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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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학석사 학위논문

에이노유하니 라우타바라의 작품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설교”》

(Piano Sonata No. 2, “The Fire Sermon”)

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대학 피아노전공

최빛날



- 1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에이노유하니 라우타바라(Einojuhani Rautavaara, 1928 -)의 신낭만주의

시기에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 설교”(Piano Sonata No. 2 “The Fire

Sermon)에 관한 중심연구이다.

라우타바라는 다양한 작곡 기법을 다방면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의 음악 양식

시기를 정의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각 시대별 가장 지배적이었던 작곡

기법들에 근거해서 다섯 가지 양식-신고전주의, 첫 번째 음렬주의, 신낭만주의, 두

번째 음렬주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 시대에 한 개 이상의 양

식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피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설교”》는 라우타바라의 신낭만

주의 시기에 작곡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총 세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악장 간

에 동일한 주제적 요소를 공유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 곡을 순환형식으

로 본다. 제 1악장과 3악장에서 라우타바라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적 선율은 서로

다른 악장에서 주제가 변형된 형태 또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제 1악장의 선율

은 제 3악장에도 나오는데, 이는 각 악장에서 오른손의 주제선율은 왼손에서 등장

하고 소프라노 성부의 주제선율은 알토 성부에서 다시 재등장함을 보여준다. 제 2

악장은 자유로운 단순 3부 형식이지만, 클러스터와 증7화음 등의 빈번한 활용으로

음향적인 효과를 더해 이 소나타 전체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룬다.

조성은 불협화의 잦은 등장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곳곳에 조적 중심음이

곡을 지지하는 축으로서 안정감을 부여한다. 리듬 측면에서는 폴리리듬, 헤미올라,

탈레아의 사용이 주로 나타난다.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 기법은 상하 대칭, 반음계를 사용한 오스티나

토, 8음 음계, 클러스터 등이다. 이것들은 각각 변형된 형태로 곡 전반에 걸쳐 계속

등장한다. 또한 음정의 전위와 역행, 그리고 역행전위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주요어: 에이노유하니 라우타바라, 불의 설교, 현대 피아노 소나타, 순환형식

학 번: 2013 - 2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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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에이노유하니 라우타바라는 시벨리우스 이후의 세대로서, 핀란드에서는 시벨리우

스 다음으로 저명한 작곡가이며 50년 작곡 경력 동안 다양한 장르에서 100곡이 넘

는 다작을 남겼다. 본 논문에서는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설교”》를 분석하

고자 한다. 이 작품의 표제를 보면 작곡가의 기독교 신앙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라우타바라의 종교성을 나타내는 작품들로 레퀴엠, 미사음악이 있다. 이로써 필

자는 라우타바라가 실험적인 기법과 새로운 음색에만 몰두하는 대신 음악의 정신적

이고 내적인 면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작품에서 반

복적으로 등장하는 여러 작곡기법은 그 자신의 고유한 음악을 일궈낸 사례이므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작품을 선택했다. 이러한 특징들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하기 위해 이 작품의 배경과 연주법, 분석을 통해 자세히 접근하려 한다.

라우타바라는 여러 작곡 기법을 다방면에 걸쳐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의 작곡 양식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라우타바라의 작곡 양식은 각 시대별 가장

지배적이었던 기법들에 근거해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고,1) 한 시대에 한 개 이

상의 양식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곡에서도 여러 작곡기법들이 동시에 나

타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그의 신낭만주의 시기의 작품인 《피아노 소

나타 제 2번, “불의설교”》를 중심으로 그의 음악적 특징과 양식들을 연관 지어 분

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제 1악장의 주제선율이 3악장에 재등장하

고 각 악장이 순환형식에 기초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세 악장의

주제 선율들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또한 이 곡의 불협화음들은 대체적으로 조성

의 틀 안에서 나타난다. 조성이 불안정 할 때에는 조적 중심음이 존재하고 곳곳에

이 조적 중심음이 곡을 지지하는 축으로서 곡에 안정감을 부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라우타바라의 생애와 그의 작곡 경향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피

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설교”》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여 각 악장의 유기적인 연

1) 라우타바라의 음악 양식은 연대순적으로 신고전주의(1945-1957), 첫 번째 음렬주의(1957-1965), 신

낭만주의(1967-1980), 두 번째 음렬주의(1982-1997), 포스트모더니즘(1997-) 시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Kimberly J, Scott. “Unity and Pluralism: A Stylistic Survey Of The Compositional Techniques

of Einojuhani Rautavaara as reflected in selected works for the piano”(University of Kentucky,

ProQuest, UMI Dissertations Publishing, 2009)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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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이해하는 데에 근거를 제시하고자한다. 각 악장의 해석의 측면에서 자세한

접근을 시도하고 각 특징들을 발견하여 서술하겠다. 또한 그의 작곡기법이 각 악장

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지, 음악적 특징들은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대하

여 연구함으로써 곡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작품을 분석하고 연주상의 해석을 살펴봄으로써 라우타바라

가 추구하는 작곡기법을 연구해보고자 함이다. 또한 각 부분의 음악적 특색에 따른

음형, 음계 및 음정 등 모든 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라우타바라의 음악을 이해하고

조명하는데 보다 밀접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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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에이노유하니 라우타바라의 생애

라우타바라는 핀란드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에이노 알프레드 라우타바라(Eino

Alfred Rautavaara, 1876–1939)의 아들이자 소프라노 알리키 라우타바라(Aulikki

Rautawaara, 1906-1990)와 첼리스트 펜띠 라우타바라(Pentti Rautawaara,

1911-1965)의 사촌으로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에이노 알프레드 라우타바라

는 그의 아들이 음악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라우타바라는 그의 사촌인 웨니 라우타바라(Wenny Rautawaara)에게 처음

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게 되었다. 그 후에도 라우타바라는 본인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나 잠재력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선생님들에게 간헐적으로 레슨을 받

았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레슨이 중단 되었고, 라우타바라는 잠시 공부를 못

하게 되었지만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2)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라우타바라는 그의 부모 모두를 잃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는 그의 이모가 라우타바라를 핀란드의 투르쿠(Turku)로 데려와 함께

지냈는데, 홀로 남겨진 라우타바라는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이모에게 피아노 교습을

요청하여 레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두 해 여름동안 시벨리우스 아카데미

(Sibelius Academy)의 교수인 아르보 라이티넨(Arvo Laitinen, 핀란드 작곡가,

1893-1966)에게 이론수업을 받으며 아스트리드 스완(Astrid Joutseno, 핀란드 음악

가, 1899-1962)에게 추가적인 레슨을 받았다.3)

라우타바라는 레슨을 계속 받으면서 그의 음악적 역량을 점점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1948년에 헬싱키(Helsinki)대학에 입학하였고, 1951년부터

53년까지 아레 메리칸토(Aarre Merikanto, 핀란드 작곡가, 1893-1958)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1953년에 헬싱키 대학에서 음악학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하였다. 그

는 미국의 신시내티의 Thor Johnson Composer’s Competition에서 그의 금관 앙상

블 작품인 《우리 시간 속의 레퀴엠》(A Requiem in Our Time, 1953)으로 상을

2) Kimberly J, Scott. “Unity and Pluralism: A Stylistic Survey Of The Compositional Techniques

of Einojuhani Rautavaara as reflected in selected works for the piano.”(University of Kentucky,

ProQuest, UMI Dissertations Publishing, 2009) p. 10.

3)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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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점점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55년에 시벨리우스는 라우타

바라에게 세르게이 쿠세비츠키 재단 펠로우쉽(Serge Koussevitzky Foundation

Fellowship)을 수여하였는데, 이는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 것이다. 이로 인해 라우타바라는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1955년부터 56년까지 빈센트 퍼시케티(Vincent Persichetti, 미국 작곡가, 1915-1987)

에게 2년간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탱글우드(Tanglwood)에서 진행하는 여름

과정 수업을 통해 로저 세션(Roser Sessions, 미국 작곡가, 1896-1985)과 아론 코플

란드(Aron Copland, 미국 작곡가, 1900-1990)에게 또한 가르침을 받았다.4) 그 후

1957년에 라우타바라는 스위스의 아스코나(Ascona)에서 블라드미르 보겔(Wladimir

Vogel, 스위스 작곡가, 1896-1984)에게 12음 기법과 음렬음악을 배웠다. 보겔과 짧

게 공부를 한 후 1958년에는 쾰른(Cologne)으로 가서 루돌프 페졸(Rudolf Petzold,

독일 작곡가, 1908-1991)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 곳에서도 짧게 배웠지만, 이 시

기의 몇 개의 작품들이 성공적이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서 자신감

을 갖게 되었다. 라우타바라는 음렬기법을 먼저 공부한 후, 12음 기법을 통합시켜

공부하였는데,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낭만주의적 기법을 배제하지 않

고 작곡하였다. 그 예로 라우타바라의 《교향곡 제 3번》(1961)은 핀란드 음악에서

의 첫 번째 음렬음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라우타바라가 안톤 부르크너(Anton

Bruckner, 1824-1896)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에게 낭만적

인 영향을 받아 작곡한 것이다.5) 라우타바라는 그 후에도 작곡을 계속하여 핀란드

의 현대음악 문화의 창시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고, 향후 20년을 넘어서까지 중요

한 전문적인 업적을 이루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라우타바라는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1963년부터 67년까지는 Helsinki Ilta-Sanomat 신문의 음악 평

론가로서도 활동하였다. 또한 1975년부터 1983년까지는 자신의 라디오 방송을 개최

하여 그의 작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그는 매주 다양한 라디오에 출연함으

로써 국내에서 인지도를 쌓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작품이 대다수로 만들어졌고,

1970년대 말까지 그의 작품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60년과 1980년 사이에 라

우타바라는 14개에 달하는 상을 수상하였고, 그의 많은 작품들은 국외에서도 큰 성

공을 거두며 여러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서 소개 되었다.

라우타바라의 국제적인 명성은 1980년과 1990년대에도 계속 되었으며 몇몇 작품들

을 통해 많은 수입을 벌어 들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핀란드의 외부에서 열리는

4) http://www.ondine.net/index.php?lid=en&cid=4.2&oid=622

5) http://www.boosey.com/composer/Einojuhani+Rautava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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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축제에서 그의 곡들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그의 오페라 《빈센트》 (Vincent,

1986-87)와 《알렉시스 키비》 (Aleksis Kivi, 1995-96), 그리고 《라스푸틴》

(Rasputin, 2001-03)은 뜨거운 각광을 받았다. 그 후에도 그의 교향곡이나 협주곡으

로 지속적인 명성을 얻었던 라우타바라는, 2000년 초반에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몇 년간 음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나빠진 건강

을 뒤로하고 다시 작곡활동을 재개하였는데, 이 때 몇몇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피아노 작품인 《푸오코》 (Fuoco, 2007), 관현악을 위한 《인생의 태피

스트리》 (A Tapestry of Life, 2007), 풀륫과 현악 4중주를 위한 《마지막 루노》

(The Last Runo, 2007), 그리고 혼성 합창을 위한 《우리의 즐거운 축제》 (Our

joyful'st feast, 2008)등이다. 이렇게 라우타바라는 나쁜 건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

로 작곡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작곡된 그의 《무반주 성악 미사곡》 (M issa a

cappella, 2010-11)작품은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스웨덴과 덴

마크에서 처음 연주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 핀란드의 오스트로보트니아

(Ostrobothnian)의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빛의 심장 속으로》 (Into the heart

of light, 2011)작품이 스코틀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에 의해 초연되기도 하였다.6)

라우타바라는 근 50년 이상동안 그의 작품을 통해 핀란드에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

고, 또한 그는 많은 음악 평론가와 학자들에게 핀란드에서 떠오르는 작곡가로 지지

받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그는 여러 콘서트와 그의 음악을 기념하는 축제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6) http://www.boosey.com/composer/Einojuhani+Rautava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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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이노유하니 라우타바라의 작곡 경향

에이노유하니 라우타바라(1928- )의 곡들은 작품 내의 작곡 기법이 워낙 다양하여

작품들을 한 가지 양식으로 규정짓기 어렵다. 라우타바라의 작곡 양식은 각 시대별

가장 지배적이었던 기법들에 근거해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고,7) 한 시대에 한

개 이상의 양식이 존재할 수 있다.

라우타바라 초기의 곡들에는 드뷔시의 영향이 큰데8) 이는 그의 곡들의 회화적인

제목들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시기 작품들의 제목은 《비내리는 도시》 (Raining in

the City, 1948), 《바이올린 연주자들》 (Pelimannit, 1952), 《악마와 술고래》

(The Devil and the Drunkard, 1952)등과 같이 서술적이다. 심지어 가장 먼저 알려

진 작품인 《첫 번째 눈》 (The First Snow, 1947)은 프랑스어 제목(La premiere

neige)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라우타바라의 초기 양식과 드뷔시의 연관성은 ‘분위기’, ‘아우라’의 개념이다.9) 이는

라우타바라가 드뷔시의 음악에 나타나는 소리와 색채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작품

《아이콘》 (Icons, 1955)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이 작품의 첫 번째, 세 번

째, 다섯 번째 악장들은 드뷔시의 전주곡 중《가라앉은 사원》 (The Sunken

Cathedral, 1910)에 나타나는 화음과 넓은 음역, 그리고 전체 형식과 매우 유사하

다.10) 초기 양식에 영향을 끼친 다른 작곡가는 바로 러시아 작곡가들(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스트라빈스키 등)이다. 라우타바라의 작품《바이올린 연주자》

(Pelimannit, 1952)은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Petrouchka, 1911)에 나타난

불규칙한 프레이징과 두꺼운 불협화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쇼스타코비치와 프

로코피예프의 불협화음이지만 조성적인 대위법은 라우타바라의 작품에 고스란히 반

영됐다.

7) 라우타바라의 음악 양식은 연대순적으로 신고전주의(1945-1957), 첫 번째 음렬주의(1957-1965), 신

낭만주의(1967-1980), 두 번째 음렬주의(1982-1997), 포스트모더니즘(1997-) 시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Kimberly J, Scott. “Unity and Pluralism: A Stylistic Survey Of The Compositional Techniques

of Einojuhani Rautavaara as reflected in selected works for the piano”(University of Kentucky,

ProQuest, UMI Dissertations Publishing, 2009) p. 23.

8) Ibid.

9) Matti Rautio(핀란드 작곡가, 1922-1986)는 이러한 영향을 ‘조심스러우며 세심한, 어린 라우타바라

가 드뷔시의 환상적인 색채와 프랑스의 거장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분위기에 매료된 것’이라 묘사했

다.

Matti, Rautio. "Einojuhani Rautavaara." Suomen Sdveltdjid II . Einari Marvia, ed. Porvoo:
WSOY, 1966. p. 488.

10) Ibid, p.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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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타바라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였지만, 대규모의 작품을 쓰거나

긴 형식을 다루는데 있어서 점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서 결국 라우타바라는 그의 작곡 기법으로 12음 기법을 채택하여 완전히 새로운 방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라우타바라는 첫 12음 기법을 사용해 《아베

마리아》 (Ave Maria, 1957)를 작곡하였으며, 《오라토리오》 (Prevariata, 1957),

《모더피카타》 (Modificata, 1957-8), 《사냥의 언어》 (Ludusverbalis, 1957)를 이

어서 작곡하였다. 이후 10년간 음렬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총 17개의 작품들을 완성

했다. 라우타바라의 《교향곡 제 3번》(1961)은 핀란드 음악에서의 첫 번째 음렬음

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라우타바라가 안톤 부르크너(Anton Bruckner,

1824-1896)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에게 낭만적인 영향을

받아 작곡한 것이다.11)

라우타바라는 12음 기법을 사용해 모험적인 시도를 하고, 또한 많은 작품을 작곡

하였지만 음렬주의 기법의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들에 점점 지쳐갔다. 또한 음렬주

의의 기법 내 조화와 화음에 대한 경시를 확인하고 환상이 깨진 라우타바라는 1967

년, 마침내 조성음악으로 돌아가게 된다. 모더니즘으로부터의 후퇴는 그를 전통주의

자로 분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12) 라우타바라는 지속적으로 모더니즘 기법(예를

들면, 음렬주의나 우연성)을 사용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표현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라우타바라의 신낭만주의는 낭만주의와 연관되는 아이디어(예를 들면 국가

주의, 사랑, 혹은 자연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우라(분위기)’에 사로잡

혀 있었다. 따라서 그의 신낭만주의 곡들은 종종 음악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라

우타바라의 생각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았다.

라우타바라의 표현력 있는 신낭만주의 기법의 뿌리는 앞선 시기의 조성이 있는 12

음 기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13) 이 조성적인 원소는 낭만화된 12음 기법과 함께 조

화되는데 이는 그의 작품, 《진실과 거짓》 (True & False Unicorn, 1971), 《칸투

스 아르크티쿠스》 (Cantus arcticus, 1972), 그리고 《업라이트 피아노와 증폭된 첼

로를 위한 음악》 (Music for Upright Piano and Amplified Cello, 1976)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합은 각 작품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한 작품 내에서 다양한

기법을 공존하게 하였다. 또한 이 시기부터 라우타바라의 작곡은 그의 음악이 가지

는 성격적인 특징(3화음, 클러스터, 대칭, 자유로운 조성, 온음계, 다양한 음색 등)을

자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격적인 특성들은 다양한 기법들이 혼란스럽게

존재하는 음악 시기를 하나로 통일하는 역할을 하였다.

11) http://www.boosey.com/composer/Einojuhani+Rautavaara
12) Tiikkaja, Samuli. "Einojuhani Rautavaara - Postmodern Intertextualist or Supermodern

Intratextualist?" Musiikki, 2004, p. 43.
13) Heinio, Mikko. "Rautavaara - postmoderni jos kuka." from "Lastenkamarikonserteista

pluralismiin: postmoderneja piirteita uudessa suomalaisessa musiikissa." Musiikki, 1988, p. 58.



- 13 -

13년간 낭만주의적으로 작곡했던 라우타바라는, 1982년에 다시 음렬주의로 귀환한

다. 이 두 번째의 12음 기법에는 이전 신낭만주의 특징들이 섞여 있다는 점이 특징

이다.14) 하지만 조성 음악의 뼈대에 12음 기법이나 음렬주의 요소를 적용하면, 아무

리 조성적인 맥락을 지녔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무조성이나 음렬주의의 인

상밖에 주지 못한다. 이를 보여주는 작품은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1989)의 1악

장이다.15) 이 1악장에 쓰인 12음 음계는 피아노의 첫 등장과 함께 곡의 긴장감을

높이며 전체적인 움직임을 발전시키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 반면에 조성적인

기법들은 인상주의적 색채 묘사 정도로만 역할이 축소된다.

라우타바라의 두 번째 12음 기법 시기는 그의 현악 5중주 《알려지지않은 천국》

(Les cieuxinconnus, 1997)와 함께 마무리된다. 간혹 이후의 곡에서 12음 기법이 사

용되더라도, 훨씬 미미했다. 그는 결국 다원주의적으로 작곡하게 된다.

라우타바라에 의하면 본인의 작곡 기법은 오래된 이미지들을 선별하고 없애는 것

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과거와 현재를 함께 공존시킨다.16)

라우타바라는 다양한 작곡기법을 시도하긴 했지만, 라우타바라는 아르놀트 쇤베

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나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를 비롯한

20세기의 수많은 작곡가들과는 달리, 실험적인 기법보다는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했다.

14) 핀란드 작곡가 미코 헤이니오(Mikko Heinio, 1948-)는 이 시기를 포괄적으로 “기법상의 통합”이라

고 분류한다. 라우타바라의 오페라 토마스 (Thomas, 1984-5)가 만들어진 해 부터 그의 현악 5중주

인 Les cieuxinconnus (1997)가 작곡된 해 까지를 개별적인 하나의 시기로 본다.

Anne, Sivuoja-Gunaratnam. Narrating with Twelve Tones: Einojuhani Rautavaara's First Serial
Period (ca. 1957-1965).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Helsinki: 1997. p. 16.

15) Kimberly J, Scott. “Unity and Pluralism: A Stylistic Survey Of The Compositional Techniques

of Einojuhani Rautavaara as reflected in selected works for the piano”(University of Kentucky,

ProQuest, UMI Dissertations Publishing, 2009) p. 34.

16) Einojuhani, Rautavaara. “Heininen and Rautavaara." FMQ (1994),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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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 설교”(1970) 분석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설교”》는 핀란드에서 라우타바라의 가장 잘 알려진

피아노 작품 중 하나이다. 1970년에 작곡된 이 곡은 그의 신낭만주의 시기의 작품

중 하나인 《피아노 소나타 제 1번 “Christ and the Fishermen"》 (Christus und

die Fischer)이 작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곡되었다.

라우타바라는 자신이 “불의 설교(fire sermon)”라는 단어를 어디서 처음 떠올렸는

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17) 다만 전에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T.S. Eliot,

1888-1965)의 시 The Waste Land(황무지, 1922)를 읽었고, 후에 이 곡을 작곡 하면

서 그 때 읽었던 단어가 다시 떠오른 것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소나타를 완성하

고 나서 얼마 지난 후,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비교해보기

위해 엘리엇의 시를 다시 읽었다. 하지만 분위기와 감정은 그에게 서로 반대로 느

껴졌다. 각주에 Eliot의 시가 부처의 설교, 다른 말로 “불의 설교(The Fire

Sermon)”을 나타내는 것이라 설명되어 있었으나, 라우타바라는 그의 음악과 부처의

설교 간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그 단어와 연관된 어떠한 장면, 이미지도 존

재하지 않고, 단순히 ‘느낌, 분위기, 감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지만 ‘감정’은 생

명이 서서히 끝나 갈 때의 격렬한 감정의 분출로 다가가는 느낌인 것이다. 따라서

제목은 그의 감정과 연결된다. 이 작품은 그의 첫 아내와의 결혼 실패와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이는 그들 부부의 별거와 이혼을 향해 가던 시기에 쓰여 진 곡이기 때

문이다.18)

이 곡은 순환형식에 기초하여 세 악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 1

악장 Molto Allegro(소나타형식), 제 2악장 Andante assai, 제 3악장 Allegro

brutale(푸가형식)로 되어있다. 라우타바라는 주제적 선율을 가지고 서로 다른 악장

에서 주제를 변형시키거나 발전시켜 나타냈다.

17) Juhani, Lagerspetz. "The Fire Sermon." Susan Sinisalo, transl. FMQ (1988), p.15.

18) Scott Kimberly, “Unity and Pluralism: A Stylistic Survey Of The Compositional Techniques of

Einojuhani Rautavaara as reflected in selected works for the piano.”(University of Kentucky,

ProQuest, UMI Dissertations Publishing, 2009) pp.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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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악장

제 1악장의 빠르기는 Molto Allegro이고 소나타 형식이다. <표 1>

<표 1> 제 1악장의 구조

형식 마디 구성내용 박자

조적

중심

음19)

세부내용 (특징)

제시부
1-81

(81)

제1주제 8/8 A

반음계를 사용한

오스티나토, 헤미올라 리듬,

장2+단3도의 결합된 형태,

클러스터 효과

제2주제

2/1

G

오른손과 왼손의 상하대칭,

오른손과 왼손의 선율이

3악장에 재등장

소종결구

(ClimaxⅠ)
D

빠른 스케일 패시지로

변형된 오스티나토,

Octatonic Scale

발전부
82-102

(21)

발전부 8/8 C 오스티나토의 발전·확장

새로운 주제

(ClimaxⅡ)
7/4→6/4 D

오른손 성부의 상하대칭,

오른손의 소프라노 선율이

3악장에 재등장

재현부
103-141

(39)

제1주제 8/8 A

오스티나토의 재등장,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음역 확대를 통한

악구연장,

제2주제

2/1

G

왼손선율에 제시부의

제2주제 오른손 선율이

재등장,

장2+단3+장2도의 결합된

형태

종결구 A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대비,

폐달을 통한 음향의 효과

19) 조적 중심음: 딸림, 버금딸림,3도 관계 등의 기능적인 화성 관계로써 주로 고전과 낭만주의의 피아

노 소나타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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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부

작품의 제시부에서는 반음계를 사용한 오스티나토의 제 1주제와 오스티나토와 함

께 서정적인 선율을 가지고 있는 제 2주제로 되어 있다. 제 1주제는 총 11개의 프

레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프레이즈는 각 넷 또는 다섯 마디로 구성되어

진다. 마디 1에서부터 반음계를 사용한 오스티나토가 등장한다. 오른손은 A-♯G♯

-G♯-G♯F♯으로 구성된 검은 건반, 왼손은 A-G-A로 구성된 흰 건반으로서 양손

이 대조를 이룬다.

마디 1에서부터 8까지 오른손의 가운데 음 G♯은 앞의 A♯-G♯과 뒤의 G♯-F♯

의 좌우대칭(Symmetry)을 이룬다. 이는 이 곡의 전체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악보 1>

<악보 1> 제 1악장, 제시부, 제 1주제, 반음계를 사용한 오스티나토, 마디 1-4

마디 5에서 오른손은 한 마디 단위로 리듬이 나누어지는 반면 왼손은 B-A-G-F의

반복으로 헤미올라 리듬이 나타난다. 세 번째 프레이즈 시작인 마디 9에서의 왼손

C♯-A-B♭는 장3 + 단 2도의 결합을 보인다. 이는 마디 10의 왼손 F♯-G-E♭에

서 역행전위로 나타난다.

마디 11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에서 장3도와 단2도가 결합된 음형이 나타난다. 네

번째 프레이즈 시작인 마디 13에서 오른손은 ‘B’가 빠진 반음계로 구성된 4개음으

로, 왼손은 ‘F’가 빠진 반음계로 구성된 5개의 음으로 되어 있다. 마디 14에서 오른

손은 ‘C’가 빠진 반음계로 구성된 4개의 음으로 되어 있다.

마디 13, 14와 마디 15, 16은 서로 전위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마디 13부터

16에 왼손에서 헤미올라 리듬이 나타난다. 마디 20에서 오른손과 왼손에서 증4도 +

반음으로 진행한다. 그런데 오른손은 윗 성부가 C-D-E로 상행하는 반면, 왼손은

E-D-C로 하행한다. 이는 오른손과 왼손의 역행(Retrograde)으로 볼 수 있다.



- 17 -

마디 20의 또 다른 특징은 오른손과 왼손에서 각각 6개의 구성음이 동일하다는 것

이다. 이는 이명동음으로 나타난다 : 오른손의 C, D, E, G♭, A♭, B♭과 왼손의 C,

D, E, F♯, G♯, A♯. 
1악장에서 중요한 특징인 대칭이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Phrase 4와 6, Phrase 5와

7이다. 여섯 번째 프레이즈 (마디 21-25)는 앞의 마디 12-16을 한 옥타브 위로 이동

하여 동일하게 진행한다. 마디 24-25에서는 마디 15-16이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는

오른손에 C음이, 왼손에 5도 음정이 첨가되어 나타난다. <악보 2>

<악보 2> 제 1악장, 제시부, 제 1주제, 마디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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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프레이즈(마디 26-29)는 또 다섯 번째 프레이즈 (마디 17-20)를 한 옥

타브 위로 이동하여 동일하게 진행한다. 여덟 번째 프레이즈(마디 30-35)는 Phrase

7을 반복한다.

마디 34와 35는 악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전마디 32-33에 나오는 음

형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음형은 한 옥타브씩 이동하여 오른손은 하행, 왼손은

상행하며 마무리한다. 악구의 연장인 마디 34, 35에서 오른 손 윗 성부는 장2 + 단3

도, 왼손 또한 장2 + 단3도로 진행한다. 마디 34의 오른손 윗 성부 A-G-E와 왼손

아랫 성부 G-A-C는 전위(Inversion) 관계이다. 마디 35 또한 오른손 윗 성부

D-C-A와 왼손 아랫 성부 D-E-G도 서로 전위된 형태로 나타난다. 마디 36, 37의

왼손은 헤미올라 라듬이 나타난다. <악보 3>

<악보 3> 제 1악장, 제시부, 제 1주제, 마디 25-36

                 
마디 38에서부터 왼손은 개방5도(3음이 없는 5도 음정)의 형태로 마디 47까지 반

복적으로 등장한다. 마디 43에서 오른손의 윗 성부와 왼손의 아랫 성부가 각각 장2

+ 단3도로 진행한다.

마디 44와 45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의 반음계가 cluster(군집음)을 형성하며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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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경과구의 시작인 마디 48의 첫 코드로 연결된다. 마디 44 왼

손 베이스의 A는 마디 46에서 A♭으로, 그리고 마디 48에서 G로 간다.

마디 48부터 51까지의 네 마디는 Tonal Center가 G인, 제 2주제로 가기 위한 경과

구이다. 마디 48에 오스티나토의 형태로 나오는 중간 음형인 F♯-B♭-G-B♭-A는

제 2주제에서 사용 될 음형인데, 마디 48-51에서 미리 나타난다. 이 오스티나토는

마디 74까지 반복 등장한다.

마디 52부터 제 2주제가 시작된다. 박자는 2/1로 변하고, 주선율이 온음표로 제시

된다.

또한 Tonal Center가 1주제의 Tonal Center인 A와 딸림 관계가 아닌 G로 등장한

다. <악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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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제 1악장, 제시부, 제 1주제, 마디 37-52

                                            
 제 2주제의 프레이즈도 앞 1주제와 같이 각 네 마디로 구성된다. 마디 52의 오른

손 윗 성부 F♯-E-G-A는 장2 + 단3 + 장2도의 형태로 나타나고, 왼손은 마디 65

까지 완전 5도로 계속 병진행 한다. 마디 60에서 오른손 선율인 G-A-C-D는 장2 +

단3 + 장2도의 형태를 사용하고, 왼손 역시 G-F-E♭-D-F로 장2 + 장2 + 단2 +

단3도의 형태로, 장2 + 단3도의 형태를 활용하였다. 마디 60-62의 오른손 윗 성부의

D-G-A-C-D는 1악장 재현부의 마디 118-120에서 왼손 윗 성부에 재등장 한다.

<악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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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제 1악장, 제시부, 제 2주제, 마디 52-67

제 2주제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1악장의 제 2주제의 선율이 3악장 마디 66-8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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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과 왼손에 재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곡에 통일감을 부여하는 순환 형식의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다.

그래서 1악장의 제 2주제를 1주제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조성인 G로 강조를 시킨

듯하다. 이는 역시 3악장의 마디 66-80에서도 Tonal Center가 G로 나타난다.

<악보 6>

<악보 6> 제 3악장, 마디 66-80

 마디 67에서부터는 소종결구(Codetta)로 가기 위한 경과구이다. 마디 68-69에서 오

른손과 왼손은 가운데 성부를 축으로 두고 각 온음표가 상하 대칭을 이룬다. 마디

70에서는 마디 44와 45가 한 마디로 합쳐진 형태로 재등장한다. <악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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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제 1악장, 제시부, 제 2주제, 소종결구로 가기 위한 경과구, 마디 67-70

마디 72-76에서는 앞 프레이즈(마디 67-71)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진행되다가 마디

77에서 한 마디가 연장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마디 34와 35에 나타난 악구의 연장

과 유사하다. 비교해 보자면 마디 34와 35의 악구는 앞 두 마디에 나오는 음형을

사용하여 음역을 축소시키는 형태로 연장이 되고, 마디 77에서는 마디 76에 나오는

음형의 소재를 가지고 음역을 확대시키면서 연장이 된다. <악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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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제 1악장, 제시부, 제 2주제, 소종결구로 가기 위한 경과구, 마디 71-77

 마디 78에서부터는 소종결구(Codetta)로 발전부로 가기 전, 1악장의 첫 번째 클라

이막스를 이룬다. 이는 앞에 사용 되었던 오스티나토가 스케일 패시지로 변형이 되

어 템포가 빨라지는 듯 하는 긴장감을 조성한다. 소종결구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Octatonic Scale20)이다. 바로 오른손에 Octatonic Scale (F

♯, G, A, B♭, C, C♯, D♯, E)이 나온다. 이 8음 음계는 마디 81에서 이명동음인

F♯, G, A, B♭, C,

D♭, E♭, F♭으로 나온다. <악보 9>

20) ‘8음 음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음계를 구성하였을 때 첫 두 음인 1-2음과 3-4음, 5-6음, 7-8음의

사이 간격이 단 2도, 즉 반음이고 나머지 2-3, 4-5, 6-7음은 온음정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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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제 1악장, 제시부,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소종결구, 마디 78-81

또한 이 음계는 나중에 나올 3악장의 마디 65에서 재등장 하게 된다. <악보 10>

<악보 10> 제 3악장, 8음 음계, 마디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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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결구 에서의 두 번째 특징은 톤 클러스터의 효과이다. 이는 오른손의 패시지

속도가 빠르고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음역이 좁아 톤 클러스터와 같은 효과를 주

게 되는 것이다. 마디 44-45에 나왔던 클러스터와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음향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왼손에 나오는 화음은 3악장의 마디 85-91 왼손에 재등장한다. 이 또한 1악장과 3

악장에 통일감을 부여하는 순환 형식이다. <악보 11>

<악보 11> 제 3악장, 제 1악장의 왼손 화음의 재등장, 마디 82-91

(2) 발전부

마디 82부터 102까지 발전부로 본다. 이유는 제시부에서 사용했던 오스티나토 
♫ 에 음형이 첨가되어 발전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마디 82-94에서

오스티나토의 발전된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발전부의 Tonal Center는 제시

부 제 1주제의 중심음 이었던 A의 Mediant인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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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전부의 시작부분에서도 오른손과 왼손의 맨 윗, 아랫 성

부에서 장2도+단2도의 형태가 등장하는데, 이는 마디 86에서 오른손의 G-A-B♭,

왼손의 A-G-F♯ 이다. 마디 83에서 왼손 베이스 선율은 F♯-E-D, 오른손 소프라

노 성부는 B♭-C-D로,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전위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마디 84에서 왼손 베이스 선율 E-F♯-G♯, 오른손 소프라노 성부 C-B♭-A

♭도 서로 전위된 형태로 나온다. <악보 12>

<악보 12> 제 1악장, 발전부 도입, 마디 82-94

마디 95부터는 앞에서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주제가 등장한다. 그리고 1악장의 두

번째 클라이막스를 이룬다. 이 부분은 첫 번째 클라이막스(제시부의 소종결구 부분)

와 유사한 진행을 보이는데, 첫 번째 클라이막스에서는 오른손의 오스티나토가 스

케일 패시지로, 템포가 빨라지는 듯 하는 긴장감을 조성한다. 두 번째 클라이막스

역시 왼손의 16분음표로 이루어진 오스티나토가 빠른 패시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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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왼손의 진행 위에 오른손의 화음은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나오는데, 이는 첫

번째 클라이막스의 왼손의 진행과 유사하다.

두 번째 클라이막스의 Tonal Center는 D이다. 이는 제시부의 제 1주제 Tonal

Center인 A와 Subdominant관계이고, 제시부의 제 2주제 Tonal Center인 G와

Dominant관계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조성의 관계를 따져 보면 1악장이 조성적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디 95-99의 박자는 7/4이다. 이 리듬은 4 + 3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왼손 오스

티나토의 첫 음(D, C, D, C, G)이 첫 박에 오는 것과 오른손의 프레이즈에 따른 패

턴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대칭(Symmetry)이다. 마디 95의

오른손 음형은, 가운데 음인 G와 A를 맨 위의 성부와 아래 성부가 서로 상하 대

칭된 형태(맨 윗 성부: D-C-D-C-D-E, 맨 아랫 성부: D-E-D-E-D-C)로 진행한다.

마디 96의 오른손 음형 역시 가운데에 C와 E음을 두고 맨 위의 음과 아래 음이

서로 대칭된 형태(맨 윗 성부: F♯-G♯-A♯-G♯-F♯, 맨 아랫 성부: B♭-A♭-G

♭-A♭-B♭)로 진행한다.

또한 마디 99의 오른손은 가운데 음 C♯와 E♭을 축으로 두고 맨 윗 성부

(A-G-F-E♭-F-G-A)와 맨 아랫 성부(G-A-B-C♯-B-A-G)가 서로 대칭한다.

마디 100부터는 박자가 6/4박으로 바뀌었다. 마디 100은 3 + 3의 비율로, 마디

101-102에서는 4 + 2의 비율로 리듬이 나누어진다. 이는 왼손 오스티나토의 첫 음

이 나오는 박의 위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악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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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제 1악장, 발전부,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새로운 주제, 마디 95-102

마디 97-101은 3악장 마디 45-51와 유사하다.21) 이는 3악장 마디 45-51의 오른손

소프라노 선율에 1악장 마디 97-101의 오른손 상성부의 선율(D-C-D-C-D-E-F♯

-G♯-A♯-G♯-F♯-G♯ A-G-F-G-A-B-E-D-C-B-A-G-F-E)이 재등장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이 역시 1악장과 3악장에 통일감을 부여하는 순환 형식이라 볼

수 있다. <악보 14>

21) <악보 13>의 1악장 마디 97-101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음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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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제 3악장, 제 1악장의 마디 97-101의 선율 재등장, 마디 45-51

발전부의 두 번째 클라이막스를 마무리하고 마디 103부터 박자가 8/8로 바뀌며 재

현부가 시작된다.

(3) 재현부

재현부는 축소된 형태로 등장하고, 이는 길이가 짧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시부에서 사용했던 오스티나토가 재등장하는 A’부분과 제시부의 제 2주제 오른손

에서 사용했던 선율이 왼손 선율에 재등장하는 B’부분으로 되어있다.

재현부의 시작은 제시부의 마디 1의 음형인 A-A♯-G♯-G-G♯-A-G♯-F♯이

A-B♭-A♭-G-A♭-A-A♭-G♭로 이명동음 형태로 나온다. Tonal Center는 A로,

이는 제시부의 조성으로 돌아온다. 마디 103-117은 제시부와 마찬가지로 프레이즈

가 각 4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마디 115에서부터 악구가 연장이 되는데, 이는 오른

손이 검은 건반 8개(A♭-B♭-C♯-D♯-F♯-G♯-A♯-C♯), 왼손은 흰 건반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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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F-E-D-C-B-A)로 각각 상행, 하행 한다. 재현부 시작의 오스티나토와 같은

형태 이지만, 음역을 확대시키면서 악구연장을 마무리 한다. 이는 또한 앞서 언급한

마디 77의 악구연장과 유사한 형태이다. <악보 15>

<악보 15> 제 1악장, 재현부, 제 1주제, 마디 103-117

재현부의 B’부분은 제시부의 제 2주제와 같이 박자가 2/1로 나온다. A‘부분의 악상

이 커짐과 동시에 B'부분에서 온음표로만 구성된 음형이 등장하여 클라이막스의 경

지에 다다르게 된다. 마디 118-120의 왼손에 나오는 상성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제시부의 제 2주제인 마디 60-62의 오른손 소프라노 성부에 나오는 음형이 재등

장 한 것이다.

마디 122에서 왼손은 흰 건반을 클러스터로 강조한다. 이는 마디 136-141까지 오

른손에서 흰 건반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며, 마디 138의 왼손에서는 검은 건

반을 강조한다.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은 각각 흰 건반, 검은 건반으로 서로 대비를

주고 있다. (제시부의 시작과 유사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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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36-141은 코다이다. 마디 138에서 오른손에서 흰 건반을, 왼손에서는 검은

건반을 서로 대비시킴으로써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디 115-117의 악구연장

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다.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 페달은 계속 밟다가 서서히

떼라는 표시어 “Lift the pedal gradually”와 지속시키는 페달음에서 손을 떼라는 표

시어인 “Hands off"가 표기되어 있다. 이는 폐달로 음을 지속시키라는 뜻으로, 음들

의 잔향을 폐달이 떼어짐에 따라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청중에게 들려줌으로써 mp

로 시작하는 제 2악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함이다. <악보 16>

<악보 16> 제 1악장, 재현부, 제 2주제, 마디 11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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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악장

제 2악장의 빠르기는 Andante assai이고 자유로운 단순 3부 형식이다. <표 2>

<표 2> 제 2악장의 구조

형식 마디
구성내

용
박자

조적

중심음
세부내용(특징)

A
1-24

(24)

A

4/4

F

왼손의 폴리리듬,

오른손과 왼손의 전위,

주요리듬  ♪ ♩♩등장

경과구
장3화음과 단3화음의 첫째 자리

바꿈, 리듬비율의 변화

B C♯  ♪ ♩♩리듬

B
25-34

(10)
경과적

3 / 4 →

4 / 4 →

3 / 4 →

2 / 4 →

5 / 8

D♭

→ F

주요리듬이  ♪ ♫ 으로 축소,

Written out accelerando,

증7화음의 펼침 화음,

클러스터를 통한 클라이막스 강

조

A'
35-50

(16)

A' 4/4 F 반음계적 진행

C 12/8 D♭
오른손과 왼손의 지속음,

동일 리듬 반복

코다
51-55

(5)
종결구 12/8 D♭

클러스터를 이용한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대비, 반음계적 진행

제 2악장의 형식은 자유롭다. 단순 3부 형식에서 두 번째 B부분에서는 앞에서 사

용했던 동기를 발전시키거나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발전하는, 경과

적인 부분으로 나타난다. 2악장의 중요한 특징은 반음계적이라는 것과 증음정, 증화

음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 뒤에 나올 조성적 해결을 미리 강조하기 위해 긴장감이 증대되어 나

타난다. 또, 1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장2 + 단3도의 형태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2

악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리듬동기  ♪ ♩♩ 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가운데 부분에서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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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축소된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

(1) A 부분

총 23마디로 구성된 A 부분은 오른손과 왼손의 각 음정 관계를 주목해서 볼 필요

가 있다. 이는 마디 1-5에서 볼 수 있는데, <악보 17>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디 1의 오른손에서 A-C-D음(단3 + 장3도)은 G-E-D(단3 + 장3도)로 전위된다.

또한 마디 2에서 오른손 C-B♭-G-E♭(장2 +단3 + 단6도)은 E-F♯-A-C♯으로 전

위된다. 마디 3에서는 C-D-E♭-B♭(단7 + 단2 + 완전5도)이 E-D-C♯-F♯으로,

마디 4에서 G♯-A-C-D(장7 + 단3 + 장2도)는 A♭-G-E-D로, 마디 5에서 B♭-D

♭-E♭(단3 + 장2도)은 A♭-F-E♭으로 각각 전위된다. 또한 왼손은 마디 1-5까지

완전5 + 장6도의 형태가 각 마디 안에서 두 번씩 전위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마디 1에서의 F-C-A는 B-E-G로, 마디 2에서 E♭-B♭-G는 C♯-F♯-A로, 마디 3

에서 A♭-E♭-C는 G♯-C♯-E로, 마디 4에서 F-C-A는 B-E-G로, 마디 5에서 G

♭-D♭-B♭은 C-F-A♭으로 전위된다. 마디 8의 오른손 음형 G♯-B-C♯(단3 +

장2도)은 마디 9-10의 A-B-D(장2도 + 단3)로 역행전위(Retrograde-Inversion)된다.

a부분의 마디 1-6까지 왼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Talea22)(탈레아)이

다. 예를들면, 마디 1에서는 F-C-A-F-C-A, B-G-E-B-G-E의 동일한 선율과 리듬

이 반복된다. 이는 마디 6까지 각 마디의 왼손에서 Talea가 나온다. 이렇게 왼손의

반복하는 Talea위에 오른손의 주선율은 더 돋보여지는데, 이는 3악장의 마디 47-51

의 왼손에서 2악장에서 나온 Talea를 변형시킨 형태로 나온다. <악보 17, 18>

22) 일련의 리듬들의 패턴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반복되는 동일 리듬프레이즈나 동일 선율 형태를 반

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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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제 2악장, A부분, 마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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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제 3악장, Talea, 마디 45-51

마디 11-16은 마디 18의 Tempo primo로 가기 위한 경과구로 볼 수 있다. 마디 11

의 32분음표의 빠른 패시지는 마디 12에서부터 리듬의 길이가 4분 음표와 2분음표

로 늘어난다.

4/4박인 마디 15는, 리듬이 1 + 3 인 형태로 나누어진다. 마디 16 또한 4/4박으로

리듬이 2 + 2 로 나누어지고, 마디 17은 5/4박으로 리듬을 1 + 4 로 볼 수 있다.

이는 마디 13에서부터 16까지 프레이즈를 구분하기 위해 리듬을 복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마디 18에서 포르티시모의 다이나믹을 더 극대화 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킨

상태로 b부분으로 들어간다.

b부분은 베이스 음이 C♯으로 시작한다. 이는 D♭과 이명동음으로써, 제 2악장의

B부분의 Tonal Center인 D♭을 미리 보여주면서 b부분의 C♯이 B부분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b부분의 마디 18-20은 a부분의 마디 8-10을, 마디 21-24는 마

디 1-7를 조금 변형시킨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2악장 리듬의 특징인  ♪ ♩♩를 마디 23에서 한 번 더 보여 주고 오른손과 왼

손의 음역을 점점 축소해 가면서 B부분으로 연결된다. <악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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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제 2악장, A부분, 경과구, 마디 11-24

(2) B 부분

B부분에서는 박자가 A부분의 4/4에서 3/4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A부분의 주요

리듬이었던  ♪ ♩♩이  ♪ ♫으로 축소된다. 또한 마디 30의 왼손에서는 이전

의 22개의 음이었던 것이 11개로 2/4박인 ♫ ♫으로 음가가 축소되어 템포가 빨라

지는 느낌을 주게 된다.

B부분은 두 개의 프레이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프레이즈(마디 25-30)의

Tonal Center는 D♭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부분 b section의 Tonal

Center인 C♯의 이명동음이다.

마디 25-30의 특징은 각 마디의 오른손에 나오는 증 7화음 하나를 왼손에서 펼침

화음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마디 25의 오른손 증 7화음 D♭-F-A♭-C는 왼손

에서 펼침 화음으로, 마디 26에서는 B♭-D-F-A로, 마디 30에서는 D♭-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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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오른손은 마디 27까지 순차적으로 상행을 한 뒤, 마디 27의 셋째 박자

에서 부터는 순차적으로 하행한다. 오른손의 리듬이 8분음표로 짧아지는 것과 왼손

의 음역이 좁아지는 것으로 인해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듯하다. 필자는 이를 악

보에서 ‘Written out accelerando'라 표기하였다. 이것은 그 다음 프레이즈인 마디

31의 F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된다. <악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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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제 2악장, B부분, 오른손의 증7화음과 왼손의 펼침화음, 마디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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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1에서부터는 B부분의 두 번째 프레이즈가 시작된다. 두 번째 프레이즈(마디

31-34)의 Tonal Center는 F이다. 이는 2악장 시작(A 부분)의 Tonal Center인 F와

동일하다. 이로써 서로 조성관계가 불분명해 보이던 A부분이 B부분과 조성 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번째 프레이즈의 오른손과 왼손의 32분 음표 음형은 역시 앞 프레이즈와 같이

증7화음을 펼쳐 놓은 것이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의 최상, 최하 성부에서는 클러

스터가 나타난다.

반복되는 증 음정의 펼침 화음 위에 클러스터가 나오는 효과는 음역을 가장 많이

확대시킴으로써 2악장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마디 31에 나오는 지시

어 “with the right hand palm and fingers23)”를 통해 효과가 더해진다.

마디 31에서의 최하성부 클러스터의 방향은 F이고, 최상성부의 클러스터 또한 F로

가기 위함이다. 마디 33에서부터는 박자가 5/8로 바뀌고, 최하성부의 클러스터와 32

분음표의 음형들은 한 옥타브씩 위로 이동한다. 마디 34에서는 다시 2악장의 시작

과 같은 4/4박으로 바뀐다. 이는 자연스럽게 A’부분으로 연결 된다. <악보 21>

23) 오른손 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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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제 2악장, B부분, Cluster를 통한 클라이막스, 마디 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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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부분

총 16마디로 구성된 A’부분은 A부분의 도입부를 변형시킨 부분과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 Andante부분으로 되어있다. A부분과 마찬가지로 길이가 짧고, 새로운 주제

가 나오는 부분을 경과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톤클러스트의 음색을 특징으로 하

는 짧은 코다가 나온다.

마디 35의 음형은 마디 37의 음형을 오른손과 왼손에서 각각 반음을 내리고, 올린

형태(chromatic substitution)이다. 이는 오른손의 경우 마디 35의 음형이 마디 37에

서 반음이 내려간 형태이고, 왼손은 반음 올라간 형태이다. <악보 22>

<악보 22> 제 2악장, A'부분 도입, 마디 35-37

Andante로 시작하는 부분인 마디 38에서부터 박자는 12/8로 바뀐다. 각 마디 오른

손의 알토 성부는 장2도 또는 단2도 관계이다. 이는 역시 1악장에서 장2 + 단3도의

결합을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변형을 준 형태이다.

마디 38-50에 오른손의 소프라노 성부와 왼손의 베이스 성부는 페달 포인트(지속

음)으로써 계속 등장하는데, 이는 오른손의 D♯(=E♭)과 왼손의 D♭이다. 여기에서

또 주목할 것은 오른손의 D♯(=E♭)과 왼손의 D♭은 장2도 관계라는 것이다.

왼손의 D♭이 지속음처럼 계속 유지되다가 결국 2악장의 마지막에서 D♭으로 종

지한다. <악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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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제 2악장, A'부분, 오른손과 왼손의 지속음, 마디 38-50

(3) 코다

마디 51-55은 종결구이다. 클러스터로 시작하는 왼손의 맨 아래 음 D♭과 맨 위의

음 D는 서로 반음관계이다. 이는 오른손에서도 나타나는데, 오른손 위의 성부 D♯

과 D♮역시 반음관계이다. 또한 마디 54의 오른손 위의 두 음(G♯과 A, B와 C, C

♯과 D)은 반음관계이다.

종결구의 또 다른 특징은 마디 51-52의 오른손과 마디 53-54의 왼손에서 검은 건

반과 흰 건반의 대비가 뚜렷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제 1악장의 코다 부분인 138

마디와 유사한 형태이다.24)

24) <악보 16>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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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55에서 종지가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왼손의 D♭을 페달을 뗌과 동시에

오른손의 불협화가 남게 된다. <악보 24>

<악보 24> 제 2악장, 코다, 마디 51-55

3) 제 3악장

Allegro brutale인 제 3악장은 이중 푸가형식이다. 첫 번째 푸가는 65마디로 구성

되어 있고, 두 번째 푸가는 31마디로, 그리고 코다는 9마디로 구성된다. 마지막 악

장인 이 악장은 소나타의 끝을 향해 박진감 있게 진행한다. 알레그로의 템포에 ‘잔

인하게’ 연주하라는 것은 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3악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

징은 바로 3악장에서 1악장이 재현 되듯이 1악장의 주제요소가 3악장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악보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주제와 응답이 바로 이

어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 주제에 대한 응답이 나중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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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 3악장의 구조

형식 구성내용 마디
조적

중심음
세부내용(특징)

푸가

Ⅰ

주제Ⅰ 1-7 B♭
8분음표의 단순하고 박진감 넘치는

리듬

응답Ⅰ 8-14 E 증4도 위에서 응답

주제Ⅱ 15-21 B♭
오른손에 주제의 재현,

왼손의 단3도 음정의 순차상행

응답Ⅱ 22-28 E
옥타브로 응답,

왼손의 감3화음의 순차진행

주제Ⅲ 29-35 B♭
왼손의 저 음역에서 주제 재현,

오른손의 반음씩 순차상행

에피소드Ⅰ 36-44
연결구와 같은 역할,

점차 음역을 축소

주제Ⅳ 45-51
D /

B♭

오른손의 윗 성부에 제 1악장의

선율 재등장,

왼손의 탈레아

에피소드Ⅱ 52-54 짧은 연결구, 음역확대

주제Ⅴ,Ⅵ 55-65
F♯ / 
B♭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전위된

형태로 각각 주제선이 등장

푸가

Ⅱ

새로운 주제 66-84 G

제 1악장의 제시부 제 2주제의 선율

재등장,

알토와 테너성부의 8음 음계

에피소드Ⅲ 85-93

음역의 확대와 포르티시모를 통해

클라이막스 강조,

오른손 단3도의 순차진행

응답Ⅲ 94-96 E
마지막에서 응답을 강조하기 위해

주제Ⅲ에 대한 응답이 뒤늦게 등장

코다 97-105 D
2마디 단위로써 1악장 재현부의

제 2주제 선율을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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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가Ⅰ

마디 1에서부터 35까지의 프레이즈는 각 7마디로 구성된다. 처음의 주제(Subject)

는 마디 1-7의 왼손에 나타난다. B♭으로 시작하는 주제는 반음으로 등장한다. 이

주제에 대한 응답(Answer)은 마디 8-14의 오른손에, B♭의 증4도 위의 음정인 E로

시작한다. 이 또한 반음동기를 통해 나타난다.

두 번째 주제는 마디 15-21의 오른손에서 나타난다. 이 주제가 나오는 동안 왼손

에서는 단3도의 음정이 순차 상행하다가 하행한다. 이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응답

에서 나왔던 왼손의 음형과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응답

은 첫 번째 응답의 옥타브 형태로 나온다. 이 때 왼손에서는 감3화음이 순차 진행

한다. 마디 28에서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음역을 확대하여 다음 마디 29에서 오른

손은 F로, 왼손은 B♭으로 연결된다. <악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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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제 3악장, 푸가Ⅰ, 주제Ⅰ, 응답Ⅰ, 주제Ⅱ, 응답Ⅱ, 마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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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9에서부터 왼손에 세 번째 주제가 나온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응답은 3

악장의 뒷부분인 마디 94-96에 나오게 된다. 왼손의 주제 위에 오른손은 F음부터

D음 까지 반음씩 순차 상행한다. 2분음표의 오른손 음형은 마디 34, 35에서 4분음

표로 리듬이 축소되며 이는 마디 36에서부터 리듬이 8분음표로 다시 축소된다. 이

축소되는 리듬은 마디 36-43에서도 볼 수 있다. 바로 마디 36, 37의 오른손 알토 성

부 리듬이 2분음표 단위로 시작해, 마디 40에서 4분음표로, 그리고 마디 42에서 8분

음표로 축소된다.

마디 36-51은 에피소드(Episode)로 볼 수 있다. 오른손의 알토성부 리듬  ♪ 
은 마디 40에서 각 4분음표로, 마디 42에서 8분음표로 축소되어 속도가 조금 빨라

지는 듯한 진행을 느낄 수 있다. 마디 36의 왼손(B♭-B♭)은 마디 38의 왼손(A♭

-A♭)에서 전위된다. 또한 마디 40의 왼손(F♯-F♯)은 마디41의 왼손(B-B-)로 전

위된다. 이렇게 3악장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다양한 리듬과 전위를 통해 나타난다.

<악보 26>

<악보 26> 제 3악장, 푸가Ⅰ, 주제Ⅲ, 에피소드Ⅰ, 마디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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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5-51의 오른손에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바로 마디 45-47

의 오른손 알토성부에서 네 번째 주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

은 앞서 1악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악장 마디 45-51의 오른손 소프라노 성부는

제 1악장의 마디 97-101의 오른손 선율이 다시 등장 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곡에 통일감을 주는 순환형식인 것이다.

왼손은 마디 44-46에서 오스티나토의 형태인 D-D-C-B♭-A-G-F-E 음형이 반복

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마디 47-51에서는 Talea(음형 C-F♯-A-G-B♭-E, E-B♭

-G-A-F♯-C)가 계속해서 나온다. 이는 2악장의 마디 1-6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

것 또한 악장간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마디 47의 왼손 Talea음형 C-F♯-A는 증4 + 단3도의 형태를 보인다. 또, 그 옆의

음형인 G-B♭-E는 단3 + 증4도의 형태이다. 이는 앞의 음형C-F♯-A이 역행전위

된 것이다. 그리고 마디 50의 왼손 음형 E-B♭-G-A-F♯-C는 마디 47-49의 음형

C-F♯-A-G-B♭-E가 역행된 것이다.

마디 52-54는 두 번째 에피소드이다. 이는 짧은 연결구와 같은 것인데, 오른손과

왼손이 좁은 음역에서 시작해 점차 음역을 확대해 간다. 이는 그 다음 마디 55에서

포르티시모로 연결된다. <악보 27>



- 50 -

<악보 27> 제 3악장, 푸가Ⅰ, 주제Ⅳ, 에피소드Ⅱ, 마디 44-59

마디 55-62는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제가 나온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 또한 서로 전위된 형태로 나오는데, 이는 전위를 통해 오른손과 왼

손의 음역을 확대시켜 마디 63-64에서 강조된다. 마디 61-62의 오른손은 F♯-C, 왼

손은 B♭-E로 구성되는 데, 이는 마디 47의 왼손 Talea음형 중 일부이다. 또한 3악

장 푸가의 주제와 응답의 선율의 첫 음(B♭,E)이 왼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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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디 63-64의 Interruption은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대비로 강조되고 있다. 이

는 1, 2악장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1악장의 코다 부분인 마디 138과 2악장의 코다

인 마디 51-54의 오른손과 왼손에서 나타난다.

<악보 28, 29, 30>

<악보 28> 제 3악장, 푸가Ⅰ, 주제Ⅴ와 Ⅵ, 마디 54-65

<악보 29> 오른손과 왼손의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대비, 제 1악장, 마디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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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대비, 제 2악장 코다, 마디 51-54

(2) 푸가Ⅱ

한 마디로 구성된 마디 65의 연결구는 오른손과 왼손의 음역을 확대하여 3악장의

두 번째 푸가로 연결된다. 박진감이 넘치는 3악장의 첫 번째 푸가와는 다르게 선율

적인 음형을 나타낸다.

두 번째 푸가의 특징은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데 이는 1악장의 제시부 제 2주제

의 선율이 재등장 하는 것이다.25) 이로써 3악장 또한 1악장을 재현하는 순환형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소프라노성부와 베이스성부에서 선율이 진행되는 동안 알토와 테

너성부에서는 8음 음계(F♯, G, A, B♭, C, C♯, D♯, E)가 나타난다. 이는 앞서 언

급한 1악장 제시부의 소종결구인 마디 78-81의 오른손과 같은 것이다. 네 마디 단

위로 선율이 진행되다가 마디 82-84에서 알토와 테너성부가 서로 전위된 형태로 등

장한다. 이로써 음역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마디 85의 포르티시모로 연결된다.

<악보 31>

25) <악보 5>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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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제 2악장, 푸가Ⅱ, 새로운 주제, 마디 66-85

포르티시모로 시작하는 마디 85부터는 세 번째 에피소드이다. 이 부분은 또한 3악

장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데, 이 전 마디에서부터 음역을 점차 확대하여 포르

티시모로 오른손과 왼손에서 긴장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악장 제시부의

코데타와 비슷하다. 코데타가 나오기 전의 마디에서도 양손의 음역이 확대되어 1악

장의 마디 78에서 포르티시시모로 연결된다. 또한 1악장 제시부의 코데타에서 8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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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계가 쓰였는데, 3악장의 세 번째 에피소드 에서도 8음 음계가 쓰였다.26)

마디 85-92의 오른손은 단3도로 순차 진행을 하고, 마디 93의 오른손과 왼손은 음

역을 넓혀 마디 94의 E로 연결된다. <악보 32>

<악보 32> 제 3악장, 푸가Ⅱ, 에피소드Ⅲ, 마디 82-95

마디 94의 E음이 포르티시모로 강조가 되면서 이는 주제Ⅲ(마디 29-35)에 대한 응

답 이다. 응답Ⅲ에서는 응답Ⅰ,Ⅱ와 다르게 오른손은 옥타브로, 왼손은 오른손과 같

은 음정으로써 응답이 강조된다. 마디 96에서 오른손과 왼손은 음역이 확대되면서

ritardando와 함께 다음 마디의 코다로 연결된다. <악보 33>

26) <악보 9>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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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제 3악장, 푸가Ⅱ, 응답Ⅲ, 마디 94-96

 9마디로 구성되는 코다는 포르티시시모의 악상으로 긴장감이 극대화 되었다. 3악

장의 클라이막스인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오른손의 8분음표가 긴장감 있게 진행

되었던 반면, 코다에서는 모두 온음표로 진행된다. 이는 3화음에서 5화음으로, 그리

고 마지막에서는 왼손의 클러스터로 마무리된다. 오른손의 최상성부(D-G-A-C)가

2마디 단위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는 1악장 재현부의 제 2주제(마디 118-135)가

재현된 것이다.27)

오른손과 왼손에서 음을 다양하게 첨가하여 불협화를 이룬다. 이러한 불협화음 속

에서 주선율이 더욱 강조가 되어 3악장이 1악장의 부분을 재현한 것임을 알 수 있

게 된다. 그러므로 3악장의 코다에서 이 소나타의 순환형식을 이해하게 된다.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왼손의 베이스는 D로 끝나게 된다. 이 소

나타의 전 악장의 종지는 모두 불협화로 끝난다. <악보 34>

27) <악보 16>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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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제 3악장, 푸가Ⅱ, 코다, 마디 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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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지금까지 라우타바라의 작품 <피아노 소나타 제 2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품에

는 라우타바라의 첫 번째 음렬주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 작곡된 그의 많은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증 7화음과 톤 클러스터(tone cluster)와 같은 새로운 특징이 나타난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인 반음계를 사용한 오스티나토, 8음 음계는 각각 변형된

형태로 곡 전반에 걸쳐 계속 등장한다. 또한 12음 기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음정의

전위와 역행, 그리고 역행전위가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장3화음처럼 전통적인 결합

인 장3+단3외에도 장2+단3+장2도와 같은 비전통적인 음정의 결합 또한 자주 나타

났다. 또한 가운데 음을 축으로 두고 맨 위 성부와 아래 성부가 대칭된 형태, 즉 상

하 대칭이 오른손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오른손과 왼손은 반음씩 상행, 하행하며 음

역을 축소시키기도 하였고, 반대로 확대시키기도 하였다. 곡의 진행에 있어서 주제

의 단편 즉, 각각의 모티브들을 기초로 해서 프레이즈 확대기법이 사용되었다. 리듬

면에서도 흥미로운데, 폴리리듬, 헤미올라, 탈레아(talea)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 곡의 전통주의적인 형식은 조적 중심음(tonal center)을 통해 구현된다. 곡 전반

에 걸쳐 불협화음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조성은 불안정하지만, 조적 중심음이 곡

을 지지하는 축으로서 각 프레이즈에 안정감을 부여한다. 각 악장의 분위기가 뚜렷

하고 선율 중심으로 곡이 전개되고 있어 악장별 분위기 파악이 용이하다. 또한 3악

장에서 1악장 주제 선율을 재등장시키는 순환주제 기법은 이 소나타가 그의 확고한

구조적 통찰 속에서 작곡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2악장은 이 소나타 전체에서 발

전부에 해당하고 3악장은 재현부에 해당하므로, 낭만주의 작곡가인 리스트의 <피아

노 소나타 나단조>에서 나오는 순환형식을 연상시킨다.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작품은 난해하고 어려운 현대음악 이

라기보다는 전통형식에 기초한 낭만주의적인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라우타바

라는 전통주의, 낭만주의를 잘 조화시켜 작곡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도 폭넓은 청중들의 관심이 계속될 것이다.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설교”>를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해 작곡가 라우타바라

의 음악세계와 그의 작품, 작곡기법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욱더 활발한 연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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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Rautavaara’s

Piano Sonata No. 2, “The Fire Sermon”

Bitnal Choi

Instrumental Music, Piano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on Rautavaara’s Piano Sonata No. 2, “The Fire

Sermon”, composed in his neo-romantic period. Rautavaara is a well-known

Finnish composer, second only to Sibelius in fame. He is a prolific composer,

with over 100 pieces composed during his career spanning half a century.

The versatility of Rautavaara’s compositional techniques makes it a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his stylistic periods. However, by grouping his compositions

chronologically into neo-classicism, total serialism, neo-romanticism, and

postmodernism, five styles can be defined on the basis of compositional

techniques predominantly used in eac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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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iano Sonata No. 2, “The Fire Sermon”, which is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composed in the neo-romantic period. This three-movement sonata is

constructed in cyclic form, with the movements interlaced with one another.

Melodic elaborations are dominant over chord progressions throughout the work.

The melody of each movement’s theme, endowed with the specific emphasis

intended for that movement, is a variation or development of the theme from the

preceding movement. The first and third movements are constructed in sonata

form, with the third movement giving the impression of reviving the first

movement, and the right-hand theme’s melody appears in the left-hand line in

each movement, and the soprano theme’s melody reappears in the alto line. The

second movement has a free three-part form and contains elements of

development parts of the entire sonata.

While the frequent insertion of discords seems to destabilize tonality,

well-distributed tonal centers work as axes supporting the piece and provides

stability. Rhythmically, polyrhythm, hemiola, and talea are frequently used.

Other frequently used techniques in this work include semitone ostinatos,

octatonic scales, and tone clusters. These techniques keep recurring throughout

the piece as variations. In addition, inversion and retrograde as well as

retrograde-inversion appear.

This study intends to look first into the life of Rautavaara and the evolution of

his compositional styles and then delve into his Piano Sonata No. 2, “The Fire

Sermon” with a view to presenting a theoretical frame work for understanding

the interconnections of its three movements. Furthermore, by analyzing

Rautavaara’s compositional techniques commonly appearing in all movements, it

is also intended to contribute to a general understanding this work.

keywords: Einojuhani Rautavaara, The Fire Sermon,

Contemporary Piano Sonata, Cyclic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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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에이노유하니 라우타바라(Einojuhani Rautavaara, 1928 -)의 신낭만주의

시기에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 설교”(Piano Sonata No. 2 “The Fire

Sermon)에 관한 중심연구이다.

라우타바라는 다양한 작곡 기법을 다방면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의 음악 양식

시기를 정의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각 시대별 가장 지배적이었던 작곡

기법들에 근거해서 다섯 가지 양식-신고전주의, 첫 번째 음렬주의, 신낭만주의, 두

번째 음렬주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 시대에 한 개 이상의 양

식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피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설교”》는 라우타바라의 신낭만

주의 시기에 작곡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총 세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악장 간

에 동일한 주제적 요소를 공유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 곡을 순환형식으

로 본다. 제 1악장과 3악장에서 라우타바라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적 선율은 서로

다른 악장에서 주제가 변형된 형태 또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제 1악장의 선율

은 제 3악장에도 나오는데, 이는 각 악장에서 오른손의 주제선율은 왼손에서 등장

하고 소프라노 성부의 주제선율은 알토 성부에서 다시 재등장함을 보여준다. 제 2

악장은 자유로운 단순 3부 형식이지만, 클러스터와 증7화음 등의 빈번한 활용으로

음향적인 효과를 더해 이 소나타 전체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룬다.

조성은 불협화의 잦은 등장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곳곳에 조적 중심음이

곡을 지지하는 축으로서 안정감을 부여한다. 리듬 측면에서는 폴리리듬, 헤미올라,

탈레아의 사용이 주로 나타난다.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 기법은 상하 대칭, 반음계를 사용한 오스티나

토, 8음 음계, 클러스터 등이다. 이것들은 각각 변형된 형태로 곡 전반에 걸쳐 계속

등장한다. 또한 음정의 전위와 역행, 그리고 역행전위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주요어: 에이노유하니 라우타바라, 불의 설교, 현대 피아노 소나타, 순환형식

학 번: 2013 - 2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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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에이노유하니 라우타바라는 시벨리우스 이후의 세대로서, 핀란드에서는 시벨리우

스 다음으로 저명한 작곡가이며 50년 작곡 경력 동안 다양한 장르에서 100곡이 넘

는 다작을 남겼다. 본 논문에서는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설교”》를 분석하

고자 한다. 이 작품의 표제를 보면 작곡가의 기독교 신앙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라우타바라의 종교성을 나타내는 작품들로 레퀴엠, 미사음악이 있다. 이로써 필

자는 라우타바라가 실험적인 기법과 새로운 음색에만 몰두하는 대신 음악의 정신적

이고 내적인 면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작품에서 반

복적으로 등장하는 여러 작곡기법은 그 자신의 고유한 음악을 일궈낸 사례이므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작품을 선택했다. 이러한 특징들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하기 위해 이 작품의 배경과 연주법, 분석을 통해 자세히 접근하려 한다.

라우타바라는 여러 작곡 기법을 다방면에 걸쳐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의 작곡 양식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라우타바라의 작곡 양식은 각 시대별 가장

지배적이었던 기법들에 근거해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고,1) 한 시대에 한 개 이

상의 양식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곡에서도 여러 작곡기법들이 동시에 나

타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그의 신낭만주의 시기의 작품인 《피아노 소

나타 제 2번, “불의설교”》를 중심으로 그의 음악적 특징과 양식들을 연관 지어 분

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제 1악장의 주제선율이 3악장에 재등장하

고 각 악장이 순환형식에 기초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세 악장의

주제 선율들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또한 이 곡의 불협화음들은 대체적으로 조성

의 틀 안에서 나타난다. 조성이 불안정 할 때에는 조적 중심음이 존재하고 곳곳에

이 조적 중심음이 곡을 지지하는 축으로서 곡에 안정감을 부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라우타바라의 생애와 그의 작곡 경향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피

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설교”》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여 각 악장의 유기적인 연

1) 라우타바라의 음악 양식은 연대순적으로 신고전주의(1945-1957), 첫 번째 음렬주의(1957-1965), 신

낭만주의(1967-1980), 두 번째 음렬주의(1982-1997), 포스트모더니즘(1997-) 시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Kimberly J, Scott. “Unity and Pluralism: A Stylistic Survey Of The Compositional Techniques

of Einojuhani Rautavaara as reflected in selected works for the piano”(University of Kentucky,

ProQuest, UMI Dissertations Publishing, 2009)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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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이해하는 데에 근거를 제시하고자한다. 각 악장의 해석의 측면에서 자세한

접근을 시도하고 각 특징들을 발견하여 서술하겠다. 또한 그의 작곡기법이 각 악장

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지, 음악적 특징들은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대하

여 연구함으로써 곡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작품을 분석하고 연주상의 해석을 살펴봄으로써 라우타바라

가 추구하는 작곡기법을 연구해보고자 함이다. 또한 각 부분의 음악적 특색에 따른

음형, 음계 및 음정 등 모든 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라우타바라의 음악을 이해하고

조명하는데 보다 밀접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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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에이노유하니 라우타바라의 생애

라우타바라는 핀란드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에이노 알프레드 라우타바라(Eino

Alfred Rautavaara, 1876–1939)의 아들이자 소프라노 알리키 라우타바라(Aulikki

Rautawaara, 1906-1990)와 첼리스트 펜띠 라우타바라(Pentti Rautawaara,

1911-1965)의 사촌으로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에이노 알프레드 라우타바라

는 그의 아들이 음악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라우타바라는 그의 사촌인 웨니 라우타바라(Wenny Rautawaara)에게 처음

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게 되었다. 그 후에도 라우타바라는 본인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나 잠재력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선생님들에게 간헐적으로 레슨을 받

았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레슨이 중단 되었고, 라우타바라는 잠시 공부를 못

하게 되었지만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2)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라우타바라는 그의 부모 모두를 잃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는 그의 이모가 라우타바라를 핀란드의 투르쿠(Turku)로 데려와 함께

지냈는데, 홀로 남겨진 라우타바라는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이모에게 피아노 교습을

요청하여 레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두 해 여름동안 시벨리우스 아카데미

(Sibelius Academy)의 교수인 아르보 라이티넨(Arvo Laitinen, 핀란드 작곡가,

1893-1966)에게 이론수업을 받으며 아스트리드 스완(Astrid Joutseno, 핀란드 음악

가, 1899-1962)에게 추가적인 레슨을 받았다.3)

라우타바라는 레슨을 계속 받으면서 그의 음악적 역량을 점점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1948년에 헬싱키(Helsinki)대학에 입학하였고, 1951년부터

53년까지 아레 메리칸토(Aarre Merikanto, 핀란드 작곡가, 1893-1958)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1953년에 헬싱키 대학에서 음악학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하였다. 그

는 미국의 신시내티의 Thor Johnson Composer’s Competition에서 그의 금관 앙상

블 작품인 《우리 시간 속의 레퀴엠》(A Requiem in Our Time, 1953)으로 상을

2) Kimberly J, Scott. “Unity and Pluralism: A Stylistic Survey Of The Compositional Techniques

of Einojuhani Rautavaara as reflected in selected works for the piano.”(University of Kentucky,

ProQuest, UMI Dissertations Publishing, 2009) p. 10.

3)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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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점점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55년에 시벨리우스는 라우타

바라에게 세르게이 쿠세비츠키 재단 펠로우쉽(Serge Koussevitzky Foundation

Fellowship)을 수여하였는데, 이는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 것이다. 이로 인해 라우타바라는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1955년부터 56년까지 빈센트 퍼시케티(Vincent Persichetti, 미국 작곡가, 1915-1987)

에게 2년간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탱글우드(Tanglwood)에서 진행하는 여름

과정 수업을 통해 로저 세션(Roser Sessions, 미국 작곡가, 1896-1985)과 아론 코플

란드(Aron Copland, 미국 작곡가, 1900-1990)에게 또한 가르침을 받았다.4) 그 후

1957년에 라우타바라는 스위스의 아스코나(Ascona)에서 블라드미르 보겔(Wladimir

Vogel, 스위스 작곡가, 1896-1984)에게 12음 기법과 음렬음악을 배웠다. 보겔과 짧

게 공부를 한 후 1958년에는 쾰른(Cologne)으로 가서 루돌프 페졸(Rudolf Petzold,

독일 작곡가, 1908-1991)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 곳에서도 짧게 배웠지만, 이 시

기의 몇 개의 작품들이 성공적이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서 자신감

을 갖게 되었다. 라우타바라는 음렬기법을 먼저 공부한 후, 12음 기법을 통합시켜

공부하였는데,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낭만주의적 기법을 배제하지 않

고 작곡하였다. 그 예로 라우타바라의 《교향곡 제 3번》(1961)은 핀란드 음악에서

의 첫 번째 음렬음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라우타바라가 안톤 부르크너(Anton

Bruckner, 1824-1896)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에게 낭만적

인 영향을 받아 작곡한 것이다.5) 라우타바라는 그 후에도 작곡을 계속하여 핀란드

의 현대음악 문화의 창시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고, 향후 20년을 넘어서까지 중요

한 전문적인 업적을 이루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라우타바라는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1963년부터 67년까지는 Helsinki Ilta-Sanomat 신문의 음악 평

론가로서도 활동하였다. 또한 1975년부터 1983년까지는 자신의 라디오 방송을 개최

하여 그의 작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그는 매주 다양한 라디오에 출연함으

로써 국내에서 인지도를 쌓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작품이 대다수로 만들어졌고,

1970년대 말까지 그의 작품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60년과 1980년 사이에 라

우타바라는 14개에 달하는 상을 수상하였고, 그의 많은 작품들은 국외에서도 큰 성

공을 거두며 여러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서 소개 되었다.

라우타바라의 국제적인 명성은 1980년과 1990년대에도 계속 되었으며 몇몇 작품들

을 통해 많은 수입을 벌어 들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핀란드의 외부에서 열리는

4) http://www.ondine.net/index.php?lid=en&cid=4.2&oid=622

5) http://www.boosey.com/composer/Einojuhani+Rautava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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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축제에서 그의 곡들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그의 오페라 《빈센트》 (Vincent,

1986-87)와 《알렉시스 키비》 (Aleksis Kivi, 1995-96), 그리고 《라스푸틴》

(Rasputin, 2001-03)은 뜨거운 각광을 받았다. 그 후에도 그의 교향곡이나 협주곡으

로 지속적인 명성을 얻었던 라우타바라는, 2000년 초반에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몇 년간 음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나빠진 건강

을 뒤로하고 다시 작곡활동을 재개하였는데, 이 때 몇몇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피아노 작품인 《푸오코》 (Fuoco, 2007), 관현악을 위한 《인생의 태피

스트리》 (A Tapestry of Life, 2007), 풀륫과 현악 4중주를 위한 《마지막 루노》

(The Last Runo, 2007), 그리고 혼성 합창을 위한 《우리의 즐거운 축제》 (Our

joyful'st feast, 2008)등이다. 이렇게 라우타바라는 나쁜 건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

로 작곡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작곡된 그의 《무반주 성악 미사곡》 (M issa a

cappella, 2010-11)작품은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스웨덴과 덴

마크에서 처음 연주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 핀란드의 오스트로보트니아

(Ostrobothnian)의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빛의 심장 속으로》 (Into the heart

of light, 2011)작품이 스코틀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에 의해 초연되기도 하였다.6)

라우타바라는 근 50년 이상동안 그의 작품을 통해 핀란드에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

고, 또한 그는 많은 음악 평론가와 학자들에게 핀란드에서 떠오르는 작곡가로 지지

받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그는 여러 콘서트와 그의 음악을 기념하는 축제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6) http://www.boosey.com/composer/Einojuhani+Rautava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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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이노유하니 라우타바라의 작곡 경향

에이노유하니 라우타바라(1928- )의 곡들은 작품 내의 작곡 기법이 워낙 다양하여

작품들을 한 가지 양식으로 규정짓기 어렵다. 라우타바라의 작곡 양식은 각 시대별

가장 지배적이었던 기법들에 근거해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고,7) 한 시대에 한

개 이상의 양식이 존재할 수 있다.

라우타바라 초기의 곡들에는 드뷔시의 영향이 큰데8) 이는 그의 곡들의 회화적인

제목들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시기 작품들의 제목은 《비내리는 도시》 (Raining in

the City, 1948), 《바이올린 연주자들》 (Pelimannit, 1952), 《악마와 술고래》

(The Devil and the Drunkard, 1952)등과 같이 서술적이다. 심지어 가장 먼저 알려

진 작품인 《첫 번째 눈》 (The First Snow, 1947)은 프랑스어 제목(La premiere

neige)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라우타바라의 초기 양식과 드뷔시의 연관성은 ‘분위기’, ‘아우라’의 개념이다.9) 이는

라우타바라가 드뷔시의 음악에 나타나는 소리와 색채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작품

《아이콘》 (Icons, 1955)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이 작품의 첫 번째, 세 번

째, 다섯 번째 악장들은 드뷔시의 전주곡 중《가라앉은 사원》 (The Sunken

Cathedral, 1910)에 나타나는 화음과 넓은 음역, 그리고 전체 형식과 매우 유사하

다.10) 초기 양식에 영향을 끼친 다른 작곡가는 바로 러시아 작곡가들(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스트라빈스키 등)이다. 라우타바라의 작품《바이올린 연주자》

(Pelimannit, 1952)은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Petrouchka, 1911)에 나타난

불규칙한 프레이징과 두꺼운 불협화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쇼스타코비치와 프

로코피예프의 불협화음이지만 조성적인 대위법은 라우타바라의 작품에 고스란히 반

영됐다.

7) 라우타바라의 음악 양식은 연대순적으로 신고전주의(1945-1957), 첫 번째 음렬주의(1957-1965), 신

낭만주의(1967-1980), 두 번째 음렬주의(1982-1997), 포스트모더니즘(1997-) 시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Kimberly J, Scott. “Unity and Pluralism: A Stylistic Survey Of The Compositional Techniques

of Einojuhani Rautavaara as reflected in selected works for the piano”(University of Kentucky,

ProQuest, UMI Dissertations Publishing, 2009) p. 23.

8) Ibid.

9) Matti Rautio(핀란드 작곡가, 1922-1986)는 이러한 영향을 ‘조심스러우며 세심한, 어린 라우타바라

가 드뷔시의 환상적인 색채와 프랑스의 거장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분위기에 매료된 것’이라 묘사했

다.

Matti, Rautio. "Einojuhani Rautavaara." Suomen Sdveltdjid II . Einari Marvia, ed. Porvoo:
WSOY, 1966. p. 488.

10) Ibid, p.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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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타바라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였지만, 대규모의 작품을 쓰거나

긴 형식을 다루는데 있어서 점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서 결국 라우타바라는 그의 작곡 기법으로 12음 기법을 채택하여 완전히 새로운 방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라우타바라는 첫 12음 기법을 사용해 《아베

마리아》 (Ave Maria, 1957)를 작곡하였으며, 《오라토리오》 (Prevariata, 1957),

《모더피카타》 (Modificata, 1957-8), 《사냥의 언어》 (Ludusverbalis, 1957)를 이

어서 작곡하였다. 이후 10년간 음렬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총 17개의 작품들을 완성

했다. 라우타바라의 《교향곡 제 3번》(1961)은 핀란드 음악에서의 첫 번째 음렬음

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라우타바라가 안톤 부르크너(Anton Bruckner,

1824-1896)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에게 낭만적인 영향을

받아 작곡한 것이다.11)

라우타바라는 12음 기법을 사용해 모험적인 시도를 하고, 또한 많은 작품을 작곡

하였지만 음렬주의 기법의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들에 점점 지쳐갔다. 또한 음렬주

의의 기법 내 조화와 화음에 대한 경시를 확인하고 환상이 깨진 라우타바라는 1967

년, 마침내 조성음악으로 돌아가게 된다. 모더니즘으로부터의 후퇴는 그를 전통주의

자로 분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12) 라우타바라는 지속적으로 모더니즘 기법(예를

들면, 음렬주의나 우연성)을 사용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표현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라우타바라의 신낭만주의는 낭만주의와 연관되는 아이디어(예를 들면 국가

주의, 사랑, 혹은 자연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우라(분위기)’에 사로잡

혀 있었다. 따라서 그의 신낭만주의 곡들은 종종 음악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라

우타바라의 생각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았다.

라우타바라의 표현력 있는 신낭만주의 기법의 뿌리는 앞선 시기의 조성이 있는 12

음 기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13) 이 조성적인 원소는 낭만화된 12음 기법과 함께 조

화되는데 이는 그의 작품, 《진실과 거짓》 (True & False Unicorn, 1971), 《칸투

스 아르크티쿠스》 (Cantus arcticus, 1972), 그리고 《업라이트 피아노와 증폭된 첼

로를 위한 음악》 (Music for Upright Piano and Amplified Cello, 1976)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합은 각 작품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한 작품 내에서 다양한

기법을 공존하게 하였다. 또한 이 시기부터 라우타바라의 작곡은 그의 음악이 가지

는 성격적인 특징(3화음, 클러스터, 대칭, 자유로운 조성, 온음계, 다양한 음색 등)을

자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격적인 특성들은 다양한 기법들이 혼란스럽게

존재하는 음악 시기를 하나로 통일하는 역할을 하였다.

11) http://www.boosey.com/composer/Einojuhani+Rautavaara
12) Tiikkaja, Samuli. "Einojuhani Rautavaara - Postmodern Intertextualist or Supermodern

Intratextualist?" Musiikki, 2004, p. 43.
13) Heinio, Mikko. "Rautavaara - postmoderni jos kuka." from "Lastenkamarikonserteista

pluralismiin: postmoderneja piirteita uudessa suomalaisessa musiikissa." Musiikki, 1988,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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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낭만주의적으로 작곡했던 라우타바라는, 1982년에 다시 음렬주의로 귀환한

다. 이 두 번째의 12음 기법에는 이전 신낭만주의 특징들이 섞여 있다는 점이 특징

이다.14) 하지만 조성 음악의 뼈대에 12음 기법이나 음렬주의 요소를 적용하면, 아무

리 조성적인 맥락을 지녔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무조성이나 음렬주의의 인

상밖에 주지 못한다. 이를 보여주는 작품은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1989)의 1악

장이다.15) 이 1악장에 쓰인 12음 음계는 피아노의 첫 등장과 함께 곡의 긴장감을

높이며 전체적인 움직임을 발전시키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 반면에 조성적인

기법들은 인상주의적 색채 묘사 정도로만 역할이 축소된다.

라우타바라의 두 번째 12음 기법 시기는 그의 현악 5중주 《알려지지않은 천국》

(Les cieuxinconnus, 1997)와 함께 마무리된다. 간혹 이후의 곡에서 12음 기법이 사

용되더라도, 훨씬 미미했다. 그는 결국 다원주의적으로 작곡하게 된다.

라우타바라에 의하면 본인의 작곡 기법은 오래된 이미지들을 선별하고 없애는 것

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과거와 현재를 함께 공존시킨다.16)

라우타바라는 다양한 작곡기법을 시도하긴 했지만, 라우타바라는 아르놀트 쇤베

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나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를 비롯한

20세기의 수많은 작곡가들과는 달리, 실험적인 기법보다는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했다.

14) 핀란드 작곡가 미코 헤이니오(Mikko Heinio, 1948-)는 이 시기를 포괄적으로 “기법상의 통합”이라

고 분류한다. 라우타바라의 오페라 토마스 (Thomas, 1984-5)가 만들어진 해 부터 그의 현악 5중주

인 Les cieuxinconnus (1997)가 작곡된 해 까지를 개별적인 하나의 시기로 본다.

Anne, Sivuoja-Gunaratnam. Narrating with Twelve Tones: Einojuhani Rautavaara's First Serial
Period (ca. 1957-1965).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Helsinki: 1997. p. 16.

15) Kimberly J, Scott. “Unity and Pluralism: A Stylistic Survey Of The Compositional Techniques

of Einojuhani Rautavaara as reflected in selected works for the piano”(University of Kentucky,

ProQuest, UMI Dissertations Publishing, 2009) p. 34.

16) Einojuhani, Rautavaara. “Heininen and Rautavaara." FMQ (1994),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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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 설교”(1970) 분석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설교”》는 핀란드에서 라우타바라의 가장 잘 알려진

피아노 작품 중 하나이다. 1970년에 작곡된 이 곡은 그의 신낭만주의 시기의 작품

중 하나인 《피아노 소나타 제 1번 “Christ and the Fishermen"》 (Christus und

die Fischer)이 작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곡되었다.

라우타바라는 자신이 “불의 설교(fire sermon)”라는 단어를 어디서 처음 떠올렸는

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17) 다만 전에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T.S. Eliot,

1888-1965)의 시 The Waste Land(황무지, 1922)를 읽었고, 후에 이 곡을 작곡 하면

서 그 때 읽었던 단어가 다시 떠오른 것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소나타를 완성하

고 나서 얼마 지난 후,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비교해보기

위해 엘리엇의 시를 다시 읽었다. 하지만 분위기와 감정은 그에게 서로 반대로 느

껴졌다. 각주에 Eliot의 시가 부처의 설교, 다른 말로 “불의 설교(The Fire

Sermon)”을 나타내는 것이라 설명되어 있었으나, 라우타바라는 그의 음악과 부처의

설교 간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그 단어와 연관된 어떠한 장면, 이미지도 존

재하지 않고, 단순히 ‘느낌, 분위기, 감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지만 ‘감정’은 생

명이 서서히 끝나 갈 때의 격렬한 감정의 분출로 다가가는 느낌인 것이다. 따라서

제목은 그의 감정과 연결된다. 이 작품은 그의 첫 아내와의 결혼 실패와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이는 그들 부부의 별거와 이혼을 향해 가던 시기에 쓰여 진 곡이기 때

문이다.18)

이 곡은 순환형식에 기초하여 세 악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 1

악장 Molto Allegro(소나타형식), 제 2악장 Andante assai, 제 3악장 Allegro

brutale(푸가형식)로 되어있다. 라우타바라는 주제적 선율을 가지고 서로 다른 악장

에서 주제를 변형시키거나 발전시켜 나타냈다.

17) Juhani, Lagerspetz. "The Fire Sermon." Susan Sinisalo, transl. FMQ (1988), p.15.

18) Scott Kimberly, “Unity and Pluralism: A Stylistic Survey Of The Compositional Techniques of

Einojuhani Rautavaara as reflected in selected works for the piano.”(University of Kentucky,

ProQuest, UMI Dissertations Publishing, 2009) pp.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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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악장

제 1악장의 빠르기는 Molto Allegro이고 소나타 형식이다. <표 1>

<표 1> 제 1악장의 구조

형식 마디 구성내용 박자

조적

중심

음19)

세부내용 (특징)

제시부
1-81

(81)

제1주제 8/8 A

반음계를 사용한

오스티나토, 헤미올라 리듬,

장2+단3도의 결합된 형태,

클러스터 효과

제2주제

2/1

G

오른손과 왼손의 상하대칭,

오른손과 왼손의 선율이

3악장에 재등장

소종결구

(ClimaxⅠ)
D

빠른 스케일 패시지로

변형된 오스티나토,

Octatonic Scale

발전부
82-102

(21)

발전부 8/8 C 오스티나토의 발전·확장

새로운 주제

(ClimaxⅡ)
7/4→6/4 D

오른손 성부의 상하대칭,

오른손의 소프라노 선율이

3악장에 재등장

재현부
103-141

(39)

제1주제 8/8 A

오스티나토의 재등장,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음역 확대를 통한

악구연장,

제2주제

2/1

G

왼손선율에 제시부의

제2주제 오른손 선율이

재등장,

장2+단3+장2도의 결합된

형태

종결구 A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대비,

폐달을 통한 음향의 효과

19) 조적 중심음: 딸림, 버금딸림,3도 관계 등의 기능적인 화성 관계로써 주로 고전과 낭만주의의 피아

노 소나타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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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부

작품의 제시부에서는 반음계를 사용한 오스티나토의 제 1주제와 오스티나토와 함

께 서정적인 선율을 가지고 있는 제 2주제로 되어 있다. 제 1주제는 총 11개의 프

레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프레이즈는 각 넷 또는 다섯 마디로 구성되어

진다. 마디 1에서부터 반음계를 사용한 오스티나토가 등장한다. 오른손은 A-♯G♯

-G♯-G♯F♯으로 구성된 검은 건반, 왼손은 A-G-A로 구성된 흰 건반으로서 양손

이 대조를 이룬다.

마디 1에서부터 8까지 오른손의 가운데 음 G♯은 앞의 A♯-G♯과 뒤의 G♯-F♯

의 좌우대칭(Symmetry)을 이룬다. 이는 이 곡의 전체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악보 1>

<악보 1> 제 1악장, 제시부, 제 1주제, 반음계를 사용한 오스티나토, 마디 1-4

마디 5에서 오른손은 한 마디 단위로 리듬이 나누어지는 반면 왼손은 B-A-G-F의

반복으로 헤미올라 리듬이 나타난다. 세 번째 프레이즈 시작인 마디 9에서의 왼손

C♯-A-B♭는 장3 + 단 2도의 결합을 보인다. 이는 마디 10의 왼손 F♯-G-E♭에

서 역행전위로 나타난다.

마디 11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에서 장3도와 단2도가 결합된 음형이 나타난다. 네

번째 프레이즈 시작인 마디 13에서 오른손은 ‘B’가 빠진 반음계로 구성된 4개음으

로, 왼손은 ‘F’가 빠진 반음계로 구성된 5개의 음으로 되어 있다. 마디 14에서 오른

손은 ‘C’가 빠진 반음계로 구성된 4개의 음으로 되어 있다.

마디 13, 14와 마디 15, 16은 서로 전위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마디 13부터

16에 왼손에서 헤미올라 리듬이 나타난다. 마디 20에서 오른손과 왼손에서 증4도 +

반음으로 진행한다. 그런데 오른손은 윗 성부가 C-D-E로 상행하는 반면, 왼손은

E-D-C로 하행한다. 이는 오른손과 왼손의 역행(Retrograde)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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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0의 또 다른 특징은 오른손과 왼손에서 각각 6개의 구성음이 동일하다는 것

이다. 이는 이명동음으로 나타난다 : 오른손의 C, D, E, G♭, A♭, B♭과 왼손의 C,

D, E, F♯, G♯, A♯. 
1악장에서 중요한 특징인 대칭이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Phrase 4와 6, Phrase 5와

7이다. 여섯 번째 프레이즈 (마디 21-25)는 앞의 마디 12-16을 한 옥타브 위로 이동

하여 동일하게 진행한다. 마디 24-25에서는 마디 15-16이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는

오른손에 C음이, 왼손에 5도 음정이 첨가되어 나타난다. <악보 2>

<악보 2> 제 1악장, 제시부, 제 1주제, 마디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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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프레이즈(마디 26-29)는 또 다섯 번째 프레이즈 (마디 17-20)를 한 옥

타브 위로 이동하여 동일하게 진행한다. 여덟 번째 프레이즈(마디 30-35)는 Phrase

7을 반복한다.

마디 34와 35는 악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전마디 32-33에 나오는 음

형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음형은 한 옥타브씩 이동하여 오른손은 하행, 왼손은

상행하며 마무리한다. 악구의 연장인 마디 34, 35에서 오른 손 윗 성부는 장2 + 단3

도, 왼손 또한 장2 + 단3도로 진행한다. 마디 34의 오른손 윗 성부 A-G-E와 왼손

아랫 성부 G-A-C는 전위(Inversion) 관계이다. 마디 35 또한 오른손 윗 성부

D-C-A와 왼손 아랫 성부 D-E-G도 서로 전위된 형태로 나타난다. 마디 36, 37의

왼손은 헤미올라 라듬이 나타난다. <악보 3>

<악보 3> 제 1악장, 제시부, 제 1주제, 마디 25-36

                 
마디 38에서부터 왼손은 개방5도(3음이 없는 5도 음정)의 형태로 마디 47까지 반

복적으로 등장한다. 마디 43에서 오른손의 윗 성부와 왼손의 아랫 성부가 각각 장2

+ 단3도로 진행한다.

마디 44와 45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의 반음계가 cluster(군집음)을 형성하며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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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경과구의 시작인 마디 48의 첫 코드로 연결된다. 마디 44 왼

손 베이스의 A는 마디 46에서 A♭으로, 그리고 마디 48에서 G로 간다.

마디 48부터 51까지의 네 마디는 Tonal Center가 G인, 제 2주제로 가기 위한 경과

구이다. 마디 48에 오스티나토의 형태로 나오는 중간 음형인 F♯-B♭-G-B♭-A는

제 2주제에서 사용 될 음형인데, 마디 48-51에서 미리 나타난다. 이 오스티나토는

마디 74까지 반복 등장한다.

마디 52부터 제 2주제가 시작된다. 박자는 2/1로 변하고, 주선율이 온음표로 제시

된다.

또한 Tonal Center가 1주제의 Tonal Center인 A와 딸림 관계가 아닌 G로 등장한

다. <악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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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제 1악장, 제시부, 제 1주제, 마디 37-52

                                            
 제 2주제의 프레이즈도 앞 1주제와 같이 각 네 마디로 구성된다. 마디 52의 오른

손 윗 성부 F♯-E-G-A는 장2 + 단3 + 장2도의 형태로 나타나고, 왼손은 마디 65

까지 완전 5도로 계속 병진행 한다. 마디 60에서 오른손 선율인 G-A-C-D는 장2 +

단3 + 장2도의 형태를 사용하고, 왼손 역시 G-F-E♭-D-F로 장2 + 장2 + 단2 +

단3도의 형태로, 장2 + 단3도의 형태를 활용하였다. 마디 60-62의 오른손 윗 성부의

D-G-A-C-D는 1악장 재현부의 마디 118-120에서 왼손 윗 성부에 재등장 한다.

<악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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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제 1악장, 제시부, 제 2주제, 마디 52-67

제 2주제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1악장의 제 2주제의 선율이 3악장 마디 66-8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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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과 왼손에 재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곡에 통일감을 부여하는 순환 형식의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다.

그래서 1악장의 제 2주제를 1주제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조성인 G로 강조를 시킨

듯하다. 이는 역시 3악장의 마디 66-80에서도 Tonal Center가 G로 나타난다.

<악보 6>

<악보 6> 제 3악장, 마디 66-80

 마디 67에서부터는 소종결구(Codetta)로 가기 위한 경과구이다. 마디 68-69에서 오

른손과 왼손은 가운데 성부를 축으로 두고 각 온음표가 상하 대칭을 이룬다. 마디

70에서는 마디 44와 45가 한 마디로 합쳐진 형태로 재등장한다. <악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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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제 1악장, 제시부, 제 2주제, 소종결구로 가기 위한 경과구, 마디 67-70

마디 72-76에서는 앞 프레이즈(마디 67-71)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진행되다가 마디

77에서 한 마디가 연장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마디 34와 35에 나타난 악구의 연장

과 유사하다. 비교해 보자면 마디 34와 35의 악구는 앞 두 마디에 나오는 음형을

사용하여 음역을 축소시키는 형태로 연장이 되고, 마디 77에서는 마디 76에 나오는

음형의 소재를 가지고 음역을 확대시키면서 연장이 된다. <악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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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제 1악장, 제시부, 제 2주제, 소종결구로 가기 위한 경과구, 마디 71-77

 마디 78에서부터는 소종결구(Codetta)로 발전부로 가기 전, 1악장의 첫 번째 클라

이막스를 이룬다. 이는 앞에 사용 되었던 오스티나토가 스케일 패시지로 변형이 되

어 템포가 빨라지는 듯 하는 긴장감을 조성한다. 소종결구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Octatonic Scale20)이다. 바로 오른손에 Octatonic Scale (F

♯, G, A, B♭, C, C♯, D♯, E)이 나온다. 이 8음 음계는 마디 81에서 이명동음인

F♯, G, A, B♭, C,

D♭, E♭, F♭으로 나온다. <악보 9>

20) ‘8음 음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음계를 구성하였을 때 첫 두 음인 1-2음과 3-4음, 5-6음, 7-8음의

사이 간격이 단 2도, 즉 반음이고 나머지 2-3, 4-5, 6-7음은 온음정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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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제 1악장, 제시부,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소종결구, 마디 78-81

또한 이 음계는 나중에 나올 3악장의 마디 65에서 재등장 하게 된다. <악보 10>

<악보 10> 제 3악장, 8음 음계, 마디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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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결구 에서의 두 번째 특징은 톤 클러스터의 효과이다. 이는 오른손의 패시지

속도가 빠르고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음역이 좁아 톤 클러스터와 같은 효과를 주

게 되는 것이다. 마디 44-45에 나왔던 클러스터와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음향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왼손에 나오는 화음은 3악장의 마디 85-91 왼손에 재등장한다. 이 또한 1악장과 3

악장에 통일감을 부여하는 순환 형식이다. <악보 11>

<악보 11> 제 3악장, 제 1악장의 왼손 화음의 재등장, 마디 82-91

(2) 발전부

마디 82부터 102까지 발전부로 본다. 이유는 제시부에서 사용했던 오스티나토 
♫ 에 음형이 첨가되어 발전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마디 82-94에서

오스티나토의 발전된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발전부의 Tonal Center는 제시

부 제 1주제의 중심음 이었던 A의 Mediant인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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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전부의 시작부분에서도 오른손과 왼손의 맨 윗, 아랫 성

부에서 장2도+단2도의 형태가 등장하는데, 이는 마디 86에서 오른손의 G-A-B♭,

왼손의 A-G-F♯ 이다. 마디 83에서 왼손 베이스 선율은 F♯-E-D, 오른손 소프라

노 성부는 B♭-C-D로,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전위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마디 84에서 왼손 베이스 선율 E-F♯-G♯, 오른손 소프라노 성부 C-B♭-A

♭도 서로 전위된 형태로 나온다. <악보 12>

<악보 12> 제 1악장, 발전부 도입, 마디 82-94

마디 95부터는 앞에서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주제가 등장한다. 그리고 1악장의 두

번째 클라이막스를 이룬다. 이 부분은 첫 번째 클라이막스(제시부의 소종결구 부분)

와 유사한 진행을 보이는데, 첫 번째 클라이막스에서는 오른손의 오스티나토가 스

케일 패시지로, 템포가 빨라지는 듯 하는 긴장감을 조성한다. 두 번째 클라이막스

역시 왼손의 16분음표로 이루어진 오스티나토가 빠른 패시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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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왼손의 진행 위에 오른손의 화음은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나오는데, 이는 첫

번째 클라이막스의 왼손의 진행과 유사하다.

두 번째 클라이막스의 Tonal Center는 D이다. 이는 제시부의 제 1주제 Tonal

Center인 A와 Subdominant관계이고, 제시부의 제 2주제 Tonal Center인 G와

Dominant관계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조성의 관계를 따져 보면 1악장이 조성적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디 95-99의 박자는 7/4이다. 이 리듬은 4 + 3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왼손 오스

티나토의 첫 음(D, C, D, C, G)이 첫 박에 오는 것과 오른손의 프레이즈에 따른 패

턴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대칭(Symmetry)이다. 마디 95의

오른손 음형은, 가운데 음인 G와 A를 맨 위의 성부와 아래 성부가 서로 상하 대

칭된 형태(맨 윗 성부: D-C-D-C-D-E, 맨 아랫 성부: D-E-D-E-D-C)로 진행한다.

마디 96의 오른손 음형 역시 가운데에 C와 E음을 두고 맨 위의 음과 아래 음이

서로 대칭된 형태(맨 윗 성부: F♯-G♯-A♯-G♯-F♯, 맨 아랫 성부: B♭-A♭-G

♭-A♭-B♭)로 진행한다.

또한 마디 99의 오른손은 가운데 음 C♯와 E♭을 축으로 두고 맨 윗 성부

(A-G-F-E♭-F-G-A)와 맨 아랫 성부(G-A-B-C♯-B-A-G)가 서로 대칭한다.

마디 100부터는 박자가 6/4박으로 바뀌었다. 마디 100은 3 + 3의 비율로, 마디

101-102에서는 4 + 2의 비율로 리듬이 나누어진다. 이는 왼손 오스티나토의 첫 음

이 나오는 박의 위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악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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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제 1악장, 발전부,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새로운 주제, 마디 95-102

마디 97-101은 3악장 마디 45-51와 유사하다.21) 이는 3악장 마디 45-51의 오른손

소프라노 선율에 1악장 마디 97-101의 오른손 상성부의 선율(D-C-D-C-D-E-F♯

-G♯-A♯-G♯-F♯-G♯ A-G-F-G-A-B-E-D-C-B-A-G-F-E)이 재등장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이 역시 1악장과 3악장에 통일감을 부여하는 순환 형식이라 볼

수 있다. <악보 14>

21) <악보 13>의 1악장 마디 97-101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음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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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제 3악장, 제 1악장의 마디 97-101의 선율 재등장, 마디 45-51

발전부의 두 번째 클라이막스를 마무리하고 마디 103부터 박자가 8/8로 바뀌며 재

현부가 시작된다.

(3) 재현부

재현부는 축소된 형태로 등장하고, 이는 길이가 짧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시부에서 사용했던 오스티나토가 재등장하는 A’부분과 제시부의 제 2주제 오른손

에서 사용했던 선율이 왼손 선율에 재등장하는 B’부분으로 되어있다.

재현부의 시작은 제시부의 마디 1의 음형인 A-A♯-G♯-G-G♯-A-G♯-F♯이

A-B♭-A♭-G-A♭-A-A♭-G♭로 이명동음 형태로 나온다. Tonal Center는 A로,

이는 제시부의 조성으로 돌아온다. 마디 103-117은 제시부와 마찬가지로 프레이즈

가 각 4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마디 115에서부터 악구가 연장이 되는데, 이는 오른

손이 검은 건반 8개(A♭-B♭-C♯-D♯-F♯-G♯-A♯-C♯), 왼손은 흰 건반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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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F-E-D-C-B-A)로 각각 상행, 하행 한다. 재현부 시작의 오스티나토와 같은

형태 이지만, 음역을 확대시키면서 악구연장을 마무리 한다. 이는 또한 앞서 언급한

마디 77의 악구연장과 유사한 형태이다. <악보 15>

<악보 15> 제 1악장, 재현부, 제 1주제, 마디 103-117

재현부의 B’부분은 제시부의 제 2주제와 같이 박자가 2/1로 나온다. A‘부분의 악상

이 커짐과 동시에 B'부분에서 온음표로만 구성된 음형이 등장하여 클라이막스의 경

지에 다다르게 된다. 마디 118-120의 왼손에 나오는 상성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제시부의 제 2주제인 마디 60-62의 오른손 소프라노 성부에 나오는 음형이 재등

장 한 것이다.

마디 122에서 왼손은 흰 건반을 클러스터로 강조한다. 이는 마디 136-141까지 오

른손에서 흰 건반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며, 마디 138의 왼손에서는 검은 건

반을 강조한다.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은 각각 흰 건반, 검은 건반으로 서로 대비를

주고 있다. (제시부의 시작과 유사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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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36-141은 코다이다. 마디 138에서 오른손에서 흰 건반을, 왼손에서는 검은

건반을 서로 대비시킴으로써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디 115-117의 악구연장

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다.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 페달은 계속 밟다가 서서히

떼라는 표시어 “Lift the pedal gradually”와 지속시키는 페달음에서 손을 떼라는 표

시어인 “Hands off"가 표기되어 있다. 이는 폐달로 음을 지속시키라는 뜻으로, 음들

의 잔향을 폐달이 떼어짐에 따라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청중에게 들려줌으로써 mp

로 시작하는 제 2악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함이다. <악보 16>

<악보 16> 제 1악장, 재현부, 제 2주제, 마디 11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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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악장

제 2악장의 빠르기는 Andante assai이고 자유로운 단순 3부 형식이다. <표 2>

<표 2> 제 2악장의 구조

형식 마디
구성내

용
박자

조적

중심음
세부내용(특징)

A
1-24

(24)

A

4/4

F

왼손의 폴리리듬,

오른손과 왼손의 전위,

주요리듬  ♪ ♩♩등장

경과구
장3화음과 단3화음의 첫째 자리

바꿈, 리듬비율의 변화

B C♯  ♪ ♩♩리듬

B
25-34

(10)
경과적

3 / 4 →

4 / 4 →

3 / 4 →

2 / 4 →

5 / 8

D♭

→ F

주요리듬이  ♪ ♫ 으로 축소,

Written out accelerando,

증7화음의 펼침 화음,

클러스터를 통한 클라이막스 강

조

A'
35-50

(16)

A' 4/4 F 반음계적 진행

C 12/8 D♭
오른손과 왼손의 지속음,

동일 리듬 반복

코다
51-55

(5)
종결구 12/8 D♭

클러스터를 이용한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대비, 반음계적 진행

제 2악장의 형식은 자유롭다. 단순 3부 형식에서 두 번째 B부분에서는 앞에서 사

용했던 동기를 발전시키거나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발전하는, 경과

적인 부분으로 나타난다. 2악장의 중요한 특징은 반음계적이라는 것과 증음정, 증화

음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 뒤에 나올 조성적 해결을 미리 강조하기 위해 긴장감이 증대되어 나

타난다. 또, 1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장2 + 단3도의 형태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2

악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리듬동기  ♪ ♩♩ 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가운데 부분에서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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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축소된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

(1) A 부분

총 23마디로 구성된 A 부분은 오른손과 왼손의 각 음정 관계를 주목해서 볼 필요

가 있다. 이는 마디 1-5에서 볼 수 있는데, <악보 17>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디 1의 오른손에서 A-C-D음(단3 + 장3도)은 G-E-D(단3 + 장3도)로 전위된다.

또한 마디 2에서 오른손 C-B♭-G-E♭(장2 +단3 + 단6도)은 E-F♯-A-C♯으로 전

위된다. 마디 3에서는 C-D-E♭-B♭(단7 + 단2 + 완전5도)이 E-D-C♯-F♯으로,

마디 4에서 G♯-A-C-D(장7 + 단3 + 장2도)는 A♭-G-E-D로, 마디 5에서 B♭-D

♭-E♭(단3 + 장2도)은 A♭-F-E♭으로 각각 전위된다. 또한 왼손은 마디 1-5까지

완전5 + 장6도의 형태가 각 마디 안에서 두 번씩 전위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마디 1에서의 F-C-A는 B-E-G로, 마디 2에서 E♭-B♭-G는 C♯-F♯-A로, 마디 3

에서 A♭-E♭-C는 G♯-C♯-E로, 마디 4에서 F-C-A는 B-E-G로, 마디 5에서 G

♭-D♭-B♭은 C-F-A♭으로 전위된다. 마디 8의 오른손 음형 G♯-B-C♯(단3 +

장2도)은 마디 9-10의 A-B-D(장2도 + 단3)로 역행전위(Retrograde-Inversion)된다.

a부분의 마디 1-6까지 왼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Talea22)(탈레아)이

다. 예를들면, 마디 1에서는 F-C-A-F-C-A, B-G-E-B-G-E의 동일한 선율과 리듬

이 반복된다. 이는 마디 6까지 각 마디의 왼손에서 Talea가 나온다. 이렇게 왼손의

반복하는 Talea위에 오른손의 주선율은 더 돋보여지는데, 이는 3악장의 마디 47-51

의 왼손에서 2악장에서 나온 Talea를 변형시킨 형태로 나온다. <악보 17, 18>

22) 일련의 리듬들의 패턴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반복되는 동일 리듬프레이즈나 동일 선율 형태를 반

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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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제 2악장, A부분, 마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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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제 3악장, Talea, 마디 45-51

마디 11-16은 마디 18의 Tempo primo로 가기 위한 경과구로 볼 수 있다. 마디 11

의 32분음표의 빠른 패시지는 마디 12에서부터 리듬의 길이가 4분 음표와 2분음표

로 늘어난다.

4/4박인 마디 15는, 리듬이 1 + 3 인 형태로 나누어진다. 마디 16 또한 4/4박으로

리듬이 2 + 2 로 나누어지고, 마디 17은 5/4박으로 리듬을 1 + 4 로 볼 수 있다.

이는 마디 13에서부터 16까지 프레이즈를 구분하기 위해 리듬을 복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마디 18에서 포르티시모의 다이나믹을 더 극대화 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킨

상태로 b부분으로 들어간다.

b부분은 베이스 음이 C♯으로 시작한다. 이는 D♭과 이명동음으로써, 제 2악장의

B부분의 Tonal Center인 D♭을 미리 보여주면서 b부분의 C♯이 B부분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b부분의 마디 18-20은 a부분의 마디 8-10을, 마디 21-24는 마

디 1-7를 조금 변형시킨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2악장 리듬의 특징인  ♪ ♩♩를 마디 23에서 한 번 더 보여 주고 오른손과 왼

손의 음역을 점점 축소해 가면서 B부분으로 연결된다. <악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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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제 2악장, A부분, 경과구, 마디 11-24

(2) B 부분

B부분에서는 박자가 A부분의 4/4에서 3/4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A부분의 주요

리듬이었던  ♪ ♩♩이  ♪ ♫으로 축소된다. 또한 마디 30의 왼손에서는 이전

의 22개의 음이었던 것이 11개로 2/4박인 ♫ ♫으로 음가가 축소되어 템포가 빨라

지는 느낌을 주게 된다.

B부분은 두 개의 프레이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프레이즈(마디 25-30)의

Tonal Center는 D♭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부분 b section의 Tonal

Center인 C♯의 이명동음이다.

마디 25-30의 특징은 각 마디의 오른손에 나오는 증 7화음 하나를 왼손에서 펼침

화음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마디 25의 오른손 증 7화음 D♭-F-A♭-C는 왼손

에서 펼침 화음으로, 마디 26에서는 B♭-D-F-A로, 마디 30에서는 D♭-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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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오른손은 마디 27까지 순차적으로 상행을 한 뒤, 마디 27의 셋째 박자

에서 부터는 순차적으로 하행한다. 오른손의 리듬이 8분음표로 짧아지는 것과 왼손

의 음역이 좁아지는 것으로 인해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듯하다. 필자는 이를 악

보에서 ‘Written out accelerando'라 표기하였다. 이것은 그 다음 프레이즈인 마디

31의 F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된다. <악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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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제 2악장, B부분, 오른손의 증7화음과 왼손의 펼침화음, 마디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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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1에서부터는 B부분의 두 번째 프레이즈가 시작된다. 두 번째 프레이즈(마디

31-34)의 Tonal Center는 F이다. 이는 2악장 시작(A 부분)의 Tonal Center인 F와

동일하다. 이로써 서로 조성관계가 불분명해 보이던 A부분이 B부분과 조성 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번째 프레이즈의 오른손과 왼손의 32분 음표 음형은 역시 앞 프레이즈와 같이

증7화음을 펼쳐 놓은 것이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의 최상, 최하 성부에서는 클러

스터가 나타난다.

반복되는 증 음정의 펼침 화음 위에 클러스터가 나오는 효과는 음역을 가장 많이

확대시킴으로써 2악장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마디 31에 나오는 지시

어 “with the right hand palm and fingers23)”를 통해 효과가 더해진다.

마디 31에서의 최하성부 클러스터의 방향은 F이고, 최상성부의 클러스터 또한 F로

가기 위함이다. 마디 33에서부터는 박자가 5/8로 바뀌고, 최하성부의 클러스터와 32

분음표의 음형들은 한 옥타브씩 위로 이동한다. 마디 34에서는 다시 2악장의 시작

과 같은 4/4박으로 바뀐다. 이는 자연스럽게 A’부분으로 연결 된다. <악보 21>

23) 오른손 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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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제 2악장, B부분, Cluster를 통한 클라이막스, 마디 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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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부분

총 16마디로 구성된 A’부분은 A부분의 도입부를 변형시킨 부분과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 Andante부분으로 되어있다. A부분과 마찬가지로 길이가 짧고, 새로운 주제

가 나오는 부분을 경과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톤클러스트의 음색을 특징으로 하

는 짧은 코다가 나온다.

마디 35의 음형은 마디 37의 음형을 오른손과 왼손에서 각각 반음을 내리고, 올린

형태(chromatic substitution)이다. 이는 오른손의 경우 마디 35의 음형이 마디 37에

서 반음이 내려간 형태이고, 왼손은 반음 올라간 형태이다. <악보 22>

<악보 22> 제 2악장, A'부분 도입, 마디 35-37

Andante로 시작하는 부분인 마디 38에서부터 박자는 12/8로 바뀐다. 각 마디 오른

손의 알토 성부는 장2도 또는 단2도 관계이다. 이는 역시 1악장에서 장2 + 단3도의

결합을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변형을 준 형태이다.

마디 38-50에 오른손의 소프라노 성부와 왼손의 베이스 성부는 페달 포인트(지속

음)으로써 계속 등장하는데, 이는 오른손의 D♯(=E♭)과 왼손의 D♭이다. 여기에서

또 주목할 것은 오른손의 D♯(=E♭)과 왼손의 D♭은 장2도 관계라는 것이다.

왼손의 D♭이 지속음처럼 계속 유지되다가 결국 2악장의 마지막에서 D♭으로 종

지한다. <악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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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제 2악장, A'부분, 오른손과 왼손의 지속음, 마디 38-50

(3) 코다

마디 51-55은 종결구이다. 클러스터로 시작하는 왼손의 맨 아래 음 D♭과 맨 위의

음 D는 서로 반음관계이다. 이는 오른손에서도 나타나는데, 오른손 위의 성부 D♯

과 D♮역시 반음관계이다. 또한 마디 54의 오른손 위의 두 음(G♯과 A, B와 C, C

♯과 D)은 반음관계이다.

종결구의 또 다른 특징은 마디 51-52의 오른손과 마디 53-54의 왼손에서 검은 건

반과 흰 건반의 대비가 뚜렷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제 1악장의 코다 부분인 138

마디와 유사한 형태이다.24)

24) <악보 16>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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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55에서 종지가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왼손의 D♭을 페달을 뗌과 동시에

오른손의 불협화가 남게 된다. <악보 24>

<악보 24> 제 2악장, 코다, 마디 51-55

3) 제 3악장

Allegro brutale인 제 3악장은 이중 푸가형식이다. 첫 번째 푸가는 65마디로 구성

되어 있고, 두 번째 푸가는 31마디로, 그리고 코다는 9마디로 구성된다. 마지막 악

장인 이 악장은 소나타의 끝을 향해 박진감 있게 진행한다. 알레그로의 템포에 ‘잔

인하게’ 연주하라는 것은 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3악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

징은 바로 3악장에서 1악장이 재현 되듯이 1악장의 주제요소가 3악장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악보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주제와 응답이 바로 이

어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 주제에 대한 응답이 나중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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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 3악장의 구조

형식 구성내용 마디
조적

중심음
세부내용(특징)

푸가

Ⅰ

주제Ⅰ 1-7 B♭
8분음표의 단순하고 박진감 넘치는

리듬

응답Ⅰ 8-14 E 증4도 위에서 응답

주제Ⅱ 15-21 B♭
오른손에 주제의 재현,

왼손의 단3도 음정의 순차상행

응답Ⅱ 22-28 E
옥타브로 응답,

왼손의 감3화음의 순차진행

주제Ⅲ 29-35 B♭
왼손의 저 음역에서 주제 재현,

오른손의 반음씩 순차상행

에피소드Ⅰ 36-44
연결구와 같은 역할,

점차 음역을 축소

주제Ⅳ 45-51
D /

B♭

오른손의 윗 성부에 제 1악장의

선율 재등장,

왼손의 탈레아

에피소드Ⅱ 52-54 짧은 연결구, 음역확대

주제Ⅴ,Ⅵ 55-65
F♯ / 
B♭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전위된

형태로 각각 주제선이 등장

푸가

Ⅱ

새로운 주제 66-84 G

제 1악장의 제시부 제 2주제의 선율

재등장,

알토와 테너성부의 8음 음계

에피소드Ⅲ 85-93

음역의 확대와 포르티시모를 통해

클라이막스 강조,

오른손 단3도의 순차진행

응답Ⅲ 94-96 E
마지막에서 응답을 강조하기 위해

주제Ⅲ에 대한 응답이 뒤늦게 등장

코다 97-105 D
2마디 단위로써 1악장 재현부의

제 2주제 선율을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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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가Ⅰ

마디 1에서부터 35까지의 프레이즈는 각 7마디로 구성된다. 처음의 주제(Subject)

는 마디 1-7의 왼손에 나타난다. B♭으로 시작하는 주제는 반음으로 등장한다. 이

주제에 대한 응답(Answer)은 마디 8-14의 오른손에, B♭의 증4도 위의 음정인 E로

시작한다. 이 또한 반음동기를 통해 나타난다.

두 번째 주제는 마디 15-21의 오른손에서 나타난다. 이 주제가 나오는 동안 왼손

에서는 단3도의 음정이 순차 상행하다가 하행한다. 이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응답

에서 나왔던 왼손의 음형과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응답

은 첫 번째 응답의 옥타브 형태로 나온다. 이 때 왼손에서는 감3화음이 순차 진행

한다. 마디 28에서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음역을 확대하여 다음 마디 29에서 오른

손은 F로, 왼손은 B♭으로 연결된다. <악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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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제 3악장, 푸가Ⅰ, 주제Ⅰ, 응답Ⅰ, 주제Ⅱ, 응답Ⅱ, 마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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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9에서부터 왼손에 세 번째 주제가 나온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응답은 3

악장의 뒷부분인 마디 94-96에 나오게 된다. 왼손의 주제 위에 오른손은 F음부터

D음 까지 반음씩 순차 상행한다. 2분음표의 오른손 음형은 마디 34, 35에서 4분음

표로 리듬이 축소되며 이는 마디 36에서부터 리듬이 8분음표로 다시 축소된다. 이

축소되는 리듬은 마디 36-43에서도 볼 수 있다. 바로 마디 36, 37의 오른손 알토 성

부 리듬이 2분음표 단위로 시작해, 마디 40에서 4분음표로, 그리고 마디 42에서 8분

음표로 축소된다.

마디 36-51은 에피소드(Episode)로 볼 수 있다. 오른손의 알토성부 리듬  ♪ 
은 마디 40에서 각 4분음표로, 마디 42에서 8분음표로 축소되어 속도가 조금 빨라

지는 듯한 진행을 느낄 수 있다. 마디 36의 왼손(B♭-B♭)은 마디 38의 왼손(A♭

-A♭)에서 전위된다. 또한 마디 40의 왼손(F♯-F♯)은 마디41의 왼손(B-B-)로 전

위된다. 이렇게 3악장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다양한 리듬과 전위를 통해 나타난다.

<악보 26>

<악보 26> 제 3악장, 푸가Ⅰ, 주제Ⅲ, 에피소드Ⅰ, 마디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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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5-51의 오른손에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바로 마디 45-47

의 오른손 알토성부에서 네 번째 주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

은 앞서 1악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악장 마디 45-51의 오른손 소프라노 성부는

제 1악장의 마디 97-101의 오른손 선율이 다시 등장 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곡에 통일감을 주는 순환형식인 것이다.

왼손은 마디 44-46에서 오스티나토의 형태인 D-D-C-B♭-A-G-F-E 음형이 반복

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마디 47-51에서는 Talea(음형 C-F♯-A-G-B♭-E, E-B♭

-G-A-F♯-C)가 계속해서 나온다. 이는 2악장의 마디 1-6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

것 또한 악장간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마디 47의 왼손 Talea음형 C-F♯-A는 증4 + 단3도의 형태를 보인다. 또, 그 옆의

음형인 G-B♭-E는 단3 + 증4도의 형태이다. 이는 앞의 음형C-F♯-A이 역행전위

된 것이다. 그리고 마디 50의 왼손 음형 E-B♭-G-A-F♯-C는 마디 47-49의 음형

C-F♯-A-G-B♭-E가 역행된 것이다.

마디 52-54는 두 번째 에피소드이다. 이는 짧은 연결구와 같은 것인데, 오른손과

왼손이 좁은 음역에서 시작해 점차 음역을 확대해 간다. 이는 그 다음 마디 55에서

포르티시모로 연결된다. <악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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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제 3악장, 푸가Ⅰ, 주제Ⅳ, 에피소드Ⅱ, 마디 44-59

마디 55-62는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제가 나온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 또한 서로 전위된 형태로 나오는데, 이는 전위를 통해 오른손과 왼

손의 음역을 확대시켜 마디 63-64에서 강조된다. 마디 61-62의 오른손은 F♯-C, 왼

손은 B♭-E로 구성되는 데, 이는 마디 47의 왼손 Talea음형 중 일부이다. 또한 3악

장 푸가의 주제와 응답의 선율의 첫 음(B♭,E)이 왼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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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디 63-64의 Interruption은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대비로 강조되고 있다. 이

는 1, 2악장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1악장의 코다 부분인 마디 138과 2악장의 코다

인 마디 51-54의 오른손과 왼손에서 나타난다.

<악보 28, 29, 30>

<악보 28> 제 3악장, 푸가Ⅰ, 주제Ⅴ와 Ⅵ, 마디 54-65

<악보 29> 오른손과 왼손의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대비, 제 1악장, 마디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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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대비, 제 2악장 코다, 마디 51-54

(2) 푸가Ⅱ

한 마디로 구성된 마디 65의 연결구는 오른손과 왼손의 음역을 확대하여 3악장의

두 번째 푸가로 연결된다. 박진감이 넘치는 3악장의 첫 번째 푸가와는 다르게 선율

적인 음형을 나타낸다.

두 번째 푸가의 특징은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데 이는 1악장의 제시부 제 2주제

의 선율이 재등장 하는 것이다.25) 이로써 3악장 또한 1악장을 재현하는 순환형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소프라노성부와 베이스성부에서 선율이 진행되는 동안 알토와 테

너성부에서는 8음 음계(F♯, G, A, B♭, C, C♯, D♯, E)가 나타난다. 이는 앞서 언

급한 1악장 제시부의 소종결구인 마디 78-81의 오른손과 같은 것이다. 네 마디 단

위로 선율이 진행되다가 마디 82-84에서 알토와 테너성부가 서로 전위된 형태로 등

장한다. 이로써 음역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마디 85의 포르티시모로 연결된다.

<악보 31>

25) <악보 5>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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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제 2악장, 푸가Ⅱ, 새로운 주제, 마디 66-85

포르티시모로 시작하는 마디 85부터는 세 번째 에피소드이다. 이 부분은 또한 3악

장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데, 이 전 마디에서부터 음역을 점차 확대하여 포르

티시모로 오른손과 왼손에서 긴장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악장 제시부의

코데타와 비슷하다. 코데타가 나오기 전의 마디에서도 양손의 음역이 확대되어 1악

장의 마디 78에서 포르티시시모로 연결된다. 또한 1악장 제시부의 코데타에서 8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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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계가 쓰였는데, 3악장의 세 번째 에피소드 에서도 8음 음계가 쓰였다.26)

마디 85-92의 오른손은 단3도로 순차 진행을 하고, 마디 93의 오른손과 왼손은 음

역을 넓혀 마디 94의 E로 연결된다. <악보 32>

<악보 32> 제 3악장, 푸가Ⅱ, 에피소드Ⅲ, 마디 82-95

마디 94의 E음이 포르티시모로 강조가 되면서 이는 주제Ⅲ(마디 29-35)에 대한 응

답 이다. 응답Ⅲ에서는 응답Ⅰ,Ⅱ와 다르게 오른손은 옥타브로, 왼손은 오른손과 같

은 음정으로써 응답이 강조된다. 마디 96에서 오른손과 왼손은 음역이 확대되면서

ritardando와 함께 다음 마디의 코다로 연결된다. <악보 33>

26) <악보 9>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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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제 3악장, 푸가Ⅱ, 응답Ⅲ, 마디 94-96

 9마디로 구성되는 코다는 포르티시시모의 악상으로 긴장감이 극대화 되었다. 3악

장의 클라이막스인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오른손의 8분음표가 긴장감 있게 진행

되었던 반면, 코다에서는 모두 온음표로 진행된다. 이는 3화음에서 5화음으로, 그리

고 마지막에서는 왼손의 클러스터로 마무리된다. 오른손의 최상성부(D-G-A-C)가

2마디 단위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는 1악장 재현부의 제 2주제(마디 118-135)가

재현된 것이다.27)

오른손과 왼손에서 음을 다양하게 첨가하여 불협화를 이룬다. 이러한 불협화음 속

에서 주선율이 더욱 강조가 되어 3악장이 1악장의 부분을 재현한 것임을 알 수 있

게 된다. 그러므로 3악장의 코다에서 이 소나타의 순환형식을 이해하게 된다.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왼손의 베이스는 D로 끝나게 된다. 이 소

나타의 전 악장의 종지는 모두 불협화로 끝난다. <악보 34>

27) <악보 16>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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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제 3악장, 푸가Ⅱ, 코다, 마디 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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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지금까지 라우타바라의 작품 <피아노 소나타 제 2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품에

는 라우타바라의 첫 번째 음렬주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 작곡된 그의 많은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증 7화음과 톤 클러스터(tone cluster)와 같은 새로운 특징이 나타난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인 반음계를 사용한 오스티나토, 8음 음계는 각각 변형된

형태로 곡 전반에 걸쳐 계속 등장한다. 또한 12음 기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음정의

전위와 역행, 그리고 역행전위가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장3화음처럼 전통적인 결합

인 장3+단3외에도 장2+단3+장2도와 같은 비전통적인 음정의 결합 또한 자주 나타

났다. 또한 가운데 음을 축으로 두고 맨 위 성부와 아래 성부가 대칭된 형태, 즉 상

하 대칭이 오른손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오른손과 왼손은 반음씩 상행, 하행하며 음

역을 축소시키기도 하였고, 반대로 확대시키기도 하였다. 곡의 진행에 있어서 주제

의 단편 즉, 각각의 모티브들을 기초로 해서 프레이즈 확대기법이 사용되었다. 리듬

면에서도 흥미로운데, 폴리리듬, 헤미올라, 탈레아(talea)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 곡의 전통주의적인 형식은 조적 중심음(tonal center)을 통해 구현된다. 곡 전반

에 걸쳐 불협화음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조성은 불안정하지만, 조적 중심음이 곡

을 지지하는 축으로서 각 프레이즈에 안정감을 부여한다. 각 악장의 분위기가 뚜렷

하고 선율 중심으로 곡이 전개되고 있어 악장별 분위기 파악이 용이하다. 또한 3악

장에서 1악장 주제 선율을 재등장시키는 순환주제 기법은 이 소나타가 그의 확고한

구조적 통찰 속에서 작곡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2악장은 이 소나타 전체에서 발

전부에 해당하고 3악장은 재현부에 해당하므로, 낭만주의 작곡가인 리스트의 <피아

노 소나타 나단조>에서 나오는 순환형식을 연상시킨다.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작품은 난해하고 어려운 현대음악 이

라기보다는 전통형식에 기초한 낭만주의적인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라우타바

라는 전통주의, 낭만주의를 잘 조화시켜 작곡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도 폭넓은 청중들의 관심이 계속될 것이다.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불의설교”>를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해 작곡가 라우타바라

의 음악세계와 그의 작품, 작곡기법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욱더 활발한 연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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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Rautavaara’s

Piano Sonata No. 2, “The Fire Sermon”

Bitnal Choi

Instrumental Music, Piano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on Rautavaara’s Piano Sonata No. 2, “The Fire

Sermon”, composed in his neo-romantic period. Rautavaara is a well-known

Finnish composer, second only to Sibelius in fame. He is a prolific composer,

with over 100 pieces composed during his career spanning half a century.

The versatility of Rautavaara’s compositional techniques makes it a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his stylistic periods. However, by grouping his compositions

chronologically into neo-classicism, total serialism, neo-romanticism, and

postmodernism, five styles can be defined on the basis of compositional

techniques predominantly used in eac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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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iano Sonata No. 2, “The Fire Sermon”, which is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composed in the neo-romantic period. This three-movement sonata is

constructed in cyclic form, with the movements interlaced with one another.

Melodic elaborations are dominant over chord progressions throughout the work.

The melody of each movement’s theme, endowed with the specific emphasis

intended for that movement, is a variation or development of the theme from the

preceding movement. The first and third movements are constructed in sonata

form, with the third movement giving the impression of reviving the first

movement, and the right-hand theme’s melody appears in the left-hand line in

each movement, and the soprano theme’s melody reappears in the alto line. The

second movement has a free three-part form and contains elements of

development parts of the entire sonata.

While the frequent insertion of discords seems to destabilize tonality,

well-distributed tonal centers work as axes supporting the piece and provides

stability. Rhythmically, polyrhythm, hemiola, and talea are frequently used.

Other frequently used techniques in this work include semitone ostinatos,

octatonic scales, and tone clusters. These techniques keep recurring throughout

the piece as variations. In addition, inversion and retrograde as well as

retrograde-inversion appear.

This study intends to look first into the life of Rautavaara and the evolution of

his compositional styles and then delve into his Piano Sonata No. 2, “The Fire

Sermon” with a view to presenting a theoretical frame work for understanding

the interconnections of its three movements. Furthermore, by analyzing

Rautavaara’s compositional techniques commonly appearing in all movements, it

is also intended to contribute to a general understanding this work.

keywords: Einojuhani Rautavaara, The Fire Sermon,

Contemporary Piano Sonata, Cyclic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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