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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베토벤 첼로 변주곡 (Woo.45,Op.66,Woo.46)의 
변주기법에 관한 고찰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1800년 전후로 헨델의 오라토리
오 <유다스 마카베우스>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의 선율을 주제로 한 
변주곡인 <첼로 변주곡(woo.45, op.66, woo.46)>을 작곡하였다. 이 곡들은 리듬
적, 화성적 변주를 비롯하여 성격적 변주가 접목되어 베토벤 후기 양식의 특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베토벤의 <첼로 변주곡(woo.45, op.66, woo.46)>의 작품 연구에 앞서 
먼저 변주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들의 변주기법들이 있는 지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
본다. 변주기법은 주제와 각 변주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음색적 변주, 두 번째는 리듬적 변주, 세 번째로 선율의 변화를 통한 변
주, 네 번째는 화성적 변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변주이다. 이러한 변주 기법
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변주곡은 장식적 변주곡, 성격적 변주곡, 대위법적 변주곡으
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주 유형들을 알아본 후에 첼로 변주곡들의 주제 선율이 된 헨델의 



<유다스 마카베우스>의 “보라, 용사 돌아오다”와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중 “한 
소녀나 여인”,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여러 유형의 변
주기법들이 베토벤의 <첼로 변주곡(woo.5, op.66, woo.46)>에서 화성적, 리듬적, 
선율적인 면 등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베토벤의 변주기법 탐구를 통해, <첼로 변주곡(woo.5, op.66, 
woo.46)>은 베토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스타일과 전통적인 면, 독창적인 음
악, 그리고 음악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곡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베토벤, 첼로 변주곡, 변주 기법
학번: 2008-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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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논문은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변주곡들에 관한 연구이다. 베토벤은 독일 출신의 작곡가인 동시에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음악사에서 고전과 낭만시대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는 하이
든과 모차르트로 대표되는 고전주의 음악을 계승하여 음악의 형식과 균형을 중요하
게 생각함과 동시에 음악 속에 감정을 표현하는 낭만주의 음악의 시초를 열었다.
통상 베토벤의 작품은 양식과 연대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누는데, 그 중 후기 작품들
의 특징 중 하나는 주제적 변주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변주는 가장 오
랜 역사를 가진 기악음악형식 중의 하나로써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
으로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변주는 그 유형과 기법이 다양하며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동반한다. 베토벤은 20개의 피아노 변주곡을 비롯하여 현악 사중주, 교향곡 
등 많은 작품들에서 변주기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변주라는 기법이 그의 작품에 
있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변주곡들의 분석을 통해 베토벤이 사용한 다양한 변주기법을 
지켜보고, 또한 변주가 된 주제곡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다루고
자 하는 세 개의 베토벤 첼로 변주곡들은 헨델과 모차르트의 곡을 주제로 한 변주
곡들로 이루어져있다. 
우선 작품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변주형식을 사용했던 베토벤의 후기 양식의 특징들
을 파악하고, 변주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과 다양한 변주 유형을 알아본다. 그 후에 
12 variations의 주제가 된 헨델(G.F. Handel)의 <유다스 마카베우스(Judas 
Maccabaeus)> 중 “보라, 용사 돌아오다(See the conqu’ring hero comes)“, 모차르
트(W.A. Mozart)의 오페라 <마술피리(The Magic Flute)> 중 ”한 소녀나 여인
(Ein Madchen oder Weibchen)“ 과 7 variations의 주제인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
은(Bei Mannern, welche Liebe fuhlen)“을 살펴보고, 베토벤 세 개의 변주곡들의 
자세한 분석을 통해 변주기법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는 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작품에 나타나 있는 곡들을 연구하여 이 곡의 
음악적 이해를 돕고, 연주자들이 이 곡을 연주 할 때, 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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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베토벤 첼로 변주곡의 시대적 배경 및 
양식의 특징

1. 베토벤 후기 양식의 특징과 작품

  베토벤 후기(1770-1827)의 작품들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악장 내부의 모호함, 2) 약박 종지나 멈춤 없이 악장 간의 연속된 연주로 강조한 
연속성, 3) 새로운 수단을 찾는 노력 중 하나인 새로운 음향의 추구, 4) 모방과 푸
가, 5) 자유롭게 악장의 수를 변화하고 배치하는 등 다양한 형식의 재구성, 5) 그
리고 주제와 동기(motive)들이 자신이 갖는 잠재력의 극단에 이르는 의식적인 발전
이다. 베토벤은 변주에 관하여 동기 발전의 초기 기법을 그 한계까지 발전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주제적 변주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반영까지 발전시켰다.
  변주곡은 전체 주제의 본질적인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각각의 요소에서 새로운 장
식과 음형, 리듬의 변화부터 박자와 템포를 도입하고 주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다. 이것은 주제의 단편이나 동기가 아닌 전체 음악 악구를 다룬다는 점에서 발전
과 다르다. 베토벤의 작품들에서 변주기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론도에서 주 주제가 나오거나 소나타 형식에서 제1주제가 재현부에서 변주되는 것
처럼 커다란 형식적 설계 속에서 하나의 기법으로 나타나는 형태인데  그 예로는 
<피아노 소나타 op.106>의 느린 악장, <현악4중주(op. 132)>, 그리고<9번 교향
곡>이 있다. 그리고 독립적인 작품으로서 주제와 변주곡 형태로 피아노를 위한 20
개의 변주곡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당시 오페라에서 사랑받던 선율로 구성되어 
있어 변주기법이 독립적인 작품으로써 나타난다. 마지막으로는 교향곡과 소나타에
서 하나의 악장으로서 주제와 변주곡 형태이다. 이를테면 <9번 교향곡>의 피날레
는 일종의 변주곡으로 시작한다. 이 외에도 1823년에 완성되고 출판된 Op. 120, 
<디아벨리 변주곡>1)이 있다. 이 곡은 주제의 인상을 비교적 간단히 바꾸어 만든 
1) ‘주어진 주제에 의거해 비엔나와 오스트리아의 가장 저명한 음악가와 비르투오조들에 의해 작곡된 애국적인 

예술가 연합 변주곡’이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을 갖게 된 이 변주곡은 1824년 6월에 최종적으로 두 권의 형식
으로 출판되었다. 리스트, 체르니, 슈베르트 등의 작곡가들이 작곡한 변주곡이 2권을, 그리고 베토벤이 작곡한 
‘33개의 변주곡’이 1권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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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성격 그 자체를 변형시켰다는 점에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다른 
변주곡들과 구별된다. 베토벤이 사용한 디아벨리의 평범하고 작은 주제는 엄숙하고 
화려하며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확대되어 대조와 grouping, 클라이맥스를 고려한 질
서를 이루고 있다. 각각의 변주는 주제의 일부에서 파생된 동기를 기초로 하고 있
으나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리듬, 템포, 강약, 혹은 passage를 변화시킨
다. <디아벨리 변주곡>은 슈만의 <교향적 연습곡-Symphonic Etudes>, 브람스의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Variations on a Theme of Handel> 등 19세기의 이 
장르의 다른 많은 작품의 모델이 되었다. <디아벨리 변주곡>과 같은 방식으로 작
곡된 또 다른 변주곡의 예로는 베토벤 <소나타 작품 111>과 <현악4중주 Op. 
127>과 <Op. 131>의 느린 악장들이 있다. 이 외에도 그의 변주곡은 매우 다양하
며 그 중 <바이올린 소나타 op.47>, <피아노 트리오 op.97>, <현악4중주곡 Op. 
127,131,135>, <교향곡 제3, 5, 9 번> 등의 곡들에서 알 수 있듯이 베토벤의 작
품 중 변주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 이는 후기의 작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그가 12세에 작곡한 최초의 작품인 피아노 변주곡 <드레슬러 행진곡>이나, 
최후의 작품인 <현악 4중주곡(op.135)>에도 느린 악장에 변주곡이 들어간다. 
그의 초기 변주곡의 대부분은 음형변주곡(figural variation)2)이다. 이 곡들은 하이
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아 노래나 오페라에서 따온 주제를 기초로 하여 선율을 
장식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창작력이 가장 왕성한 중기(1800-1812년)에
는 변주곡의 비중이 더욱 커져서 기악 작품의 반은 변주를 포함하거나, 악장 자체
가 변주곡으로 되어 있어 변주가 모든 작품의 기초적인 형태로서 그의 전 작품에 
걸쳐 광대하게 사용된다. 중기에서 후기로 진행되면서는 주제의 선율은 물론 화성, 
조성, 구조면에서도 자유로운 변화가 나타나 이른바 성격변주곡의 면모를 보이고, 
1818년 이후에는 한 악장으로써 변주곡이 소나타의 구성 속에 다른 형식들과 함께 
결합되어 더 중요성을 띄게 된다. 그의 32개 소나타 들 중 5곡이 변주악장을 포함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낭만시대 작곡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주제의 리듬을 분할하여 음표의 길이를 축소하고 선율에 비화성음을 첨가하여 처리하는 등, 약간의 화성적 변
화가 포함된 것으로 주제를 응축시켜 변화시킨다. 따라서 선율이 장식되고, 반주부에 변화가 나타나지만, 주제
의 윤곽이나 화성의 조직, 악절, 마디 수 등은 변화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고전주의 음악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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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주곡에 대한 개념과 변주유형

  변주는 주제나 동기, 또는 음형이나 음렬 등의 중심 악상이 유지되면서 그 형태
가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나 그 기법을 일컫고, 변주곡은 하나의 주어진 중심 소재
와 그것을 여러 가지 변주기법으로 변형시킨 형태를 가지고 질서 있게 배열한 악곡
이며, 그 구조적 형식을 변주곡 형식이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변주의 기법은 하
나의 음악적 동기 또는 아이디어가 반복될 때 원래의 모습에 변화를 가하는 것이
다. 이러한 변주곡 형식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기악 음악 형식의 하나로 기악곡 
양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용되어 왔다. 작곡가들은 변화와 통일성이 요구되는 이 형식에서 자신의 작곡능
력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주곡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또한 연
주자의 입장에서도 변주곡은 다양한 정서와 기교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적합
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주란 음악의 형태와 성질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변동과 변화하는 음악
적 아이디어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변주곡은 전체 주제의 
본질적인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각각의 요소에서 새로운 장식과 음형과 리듬을 변형
시키고 더 나아가 박자와 템포를 도입하고 주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구성된
다. 대부분의 변주 형태는 주제적 선율을 포함하고 있고, 변주가 주제에서 유래됨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길이와 윤곽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적
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주제는 대개 16마디에서 32마디 정도의 단순한 2부분 
형식이며,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변주는 화성적, 리듬
적, 선율적 변주형태로 분류되나, 변주에 따라 하나 또는 둘 이상이 변화하기도 한
다. 변주곡의 주제는 ‘주제와 변주곡’에서와 같이 구조적으로 완전한 것이 있는가 
하면, 몇 마디의 짧은 화성이나 선율의 단편에 지나지 않은 것도 있다. 
변주라는 기법은 주어진 소재의 중심 요소를 유지하고, 그 소재에 변화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반복하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악곡은 다양성을 갖는 
동시에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 말하자면,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상반된 두 개의 이
념이 변주라는 하나의 현상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변주는 주어진 소
재의 여러 요소 중에서 어느 것이 보존되고 어느 것이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음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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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주, 리듬의 변주, 선율적 변주, 화성적 변주, 그리고 구조적 변주의 5개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변주 기법의 유형>

 1) 음색적 변주- 악기법과 관현악법에 의한 음색이 가변요소가 되고 그 밖의 것
이 불변요소가 되는 변화의 현상이다. <예1a>와 <예1b>에서와 
같이 피아노에서 오케스트라로 바뀌는 음색의 변화는 명백하며, 
<예1c>와 <예1d>에서와 같이 현악기군에서 현악기군과 바순이 
추가된 음색의 변화는 정교하다. 다이내믹의 변화는 바로크와 그 
이후의 음악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 형태이다. 또 아티큘레이션의 
변화와 비브라토의 변화는 작곡가에 의해서 지시되거나 연주자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다. 

<예1> W.A.Mozart : Piano Concerto No.23, K.488. 1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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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듬적 변주- 주어진 소재의 리듬 형태가 보존되고 그 단위의 음가가 변화되는 
현상으로, 리듬의 변화로 주선율이 특징적 음형으로 나타난다. 리듬 
변형의 뚜렷한 기법은 각 음의 길이를 2, 3배 등의 음가로 늘리는 리
듬 증대(rhythmic augmentation)와 각 음의 길이를 1/2, 1/3 등의 음
가로 줄이는 리듬 축소(rhythmic diminuation)의 두 가지이다. 단순한 
증대와 축소는 <예2a,b,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쉼표와 음표가 같은 
비율 관계로 늘거나 줄여진 것이다. 리듬 변주의 다른 기법은, 길고 
짧은 음의 비율은 대체로 같으나 특정의 음가가 가볍게 변화된 것으
로서 <예2d>에서와 같이 박자의 변화를 포함한 것이 있는가 하면, 
<예2e>에서와 같이 박절 구조의 강약 관계가 변화된 것이 있다. 마
지막으로 리듬 변주는 <예2f>에서와 같이 몇 개의 음을 추가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op.67> 중 
2악장은 처음 주제 선율에 경과음과 보조음을 비롯한 비화성음을 추
가하여 리듬을 변형시키는 변주가 나타난다.

<예2> J.S.Bach : The Well-Tempered Clavier, Book II, No.2, Fu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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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율적 변주- 처음의 화성구조에 새로운 선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주어진 소재
의 선율 형태가 보존되고 그 단위의 높낮이가 변화되는 현상이다. 높
낮이를 변화하는 방법에는 <예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율적 동형진
행에 의한 것(예3a)을 비롯하여 선법의 변화(예3b), 선율적 전위(예
3c)에 의한 것이 있으며, 그 밖에 선율적 역행에 의한 것이 있을 수 
있다. 하이든의 <현악4중주 op.76 no.3> 2악장은 처음 주제가 제1바
이올린에서 연주되는데 변주가 시작되면서 주제 선율은 유지된 채 각
각의 다른 악기들이 주제를 연주한다. 이 외에도 바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과 베토벤의 <소나타 op.109>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예3> L. v. Beethoven: Piano Sonata, Op. 14,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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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성적 변주- 리듬과 선율을 유지하면서 화성이 변화되는 현상으로 주로 낭만
시대의 변주가 이에 속하는데. 베토벤의 <에로이카 변주곡>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화성은 통일성의 소재라기보다는 다양성의 소재이므로, 
<예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기능의 범주 안에서, 또는 다른 기
능의 범주 안에서 화음이 변화될 수 있으며, 원래의 화음에서 음이 생
략되거나 원래의 화음에 음이 추가되는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예4> L.v.Beethoven : Piano Sonata, Op.14, No.2, 2악장

 5) 구조적 변주- 모노포니3), 호모포니4), 폴리포니5)의 구조를 비롯하여 반주형태
가 변화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예5a>에서와 같이 베토벤의 <피
아노 소나타, op.14, No.2>의 제3악장의 첫 번째 마디에서부터 일곱 

3) 단음악. 하나의 선율(성부)로만 이루어진 음악.
4) 어떤 한 성부는 주선율을 담당하고 다른 성부는 그것을 화성적으로 반주하는 형태의 음악양식. (화성적 악

곡).
5) 다성음악. 대위법적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음악. 바하 이전 시대에 유행했던 작곡의 형식으로서 많은 소리라

는 뜻으로 각 성부(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독립적으로 노래하면서 음악을 구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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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마디 첫 음까지 나타나는 주제는 모노포니 구조에서 아홉 번째 
마디부터 보여 지는 호모포니 구조로 변화되어 있으며, 제2악장에서
는 처음 부분의 호모포니(예5b)에서 중간 부분의 폴리포니(예5c)로, 
이어서 다시 마지막 부분의 호모포니(예5d) 구조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 밖에 대위법적 음악에서의 성부의 교체도 구조적 변주로 파악될 
수 있다. 

<예5> L.v.Beethoven : Piano Sonata, Op.14, No.2

a. 3악장 m.m.1-14

b. 2악장 m.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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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m.8-10        

                                          

        
d. m.m.81-83                                               

변주의 기법은 이상의 5개 유형이 상호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양상을 띠우게 되며, 
변주되는 요소도 선율에 머물지 않고 반주 음형, 대위 선율, 베이스 등의 선율 이외
의 요소로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주 기법들을 통해 이루어진 변주곡은 주제
에 대한 변주의 취급 방법과 그 변주 기법의 내용으로 보아, 크게 장식적 변주곡
(ornamental variation)과 성격적 변주곡(character variation)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 밖에 주로 대위법의 기법에 의해 변주되는 대위법적 변주곡(contrapuntal 
variation)이 있다. 물론 실제의 악곡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양식의 혼합이 있을 수 
있다. 

1) 장식적 변주곡- 16, 17세기에 주로 사용하였던 멜로디를 장식하는 가장 흔한 
방식으로 주제의 선율과 화성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은 「주
제와 변주곡」의 양식이다. 주제 선율과 화성의 뼈대 등 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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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이 판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그 결과 
리듬은 복잡해지고 화음 밖의 음의 출현으로 악보는 복잡한 양
상을 띠게 되나, 원형의 뼈대가 남아 있는 한 주제와의 관련을 
인식하는 것은 쉽다. 이러한 양식에서의 변주 기법은 리듬의 변
주, 선율적 변주, 화성적 변주가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어느 하
나의 기법만으로 변주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템포의 변화, 
다이내믹의 변화, 음색의 변화, 스타카토나 레가토와 같은 주법
의 변화, 트릴과 같은 꾸밈음의 사용에 의하여 무한한 변주의 
가능성이 보여질 수 있다. 장식적 변주곡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K. 331> 제1악장의 “주제와 6개
의 변주곡”이 있다.

2) 성격적 변주곡- 성격적 변주곡은 장식적 변주곡의 연장이며, 고전적 형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자유로운 전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주제의 특성적인 요소, 즉 멜로디 중에서 명확하고 친숙한 음정
이라든지, 화성적 특징, 또는 특이한 리듬 같은 것을 이용하여 
각각의 연주에 성격적인 변화를 주는 성격 변주곡은 주로 낭만
시대에 많이 사용된다. 이 변주곡에서는 변주된 주제가 원형에
서 이탈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법적으로도 다른 변주에 비하여 
보다 치밀하다. 장식적 변주, 대위법적 변주에서는 마디수는 원
형대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끝맺음, 단락점 등의 구별이 쉽게 
식별되는 것이 상례이지만, 성격적 변주는 몇 개의 변주를 같은 
성격의 그룹으로 하여 끊임없는 짜임으로 길게 하는 일도 있어 
박자, 조성의 면에서도 보다 자유롭다.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
주곡>은 모든 변주곡 중에서도 그 변주 기법이 두드러진 것으
로서, 두 세곡의 장식적 변주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변화로 풍
부한 성격곡을 모으고 있다. 베토벤 변주곡의 대부분은 한정된 
소재, 하나의 동기에서 놀라울 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지녀 변주곡 중에서 가장 좋은 예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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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위법적 변주곡- 대위법적 변주곡에서는 주제는 대부분 쉬지 않고 반
복되며, 반복되는 주제에 그 때마다 다른 하나 또는 여러 성
부의 대위성이 조합된다. 따라서 변주해야 할 실체는 주제 안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 밖에 있다. 이 점이 장식적 변주와
의 차이점이다. 주제 자체는 충실히 원형대로 몇 번쯤 반복하
여 청취자로 하여금 철저히 인식하게 한 후에는, 다소 장식적 
변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주제가 거의 원형대
로 반복된다는 것은 통일감을 가지는 데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역할을 통해, 아무리 자유로운 변주를 대위성
부가 거듭하여도 전체의 인상이 흐트러질 우려는 없다. 주제
와 대위성은 동시에 울림으로써 둘 사이에는 화성상의 규제가 
있으며 여기도 변화와 통일의 이상적인 형평의 원리가 있다. 
대위법적 변주곡의 예로는 바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푸가의 기법>과 베토벤의 <에로이카의 주제에 의한 15변주
곡과 푸가, op.35>, 브람스의 <헨델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에 있어서 푸가나 캐논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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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베토벤 변주곡에 나타나는 주제곡들에 대한 
연구

1. 헨델(G.F. Handel) <유다스 마카베우스>의 “보라, 용사 돌아오다”
 

 헨델(1685-1759)은 프로이센의 할레에서 태어나 함부르크, 피렌체 등지에서 활
동했다. 1712년 이후 런던에 정착하여 앤 여왕의 비호를 받아 오페라 작곡가로 이
름을 떨치게 되었다. 1726년에는 영국에 귀화하여, 생을 마칠 때까지 그곳에 살면
서 오페라 46작품과 오라토리오 23작품, 많은 양의 교회음악은 물론 많은 기악음악 
작품을 남겼다.
오라토리오는 교회음악이 아니라 극장 공연용 음악이었다. 오라토리오는 오페라와
는 달리 특별한 의상이나 무대 장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몸값이 비싼 이탈리아 
가수 대신 영국 가수를 활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페라로 별로 재미를 보지 못
한 헨델은 오라토리오로 전향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헨델은 오라토리오를 직접 
지휘하면서, 공연 중간에는 자신의 특기인 오르간 연주로 무대를 주도했다. 영국에
서 많은 인기를 얻은 헨델은 그동안 비중이 적었던 합창을 무대를 이끌어가는 중심
으로 내세웠고, 무엇보다 합창을 노래하고 듣기에 즐거운 음악으로 탈바꿈 시켰다
는 평가를 받는다. 귀족 놀음이던 오페라가 아닌, 친숙한 오라토리오로 시민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한 것은 헨델의 분명한 업적이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중 <유다스 마카베우스(Judas Macabaeus)>는 “메시아”에 버
금가는 대작으로 이스라엘 국민에게는 메시아보다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1746년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공은 조지 2세의 왕위를 노리는 형 에드워드와의 카로덴 싸움
에서의 승리를 하는데, 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토머스 모렐(Thomas Morall)의 
대본에 곡을 붙인 것이다. 이 후 윌리엄 공에게 헌정되어 초연에 대성공을 거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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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은 헨델이 국가적인 음악가로 존경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성경의 제2경
전 중에 ‘마카베오서’ 1권과 요제프스의 ‘유대인의 옛 이야기’ 12권에 묘사되어 있
는 인물 ‘유다스  마카베우스’는 기원전 167년 경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의 종
교박해에 맞선 종교항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중심인물로 유대인의 봉기를 주도하
고 예루살렘을 되찾아 성전을 개축한 유대인의 영웅이다. 폭압으로 시달리던 유대
인들을 구원한 유다스 마카베우스의 개선을 시민들이 환영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는 내용으로, 모두 3부 68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유대 민족의 탄식, 
유다의 출현, 이스라엘 남녀의 합창, 2부에서는 승리와 새 전투에의 결의 승리의 기
쁨, 적의 습격,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 3부에서는 승리의 찬가, 평화의 기쁨, 
최후의 승리의 찬가와 감사, 신에게의 찬미가 노래되고 ‘할렐루야 아멘’의 힘찬 합
창으로 전곡은 끝난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중 민족적인 색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
는 작품이며, 합창 드라마의 성격을 지녔다. 소박하면서도 힘찬 합창이 오페라풍의 
아리아보다 훨씬 큰 비중으로 극을 이끌어 가는데 특히 3부에 젊은이, 처녀, 민중들
이 차례로 부르는 오라토리오 <여호수아(Joshua)>의 인용곡 “보라 용사 돌아오다”
는 밝고 친숙한 멜로디로 유명하다. 원래 이 곡은 유다스 마카베우스의 다음 작품
인 여호수아에 삽입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유다스 마카베우스가 처음부터 인기를 
끌자, 헨델은 이 작품에도 사용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 곡은 두 개의 오라토리오에 
등장하는 곡이 되었다. 후세 작곡가들도 이 곡을 자주 연주, 편곡했고 19세기에 영
국 기차역이 문을 열자 브라스 밴드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더욱 인기를 얻게 되었
으며 오늘날에는 찬송가로 종종 불린다. 

2. 모차르트(W.A. Mozart) <마술피리>의 “한 소녀나 여인”

 모차르트(1756-1791)는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나 36년의 짧은 생애를 빈에서 마쳤
다. 그의 K.1의 피아노곡은 6살 때의 작품이며, 제1교향곡 K.16은 8살 때 여행 중
에 작곡한 것이다. 이탈리아, 파리, 런던, 벨기에, 네덜란드, 베를린 등 전 유럽을 



- 20 -

돌아다니는 여행을 하면서 자랐고, 여행을 하면서 일을 했다. 최후 10년간은 빈에 
정착하여 하이든, 베토벤과 함께 고전주의 음악을 완성시켰다. 모차르트는 1768년
에 빈에서 이탈리아의 오페라 부파6) <La finta semplice(가장한 바보)>와 독일의 
징슈필 7)<Bastien und Bastienne>를 작곡하였다. 이 작품들은 어린 시절에 작곡
된 것이어서 구성이나 내용이 미흡하여 모차르트 오페라의 계열에 올리지는 못하지
만 이미 이때부터 모차르트는 오페라에 대한 관심과 창작 열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오페라를 극적인 표현의 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드라마로 생
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향곡과 같이 철두철미하게 음악적인 과제로서 생각하였다. 
베토벤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은 뛰어난 독창성과 훌륭한 대위법을 사용해 음악을 
자유자재로 전개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오페라에 나타나는 형식의 풍부함과 극적인 
목적을 위해 여러 형식을 다양하고 교묘하게 사용한 기량은 아주 놀랄 만하다. 모
차르트의 오페라는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8), 오페라 부파(opera buffa), 그리
고 징슈필(Singspiel)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모차르트가 이탈리아의 오페
라와 독일 오페라 모두에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모차르트의 독일 오페라에서 
볼 수 있는 음악적 특징은 음악적 감각이나 재치보다 음악이 함유한 예술성이나 내
면성이라 할 수 있다. 징슈필은 독일의 희극 오페라로 분류되나 모차르트의 징슈필
은 희극 오페라의 단순함이나 경박함을 넘어서서 내면적인 예술성을 창조하였다. 
이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하는 마술피리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이며 독
일어 가사로 작곡된 유일한 독일의 순수 오페라이다. 이 작품은 요한 엠마누엘 슈
카네더(Johann Emmanuel Schikaneder, 1751-1812)9)의 대본에 의하여 1791년 3
월부터 작곡, 9월 30일 완성하고 빈에서 초연하였다. 원작은 빌린트의 동화집에 있
는 회교도의 전설 ‘마적 룰루’를 번안한 것으로 고대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를 배경
으로 하고 있다. 전 2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밤의 여왕이 납치된 공주를 구해줄 
것을 왕자 타미노에게 부탁하고 공주와 왕자는 우여곡절 끝에 결합하게 된다는 내
용이다. 귀신의 혼과 마법, 동양의 왕자 등의 현실을 떠난 줄거리지만, 그 당시 대

6) 오페라 세리아의 상대적 호칭으로서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가벼운 내용의 희극적인 오페라를 가리킨다.
7) 18세기 후반 이후 독일에서 성행한 민속적인 연극 형태로서, 대화에 음악이 삽입된 오페라이다 독일어로 쓰여 

졌고, 희극적 내용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8) 오페라 부파에 상대되는 말로  정가극(正歌劇)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9) 슈카네더는 극단을 이끌던 사람으로, 그 스스로가 바리톤 음성으로 무대에 서기도 했던 사람이다. 모차르트와

는 1780년에 잘츠부르크에 자신의 극단과 가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다. 슈카네더가 1789년 모차르트에게 왔
을 때에는 파산 직전이었는데, 빌란드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대중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했다. 
모차르트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곧 느끼고 바로 받아들였고, 작곡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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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들이 즐겨했던 것이며, 작품의 배경은 고대 이집트로 되어 있지만 당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풍자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프리메이슨10)의 정신이 자리 잡
고 있다. 이 작품의 기본적인 갈등 구조인 자라스트로와 밤의 여왕의 대결도 빛과 
어둠, 선과 악, 개혁과 반동의 대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하여 이 작품은 
프리메이슨 운동의 복음서로 간주되었다. 오페라는 신비스러운 동화 같은 무대와 
풍자로 가득하며, 마침내 자라스트로가 밤의 여왕을 물리친다는 결말 또한 프리메
이슨의 근본 사상인 선의 승리를 암시하고 있다. 
초연 당시의 반응은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으나 모차르트의 사후, 차츰 인기를 얻었
고 또한 이 작품은 괴테와 베토벤의 극찬을 받았다. 그는 독일풍의 화성법과 대위
법을 노련한 솜씨로 써 넘겼으며, 프랑스풍의 우아함과 이탈리아풍의 멜로디를 보
기 좋게 결합시킨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양식적인 면에서 보면, 
모차르트는 그 당시 유행하던 오페라의 모든 형식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익살스런 파파게노와 파파게나 두 사람은 빈풍의 민요와 이태리 부파양식을, 
타미노와 파미나 두 주역은 독일풍의 가곡양식이 교묘히 융합된 이탈리아적인 아리
아를, 그리고 차갑고 냉정한 밤의 여왕은 기교적인 콜로라투라11)를 사용한 이태리 
세리아 양식을, 그 뿐만 아니라 곳곳에 숨겨진 바로크양식과 승려들에게서 나타나
는 바하적인 엄격한 코랄도 볼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양식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여 전체의 통일성을 이루도록 하였다. “마술피리”에 내포된 심원한 도덕적, 
윤리적 특징은 모차르트의 위대한 음악을 통해 잘 표현되고 있다. 
“한 소녀나 여인(Ein Madchen oder Weibchen)”은 마술피리 2막에 나오는 아리아
이다. 파파게노는 길을 잃고, 연인을 원한다고 소원을 노래한다. 그 때 갑자기 노파
가 나타나 자기에게 영원히 성실하겠다고 약속하면 상냥한 아내가 되겠다고 한다. 
여기에 갇혀 세상과 단념하느니 노파라도 좋다고 파파게노는 맹세한다. 순간 노파
는 젊은 여인 파파게나로 변하지만, 승려가 나타나 여인을 떼어 보낸다. 파파게노의 
아리아는 주로 당시 오스트리아의 길에서 사람들이 흥얼거렸음직한 민요조의 쉽고 
단순한 노래로 되어있다. 또한 있지도 않은 일을 떠벌리거나, 덤벙거리다가 많은 실
10) 18세기 유럽에서 널리 활동을 전개했던 비밀 결사단. 자유, 평등, 박애를 모토로 하고 평화로운 이상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함.
11) 18∼19세기 오페라의 아리아 등에 즐겨 쓰인 선율 또는 그 양식. 빠른 템포로 통상 자잘한 음표로 이루어졌

으며, 꾸밈음이나 스릴 넘치는 화려한 악구가 소위 기악적으로 펼쳐지는 듯한 선율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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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저지르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지만, 그래서 더 정이 가고 그 본성은 결코 악할 
수 없는 파파게노의 캐릭터와도 절묘하게 들어맞는다. 곡이 쉬우면서도 그 기품을 
잃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흉내 내기 힘든 모차르트만의 독보적인 능력이다. 

3. 모차르트 <마술피리>의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Bei Mannern, welche Liebe fuhlen)”은 마술피리 중 1
막에서 나오는 파미나와 파파게노의 이중창이다. 이 막에서 무대는 이집트에 있는 
자라스트로의 성으로 바뀐다. 파미나는 평소 그녀에게 흑심을 품고 있던 흑인 모노
스타토스의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그녀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에게 붙잡히고 만
다. 모노스타토스는 이번 기회에 그녀를 겁탈하려고 작정하는데, 이 때 파파게노의 
소리가 들리고 마치 괴물처럼 생긴 새의 모습을 한 그가 나타나자 모노스타토스는 
겁에 질려 도망친다. 잠시 후, 기절했던 파미나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파파게노로부
터 그녀에게 매료된 젊은 왕자가 그녀를 구하러 이곳에 왔다는 말을 듣는다. 그리
고 그 때 그들은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이라는 이중창을 부른다. 

Bei Maennern, welche Liebe fuehlen, Fehlt auch ein gutes Herze nicht.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에게는 다정한 마음도 있어요.)
Die suessen Triebe mitzufuehlen ist dann der Weiber erste Pglicht.
(그러면 달콤한 사랑을 함께 느끼는 것은 여자의 의무죠.)
Wir wollen uns der Liebe freun, Wir leben durch die Lieb’ allein.
(우리는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만으로 살지요.)
Die Lieb’ versuesset jede Plage, 
(사랑을 하면 고통도 감미롭게 느껴지고)
Ihr opfert jede Kreatur.
(사랑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감내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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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 wuerzet unsre Lebenstage
(사랑은 일상에 생기를 주고)
Sie wirkt im Kreise der Natur.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일이지요.)
Ihr hoher Zweck zeigt deutlich an
(사랑의 가장 고귀한 목표는 평범하게 나타나니)
Nichts Edler’s sei, als Weib und Mann.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만큼 고귀한 것이 없죠.)
Mann und Weib, und Weib und Mann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Reichen an die Gotteit an.
(고귀함이 신에게 이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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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주 마디 박자 tempo 조성

theme 1-24 2/2 Allegretto GM

1 1-24 2/2 GM

2 1-24 2/2 GM

3 1-24 2/2 GM

4 1-24 2/2 gm

5 1-24 2/2 GM

6 1-24 2/2 GM

7 1-24 2/2 GM

IV. 베토벤의 세 개의 첼로 변주곡에 대한 분석

  베토벤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을 모두 세 곡 남겼다. 이들 모두는 1800
년 전후에 쓰여 졌는데, 이 시기는 베토벤의 변주곡 시대라 불러도 좋을 만큼 많은 
변주곡들이 만들어지던 시기였다. 피아노 독주용 변주곡도 1790년대 후반에서 
1800년경에 걸쳐 집중적으로 작곡되고 있는 것을 보면, 첼로와 피아노용 변주곡 역
시 베토벤의 변주곡 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베토벤은 화성음악시대에 전개된 
‘자유변주’의 선두주자로, 기본적인 선이나 형식 혹은 화성을 바꾸지 않고 단지 장
식정인 작은 변화만을 추구하던 이전 시대의 변주와는 달리 주제의 각종 요소의 성
격까지 변화시켜 뛰어난 예술적 경지에 이르게 했다.

1. 헨델의 <유다스 마카베우스>를 주제로 한 12 변주곡

  이 곡은 1796년 작품으로 헨델의  <유다스 마카베우스> 중 “보라, 용사 돌아오
다”의 주제를 베토벤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12개 변주곡으로 작곡한 것이다. 이 
곡의 주제는 그가 헨델의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의 개선 행진곡의 선율
을 취하여 독특한 성격적 변주를 나타내고 있다. 곡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 헨델의 <유다스 마카베우스>를 주제로 한 12 변주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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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4 2/2 gm

9 1-24 2/2 GM

10 1-24 2/2 Allegro GM

11 1-24 2/2 Adagio GM

12 1-73 3/8 Allegro GM

  헨델은 당대에 있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오라토리오 작곡가였는데, 그의 오라
토리오 작품 중 <유다스 마카베우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널리 알
려진 곡이다. 이 곡의 주제 선율은 총 24마디의 길이를 갖는다. 변주곡의 주제
(thema)는 각 변주의 소재적인 원형이 되는 것이므로 선율, 화성, 구조에 있어서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제의 길이나 구조에 제한은 없
지만, 16마디 또는 32마디의 단순 2부분 형식의 것이 많다. 이러한 연유로, 헨델의 
<유다스 마카베우스>는 베토벤이 자신의 변주곡을 작곡할 때의 주제로 삼기에 용
이했다.  

악보 1) Thema, mm. 1-12

 주제는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등장하고, 첼로는 피아노의 왼손의 베이스와 동일하
다. 선율을 강화하기 보다는 베이스를 중첩시켜 소리의 울림을 증폭시킴으로써, 화
성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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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이어 등장하는 첫 번째 변주곡에서 첼로는 등장하지 않은 채 피아노만이 선율
적인 변형을 주고 있다.  화성은 일치하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선율적 비화성음들의 
첨가로 주제와 다른 변형을 주고 있다. 2마디와 5마디에서는 반음계적 비화성음들
이 등장했는데, 비화성음들이 도달하는 최종 목표 음은 화성이 달라지지 않았으므
로 주제와 동일하다. 
   이처럼 각 변주는 모두 피아노에 중점을 두며 초판 악보에 써진 대로 ‘오블리가
토12) 첼로와 어우러진’ 변주곡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현악 소나타 양
식이면서도 동시에 피아니스트 베토벤의 면모를 보여준다. 12개의 변주는 각각 성
격을 달리하면서도 주제 선율을 계속 순회 변주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악보 2) var. I, m.m. 1-6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뒤이어 나오는 변주들은 마지막 coda를 제외하고 모두 동
일한 마디수를 가진다. 이는 화성이나 조성, 박자 또한 마찬가지인데, 선율선
(melody)은 리듬변화나 비화성음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주고, 반주부 역시 변
화하게 된다. 개개의 변주는 동기, 선율 형태, 특징적 리듬 형태, 특징적인 화성 등
과 같은 주제의 부분적 특징만을 보존하고, 자유롭게 성격적 변화를 지향한다.

12) 오블리가토(obligato)란, 음악 구조 속에서 선율(定旋律, given melody=C.F-cantus firmus)을 보조하는 부
선율(副旋律)을 뜻함. 피아노 또는 관현악 등의 반주가 있는 독창곡에 독주를 할 수 있는 다른 악기를 곁들이
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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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변주에 이르러서야 첼로 선율이 등장한다. 선율의 리듬을 확장하거나 축소
시켰지만 형태를 보존하는 첼로 선율과는 달리 피아노는 화성만 유지할 뿐 장식적 
비화성음인 지속음(pedal point)13)의 연타형태로 바뀌었다. 즉, 선율적인 주제에 리
듬적인 형태의 반주를 일치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악보 3) var. II, m.m. 1-4

 
  제 2 변주까지는 화성이 주제와 일치하기 때문에 phrase 역시 주제와 동일하다. 

   앞의 변형적 전개와는 달리, 제 3변주에 이르러서 완전한 성격 변주곡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처음 1마디에서 볼 수 있듯이, 첼로는 주제 선율의 변형이 
아닌 화성이 해체된 아르페지오14) 형태를 띤다. 

13)  비화성음의 일종으로서, 지속음은 다른 성부에서 화음이 변하는 동안에 이와 관계없이 한 성부를 지속시키
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오르간의 페달을 사용할 때의 습관 때문에 베이스 성부에 나타날 때가 가장 많고 간혹 
소프라노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 지속되는 음은 적어도 두 마디 정도는 지속이 되어야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속시키는 음은 주로 딸림음이나 으뜸음이 쓰인다.

14) 기타, 피아노, 하프시코드, 하프 등에서, 한 개의 화음에 속하는 각 음을 동시에 연주하지 않고 최고음이나 
최저음부터 한 음씩 차례로 연속적으로 연주하는 주법. 분산화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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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var. III, m.m. 1-4, motive 분석

         m2          m3         M2

   피아노 반주부분은 네 개의 음(d-c#-e-d)으로 이루어진 motive(동기)를 만들
어 발전시킨다. 2마디의 세 번째 박까지 유지되는 이 형태는 4번째 박에서 3마디 
첫 박에 나올 화성(dominant7, 속7화음)과 음을 맞추기 위해 순차 하행되는 것으로 
잠시 틀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motive는 계속적인 변형, 즉 음고를 달
리하여 상승 또는 하행하는 진행에 사용된다.  
  
  9마디부터 16마디까지는 첼로는 연주하지 않고 피아노만 연주하는 간주 부분을 
갖는데 이 motive를 서로 다른 성부, 왼손과 오른손에서 주고받는 대위법적 형태, 
즉 모방으로 등장한다. motive의 반복적인 사용은 베토벤에게 곡의 진행에 있어 더 
많은 화성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와 다른 화성진행은 반음계적 형태로 등장하
기도 한다. 악보 5)는 이처럼 motive를 응용해 동형진행한 후 뒤이은 재현부(17마
디)에 첼로가 제시부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앞을 예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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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var. III, m.m. 13-16 

 

    전체 12 변주 중 원조와 다른 조성을 갖는 변주는 두 개 뿐인데, 제 4변주는 
그 두 개의 변주 중 하나이다. 주제와 피날레를 틀로 하여 제1-3변주, 제5-7변주, 
제9-11변주로 3개 변주를 각각의 조로 나누면 각 부분마다 그 사이의 제4, 8변주
의 g-minor가 배치되어 조성적인 대비를 이루게 된다. 원조인 G-Major에서 
g-minor로 바뀌는 것으로서, 으뜸음은 동일하므로 단지 mode15)만 바꾸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악보 6) var. IV, m.m. 1-6

15) 선법(旋法),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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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로의 선율은 원래 1마디의 셋째, 넷째 박에 존재했던 붓점 형태의 순차 진행이 
생략되거나, 3-4마디의 리듬이 2배의 음가로 확장되는 형태로 조금씩 달라진다. 피
아노 반주 역시 주제와 다른 형태를 갖는데, g-minor로 바뀐 만큼 단조적인 성향
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p의 다이내믹과 8분음표의 pedal point형태(마디 1-4)로 
전개시킨다. 

   제 6 변주는 이전의 악장들보다 선율적이고 대위법적인 형태를 갖는다. 첼로에
서 먼저 등장하는 선율은 다음 마디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받아주는 형태를 띠지만 
화성적인 맥락의 문제로 음표는 첼로의 선율과 동일하지 않다.

악보 7) var. VI, m.m. 1-6

 
   

   음표는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지만,  phrase의 주제로, 맨 앞 두 박자에 나오는 
붓점 형태는 동일한 음으로 받아주려 노력한다. 1마디 첼로의 D-C는 2마디 피아노
의 D-C#으로, 3마디 첼로의 C-B는 4마디 피아노의 C-B와 같고, 5마디 D-C 역
시 같은 마디 내의 다음 박자에서 받아주는데, D-C로 첼로와 피아노의 음정이 동
일하다. 또한 다섯 번째 마디는 받아주는 거리가 네 번째 마디까지보다 당겨져서 
주제의 phrase가 중첩되는 stretto16)의 형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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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변주는 보다 리듬을 강조시킨 형태로, 첼로의 선율은 8분음표로 이루어진 
셋잇단음표의 형태이다. 이 형태는 phrase가 끝나는 부분의 종지 음만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피아노는 마치 4분 음표에 스타카토가 붙은 것처럼 동일한 
길이의 쉼표로 이루어진 8분 음표로 등장하는데, 첼로의 선율과 형태는 다르더라도, 
화성 구성음의 아르페지오 형태인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악보 8) var. VII, m.m. 1-6 

악보9) var.Ⅶ, m.m. 13-19

16) 주제의 제시가 밀접하게 서로 겹쳐있는 일; 하나의 성부의 끝과 다음 성부의 처음이 서로 겹쳐있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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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은 중간의 4마디 피아노 간주인 13-16번째 마디(악보9)를 제외하고 p나 pp로 
동일한 다이내믹을 갖는다. 이는 다음에 등장할 제 8 변주와 연관성을 갖는데, 제 
8 변주는 제 7 변주와 반대로, 중간의 간주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모두 f나 
ff, sf의 다이내믹으로 강조되어진다. 또한 베토벤은 이러한 다이내믹을 잘 살릴 수 
있는 음형으로, 상행하는 scale 형태를 채택했다. 
  이처럼 제 8 변주는 앞의 제 4 변주와 마찬가지로 g-minor의 조성으로 바뀌는 
악장으로서, 이러한 특징을 살리기 위해 앞의 다른 악장들과 많은 면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이는 계속적인 변형 안에서 듣는 이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베토벤
의 구성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악보 10) var. VIII, m.m. 1-3

악보11) var.Ⅷ, m.m.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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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2) var.Ⅷ, m.m. 9-12
                                          

   피아노의 상행하는 scale이 반대로 하행하는 경우는 7-8번째 마디(악보11) 사
이에 등장하는데, 이는 종지를 위한 방향 전환으로 이해된다. 중간에 minor로 바뀌
어 등장하는 간주(악보12)는 앞의 다이내믹과는 확연히 다른 pp으로서, 음량이 줄
더라도 앞뒤와 대조됨으로 인해 보다 효과적인 강조 효과를 갖게 된다. 
  첼로는 피아노의 상하행 scale과 별도로, 피아노의 왼손과 중첩하거나 3도 위를 
연주하는 형태로서 화성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2분 음표로 된 선율을 담당했다. 이
러한 관계가 틀어진 곳이 단 한 군데 등장하는데, 악보 13)에서와 같이 f의 완벽한 
재현부 전인 16번째 마디로, 간주가 끝난 피아노의 쉬는 부분에 첼로가 상행하는 
scale로 갑작스럽게 등장한다.

악보 13) var. VIII, m.m.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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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진적인 전개의 제 8 변주가 끝난 뒤 등장하는 제 9 변주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다 장중한 느낌으로 리듬역시 2분 음표, 4분 음표만을 사용한다. 앞서 사용한 대
위법적 기법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악기는 서로 대화하는 형식처럼 연결되는데 피
아노가 먼저 passage를 연주하면 그 뒤 stretto로 첼로가 받아주는 형태이다.

악보 14) var. IX, m.m. 1-7

   

  제 10 변주는 아르페지오 형태의 반주 위에 첼로가 주제 선율을 온전히, 변형된 
형태 없이 연주한다. 단 한군데 존재하는 주제와 다른 마디는 각각 7마디와 23마디
인데, 둘 다 종지를 맞추기 위한 필연적 변형으로 각각의 형태는 반복으로써 동일
하다. 피아노 역시 동일하나 23-24마디는 최종 종지이므로, 옥타브가 중첩되고 다
이내믹이 f에서 ff로 더 강화됨으로써 이전의 중간 종지와 차별화된다.

악보 15) var. X, m.m.7-8마디와 23-24마디 비교



- 35 -

  
 마지막 제12변주는 이전의 악장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갖는다. 가장 큰 변화는 
단위박이 8분음표인 박자에 있는데, 이전의 악장들이 주로 4분 음표나 2분 음표단
위의 2/2박을 고집했다면, 변주 12는 3/8 박자이다. 박자가 달라짐으로써 단위박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이전의 정형화된 리듬에 대한 제약이 풀림으로 보다 자유로운 
진행 형태의 변주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변화는 후에 그의 만년에 등장할  <디
아벨리 변주곡>을 예고하기도 한다.

 악보 16) var. XII, m.m.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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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장 마디 박자 tempo 조성

theme 1-16 2/4 Allegretto FM

1 1-16 2/4 FM

2 1-16 2/4 FM

3 1-16 2/4 FM

4 1-16 2/4 FM

5 1-16 2/4 FM

6 1-16 2/4 FM

7 1-16 2/4 FM

8 1-16 2/4 FM

9 1-16 2/4 FM

10 1-16 2/4 Adagio fm

11 1-21 2/4 Poco Adagio, quasi Andante fm

12 1-79 3/4 Allegro FM

2.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주제로 한 12 변주곡 
 

 이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The Magic Flute(마술피리)> 중 제2막에서 파파게
노가 부르는 유명한 아리아 “한 소녀나 여인”의 첫머리를 주제로 취한 것이다. 초판 
악보에는 “오페라 <마술피리>의 ‘한 소녀나 여인’을 주제로 한, 오블리가토 첼로와 
어우러진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변주 12“ 라고 적혀있다. 이 곡의 개요는 다음과 같
다.

표 2)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주제로 한 12 변주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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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Major로 피아노가 주제를 제시하며 주제 선율을 중심에 놓은 성격적 변주곡으
로 조성은 F Major로 동일하지만 제 10 및 제 11변주가 f minor로 되어 있다. 템
포 역시 제10변주 Adagio, 제11변주 Poco Adagio, quasi Andante, 최종 변주가 
Allegro로 크게 변화하는 등 점점 곡이 진행될수록 각 변주곡에서 성격적 대조성이 
상이해진다.
 다른 작품들에서는 템포를 바꾸는 것 외에도 카덴차나 레치타티보17) 등을 배치하
여 예외를 둠으로써 곡을 흥미롭게 만든다. 조성은 제10변주가 f minor, 제11변주 
또한 f minor로 되어 있어서, 제9변주까지의 조성적인 안정감을 무너뜨리고 음악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제10변주까지는 주제의 16마디 구
조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제11변주는 21마디, 제12변주는 79마디로 늘어나며 
이때 악절 구조도 바뀐다. 템포, 조성, 악절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의 변화가 음
악에 동요를 일으키며 성격적 변주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악보 17) Thema와 Var.I 비교

 Thema m.m. 1-5

            Ⅰ   Ⅴ   Ⅰ           Ⅴ₆   Ⅰ       Ⅴ
     
 
17) 보통의 화법, 내지는 연설이나 낭창을 모방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도록 만들어진 노래. 서창(叙唱)이라고 

번역된다. 레치타티보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노래의 선율이나 리듬이 순전한 음악적 전개와는 다른 규범에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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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I m.m. 1-4

  이전의 헨델의 <유다스 마카베우스>를 주제로 한 12 변주곡과는 달리 이 곡은 
주제가 못갖춘마디로 시작함으로써 베토벤이 리듬적인 변형을 주는 데 있어 더욱 
다양함을 더할 수 있게 되었다. 제1변주는 주제와 달리 리듬이 정박이 아닌 홀수로 
묶어진다. 첼로는 등장하지 않고, 피아노의 리듬적 변형으로 진행되어진다.

  제 2변주는 주제보다 선율을 조금 변형된 형태로 확장시켜 첼로가 연주하고, 피
아노는 철저하게 반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후에 나올 변주보다 아직까지 주제
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은 형태로, 주제의 원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악보 18) var. II, m.m. 1-6



- 39 -

 제 3변주의 주제 선율은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16분음표의 리듬 파편으로 등장한
다. 왼손 또한 높은음자리표로 옮겨와서 32분 음표 4개로 이루어진 grouping, 즉 8
분 음표 단위로 맞추어 가는 반주형태이다. 첼로는 pedal point로, F Major의 딸림
음인 C음을 길게 끄는 방식으로 대선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 19) var.Ⅲ  m.m. 1-2

   제 4변주는 첼로가 주제 선율에 화성을 중첩시킨 형태로 시작한다. 특이한 점은, 
첼로와 피아노가 서로 대화하듯이 passage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아노
에 약간의 화성 변형이 일어난다. 원래의 주제 선율은 처음 네 마디 phrase의 화성 
구성이 강박을 기준으로, I-V-I-V-I-V를 이루고 있으나(악보 17참고) 제 4변
주에서 이에 해당되는 4마디 phrase의 화성은 2마디 피아노가 시작되는 부분을 기
점으로, <V 18)-I-V -I>-V-vii/V-V의 형태이다. <> 부분의 화성은 강조
되어진다기보다 반음관계의 이웃하는 비화성음19)을 배치함으로써 I를 강조하기 위
한 방편으로 보여 진다.

18) +는 증 3화음으로써, Augmented chord를 뜻한다. 
19) Neighboring tone이란 화음 중의 한 음이 화음 밖의 음으로 갔다가 다시 제 화음 속으로 돌아오는 음을 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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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var. IV, m.m. 1-6 

                     <Ⅴ₊₆   Ⅰ Ⅴ₊₆ Ⅰ>Ⅴ₆ ⅶ₆/Ⅴ Ⅴ

악보 21) var. Ⅳ, m.m. 12-16

  제 4변주의 다이내믹은 14번째 마디 첫 박의 sf(악보21)를 제외하고 p나 pp로 
일관적이다. 
  
  제 5 변주는 8분음표로 이루어진 단순한 주제 선율 리듬을 붓점으로 변형시켜 진
행되고, 1마디가 주제와 다르게 피아노만으로 시작, 2마디에서 첼로가 동일한 주제 
머리로 등장하는데 이로 인해 박자가 밀리게 되면서 화성의 위치 또한 주제와 다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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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var. V, m.m. 1-3

 

  제 6 변주 역시 주제의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되었다. 화성과 길이는 
주제와 일치하지만, 첼로와 피아노 어디에도 주제 선율이 등장하지 않는다. 곡은 
32분 음표의 빠른 리듬으로 전개되고, 첼로는 피아노 왼손의 화성 베이스를 보강하
거나, 화성을 펼친 아르페지오 형태로 등장한다.  

악보 23) var. VI, m.m.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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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변주는 이전보다 좀 더 부드럽게 하나로 이어지는 선율을 구사한다. 앞의 변
주들이 주제를 단순화 시켜 리듬적인 요소를 보다 부각시켰다면, 제 7변주는 이와
는 다르게 급했던 숨을 고르고, pp의 다이내믹으로 4마디 phrasing을 하나의 슬러
(slur)로 연결한다. 피아노의 왼손은 화성을 요약하여 4분 음표 단위로 달라지며, 
오른손은 16음표의 리듬으로 순차 하행하는 형태이다. 
특이한 점은 14마디에 이르러 피아노의 cadenza가 등장하는 것인데, 반음관계의 순
차하행 형태이지만 트릴(trill)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고 내려온다. 이때 첼로는 E
음을 길게 fermata를 붙여 늘임으로써 V₉의 3음을 지탱한다.  

악보 24) var. VII, m.m. 11-15
                                           ⎾첼로 E음

   제 8변주는 곡의 리듬적인 특성으로, 대부분의 음들이 스타카토로 되어있다. 도
약과 함께 스타카토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유의 발랄함을 이끌어 낸다. 제 1 
motive는 처음 1마디 피아노 두 성부에 중첩되어 등장한다. 도약 후 순차 하행하는 
두음만 슬러로 잇고 스타카토로 끊는 형태이고, 첼로는 화성 음만을 정박에 맞추어 
16분음표로 이루어진 형태로서 반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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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var. VIII, m.m. 1-4

  
 피아노에서 스타카토가 붙은 음들 속에 슬러가 붙은 부분은 극단적으로 서로가 지
닌 성격의 차이만큼 차별되기 때문에 대비가 되어 강조된다. 피아노의 10마디 둘째 
박부터 11마디 같은 경우 보조음까지만 슬러로 잇고, 본음은 스타카토로 나온 뒤 
도약하는 형태는 첼로의 pedal point와 어우러져 곡을 흥미 있게 만든다. 

악보 26) var. VIII, m.m. 11-16

 
 제 9변주는 약박의 도입부를 이용한 변주 idea가 제 1변주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
으나, 리듬이 16분음표가 아닌 8분 음표 단위이고, 비화성음의 처리나 곡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 제 1변주와 조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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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7) var. IX, m.m. 1-4

 리듬과 화성을 단순화 시켰기 때문에, 곡은 다른 변주들보다 길이가 짧아진다. 제 
9변주는 끝나는 종지가 다른 변주들과 다르게 coda를 갖는다. 14마디에서 V로 끝
나는 반종지 후, 첼로에서 나오는 두 번의 e-f에 대한 응답 중 첫 번째는 이를 뒤
집은 f-e를 3도 하행한 d-c로, 두 번째 응답에서 이에 대한 역행인 e-f로 받아준
다. 둘의 다이내믹은 p와 pp로써 조용히 사라지며 끝난다.

  
악보 28) var. IX, m.m. 11-16  

   제 12변주로 끝나기 전 두 곡, 제 10변주와 제 11변주는 모두 f minor로 조성
의 변화를 갖는다. 이전의 리듬적인 요소의 변형과는 다르게 minor로 변하는 만큼 
템포 역시 Adagio와 Andante로 이전과 차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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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변주는 두 phrase가 끝나는 8마디까지 피아노만 연주한다. 뒤이어 등장하
는 첼로는 절대적인 대선율 역할로서 만들어진 passage를 세 번의 동형진행으로 반
복한다. 

악보 29) var. X, m.m. 7-11 

   

  제 11변주는 화성의 뼈대만 요약해 놓은 4분 음표 단위의 첼로 선율 밑으로 셋
잇단음표의 연타로 이루어진 피아노 반주의 형태이다. 제 7변주와 마찬가지로 
cadenza를 갖는데, 이전의 4개의 반음계적 하행진행 형태의 cadenza와는 다르게 보
다 virtuoso20)적인 형태이다. fp의 극적인 다이내믹과 함께 나타나는 이 형태 후에 
곡은 pp로, 이전 변주들보다 확장된 21마디로 마무리 되어 진다.

악보 30) var. XI, m.m. 12-15  

20) ‘고결한’이란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로 점차 표현기술이 탁월한 음악가, 그 중에서도 피아니스트를 위시한 기
악 연주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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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변주 후에 attacca subito21)로 이어지는 제 12변주는 처음으로 2박자 계
열이 아닌 3박자 계열, 3/4으로 변화된다. 박자가 변화된다는 것은 중심박이 달라지
는 것으로서, 변화를 일으킨다. 곡의 길이 역시 총 79마디로 크게 확장되어지는데 
이전의 변주에서 베토벤이 시도했던 motive idea들이 총망라되어 나옴으로, 전체에 
대한 coda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곡의 시작은 첼로가 온전히 주제 선율을 연주하고 
피아노가 반주하는 형태이다. 이전의 f minor로 달라졌던 두 개의 변주- 제 10변
주와 제 11변주-와 달리 템포 역시 Allegro로 F Major의 특성을 보다 더 드러내고 
있다. 

악보 31) var. XII, m.m. 1-5  

21) 바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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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주 마디 박자 tempo 조성
theme 1-14 6/8 Andante E♭M
1 1-14 6/8 E♭M
2 1-14 6/8 E♭M
3 1-14 6/8 E♭M
4 1-14 6/8 e♭m

5 1-14 6/8
Si prenda il tempo un 

poco piu vivace22)
E♭M

6 1-14 4/4 Adagio E♭M
7 1-70 6/8 Allegro, ma non troppo E♭M

3.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주제로 한 7 변주곡
 

  1801년 경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1막 
2장 파미나와 파파게노의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의 이중창의 주제를 변주곡으로 
편곡한 곡이다.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는 <피가로의 결혼>에서 주제를 따온 피아노
와 바이올린을 위한 변주곡이 있다. 모차르트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F장조 작
품 66과 같이, 마술피리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면서도 작품 66에 비해 한층 충실
하고 체계적이다. 자유로운 악상의 전개, 첼로와 피아노의 주고받음은 바이올린 소
나타 제9번의 협주곡과 같은 성격을 연상시킨다. 피아노가 주제를 제시하는 것은 
‘첼로 오블리가토가 붙은 변주곡’에 꼭 들어맞으며, 주제 선율을 중심으로 한 성격
적 변주곡으로서 각 변주곡에서 성격적 대조성이 특별하다. 템포, 조성, 악절 그리
고 여러 가지 면에서의 변화가 음악에 동요를 일으키며,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곡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주제로 한 7 변주곡 개요

 
22) 얼마 동안 활발하고 빠른 속도로 템포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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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는 6/8박자의 Andante 템포이며 E♭Major이다. 첫머리에서 fermata가 붙은 
f의 다이내믹으로 E♭ Major의 으뜸화음이 힘차게 연주되는 것은 <에로이카 변주
곡> 작품 35와 같다. 변주 5에서 Si prenda il tempo un poco piu vivace나, 변주 
6에서 Adagio, 변주 7에서 Allegro ma non troppo로 템포가 바뀌는 것은 작품66과 
같은 구조와 표현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변주 4에서 e♭minor로 바뀌는 것
을 제외하고는 조성의 커다란 변화는 없으나 e♭minor를 사용하는 것은 베토벤 작
품에서는 드문 예이다. 제6변주의 마지막에는 attacca로 변주 7로 이어지도록 지시
되어 있는데, 변주곡의 각 변주를 attacca로 잇는 것도 베토벤의 성격 변주 중 한 
가지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변주곡뿐만 아니라 Op.27-1의 피아노 소나타에서도 
활용된다. 동시에 성격적으로 다른 부분을 결합시켜 내적 통일을 꾀하면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가는 데에도 베토벤 변주곡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
은 만년에 이르러 그의 소나타들 안에서 한층 높은 차원으로 그 의미를 발휘하게 
된다.

악보 32) Thema, m.m. 1-2

   원곡의 주제가 이중창인 것을 편곡한 것이기 때문에, 특성상 서로 다른 성부가 
대화하듯이 동일한 선율을 주고받는 대위법적 특징이 드러난다. 못갖춘마디로 시작
된 주제 선율은 피아노에서 등장하는데, 4마디의 phrase가 끝난 후 악보29)에서와 
같이 첼로에서 이를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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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Thema, m.m. 3-7

   제 1변주는 6/8 박자의 특성을 살리고, 그 위에 붓점 리듬의 특징을 더했다. 베
토벤은 모티브로 짧은 passage 형태를 만들었는데 네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이 모
티브는 전위 등의 대위법적인 방법으로 곡의 전체에 응용되어진다. 네 개의 음 중 
세 개는 서로 반음 혹은 온음 관계로, 중간 두 번째 음은 비화성음인 보조음이다.

악보 34) var. I, m.m.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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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변주가 리듬에 변형을 주어 정박으로 시작한 것과 달리, 제 2변주는 못갖
춘마디가 아닌 갖춘마디로 시작하되 다른 형태로 리듬의 변형을 주었다. 피아노는 
scale을 응용한 반주형태로 32분 음표 리듬으로 grouping되며 곡이 진행될수록 점
점 화려하게 상승한다. 리듬의 변형과 반음계적인 비화성음들의 첨가로 인한 약간
의 화성적인 변형으로 인해 기본 뼈대를 제외한 원곡의 형태를 알아보기는 힘들다.

악보 35) Thema와 var. II의 cadence 비교,  m.m. 11-13, m.m 12-13

Thema m.m. 11-13

var. II m.m.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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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변주는 다른 변주곡보다 가곡풍이다. 첼로가 온전히 선율을 연주하면, 피아노
는 절대적인 반주형태로 이를 뒷받침한다. 첼로는 주제선율을 6/8에 맞추어 길게 
늘여놓은 유려한 선율 형태이며, 피아노는 16분 음표의 3화음으로 화성적인 배경을 
마무리한다.    

악보 36) var. III, m.m. 1-3

   이전의 변주곡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베토벤은 한 작품 내의 변주곡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 박자를 변경하거나, 곡의 모드를 바
꾸어서 장조를 단조로 혹은 단조를 장조로 바꾸어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변경
은 다른 곡들과의 균형을 맞추어 3개씩 짝을 이룬 가운데 위치하도록 자리 잡았다. 
제 4변주 역시, 제 1,2,3 변주와 뒤이어 나올 제 5,6,7 변주의 한 가운데 위치하며 
원래의 E♭Major에서 벗어나 e♭minor로 바꾸어진다. 이와 같은 변경은 비록 조의 
으뜸음이 같다하더라도, 곡을 구성하는 분위기나 화성의 구조에 큰 반향을 일으킨
다.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제 4변주는 피아노 선율로 시작하며 4마디에서 첼로가 
이와 동일하게 받아준다. minor로 조를 바꾼 만큼 화성의 진행 역시 다른 변주와 
같지 않고, 보다 많은 비화성음들을 사용하는 반음계적 진행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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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var. IV, m.m. 1-4

    활발하고 빠른 템포를 갖도록 지시되어져 있는 제 5변주는 6/8 박자 안에서 셋
잇단음표의 리듬을 사용한다. 모든 음들에 스타카토가 붙어 있어 보다 경쾌하게 도
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악보 38) var. V, m.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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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각 변주는 주제를 구조적으로 유지하면서 성격 변주를 전개시켜 가는데, 
제1변주에서 제5변주까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볼 때 제6변주는 전곡의 중심이자 동
시에 제 7변주로의 도입 역할을 수행한다. 

   제 6변주는 이전에 나왔던 많은 motivic idea를 총 집결했다고 할 수 있다. 피아
노 선율이 먼저 등장하는 처음 시작은 제 4변주와 닮았지만, 피아노의 phrase가 끝
나고 첼로에서 선율이 등장할 때의 반주 형태는 제 3변주의 화음 형태와 비슷하다. 
또한 제 6변주는 총 7개의 변주곡 중 유일하게 Adagio의 템포를 갖는다. 이로 인해 
좀 더 무게 있고, 피아노나 첼로의 음역 또한 다른 곡들보다 더 폭이 넓기 때문에 
곡의 흐름이 보다 다채로워진다. 

악보 39) var. VI, m.m. 4-6     

   마지막 변주인 제 7변주는 주제 본연의 리듬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며 시작한다. 
못갖춘마디이지만 베토벤은 각각의 변주마다 다른 형태의 못갖춘마디를 만드는데, 
마지막 제 7변주 역시 독특한 형태이다. 곡의 시작에 피아노만 등장하고, 첼로는 다
음 phrase에 등장하며 이때의 피아노 반주 형태는 아르페지오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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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var. VII, m.m. 1-4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곡의 중간에 coda가 등장하는 것이다 (악보41). 주제가 
끝난 14마디에 등장하는 coda는 E♭Major의 6도인 c minor의 화성진행을 빌려온
다. 36마디까지 이어지는 c minor의 진행은 무려 22마디로, 다시 주제로 돌아오는 
것이 A'라면 B 부분을 맡는다고 할 수 있다. c minor로 진행되는 motive는 주제를 
변형시킨 것(악보 32)으로 각각 으뜸화성의 3개음을 이용한다. 

악보 41) var. VII, m.m. 13-1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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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토벤은 후기 양식 중 특히 변주라는 양식에 있어 뛰어
난 작품들을 남겼다. 변주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기악음악형식 중 하나로써 음
악의 작곡에 있어 중요한 기법으로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변주는 그 유형과 기법이 
다양한데, 서론에서 제시한대로 곡들의 변주 기법 분석에 앞서 먼저 변주가 무엇이
고 어떠한 변주 기법들로 분류할 수 있는 지 간단한 예시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변
주는 주제와 각 변주들의 관계를 토대로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음색적 
변주, 두 번째는 리듬의 변주, 세 번째로 선율의 변화를 통한 변주, 네 번째는 화성
적 변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변주이다. 이러한 변주 기법의 내용으로 이루어
진 변주곡은 장식적 변주곡, 성격적 변주곡, 대위법적 변주곡으로 크게 나눌 수 있
다. 베토벤 <첼로 변주곡(Woo.45, Op.66, Woo.46)>은 리듬의 변주, 화성적 변주, 
선율적 변주와 더불어 성격적 변주곡이 많이 접목되어 있는 변주곡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첼로 변주곡 중 두 개의 12 variations는 각각 헨델(G.F. 
Handel)의 <유다스 마카베우스(Judas Maccabaeus)> 중 “보라, 용사 돌아오다
(See the conqu’ring hero comes)“, 모차르트(W.A. Mozart)의 오페라 <마술피리
(The Magic Flute)> 중 ”한 소녀나 여인(Ein Madchen oder Weibchen)“을, 7 
variations는 마술피리 중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Bei Mannern, welche Liebe 
fuhlen)“의 주제를 취한 변주곡들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이 변주곡들의 주제가 된 
곡들을 간단히 살펴본 후 자세한 분석을 통해 베토벤이 사용한 다양한 변주기법을 
알아보았다.  
본 논문은 변주기법의 종류를 토대로 베토벤의 <첼로 변주곡(Woo.45, Op.66, 
Woo.46)>에 나타난 변주기법을 분석하였다. 베토벤의 첼로 변주곡은 베토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스타일과 전통적인 면, 독창적인 음악을 통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토벤 첼로 변주곡에서 변주기법의 자세한 분석으로 인한 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 나아가 이 작품을 연주 하는 데에 있어 보다 나은 작품에 
대한 이해와 표현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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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Abstract

Hyoeun Yim
Instrumental Music (Cello)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studies ‘Variations for Cello and Piano’ composed by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Beethoven was a German composer and an 

exceptional pianist, who stands influential between Classical and Romantic 

eras in Western music history. He successes music from Classical era 

represented by J. Haydn and W. A. Mozart, and opens Romantic era, which 

is characterized by expressive and emotional elements within music while 

regarding musical form and balance importantly.

 Beethoven's work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periods (early (1786-1803), 

middle (1804-1816), and late (1817-1827)), where one of the characteristics 

from the late period is the use of thematic variations. Variation is a formal 

technique, used by Haydn or Mozart, etc. which has long served as an 

important method to compose music. Diverse forms and techniques of 

variation exist as it has been used throughout the history of music. 

Beethoven has used variation in many works including twenty piano 

variations, a number of string quartets and symphonies, which is a 

substantial portion of his work.

 This thesis analyzes Beethoven's variations to understand 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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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s and themes used in his work. The thesis covers three variations, 

which use themes from works of G. F. Handel and W. A. Mozart. First, I 

analyze Beethoven's late works on variation, and covered general concepts 

and diverse types of variations. Then, I analyzed thoroughly Handel's "See 

the conquering hero comes" from <Judas Maccabaeus> and Mozart's opera 

"Ein Madchen oder Weibchen" from <The Magic Flute>, which became 

theme of Beethoven's twelve variations, and Mozart’s "Bei Mannern, welche 

Liebe fuhlen", which became the theme of seven variations.

 This thesis will provide well-organized analysis on the works to help 

better understand the three variations from the Beethoven. I anticipate the 

cellists to better understand the works and play with proper expressions.

Keywords: Beethoven, Cello Variations, Variation techniques
Student number: 2008-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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