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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 록)

J.SBachChromaticFantasy& Fugue,BWV 903

L.vBeethovenSonataincminorOp.13'Pathetic'

J.BrahmsTwoRhapsodiesOp.79

S.ProkofievSonataNo.4incminorOp.29의 연주 연구

서울 학교 음악 학원

음악학과 피아노 공

박연선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 과정 졸업 연주 로그램인 J.S BachChromatic

Fantasy& Fugueindminor,BWV 903,L.vBeethovenSonataincminor

Op.13'Pathetic', J.BrahmstwoRhapsodiesOp.79,S.ProkofievSonataNo.4

incminorOp.29작품들에 한 연구를 함으로써 올바른 이해를 통한 설득력 있는

연주를 하고자한다.

J.SBach의 ChromaticFantasy& Fugueindminor,BWV 903(반음계 환상

곡과 푸가)는 단일 작품으로는 비교 큰 규모에 속하는 작이다.이 작품은 바로

크 후기 시 에 유행했던 주곡(Prelude)과 푸가를 짝짓는 습을 따라 타지와

푸가를 한짝으로 삼아 구성되었다.즉흥 이며 자유스러운 타지와 엄격한 구성을

따르는 푸가간의 양식상 조가 잘 표 된 작품이다.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

품은 반음계 화성진행과 선율진행이 특징으로 나타나며 감화음(diminishedchord)

이 많이 사용된다. 타지 간부에 치타티보(Recitativo)가 삽입되면서 낭만 느

낌을 주기도 한다.

L.vBeethovenSonataincminorOp.13'Pathetic'은 기 소나타의 정 을 이

루는 표작이며 극 인 아름다운 악상 때문에 가장 리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가운데 자신이 표제를 붙인 첫 작품이고 서주(Introduction)

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피아노 소나타 표제가 붙여진 것은 이후에 <고

별> Op.81a이 있고,서주를 가진 작품은 Op.81a와 Op.111을 포함하여 단지 3곡

뿐이다.베토벤은 <비창>이라는 표제로 곡의 내용을 달하려 하는 매우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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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이는 당시 그가 이미 하나의 음악에 무엇인가 뚜렷한 의미

를 갖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각 악장들의 주제가 서로

연 성을 가지고 있어 체 악장에 통일감을 다. 한 마지막 3악장에서 1,2악장

의 주제를 회고(Flashback)함으로써 비창이라는 하나의 정서를 향해 나아가는 완

한 곡이다.

J.BrahmsTwoRhapsodiesOp.79의 가장 큰 특징은 시곡(Rhapsody)라는 성격

소품(CharacterPiece)이지만 엄격하게 통제된 형식이라 할수 있다.제 1번은 코다

를 가진 복합 3부형식을 취하고,제2번은 소나타 형식과 철 한 주제발 기법으로

더욱 엄격하게 쓰여졌다.두 곡 모두 단조(bminor,gminor)의 열정 인 곡으로서

보다 드라마틱하고 폭넓은 감정을 달한다는 에서 발라드(Ballade)와 비슷한 성

격을 갖고 있다.

첫 번째 곡은 제 1주제가 법 으로 사용되고,왼손 반주는 첫박을 상실한 불

안정한 하행도약 음형으로 격정 인(Agitato)정서를 만들어낸다.이 두 가지 요소

들이 체를 통일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며,끊임없이 발 되고 사용된다.

리 사랑받는 두 번째 곡은 교묘한 조성감과 주제의 감각 인 성격,풍부한 표정

에서 강한 호소력을 이끌어내며 람스 인 정열을 발휘한다.낮은 음역과 어두운

음색이 끊임없이 사용되어 숙명론 인 느낌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다.아치형을 그리

는 열망 인 주제선율과 낮은음역으로 균형을 맞추는 베이스 선율이 인상 이다.'

매우 열정 으로'(moltopassionato)의 지시어는 내면 으로 표출되는 열정으로 해

석하는 것이 더 합하다고 여겨진다.

S.ProkofievSonataNo.4incminorOp.29는 소나타의 명료함과 질서를 요시

하는 Prokofiev의 작품 에서도 통 인 고 주의 인 성향이 더욱 엄격하게 지

켜진 곡이다.변주곡 형태를 띄는 2악장은 규모가 1악장보다 더욱 크고 로코피에

의 특징인 아름다운 서정성의 표 인 가 되는 곡이다.Allegro molto

sostenuto의 빠르기말을 가진 1악장은 침착성과 음울함을 지닌 주제가 음역에서

시작되는데 이런 명상 분 기가 2악장까지 이어진다.이 곡은 헌정한 사람에게

추도의 뜻을 담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3악장은 1~4번 피아노 소나타 악장들 최

의 장조 악장이다.이는 격렬하고 긴장되는 분 기로서,오랫동안 안으로 간직했

던 열정을 폭발시키는 느낌을 다.아르페지오 주 후 쾌활하게 시작하는 론도

주제는 에튜드(etude)풍 터치로 연주된다.엑센트가 불 화음들 베이스의 집요한

반주 음형으로 인해 해학 인 독특한 분 기가 만들어진다.

주요어:바흐,베토벤, 람스, 로코피에 ,피아노 소나타

학 번 :2010-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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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필자는 졸업연주 로그램을 비하면서 바하,베토벤, 람스와 로코피에 까

지 각각 서로 다른 시 와 양식을 지닌 작품 속에서 한 연 성을 찾게 되었다.

첫곡에서 끝곡까지 연주를 이끌고 가면서 음악 역사의 흐름을 따라 연주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다.하나의 맥락이 있는 로그램과 아이디를 가지고 이번

논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크 시 에 마테존(J.Mattheson)은 다 단조(cminor)의 특성을 ' 무나 매력

이지만 슬 ',라모(J.PRameau)는 '부드러운 비탄',크반츠(J.JQuantz)는 '슬픔

에 잠긴 우울한'정서를 표 한다 하 다.1)같은 다 단조의 조성을 가지고 베토벤

과 로코피에 가 각각 소나타 형식으로 어떤 정서를 담아냈고 마지막 악장으로

어 결론짓는지도 주목할 만한 이다.

한 반음계(Chromatic)를 주요 재료(texture)로 쓴, 로그램에서 가장 먼 시 의

두 작곡가 바하와 로코피에 의 작품이 있다.같은 반음계가 어떠한 효과로 악곡

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 는 이다.바하는 반음계 선율과 화성진

행으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로코피에 는 주로 반음계를 어

둡고 명상 인 어법으로 사용하여 곡의 분 기를 지배한다.

람스 랩소디는 성격 인 소품이지만 제2번에서는 소나타 형식을 취하면서 더 설

득력있고 진 하게 다가온다.베토벤과 로코피에 의 스 일이 큰 소나타 형식에

견주었을 때 빈틈없는 람스의 훌륭함을 한번 느낄 수 있다.

이 듯 작곡가들이 앞선 시 의 작곡가들 사이에서 한 연 성을 지으며 충실

하게 발 된 형태와 자신의 독창 인 방식의 결합으로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켰음을

깨닫게 된다.이런 발상과 함께 이 논문의 연구방향은 작품 자체의 해체를 통한 분

석 주의 분석보다는,작곡가가 의도한 정서와 효과를 표 하기에 주목할 들을

으로 고찰 연구해 보려한다.

즉,간략한 분석을 포함하되 연주를 한 음악 아이디어와 음악 어법 그리고 그

해석에 보다 주력할 것이다.그리하여 연주와 음악 언어의 달이라는 연주자의

궁극 인 목표를 한 필요한 요소들을 뽑아내어 이 논문을 개할 것이다.

방법에 있어서 먼 각 작곡가들에 한 그들의 생애보다는 그들 각각의 음악

특징과 경향 그 에서도 이 논문에서 다루는 피아노 작품들과 련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1) < 크  연주하 > Mary Cyr지 , 승열 역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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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

1.J.SBachChromaticFantasy& Fugueindminor,BWV 903

1)작품에 한 음악 배경

*Chromatic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쓰인 ‘Cromatico’라는 용어는 오늘날의 8분음표,16분음표인

croma,semicroma처럼 검게 칠한 음표를 많이 사용하 다는 기보상의 의미 다.

그 시각 인 의미에서,최소의 음가를 사용하는 움직임이 빠른 악곡을 가리키게 되

었다.본래 <반음계>라는 뜻 외에도 검은색과 흰색을 제외한 다양한 채도

(chroma)를 가르키는 용어이기도 하다.이 언어가 나타내듯이 다채로운 화려한

타지를 이 곡에서 실 시켜야 할 것이다.

*Fantasy

Fantasy는 그리스어 'Phantasia'-‘상상력의 산물’-어원으로 형식이나 내용의 제약

없이 작곡가의 환상이나 기술을 자유롭게 펼쳐나가는 형태의 작품을 의미한다.18

세기의 환상곡의 특징은 리듬이 자유스럽고 템포 변화가 빈번하며,이로 인한 분

기 환에 민감해야한다. 한 마디 선을 무시한 확장,비르투오조 인 면모,화성

과 조에 있어서 담한 모험시도가 나타난다.

*Fugue

푸가는 라틴어로 '달아나다'란 뜻이다.악상이나 공상이 달아난다는 뜻으로 주제가

한 성부에서 다른 성불 옮겨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주제가 달아

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는 음악으로,푸가는 르네상스 모테트의 구성과 모

방 기법이 16세기 기악곡인 리체르카 (Ricercare)2)의 기악 용구들을 발 시켜

탄생시켰다. 음악의 정 인 푸가의 구성 원리는 2성부 이상의 다성 악곡으로

하나, 는 그 이상의 주제를 여러 성부가 주고 받으며 음악을 엮어가는 것이다.

푸가의 구성은주제와 에피소드로 이루어 진다.주에와 주제가 다른 성부에서 모방

되는 응답이 각 성부에서 제시되는 제1제시부와 에피소드,다시 주제와 응답이

조되어 제시되는 제2제시부,그리고 주제와 응답이 집되어 연속 으로 모방되는

2) Ricercare: 처 엔 스럽게 연주했 나 후에 트 식  폴리포니  다. 한 개  마가  

어 한  루고, 러한 들  연 다. 리체 카 는 후에 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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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Stretto)로 나 어 진다.

바로크 푸가의 조성 체계는 이 다.제시부에서는 으뜸조의 주제로한 성부에서 선

율이 노래되고,이 주제를 다른 성부에서 딸림조로 받아 응답한다.그동안 주제를

노래한 성부는 주제( 선율)를 만든다.푸가의 성부 수에 따라 각 성부에 주제

와 응답이 반복되면,제시부가 끝나고 자유로운 에피소드가 이어진다.이어 주제와

응답이 조를 거쳐 다시 으뜸조로 돌아온다.

푸가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스트 토 부분인데 주제와 응답이 시간 인 간격을 짧

게 해서 겹쳐짐으로써 긴장과 속도감이 고조된는 것이다.이어 으뜸음과 딸림음의

지속음 에 주제나 주제의 동기에 의한 선율들이 조되며 발 한다.에피소드

나 경과구에 주제나 주제의 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작품의 통일성을 한 조치이

다.음악 견고함을 보여주는 푸가는 소박하고 단순한 주제와 집 이고 추상

인 음악 구조를 지닌 푸가이다.바흐 푸가의 묘함은 확고한 주제 선율선과 논리

인 발 방법,균형잡힌 구조의 아름다움에 있다.

2)바하 작품 연주하기

-빠르기(tempo)

이 곡은 템포변화에 민해야 바하의 의도 로 다양한 상상력들이 펼쳐질 수 있

다.하지만 바로크 시 에는 구체 인 템포의 지시가 없으므로 작곡가가 원하는 정

서와 기풍을 악하는 것이 요구된다.악보에서 얻을 수 있는 실마리는 박자,조성,

화성 변화의 리듬패턴,불 화음의 정도와 양,장식음의 처리,기본 음표의 시가 들

을 토 로 템포를 고려해야 한다.두드러진 불 과 반음계 진행 는 화성의 빈번

한 변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섹션은 빠른 템포로 연주하기란 정확한 표 의 어

려움이 있다.좋은 연주란 각 성부에 세 히 나타나는 이징,아티큘 이션,다

이나믹 을 정확히 표 하는 것있데 이를 표 하기 해서는 다소 느린 템포로 하

는 것이 좋다.

-아티큘 이션

바흐의 곡을 다룰 때 끊어서 치느냐 혹은 가토에 가깝게 쳐야하는가에 한 논

란은 계속되어 왔다.이것은 하 식코드나 오르간으로 연주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

지않고 그 악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의 한계 안에서 연주하면 되지만 피아노로 연

주할 경우 문제가 되기도 한다.여기에 해서는 정답을 설정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곡의 흐름을 보고 끊어야 될 경우와 이어서 연주해야 하는 경우를 조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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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개 순차 진행이거나 빠른 음표는 이어도 무방하고,도약이나 비교 긴 길

이의 음표들은 이즈를 만들어 끊어서 치는 것이 무난하지만,이 경우도 역시

연주자의 취향과 음악 감각에 많은 향을 받는다.

바흐의 악곡에서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연주를 한 지시표들을 보면 알수 있

다.3)바흐는 자신의 건반악기 음악의 악구들이 마치 악기처럼 표 되기를 원했

다. 즉,바흐의 이징이나 아티큘 이션의 이상(ideal)은 악기 인 처리라 하겠

다.바흐의 의도를 따른 다면 푸가에서 악3 주나 4 주로 연주하는 것처럼 표

되야 한다.

-강약법(Dynamic)

바흐는 한 가지 다이나믹만을 표 할 수 있는 하 시코드를 해 작곡했기 때문에

강약의 표기가 불필요했다.그러나 피아노로 연주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강

약을 생각해야하고 이때도 연주자의 느낌에 때라 다이나믹을 조 해야 한다.

바gm의 다이나믹은 주로 포르테와 피아노를 조시키는 terraceddynamic4)이었

다.일반 으로 그의 포르테와 피아노의 조는 긴 악구들 간의 비로 나타나지만

에코 효과 같은 짦은 구 간의 조도 종종 볼 수 있다.그에게 있어서 극 이며

정도차가 심한 의미의 크 센도나 디미 엔도는 없었다.그러므로 피아노에

서 포르테까지 는 그 반 인 경우의 격한 음량의 증감은 바흐의 다이나믹을 무

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연주에 임할 때 늘 '노래하듯이 연주하라'고 바흐가 말

했다는 것이다.과장된 강약의 조는 피하되 노래하듯 자연스럽고 보편 인 강약

표 이 요구 된다.

푸가의 경우 주제가 나오는 부분은 보통 강조되어 연주되었고 경과 인 에피소드

나 연결구는 어떠한 다이나믹의 변화가 있어야 했다.에피소드는 종지나 구조 차

이로 인해 주제부와 구별되는데 일반 으로 조를 나타내기 해 피아노로 시작하

는 것이 례이다.발 에피소드의 경우는 종종 클라이막스(Climax)를 포함하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다이나믹 처리에 더욱 유의 해야한다.

3) Albert Schweizer, J.S Bach. vol. Ⅰ (New York: Dover Pub.) p.365

4) 당시  클라비어는 크 도나 미뉴엔도  연주가 거  가능했다. 단지 포 나 피 노  가 

다. 비  클라비어코드 는 간  량  감  가능하 지만 넓  에  변화는 니었다.



- 6 -

3)작품해석 연주

1.Fantasy

타지 부분의 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진다.

<표1-Fantasy구성>

처음 두 마디 도입부에서 토카타(toccata) 5)성격을 보여 다.악보에 근거한 즉

흥 연주의 느낌을 살리는 것이 요하다.빠른 반음계 패시지 안에서도 16분음표,

32분음표,64분음표,쉼표들의 혼합으로 즉흥성을 나타내었다.

빠른 32분음표 안에서 화성 토 의 음들을 염두해두어야한다.복잡한 선율의 형

태로 보이지만 화성진행을 보면 Ⅰ-Ⅴ-Ⅰ의 단순한 진행이다.그러므로 이 두 마디

를 하나의 이즈로 연결하여 연주해야한다.

딸림조의 진행이 쉼표를 사이에 두고 마디를 넘어서서 연주된다.상행하는 딸림조

진행 갑작스러운 쉼표로 극 인 긴장감을 유발시킨다.여기서 소리는 끊기지만

음악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악보1>

2마디에서 으뜸음으로 종지되기 등장하는 64분음표 의 의미를 생각해보아야한

다.보다 빠른 음가로 으뜸음으로 도달하기 의 긴장을,보다 느린 음가로 으뜸음

도달 후에 안정된 여유를 한 의도로 악할수 있겠다.으뜸조로 마무리되는 32분

5) Toccata: 한 산화 과 계  시지  주체  하는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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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표들은 앞에 진행 인 32분음표들과는 다르게 좀 더 여유로운 32분음표로 연주해

야 할 것이다.4분쉼표 역시 앞에 쉼표보다 많은 여유를 가져야한다. 한 쉼표의

연주에 있어서 첫마디는 32분 쉼표 후에 나오고 둘째마디는 16분쉼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곳의 리듬은 유의 해서 표 해야한다.

이 부분에서 악보를 바로 읽는 것은 악보 로의 연주보다 즉흥 성격의 효과를

나타내기 한 도입부 라는 것을 염두하고 근해야한다.그리고 타지라는 장르

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할것이다.<악보1>

<악보1-Fantasym.1-2>

7-11마디의 화성진행은 매우 복잡하다.이곳에서 처음으로 반음계 인 화성진행

이 나온다.10-11마디 부분은 연속 으로 부속 7화음 (secondarydominant)을 사

용하여서 g단조,a단조,e단조,f단조,c단조 조성감을 조 씩 느낄수 있게 한다.

한 음부에서는 반음계 인 하강선율이 나타난다.이 반음계 하강선율은 반음

계 화성진행과 함께 이 곡의 특징을 이루는 요한 요소 의 하나이므로 표 에

유의해야한다.마지막 종지는 c단조의 ⅶ7의 화성진행으로 ⅶ7-ⅰ의 진행과 더불어

곡 체를 주도하는 화성진행이 된다.<악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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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Fantasym.7-11>

21마디 부터는 연속 인 스 일 패시지(scalepassage)가 계속된다.이것은 d단조

의 선율 단음계이며 지그재그(zig-zag)로 움직여 돌출되는 음들로서 화성 배경을

암시하고 있다.<악보3>

<악보3-Fantasy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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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페지오 (Arpeggio)

복잡한 모양의 빠른 패시지들이 26마디에서 단 한 마디 동안의 정리과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긴 음가의 코드가 나타난다.단순히 코드로만 쓰여진 이 부분은 다분히

즉흥 인 아르페지오 연주를 행하여야함을 암시한다.이곳에 한 각 edition의 실

방법은 다음과 같다.<악보4,5>

아르페지오가 시작되면서 바흐의 종교 인 경건함 면모가 보여진다.마디27-29

아르페지오의 상성부는 D에서 상행하여 A 까지 순차 으로 반음계 진행을 하고

있다.이 선율과 음 D의 연주시에 잘 느껴지도록 유의해야한다.<악보4>

<악보4-Arpeggio,m.27-34Breitkopf& Hartel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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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Arpeggio,m.27-30Bote& Bock에디션>

27-30마디 화성진행은 역시 반음계 진행이지만 주목해야할 시도가 보여진다

<그림1>

즉,ⅶ7-ⅰ의 진행이 d단조,g단조,a단조를 거치면서 연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ⅶ7-ⅰ의 진행은 종지진행인데,이것을 반복함으로 더 큰 종지감을 얻고자 한 것

으로 여겨진다.그러나 아직 part1의 진정한 종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30마디는

종지진 에 나오는 일종의 클라이막스라 하겠다.앞에 언 한 상성부의 반음계

선율진행의 정 이 30마디의 A음이 되고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종지하지

않고 계속 인 확장을 하여 33마디에 가서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4>

이 게 하여 토카타 풍의 part1이 끝나고 34마디부터 아르페지오로 즉흥 연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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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랄풍(Choral)의 part2가 시작된다.

Part2의 화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악보6>

<악보6-Fantasym.34-49>

Part1과 마찬가지로 ⅶ7의 범 한 사용으로 지속 인 반음계 화성진행과

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강조되는 선율들도 반음계 인 변화를 나타낸다. 간부분인

42마디에서 Ⅴ-Ⅵ 의 허 종지가 있은 후 e단조를 거치는 경과부를 지나

a단조로 조되어 마지막 Part2를 종결짓는 종지가 나온다.49마디 피카르디

(picardy)3음인 C#음을 잘 나타내야 한다.<악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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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tativo( 치타티보)

바로크 시 에는 아직 성악이 기악보다 우 에 있는 시 이다. 한 기악악기의

시 는 사람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것에 모델을 두었다. 치타티보라는 성악 형

식에서 말하는 문장이나 가사처럼 다양한 표정과 legato된 터치로 낭송하듯이 소리

내어야 한다. 치타티보는 오페라 가수가 가사의 내용을 직 으로 잘 달하기

해서 가사의 리듬에 맞추어 자유스러운 템포로 즉흥스럽게 낭송하듯 노래하는 양

식이다.바흐는 이 양식을 기악음악에도 채택하여 치타티보 부분에서도 변화있는

템포로 즉흥 이며 장식 인 선율을 노래하듯 연주하도록 만들었다.

한 Part3( 치타티보)에서는 쉼표의 길이를 통해 뒤에 이어질 정서를 고한다.

짧은 쉼표(16분쉼표)뒤에는 움직임이 있는 패시지가 등장하고 다소 긴 쉼표(8분 쉼

표)뒤에는 안정감 있는 긴 음가를 가진 화성으로 마무리되어 진다.<악보7>

<악보7-Recitativo부분 m.49-55>

치타티보 연주에서 주의해야 은 악보의 32분음표,64분음표 음가 로 빨리 연

주해서는 안된다.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 빠르기로 노래하듯 연주되어져야 한다.

체 구조를 다시 살펴보자면,Part1의 빠르고 화려한 패시지들에 비되는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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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르페지오로 엄숙해진 분 기를 이어서 조용한 독백 치타티보가 시작하게된

다.그리고 62마디에서 부터 다시 화려한 스 일 패시지들이 재 된다.<악보 8>

<악보8-Recitativom.59-62>

-코다(Coda)

75-79마디는 코다이다.이부분도 지속 인 반음계 화성진행이 특징으로 나타나

는데,특히 으뜸음인 D"로 부터 D'음까지 반음계 으로 하행하고 있다. 다른 특

징으로는 음부의 D음의 오르간 지속 음(Organpoint)가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다.<악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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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Codam.75-끝>

이 부분을 연주할 때에는 코드는 합식코드(harpshichord)같은 통주 음 악기가

화성 반주를 하는 것이고 최상 성부의 멜로디는 성악가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

고 생각하면 좋을 듯하다.

75-77마디에 나타나는 화성진행은 보면 연속되는 반음계 하행으로 그 자체가 종지

진행이 되어 코다의 종결감을 더해 다.

마지막 종지에는 템포가 느려지면서 긴 장식음(trill)과 함께 종결되고 있다.화성은

Ⅳ-ⅶ-ⅰ로서 일반 인 Ⅴ 신에 ⅶ 를 사용하여 지속 인 ⅶ사용을 강조하 다.

마지막 화음은 ⅰ가 아닌 Ⅰ로서 피카르디 종지를 취했다.

2.Fugue

앞에 Fantasie가 4/4박자 인 것에 반해 3/4박자로 되어있다.이 곡의 주제는 8마디

로서 비교 길다.이것은 작품 체의 구성을 이루는 기 가 되고 있으며 곡 체

를 통하여 11번 온 히 나타난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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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1 주 E2 주 E3 주 E4 주 E5 주 E6 주 주 E7 주

1-25
26-

41

41-

48

49-

59

60-

66

67-

75

76-

82

83-

89

90-

96

97-

106

107

-11

3

114

-13

0

131

-13

9

140

-14

5

146

-15

3

154

-16

1

1

-d

2

-a

3

-d

a 지 d

경

과 b

경

과 e 지 g g d

경

과 d

 Part 1 Part 2 Part 3 Coda

<표2-Fugue주제들>

제시부(Exposition)에 나오는 주제의 응답(answer)은 음정의 변화없이 완 5도

에서 그 로 모방하는 Realanswer이다.각 주제들 사이에 나오는 에피소드

(Episode)는 7개가 나타난다.바흐의 에피소드는 단순히 주제 사이을 잇는 역할의

경과

에피소드보다는 소나타(Sonata)의 발 부(Developmentsection)처럼 동기 발 의

요소가 나타나는 발 에피소드가 많이 나타난다.Part를 종결짓는 종지 에피소

드 한 등장한다.<표3>

이 곡의 에피소드의 특징의 하나는 발 에피소드가 많다는 이다.이 발

에피소드들에서는 여러가지 동형진행(sequence)들이 복합 으로 연속사용되어서 동

기 인 발 을 이룩하는 동시에 긴장감의 조성과 완화를 자유롭게 표 하고 있다.

<표3-Episode의 역할>

*주제

1-8마디는 주제가 제 1성부(Soprano)에서 제시된다.3성 푸가로서 주제는 앞부분에

순차진행의 반음계로 진행한다.dminor조성에서 멀고(cm,gm)방향과 의도를

알수없는 처음 4마디에 걸친 반음계가 시작된다.<악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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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5마디에서부터 dminor의 Ⅶ-ⅰ-Ⅴ-ⅰ화성으로 개된다.6마디에서 으

뜸조로 확립한 뒤 다시 딸림음을 거쳐 ♪♬♪♬♪♬의 활달한 움직임으로 진행시킨

다.이 8마디 안에 이 곡 체를 이끌고 갈수있는 음악 재료(texture)와 가능성을

포함하고있다.

첫째로 앞에 타지와는 확연히 비되는 역할을 하는 네 마디에 걸친 긴 음가의

차분한 반음계가 있다.둘째로 5마디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하행하는 온음계는 이

푸가가 승리로 단원을 마치는 역할를 해 다. 한 마지막 8마디에서는 이곡

체를 아울러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재료인 ♪♬♪♬♪♬ 리듬으로 흘러갈 수 있는

동력(Energy)을 제공한다.

7마디에서는 처음으로 순차진행이 아닌,도약이 있는 선율이 나타난다.도약의 에

지가 필요함으로 음가를 채우지 않고 손을 떼어 연주하는 것이 좋다.이 듯 간

단해 보이는 이 주제 8마디 안에 많은 가능성들이 내재되어있음으로 알고 근해야

할 것이다.<악보10>

<악보10-Fugue주제 m.1-8>

9-16마디는 주제에 한 응답이 나온다.이것은 realanswer로 모든 음들이 완

5도 에서 그 로 재 되어 a단조로 조되는 부분이다.<악보11>

<악보11-Fuguem.9-16>

이 응답에 한 선율 (countersubject)로는 ♪♬♪♬♪♬ 리듬형을 주로 사용한

선율이 나온다.

16-18마디의 짧은 연결구(Link)에서는 c단조와 g단조를 거쳐서 d단조로의 조가

나타난다.

19-25마디에는 주제가 다시 원조로 마지막 성부인 제 3성부 (bass)에서 나온다.

<악보12>

<악보12-Fuguem.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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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마디에 비교 긴 첫 Episode가 나온다.36마디 시작 후로 두 개의 이

즈 나 어지는데 앞부분인 주제에서 따온 리듬 1.♪♬♪♬♪♬와 2.♫♫와 3.♪  

로 연속 인 동형진행(sequence)을 형성하고 있다.폭이 넓어지며 정 인 30마디 B

♭에 도달하여 그 긴장감을 왼손의 ♫♫ 화음들을 통해서 유지시킨다. 한 트릴후

두번째 이즈인 36마디부터는 주제의 첫머리가 연속 으로 등장한다.<악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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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FugueEpisode1발 요소 m.27-35>

에피소드1의 두번째 부분인 36-41마디에서는 앞 이즈보다 움직임을가진 연속

16분음표들이 aminor의 주제를 향해 도달한다.이 때 첫박의 부재 (16분쉽표

나 붙임 로 hold된 형태)가 움직일 수 있는 불안정함을 제공해 다.도달하는 주제

의 첫음은 한 박자 먼 이음 로 제시되는 외 인 특징을 가진다.

화성진행 에 V-ⅰ들 의 정격종지진행의 연속사용이 나타난다.이 곳의 조성은

상행 5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기법은 종지감보다는 오히려 진행감을 더 강하게

표 하는 화성기법이라 하겠다.그러무로 다이나믹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진행감

을 표 할 수 있는 크 센도가 되어야한다.

주제 첫음이자,마지막 박자인 E음은 다소 강하게 연주되어야 청 에 귀에 들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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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이를 해서 에피소드1끝부분에서 충분한 크 센도를 해야한다. 한 원

래 주제가 시작되는 첫 박과 나머지 성부들의 움직임을 제하는 것이 요하다.

<악보14>

이 곡에서 종지 에피소드가 두 번 등장하는데 복잡했던 성부들이 하나로 간결히

모아지는 아름다운 부분이다.조화로웠던 진행 이후 새로운♪♪♪ 리듬이 나옴으로

서 각 성부들이 다른 움직임을 가지기 시작하여 조가 많이 일어난다.

a-G-F-C-d-a의 진행을 하며 57마디에서는 G,A,a,G등의 조성을 암시

하는 화성진행을 보여 다.이 게 Part1을 종결시킨다.<악보14>

<악보14-FugueEpisode2종지 요소 m.49-60>

60마디부터는 Part2가 시작된다.제2성부(alto)에 주제가 a단조로 나타난다.주제가

내성부에서 나올 경우에는,외성에서 나올때보다 더 정확한 아티큘 이션을 해야

잘 들릴 수 있게된다.그러나 무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에만 주력하여 다른 성부

들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푸가를 연주하는 것이지 주제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악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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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5-FuguePart2m.60-78>

이 곡에서 외 인 조성의 주제 등장은 모두 경과 에피소드 뒤에 나타나는데,

bminor와 eminor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주목해야한다.65마디에서 에피소드가 시

작되는 동력을 제공하는 ♪♬♪♬♪♬ 리듬이 최하 성부에서 토 를 마련하고,고

집스러운 Ten.성부의 2번째 박의 긴 음가와 Sop.다양한 변화로 시작된다.72마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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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성부와 74마디의 제2성부에서,주제의 앞부분이 am → gm,em → dm로

조되면서 집(stretto)된 형태로 나와서 76마디 주제로 연결된다.72,74마디에서

나타나는 붓 은 주제의 2번째 등장(9마디)에서 엿볼 수 있다.<악보15>

-Coda

코다는 최하 성부에서 원조의 주제를 장 하게 재 시키면서 시작된다.이 때 바

로크 시 건반악기에는 없었던 음역을 에서 옥타 (Octave)로 연주한다면,효

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다.154마디에서 마지막 주제가 출 한다.이 때 최하성부가

지속 음(Organpedal)으로 멈춰있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에서는 웅장한 엔딩에 어

려움이 있다.이를 보완하기 하여 여유있는 템포와 좀 더 풍부한 페달을 사용해

야 한다.158마디에서 멈춰있던 최하 성부가 다시 움직이는 옥타 의 ♪♬♪♬♪♬

리듬과 이 곡에서 가장 두터운 화음이 오른손에서 연주된다.이 때 템포의 루바토

(rubato)는 불가피 할 것이다.

이후 Fantasy의 토카타 인 면모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패시지가 등장한다.이 때

에도 악보에 숨겨진 즉흥 인 요소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복잡했던 과정들이 해

결되고, 단원의 막을 내리는 피카르디 종지 이 의 긴 트릴은 연주자의 음악 인

깊이를 표 할 수 있는 재료이다. 타지의 마지막 트릴과 비교해보면 한 옥타

에서 연주되어지고,트릴의 치가 긴 음가 뒤가 아닌 빠른 패시지 뒤에 존재한

다.그러므로 가벼운 터치,보다 빠른 템포와 풍부한 트릴로 환희에 찬 피카르디 종

지를 향해가야 할 것이다. 한 보다 극 인 엔딩을 해 빠른 패시지 부분도 양손 옥타

를 사용하여 연주 할 수 있다.<악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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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FugueCodam.140-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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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v.BeethovenPianoSonataNo,8incminor,Op.13

1)작품에 한 음악 배경

이제까지 여진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들 가운데 가장 역동 이고 박력있는 작

품이며 느리고 극 인 도입부를 활용한 최 의 작품이다.<악보17>

그의 기의 첼로 소나타나 피아노 3 주에 있어서 서주의 사용은 지 않으나 피

아노 소나타에서는 이 곡이 처음이다.그리고 32소나타 Op.81a와 Op.111을 포

함하여 단지 3곡 뿐이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가운데 자신에 의하여 표제가 붙여진 것은 이것이 처음

이며 그 뒤로는 Op.81a'고별'이 있을 뿐이다.베토벤은 일부러 표제를 명시하고

듣는 사람에게 곡의 내용을 달하려고 하는 매우 극 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이

는 당시 그가 이미 하나의 음악에 무엇인가 뚜렷한 의미를 갖게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6)이러한 의도는 이 곡에서 서로 연 되는 주제

재료와 회고(flashback)의 사용을 통하여 각 악장들이 긴 히 연결되는 모습으

로 나타난다.

낭만성은 가진 이 곡은 이후 타지풍의 소나타 Op.27로 나아가는 길을 연다.

6) 민 연 회: 계 곡해 사  14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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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7-BeethovenSonataNo.8'Pathetic'1악장 서주 Gravem.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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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의 cminor

베토벤이 cminor를 선택한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cminor는 이미 베토벤 이 부

터 '슬픔에 잠긴'(pathetic)조성(key)으로 행 이었다.베토벤의 서주와 유사성을

많이 보이는 듀섹(Dussek)의 작품 ' 랑스 여왕의 고통'이 그러한 이다.<악보

18>

첫째로,제목에서도 보여지듯이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가진 정서를 cminor로 표

하고 있다.둘째로, 치 서곡(frenchoverture)을 연상키는 시키는 느린 빠르

기를 가지고있다.셋째,베토벤의 서주 5-8마디에 걸쳐나타는 두드리는 화음 반주

형이 보여진다.넷째,뒤에서 살펴볼 내용으로,남.여의 문답을 연상시키는 웅변 인

멜로디가 나타난다.<악보18>

<악보18- J.L Dussek 'the Sufferings ofthe Queen ofFrance'中 No.1 the

Queen'sImprisonment(1793)>

기의 베토벤은 C단조라는 조성을 이 곡 외에도 '비창'의 감정 표 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op.1의 3번 3 주와 op.9의 no.3의 악3 주,op.10-1Piano

Sonata,No.5Op.18, 악사 주 4번 등과 같은 가 있다.하지만 이후 빈 시

기에 C단조는 그의 ' 웅 '인 조가 된다.그 로는 교향곡 5번 ,< 웅 교향곡>의

장송행진곡과 <코리올란 서곡>이 있다. 한 피아노 주곡 3번에서도 어느 정도

시가 된다.<악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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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9-BeethovenPianoSonataNo.5op.181악장>

*서주(Introduction)

베토벤의 소나타에 드물게 나타나는 서주는 다분히 악(symphony) 인 면모

를 띄고 있다.서주의 동기가 발 부의 첫머리와 코다 에서 재 지는 것은 베토

벤 작픔에서 실험 인 의도이다.첫째로 Grave의 정서를 강조하고 회상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둘째로 Grave후에 나오는 Allegro의 효과를 극 으로 나타내기 함

으로 보여 진다.셋째, 악 인 음향을 실험 으로 염두해 두었음을 나타낸다.

첫 cminorchord를 보면 포르테피아노(fp)로 연주하라는 표기되어있다.시스만

(ElaineR.Sisman)은 이 다이나믹을 'patheticaccent'라 부른다.타악기에 속하는

피아노에는 합하지 않은,다분히 악 인 다이나믹 표시이다.이미 건반으로

러져 해머가 소리를 낸 화음을 어떻게 일 수 있을지에 한 방법론도 요하지

만 이 첫 울림에 많은 것을 담아내려했던 베토벤의 의도를 먼 생각해야한다.<악

보17>

4마디에서도 첫 화음 과 다음 음(note)사이에 디미 엔도(dim.)표기가 되어

져있다.피아노라는 악기에선 작게 시작한 음량(volume)을 증폭 시킬 수는 없지만,

반 로 일 수는 있다.미리 페달을 밟아 음량을 극 화 시켜놓은 뒤,손은 계속하

여 건반을 붙잡은 채로 페달을 갈아주는 방법이다.울림이 많은 상황에 따라서는

♪ 단 로 여러번 페달을 밟을 수도 있다.이 게 함으로써 한번의 울림으로 두 가

지 다이나믹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한 시간의 흐름이 주는 자연 인 디미 엔도

라는 방법도 있다.실험 인 베토벤의 아이디어와 함께 연주자도 실험 방법과 효

과 인 정서의 달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진다.<악보17>

이 서주에서 선보이는 독특한 특징은 악 인 요소와 성악 인 요소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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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다.4마디에서는 마치 소 라노 가수가 부르는 기교를 자랑하는 아리아

(Aria)의 즉흥 요소가 보여진다. 후에 9-10마디에서 본격 인 치타티보

(recitativo)가 보여진다.이는 베토벤의 직 인 음성(narrator)으로서 호소력있는

정서 달을 효과 으로 도와 다.베토벤은 악 인 음향을 넘어서서 검은 음

표들에서 사람의 생명력까지 끌어올리는 한 업 을 피아노 음악에서 만들어냈

다.후에 <합창 교향곡>에서처럼 모든 악기와 사람의 소리의 융합을 이 작품 때부

터 고려했던 가능성이 아닌지 짐작해본다.

9-10마디 성악 인 멜로디 이후 '폭풍같은 반음계(chromaticstorm)'로 무 져 내

리는 망을 담은 패시지가 나타난다.이 Grave서주에서는 이미 <비창>의 모든

정서를 담아내었다.<비창>이라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도록 하겠다.<악보17>

*비창 (Pathetic)

<비창> 이라는 언어가 당시 베토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비창'은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다.즉 연민의 정을 자

아내는 페이소스 (pathos) 인 감정과 일맥상통한다.

페이소스(pathos)란,동정과 연민의 감정, 는 애상감,비애감의 뜻을 가지는 그리

스어이다.특정한 시 ·지역 ·집단을 지배하는 이념 원칙이나 도덕 규범을

지칭하는 에토스(ethos)와 립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통해 토스가 가지는 내포는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그러나 ‘정서 인 호소력’이라고 규정할 때 이 말이 지니

는 술 ·문화 상과의 련성이 가장 분명하게 밝 지는 것처럼 보인다.어

떤 문학 작품이나 문학 표 에 해 '페이소스가 있다’,‘페이소스가 강렬하다’라

고 반응하는 것은 그 문학 작품이나 문학 표 이 정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이다.다만 페이소스를 유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는 한두 마

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베이커(Baker)의 주장처럼 지 까지 소나타에 부분 으로만 나타나던 베토벤 특유

의 감정이 이 곡에서는 분명하게 결정체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후기

소나타에 나타나는 정신을 뿌리째 뒤흔드는 비극 인 요소와는 거리가 멀지만 이

곡이 기 소나타임에도 불구하고 짙은 낭만 정서를 담고있음은 틀림없다.이 소

나타가 출 되었을 때 표지에는 <Grandesonatapathetique> 라고 있었

다.여기서 주목할 은 Grande라는 단어이다.'Grande'는 다른 소나타와 차별화된

베토벤의 자 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베토벤이 비창이라는 말을 사용한 가장 요한 이유는 바로 1악장의 Grave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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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수 있다.힘찬 오 닝은 MozartSonataincminorK.V.457<악보20>과

Dussek'sSonaainCOpus35/3에서 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악보20-MozartSonataincminorK.V.4571악장>

쉰들러(Schindler)는 이 곡에 해서 베토벤에게 '두 주인공(twoprincipal)-음악

에서 강하게 비되는 주제 는 아이디어들-에 해 질문했다.이에 베토벤은 '남

자와 여자의 화라고 보기엔 어렵다'라 답했다.이로서 이 곡이 남여의 로맨스를

다룬 내용의 <비창>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트(Miss

Scott)는 <로미오 와 리엣>에 비교한다.베토벤의 비창에서는 청춘의 애상감,슬

픔안에 화려함과 박함,2악장에서 나타나는 무나 아름다운 기쁨의 극치까지 내

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Beethoven's<비창>을 한 요소

처음의 과장된 웅변 인 동기는 <비창>의 상징이다. 한 붓 리듬을 가진 랑

스 서곡(Frenchoverture)양식은 <비창>의 감정에 더욱 무게감을 싣어 다.1-3

마디에서 감7화음(diminished-seventhchord)을 가진 다소 힘든 동기를 3번씩이나

반복한다.시스만(Sisman)은 이 상승하는 동기를 고집스러운 '질문(interrogatio)'이

라고 표 한다.비창이 담고있는 의미의 애처로움은 한번이 아닌 여러번의 질문이

수반되어야 마땅하다.이 질문의 완 한 답은 이 곡의 마지막 악장에서 결론 지

어진다.<악보17>

세 번의 질문은 4마디에서 잠시 타일러진다.그런 후에 5-7마디에 걸쳐 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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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atio)이 나타난다.Sisman은 이 곡을 수사학 측면에서 분석을 하 기에 수사

학 용어를 사용한다.gradatio란 진술 강도가 단계 으로 상승하도록 하는 수사학

어법으로서 이 서주부분의 정 (Climax)을 의미한다.5마디에서 이 곡 처음으로 장

조(major)가 나타나고 그 에 아름다운 붓 리듬을 가진 멜로디가 얹여진다.이

멜로디는 첫마디에 나타난 동기이다.같은 동기를 사용하여 왼손의 맥박같은 화음

으로 반주되면서 첫마디 동기의 텍스추어를 합리화시킨다.하지만 아름다움도 잠시

포르티시모의 '돈호법apostrophe'-감정이 격양되어 자리 없는 사람을 부르는 화법-

의 등장으로 방해를 받으며 이 곡의 주소로 다시 돌아간다.

5마디의 구조가 계속해서 6마디에서도 반복된다.이후 7~8마디에서 돈호법의 단

없는 서정 인 질문이 8분 쉼표의 거쳐 반복된다.이는 결국 8마디 세째박 이후에

서 정신없이 서두르는 질문 형태로 나타난다.질문의 반복이 생략된 F음의 3번 반

복된 모습으로 마지막 F‘음에서 'patheticaccent'가 보여진다.9마디 지쳐버린 치

타티보의 질문 이후에 하던 하던 말을 멈추게 된다 .-이는 돈 법(aposiopesis)에

해당한다.침묵 뿐 어떤한 답도,해결책도 없다.두 번의 치타티보 이후에 10마

디에서 의지 없이 무 지는 반음계 스 일의 도착은 스포르잔도(sf)의 깨달음에 부

딪힌다.스포르잔도를 가진 7도 도약 후의 늘임표는 느낌표를 가진 감탄사

(exclamatio)이다.이 멈춰진 시간의 장치는 방향을 알수 없는 다음 장면의 기 감

을 극 화시킨다.<악보17>

페이소스의 감정이란 한 가지 감정이 아닌 여러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다.한 가지

감정이 길게 지속 이지 못하고 쉽게 변모한다.이 듯 Grave이후의 성 하게 흥

분되는 Allegro부분이 서로 오고가는 것은 이 정서를 표 하기에 가장 한 장

치라고 볼 수 있다.

2)작품 해석 연주

① 1악장 -Grave-Allegrodieconbriocminor

서주는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고 제1주제가 나타나는 제시부 Allegro부터 살

펴보도록 하겠다.이 부분은 2/2박자 소나타 형식이다.왼손 트 몰로(tremolo) 에

연속 인 스타카토(staccato)로 상승하는 1주제가 시작된다.1주제의 모습은 열정

이지만 피아노(p)다이나믹 아래 제된 열정과 긴장을 나타내야 한다.그 이유로

13마디 둘째 박에 긴 음가를 두어 싱코페이션 리듬을 만들어 놓았지만,베토벤은

특별한 다이나믹을 지시를 하지않았다.이는 서주에서처럼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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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한을 요소들을 철 히 차단하려 하는 베토벤의 의도가 보여진다. 다른 근거로

다음 Grave가 재등장하기 릿지(99마디 )까지 p의 다이나믹만 나타난다.

<악보21>

<악보21-BeethovenSonataNo.8'Pathetic'1악장 1악장 제1주제 m.11-19>

제2주제는 cminor의 나란한 조(parallerkey)인 내림마 단조(e♭minor)로 가벼

운 유동감을 지니고있다.이 부분은 양손이 교차되어 연주해야한다.이때,몸의

심 이동으로 음들을 놓칠(miss) 험이 크다.무게 심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손만 이동해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한마디 단 의 다소 짧은 호흡을 가진 동기

를 다른 음역 로 보여주는 베토벤의 의도에서 악 인 음색이 필요하다고 여겨

진다.앞의 Grave에서 탄식과는 조되는 장식 인 탄식이 마디57에서 보여진다.

일반 으로 베토벤의 소나타에서 1주제와 비되는 서정 인 2주제는 ,1악장에서

보여지지 않는다.이는 베토벤의 2악장의 서정성을 극 화 시키려는 의도로 여겨진

다.<악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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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2-1악장 나란한 단조의 2주제 m.51-59>

이어서 다시 내림마 장조(E♭Major)의 주제가 나타난다.이 주제와 앞에 나타난 2

주제 가운데 어느 것이 정말 2주제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하지만 동일 음계

의 장.단조에 의한 2개의 주제를 두는 것은 이미 BeethovenSonataop.21악장

에도 나타나며 그 경우 모두 주제 인 성격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본래는 cminor

의 곡에서의 제2주제의 통 인 조(key)는 계 장조여야 한다는 에서 이 부분

이 2주제가 될수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이 2개의 주제 앞의 것(51-58마디)은

화려하고 유동 인데 비해 뒤(89-100마디)에서는 리듬감을 차츰 고조시켜가는 호

흡이 긴 형태로 서로 효과 인 조를 이루고 있다.장조의 2주제(89-100마디)는 고

조되어 긴 시간동안 p로 제된 긴장을 벗어버린다.1주제에 의한 코데타(codetta)

로 이어져 제시부가 끝 마친다.<악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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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3-1악장 장조의 2주제 m.88-99>

발 부에서는 먼 Grave서주가 사단조(gminor)로 재 되고 이어 Allegro제1주

제가 개된다.이 발 부에서는 140-141마디에서 처럼 Grave동기가 삽입되는 것

이 특징 이다. 한 처음 왼손의 두 마디에 나타나는 트 몰로는 제1주제 왼손 반

주의 아이디어이고 이후 네 마디는 제2주제의 왼손 아이디어이다.마디149부터는

양손의 역할이 도치되어 오른손에 트 몰로 음형이 등장하고 왼손에서 멜로디가 나

온다.<악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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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4-1악장 발 부 m.137-155>

마지막 재 되는 Grave의 형태가 주목할 만하다.첫 patheticaccent를 가진 화음

이 상실된 형태이다.구조상 Grave가 약화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효과는 극 이

다.강렬했던 첫 코드의 부재로 더욱 간 하고 안타까움이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305마디부터 베토벤의 특징인 각 마디의 한 박자와 정확한 쉼표로 된 두터운 화음

(fullchord)를 사용하여 단호하게 끝맺는다.베토벤이 끝에서 다섯마디 포르테시모

(ff)를 세 마디 만에 다시 표기한 것을 보아 약해지지 말기를 경고한다.<악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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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51악장 변형된 Grave와 Codam.294-310>

②.2악장 AdagiocantabileA♭장조 2/4

베토벤의 작품 가장 아름다운 느린 악장으로 꼽히는 이 곡은 기원하는 듯한 서

정 인 노래이다.단순한 론도 형식(SimpleRondoForm)으로 되어있으며, 체

인 구조는 A-B-A-C-A-coda와 같다.

A부분은 3성으로 여진 우아하고 아름다운 주제로 시작되며 이 주제는 변주되어

반복되어지는데 이때는 4성을 이룬다.1-4마디에서 최상성부와 최하성부들이 서로

4도 도약을 특징으로 반진행을 하는데,이 4도 간격이 주는 따듯한 분 기가 이곡

을 특징짓는다. 한 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마디 5-8에서 소 라노(Sop.)성

부에서 F-B♭-E♭-A ♮,베이스(Bass)에서도 시차를 두고 F-B♭-E♭-A♭(종지

를 해 A ♮가 아닌 A♭로 변형됨)이 나온다.외성들의 움직임에 집 하여 연주

하면 반진행의 묘미를 찾을 수 있다.

한 왼손 반주가 반복되는 느린 트 몰로(tremolo)형태라는 에서 앞 악장(제1주

제 왼손반주 음형)과의 연 성을 찾아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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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6-2악장 A부분 m.1-8>

B부분이 시작되는 17마디에서는 차갑게 얼어붙은 멜로디가 등장하고 여지껏 2성

부로 움직 던 왼손반주가 단음으로 움직임없이 나타난다.하지만 단음이었던 왼손

이 차 1악장 Grave서주 5-9마디가 연상되는 두터운 왼손 반주로 바 면서,움직

임이 멎었던 멜로디가 따듯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한 뒤에 이어 Grave의 성

악 인 요소를 떠올리는 아리아(Aria)가 20-21마디에서 펼쳐진다.

<악보27-2악장 B부분 m.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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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부분은 내림 가 단조(a♭ minor)의 쓸쓸한 주제로 시작된다.내성부의 특징 인

셋잇단음표 반주가 이어지면서 긴장된 분 기를 만들어낸다.왼손의 첼로를 연상시

키는 하행 선율이 깊이를 더해 다.이 선율은 뒤에 코다 에서 최상성부에 재출

하여 곡을 마무리 짓는 요한 재료가 된다.Grave에서 3번 반복되는 질문이 있었

듯이 이 부분에서도 3번 반복되여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낸다.<악보28>

<악보28-2악장 C부분 m.37-44>

A 부분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51마디에서는 셋잇단음표의 왈츠리듬(Waltz

Rhythm)반주를 사용하여 숭고했던 음악에 가벼운 운율감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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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2악장 Waltz리듬 사용 m.51-54>

이어지는 코다에서 최상선율의 E♭ -E♮-F선율은 이 악장 4마디에서 차용한 것

이다.이어지는 뒷 선율 한 C부분에 나온 첼로 선율을 덧붙 다.첼로 선율의 뒷

음형을 3번 반복하여 이 곡을 마무리 짓는다.

<악보30-2악장 Codam.65-끝>

③악장 RondoAllegrocminor2/2박자

3악장은 RondoSonata형식으로 되어있다.



- 38 -

시 재현 Coda

A B A C A B A Coda

1주 2주 trans. 1주 3주 trans. 1주 2주 trans. 1주 Coda

1 25 44 62 79 107 121 134 154 171 182

<표4-3악장 구조>

이 론도 악장은 원래는 피아노를 해 구상된 것이 아니라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해 구상된 곡이었다.

베토벤이 지시한 이 곡의 템포는 단지 알 그로(Allegro)이다.하지만 많은 연주자

들이 2/2박자의 알 그로가 아닌 그 보다 빠른 템포(Allegromolto)혹은 스토

(Presto)처럼 연주한다.이 악장의 첫 주제 여덟 마디만 살펴보아도 꾸 음을 포함

하는 멜로디,서정성,아티큘 이션,화성변화,다이나믹을 염두한다면 빠른 템포에

선 가능할 수 없다.론도 형식은 반복되는 주제가 돌아올 때마다 템포가 빨라지기

쉽고,왼손의 연속 으로 원형을 그리는(Rounding)음형은 템포를 더욱 빨라지게 하

는 요소이므로 주의해야한다.<악보31>

<악보31-3악장 1주제>

이 론도의 e♭단조 주제는 1악장 Grave서주(악보14)동기와 공통 을 지닌다.스

타카토로 된 1악장 B♭-E♭-F-G♭의 선율과 3악장 못갖춘 마디의 시작 선율이

유사성을 지닌다. 한 쉥커(Shanker)의 방식으로 선율선의 주요음을 뽑아보면

C-D-E-D 선율선이 1악장 Grave동기와 닮아있다.<악보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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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2-1악장 Allegro주제>

<악보33-1악장 Grave주제>

이 주제는 아름다운 선율이지만 안정되지 않은 흥분된(agitato)의 정서가 내재되어

있다.이 뒤에 연주될 람스 랩소디(BrahmsRhapsody)의 아지타토와 일맥상통한

다.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소는 첫째로,못갖춘 마디의 Upbeat으로 시작되는 3개의

스타카토라 할 수 있고 Brahms에서와 마찬가지로 왼손반주 음형에 있다.

(Rounding)되는 반주음형이 안정되지 않은 불안감을 조성한다.<악보33>

소나타 형식에서 제 2주제로 볼 수 있는 B부분이다.E♭장조의 경쾌하고도 달콤

한 멜로디가 나타난다.이후 단숨에 가라앉은 다른 주제가 나타나고 다시 활동

인 론도 주제가 나온다.<악보34>

<악보34-3악장 2주제 m.50-53>



- 40 -

소나타 형식에서 발 부로 보여지는 C부분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주제로,능숙한

솜씨의 법이 사용되고 있다.여기서 양손이 서로 반진행하는 구조는 2악장-1주

제에서 보여지는 외성부의 진행과 유사하다.<악보35>

<악보35-C부분>

코다는 베토벤이 스스로 ' 소나타'(GrandeSonata)라 칭하고,<비창>이라는 표

제 아래,각 악장들을 하나로 묶은 이유가 극명히 드러나는 부분이다.199마디에서

Grave의 Chromaticstorm을 재출 시키고 이어 203-206마디에서는 마치 꿈결에서

처럼 멀리서 들려오는 2악장의 정서를 노래한다.같은 A♭조성이라는 과 음형을

보면 2악장의 주제와 닮아있다.<악보36>

스코트(Scott)의 주장 로 <로미오와 리엣>에 비교한다면,206-207마디에서 여자 주

인공의 애교스러운 두 번의 물음으로 볼 수 있다.1악장에서 질문이 3번 씩 반복되

여 졌다면 마지막 악장의 코다에서는 축약된 2번의 질문을 던진다.하지만 갑작스

포르테시모(ff)로 남성은 호통하듯 결론을 짓고 일방 으로 화를 끝내버린다.

1악장보다 더욱 짧고 단호한 답 후 냉정히 떠나버린다.1악장 엔딩과 비교해 본

다면 앞에서는 쉼표를 가진 5개의 포스테시모 풀 코드(Fullcode)로 마무리지어졌지

만,3악장에서는 단 세 마디에 걸친 2개의 코드로 결론짓는다. 개수를 더하여

무 져내리는 chromaticstorm과는 달리 끝까지 고집스러운 셋잇단음표 리듬을 고

수한다.<악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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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6-3악장 결론 m.197-끝>

<비창>이라는 비극 내용이 반드시 수반해야하는 숙명 결론이었다.그래서 c

minor인 것이고 마지막 악장도 cminor인 것이며,<비창>인 것이다.비극 결말

이기에 이 곡이 더욱 인상 이고 가장 사랑받는 소나타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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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BrahmsTwoRhapsodiesOp.79

1)작품배경

원래 고 그리스에서 음률에 얹어 낭송하던 서사시의 부분들을 지칭하던 '랩소디

'는 18세기 문학의 통을 거쳐 19세기 작곡가들에 의해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의

표 퍼토리로 자리잡게 되었다.'랩소디'라고하면 우리는 흔히 리스트와 드보

르작에서 볼 수 있는 조 인 분 기를 가진 부분들이 나열된 느슨한 구조에 과장

된 표 과 민속 색채가 가미된 환상곡 풍의 랩소디를 생각하게 된다.그러나

람스가 작곡한 모두 3곡의 피아노 랩소디 Op.79에 포함된 두 곡과 <피아노 소품집

(Klavierstucke)Op.119> 마지막 곡은 리스트와는 다른 19세기 랩소디의

통을 보여 다.주 감정표 에 가치를 두는 극단 낭만주의와 피상

기교과시가 유행하던 당시 음악풍토에서도 묵묵히 고 주의 균형과 완벽함을 추

구했던 람스로서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 TwoRhapsodiesOp.79>는 1879년 여름에 작곡되어 1880년 출 되었으며

람스의 친한 친구이자 음악 동료 던 엘리자베트 폰 헤르 겐베르그

(ElisabetvonHerzogenberg,1847-1892)에게 헌정되었다.이즈음 람스는 <교향

곡 제2번 Op.73><바이올린 주곡 Op.77>등 실내악, 악과 주곡 작곡에

을 두고 있었으며,이곡은 바로 해에 완성된 <피아노 소품집(Klavlerstucke)

Op.76>과 함께 < 가니니 변주곡 Op.35> 이후 15년 만에 작곡된 피아노곡이었

다.

한 편 람스가 Op.116에서 Op.119에 이르는 일련의 '피아노 소품'을 발표하는

것은 12년 후인 1896년부터인데,이 듯 어 간한 시기에 작곡된 Op.76과 Op.79

의 두 작품은 람스의 피아노 작품에서 기 기의 '소나타와 변주곡의 세계'

로부터 만년의 '소품의 세계'로의 방향 환을 알려주는 곡으로 평가된다.Op.76이

만년의 내면 이고 사색 인 면을 암시한다면 Op.79는 작곡당시 람스의 활동

역을 반 하듯 교향악 음향과 비루트오직한 면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

Op.79의 랩소디는 두 곡 모두 단조(나단조,사단조)의 열정 인 곡으로서 그의 소

품 비교 큰 규모로 쓰 으며,보다 드라마틱하고 폭넙은 감정을 달하는

에서 발라드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있다.사실 1880년의 필사본에 의하면 이 둘은

각기 'Capriccio(Prestoagitato)','Moltoappassionato,로 되어있어 람스가 이 때

까지 이들에게 합한 제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 다.1880년 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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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두고 헌정자 엘리자베트가 람스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는 오히려 이에

한 람스 자신의 고민을 반 하는 듯하다.

2)작품 해석 연주

① 제 1곡 Agitatob단조 2/2박자

람스 랩소디의 가장 큰 특징은 분명하게 통제된 형식이라고 하겠다.제1번 나단

조는 코다를 가진 복합 3부형식으로서,다음의 <표5>과 같다.

<표5-BrahmsTwoRhapsodiesOp.79제1번의 구조 분석>

'격정 으로(agltato)'라고 지시된 A부분과 부드럽고 서정 인 B부분의 조가 이

루어진 뒤,A부분이 조성 변화없이 그 로 재 된다.그러나 A부분에서 성격이 다

른 두개의 주제가 제시되며,그 제2주제(2)가 B부분에서 변형 발 됨으로써 3부

형식안에 감추어진 소나타원리를 드러낸다.

람스는 곡의 서두에서부터 계속 인 주와 주제의 모티 를 이용한 '발 '을

시작함으로써잘 통제된 형식 안에서도 '랩소디'에 걸맞는 역동 인 흐름을 만들어

낸다. 람스 특유의 폭넓은 음역과 두터운 음향으로 시작되는 인상 인 주제(A1)

는 곧바로 왼손으로 옮겨져 자유로운 이 비법으로 진행하며 (5마디),주제 모티

의 동형진행과 (9마디)계속 인 격한 조를 거쳐 16마디에서야 올림바단조

(딸림조의 단조,minordominant)에 안착한다.<악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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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7-BrahmsTwoRhapsodiesOp.79제1번 m.1-10>

첫 머리의 주제는 사실상 곡 체에 걸쳐 지속 으로 나타날 모티 들로 이루어졌

다.3마디에 걸친 이음 은 내성의 반음계로 하행하는 움직임을 생각할 때 자연스

럽게 표출될 것이며,왼손의 음(c)은 단순한 반주가 아니라 13-14마디에서와 같이

요한 모티비 역할을 할 것이므로 분명하게 처리해야 하겠다.

16-29마디는 경과구로서 피아노(p)의 역 안에서 올림 바단조와 라장조를 통해

라단조의 제2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낮은 음역에서 반음계 인 선율(d)과 제1

주제(a)가 법 으로 진행되는 동안 지속음 올림바음을 심으로 한 싱코페이션

리듬은 머뭇거리는 효과를 주며 계속된다.<악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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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8-제1번 m.14-29>

30마디에서 피아노시모(pp)로 조용하게 시작하는 제2주제 (A2)는 양손으로 나뉘어

진 아르페지오 반주 로 연주되는 목 악기를 연상 하며,슈만의 음악에서도 많

이 나타나는 1+1+2로 귾어지는 선을 즈는 마치 탄식하는 듯한 느끼을 다.

<악보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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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9-제1번 m.27-33>

여기 나타나는 표정이 풍부한 상황4도 음정 모티 (e)는 이 곡에서 내용으로나 구

조상으로 요하게 사용되는 음형이다.연주에 있어서 (e)음이 지속되게 노래하라는

표시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라(d)음에서 마(e)음을 향해 가토로 연결하여 악센트

가 붙지않도록 한다.

모처럼 들려지던 아름다운 제2주제는 9마디 째에서 내림 나장조(submediant 계)

로 돌연히 나타나는 제1주제에 의해 단된다.여기서부터 66마디까지는 앞에서 쓰

인 모티 들이 결합해서 제1주제의 재 을 한 길고도 격렬한 클라이막스를 쌓아

가는 부분으로 A부분 안의 다른 발 부같은 느낌을 다.43-48마디는 22-25마

디의 경과부 모티 (d)를 49-61마디는 제1주제 모티 (a)를 이용한 동형진행으로서

<악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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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0-제1번 m.43-52>

지속되는 싱코페이션과 반음계로 상행하는 체 인 크 센도와 맞물려 긴장감을

축 한다.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바장조와 내림사장조의 립은 결국 62-66마디의

육 한 스 일로 집약되는데, 람스는 이를 이명동음(G♭=F#)으로 처리하여 원조

인 나단조로 연결한다.<악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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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1-제1번 m.59-66>

67마디부터는 제1주제(A1')가 재 되는데 라단조 신 원조인 나단조로 종지하기

해 13-15마디 부분을 확장시킨 79-89마디는 특히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에게

이 곡에서 가장 어려움을 주는 패시지이다.5마디에 걸친 종지구는 앞서 제2주제의

모티 (e)를 회상하는 동시에 부분의 주제를 이끌어 내는 묘한 역할을 한다.<악보42>

<악보42-제1번 m.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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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볼 때 도약과 확장이 많은 79-89마디 부분도 표정 인 부분과의 연결을

상하고 여유롭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긴박감을 표출하기 한 람스의 의도가

아니었나 싶다.

앞서 언 했듯이 94마디부터 시작되는 B부분의 주제는 A부분 제2주제(A2)의 변

형이다.5마디 단 로 이즈가 이루어져 독특하면서도 소박한 모습이다.앞서 모

습만 비추었다 세 사라졌던 선율을 이제 B장조에서 반복을 포함해서 63마디에

걸쳐 충분히 음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와 통일성을 동시에 얻기 한 람스의

계획 구도인 셈이다.

이 부분은 짜임새로 보아 실은 트리오(Trio)나 뮤제트(Musett)부분이라 할 수 있

다.베이스와 상성부의 지속음(B,F#)에 에워싸인 알토 성부에 주선율이 주어지는

짜임새는 람스가 즐겨쓰는 기법이며,왼손에 감추어진 테 성부가 병행6도로 이

를 받쳐주어 람스 특유의 아늑하고 온화한 울림을 들려 다.5마디 단 의 선율은

베이스 지속 음이 옮겨짐에 따라 계속 조를 이끄는데,끝부분에서 슈베르트

인 방식으로 장3도와 단3도 사이를 서성이며 나단조로의 복귀를 비한다.<악보

42>

B부분의 코다 역할을 하는 117마디 이하 역시 흥미로운 짜임새를 보여 다.117마

디는113마디부터 시작된 이즈의 끝부분이면서 89-90마디의 모티 (e)리듬과도

연결되며,이 리듬은 차례로 변형과 확 됨으로써 리타르단도의 효과를 얻는다.(따

라서 실제로는 갇은 템포를 유지해야 한다).한편 120마디부터는 B주제의 선율

윤곽을 변형시킨 반음계 음형이 법으로 처리된다.<악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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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3-제1번 m.113-128>

마지막 나단조 단3화음으로부터 기다렸다는 듯 시작되는 A부분은 변함없이 그

로 반복되며 제법 충실한 토다로 기계 인 반복에 변화를 다.먼 오른 손에서

아쉬운 듯 암시되던 제2주제(2)는 곧 왼손 음역에서 원래의 모습 로 우울하게

회상되며 오른손의 주제와 함께 람스 특유의 풍부한 짜임새와 울림을 들려주고

사라진다.마지막 순간까지 F#-B로 이어지는 모티 (e)는 E-C(버 딸림화음)와 함

께 어두운 긴장감을 조성하지만 결국 나장조로 종지함으로써 마침내 휴식을 얻는다.

<악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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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4-제1번 m.21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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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2번 Moltoatopassonato,manontroppoallegrog단조 4/4박자

제2번 사단조는 제1번에 비하면 길이도 짧고 테크닉 으로도 덜 부담스러운 곡이

지만 확실한 소나타형시과 철 한 주제발 기법등 더욱 엄격한 구성으로 쓰여졌

다.뿐만 아니라 체 으로 1번보다 폭넓게 조성 역이 탐색되며,낮은 음역과 어

두운 음색이 끊임없이 사용되어 '숙명론 인 느낌'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다.띠라서

'매우열정 으로'란 람스의 지시어는 '내면 으로 표출되는 열정으로'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할 듯하다.이 곡의 구조는 다음 표와 같다.

<표6-제 2번의 구조>

제시부는 길이는 짧지만 주제 제시와 조성 계에 있어 소나타원칙을 그 로 따르

며,제1번과 마찬가지로 주제 모티 들은 변형기법으로 서로 하게 연 되어 있

다.엇박으로시작하는 제1주제는 커다란 아치형을 그리는 "열망으로 가득찬 듯한'

선율과 이에 균형을 맞추듯 낮은 음역으로 받쳐주는 베이스,그리고 지속 인

성부의 셋잇단음형이 결합하여 람스다운 열정 이고 웅 인 울림을 들려

다.상성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모티 (a),(b)가 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악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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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5-제2번 m.1-4>

랩소디 제2번과 제1번의 시작부분에서 다른 공통 은 연속 인 조와 부속화

음(Secondarydominant)의 사용으로 인한 모호한 조성감이라 할 수 있다.첫 박에

서의 거짓종지(Ⅴ-Ⅵ)를 필두로 첫 여덟 마디는 차례 로 F-C-G-A-E장조를 암

시할 뿐이며 분명한 사단조는 11-13마디에서 잠시 나타날 따름이다.

조성의 모호성은 14마디 이후의 제2주제에서도 발견된다.짧은 경과구가 라단조의

딸림화음을 강조하며 끝맺었음에도 불구하고,제2주제의 반음계 선율과 화성은

경과구의 계속처럼 들린다.제2주제는 날아오르는 듯한 제1주제와는 반 로

하행하는 셋잇단음표의 섬세한 선율이 왼손의 폭넓은 아르페지오와 함께 개된다.

그러나 분석해보면 엇박의 요소가 셋잇단 리듬으로 변형된 것(c)을 비롯해 제1주제

모티 (a)의 형(inversion)과 모티 (b)의 음정 확 등 주제 변형

기법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악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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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6-제2번 m.13-19>

21마디부터는 종결구인데 조성 으로 가장 안정이 된 부분이다.앞부분에서 생

되어 오스티나토(Ostinato)역할을 하는 셋잇단음형의 모티 (c)와 상성부에서의

고집스런 라(d)음 반복,그리고 음 옥타 의 베이스등이 무겁고 음산한 행진곡의

느낌을 다.23마디부터 제1주제 모티 가 부 음형(d)으로 변형되어 나타나 새로

운 발 의 가능성을 보여 다.<악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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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7-제2번 m.19-24>

33마디부터 시작되는 발 부는 53마디나 계속되어 곡의 규모에 비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람스의 철 한 주제변형기법과 끊임없는 조로 인한 조성 역의 확

등이 잘 드러난다.따라서 표면 인 다양성보다는 제한된 주제로 미묘한 변화를

으로써 그 내 인 긴장감을 표 할 것이 요구된다.주제 재료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 수 있는데 53마디까지는 제1주제의 모티 (a)와(b)가 다양한 방법으로 분해되

고 결합되어 개된다. 를들어 45마디 이후를 보면 (a)의 형(inversion)은 최

상성부에,(b)의 형은 성부에 분리되어 쓰 으며,아주 낮은 음역에서 반복되

는 베이스 F#음이 받쳐주는 에서 하강하는 선율을 이끌고 있다.넓은 피아노 음

역의 사용,48마디의 2:3교차리듬(crossrhythm)등 람스의 특징 기법을 발견할

수 있다.<악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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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8-제2번 m.43-48>

발 부의 두번째 부분은 제2주제 모티 (C)와 종결구 부분의 개로서 나단조에서

사단조로 움직인다.특히 58-59마디는 람스가 즐겨 사용한 기법으로 부 리듬 음

형(d)의 음가가 두 배 확장되어 나타난다.<악보49>

<악보49-제2번 m.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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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마디부터는 모티 (a),(b)가 (c)와 결합된다.멀리 떨어진 양 손에 의해 연주되는

모티 (a)의 병행진행은 사단조의 정 인 조성 안에서 선율 으로 들리는데 부

음형(d)의 계속 인 음가 확 로 볼 수 있다.<악보50>

<악보50-제2번 m.84-89>

재 부에서는 곡 체에서 특징 으로 쓰 던 종결구 모티 (d)가 다시 한 번 변

형된다.다른 성부의 어둡고 무거운 성격에 압도당했던 부 음형모티 가 이제는

새장에서 벗어난 새처럼 상승하는 도약음정이 13도까지 확 된다.이로써 곡의 마

무리를 한 긴장감이 형성된 뒤 116마디에서 ff로 해결하며 으뜸화음으로 마무리

한다.<악보51>

이곳에서 왼손은 마지막으로 상승한 뒤 체념한 듯 하행하여 음역 으뜸음에 이르

는 한편, 곡을 통해 집요하게 나타나던 셋잇단음표는 내성에서 서서히 음량과 속

도를 이며 사라져간다.116-122마디에 걸친 음가의 변화에 의해 기보된 리타르단

도는 람스의 특징 서법으로,정확하게 음가를 지키면서 리듬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함으로써 긴장감을 지속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베토벤을 연상시키

는 포르테시모(ff)의 두 화음(Ⅴ-Ι)은 이제까지의 드라마를 압축하듯 무게있는 충분

한 울림으로 마무리한다.<악보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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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1-제2번 m.108-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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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스의 <TwoRhapsodiesOp.79>를 통해서 볼 때 람스는 '랩소디'라는 장르

를 '어떠한 특정한 형식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용했

음을 알 수 있다.그는 항상 그 듯이 이 곡에서도 분명하게 통제된 형식과 철 한

주제 발 기법과 같은 고 주의 기법과 함께 폭 넓은 표 ,3도를 심으로 한 원

숙한 화성기법,끊임없는 조를 통한 조성 역의 확 등의 낭만 특성들을 훌

륭하게 조화시킴으로써 고 낭만주 자로서의 면모를 한번 보여 다. 한

건반의 넓은 음역에 걸쳐 펼쳐진 코드와 아르페지오,특별히 강조된 낮은 음역 등

피아노의 풍부한 울림을 최 한 끌어내는 람스의 개성 피아노 서법은 이 랩소

디들을 낭만 피아노 음악에서 필수 인 퍼토리로 남게 한 요소 으리라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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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ProkofievSonataNo.4incminorOp.29

1)작품에 한 음악 배경 설명

로코피에 는 랑스의 작곡가 뿔랑(F.Poulenc)이 '러시아의 리스트(F.Liszt)'라

불 을만큼 뛰어난 피아니스트 다.이 곡은 로코피에 가 피아노 작품에 가장

집 했던 '러시아 시기'에 작곡된 곡이다.7)

러시아를 떠나기 에 쓴 제1-4번 소나타는 부분 1악장에서 소나타 형식을 사용

하 고 약간의 변형이나 수정을 가하기도 하 으나 기본 인 골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느린 악장이나 간 악장에서는 3부분 형식이나 2부분 형식을 사용하 고 가

끔 변주 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끝 악장에서는 론도 형식을 사용하 다.

소나타 4번 c단조는 1908년의 작품을 1917년 3번과 같은 시기에 개정에 착수하여

이 곡이 제 3번이 될 것이 으나,완성이 이 해 가을에 되었기 때문에 순번이 거꾸

로 되었다.이는 드라마틱한 격정의 제3번 소나타와는 상당히 다른데,고 형식

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내용도 로맨틱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이

조 이다.제 4번에서는 간명하고 평정한 분 기와 내면 서정성,로맨틱함이 주

조를 이룬다.제1번 소나타를 헌정한 ‘슈미트호 (M.A Schmidtgoff)의 추억을

하여’라는 헌사가 있으므로 이 인물이 일 사망함으로써 그 추도의 뜻을 담고 개

정이 진행되었다고 본다.곡 체의 명상 분 기와 서정성(Lyricism)이 이러한 사

실과 합치된다.

3번과 4번 소나타는 <옛 노트에서>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학생 시 의 습작을

토 로 나 에 개작된 것이다.

* 로코피 소나타의 특징

로코피 는 1941년 자선 을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하여 자신의 기

음악에 나타나는 주요 노선을 분석한 5가지 음악의 주요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자

신의 언어를 구보다도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요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의 후기음악까지 일 되게 나타난다.

첫째는 고 주의 (Classsical)요소로서 그의 어린시 피아니스트 던 그의 어머니

로부터 기인한다.베토벤(Beethoven)피아노 소나타,쇼팽(Chopin)의 피아노곡을 듣

는 것이 습 이 되어 있던 어린시 의 음악 경험이 소나타나 주곡 같은 통

7) 러시  시 : 그  피 노 나타는 3개  시 별  나누어지는 , '러시  시 ' , 그가 1917년 러시  나  에 

쓴 1-4  나타 다. 5  그  한 ' 시 '  피 노 나타  그가 1933년 러시  다시 돌  후 

어진 6-9 나타가 ' 비에트 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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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들에서 18세기 스타일을 나타나게 한 원인이 되었다.‘불 화음과 근 음악의

작곡가’라는 생 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소나타 형식,론도 형식,3부 형식뿐만 아니

라 그 형식의 기본틀 한 충실히 따른다

"나는 소나타 형식보다 완벽하고 융통성 있고 내가 목표로하는 음악구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형식을 찾을 수가 없다.단순하고 선율 인 표

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미래 음악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아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스트라빈스키(Strabinsky)의 신고 주의가 바

하(J.S Bach) 음악에 모델을 두는데 반해, 로코피에 는 주로 스칼라티

(Scarlatti),하이든(Haydn),모짜르트(Mozart)그리고 베토벤의 음악에서 자신의 고

주의 감각을 유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모든 기악 작품에 조표를 사용하여 조성을 표시하는데

나타난다.여러 악장으로 된 곡에서는 첫악장과 끝악장의 조는 같거나,같은 으뜸음

을 갖는 장.단조의 계로 되어있다.

로코피에 9개 피아노 소나타에 나타나는 조성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7-Prokofiev9개 소나타 조성 계>

둘째는 신 인 (Modern)요소이다. 로코피에 는 우선 새로운 자신의

화성 언어를 모색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다 강력한 표 을 한 수단을 강구했다.

이러한 시도는 화성뿐 아니라 선율,리듬, 악법 등에도 용되었다.반음계

색채와 불 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성 체계와 3화음의 기본 언어를 구사한다.그러나

통 인 화음 신 부가음 (addednote)이나 이웃음 (neighboringtone)을 사용하

여 마치 틀린 음 (wrongnote)처럼 들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한 조성 인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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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구들이 조 과정 없이 갑자기 상치 못한 조성이나 화음으로 진행하여 신선

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이러한 기법들은 로코피에 음악에 특유의 날카롭고 풍

자 인 울림을 부여한다.<악보53>

<악보53-ProkofievSonataNo.4incminorOp.291악장 m.끝 >

셋째는 토카타 혹은 기계 인(Motoric)요소이다.슈만(Schumann)의 토카타에서

강하게 향 받아 자신의 토카타 Op.11을 작곡하기도 하 다.지속 이고 기계 인

음형으로 나타난다.여기서 리듬의 생명력이 요한 역할을 한다.같은 음형을 지속

으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차가운 감각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 이러한 같

은 음형의 반복을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진행으로 변화시켜서 역동성을 더하여

다.<악보54,55>

<악보54 로코피에 토카타 op.11m.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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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5-ProkofievSonataNo.4incminorOp.293악장 m.40-49>

넷째는 서정 인(Lyric)요소이다.때로 긴 선율과 함께 나타나는 명상 인 분 기

를 말한다.이 요소는 서서히 발 을 해서 기 작품에서는 미미한 요소로 머물

으나 후기로 갈수록 더 서정 표 에 심을 쏟고 힘을 기울 다.어려운 기

교와 함께 늘 뚜렷이 나타나는 낭만 서정성은 그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

이다.<악보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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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6-서정 요소 ProkofievSonataincminorOp.292악장 m.>

다섯째는 극히 형 인 해학 (Grotesque-풍자를 내포한 괴상스러움)8)요소이다.

로코피에 본인은 변덕스러움,비웃음,조롱으로 표 하기를 원했다.

*음악 어법

그의 음악어법은 통 인 면과 인 면을 모두 갖고 있다.그러나 기본 으

로 통 인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조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모든 기악 작품에

조표를 사용하여 조성을 표시하는데 나타난다.여러 악장으로 된 곡에서는 첫 악장

과 끝악장의 조는 같거나,같은 으뜸음을 갖는 장단조의 계로 되어 있다.반음계

음이나 화음이 나오지만 3화음을 기본 골격으로 사용한다.곡 처음에는 으뜸화음으

로 시작하여 끝에는 Ⅴ-Ι 의 격종지나 그와 유사한 종지를 통해 으뜸화음으로 끝

난다.

그의 주요 주제는 선율선의 윤곽이 뚜렷하고 특징 인 리듬을 구사하는데,주요

주제로서 호흡이 길고 확장된 선율선,간혹 꾸 이 많은 선율선이 사용되거나 단순

하면서도 강렬한 특징을 지닌 짧은 동기들로 이루어진 선율이 쓰이기도 한다.

8) David Ewen "The New Book of Modern Composers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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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기호의 사용을 보면 그는 한 악장에 하나의 주된 박자기호를 사용하고 가끔

부분별로 박자기호의 변화를 주기도 한다. 한 분명한 리듬패턴을 사용하여 주제

를 차별화시키고 짧은 동기를 사용할 때에도 분명한 리듬 동기를 선호한다.리듬

패턴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규칙하지는 않고,박자와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박의

분할로 다소 규칙 이라 하겠다.토카타풍의 악장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모터리듬의

사용으로 무궁동(perpetuum mobile)9)효과를 갖는다.

로코피에 는 형 인 19세기 기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다.그는 피아

노의 풍부한 음량을 이용하는 동시에,이를 근복 으로 타악기 취 했다.그는 모두

9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남겼다.베토벤과 슈베르트 이래 이 특정 장르에 이처럼 꾸

히 정열을 쏟은 작곡가는 아마 없을 듯하며,특히 20세기에 들어와 규모 형식

의 피아노 작품이 비교 드물어진 상황에서 그의 소나타는 이 분야의 아주 요한

공헌이다. 로코피에 는 생애 반에 걸쳐 피아노 소나타를 썼는데 그가 세상을

뜰 때 작업하고 있었던 곡도 역시 피아노 소나타(미완성인 제 10번 e단조)이다.

로코피에 는 규모의 음악 형식,그 에서도 특히 소나타를 선호했다.소나타

의 명료함과 질서를 요시하는 그의 고 주의 성향을 구성 원리들이 만족시켜주

었는데,그는 이들이 자신의 음악 착상을 작품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가

지고 있다고 말했다.그의 소나타들은 거친 불 화음과 담한 조 패턴을 자주

구사하지만 거의 언제나 분명한 조성감을 지닌다.

2)악보 해석 연주

①1악장 Allegromoltosostenutocminor3/4박자,소나타 형식

못갖춘 마디로 시작되는 음역의 반음계 동기는 짧은 도입부(Introduction)로 보

여진다.진정한 첫 주제의 시작은 다음마디 둘째박 F#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처음에 나타나는 반음계 16분음표 음형은 1악장 내에서 요하게 다루어지는 리듬

이다.진흙탕에 빠진듯 알수없는 웅얼거림 후에 나타나는 진정한 멜로디는 둘째 박

자부터 시작된다.도입부와 상반되는 침착성과 따뜻함을 지닌 제 1주제가 음역에

서 일어난다.이 주제는 꽤 상투 인 취 으로 진행되고 에스 시보(espressivo)

로 이어져서 변화한 후 되풀이 된다.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가끔씩 등장하는 틀린

음(wrongnotesound)으로 침해받는다. 특이하게 3/4박자인데 주제는 2개씩 음이

슬러(Slur)로 연결되어 박자가 모호하게 된다.<악보57>

9) 무 동 (perpetuum mobile) : 매우 도가 빠  형  같  움직  하는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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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7-ProkofievSonataincminorOp.291악장 mm.1-4마디>

음침했던 음역에서 두 옥타 올라와 에스 시보 부분이 나온다.여기서 주목

해야할 특별한 음악어법은 첫째로,짧은 앞꾸 음으로 처리된 3도 계 멜로디와

둘째,이음 (Slur)로 연결된,약박에 스포르잔도(sf)가 치하여있다는 것이다.이런

실험 인 장치는 로코피 의 로맨틱한 색채가 짙게 묻어나오는 부분이라 할수

있겠다.

장식음 처리된 멜로디는 순수한 물이 떨어지듯한 드라마틱한 사운드가 나타난

다.작곡가이자 시나리오 작가 던 로코피에 는 모든 음향들이 상화되는,상징

이고 함축 인 효과를 가진다.후에 로코피 가 발 음악과 시나리오 작가

의 면모가 나타나는 조짐을 엿볼 수 있다.<악보58>

<악보58-1악장 mm.17-20>

제 2주제도 음역에서 시작하여 최 음역에서 음흉하게 움직이는 무겁고 후한

(pesante)왼손과 비되는 아름다운 오른손의 선율이 조화롭게 펼쳐진다.제시부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조성이 계조로 바 다.

이 악장의 특징은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못함의 공존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의 극치

라 할 수 있다.<악보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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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9-1악장 mm.37-50>

발 부는 고도로 법 이며 극히 형식 로이다.1주제의 변형과 그에 얽히는

제2주제라는 형태로 진행되여 자유로운 발 의 재료로 16분음표 음형이 스트 토

(stretto)로 나타나 힘찬 고조를 보인 후 마침내 딸림음 지속음으로 에 지를 고조

시킨다.<악보60>

<악보60-1악장 발 부 m.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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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부의 1주제는 축소되고 제2주제가 CMajor로 조되어 나온다.피아노시시모

(ppp)로 고요하게(tranquillo),한층 더 조심스럽게 약음으로 속삭인다.이 때 마치

천국을 연상시키는 월된 음향이 네 마디에 걸쳐 나타나는데 복잡하고 알수없던

음흉한 음형들이 오로지 오른손에서 흰건반(Whitekey)만으로 연주된다.이 맑은

소리가 극 인 평온함을 가져다 다.<악보61>

<악보61-1악장 tranquillomm.168->

이후 제1주제를 회상하는 코다가 있고 나서 화음의 강주로 이 악장을 끝 마친다.

악장은 Ⅴ-Ⅰ화성 진행의 포르티시모(ff)코드로 끝나는데, 로코피에 의 형

인 특징의 하나인 아치아카투라 수법이 흥미롭다.즉 끝에서 두 번째 마디는 G7코

드에 C#과 F#이 첨가된 것이며,마지막 마디는 C코드에 F#이 첨가된 것이다.<악

보62>

<악보62-1악장 mm.끝>

②2악장 Andanteassaiaminor4/4박자 변주곡형식

역시 음역이 많이 쓰인 우울하고 서정 인 악장으로서 세온음정에 의한 캐논과

캐논 등의 기법이 쓰 다.이 악장은 본래 1908년에 작곡한 교향곡 <e단조

의 안단테>가 원곡이다.1924년 이 부분을 악용의 <안단테> op.29bis로 다시

편곡하는데,이는 원곡의 악 발상이었기 때문이다.이를 염두해두고 피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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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선 악 인 상상력으로 가지고 연주해야할 것이다.

주제와 5개의 변주 형태를 취하고 매우 낭만 이다. 기의 습작의 흔 을 완 히

지운 이 소나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악장이다.오히려 규모가 1악장보다 더욱

크다.aminor조성 아래 3부분 형식으로 A-B-A'의 구성을 이룬다. 한 법

인 요소가 특징 으로 나타난다.이 악장은 긴 연주시간동안 주제의 긴장감을 계

획 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집 력을 요구한다.

주제는 1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역에서 나타난다.무거운 화음 반주 속에

서 첼로 음색의 장 함으로시작된다.마치 감시하는 듯한 차가운 리같은 오

른손 멜로디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러시아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를 연상시키

는 왼손 반주를 가진다. 곡의 특징은 다이나믹이 긴 시간동안 일 되다가 갑자기

극 인 볼륨(Volume)의 변화를 요구한다.<악보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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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3-2악장 mm.1-12>

-1변주

무엇가는 찾아 헤매는듯한 16음표의 반주 음형 에 주제의 변형없이 한 옥타

에서 연주된다.반 로 더욱 깊어진 왼손에 긴 음가의 도약이 많은 선율이 등장한

다.이 때 최상성부와 최하성부가 이루어 내는 음침한 음색과 간격변화에 집 해야

한다.이 후에 왼손에서 주제가 나온다.<악보64>

<악보64-2악장 mm.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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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주

반주음형이 셋잇단음표로 바 면서 답답한듯한 음악에 유연한 움직임을 만들어

다.주제가 꾸 음 형태로 연타되어 반음 올려져 나타나며 더욱 극성을 띄게 된

다.양손이 복잡해져가면서 주제의 포커스를 잃기 쉽게 되는 부분이므로 주의

해야 한다.

한 이부분은 악 아이디어가 가장 드러나는 곳이다. 악기들이 극 인 크

센도 뒤로 무신경하게 등장하는 날카롭고 차가운 트럼펫 소리를 연상시킨다.<악

보65>

<악보652악장 mm.19-22>

-3변주

주제와 왼손의 주제 도치형인 카논 양식(canonstyle)을 극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주제는 카논과 도치형과 동시에 진술됨으로써 정감의 도를 더한다.이 두 개

주제의 반진행(contrarymotion)이 만들어내는 긴장되는 사운드를 피아노시모(pp)의

복잡한 16분음표들 사이에서 강조해야한다.<악보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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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6-2악장 Canon& Inversionmm.25-28>

-B부분

박자가 4/4에서 12/8로 바 며,다이나믹이 피아노시모(pp)에서 포르테 (f)로 변화

한다.B부분은 5도 병진행,변덕스러운 리듬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악보67>꿈결같

은 서정 인 제2주제 부분으로 나 어진다.<악보68> 제2주제는 음계 이며 흰

건반의 음들로만 되어있는데,마치 몽환 인 꿈의 세계에 온 듯하고,모든 시간이

멈춰진듯한 밤의 분 기를 연상시키다.이 부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해 앞에

모든 개가 철 히 고집스럽고 불편하게 작곡되어진 의도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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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7-2악장 mm.32-35>

<악보68-2악장 서정 요소 m.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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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변주

2주제가 부분이 음역의 C 장조 코드로 마무리 된 후 제 3변주와 같지만 Poco

piuanimatolaprimavolta( 생기를 담아서)라는 지시어와 함께 좀 더 움직임

있는 템포로 연주된다.<악보69>

<악보69-2악장 mm.54->

이 곡에서 가장 비통한 감정이 넘쳐흐르는 클라이막스로 돌진한다.<악보70>

<악보70-2악장 mm.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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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변주

pocomenomosso(속도를 늦추어)와 tranquillissimo(더욱 조용하게)지시어와

함께 왼손에서 악장 처음에 등장했던 답답한 왼손 반주가 다른 분 기로 연출된다.

이 변주는 섬세한 표정을 만드는 쇼팽의 녹턴을 연상 시킨다. 보표에는 2주제와

아래 보표에는 1주제의 아이디어가 법 으로 결합되어 4성 푸가의 인상을 강하

게 나타내며 단원을 장식한다.<마디71>

<악보71-2악장 mm.72-77>

③3악장 Allegroconbrio,manonleggierreCMajor,2/4박자 ,Rondo형식

앞에 로코피에 1-4번 소나타 악장 가운데 최 의 장조 악장이다.이는 격렬하

고 긴장되는 분 기로서 오랫동안 안으로 간직했던 열정과 을 폭발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다. 로코피에 소나타의 기계 요소와 해학 요소가 잘 나타나는 에

튜드풍의 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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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나오기 도입부의 리산도(glissando)가 후에 코다(coda)에서 극 인 화

려함을 만들게 된다.엑센트가 있는 불 화음들 베이스의 집요한 반주 음형으로

독특한 분 기가 만들어진다.<악보72>

<악보72-3악장 mm.1-9>

B부분 왼손의 얼거림이 1악장의 도입부분을 연상시킨다.익살스런 멜로디는 장

식음을 포함하는 동기의 진행으로 구성되어진다. 로코피에 다운 익살스런 경쾌

함에서 곧이어 같은 부 리듬을 가진 에스 시보(espressivo)를 요구하는 변덕스

러움이 돋보인다.<악보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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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3-3악장 B부분 mm.40-49>

C부분은 세 개 반음내림표의 조표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내림 가 장조(A flat

Major)인데,A부분의 포르테시모 다이나믹과 조를 이루는 소박한 서정성이 매력

이다.서정 주제가 마디88에서 도치(inversion)되어 이어진다.<악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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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4-3악장 m.84-92>

코다에서 장 한 리산도 형태의 도입부분을 5번 반복하여 고조시킨 후,<악보75

>마지막 론도 주제를 가장 화려하게 등장시킨다.<악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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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5-3악장 m.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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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6-3악장 m.15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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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조 (CMajor)의 Ⅴ7-Ⅰ로 끝을 맺고 있다.1악장 끝에서 보여졌던 아치아카

투라 수법이 이 악장의 끝에서도 보여진다.C장조 코드에서 불 음 D#과 B을 첨

가하 다.<악보77>

<악보77-3악장 mm.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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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J.SBachChromaticFantasyandFugueindminorBWV 903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낭만주의 음악을 시하는 담한 반음계 주의를 사용하여 반음계

화성진행,반음계 선율 진행,반음계 조가 많이 나타난다. 한 토카타 풍의

부분에서는 즉흥연주 시 의 작품이라는 을 반 시켜 건반 악기 주자의 화려한

기술을 발휘하도록 하 다. 한 치타티보 부분에서는 바흐 자신의 이상(ideal)인

노래하는 양식이 잘 표 되고 있다. 치타티보의 양식은 베토벤 소나타 <비창>으

로도 이어진다.

BeethovenSonataNo.8incminorOp.13'Pathetic'의 서주에서 치타티보 양

식이 부분 으로 등장하지만 더욱 호소력있는 웅변 효과를 보여 다. 악 인

음향과 성악 요소가 어우러지는,바흐보다 더 발 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베토

벤이 직 표제를 붙인 'pathetic'(비창)의 감정은 곧 페이소스(pathos)의 감정과도

일맥상통한다.이를 느끼게 하는 요소들은 느린 템포에 부 리듬을 가진 랑스

서곡(frenchoverture)양식,질문형태 음형의 반복과 답의 부재,빈번한 증.감 화

음의 사용,chromaticstorm,아지타토(agitato)정서,열정 인 음,한 상태에 머

무르지 않는 변덕스러움,슬픔을 넘어선 아름다움의 극치 들이 있다.이 같은 요소

들이 비창이라는 제목 아래 그 감정의 내용을 충실히 달하는 역할을 하 다.

한 각 악장들의 주제가 서로 연 성을 띄고 악장을 넘어서서 재등장하므로서 하나

의 완 한 소나타 곧, 소나타(Grandesonata)를 이루었다.

마지막 3악장의 아지타토 정서가 BrahmsTwoRhapsodies의 첫번째 곡으로 이

어진다.첫머리의 주제 동기가 베토벤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제 1곡을 지배한다.

제1주제에서 4도 음정이 빚어낸 신비롭고 능 인,곧 시 분 기를 만들어

다. 간에 화려하고 긴 리산도(glissando) 패시지들이 로코피에 3악장 코다

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람스 음악의 특징인 장 함과 심오함이 이 곡 랩소디 양

식에서도 나타난다.여러 층이 두껍게 쌓여진 악 화음이 베토벤의 연장선으

로 보여진다.흥분된 시작과는 다른 원 인 발라드 풍의 2주제로 가라앉여

지는데,이때에도 같은 4도의 재료로 쓰인다.

제2번은 보다 내면 성찰 이고 풍부한 표정을 가진 시곡으로,이를 소나타 라는

딱딱한 형식에 융합시킨 독창성이 보여지는 작품이다.이 곡의 반 이 있는 결말(

Ending) 한 베토벤의 3악장과 겹쳐진다.

내면 인 열정을 간직하고,명상 이 던 람스 랩소디 2번은 로코피에 의 1,

2악장으로 이어진다. 로코피에 의 반음계는 좀 더 치 해진 반음계와 음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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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면 깊숙한 어두움을 끄집어낸다.반 로 무나 투명한 서정성을 가진 2주제

들이 마음을 간 히 로한다.바흐의 반음계 환상곡은 빠르고 다채로운 반면

로코피에 에서는 내면에 스며드는 반음계로,주로 느린 패시지에서 등장한다.이

곡은 로코피에 소나타 가장 고 주의 인 형식에 충실하고 로코피에 의

로맨티시즘을 발휘하는 곡이다.이어서 화려한 에튜드 풍의 3악장은 모든 로그램

가장 가볍고 밝은 장조의 곡이다.앞선 로그램들의 무거웠던 고뇌들을 해학

으로 날려버리므로서 더욱 더 효과 인 마지막 악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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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andStudyof

J.SBachChromaticFantasy& Fugaindminor,BWV903,

L.vBeethovenSonataincminorOp.13'Pathetique',

J.BrahmsTwoRhapsodiesOp.79,and

S.ProkofievSonataNo.4incminorOp.29

Park,Youn-Sun

MajorinPiano,DepartmentofMusic

TheGraduateSchoolofMusic

SeoulNationalUniversity

ThisthesispaperaimstocomprehendandfurtheranalyzesmyMastercourse

graduationperformanceprogram thatincludesJ.S BachChromaticFantasy&

Fugue in d minor,BWV 903,L.v Beethoven Sonata in c minor Op.13

'Pathetique',J.BrahmsZweiRhapsodiesOp.79,andS.ProkofievSonataNo.4in

cminorOp.29.Studying individualcomposersanddeeplyunderstandingtheir

workscouldsucceedinperformingmoreappealingmusic.

J.SBachChromaticFantasy& Fugueindminor,BWV 903musicisasingle

workthatwinsreputationasamasterpiecewithrelativelylarge-scale.Inthis

work,PreludeandFuguemakeapairfollowingatraditionofformingapair

withPreludeandFugue,whichwasatypicaltrendinthelateBaroqueperiod.

Thisworkshowsthedramaticcontrastwithtwostyles:freeandimpromptu

atmosphereandFugue’sstrictcomposition.Asshowninthetitle,thisworkhas

uniquefeaturesofchromaticchordandmelodyprogressionwithrepetitionof

diminished chord.Theinsertion ofRecitativoin themiddlepartofFantasy

arousesthefeelingsofromantic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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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workisamasterpiecethatbroughtthepinnacleoftheearlysonatasand

isthemostwidelyknownforitsdramaticandbeautifulmusicalmotif.Among

Beethoven’spianosonatas,thisisthefirstworkthatheentitledand,itisalso

uniqueinthatithasanintroduction.Sincethenop.81a,“Lesadieux”isthe

onlypianosonatagivenatitlebyBeethoven,andop.81a,Op.81aandOp.111

aretheonlyworksthathaveanintroductionpart.

In thetitle,wecould know Beethoven’sstrong willingnesstodeliverthe

contentsofthesong.Heintendedtogiveaclearpersonalitytothemusic.The

themeofeachmovementiscloselyconnectedtoeachother,whichhelpsthe

wholemovementstohavethesenseofunity.Asthelast3rdmovementflashes

backtothethemesof1stand2ndmovement,itisconsideredaperfectmusic

forexpressingtheemotionofpathetic.

ThemostimportantfeatureofJ.BrahmsTwoRhapsodiesOp.79musicisa

characterpieceinaverystrictformatcalledRhapsody.Thesongcontainsa

compoundtriowithCodafor#1andthesonataformatandthoroughtheme

developmenttechniquesareusedfor#2.Bothpiecesareardentwithbandg

minor,andtheyaresimilartoBalladeintheaspectofdeliveringmoredramatic

andwiderrangeofemotion.

Counterpointisusedinthethemeof1stmusic.Theleft-handaccompaniment

isan unstabledescending leap figurewithoutthefirstbeat,which creates

passionateAgitatoemotion.Thesebothtechniquesplayakeyroletocoordinate

thewhole,andtheyarecontinuouslyuseduntilthemusicends.

Thewell-known2ndmusicdisplaysBrahms’passionanddrawsappealwith

itsartfulsenseofcomposition,sensualcharacteristic,andrichexpression.This

musiccastsastrongfatalisticfeelingwithcontinuoususageoflow anddark

tone.Itisimpressivethatarch-shapedthememelodyexpresseseagernessand

thebasicmelodybalanceswithlow register.Itisappropriatetointerpret‘molto

passionate’aspassionthatisexpressedinternally.

AmongProkofiev’sworksthatemphasizeclarityandorder,S.ProkofievSonata

No.4 in c minorOp.29 isstricterand keepsmoretraditionaland classical

tendency.Thesizeof2ndmovementwithmusicalvariationislargerthanthat

ofthe1stmovement.Thisisaprimeexampleofbeautifulsentimentalityof

Prokofiev.The1stmovementwithAllegromoltosostenutobeginsitsse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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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loomy theme with lower register,and such meditative atmosphere

continues in the 2nd movement.The music is dedicated to people with

remembrance.The3rdmovementisthefirstmajormovementin1st~4thpiano

sonatamovements.The3rdmovementhasaviolentandtenseatmosphereand

gives the feeling ofexploding the refrained passion After the prelude of

Arpeggio,rondothemewithcheerfulbeginningisplayedwithetudestyleand

makesa uniqueatmosphereofdissonancewith tenaciousaccompanimentof

base.

Keyword: Bach, Beethoven, Brahms, Prokofiev, Piano sonata

Student Number: 2010 - 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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