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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J. S. Bach English Suite No.2 a minor BWV 807,
L. v. Beethoven 32 Variations in c minor WoO 80,
F. Chopin Polonaise in f-sharp minor Op.44,
Federico Mompou ‘PAISAJES’의
연주 및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피아노 전공
오수민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J.

S.

Bach

<English Suite No.2 a minor BWV 807>, L.v.Beethoven <32 Variations in
c minor WoO 80>, F. Chopin <Polonaise in f-sharp minor, Op.44>,
Federico Mompou <‘PAISAJES’>에 대해 연구하였다. 작곡가들의 생애
와 작품 배경을 알아보고, 곡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파악하여 작품에 대
한 올바른 이해와 연주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바로크 시
대의 작곡가이며, 그의 건반악기 모음곡 중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영국
조곡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 바흐 영국 조곡은 Prelude, Allamande,
Courante, Sarabande, Gigue가 기본악장을 이루며, <2번>에서는 Bourrée
I,II가 Gigue 앞에 배치가 된다. 춤곡들은 모두 2부분 형식으로 갖추어져
있다.
루드비히 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고전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며, 고전적 형식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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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변주곡은 베토벤에 있어 소나타 다음으
로 중요한 음악 형식이며, <32개의 변주곡>은 8마디 주제의 화성진행을
바탕으로 32개의 변주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곡은 기교적으로도 아주
화려하며 베토벤 특유의 절제된 음악성이 포함되어 있다.
프레데릭 쇼팽(Frédéric Chopin 1810-1849)은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그는 일생동안 거의 피아노 작품에만 전념하여 수많은 명곡
들을 남긴 중요한 인물이다. 쇼팽의 폴로네이즈는 폴란드의 민속춤을 건
반악기로 표현한 곡으로, 11개의 폴로네이즈가 존재한다. 그 중에 단조에
속한 <f-sharp minor,Op.44>는 중간에 마주르카가 삽입되어 있어 4부 형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쇼팽은 이 곡을 「폴로네이즈의 형태를 빌린 환
상곡」 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폴로네이즈 리듬이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곡 전체의 화려함을 부각시킨다.
페데리코 몸푸(Federico Mompou 1893-1987)는 스페인 출신의 작곡가
이며, 몸푸의 <풍경(PAISAJES)>은 분수와 종(La fuente y la campana),
호수(El Lago), 갈라시아의 마차(Carros de Galicia)등 3개의 악장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그는 자연에서 경험한 영감을 이용해 특유의 화성들을
만들어 냈다. 그의 작품은 안정적이면서도 강렬한 스페인적인 향수를 담
고 있다.

주요어 : 바흐, 조곡, 베토벤, 변주곡, 쇼팽, 폴로네이즈, 몸푸
학 번 : 2017-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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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 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J. S. Bach
<English Suite No.2 a minor BWV 807>, L.v.Beethoven <32 Variations in
c minor WoO 80>, F. Chopin <Polonaise in f-sharp minor, Op.44>,
Federico Mompou <‘PAISAJES’>에 대한 연구이다. 먼저 위 네 곡의 작
곡 배경을 알아보고, 작품 분석을 통해 곡을 이해하도록 한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프랑스와
영국의

다양한

춤곡

음악의

양식을

적용하여

6개의

영국조곡

(BWV806-811)을 작곡하였다. 바흐 <영국조곡 2번 (BWV807)>의 무곡들에
나타난 리듬과, 장식음의 활용, 화성진행의 과정, 프랑스 조곡과 파르티
타 구성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고전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며 그 당시 음악양식을 초월한 작품들을 작곡하여 낭만주의의
시대를 연결해 준 중요한 인물이다. 그의 작품 <32 Variations in c minor
WoO 80>에서 나타난 다양한 변주기법과, 리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프레드릭 쇼팽(F. Chopin, 1810-1849)은 대부분 피아노 작품에만 전
념하여 수많은 명곡 들을 남긴 낭만주의 작곡가이다. 그의 여러 개의 폴
로네이즈 중에 단조에 속한 <Polonaise in f-sharp minor, Op.44>의 폴로
네이즈적 리듬변형, 마주르카가 삽입된 형식의 구조와 화성 변화를 분석
하고자 한다.
페데리코 몸푸(Federico Mompou, 1893-1987)는 스페인 출신의 작곡
가이며, 그가 쓴 피아노 작품들 중에서 종과 연관된 작품들이 많이 존재
한다. 이 중에 ‘PAISAJES’는 곡은 몸푸가 ‘풍경’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르며 작곡한 작품으로 -분수와 종(La fuente y la campana),호수(El
Lago) ,갈라치아의 마차(Carros de Galicia)- 로 이루어져 있다. 각 악장의
풍경의 표현에 따른 작곡기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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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J. S. Bach English Suite no.2 in a minor, BWV 807
1)작품 배경

‘뉴턴이 철학가로서 이룩한 업적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가 음악가로서 이룩한 업적과 동일하다’1)라
는 말처럼 바흐는 17세기 바로크음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음악의 아버
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바흐는 9살, 10살 때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고, 맏형인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 (Johann Christoph Bach, 1645-1693)에게 맡겨져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게 되었다.
바흐는 18살 때부터 음악활동을 시작하는데, 그의 음악 인생은 장기
간 여러 도시를 거쳐 보내게 되며, 이를 후대에 5 시기로 구분해서 서술
한다. 음악의 기초를 닦았던 아른슈타트(Arnstadt, 1703-1707)시기를 지
나, 뮐하우젠(Mülhausen, 1707-1708)시기, 궁정악단 콘체르트 마이스터로
임명되었던 바이마르(Weimar, 1708-1717)시기, 카펠마이스터로 임명되었
던 쾨텐(Köthen, 1717-1723) 시기, 그의 생애가 끝날 때 까지 지냈던 라
이프치히(Leipzig, 1723-1730)시기로 나뉠 수 있다.
바흐는 그의 일생 동안 건반악기 작품인 영국 조곡(BWV806-811)과
프랑스 조곡(BWV812–817), 그리고 파르티타(BWV825-830) 등 총 3종류의
춤 곡 형식을 작곡하였다. 각 조곡은 6개 의 작품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영국 조곡은 바이마르(Weimar) 시기에 , 프랑스 조곡은 쾨텐(Köthen)시
기, 그리고 파르티타는 라이프치히(Leipzig) 시기에 작곡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F. Daniel Schubart (1784~85)
Christoph wolff, 변혜련 옮김 『요한 세바스찬 바흐 1』 (한양대학교 출판부,20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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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조곡은 1718년 바이마르(Weimar)시기에 작곡을 시작해서 쾨텐
(Köthen)시기 궁정가수였던 안나 막달레나 빌케(Anna Magdalena Wilcke,
1701-1760)와 재혼한 1721년 사이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을
통해 바흐는 여러 음악적 아이디어의 연결 방법, 서로의 상호연관성, 전
조의 다양화를 알게 되었으며, 이 밖에 많은 세세한 작곡 기법들까지 연
구하게 되었다.2)
쾨텐(Köthen)시기에 쾨텐 궁정에서는 바흐에게 교회음악 보다는 세
속적인 음악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요구로 인해 바흐는 <브란덴브루크
협주곡 Brandenburg concerto>(BWV 1046–1051),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
권 Wohltemperierte Klavier Teil I>(BWV 846–869) 등과 같이 바로크시대
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작곡하게 된다.
그 외에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바흐는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교회
칸타타 형식인 <요한 수난곡>(BWV 245), <마태 수난곡>(BWV 244) 등 많
은 교회 음악 작품들을 남기게 된다.

2) 작품의 구성과 특징

바흐 영국 조곡 속의 춤곡들은 모두 2부분 형식이며, 각 모음곡 앞
에 전주를 삽입하거나 사라방드와 지그 사이에 토카타나 카프리치오와
같이 자유롭고 고도의 기교를 요하는 춤곡을 배치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채롭게 구성하였다.3)
영국 조곡은 프렐류드(Prelude)를 시작으로 알르망드(Allemande), 쿠
랑트(Courante), 사라방드(Sarabande), 지그(Gigue)로 구성되어 있고, 쿠랑
트, 사라방드, 지그 사이에는 더블I,II(Double I,II), 부레(Bourrée), 가보트
(Gavotte), 미뉴엣(Menuet),파스피에(Passepied)등이 등장한다.
<영국조곡 2번 (English Suite in a minor)>(BWV807)에 수록된 무곡들
2) 위의 책, 285.
3)민은기, 『서양음악사 피타고라스부터 재즈까지』 (음악세계, 2007)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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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박자와 마디 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바흐 영국 조곡 2번 구성

순서

박자

마디 수

Prelude

3/4

164

Allemande

4/4

24

Courante

3/2

24

Sarabande

3/4

28

Bourrée I

2/2

56

Bourrée 2

2/2

24

Gigue

6/8

74

(1) Prelude
영국 조곡의 프렐류드는 무용곡이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곡이다. 프렐류드는 3/4박자이며 모두 3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
국 조곡에 나오는 6개의 프렐류드들 중에서 2번의 프렐류드는 가장 길
고, 상대적으로 빠른 템포로 시작된다. 시작 부분에서는 주제가 3성부에
서 차례대로 나오면서 푸가(Fuga) 기법으로 전개되며 오른손은 16분음표
분산화음으로 주제와 조화를 이루며 반주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예는 아
래 악보를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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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바흐 영국조곡 2번> Prelude 마디 1-3

<표 2> 바흐 영국 조곡 2번 Prelude의 3부 형식
A

B

Coda

마디 1-54

마디 55-109

마디 110-166

(2) Allemande

대부분 보통 빠르기로 2 박자를 토대로 하는 알르망드는 8 분음표
혹은 16 분음표의 박자로 시작된다. 이것의 기원은 독일의 춤 곡으로 추
측한다.4) 주제적 소재는 반복 진행이나 대위법적으로 처리한 수식적인
요소들로 - 음계구, 펼침 화음, 또는 꾸밈 음에서 비롯된 표준 패턴- 구
성된 짧은 동기를 사용하였다.5) 첫마디가 소프라노 음이 주된 멜로디로
진행되다가 테너 음이 주제를 이어받는 푸가 형식이 등장한다. 이는 아
래 악보를 참고하도록 한다.
영국조곡 2번 알르망드는 4/4박자이며 12마디+12마디 2부형식이다.

4) allemande 란 프랑스어로 ‘독일(German)’을 의미한다
Miller, Hugh Milton, 대학음악저작연구회 역. 『음악사』 (삼호출판사1989) 131.
5) F. E. Kirby , 김혜선 역 『피아노 음악사 : 20세기 말까지』 (도서출판 다리, 199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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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바흐 영국조곡 2번> Allemande 마디 1-2

(3) Courante
쿠랑트에서 바흐는 프랑스식 쿠랑트(courante)와 이탈리아식 코렌테
(corrente)를 심지어는 용어까지도 조심스럽게 그 차이를 잘 유지하였으
나, 바흐 협회를 포함한 그 후에 나온 에디션들은 이를 무시하고 대부분

courante 라 표기하였다.6)
영국 조곡 2번의 쿠랑트는 12마디 단위로 2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
다. 쿠랑트는 .   . 의 리듬으로 전개가 되며 3/2박자로 진행되는 것
이 특징이다. 곡의 진행에 따라 장식음들을 추가하여 쿠랑트의 리듬감과
선율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악보 3] <바흐 영국조곡 2번> Courante의 장식음 사용 마디 1-3
장식음의 사용 예시

6) 위의 책,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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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rabande

사라방드는 멕시코의 도시 미초아칸(Michoacán)과 스페인에서 유래된
춤곡 형식이다.7) 영국 조곡 2번의 사라방드의 리듬은 3/4박자로 느리게
진행되며 ♩♪♪♪♪│♪♪ 의 리듬 구조를 띄고 있다. 12마디와 16마디
로 2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보 4] <바흐 영국조곡 2번> Sarabande 마디 1-5
사라방드의 리듬 구조

(5) Bourrée
부레는 2/2박자의 2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Bourrée I 과
Bourrée II로 나뉘어져있다. Bourrée I은 a 단조로 전형적인 부레의 리듬
      ♩8) 과 유사하며 빠른 속도로 전개된다. Bourrée II는 A 장조
의 밝은 화성을 바탕으로 다른 리듬으로 진행된다. Bourrée I의 리듬과는
차이가 있으며 차분히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Bourrée II가 끝나고 da
capo에 의해 Bourrée I의 처음으로 돌아가 연주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7) D. J. Grout 저 서우석, 전지호 공역 『서양음악사 2』 (심설당, 1997) 558.
8) Alfred Blatter 『Revisiting Music Theory: A Musician's Guide』 (Routledge, 20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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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바흐 영국조곡 2번> Bourrée I 마디 1-4
기본 리듬 구조

[악보 6] <바흐 영국조곡 2번> Bourrée II 마디 1-3

⑥ Gigue
지그는 영국 앵글로 아이리쉬에서 시작되었으며, 17세기,18세기의 활
기차고 쾌활한 춤으로, 보통 2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는 3/4박
자 또는 6/4박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또한 3/8박자,
6/8박자 또는 12/8박자의 지그 작품들이 생겨났다. 영국 조곡 2번 지그는
6/8박자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같은 선율이 몇 번의 도약을 거쳐 반복
적으로 진행되는 동형진행이 이루어진다. 이는 아래 악보 7을 통해서 나
타나 있다.
[악보 7] <바흐 영국조곡 2번> Gigue 의 동형진행 마디 6-11
3도음정 간격의 동형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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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v.Beethoven 32 Variations in c minor WoO 80

1) 작품 배경

루드비히 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쾰른(Köln)
옆에 있는 작은 도시 본(Bonn)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전주의에서 낭만주
의 시대로 가는 과도기를 개척한 인물로 평가된다.
베토벤의 작품 시기는 총 3개의 시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대표적인
학자인 뱅상 댕디(Vincent d’Indy)는 3개의 시기를 각각 모방, 구체화,
반성의 시기로 명명하였다.9)
제 1시기(1796-1802)는 베토벤이 고전주의의 전통을 모방하면서 자신
의 정체성을 작품에 투영시켜 발전했던 시기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3개의 피아노 소나타 Op. 2>가 있다. 이 피아노 소나타는 하이든 적인
음악적 요소들이 많이 나오지만 스케르초 악장의 삽입과 함께 베토벤 개
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베토벤은 또 다른 대표적 작품인
<Sonata op. 13, ‘비창’>를 이 시기에 작곡하여 빈에서 명성을 얻기 시
작하였으며 독보적인 작곡가로서 입지를 다져 나갔다.
제 2시기(1802-1815)는 베토벤이 자신의 작품의 의미와 형식구조 등
을 구체화했던 시기로 기존의 소나타형식의 주제들 사이의 틀을 과감히
변화시키는 시도를 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Sonata Op.
27 ‘월광’>, < Sonata Op. 53, ‘발트슈타인’>, <Piano Sonata Op. 57,
‘열정’>가 있다. 각 작품들의 형식은 베토벤의 음악적인 상상력의 힘
에 의해 확대되었으며, 소나타 형식의 자연적 발전과 그 완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긴장감과 집중력이 필요한 본질적인 힘을 갖춘
주제에서 표현이 된다.10)
제3시기(1816-1827)는 재정적으로 풍요로웠던 시기였지만 청력손실,
9) D. J.Grout 저 서우석, 전지호 공역 『서양음악사 2』 (심설당, 1997) 760.
10) 위의 책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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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에 시달렸던 베토벤이 내면의 고뇌와 갈등을 작
곡이라는 수단을 통해 극복하려던 시기였다. 그 시기에 마지막 5개의 피
아노 소나타와 <장엄 미사> , <디아벨리 변주곡>, <합창교향곡 9번>을 작
곡하였다. 제 3기의 작품들은 명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11)
베토벤은 그의 일생 동안 20 여가지의 변주곡을 작곡했는데, 대표적
인 작품으로는 <6 Variation in F Major Op.34 >, <15 Variations and
Fugue in E-flat Major Op.35 “에로이카”>,<32 Variations in c minor
WoO 80>, <디아벨리 왈츠에 의한 33 Variations in C Major Op. 120>이
있다.
베토벤의 <32개의 변주곡>은 1806년에 작곡 되어 1807년에 출판되었
다. <32개의 변주곡> 은 변주곡 이지만 그의 작품에서 여느 기악곡들과
견줄 만큼 정교하고 발전적인 변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곡이다12)

2) 작품의 구성과 특징

(1) Theme
주제곡은 c minor 3/4박자로 이루어져 있고 Allegretto로 조금 빠르게
연주된다. 상성부에서는 각 마디의 멜로디가 도에서 온음씩 상행하는 진
행을 보인다. 하성부는 반음계적 진행으로 17,18세기 유행했던 샤콘느
형식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마디6에 Sf (스포르잔도) 이

후에 P 의 셈여림으로 주제의 멜로디는 종결 짓게 된다.
[악보 8]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Theme , 반음계적 진행 마디 1-8

11) 위의 책 780.
12)F. E. Kirby , 김혜선 역 『피아노 음악사 : 20세기 말까지』 (도서출판 다리, 2007)
160.

- 16 -

(2) 제 1 변주곡
제 1 변주곡은 주제인 상성부 멜로디가 16음표 분산화음으로 변형되
어 나타나며, leggiermente로 가볍고 우아한 분위기로 진행이 된다. p로
시작이 되며 마디6에 sf가 너무 크지 않게 연주해야 한다. 하성부는 8분
음표의 짧은 길이로 주제와 마찬가지로 반음계적 진행이 이루어진다. 16
분 음표 분산화음 주제의 종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 3 변주곡까지
진행되어 등장한다.

[악보 9]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1 변주곡 마디 1-4

(3) 제 2 변주곡
제 2 변주곡에서는 16분 음표 분산화음 선율이 하성부에서 나타난다.
오른손 화성은 제 1 변주곡 왼손에서 보여줬던 반음계적 화성진행이 이
루어져 있으며, 제 1 변주곡의 양손의 연주형태가 제 2 변주곡에서 반대
로 연주되어 대칭을 이룬다. 이는 제 2 변주곡 하성부에서 등장하는 주
제는 아래 악보 10에 나와 있다.

[악보 10]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2 변주곡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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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3 변주곡
제 1, 2 변주곡에서 16분 음표 분산화음 선율이 각각 오른손, 왼손에
따로 연주되었던 것과는 달리 제 3 변주곡에서는 양손에서 동시에 분산
화음이 등장한다. 상성부, 하성부 모두 반음계적 진행의 성질을 띄고 있
으며 3도 간격으로 고르게 배치된다. 제 1, 2, 3 변주곡은 전체적으로 16
분 음표를 non legato로 연주하나, 제 3 변주곡은 마디 6에 legato로 진행
되고, 마디 7에 5잇단음표가 등장하면서 음색적으로 심도 있게 표현되고
있다.

[악보 11]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3 변주곡

(5) 제 4 변주곡
제 4 변주곡은 3성부로 이루어져 있고 주된 선율은 왼손 성부 8분음
표로 반 진행하고 있다. Theme의 하성부 진행과 제 4 변주곡의 왼손진
행이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테마와의 통일성이 드러난다. 오른손의 중간
성부는 3잇단음표로 변주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스타카토로 가볍게 표현
되며 셈여림은 p 로 차분하고 정적이게 연주하도록 한다. 다음 악보 12
는 제 4 변주곡의 마디 1-8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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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4 변주곡 마디 1-8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내성

C에서 반음계적 하행

(6) 제 5 변주곡
제 5 변주곡은 16분음표의 분산화음과 상성부에 8분음표가 옥타브에
레가토로 연결 되어있다. 왼손 마디 1-5의 16분 음표, 2분 음표 의 화성
은 오른손 멜로디의 흐름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화성적으로 강한 토대를
만들고 있다. 마디 6-8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 교차로 하행진행을 하며,
카논(Canon)형식13)으로 제 5 변주곡을 마무리 하고 있다.

[악보 13]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5 변주곡 마디 6-8
교차 하행 진행

13) 카논(Cannon) : 대위법에 의한 다성음악의 작곡기법. 또는, 그 기법에 의한 악곡. 주
제가 되는 가락을 연주하는 선행 성부를 후속 성부가 일정한 간격으로 엄격히 유지하면
서 모방하여 뒤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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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6 변주곡
제 6 변주곡은

제 1-5 변주곡에 비해 셈여림이 ff로 강하게 표시되

어 상대적으로 고조된 분위기가 표현된다. 전체적으로 3잇단음표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3 잇단음의 첫 음은 세게(sforzato) 연주하도록 지시되어
있다. 오른손 마디 1 2번째 단음과 마디 2-6의 첫 음은 반음계적으로 주
제가 진행된다. 스타카토로 표시되어 있어 각 음들을 뚜렷하게 연주하도
록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양손 단음들은 대칭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며
음들의 간격이 넓어졌다 다시 좁아지는 음정 간격의 표현을 끝까지 주의
하면서 표현하도록 한다.

(8) 제 7 변주곡
제 7 변주곡의 상성부는 8분음표의 유니즌이 레가토(legato)로 등장하
면서 하행 진행을 반복한다. 왼손의 16분 음표인 3화음과 오른손의 옥타
브가 교대로 나오면서 진행된다. 셈여림은 p로 시작되며, 마디 6에 sf가
나오면서 양손의 옥타브가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악보 14]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7 변주곡 옥타브의 대칭적 구
조 마디 6-7
반복적인 하행진행

양손의 대칭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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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8 변주곡
제 8 변주곡은 제 7 변주곡에서 나온 왼손 반주가 상성부, 하성부에
서 동시에 나타나면서 제 7 변주곡과의 연결성이 보인다. 상성부에서의
선율은 옥타브로 나타나며 2 마디씩 상행과 하행이 반복된다. 왼손 3화
음의 내성에서 반음계적 주제 진행이 나타난다.

(10) 제 9 변주곡
제 9 변주곡은 3 성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선율은 상성부의 주제를
레가토로 연결하고 있다. 가운데 성부는 6잇단음표로 2도의 반음과 온음
진행이 반복되다가 마디 7-8에 종결를 위한 트릴이 등장한다. 맨 밑 성
부는 3도 펼침화음으로 반복되어 위의 상성과 중간 성부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마디의 첫 음은 반음계적으로 등장하는 주제 진행이 돋
보인다. con espressione(감정을 담아서)의 표현으로 전체적으로 심오하면
서 내면의 깊이가 느껴지는 변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주하도록 한다.

[악보 15]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9 변주곡 마디 1-5
상성부의 주제

내성부의 트릴

강박에서 등장하는 반음계적 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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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0 변주곡
제 10 변주곡은 상성부에서 주제가 옥타브로 나타나며, 첫 음에서 강
조된 후 16분음표의 짧은 음들이 f로 강하게 등장한다. 하성부는 32분음
표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곡의 긴강잠을 유지시키고, 각 마디의 첫 음들
이 베이스의 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왼손의 반주 진행에서 마지막 마
디는 종결을 짓지 않고 다음 제 11 변주곡의 진행을 자연스레 연결 짓는
다.

[악보 16]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10 변주곡 마디 1-4
주제의 옥타브 변주

(12) 제 11 변주곡
제 11 변주곡은 제 10 변주곡에서 나온 왼손 32분 음표 패턴이 오른
손에서, 주제의 옥타브 변주가 왼손에서 바뀌어 나타난다. 마디 6-8 에서
32분음표의 스케일이 등장하게 되며, 마지막 마디에서 등장하는 7잇단음
표는 곡의 마무리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다음 변주곡으로 넘어가는 역할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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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11 변주곡 마디 5-8

주제의 옥타브 변주 : 하성에서 등장

(13) 제 12 변주곡
제 12 변주곡는 제 13-15 변주곡에 등장하는 주제를 제시하면서, C
장조로 단조롭게 셈여림은 p로 여리게 연주해야 한다. 상성부에서는 주
제의 모티브의 변형이 나오며, 왼손 베이스에서의 반음계적 상행 진행이
돋보인다.

[악보 18]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12 변주곡
주제의 변주: 13-15변주와 유사

반음계적 상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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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13 변주곡
제 13 변주곡은 제 12 변주곡의 주제가 왼손에 나타나 있으며 C 장
조로 구성되어 있어 이전의 변주곡과 연결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오른
손은 16분음표로 자유롭게 음을 변주하고 있다. 이후 마디 8에 등장하는
3도 화음의 16분 음표는 제 14 변주곡으로 연결된다.

[악보 19]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13 변주곡 마디 1-4

주제의 변주: 12번 변주와 유사

(15) 제 14 변주곡
제 14 변주곡은 상성부가 16분음표의 연속 3도 진행이 스타카토로
표현되어 있으며, 하성부에서는 제 13 변주곡의 왼손에 나타난 주제에 3
도가 첨가되서 나타난다.

[악보 20]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14 변주곡 마디 1-4

주제의 변주: 3도 음정으로 화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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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15 변주곡
제 15 변주곡은 dolce(부드럽게)로 오른손은 옥타브 셋잇단음표로 진
행되는데, 싱코페이션 (당김음)으로 리듬감 있는 표현과 함께 레가토로
부드럽게 진행된다. 왼손도 마찬가지로 셋잇단음표의 펼침화음으로 10도
의 음정 간격으로 3화음 구성음의 아르페지오 반주형태를 띄고 있다. 하
성부의 각 마디의 첫 음들은 제 12 변주곡의 왼손 반음계 상행진행이 그
대로 나타나 있다. 마디 6에는 risoluto(힘차고 분명하게)로 양손의 도약
을 강조하고 있어 이점을 유의하면서 표현하도록 한다.

[악보 21]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15 변주곡 마디 1-4
당김음 리듬

(17) 제 16 변주곡
제 16 변주곡은 제 15 변주곡의 오른손 선율이 변형되어 16분음표의
유니즌으로 빠른 진행을 보인다. 상성에서는 16분음표 단위로 4개의 음
들이 그룹을 이룬다면, 하성에서는 3 잇단음표로 그룹을 이루고 있어 폴
리리듬이 나타나 있다. 마디 5부터 크레센도로 시작되어 마디 7에 dim.
로 진행되어 마무리 짓는다.

[악보 22]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16 변주곡 마디 1-4

리듬의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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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17 변주곡
제 17변주곡은 다시 c 단조로 되돌아온다. 오른손은 첫 마디에 단선
율로 시작되었다가 2마디부터 2 성부로 분리가 되어 인벤션처럼 레가토
로 연주된다. 왼손은 16분음표의 분산화음으로 알베르티 베이스14) 를 쓰
고 있으며 7, 8마디에는 오른손이 반주 형식, 왼손은 오른손의 주선율을
이어받아 p로 마무리 짓는다.

[악보 23]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17 변주곡 마디 1-4
주제의 변형:인벤션과 유사

(19) 제 18 변주곡
제 18 변주곡의 오른손은 각 마디에 2옥타브씩 스케일로 상행하는
방식으로 변주되었으며, 왼손은 3박자로 긴 화음을 유지하며 반음계적으
로 주제의 하행진행을 표현하고 있다. 마디 5에는 상성부가 6잇단음표에
서 7잇단음표로 상행하는 과정에서 각 단위의 끝 음을 sf로 강조하고 있
으며, 마지막 까지 이 진행을 유지하고 있다.

14) 알베르티 베이스(Alberti bass) : 고전 시대 음악의 반주법 중의 하나이다. 도메니코
알베르티(Domenico Alberti 1710-1740)가 많이 써서 ‘알베르티’라는 이름이 붙었다.
왼손으로 연주되는 반주 부분을 음을 깨뜨리고 짧은 음들을 단순하게 반복함으로써 주
제를 두드러지게 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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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18 변주곡 마디 1-5

(20) 제 19 변주곡
제 19 변주곡은 상성부에 16분음표의 셋잇단음표가 펼침 화음으로
나타나 있다. 왼손은 4분음표의 화성과 8분음표의 화성으로 반주역할을
하고 있다. 양손 모두 f에서 p로 5마디까지 대조적인 셈여림으로 표현하
고 있으며, 6마디부터는 상성부 하성부 모두 하행진행을 하며 8마디까지
극적으로 커지면서 f까지 도달하면서 강렬하게 마무리한다.

(21) 제 20 변주곡
제 20 변주곡은 제 19 변주곡에 나온 3잇단음표의 분산화음이 왼손
에 나타나며, 마디 1부터 마디 5까지 셋째 박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왼
손에 엇박으로 나타나 리듬의 긴장감을 만들어준다.
[악보 25]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20 변주곡 마디 1-6

당김음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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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21 변주곡
제 21 변주곡은 제 20 변주곡과는 반대로 왼손의 16분음표 셋잇단음
표가 오른손에 위치하였고, 당김음이였던 화음들은 왼손에서 등장한다.
오른손 첫마디는 5도로 상행하며 8분음표로 정점을 찍고 다시 1도로 내
려가며 마디 5까지 지속된다.

(23) 제 22 변주곡
제 22 변주곡는 양손이 유니즌으로 등장하는데, 먼저 오른손부터 16
분음표의 짧은 음들로 5도 상행한다. 왼손도 마찬가지로 5도 상행하는데
오른손의 멜로디를 따라가는 카논(Canon)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른
손과 왼손의 각 마디 옥타브 끝엔 sf와 ten.를 표시하여 다른 작곡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베토벤만의 강렬한 표현방식을 보여준다고 한다.

[악보 26]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22 변주곡 마디 1-4
제시-응답하는 방식으로 등장

(24) 제 23 변주곡
제 23 변주곡의 오른손은 16분 음표 분산화음으로 화음의 구성음들
을 표현하며, 내성에 주제선율의 진행이 돋보인다. 왼손은 8분 음표의 1
마디부터 5마디까지 같은 음을 지속하면서 반음계로 하행진행을 하고 있
다. 제 22 변주곡에 f로 연주 했던 것과는 달리 제 23 변주곡은 pp로 아
주 여리게 내면적으로 연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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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23 변주곡 마디 1-4

반음계적 하행진행

(25) 제 24 변주곡
제 24 변주곡은 오른손 8분음표의 셋잇단음표가 스타카토로 표현되
어 있어 pp로 연주해야 한다. 왼손은 마디마다 두 번째 박부터 반주가
시작되며 주제의 화음 구조를 토대로 등장한다. 이는 악보의 표시를 참
고하도록 한다. 오른손에 장식음과 비화성음이 펼침화음 형태로 변주가
되어 있으며 마디 6부터 sf의 강조와 함께 하행진행이 보인다.
[악보 28]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24 변주곡 마디 1-4

반음계적 하행진행의 변주

(26) 제 25 변주곡
제 25 변주곡는 오른손의 16분음표 펼침화음에 장식음이 함께 있으
며 프레이즈 끝부분마다 한 옥타브로 상행하게 된다. 왼손은 제 4 변주
곡의 베이스음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7-8마디만 화성구조가 다르게 진행
된다. 이 변주에서는 leggiermente(가볍게)로 연주하며 p와 함께 부드럽
게 표현하다가 6마디에 sfp로 급작스레 작아지면서 다음 변주와 연결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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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25 변주곡 마디 1-4

반음계적 하행진행

(27) 제 26 변주곡
제 26 변주곡은 양손 첫마디 첫 박을 제외하고 3도 반진행과 함께
수직적인 화음진행으로 이루어진 곡이다. 상성부에 있는 옥타브는 원 주
제의 오른손 상행진행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악보 30]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26 변주곡 마디 1-4
강박에서 주제 등장

(28) 제 27 변주곡
제 27 변주곡은 16분음표 3도진행이 양손에서 주고받아 제 26 변주
곡 보다 넓은 음역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왼손은 8분음표의
화성음이 반주역할과 각 마디의 시작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상성부의
각 마디의 첫음은 주제의 선율적 상행 진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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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27 변주곡 마디 1-4

모방하면서 등장

(29) 제 28 변주곡
제 28 변주곡은 semplice로 오른손 선율이 아주 단순하게 나열 되어
있으며 레가토로 연주를 하도록 한다. 왼손은 제 17 변주곡에서 등장했
던 알베르티 베이스 반주로 평온한 느낌을 준다.

(30) 제 29 변주곡
제 29 변주곡은 양손이 16분음표로 구성된 셋잇단음표로 대칭적인
분산화음이 나오며, 오른손은 계속 분산화음이 지속되나 마디 2, 4에 왼
손은 유니즌으로 하행진행을 하고 있다. 제 6 변주곡과 같이 ff로 음량
이 최대에 이르며, 마디 6부터 같은 음형의 반복을 통해 제 29 변주 마
지막을 강조하고 있다.
[악보 32]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29 변주곡 마디 1-5

반복적 음형의 사용 및
대칭적 진행을 통한 역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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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30 변주곡
제 30 변주곡은 pp로 정적인 분위기에 제 31, 32 변주곡의 종결구로
향하는 변주 부분이다. 4성부 코랄풍으로 진행되어 소박하고 엄숙한 분
위기를 가지고 진행된다. 모든 변주곡 중에 가장 조용한 변주 부분이기
도 하다.

[악보 33]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30 변주곡

(32) 제 31 변주곡
제 31 변주곡 오른손은 주제에서 나왔던 오른손 주선율이 다시 등장
하며, 왼손은 32분음표의 분산화음으로 또는 5잇단음표로 화성반주를 담
당한다. pp로 시작하여 마지막 마디 8에 크레센도를 하면서 오른손 7잇
단음표의 16분음표 스케일이 등장하여 제 32변주곡으로 자연스레 연결된
다.
[악보 34]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31 변주곡 마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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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32 변주곡
제 32 변주곡은 모두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디 1-7가 제 1
부분, 마디 8-18이 제 2 부분, 마디 19-32가 제 3 부분, 마디 33-50이 제
4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제 1 부분 (마디 1-7)

1 부분은 오른손에 7잇단음표와 32분음표의 스케일이 조화롭게 펼쳐
져 있으며 마디 2부터 più cresc.로 마디8 까지 셈여림이 증폭되어 ff로
도달하게 된다. 상성부의 각 마디의 첫 음들은 상행진행을 하고 있으며
하성부는 C음을 베이스의 페달 포인트로 설정하여 화성변화를 이룬다.

[악보 35]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1 부분 마디 1-4

리듬의 혼용

② 제 2 부분 (마디 8-18)
제 2 부분에서는 제 1 부분 오른손의 7잇단음표, 32분음표의 리듬 형
태가 6잇단음표로 마디 8-12까지 지속되며, 왼손은 3화음으로 3도, 5도
간격으로 도약하며 하행하고 있다. 마디 12-18까지 3잇단음표 16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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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순차적으로 2도,3도 도약하면서 대칭적으로 상행 하행으로 각각 진행
한다. 하성부는 펼침 화음을 연결하여 sf로 강조하고 있으며, 감7화음이
약박에서 강조되어 3번 등장한다,

[악보 36]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2 부분 마디 12-17

vii7/c

(3) 제 3 부분 (마디 19-32)

제 3 부분 마디 19-23에서 왼손은 주제의 화성이 그대로 나와 있으
며, 오른손은 16분음표 비화성음들이 강조되는 아티큘레이션으로 되어있
다. 마디 24-32에선 3성부로 나뉘며 주제의 오른손 마지막 마디 7(악보 8
참조) 리듬형태가 소프라노 성부와 베이스 성부에 대칭적으로 등장한다.
알토 성부는 트릴과 비슷한 형태의 반복되는 음을 반주 형태로 연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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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3 부분 마디 18-23

음형의 변화 및
아티큘레이션의 변형

(4)제 4부분 (마디 33-50)

제 4부분 마디 33-36은 오른손 리듬이 6잇단음표로 트레몰로 형태의
반주 역할을 하며, 왼손은 붓 점으로 된 도약진행을 하여 스타카토로 더
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 변주와의 연결 역할을 하고 있다.
마디 37-40에 오른손에 새로운 변주 선율이 등장하며 중간성부에서는 정
선율을 주고받는 푸가적 형식이 부분적으로 나온다. 왼손은 16분음표의
셋잇단음표로 분산화음이 등장한다. 마디 41-46는 제 7변주에서 나오는
리듬 형태를 이용했으며 왼손이 이를 그대로 모방했으나, 오른손은 일부
마디만 주제적 성격을 띄며, 전체적으로 다른 선율의 변주가 등장한다.
마디 48-50은 감7화음의 분산화음을 양손 옥타브로 하행진행을 하며
, cresc.와 ff로 절정에 이르다가 p로 V-I 4화음 진행으로 제 32 변주를
마무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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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4부분 마디 33-36

[악보 39]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제 4부분 마디 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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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 Chopin Polonaise in f-sharp minor, Op.44
1) 작품 배경
프레데릭 쇼팽(Frédéric Chopin 1810-1849)은 폴란드 바르사뱌
(Warsaw) 근교에서 프랑스인인 아버지 니콜라 쇼팽(Nicolas Chopin
1771-1844)과
폴란드인인
어머니
유스티나
크자노프스카(Justyna
Krzyżanowska 1782–1861)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쇼팽은 4살 때부터 그의 누나 루드비카 쇼팽(Ludwika Chopin
1807-1855)한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6살 때 정식으로 보이치에
흐 지브니(Wojciech Żywny 1756-1842)에게 사사를 받아 피아노와 작곡법
을 배웠다. 7살 때는 <폴로네이즈 g단조>를 작곡하였고, 바르샤바에서 출
판되어 이 작품을 계기로 ‘쇼팽’이란 이름을 세상에 처음 알리게 되었
다. 쇼팽은 20살 때 까지 바르샤바에서 음악을 공부했으며, 1829년에 오
스트리아 빈(Wien)에서 2 번의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마치고 호평을 받
았고, 이후 자국 바르샤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국내 데뷔를 성공적으
로 마쳤다. 그 이후 쇼팽은 자국인 폴란드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채
유럽 곳곳에 음악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
1831년에
쇼팽은
프랑스에
정착하였고,
칼크브레너(Friedrich
Kalkbrenner 1785-1849)와 힐러(Ferdinand Hiller 1811-1885)와 친분을 맺
으면서 힐러로부터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1809-1847),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 1803-1869)를 소개받
아 음악 사교계에서의 활동을 점점 넓혀 나갔다. 쇼팽은 파리 귀족 사교
계에서 최고 스타의 반열에 올랐으며, 그는 사교계의 아마추어 피아니스
트 개인 교습 활동과 살롱에서 연주를 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쇼팽은 리스트의 소개로 당시 여성 작가로 조르주 상드(George Sand
1804-1876)를 만나게 되었고, 이 사건은 그의 음악 내면의 깊이를 성숙해
졌다고 한다. 상드와의 연주여행과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는 결핵으로
인한 좋지 않은 건강을 회복하려 노력했으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1849년 쇼팽은 결핵성 심낭염으로 숨을 거두었다.
쇼팽은 낭만주의의 대표적 인물들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의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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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작품은 3개의 Sonata(소나타), 2개의 Concerto(협주곡), 27개의 Etude
(연습곡), 4개의 scherzo(스케르초), 24개의 Prelude(전주곡), 4개의
Impromptu(즉흥곡), 61개의 mazurka(마주르카), 4개의 Ballade(발라드), 11
개의 Polonaise(폴로네즈), 14개의 Waltz(왈츠), 5개의 Variation(변주곡), 1
개의 Fantasy(환상곡), 1개의 자장가(Berceuse), 1개의 Barcarole(뱃노래)와
다른 작품들을 포함해 200여곡 이상에 달하는 피아노 작품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쇼팽의 대표적이고 자신의 국가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작
품으로 폴로네이즈를 꼽을 수 있다.
폴로네이즈는 폴란드의 농민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민속 음악 춤곡이
다. 마주르카가 내면적인 민족성을 표현한다면 폴로네이즈는 보다 강한
서사시적인 민족성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15) 폴로네이즈는 작품에 차
용되면서 폴란드에서 또는 프랑스 궁정에서도 연주가 됐었고, 점차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다.
폴로네이즈의 특징은 짧은 동기를 기초로 하여 급속하게 진행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선율과 빈번한 엑센트의 변화, 그리고 매우 남성적인
강렬함을 나타내는 악상과 마지막 음이 약박으로 끝나는 여성종지가 그
특색이다.16) 쇼팽은 10개의 폴로네이즈를 작곡했으며, 대부분 복합 3부
형식구조로 되어있다. 폴로네이즈의 리듬은 다음과 같다.
[악보 40] 폴로네이즈 리듬

폴로네이즈는 3/4의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빠르기로 연주
하도록 한다. 쇼팽의 폴로네이즈는 춤곡의 성향도 있지만, 기존의 리듬을
조금씩 변형시켜 다채로운 리듬이 있다. 중간 정도 빠르기의 3박자 형식
이 일반적이며, 루바토가 추가된 선율, 첫 리듬을 밀어 넣어주는 부점 유
형의 리듬이 등장한다.17)

15) 홍세원. 『낭만파 음악 Romantic Music』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210.
16) 윤양석. 『음악 형식론 : 악식과 분석』 (세광음악출판사, 1986) 215.
17) 홍세원. 『낭만파 음악 Romantic Music』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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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팽의 폴로네이즈에서 대표적인 곡으로는 <f-sharp minor Op. 44 >
<A major Op. 40 ‘군대’> <Andante spianato and Grande Polonaise
brillante Op.22> , <A-flat Major Op. 53 ‘영웅’> , < A-flat Major
Polonaise-Fantasie Op. 61>, < c minor Op.40 > 등이 있다.

2) 작품의 구성과 특징
<f-sharp minor Op.44>는 폴로네이즈 리듬을 잘 활용하면서도, 이전
의 폴로네이즈 곡 보다 다이나믹과 규모가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
징이다. 쇼팽은 스스로 「폴로네이즈의 형태를 빌린 환상곡」이라고 명
명하였으며, 곡의 중간에 마주르카가 삽입 되어 있는 것 또한 특징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쇼팽의 절친인 리스트는 <f-sharp minor Op.44>를 다음과 같이 평하
고 있다.
“이 곡은 곡 안에 마주르카를 삽입한 그의 가장 정력적인 작품이다.
(중략) 곡 전체가 매우 독창적이며, 마치 엎치락뒤치락하며 겨울밤을 보
낸 후 날카로운 회색의 차가운 햇살 때문에 깨진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18)
곡의 구조는 크게 4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의 세부적인
구조는 다음 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1) 제 1부분
<표 3> <쇼팽 폴로네이즈 Op.44> 제 1부분 형식 구조
마디 수

1-8

9-26

27-34

35-52

53-60

61-78

구분

서주

A

B

A

B

A

조성

f# minor

f# minor

b♭ minor
A♭ Major

18) 신계창 , 『쇼팽』 (음악세계, 2000)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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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minor

b♭ minor
A♭ Major

f# minor

마디1-8는 도입부 부분이며, 양손이 옥타브 거리의 음정으로 시작하
여 각각의 손이 유니즌으로 진행한다.
마디 1-2는 셋잇단음표와 4분음표, 마디 3-8에는 16분음표의 리듬 변
형으로 곡의 분위기가 재빠르게 변화되고 양손이 옥타브로 확장되어
cresc.의 음량변화와 함께 단호하고 열정적인 주제의 도입을 보여준다.
[악보 41]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도입부 부분 마디 1-8

마디 9-10에서는 오른손에 주제의 모티브가 나오며, 트릴로 조금 더
정열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왼손은 전형적인 폴로네이즈 리듬이
3화음 화성과 함께 나타난다. 마디 11-12는 주제의 멜로디가 3음 음정의
화음이 쌓여 병행 진행을 하면서 역동적인 모습과 음량의 확장이 일어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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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디 9-13

폴로네이즈 리듬

주제의 변형:3도병행

마디 13-16은 멜로디가 옥타브의 음정 관계로 병행진행 하고 있으며
f# minor에서 c# minor로 전조가 된다. 왼손은 폴로네이즈 리듬의 변형
과 반복적인 화성연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마디 17에서는 다시
f#minor로 진행하여 전 마디 9에 나왔던 주제 선율이 왼손의 옥타브로
다시 등장하고 있으며, 오른손 내성에서 변형 되어진 폴로네이즈 리듬이
다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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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디 14-17
옥타브 변주

내성의 리듬

마디 21-23의 오른손에서는 기본 폴로네이즈 리듬이  에서
  로 변형되었으며, 왼손 8분 음표 리듬은 일정하게 도약을 하
며 진행하고 있다. 마디 24-26에서는 셋잇단음표의 16분음표가 나와 격
양된 분위기와 당김음과 엑센트를 통해 A단락의 진행을 강조하며 단호하
게 마무리하고 있다.
[악보 44]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디 21-26
리듬의 변형

도약 진행

당김음 진행: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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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7부터는 B 단락의 시작이다. 마디 27-30는

f# minor에서 b♭

minor로 전조가 된다. 여느 낭만주의 음악과 마찬가지로 sostenuto가 등
장하며, Sostenuto란 고전 음악과는 달리 음을 끌어서 연주하는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연주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른손은 꾸밈음과 옥타브
가 등장하며, 셋잇단음표와 붓점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긴장감 있는 분
위기를 형성하였고, 마디 30의 트릴은 마디 10의 트릴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마디 31-33 오른손은 마디 27-30에 나왔던 멜로디가 새롭게 A♭
Major로 전조되어 등장하고 있다.
[악보 45]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디 27-33
꾸밈음과 옥타브로 변형

마디 53-54에서는 마디 27-29에 나왔던 멜로디에 있는 셋잇단음표가
5잇단음표로 바뀌면서 다채로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이 부분을 연주할
때, 페달링은 2분 음표 간격으로 울림을 주다가 나머지 한 박에 페달을
떼도폭 하여 폴로네이즈의 분위기를 살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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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디 53-54
리듬의 변형과 유니즌

마디 61-62는 기존의 A 단락에 나온 음악 형태가 왼손에서 등장하는
데 곡의 복잡성과 음향적인 변형이 동시에 드러난다. 오른손은 화성의
규모가 더욱 확장되어 풍부한 소리를 내고 있다.
[악보 47]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디 61-62

음향적 변형

(2) 제 2부분
<표 4> <쇼팽 폴로네이즈 Op.44> 제 2부분 형식 구조
마디 수

79-82

83-102

103-110

111-126

구분

경과구

C

B

C

A Major로
조성

A Major

A Major로

시작, 반복되는

C #minor

리듬구조에

B Major

전조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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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반복되는
리듬구조에
전조를 거침

마디 79-82는 경과구로 A Major로 시작되며, 이어 마디 83부터는 양
손이 동시에 32분음표의 단조로운 멜로디로 빠르게 반복하는 형태를 띄
고 있다. A Major의 화성으로 시작하여 같은 리듬 구조로 화성 변화가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음은 마디 83부터 마디 84의 악보이다. 이 악
보에 반복되는 리듬 형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
[악보 48]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디 83-84

마디 103-106은 이전 C 부분에서 다시 B 부분 음악 형태가 c#
minor로 나오며, 마디 107-110에선 B Major로 전조 되면서 상대적으로
밝은 분위기로 전환된다. B 부분은 C 부분의 긴장된 분위기를 벗어나 차
분한 느낌으로 연주 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마디 111부터 다시 C 부분
이 등장하여 3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한 dim.가 진행되어진다.
[악보 49]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디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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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부분
<표 5> <쇼팽 폴로네이즈 Op.44> 제 3부분 형식 구조

마디 수

127-168

169-185

186-227

228-249

250-261

구분

D

E

D

E

경과구

조성

A Major
E Major

A Major
E Major
A Major

E Major
E Major

B Major

B Major

E Major
f# minor

C# Major
f# minor
C# Major

마디 127부터는 제 3 부분에 속하며, 쇼팽이 다른 폴로네이즈에선 볼
수 없는 마주르카를 삽입하였다. 마주르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폴
란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보통 빠르기보다도 약간 빠른 3/4박자의
무곡이다.19) 오른손에는 A Major 3화음으로 하행하는 진행이 돋보이며,
왼손은 단음에서 2화음, 3화음으로 전형적인 마주르카의 반주 형식이 보
인다. 다음 악보의 오른손과 왼손을 참고하도록 한다.
[악보 50]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주르카 마디 127-133

반복적 하행진행

마주르카 반주

19) 윤양석. 『음악 형식론 : 악식과 분석』 (세광음악출판사, 1986)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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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40에는 당김음으로 마주르카 특유의 리듬감을 보여주며, 전형
적인 강약 조절이 아닌 약, 강, 강의 강세가 특징적이다. 양손이 병진행
을 하고 있고, 이후에 마디 147부터 마디 127에 시작했던 화음형태가 E
Major로 전조되어 동형 진행을 하고 있다. 다음은 악보 마디 140부터 마
디 147 이다.
[악보 51]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주르카 마디 140-147

마디 165는 오른손 화음과 왼손 화음의 반음계적 진행이 두 마디에
거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급격한 화성 진행과 함께 마디
167-168에선 E Major에서 A Major로 전조 된다. 마디 169-172는 오른손
에서는 온음계적 화성의 하행이 등장하고 있으며, 마디 173-176도 A
Major에서 E Major로 전조되어 전 마디 169-172와 비슷한 화성 진행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서 아래 악보를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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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디 165-173

마디 186-227는 다시 D조로 등장하며, 특이점은 A Major에서 시작했
던 마디 127와는 달리 E Major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진행 방식은 앞서
등장했던 마디127-185 단락 D와 비슷하며, 마디 245부터는 다시 제 1부
분의 서주 부분의 f# minor의 분위기가 나타난다. 마디 250-251는 갑작
스런 ff와 c# minor의 반음계적 스케일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듯하지만, 마디 254-261도 마찬가지로 다시 f# minor->c# minor의 반복
으로 경과구가 마무리되면서 제 4부분으로 넘어가게 된다.
[악보 53]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디 2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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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 부분
<표 6> <쇼팽 폴로네이즈 Op.44> 제 4부분 형식 구조
마디 수

261-267

268-285

286-293

294-311

311-326

구분

경과구

A

B

A

Coda

조성

f# minor

f# minor

f# minor

f# minor

b♭ minor
A♭ Major

마디 261-311는 제 1부분이 축소가 된 형태로 등장한다. 경과구에서
는 tempo di Polacca가 나와 폴로네이즈의 원래 속도로 연주하도록 한
다. 이 부분은 제 1부분의 서주와 비슷하게 전개가 된다. 아래는 262부
터 마디 264까지의 악보이다.
[악보 54]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디 262-264

마디 311-313은 Coda의 시작 부분이며, B 부분에 해당되는 마디
309-310의 마지막 종결부분이 변형이 되어 붓점과 8분음표로 상행 진행
하고 있으며, 동시에 stretto, crescendo로 음량의 확대와 긴장감을 형성
하고 있다. 아래는 마디 311부터 마디 3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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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디 311-313

다이내믹을 통한
긴장감 형성

마디 314-315는 오른손이 A Major 코드의 화성으로 시작되어 반음계
적 하행진행을 하고 있다. 맨 윗 성부는 레가토로 한 음씩 충실한 음색
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주해야 한다. 왼손은 트릴과 엑센트로 첫 마디에
강세가 들어가며, 이후에 왼손의 반음계적 스케일로 상행과 cresc.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ff로 매우 강하게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악보 56]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디 314-315

꾸밈음과 액센트를
통한 강조

마디 320은 왼손에서 제 1부분에 나왔던 주제의 동기가 당김음 형태
로 나오며, 오른손에 나오는 붓점 리듬이 마디 323부터 왼손에 등장하면
서 응창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중간 내성은 반주 형태로 폴로
네이즈 리듬의 마지막에 있는 8분음표 부분만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마
디 324에서는 pp로 잔잔한 느낌과 사라지듯이 연주하다 마지막 마디
326서 I도 단음 f# 옥타브와 ff의 강하고 단호한 소리로 Coda의 마지막
을 알리면서 곡을 마무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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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 <쇼팽 폴로네이즈 Op.44> 마디 320-326
폴로네이즈 리듬의
마지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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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ederico Mompou ‘PAISAJES’
1) 작품 배경
페데리코 몸푸(Federico Mompou 1893-1987)는 스페인에서 카탈루냐
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몸푸의 할아버지는 종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몸푸는 어렸을 때 부터 할아버지의 작업장에서 들
려온 종의 소리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로 인해 그의 작품에 종소리와
연관된 화성들이 종종 등장하곤 한다.20)
몸푸는 14살 때 리체오 음악원(Conservatori Superior de Música del
Liceu)에서 피아노 공부를 시작하였고, 15살 때 공식적인 첫 연주회를 가
졌다.

그는

1910년

바르셀로나에서

가브리엘

포레(Gabriel

Fauré

1845-1924)의 음악 연주회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작곡에 흥
미를 갖기 시작했다. 몸푸는 깊이 있는 음악공부를 하기 위해 파리음악
원에 입학하였으며, 이시도르 필립의 소개로 그의 제자 페르디낭 모트
라크르(Ferdinand Motte Lacroix, 1882-1955)에게 피아노를, 사무엘 루소
(Samuel Rousseau, 1882-1955)에게 화성학과 작곡을 배웠다.21)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몸푸는 바르셀로나에서 7 년간 머
무르며 작곡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 때 만들어진 그의 작품으로는
<어린이의 정경(Scènes d'enfants)>, <마술의 노래(Cants magics)>가 있으
며, 이 곡에 종소리의 특유의 분위기와 화음을 포함하고 있다. 1921년 몸
푸가 파리로 귀환하게 되고 파리에서 그의 작품들이 유럽 음악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

덕분에

그는

프란치스

뿔랑(Francis

Poulenc,

1899-1963), 에릭 사티 (Erik Satie, 1866-1925),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와 같은 유명한 작곡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
겼다.22)

20) 김동준, 『여백의 미학 표현한 피아니즘의 이상향』 월간 피아노 음악, ((주)음연 ,2004
년 6월), 37.
21) 이사랑, 『페데리코 몸포우(Federico Mompou)의⟪꿈의 전쟁(Combat del somni)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4.
22) 김신아, 『Federico Mompou 의Variations sur un thème de Chopin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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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몸푸는 다시 파리를 떠났고, 전쟁이 끝난 후 그
는 바르셀로나에 정착하여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된다. 1960년에
는 <Paisages(풍경)>의 작품을 완성하였고, 1967년에는 피아노곡 중에서
잘 알려진 작품인

<Musica Callada(침묵의 음악)>을 완성해 그의 아내에

게 헌정하였다.
몸푸의 <PAISAJES(풍경)>은 분수와 종(La fuente y la campana), 호
수(El Lago), 갈라시아의 마차(Carros de Galicia)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악장 마다 자연 풍경을 묘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분수와 종의 작곡 배경은 바르셀로나 고딕풍으로 지어진 매우 낭만
적인 안뜰에서 몸푸가 경험한 분수와 성당의 종소리에서 영감을 얻었다
고 한다.23)
몸푸는 두 번째 작품 호수에 대해 정확한 위치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호수는 바르셀로나의 몬트주익 (Montjuic)
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그 호수는 매우 크지않고 고요하다. 그 표면에서
우리는 모두 개구리 울음소리와 심지어 뛰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24)
몸푸는 1960년대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던 기간에 음악을 가르치러 갈라치아(Galicia)에 자
주 방문하였는데, 갈라치아의 마차는 이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작곡을
하였다. 이 작품의 영감의 원천에 대해 “해 질 무렵에 저 멀리서 소박
한 마차의 소리와 같이 어우러져 들리는 파도소리" 라고 몸푸는 설명했
다.25)

23) Antonio Iglesias, 『Federico Mompou Pianist』 (Barcelona: Discos Ensayo,
1997) 285.재인용
24) 위의 책 287. 재인용
25) Janés, Clara. 『Federico Mompou: Vida, textos y documentos』 (Madrid:
Fundación Banco Exterior 1987) 25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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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의 구성과 특징
(1)분수와 종(La fuente y la campana)
La fuente y la campana는 분수와 종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며 마디
8-12에 오른손은 소프라노 성부가 주된 멜로디이며, 왼손의 베이스와 테
너의 겹음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성당의 종이 울려 퍼지는 소리
를 묘사하고 있다. 이는 악보 63에 나와 있다.
[악보 58] <몸푸 ‘풍경’> 분수와 종 마디 8-12

종소리 형상

마디 24-31는 마디 1-7에 나왔던 오른손 주제가 다시 나오며 왼손
베이스는 같은 음을 지속하여 페달포인트를 형성하였다. 내성에서 나오
는 6도, 2도 간격의 2분 음표 화음들은 더욱더 풍부한 종소리와 내면적
인 울림을 표현하고 있다. 마디 28부터는 오른손이 아르페지오로 연주되
면서 울림 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dim. 로 제 1부분이 마무리 된다. 아
래 악보 64는 마디 24부터 등장하는 페달포인트와 내성을 포함한다.
[악보 59] <몸푸 ‘풍경’> 분수와 종 마디 24-31
종소리 형상

페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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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4-37는 제 2부분이 등장하며 오른손은 단 2도의 간격으로 16
분음표의 불협화음적 화성이 나타나 분위기가 고조된다. 왼손과 오른손
첫 음의 간격이 장 2도이며 마치 분수를 묘사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
다.
[악보 60] <몸푸 ‘풍경’> 분수와 종 마디 34-37

마디 38-41는 마디 1-7에 나왔던 오른손 주제가 약간 변형되어 불협
화음이 16분음표 분산화음 안에서 다시 등장한다. 왼손은 5도,8도 간격
으로 종소리를 모방하였으며 하행진행을 2마디씩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제 1부분이 다시 등장하여

반복연주 되다가 Coda로 마무리가 된

다. 이는 아래 악보 66에 나와있다.
[악보 61] <몸푸 ‘풍경’> 분수와 종 마디 38-41

종소리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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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수(El Lago)
마디 1-4는 Larghetto Placido로 온화하게 연주하도록 한다. 전체적으
로 3성부로 나뉘며, 상성부에서 소프라노 음이 주된 멜로디이며, 내성의
16분음표는 분산화음으로 장7화음의 간격으로 인해 마치 호숫가를 묘사
하는 미묘한 색채를 표현해낸다. 마디 1-19까지 반복되는 리듬 형식으로
전조가 이루어진다. 아래 악보 67은 이 곡의 1부터 마디 4까지를 포함한
다.

[악보 62] <몸푸 ‘풍경’> 호수 마디 1-4

마디 20부터는 카덴차와 같이 형식이 자유로워진다. grazioso로 우아
하게 새소리와 같은 느낌으로 연주가 이루어지며, 양손 교차 화음에 32
분음표의 장 2도 간격의 음들의 충돌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
다. 그리고 다시 Tempo I 이 나와 마디 1-19에 나왔던 부분이 다시 똑
같이 재현되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짧은 Coda가 나오면서 곡을 마무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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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몸푸 ‘풍경’> 호수 20-21마디

grazioso

음정 충돌

(3)갈라치아의 마차 (Carros de Galicia)
Carros de Galicia는 스페인 북서쪽에 위치한 갈라치아 지역에서 영
감을 얻어 작곡한 곡이다. 오른손은 6 개의 불협화음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당김음 박자로 되어 있다. 오른손은 마치 오스티나토 베이스처럼 지
속되고 있다.

très lointain 으로 아주 멀리 원근감이 있게 표현하라는 지시어 이며
pp로 연주하도록 한다. 이 곡은 갈라치아 지방의 잔잔한 파도가치는 어
느 바닷가에 마차가 달려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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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4] <몸푸 ‘풍경’> 갈라치아의 마차 마디 1-9
당김음

마디 40-46는 Poco piu mosso 로 이전 리듬 속도 보다 더 빠르게 연
주가 진행된다. 오른손은 첫 마디 1-9에서 나왔던 당김음 리듬이 옥타브
로 다시 나타나며, 레가토로 연주하도록 한다. 왼손은 불협화음으로 f의

셈여림으로 강하게 연주 되어야하며, 하성부 마디 41-42에 나오는 화성
은 마디 43-44에서 재차 반복 강조 되고 있다.
[악보 65] <몸푸 ‘풍경’> 갈라치아의 마차 마디 40-46
당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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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60-64는 다시 a Tempo I가 나와 원래 속도로 연주하게 되며,
기존 첫 마디1-9에 나왔던 리듬구조가 오른손 왼손에 반대로 등장한다.
왼손 화음은 당김음으로 2도 구성의 화음으로 마치 파스텔 색채 톤 같은
음색이 표현되며, 오른손 단음은 2도와 7도 간격의 도약을 통해 곡에 신
비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양손은 molto dolce로 더 우아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악보 66] <몸푸 ‘풍경’> 갈라치아의 마차 마디 60-64

당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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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지금까지 본인의 석사 과정 졸업 연주 프로그램인 J. S. Bach
<English Suite No.2 a minor BWV 807>, L.v.Beethoven <32 Variations in
c minor WoO 80>, F. Chopin <Polonaise in f-sharp minor, Op.44>,
Federico Mompou <‘PAISAJES’>에 대한 작품 배경 및 구성과 특징을
알아보았다.
바흐의 영국 조곡 속의 춤곡들은 모두 2부분 형식이며, 영국 조곡의
기본 구성은 Prelude,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Gigue이다. 영국
조곡 2번에서는 특별하게 Bourrée I, II가 삽입되어 있으며, Bourrée I 은
a 단조이나 Bourrée II는 A 장조로 진행 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베토벤 <32개의 변주곡>은 그의 중반기에 작곡한 작품이며, 한 가
지의 주제를 가지고 32개의 변주를 한 작품이다. 이 곡은 조성에 따라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c 단조인 제1-11변주곡, C 장조인
제 12-16변주곡, c 단조인 제 17-32변주곡으로 나뉜다. 베토벤은 샤콘느
형식, 카논형식, 알베르티 베이스 등 여러 가지 음악 어법을 통해 변주
하였으며, 변주된 곡들은 주제의 형식과 화성구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변주기법이 자유로우나 주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완고한
통일성을 보여준다.
쇼팽 <폴로네이즈 f-sharp minor ,Op.44>는 자신의 조국인 폴란드 민
속춤을 인용한 작품이다. 일반 폴로네이즈와는 다르게 마주르카를 중반
부에 삽입한 것이 특징적이며, 4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폴로
네이즈의 리듬을 변형시켜 다양한 리듬을 구사하고 있으며, 고전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을 추구하고 있다.
몸푸 <PAISAJES>는 작곡가가 보았던 풍경을 담은 작품이다. 분수와
종(La fuente y la campana)은 몸푸가 바르셀로나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
한 곡으로 종소리를 모티브로 하여 풍부한 화음을 사용하였다. 주로 2분
음표 화음에 종이 울리는 표현을 첨가했으며, 16분음표로 분수의 이미지
를 아주 잔잔하게 표현하였다. 호수(El Lago)는 텍스추어를 이용하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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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잔잔함을 표현하였으며, 장7화음을 사용하여 물이 퍼져나가는 모습
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했다. 중간에 카덴차가 나오면서 형식이 자유러워
지고, 무조성 연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코다에서는 앞에 등
장했던 아르페지오 화음을 길게 늘어뜨려 풍경을 회상하는 작곡가의 의
도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갈라치아의 마차(Carros de Galicia)는 당김음
리듬을 통해 마차가 달려가는 표현을 하였으며, 2도 화음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갈라치아 지역의 파도소리와 어우러지는 풍경을 재현하고 있
다. 주제의 선율이 중반부에 그리고 후반부에 다시 재등장하고 있으며,
규모가 점차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코다에는 불협화음
이 등장하면서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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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an analytical study on J. S. Bach <English Suite No.2
a minor BWV 807>, L.v.Beethoven <32 Variations in c minor WoO 80>,
F. Chopin <Polonaise in f-sharp minor, Op.44> and Federico Mompou
<PAISAJES>. Firstly, it explores backgrounds of each piece, then, it
analyzes the stucture and major compositional technique.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 interpretations and practical ways of
presenting each works.
J. S. Bach, a composer of Baroque period, composes English Suite
as the first of his other Suites. The English Suites have Prelude and
cove dances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Gigue. No.2 Bourrée I, II
between Sarabande and Gigue. The dances are all in binary form.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a composer of the Classical
era, suggested the path to Romanticism by the use of progressive
musical language in his late works. <32 Variations in c minor>

- 64 -

elaborates the diverse variation techniques.
Frédéric Chopin (1810-1849) was remarkable in the use of Polish
Folklore, which is reflectec in ‘Mazurka’ and ‘Polonaise.’ He had
composed 11 Polonaises during his life time. Among them, <f# minor
Polonaies Op.44> is distinguishable in the fact that Marzurka is also
inserted in the middle of piece. The composer himself called this work
as ‘Fantasie based on the form of Polonaise’, and this work shows
variants of Polonaise rhythms which highlight the refineness of the
work.
A Spanish Composer, Federico Mompou (1893-1987) was influenced
by his grandfather whose job was to build bells. His interest in the
sound of bell is well expressed in his work <PAISAJES>. <PAISAJES> has
3 movements and each has title as ‘La fuente y la campana (The
Fountain and The Bell)’, ‘El Lago (The Lake)’ and ‘Carros de
Galicia (The Carriage of Galacia).’ His interest and inspiration by
nature is expressed as various timbres with his musical languages. This
work has strong nostalgia of Spain and very peaceful innate of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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