화음에 등장한 c# f – a음 위에 7번, 9번, 12번 화음에서 등장한 b - c - e♭ - f# g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얹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2번 화음 역
시 20번, 21번과 같이 c# - f - a음으로 특징지어지는 화음을 포함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음이 그 위와 아래 사이를 메우고 있다.
19번은 175마디 안에서 지속되고 있고, 20번 화음은 178
마디에서 181마디까지 4마디 동안, 21번 화음은 189마디에서 191
마디까지 3마디 동안, 그리고 22번 화음은 195마디에서 196마디까
지 2마디 동안 지속된다.
네 번째 섹션은 표현적이고 리드미컬한 페세지가 눈에 띄는
단락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지속 화음은 총 5개이다. 23번 화음부터
25번 화음이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 26번, 27번 화음이 또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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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9> 네 번째 섹션에 등장하는 5개의 지속화음

23번, 24번, 25번 화음은 모두 왼손에 e - b♭ - e♭음을 포
함하고 있다. 이 음들은 스트라빈스키의 'E-E♭7 중첩화음(B)'에서
온 것으로 이 음들을 통해 들리는 감5도와 완전4도, 그리고 이 두
음정을 합한 감8도(장7도) 음정이 재즈 음악에 빈번히 등장하는 음
정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26번 화음과 27번 화음은 같은 구
성음을 갖고 있는데, 아래에는 앞서 언급한 c# - f - a음을 갖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23번 화음은 203마디에서 209마디까지 7마디 동안, 24번
화음은 209마디부터 213마디까지 5마디 동안, 25번 화음은 226마
디부터 229마디까지 4마디 동안, 26번 화음은 231마디부터 234마
디까지 4마디 동안, 그리고 27번 화음은 235마디부터 239마디까지
5마디 동안 지속된다.
선율적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서정적인 다섯 번째 섹션에서
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28번 화음 하나만 등장한다. 28번 화음은
앞서 설명했던 특징적인 화음 구성을 찾아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제
일 높은 음으로 추가된 d음 아래로 g♭, b♭음이 울리고 있어, 증3화
음의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는 앞서 특징적인 화음으로 언급했던 c#
- f - a음 그룹이 들려주는 소리와 3화음의 구성법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소리로, 그것보다 단지 반음 높은 것으로 소리의 울림에 있
어서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28번 화음은 284마디에서 287마디
까지 4마디 동안 지속된다.

<악보50> 다섯 번째 섹션에 등장하는 28번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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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섹션이자 앞서 등장했던 다양한 악절들이 재현되는
여섯 번째 섹션에서는 총 5개의 지속 화음이 등장한다. 296마디부
터 298마디까지 3마디 동안 지속되는 29번 화음은 e음부터 b♭음
까지의 클러스터를 포함하고 있고, 33개의 화음시리즈 중 클러스터
를 포함하고 있는 화음 8개 중에 마지막 화음이다. 클러스터를 포함
하고 있는 화음은 5번, 6번, 8번, 12번, 13번, 16번, 17번, 29번 화
음이다.

<악보51> 여섯 번째 섹션에 등장하는 지속 화음들

30번부터 33번까지의 4개의 지속 화음은 모두 c# - f - a
음 그룹을 갖고 있는데, 그 중 30번 화음은 26번, 27번 화음과 동
일한 화음이고, 33번 화음은 2번, 4번 화음과 동일한 화음이다. 29
번 화음은 296마디부터 298마디까지 3마디 동안, 30번 화음은
298마디부터 299마디까지 2마디 동안, 31번 화음은 300마디에서
지속되고, 32번 화음은 301마디부터 303마디까지 3마디 동안, 마
지막으로 33번 화음은 314마디에서 323마디까지 열 마디 동안 지
속된다.
다음 표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33개의 화음 시리즈를 건반
위에 표시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해 지속 화음들이 가운데 음역을 중
심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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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33개의 화음 시리즈(1~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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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33개의 화음 시리즈(19~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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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 33개의 지속 화음이 어느 마디에 등장하고 있는
지, 그리고 몇 마디 동안 지속되고 있는지를 정리한 표이다.

m.1~7

7

m.8~11

4

m.13~17

5

m.22~26

5

m.39~46

8

m.53~58

6

m.70~73

4

m.73~74

2

m.75~77

3

m.87~92

6

m.93~100

8

m.109~112

4

m.121~124

4

m.124~124

1

m.137~146 10 m.152~155

4

m.161~163

3

m.168~170

3

m.175~175

1

m.178~181

4

m.189~191

3

m.195~196

2

m.203~209

7

m.209~213

5

m.226~229

4

m.231~234

4

m.235~239

5

m.284~287

4

m.296~298

3

m.298~299

2

m.300~300

1

m.301~303

3

m.314~323 10

<표 13> 33개 화음의 마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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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33개의 화음 시리즈 중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반복
되는 특징적인 음들을 갖고 있는 화음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정
리하면 33개의 화음 시리즈들은 각각 c# - f - a음 그룹이 포함된
화음, b – c - e♭ - f# - g음 그룹이 포함된 화음, e - b♭ - e♭음
그룹이 포함된 화음, 그리고 클러스터가 포함된 화음, 그 밖의 화음
들로 5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 c# - f - a음 그룹이 포함된 화음 (15개)

▶ b – c - e♭ - f# - g음 그룹이 포함된 화음 (4개)

▶ e - b♭ - e♭음 그룹이 포함된 화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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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가 포함된 화음 (8개)

▶ 그 밖의 화음들 (5개)

<표 14> 33개 화음의 반복되는 음에 따른 분류

위의 표에서 보면 화음 21번은 c# - f – a 음 그룹과 b –
c - e♭ - f# - g음 그룹 양쪽에 속해 있고, 화음 25번은 c# - f –
a 음 그룹과 e - b♭ - e♭음 그룹 양쪽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화음 12번은 b – c - e♭ - f# - g음 그룹과 클러스터를
포함한 화음 그룹 양쪽에 속해 있다. 1번 화음과 4번 화음은 동일한
화음이며, 2번, 3번, 33번 화음, 26번, 27번, 30번 화음도 각각 동일
한 화음이다.
베리오는 그가 현대 음악사에서 선택한 세 개의 화음 구성
음을 새롭게 조합하여 독특한 형태의 화음 시리즈를 만들었다. 이
화음 시리즈는 33개의 화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화음들의 연
결은 각각의 화음이 서로와의 관계에 의해 기능을 갖는 방식이 아
니다. 그는 이 화음들을 전체적인 음향으로 활용하여 이 화음 자체
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형태로 곡 전체의 구조 속에 배치해 두었다. 이 33개의 화음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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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는 소스테누토 페달을 활용하여 작곡가가 의도한 시간만큼 지속
되며 이어지는 다른 악구들과 함께 또 다른 음향을 형성하며 음향
사이의 대화를 들려주고 있다.

3.2.2. 선율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눈에 띌 만한 선율을 발견하기
는 쉽지 않다. 이 작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화음들과 넓은 음정의
도약, 왼손과 오른손을 빠르게 번갈아 치는 악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선적인 요소들은 작품 전체에
서는 드물게 등장하는 만큼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섹션에서는 32분음표 연타와 함께 중심음, 혹은 연타하는 음
사이를 맴도는 움직임은 이 작품에 동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섹션에서 세 번째 섹션으로 전환하
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왼손과 오른손의 반진행 선율도
곡의 전체에서 그 형태의 일부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세
번째 섹션 148마디에서 짧게 등장하는 셋잇단음표 선율은 매우 매
력적이고, 다섯 번째 섹션에 등장하는 서정적인 악절에 등장하는 선
적인 요소들은 매우 아름답게 공간을 울려주고 있다. 복잡한 리듬과
화성, 어렵고 현란한 피아노 테크닉들 사이에서 순간 시간이 멈춘
듯이 들리는 짧은 선율들의 매력은 이 작품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선율들은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지속 화음과 함께 음향 덩어리를 형성하는 장식적인 선율
 연결구 역할을 하는 반진행 선율
 서정적인 왼손 선율
첫 번째 섹션은 앞서 언급한 33개의 화음 시리즈의 지속 화
음과 이 곡 전체의 중심음이라 할 수 있는 b♭음, 점묘적으로 등장
하는 장식 화음들, 그리고 이 화음들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장식적인
선율들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음향 덩어리를 만들면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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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율들은 셋잇단음표 안의 32분음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음의 주변에서 출발하여 위나 아래로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

<악보52> 지속 화음과 함께 음향 덩어리를 형성하는 장식적인 선율

위 악보는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장식적인 선율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현재는 33개의 화음 시리즈 중 세 번째 지속 화음이 눌
려져 있는 상태이다. 첫 번째 장식선율은 f#음에서 b음까지 빠르게
상행하고 있는데, 구성음들 중 a음은 지속 화음에 포함된 음으로 그
울림이 살짝 증폭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나머지 소리들은 재빠른
움직임과 함께 건조하게 사라진다. 이 움직임 아래에는 "come un
soffio"라는 지시어가 쓰여 있는데, 이는 '마치 숨과 같이' 라는 뜻
으로 이 빠른 움직임의 선율이 b♭음의 심장박동 소리 사이에서 마
치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바람 소리처럼 들리게 하기를 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식 선율은 c#음에서 g#음으로 하행하는데 이번에
는 첫 번째 장식 선율과 달리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전체적
인 하행 선율 안에 두 번의 작은 상행을 포함하여 곡선을 그리며
하행하고 있다. 두 번째 장식 선율에서는 c#음이 지속 화음에 포함
되어 있어, 그 울림이 증폭된다. 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장식선율은
시작음은 c음을 기준으로 그 위 음역에서 선율이 맴돌고 있는 모습
을 보여준다. 세 번째 장식 선율의 구성음들은 지속 화음에 포함되
지 않아, 모두 건조하게 사라진다.
네 번째 장식 선율은 앞의 세 번의 장식 선율과는 달리 소
스테누토 페달을 통한 지속 화음 없이, 오른쪽 페달을 밟아 모든 음
이 공간을 울리게 하며 등장한다. 이 선율은 c음에서 출발하여 아래
로는 b음, 위로는 d음까지 도약진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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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3> 배경이 되는 지속 화음 없이 오른쪽 페달을 밟아 모든 음이 공간을
울리게 한 네 번째 장식 선율

이와 같은 장식 선율은 이 작품의 첫 번째 섹션에서 총 14
번 등장한다. 이들 중 몇 개의 악절은 서로 거의 같거나, 유사한 진
행을 갖고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15마디에 등장하는 하행 선
율은 39마디의 하행 선율과 거의 같고, 16마디의 c음을 밑음으로
맴도는 선율은 40마디에서는 c음을 윗음으로 맴도는 선율과 같은
구성음을 이루며 서로 거울의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다.

<악보54> 15~16마디와 39~40마디의 장식 선율들

9번째 장식선율은 첫 번째 섹션의 중심음인 b♭음과 함께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아 그 울림을 지속
시키는 g음부터 f#음까지의 클러스터와 함께 울려 화려한 소리를
내며 점점 세졌다가 다시 여려지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악보55> 화려한 울림을 들려주는 9번째 장식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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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속 화음과 함께 음향 덩어리를 형성하는 장식
선율들은 드문드문 등장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 섹션의 전경에 위치
해 있다. 이러한 장식 선율들은 첫 번째 섹션에서 심장박동소리와
같이 지속적으로 울리던 b♭음의 사이를 장식적으로 움직이다가 위
의 그림과 같이 점차 자기 선율 안에 이 b♭음을 포함시키게 된다.
두 번째 섹션에서 이 b♭음은 사라지지만, 이어지는 f음의 32분음표
연타는 첫 번째 섹션에서 b♭음의 반복이 치환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32분음표 연타가 그 중심이
되지만, 이렇게 연타되는 음들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연결에 앞서
등장했던 장식 선율과 유사한 형태의 진행이 이어진다. 사실 첫 번
째 섹션에서의 장식 선율은 셋잇단음표 안의 32분음표 그룹들로 구
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 속도가 빨라진 두 번째 섹션에서의 32분
음표 그룹의 움직임과 같은 템포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첫 번째 섹
션에서 중심음 b♭음의 반복과 장식 선율이 합쳐져서 두 번째 섹션
의 주요 악구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악보56> 두 번째 섹션에 등장하는 32분음표 연타와 장식 선율

위의 악보는 두 번째 섹션에 등장하는 32분음표 연타 악절
중의 하나인데, 이 악절이 첫 번째 섹션의 b♭ 반복음에서 치환된
32분 음표 연타와 그 중심음 주변을 맴도는 장식선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른손 왼손에서 불규칙한 리듬으로 등장하는 강렬한 클러
스터들의 시퀀스가 특징인 세 번째 섹션은 왼손과 오른손의 반진행
선율과 함께 시작된다. 이 반진행 선율은 중간 음역에서 시작하여
위 아래로 음역이 확장되었다가 다시 처음 음으로 돌아온다. 오른손
은 상행과 하행 음들이 서로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왼손은 몇
개의 음들만 같고, 그 주변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 반진행 선
율은 세 번째 섹션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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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7> 세 번째 섹션의 시작부분에 등장하는 반진행 선율

위와 같은 반진행 선율은 두 번째 섹션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사 형태들이 여러 번 등장하여 두 번째 섹션과 세 번째 섹션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122마디의 왼손에 등장하는 두 번의
하행 선율, 128마디에서 등장하는 오른손과 왼손의 반진행 선율,
130마디에 등장하는 반진행 선율, 132마디 왼손에 등장하는 상행
선율, 그리고 134마디에 등장하는 왼손 하행-상행 선율은 모두 같
은 구성음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각각의 경우 마다 구성
음 일부가 바뀌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능적인 것은 아니고 각각의
순간의 음색적인 농도나 음영이 섬세하게 달라지는 것을 표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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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8> 두 번째 섹션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반진행 선율들

이렇게 두 번째 섹션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반진행 선율
들은 두 번째 섹션과 세 번째 섹션 사이의 연결을 매끄럽게 해주고,
세 번째 섹션에서 넓은 음역대에 걸쳐 등장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위한 음악적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반진행 선율은 148
마디에서는 셋잇단음표 그룹들로 치환되어 유사한 형태의 반진행
선율을 보여주며, 153마디부터는 세 번째 섹션의 한 부분을 담당하
는 주요 악절로 발전된다.

<악보59> 셋잇단음표 그룹들로 치환된 반진행 선율과 이어서 발전된 악절

세 번째 섹션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169마디부터는 서정
적인 왼손 선율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선율은 주로 꾸밈음을 동
반한 음과 함께 16분음표 그룹으로 등장하는데, 레가토로 연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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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셋잇단음표를 이용한 느낌의 변화로써 낭만적으로 표현되었다.

<악보60> 세 번째 섹션 중간부분에서 처음 등장하는 서정적인 왼손 선율

이러한 왼손 선율은 173마디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
번에는 오른손 선율과 대위법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반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61> 오른손 선율에 대해 전체적으로 반진행하는 왼손 선율

이러한 왼손 선율은 이 작품에서 가장 느리고 서정적인 다
섯 번째 섹션에서 다시 한번 등장한다. 254마디부터 257마디까지의
악절은 넓은 도약을 포함한 오른손 선율과 함께 대위법적인 구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악보62> 다섯 번째 섹션에 등장하는 서정적인 왼손 선율

다섯 번째 섹션에서 이 서정적인 왼손 선율은 오른손 선율
과 함께 대위법적인 구성을 통해 2성부 악곡으로 발전된다. 이미 앞
서 설명한 254마디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2성부 악곡은 263마디부
터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8분음표로 구성된 4연음보와 5연음보를 동
시에 연주하여 음색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4연음보와 5연음보의
엇갈리는 리듬을 통해 확보된 음색은 5잇단음표, 7잇단음표의 움직
임으로 발전되어 확장된 후 다시 왼손 선율만 남아 점점 여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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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이 악절을 마무리하게 된다.

<악보63> 4연음보와 5연음보의 엇갈리는 리듬형까지 발전과정

<악보64> 2성부 악곡의 음색적인 확장 후 왼손 선율만 남아 점점 여려지는 장면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선율은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율은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선율은 점묘적으로 등장하는 화
음들 사이를 장식해 주는 역할로 사용되며 지속 화음과 함께 색다
른 음향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중심음 주변을
맴돌며 음향을 형성하거나 서로 다른 중심음들 사이를 연결하기도
한다. 오른손 왼손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확장되거나 모여드는 움직
임은 섹션과 섹션을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넓
은 음역을 넘나드는 화음덩어리들이 연출되는 공간을 열어주는 기
능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서정적인 왼손 선율은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선적인 표현이 중심이 되는 악절을 형성하며, 특히 다섯
번째 섹션에서 선율적 음색의 아름다움을 들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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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형식과 구조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는 6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진다. 이
는 형식분석에 앞서서 이 작품에 사용된 재료들을 분석할 때 중심
이 되는 텍스처의 변화에 따라 나누어진 것이다. 첫 번째 섹션에서
는 이 작품의 심장박동소리와도 같은 b♭음의 반복을 중심으로 지속
화음, 다양한 음역대에서 점묘적으로 등장하는 화음들과 장식선율들
이 만들어 내는 음향 덩어리들이 주가 된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거
칠게 반복되는 32분음표 연타 악절이 첫 번째 섹션의 소재들과 함
께 점차 융해되는 과정이 표현되어 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오른
손과 왼손에서 불규칙한 리듬으로 등장하는 강렬한 클러스터들의
시퀀스가 등장하고, 네 번째 섹션에서는 양손이 서로 다른 화음을
리드미컬하게 연주하여 재즈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다섯 번째
섹션은 세 번째 섹션에서 등장했던 선율의 아름다운 음색을 들려주
는 서정적인 부분으로 화성적 시퀀스에 이어 왼손 선율을 중심으로
하는 2성부 대위법 악곡이 등장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은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의 음형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며 재현된
다. 6개의 섹션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시작

끝

분

마디

마디

마디수

연주시간

텍스처 상의 특징
b♭음의 반복을 중심으로 지속화음,

A

1

78

78

ca. 7'24"

다양한 음역대에서 점묘적으로 등장
하는 화음들과 장식선율들이 만들어
내는 음향 덩어리들
거칠게 반복되는 32분 음표 연타 악

B

79

136

58

ca. 3'23"

절이 첫 번째 섹션의 소재들과 함께
점차 융해되는 과정
오른손과 왼손에서 불규칙한 리듬으

C

137

196

60

ca. 4'02"

로 등장하는 강렬한 클러스터들의
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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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작

끝

분

마디

마디

D

197

241

마디수

연주시간

텍스처 상의 특징

45

ca. 3'05"

양손에서 서로 다른 화음을 리드미
컬하게 연주하여 재즈적인 효과

화성적 시퀀스에 이어 왼손 선율을
E

242

285

44

ca. 2'09"

중심으로 하는 2성부 대위법 악곡이
등장

F

286

337

52

ca. 3'21"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의 음
형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며 재현

<표 15> 6개 섹션별 특징

연주 시간에 의한 각 섹션의 길이를 그래픽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

B

C

07:24

03:23

04:02

07:24

10:47

D
14:4

E

F

03:05 02:09
17:56

03:21

20:0

23:24

<표 16> 각 섹션의 길이

위와 같이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는 전체적으로 6개의 섹
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각 단락의 전체적인 텍스처의 구조가
비교적 크게 달라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텍스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6개의 섹션들은
작품 전체의 배경이 되는 33개의 화음 시리즈와 장식선율, 그리고
그 밖의 주요악절 등을 통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다.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는 반복되는 주제선
율이나 화성적 시퀀스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이 음악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소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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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또한 서로 영향을 주어 새로운 음악적 형태를 만들어 내
고, 이것이 발전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섹션 A에서 4분음표 단위
로 지속적으로 연주되는 b♭음이 주변의 장식선율이나 주요 악구의
등장 전 후에 점4분음표 단위로 약간 길어진다던가(악보65), 장식
선율의 리듬과 함께 셋잇단음표 안의 4분음표로 연주되는 경우이
다.(악보66) 이렇게 첫 번째 섹션에서 서로 영향을 끼치던 중심음
과 장식선율, 주요 악구들은 두 번째 섹션에서 서로 융합되어 있는
새로운 악구를 탄생시킨다.(악보67) 32분음표 연타와 장식선율이
합쳐져 있는 형태의 이 악구는 소나타 안에 일어난 주요 사건임과
동시에 이 음악이 점차 흥미롭게 진행되도록 음악적 에너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악보65> 장식 선율이나 주요 악구 등장 전후에 그 길이에 영향을 받는 b♭음

<악보66> 장식 선율과 함께 셋잇단음표 길이로 변하는 b♭음

<악보67>두 번째 섹션 시작 부분, 장식 선율과 연타가 합쳐진 형태의 새로운 악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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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음악을 구성하는 작은 단위들이 서로 영향을 주
고, 함께 융합되어 발전되는 모습은 이 음악이 절대음악(Absolute
Music)의 아이디어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절대음악은 순
수 기악 음악을 말하며, 음악 이외의 사상이나 예술을 표현한다던가
묘사하지 않는 음악이다. 또한 이것은 표제음악의 대립 개념으로서,
시나 회화 등 다른 예술이나 음악 외의 표상 또는 관념과 직접 결
부되지 않고, 스스로 그 법칙을 지니며, 음의 구성에 집중하면서
그 음들의 구성을 통해 보다 깊은 음악적인 구조가 형성된 음악을
뜻한다. 절대음악을 단순히 표제가 없는 기악음악으로 생각하면, 바
로크 시대의 협주곡이나 소나타, 푸가에서 그 확립을 볼 수 있겠으
나, 보다 적절한 것은, 자율음악(스스로 그 법칙을 지니는 음악)과
기능음악이 분리된 18, 19세기의 음악 및 그 여파를 이어받은 20세
기의 음악에 관해서 이 개념을 통용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는 그 제목이 말해 주듯이 절대음악
의 맥락을 따르고 있고, 그 음악 재료들의 구성과 조직이 만들어 내
는 형식이 바로 이 음악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베리오의 피
아노 소나타를 위와 같이 크게 6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보는 것만으
로는 그 형식과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
품을 단순히 고전주의 소나타의 첫 번째 악장을 구성하는 형식인
소나타 형식의 기준에 맞추어 설명하기 위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형식을 짜맞추어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바
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리오가 왜 '소나타'라는 형식을 제목으로
피아노 솔로 작품을 썼는지, 베리오는 '소나타'를 어떤 관점에서 바
라보고, '소나타'라는 형식의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후에 하나 하나의 음의 구성에서부터
악구가 형성되고, 이 다양한 악구들에 의해 특정한 음향이 조직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세부형식과 섹션, 그리고 각각의 섹션 간의 유기적
인 관계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구조적 깊이의 아름다움을 바르
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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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베리오 관점에서의 소나타 형식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는 표면적으로만 봐도 고전주의 소
나타들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조성적인 배경이 깔려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주제 선율로 생각할 수 있는 악구도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화성적인 흐름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과연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
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통해서 발전하여 소나타를 대표하는 형
식인 ʹ소나타 형식ʹ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 장에서 이야기 하
겠다.
소나타 형식은 고전주의 시대에 하이든의 소나타를 통해 정
형화 되기 시작한 것으로, 소나타,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곡에서 주
로 제1악장에 쓰인 악장형식이다. 이 형식은 경우에 따라 기악곡의
마지막 악장에 한번 더 쓰이기도 하고, 론도형식과 결합해서 론도‐
소나타형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소나타 형식은 기본적으로 제시부
(Exposition)와 발전부(Development), 재현부(Recapitulation)의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된다. 제시부 앞에 서주부(Introduction)가 추가되거나,
곡의 마지막에 코다(Coda)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서주부

제시부

발전부

Inroduction

Exposition

Development

→

→
중심주제
(제1주제)

→

연결구

대립주제

전개악구

(전조구) (제2주제)

작은종결구

자유구성

(코데타)

재현부

코다

Recapitulation

Coda
→

중심주제

연결구

대립주제

(제1주제)

(전조구)

(제2주제)

전개악구

작은종결구

자유구성

(코데타)

<표 17> 소나타 형식 구조

제시부는 일반적으로 2개 또는 그 이상의 주제를 제시한다.
주제는 성격적으로 대조될 뿐만 아니라 조성적으로도 서로 대립관
계를 이룬다. 장조에서는 으뜸조의 제1주제에 대하여 딸림조에서 제
2주제를 등장시키고, 단조에서는 나란한조에서 제2주제를 등장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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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주제와 제2주제가 제시된 후에는 각각의 음
악적 재료들이 발전되고 고조되어 마지막에는 작은 종결부로 종지
한다. 발전부에서는 제시부의 제1주제 또는 양 주제가 선율적, 리듬
적 동기로 분해되어 전개된다. 전개의 수법은 일반적으로 주제의 시
퀀스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관계조를 두루 다니며 진행된다. 이때
각각의 조성 간의 관계와 거리, 또 전조의 다양한 기술에 따라 일련
의 드라마와 같은 음악적 긴장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제1주제나 제2주제가 아닌 연결구에 사용된 악구를 사용하거나, 완
전히 주제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동기를 새로 작곡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재현부는 발전부에서 분해된 요소를 재통일하여, 제시
부를 재현하는 부분으로, 제시부와 형식적으로 같은 구조를 갖고 있
지만, 여기에서의 제2주제는 딸림조로 전조하지 않고 으뜸조에서 재
현된다. 세부구조에 있어서 각각의 단락들은 제시부에서와는 다른
비율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제시부에 이어서 종종 코다가 이어지
는 경우가 있는데, 코다가 발전되어 제2발전부와 같은 양상을 띄는
것도 있다.
위와 같은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은 하이든, 모차르트의 시대
에 정형화 되었고, 베토벤에 의해서 심화되었다. 베토벤의 경우 각
각의 주제가 담고 있는 음악적인 가능성들을 더욱 더 심도 있게 표
현함에 따라 발전부의 길이가 심하게 길어지거나, 제시부나 재현부
에 등장하는 작은 단위의 단락들 중 일부의 길이가 늘어나 각 단락
간의 비율이 더욱 더 다채로워지도록 구성하였다.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는 형식에 있어서의 고전적인 균형이 점차 무너져 다양한 형
태의 구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베리오는 소나타 형식의 구조를 따라 그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지는 않았다. 또한 제1주제, 혹은 제2주제라고 확실하게 정의
할 수 있을 만한 선율이나 악구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소나
타 형식에 등장하는 중심주제와 대립주제의 관계와 그 대립성을 통
해 오는 긴장감, 그리고 전체 구조에 있어서 제시, 발전, 재현의 개
념은 그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소나타 형식을 그대로
그의 작품에 활용하기보다는 소나타 형식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겉
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단위들 보다는 구조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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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긴장의 형성과 발전, 해소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둔 것이다.
사실 베리오 피아노 소나타의 구조를 소나타 형식에 그대로
빗대어 본다 하더라도 비교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음악적인 재
료의 등장이나 각 섹션의 시간적인 비율에 있어서 소나타 형식의
일반적인 형태와 유사한 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구조를
보면 훨씬 더 복잡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제시부 – 발전
부 – 재현부의 구분이 가능하다.
이미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섹션 A에서는 이 작품의 심장박
동소리와도 같은 b♭음의 반복을 중심으로 지속 화음, 다양한 음역
대에서 점묘적으로 등장하는 화음들과 장식선율들이 만들어 내는
음향 들이 주가 된다. 섹션 B에서는 거칠게 반복되는 32분음표 연
타 악절이 첫 번째 섹션의 소재들과 함께 점차 융해되는 과정이 표
현되어있다. 여기까지의 진행과정은 일반적인 소나타에서의 제시부
와 매우 유사하다. 섹션 A에 4분음표 단위로 반복되었던 b♭음을 제
1주제라고 가정한다면 제2주제는 섹션 B에서의 32분음표 연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작품 구조 안에서 음악적인 의미를 놓고 보
면 사실 섹션 A의 b♭음과 섹션 B의 연타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맥
락에 놓여져 있다. 중심음과 주변음이라는 구분에 있어서도 이들은
둘 다 중심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 안
에서 제1주제와 제2주제의 구분은 형식을 따라가기 보다는 음악적
인 재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다. 제1주제와 제2주
제의 대립관계를 주체와 객체의 대립관계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
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다. 즉 표면적으로 섹션
A와 B는 각각 제1주제와 제2주제를 상징하는 것 같지만, 내부구조
에 있어서 각각의 음악적 재료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관
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악보68> 섹션 A의 시작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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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9> 섹션 B의 시작 부분

이어지는 섹션 C와 D는 일반적인 소나타 형식의 발전부에
서 보여주는 모습과 유사한 점을 많이 갖고 있다. 다양한 악구들이
프레이즈나 블록 단위로 병치되어 있고, 섹션 A와 B에 등장하는 악
구들의 변형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섹션 C와 D에는 비교적 강한
다이내믹의 표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제틱한
음을 내는 시퀀스나, 재즈적인 리듬을 표현적으로 들려주는 악구 등
이 에피소드의 역할로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70> 섹션 C의 시작 부분

<악보71> 섹션 D의 시작 부분

섹션 E는 부드러운 음색의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서정적인
섹션으로 화성적 시퀀스에 이어 왼손 선율을 중심으로 하는 2성부
대위법 악곡이 등장한다. 이 때 처음에 등장한 화성적 시퀀스에는
음역대는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b♭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시부에 등장했던 b♭음이 새로운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과 같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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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섹션 E부터 재현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마지
막 섹션 F에서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음형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며
재현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2분음표 연타 음형이다. 역시 표
면적으로는 제시부의 제2주제가 재현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악보72> 섹션 E의 시작 부분

<악보73> 섹션 F의 시작 부분

위와 같이 베리오의 소나타는 표면적으로는 고전주의 소나타
형식의 틀에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베리오가 소나타 형식를 이해한 방식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
는 것만은 아니었다. 베리오는 소나타 형식을 간단히 제시부 – 발전
부 – 재현부의 3단계 구조로 보지 않고 중심주제와 대립주제, 즉 제
1주제와 제2주제의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대화’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그가 자신
의 피아노 소나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보면 다
음과 같다.

모든 소나타는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작곡되었던 간
에,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다양한 표현적 특성들, 구조
적인 정체성과 기법, 연속성과 비연속성, 단순한 형태와
복잡한 형태, 존재와 부재의 대화로 시작되고 발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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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작곡되었고 라인홀트 브링크만에게 헌정된
내 소나타에도 당연히 이러한 대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펼쳐지는가와 그 표현의 본
질적 특성과는 서로 상관이 없다.17
베리오는 대화라는 개념을 통해 소나타 형식에 대한 생각을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그의 언급은 그의 소나타에서
나타나는 음악현상을 단순히 음의 울림뿐이 아닌 어떤 철학적인 사
상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실제로 소나타 형
식은 많은 이론가들과 작곡가들에 의해 철학적인 개념과 비교하여
설명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나타 형식에서 음악적인 긴장감은 제1주제와 제
2주제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긴장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되느냐에 따라 각각 새로운 방식의 해결
로 유도된다. 이러한 과정을 헤겔의 변증법을 도식화한 정반합의 구
조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중의 하나이다. 정반합
이론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도는 기본적인 구도는 정(thesis)이 그것
과 반대되는 반(antithesis)과의 갈등을 통해 정과 반이 모두 배제
되고 합(synthesis)으로 초월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은, 어떤 것
이 모순적 면모를 지닌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을 부정하
여, 모순을 털어버린 상태를 '반'이라 한다. 하지만 '반'은 모순을 극
복하였다고는 하나, 이 세상 모든 물체들은 모순적 면모를 지닐 수
밖에 없으므로, 그것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 상태인
'합'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합 또한 모순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
기 때문에 '합'은 다시 '정'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정반합 이론이다. 일반적인 소나타
형식에서는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에서 최소 각 한 번씩은 제1주제
와 제2주제의 대립과 각각의 주제가 발전되는 과정을 통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베토벤이나 브람스 같이 소나타 형식을 더욱 더
깊은 의미로 연구하고 이해한 작곡가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
17

Berio-Piano Music, Booklet, Avie Records (Firenz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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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면 코다에서
도 주제들이 등장하며 제2발전부와 같은 양상을 띄며 또 한번의 정
반합의 과정을 거치게 하거나, 발전부의 여러단계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구조로 확대시키는 작업을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쇤베르크는 "진보주의자 브람스"라는 글에서, 이에 따르면 브
람스는 음악의 개혁가라거나 그의 작품이 혁명적인 급변을 표현한
것으로 양식화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18 하지만 브람스는 구조와 형
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철두철미하게 발전시켜 고전주의 소나타 서
법을 이원론(Dualism) 원리 19 를 통해 해체하였고, 바그너의 개혁이
거리를 두고 있는 '작곡에서의 자유'를 도입하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형식 원리에 충실하고 집착했을 뿐만 아니라 거듭해서 형식에 대해
묻고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형식의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다.
이원론은 세계나 사상을 두 개의 상호간에 '독립'하는 근본 원
리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형이상학적 이원론은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실체로 어떤 영계(the psychical sphere)를 설명하는 입장으로 플
라톤은 감각계와 예지계로, 데카르트는 사유의 실체인 정신과 연장
의 실체인 물질로, 그리고 칸트는 본체적인(noumenal) 것과 현상적
인(phenomenal)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인식론적 이원론은, 지
각이나 기억 등 추리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경우에, 인식자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감각의 내용(감각 자료)과
인식의 대상 그 자체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심신
이원론은 정신과 신체는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그 어
느 것으로도 다른 쪽을 설명하거나 환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
설을 말한다. 소나타 형식에서 제1주제와 제2주제는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1주제는 빠르고 강한 셈여림의 남
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제2주제는 이와는 반대로 느리고 여린 셈
여림의 여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음악적인 재
료들의 대립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원론의 견해와 일
18

Burkholder, J. Peter. “Brahms and Twentieth-Century Classical Music”,
Nineteenth Century Music, 1984, 8:1,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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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람스는 소나타의 모든 구성 요소를 중심주제적인 요소와 대립주제적
인 요소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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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것이다.
베리오는 모든 소나타들은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와 장소와 상
관없이 항상 하나의 대화를 시작하여 발전시킨다고 말했다. 러시아
의 문학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대화론 이론을 형성시킨 미하엘 바흐
친은 '대화'는 일상 생활이나 희곡 장르에서와 같이, 피상적인 의미
에서 두 사람 사이의 말의 교환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인간의 언어
일반과 소설적 담론의 본질적 특성이며, 나아가서 미학적, 윤리학적,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바흐친의 열린 대화 개념은 궁극적
으로 닫힌 종결을 지향하는 변증법(dialectic)과도 구분된다. 바흐친
의 대화는 '독백'(monologue)과 대립되는 좁은 의미에서의 대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인간 언어의 일반적 특성으로서의 '내적 대화
'(internal dialogism) 개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대화의 개념은 바흐친의 이론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일
상 언어에서 대화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를 가
리키지만, 그러한 일반적 의미는 그것이 바흐친의 사상 속에서 갖는
특별한 의의를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바흐친에게 대화가 중요
한 것은 그것이 언어는 물론 삶의 모든 양식들을 지배하는 거대한
원리의 전형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
면 대화가 나타내는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흐친에 있어서 대화는 일차적으로 주체들 사이의 사회적 상
호작용을 의미한다. 대화 속에서 '나'와 '남'은 각자의 고립된 개별성
의 영역에서 벗어나 상호 소통과 조정의 역동적 관계를 형성한다.
대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은 주체들의 공유하는 세계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행위이며, 바흐친이 강조하는 언어의 살아 있는 실재이다.
그러나 바흐친에 따르면, 대화적 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한정되
지 않는다. 그것의 보다 중요한 의의는 '차이 있는 것들의 동시적
현존(simultaneity)'에 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며 대화 중에 교환되는 발화들은 서로 다른 발화들이다. 동
일한 사람, 동일한 발화라는 조건하에서는 대화의 상황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화는 차이들을 매개로 성립하며, 또한 그것들을
결합시킨다. 따라서 대화적 관계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상호 배
타적 관계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모두'라는 상호 포용적 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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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동시적 현존'을 원리로 하는 대화적 관계의 이념은 바흐친이
제공한 갖가지 중요한 이론적 통찰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자,
그의 대화론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시사성과 설득력의 원천을 이
룬다. 그가 고안하거나 다듬은 주요 용어들, 이를테면 그의 도스토
옙스키 연구에 나오는 '다성성(polyphony)', 소설적 담론의 역사와
유형에 관한 논의에서 부각되는 '이어성(heteroglossia)' 등은 동시
적 현존의 범주를 연구 대상과의 관련 속에서 특수화시킨 것에 해
당한다. 다성성은 서로 다른 다수의 관점, 의식, 목소리가 공존하는
상태를, 이어성은 시대, 계층,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언어
가 드러내는 모순과 갈등의 상태를 가리키지만, 그것들은 모두 차이
있는 것들의 동시적 현존이라는 범주에 포괄되는 현상이다.21
베리오가 살아있을 때 바흐친의 대화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베리오가 자신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할 때 대화를 언급한 것은 단순히 일차적인 의미의 대화를 생
각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바흐친의 대화론이 베리오의 피아노소
나타를 더욱 더 깊게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
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베리오 자신이 언급한 대로 모든 소나타에
항상 존재하는 대화는 구조적인 정체성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속
적인 측면과 비연속적인 측면, 단순한 형태와 복잡한 형태, 존재와
부재 같이 서로 다른 성격으로 표현되는 것들간에 시작되고 발전된
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생각한 대화는 그의 피아노 소나타에
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다.

4.2. 대화(Dialogue)
베리오는 그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제1주제와 제2주제의 관
계를 단지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대립되는 요소로
만 보지는 않았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1주제와 제2주제는
20

Michael Holoquist, 『Dialogism: Bakhtin and his world』, Routledge, 1990,
41쪽
21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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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확실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고,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갖
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섹션 A의 b♭음이 제1
주제이고, 섹션 B의 32분음표 연타가 제2주제라고 보고 구분할 수
도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두 개의 주제들이 각각 서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한 해결의 개념이 이 작품 안에 존재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기능 화성을 바탕으로 하는 화성적인 진행은 존재하
지 않는다. 다만 여러 개의 요소들이 음향 덩어리를 만들어 가고 있
는데, 그 화성적인 결과는 어딘가로 진행하여 극적인 전개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음향 덩어리가 자기 위치에서 조금씩
변하면서 유사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베리오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제1주제와 제2주제는 서로 같
은 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흐친의 '차이 있는
것들의 동시적 현존(simultaneity)'이라는 개념과 일치한다. 대화에
참여하는 개체들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서로 다른 개체라고 하는
차이점이 그것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제1
주제와 제2주제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포용적
관계로 설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주의, 낭만주의 시대의 소나타
에서 정반합의 구조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와 같은 각각의 큰 단
락들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이것이 거의 프레이즈 단위로 형성된다. 더욱 더 섬세하게 많은 과
정을 거쳐가면서 정반합의 원리에서처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다. 제1주제, 제2주제 혹은 중심악절, 대립악절이라는 개념은 베
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대화에 있어서 주체(subject)와 객체
(object)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음향 덩
어리가 형성될 때 작곡가의 의도와 원칙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부
분을 주체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서 주체에게 말을 걸고 영향을 끼
치는 다양한 음악적인 표현들이 객체가 되어 함께 하나의 음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피아노 소나타를 위한 프로그램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대화의 시간적인 전개, 즉 이 대화의 문장론은,
그 대화 자체의 표현의 성격의 본성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는 변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주체의 성격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주체와
객체가 만들어내는 음향 덩어리 또한 섬세하게 다양한 변화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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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그 전체적인 울림은 다른 화음으로 전개되는 방식이 아닌,
자기 위치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4.2.1. 주체(Subject)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대표적인 주체는 바로 b♭음이
다. 섹션 A에서 b♭음은 자기 위치를 고수하며 4분음표 간격으로 지
속적으로 반복된다. 이 음은 간혹 점4분음표나 셋잇단음표 안의 4
분음표 등으로 아주 근소한 범위 내에서 그 리듬이 변하는데, 그 울
림은 조금씩 변하지만 거의 일정한 맥박소리를 현실감 있게 표현한
것 같이 들린다. 그리고 이 맥박은 이 작품이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
체로서 그 소리를 울리게 해준다. 이 음은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음향
덩어리의 심장 소리와도 같은 것이다.
이 b♭음은 처음에는 공간 속에 홀로 존재하는 소리로서 이
어지는 다른 악구들과 대립적으로 표현 된다. 하지만 점차 이 두 개
의 서로 다른 음악적인 재료들은 하나의 형태로 융해되기 시작하는
데, b♭음이 장식선율과 함께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등
장하는 점묘적인 화음들 안에 포함되기도 한다. 섹션 A의 마지막
부분인 76, 77마디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b♭음과 다른 음악 악구들
과의 결합이 모습이 잘 나타있다.

<악보74> 섹션 A의 마지막 부분,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것이 b♭음

이렇게 자기 자리를 고집스럽게 고민하던 b♭음은 그 주변의
장식음과 화음들에 의해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어, 섹션 B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고정되려는 주체로서의 성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한 음을 거칠게 반복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섹션 B에
서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동시에 등장하지 않고, 각각의 악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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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번갈아 가며 등장하지만, 점차 그 관계의 설정이 모호해 지면
서 조금씩 섞이다가 128마디의 반진행 선율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128마디부터 섹션 C가 시작되는 137마디까지는 일종의 연결구나
작은 종결악구로서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반진행 선율이 결
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75> 섹션 B의 시작, 새롭게 형성된 주체와 이어 등장하는 객체

섹션 C에서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섹션 B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던 반진행 선율이 된다. 여기서 이 반진행 선율은 객
체로서 이어지는 다양한 표현들의 앞에 등장하며 등장할 때마다 객
체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섹션 C에
서 변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성격으로 등장한 주체들을
아래에 악보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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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6> 섹션 C에 등장하는 주체의 다양한 모습

137마디에서 등장했던 반진행 선율은 이어지는 10마디 동
안 이어지는 강력한 클러스터들의 시퀀스가 끝나고 나서, 주체의 원
형이라 할 수 있는 b♭음의 반복으로 모여든다. 이어지는 148마디에
서 양손의 셋잇단음표 움직임은 섹션 C의 주체가 되는 반진행 선율
의 또 다른 형태로 이해된다. 이어지는 다양한 악구들은 이 셋잇단
음표 형태의 움직임들과 함께 그 형태가 섞이면서 발전되고, 162마
디에 이르러 다시 b♭음을 중심으로 하는 화음의 반복으로 주체의
원형이 변형된 형태로 마무리된다. 그런 후에는 왼손 선율이 등장하
는 악절이 이어지고, 다시 184마디에서 b♭음을 포함한 화음들이 주
체로서 등장한다. 192마디부터 194마디까지 등장하는 연타를 포함
한 악절도 고집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주체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섹션 D는 다양한 길이의 화음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등장
하고 있다. 이 화음들 또한 한 자리에서 몇 개의 음의 변화가 포함
된 반복을 통해 고정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들로 나뉘어 진다. 또한 화음들 중 일부에는 지속적으로 b♭음이 포
함되어 주체의 기능이 숨어들어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보여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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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216마디부터 시작된 재즈적인 리듬이 강조된 악절에서
는 지속적으로 이 b♭음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77> 섹션 D에 재즈적인 리듬이 강조된 악절, 반복되는 b♭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섹션 E의 처음 8마디에는 오른손과 왼손에서 번갈아 가며
일정하게 화음들이 등장되는데, 이 화음들 또한 b♭음이 포함되어
의도적으로 중간영역을 중심으로 화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이 섹션에서의 주체의 기능을 하는 악절이고, 또 그
내부구성에 있어서도 b♭음과 다른 음들의 관계, 즉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통해서 탄생한 악절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반복되
는 패턴이 속에서 ♩=72, 81, 104 로 조금씩 빨라졌다가 다시 ♩
=81로 돌아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b♭음이 스스로 어
떤 감성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크게 호흡을 들여 마
셨다가 뱉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다. 뒤이어 연주되는 왼손
선율은 이 b♭음에서 시작되고 독특한 2성부 악곡의 형태로 발전되
기 시작한다.

<악보78> 섹션 E의 처음 8마디

섹션 F에서는 앞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표현들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형태는 하나의 음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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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음표 단위로 거칠게 반복되는 악절이다. 섹션 F의 가장 마지막
에 등장하는 b♭음을 제외하고는 여기에서는 주체의 원형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악절, 다시 말하면 b♭음 자체나 b♭음을 중심으로 한 화
음 등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체와 객체의 혼합과
발전을 통해 얻어진 제2, 제3의 단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형태
들이 모두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의 음이 32분음표
단위로 거칠게 반복되는 악절이다. 또한 섹션 C의 주체였던 다양한
형태의 반진행 선율도 섹션 F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298마디
부터 301마디까지 등장하는 화음은 비록 b♭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집스럽게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체
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 화음은 섹션 D와 E에서 주체와 객체의 작
용을 통해 또 다른 하나의 화음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
에서 그 다음 단계의 주체의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사실 이 화음은
앞서 설명한 33개의 화음 시리즈 중에서 26, 27, 30번 화음과 동일
한 화음이다.

<악보79> 섹션 F에 등장하는 새로운 화음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의 마지막 네 마디에는 주체의 원형
에서부터, 다음 단계의 주체의 모습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 334마
디에는 f음의 연타가 b♭음으로 이어진다. 이는 마치 섹션 A에서는
b♭음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다가 섹션 B가 시작될 때 f음의 연타가
등장했던 것을 역행한 것으로 보인다. 335마디에는 반진행 선율의
왼손 부분이 b♭음의 연타와 함께 등장해 악절을 마무리 한다. 336
마디에는 b♭이 포함된 장식선율 짧게 연주되고 넓은 도약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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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묘적인 표현의 주변음 a, b가 연주된 후 주체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b♭음이 연주된다. 335마디부터 연주된 모든 음들은 오른쪽 페
달을 통해 그 울림이 섞여 있었는데, 마지막에 연주된 b♭음이 포함
된 화음과 함께 모든 울림이 사라진다.

<악보80> 마지막 네 마디에 등장하는 주체의 다양한 모습들

4.2.2. 객체(Object)
소나타 형식의 제1주제와 제2주제, 즉 중심주제와 대립주제
의 관계는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하나의 음향 덩어리를 구
성하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 적용된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성
격을 유지한 채로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성격이 주체라면, 객체는
주체를 자극하여 변화를 초래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악구나 악절을
의미한다.
객체는 주로 중심음 주변에서 등장해서 빠르게 사라지는 장
식선율과 점묘적으로 등장하는 화음들이 대표적이다. 섹션 A에서는
이러한 객체들이 주변음에 자극을 주어 새로운 악절을 탄생시키는
과정이 비교적 단계적으로 드러나 있다. 객체들 중에는 여러 개의
화음이 5잇단음표나 32분음표 그룹에서 왼손 오른손에서 빠르게 등
장했다 사라지는 것들도 있는데, 이는 작품 안에서 강렬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이런 움직임들 후에는 바로 주체가 응답하는 순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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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12마디의 5잇단음표, 18마디의
32분음표, 21마디의 32분음표와 5잇단음표 그룹이 있다. 이는 섹션
C에서 한 악절 규모로 확장되어 10마디 동안 지속되며 많은 다양
한 클러스터들과 함께 연주된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도 주체가 되
는 b♭음이 뒤이어 등장하며 응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악보81> 12, 18, 21마디에 등장하는 객체들, b♭음으로 응답된다.

<악보82> 섹션 C에 등장하는 객체와 b♭음의 응답

섹션 B와 C에서는 이전 단락에서 주체와 객체의 결합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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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주체가 악절단위로 나타나고, 이어서 객체
로서의 악절이 등장한다. 이렇게 등장하는 객체 악절은 대체로 규칙
적이거나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고, 복잡한 리듬과 다양한 움
직임의 조합으로 그 불규칙성이 강조되는 음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는 즉흥적인 제스처에 가까운 형태이다.

<악보83> 섹션 B의 시작부분, 악절 단위로 등장하는 주체와 객체의 모습

<악보84> 섹션 C의 두 번째 악절, 악절 단위로 등장하는 주체와 객체의 모습

베리오의 소나타에서 일반적으로 객체는 조금 더 자유롭고
더 많은 제스처들을 갖고 있다. 섹션 D에서는 이제 무엇이 주체이
고 무엇이 객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양쪽의 음악적인 재료들이
혼합되어 있다. 하나의 악절 안에서 주체의 특성과 객체의 특성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변하지 않
으려고 하는 것, 반복되는 음이나 화음들은 주체의 특성이 되고, 장
식적인 움직임들이나 넓게 도약하는 소리들은 객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특성들이 하나의 악절 안에서 다양하
게 등장하고 이 것들이 함께 섞여서 하나의 음향 덩어리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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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악보85> 꺽은 선으로 표시한 것은 주체의 특성을, 음영으로 표시한 악구는 객
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

섹션 D에는 표현적이고 리듬적인 마치 재즈와 같은 표현이
주를 이루는 악절이 일련의 에피소드로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왼손
은 대체적으로 주체의 성격을 띄고 있고, 오른손은 넓은 음정을 도
약하고 장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객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즈 경과구의 마지막 부분에는 섹션 C
의 시작부분에서 볼 수 있었던 에너제틱한 클러스터들의 시퀀스가
다시 한번 객체로 등장한 후 다시 왼손에서 b♭음을 포함한 화음을
반복하며 주체로 응답하여 악절을 정리하고 있다.

<악보86> 꺽은 선으로 표시한 것은 주체의 특성을, 음영으로 표시한 악구는 객
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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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모습은 섹션 E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여
기서는 b♭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서정적인 왼손 선율과 이어서 등장
하는 2성부 악곡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 아름다운 왼손 선율에서는
주체와 객체의 개념을 설명하기가 매우 애매하다. 이어진 2성부 악
곡 또한 두 성부가 함께 동등한 자격과 역할로 음악적인 공간을 채
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사실 주체와 객체의 결합으로
다음 단계의 주체가 탄생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새로운 변종이
탄생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
히 설명하기로 한다.

<악보87> 왼손 선율이 시작되는 b♭음에 동그라미 표시했다.

마지막 섹션 F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주체의 원형과 그
변형들이 다양하게 재현되고 있다. 여기에서 눈에 띄게 등장하는 객
체적인 요소는 섹션 C의 시작부분에 등장했던 오른손 왼손에서 불
규칙한 리듬으로 등장하는 강렬한 클러스터들의 시퀀스가 코랄처럼
같은 리듬으로 연주되는 화성 악구와 함께 섞여 등장하는 부분이다.
코랄과 같이 같은 리듬으로 연주되는 화성악구는 섹션 C의 163마
디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또한 주체와 객체 변종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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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8> 코랄과 같이 같은 리듬으로 연주하는 화성악구는 꺽은 선으로
표시했다.

4.2.3. 주체와 객체의 변종들(Hybrids)
고전주의, 낭만주의 소나타에서의 중심악절, 대립악절이라는
개념은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대화에 있어서 주체(subject)
와 객체(object)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하나의 음향 덩어리가 형성
될 때 작곡가의 의도와 원칙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주체라
고 한다면 그 주변에서 주체에게 말을 걸고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음악적인 표현들을 객체라 한다. 주체와 객체의 결합과 발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악구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악구의 성격이 역시 자
기의 위치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그것은 다음 단계의 주체가 되
고, 또 이어지는 객체들과 함께 새로운 음향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
다. 이러한 과정의 연속과 심화가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체와 객체의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악구들 중에는 주체나 객체의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종류
의 악구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악구들을 주체와 객체의 변종들이라
고 명명하고 이 악구들이 작품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
보겠다.
섹션 A와 B에서는 변종으로 여겨질 만한 악구들이 등장하
지는 않는다. 하지만 섹션 C에 접어들어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가
심화되고 복잡해 지면서 주체로 해석해야 하는지 객체로 해석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악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악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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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코랄과 같은 형태를 지닌 화성악구이다. 오른손과 왼손에서 많
은 음들이 중첩된 형태의 다양한 화음이 같은 리듬으로 연주된다.
이 화성악구의 리듬에는 붓점 리듬이 들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이다.

<악보89> 섹션 C에 등장하는 코랄과 같은 화성악구

섹션 D의 229마디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화성악구가 등장한
다.

<악보90> 섹션 D에 등장하는 화성악구

이와 같은 화성악구들은 마지막 섹션에도 등장하며 이 작품
의 후반부로 가면서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
섹션에의 이 화성악구들은 316마디의 마지막 박에서부터 시작하여
320마디까지로 이전에 한마디 정도의 길이로 짧게 등장했던 것에
비해 하나의 악절을 형성하며 마지막 섹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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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1> 섹션 F에 등장하는 화성악구

이렇게 주체와 객체의 변종으로서의 등장한 화성악구에는
항상 붓점 리듬이 사용되는데, 이 리듬은 섹션 F의 298마디부터
301마디까지 넓은 음역대에서 연주되는 고정 화음에도 사용되었는
데, 이 부분은 자기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성격으로 보아 주체의 변
형 중의 하나였다. 이 때 등장하는 붓점 리듬은 방금 설명한 변종으
로서의 화성악구와 유사하지만, 섹션 D에서 재즈적인 요소로 등장
한 악절에도 이미 등장한 적 있는 리듬이다.

<악보92> 섹션 F에 등장하는 고정 화음의 리듬

섹션 E에서 음색의 깊은 아름다움과 서정적인 표현을 들려
준 왼손 선율 또한 주체와 객체의 변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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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선율 또한 섹션 C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최초의 형
태는 167마디에서 왼손의 5잇단음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어서 169마디에서 16분음표 그룹으로 이 선율이 등장한다. 8분음표
의 움직임이 주를 이루는 섹션 E에서와 달리 섹션 C에서는 16분음
표로 움직이지만 여기서는 ♩=54의 느린 템포로 연주되기 때문에
섹션 E의 선율과 같은 흐름을 전달하고 있다.

<악보93> 왼손 선율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

섹션 E의 254마디부터 이러한 왼손 선율을 중심으로 한 악
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이 왼손 선율은 처음에는 장식음과
함께 넓은 음역을 도약하며 점묘적이고 장식적인 움직임을 하는 대
선율과 함께 연주되다가, 점차 일정한 음역대에서 서로 다른 리듬으
로 음색적인 효과를 내는 2성부 악곡으로 발전된다. 이러한 발전 양
상은 주체와 객체의 결합과 발전을 통한 새로운 음향의 탄생이라는
개념과는 먼 독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왼손 선율이 등장하는 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악절은 주체와 객체의 대립과 발전을 통해 얻
은 새롭고 매력적인 변종인 것이다. 그리고 섹션 E의 후반부에 등
장한 이 악절은 섹션 D의 재즈적인 악절과 함께 그의 피아노 소나
타 안에서 하나의 에피소드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94> 왼손 선율이 중심이 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섹션 E

모든 소나타에는 대화가 존재한다. 고전주의, 낭만주의 시대
의 소나타에서 이 대화의 주체와 객체는 제1주제와 제2주제로 대변
된다. 이전의 소나타에서와는 달리 베리오에게 있어서 제1주제와 제
2주제는 서로 같은 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 대화에 참여하는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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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서로 다른 개체라고 하는 차이점이 그것
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제1주제와 제2주
제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포용적 관계로 설명
된다.
제1주제, 제2주제 혹은 중심악절, 대립악절이라는 개념은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대화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의 개념
으로 설명된다. 작곡가의 의도와 원칙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주체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서 주체에게 말을 걸고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음악적인 표현들이 객체가 되어 함께 하나의 음향을 형성한
다. 주체와 객체의 대화는 이들이 서로 함께 작용하며 발전시켜 만
들어낸 새로운 음향을 통해 실현된다. 이 새로운 음향 덩어리는 다
음 단계의 주체나 객체가 된다. 하지만 베리오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는 이렇게 주체와 객체의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 그 구조의 깊이가
깊어지는 결과를 지향할 뿐 만 아니라 주체와 객체의 개념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변종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변종으로 탄생된
악절은 전체 작품 구조 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작용하며 절대음
악이 자칫하면 잃기 쉬운 음악의 감성적인 측면을 보충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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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분별 분석
5.1. Section A
1마디부터 78마디까지의 약 7분 24초 가량 연주되는 첫 번
째 섹션에서는, 이 작품의 심장박동소리와도 같은 b♭음의 반복을
중심으로 지속화음, 다양한 음역대에서 점묘적으로 등장하는 화음들
과 장식선율들이 만들어 내는 음향들이 주가 된다.

구분

시작

끝

마디

마디

마디

수

주요 재료

♭

주체:

b 음의 반복이 시작되면서 주체와
♭

1

1

17

17

텍스처 상의 특징

 반복되는 b 음

객체를 구성하는 재료들이 서서히
소개되고 있다.

객체:
 점묘적으로 등장
2

18

32

15

하는 화음들
♭

 b 음 주변에서 출
발하여 위나 아래
로 재빠르게 움직
여 사리지 거나

3

33

46

14

그 주변을 맴도는
장식선율

처음으로 템포 ♩=81에서 왼손 오
른손이 교대로 강하게 연주되는 화
음의 시퀀스가 등장한다.
♭

b 음과 다른 음이 함께 연주되기
♭

시작하며 서서히 b 음을 포함한 화
음의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왼손 오른손에서
4

47

60

14

♭

교대로 강하게 연

장식선율과 b 음의 반복이 보다 더

주되는 화음의 시

적극적으로 섞이기 시작한다.

퀀스
4분음표와 셋잇단음표 안의 사분음
5

61

71

표가 함께 2:3의 리듬적인 긴장을

11

형성하는 악절이 등장한다.

♭

♭

b 음과 장식선율, 그리고 b 음을
6

72

78

7

포함한 화음의 형태가 섞이고 32분
음표 리듬 그룹이 강조된다.

<표 18> Section A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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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Section B
79마디부터 136마디까지 약 3분 23초 동안 연주되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거칠게 반복되는 32분음표 연타 악절이 첫 번째
섹션의 소재들과 함께 점차 융해되는 과정이 표현되어있다.

구분

1

시작

끝

마디

마디

마디

수

79

93

15

주요 재료

텍스처 상의 특징

주체:

32분음표 연타 악절과 불규직척인

 32분음표 연타로

구성을 갖고 있는 악절이 번갈아

연주하는 악절

가며 등장한다. 79~83마디, 84~88

 128마디부터 본

마디, 89~93마디의 세 부분으로 구

격적으로 등장하

분된다.

는 반진행 선율과
그 부분들.

주체와 객체간의 대립구성이 전개

객체:
2

94

117

24

 32분음표 연타
악절의 위아래에
넓은 음정으로 도
약하며 장식적,

3

118

127

10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길이로
된다. 94~105마디, 106~109마디,
110~111마디, 112~114마디,
115~117마디의 다섯 부분으로 구
분된다.

점묘적으로 연주

32분음표 연타악절과 함께 왼손에

되는 음이나 음정

서 반진행 선율의 부분적인 형태가

들

등장하기 시작한다.

 불규칙 적인 구성
을 갖고 32분음
표 연타 악절과
대비되는 악절들
반진행 선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
기 시작한다. 세 번의 반진행 선율

4

128

136

로 시작하는 악절이 반복되고 다음

9

섹션으로 연결된다.

<표 19> Section B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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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Section C
137마디부터 196마디까지 약 4분 2초 동안 연주되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오른손 왼손에서 불규칙한 리듬으로 등장하는 에
너지 넘치는 클러스터들의 시퀀스가 등장한다.

구분

1

시작

끝

마디

마디

마디

수

137

147

11

주요 재료

텍스처 상의 특징

주체:

반진행 선율이 등장한 후 왼손과

 반진행 선율

오른손에서 교대로 강하게 연주되

 셋잇단음표 그룹

는 화음, 클러스터의 시퀀스가 등

으로 변용된 반진

장, 불규칙한 리듬으로 연주되는

행 선율

이 시퀀스는 b 음으로 응답되며 마

♭

♭

 b 음의 반복

무리된다.

♭

 b 음을 포함한 고
정 화음의 반복
2

148

160

13

악절

절과 이어지는 다양한 객체들의 형

 왼손과 오른손에

161

166

6

행 선율이 등장하고 불규칙적인 구
성으로 음향덩어리를 형성하는 악

객체:

3

셋잇단음표 그룹으로 변용된 반진

태

서 교대로 강하게

왼손, 오른손에서 교대로 강하게

연주되는 화음,

연주되었던 화음들의 시퀀스가 발

클러스터의 시퀀

전된 형태(객체)와 b 음을 포함한

스

고정화음(주체), 중간에 삽입된 코

 불규칙적인 구성

♭

랄 화성 악구(객체)

으로 음향덩어리
를 형성하는 악절

휴지를 사이에 두고 6개의 악절이

들
4

167

183

왼손 선율의 등장, 점점 길어지는
차례로 등장한다.

17
변종:
 코랄 화성 악구
 왼손 선율 악절

고정화음(주체)과 장식선율(객체),
코랄 화성 악구(변종), 32분음표

5

184

196

연타(주체)가 차례로 등장한다.

13

<표 20> Section C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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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Section D
197마디부터 241마디까지 약 3분 5초 동안 연주되는 네
번째 섹션에서는 양손에서 서로 다른 화음을 리드미컬하게 진행하
여 재즈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구분

1

시작

끝

마디

마디

마디

수

197

215

19

주요 재료

텍스처 상의 특징

주체와 객체가 서로

다양한 길이의 화음들이 서로 다른

뒤섞여 있는 다양한

리듬으로 등장, 반복을 통해 고정

화음들

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과 그
렇지 않은 것들로 나누어짐.

마치 재즈와 같이
표현적이고 리듬적
인 악절
2

216

226

11

표현적이고 리듬적이며 마치 재즈
와 같은 표현, 왼손은 대체적으로
주체의 성격, 오른손은 넓은 음정

변종:
 코랄 화성 악구

을 도약하고 장식적인 움직임을 보
여주며 객체적인 성격을 띄고 있
다.
짧은 코랄 화성 악구를 포함한 다
양한 형태들의 객체들이 등장

3

227

241

15

<표 21> Section D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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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Section E
242마디부터 285마디까지 약 2분 9초 동안 연주되는 다섯
번째 섹션은 선율의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서정적인 섹션으로 화성
적 시퀀스에 이어 왼손 선율을 중심으로 하는 2성부 대위법 악곡이
등장한다.

구분

1

시작

끝

마디

마디

마디

수

242

253

12

주요 재료

텍스처 상의 특징

주체와 객체가 서로

오른손과 왼손에서 번갈아 가며 일

뒤섞여 있는 다양한

정하게 다양한 화음들이 등장, b

화음들

음이 포함되어 의도적으로 중간영

♭

역을 중심으로 화음이 고정됨
주체:
 반진행 선율

적 악곡을 구성하고 이어서 서로

객체:
2

254

278

25

왼손 선율이 시작되며 2성부 대위

 불규칙적인 구성의

다른 리듬으로 음색적인 효과를 냄

음향덩어리

3

279

285

변종:

반진행 선율의 반복과 불규칙한 구

 왼손 선율 악절

성의 음향 덩어리로 마무리 됨

7

<표 22> Section E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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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Section F
286마디부터 마지막 337마디까지 약 3분 21초 동안 연주
되는 여섯 번째 섹션은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의 음형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며 재현된다.

구분

시작

끝

마디

마디

마디

수

주요 재료

주체:

섹션 B에서 처럼 32분음표 연타
♭

1

286

295

10

텍스처 상의 특징

 반복되는 b 음

악절과 불규직척인 구성을 갖고 있

 32분 음표 연타로

는 악절이 번갈아 가며 등장한다

연주하는 악절
 반진행 선율들.
♭

2

296

301

6

 b 음을 포함한 고

섹션C에서처럼 왼손 오른손에서 교

정 화음의 반복

대로 강하게 연주되는 화음과 클러

악절

스터의 시퀀스가 등장, 298마디부
터 고정 화음으로 마무리 된다.

객체:
 점묘적으로 등장
하는 화음들
3

302

315

14

다시 32분음표 연타 악절과 불규
직척인 구성을 갖고 있는 악절이

 장식 선율

번갈아 가며 등장, 311마디부터 반

 왼손 오른손에서

진행 선율로 마무리된다.

교대로 강하게 연
주되는 화음의 시
퀀스
4

316

322

7

 불규칙적인 구성
으로 음향덩어리

다시 왼손 오른손에서 교대로 강하
게 연주되는 화음과 클러스터의 시
퀀스가 등장, 중간에 코랄 화성 악
구가 삽입 되어 있다.

를 형성하는 악절
들

5

323

330

8

32분음표 연타 악절과 불규직척인
구성을 갖고 있는 악절이 다시 한

변종:
 코랄 화성 악구

번 다른 형태로 재현된다.

몇 개의 화음들이 등장하고 주체의
♭

원형인 b 음이 등장하고, 주체를
6

331

337

7

구성했던 다양한 악구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음악을 맺는다.

<표 23> Section F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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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베리오 피아노 소나타는 단악장 소나타로서, 중심 악절과 그
에 대비되는 다양한 음악적 표현의 공존과 대립이 돋보이는 작품이
다. 베리오는 현대 음악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세 가지 화음들
-바그너의 '트리스탄 코드', 스트라빈스키의 'E-E♭ 중첩 화음', 슈
톡하우젠의 '네-음 화음'-을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33개의 새로운
화음 체계를 구성하여 소나타의 유기체적 음향을 형성하였다. 이
33개의 새로운 화음들은 소스테누토 페달을 활용하여 각각 유지되
면서 소나타의 음향적 배경의 역할을 하며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것
이다.
소나타는 33개의 화음들 중의 첫 코드(아래부터 a♭- d♭-e
♭

- f- f#-a- b♭-c- e)로 시작하는데 소스테누토 페달을 이용하

여 소리를 내지 않고 현들만 열어 놓도록 표기되었다. 이러한 상태
에서 포르테시모의 b♭ 한 음이 강렬하게 시작되며 이 b♭음은 베리
오 소나타 전체에서 중심음이 된다. 이 중심음 b♭은 변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려는 특성을 지니며 다양한 음악적 표현들과 공존한
다.
베리오가 모든 소나타는 대화로 시작되고 발전한다고 언급
했듯이 작품 안에서 b♭은 그것과 공존하는 다양한 표현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이 대화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대화의 요소는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체는
변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려는 특성을 가지며, 객체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변화를 주도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 작품의 중심음 b♭
은 대화의 주체로서 그것과 공존하는 다양한 음악적 표현들과 대화
하며 또 다른 형태의 제자리를 지키려는 주체-32분음표 연타 악절,
b♭을 포함한 반복 화음 등-를 형성하게 된다.
소나타의 구성은 이러한 주체와 객체의 대화가 진행되는 방
식을 따르며 주요 재료들과 텍스처 상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6부
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부분은 소나타 형식에서 보이는 제시,
발전, 재현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다. 6부분을 각각 A부터 F로
나누어 보면 제시부 A와 B, 발전부 C와 D, 재현부 E와 F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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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에서 1주제와 2주제가 제시되고 C와 D에서 이전에 제시되었
던 악구들이 변형되고 강렬해지며 E와 F에서는 1주제와 2주제가
복합적으로 등장한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b♭이 주체로 등장하고
그 주변을 맴도는 장식 선율, 점묘적으로 등장하는 화음들, 그리고
화음의 강렬한 시퀀스가 객체로서 b♭과 대화를 시작한다. 첫 번째
섹션에서 등장했던 악구 형태들은 이어지는 각각의 섹션에서 주체,
혹은 객체의 성격적 특성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여 베리오가 설정
한 '대화'의 구조가 형성된다. 첫 섹션의 b♭ 음이 두 번째 섹션에서
32분음표의 연타 반복음을 통해 다른 음으로 대체되며 이러한 연타
악절은 새로운 주체로서 다시 반진행 선율로 변화하여 세 번째 섹
션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과정이 베리오가 의도한 '대화'의 형태인
것이다. 반복되는 b♭음, 32분음표의 연타 악절, 반진행 선율, b♭을
포함한 고정 화음으로 대표되는 주체의 다양한 모습들은 소나타의
마지막 네 마디에서 집약적으로 등장하면서 곡이 마무리된다.
20세기 작곡가들은 새로운 음향의 화음뿐 아니라 리듬에 있
어서도 규칙성으로부터의 일탈을 통해 리듬적 흥미를 더하는데, 베
리오 역시 이러한 경향을 자신의 작품에 반영하였다. 4분음표와 점4
분음표를 전체의 기준박으로 보고 4/4, 5/4, 7/8의 세 가지 박자체
계를 악보 첫머리에 제시하여 마디마디 변하게 하였으며, 일곱 가지
메트로놈 템포 변화(♩=54, 72, 81, 81/96, 98, 104, 118)를 설정
하여 시간적 흐름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거의 마디 단위로 변화
하는 박자 안에서 매번 다른 구성의 화음들과 다양한 페달 활용, 매
우 빠르게 움직이는 패세지들을 극도로 섬세한 다이나믹과 함께 연
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베리오는 연주자의 기술적 능
력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적 매개체를 콘트롤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을 기교(virtuosity)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 소나타는
아주 높은 기교를 요구한다.
1950년대 전음렬주의의 흐름이 새로운 음악을 향한 베리오
의 음악적 열정을 자극하였듯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소나타'라는
장르 역시 베리오에게 음악적 영감을 주었다. 베리오가 제시한 ‘대
화’의 특성은 그의 소나타가 전개하고 발전시키는 기법에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피아노 소나타는 과거의 음악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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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흡수하여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구상하고 깊이 있게 발전시키
고자 한 베리오의 의도가 반영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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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onata per pianoforte solo
(2001) by Luciano Berio
Hea Jung Cho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analysis of ≪Sonata per
pianoforte solo≫ composed by an Italian composer, Luciano
Berio(1925~2003). As the last work for a piano solo in his life,
it was premiered at Zurich Festival in June, 2006. At that time,
the music was received a

global attention in that the

contemporary composer, Berio’s own creativity was shown in
the traditional genre ‘sonata’. In this thesis, it was studied in
detail how Berio has exploited his experimental method on his
own in the sonata.
First of all, the world of Berio's works and its meaning
in contemporary piano literature brought by him are examined
for an analysis. And musical elements used in Berio's sonata
are explored in terms of time and space. Through this research,
the structure and the form of the music are overviewed.
Berio composed his sonata with the idea which im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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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ll sonatas start and develop a 'Dialogue' between
compatible elements. Berio’s sonata makes progressions which
consist of dialogue between musical elements.
According to Berio’s refer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theme and the second theme in the sonata was set as
the dialogue. Following this Berio’s conception, this thesis has
formulated that the dialogue in the sonata consists of a ‘subject’
and an ‘object’. In the music, the ‘subject’ does not change and
tends to keep its place, while the ‘object’ coexists with the
‘subject’ and influences the subject with various musical
expressions. Berio's sonata is not based on the tonality.
However, the bb note which starts the sonata takes the main
role of a dialogue as a first theme.
In the aspect of rhythm, quarter note and dotted quarter
note are the standard beats. Three meters of 4/4, 5/4, 7/8 and
seven different tempos bring diversity to the sonata.
In the aspect of harmony, Berio chose three harmonies, which
are Tristan chord(f-b-d#-g#), the chord consisting of E major
and E♭7 chord (e-g#-b-e-g-b♭-d♭-e♭), four-notes chord
(c#-f#-g-c), from the works of Richard Wagner(1813~1883),
Igor

Stravinsky(1882~1971)and

Karlheinz

Stockhausen

(1928~2007). The new harmonies, based on all the notes from
these three chords, are sustained with the sostenuto pedal to
make organic sounds in the musical dialogue.
In the analysis of the form, the sonata was divided into
six sections by the standards of the distinctness of main
materials and texture. This research has found ho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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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r applied the concept of the 'Dialogue' to the so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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