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음악학 박사학  논문

슈니트 (Alfred Schnittke)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 연구

- 폴리스타일리즘의 변화를 심으로 -

2014년 8월

서울 학교 학원

음악학과 피아노 공

   수   진





국문 록

슈니트 (Alfred Schnittke)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 연구

-폴리스타일리즘의 변화를 심으로-

서울 학교 음악 학원

음악학과 피아노 공

 수 진

슈니트 (Alfred Schnittke, 1934-1998)는 20세기 후반 러시아

를 표하는 작곡가로 ‘폴리스타일리즘’(Polystylism) 양식을 구축

한 작곡가이다. 그는 인 기법과 통 인 기법을 다양하게 혼

합하여 사용하 으며, 여기에 자신의 고유한 어법을 입  독창 인 

음악세계를 창출하 다.

슈니트 의 작품들은 그의 작곡 경향에 따라 12음기법을 사

용한 기, 폴리스타일리즘을 극 으로 사용한 기, 그리고 추상

화되고 내면화되는 성격을 갖는 후기로 나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이  후기에 속하는 작품인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형식  

측면, 음소재  측면, 그리고 음향  측면의 세 가지 으로 나

어 연구하 다. 이를 통해 슈니트 의 폴리스타일리즘이 그의 세 개

의 피아노 소나타에는 어떻게 나타나며 그가 이 작품들을 통해 궁

극 으로 구 하고자 했던 폴리스타일리즘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를 알아 으로써 슈니트 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고 연주하는 것

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은 선법, 카논, 코랄, 12



음기법, 클러스터 등과같이 세부터 까지의 기법을 혼합하여 

사용한 작품으로 주제가  악곡에서 지속 으로 재 되는 것이 특

징 이다. 《피아노 소나타 제2번》은 카논, 코랄, 사라방드 리듬, 

12음음렬, 클러스터처럼 통부터 까지 다양한 시 를 아우르는 

다양한 어법을 혼합하여 사용하 으며 즉흥연주의 삽입으로 인해 

통 인 소나타 양식을 괴한 것이 특징 이다. 《피아노 소나타 

제3번》은 이 의 피아노 소나타에 비해 단순화된 짜임새를 갖는 

작품으로 소나타 제1, 2번에서 사용했던 음소재들을 자기인용 하

으며, 매우 추상 인 느낌을 다.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가 갖는 공통 인 특성으로는 여러 

종류의 양식과 음악  재료들이 혼합되어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슈

니트 는 다양한 음악  재료들을 사용할 때 서로 립되는 성격을 

병치함으로써 음악에 극 인 효과를 부여하 다. 이 세 작품에서 주

목해야 할 은 다음과 같다. 먼  다양한 음악  재료들을 사용할 

때 각각의 재료들이 갖는 최소한의 본질 인 원칙은 유지하면서 자

기화 했다는 , 다음으로 본인이 새롭게 고안해 낸 재료들을 자기

인용하여 작품을 완성하 다는 이다. 한 소나타 제1번에서 3번

으로 갈수록 추상 인 성격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그가 일생동안 추

구해 왔던 인 삶에 한 갈망을 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처럼 슈니트 는 그의 삶과 철학을 음악에 반 하고자 하 으며 이

를 가장 잘 반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폴리스타일리즘 양식을 사용

하 다. 슈니트 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그가 음악에 반 하고

자 했던 인간의 삶을 폴리스타일리즘의 변화를 통해 표 함으로써 

그의 음악  세계를 완성한 작품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피아니스트로

써 본 작품에 한 연주를 돕고 더 나아가 슈니트 의 폴리스타일

리즘의 이해를 한층 더 높이는데 가치를 가진다.

주요어: 슈니트 , 폴리스타일리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 자기인

용, 립

학번: 2010-3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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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슈니트 (Alfred Schnittke, 1934-1998)는 소련을 심으로 활

동하며 ‘폴리스타일리즘’(Polystylism) 양식을 확립한 선구  작곡

가이다. 그는 왕성하게 작곡 활동을 시작하던 1970년 에 당시 주류

던 음렬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폴리스타일리즘으로 선회하

다. 모든 음악  요소를 합리 으로 통제하려는 음렬주의 음악은 엄

격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니트 가 작품을 통해 표 하

고자 했던 삶의 역동성을 나타내기에는 합한 매개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후 슈니트 는 한 작품 안에 서로 다른 장르나 다른 시

의 어법이 혼재되어있는 폴리스타일리즘 양식에 근거한 다수의 작

품들을 작곡하 다. 그는 “폴리스타일리즘은 좀 더 포 인 음악

 우주이며 양식  민주화라 할 수 있다”1)고 말할 정도로 폴리스

타일리즘의 미학  정당성을 강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슈니트 가 폴리스타일리즘을 통해 표 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원 인 것들이었다. 그는 평소에 삶과 

죽음, 선과 악, 사랑과 증오 등과 같이 인간 본연의 삶에서 나타나

는 립 인 요소들에 천착하 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폴리스타일리

즘에 반 하고자 하 다. 

폴리스타일리즘 양식을 독창 으로 구사하며 종횡무진하던 

슈니트 는 말년에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내놓게 된다. 이 세 개

의 피아노 소나타는 그가 생애를 마감하는 시기인 1987년, 1990년, 

1992년도에 각각 작곡되었으며 그가 기존에 구사하던 폴리스타일리

1) Alfred Schnittke, “Polystylistic Tendencies in Modern Music” in Music in the 
USSR (April/June, 1988), pp. 22-24.

   “For all the difficulties and dangers inherent in polystylistics, its indisputable 

merits are already obvious. There are the further expansion of the musical 

means of expression, the greater ease of integrating the ‘exalted’ and the 

‘base’ styles, the ‘banal’ and the ‘recherche’- in a word, a more 

comprehensive musical universe and an overall stylistic democratization.”



즘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다. 그 다면 슈니트 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에는 폴리스타일리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궁극 으로 그가 

이 작품들을 통해 구 한 폴리스타일리즘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다른 작곡가들과 차별 으로 구사한 폴리스타일리즘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 에 답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피아

노 소나타에 나타나는 폴리스타일리즘 양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리고 슈니트 의 음악  사상에 한 포  고찰을 통해 그의 음

악이 지닌 반 인 성격과 특성을 알아본 후, 이것이 세 개의 피아

노 소나타에 미친 향을 살펴 볼 것이다. 이 후 세 개의 피아노 소

나타에 한 면 한 작품 분석을 통해 슈니트 가 자신의 폴리스타

일리즘 기법을 어떻게 소나타라는 형식 안에서 독창 으로 발 시

켜 나가는지를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연구한 슈니트 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나타난 폴리스타일리즘의 독창성과 변화를 

알아보고 그가 표 하고자 했던 그만의 독자 인 폴리스타일리즘을 

정의하고자 한다. 

슈니트 는 1970년  이후 서방 세계에 꾸 히 알려지기 시

작하 다.2) 한 그는 러시아가 자국의 술을  세계에 소개했던 

2014년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차이코 스키나 쇼스타코비치와 같

이 으로 잘 알려진 작곡가들과 함께 소개된 러시아의 표

인 작곡가이다. 이 게 높은 술  평가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슈

니트 에 한 학술 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의 세 개의 피

아노 소나타는 근 의 많은 작곡가들이 소원하 던 소나타라는 장

르를 통해 보다 독창 인 폴리스타일리즘을 구 했다는 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일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슈니트 의 폴리스타일리즘이 갖는 미학  특성과 

2) Alexander Ivashkin, Alfred Schnittke: 20th century Composers (London: Phaidon 
Press Inc., 1996), p. 31.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 안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슈니트 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의 심층 인 연구

를 통해 피아노 퍼토리 확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 한

다.



Ⅱ. 슈니트 의 음악  사상

 1. 음악  경향

소련 태생의 작곡가 알 드 슈니트 는 1934년 독일계의 어머니

와 랑크푸르트에서 출생한 유태인 통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

났다. 그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식 이름을 가졌고 독일어로 

부모와 소통하 으며, 볼가 지역의 엥겔스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거

주 하는 등 유년시  여러 곳으로 이주하며 살았다.1) 슈니트 는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아버지를 따라 빈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차

이코 스키, 모차르트, 바그 , 루크 를 비롯한 많은 작곡가들의 

음악을 공연을 통해 할 수 있었다. 그는 라흐마니노 나 차이코

스키와 같은 러시아 작곡가들 보다는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와 같은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들의 음악  기법이나 형식에 더욱 심을 

가졌다.2) 당시 빈에서 피아노와 이론을 체계 으로 배우지는 못했지

만, 이러한 그의 경험은 이후 그의 작품 경향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1953년 모스크바 음악원(Moscow Conservatory)에 입학

한 슈니트 는 흐루시 (Nikita Sergeyevich Khrushchev) 집권 이

후 1956년부터 1964년에 걸친 냉 시 의 해빙기 동안 스트라빈스

키와 쇤베르크, 베르크, 베베른, 리게티, 노노, 슈톡하우젠의 음악과 

음렬주의를 공부할 수 있었다. 이 듯 당시 서방의 모더니즘 음악을 

흡수한 그의 졸업 작품 오라토리오 《나가사키》(Nagasaki, 1958)는 

소련 작곡가연맹(the Union of Composers)으로부터 사회주의 리얼리

즘3)에 반하는 모더니즘 작품이라는 비 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1) Alexander Ivashkin, Alfred Schnittke: 20th Century Composers, (London: Phaidon 
Press Inc.), 1996. p. 10.

2) Ibid., pp. 31-32.

3) 1920년 의 소련은 러시아 왕정의 붕괴를 낳은 명의 성공에 의해 자유로운 분

기가 지배하 고, 모든 술 분야에 있어서 유럽  아방가르드의 성기 다. 



1961년 작품 《우주에 한 시》(Poem about Space)는 쇼스타코비

치로부터 "구식의 모더니즘"이라는 비 을 받았으며, 그의 첫 번째 

교향곡은 1974년 연 이후 당시 작곡가연맹 의장이었던 흐 니코

(T. Khrennikov)의 규탄으로 사실상 공연이 지되었다.4) 

그러나 1985년 고르바 가 서기장의 지 에 오르면서 소

련 체제의 본격 인 개 과 개방이 시작되었고, 바로 같은 해에 슈

니트 는 서방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그에게 

소련의 해체로 이어지는 마지막 10년간의 작품 활동은 자유로운 창

작과 진 인 변화의 길이 열린 기회의 시기 다. 그의 피아노 소

나타 제1번이 1987년, 제2번이 1990년, 제3번이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에 작곡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시  배경이 작품의 

음악 인 요소로 반 되었으며, 일찍이 슈니트 가 흡수했던 자유로

운 음악  경향이 차 으로 음악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추론할 수 

를 들어 화 분야에서의 아이젠슈타인(S. M. Eisenstein), 문학에서는 마야코

스키(V. V. Majakowski), 고리키(M. Gorikij) 등이 표 이다. 그러나 명 후 

집 으로 논의된 것은 “어떻게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될 수 있는

가”라는 문제 고, 이 때 술과 문화는 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 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술은 사회의 실을 반 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리

얼리즘’이 두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화⋅문학⋅미술⋅음악 

등 다양한 술분야에 용되면서, 민 의 이해 가능성, 사회주의 사상에의 참

여, 통에 뿌리를 두는 것 등을 요구하 고, 이와 함께 술은 다양한 방식으

로 노동 계 에 기반을 둔 실을 모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두되었다. 이러한 

분 기 속에서 모든 음악기 은 국가가 장하게 되었다. 교육을 한 민 회

의 음악분과는 음악문화를 담당하 고, 검열을 시작하 다. 통 인 (러시아 정

교도의) 종교  작품이  당하게 되었고, “부르주아 ”이라고 단되는 소

재에 한 검열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작곡가들은 새로운 술에 

한 토론에 능동 으로 참여했고, 몇몇의 작곡가들은 이러한 정책에 거부감을 

보이며 서방으로의 망명을 시도했다.( 략) 1924년부터  더 강화되는 스탈린

의 독재정치 하에서 1932년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직업 연맹이 결성되었

다.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술  강령으로 강력한 정치  향력을 발휘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련의 술 노선에 의해 이 시기부터 소련의 음악발

은 근본 으로 서방과 구별된다. 아방가르드  음악은 거의 작곡될 수 없게 되

었으며, 종교  음악에 한 오감을 보 고, 리트⋅칸타타⋅행진곡⋅표제 교

향곡과 같은 장르가 선호되었다. 한 서방의 신음악은  연주되지 않고, 

“타락한” 술로 규정되었으며, 순수 술음악에 한 규제가 더욱 엄해졌다. 

   오희숙, 『20세기 음악 1. 역사· 미학』 (서울: 심설당, 2004), pp.145-146.

4) Grove Music Online, 검색어:Cryptography, 최종검색일: 2014.4.6.



있다.

필자는 에서 언 한 시  배경과 양식  변천과정에 따

라 슈니트 의 음악  경향을 총 세 시기로 나 었다.5) 기는 그가 

12음기법과 함께 폴리스타일리즘 양식을 습득한 시기이다. 이 시기 

소련에서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문학과 음악 등 술 방면에서 

규제와 압박이 심하 지만 화에 있어서는 다소 덜 하 음으로 

화산업은 흥행하게 되었다.6) 1962년 슈니트 는 화음악을 한 작

곡을 처음으로 시도하 는데 그의 음악에 한 재능을 먼  발견한 

것 한 화감독들이었다. 슈니트 는 그의 생애동안 총 66개의 

화음악을 작곡하 다.7) 아이젠스타인은 ‘수직  몽타쥬’라 하는 

새로운 방식의 화 제작 테크닉을 발견하 는데 이 테크닉은 흑색

과 백색 외에도 여러 색깔과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 혹

은 서로 다른 시간 에 일어나는 사건 등을 동시에 교차 편집하는 

등의 꼴라쥬 방식과 같았으며 이는 슈니트 의 음악에도 큰 향을 

미쳤다. 슈니트 의 폴리스타일리즘은 1968년 크리자노 스키

5) 슈니트 의 가까운 친구이자 유명한 첼리스트 던 이바쉬킨은 슈니트 가 거쳐

온 삶의 궤 과 음악  경향에 해 소상히 알 수 있는 기 Alfred Schnittke를 

집필했다. 그의 기는 슈니트 의 음악  삶을 다룬 서  가장 체계 이고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바쉬킨은 슈니트 의 음악  삶을 총 8

개로 나 어 설명한다. 이는 그가 엥겔스로부터 비엔나에서까지 지냈던 어린 시

과 소련에서 지낸 시 , 작곡기법을 숙련하던 시 , 후르시 가 집권하던 

해빙기 시 , 새로운 시 을 모색하던 시 , 작품의 의미에 해 깊이 숙고하던 

시 , 종교 인 특성을 갖고 작곡하던 시 , 질병과 암투를 벌이던 시 이다. 

   Alexander Ivashkin, Alfred Schnittke: 20th century Composers (London: Phaidon 
Press Inc.), 1996.     

6) 술음악에 있어서는 소련작곡가연맹으로부터 항상 엄격한 감시를 받았지만 

화음악에 있어서는 그 지 않았다. 1920년   닌이 ‘ 화 술이 소련인의 

가장 요한 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 정도로, 화를 만드는 것은 러시아에

서 주력을 다하는 사항이었다. 이는 아이젠스타인(Sergey Eisenstein)이 수직 인 

몽타쥬라는 명 인 화 테크닉을 소개하면서 더욱 발 하 다. 그의 화 

《Alexander Nevsky》와 《Ivan the Terrible》은 수직  몽타쥬라는 기법을 사

용하여 만든 작품으로, 로코피에 가 그 음악을 작곡하 다. 

   Alexander Ivashkin, Alfred Schnittke: 20th century Composers, (London: Phaidon 
Press Inc.), 1996. p.106.

7) 미국에서는 ‘작곡가’와 ‘헐리우드 작곡가’가 명백한 차이가 있었지만 러시

아에서는  로코피에 와 쇼스타코비치와 같은 작곡가들이 화를 해 진지

한 음악을 작곡하는 것이 매우 일상 인 일이었다. Ibid.



(Andrei Khrzhanovsky) 감독8)의 꼴라쥬 화 《 라스 하모니카》9)

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베리오의 《신포니아》(1969)나 슈니트  

자신의 《교향곡 제1번》(1972)보다도 먼  작곡한 것이다.10) 《 라

스 하모니카》는 B-A-C-H 모티 와 함께 다른 양식과 장르에서 온 

색다른 재료들을 병치하여 만들었다. 

소련의 정치  상황의 변화는 슈니트 에게 서방의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11) 슈니트  

한 이러한 새로운 언어와 음향 기법 등을 탐구하여 12음 기법에도 

심을 갖기 시작하 다.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1963), 

《 악 4 주 제1번》(1966), 《 편성 악을 한 피아니시모》

(1968)12) 등에는 자유로운 12음기법과 조성 인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12음 기법은 정형화된 기법에만 치우치지 않았

다. 그에게 음렬음악은 복잡한 사회의 일상에서 비롯한 개인의 

실 인 경험을 나타내기에는 무 메마른 음악이었기 때문이다.13) 

당시 주류를 형성했던 음악은 다름슈타트를 심으로 한 음렬음악

으로 당시 다름슈타트에서 음렬음악을 발표하는 것은 작곡가로서 

8) 안드 이 크리자노 스키 감독은 소련출신의 화감독으로 여러 작품에서 구소

련 사회의 모습을 비 으로 다루었다. 그가 만든 화로 《이상한 나라의 코

자빈》(1966)을 비롯하여 《 래스 하모니카》(1966), 《벽장》(1970), 《나비》

(1972) 등이 있다. 그는 슈니트 와도 많이 업하여 다수의 유명한 작품들을 만

들었다.   

9) 이 애니메이션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던 래스 하모니카 연주가가 권력가에게 

희생한다는 사회비 인 내용을 갖고 있다.   

10) Ibid., p. 110.

11) Ibid., pp. 82-85. 

12) 피아니시모(Pianissimo)는 편성 악을 한 곡으로 카 카(Franz Kafka)의 

소설을 배경으로 작곡한 곡이다. 이 곡에서 슈니트 는 웅이 강제수용소에서 

고문당하는 장면을 명확하지 않은 톤 클러스터들이 희미하게 흩어졌다가 강화

되는 다이내믹으로 묘사하 다.

13) 당시에 슈니트 는 음악계의 주류가 되는 것에는 심이 없었고 서구의 포스트

모더니즘 인 것에 심을 가졌다. 그는 1970년 에 음렬테크닉을 버리고 양식

 충주의를 시도했으며, 그가 행했던 양식  충주의가 바로 폴리스타일리

즘이었다. 

   Richard Taruskin, The Oxford History of Western Music V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469.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등용문과도 같았다.14) 그러나 슈니트 는 음렬

음악으로 자신이 궁극 으로 표 하고자 하는 삶의 역동성을 제

로 표 할 수 없다고 단하 다.15) 그럼으로 그는 음렬음악보다는 

오히려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더 심을 가지게 되었고, 1960년

 후반부터는 과감히 주류에서 탈피하여 양식  환을 하기에 이

른다. 

        그가 양식  환을 한 기는 슈니트 의 폴리스타일리즘 

양식이 본격 으로 꽃핀 시기라 할 수 있다. 슈니트 는 1968년과 

1985년 사이 《교향곡 제1번》(Symphony No. 1, 1968), 《콘체르토 

그로소 제1번》(Concerto Grosso No. 1, 1977), 《 우스트 칸타타》

(1983), 《 가니니》(A Paganini, 1982), 《모짜-르트》(Moz-Art, 

1976-90), 《쇼스타코비치를 추모하는 류드》(Prelude in 

Memoriam Dmitri Shostakovich, 1975), 《스트라빈스키, 로코피에

크, 쇼스타코비치를 한 오마주》(Hommage à Stravinsky, Prokofiev 

and Shostakovich, 1979-80), 베르크의 작품과 어법을 인용한 《 악 

3 주》(String Trio, 1985) 등을 작곡하 다. 슈니트 는 그의 논문 

“ 음악의 폴리스타일리즘  경향”(Polystylistic Tendencies in 

Modern Music)에서 폴리스타일이라는 작곡경향에 해 “  음악

에서 단지 꼴라쥬의 증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식  요소

를 더 미묘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말했다.16) 그는 자신이 

14) 당시 슈니트 는 소비에트 연합에서 음악의 주요인물로 간주된 빅 트로이

카  한 명이었으며,  데니소 (Denisov), 소피아 구바이둘리나(Sofia

Gubaidulina)와 함께 후기 소비에트의 행을 따르지 않았던 작곡가 다. 

   Ibid., p. 16.

15) 슈니트 의 음렬음악에 한 회의는 그가 직  했던 다음의 언 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66, 67년까지 나의 주 심사는 서양 음악을 최 한 많이 해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음렬과 우연성음악에 완 히 동화되었다. 나는 그것들이 좋은 음악

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이성 인 방식이라 믿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후에  

좋은 음악은 좋은 의도를 가진다해서 창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Claire Polin, "Interviews with Soviet Composers” in Tempo (New Series) No. 
151 (December, 1984), p. 10.

16) Alexander Ivashkin, Alfred Schnittke: 20th Century Composers, p. 60.



폴리스타일리즘에 해 정의를 내릴 만큼, 다른 작곡가에게 향을 

받지 않고 독자 인 세계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교향

곡 제1번》과 같은 경우 슈니트 는 베토벤, 헨델, 하이든, 말러, 차

이코 스키, 요한 슈트라우스와 같은 선  작곡가의 작품들을 인용

함으로써 꼴라쥬가 극단 으로 나타나는 노골 인 인용이 나타난다. 

《교향곡 제1번》은 베토벤 《교향곡 제5번》의 멜로디와 화성을 

직 으로 인용하 고, 왈츠 리듬과 ,랙타임, 락, 재즈에 이르기까

지 여러 장르의 음악을 인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장르에 한 기

를 무 뜨린 작품이다.17) 

《콘체르토 그로소 제1번》(Concerto Grosso No. 1, 1977)은 

체 인 구성이 신고 주의 양식으로 되어있다. 이 작품은 슈니트

가 처음으로 서구에서 명성을 얻은 작품으로 확실히 구별되는 양

식  층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은 그가 일반 인 포스트모

더니스트의 꼴라쥬와 구별되는 패턴을 확립한 작품이다.18) 그는 여

러 종류의 양식을 혼합하여 진지한 음악을 만들었다. 이 곡의 클라

이막스 부분은 《나비》(Butterfly)라는 만화 화음악에서 가져온 것

으로 본인이 일생의 과제로 여긴 ‘진지한 음악’과 ‘여흥을 한 

음악’ 사이의 거리를 없애고자 한 것에서 의의가 있다.19)

17) 《교향곡 제1번》은 슈니트 에게 폴리스타일리즘의 분수령이 된 작품이다. 그

는 이 작품에서 베토벤, 헨델, 하이든, 말러, 차이코 스키, 요한 스트라우스 그

리고 래그타임, 락, 즉흥 재즈 솔로와 같이 여러 작곡가의 작품이나 다양한 장

르의 음악을 암시하거나 노골 으로 인용하 다.

   Richard Taruskin, The Oxford History of Western Music V, p. 465.
   약 80여분의 연주시간이 소요되는 4악장 구성의 이 작품에서 슈니트 는 베토

벤 《교향곡 제5본》부터  러시아 작곡가의 작품까지 여러 시  작품의 

부분을 인용하 고, 바로크 음악, 춤음악, 세의 세쿠엔차 《분노의 날》, 재즈, 

 기법 등을 복합 으로 사용하 다.

   오희숙, “개념풀이: “음악  인용””, 『음악과 민족』 (서울: 민족음악학회, 

2005) 제29호, p. 359.

18) 이 작품은 확연히 구분되는 양식  층을 가지고 있다. 1) 타이틀이 말해주는 것

처럼 신바로크 인 패시지워크가 있는 부분 2) 무조 인 음향의 흐름 3) 지나치

게 감상 인 팝음악(이 팝음악은 모스크바 라디오 교향악단의 특징 인 차임 소

리와 재떨이를 치는 소리 사이를 넘나드는 듯 한 리페어드 피아노(prepared 

piano) 소리)이다.

   Richard Taruskin, The Oxford History of Western Music V, p. 466.



슈니트 는 단순히 다른 작품을 인용한 것 뿐만 아니라, 특

정 양식을 차용하여 풍자 인 작품을 만들기도 하 다. 《스트라빈

스키와 로코피 , 쇼스타코비치를 한 오마주》(Hommage à 

Stravinsky, Prokofiev and Shostakovich, 1979-80)가 그 표 인 

이다. 이 작품은 세 명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여섯 손을 한 피아노 

작품이며 제목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스트라빈스키, 로코피에

, 쇼스타코비치를 추모하는 작품이다. 제목에 걸맞게 그는 각 작

곡가의 특징을 모방하고 작품을 인용하 다.20) 이 작품은 스트라빈

스키의 《 의 제 》(Le Sacre du Printemps)에 나타나는 비 칭

인 리듬과 클러스터, 로코피에  특유의 풍자와 조롱, 쇼스타코비

치의 신랄하고 냉소 인 것이 특징 이다. 한 다이내믹과 텍스처

에서도 극단 인 조를 보여주어 극 인 특징이 나타난다. 그는 작

곡가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모노그램을 만들었다.21) 이 작품은 겉으

로는 다소 가볍게 들리지만, 모노그램 테크닉을 철 하게 사용하

고 세 작곡가를 고차원 으로 상징하 다. 슈니트 는 이 듯 인용

을 통한 과거와의 소통 뿐 아니라 《스트라빈스키를 기념하는 카

논》(Canon in Memoriam Igor Stravinsky, 1971), 《스트라빈스키, 

로코피에 , 쇼스타코비치를 한 오마주》(Hommage a Stravinsky, 

19) Alexander Ivashkin, A Schnittke Reader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2), p. 16.

20) 그는 이 작품에서 스트라빈스키의 《나이 게일》(The Nightingale)에서 

Chinese march를 , 로코피에 의  《네 개의 바순을 한 유머 스크 스 르

쪼》(Humoresque Scherzo for four bassoons)에서 한 주제를, 쇼스타코비치의 발

 《황  시 》(The Golden Age)에서 폴카를 인용했다. Christopher Segall, 

"Principles of Alfred Schnittke's Monogram Technique" in The Journal of 
Musicology 30/2 (Klingende Buchstabe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pring 
2013), pp. 252-286.

21) 그는 쇼스타코비치(Dmitri Dmitriyevich Shostakovich)와 스트라빈스키(Igor 

Fyodorovich Stravinsky), 로코피에 (Sergei Sergeyevich Prokofiev)의 이름을 

사용하여 모노그램을 만들었다. 쇼스타코비치에서 D-E-S-C-H-A 음을, 스트라빈

스키에서 G-F-E-D-S-C-H-A 음을 로코피에 에서 S-E-G-C-H-F 음을 뽑아 

모노그램으로 사용하 다. 이후 이 음들을 제외한 음들을 Complementary set를 

만들고 각각 낮은 피치에서 높은 피치 순으로 정렬하여 12음렬을 만들어 작품

을 구성했다.  Ibid. pp. 277-278.



Prokofiev and Shostakovich, 1979-80), 《교향곡 제3번》(1981)과 같

이 본인이 존경하던 작곡가나 친한 친구의 모노그램을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하기도 하 다. 이처럼 그는 다양한 폴리스타일리즘을 

구사하는 동시에 작품을 치 하게 계획하여 그의 세계를 본격 으

로 구축해나갔다. 

그의 폴리스타일리즘은 후기로 갈수록 보다 추상화되고 내

면화되며 1985년 이후부터 말년까지는 그의 폴리스타일리즘이 본격

으로 추상화된 길을 걸었던 시기이다. 슈니트 는 1985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다섯 개의 교향곡(1988, 1992, 1993, 1994, 1996-97)

과 《콘체르토 그로소》, 1985, 1988, 1990-91, 1993), 《비올라 주

곡》(1985)22), 《 악4 주 제4번》(1989),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

(1987, 1990, 1992) 등 수많은 작품들을 작곡하 다. 그는 1990년 함

부르크로 이주하 으나 여러 차례의 뇌졸 을 겪으면서 병세의 악

화로 1998년에 생을 마감하 다. 슈니트 는 첫 번째 뇌졸  이후 

지 으로 인지된 지식보다는 인간의 본능에 더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하 다.23) 즉 그는 병세가 악화 되면서 세속 인 삶 보다는 

인 세상에 한 심이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은 그의 후기 작품

들에 반 되어 나타난다. 슈니트 의 말년의 작품들은 노골 으로 

표 되던 폴리스타일리즘 경향의 특성이 차 으로 융해되어 추상

으로 변화한다. 

22) 1985년 작곡한 《비올라 주곡》은 그의 친한 친구 유리 바쉬메트를 해 

작곡한 곡으로 슈니트 에게 주곡이란 독주자와의 친분 외에도 음악 인 성

격상 가장 애착을 갖는 장르 다. 그는 솔리스트가  수 있는 음악  언어는 

독립을 갈구하는 개인의 소망과 연 성이 있으며 그 반 의 오 스트라의 치

에서는 악마와 같은 사회  정황을 보여 다고 믿었는데 이는 그 당시 본인의 

상황과 공산정권의 독재에 한 역설  표 이기도 했던 것이다. Alfred 

Schnittke, “Polystylistic Tendencies in Modern Music” in Music in the USSR 
(April/June, 1988), pp. 22-24. 

23) Alexander Ivashkin, A Schnittke Reader, p. 3.



2. 폴리스타일리즘

슈니트 는 독자 으로 폴리스타일리즘 양식을 개척하 다. 슈니트

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향을 받아 폴리스타일리즘 인 경향

을 갖는 동시 의 표  작곡가로는 록버그(George Rochberg), 체

스키(Frederic Rzewski), 존(John Zorn)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작곡가들은 인용이나 각색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곡을 구성하 다

는 에서 슈니트 와 공통되는 분모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슈니

트 는 자신이 직  폴리스타일리즘을 정의 하 을 뿐만 아니라 여

타 작곡가들과는 달리 독립 인 노선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24)

슈니트 는 폴리스타일리즘이란 ‘시 를 막론하고 여러 가

지 양식을 한 작품 안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25) 슈니트

의 폴리스타일리즘이 다른 작곡가들과 구별되어지는 은 그의 

미학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  슈니트 에게 폴리스타일리즘

은 자연 이고 필연 인 양식이었다. 그는 폴리스타일리즘이 20세기

에 우발 으로 나타난 양식이 아니라, 음악사 체에 걸쳐 지속 으

로 나타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26) 르네상스 시 에는 세 음악의, 

바로크 시 에는 세 음악과 르네상스 음악의 향을 받은 것과 

같이, 그는 어떠한 음악이든  시 의 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

다.27) 패러디, 타지, 변주곡에서 이러한 경향을 쉽게 찾을 수 있듯

24) 록버그는 음렬주의 작곡가로 명성이 높았으나 1961년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1964년 갑작스럽게 음악  경향을 환하면서 악 4 주 3번을 작곡하게 되었

다. 한 체 스키는 칠 의 정치 인 상황을 반 하는 칠 의 명가 Nueva 
Cancion Chilena를 주제로 하는 《The People United Will Never Be Defeated》

를 작곡하 다. 이러한 록버그나 체 스키의 작품들 모두 폴리스타일리즘 경향

을 띄고 있지만 그들이 음악에 반 하고자 했던 것은 어떠한 단편 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박유미. “20세기 후반 피아노 음악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 경향”, 『음악

이론연구』 (2011) 18, pp. 42-86.

25) Alexander Ivashkin, Alfred Schnittke: 20th Century Composers. p. 90.
26) 슈니트 는 자신의 논문 “Polystylistic tendency”에서 폴리스타일리즘의 정당

성에 해 밝혔다.

27) 슈니트 의 이러한 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포스트모더니즘

의 형 인 태도이다. 신 슈니트 는 청 의 일반 인 문화  지식이 폴리스



이28) 폴리스타일리즘의 경향은 음악사에서 항상 감추어져 있었지만 

존재해 왔던 경향인 것이다.29) 그러나 슈니트 는 과거를 혼합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려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

가 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단순한 과거나 미래의 단편 인 혼합이 

아니라 작곡가의 다층 인 자각이 비춰질 수 있는 재와 과거 혹

은 고 인 것과 풍자 인 것에서 불필요한 요소들만을 제거한 후 

나타나는 모든 음악  요소들의 혼합이었던 것이다.30) 

한 슈니트 는 폴리스타일리즘이 진지한 양식(Ernst)과 가

벼운 양식(Unterhaltung)을 통합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통일된 양식의 유토피아를 꿈꾼다. 이 양식에서

‘U'(Unterhaltung, 여흥)와 'E'(Ernst, 진지함)의 조각은 희극  효과

를 해 사용되지 않고 다면 인(다양한 측면을 가진) 음악  실

(musical reality)을 진지하게 나타낸다. 이것이 내가 만화 화 음악에

서 몇몇 음악  조각들을 결합하기로 한 이유이다. 이 만화 화 음

악에서는 즐거운 아이들의 합창,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무조  세

나데, (구소련에서 만들어진) 코 리의 작품,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던 증조할머니가 하 시코드로 연주하던 탱고가 한데 결합되

어 있다. 나는 이 주제들이 함께 매우 잘 어우러진다고 확신해서 이

타일리즘 혹은 양식  다원주의가 용될 수 있는 제조건으로 요구된다고 주

장했다. 

   Ting-Lan Chen, The Development of Alfred Schnittke's Polystylism as seen in 
his three Violin Sonatas (University of Cincinnati, 2003), p. 33. 

28) 세와 르네상스 시 의 오르가눔·모테트·미사 등은 이미 존재하는 그 고리

오 성가를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당시 교회 음악에 기본 으로 사용되

었다. 특히 르네상스 시 의 표  미사 형태인 《패로디 미사》는 기존의 음

악(종교  모테트, 세속  샹송, 마드리갈 등)에서 음악의 재료를 가져와서 작곡

한 것으로, 죠스캥 데 (Josquin Deprez)·랏소(O. Lasso)·팔 스트리나(G. P. 

Palestrina) 등 많은 작곡가들이 사용하 다.( 략) 인용기법이 사용된 17-18세기 

작품으로는 . S.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독일민요 인용), 모차르트의 《주

피터 교향곡》(KV 551, 그 고리오 성가 인용),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지오반니》1장 1막 인용) 등이 있다.

   오희숙, “개념풀이: “음악  인용””, 『음악과 민족』 (2005) 29, p. 355.

29) Alexander Ivashkin, A Shnittke Reader.  p. 17.
30) Ibid., p. 32.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사용하 다.31)

그는 음악이 체라고 믿었고 그 기 때문에 오늘날 존재하는 음악

과 300년 에 존재하는 음악 사이에는 차이가 없으며 이같은 논리

가 “고 ”과 “ ” 음악 사이의 이분법에도 용된다고 생각

했던 것이다.32)

슈니트 는 이 듯 진지하거나 가벼운 양식의 통합 혹은 고

과 의 통합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양식에 계 을 두지 않

고 포 으로 사용하는 폴리스타일리즘이야말로 진정한 양식  민

주화라 믿었다.33)

        다음으로 슈니트 의 폴리스타일리즘은 음렬주의에 한 

회의와도 히 연 된다. 그는 극단 인 구성  근은 사실상 구

성이 아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래한다고 하 으며, 12음 기법

은 체를 통제하는 극단 인 방법 때문에 유기 이고 합리 인 

체에 한 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한계에 직면한다고 말하 다. 즉 

슈니트 는 감성을 추구하는 작곡가 으며 음렬기법을 통해서는 이

러한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가 1960년  후반

에 음렬기법에 회의를 느끼며 폴리스타일리즘을 추구한 것에는 이

러한 미학  사상이 향을 미쳤다.34) 

슈니트 의 폴리스타일리즘에 큰 향을 끼친 작곡가로는 

쇼스타코비치와 말러를 꼽을 수 있다. 이 두 작곡가들의 작품  정

신세계는 그의 폴리스타일리즘을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으로부터 구

분하는데 지 한 향을 미쳤다. 그는 1970년 까지 소련에서 독보

으로 활동한 쇼스타코비치의 후 라고 평을 받을 만큼 쇼스타코

비치로부터 많은 향을 받았으며, 쇼스타코비치의 악 4 주 5번

31) Alexander Ivashkin, Alfred Schnittke: 20th century Composers, p. 140.

32) Ting-Lan Chen, The Development of Alfred Schnittke's Polystylism as seen in 
his three Violin Sonatas, p. 32.

33) Alexander Ivashkin, A Shnittke Reader, p. 90.
34) Ibid., Chapter 28.



을 한 후 그만의 특유의 폴리스타일리즘  경향으로 선  작곡가

에 한 존경을 표하 다.35) 한 그는 쇼스타코비치가 쓰던 어법인 

불안과 아이러니 등의 언어로 쇼스타코비치의 색깔을 반 하여 드

라마  느낌과 분명한 비를 나타냈다.36) 슈니트 는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 선과 악, 나 자신과 세계 등과 같이 조화되지 않고 

립되는 갈등 구조를 드러내기 해 자신만의 폴리스타일리즘 어법

을 사용하 는데, 특히 주곡과 콘체르토 그로소는 독주자와 오

스트라 간의 갈등으로 이러한 그의 아이디어를 잘 반 한다.37) 그러

나 슈니트 만의 폴리스타일리즘 경향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향

을 끼친 사람은 말러이다.38) 말러 음악의 핵심 인 원리는 립으로 

그의 음악에는 장화음과 단화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뚜렷한 갈등 

구조가 나타난다. 슈니트 는 이러한 말러 인 립에서 향을 받

아 두 가지 요소들이 조화되지 않고 립되는 갈등요소를 찾았으며 

슈니트 는 그리움과 상실을 표 하는 말러의 음악  경향에서도 

향을 받았다. 1950, 60년 에 서방세계에서는 음렬주의를 시하

여 추상 이고 객 인 술을 추구하 는데 슈니트 는 반 로 

35) Peter J. Schmelz, "What Was "Shostakovich,” and What Came Next?” in 

The Journal of Musicology 24/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ummer, 2007), 

pp.   297-338.

36) 슈니트 는 인용의 로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를 제시하 는데, 

그는 이 작품에서 신고 주의 인 사칼리아 테마가 tonic-dominant 진행과 감

7화음을 통해 18세기 음악을 성공 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 다. 한 슈니

트 는 각색의 로 Jan Klusak의 《말러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Variation on 

a theme of Mahler)을 제시하며 마치 말러가 작곡하 을 법하지만 사실은 

Klusak이 작곡한 매우 말러스러운 작품이라 말하 다.

   Alexander Ivashkin, A Schnittke Reader, pp. 87-88.
37) Richard Taruskin, The Oxford History of Western Music V, pp. 464-471.

38) 폴리스타일리즘을 탐색한 작곡가는 말러와 아이 스이다. 둘 다 폴리스타일리

즘을 사용했지만 무엇보다 슈니트 에게 큰 향을 미친 작곡가는 말러이다. 슈

니트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나는 폴리스타일리즘에서 아이 스의 작

품들에 한 존경심을 느끼지만 가장 요한 인물은 의심할 바 없이 말러이

다.” 슈니트 는 본인이 말러의 음악에서 향을 받은 것에 해 이와 같이 말

했다. 

   John Webb, “Schnittke in Context” in Tempo (New Series), No. 182, Russian 
Issue (Sep., 1992), pp. 19-22. (interviewed by Robert Steintz at 1990 

Huddersfield Festival of Contemporary Music)



추상 이지만 감성 인 술을 지향하 다.39) 즉 슈니트 는 논리

인 구조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표 하는 것에 더 집 했기 

때문에, 서구 고 음악의 어법을 빌려 작품 안에서 특정한 표 성을 

갖도록 변형시키는 작업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만의 

폴리스타일리즘 양식을 구축하 던 것이다. 

이처럼 슈니트 가 폴리스타일리즘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음악  목표는 다음과 같다. 슈니트 는 첫째, 폴리스타일리즘을 통

해 감정 인 표 을 최 한 확장하고자 하 다. 그는 각기 다른 속

성을 갖는 음악이 서로 충돌할 때 가장 큰 표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폴리스타일리즘은 여러 시 의 다양한 양식과 

장르의 음악을 한 작품 안에서 모두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슈

니트 에게 폴리스타일리즘은 필연 인 경향이었던 것이다.  둘째, 

슈니트 는 음악을 역사의 모든 시 를 포 할 수 있는 삶의 기록

으로 만들고자 하 다. 그는 폴리스타일리즘을 통해 이성 인 것과 

비이성 인 것, 인간 인 것과 악마 인 것, 삶과 죽음 등과 같이 

반 되는 요소들의 충돌을 표 하거나 어떠한 존재 내에서의 정신

인 투쟁과 같이 인 삶에 한 심을 그의 음악에 묘사하고

자 하 다. 이처럼 폴리스타일리즘은 슈니트 의 음악  사상을 가

장 잘 반 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그 기 때문에 그의 많은 작품

들에서는 폴리스타일리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39) Ibid.,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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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작품 연구

이 장에서는 슈니트 의 폴리스타일리즘  경향이 그의 세 개의 피

아노 소나타에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해 필자는 그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두드러지는 특

징을  형식과 개기법, 음소재  화성, 음향  요소의 세 가지 측

면으로 나 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피아노 소나타 제1번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은 1987년 작곡된 작품이다. 슈니트

는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완성한 후 자신의 작곡노트에 각각

의 소나타에 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를 통해 그의 피아노 소나타

에 담긴 사상과 음악  성격을 악할 수 있다. 그는 소나타 제1번

에 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 다.  

34년 에 나는 피아노 소나타를 쓰려고 시도했고, 그리고 나서 

1987년에야 겨우 두 번째 <시도를 했다.> 아방가르드 음악에서 많은 

수의 피아노 작품이 있기는 하지만, 내게는 이러한 장르를 작곡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 다. 비로소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블라디미르 펠

츠만(Vladimir Feltsman)1)이 그의 거주지를 모스크바에서 뉴욕으로 

1) 블라디미르 펠츠만(Vladimir Feltsman, 1952- ):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미

국인 피아니스트인 펠츠만은 6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여 11세에 모스크바 

필하모닉과의 연으로 데뷔하 다. 모스크바 음악원과 닌그라드 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지휘법을 배웠으며, 1971년 리 마르게리트 롱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서 상을 받았다. 그는 서유럽 음악에 한 많은 심과 더불어 소련 정부의 

술통제정책에 반감으로 1979년 해외 망명을 신청하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

고, 오히려 정부로부터 국내외 연주활동이 지되었다. 1987년 그는 미국 망명

을 허락받아 미국과 유럽 음악계에 정착하 고, 이 때 슈니트 의 《피아노 소

나타 1번》을 연하게 된다. 펠츠만은 바로크부터 20세기 음악까지 범

한 퍼토리를 소화함과 동시에, 러시안 피아니즘 특유의 색깔과 신비로운 음색

으로 많은 주목을 받으며 러시아를 표하는 세계 인 연주자로 큰 성공을 거

두었다. 재 매네스 음악 학과 뉴욕 주립 학교 교수로, 뉴 팔츠 썸머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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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겼을 때, 나는 이 작품을 작곡하여 그에게 헌정했다. 휴지부 없이 

연속되는 네 개의 악장들에서는 매번 그의 음 모노그램이 울려 퍼진

다. 이외의 음악세계는 명상 이거나 극 인 것 혹은 서정 이거나 

피날 로 향하는 동 인 것과 같은 조 인 성격을 갖는데 이 때 

피날 를 향하는 개는 좌 과 기감을 불러 오며 그 후 최종 결

말에서는 처음으로 회귀된다.2)

슈니트 는 이 부터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려 했었지만, 

처음엔 피아노 소나타라는 장르를 작곡하는 것 자체에 해 부담을 

느 다. 그는 말년에 어들어서야 다시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려

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친구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펠

츠만(Vladimir Feltsman)에게 이 작품을 헌정하 고, 펠츠만은 이 곡

을 1988년 5월 22일 뉴욕에서 연하 다. 

슈니트 는 본인이 동경하던 음악가나 친분이 있던 지인들

의 이니셜을 이용하여 모노그램을 만들어 그것을 곡의 재료로 쓰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 는데3) 이 작품 역시 펠츠만의 모노그램을 주

제로 사용하 다.4) 펠츠만에 따르면 슈니트 가 어떠한 근거나 방식

페스티벌 술 감독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블라디미르 펠츠만 공식 홈페이지 http://www.feltsman.com

2) International Musikverlage Hans Sikorski, Alfred Schnittke zum 60. Geburtstag: 
eine Festschrift, (Hamburg: International Musikverlage Hans Sikorski, 1994), p. 

113.

3) 모노그램과 같은 음악  암호화 기법은 조스켕 데 의 미사에 사용된 정선율

에서부터 출발한다. 조스켕은 자신의 미사를 헌정한 Hercules Dux Ferrarie의 모

음을 계명창에 용시켜 re-ut-re-ut-re-fa-mi-re를 만들었고, 즉 , 

D-C-D-C-D-F-E-D라는 선율을 정선율로 만들어 작품에 사용하 다. 이후 바흐 

모티 인 ‘BACH’, 람스 모티 인 ‘BAHS’, 쇼스타코비치 모티 인 

‘DEsCH’ 등이 하나의 음악  상징이자 소재로 사용되었다.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06915?q=cryptography&

search=quick&pos=2&_start=1#firsthit, 최종검색일: 2014.5.6.

4) 그는 1970년  이후로 그의 생애 말기에 이르기까지 모노그램 기법을 자주 사용

하 다. 그는 주로 헌정 받은 연주자나 향력 있는 작곡가, 세상을 떠난 친구

들의 이름으로부터 체계 인 차로 문자를 추출하 다. 특히 (B-A-C-H와 

D-S-C-H) 모노그램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Klingende Buchstaben (1988), Madrigal in memoriam Oleg Kagan (1990), Her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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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노그램을 만들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본 작품에서는 

Vladimir Oskarowitsch Feltsman의 이름  A-D-S-C-H-F-E을 채택

하여 A-D-E♭-C-B-F-E의 음렬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 되며 이 주

제는 1악장뿐만 아니라  악장에 걸쳐 재 된다.5) 

슈니트 가 의 작곡노트에서 했던 언 은 그의 음악에 여

실히 반 되어있다. 각 악장은 서로 뚜렷이 비되는 독자 인 성격

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1악장부터 4악장까지 쉼 없이 이어지며 하나

의 거 한 음악세계를 형성한다. 

  1.1. 형식  개기법상의 특징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은 Lento-Allegretto-Lento-Allegro

의 네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개의 악장 모두 attacca6)

로 표시되어 있어 곡 체가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다. 피아노 소

나타 제1번의 조성은 조성 인 기능화성7)이 나타나는 코랄 양식8)이 

Alfred Schlee zum90. Geburtstag (1991), Concerto Grosso No. 6 (1993), 

Symphony No.7 (1993), Historia vonD. Johann Fausten (1994), Konzert zudritt 

(1994), Lebenslauf (1982), String Quartet No. 3 (1983), Violin Concerto No. 4 

(1984), Concerto Grosso No. 3 (1985), Viola Concerto (1985), Piano Sonata No. 

1 (1988), Canon in memoriam Igor Stravinsky (1971), Hommage a` Stravinsky, 

Prokofiev and Shostakovich (1979), Polyphonic Tango (1979, 80), Symphony No.3 

(1981)

5) 1악장의 제2주제의 음렬은 A-D-E♭-C-B-F-E로 이것이 펠츠만의 모노그램인 것

으로 추측된다. Christopher Segall, "Principles of Alfred Schnittke's Monogram 

Technique”, pp. 252-286.

6) 주로 악장의 끝부분에 사용되는 지시어로, ‘공격’(attack) 는 ‘시작’(begin)

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이다. 해당악장이 끝났을 때 쉬지 않고 바로 다음악장으

로( 는 다음 패시지로) 연결하여 연주한다.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opr/t114/e448?q=attacca&search=qui

ck&pos=3&_start=1#firsthit, 최종검색일: 2014.5.6.

7) 휴고 리만(Hugo Riemann, 1849-1919)이 정립한 화성이론으로, 조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각 화음들의 화성  정체성 는 각각의 상호 계를 세 가지 화성  기

능인 토닉(Tonic), 서 도미 트(Subdominant), 도미 트(Dominant)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모든 조성음악의 화성 진행은 이 세 가지 기능 안

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된다. 기능화성 이론은 확장된 조성음악에도 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화음뿐만 아니라 복잡한 불 화음 역시 이 기본 인 세 기능 

 하나로 축소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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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고 선법이 등장하지만 기본 으로 무조성에 기반을 둔 작품

이다. 제1악장에서는 두 개의 주제가 나타나고 조성 인 코랄풍의 

패시지가 등장하며 제1주제를 재 한 후 다음 악장으로 이어진다. 

제2악장에서는 세 개의 주제가 등장하고 이 주제들은 악장 안에서 

지속 으로 재 되며 클라이맥스에서는 카논 기법으로 제1악장의 

제2주제를 포함하여 제2악장에서 제시되었던 주제들을 모두 재 한

다. 제3악장은 느린 악장으로 제1악장의 제2주제가 지속 으로 등장

하고 코랄풍 패시지가 등장하지만 제1악장에서와는 달리 단2도와 

완 4도의 음정간격을 갖는 무조 인 화성들로 진행된다. 제4악장은 

제1악장의 제1주제가 도입부에 등장하며 제1악장과 2악장에서 제시

되었던 주제들과 음소재들이 총체 으로 등장한다. 특히 제1악장에

서 제시되었던 조성 인 코랄이 이러한 음소재들과 병치9)되어 나타

나고 종결구에서는 제1악장의 제1주제와 제2주제가 동시에 연주된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opr/t114/e2730?q=functional+harmon

y&search=quick&pos=1&_start=1#firsthit, 최종검색일: 2014.5.6. 

8) 16세기 호모포닉 양식을 기반으로 하는 박  4성부 종교 합창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코랄은 20세기에 들어 종교  역할과는 별개로 호모포니  텍스처를 

표하는 하나의 양식으로서 역할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리하르트 슈트라우

스나 거의 경우, 코랄을 주로 무조  맥락에서 조성  심을 보여주는 즉, 

이질  상황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한 한편, 쇤베르크 등의 음렬주의 작곡가

들은 코랄 양식에 음렬을 용시키기도 했다. 한 메시앙은 불 화  법 

기법을, 펜데 츠키는 톤 클러스터를 코랄에 용시켰다. 이처럼 코랄 양식은 

하나의 통  텍스처로서 재까지도 많은 작곡가들에게 다양한 실험  시도

를 한 도구이자 토 가 되고 있다.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opr/t237/e2102?q=choral&search=qui

ck&pos=2&_start=1#firsthit, 최종검색일: 2014.5.6. 

   http://en.wikipedia.org/wiki/Choir, 최종검색일: 2014.5.6. 

9) 병치( : juxtaposition, 독: Nebeneinanderstellung)는 “서로 련 없는 요소들이 

나란히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히 20세기 후반 인용음악에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된다. 한 작품에서 여러 시 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편으로 나열되는 모자이크  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통  음악에서 추구된 

유기체  통일성 신에, 다양성이 면에 드러나고, 미학  측면에서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연결 을 보여 다. 

   오희숙, “음악  《인용》기법 연구: 20세기 후반 음악을 심으로”, 『이화음

악논집』 Vol. 5 (2001)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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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구성 요소

A

제1주제 1 • 긴 음가의 묘 인 성격의 제

1주제

• 단2도 간격의 선율

• 동음연타

주제선율 

연장
2~5

B

연결구

5(p. 2 첫  선 

이후) 마지막 

베이스 a~ 

클러스터 후 a (p. 

2 둘째 )

• 페달 톤 a

• 2도 간격의 선율을 이루는 연

속되는 클러스터

제2주제 5(p. 2 셋째 ) • 펠츠만의 모노그램을 이용한 

제2주제

• 4도, 2도 음정연결구
5 마지막 세 개의 

클러스터

C 코랄 6~7
• 조성

• 3화음

A′
제1주제 

재
7 선 이 후 • 제1주제의 재

다.

다음은 소나타 제1번을 각 악장에 따라 형식 으로 나 어

지는 구분 지 과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

다. 제1악장은 A-B-C-A′의 네 부분으로 나  수 있으며 A부분에

서는 제1주제가 그리고 B부분에서는 펠츠만의 모노그램으로 이루어

진 제2주제가 제시된다. 느리고 긴 음으로 구성된 주제 선율은 코랄

과 같이 화음들로 이루어진 C부분으로 이어진다(표 1).

<표 1> 형식  구성표 소나타 제1번 제1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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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구성 요소

A
제1주제, 

연결구
1-36

• a와 b부분으로 나뉘는 제1주제

• 12음기법

• 동형진행

• 수직  거울 구조로 2도, 4도 순차 도약(연

결구)

B 제2주제
37-

60

• 반음계 순차진행의 옥타  이동(octave 

displacement)과 순서도치

A′ 제1주제
61-

80

• 2도 4도 조합의 화음과 함께 단5도 상행하

여 이조된 제1주제의 재

<악보 1> 소나타 제1번 제1악장 제1주제

<악보 2> 소나타 제1번 제1악장 제2주제

제2악장은 A-B-A′-C-B′-D-B″-A″-B″′-Coda의 열 부

분으로 나  수 있는데 A부분에서는 제1주제, B부분에서는 제2주제 

C부분에서는 제3주제가 등장하게 된다. 한 D부분과 Coda부분에서

는 제1악장의 주제가 재 된다(표 2).

<표 2> 형식  구성표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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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3주제
81-

107

• 제1주제에서 4분 음표 박  이동된 리듬 

형태

• 2도 4도 간격의 선율과 화음들

B′ 제2주제
108-

131

• 4도와 2도의 계를 갖는 선율과 화성

• E dim.7, A dim.7, B dim.7의 3개의 감7화

음으로 구성된 12음음렬

D

제1악장

의 

제2주제

132-

142
• 제1악장 제2주제 음렬 재배열

B″ 제2주제
143-

157

• 반음간격의 카논

• 음역 가 높아질수록 음정이 좁아지고, 낮

아질수록 음정이 넓어지는 형태의 화음진행

• 반음 간격으로 차 넓어지거나 혹은 좁아

지는 음정의 cresc.와 dim. 가 나타나는 화음

진행 

• 장2도부터 증4도까지 순차 으로 넓어지면

서 악상과 함께 cresc. 하는 클러스터

A″ 제1주제
158-

165
• 제1주제에 증4도 의 화음 첩

B″′ 제2주제
166-

206

• 왼손에서 한 마디의 시차를 두고 모방하는 

거울 구조의 카논 

• 3도 혹은 4도의 간격을 갖는 좁은 음역의 

클러스터

• 화성의 구성음이 네 개 일 때 2도 4도 화

음의 첩 

• 차 인 클러스터의 첩으로 이즈 

종결

Coda

제3주제, 

제1주제, 

제1악장

의 

제2주제

207-

262

• 카논으로 등장하는 주제 선율들(제2악장 

제3주제, 제2악장 제1주제 a, 제2악장 제1주

제 b, 제1악장 제2주제)

• 높은 음역 에서 음폭이 넓은 클러스터로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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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구성 요소

A 주제 1-13

• 5도 혹은 4도와 2도의 음정간격으로 이루

어진 선율(2악장의 A′에서 C로 가는 경과구

의 왼손 선율의 변용)

A′
제1악장 

연결구

14-

39

• 제1악장 제1주제와 연결구 사이에 나타나

는 2도 간격의 선율

• 동음이 유지되는 동안 장단2도 혹은 감4도

의 음들이 함께 나타나는 동음연타

B

제1악장 

제2주제의 

순서도치

40-

45

• 제1악장 제2주제의 반복  재  시 거울

구조 카논 형성

B′
46-

58
• 아래성부부터 시작되는 반음계 카논

C

제1악장의 

코랄 부분 

재진술

59-

89

• 구성 음이 단순해지고 3화음이 아닌, 2도, 

4도로 구성된 코랄부분

C′
90-

107

• 9개 이상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들이 클러

스터로 발  클러스터 트릴로 종지

제3악장은 A-A′-B-B′-C-C′의 여섯 부분으로 나  수 있

으며 A부분에서는 2악장에서 나왔던 음소재가 재구성되어 만들어진 

주제가 나온다. 한 B부분에서는 제1악장의 제2주제가 재 되어 나

타나고 C부분은 제1악장에서 나왔던 코랄풍 패시지가 리듬만을 유

지한 채 재구성되어 나온다(표 3). 

<표 3> 형식  구성표 소나타 제1번 제3악장 

제4악장은 체 악곡의 커다란 코다 역할을 하는 악장으로, 

제1악장의 제1주제에서 차용된 소재들을 사용하여 발 하다가 코랄 

부분부터는 제1악장과 2악장의 주제들을 비롯해 코랄풍 패시지 등

의 이  악장에서 제시되었던 음소재들을 총체 으로 사용하여 클

라이맥스를 만든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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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구성 요소

제1주제 1-30
• 제1악장 제1주제를 3성부 카논으로 재구성

• 동음연타

연결구 31-44
• 세 그룹으로 나뉘어 동형진행 하는 12음음렬

• 클러스터

제1주제′ 45-60
• 반사구조와 카논

• 동음연타

연결구′ 61-81
• 세 그룹으로 묶여 진행되는 12음음렬

• 수직 인 거울 구조

제1주제″
82-

105

• 동음연타

• 클러스터

코랄
106-

147

• 제1악장의 코랄 부분과 같이 조성  3화음으로 

구성된 코랄과 동음 연타의 첩

• 제2악장 제1주제의 3성부 카논

• 제2악장 제3주제의 4성부 카논

제1& 

제2주제

148-

174

• 제1악장 제1주제와 제2주제의 재

• 낮은 음역 에서 음폭이 넓은 클러스터로 종지

<표 4> 형식  구성표 소나타 제1번 제4악장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에서는 서로 다른 양식이 

병렬되면서 단 되고, 각 악장의 주제나 음형들이 서로 다른 악장 

간에도 재 되거나 재구성되어 등장하는 것이 특징 이다. 이 때 이

 악장에서 비  없게 등장한 부분은 후에 큰 비 을 차지하는 부

분으로 재등장하게 된다. 이는 피아노 소나타의 핵심 인 형식  특

성으로, 필자는 이러한 특징들을 세부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식  단

슈니트 의 소나타 제1번에서는 한 악장 내에서 다양한 양식들이 

병치되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격한 단 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한 작품 안에서 다양한 음악 양식들이 병렬 으로 차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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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 슈니트 가 작곡한 폴리스타일리즘 작품들에서 표 으로 

나타나는 특성  하나이다. 그러나 과거 슈니트 의 폴리스타일리

즘 작품들에서는 기존에 존재했던 음악 양식이나 다른 작품의 선율

이 직 으로 인용된 반면, 후기 작품인 피아노 소나타 제1번에서

는 다양한 양식들이 나름 독자 으로 변형되어 제시된다.  

제1악장에서는 제2주제가 등장한 후 연결구에서 세 개의 클

러스터10)가 연속 으로 수평  진행을 보인다. 이후 마디6에서는 코

랄풍 패시지가 등장한다(악보 3). 이처럼 서로 다른 텍스처가 등장하

는 것은 양식  환을 통해 섹션 간에 단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다. 이러한 기법은 제1악장의 종결 부분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때

는 앞서나온 코랄풍 패시지가 갑자기 단되고 수평 인 제1주제가 

재 됨으로써 다시 한 번 양식  충돌이 발생하며 단 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3> 소나타 제1번 제1악장 마디6~7 

10) 클러스터( 는 톤 클러스터)는 하나의 음계 안에서 어도 세 개 이상의 인 한 

음들의 조합으로 이는 주로 반음계 는 반음 계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음들

을 기반으로 한다. 톤 클러스터의 기 형태는 20세기 반 재즈의 랙타임 음악

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헨리 카웰 등의 아방가르드 작곡가들이 본격 으로 클

러스터의 가능성을 탐구했다. 이후 클러스터는 불 화 사운드를 자극 으로 표

하기 한 표 인 작곡기법으로 리 활용되었고, 주로 반음으로 구성된 여

러 개의 음들(group chord)을 동시에 연주한다는 측면에서 주로 건반악기 기법

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극단  불 화  사운드에 가까운 음색을 표 해주기 때

문에 타악기  기법으로도 활용되었다. 카웰 뿐만 아니라 바르톡과 슈톡하우젠, 

리게티의 작품들에서 주로 발견된다.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05992?q=cluster&search

=quick&pos=1&_start=1#firsthit, 최종검색일: 2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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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악장에서는 마디57~60까지 왼손과 오른손이 수평 으로 

진행되는 형태의 음형을 연주하다가 마디59에서 수직 인 코랄풍 

패시지가 등장한다. 이는 수평 인 선율에서 수직 인 텍스처로의 

환으로 서로 다른 양식 인 충돌을 야기하며 립되는 성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섹션이 구분된다(악보 4).

<악보 4> 소나타 제1번 제3악장 마디57~60

제4악장의 마디106부터는 다른 음악  소재들과 병치된 코

랄풍 패시지가 나온다. 그러나 마디148의 페르마타를 기 으로 오른

손에서는 제1악장의 제1주제가 왼손에서는 제2주제가 동시에 수평

으로 진행하는데(악보 5) 이 때 페르마타는 수직 인 소재와 수평

인 소재의 충돌로 인한 단 을 더욱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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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소나타 제1번 제4악장 마디142~15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니트 는 수평 인 양식과 수직

인 양식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양식들을 연이어 배치하여 

이질감을 형성하 고 양식간의 충돌을 야기하 다. 그는 특히 극단

인 악상 비 등을 통하여 이러한 충돌과 단 을 더욱 강조하고

자 하 으며 이를 통하여 그의 음악에 극 인 성격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11). 

   2) 악장간의 재   변용

피아노 소나타 제1번은 이  부분에서 등장했던 부분들이 다음 부

분들에서 끊임없이 변형되어 재등장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11) 슈니트 는 각기 다른 속성을 갖는 음악이 서로 충돌할 때 가장 큰 표  가

능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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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단 한 악장 안의 부분 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악장 간에도 해당되는 특징이다. 컨  제1악장에서 제시된 주제는 

다음 악장들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형되어 나타난다. 특히 제4악

장에서는 이  악장들의 주제와 음형들이 모두 재등장하여 재 되

거나 변형되는데 이처럼 악장간의 재   변용12)은 곡의 유기 인 

연결성과 통일성을 만들어낸다.

Lento로 지시된 제1악장의 제1주제는 한 페달 안에서 연주

되는 긴 음가의 음들로 구성되어있어 매우 느리고 묘 13)인 성격

을 갖는다. 이는 제1악장의 코다부분에서 재 되며 다른 악장들에서

도 계속해서 등장한다(악보 6).

12) 작품 체의 유기  통일성을 구 하는 악장간의 주제 재 과 변용(thematic 

transformation 는 thematic metamorphosis)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을 

시작으로 베를리오즈와 리스트, 바그 에 의해 상징  의미까지 부여되며 그 의

미와 효과가 확장되어 왔다. 20세기에 들어서 이 기법은 통  의미에서의 과

거 유산에 한 표 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  방식을 그 로 사

용하기 보다는 좀 더 구체 이고 세부 인 주제  요소들의 발  기법들과 결

합하여, 더욱 복합 인 방식으로 활용된다.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28269?q=thematic+trans

formation&search=quick&pos=3&_start=1#firsthit, 최종검색일: 2014.5.6. 

13) 묘 기법(pointillism)은  는 에 가까운 매우 짧은 터치로 물감을 칠하는 

기법으로 19세기 후반 리에서 발생한 신인상주의 회화 기법이다. 이 기법은 

20세기 음악에 용되어 20세기 작곡 양식  하나로 발 하게 된다. 음악에서

의 묘 기법(punctualism)은 음들이 모여 하나의 선  연속성을 가지지 않도록 

각 음들을 분리시켜 배치하며, 이를 통해 독립 인 사운드 텍스처를 만들어

다. 이 기법은 특별히 이 게 분리된 각 음들의 음색에 집 하여 이 음색들의 

변화를 강조하며, 이후 총렬 기법 아이디어에 의해 완성을 이룬다. 한편 쇤베르

크와 베베른은 묘기법을 음색선율(klangfarbenmelodie)이라는 개념으로 이끌어

내어 이를 작품 체 구조에 용시켰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슈톡하우젠을 포

함한 후 아방가르드 작곡가들에게 자음악에 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을 부여하 다.

   http://en.wikipedia.org/wiki/Pointilism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opr/t114/e3714?q=klangfarbenmelodi

e&search=quick&pos=2&_start=1#firsthit, 최종검색일: 2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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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소나타 제1번 제1악장 마디1

제2주제는 마디5의 간부터 시작되며 상 으로 긴 음가

를 갖는 음렬로 구성되었다. 이 주제는 연달아 세 번 등장하는데, 

이 때 첫 번째 반복과 두 번째 반복 시에는 처음 등장한 음렬로부

터 구성음은 유지하면서 옥타  넘나들기로 변화된다. 제2주제는 제

2악장의 마디132~143에서도 등장하는데, 재  시 주제 음렬의 구성

음의 순서가 도치되어 주제 음렬에 변형이 생긴다(악보 7).

<악보 7> 소나타 제1번 제1악장 마디5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132~142

제4악장의 마디1~6까지는 오른손의 최상성부에서 제1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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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음렬이 재 된다. 이 때 제1주제는 음정과 리듬이 정확히 

일치하는 카논은 아니지만 3성부에서 모방 으로 나타난다. 이 

주제는 A-D, F-G-A-E♭, E♭-D-E♭-D의 부분으로 나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한 박자 간격, 두 번째 부분은 두 박자 간격, 세 번

째 부분은 다시 한 박자 간격으로 성부 간에 모방이 이루어진다. 이

듯 모방되는 세 성부의 음정간격은 반음 간격으로(셋째 마디만 단

3도 간격) 외성부에서 주제가 재 되는 것은 주제 반복에 한 청자

의 인지를 돕는 기능을 한다(악보 8).

<악보 8> 소나타 제1번 제4악장 마디1~6 

제4악장의 마디148~151에서는 오른손에 제1악장의 제1주제 

선율이 등장한다. 이 때 왼손에서는 제1악장의 제2주제의 선율이 등

장하여 두 주제가 동시에 재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2주제의 경

우 마디153~156과 마디158~161에서도 본래의 선율이 부분 으로 

되어 음고가 한 옥타  낮거나 높게 이동되어 등장하는데14), 이는 

제1악장의 제2주제가 재 될 때 항상 수반되는 변화이다. 이 때 왼

손의 제2주제가 오스티나토처럼 세 번 반복되는 동안 오른손의 제1

주제는 반음계 인 선율로 발 하여 높은 음역 로 치닫는다(악보 

9).

14) 이처럼 선율의 음정은 같으나 옥타 가 높거나 낮게 옮겨지는 것을 octave 

displacement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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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소나타 제1번 제4악장 마디148~162

제2악장의 마디1~17에서는 제1주제가 등장한다. 제1주제는 a

부분과 b부분으로 나  수 있는데 마디1~8을 a부분, 마디9~17을 b부

분으로 나  수 있다(악보 10). 각 a, b 부분은 한 마디씩의 같은 요

소가 두 번 변형 반복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듯 a와 b의 두 

부분으로 나뉘는 제2악장의 제1주제는 제2악장 안에서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따로 재 되거나 변용되기도 하며 a, b 두 부분이 모두 함

께 재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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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1~17

제2악장 제1주제 a

제2악장 제1주제 b

제2악장의 마디221~224에서는 오른손의 최상성부에서 제2악

장의 제1주제가 재 된다. 슈니트 는 이 때 카논 양식으로 주제를 

재 하 다. 주제 선율은 마디221의 최상성부 첫 박에서 시작하며, 

다른 성부들은 한 박자의 시차와 단9도 혹은 증3도의 음정 계를 

갖고 상성부에서 하성부의 순서로 등장한다. 슈니트 는 이러한 방

식을 통해 주제의 재 을 강조하는 한편, 내성부에서는 동시에 음정

이 바  주제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악보 11). 

<악보 11>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2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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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악장의 마디250~252에서는 오른손 상성부에 제1악장 제2

주제가 등장한다. 이 때 원 주제 A-D-E♭-C-B-F-E♮는 음렬의 순

서를 재구성하여 E♭-C-B-F-E♮-A-D로 나오며 한 박자의 시차와 

옥타  간격을 갖는 카논 양식으로 개된다(악보 12).

<악보 12>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250~260



- 19 -

제3악장에서는 제1악장 제2주제의 음렬의 순서가 제2악장 

마디250~260(악보 10)에서처럼 도치되어 나타난다. 이 주제는 처음 

소 라노 선율에, 두 번째는 소 라노와 알토 성부에, 세 번째는 알

토와 테  그리고 소 라노 성부를 넘나들며 나타난다. 여기에서 제

1악장의 제2주제는 주제를 인지하기 쉬운 상성부에서 시작하여 

차 으로 내성부로 옮겨지면서 여러 성부에서 반복된다(악보 13).

<악보 13> 소나타 제1번 제3악장 마디40~45

제2악장의 마디81~84에서는 제3주제가 제시된다. 제2악장의 

제3주제는 음형 으로 같은 악장의 제1주제의 a부분에서 변형되어 

재구성된 선율이다(악보 14). 이러한 리듬형태는 마디85~87, 마디

98~100에서도 등장한다. 이처럼 제2악장에서는 세 개의 주제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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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데, 이 주제 선율들은 앞서 나온 주제로부터 변형되어 만들

어진 것으로 슈니트 가 사용한 주제의 재 과 변용 기법을 드러낸

다. 제4악장의 마디121에서는 제2악장의 제3주제가 음정이 변형, 이

도되고 리듬이 축소되어 오른손의 최상성부에 등장한다. 이 음렬은 

반 박자의 시차와 감5도(증4도)의 음정간격을 갖는 4성부의 카논을 

형성하여 총 네 번에 걸쳐 반복된다.

<악보 14>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81~84

소나타 제1번 제4악장 마디121

이처럼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에서는 주제의 선율

이나 음형들이 한 악장 안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악장 간에도 반복되며 변형되어 재등장한다. 한 주제 선율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제2악장의 제3주제가 동일악장의 제1주제의 변형

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제 선율이나 혹은 음

형들이 여러 악장에 걸쳐 재 되거나 변용되어 반복되는 것은 악곡 

체를 유기 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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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식 으로 비 이 없는 요소들의 강화

피아노 소나타 제1번이 갖는  다른 특징으로는 이  악장에서 

은 비 으로 다 졌던 요소들이 뒤에서 주요 요소로 확 되어 사용

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연결구나 경과구의 음형과 같이 소나타

의 부수 인 요소로 제시되거나 한 번만 등장했던 부분이 뒤에서 

곡을 이끌어나가는 주된 요소로 강화되어 다음 악장의 주제로 등장

하는 것이 특징 이다.  

제4악장의 마디17에서는 제1악장의 마디4에 등장했던 F#-G

의 반음 계의 음정이 반복되어 제시된다(악보 15). 한 4악장의 마

디18~19에서도 각각 E-F♮, D-E♭의 반음 계를 갖는 동음 연타의 

형태가 각 성부에서 모방되며 지속 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동음 연

타는 제1악장의 제1주제와 제2주제 사이의 연결구 혹은 제1주제의 

선율의 연장선상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동

음 연타 형태는 제4악장 마디17~19에 걸쳐 다시 나타난다. 한 이

러한 음형은 마디51~53, 마디101~105에도 나타나며 체 인 악장의 

핵심 구성 요소로 사용되었다.

<악보 15> 소나타 제1번 제1악장 마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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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제1번 제4악장 마디17~19

소나타 제1번 제4악장 마디51~53

소나타 제1번 제4악장 마디101~105

제2악장의 마디72~76의 경과구에서 왼손에 등장했던 증4도

와 단2도 조합의 선율은 제3악장의 도입부에서 5도와 2도 혹은 4도

와 2도로 조합된 음형으로 변형되어 제3악장의 주제 선율로 나타난

다(악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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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72~76

소나타 제1번 제3악장 마디1~5

이와 같이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에서는 이  악

장의 연결구나 경과구의 음형을 다음 악장의 도입부나 반복되는 주

요 요소로 활용하는 기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형식상 비 이 크지 

않았던 부분을 핵심  요소로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앞서 

언 했던 “악장간의 재   변용” 부분과도 연 이 있는 특성으

로 악장간 뿐만 아니라 악곡 내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한 모든 양

식에 계 이 없는 동등한 무게를 싣는 폴리스타일리즘 경향에서 한 

층 더 나아가 동기 인 면에서도 동등한 비 의 무게를 실은 것임

을 알 수 있다.

  1.2. 음소재  화성

슈니트 는 세 시 에 사용하던 선법 그리고 12음기법과 클러스

터와 같은 인 기법 혹은 조성 으로 시작하여 무조성 으로 

발 하는 것처럼 차 으로 불 화도가 강해지는 방식 등과 같이 

다양한 시 를 넘나드는 음소재를 사용하 다. 이처럼 여러 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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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이나 양식들을 한 곡 안에서 복합 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

인 폴리스타일리즘 음악의 특징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소재들을 

사용할 때에도 직 으로 차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용

함으로써 독창 인 음악  표 을 만들어냈다.  

   1) 12음기법의 응용

12음기법15)은 피아노 소나타 제1번에서 빈번하게 사용한 음소재이

다. 그러나 슈니트 는 12음기법의 엄격한 규칙을 그 로 지켜서 사

용하지 않고 본인만의 방식 로 변형하여 융통성 있게 사용하 다. 

컨  그는 , 역행, 역행 와 같은 12음기법의 엄격한 규칙

을 따르지 않고 12개의 음이 복 없이 모두 등장한 후 다음으로 

진행되는 가장 기본 인 규칙만을 따랐을 뿐이다. 이러한 12음 음렬

은 결과 으로 자유로운 선율진행을 보여 다. 

제2악장의 마디18~19와 마디22~23의 왼손에는 단2도와 장2

도로 조합된 3음 동기가 나타난다(악보 15). 이 때 슈니트 는 네 그

룹의 3음동기로 구성된 12음음렬을 사용하 다. 이는 베베른이 자주 

사용한 방식이지만 슈니트 는 베베른16)과 같이 엄격한 12음기법을 

추구하기보다는 왼손의 반주 음형을 만들기 한 수단으로서 12음

음렬을 사용하 다.  

15) 슈멜츠는 그의 논문에서 슈니트 를 포함한 동시  소련 작곡가들(구바이둘리

나, 패르트, 볼콘스키)을 스탈린의 억압  정책에서 해방된 첫 세 (the “young 

composers”로 지칭)로 분류하 다. 그는 이들이 스탈린 사후에 가장 먼  “따

라잡고자 했던”(catch up) 서양의 아방가르드는 바로 ‘음렬주의’(serialism)이

며,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음렬기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Peter J. Schmelz, “Andrey Volkonsky and the Beginnings of Unofficial Music 

in the Soviet Union” in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58/1 
(Spring, 2005), pp.139-207.  

16) 베베른은 엄격한 12음기법을 사용한 작곡가로 그의 《교향곡 op. 21》에서는 

12음 음렬을 반음 단 로 쪼개어 곡을 구성하 다. 

   Alexander Ivashkin, A Schnittke Reader, p. 126.



- 25 -

<악보 17>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18~19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22~23

제2악장의 마디30~31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거울 구

조를 갖는 12음음렬이 등장한다(악보 16). 여기서는 제1주제와 제2주

제를 잇는 연결구를 해 12음기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듯 슈니트 는 여러 가지 형태의 12음음렬을 사용하 으며, 

이와 같이 거울 구조의 12음음렬은 제2악장의 마디195~200에서도 

나타난다 (악보 18).

<악보 18>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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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195~200

제3악장의 마디30~31에서는 수평 으로 혹은 수직 으로 연

결되어 있는 4성부에 걸친 음렬 구성이 나타난다(악보 19). 이 때 사

용된 음은 모두 11개로 12음음렬에서 A음을 제외하고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슈니트 는 엄격한 규율에서 벗어난 독자 인 12음기법

을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악보 19> 소나타 제1번 제3악장 마디30~31

       제4악장의 셋잇단음표 음형의 동형진행으로 시작하는 마디

31에서부터 12음기법을 사용하여 무조 인 패시지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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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소나타 제1번 제4악장 마디31~40

       이처럼 슈니트 는 12음음계를 사용하기는 하 지만 규칙에 

치우치지 않고 독자 인 방식으로 차용하여 음소재의 차원으로만 

사용하 다. 즉 슈니트 는 본 작품에서 어디까지나 자신만의 폴리

스타일리즘을 구 하는 도구로 12음기법을 융통성 있게 사용한 것

이다.

  

   2) 불 화도의 차  증가

슈니트  피아노 소나타 제1번은 무조의 곡이지만 조성 인 느낌이 

강하다. 이 듯 조성  느낌이 모호하게 드는 이유는 그가 처음에는 

기능화성과 같이 청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조성  화음을 사

용하지만 작품이 개되어감에 따라 불 화음을 차 늘려 사용하

기 때문이다. 그는 곡 체에서 2도, 4도의 음정 계를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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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 이는 단순히 음정 계로만 쓴 것이 아니라 통  의미의 

조성 계와도 련을 갖도록 구성된 것이다. 2도 4도의 선율  동기

는 S-D-T의 베이스의 화성  진행으로 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17). 그러나 슈니트 는 곡의 클라이맥스로 향할수록 조성이 아

닌 불 화 인 요소들을 강화시켜 극 인 성격을 부여하 다. 

제1악장의 마디6부터는 가토 표기에 따라 여섯 개의 악

로 구분되는 폴리포니 인 코랄풍 패시지가 등장한다(악보 21). 이 

때 처음 시작하는 악 은 B♭장조 안에서 ⅵ-Ⅳ-Ⅴ7-Ⅰ으로의 진행

을 보여주는 화성을 사용하 다. 이어져 나오는 두 번째 악 에서는 

C장조의 화성진행이 나타나는데, 이 때 B♭과 C, 즉 첫 번째 악 과 

두 번째 악 은 조성 안에서의 SP(subdominant의 parallel)18)의 계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악 은 길이도 길어지면서 앞의 

두 악 들과는 다르게 화음들이 3화음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서로 

계가 없는 화음으로 발 되어 조성을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네 

번째 악 과 다섯 번째 악 에서도 반복되며, 마지막 악 에서는 소

라노와 베이스가 반음계 으로 반진행하는 가운데 차 으로 조

인 계가 멀고 공통음이 은 화성이 사용된다. 이와같이 소나타 

제1번에서는 코랄풍 패시지에서 3도 구성의 장3화음, 단3화음, 속7

화음과 같은 화음에서 나타나는 Tonic, Subdominant, Dominant가 사

용되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기능 인 화음만 사용하지 않고 차

으로 불 화음을 늘려나갔다. 

17) S(Sudominan)-D(Dominant)-T(Tonic)의 베이스는 -솔-도로 와 솔의 계가 2

도 솔과 도의 계를 4도로 볼 수 있다.

18) SP 계는 원조의 버 딸림조(Subdominant), 그리고 그 조의 나란한조(Parallel) 

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번째 악 의 조성인 C장조는 원조인 

B♭장조의 버 딸림조인 E♭장조(S)의 나란한조인 c단조(Sp)에서 장조(Major)화

된 조성이므로 원조와 SP 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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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소나타 제1번 제1악장 마디6~8 

B♭; vi      IV  V    I       C;

 G; vi        IV   V     I         E♭;

제2악장의 제1주제는 D장조로 시작한 후 마디5에서 B♭장조

로 조되며 확실한 조성을 보여 다. 그러나 마디18부터는 왼손에 

12음 음계가 나타난다(악보 17참조). 한 제1주제의 종결구인 마디

29로 가까워질수록 단2도, 장7도, 증4도 등으로 구성된 화음이 나타

나는데 이는 곡의 발 과 함께 불 화도가 차 증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악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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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1~8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21~29

제4악장의 마디112에서는 제2악장의 제1주제가 3성부의 카

논 형태로 등장한다(악보 23). 이 때 각각의 성부가 단3도와 장3도의 

음정 계를 갖고 8분음표의 시차를 갖는데 성부가 차 으로 합쳐

지면서 불 화가 증가하며 마디113으로 도착한다. 마디113의 클러스

터는 차 으로 음역이 넓어짐과 동시에 다이내믹이 커지기 때문

에 불 화도의 증가를 더욱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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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소나타 제1번 제4악장 마디112~113

이처럼 소나타 제1번은 조성 인 느낌이 강한 선율이나 화

성에서 시작하지만 곡이 발 되어감에 따라 불 화음이나 클러스터

를 증가시켜 차 으로 조성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주었다19). 

   3) 선법

슈니트 는 12음기법, 기능화성, 무조성과 함께 선법도 음소재로 활

용하 다. 그는 소나타 제1번의 1악장에서 에올리언이나 도리안 음

계와 같이 여러 선법을 사용하여 곡을 구성하 다. 제2악장의 마디9

부터는 제1주제의 b부분으로 G# 에올리안 선법에 근거하는 음들로 

구성된 것이다(악보 24). 그러나 이 때 왼손은 C장조의 Ⅴ-Ⅰ-Ⅳ의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법에 근거한 음과 그 지 않은 음들이 

함께 연주된다.

19) 조성과 무조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작곡가들의 작곡 경

향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시 의 표 인 폴리스타일리즘 작곡가 록버그는 

《바흐를 따라》(Nach Bach)의 서문에서 조성음악과 무조성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가 아닌 각기 다른 방언일 뿐이라 하 다. 한 조성이라는 개념자체는 음

렬주의의 등장 이후에 나타난 상이다. 

   Robert, P. Morgan. Twentieth-Century Music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91), p. 434.

   그러므로 슈니트 가 조성 으로 시작하여 불 화를 증가시킴으로써 무조 인 

성격을 강화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음악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측면으로 바라본다

면 슈니트  특유의 폴리스타일리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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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9~11

 G# 에올리언 선법

마디81~84까지는 C♯ 도리안 선법에 근거하는 선율로 구성

된 2악장의 제3주제가 등장한다(악보 25).

<악보 25>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81-87

 C# 도리안 선법

마디98부터는 제2악장의 제3주제의 선율이 G 도리안 음계로 

시작하여 마디102에서는 E 도리안 음계로 조되어 재 된다(악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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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98-107

 G 도리안 선법, E 도리안 선법

이처럼 세의 음악  재료를 사용한 것은 슈니트 가 폴리

스타일리즘을 구 하기 해 여러 시 의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

는 《교향곡 제1번과 제2번》에서도 그 고리오 성가를 인용하 으

며20) 《 악 4 주 제2번》에서는 세 러시아의 종교음악을 차용

하 다.21) 이러한 작품들은 그가 종교에 한 심을 표 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 세의 음악  재료를 사용하 다는 에서 

본 작품과 공통 을 찾을 수 있다.22)

20) Alexander Ivashkin, Alfred Schnittke: 20th Century Composers, p. 132.
21) Ivan Moody, “The Music of Alfred Schnittke” in Tempo (New Series) No. 

168, 50th Anniversary 1939-1989 (Mar., 1989), pp. 4-11.

22) 슈니트 에게 종교는 그의 일생동안 심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존재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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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음향

슈니트 는 다양한 양식과 음소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다채롭

고 섬세한 음향을 만들어냈다. 특히 슈니트 는 클러스터와 음역 

비 그리고 페달을 효과 으로 사용하 으며 미세한 음색  차이를 

구 하 다.  

   1) 클러스터

슈니트 는 곡의 긴장감을 형성하기 해 클러스터를 극 으로 

사용하 다. 피아노 소나타 제1번에서 그는 수직 인 클러스터와 수

평 으로 나열되는 클러스터를 모두 사용하 으며, 특히 음악이 발

되거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갈수록 클러스터를 더 빈번하게 사용

하여 고조되는 음향을 만들어냈다. 한 클러스터를 사용한 종지를 

통해 형식을 구분 짓는 요소로 사용하기도 하 다. 

제2악장의 마디158부터는 2악장의 제1주제의 선율에 증4도

를 첩시켜 만든 화성이 발 하다가 마디160부터는 왼손과 오른손

이 모두 클러스터가 첩된 주제 선율을 연주한다. 이 듯 클러스터

가 첩된 선율은 증4도가 첩된 선율보다 불 화도가 커지면서 

고조되는 느낌을 주게 된다. 이처럼 슈니트 는 클러스터를 첩시

켜 곡을 발 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 다(악보 27).

러한 그의 종교에 한 심은 그의 음악에서도 드러난다. 그의 《교향곡 제4

번》에서 슈니트 는 러시아의 정교회, 개신교 그리고 카톨릭의 의식에서 사용

하는 음악을 인용하 다. 한 그의 《합창을 한 주곡》(Concerto For 

Choir)은 네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정교회의 선율과 함께  

각 악장마다 신을 찬미하며 신에게 기도하는 내용들의 가사가 쓰 다. 

   Alexander Ivashkin, A Schnittke Reader,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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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158~161

제2악장의 마디261에서는 오른손이 E-C#의 한 옥타 가 넘

는 역의 넓은 클러스터로 종지한다. 이는 제2악장의 클라이맥스에 

도달 후 곡의 종결을 한 수단으로 클러스터를 사용한 것이다(악보 

28).

<악보 28>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261~263

제3악장의 마디102부터는 장3화음과 단3화음 혹은 2도와 4

도 음정으로 구성된 화음들이 차 음가가 짧아지면서 불 화도가 

증가한다. 마디105에서는 최종 으로 상행하는 반음계 진행의 클러

스터가 등장하여 마디106에서 트릴형태로 종지하게 된다(악보 29). 

이처럼 제3악장의 종결부분에서는 정에 이르며 곡을 마치는 수단

으로 클러스터를 사용하 다.



- 36 -

<악보 29> 소나타 제1번 제3악장 마디102~107

코랄풍 패시지가 다른 음소재들과 첩되어 나타나는 제4악

장의 마디142에서는 클러스터 표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구성 음

들이 모두 2도의 음정 계를 갖고 있어 사실상 클러스터의 음향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결국 모든 음들이 클러스터로 구성되어있는 

마디146의 클라이맥스로 도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악보 30) 

소나타 제1번에서는 이처럼 클러스터가 아니지만 음향 으로는 클

러스터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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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소나타 제1번 제4악장 마디142~14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니트 는 클러스터를 차 으로 

도입하여 주제선율에 첩시키거나 곡을 발 시켜 클라이맥스를 조

성하 다. 한 갑작스러운 악상의 비 효과를 표 하거나 곡을 종

결할 때에도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음악을 더욱 극 으로 표 하는 

것을 도왔다23).

   2) 극단 인 음역 비

슈니트 는 피아노라는 악기의 특성을 사용하여 넒은 음역을 아우

르며 음을 배치하 고 각각의 음역에서 구 할 수 있는 악상을 효

과 으로 활용하 다.  

슈니트 는 제1악장의 제1주제의 등장 후 연결구로 이어지

는 부분에서 극단 으로 높은 음역에서 fff의 동음연타를 한 페달 

안에서 울리도록 하 다. 그 후 매우 낮은 음역에서 페달이 없이 

23) 슈니트 의 양식 인 충돌에서 나타나는 충격 인 클러스터나 립은 그의 사

이거나 사회 인 환경의 향을 반 하고 있는 것이며 그가 다른 문화와 양

식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시간을 반 하는 것이라고 이바쉬

킨은 말하 다. 

   Arnold Whittall (reviewed by), “Shock Treatment: Alexander Ivashkin” in The 
Musical Times 138/1853 (Jul., 1997), pp.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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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의 연결구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음역의 비는 매우 극 인 효

과를 창출한다(악보 31).

<악보 31> 소나타 제1번 제1악장 마디5

제3악장 마디59부터 등장하는 코랄풍 패시지는 처음에 양 

손이 모두 낮은음자리표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지속 으로 낮은 

음역 에서 발 되다가 마디74에서 양손 모두 높은음자리표로 표기

되는 음역 로 환된다. 이때 악상은 ppppp의 악상으로 매우 여리

게 시작하여 mp로 발 되며 체 으로 작은 악상을 유지하고 있지

만  음역의 비는 무려 네 옥타  이상의 간격을 두고 환되기 

때문에 매우 극단 이라 볼 수 있다(악보 32).

<악보 32> 소나타 제1번 제3악장 마디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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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악장의 마디163에서는 페달톤 D 에서 매우 높은 음역

의 단2도의 음정 계를 갖는 음들이 pp로 작게 연주된다. 이 pp는 

마디173까지 유지되다가 마디174에서 낮은 B부터 A♭까지의 넓은 

음역 에 걸친 클러스터를 f로 히 세차게 내리치며 곡을 끝맺는

다. 이는 클러스터를 이용한 종지와 함께 매우 극단 인 악상과 음

역 비를 보여주는 것이다(악보 33).

<악보 33> 소나타 제1번 제4악장 마디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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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슈니트 는 낮은 음에서 높은 음역으로 혹은 높은 

음역에서 낮은 음역으로의 작스러운 음역 비를 빈번하게 사용

하 으며, 이 때 다이내믹 역시 극단 으로 조시켜 음향 인 효과

를 극 화 하 다. 이러한 극단 인 비는 슈니트 의 음악을 극

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오며 슈니트 는 이처럼 극 인 음악을 

통해 인간의 삶을 반 하는 음악을 만들고자 하 다.

 3) 페달

슈니트 가 특정한 음향을 만들기 해 가장 효과 으로 사용한 것 

 한 가지는 페달이다. 그는 페달의 울림을 통해 신비로운 분 기

를 만들기도 하고, 클러스터와 같은 음향  효과를 만들어 곡을 고

조시키는 등 세 한 표 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슈니트 는 제1악장의 제1주제의 도입부에 페달을 사용하도

록 지시하 다. 이는 pp의 작은 악상 안에서 음가가 길고 매우 느린 

음들이 한 페달 안에서 함께 울림으로써 클러스터의 효과를 만들기

도 하 다24)(악보 34).

24) Igor Tchetuev의 음반에 따르면 소나타 제1번의 제1주제가 연주될 때 소요되는 

시간은 약 2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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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소나타 제1번 1악장 마디1 

제2악장의 마디80에서는 매우 낮은 음역 의 C옥타 가 페

달로 인해 지속되는 가운데 마디81부터 오른손에 C♯ 도리안 선법

에 근거한 제2악장의 제3주제가 등장한다(악보 35). 이는 왼손의 C

옥타 가 페달로 지속될 때 나타나는 C의 배음렬들과는 공통음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음향 으로 매우 불 화 으로 들리면서도 그 

이질감으로 인해 제3주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만든다.

<악보 35> 소나타 제1번 제2악장 마디80~83

제4악장의 마디102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 각각 클러스터를 

이룬다. 이 때 악상 지시가 ff에서 fff로 발 되면서 차 으로 2도

의 음정 계를 갖는 구성음이 증가한다. 이는 왼손의 내성부에서 F

음이 마디102~104의 첫 박까지 유지될 때 그 아래성부에서는 E-D♯

-B♮-D♭-C-B-B♭-A-A♭-G와 같이 반음계의 선율이 첩되는 것

을 비롯하여 마디104~106까지 왼손의 모든 음들이 단2도 계를 갖

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단2도의 음정 계를 갖는 음들을 모

두 한 페달 안에서 울리도록 지시하여 울림이 차 으로 쌓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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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자체가 커지고 고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악보 36).

<악보 36> 소나타 제1번 제4악장 마디102~106

이와 같이 슈니트 는 페달을 사용하여 느리고 긴 음가와 

더불어 묘 인 주제선율의 느낌을 강화하기도 하고 클라이맥스로 

발 되는 부분에서는 차 으로 다이내믹과 함께 고조되는 음악의 

성격을 효과 으로 표 하 다.  

슈니트  피아노 소나타 제1번은 각 악장의 주제나 동기가 

각각의 악장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악장에서도 지속 으로 

재 되거나 변용된다. 를 들어 제1악장의 제2주제가 2, 3, 4악장에

서 지속 으로 재 되거나 4악장에서 이  악장들에서 나왔던 주제

나 음소재들이 총체 으로 등장하여 곡을 마무리 한다는 은 주목

해야 할 이다. 특히 제2악장의 경과구 음형이 제3악장의 주제선율

로 재구성되는 것과 같이 이  악장에서 비 이 었던 부분이 후

에 주요 부분으로 발 되어 나오는 것은 곡 체의 균형을 유지시

켜주면서 짜임새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슈니트 는 선법과 12음기법, 기능화성

과 차 으로 불 화도가 증가하는 화음들과 같이 세부터 

까지를 아우르는 작곡기법을 사용하여 독창 이고 유기 으로 엮어 

나아갔다. 이처럼 과거와 의 기법을 차용하여 한 작품 안에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폴리스타일리즘의 가장 큰 특성  하나이

며 이러한 특징은 본 작품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슈니트 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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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면에서 그리고 주제를 채택하는 면에서 계 을 두지 않으려 

했던 은 그가 폴리스타일리즘을 양식  민주화라 명명하 던 것

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겠다. 

슈니트 는 카논을 사용하여 주제를 재 하 는데 이러한 

카논은 코랄풍 패시지와 양식 으로 충돌하면서 그 이질감으로 인

한 단 을 래했다. 특히 극단 인 악상과 음역의 비 그리고 페

달의 유무를 통해 음향  립을 보여주면서 양식 으로 립되는 

요소들을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질 인 요

소를 통한 단 과 립은 음악을 극 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 으며 

슈니트 는 이를 통해 본인의 폴리스타일리즘 음악에 극 인 요소

를 부여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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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아노 소나타 제2번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2번은 1990년 작곡된 곡으로 그의 아

내 이리나 슈니트 (Irina Schnittke)에게 헌정되었다. 소나타 제2번은 

슈니트 가 이미 1985년의 첫 번째 뇌졸 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뇌졸 을 겪은 후 작곡한 곡으로 세 개의 소나타  가장 통 인 

소나타 형식에 가깝다. 피아노 소나타 제2번의 가장 큰 특징은 고

인 동기작법과 통 인 형식을 극 으로 활용하면서, 12음기법

과 클러스터 등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사용했다는 이다. 다음의 

작곡노트는 피아노 소나타 제2번의 음악  배경과 슈니트 의 음악 

사상을 잘 나타내 다.      

 

이 세 악장의 작품은 1990년 11월에 완성되었다. 그것은 나의 아내, 

이리나 슈니트 (Irina Schnittke)의 생일을 기념하여 헌정되었다. 언

제나처럼 내게는 소나타 형식에 새 생명력을 일깨우려는 시도가 

요했다. 게다가 나 자신은 피아노 연주자가 아니다. 나는 여러 해 동

안 단지 가끔씩 혹은 반주자로서 피아노를 연주했었다. 이 게 피아

노 연주가 능숙하지 못한 나는 피아노 연주에 심이 없었다. 그래

서 나는 차 건반의 터치나 손놀림 그리고 페달을 잘 다룰 수 있는 

것에 한 고민을 그만두었고, 그 신 그것의 내용, 내가 쓰고 있었

던 것에 집 했다. 그 후에 그것이 새로운 것인지 낡은 것인지, 극복

이 어려울 정도로 난해하거나 벌써 거기 수없이 있었는지는  무

심해졌다. 나에겐 본질 인 것만이 요했다.25)

자연히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해 보 고, 나의 아내는 

클러스터나 3악장에서 순간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통일된 박자가 없

는 것과 같은 문제를 터득했다. 나는 특정한 해석자에게 헌정된 작

품들이 2년 동안은 비기간을 갖는 것을 바랐으며 이 작품의 경우

에도 그러기를 원했다.

25) 볼드체는 필자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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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모험을 해야 한다.26) 매일 모든 것을 모험해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미 과거에 있었거나 자신이 재에 걷고 있는 길

보다 더 넓은 길을 앞서 걸어 나아가야 한다.27)

슈니트 는 본인이 작곡한 작품이 완성되어 연주되기까지의 

과정에 심 을 기울 다. 소나타 제2번에서 슈니트 가 역 을 둔 

것은 기존의 소나타 형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피아노

의 테크닉 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작곡하느냐하는 소재 인 것이

었다. 그리고 슈니트 에게 이러한 소재가 옛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

의 여부는 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요한 것은 통 인 형식과 

인 기법을 극 으로 조화시켜 다양한 소재들을 유기 인 

방식으로 꿰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해 통일되지 않은 박자와 

클러스터 종지, 12음기법 등 인 양식과 소재들을 사용하면서

도 통 인 형식과 동기작법으로 곡의 흐름을 체계 으로 엮어나

갔다.  

  2.1. 형식  개 기법상의 특징

피아노 소나타 제2번은 Moderato-Lento-Allegro의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조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간간히 조성 인 화성

을 삽입하 다. 제1악장은 제1주제와 제2주제를 갖는 제시부와 발

부, 제시부에서 등장한 두 주제를 재등장시키는 재 부와 코다, 그

리고 에필로그  성격을 갖는 제1주제의 재 으로 구성되었다. 제2

악장은 사라방드 리듬과 코랄 양식을 활용하여 작곡하 으며, 제3악

장은 푸가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소나타 제2번을 각 악장에 따라 형식 으로 나 어

지는 구분 지 과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

다. 제1악장은 A-B-A′-Coda의 네 부분으로 나  수 있는데 A부분

26) 볼드체는 필자가 표시

27) International Musikverlage Hans Sikorski, Alfred Schnittke zum 60. Geburtstag: 
eine Festschrift, p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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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

디
구성 요소

A 

제1주제
1-

16 

• 반음계 진행

• 2도, 4도 혹은 단9도와 같은 음정 계 사용

• 동음연타

• 동형진행

• 마디16의 첫 박에서 완 4도 간격의 클러스터

로 제1주제 종결

제2주제
16-

28

• 완 4도로 구성된 3음 동기 선율

• 제1주제의 8분음표 음형

연결구
28-

37

• 마디28의 첫 박에서 증4도 간격의 클러스터로 

제2주제 종결

• 12음음렬

• 2도, 4도로 구성된 선율

• 증4도 화음으로 종결

B

개부
38-

52

• 제1주제의 동기를 4분음표 시차와 단2도 간격

의 카논으로 재

• 4도 구성의 선율과 화성

• 개부의 종결을 네 옥타  이상 벌어지는 음

역 로 종결

연결구
53-

66

• 동음연타

• 반진행 혹은 거울 구조

개부
67-

81

• 제1주제의 동기

• 동음연타

• 소나타 제1번의 제2악장에서와 같이 음정이 

에서는 두 개의 주제가 제시되고 B부분에서는 개부의 형태를 취

하고 있으며 A′부분에서는 두 개의 주제가 재 된다. 코다 이후에

는 에필로그  성격을 갖는 제1주제가 마지막으로 재 된다. (표 5).  

<표 5> 형식  구성표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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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3도, 장3도, 완 4도, 감5도, 완 5도, 장6도로 

벌어지는 음간격의 cresc.가 나타나는 클러스터

• 단9도의 간격으로 두 음씩 구성된 12음음렬

A′

재 부-

제1주제

82-

90

• 제1주제 재

• 12음음렬

재 부-

제2주제

91-

96

• 제2주제와 제1주제가 카논의 형태로 동시에 

재

Coda Coda
97-

108

• 제1주제의 선율과 반음계 순차 하행하는 거울 

구조

• 반 박자와 반음 간경의 4성부 카논

• 세 그룹으로 나뉘어 동형진행되는 12음음렬

• 3 옥타 의 넓은 음폭을 갖는 클러스터

제1주제

109

-

116

• 제1주제 재

• 2도 간격의 선율과 화성 사용

• B♭, B♮, C, D♭의 반음 간격으로 이루어진 

화성으로 종지

<악보 37>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제1주제

<악보 38>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제2주제 (D-G-C/ C♯-F♯-B/ A♭-E♭-B

♭/ 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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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구성 요소

A
1-

10

• 사라방드 리듬

• 반음계 순차 진행을 골자로 한 화성들

B 11-31

• 사라방드 리듬 

• 코랄풍 패시지

• 12음음렬

• 동음연타

A′ 32-48

• 제1악장의 제1주제의 리듬을 두 박에서 세 박으로 

환

• 동음연타

• 4도 2도 선율

B′ 49-70

• 사라방드 리듬의 3화음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양손이 

함께 연주하는 화성이 모두 2도로 조성을 잃은 코랄풍 

패시지 

• 제1악장 제2주제의 동기인 완  4도로 구성된 3음동

기로 12음음렬을 구성하여 동형진행

• 5도 구성의 화음으로 시작한 카논이 완  4도로 구성

된 화음으로 종지

Coda 71-81

• 2도 4도의 선율

• 트릴형태의 셋잇단음표

• 낮은 음역 의 클러스터로 종지

제2악장은 A-B-A′-B′-Coda의 다섯 부분으로 나  수 있

으며 사라방드의 리듬이 지속 으로 나타난다. A부분은 주로 선율

인 성격을 띠며 B부분은  코랄풍 패시지의 화음들을 심으로 진행

된다(표 6).

<표 6> 형식  구성표 소나타 제2번 제2악장 

제3악장은 푸가28)의 형태를 취하는 악장으로 모두 7번의 주

28) 안나 안드르슈 비치(Anna Andrushkevich)는 이고르 체투에 (Igor Tchetuev)의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곡을 녹음한 음반의 CD 자켓에서 본인이 처음 슈

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2번의 3악장을 들었을 때는 실제로 이것이 푸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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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구성 요소

제1제시부 1-6

• 단2도 간격으로 시작하는 2성부 카논

• 클러스터가 더블링된 카논, 거울구조의 선율  

카논

에피소드 7-8
• 2도와 4도 구성의 화음과 왼손의 반주

• 클러스터

제2제시부
9-

14

• 단2도 간격의 2성부 카논으로 시작

• 자유로운 선율(마디10~마디14)

• 클러스터

에피소드2
15-

16

• 2도와 4도 구성의 화음과 왼손의 반주(에피소드 

1과 유사)

• 클러스터

제3제시부
17-

19

• 4도 간격의 2성부로 시작하는 거울 구조의 선율 

 카논

• 4도 구성의 화음과 클러스터가 더블링된 엄격하

지 않은  카논

에피소드3
20-

23

• 2도와 4도 구성의 선율

• 거울 구조의 클러스터

제4제시부
24-

28

• 단2도 간격의 3성부 카논

• 왼손에 카논과 계없는 선율이 등장하는 혼합 

카논

에피소드4
29-

32

• 2도와 4도 구성의 화음과 선율(에피소드1과 유

사)

• 클러스터

제5제시부 33- • 두 개의 화음으로 구성된 더블링된 카논

제의 제시와 4번의 에피소드와 두 번의 코랄 그리고 에피소드와 카

덴차 부분으로 나  수 있으며 진술 부분에서는 다양한 카논 기법

이 사용되었다(표 7). 

<표 7> 형식  구성표 소나타 제2번 제3악장 

것을 감지하기는 어려웠다고 하 다. 특히 푸가의 특징인 여러 성부들의 움직임

이 하나의 덩어리로 들림으로써 도무지 몇 개의 성부가 등장하는지 조차도 인

지하기 힘들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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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성부의 주제와 모방(마디36~38)

• 클러스터

코랄
39-

59

• 제2악장의 사라방드 리듬을 재 하며 A♭장조로 

시작하나 차 으로 불 화도가 강해지는 코랄풍 

패시지

제6제시부
60-

64

• 단2도 간격의 2성부 카논

• 왼손에 카논과 계없는 선율이 등장하는 혼합 

카논

• 클러스터가 더블링된 카논

에피소드

와 카덴차

65-

72

• 클러스터

• 즉흥연주

제7제시부
72-

78

• 클러스터가 더블링된 카논이 거울 구조 형성

• 유니슨

• 호모리듬

코랄2
79-

95

• 제2악장 코랄풍 패시지의 사라방드 리듬 재

• 차 으로 넓어지는 리듬(expanded rhythm)

소나타 제2번에서는 서로 다른 양식들의 병치에서 나타나는 

충돌이 생기기도 하며 이로 인한 단 이 생기기도 한다. 한 악장

마다 주제들이 재 되며 주제 음형들에서 차용된 동기 음형들이 각 

악장에 걸쳐 재 된다. 특히 슈니트 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  

가장 통 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소나타 제2번은 제3악장이 푸가

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악장의 후반부에서 그 형식이 괴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소나타의 마지막 악장에 푸

가가 등장하는 것은 통 인 소나타에서 종종 나타났던 행이

다.29) 슈니트  한 그의 작품에 갑작스러운 즉흥연주를 삽입하

는데 이는 곡 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인 부분으로 통  

형식의 괴라는 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29) 표 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들 수 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

번과 31번에서는 마지막 악장에 푸가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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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식  충돌  단

슈니트 는 피아노 소나타 제2번에서 기존의 작품들에서 이미 사용

되었던 통에서 를 아우르는 기법이나 양식들을 혼합하여 사

용하 는데 이러한 양식들의 병치에서 생기는 이질감은 크고 작은 

립을 야기한다. 본 작품에서 나타나는 양식들로는 코랄이나 카논

과 같은 양식도 있지만 2도와 4도의 음정 계를 갖는 선율이나 12

음기법 혹은 클러스터와 같이 서로 다른 구조를 이루는 음소재들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코랄이나 카논과 같이 큰 단 의 양

식들이 립될 때에는 단 을 일으키지만, 2도와 4도의 음정 계를 

갖는 선율이나 12음기법 혹은 클러스터와 같이 작은 단 의 짜임새

가 다른 음소재들이 립될 때에는 긴장감을 부여하면서 분 기를 

환시키게 된다. 

를 들어 제1악장의 마디67의 오른손에서는 제1악장 제1주

제의 선율이 왼손의 2도와 4도의 음정 계를 갖는 선율과 함께 등

장한다(악보 35). 마디68에서는 단7도와 장2도의 동음연타로 조합된 

음형이 셋잇단음표로 나타나고 왼손에서는 2도와 4도 조합으로 이

루어진 화음이 등장한다. 한 마디69에서는 오른손에 셋잇단음표로 

구성된 12음음렬이 등장하며 왼손은 단3도의 클러스터가 등장하여 

차 으로 넓어진다. 이처럼 불과 세 마디 안에서 짜임새가 다른 

음형들이 병치되면서 서로 다른 양식 간의 충돌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은 한 마디 간격의 빠른 속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카논

과 코랄과 같이 충돌이 생길 때 나타나는 단 이 생기는 것이 아니

라 곡의 빠른 환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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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67~72

제2번 제1악장 제1주제 동음연타 12음음

수직적으  3:2 혹은 2:3의 리듬

클러스
제2번 제1악장 제1주제

2도 4도

제2악장의 마디11에서는 앞서 나오던 수평  형태의 선율진

행에서 수직  패시지인 코랄풍 패시지가 사라방드 리듬 형태로 갑

작스럽게 나타남으로써 단 이 일어난다(악보 36). 특히 슈니트 는 

마디10과 11사이에 숨표를 표기하여 이러한 단 을 시각 으로도 

강조하 다. 이와 같은 유형의 단 은 마디48과 49에서도 나타나는

데 슈니트 는 이처럼 서로 이질 인 요소들을 충돌시켜 양식 인 

단 을 성취하고자 했다.

<악보 40> 소나타 제2번 제2악장 마디8~13, 마디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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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악장은 푸가 형식의 폴리포니 인 성격을 갖는 악장이지

만, 마디39부터 특별한 비 없이 호모포니한 코랄풍의 양식이 등장

하면서 양식  환  단 이 일어난다(악보 41). 특히 마디66과 67

에서는 낮은 음역 의 클러스터가 이 의 흐름을 완 히 단 시키

고 즉흥연주로 나아간다. 한 마디76~78에서는 폴리포니  성격으

로 진행되던 양손이 마디78에서는 갑자기 제2악장에 쓰인 사라방드 

리듬의코랄풍으로 바 면서 형식 인 단 을 만들어낸다.

<악보 41> 소나타 제2번 제3악장 마디38~39

소나타 제2번 제3악장 마디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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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제2번 제3악장 마디76~79

이처럼 소나타 제2번에서는 코랄이나 카논과 같은 양식간의 

립과 함께 서로 다른 짜임새를 갖는 음형들의 립 한 나타난

다. 그러나 이 곡에서 주목해야할 은 이러한 립이 큰 단 로 나

타날 때에는 충돌이 커짐으로써 단 이 나타나지만 작은 단 로 나

타날 때에는 그 충돌의 규모가 작아 단 이 아닌 빠른 환이 나타

난다는 이다. 이 듯 크고 작은 립으로 인한 단 과 충돌은 형

식 인 불일치로 인해 음악에 극 인 성격을 부여하며,30) 슈니트

가 폴리스타일리즘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극 인 음악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31) 

   2) 주제의 모방과 변용

피아노 소나타 제2번에서는 주제 음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변용되

어 나타난다. 즉 주제가 제시된 후에 재 부에서 한 번만 재 되는 

것이 아니라 악장 체에 걸쳐 지속 으로 재 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러한 은 각 악장에서 어떻게 제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

다. 

30) 폴리스타일리즘은 양식  다원성의 부분집합이다. 양식들은 부조화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분열 으로 합쳐진다. 따라서 폴리스타일리즘의 양식  불일치는 극

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John Webb, “Schnittke in Context” in Tempo, pp. 19-22.
31) 슈니트 의 《 악 사 주 4번》에서는 코랄과 카논과 같이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그 이질감으로부터 양식 인 단 을 야기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Aaminah Durrani, “Chorale and Canon in Alfred Schnittke's Fourth String 

Quartet”, the Degree Doctor of Philosophy in the graduate School of 

Louisiana State University and Agricultural & Mechanical Colleg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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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악장 제1주제의 동기음형은 마디6, 마디13~15 혹은 마디

16~19에서 나타나듯이 제1악장 체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 특히 

마디16~19 사이 소 라노에서는 제1주제 동기의 8분음표 음형들이 

지속 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내성부에서는 제1악장의 제2주제인 완

4도로 구성된 3음 동기가 D-G-C, C♯-F♯-B, A♭-E♭-B♭의 선

율로 나타난다. 이는 제1악장의 제1주제에서 생된 음형과 제2주제

가 함께 제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악보 42).

<악보 42>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1~2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6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13~15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16~19

마디38에서는 제1악장의 제1주제가 등장하는데 이는 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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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시차와 단2도의 음정 계를 두고 세 성부에서 모방된다(악보 

43).

<악보 43>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38~40

제1악장의 마디97부터 오른손의 최상성부에서는 제1주제의 

음형이 등장한다(악보 44). 이 때 마디97에서는 시작하는 음으로부터 

반음계 순차 하행하는 성부가 차 으로 추가되는데 이는 클러스

터의 효과를 갖는다. 한 마디97의 첫 음부터 반음계씩 순차 하행

하는 선율은 최상성부에서 나타나는 제1주제와 반진행하며 이것은 

마디98의 왼손에서 단2도 아래에서 모방된다.

<악보 44>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97~100

제2악장의 마디32~35에서는 오른손의 상성부에 제1악장의 

제1주제와 같은 리듬형태가 3박자로 변형되어 나타난다(악보 45). 이

처럼 슈니트 는 소나타 제2번에서 주제음형에서 차용된 동기음형

들을 서로 다른 악장에서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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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소나타 제2번 제2악장 마디32~35

제3악장은 푸가로 구성된 악장으로, 오른손에서 먼  주제가 

제시되면 왼손에서 모방하는 형태가 한 마디 단 로 지속된다. 마디

1의 오른손에 나타나는 선율은 반 박자 뒤에 단2도 상행한 음정으

로 왼손에서 재 한다(악보 46). 이는 마디2에서도 오른손의 선율을 

왼손이 반 박자의 시차와 단2도 상행한 음정으로 모방하지만, 마디3

에서는 오른손의 선율을 왼손이 단2도 하행으로 모방하며 선율이 

변형된다. 이러한 선율의 모방과 변용은 제3악장의 푸가 안에서 일

곱 번에 걸쳐 지속 으로 나타난다. 

<악보 46> 소나타 제2번 제3악장 마디1~4

앞의 악보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니트 는 피아노 소나

타 제2번에서 주제에서 생된 동기들을 지속 으로 모방하고 변형

하여 사용하 다. 특히 그가 빈번하게 사용한 카논 기법은 여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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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서로 다른 음정 간격으로 지속 으로 주제를 모방하여 변화

무 하게 나타나지만 주제가 계속 재 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주며 

곡을 응집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 통  기법의 차용  괴

소나타 제2번은 코랄과 카논 기법 그리고 악장 체가 푸가로 구성

되어있는 제3악장에서 볼 수 있듯이 통 인 음악  재료에 기반

을 두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이다. 슈니트 는 본 작품에서 다양

한 종류의 카논을 세심하게 구분하여 사용하 고 조성 으로 시작

하여 무조 으로 변화하는 코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용하 다. 

특히 푸가 형식의 3악장은 후반부에 즉흥 연주가 삽입됨에 따라 그 

형식이 괴된다는 에서 통의 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슈니트 가 피아노 소나타 제2번에서 곡을 엮을 때 가장 비

 있게 사용한 소재는 카논이다. 이 부터 카논을 사용한 모방작법

은 슈니트 의 많은 작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피아노 소나타 제2번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선율  카논, 혼합

카논, 비율카논, 더블링(doubling)된 카논, 구성음이 변화된 카논32)과 

32) <선율 카논>은 한 성부가 다른 성부의 음정을 반  방향으로 따라가는 카논

으로 반사구조와 연 된다. <혼합카논>은 엄격한 성부로 구성된 카논과 자유로

운 성부로 구성된 카논이 섞인 것으로, 주로 두 개의 카논  상성부와 한 개의 

자유로운 베이스로 구성되며, 자유로운 성부는 주로 순차 으로 도입되고, 쉼표

로 나타나는 음향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비율 카논>은 상이한 비례를 

가진 템포로 진행되는 카논이다.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에는 엄격한 비율 카

논 신 두 성부가 2:1의 비율  반진행으로 모방되는 비율 카논을 주로 연결

구에 시도하 다. 한 역행 된 선율을 비율 카논으로 사용하여 음가를 축

소하기도 하 다. <더블링 된 카논>은 주제 선율을 클러스터로 더블링 한 것으

로, 슈니트 는 더블링된 음정 사이의 모든 반음들을 채움으로서 두터운 선율선

을 생성하 다. 그러나 그는 주제선율이 여러 번 반복하여 인지된 후에 클러스

터 더블링을 사용하 다. <구성음이 변화된 카논>의 경우, 슈니트 는 순간의 

화음의 울림보다 수평 인 진행과 체 인 음향에 더욱 을 두었기 때문에, 

음고의 변화나 음가의 변화 등 연주상의 이유로 구성음이 변화하는 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opr/t237/e1770?q=canon&search=qui

ck&pos=4&_start=1#firsthit, 최종검색일: 20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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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다양한 방식의 카논을 사용하여 곡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 다.

제1악장의 마디90부터는 제1주제와 제2주제가 동시에 카논 

방식으로 등장한다(악보 47). 제1주제는 오른손의 상성부와 왼손의 

상성부에 나타나며 제2주제는 오른손의 하성부와 왼손의 하성부에 

나타난다. 이 때 주제와 모방하는 선율은 한 박자의 시차와 단2도의 

음정 계를 갖는다. 한 오른손의 제1주제를 모방하는 왼손 선율

은 둘째음인 A가 한 옥타  낮게 이동하여 모방하고, 오른손의 제2

주제를 모방하는 왼손 선율은 셋째음인 A와 여섯째음인 G♯이 한 

옥타  낮게 이동하여 모방함으로 성부가 서로 얽히는 복잡한 짜임

새를 갖는 카논이 형성된다. 

<악보 47>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90~93

제1주제

제2주제

마디94~96에서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선율로 구성된 카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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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다. 첫 번째 선율은 마디94의 오른손에서 둘째 박자에 시작되

는 C♮-B-F-E♭ 선율로 이는 단2도-증4도-단2도로 구성되었으며 

반 박자와 반음 간격으로 왼손에서 B♮-B♭-E♮-D의 음렬과 B♭

-A-E♭-D♭의 음렬이 순차 으로 들어온다. 이 때 첫 번째 모방의 

후반부 두 음인 E♮-D는 한 옥타  올라가서 모방된다. 이와 같은 

첫 번째 선율에 맞물려 두 번째 선율이 오른손의 소 라노에서 같

은 마디의 마지막 박자에 A-G-A♭-D 선율로 변형되어 등장한다. 

이는 반 박자와 반음 간격으로 알토와 테  성부에서 A♭-F♯-G-C

♯ 그리고 G-F-F♯-C♮의 선율로 순차 으로 들어온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율이 마디95의 소 라노에서 한 박자 반 뒤에 G♭-E♮

-F-E♭의 선율로 등장한다. 이 한 반 박자와 반음 간격으로 알토

와 테  성부에서 F-D♯-E-D♮ 그리고 E-D♮-E♭-D♭의 선율로 

순차 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세 개의 다른 선율이 연속 으로 등장

하는 카논은 곡을 짜임새 있게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악보 48). 

<악보 48>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94~96

마디105~106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에서 각각 시작음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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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거울구조가 나타난다. 이 때 오른손에서는 G♭을 심으

로 상성부에서는 A♭-B♭-A♮-B♭-C와 하성부에서는 F♭-D-C-D-C

의 음들이 서로 칭 으로 나타나고(하성부의 셋째음인 C는 C♯이

어야 정확한 칭이 될 수 있음) 왼손에서는 이를 모방하는데 F를 

심으로 상성부에 G-A-G-A-B와 하성부에 E♭-C♯-E♭-C♯-B의 

음들이 서로 칭 으로 나타난다. 한 오른손과 왼손에서는 서로 

한 박자의 시차와 단2도의 음정 계를 갖는 카논이 시작된다. 그러

나 이것은 마디106에서 한 박자의 시차와 감4도의 음정 계를 갖는 

칭 인 구조 형태를 갖는 선율 카논33)으로 바 다. 한 시작

음을 심으로 각각의 손에 차 으로 가해지는 단2도 간격의 성

부들로 이루어져 궁극 으로 더블링된 카논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악보 49). 

33) 슈니트 가 사용한 칭 인 구조의 선율  카논은 반사구조와 연 을 갖는

다. 반사구조(Reflection, Mirror writing / Spiegelstrucktur)란 조성이라는 통

인 체계와 다른 새로운 음계 는 화음의 구성 체계로서 반사구조는 후기 낭만, 

특히 바르톡 이후로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활용되어 왔다. 반사구조는 하나

의 심음을 축으로 일정한 간격을 가진 기존의 음계 는 음정이 수직 , 는 

수평 으로 생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역배음

렬>(Undertone-Series), <음계의 >(Inverted scale), <반사화음>(Mirror chord)

등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인 <역배음렬>은 C를 기 으로 상행하는 배음렬의 역배

음렬로, 심축인 C를 기 으로 동일한 음정간격으로 하행하는 음계가 생된

다. 두 번째 유형인 <음계의 >는 심음을 공유하는 두 음계(원형과 )의 

동시 이고 순차  사용이 가능한 기법이다. 즉 하나의 심음을 축으로 모든 

음계의 구성음을 시켜 생 음계를 만들어 내며, 이 게 생된 음계를 그 

원형과 수평 으로 결합, 수직  반사구조를 형성하거나 동일 심음 상의 음계

변이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음렬 는 음계의 반사구조 기법은 악곡의 수직

 반사구조에 기 를 제공하며, 반사구조 외에 복선법이나 온음계  반음계 어

법 등 다양한 형태로 응용된다. 마지막으로 <반사화음>은 특정 화음의 근음을 

심축으로 하여 그 화음을 구성하는 음정 계의 형으로 생된 새로운 화

음을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이러한 음정  반사기법은 음정의 확   축소, 마

디 는 박의 확 나 축소,  캐논 등 다양한 악곡 구성방법에 용된다. 반

사의 축을 이루는 음은 지속되면서 해당 섹션의 심음 역할을 한다. 

   상직, 『Bela Bartok 작곡기법 입문』 (서울: 수문당, 2003), pp.34-37. 

   이러한 측면에서 슈니트 의 카논에서는 심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칭

인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슈니트 가 카논에 반사구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엄격하지 않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서로 칭된다는 원칙만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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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 105~109

이와 같이 소나타 제2번에서는 주선율을 단순하게 여러 성

부에서 모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주선율을 선율 와 더블

링된 카논과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방하는 카논이 빈번하게 

나온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카논은 주제 선율을 계속해서 반복하

기 때문에 통일성을 주게 되며 성부의 첩으로 인해 긴장감을 고

조시킨다.  

피아노 소나타 제2번에서 통에 기반 한  다른 기법의 

로는 코랄풍 패시지이다. 코랄풍 패시지는 소나타 제1번과 같이 

시작부분은 다소 기능화성 으로 진행되지만 패시지가 진행되면서 

차 이러한 화성 진행이 사라진다. 이는 소나타 제1번에서보다도 

기능화성 인 부분이 더 짧아지고 무조 인 부분이 비교  길어진

다. 

제3악장의 마디39부터는 코랄풍 패시지가 나타난다. 이 때 

첫 코드는 A♭장조 화성으로 시작하고 소 라노와 베이스 선율은 

장3도 병행하게 된다(악보 50). 그러나  알토와 테  성부는 각각 A

♭과 E♭음을 유지하면서 3화음의 형 인 음정간격인 3도와 5도

가 아닌 2도와 4도의 음정으로 구성된 화성이 등장한다. 이는 조성

으로 시작한 화성이 차 조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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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기능화성 인 3화음으로 시작한 코랄풍의 패시지는 기

능성에서 탈피한 무조 인 패시지로 변한 것이다.

<악보 50> 소나타 제2번 제3악장 마디39~46

제3악장의 마디78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라방드 리듬의 코랄

풍 패시지는 A♭장조의 화음으로 시작하여 오른손에서 A♭과 E♭으

로 구성된 화음을 마디88까지 지속한다(악보 51). 이는 앞서 악보 46

에서 알토와 테  성부가 같은 음을 유지하던 것이 이제는 성부가 

바 어 소 라노와 알토 성부가 같은 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 때 왼손은 오른손과 같은 리듬 형태를 유지하면서 호모

리듬의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음정은 수직 으로 10도 이상의 간격

을 유지하며 수평 으로는 2도와 3도의 간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 으로 오른손에서 지속되는 화성과 차 으로 부딪히는 화성

이 늘어나며 조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악보 51> 소나타 제2번 제3악장 마디78~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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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슈니트 는 코랄풍 패시지를 구성할 때에도 처음에

는 조성 으로 시작하여 차 불 화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작곡하

으며 이는 청자가 쉽게 작품을 인지할 수 있게 하기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코랄풍 패시지는 사라방드의 리듬 형태를 취하고 있

어 바로크 시 의 춤곡 양식을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성과 무조성 그리고 바로크 시 의 리듬 형태까지도 한 작품 안

에서 함께 쓰 다는 것은 슈니트 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여러 

가지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폴리스타일리즘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아노 소나타 제2번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은 제3악장을  

앞서 살펴본 카논과 코랄을 모두 사용하여 푸가의 형태를 취하게 

만들었다는 이다.34) 제3악장의 푸가에서는 다양한 카논 기법을 구

34) 2차  이후 푸가 형식은 수용과 거부라는 두 가지 조  양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먼  푸가 형식에 한 거부는 총렬음악과 우연성 음

악, 미니멀리즘 사조에서 완고하게 나타나며 반 로 다원주의 미학을 토 로 하

는 작품들에서는 과거 양식을 차용하여 이질감을 표 하거나 는 그 자체를 

통에 한 상징 인 의미로서 수용하기도 한다.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10347?q=fuga&search=q

uick&pos=1&_start=1#firsthit, 최종검색일: 2014.5.6.

   한편 푸가 양식의 핵심 아이디어인 모방 기법을 다양한 실험  아이디어와 결

합  변형시켜 악곡의 텍스처를 법  형태로 만드는 것에 주력하는, 

으로 재해석된 실험  푸가 유형도 등장하 는데, 표 인 작품으로 리게티

의 《 퀴엠  ‘키리에’》(1963-65), 알랑 베버의 《 류드, 푸가 그리고 

피날 》(1959), 루토스와 스키의 《13개의 을 한 류드와 푸가》

(1970-72) 등이 있다. ( 통  푸가의 외형  특성만 암시하는 이러한 유형은 푸

가로서의 실제  특성은 잃게 된다.)  

   서정은, “20세기 음악에 나타난  텍스처의 양상들(2): 비조성 푸가의 경

우”, 서양음악학 15/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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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여 주제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통 인 푸가

는 클라이맥스로 가까워질수록 클러스터 인 음형을 통해 변형되다

가 곡의 후반에는 즉흥연주로 완 히 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다.35)

제3악장 푸가는  악장에 걸쳐 총 7번의 주제 제시, 4번의 

에피소드와 두 번의 코랄 그리고 에피소드와 카덴차로 구성되었다. 

이 때 7번의 주제의 제시는 처음에는 단순한 2성부의 카논으로 시

작하지만 차 클러스터가 더블링되고 거울 구조의 선율  카논

으로 바 다. 제2제시부에서는 2성부 카논으로 시작하여 7도 화성과 

클러스터가 나오고 제3제시부에서는 2성부의 거울 구조의 된 

카논으로 시작하여 클러스터가 더블링되어 끝난다. 제4제시부에서는 

3성부의 카논과 주제와 계없는 구성음이 섞여있는 혼합카논이 등

장한다. 제5제시부에서는 오른손과 왼손 양 성부에 각각 화음이나 

클러스터가 더블링돤 카논으로 시작하여 3성부의 카논으로 끝난다. 

제6제시부에서는 2성부로 시작하는 카논과 주제와 계없는 성부가 

나타나 혼합 카논을 이루며 이는 차 발 되어 마디62부터는 클러

스터가 첩된 더블링된 카논으로 이어진다. 마디72에서는 마지막으

로 제7제시부에서는 클러스터가 첩된 더블링된 카논이 거울 구조

를 만들고 2:1의 비율을 갖는 비율 카논(마디74)이 등장한다. 한 7

번의 제시부들 사이에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제5제시부 이후에는 

코랄이, 제6제시부 이후에는 에피소드와 카덴차가 그리고 마지막 제

35) 슈니트 는 1965년 소련의 문화부에서 차이코 스키 콩클을 해 작품을 제출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로인해 《즉흥연주와 푸가》(Improvisation and 

Fugue)라는 곡을 작곡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곡은 당시 차이코 스키 콩클에 참

가했던 연주자들이 아무도 채택하지 않아 연주되지는 못하 다. 이 곡은 12음 

음렬을 상당히 엄격하게 사용하여 작곡하 으나 슈니트  자신이 언 하기를 

진정한 푸가의 형태를 갖추기 보다는 윤곽만을 갖춘 곡이라 하 다.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2번의 3악장은 《Improvisation and Fugue》보다 25년 후에 작

곡된 곡으로 사실상 푸가와 즉흥 연주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에서 비슷

한 이 있다. 그러나 그 짜임새에 있어서 훨씬 견고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CD 

자켓 Anna Andrushkevich, Alfred Schnittke: Complete Piano Sonatas, Igor 

Tchetuev. Caro Mitis Record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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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시부 이후에는 다시 코랄이 등장하게 되며 카덴차 부분이 이 곡

의 핵심  성격을 만드는 즉흥연주 부분인 것이다(부록 참조). 이처

럼 제3악장에서는 두 성부의 주제와 모방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카

논 기법으로 시작하여 곡이 발 되고 고조됨에 따라 거울 구조의 

선율  카논, 더블링된 카논, 혼합 카논, 비율카논 등의 다양한 

방식이 푸가 안에서 개되며 이는  곡에 걸쳐 사용한 모든 카논 

기법을 종합하는 악장으로 볼 수 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니트 는 피아노 소나타 제2번

에서 곡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카논과 코랄 그리고 푸가와 같은 

통에기반한 음악  재료들을 사용하 다. 그는 카논 기법을 사용

하여 동기들을 지속 으로 재 하고 변용함으로써 곡에 통일성을 

주었고 기능화성에서 멀어진 화음들을 사용하여 코랄을 구성하 다. 

한 푸가로 구성된 제3악장은 곡의 발 에 따라 주제들의 짜임새

가 두꺼워 지다가 즉흥연주 부분의 등장으로 곧 괴된다. 이러한 

모습들은 슈니트 가 통 인 기법을 자기화하여 독자 인 소나타

를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음소재  화성

피아노 소나타 제2번에서는 수평 인 움직임을 통해 구성된 화음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음들은 명확한 기능을 염

두하고 작곡한 것이 아니므로 기능이 불확실하고 무조 인 특성을 

나타낸다. 한 슈니트 는 이 곡에서 주로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곡

에 긴장감을 부여하 다. 

   1) 선  화성

악보 47, 48, 49, 부록 참조

카논은 여러 성부가 수평 으로 동시에 움직이면서 화음을 만든다. 

그러나 이 게 만들어진 화음은 삼화음과 같은 기능을 한 화음이 

아니라 수평 인 움직임에서 성부들의 첩으로 인해 필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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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선율  화성으로 소나타 제2번에서는 카논의 등장이 잦아 

이러한 화음들이 빈번하게 형성된다. 제1악장 마디16~19에서는 1악

장의 제1주제와 제2주제가 동시에 등장한다. 제1주제는 마디16의 소

라노 성부에서 D♭-C-D♭-C-D♭-G♭과 마디18에서 

D-E-F-E-F-B♭으로 나오고 제2주제의 3음 동기는 마디16의 알토 

성부에서 D-G-C, 마디 17의 베이스에서 C♯-F♯-B, 마디 18의 알토

에서 A♭-E♭-B♭으로 등장한다. 이 때 두 개의 주제가 엇갈리면서 

서로 다른 성부에서 지속 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주제 선율이 서로 

모방되거나 재 되면서 사실상 화음이 형성된다(악보 52). 그러나 이

러한 화음은 기능화성의 구실을 하기 한 뚜렷한 3화음이라기 보

다는 수평 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제선율의 첩에서 나타나는 

상으로 볼 수 있다. 

<악보 52>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16~19

이와 같이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다른 선율을 동시에 연주

할 때 화음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화음들은 코랄풍 패시지에서 나타

나는 화음들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여러 성부들의 첩으

로 인한 수평  움직임을 통해 수직 으로 나타나는 상일 뿐인 

것이다. 

   2)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소나타 제2번에서 사용된 주요 음소재  하나이다. 슈

니트 는  클러스터를 음향  효과만을 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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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율을 모방하거나 각 섹션을 구분짓는 종지형태로도 사용하 다. 

이처럼 클러스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

을 하게 하 다.

제1악장 마디16의 첫 박에 등장하는 클러스터는 제1주제의 

종결 부분이며 마디27의 마지막 박자에 등장하는 클러스터는 제2주

제의 종결부분이다. 이 때 마디27의 클러스터는 클러스터로 표기되

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음정 계가 모두 단2도로 되어있어 청각 으

로는 클러스터와 같이 인지된다. 이러한 경향은 마디105부터 발 되

는 카논에서도 엿볼 수 있다. 마디108에서는 진정한 클러스터의 표

기로 코다 부분을 종결한다(악보 53). 이때에는 오른팔과 왼팔을 모

두 사용하여 매우 넓은 역의 음역 를 한꺼번에 러야한다. 이

듯 슈니트 는 곡의 종결을 한 수단으로 클러스터를 사용하 으

며 음악이 발 함에 따라 클러스터의 구성음의 음폭 한 넓어지는 

방식을 택하 다.

<악보 53>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15~16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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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105~108

제3악장 마디62~66까지는 푸가의 제6제시부로 이미 다섯 번

에 걸쳐 제시되었던 주제가 발 되어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 54). 이 때 슈니트 는 주제 선율에 클러스터를 첩시

켜 그 효과를 극 화하 다. 

 

<악보 54> 소나타 제2번 제3악장 마디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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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클러스터는 소나타 제2번에서 이즈의 종지에 사

용되었는데 이 때 곡이 발 되면서 클라이맥스로 가까워질수록 클

러스터의 음폭을 넓게 하여 곡이 정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이즈의 종지 외에도 곡이 고조되었

을 때 선율에 클러스터를 첩시킴으로써 곡의 클라이맥스 부분임

을 알 수 있도록 하 다. 

 

2.3. 음향

피아노 소나타 제2번의 특징  한 가지는 조성 인 기능을 하는 

개별 인 화성이나 음고 보다는 체 인 음향과 울림에 집 했다

는 것이다. 슈니트 는 숨표 혹은 쉼표를 사용하여 형식을 구분하는 

등 음향  변화를 표 하기 해 음악 인 부분 하나하나를 세심하

게 컨트롤하 다. 한 음고를 격하게 변화시키거나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그만의 특유의 극 인 음향  표 을 보여주었다. 

마디16과 마디28에서는 mf와 f의 악상 안에서 클러스터를 

사용한 종지가 나타난다. p와 pp와 같이 여리게 시작하는 다음 부분

으로 환하게 되는데 이 때 클러스터의 종지 이 후 숨표가 표기되

어있다. 이 듯 센 악상에서 클러스터로 종지한 것은 음향 으로 고

조된 느낌을 다. 한 그 후 표기된 숨표는 다음에 이어져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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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린 악장의 비인 동시에 음향 으로 단 시켜 정지된 느낌을 부

여한다(악보 55). 

<악보 55>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15~17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26~29

   

마디37에서는 mf의 낮은음역 에서 왼손의 코드로 연결구를 

종지한다. 이는 마디38에서 p로 시작하는 높은 음역 에서 오른손의 

개부로 연결된다(악보 56). 이처럼 음역 와 악상의 비는 음향

으로 청자를 집 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악보 56>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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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06부터는 한 음마다 강세를 가진 화음이 나타난다. 이 

화음은 음가가 짧아지고 오른손과 왼손간의 음역 가 넓어져 고조

되다가 마디108에 도착한다. ff의 악상을 가진 클러스터에 페달의 

울림이 더해져 풍부한 음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클러스터는 차 

울림이 어들게 된다. 한 새로운 페달 안에서 제1주제가 새로운 

페달과 함께 재 되면서 고요한 분 기로 격히 환된다(악보 57).

<악보 57>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106~112 

제2악장의 마디49는 코랄풍 패시지로 제2악장의 도입부의 

사라방드 리듬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 때 마디49~51까지는 ff안

에서 악센트로 모든 화음이 표기되어 있는데 마디52부터는 악상이 

갑자기 pp로 환된다(악보 58). 이 듯 슈니트 는 아티큘 이션과 

악상에 있어서 진 인 환을 지시함으로써 메아리와 같은 음향

 비를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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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소나타 제2번 제2악장 마디49~52

제3악장의 마디38에서는 다섯 번째 주제의 모방이 끝나며 

섹션을 종지하기 한 클러스터가 f안에서 악센트로 표기되어 매우 

고조된 분 기를 표 하 다. 그러나 바로 다음 이어지는 마디39에

서는 p의 악상에서 quasi poco rall.라는 표기가 되어있듯이 격앙된 

분 기에서 차분한 분 기로의 환이 이어지는 음향 인 비가 

나타난다(악보 59).

<악보 59> 소나타 제2번 제3악장 마디38~39

이처럼 슈니트 는 조되는 음향을 사용하여 분 기의 

환을 표 하 다. 이는 앞서 다루었던 양식  충돌  단  부분을 

포 할 수 있는 것으로 음향 인 측면으로 찰한 것이다. 슈니트

는 본인이 세 하게 계획한 지 에서 숨표를 사용하거나 음고를 

립되게 사용하여 이질 인 양식이나 짜임새로 인한 립뿐만 아니

라 음향 인 측면에서도 립되는 방식을 사용하 다. 이러한 음향

은 청자를 음악에 집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슈니트 는 이러

한 을 명시하여 곡을 극 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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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소나타 제2번은 카논, 코랄, 사라방드 리듬, 12음음

렬, 클러스터와 같이 통 이고 인 요소가 모두 사용된 폴리

스타일리즘 작품이다. 본 작품에서는 12음음렬, 클러스터와 같은 음

소재나 코랄, 카논과 같은 양식 인 충돌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립이 나타나며 음향 으로도 악상을 통한 립이 나타나는데 슈니

트 는 이러한 립을 통해 곡을 극 으로 발 시켰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소나타 제2번은 통 인 성향이 강

하면서도 그러한 성향이 괴된다는 이다. 제1악장이 두 개의 성

격이 다른 주제가 제시되는 제시부, 개부, 재 부로 구성되었다는 

에서도 통 인 소나타 형식과 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카논과 코랄이  곡에서 지속 으로 나타나고 특히 여러 가지 카

논 기법이 총체 으로 쓰인 제3악장의 푸가는 모두 통에서 비롯

된 음악  구성 요소라는 것이다. 한 푸가 형식이 즉흥 연주 부분

의 등장으로 인해 괴되는 것은 슈니트 가 ‘실수나 규율에서 벗

어나 험을 무릅쓰는 것이야말로 술이 일어서고 발 할 수 있는 

요소’36) 라고 했던 것과 같이 통 인 규범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의 창조를 한 괴를 본 작품에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6) Alexander Ivashkin, A Schnittke Reader,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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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아노 소나타 제3번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3번은 1992년 작곡되었으며 그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여러 번의 뇌졸  발병으로 매우 쇠약해진 상태

다. 그는 이제 지 으로 쌓은 지식보다 인간의 본능에 더 의존하

게 되었고37) 병세로 쇠잔해진 슈니트 는 그의 음악에서 신비주의

이고 인 성격을 표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음만

을 사용하고 음향을 최 한 섬세하게 표 하고자 한 것은 이 시기 

그의 작품들에 반 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38) 다음은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3번에 해 그가 작곡노트에서 언 한 부분이다. 

한 피아노 소나타가 연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미 여러 해 부

터 유스투스 란츠39)(Justus Frantz)와 슐 스비히 홀슈타인

(Schleswig Holstein) 음악제에 한 소식을 들었다. 나는 로스트로포

비치와 게니 키신 등이 함께한 1991년 콘서트를 포함해 그와 

련된 몇 가지 등을 잊을 수 없다. 그 후에 피아니스트 유스투스 

란츠의 공연과 녹음을 들었다. 몇 해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우리

의 첫 만남 이후 새로운 계가 지속되었는데, 1990년 유스투스 

란츠와 잠시 이웃에 사는 동안 자주는 아니지만 매우 요한 모임을 

가졌었기 때문이다. 그 후 나의 두 번째 뇌졸 이 찾아왔고(1991), 

느린 회복이 뒤따랐다. 그 동안 유스투스 란츠는 순순히 인간 이

며 의학 인 측면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했다.40)

37) Ibid., Chapter 1 참고.

38) 슈니트 의 교향곡 제6번(1992), 제7번(1993), 제8번(1994)은 욕 이라 할 만큼 

단순한 구조를 보이며 특히 제8번의 경우 종결 부분은 상행하면서 매우 작게 

끝나는 것이 그의 신비주의 인 성격이 나타난다.

39) 유스투스 란츠(Justus Frantz, 1944- ): 독일의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란

츠는 10세에 피아노를 시작하여 함부르크에서 엘리자 한센과 빌헬름 에게 

사사 받았다. 그는 1970년에는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 스트라

와 연하 고, 1975년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 스트라와 연

하면서 미국 무 에 데뷔하 다. 1986년에는 슈니트 와 인연을 맺게 된 슐 스

비히 홀슈타인(Schleswig Holstein) 음악제를, 1995년에는 Philharmonia of the 

Nations를 창설하 다. 2013년부터 이스라엘 신포니에타 Be‘er Sheva의 음악감

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Justus_Frantz,, 최종검색일: 2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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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 후에 처음으로 쓴 것이 유스투스 란츠에게 헌정된 피아노 

소나타 고, 나는 언제나처럼 부푼 마음으로 그것의 연을 기다린

다. 1992년 말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사려고 했을 때도 당연

히 유스투스 란츠와 함께 갔다: 그는 곁에서 내 아내와 나를 문

가의 조언으로 도와주었다.41)

유스투스 란츠는 슈니트 가 육체 으로 힘든 시기를 보

낼 때 다방면으로 그를 보살펴  소 한 친구 다. 그는 피아노 소

나타 제3번을 보답의 의미로 유스투스 란츠에게 헌정하 다. 

피아노 소나타 제3번의 경우, 앞서 작곡된 소나타 제1번과 2

번에 비하면 훨씬 단순한 짜임새를 갖는다. 제3번은 소수의 음형과 

음소재에 집 하고 동형진행을 극 활용하여 명료하고 단순하다. 

한 슈니트 는 이  피아노 소나타들에서 극 으로 활용했던 

클러스터를 지극히 제한 으로 사용하 으며, 신 반음계진행, 동

음연타, 동형진행과 같이 일반 인 소재에 해 깊이 탐구하 다. 

  3.1. 형식  개기법상의 특징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3번은 Lento-Allegro-Lento-Allegro의 

느린 악장과 빠른 악장이 교 되는 4악장 구성의 곡이다. 이  소나

타와 달리 피아노 소나타 제3번에서는 조성 인 부분을 찾기 어렵

고, 곡 반 으로 무조 인 성향을 갖고 있다. 한 매우 은 양

의 음을 사용하여 작곡하 으며, 모든 악장의 주제선율이 네 마디 

이상 이어지지 않는 편 인 성격을 갖는다. 그럼으로 주제 선율이

라고 하기 보다는 주제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통 인 소나타 형식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각 악장의 주제  

동기는 서로 다른 악장에서도 재 되는데 주목할 은 이러한 동기

40) 볼드체는 필자가 표기

41) International Musikverlage Hans Sikorski, Alfred Schnittke zum 60. Geburtstag: 
eine Festschrift. p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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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구성 요소

A
1-

11

• 반음계 순차진행

• 동형진행

A′ 12-18

• 반음계 순차진행 (도입부의 상행 혹은 하행하는 음

계가 하행 혹은 상행하는 음계로 됨)

• 동형진행

• 완 4도 혹은 단3도 음역의 클러스터

코랄 19-27

• 호모리듬

• 2도 4도의 선율

• 수직 으로 완4도, 단3도, 단2도로 차 으로 좁아

지는 선율진행

연결구 28-45 • 호모리듬

들이 소나타 제1, 2번에서 이미 등장했었다는 것이다. 특히 피아노 

소나타 제3번은 지극히 단순한 음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성부

의 첩을 기본으로 하는 카논 양식은 나타나지 않으며 코랄풍 패

시지 한 두 성부가 호모리듬 으로 진행되는 기본 인 리듬 형태

만을 유지한다.

다음은 소나타 제3번을 각 악장에 따라 형식 으로 나 어

지는 구분 지 과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

다. 특히 소나타 제3번의 제1악장은 각각의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들

이 제각기 따로 움직이면서 독립 인 성격을 취하기 때문에 <표 8>

에서는 음소재를 심으로 한 환으로 인해 생기는 구분 을 바탕

으로 형식을 구분하 다. 음소재 인 측면에서 제1악장은 A-A′-코

랄-연결구-B-Coda의 여섯 부분으로 나  수 있으며 A부분에서 나타

나는 느리고 긴 음가의 반음계 순차진행은 제1악장의 주제  동기

라 할 수 있다(표 8). 한 코랄 부분은 이 의 소나타 제1번과 2번

의 코랄 부분과 응되는 부분으로 호모리듬  성격을 갖는 두 개

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표 8> 형식  구성표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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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35에서 오른손과 왼손이 셋잇단음표로 묶인 2

분음표 6개와 2분음표 4개로 3:2의 비율 

• 2도 4도의 선율

B 46-47 • 4도 2도조합의 3음동기

Coda

-(A″)
48-54 • 2도로 이어지는 선율

구분 마디 구성 요소

A
1-

15

• 완 4도 클러스터

• 쉼표

• 동음연타( 소나타 제1번의 1악장 제1주제 연장부분)

B 16-43

• 2도, 4도 동기

• 4도 구성 화음

• 반음계 진행

<악보 60>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주제 동기

제2악장은 A-B-A′-B′-C-A″의 여섯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이 때 A부분에서는 동음연타가 주제  동기로 나오는데 이는 

소나타 제1번의 제1악장에서 차용된 음형이다. B부분에서는 주로 2

도 4도의 동기를 사용하 으며 이 한 소나타 제1번의 제2악장 경

과구에서 이미 나왔던 것과 같이 이 의 소나타들에서 자주 사용했

던 음형들이 지속 으로 등장한다(표 9).

<표 9> 형식  구성표 소나타 제3번 제2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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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구성 요소

A 1-2

• 클러스터로 시작

• 클러스터 주변 음들을 사용한 순서 도치된 반음계

• 동형진행

• 쉼표

A′ 44-53
• 동음연타

• 장7, 단9도 화음 

B′ 54-66

• 반음계 순차하행의 순서도치

• 4도 구성의 선율

• 반음계 진행

C 67-90

• 증4도 클러스터

• 거울 구조

• 완 4도 단9도 화음

• 마디 73에서 오른손과 왼손의 리듬이 3:2의 비율로 헤

미올라 형태

• 반음계 진행

A″
91-

117

• 동음연타

• 쉼표

• 클러스터 종지

A-B-C-D-B′의 네 부분으로 나뉘는 제3악장은 느린 악장으

로 앞서 나온 제1악장의 주제  동기와 같이 반음계로 구성된 선율

로 A부분이 시작된다. B부분에서는 소나타 제2번의 제2악장에서 나

왔던 사라방드의 리듬 형태가 나타나고 C부분에서는 동음연타와 반

음계가 나오며 D부분에서는 소나타 제2번의 제2악장에서 나왔던 리

듬이 차용되어 나온다(표 10).

<표 10> 형식  구성표 소나타 제3번 제3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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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

23

• 오른손과 왼손의 리듬이 2:3 으로 나타남(소나타 제2

번 2악장의 사라방드 리듬)

• 동음연타

• 장7, 단9도 첩

C
24-

32

• 동음연타

• 반음계  진행

D
33-

42

•소나타 제2번의 제1악장 제1주제의 음형 차용(소나타 

제2번의 제2악장 음형)

B′
43-

69

• 소나타 제2번 제2악장의 사라방드 리듬 차용

• 순서 도치된 반음계 진행

• 거울 구조

구분 마디 구성 요소

A 1-8

• 소나타 제2번 제2악장에서 차용된 음형

• 동형진행

• 2도, 4도구성의 선율

• 숨표

B
9-

32

• 동음연타 (소나타 제3번의 제2악장 주제 동기)

• 2도4도 동기

C
33-

43

•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주제 동기

• 동형진행

제4악장은 A-B-C-A′-D-A″-B-D′의 여덟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이때 A부분은 소나타 제2번의 제2악장에서 차용된 음형으

로 긴 음가로 시작하지만 A부분이 재 됨에 따라 차 음가가 짧아

지면서 진행이 빨라진다. B부분은 제2악장의 주제 음형인 2도 4도의 

동기가 나오고 C에서는 제1악장의 도입부의 반음계 순차진행 동기

가 나온다. D부분에서는 4도 구성의 선율이 나오며 이는 소나타 제2

번의 제1악장에서 제2주제의 음형을 차용한 것이다(표 11).

<표 11> 형식  구성표 소나타 제3번 4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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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4-

53

• 소나타 제3번 제3악장의 음형 차용( 소나타 제2번의 

제2악장에서 차용된 음형)

• 동형진행

D
54-

59

• 12음음렬

• 완 4도 구성 선율(소나타 제2번 제1악장 제2주제 차

용)

A″
60-

85

• 동음연타

• 동형진행

• 4도, 2도 구성 선율

• 반음계 진행

• 동음연타

• 단9도 화음

B′
86-

95

• 코랄풍 패시지에서 차용된 호모리듬의 무조  화음

• 클러스터

• 동음연타

• 트릴

• 숨표

D′
96-

101

• 2도, 4도 동기

• 낮은 음역 의 클러스터로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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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차원 인 형식 구조(multi-dimensional form)

피아노 소나타 제3번의 제1악장은 큰 섹션부터 작은 형식  단 까

지 명확하게 구획 짓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하나의 음악  요소

는 변화하는데 반해  다른 음악  요소는 그 로 머물러 있거나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가령 호흡은 끊기지만 선율

과 다이내믹은 지속되거나, 선율의 진행은 끊기지만 호흡과 다이내

믹이 지속되는 것처럼 각각의 음악  요소가 변화되는 시 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다차원  형식구조는 피아노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의 핵심  특징이다. 

다음 표는 다차원 인 형식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

나타 제3번의 제1악장을 다이내믹, 음소재, 성부의 진행방향, 숨표 

사용으로 인한 호흡단 , 주요단 음가와 같은 형식 구성 요소들로 

나  것이다. 한 음소재로는 반음계 순차진행, 순서 도치된 반음

계 순차진행, 온음계 순차진행, 2도, 4도의 음정 계를 갖는 동기들 

그리고 클러스터로 나 어 색깔별로 구분하 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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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소나타 제3번 제1악장의 요소별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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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음악  소재

색 음악  소재 색 음악  소재

반음계 순차진행 겹온음표

순서도치된 반음계 순차진행 온음표

온음계 순차진행 2분음표

2도 4도 연결 동기 셋잇단-2분음표

클러스터 4분음표 이하

의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마디1~11은 모두 여린 다이

내믹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때 마디1~4는 반음계  순차진행, 마디

5~7은 순서 도치된 반음계 순차진행 그리고 마디8~11까지는 다시 

반음계 순차진행이 나타난다. 음소재로는 주로 2도와 4도로 구성된 

동기가 나타나며 간에 음소재의 성격이 세 번이나 바 게 된다. 

한 선율의 경우에는 지속 으로 단선율이 유지되며 호흡이 끊이

지 않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듯 다이내믹, 음소재, 선율

진행 등의 음악  요소들이 소나타 제3번의 제1악장에서는 각기 독

립 으로 움직이면서 형식을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워진다.

소나타 제3번 제1악장에서는 두 마디 단 의 동형진행으로 

도입부가 등장한다. 마디1에서는 이분음표의 상행하는 음계가 페달

이 없이 표기되어 있지만 마디2에서는 상행하는 음들이 한 페달 안

에서 하행한다(악보 61). 이 때 페달의 울림으로 인해 음향 인 비

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선율의 진행이나 호흡 는 악상은 모두 이

과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요소가 제각

기 독립 으로 진행되는 다차원  형식구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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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마디1~2

제1악장의 마디10~11은 한 페달 안에서 연주하게 되어 있지

만 마디11~12 사이에 페르마타가 등장한 후 페달이 사라짐으로써 

단 이 생긴다. 텍스처 측면에서도 마디10~11은 수직 인 형태를 보

이지만 마디12는 수평 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선율의 진행에서는 

마디11과 12가 C-B-B♭-A-A♭-G의 연결되는 반음계를 갖고 있다

(악보 62). 이는 다른 요소들은 단 되지만 선율의 흐름은 지속되는 

다차원 인 형식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악보 62>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마디10~12 

마디18~19 사이에는 숨표가 표기되어 있다. 한 마디18에서

는 법 으로 오른손과 왼손에서 G-F♯-F♮의 반음계 진행이 모

방되면서 3도의 음정 간격으로 병진행 하지만 마디19~21에서는 증4

도의 음정간격으로 병진행이 호모리드믹하게 나와 단 이 생긴다(악

보 63). 그러나 2분음표, 온음표, 겹 온음표의 단 로 음가가 진

으로 길어지고 오른손의 음정 역시 모두 단2도의 반음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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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선율 으로는 단 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63>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마디16~23

이처럼 소나타 제3번의 제1악장에서는 이 의 소나타들과는 

달리 악상, 페달, 호흡, 선율과 같은 음악을 지속시키는 요소들이 각

각 독립 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음악  요소들은 모두 각자의 흐름

에 따라 진행하는 길이가 다르기 때문으로 이러한 특징은 이 작품

을 형식 으로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을 어렵게 하며 동시에 복합

인 구조를 보여주며 필자는 이것을 다차원 인 형식 구조라 하 다.  

 2) 양식간의 단 42)

소나타 제3번의 제2, 3, 4악장에서는 이  소나타들과 같이 서로 다

른 양식이 병치될 때 생기는 단 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소나타

들에서 나타났던 뚜렷한 양식 인 단 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

42) 소나타 제3번은 이  소나타에 비해 훨씬 단순화된 짜임새를 갖는다. 이러한 

짜임새에는 여러 층의 성부가 첩되어 구성된 카논과 같은 양식이 나타나기가 

어렵다. 그 기 때문에 이  소나타들에서 나타났던 서로 다른 양식들의 병치에

서 나타나는 단 이 아니라 소나타 제3번에서는 단순한 짜임새를 갖는 음소재

들의 병치에서 나타나는 단 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슈니트 가 이러한 병치가 

나타날 때 쉼표나 숨표를 지시하 다는 이 본 작품의 특징이다. 이처럼 작은 

단 의 음소재들의 병치로 인해 충돌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악보35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나타 제2번에서도 조 씩 나타났던 양상으로 소나타 제3번에서

는 1악장을 제외한 나머지 악장에서 면 으로 발견된다. 



- 88 -

로 다른 음악  특징을 갖는 동기들의 병치에서 단 이 생긴다. 특

히 이러한 동기들이 병치될 때 충돌이 일어나는 사이에 쉼표나 숨

표를 명확하게 지시하 다는 것이 특징 이다.

제2악장의 마디1~15까지 6/8의 두 박자 성격을 갖는 리듬 

안에서 오른손은 동음 연타 음형이 지속되고 왼손은 4도의 음정

계를 갖는 화음들이 진행된다. 그러나 마디16부터는 오른손에 2도, 

4도의 동기 음형이 나온다. 이 때 마디13과 15에서 쉼표가 나타나는

데 특히 마디15의 쉼표는 마디16부터 환되는 음소재들의 이질감

으로 인한 단 을 더욱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악보 64).

<악보 64> 소나타 제3번 제2악장 마디1~19

제2악장의 마디40~42에서는 오른손에서 화음들이 병진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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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화음들은 왼손의 반음과 온음 혹은 단9도의 음정 계를 갖

는 선율들과 함께 진행된다. 이 후 마디44부터는 오른손에서는 동음

연타가 왼손에서는 9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화음이 등장한다. 이 때 

마디43은 마디 체가 쉼표로 표기되어 있어 이 쉼표를 기 으로 

한 앞뒤의 패시지가 음형 으로나 리듬 으로 병치될 때 나타나는 

단 을 부각시켜 다(악보 65).

<악보 65> 소나타 제3번 제2악장 마디40~45

양식간의 단 은 제4악장에서도 발견된다. 마디32까지는 동

음연타의 음형이 지속되는데 이 후 마디32에서 두 박자 동안의 쉼

표가 나타나고 이후 마디 33부터는 4/4 박자 안에서 제1악장의 반음

계 진행 도입선율의 리듬이 축소되어 나타난다. 이 때 마디32의 쉼

표는 동기 작법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제1악장의 주제  동

기의 재 을 강조해 주기도 한다(악보 66).

<악보 66> 소나타 제3번 제4악장 마디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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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악장의 마디83~85까지는 2도, 4도의 음정 계를 갖는 동

기와 동음 연타 동기처럼 수평 으로 진행되는 동기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마디85의 쉼표와 숨표 이후에는 수직 인 화음들이 등장한

다(악보 67). 이러한 쉼표와 숨표는 수평 이었던 선율진행이 수직

으로 환되는 충돌이 생기는 지 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층 강한 

단  효과를 가져 온다. 

<악보 67> 소나타 제3번 제4악장 마디83~88

이처럼 슈니트 는 피아노 소나타 제3번 제2, 3, 4악장에서 

쉼표나 숨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동기 작법이 환될 때 생기는 

단 을 강조하 다. 이  소나타들에서 양식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단 이 일어난 것과 달리, 피아노 소나타 제3번은 단순한 소재들로 

구성된 동기 작법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 슈니트 는 이질 인 박자

들을 병치 시키거나 청각 으로 쉽게 인지되지 않는 단 지 을 명

시함으로써 피아노 소나타 제3번이 단 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는 극 인 성격이 이  소나타들에서처럼 양식이라는 큰 

규모가 아닌 동기나 음형이라는 작은 단 로 편화되었을 뿐이며 

슈니트 가 폴리스타일리즘 음악에서 극 인 성격을 부여하고자 사

용했던 립되는 요소들을 병치하는 방식을 지속 으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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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 슈니트 가 소나타 제3번에서 

그가 항상 요시 했던 근본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러한 원 인 요소들은 음악을 단순화 시키면서 추상 인 성격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3) 악장간의 재   자기인용

소나타 제3번에서는 특정 음형이나 주요 동기 부분이 서로 다른 악

장 간에서도 반복된다. 이는 소나타 제1번과 2번에도 공통 으로 나

타나지만 소나타 제3번에서는 이  소나타들에서 이미 등장했던 동

기들도 인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제1악장의 마디1~4에서는 단2도의 음정 계로 상행하는 음

계와 하행하는 음계가 순차 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제1악장의 도입 

선율은 마디12~15사이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율의 방향

이 이 과 바 어 하행 음계와 상행 음계 순으로 나타나며 왼손에

서도 클러스터가 새롭게 등장한다. 제1악장 도입부의 동기는 제4악

장의 마디33~36까지 재 되는데 2/4박자이던 박자표가 4/4로 바 면

서 음가 한 두 배로 빠르게 변하여 재 되었다(악보 68). 

<악보 68>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마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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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제3번 제1악장 마디12~15

소나타 제3번 제4악장 마디33~36

슈니트 는 이  소나타에서 연결구나 반주와 같이 주요부

분이 아닌 부분에서 차용한 음형을 소나타 제3번에서는 주요 동기

로 사용하 다. 제2악장 마디1부터 등장하는 오른손의 동음 연타의 

주제 음형은 이미 소나타 제1번 제1주제선율의 연장부분에서 제시

되었던 음형으로 소나타 제1번의 제4악장 마디15~20사이에도 다시 

등장한다. 한 이는 소나타 제2번의 마디7에서도 동기로 사용되었

던 것으로(악보 69) 이  소나타들의 재료를 재 하거나 변형시켜 

활용하 다.43) 

43) 이것은 사실상 소나타 제1번 3악장의 주제음렬을 같은 소나타 2악장의 경과구

에서 차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악곡을 넘어서 차용하 다는 것이 특

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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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 소나타 제3번 제2악장 마디1~5

소나타 제1번 마디4

소나타 제1번 제4악장 마디15~18

소나타 제2번 제1악장 마디7



- 94 -

제3악장의 마디3~4에서는 장2도와 단2도의 음정 계를 갖는 

선율이 등장하는데 이는 마디43~46에서도 반복된다. 이 선율은 소나

타 제2번의 제2악장 마디1부터 제시되는 주제와 같은 사라방드 리

듬 형태를 갖고 한 제2번의 제2악장 마디11부터 등장하는 코랄풍 

패시지의 음정 계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악보 70). 소나타 제3번에

서는 이처럼 악장과 악곡뿐만 아닌 이 의 소나타들에서 쓰 던 재

료들이 재 되거나 인용되었다.

<악보 70> 소나타 제3번 제3악장 마디3~4  

소나타 제3번 제3악장 마디43~46

소나타 제2번 제2악장 마디1     소나타 제2번 제2악장 마디11~13

제3악장의 마디35~36에는 4분음표와 8분음표의 리듬형태

를 갖는 연타와 단2도 하행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음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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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음형은 제4악장의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단2도의 음

정 계를 갖던 부분들은 차츰 장2도-단3도-장3도 등으로 단2도의 

간격만큼 더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제3악장에서 등장했던 

음형은 사실상 소나타 제2번의 제2악장 마디32~35에서 이미 3박자

로 제시되었던 음형이다. 따라서 소나타 제3번에서 주제로 사용된 

음형은 이  소나타의 재료에서 재 되었거나 변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악보 71). 

<악보 71> 소나타 제3번 제3악장 마디35~36

소나타 제3번 제4악장 마디1~6

소나타 제2번 제2악장 마디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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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제1번 제1악장 마디4

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음소재를 사용하여 작곡

한 소나타 제3번은 매우 편 인 음악  재료들로 구성되었기 때

문에 길이가 긴 주제의 선율이나 이즈가 아닌 짧은 동기나 음

형들이 지속 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이  악장뿐만 아니라 이  

소나타에서 이미 등장했던 주제  동기가 변형되고 음형 역시  

악곡에 걸쳐 지속 으로 재 되는 것은 이 작품의 가장 핵심 인 

특징이다.44) 

  3.2. 화성  음소재

피아노 소나타 제3번은 이  소나타들에 비해 단순화된 음소재를 

보여 다. 그가 이 소나타에서 가장 극 으로 활용한 것은 반음계

 진행과 2도와 4도의 음정 계를 갖는 동기 음형과, 코랄 텍스처, 

동형진행, 그리고 동음연타 같이 단순해진 짜임새를 갖는 음형이다. 

   1) 다양한 반음계  진행의 활용

피아노 소나타 제3번은 소수의 음형과 음소재에 집 하여 악곡이 

훨씬 명료하고 단순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반음계 인 진행을 많이 

사용하 는데 이러한 반음계 인 진행은 때로는 역행으로 되거

나 옥타 의 음고가 높거나 낮게 바 어 나타나기도 한다. 

제1악장의 마디48부터 시작하는 오른손의 높은 음역 에서 

44) 이는 소나타 제1번에서 나타났던 주제 재 의 원리와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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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의 낮은 음역 로 이어지는 G♭-F-E-E♭-D-C♯-C♮-B-B♭-G

♯-A의 선율은 사실상 제1악장 도입부의 반음계 진행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디49에서 E♭ 이후 D로 연결 될 때 한 옥타

의 거리가 생기고45) 마디51에서는 G♯-A의 마지막 두 음이 순서

가 바  형태로 등장한다(악보 72). 이는 반음계 인 선율을 옥타

의 치가 바 거나 음의 순서를 도치하여 변화를  것임을 알 수 

있다.

<악보 72>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마디48~51

제2악장 마디57의 오른손에서 16분음표로 구성된 음형은 세 

개의 그룹으로 형성된 동형 진행이다. 이때 각 그룹에서 후반에 나

오는 A-B♭, F-G♭, C♯-D는 순서를 바꾸면 하나로 연결되는 반음

계 으로 순차 진행하는 음렬이 된다(악보 73). 

<악보 73> 소나타 제3번 제2악장 마디57

제4악장 마디33부터 오른손에서 진행되는 음렬은 1악장 도

입부의 주제 선율과 같은 반음계  순차진행의 동기이다(악보 74). 

45) octave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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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마디35~37사이에는 왼손에서 단2도의 음정 계를 갖는 베이

스 진행이 나타나므로 이 한 반음계  순차진행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악보 74> 소나타 제3번 제4악장 마디33~36

제3악장 마디35~36에 등장하는 오른손의 선율은 동음연타와 

반음계의 하행진행이 결합된 것이다. 이 때 구성 음은 E♭-D-E♭-D

♭-C-D♭-C♭으로 이미 등장했던 음들을 삭제해서 연결하면 E♭

-D-D♭-C-C♭의 반음계진행의 음렬이 된다(악보 75). 한 왼손도 

C-B♭-A-G♯의 반음계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오른손과 단3도 혹은 

장2도의 계를 갖고 진행한다. 이처럼 슈니트 는 동음연타와 반음

계진행을 혼합하여 구성 요소로 사용하기도 하 다.

<악보 75> 소나타 제3번 제3악장 마디35~36

제4악장 마디1~6에서는 오른손에 E♭이 매 마디마다 지속

으로 나오는데 이 E♭을 삭제하고 움직이는 선율을 따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D-D♭-C-C♭-B♭-A의 반음계 순차 하행하는 선율이 나타

난다(악보 76). 이때 순차 하행하는 선율의 구성 음들은 두 번씩 연

타로 표기되어 있어 슈니트 는 반음계 순차진행과 동음연타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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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왼손에서는 D-D♭

-C-B-C-D♭의 반음계  선율 진행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C-D♭의 

음이 B♭-A로 하행하여 진행되지 않고 C를 심으로 상행 진행하는 

반진행이 보이기도 한다.

 <악보 76> 소나타 제3번 제4악장 마디1~6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나타 제3번에서는 다양한 반음

계 인 진행이 나타난다. 특히 제1악장과 제3악장의 도입부는 모두 

반음계의 음정 계를 갖는 선율로 시작되고 제4악장은 동음을 빼고 

움직이는 음들로만 분리해서 살펴보면 반음계 인 선율이 형성 된

다. 

  2) 2도 4도 조합의 음형 동기46)

슈니트 는 2도와 4도의 음정 계를 갖는 음형을 소나타 제3번의 

주요 소재로 사용하 다. 2도와 4도의 음정 계는 불 화를 일으키

는 성격을 갖는 것이다, 슈니트 는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이

러한 음정을 모두 빈번하게 사용하 다. 그러나 소나타 제3번에서는 

2도와 4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음형의 동기들을 주요 소재로 사용

함으로써 무조 인 성격을 더욱 강화시켰다.

제1악장의 마디42에서 오른손은 단2도의 음정 계를 갖는 

선율이 등장한다. 왼손에서는 완 4도의 음정 계를 갖는 3음 동기

의 선율이 진행된다(악보 77). 이 때 마디42의 오른손과 왼손 한 2

46) 2도, 4도 조합의 음형 동기는 슈니트 가 피아노 소나타 제1번에서부터 사용하

던 음형으로 이는 악장간의 재   자기인용과도 연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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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음정간격을 갖고 마디43의 오른손과 왼손에서는 증4도의 음정

계를 갖는다.

<악보 77>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마디42~45

제1악장 마디46부터는 오른손의 선율은 4도와 2도의음형 동

기를 극 활용하 다(악보 78).

<악보 78>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마디46~49

제4악장 마디96의 오른손 첫 세음과, 마디97의 첫 세음, 마

디99에서 왼손의 첫 세음은 모두 2도와 4도의 음정 계를 갖는 3

음 동기로 이루어져 있다(악보 79).

<악보 79> 소나타 제3번 제4악장 마디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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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2도와 4도 혹은 4도와 2도의 음정 계를 갖는 음형

들은 3음 동기와 같이 선율 으로 쓰인 동시에 화성  소재로 활용

되었다. 이는 곡에 걸쳐 나타나며 곡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3) 텍스처의 단순화

소나타 제3번은 이 의 소나타들에 비해 극단 으로 은 음을 사

용하여 선율의 진행 방향, 음향  처리와 단순한 음고  처리여부, 

다이내믹, 성부의 여부들을 세 하게 다루었다. 슈니트 는 피아노 

소나타 제3번에서도 1, 2번과 같이 다양한 소재를 병치시켰지만 이

보다 텍스처의 부피를 이고 음을 한정 으로 사용하 다. 그는 

수직 인 음이나 다성부 인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하 다. 특히 슈

니트 는 피아노 소나타 제3번에서 성부가 생략되고 리듬만을 유지

하는 호모리듬 인 선율을 사용하 다. 한 화성 인 움직임을 단

순화 하 으며, 동형진행과 동음연타 기법을 사용하 다. 이러한 구

성은 소나타 제3번을 이  작품들에 비해 추상 으로 만들며 동시

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주었다. 

슈니트 는 소나타 제1, 2번 모두에 코랄풍의 패시지를 사용

하 으나 소나타 제3번에서는 명확한 삼화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리듬만이 호모리듬 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소나타들에서 나왔

던  코랄풍에 응하는 선율을 사용하 다. 이러한 호모리듬  선율

은 서로 병진행, 사진행 혹은 반진행하며 나타난다. 

소나타 제3번의 제1악장 마디19~23에서는 호모리듬 형태를 

갖는 두 개의 선율이 나온다. 이 때 오른손과 왼손이 모두 4도 혹은 

2도의 음정 간격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율  진행 한 모두 2도 

간격으로 유지되고 있어 텍스처가 매우 단순해진 것임을 알 수 있

다(악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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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0>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마디19~23

이처럼 단순해진 코랄 양식에 응하는 호모리듬  선율은 

세의 자유 오르가눔47) 음향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종교

이면서 명상 인 느낌을 주게 된다.  

슈니트 는 본 작품에서 다양한 화성보다는 이  화음과 동

음을 갖는 화음을 사용함으로써 그 움직임을 최소화 하 다. 마디 

86~87은 3/4 박자를 사실상  사분음표 두 개로 구성된 두 박자 계

통의  6/8 박자 리듬으로 진행하고 마디88은 4분음표 세 개의 세 박

자 계통의 3/4 박자 리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2:3의 서로 다른 성

격을 갖는 리듬이 병치된다. 이는 화성 인 움직임은 단순해 졌지만 

내성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움직이는 선율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악보 81). 

47) 9-13세기경의 가장 기의 다성음악으로, 그 고리오 성가의 가락에 하나 는 

그 이상의 성부를 붙여 동시에 부른다. 9-10세기의 가장 오랜 것은 병행 오르

가눔이라 하며, 그 고리오 성가의 가락(정한가락)과 제2의 성부(오르가눔 성부)

가 1음표  1음표의 스타일로 되어 5도 는 4도의 음정으로 엄격하게 병행하

여 진행한다. 11-12세기의 자유 오르가눔에서는 1음표에 다음표(多音符)의 것도 

보이고, 비껴가기, 갈려가기, 윗소리, 아랫소리의 교차도 때때로 하게 된다. 12세

기에는 정한가락의 각 음은 아랫소리에서 길게 연장되고 성부는 이와 같이 

지속된 아랫소리에서 가늘게 움직이는 멜리스마  오르가눔이 나타난다. 

http://www.wikipedia.com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opr/t114/e4886?q=organum&search=

quick&pos=3&_start=1#firsthit, 최종검색일: 20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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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소나타 제3번 제4악장 마디86~89

이와 같이 단순해진 화성의 움직임은 세 한 리듬의 변화로 

은 양의 음을 사용하여 사실상 음악의 진행감이 강조 된다.

동형진행 한 은 양의 음을 사용하여 작품을 구사하는 

방식  한 가지로, 슈니트 는 동형 진행을 사용하여 다양한 음형

을 종합 으로 사용하는데서 오는 잡다함을 이고 주요한 음소재

의 발 에 집 하 다.  

제1악장 마디1에서 시작되는 오른손의 반음계 인 선율이 

pp에서 상행하고, 마디2에서는 다시 반음계로 하행한다. 이 때 첫 

마디는 왼손이 쉼표로 표기되어 있고 둘째 마디는 왼손에 F♯과 페

달이 추가된다. 마디1과 2는 마디 3과 4에서 음정만 바 어 반복되

며 이러한 방식의 동형진행이  곡에 걸쳐 나타난다(악보 82).

<악보 82>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마디1~4

마디12에서는 오른손에서 반음계 인 선율이 pp안에서 

되어 하행하고 마디13에서는 p안에서 상행 진행하며 셋째 박자에서 

왼손에 클러스터가 등장한다(악보 83). 이는 다시 마디14와 1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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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진행하게 된다. 

<악보 83>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마디12~15

제3악장의 마디1에서는 낮은음자리표로 표기된 양손이 모두 

클러스터로 시작하여 오른손이 클러스터 주변의 음들을 한음씩 연

주하게 된다(악보 84). 이러한 음형은 마디2에서 동형진행하게 된다.

<악보 84> 소나타 제3번 제3악장 마디1~2

이처럼 본 작품에서 동형진행은 지속 으로 다른 음형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태의 동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음악

이 단순화되는 형태를 보여주며 곡의 통일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동음연타48)는 같은 음을 계속해서 연주하는 것으로 단순해

진 텍스처를 갖는 본 작품을 발 시키는 주된 재료이다. 제2악장 마

디109에서는 동음연타 음형이 오른손에서 단9도의 음정 계를 갖

는 코드로 첩되어 나타난다. 이는 마디112부터 더욱 복잡해져 클

러스터로 구성된 연타가 등장한다(악보 85). 

48) 동음연타는 이  소나타들에서도 사용한 음형으로 악장간의 재   자기인용

과도 연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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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 소나타 제3번 제2악장 마디109~113

제4악장의 마디9~10에서는 오른손에 동음연타 음형이 등장

한다. 이때 연타가 시작되기 바로  음과 연타되는 음은 장7도의 

음정 계를 갖는다(악보 86). 

<악보 86> 소나타 제3번 제4악장 마디9~10

마디90에서는 동음 연타 방식의 클러스터가 나온다. 이러한 

형태의 연타는 마디94까지 지속된다. 이때 연타가 시작되는 음과 바

로  음은 단2도의 음정간격을 갖는다(악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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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7> 소나타 제3번 제4악장 마디90~95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니트 는 본 작품에서에서 은 

양의 음을 사용하여 단순한 짜임새를 구사하 다. 그는 여러 층의 

음들로 구성된 화음이 아닌 두 개의 선율에 호모리듬을 사용하여 

코랄에 응되는 부분을 만들었으며 동일 음을 지속하는 짜임새를 

갖는 화성진행을 사용하 다. 그러나 이 듯 동일 음을 지속하는 화

성진행은 상 으로 움직이는 음을 청각 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들리는 효과를 다. 한 동형진행이나 동음연타는 반복을 하는 방

식으로 지속 으로 다른 음소재가 등장하기 보다는 같은 재료의 음

정을 변화시켜 반복하는 방식으로 음소재의 단순화를 보여  인 

것이다. 

 

3.3. 음향

음향은 슈니트 의 피아노 제3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소나타 

제3번은 음을 지극히 제한 으로 사용하 지만, 단조롭거나 피상

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선율이나 리듬의 비 이 폭 축소되는 

신 음향이 세심하게 조 되어 다양한 뉘앙스가 나타나기 때문이

다. 슈니트 는 주제부터 음향 인 요소를 부각시켜 만들었고, 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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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쉼표 등 작은 음악  요소들을 낱낱이 활용하여 그만의 특유의 

음향을 창조했다.  

   1) 음향  모티  사용

슈니트 는 음향  모티 를 사용하여 음향을 표 하 다. 소나타 

제3번은 무조 인 곡으로 가장 많이 쓰인 음정은 2도이다. 슈니트

는 이러한 2도의 음정 계에서 발생되는 울림을 모티 으로 사용

하 다.

마디28부터는 각 마디에 겹온음표 하나씩만으로 양손이 진

행된다(악보 88). 이때 음정은 오른손에서는 순차 으로 하행하는 반

음계와 왼손에서는 순차 으로 상행하는 온음계의 진행이 나와 반

진행을 이룬다. 이는 페달로써가 아닌 풍부한 울림을 지닌 음역의 

긴 음가로 인해 음형 자체가 음향 인 모티 로서 사용된 것이다. 

<악보 88>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마디28~33

제2악장 마디14에서는 왼손에서 코드가 등장한다(악보 89). 

이 코드는 가장 아래 음부터 차례로 나열했을 때 슈니트 가 3번 

소나타에서 많이 사용한 음형  하나인 반음과 온음이 교 로 나

오는 음렬이 된다. 이 음들을 수직 으로 하나의 코드로 묶어서 왼

손에서 f의 악상으로 연주하게 하여 음향 인 효과를 만들었다. 

한 오른손에서는 A♭과 G의 동음연타가 음형이 연주되는데 이 때 

연주되는 음들은 모두 2도의 음정 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 화

음의 극 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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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9> 소나타 제3번 제2악장 마디14

이러한 불 화 인 모티 는 음향 으로 긴장감을 극 화 

하는 효과를 만든다.

   2) 음향  조

슈니트 는 소나타 제3번에서 악상과 페달 그리고 숨표를 세심하게 

표 하여 음향 인 조를 만들어냈다.

마디1에서는 왼손이 쉼표로 페달이 없이 표기되어있고 오른

손은 이분음표의 선율이 진행된다. 그러나 마디2에서는 왼손의 음

역 에서의 겹 온음표와 오른손의 사분음표의 빠른 진행이 페달과 

함께 연주되기 때문에 확실히 조 인 울림을 다(악보 90).

<악보 90> 소나타 제3번 제1악장 마디1~2

제2악장의 마디88에서는 사분음표의 쉼표 이후 오른손과 

왼손에서는 반진행 인 음렬이 마디89의 클러스터로 도착한다. 이때 

슈니트 는 악상을 mf에서  작아지게 표기하 고 이 두 마디를 

모두 같은 페달 안에서 연주하도록 지시하 다. 그러나 뒤이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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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디90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의 반진행 음렬이 p에서 페달이 없

이 연주하게 지시되어있어 선울의 반음계 진행은 마디88부터 연속 

되지만 음향 인 조가 나타난다(악보 91). 

<악보 91> 소나타 제3번 제2악장 마디88~90

 

마디112부터는 한 페달 안에서 양손이 모두 낮은 음역 의 

코드를 연주한 후 다시 높은 음역 에서 클러스터를 연타로 연주하

게 된다. 이후 마디113의 숨표와 마디114가 쉼표로 되어있고 페달이 

없이 고요했다가 갑작스럽게 마디115에서 마지막으로 넓은 음역

의 클러스터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는 슈니트 의 극단 인 음향 

효과를 표 해 주는 것이다(악보 92). 

<악보 92> 소나타 제3번 제2악장 마디112~116 

마디90에서는 동음 연타 형태의 클러스터가 mf에서 시작하

여  커지면서 마디92의 ff에 도착한다. 이는 숨표와  mp로 시작

되는 마디93의 화음으로 인해 다이내믹의 비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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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94에서는 pp로 차 어들어 마디95에서는 음역 의 코

드로 끝난다(악보 93). 마디90에서 차 으로 커졌던 악상은 결과

으로 숨표를 기 으로 속하게 작아지면서 음향 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악보 93> 소나타 제3번 제4악장 마디90~95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3번은 이  소나타에 비해 매

우 은 양의 음으로 단순화 된 짜임새를 갖는다. 그러나 그는 페달 

혹은 숨표와 쉼표를 사용하여 울림을 최소화 하거나 단 시킴으로

써 청각 으로 집 시키는 효과를 창출하 다. 한 음향 인 모티

를 사용하여 음들의 부딪힘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음색을 세 하

게 표 하 다.

소나타 제3번은 무조 인 성격을 갖는 곡으로 극도로 단순

해진 음소재로  악곡을 발 시킨 것이 특징 이다. 한 제1악장

이 악상, 호흡, 선율, 다이내믹과 같은 모든 음악의 구성요소가 각각 

독립 으로 진행되는 다차원 인 형식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이 

주목해야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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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니트 는 더 이상 카논과 같은 복잡한 짜임새를 갖는 방

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두 성부 텍스처의 무조 인 코랄 한 호

모리듬 인 리듬 형태만을 유지하 다. 그는 본 작품에서 다양한 반

음계  진행, 2도와 4도 조합의 동기 음형, 동음연타, 동형진행과 같

이 단순해진 음소재들을 사용하여 곡을 유기 으로 구성하 다. 이

러한 음형들은 이미 이  작품들에서 제시되었던 것들로 소나타 제

3번에서는 이러한 자기인용이 지속 으로 나타난다. 이는 슈니트

가 더 이상 다른 작곡가의 작품을 인용하거나 차용하지 않고 본인

이 고안해 낸 재료들로 곡을 짜임새 있게 엮어나갔다는 에서 진

정한 자신만의 폴리스타일리즘 작품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

럼 본인이 고안해 낸 재료들은 단순해진 짜임새를 갖기 때문에 이

 작품들에서와 같이 큰 규모의 립에서 생기는 단 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이질 인 재료들의 병치에서 생기는 립은 한층 

덜 극단 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립을 강조하기

해 슈니트 는 숨표나 쉼표 혹은 페달의 유무를 세심하게 명시하

다.

이와 같이 편 이고 단순해진 구성과 소재들은 소나타 제

3번을 더욱 추상 으로 만들었으며 인 성격을 갖도록 하 다. 

특히 그가 이  소나타들의 코랄 부분에 응되게 사용한 호모리듬

 패시지는 음향 으로 세의 오르가눔을 연상시키면서 종교 이

고 명상 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슈니트 는 본인이 일생동

안 간직하던  세계에 한 심을 그가 말년에 작곡한 작품들

을 통해 반 하 으며49) 이러한 은 피아노 소나타 제3번에서도 

49) 슈니트 는 그의 생애동안 러시아 정교회의 니콜라이(Father Nikolai)신부에게 

때때로 고해 성사를 하기도 하 으며 니콜라이 신부는 슈니트 에게 인간의 사

후에 다른 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처럼 슈니트 는 인 삶에 

한 심을 일생동안   간직하며 살았다. 특히 《단테의 신곡》 에서 공포와 

망의 세계를 떠나 그와는  다른 희망의 세계로 향하는 지옥에서 연옥으

로의 회귀에 한 심은 매우 깊었으며 슈니트 는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여정을 특히 요하게 생각했다. 《 우스트 칸타타》(Faust Cantata, 1983), 발

 《페르귄트》(Peer Gynt, 1986)와 오페라 《제수알도》(Gesualdo, 1994), 《요

한 우스텐의 역사》 (Historia von D. Johann Fausten, 1983-1994), 《바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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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삶》 (Life with an Idiot, 1992)과 같은 작품들은 모두 말년에 작곡된 것으로 모

두 삶과 죽음 그리고 사후의 인 세계에 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 다는 

에서 그의  세계에 한 심이 차 높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Solomon Volkov & Valeria Susanina, “The ABCs of Alfred 

Schnittke(1934-1998)” in Tempo(New Series) No. 206, Power, Politics, 

Religion.... And Music (Sep., 1998), pp. 36-38, Weitzman, Roland. "Life with an 

Idiot” in Tempo, New Series, No. 193, "German Issue” (Jul., 1995), pp. 45-46. 



Ⅳ.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나타난 슈니트  폴리

스타일리즘의 미학  의미

지 까지 슈니트 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한 작품 연구를 

통해 그의 폴리스타일리즘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

다. 슈니트 는 여러 시 의 음악  재료들이나 이 의 작품들에서 

사용했던 소재들을 인용하거나 차용하여 혼합함으로써 폴리스타일

리즘 인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 다. 이와 같이 작곡된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 립’이라는 요소를 통해 폴리스타일

리즘의 극 인 요소를 충족시켰으며 슈니트 는 이러한 극 인 폴

리스타일리즘을 통해 인간의 삶을 반 하고자 하 다. 그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뒤의 작품으로 갈수록 추상 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그의 자 인 배경과 한 연 을 

갖는다. 말년에 건강이 악화된 슈니트 는 종교에 더욱 큰 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성향이 그의 음악세계에 직 인 향을 끼친 

것이다. 요컨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는 끊임없는 음악  립

을 통해 삶의 역동성이 나타나고, 다양한 양식들이 그의 고유한 방

식으로 변용되며, 차 신비주의 인 경향을 드러내며 추상화된 양

상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이러한 그의 음악  특징들에 해 살펴보

고, 슈니트 의 작품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갖는 미학  의미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음악  립을 통한 삶의 역동성

슈니트 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들에서 공통 으로 인지되는 특

성은 양식 인 충돌에서 나타나는 립이다. 이처럼 슈니트 가 피

아노 소나타에서 사용했던 립은 그의 이 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그는 폴리스타일리즘을 구사하던 기부



터 립 인 요소를 그의 곡의 핵심 인 원리로 사용했다.1) 가령 

《피아노와 을 한 주곡》(Concerto for Piano and Strings, 

1979)은 소련 정교회의 선율과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Save us, 

O Lord")의 성가가 차이코 스키의 《1812 서곡》과 서로 립되며 

나타난다.2) 소련의 음악학자 리본 하코비안(Levon, Hakobian)의 언

처럼 이는 슈니트 의 도덕 인 을 잘 표 한 동시에 비극과 

환희라는 립을 잘 나타낸다. 한 슈니트 의 《교향곡 제3번》

(1981)의 3악장에서도 락 기타와 독일의 정통 고 음악이 함께 립

인 요소로서 충돌하는데,3) 이러한 립은 음악과 클래식 음악

과의 립으로 볼 수 있다. 슈니트 의 폴리스타일리즘은 쇼스타코

비치로부터 계승한 다양한 양식의 아이러니한 배치를 통해 일종의 

소외 효과4)를 만들어낸다. 그의《피아노 5 주》(1976)는 무조  재

료와 노스텔지아를 불러일으키는 비엔나 왈츠를 비롯한 음악들이 

병치됨으로써 이러한 소외효과가 가져올 수 있는 특성을 잘 보여

다.5) 이처럼 슈니트 는 본인의 음악에서 양식뿐만 아니라 주제  

1) 앞서 제2장에서 언 했듯이, 슈니트 가 사용한 숭고함과 진부함, 온음계와 반음

계의 충격 인 병치(striking juxtaposition)같은 독특한 음악  립은 쇼스타코비

치의 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Hugh Collins Rice, “Further Thoughts on 

Schnittke”, Tempo, New Series, No. 168, 50th Anniversary 1939-1989 (Mar., 

1989), pp. 12-14.

2) Richard Taruskin, The Oxford History of Western Music V, p. 467.

3) 타루스킨은 이를 ‘악’과 ‘상  악’으로 음악과 고 음악을 상징하는 

것에 무게를 실었으나 필자는 이를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

립’의 으로 보았다. 

4) 소외효과는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히트(Bertolt Brecht)의 서사기법으로 이

화효과(異化效果) 는 소격효과(疏隔效果)라고도 한다. 실의 친숙한 주변을 

생소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극  등장인물과 객과의 감정  교류를 방지하여 

효과를 린다. 소외효과의 목 은 소외효과로서 객이 극  사건에 해 거리

를 갖게 함으로써 지 껏 당연히 받아들이는 일을 비  사건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다. 즉 일상 인 것을 기치 못한 것으로, 극  환 을 깨트림으로

써 무  의 사건에 해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히트는 객이 극  사건에 해 거리를 갖게 하고 지 껏 당연히 받아들이

는 일을 비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 다. 소외효과를 가져오는 기법

으로는 노래삽입, 주석달기, 번호 붙이기, 객에게 말걸기 등이 있다.

   『시사상식사 』, “소외효과”(alienation effect) 

5) Ivan Moody, The Music of Alfred Schnittke, Tempo, New Series, No. 168, 50th 

Anniversary 1939-1989 (Mar., 1989), pp. 4-11.



의미 혹은 장르를 넘나들면서 립되는 요소들을 한 작품 안에 사

용하여 극 인 음악을 만들었다. 그는 이처럼 립되는 요소로 만들

어진 음악이야말로 인간의 역동 인 삶을 제 로 표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를 통해 인간의 본질 인 삶을 망라하고자 했다.

실제로 슈니트 가 음렬주의 음악에서 과감히 벗어나 폴리

스타일리즘 양식으로 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엄격한 규칙이 

인간의 삶과 철학을 보여주기에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었다. 그는 어떠한 규율이 인간 본연의 감성을 모두 표 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 음악이란 어떠한 양

식 인 틀에도 제한 받지 않는 삶의 기록이었으며 견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엄격한 규칙이나 특정한 패턴 안에서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6) 슈니트 가 자신의 작품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이 삶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의 표 을 확장하는 것과 함

께 모든 시 의 역사를 포 하는 인생의 기록이 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었다.7) 그러나 그는 자신의 폴리스타일리즘을 통해 인생

에서 표면 이고 개별 인 사건을 표 하기보다는 그보다 한층 더 

원 이면서도 심오한 인간사를 담기를 원하 다. 그는 제1차 세계

 이후 인간의 도덕 이고 정신 인 투쟁, 삶과 죽음, 사랑과 증

오, 선과 악, 자유와 독재, 나와 세계 등의 립에 해 진지하게 성

찰했고, 이를 음악에 반 하고자 했다.8) 그럼으로 그의 음악은 이러

한 원 인 양극성을 립이라는 음악  요소로 표 한 결과물인 

것이다. 

다양한 성격의 음악  립을 통해 역동 인 성격을 창출하

6) Ting-Lan Chen, "The Development of Alfred Schnittke's Polystylism as seen in 

his three Violin Sonatas”, p. 29.

7) Ibid., p. 31.

8) 이러한 특징은 음악학자 타루스킨(Richard Taruskin)의 언 에서도 잘 나타난다. 

타루스킨은 슈니트 가 수많은 형식 안에서 이 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극단 인 

비를 구성했다고 언 했으며 그는 슈니트 가 소련에서 이미 시도 되었던 어

떤 기악곡보다도 결과 으로 가장 극 인 효과를 만들었다고 주장하 다. 

   Richard Taruskin, The Oxford History of Western Music V, p. 466.



는 것은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에도 핵심 으로 드러나는 특성

이다. 슈니트 는 피아노 소나타에서 서로 다른 양식들을 병치시키

고 음역을 극단 으로 비시켜 청자에게 독특한 이질감을 불러일

으켰다. 뿐만 아니라 다이내믹을 격히 변화시키거나 페달의 유무

계에 따른 음향  비를 만들었으며 숨표와 같이 작은 음악  

단 를 극 으로 활용하여 곡의 진행되는 순간마다 극 인 효과

를 창출해냈다. 피아노 소나타 제1번에서는 수평 으로 진행하던 주

제 선율이 갑작스럽게 수직 인 텍스처의 코랄풍 패시지로 환되

면서 립과 긴장이 형성되는데 이처럼 조되는 텍스처를 립시

켜 긴장감을 일으키는 것은 그가 사용한 표 인 방식이다. 한 

mf의 클러스터들이  커져 ff에 도착하지만 그 뒤에 p의 고요한 

악상이 이어진다거나 pp의 선율이 높은 음역에서 조용하게 지속되

다가 f로 세 옥타  이상의 넓은 음역 의 클러스터가 갑자기 나오

는 것과 같이 조되는 악상을 극단 으로 비시킴으로써 극 인 

효과를 만들었다. 피아노 소나타 제2번에서는 카논과 코랄, 혹은 푸

가와 즉흥연주 등을 병치시켜 립되는 양식들을 충돌시킴으로써 

단 을 꾀했다. 한 매우 높은 음역과 매우 낮은 음역을 병치시킴

으로써 음역을 비시키거나 악상이나 페달을 통한 음향  비를 

활용하여 결과 으로 극 인 효과를 창출하 다.9) 은 양의 음들과 

단순해진 텍스처를 사용해서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제3번에서는 이

질 인 음형동기들을 병치시킴으로써 보다 추상 인 경향을 띄는 

립이 나타난다. 이는 이  작품들에서와 같이 음악  텍스처를 

심으로 한 강렬한 성격의 립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보다 섬세하고 

정교해진 음악  립이 여 히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10) 그는 병세가 악화되어 몸이 더 쇠약해짐에 따라 추상 이고 

9) 슈니트 의 음악에는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이 시끄럽지만 고요한, 교양이 있지만 

고의 으로 속한 그리고 욕 이지만 남사스러울 정도로 호화스러운 서로 

다른 요소들이 공존한다. Solomon Volkov and Valeria Susanina, "The ABCs of 

Alfred Schnittke(1934-1998)”, in Tempo, New Series, No. 206, Power, Politics, 
Religion....And Music (Sep., 1998), pp. 36-38. 

10) 이러한 립의 변화하는 양상은 슈니트 의 음악  사상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인 것에 심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피아노 소나타 제3

번으로 갈수록 음악  립들이 차 내 하게 나타나는 것에서 확

인할 수 있다.11) 

삶의 본질 인 것에 한 표 을 추구했던 슈니트 에게 폴

리스타일리즘은 자신의 사상을 가장 잘 표 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양한 시 와 장르의 음악 양식들을 립시켜 극단

인 성격을 표 하기도 하고, 단순해진 음소재들을 립시켜 추상

인 성격을 표 하기도 하 다. 이 듯 여러 소재들의 병치에서 일어

나는 음악  립은 슈니트 의 삶에 한 미학  사고를 반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는 이를 통해 그의 작품들의 성격

을 나타내었다.

 2. 자기화 된 차용과 인용

슈니트 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에는 폴리스타일리즘이 독창 으

로 구 되었다. 그는 각각의 소나타에서 선법부터 12음기법까지 

통과 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 고, 이를 소나타라는 

형식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 한 것으로 그의 세 개의 피

아노 소나타들에서 나타나는 폴리스타일리즘은 그의 이 의 작품들

과도 사뭇 차별되는 양상이 보인다. 1980년  반까지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른 작곡가의 작품에서 특징 으로 나타나는 음악  요

기도 하다. 슈니트 는 문화  층이 쌓일수록 음악이 더 복합 이고 미묘해진다

고 말하 으며 그의 음악이 후작으로 갈수록  더 복합 이면서 세 하고 

노골 이지 않으면서 내면 으로 변화하는 것은 이러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 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lexander Ivashkin, A Schnittke Reader, Indiana University Press, p. 119.
11) 이는 슈니트 가 3번에서 음악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앞 

장에서도 언 했듯이, 피아노 소나타 3번은 일반 인 작품들처럼 선율, 음고 페

달, 숨표 등과 같은 요소들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 신 요소별로 서로 다

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음악  요소는 끝나지만 다른 요소는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차원 인 형식 구조 때문에 피아노 소나타 제3번에서는 

이  소나타들과는 달리 표면 인 단 은 부각되지 않게 된다. 



소를 부분 으로 인용하거나 통째로 가져와 사용하 으며12) 그들의 

주요한 특성들을 포착하여 풍자 으로 사용하 다는 것을 알 수 있

다.13) 즉 그는 이  작품들에서 선  작곡가들의 작품을 노골 으로 

인용하거나,14) 뚜렷한 특징들을 차용하여 그의 폴리스타일리즘을 표

했던 것이다.15) 그러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더 이상 이

러한 이 나타나지 않고 새로운 차용방식을 보여주었다. 

슈니트 는 이 작품들에서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을 직

으로 인용하지 않았다. 신 그는 다양한 시 의 음악  소재인 선

법, 12음기법, 코랄, 카논 등을 사용하 는데 그는 이러한 음악  소

재를 사용할 때 그 소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규칙을 그 로 지키

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재들이 갖고 있는 본질 인 특성만을 유

지하면서 본인만의 색채를 담은 선율, 화성, 짜임새를 혼용하 다. 

를 들어 그가 선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 선법을 구성하는 음들로 

만들어진 선율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법음계 외의 

음을 함께 사용하여 해당 선법의 선율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도

록 하 다.16) 한 12음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 역행, 역행

12) 슈니트 에게 폴리스타일리즘의 분수령이 되었던 《교향곡 제1번》에서는 베토

벤 5번 교향곡의 선율과 화성이 직 으로 인용되어 나타난다.

13) 그의 《스트라빈스키와 로코피 , 쇼스타코비치를 한 오마주》에서는 이

미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세 작곡가들의 모노그램을 엄격하게 사용하

다. 한 스트라빈스키의 《 의 제 》(La Sacre du Printemps)에 나타나는 비

칭 인 리듬과 클러스터, 로코피에  특유의 풍자와 조롱, 쇼스타코비치의 

신랄한 냉소가 특징 으로 나타난다.

14) 슈니트 의 《 악 사 주 제3번》은 그의 폴리스타일리즘 시 를 알리는 음악

 인용의 축제라 할 수 있을 만큼 베토벤, 라소, 쇼스타코비치, 바그 와 같은 

많은 선  작곡가들의 작품을 인용하 다. Solomon Volkov and Valeria 

Susanina, "The ABCs of Alfred Schnittke(1934-1998)", in Tempo, New Series, 
No. 206, Power, Politics, Religion....And Music (Sep., 1998), pp. 36-38. 

15) 그의 《피아노 4 주》(1988)은 말러가 16세에 작곡했던 《피아노 4 주 A단

조》에 기 한 것으로 말러의 선율이 불 화 인 슈니트 의 요소와 함께 지속

으로 들린다.

16) 소나타 제1번의 2악장의 마디80~83까지 왼손은 C가 페달과 함께 지속되고 오

른손은 C♯도리안 선법에 근거한 선율이 함께 연주된다. 이때 C는 C♯도리안과 

배음렬을 공유하지 않아 이질 인 성격이 들게 되는데 이러한 상은 사실상 C

♯도리안으로 이루어진 주제 선율이 더욱 두드러지게 들리도록 하는 효과를 가

져 온다.



를 엄격하게 지키기보다는 12개의 음이 반복 없이 차례로 제시되는 

특성만을 유지하 다. 코랄을 차용할 때에도 기능화성으로 시작하지

만 차 으로 불 화가 증가함에 따라 기능화성의 성격을 잃거나 

여러 음으로 구성된 화음들로 이루어진 코랄이 아닌 양손이 같은 

리듬만을 유지하는 호모리듬을 사용하여 폴리포니 인 성격을 잃지 

않는 형태만을 유지하 다. 카논 역시 주제와 모방하는 성부가 엄격

하게 같지 않으며 때때로 모방하는 성부에 주제에서 벗어나는 음이 

삽입되기도 하 다. 이처럼 슈니트 는 모든 기법의 가장 핵심 인 

특성만을 유지하면서 그 에 자신만의 언어를 입힌 것으로 세부

터 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기법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차용하

고 응집시키는 자기화 된 차용을 보여주었다.  

특히 앞서 제시된 주요 선율이나 동기들이 다른 악장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재 되면서 자기인용이 나타난다. 소나타 

제1번에서는 1악장에서 제시되었던 주제들이 계속해서 뒤의 악장에

서도 재 되며 한 2악장의 경과구에서 나온 음형들이 3악장의 주

제 선율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소나타 제2번에서는 주제 선율이 지

속 으로 카논 기법으로 재 되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소나타 제3

번에서는 이  소나타들에서 나왔던 동기나 음소재들을 차용하여 

 곡을 구성하 다. 이는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가 후작으로 갈수

록 이 의 작품에 의존하는 양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작품들이 

모두 슈니트  본인이 고안해 낸 재료들로 구성되었다는 에서 더

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슈니트 는 더 이상 다른 작곡가들의 작곡 양식이나 

기법에 기 지 않고, 다양한 소재들을 본인의 방식 로 자기화하여 

사용하 다. 슈니트 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이 의 작품들과

는 달리 다른 시 의 작품들이 드러나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 암시

으로만 나타난다. 그는 특정한 시 의 양식이나 기법을 차용할 때

에도 엄격한 규칙을 따르기 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 인 특

성만을 흐리지 않는 한에서 자신만의 독창 인 선율과 화성을 짜임



새 있게 혼합하 다. 나아가 그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슈

니트  본인이 고안한 음악  요소들을 뒤에서 다시 변형하여 인용

함으로써 자신만의 독창 인 폴리스타일리즘으로 그 수 을 한층 

격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3. 폴리스타일리즘의 추상화

슈니트 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그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월 인 성격을 띄게 되었으며 마지막 소나타에 이를수록 보다 추

상 이고 암시 으로 변모한다.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각각 

1987, 1990, 1992년에 작곡된 작품들로 그가 뇌졸 으로 육체 , 정

신 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작곡된 것이다. 그는 1985년에 첫 

번째 뇌졸 을 겪게 되었지만 이후에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 으

며 여러 개의 교향곡과 실내악 곡들 외에도 발 와 오페라 등을 포

함하여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이 시기에 작곡된 작품들은 극도로 

제된 모습이 보이면서 인 측면이 이 에 비해 훨씬 심화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발  《페르귄트》와 오페라 《제수알도》, 

《요한 우스텐의 역사》, 《바보와의 삶》과 같은 작품들은 모두 

이 시기에 작곡된 것으로 이들이 모두 사후의 인 삶과 연 이 

있는 거리를 배경으로 하는 것은 그의 이러한 정신  세계를 바

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에는 와 같은 정신  경향이 그의 

음악에 깊게 내포되어있으며 이는 구조 인 측면과 음향 인 측면

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먼  구조 인 측면에서, 여러 양식들

이 복합 으로 사용된 것은 세 개의 소나타 모두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지만 제3번으로 갈수록 이러한 양식들이 암시 으

로 나타난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이다. 한 소나타 제1, 2번에서 

이질 인 소재의 립으로 인해 복잡하고 극 인 성격이 나타났다

면, 제3번에서는 음이 확연히 어들면서 욕주의 인 성격이 나타



난다. 특히 이  소나타들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소재들을 차용하여 

 곡을 엮어 나아간 것은 그의 폴리스타일리즘 자체가 더 이상은 

남의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작품에서 본인이 고안해 낸 

재료들로 구성하 다는 에서 한 층 더 고차원 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며 정신 으로도 본인만의 세계가 더욱 굳건히 확립되었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게 구성된 소나타 제3번은 작의 피아

노 소나타들에 비해 훨씬 암시 이며 추상 인 폴리스타일리즘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가 갈구했던  사상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17) 

음향 인 측면에서는 소나타 제1번의 경우 매우 느리고 

묘 인 성격의 제1악장으로 인해 월 인 인상을 주며 시작하긴 

하지만 곡이 진행됨에 따라 그 짜임새가 매우 복잡해지고 극 으로 

발 되는데 이는 ppppp에서 fff까지의 매우 극단 인 악상에서도 알 

수 있다. 소나타 제2번은 소나타 제1번만큼 극단 인 표 은 아니지

만 ppp에서 fff까지의 악상이 여 히 나타나며 카논이 빈번하게 등

장하고  마지막 악장이 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견고

한 짜임새를 갖는다. 단, 푸가의 마지막 종결부분이 음가가 차

으로 길어지면서 세 마디에 화음이 한 번씩만 등장하고 ppp의 악상

에서 사라지듯이 끝나는 것은 마치 월 인 성격을 갖는 마지막 

소나타를 고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소나타 제3번은 제1악장이 

반음계 으로 상승하는 긴 음가의 느린 도입부로 시작하며 악장 

17) 슈니트 는 유 교의 신비주의(Kabbalah), 오컬트(Ocult)와 같은 신비주의 사상

에 심취되었으며 이러한 사상에서 삶과 죽음에 한 의미를 찾으려 하 다. 후

에 그는 궁극 으로 구원으로 가는 한 가지 길은 기독교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Solomon Volkov and Valeria Susanina, "The ABCs of 

Alfred Schnittke(1934-1998)” in Tempo, New Series, No. 206, Power, Politics, 
Religion....And Music (Sep., 1998), pp. 36-38. 그는 생애에 걸쳐 8개의 코랄 작품

과 4개의 찬송가(hymn)를 썼으며, 그 외에도 많은 자신의 작품에서 종교 인 요

소를 차용하 다. 특히 1980년 카톨릭으로 개종 후 1983년 작곡된 그의 교향곡 

제4번은 기독교의 세 갈래인 정교회(Orthodox), 카톨릭, 개신교(Protestant)를 음

악 으로 표 한 작품이다. 

   Alexander Ivashkin, Alfred Schnittke: 20th Century Composers. London: Phaidon 

Press Inc., 1996. pp. 161-162.



체가 pp에서 mp의 느리고 조용한 분 기로 진행된다. 이 후 나머지 

악장들에서도 더 이상 ff이상으로는 커지지 않기 때문에 악상 인 

측면에서도 세 개의 소나타가 차 극단 인 성향에서 벗어나며 순

화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순화된 악상 안에서 단순한 음소

재로 진행되는 소나타 제3번은 극 이고 복잡한 짜임새를 갖는 이

 소나타들보다 음과 음 사이의 울림이 넓게 들리기 때문에 마치 

세의 오르가눔과 같이 제된 울림의 고요하고 명상 인 분 기

를 주게 된다.18) 이처럼 다성음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오르가눔

인 성격을 띠는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는 그가 인간의 삶에서 가

장 본질 으로 생각했던 인 삶을 표 하려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슈니트 는 인간의 인 삶, 즉 사후의 세계가 실재인 것

으로,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 해 잠시 육체로 머물러 존재하는 것뿐

이며 이러한 인 삶은 말로 표 할 수 없을 만큼 요하다고 생

각하 다.19) 이처럼 슈니트 는 종교와  세계에 몰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실 세계와 악화된 건강을 음악  표 을 통해 

월하고자 하 다. 그리고 그는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차

으로 추상화 되어가는 폴리스타일리즘을 통해 그가 일생동안 추구

하 던 성(靈性)이 담긴 세계를 실 한 것이다.

18) 이 후에 쓰인 교향곡 제6번(1992), 제7번(1993), 제8번(1994)은 욕 이라 할 만

큼 단순한 구조를 보인다. 특히 교향곡 제8번은 반음계의 선율이 작고 느리게 1

악장을 시작하며 마지막 5악장의 종결부분 한 반음계의 상승하는 선율로 

차 사라지며 끝나는데 이는 슈니트 의 심사 던 지옥에서 연옥 혹은 어둠에

서 빛으로의 새로운 인 도약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다. 이는 피아

노 소나타 제3번에서도 공통 으로 드러나는 성향이기도 하다.

19) Alexander Ivashkin, A Schnittke Reader.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2. p. 98.



Ⅴ. 결론

슈니트 는 20세기 후반 러시아를 표하는 작곡가로 폴리스타일리

즘 양식을 구축한 작곡가이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니트

에게 폴리스타일리즘은 단순히 다양한 양식을 병치시키는 것 이

상의 철학을 내포한다. 그는 폴리스타일리즘을 통해 인간의 삶에 필

연 으로 나타나는 립성을 표 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립에

서 나타나는 혼돈과 역동성을 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삶

의 가장 본질 인 요소로 생각했던 월 이고 인 세계를 표

해냈다.    

슈니트 가 말년에 작곡한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그의 

이러한 독특한 폴리스타일리즘 경향을 자신만의 독자 인 음악  

방식으로 잘 반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

를 연구하여 각각의 특징을 형식 인 측면, 음소재 인 측면 그리고 

음향 인 측면으로 나 어 살펴보았으며 각 작품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과 함께 그 변천 양상을 살펴보았다.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은 선법, 카논, 코랄, 12음기

법, 클러스터 등 세부터 까지 사용된 다양한 기법을 아우르며 

작곡된 작품이다. 슈니트 는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할 때 엄격한 규

칙을 따르는 것에 을 두기 보다는 각 기법이 가진 가장 근본

인 특성만을 유지하면서 본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곡을 개해 나

갔다. 그는 서로 다른 양식들과 같이 립되는 요소들을 병치시켜 

단 을 만들었고, 이는 그가 폴리스타일리즘을 통해 얻으려 했던 극

인 효과를 창출했다. 한 슈니트 는 어느 한 양식에 역 을 두

기보다는 모든 기법에 동등하게 무게를 실어 곡을 구성하 다. 그는 

새로운 선율을 도입하지 않고 앞에 제시된 악장들의 연결구나 경과

구에서 이미 등장했던 동기나 음형 등을 변용하는 식으로 부수 인 

부분에 사용된 소재들까지 활용하여 작곡하 다. 이처럼 슈니트 는 

특정한 양식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양식을 동등하게 사용하 으며 



이는 슈니트 가 양식에 계 을 두지 않는 소  양식  민주화를 

피아노 소나타 제1번에서 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나타 제2번은 소나타 제1번처럼 카논이나 코랄풍의 패시

지 혹은 12음기법, 는 클러스터와 같은 다양한 기법이나 음소재를 

사용하여 통 인 형식 안에서 엄격하지 않은 규율에 따라 유기

으로 짜여졌다. 슈니트 는 카논과 코랄과 같이 서로 다른 양식들을 

병렬하여 그 이질감으로 단 을 만들었다. 특히 마지막 악장에서는 

푸가에 이어 갑작스럽게 즉흥연주가 등장하며 견고하게 쌓아둔 

통  형식을 괴한다. 즉 계획 으로 잘 짜여진 푸가의 구조는 이

후의 즉흥연주를 통해 여과 없이 허물어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가 통 인 형식을 극 으로 활용하면서도, 결코 

기존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음악  세계를 구축하기 

해 쌓은 것을 과감하게 허무는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

는 통  양식에 한 정확하고 독창 인 이해를 통해 오히려 기

존의 양식에서 철 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

타 제2번은 진정한 술의 발 을 해서는 규범에서 벗어날 수 있

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반 하여, 새로운 창조를 

한 괴를 보여 다.  

소나타 제3번에서는 제1, 2번에 비해 확연히 단순화된 음소

재를 사용했다. 상 으로 매우 어진 양의 음과 단순한 짜임새의 

구성은 이  소나타들에 비해 훨씬 더 추상 이고 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그는 다양한 반음계  진행, 2도, 4도 조합의 음형 동

기, 동음연타 혹은 동형진행과 같은 단순해진 음소재를 사용하여  

악곡을 유기 으로 구성하 다. 무엇보다 소나타 제3번에서 가장 주

목할 특징은 이미 이  소나타들에서 등장했던 주요 동기나 음소재

들이 다시 인용 되었다는 것이다. 슈니트 는 이질 으로 보이는 두 

음형 동기를 병치시키고 숨표나 쉼표를 세 하게 사용함으로써 

립으로 인해 나타나는 단 을 더욱 정교하고 세심하게 만들었다. 그

는 더 이상 다른 양식이나 음악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작품에서 



고안해 낸 소재들을 재 하고 변용하여 더욱 고차원 인 폴리스타

일리즘을 구사한 것이다. 이는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가 각각 독립

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기존에 사용된 재료들을 추상화된 형태로 다시 변용한 것

은 음악을 통해 월 이고 인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슈니트

의 정신 인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슈니트 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는 피아노라는 악기의 특성

을 통해 조되는 음역이나 페달의 유무에 따른 음향  비를 효

과 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피아노가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음량부

터 최 한의 음량까지를 사용하여 극 인 음악을 구성하 으며 다

채로운 음색을 극 으로 활용하여 월 이고 신비주의 인 음악

을 만들었다. 이처럼 그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피아노가 표

할 수 있는 음향  효과를 도구로 사용하여 한층 더 승화된 폴리스

타일리즘을 완성 했다는 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모두 말년의 작품으로, 그가 생을 

마감하는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더 편화 되고 단순해지며 추

상 으로 변하는데 이는 그가 평생 지녀왔던 인 세상에 한 

심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폴리스타일리즘

을 통해 인간의 삶을 반 하고자 했던 슈니트 에게 세 개의 피아

노 소나타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음악을 통하

여 세속 인 것에서 월한 인 삶에 한 갈망을 표 하고자 

하 으며 이는 그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한 층 더 승화된 폴리스타

일리즘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슈니트 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그의 정신 인 가치 과 음악 인 특성이 조화되어 슈니트 만의 

특유한 폴리스타일리즘이 잘 구 된 곡이다. 슈니트 는 그가 지향

했던 삶과 사상을 립되는 요소로 반 하여 그가 지향하는 음악을 

완성했다. 이처럼 슈니트 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그의 삶에

한 철학을 음악에 그 로 담아낸 작품이므로 그의 반 인 작품세



계를 이해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슈니트  음악의 소우주라 

할 수 있다.필자는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가 피아노 퍼토리의 

확장에도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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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lfred Schnittke's 

Three Piano Sonatas

-Focusing on Changes in his use of 

Polystylism-

  

Soojin Chun

Piano Depart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fred Schnittke (1934-1998) is a prominent Russian 

composer who has cultivated ‘Polystylism’ during the late 20th 

century. He juxtaposed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techniques in 

his works and created a unique musical world with an abundance 

of musical languages and stylistic traits. 

Schnittke's works may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his compositional styles: the early period of serialism, the 

middle period of flourishing polystylism, and the late period of 

more abstract and reticent music. The three Piano Sonatas belong 

to the late period and in this dissertation, they are analyzed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namely those of form and structure, 

musical aspects and acoustic basis. Through this, this dissertation 



aims to understand his musical world and to help the performer by 

discovering how polystylism is used in his Three Piano Sonatas. 

 Schnittke's 《Piano Sonata No. 1》 is constructed from 

musical techniques ranging from the middle ages to the modern 

era such as modal scales, canons, chorales, serialism, and tone 

clusters. There are themes which keep reappearing throughout the 

entire piece providing  structural unity and a sense of continuity. 

《Piano Sonata No. 2》 also uses similarly eclectic musical 

elements, and at the same time destroys the traditional sonata 

form by inserting improvisations. 《Piano Sonata No. 3》 has a 

much more spare texture than the previous sonatas, sounds highly 

abstract and uses a number of quotations from those works.

The common characteristic in all the Piano Sonatas is that 

they all mix diverse musical techniques and materials. By 

juxtaposing conflicting musical elements Schnittke creates dramatic 

effects . In studying these works the following should be noted. 

First, he keeps the minimum essential elements of the materials 

that he works with while putting his personal stamp on them. 

Next, he often quotes the music that he created from those other 

materials.  Finally, the music becomes increasingly abstract as it 

goes from Sonata No. 1 to Sonata No. 3 and this is perhaps a 

reflection of his longing for a more spiritual life.  Schnittke 

attempted to express his life and philosophy in his music and he 

chose to use polystylism as the means to accomplish that.  

In brief, this dissertation seeks to help the performer 

through a deeper understanding of Schnittke's use of polystylism in 

his sonatas.

Keywords: Alfred Schnittke, polystylism, three piano sonatas, 

self-quotation,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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