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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O. Respighi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B minor Op. 110의
악곡 분석 및 폴리미터 연주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바이올린 전공
김 여 경
본고는

오토리노

레스피기(Ottorino

Respighi

1879-1936) 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나단조(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B minor Op. 110, 1917)의 악곡분석과 폴리미터 연주법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필자는 본 작품을 2016년 가을 학기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연주회 독주 프로그램 중 한 곡으로 연주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석사과정 졸업 논문 주제로
택하였다.
레스피기의

작품들은

바로크,

르네상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탈리아 문화가 꽃핀 시대에 대한 동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기악 작품에서도 과거의 전통과, 당시의 새로운 수법을 자유롭게
절충시켰다.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그의

작품 속에서도

고전시대에

유행했던 소나타 형식과, 낭만시대 작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2 도
관계로의 전조나 폴리미터의 사용이 한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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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의 Ⅱ장에서는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를 형식,
조성, 화성, 선율, 리듬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는 그의 <바이올
린 소나타 나단조>에서 소나타 형식, 3부 형식, 파사칼리아와 같은 전통
적 틀을 사용하였고, 그 틀 속에서 신고전주의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
는 2도 관계로의 전조나, 폴리미터의 사용과 함께, 후기 낭만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순환형식이나, 성격변주 기법도 사용하였다.
Ⅲ장에서는 레스피기의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 에 전반에 나타
나고 있는 폴리미터에 대해 연구하였다. 폴리미터는 서로 다른 박자가
둘 이상의 성부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7/8 박
자와 3/4 박자와 같이, 서로 다른 박자표가 두 개 이상의 성부에서 동시
에 연주되면서, 리듬적 상충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각 성부가 리듬적으
로 대위적 진행을 하는 것이 폴리미터이다. 필자는 레스피기의 <바이올
린 소나타 나단조>에서 등장하는 폴리미터들을 올바르게 연주하기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였고, 올바른 폴리미터 연주법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
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폴리미터의 의미와 흐름을 살펴보고, 올바른 폴
리미터 연주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가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 의 악곡 분석과 올
바른 폴리미터 연주법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레스피기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연주와 해석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레스피기, 신고전주의, 폴리미터
학번 : 2015 – 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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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후기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적

경향의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Ottorino Respighi, 1879-1936)는 1879년 이탈리아의 북부
볼로냐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와,

리체오

그는

교회의

오르간과

음악학교(Liceo

바이올린

Musicale) 의

주자였던

교사였던

그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할 수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인 오토리노 쥬세페(Ottorino
Giuseppe)에게서 바이올린을 배웠고, 1891 년 그가 12세 되던 해에
리체오
배웠다.

음악학교에 입학하여
리체오

음악학교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원장이었던

Martucci, 1856-1909) 는 오페라가

쥬세페

강세를

그리고

작곡법을

마르투치(Giuseppe

보이던

이탈리아에서

논

오페라틱(non-operatic) 음악 경향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레스피기가
훗날 순수 기악 작품을 많이 작곡하도록 영향을 준 인물이다.
1900-1903 년

동안

그는

총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상

페테부르크 왕립극장의 제1비올라 연주자로 활동했고, 이 때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Nikolay Rimsky-Korsakov, 1844-1908)에게서 작곡을
배웠는데, 이 가르침이 후에 그의 관현악 작곡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1901년 리체오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해 브루흐(Max Bruch,
1838-1920) 와도

작곡

공부를

하였다.

그

후

1903년

볼로냐에서

오케스트라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했고, 무젤리니 5 중주단(Mugellini
Quintet)에서 비올라 주자로도 활동했다. 1905년 레스피기는 그의 첫
오페라인 <앤초왕(Re Enzo)>과 관현악을 위한 < 녹턴(Notturno)>등을
작곡하며 작곡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시작했다. 1906년에는 17-18세기
음악을 수집하면서, 편곡자로서도 활동했는데 이러한 수집 작업을 통해
옛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따라서 신고전주의적 경향이 그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된다. 그는 1908-1909 년 베를린에
머물면서 가르디니 게르스터 (Gardini Gertere) 가창 학교의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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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자로서도 활동했다.
1910 년

그는

자신의

첫

전편

오페라(full-scale

Opera) 인

<세미라마(Semirama)>를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인기가

오래

가지는

음악원(Liceo

못했다.

Musicale

di

이후
Santa

그는

1913년

Cecilia)의

산타

체칠리아

작곡과

정교수로

부임하면서 로마에 정착하게 된다. 이때부터, 레스피기는 로마에서
살면서 그 곳의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레스피기의
대표작인 『로마의 3부작(Roman Trilogy) 』이 구상되기 시작한다. 또
그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재직시절, 고대 작곡가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하였는데, 이것의 영향으로 그의 작품에서는
신고전주의적 작곡 기법을 찾아볼 수 있다. 1916년 『로마의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인 < 로마의 분수(Fontane di Roma, 1916)>가 작곡되고,
같은 해에 초연되지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다음 해인 1917 년에 본
고에서 연구하려는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 Op. 110>이 작곡되었고,
1918년 아르투로 토스카니니(Arturo Toscanini, 1867-1957)의 지휘로
<로마의 분수>가 다시 공연되는데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1919 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그의 제자인 엘자 올리비에리 산지아코모(Elsa
Olivieri Sangiacomo, 1894-1996)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그녀는
레스피기가 죽고 난 뒤 레스피기의 전기인 <Ottorino Respighi: Dati
Biografici Ordinati, 1954>를 출판하였다.
1920 년에는
Liriche>을 부인
3부작』

중

두

반음계를
엘자

많이

사용한 4개의

번째

산지아코모에게
작품인

헌정했다.

<로마의

연가곡 <Quattro
1924년

소나무(Pini

di

『로마의
Roma)>가,

1928년에는 『로마의 3부작』 중 세 번째 작품인 <로마의 축제(Feste di
Romane)>가

큰

성공을

거두며

『로마의

3부작』이

완성된다.

이

작품들은 현재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연주되고 있는 그의 대표작이 된다.
1932 년

그는

이탈리아

왕립

학사원(Reale

Accademia

d’

Italia) 의 회원으로 선출되고, 2 년 후인 1934년 헝가리 왕립 아카데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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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로 임명된다. 하지만 1931 년 심장잡음을 진단받은 그의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1936년

그의 마지막

오페라

<루크레치아(Lucrezia,

1935)>를 미완성으로 남기며 57 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본 고에서 연구한 레스피기의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에서는
후기 낭만주의 시기의 특징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난 신고전주의
작곡 기법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옛 음악과 새 음악, 옛
양식과

새

작곡하였다.

양식

모두를

요구했던

시대

그 결과, 후기 낭만주의

상황이

반영된

곡들을

음악에, 신고전주의 기법을

절충하고 녹여냄으로써, 연주자와 청중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의 악곡 분석에 앞서,
당대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경향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19세기 이전에는 연주가들에 의해 연주되고, 청중들이 즐겨 듣는
음악의 대부분이 교회음악을 제외하고는 동시대 작품들이었다. 하지만
19 세기 후반, 서구 음악계의 연주자와 청중의 폭이 다양해지면서 동시대
작품들뿐만 아니라 과거 음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850년경

관현악, 실내악, 합창 등의 콘서트가 늘어나면서 고전 음악 작품들에
집중하게 되었고, 옛 작품의 비율이 점차 늘어갔다. 역설적으로 옛
음악은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새로운 것이었고, 익숙한 곡뿐 아니라
새로운 곡을 듣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1) 작곡가들은
이전 시대에 작곡된 이미 익숙한 음악을 청중에게 새로운 작품으로
선보이기 위해서 낭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대
작곡 기법을 사용하여 작곡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곡된

작품들을 후기

낭만주의 음악이라고

부르고, 후기

낭만주의 시기는 음악사의보다 엄격한 시대 구분으로 1890 년대에서
1920년경까지, 낭만주의 음악과 현대 음악 사이에 위치한다.

1)

Donald J. Grout.
Company, Inc. 2006

A

History

of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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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W.

W.

Norton

and

19세기 말 자본주의의 팽창이나 국가 간의 경쟁 구도뿐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 노동 계급과 부르주아간의 갈등 심화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또 시장의

확보를

위해 세계 각

지를 식민지

삼고

다스리려는 제국주의 분위기와 함께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결국 1 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1차 세계대전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참혹하게
변화시켰고, 결국 이때 당시의 낭만주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며 신고전주의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후기 낭만시기의 한 갈래로
나타난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적이라고

작곡가가

불리던

낭만주의

전의,

18세기의(‘바로크’가

특히

18세기

당시에

초의

음악을

뜻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 것은 1940년 이후의 일이다) 양식, 장르,
형식을 부흥시키거나 모방하거나 환기시키는, 191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일어난 운동 전반을 가리킨다.2)
1 차 세계대전 직전과 직후, 작곡가들은 과거 대가들의 작품을
모델로 삼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고전 작곡가들이 시작한 것을 속행하고,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전통과 함께하되, 그 틀
안에서 새로운 요소들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음악 언어로부터 차이점을
주었다. 20 세기 초,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한 신고전주의 작곡가들은
낭만주의의 음악적 산물들을 대신하여, 그 이전 시대의 균형 잡힌
형식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주제 전개를 부활시켰다. 3) 이러한
신고전주의적인

경향은

20 세기

초,

본격적으로

대두된다.

라벨의《쿠프랭의 무덤 (Tombeau de Couperin, 1917),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1번(1916-1917) 등의 작품들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랑스 6 인조4) ,
Donald J. 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W. W. Norton and
Company, Inc. 2006
3) 노윤정, 스트라빈스키(I.Stravinsky)의 신고전주의 미학에 입각한 연주와 해석에 대
한 고찰-《듀오 콘체르탄테》(DuoConcertante,1932)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
문, 2015.
4) 루이 뒤레(Louis Durey, 프랑스, 1888-1979), 다리우스 미요(Darius Milhaud, 프랑
스, 1892-1974), 아르튀르 오네게르(Arthur Honegger, 프랑스, 1892-1955), 조르주
오리크(Georges Abel Louis Auric, 프랑스, 1899-1983), 제르맨 타유페르(Germaine
Tailleferre, 프랑스, 1892-1983), 프랑시스 풀랑크 ((Francis Jean Marcel Poulenc,
프랑스, 1899-196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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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데미트(Paul

Hindemith,

1895-1963),

1866-1924) 등 유럽대륙과 영국, 러시아와

부조니(Ferucio

Busoni,

동유럽을 포함하는

여러

작곡가의 작품들에서 신고전주의적 경향을 찾을 수 있다. 5)
레스피기는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에서

고전시대의

대표적인 음악 형식인 소나타 형식과, 바로크 시대의 음악 형식인
파사칼리아를 기본 틀로 사용하였다. 그는 단순히 19세기 낭만주의
이전의 간결한 형식미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틀 안에서 2 도 음정
간격으로의 전조, 선율의 교차와 혼합, 폴리미터 등의 20 세기적 작곡
기법들을 사용하였다. 옛 음악의 틀에 20세기적 작곡 기법을 조화시킨
신고전주의 음악의 성향을 보이며 후기 낭만주의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순환형식이나, 성격변주 기법도 사용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신고전주의적 작곡 기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악곡 분석을 할
것이며, Ⅲ장에서는 폴리미터와 폴리리듬의 연주법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다.

5) 서정은,『전환기의 작곡가』(서울:음악춘추사,2006),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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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 악곡 분석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는 그를 작곡가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게 해준 교향시 작품 <로마의 분수> 가 작곡된 다음 해인
1917년에

완성되었다.

이

소나타는

콘솔로(Ernesto Consolo) 와 바이올린

피아노
연주자

연주자
아리고

에르네스토

세라토(Arrigo

Serato) 에게 헌정되었으며6) , 총 3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 2 악장은 변형된 3부 형식, 3악장은 파사칼리아로 악곡
전반에 걸쳐 고전 또는 바로크 시대 형식이 사용되었으며, 전 악장에
걸쳐 폴리미터와 순환형식이 사용되어 리듬의 복잡성 속에서 통일감과
균형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곡의 연주시간은 약 25분이다. 필자는
이번 장에서 각 악장별로 조성, 형식, 화성, 선율 등을 분석한 후, 다음
장에서 이 곡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폴리미터와 그 연주법에 대해 연구해
보려고 한다.

1. 1악장
1 악장은 고전 소나타 형식으로 제시부, 전개부, 재현부로 구성
되어있으며, b minor로 시작해서 나란한조 관계인 D Major로, 그리고
다시 b minor를 거쳐 같은 으뜸음조인 B Major로 끝이 난다.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 안에서 폴리미터의 사용으로 흥미로운 리듬적 다양성을
나타내며, 후기낭만주의 작품에 자주 나타나는 비교적 먼 관계의 전조를
사용하고 있다. 1악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조성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1> 과 같다.

6) Bruno Zanolini, Translated by Susannah Howe. R. Strauss & O. Respighi Violin
Sonata. Deutsche Grammoph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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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 1악장 구조
제시부
제1주제

연결구

제2주제

b minor

D Major

C Major/ c
minor

종결구
D Major

↓
전개부
전개부 I

전개부 Ⅱ

전개부 Ⅲ

전개부 IV

재연결구

D Major

D Major

C Major

c# minor

c# minor

↓
재현부
제1주제

연결구

제2주제

종결구

b minor

b minor

B Major

B Major

1) 제시부 (1-100마디)
제시부에서 나오는 주제 선율과 동기들은 1악장뿐만 아니라 곡
전반에 걸쳐 변형, 발전하면서 곡을 풍성하게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
제1, 2주제는 성부를 넘나들며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고, 모티브가 되는
요소들이 축소, 확대되어 사용되면서 곡 전반에 전체적인 통일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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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부의 제1주제 (1-26 마디)
1 악장의 제1주제는 9/8박자 b minor 조성으로, 2마디 동안
피아노가

으뜸화음을

연주하면

3마디에서

바이올린이

espressivo 로 주제 선율을 연주한다. < 악보1> 의 3-6마디

dolce
바이올린

성부에서 연주되는 주제 선율은 이 곡의 중요한 주제 선율로 2악장과
3악장에서 축소, 확대, 고조되며 등장한다. 3마디 바이올린 성부에서 볼
수 있는 단7 도 도약이나, 옥타브 이상의 도약이 곡의 전반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이런 특징적인 넓은 음정의 도약은 이국적이면서 색다른
감정을 이끌어 낸다. 또 4마디의 상행하는 점4 분음표 리듬 유형은
제2주제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악보1> 1악장 1-6 마디

제1주제에서 나오는 주제 선율은 곡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예를 6/8 박자로 변박된 17-18마디

피아노 성부에서 볼

수 있다. 이 부분(악보2-1)에서는 앞서 3-4마디에 나왔던 바이올린
성부의

주제 선율(악보2-2) 을 가지고 리듬을

변형시켜

한 마디로

압축시킨 것인데, 주제 선율을 피아노 성부에서 등장하게 함으로서
선율적으로 대위적인 성부 진행을 이끌어 냈다. (악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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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1> 1 악장 17-18마디

<악보2-2> 1 악장 3-4 마디

< 악보3> 은 제1 주제에서 등장하는 주제 선율을 서로 다른 성부에
교차시키며 운용하여 대위적인 성부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예이다. 이 부분에서는 피아노가 연주하던 주제 선율이 바이올린으로
옮겨가고, 바이올린에서 연주되던 리듬은 피아노 왼손으로 옮겨지며 또
다시 성부가 교차된다. ( 악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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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 1악장 17-20 마디

*바이올린의 리듬이 피아노 왼손으로 옮겨지면서 성부가 교차됨

주제를 확대하여 진행하는 부분은 <악보4>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이올린의 7 잇단음표나 5잇단음표의 사용으로 음이 많아지면서 주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피아노 오른손 파트에서 점4분음표로 순차 상행하는
부분은 47마디에서 나올 제2 주제의 하행하는 부분과 대조를 이룬다.
<악보4-1> 1 악장 35-3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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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2> 1 악장 47-49마디

(2) 제시부의 제2주제 (47-83마디)
제2주제는 제1주제의 조성인 b minor 의 나란한조 관계인 D
Major 로 되어있다. 제2 주제는 제1주제가 7도로 크게 도약한 후 하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행하는

부분과

하행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47마디의

바이올린

선율은

제2주제의

주제

선율로,

D에서

F# 까지 상행 후 A 로 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악보5-1) 제1 주제에서
어둡게 진행되었던 피아노 반주 부분이 제2주제에서도 비슷한 반주
음형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오른손 파트에서는 제1 주제에서 나온 반주
음형( 악보5-2)이 8분음표 음가로 반음계 하행 하며 제1 주제와 제2주제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왼손

파트에서는

당김음을

사용하여

리듬을

강조하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2악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악보5-3),
제1주제에서 피아노 베이스에 B음을 지속시킨것과 같이 제2주제에서도 D
Major 의 5도 음정인 A음을 피아노 왼손 파트에서 지속시키고 있다.
(악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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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1> 1 악장 47-50마디

<악보5-2> 1 악장 1-2 마디

<악보5-3> 2 악장 3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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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장 제2 주제의 64-71마디는 C Major, 제2 주제의 72-75마디는
c minor 로 복조성을 보이며, 이들은 제2주제 시작 부분의 D Major와 2 도
음정 관계를 가지는데 이러한 2 도 간격 전조 관계는 신고전주의 경향의
작품에서 빈번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악보6)
<악보6-1> 1 악장 64-67마디

C Major:I

V

V

I

<악보6-2> 1 악장 72-75마디

C Major:I

V

제1주제의 선율은 72-73 마디의 바이올린 성부에서 나타나다가,
74 마디부터 피아노 성부로 옮겨가고, 제2 주제 리듬 음형이 바이올린
성부에서 나타나면서 선율적인 측면에서 대위적 진행을 하고 있다.
(악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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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 1악장 72-75 마디

(3) 제시부의 종결구 (84-100마디)
84마디부터 시작되는 제시부의 종결구(coda)에서는 제1주제의
선율과 제2 주제의 주제 선율이 원조(b minor)의 나란한조 관계에 있는 D
Major 에서 중첩되며 나타난다. (악보8)
<악보8> 1악장 84-85 마디

피아노 왼손에서 주로 사용되는 트레몰로 음형은 발전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용은 1악장을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악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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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 1악장 115-116마디

제시부의
96-100마디까지

종결구
총 4 번의

마지막

부분

잦은 변박과

긴장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 악보10)
<악보10> 1악장 96-100마디

7) 흥분해서, 격앙되게.

- 15 -

아지타토(agitato)7) 에서는,
피아노

양손의

반진행으로

2) 전개부 (101-163마디)
전개부는 D Major로 시작해 2도 아래 음정 관계에 있는 C
Major 를 거쳐 c# minor 로 가며, 전개부 총 4 부분과 연결구2로 이루어져
있다.
(1) 전개부 I (101-114마디)
전개부 I은
성부에서 고음의

D Major이며 제2주제의 주제 선율이

바이올린

로 더욱 고조되어 나타난다. 선율이 101 마디부터 약

2마디에 걸쳐 바이올린 성부에서 상행 진행을 하면, 103-104마디 피아노
성부에서는 엑센트와 함께 하행 진행을 하면서, 상행-하행 구조로
되어있는 제2주제의 주제 선율이 완성된다. 폴리미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다음 장에서 하겠으나, 바이올린 성부는 3/4박자로, 피아노
성부는 7/8 박자로 되어있어 리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고 이를
통해 갈등이 고조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러한 폴리미터의
사용은

앞서 언급된

2도

음정 관계를

가진 조성의 사용과

신고전주의에 자주 등장하는 작곡 기법으로 보인다. ( 악보11)
<악보11> 1악장 101-104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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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2) 전개부 Ⅱ (115-124 마디)
전개부 Ⅱ는 전개부 I과 마찬가지로 D Major로 되어 있다.
115마디

바이올린

성부에서

제2주제의

리듬

음형을

연주하면,

116마디에서는 피아노 성부가 제2주제의 리듬 음형을 받아 나오고,
116마디에서 피아노가 제2 주제의 리듬 음형을 연주하는 동안 바이올린은
제1주제의

주제

(84-100 마디)에서

음형을
사용된

연주한다.
트레몰로

그리고

제시부의

음형(악보12-1)이

종결구

115 마디부터

중심적인 베이스 음형으로 사용되면서 제시부와 전개부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된다. 제2주제의 주제 선율이 바이올린 성부와 피아노 성부를
오가며 상행 진행되고 트레몰로 음형이 함께 사용되면서 곡의 긴장감이
고조된다.(악보12)
<악보12-1> 1악장 84-85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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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2-2> 1악장 115-118마디

*제시부의 트레몰로 음형이 중심적인 베이스 음형으로 사용

(3) 전개부 Ⅲ (125-133 마디)
전개부 Ⅲ은 앞서 나왔던 조성인 D Major 와 2도 음정 관계에
있는 C Major 조성으로 되어있다. 1악장 101마디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피아노 성부의 음형이 125마디에 와서 더욱 확대되어 사용되고, 이런
음형은 이어서 나올 2 악장 첫 부분의 음형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바이올린

성부에서는

125마디에서

제1주제의

주제

선율을,

126마디에서 제2 주제의 주제 선율을 재료로 사용하여 전개하고 있다.
(악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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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3-1> 1악장 101-102마디

<악보13-2> 1악장 125-126마디

<악보13-3> 2악장 1-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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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개부 IV (134-145마디)
전개부 IV 는 앞서 나온 전개부 Ⅲ의 조성인 C Major로부터
단2도 상행하여 c# minor로 전조된다. 134-135 마디 피아노 왼손에서
제1주제의 주제 선율과 제2 주제 주제 선율이 차례로 나오는데 이 두
마디가 모티브가 되어 134-141 마디까지 총 4번 모티브가 반복되며, 각
마디의

베이스

첫

음이

[G#-Fx–G ♭-F–E –D– C#] 으로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간다. ( 악보14)
<악보14> 1악장 134-137 마디

전개부 Ⅳ의 마지막 부분인 144-145 마디는 바이올린 성부가
알라르간도(allargando) 8) 하면서,

제1주제의

주제

선율과

제2주제의

주제 선율을 웅장하게 연주한 후에, 146마디에서 전개부의 갈등이
해소된다. ( 악보15)

8) 점차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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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5> 1악장 144-145 마디

(5) 재연결구 (146-163마디)
재연결구(Retransition)는
재현부로

가기

전,

원래의

발전부의

마지막에

조성으로 돌아가기

위한

위치하는데,
기능을

하는

부분이다. 전개부 IV에 이어 등장하는 재연결구에서는 피아노 오른손
성부에서 4 분음표와 8분음표( 악보16-1) 로 조합된 음형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음형은 재현부(악보16-2)에서 다시 나타나므로,
재연결구의 음형이 재현부의 음형을 예비한다고 볼 수 있다.
<악보16-1> 1악장 14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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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6-2> 1악장 164마디

153마디부터 3 마디에 걸쳐 제시부의 조성인 b minor 로 돌아가기
위해 베이스는 반음계적으로 (D-C–C ♭) 하행하면서 b minor 의 으뜸음
b로 연결되어 이명동음 전조를 통해 원래 조로 회귀한다. (악보17)
<악보17> 1악장 151-155 마디

3) 재현부 (164-227마디)
재현부는 제시부와 같은 b minor 조성으로 돌아와 제1주제의
주제 선율을 바이올린이 아닌, 피아노가 먼저 연주한다. ( 악보 18)
재현부에서는 음, 선율, 리듬 등 이전에 쓰인 요소를 가져와 다시
주제의 재현을 하고 있는데, < 악보19, 20, 21-1>은 그 예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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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1 악장 164-165마디

b minor :

재연결구(악보16-1)에서

보았던

4 분음표와

8분음표

음형이

재현부의 168마디부터 바이올린 성부에서 제1주제의 주제 선율과 함께
중점적인 리듬으로 사용되었다. (악보19)
<악보19> 1악장 168-171 마디

171마디에서는

재연결구에서

보았던

4분음표와

8 분음표의

조합으로 된 반주 음형이 끝나고 172마디부터 제시부 첫 부분에서
나타났던 연속된 8분음표 음형이 시작된다. 176-177 마디에서는 제시부
바이올린 성부에서 연주된 선율(15-16마디) 을 피아노 파트가 연주한다.
(악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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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0> 1악장 176-177 마디

178-187 마디는 제시부의 성부 간 교차가 일어난다. (악보21)
178마디에서 2 마디에 걸쳐 바이올린 성부가 제시부 제1 주제의 피아노
성부에서 나왔던 선율(17-18마디, 악보21-2)을 연주할 때, 피아노는
바이올린 성부를 연주하고 있다. 이러한 성부의 대위적 교차 진행은
제시부에서도 살펴 볼 수 있었다.
<악보21-1> 1악장 178-18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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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1-2> 1악장 17-20 마디

188-199 마디는

재현부의

제1 주제와

제2 주제를

연결해주는

연결구로써 제시부에서 바이올린이 연주했던 제1 주제의 주제 선율을
188마디에서 피아노가 화성을 풍성하게 채우며 연주한다. (악보22)
<악보22> 1악장 188-191 마디

200마디부터

시작되는

재현부의

제2 주제(200-227마디) 는

제시부의 제2주제(D Major, C Major/ c minor)와 달리 B Major로
유지되는데 재현부에서 제2주제가 처음의 조성(b minor. 재현부 제2주제의
B Major와 같은 으뜸음조)을 유지하는 모습은 고전 소나타 형식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재현부의 제2주제는 제시부와 달리 많이 축약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재현부는 제시부의 단순 반복이 아닌, 바이올린과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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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의 교차, 더욱 풍부해진 화성, 축약 등의 방법으로 반복된다. (악보23)
<악보23> 1악장 200-203마디

4) 종결구(coda) (228-258마디)
228마디부터

시작되는

1악장

코다(B

Major) 는

앞서

나온

제시부의 종결구(D Major) 와 조성은 다르지만, 피아노는 제2주제를,
바이올린은 제1주제를 서로 주고받으며 제시부의 종결구와 같은 선율을
가진다. (악보24)
<악보24> 1악장 228-231 마디

233마디부터 약 3마디동안 바이올린 성부는 이 악장의 제1주제
주제 선율을 떠올리며 장조로 연주한다. 이 때 피아노는 트레몰로
음형을

연주하는데 제시부의

종결구(84-85마디) 에서도

찾아

있었던 음형이 재현부의 종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악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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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악보25-1> 1악장 232-236마디

<악보25-2> 1악장 84-85 마디

1 악장의

마지막

255-258마디는

피아노

혼자

연주되는데,

1악장의 주제 선율을 한 번 더 반복하며 B Major 화성으로 끝맺는다.
(악보26)
<악보26> 1악장 255-258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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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악장
2 악장은 3부 형식[A – B – A’] 으로 되어있다. 조성의 변화에
따라 A 부분은 2 부분으로, B부분은 3부분으로 나뉘면서 확대된 3 부
형식을 보여준다. 2악장의 조성은 3 도와 5 도 간격으로 움직이고 그것을
도식화 하면 다음의 < 표2>와 같다.
<표2>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 2악장 구조
A1
E Major

A

A2
c# minor

↓
B1
D♭ Major

B2
C Major

B

B3
A Major

재연결구

↓
A’1

A’

E Major

A’2
C# Major
E Major

B 부분의 조성과 중심음을 도식화 하면 다음의 <표3> 과 같다. 이
부분에서는 조성과 중심음에 따라 각각 신고전주의적 특징과 후기
낭만주의적 요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우선 조성적인 측면에서는 B1 의
D♭ Major가 B Ⅱ의 C Major 로 가면서 반음 관계(D ♭→C)로 전조되는데
이것은 신고전주의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심음은 C# - E –
A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A – C# - E 로 볼 수 있고, 따라서 3도 관계조로,
확대된 전조를 사용한 후기 낭만주의적 요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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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 2악장 B 부분 조성과 중심음
B1
D♭
D ♭(C#)

조성
중심음

B2
C
E

B3
A
A

2 악장에서는 변박의 사용과 함께 폴리미터와 폴리리듬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런 다양한 박자체계의 사용을 통해 리듬적으로 대위적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한다.
1) A부분 (1-33 마디)
A 부분은 A1 과 A2 로 나뉘고, 4/4박자와 10/8박자가 함께 기보된
폴리미터로
피아노는

시작된다.
1-4마디에

A 부분의
걸쳐

분위기는

2악장의

Andante

주가

되는

espressivo 이고,
리듬

음형들을

연주하는데( 악보27-1), 연속적인 8분음표 음형은 앞서 나왔던 1악장
전개부

Ⅰ에서

나온

음형이

모티브로

사용된 것이다.

(악보27-2)

8분음표 음형은 8/10 박자 안에서 8분음표를 5개씩 2묶음 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첫 마디의 강박에 8 분 쉼표의 사용과, 5,6번째 음의
붙임줄 사용으로 강박의 위치가 쉽게 파악되기 어렵고, 서정적이면서
추상적인 느낌을 준다.
<악보27-1> 2악장 1-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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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7-2> 1악장 101-102마디

이어서

5마디부터는

피아노

오른손이

4/4박자로

바뀌면서

선율적인 부분이 시작된다. dolce 로 연주되는 이 부분에서 오른손은
4/4박자 정박으로 움직이고, 왼손은 여전히 10/8박자로 5, 6번째 음에
붙임줄이 사용되어있어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리듬적 충돌이 일어난다.
(악보28)
<악보28> 2악장 5-8마디

지금까지

2악장에서

계속

사용된

9마디에서 점차 확대되며 발전된다. ( 악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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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음표

음형은

5마디와

<악보29-1> 2악장 1마디

<악보29-2> 2악장 5마디

<악보29-3> 2악장 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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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디에 걸친 피아노 솔로가 끝나면, 13마디부터 바이올린이
두 마디 단위로 상행- 하행하는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리듬 음형은 A2 부분에서도 사용된다. (악보30)
<악보30-1> 2악장 13-14 마디

<악보30-2> 2악장 24-25 마디 (A2 시작 부분)

24마디부터는 c# minor로 A2부분이

시작되는데, 첫 화음이

4

Ⅴ 2 (Ⅴ 7화음의 3 전위 형태) 로 나타나고 있고, 바이올린이 24-29마디
동안 2번에 걸쳐 상행- 하행하는 선율을 연주한 뒤, 31마디부터 피아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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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크레센도(cresendo) 하면서 B1부분으로 연결된다. 33마디에서는

c# 과 D♭을 이명동음 음으로 하여 B1 부분이 D♭ Major로 전조되면서
분위기를 극적으로 바꿔주는 효과를 준다. ( 악보 31)
<악보31-1> 2악장 24-29 마디

<악보31-2> 2악장 31-34 마디

2) B부분 (34-102 마디)
B 부분은 조성과 중심음에 따라 나뉜 세 부분과 재연결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3연음과 5연음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이로 인해 폴리리듬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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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부분(34-53 마디)은

앞서

나온

c# 의

이명동음인

D♭으로

연결되며, A2부분의 (c# minor) 어둡고 고뇌하는 기운이 B1에서 D♭
Major 로

전조되면서

활동적이고

연주된다. 특히 B1에서는

아파시오나토(appassionato) 9) 로

3연음이 주된 리듬 음형으로 바이올린의

3/4박자 선율과 리듬적으로 대위법적 진행을 하면서 폴리리듬의 특징을
잘 살려내고 있다. 34마디부터 4마디동안 바이올린 성부와 피아노
오른손 성부가 하행 하면서 서로 선율을 주고받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34마디와

36마디에서는

1 악장

47마디에서

사용된

당김음

음형( 악보 32-2)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곡이 후기 낭만 작품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순환형식으로 작곡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악보32)
<악보32-1> 2악장 34-38 마디

9) 열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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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2-2> 1악장 47 마디

44-53마디에서 볼 수 있는 피아노 오른손의 3연음 반주 음형은
1악장의 1-2 마디에서 보였던 반주 음형(악보33-1)을 가져와 붙임줄을
사용해 변형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피아노는 하행하며 낮은 음역대로,
바이올린은 상행하며 높은 음역대로 연주하면서 서로 대비를 주고
있다( 악보33-2).

10 마디

알라르간도(allargando),

동안
아

포코

아니만도(poco

템포(a

Tempo),

animando)10) ,
라르가멘테

(Largamente)11) , 알라르간도 (allargando) 순서로 총 5번의 빠르기말
지시로 급변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청중의 감정을 자극한다( 악보33-3).
(악보33)

10) 생기있게
11) 폭넓게, 보다 느리게

- 35 -

<악보33-1> 1악장 1-2마디

<악보33-2> 2악장 44-48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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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3-3> 2악장 44-53 마디

B2부분(54-66 마디)은 C 장조로 되어있고, 8마디동안
지속음으로

E음이

중심을

반음계적(D#-D– C#-B–B ♭) 으로

이루고
하행

있다가(악보34-1),
하면서

B3부분의

베이스의

62 마디부터
A음으로

연결된다(악보34-2). B1 과 B2 의 중심음을 비교해보면 D♭(C#)과 E 로
단3도의 전통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조성은 C#(D♭ Major)에서 C
Major 로 변하면서 반음 관계의 조적 움직임을 배치하였다. ( 악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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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4-1> 2악장 54-58 마디

<악보34-2> 2악장 61-66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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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마디부터 3 마디동안 피아노는 앞서 나온 주제 선율을 받아
연주하는데 8 도 이상의 음정 간격이 사용되어 더욱 풍성하고 폭이
넓어지는 느낌을 준다. ( 악보35)
<악보35> 2악장 63-66마디

B3부분(67-81 마디)은 E장조의 조표를 갖지만 D음에 ♮임시표가
붙으면서

A Major

조성이 되었다.

67마디부터

바이올린

성부에서

B3 부분의 전반에 걸쳐 나오는 음형은 1악장 9마디에서 사용된 음형을
모티브로 한다. B2부분과 마찬가지로 B3부분은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서로 반진행 하며 연주된다. 앞서 나온 차분한 분위기와는 대조되게
포코

피우

모소(Poco

piu

mosso) 12)로

진행감이

느껴지는

알라르간도(Allargando) 로 제어하는 느낌이 공존한다. ( 악보36)

12) 조금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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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

<악보36-1> 2악장 67-69 마디

<악보36-2> 1악장 9마디

B 부분의 끝에서는 B3의 A Major에서 A’의 E Major 조성으로 가기
위한 재연결구(82-101 마디)가

나온다. 82마디의

베이스

라인에서는

앞으로 나올 A’의 E Major 로 돌아가기 위해 E음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다. 이 지속음 E 위에 피아노 오른손은 부속화음을 사용하였는데 A
Major 의 Ⅴ/Ⅴ/Ⅴ13) 인 F#7 화성이 나타나고 이어서 장조와 단조가
섞여있는

모습으로 버금딸림(Subdominant)

계열의

다양한

장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악보37)
13) A 장조의 부속화음의 부속화음으로 F#7 (F#, A#, C#, E) 화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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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들이

<악보37> 2악장 82-85마디

1 악장에서 등장했던 주제 선율을 2악장의 재연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순환형식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84마디부터 나오는
바이올린

선율은

1악장

3 마디에서

볼

수

있었던

주제

선율로

상행- 하행하는 음형으로 되어있다. 88 마디에서는 바이올린이 연주했던
주제 선율을 피아노에서 받아 나오고 있으며, 90마디에서는 주제 선율의
7도 도약보다 더 높은 9도 도약을 하면서 주제 선율을 확대하고 있다.
(악보38)
<악보38-1> 2악장 84-91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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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8-2> 1악장 3마디

A’부분(102-132 마디)은 A부분의 조성(E Major-c#minor)과 달리,
A’1의 E Major에서 단3 도 관계에 있는 c# minor 로 A’2 에서 변조되었다가
다시 E Major로 돌아오며 끝이 난다.
A’1 부분의 첫 시작은 A부분을 재현하는 부분으로 103 마디부터
10/8박자의

연속되는

8분음표

음형이

피아노

오른손에서

나오고

왼손에서는 4/4박자로 B부분의 34마디에서 가져온 반주 음형인 당김음을
사용하고 있다. (악보39)
<악보39> 2악장 10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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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에서는 A 부분의 음형을 확대하여 사용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앞서 A부분에서 피아노 성부에서 보여 졌던 5 연음(악보40-1) 의
사용이 111-114마디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주고받으며 더욱 확대되어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 악보40)
<악보40-1> 2악장 5-8마디

<악보40-2> 2악장 111-114마디

A’2 부분(119-132마디) 은 c# minor로 시작되지만 결국 원조인 E
Major 로 돌아온다. 2악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128-132마디에서는
129마디를 제외하고 E Major I 도의 3 음인 G#을 바이올린이 지속시키고
있다. 129 마디에서 사용된 F 은 G# 의 이끈음(Leading tone) 으로 곡의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 피아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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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장 전반에 걸쳐 나온 5 연음 음형을 연주하면서 2악장은 마무리 된다.
(악보41)
<악보41> 2악장 128-132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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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악장
3 악장의

부제는

파사칼리아(Passacaglia)로

변주곡

형식의

악장이다. 변주곡 형식(Variation Form)은 짤막한 주제(Theme)를 가지고
리듬, 멜로디, 화성 등을 수식 또는 변화시키는 것을 변주곡 형식이라고
하며, 파사칼리아는 저음 주제가 3 박자이면서, 주제의 길이는 8마디
정도로 이루어진, 대위법적인 변주곡을 뜻한다.14) 초기 파사칼리아는
베이스가 4-8마디의 짧은 주제를 가지고 Ⅰ -Ⅳ -Ⅴ -Ⅰ 진행을 하며, 기본
화성으로

이루어진

테트라코드15)를

사용하였다.

베이스는

화성의

조성감을 확실히 해주면서 변주 하고, 선율에서도 한 마디에 들어가는
음들이 많지 않았으며 잦은 도약도 사용하지 않았다. 파사칼리아는
17 세기 바로크 시대 변주곡의 일종으로 스페인과 이태리를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느린 3박자 춤곡으로 베이스 주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며
변주되는데

바로크시기에

샤콘느(Chaconne) 와
반복되는

형식의

파사칼리아와

혼동해서는
곡으로

안

비교적

된다.

함께

샤콘느는

유행했던
화음

주제가

수직적이고, 파사칼리아는 베이스

주제가 반복되는 형식의 곡으로 비교적 수평적이므로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두

장르는

17세기

초반

춤곡이나 행진곡이

아닌

기악곡의 한 장르로 자리 잡으면서 점차 둘의 구분이 불분명해졌다.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

3악장의

파사칼리아는

후기낭만시대에 유행했던 성격변주16)로 주제가 자유롭게 변화한다. 각
변주는 주제선율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음의 길이, 박자,
조성, 등을 변화시키면서 변주한다. 이 악장의 파사칼리아가 바로크시기
파사칼리아와 다른 점은, 베이스 선율의 길이가 10마디 단위로 비교적
길고,

베이스

선율을

구성하는

음이

많으면서,

음정

관계가

14) 나운영, 『악식론 MUSICAL FORM』, 세광출판사, 서울, 1978, p.59
15) 연속하는 4음으로 구성되며 최고음과 최저음이 '완전4도'를 이루는 음렬.
16) 주제의 특징적인 부분을 남겨두고 성격을 바꾸어 변주하는 것으로, 후기 낭만 시기 작
품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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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협화음이거나 도약이 많은 점이다. 또한 변주가 진행될수록 베이스가
조성감을 확실히 인식시켜주기보다는, 다양한 재료로 변주되면서 베이스
선율을 찾아내기 어렵고 복잡해진다. 이처럼 레스피기는 파사칼리아라는
바로크시대 변주곡을 후기 낭만소나타에 접목시키면서 신고전주의의
시작을 알렸다.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 3악장 파사칼리아는
빠르기의 변화에 따라 주제, 그리고 총 17번의 변주와 코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4> 와 같다.
<표4>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 3악장 구조
빠르기
주제
변주1
변주2
변주3
변주4
변주5
변주6
변주7
변주8
변주9
변주10
변주11
변주12
변주13
변주14
변주15
변주16
변주17
코다(coda)

3 악장은

조성

Allegro moderato ma energico
b minor

Piu mosso
Ancora piu mosso
Allegro molto e appassionato
Appassionato e meno allegro
Vivacissimo
Piu presto
Piu sostenuto (come al principio)
Lento

D Major
b minor
g minor

Andante espressivo

B Major

Lento e pesante
Molto Allegro e agitato

b minor

베이스의

사용하였으며, 몇몇

E Major

주제선율이

음정간격은

불협화를

요소도 보인다. (악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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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마디로

길고

부점을

보이면서 20세기 음악의

<악보42> 3악장 파사칼리아 주제선율

1) 1악장과의 유사성
이

곡은

순환형식으로

작곡되었으므로,

1악장에서

사용된

주제선율이 곡 전반에 걸쳐 확장, 변형되며 등장한다. 따라서 3악장
분석에 앞서 이 악장의 파사칼리아 주제선율이 갖는 1악장 주제선율과의
유사성에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3 악장 파사칼리아 주제선율의 조성은 1 악장과 마찬가지로 b
minor 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변주된다. 음정 간격과 진행 방향이 1악장의
주제선율과 같이 상행-하행하는 음형이며, 3 악장에서 쓰인 F#-D-B-E#-F
음형은 1악장의 주제선율에서 추출한 음정으로 1악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악보43)
<악보43-1> 1악장 3-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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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3-2> 3악장 1-3마디

3 악장의 4 마디와 5마디 세 번째 박에는 3연음이 사용되었고,
각각 A-G-F#, G#-F#-E# 으로 하행하는데 이것은 1악장의 11마디 두 번째
박부터 바이올린 선율에서 연주되는 G-F#-D와 유사한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악보44)
<악보44-1> 3악장 4-5마디

<악보44-2> 1악장 11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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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장 3마디에서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7도 도약 후 하행하는
주제선율 음형( 악보45-1) 을 3악장 6-8 마디의 피아노 오른손 성부에서
3번 반복하며 연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45-2) 3 악장 6 마디에서
보이는 첫 번째 도약은 7도, 7과 8마디에서 보이는 도약은 8 도로
1악장의 1주제 주제선율이 확장되며 사용되었다.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도약하는 6, 7 마디의 2 번째 박에서는 모두 점4 분음표로 지속되지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도약하는 8마디에서는 도약 후 겹점4 분음표를
사용하며 리듬이 점점 길어지고, 포르잔도(

)를 기보하여 그 부분이

파사칼리아 주제선율의 가장 높은 음역대임을 확인시켜주면서 주장을
확고히 하며, 투쟁하는듯한 느낌을 준다. (악보45)
<악보45-1> 1악장 3-4마디

<악보45-2> 3악장 6-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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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1-10마디)
로 시작되는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은 부점 리듬과 함께
힘차게 연주된다. 곡의 처음부터 파사칼리아 주제선율과 대선율이 함께
연주되는 전통 파사칼리아와 달리, 이 곡에서는 처음 10마디동안 대선율
없이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만 연주된다. (악보46)
<악보46> 3악장 1-10 마디

3) 변주1 (11-20마디)
11마디부터 피아노의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 위에 바이올린의
대선율이 얹어진다. 이 대선율은 나중에 나올 변주14 부분에서 장조로
전조된

한옥타브

위의

음역대에서

에스프레시보

돌체(espressivo

dolce)로 연주되고, 수직적인 음형에서 수평적이고 유려하게 연주되면서
변주1 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악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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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7-1> 3악장 11-14 마디

<악보47-2> 3악장 131-132마디

4) 변주2 (21-30마디)
20마디까지는

피아노의

양손이

8도

병진행을

했다면,

21 마디부터는 왼손만이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을 연주한다. ( 악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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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8> 3악장 21-24마디

5) 변주3 (31-40마디)
이 부분은 피우 모소로 앞서 위엄있고 수직적으로 연주된것에
비해 비교적 앞으로 가는 방향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첫 번째 박이
아닌

두

번째

박에

마르카토(marcato)17) 가

기보되어

있으며,

이

마르카토와 함께 1, 2 악장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셋잇단음표 음형이
피아노와 바이올린 성부에서 한마디 단위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논쟁을
펼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 악보49)
<악보49> 3악장 31-34마디

17) 악센트의 일종. ^ 기호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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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주4 (41-50마디)
40마디에서 모든 성부가 하행하며 41마디를

향해

달려가면

앙코라18) 피우 모소(Ancora Piu mosso)부분이 나온다. 변주3에서는
셋잇단음표

음형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변주4에서는

11 잇단음표

음형들이 8 마디에 걸쳐 나오면서 음이 더 많고, 복잡해지면서 변주3보다
더욱 격앙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피아노 왼손 성부에서 각 마디의 첫
음들을 이어보면 B-G-C로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이 변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악보50)
<악보50-1> 3악장 41-43 마디

<악보50-2> 3악장 1-3마디

18) ‘여전히, 다시‘ 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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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주5 (51-60마디)
51마디에서는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을

바이올린이

받아서

연주하고 피아노는 화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베이스에서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이 반복되는 일반적인 전통 파사칼리아와는 다른
점이다. (악보51)
<악보51> 3악장 51-54마디

8) 변주6 (61-70마디)
61마디부터는 조성이 E Major로 전조되고, 피아노와 바이올린
두

성부

모두 3/4박자로

진행되는데,

피아노

오른손이

연속적인

셋잇단음표 진행으로 마치 9/8박자와 3/4박자가 동시에 연주되는 듯한
폴리리듬이 나타난다. 또 3연음의 세 번째 음과 첫 번째 음에 붙임줄을
사용해서

앞서

나왔던

파사칼리아

주제선율의

부점

음형들과는

대비되는, 서정적인 분위기로 연주된다. 베이스에서는 E Major 의 Ⅴ도
음인 B가 엇박으로 나오면서 지속되는데, 이런 당김음은 1 악장 47마디의
음형( 악보 52-2)에서 추출된 것으로 순환 소나타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악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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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2-1> 3악장 61-65 마디

*피아노 오른손 성부의 연속된 3연음보의 사용으로 9/8박자와 같은 효과를 줌

<악보52-2> 1악장 47 마디

9) 변주7 (71-80마디)
71마디에서는

앞서

61 마디

피아노

오른손에서

연주되었던

셋잇단음표 음형을 바이올린이 받아 나오는데, 피아노의 3/4박자와
바이올린의 셋잇단음표가 만나 폴리리듬을 만든다. 셋잇단음표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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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음과 첫 번째 음의 붙임줄 사용으로 당김음 효과를 만들어 박자의
진행감을 더욱 높인다. 피아노 왼손은 61마디와 마찬가지로 당김음으로
B음이 지속되고 있다. (악보53)
<악보53> 3악장 71-72마디

10) 변주8 (81-90 마디)
변주6과 변주7에서는 E Major의 Ⅴ도의 근음인 B음이 피아노
왼손 성부에서 계속 지속되다가 변주8 부분에서 비로소 E Major 으뜸음이
나온다. 81-82마디는 바이올린 성부에서 변주된 파사칼리아 성부의
일부를, 83-85마디에서는 피아노가 변주된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의
일부를 연주하면서 주제 선율을 서로 주고받는다.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의 리듬은 변주8 로 오면서 부점 음형에서 8분음표 음형으로, 비교적
박절적으로

변주되었는데

대조적으로

안정감을

아르페지오를
바이올린과는

앞서

준다.

연주하는데

나온

변주7의

81-82마디에서는

3/4박자

안에서

당김음

효과와는

피아노가

8 분음표로

이론적으로 리듬적 상충을 일으켜야하지만,

5연음
연주되는
피아노가

아르페지오로 유려하게 연주되는 부분으로 조화롭게 잘 융화된다.
(악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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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4-1> 3악장 81-82 마디

<악보54-2> 3악장 83-86 마디

11) 변주9 (91-95 마디)
변주9는 D Major로 전조되었고, 6/8 박자로 변박되었다. 두 마디
비율의

파사칼리아 주제선율이 한

마디로

축소된

변주 부분으로,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이 총 10마디가 아닌, 5마디 안에서 연주 된다.
변주8

부분에서는

파사칼리아 주제선율이 8분음표로

연주된

변주9 는 16분 음표로 연주되어 보다 다급한 느낌을 준다. (악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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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악보55> 3악장 91 마디

12) 변주10 (96-105마디)
이

부분에서는

6/8에서

3/4박자로

다시

돌아오고,

조성도

원조인 b minor로 돌아온다. 또한 5마디로 축소됐었던 변주 부분도 다시
10 마디로

돌아온다.

피우

프레스토(Piu

presto)로

매우

빠르게

연주되고,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10마디동안 끊임없이
연주하는 연속적인 16 분음표로 긴박한 느낌을 준다. ( 악보56)
<악보56> 3악장 96-9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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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변주11 (106-110 마디)
106마디에서는 변주9 부분과 같이 다시 축소된 변주 부분이
등장하는데

3/4박자가

아닌

파사칼리아

주제선율이

한

6/8박자를
마디로

사용해

연주될

수

두
있게

마디에

걸친

작곡되었다.

108마디부터 피아노 오른손 성부에서 E#-F#-G-A-B-C# 로 상행하는 음형과
잦은 악센트로 인해 긴장감과 박자가 빨라지는 듯한 느낌을 극대화
시킨다. (악보57)
<악보57> 3악장 108-110 마디

14) 변주12 (111-120 마디)
변주12에서는 변주11에서 다섯 마디로 축소되었던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이 피아노 왼손 성부에서 다시 확대되어 10 마디로 나타나고,
부점 리듬도 다시 사용되었으며, 박자표도 6/8 에서 3/4 박자로 돌아온다.
111-113 마디 바이올린 성부의 16분음표 음형은 파사칼리아 주제선율을
모티브로 하여 부분적으로 사용되며 변주되었고, 3/4박자이지만 4분음표
안에 16 분음표 6 개, 6 연음보를 연주하도록 되어있어 마치 8/9 박자처럼
느껴지게

한다.

111-113 마디까지는
바이올린성부가

하지만

피아노는

폴리리듬이 나타나고

9/8 박자로

완전히

3/4 박자로
116마디부터

변박되면서

보인다. (악보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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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되면서
120마디까지는

폴리미터의

모습을

<악보58-1> 3악장 111-112마디

<악보58-2> 3악장 116마디

15) 변주13 (121-130 마디)
조성은 g minor 로 변주12의 b minor 와 3 도 관계에 있고, 이러한
전조는

낭만시대에

많이

쓰인

전조이다.

변주13의

121마디에서는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은 사라지고, 피아노 오른손에서 대선율(1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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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부분에서 연주된 바이올린 대선율)에 음이 추가되어 더욱 장엄한
느낌으로

연주된다.

이후

124 마디에서

대선율이

바이올린

성부로

옮겨가면서, 피아노가 연주하던 대선율을 바이올린이 받아 연주한다.
(악보59)
<악보59> 3악장 121-125 마디

16) 변주14 (131-140 마디)
이 부분은 g minor에서 B Major로 3도 관계 전조를 하면서, 이
악장의 조성인 b minor와 같은 으뜸음조 관계로 전조된다. 파사칼리아
주제선율이 106마디 Presto로 연주된 바이올린 성부와 조성적, 길이적
측면에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나온다. ( 악보60)
<악보60> 3악장 131-132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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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변주15 (141-150 마디)
141마디부터는

앞서

연주한

10 마디를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한다. 피아노 왼손에서는 B음을 지속시키면서 진행되고 피아노
오른손은 8 분음표로 변형된 파사칼리아 선율을 옥타브 위에서 연주하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악보61)
<악보61> 3악장 141-144 마디

18) 변주 16 (151-160마디)
151-152 마디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오른손 성부가 서로 반진행
하며,

피아노

오른손과 왼손은 동형진행을 한다. 153-160 마디까지

파사칼리아 주제선율이 바이올린 성부에서 연주된다. (악보62)
<악보62> 3악장 151-154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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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변주17 (161-174 마디)
변주17에서는 이 곡의 원조인 b minor로 돌아오고,

이 악장의

처음, 주제 부분에서처럼 피아노의 양손에서 부점 리듬으로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이 다시 연주된다. 하지만, 1-10마디의 주제 제시 부분과는
달리, 페잔테(pesante)로 피아노의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이 연주되면,
그 위에 바이올린 선율도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받아 긴 호흡을
가지고 연주한다. (악보63)
<악보63> 3악장 161-163 마디

13) 코다 (175-213마디)
앞서 나온 변주17 에서 어둡고 느린 분위기로 가다가 175 마디에서
갑자기 Allegro로 바뀌면서 8분음표 음형들이 한마디 간격으로 하행하며
휘몰아치는 분위기가 전개된다. 185마디부터 파사칼리아 주제 선율의 첫
두 마디를 한 마디 안에 연주되도록 축소시켜 8 분음표로 변주하고, 그
음형이 5마디동안 동형진행 된다. 2/2 박자와 6/4박자가 함께 사용된
폴리미터가 194 마디까지 진행되고 긴박한 분위기가 고조된다. ( 악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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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4> 3악장 175-178 마디

191-194 마디는

Piu

presto로,

절정에

도달하기위해

긴장을

쌓아올리는 부분이다. 피아노 왼손은 한마디 단위로 동형진행하고
2번째, 5 번째 박에 악센트가 붙어 불규칙한 강세를 만들며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고조시킨다.

사용되었고,

4마디동안

오른손도
꾸준히

2번째,

상행하면서

5 번째

박에

왼손과는

악센트가

반진행한다.

(악보65)
<악보65> 3악장 191-194 마디

195-199 마디는
되는데

여기서

갑작스러운

두 성부가 모두

라르가멘테(Largamente)를
3/4 박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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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박되면서

맞게

폴리미터는

사라지고 리듬적 협화에 도달한다. 피아노 오른손 성부에서 16 분음표로
상행하며

로 폭넓게 연주되고, 196마디 바이올린 성부의 대선율은

처음 나온 대선율(11마디) 의 음역대에서 두 옥타 브 위에서 맺힌 한을
풀어내듯 연주된다. ( 악보66)
<악보66> 3악장 195-197 마디

200-204 마디는 파사칼리아 주제선율의 부점 리듬을 사용하여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8도 병진행을 하며 하행한다. (악보67)
<악보67> 3악장 200-204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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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11 마디는 점차 흐름이 멎어가는 과정으로, 종지로서의
쉼표가 사용 되었고, 간결한 화성이 사용되었다. 212 마디에서

로

포효하듯 연주되고, 213마디에서는 b minor i 도 화성이 트레몰로로
연주되며 장엄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곡이 마무리된다. (악보68)
<악보68> 3악장 209-213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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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 폴리미터
연주법 연구
1. 폴리미터의 의미와 흐름
제 Ⅲ장에서는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할 때 자주
등장하는 폴리미터를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폴리미터는 서로 다른 박자가 둘 이상의 성부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

연주자가 4/4박자로 기보된 부분을

연주하고 있을 때 피아노 연주자는 10/8박자로 기보된 부분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이다.
폴리미터의 사용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4세기 후반 일부
아르스

수브틸리오르(Ars subtilior)19)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폴리미터와 폴리미터가 사용된 작품들에 대해 알아 보기
앞서,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성음악의 발전 배경과 아르스

수브틸리오르가 생겨나게 된 과정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13세기 다성 음악의 발전은 당대 건축양식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 12세기 중반에 장인들은 후에 고딕 양식20) 이라 이름 붙여진
새로운 양식의 교회 건축물을 창조, 발전 시켰다. 이렇게 예술적인
건축물의 장식물들이 교회를 장식하고 그것을 통해 예배를 장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다성 음악 연주는 단성 노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복잡함과 다양한 성부들로 예배와 성가의 장엄함을 표현하였다.
9 세기부터 13 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르가눔(organum) 21)이라 불린
19) 보다 섬세한 예술. 주로 다성 노래였고 이러한 샹송들은 주로 사랑 노래였으며, 이
곡들이 선율, 리듬, 대위법 및 기보법의 모든 가능성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음
악을 존중했던 귀족 및 전문가들을 위해 작곡되었다.
20) 높이 솟은 둥근 천정, 뾰족한 아치, 가느다란 기둥, 넓은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복
잡한 창문 장식 등이 고딕 양식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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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 음악은 병행 오르가눔22), 병진행-사진행 복합 오르가눔23), 자유
오르가눔24), 그리고 노트르담 오르가눔(Notre Dame organum)25) 등 여러
갈래로 발전해 갔다. 13 세기 초, 노트르담 오르가눔에 기반하여 새로운
다성음악 장르인 모테트26) 가 작곡되기 시작했다. 모테트는 복잡한
패턴과 다층적 의미로 인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독립된 하나의
악곡처럼 다루어지면서 종교음악과 세속음악 분야 모두에서 대표적인
다성 음악 장르가 되었다.
14세기

프랑스에서는

아르스

노바(Ars

nova) 27)라고

불리는

새로운 예술 경향이 생겨난다. 아르스 노바 시대의 대표적인 모테트
작품에

나타나는 온음표,

2분음표, 4 분음표, 8분음표,

쉼표

등을

포함하는 리듬 표기의 혁신28) 은 이후 현대 리듬 표기 시스템의 근간이
된다. 아르스 노바의 예가 되는 초창기 다성음악 작품에는 필립 드
비트리(Philippe de Vitry, 1291~1361)의 모테트29) 가 있다. 또 다른
아르스

노바

시대의

대표적인

다성음악

장르에는

샹송(chanson,

‘song’의 프랑스어) 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후, 14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작곡가들은 전통을 지속시키되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다성 음악 작품들을 작곡했다. 이른바 아르스
21) 잘 어울리는 조합으로 두 성부 이상이 서로 다른 음을 노래하는 것.
22) 5도 아래에서 병행 진행하는 오르가눔
23) 증4도(파-시) 병행을 피하기 위해 병행 4도로 진행할 수 있을때까지 사진행으로 한
음에 머무르다가 다시 병진행을 하는 오르가눔
24) 반진행, 사진행, 유사진행, 병진행을 자유롭게 연주하는 오르가눔
25) 12세기 말, 13세기 초 노트르담 악파에 의해 발전되기 시작한 오르가눔이 노트르담
오르가눔
26) 노트르담 악파 작곡가들이 디스칸트 클라우줄라에 새롭게 쓰인 라틴어 가사를 첨가
하면서 생겨남. 모테트의 라틴어형인 모테투스(motetus)는 ‘말’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모’ (mot)에서 유래. (디스칸트는 13세기 다성 음악에서 가장 높은 성부를 의미한다.
클라우줄라는 라틴어로 한 문장의 절이나 구라는 뜻으로 오르가눔의 독립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27) 1310년대에 비트리가 시작하여 1370년대까지 지속된 프랑스의 새로운 음악 양식.
28) 아르스 노바 이전에는 언제나 기본 박자 단위를 완전이라고 불린 동일한 3개 단위의
묶음에만 의존 했다. 하지만 아르스 노바 기보법에서는, 박자의 단위를 서로 다른 음
가 수준에서 2개씩 또는 3개씩 묶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리듬들을
표기할 수 있었다.
29) 비트리의 모테트는 대부분 3성으로 작곡되었으며, 비트리 자신이 쓴 라틴어 가사가
사용되었고, 테노르 성부에 동일한 리듬 단편들을 배치하는 특징이 있다.

- 68 -

수브틸리오르라고 불리는 이 시대의 일부 작품들은 두드러지게 복잡한
리듬

형태를

갖는다.

1370경~1412)30) 의

특히

성악곡

요하네스

치코니아(Johannes

비를레(virelei)31)

Ciconia,

< 우물가에서(Sus

une

fontayne)> 의 도입부 <악보69> 를 살펴보면 아르스 수브틸리오르 작품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박자 정량기호32) 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리듬 구조를 만들어 내며 결과적으로 각 성부는 독립적인 진행을
갖게 된다.
<악보69> 요하네스 치코니아, < 우물가에서>의 도입부

< 악보 69>에서는 현대의 폴리미터로 보이는, 각기 다른 정량기호
(박자표) 사용을 찾아볼 수 있다. 3개의 성부는 각기 다른 정량기호로
30) 플랑드르에서 태어나 생애의 대부분을 북부 이탈리아에서 보내면서 다양한 장르와
양식의 음악을 썼다.
31) 14세기 다성음악
32)14세기 후반에 사용된 현대 박자표의 원형. ʘ 는 8/9,
는 3/4,
6/8를 뜻한다. (마디6에서는 모든 성부가 (3/4)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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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4,

는

되어 있는데, 가장 상성부인 칸투스는

, 콘트라테노르는

, 테노르는

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현대식 표기법으로 바꾸어 보면 칸투스는 3 개
의 2/4박자, 콘트라테노르는 2개의 점4분음표로 결합된 2 박자의 성부,
테노르는 6/8박자로 표기되는 3/4박자이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쓰인 박
자는 서로 박자적 상충을 일으키게 되고 리듬적인 불협화를 만든다. 각
성부의 독립적 진행이 일어나는 것이다. 위의 예시와 같이, 복잡한 리듬
형태와 기보법 때문에 동시에 서로 다른 박자를 포함하는 다성음악 형식
은 전문적인 연주자와 교양 있는 청중들을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불과
한 세대 동안 유행하고 이내 사라지게 된다.
이후 17 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유럽에서 가장 유행하는 음악
장르는 오페라였다. 특히 이탈리아 희극 오페라33)에서는 전통을 고수하
기 보다는 각 작품의 개성이 드러나는 개방적 성향이 강했으므로, 이러
한 오페라 중에서도 폴리미터의 사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 1787 년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는 오페라 <돈 조반니
(Don Giovanni. K.527)>34)를 작곡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폴리미터의 사
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오페라 <돈 조반니>에서는 세 단계의 인물이 등
장한다. 첫 번째는 돈나 안나와 귀족35) , 두 번째는 레포렐로와 기타 인
물36), 세 번째는 돈 조반니37) 이다. 1 막 피날레 미뉴엣 “Ich werde nun
dein Tanzer”에서 이 세 인물 그룹들은 한 무대 위에서 각자의 스토리가
동시에 전개되는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 모차르트는 이렇게 여러 그룹의
33) 18세기 희극 오페라를 지칭하는 용어로 오페라 부파(opera buffa)가 있다.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절대 왕정 군주 체제와 귀족 중심의 사회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소재가 사용되었고 평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34) 시극인 로렌초 다 폰테(Lorenzo Da Ponte, 1749~1838) 의 대본으로 만든 다 폰테 오
페라. 오페라 부파의 관습을 따르고 있으나 오페라 세리아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과
상황, 양식을 혼합하여 작곡하였다.
35) 돈나 안나는 돈 옷타비오의 약혼녀. 돈나 안나와 귀족들은 오페라 세리아의 극적이
고 고양된 음색으로 과장된 연기를 펼치는 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36) 레포렐로는 돈 조반니의 시종. 레포렐로와 기타 인물들은 대부분 낮은 계급에 속해
있으면서 영리함과 지혜로움을 동시에 보여 주며 오페라 부파의 익살스러운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이다.
37) 이 오페라의 주인공. 일구이언하는 유혹자의 이미지를 가지며 손쉽게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옮겨 다니는 매우 방탕하고 젊은 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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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한 무대 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장면에 가장 적합한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 각각 3개의 박자표를 동시에 연주하도록 작곡하였다. 처
음 시작은 돈나 안나와 귀족, 돈조반니, 레포렐로, 오케스트라 모두 3/4
박자 미뉴엣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돈나 안나와 레포렐로가 3/4 박자를
유지하고 있을때 < 악보70-1>에서 돈 조반니를 위한 2/4 박자 대무곡이
시작되고, 이어서 < 악보70-2> 부터는 레포렐로를 위한 3/8 박자의 시골스
러운 왈츠가 펼쳐지면서 돈나 안나, 레포렐로, 돈 조반니 이 세 사람이
모두 다른 박자를 가지고 동시에 연주하도록 작곡되어 있다.

<악보70-1> 모차르트, 돈 조반니, 1막 피날레. 30-35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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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0-2> 모차르트, 돈 조반니, 1막 피날레. 49-53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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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폴리미터의 사용은 후기낭만시대로 넘어가서도 찾아볼 수
있다. 리하르트 바그너( 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는 1848년부
터

1852 년까지

4부작

연작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Der Ring des

Nibelungen)38) >음악극39)을 작곡했는데, 이 음악극의 마지막 악극인 < 신

들의 황혼(Götterdämmerung)> 중 3막 피날레에서 폴리미터의 사용을 찾
아볼 수 있다. 바그너는 자신의 음악극에 라이트모티브(Leitmotiv)40) 를
사용하였는데 청중들로 하여금 어떠한 대상에 대한 주제를 동시에 연상
되게 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유도동기를 함께 연주되도록 작곡하였고, 모
차르트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폴리미
터를 사용하였다. < 신들의 황혼> 3막 피날레에서 2/2 박자와 6/8 박자,
3/2박자와 6/8 박자가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는 각 주인공 또는 어떠한 대
상에 대한 유도동기들이다. 3막 피날레, 브륀힐데41) 의 희생 장면에서 음
악극은 절정에 도달하는데, <악보71-1>에서 6/8 박자의 ‘라인처녀 유도동
기(악보72-1)’와 2/2박자의 ‘사랑을 통한 구원 유도동기(악보72-2)’가 함
께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의 끝과 맞물리면서 <악보71-2>
3/2박자의 ‘반지 유도동기( 악보72-3)’와 6/8 박자의 ‘라인처녀 유도동기
(악보72-1)’가 함께 연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71,72)

38) 니벨룽의 반지는 총 4개의 악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전야) “라인의 황금(Das
Rheingold)”, 제2부(제1야) “발퀴레(Die Walüre)”, 제3부(제2야) “지크프리트
(Siegfried)”, 제4부(제3야) “신들의 황혼(Götterdämmerung)”. <니벨룽의 반지>의 연
주 시간은 총 16~17시간으로 연주자나 청중에게 도전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방대한 작
품이다.
39) 시, 장면 디자인, 무대, 연기,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총체적인 혹은 종합적
인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총체예술작품이라 불렸다. 오케스트라가 음
악의 중심이며, 성악 성부는 그 음악적 텍스처의 한 부분일 뿐이다. 목소리가 주도하
고 오케스트라는 그것을 반주하는 전통적 오페라와 달리 바그너의 음악극에서는 음악
자체에 극적인 맥이 존재하며 오케스트라가 그것을 주도하고, 목소리는 가사를 통해
음악에 명확성과 정확성을 부여한다. (Donald J. 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W.W.Norton&Company, Inc. 2006)
40) 유도동기. 바그너의 음악극은 연작 전체에 걸쳐 특정 인물, 사물, 감정 혹은 관념과
연관된 수많은 테마와 동기로 조직되어 있다. 음악 분석가들은 이런 테마와 동기으로
써 그것에 관한 연상을 만들어낸다. 줄거리가 전개되어감에 따라 유도동기 역시 변
화, 발전, 변형될 수 있고 동기들은 대위적으로 서로 결합될 수도 있다. (Donald J.
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W.W.Norton&Company, Inc. 2006)
41) 라인 강의 처녀 중 한명으로 반지에 의한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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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1-1> 바그너, 신들의 황혼, 3막 피날레 (2/2박자와 6/8박자)

<악보71-2> 바그너, 신들의 황혼, 3막 피날레 (3/2박자와 6/8박자)

<악보72-1> 라인처녀 유도동기 (Rhinemaidens Leitmotiv)

<악보72-2> 사랑을 통한 구원 유도동기 (Redemption through love Leitmotiv)

<악보72-3> 반지 유도동기 (Ring Leitmo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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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작 연작 오페라 중 3 막 피날레에서 폴리미터의 사용으로
유도동기들이

중첩되었고,

그것은

16 시간에

걸친

대장정의

막을

내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반지의 저주로 인해 벌어진 배신과
살인 그리고 파멸, 하지만 라인 처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한 구원 등
복잡하고 다양한 메시지를 바그너는 폴리미터를 통해 동시에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처럼 폴리미터의 사용은

고전시대와

낭만시대를

거치면서

작품을 더욱 효과적이고 세련되게 만들어 주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앞서 살펴본 모차르트나 바그너의 작품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2:3 비율의
폴리미터 사용이 많았는데, 둘로 진행되는 성부에 셋으로 진행되는
리듬을 얹는 것은 필자에게, 또는 음악 전공자에게 분명 낯설지 않은
대위법적

진행일

것이다.

하지만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에서는 4:5, 3:7, 5:6 등 낯선 비율의 폴리미터의 사용이 많았고
그 부분들을 연주함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폴리미터 연주를 하기 위한
연주법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필자는 본고에서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에 나오는 폴리미터 연주법을 연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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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폴리미터 연주법
폴리미터42) 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로 다른 박자가 둘 이상의
성부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바이올린은 4/4박자로,
피아노는 10/8 박자로 작곡된 부분을 동시에 연주한다고 가정해보자.
<악보73> 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성부가 동시에 시작했을 때 각자 2분음표
길이의 음가를 연주하는 동안, 바이올린 성부는 8분음표 4개를, 피아노
성부는 8 분음표 5개를 동시에 연주하는 것이다.
<악보73>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 2악장 107-108마디

즉 두 성부는 똑같은 음가의 2분음표를 각각 바이올린 성부는
4등분, 피아노 성부는 5등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비율은 4:5 가
되고, 두 성부는 2 분음표 음가가 지날때마다 합일점에 도달할 수 있다.
곧 바이올린 성부와 피아노 성부는 2분음표가 지나기 전까지는 서로
어긋나게 연주될 수 밖에 없고, 리듬적 불협화를 일으키며 연주하게

42) 폴리미터와 폴리리듬을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폴리리듬은 둘 이상의 성부를 연
주할 때 동일한 박자표를 사용하되 연주되는 리듬의 분할을 달리함을 뜻한다. 예를들
어 3/4박자를 연주하는데 있어 소프라노는 8분음표 2개씩 3등분 즉, ♩+♩+♩로 연주
하고 알토는 8분음표 3개씩 2등분 즉 ♩𝇏+♩𝇏 로 연주할 경우 폴리리듬이 사용되었다
고 할 수 있다. (김희정. <리게티의 『피아노 연습곡 제2권』에 내재된 아프리카 폴
리리듬과 역설>.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음악교수법연구> 18권 1호. 2017. p.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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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바람직한 폴리미터 연주법이 되는 것이다.
다시 앞의 가정을 가져와 4/4박자를 가진 바이올린 성부가
8분음표 음가를 연속적으로 연주하고, 10/8박자를 가진 피아노 성부가
8분음표 음가를 연속적으로 연주한다고 했을 때, 8:10 즉, 4:5 비율의
폴리미터를

가지는

각각의

성부들에게

서로

공통된

분할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43) 그러므로
이를 위해 먼저

두 성부의

공통 배수를

만들어

준다. 4 와 5 의

최소공배수를 통해 산출된 20은 두 성부의 공통 배수가 되고 그
부분에서 성부들은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4박자 성부는
최소공배수 20 을 5개씩 4등분, 10/8 박자 성부는 최소공배수 20을 4개씩
5등분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5-1>과 < 표5-2> 와
같다.
<표5-1> 바이올린 성부. 4/4박자. 2분음표 음가를 20개로 분할
(2분음표 음가만 표기함)
4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표5-2> 피아노 성부. 10/8박자. 2분음표 음가를 20개로 분할
(2 분음표 음가만 표기함)
10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부터 20까지 숫자는 두 성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할

리듬이 된다. 따라서 이 숫자들을 ‘공통 분할 리듬’44) 이라고 했을 때,
바이올린 성부는 공통 분할 리듬이 1, 6, 11, 16일 때, 피아노 성부는
43) 마치 4분음표를 16분음표 4개로 분할할 수 있듯이 폴리미터가 사용된 두 성부에게
16 분음표처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분할 기준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공통
된 분할 리듬이 필요하다.
44) 필자 임의에 의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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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9, 13, 17일 때 음이 시작됨을 <표5-1>과 <표5-2>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성부를 동시에 연주할 때 1, 5, 6, 9, 11, 13, 16, 17 순서로
연주되어야 한다. 두 성부는 다음 2분음표 음가가 연주되기 전까지는
만나서 안되며, 4/4박자를 가진 성부의 2번째 음이 10/8 박자를 가진
성부가 2 번째 음 전에 미리 나와서도 안 된다.
좀

더

충분한

설명을

위해

쉬운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3/4박자를 가진 바이올린 성부가 8분음표 음가를 연속적으로 연주하고,
9/8박자를 가진 피아노 성부는 8분음표 음가를 연속적으로 연주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성부가 동시에 시작했을 때, 각각 4분음표 음가를
연주하는 동안 바이올린은 8분음표 2개를, 피아노는 8 분음표 3개를
연주하게 된다. 이때 정확한 폴리미터 연주를 위해 각각의 성부들에게
공통된 분할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하므로, 2 와 3의 최소공배수인 6 을
공통 배수로 놓으면, 숫자 1~6은 두 성부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통

리듬’이

분할

된다.

이것을

도식화

<표6-2>가 된다.
<표6-1> 3/4박자. 4분음표 음가를 6개로 분할.
(4분음표 음가만 표기함)
3
4
1

2

3

4

5

6

<표6-2> 8/9 박자. 4분음표 음가를 6개로 분할.
(4분음표 음가만 표기함)
9
8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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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아래

< 표6-1> 과

두 성부는 첫 음을 동시에 연주한 뒤, 다음 4 분음표 음가가
연주되기 전까지는 만나서 안된다는 것을 <표6-1>, < 표6-2> 의 공통 분할
리듬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번 장에서 설명한 폴리미터 연주법을 사용해서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에 사용된 폴리미터들의 연주법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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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에 사용된
폴리미터 예시
1) 1악장
1 악장에서는 총 16번의 폴리미터 부분이 나온다. 비교적 익숙한
2:3

비율의

폴리미터부터

3:5,

2:7,

3:7,

6:7

비율의

다양한

폴리미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음표의 위나 아래에 있는 숫자들은 각각 공통 분할 리듬을
의미하고, 이 숫자들은 폴리미터(또는 폴리리듬)의 정확한 연주 순서를
나타낸다.
<악보74> 1악장 47-48마디 (3:2 비율의 폴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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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5> 1악장 59-60마디 (3:4 비율의 폴리미터)

<악보76> 1악장 66-67마디 (2:3 비율의 폴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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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7> 1악장 77-78마디 (2:3 비율의 폴리미터)

<악보78> 1악장 101-102 마디 (3:7 비율의 폴리미터)

<악보79> 1악장 105-108 마디 (3:7 비율의 폴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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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0> 1악장 113-114 마디 (7:3 / 3:2 비율의 폴리미터)

<악보81> 1악장 119-120 마디 (2:3 비율의 폴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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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2> 1악장 123-124 마디 (5:3 / 6:5 비율의 폴리미터)

<악보83> 1악장 140-141 마디 (7:12 비율의 폴리미터)

<악보84> 1악장 144-145 마디 (12:7 비율의 폴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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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악장
2 악장에서는 4:5 또는 6:5 비율의 폴리미터가 총 6번 나온다.
2악장에서는 5연음의 사용으로 인해 폴리리듬45) 이 생성되는 부분도
나오는데 폴리리듬 부분은 1~3마디 단위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1) 폴리미터 예제
<악보85>

2 악장

1-2마디

(바이올린이

연주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4:5비율의 폴리미터가 기보된 부분이다)

<악보86> 2악장 5-6마디 (4:5 비율의 폴리미터)

45) 폴리미터와 폴리리듬을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폴리리듬은 둘 이상의 성부를 연
주할 때 동일한 박자표를 사용하되 연주되는 리듬의 분할을 달리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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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7> 2악장 107-108 마디 (4:5 비율의 폴리미터)

<악보88> 2악장 116-117 마디 (3:5:4 비율의 폴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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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9> 2악장 124마디 (5:4 비율의 폴리미터)

(2) 폴리리듬 예제
<악보90> 2악장 13-14마디 (4:5 비율의 폴리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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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1> 2악장 15 마디 (6:5 비율의 폴리리듬)

<악보92> 2악장 17 마디 (4:5 비율의 폴리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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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3> 2악장 20 마디 (4:5 비율의 폴리리듬)

<악보94> 2악장 24-25마디 (4:5 비율의 폴리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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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5> 2악장 32 마디 (6:5 비율의 폴리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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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6> 2 악장 34-53마디 (2:3 비율의 폴리리듬. 피아노 성부의 연속된
3연음의 사용으로 9/8박자와 같은 효과를 준다. 마치 바이올린 성부는
3/4박자로, 피아노 성부는 9/8박자로 이루어진 폴리미터 부분 같은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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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악장
3 악장에서는 3/4 박자의 파사칼리아라는 특징 때문에 앞서 나온
두 악장들에 비해 비교적 폴리미터의 사용이 적다. 폴리미터는 총 2 번
등장하고, 2:3, 4:6 비율의 폴리리듬이 등장한다.
(1)폴리미터 예제
<악보97> 3악장 116마디 (6:4 비율의 폴리미터)

<악보98-1> 3악장 181마디 (6:2 비율의 폴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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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8-2> 3악장 183-184마디 (6:4 비율의 폴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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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폴리리듬 예제
<악보99> 3악장 61-80마디
*연속된 3연음의 사용으로 9/8박자 같은 효과를 주어, 마치 3/4박자와 9/8박자의
폴리미터로 이루어진 부분과 같은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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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00> 3 악장 111-112마디 (6:4 비율의 폴리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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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은 레스피기의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나단조
Op. 110> 을 중심으로 본 작품에 나타나는 후기 낭만과 신고전주의
어법을 연구하고, 악곡 분석을 통해 형식과 조성, 선율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 본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폴리미터의 의미와 그
흐름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의 올바른 연주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필자는

본

작품을

연주하기에

앞서

작품에

사용된

폴리미터와

폴리리듬의 올바른 연주법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본

작품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

악곡

분석과

타당한

폴리미터(또는 폴리리듬) 연주 방법을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작품은 1917년에 작곡된 후기 낭만주의 작품으로, 필자가
악곡 분석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던 후기 낭만주의 특징은 크게 3가지가
있었다. 첫째, 특정 주제 선율이나 모티브가 전 악장에 걸쳐 변형되며
운용되는 순환형식으로 작곡되었다. 둘째, 2악장은 3부 형식[A-B-A’] 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B부분의 조성이 A-C#-E, 3도 관계조로 확대된
전조를

한다.

성격변주가

셋째,

사용되어

3악장
각

파사칼리아에서는

변주마다

다른

후기

빠르기말을

낭만시대의
통해

주제가

자유롭게 변화한다.
또한, 본 작품에서는 약 1910-1950년 동안 나타났던 신고전주의
작곡 기법도 사용되었는데, 이 작품을 신고전주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특징에는 3 가지가 있다. 첫째, 신고전주의 작품들은 과거의 형식을
가져와 사용하면서 형식적 간결미를 추구하였는데 본 작품도 소나타
형식(1악장), 3부 형식(2악장), 파사칼리아(3 악장) 를 기본 형식으로
삼고 있다. 둘째, 형식은 낭만주의 이전의 형식을 사용하였지만, 2 도
음정 간격으로의 전조를 사용하여 옛 음악과의 차이를 두었다. 1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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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b-D-C-c-D-C-C#-b-B 순으로 전조되는데, 이 중에서 총 5번의 2 도
간격 전조가 나타나고, 2악장의 B부분에서도 D ♭-C로 반음 전조를 한다.
셋째, 곡 전반에 걸쳐 잦은 변박, 폴리미터와 폴리리듬의 사용으로
다양한 박자체계를 갖는다.
필자는 본 작품에서

종종

등장하는 폴리미터들을

올바르게

연주하기 위한 폴리미터 연주법을 연구하였다. 우선 박자가 다른 두
성부에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공통 분할 리듬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각 성부가 리듬적으로 어떻게 대위적 진행을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밀하고 틀림없이, 기계적으로 연주
하는 것 보다는, 각 성부의 대위적 진행 속에 두 성부가 음악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의 악곡 분석
과 폴리미터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고, 본 곡에서 나오는 폴리미터와
폴리리듬을 연주하기 위해, 수학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본 고를
통해 레스피기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연주와 해석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
라며, 레스피기뿐만 아니라, 폴리미터나 폴리리듬이 사용되는 다른 작품
들에 대한 연주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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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provides an overall analysis and a close look
at polymeter performance practice on Ottorino Respighi's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B minor, Op.110 written in 1917. I have
performed this piece as part of my Graduate Solo Recital progr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fall semester of 2016. This
performance experience of the Sonata is the reason why I have
decided to explore this piece in depth for my Master of Music
degree graduation thesis.
Respighi's works are based on the nostalgia of the period
when the Italian culture bloomed with the artistic styles that
looked back the Baroque Era and the Renaissance Era. We can see
Respighi’s use of the traditional compositional methods from the
past and the 'new' compositional methods of his time in the
instrumental oeuvre of Respighi.
In

chapter

II

of

this

thesis,

I

have

provided

the

structural, harmonic, melodic, and rhythmic analyses of the Violin
and Piano Sonata in B minor. Respighi uses traditional structural
elements such as The Sonata form, Ternary form, and Passacaglia.
Within these structural elements, he infuses in the elements that
are used frequently in the Neo-Classicism such as key relationships
based on the 2nd intervals, and use of polymeter. In addition, he
also uses elements from the Late Romantic Era such as cyclic form
which is used quite frequently in Respighi's time, and using
character variation form in a sonata movement.
In Chapter III, my research is extended on the use of
polymeters and polyrhythms that can be heard throughout the
piece. Polymeter means when there are different time signatures
used in two or more voices at the same time in a pie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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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7/8 meter and 3/4 meter are used at the same time in
different instrumental lines or voice lines. By using polymeter,
the rhythmic the tension of the music becomes greater from the
crashes of the rhythms from each voice using independent meters. I
studied and analyzed the use of polymeter and polyrhythm in Sonata
in B minor very thoroughly, as I felt that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proper

performance

practice

of polymeter and

polyrhythm. Thus, I included the meaning and the different cases
of polymeter/polyrhythm use in the Sonata, in Chapter III. Readers
will also find my suggestions on how to interpret and perform
the polymeter sections properly.
I

hope

that

this

research

on

the

aspects

of polymeter performance practice and the analysis of the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B minor by Respighi is useful to the
readers of this thesis on understanding other pieces by Ottorino
Respighi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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