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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L. v. Beethoven의 「Piano Sonata Op. 110」, F. Liszt
의 '단테를 읽고'「Apres une Lecture du Dante」,
M. Ravel의 「Scarbo from ‘Gaspard de la Nuit’」에
관한 분석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이 승 헌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L. v. Beethoven의 「Piano
Sonata Op. 110」, F. Liszt의 ‘단테를 읽고’ 「Apres une Lecture du Dante」,
M. Ravel의 「Scarbo from 'Gaspard de la Nuit」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
적은 각 곡의 시대적 배경을 조사하고,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설득력 있는 연주를 모색하는 데 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작품목록 중 32곡 피아
노 소나타는 그의 일생에 걸쳐 쓰여 진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힌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은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지는데, ‘모방과 소화의 시기’에 해당하는 초기
는 1번부터 15번, ‘구체화의 시기’로 일컬어지는 중기는 16번부터 27번, 마지막
‘명상의 시기’로 대표되는 후기는 28번부터 32번으로 대개 분류된다.1
본 논문에서 논의될 피아노 소나타 No. 31 Op. 110은 1821년에 작곡되어 베토벤
후기 작법을 농축하여 담고 있다. 제 1악장 도입부의 주제 모티브는 해당 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더 나아가 3악장의 푸가 주제로도 활용되어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Wanderer Fantasie, 1823)에 앞서 이미 ‘순환주제 기법’을 예시
한다. 스케르초 2악장은 일반적인 3박이 아닌 2박자를 취해 흥미로운 면모를 보인
다.2 마지막 3악장은 후기 소나타의 백미를 보여주는데, Recitativo, Arioso, Fuga
등 서로 상이한 섹션이 쉼 없이 이어져 베토벤이 말년에 시도한 형식적 혁신을 보
김은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Op. 110) 분석: 혁신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p. 5-6
1

2

송지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 110, No. 31의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p.

vi.

여준다.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는 즉흥연주의 귀재였던 만큼, 실제 작품
을 통해서도 그의 연주스타일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비엔나 평단은 이
러한‘즉흥연주 풍’접근을 저급하게 여기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순례의
해 제 2년》에 수록된 <단테를 읽고>는 즉흥연주의 엑기스를 20여년에 걸쳐 계획적
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낸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세를 대표하
는 이탈리아 시인 단테 알레기에리(Dante Alighieri, 1265-1321)는 스승 베리길리
우스의 안내에 따라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까지 저승세계를 여행하는 내용으로
인류에게 불사불멸의 거작 <신곡>(La Divina Comedia)을 남겼고, 이는 리스트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철학적이고 내세적인 내용에 더해 작품의 견고한 짜임새까
지, <단테를 읽고>는 리스트 내면의 깊이를 충실히 반영한다.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의 대표 모음곡
《밤의 가스파르》(Gaspard de la Nuit) 중 마지막 <스카르보>(Scarbo)는 감각적인
음향과 화려한 기교로 리사이틀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애호되는 작품이다. 프랑스
음유시인 알르아쥬 베르트랑은 자작시에서 스카르보의 민첩하고 생동감 있는 움직
임을 묘사한 바 있다. <스카르보>는 피아니스트에게 도전이 되는 난곡으로도 정평
이 나 있는데, 이에 연주관점의 자세한 해설을 또한 덧입혀 보고자 한다.

주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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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베토벤의 생애는 작품 경향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질 수 있다. 선배 작곡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기존 3악장에서 벗어나 4악장 구성으로 소나
타 장르를 확립하고 확장했던 ‘모방의 시기’, 창작의욕이 왕성해 자신만의 음악
적 표현과 독특한 스타일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던 ‘개인적 시기’, 그리고 청각의
손실로 내면의 울림에 집중한 ‘내향화 시기’로 통상 나누어진다. 특히 마지막 시
기에 베토벤의 음악은 보다 극단적인 성향을 띄고, 형식의 와해와 재정립을 보여주
며, 낭만주의적 서정성을 앞서 예견한다는 점에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교차점으
로도 평가된다. 본문에서 다루는 베토벤 소나타 Op.110은 이러한 베토벤 후기 작법
의 정수를 대표한다. 이에 작품이 작곡된 1820년대 상황을 조사하고, 당시 베토벤
이 피력한 말 등을 인용함으로서 작품 내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외적인 배경까지도
아우를 것이다. 작품 분석에 있어서는, 주제 변형의 추이, 소재의 대조 및 전개과
정 등에 집중해 다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어, 리스트의 <단테를 읽고>를 본문에서 풀어내기 위해 특별히 David Trippett
의 논문을 참조한다. 그는 리스트가 작품을 작곡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
내한 비판에 주목하고, 이를 다시금 <신곡>의 내러티브와 접목해 흥미로운 연결고
리를 제공했다. 이후, 작품분석을 위해 두 가지 서로 다른 논문을 비교함으로서 기
존 연구에서 볼 수 없던 미처 새로운 관점과 곡의 숨겨진 부분을 재조명 한다.
본 연구의 마지막 작품, 라벨의 곡집<밤의 가스파르>에 수록된 <스카르보>는 프
랑스 인상주의에 대한 설명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라벨이 <스카르
보>를 작곡할 때 참조한 알르아쥬 베르트랑의 동명의 시를 직접 인용함으로서 음악
과 문학 사이의 연관관계를 공고히 한다. 작품 연구 섹션에서는, 기술적으로나 음
악적으로나 어려운 이 난곡을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여 터득할 수 있도록, 주제 나
열과 연주기법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연경의 논문을 중심으
로 필자의 논지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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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Ludwig van Beethoven Piano Sonata Op. 110 in
A-flat Major
1.1 작품 배경
베토벤의 작품을 각기 독특한 양식의 연대순으로 나눈 빌헬름 폰 렌츠 (Wilhelm
von Lenz, 1809-1883)에 따르면 세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제 1기는 모차르트, 하
이든 등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형식을 찾는 모방의 시기(period of imitation), 제
2기는 개인적, 주관적인 표현력이 상승하고 자신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현하는
외향화 시기(period of externalization), 제 3기는 자유로운 실험과 낭만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새로운 양식과 형식을 추구한 내향화 시기
(period of internalization)이다.3
Op.2에서 Op.22까지의 초기 소나타는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영향이 드러나는 고전
적인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되었으나 단순한 모방이나 추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대와 팽창의 지향성을 보여준다. 주제적으로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처럼 모티브
발전기법을 그의 대표적인 작곡기법으로 사용하였고 주제가 짧은 동기들을 곡 전반
에 자주 사용하였다. 형식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은 기존의 3악장 구성에서 벗
어나 대부분 4악장 구성을 이룬 것이다. 초기 소나타 15곡 중 9곡이 4악장 구성으
로 몇 곡을 제외하고는 1악장은 항상 소나타 악장형식(Sonata Allegro Form), 2악
장은 노래하는(Cantabile) 스타일로 단순한 3부형식이나 5부 형식, 3악장은 미뉴에
트 혹은 스케르초 형식, 마지막 4악장은 론도형식 등 큰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4
Op.26부터 Op.90까지의 중기 소나타는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 이 시기에 작곡된 소나타들은 초기에 비해 상당히 변형되어서 어떤 것도
전형적인 고정된 양식으로 쓰여 지지 않았고 화려한 명기성을 보여주며 표현력의
상승기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창작의욕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로서 베토벤 자신만
의 음악적 표현과 독특한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5
3

J.Gillespie, 김경임 역,『피아노 음악』(대구:계명대학교 출판부,2005),p.234.

4

Kirby, F. E, 김혜선 역,『건반음악의 역사』(서울: 다리,2002), p.216.

5

Kerman and Tyson. “Beethoven, Ludwig Va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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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에는 고전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낭만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나 이 시기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1815년부터 작곡된 후기 피아노 소나타 5곡
Op. 101, Op. 106, Op. 109, Op. 110, Op. 111은 추상적이며 극단적인 특성을 띠고
낭만주의적인 서정성을 나타낸다. 이 시기는 중기에서 나타난 그의 개성적인 기법
이 더욱 원숙하게 변화하며, 또한 심오하고 명상적인 내면의 깊이를 표현한다. 후
기 소나타들은 주제가 애매모호하고 심오하며, 5개 소나타가 각기 개별 된 개성을
보인다. 베토벤 후기 피아노 소나타 5곡은 베토벤의 창조적 천재성을 입증해 준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6
그의 후기 소나타 5곡 중 4번째 작품인 Op.110 소나타는 장엄미사곡을 쓰던 도중
작곡되어 장엄미사곡과 상통하는 부분을 보인다. 이 소나타를 쓰고 있을 무렵 베토
벤은, “지난 여러 해 동안 나는 항상 몸이 불편했고, 여름에는 황달로 시달렸다.
그러나 이제는 상태가 훨씬 나아졌다. 이제야 건강을 되찾는가 싶다.”고 피력한
바 있다. 끊임없는 병고에 시달리다가 다시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고자 했던 베토벤
이, 이 작품을 쓰면서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마주했음이 틀림없다.7

Musicians. 2nd ed. ed. Stanley Sadie (London: Macmillan, 2001), v. 3, p. 73.
6

Gillespie, John. 김경임역『피아노음악』,(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2007), p.246.

7

정윤희, “L. v. Beethoven Piano Sonata Op. 110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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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품 연구
제 1악장
제 1악장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악장의 전체적인 구성8
형식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8

구성
도입부
제1주제
경과구
제2주제
코데타
제1주제
경과구
제2주제
코데타
도입부
제1주제
경과구
제2주제
코데타
코다

마디
1-4
5-11
12-19
20-27
28-39
40-46
47-49
50-54
55
56-62
63-69
70-78
79-83
84-104
105-116

조성
A♭
A♭
A♭
A♭
A♭
f
D♭
b♭
A♭
A♭
D♭
A♭
A♭
A♭
A♭

총마디수
39

16

61

송지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 110, No. 31의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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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주제 (4-12마디)
마디 1-4에서 도입부 멜로디가 con amabilita(with love)라는 지시어와 함께 P로
부드럽게 시작되며 시작부터 정적인 순간을 그려낸다. 이 멜로디는 1악장 전체에
변형되어 나타나며 심지어 제시된 악보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음들은 제 3악장의
FUGA 주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반복은 1악장과 3악장을 유기적으로 연관시
킨다.
4마디의 페르마타 뒤, 마디 5의 반주 위에서 제 1 주제 선율이 노래된다. 마디
12의 마지막 화음인 으뜸화음은 제 1주제를 마치는 화음이자 동시에 경과부의 첫
음이 된다.(악보 1,2 참조)
<악보 1> 도입부 4마디와 3악장 FUGA 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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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제 1주제

(2) 경과구 (12-20마디)
12마디부터는 경과구로 오른손이 32분음표로 된 아르페지오로 되어있다. 이 부분은
19마디까지 진행되고 이후 제 2주제로 들어간다. 피아니스트이자 음악학자 김귀현
은 마디 12의 오른손 아르페지오를 도입부의 왼손과 제 1주제의 왼손 변형으로 보
기도 했다.9(악보 3 참조)

9

김귀현. “연주자 입장에서 본 Beethoven Piano Sonata Op. 110 음조직에 관한 연구”.
(2010)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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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경과구

(3) 제 2주제 (20-39마디)
20마디부터는 제 2주제가 고음역에서 딸림조인 E♭장조로 등장한다. 오른손과 왼손
이 3도 화음을 이루며, 20-21 마디의 주제가 22-23 마디로 변형된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 주제는 38-39 마디의 발전부로 진입하기 전 변형되어 다리역할을 겸하기도
한다.
마디 25에서는 왼손에 트릴을 동반하여 하행하며, 오른손은 차차 음이 상행되다
마디 28에 이르러 B♭에서 g음으로 급격히 하락한다.10(악보 4 참조)

10

류재희.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Op. 110 작품 악곡분석”. (2019) 창원대학교

대학원,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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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제 2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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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부 (40-56마디)
발전부는 음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뉜다. 즉, 마디 40-43와 마
디 44-56로 구분된다.11 마디 40-43까지는 오른손의 도입부 모티브와 왼손의 제 1
주제 패턴이 병행하여 진행된다. 그리고 이 도입부 모티브는 6번 더 반복되며 대위
적으로 발전한다.
화성진행을 보면 마디 40에서 원조 A♭보다 단 3도 아래인 f-minor second
inversion으로 진행되며, 마디 41-42에서는 f-minor 보다 완전 4도 아래인 C-major
seventh으로 나아가고, 이후 마디 43에서 다시금 본래 f-minor second inversion
으로 돌아온다. 즉, C음을 Bass로 하여 비슷한 부류의 화성이 교차됨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마디 44에서 inversion없이 f-minor로 원형을 제시하고, 마디 45에서
다시 C-major seventh로 돌아온다. 마디 47에서 원조인 A♭ major seventh의
second

inversion이

나타나며, 곧

마디

49에서

같은 A♭

major

seventh가

inversion 없이 기본형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마디 50에서 2도 높은 b♭ minor
first inversion로 옮겨가고, 원조로 돌아오기 마지막 마디인 55에서 A♭의
Dominant에 해당하는 E-flat major first inversion이 재경과구로서 재현부를 앞서
준비하고 예비한다. 이후 마디 56에서 원조인 A♭ major로 안착한다. (악보 5 참
조)

11

김은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Op. 110) 분석: 혁신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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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발전부

3) 재현부 (56-116마디)
(1) 제 1주제 (56-70마디)
재현부에서는 도입부의 선율이 왼손에서 나타나며 경과구의 아르페지오가 변형되어
오른손에서 나타난다. 63마디에서는 제 1주제가 D♭장조로 변형되어 등장한다. 또
한 66-67마디를 통해 슬쩍 교묘하게 전조되는 모션, 그리고 결국 68-69마디에 나오
는 이명동음적(enharmonic) 조바꿈은 인상적이다.(악보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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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 재현부12

(2) 경과구 (70-76마디)
이 부분은 제시부의 경과구와 같은 음형을 보이지만 조성의 관계는 다르다. 제시부
의 제 1주제와 경과구는 A♭장조로 조성이 동일했다면 재현부의 제 1주제는 A♭장
조, 경과구는 E장조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은 공통음 A♭ 혹은 이명동음 G＃에
의해 연결된다.13(악보 7 참조)

12

송지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 110, No. 31의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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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경과구

제시부의 제 2주제는 E♭장조로 동일하게 제시되는데, 재현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역할에 따라 E장조에서 A♭장조로 변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처럼 제 2주제 부분
은 원조로의 복귀 과정을 뚜렷이 보여준다.14 또한 제 2주제는 마디 81-82에서 변
형을 거쳐 나타난다.(악보 8 참조)

13

류재희.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Op. 110 작품 악곡분석”. (2019) 창원대학교

대학원, p. 28.
14

류재희.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Op. 110 작품 악곡분석”. (2019) 창원대학교

대학원,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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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재현부

4) 코다(105~115마디)
코다는 경과구에 나타난 32분음형으로 진행한다. 마디 111-116은 3악장 푸가의 주
제음을

예고하는데

왼손

내성부에서

오른손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며

(마디

111-113), 곧이어 오른손 내성부(마디 114-116)에서도 일부분이 나타나 전체적인
악곡의 통일성을 갖도록 했다.15(악보 9 참조)

15

송지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 110 NO. 31의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2010.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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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코다

제 2악장
제 2악장은 A-B-A’와 코다로 구성된다. 첫 A는 f-minor로 1-40마디에서 나오고,
그 다음 B는 D♭ major로 41-95마디에서 나온다. 그 후, 다시 돌아오는 A'는 원조
인 f-minor로 96-143마디에서 제시되고, 여러 화음으로 변형하는 마지막 코다는
144-158마디에서 나온다.
베토벤은 이 곡에 두 민요를 편곡했다. 두 곡은 Unsa katz had kaz'ln g'habt(우
리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와 Ich bin luderlich, du bist luderlich(나는 허풍쟁
이, 너도 허풍쟁이)라는 곡이다. 베토벤은 편곡된 두 원곡에 비해 템포를 빠르게
잡으며 Allegro molto로 시작하는데 이러한 편곡은 1악장의 유려한 선율에 비해 다
소 해학적이며 또한 리드미컬하고 남성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A (1-40마디)
A는 세 개의 동기로 나타난다. 이를 마디 1-8, 마디 9-16, 마디 17-39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동기의 소프라노 성부는 C-B♭-A♭-G 음형으로 시작되고, 마디
33-36에 이르러서는 C-D-E-F-G, 즉 A부분 시작 음형의 대칭으로 마무리한다. 또한
A부분 마디 29-32를 보면 C-B♭-A♭-G 음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악장 A부분의 기
본 소재이고, 이어지는 마디 33-36음형은 이 기본 소재의 대칭 음형임을 알 수 있
다.16(악보 10 참조)
16

김귀현 “연주자 입장에서 본 Beethoven Piano Sonata Op. 110 음조직에 관한 연구”.
(2010)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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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2악장 A

B (41-95마디) D♭장조
이 부분은 A 부분과 대조적인 모습을 취한다. 성부가 서로 교차되며, 4분음표 단위
로 싱코페이션 된 왼손 성부는 점차 높이 상승하는 형태로 반복된다.(악보 11 참
조)
<악보 11> 2악장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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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6-143마디)
A의 재현으로 8마디가 반복될 때는 마디 104의 첫 4마디가 리타르단도로 느려지고,
뒤 4마디가 a tempo로 제시되어 악상뿐만 아니라 속도 조절로 대조적인 효과까지
겸한다.(악보 12 참조)

<악보 12> 2악장 A'

코다 (144-158마디)
154 마디부터 화성이 단조에서 장조로 변화한다. 이후 화성은 점차 마무리되며 왼
손의 8분음표 선율은 리타르단도와 함께 상행하며 F음으로 마무리를 맺는다. F음은
제 3악장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음으로 제 2악장을 마무리 하는 동시에 제 3악장을
연결해주는 경과적 역할을 하는 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17(악보 13 참조)

<악보 13> 2악장 Coda

17

김은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Op. 110) 분석: 혁신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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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악장
3악장은 서주 - 아리오소 - 푸가 - 아리오소복귀 - 푸가복귀 - 코다 형식으로 이루
어져있다. 서주 a♭ minor가 마디 1-7까지 나오고, 아리오소 a-flat minor가 마디
8-26까지 이루어지며, 특별하게도 푸가 a♭ minor가 마디 27-113까지 구성된다. 이
후 마지막 두 섹션의 반복이 이루어지는데, g-minor로 아리오소가 복귀하며 마디
114-136까지 나오고, 또 다시 푸가가 G-major로 복귀한다. 이 때 푸가 주제는 제 1
푸가가 전위된 형태로 일단 제시된다(마디 137-173). 마지막으로 열정적이고 화려
한 호모포니 코다가 마디 174-213까지 진행된다.
서주 (1-7마디) Adagio ma non troppo
Adagio ma non troppo(느리지만 너무 쳐지지는 않게), una corda 표기와 함께 시작
한다. 1-2마디에선 반음계적 전조가 이루어지며 자연스럽게 레시타티보로 이어진
다. 마디 4의 레시타티보는 리듬이 자유롭고 카덴짜적인 스타일이 나타난다.18 마
디 5에서는 연속되는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반복되는 a음이 나오는데, 이는
베붕(Bebung)효과를 노린 것으로 바로크 시대 클라비코드가 이탈장치가 불가능한
데서 비롯된 바이브레이션 효과를 당시의 현대악기인 피아노에 접목한 것으로 보인
다.(악보 14 참조)

18

류재희.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Op. 110 작품 악곡분석”. (2019) 창원대학교

대학원, p. 36.

- 17 -

<악보 14> 3악장 서주

아리오소 I (8-26마디)
마디 9-10과 11-12의 오른손의 선율은 하행하며 마디 13-16에선 오른손의 선율이
점차 상행하는데 이는 상반된 모션으로 움직여, 정적인 가운데 동적인 움직임을 자
아낸다. 마디 25의 점 8분음표는 다음에 나올 푸가 주제의 리듬을 암시하고 있다.
(악보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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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아리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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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가 I (27-113마디) A♭장조, 3성 푸가 형식, Allegro ma non troppo
푸가의 주제는 4도 상행, 3도 하행, 다시 4도 상행했다가, 3도 하행하는 지그재그
라인을 그린다. 이는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1악장의 도입부가 변주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왼손에서 30마디 후반의 응답부가 알토로 인계되며 저성부의 선율은 30마디째에
서 세분된 8분음표로 자유롭게 진행한다. 주제는 36마디 후반에서 소프라노에 다시
등장해 3성 푸가의 형태로 이어서 전개를 보여주며, 45마디 후반에서는 응답 성부
를 옥타브로 두텁게 발전시킨다.(악보 16 참조)

<악보 16> 푸가

아리오소 II (114-136마디) g단조로 복귀
Ermattet, Klagend(지쳐서 한탄하면서)라고 표시하며 조성도 이전 아리오소보다 반
음 아래인 g단조로 내려 좀더 무게감있는 느낌도 들고, 앞의 아리오소를 메아리로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다.19 마디 125-126에서는 동음 붙임줄로 인해 오른손에 베

19

류재희.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Op. 110 작품 악곡분석”. (2019) 창원대학교

대학원,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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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효과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다시 한 번 나타난다.(악보 17 참조)
<악보 17> 아리오소 g단조

- 21 -

푸가 II(137-173마디) G장조
L’istesso tempo della Fuga poi a poi di nuove vivente (앞의 푸가와 같은 빠르
기로 점점더 새롭고 생기있게), 그리고 Sempre una corda 지시로 제 2푸가가 같은
으뜸음조인 G장조로 재귀된다. 여기서는 푸가의 주제가 전위된 형태로 등장하나,
베토벤은 이를 곧 정리하고 153마디 후반에 주제가 자리바꿈 된 본래 형태로 등장
하여 제 궤도를 되찾은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특이하게도 리듬은 배로 확
대되어 푸가의 주제가 소생한다.20 160마디 후반에서 왼손에 푸가주제가 옥타브로
겹쳐 등장한다. 그 뒤 168마디에서 푸가주제는 16분음표로 축소되어 소프라노에 등
장하며, 174마디 저성부에는 원래 조성으로 왼손 옥타브 푸가를 등장시켜 클라이맥
스를 유도한다. Fuga II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제의 전위와 원형, 그리고 주제 음가
의 급격한 확장과 축소를 통한 예리한 대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Fuga I 혹은 통
상적인 바로크 푸가보다 베토벤만의 개성적이고 급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악보 18 참조)

20

류재희.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Op. 110 작품 악곡분석”. (2019) 창원대학교

대학원,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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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푸가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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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 (174-213마디)
184마디에서는 주제에 화음을 곁들이며 저성부에는 축소된 주제의 모방을 등장시켜
스트레토를 구성, 푸가의 끝까지 몰고간다. 201마디에서 푸가의 주제에 의한 자유
로운 코다로 이어져 212마디에서 소나타의 원조인 A♭장조로 돌아가 힘찬 종지로
끝낸다.21 코다는 폴리포니의 푸가어법에서, 두텁고 종적인 호모포니로의 전환을
일으키며, 이 작품이 바로크가 아닌 고전시대의 트렌드에서 작곡된 것임을 다시금
웅변하는 역할로 자리한다.(악보 19 참조)

21

류재희.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Op. 110" 작품 악곡분석”. (2019). 창원대학

교 대학원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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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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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ranz Liszt Apres une Lecture de Dante
2.1 작품 배경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의 <단테를 읽고>(Apres une Lecture de Dante)는
리스트가 단테의 <신곡>을 읽고 작곡한 곡이다. 정확히는 <레 미제라블>로 유명한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1882)의 동명의 시 <단테를 읽고>에서
영감을 받았다. 단테의 <신곡>은 단테가 35세 때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며 일
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풀어낸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거작이다.
일명 ‘단테 소나타’는 1837년에 처음 스케치되어 1839년 리스트에 의해 초연되
었다. 그 후 수많은 개정 작업을 거쳐 1858년에 최종 완성되었다.22 이 곡을 작곡
하던 도중 1847년에 이르러 리스트는 바이마르의 지휘자 직분을 맡으며 자신의 정
체성에 대해 고민했고, 러시아의 카롤리네 공녀의 권유에 따라 조금 더 지적이고
계획된 작곡을 통해 스스로 수준 높은 작곡가이자 연주자로 발전해 나가고자 했다.
리스트는 최종 완성에 이르기까지 비판과 고난을 감내하며 <단테소나타>를 연주하
고 지속적으로 스케치해 나갔다. 이 곡을 통해 리스트는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타
고난 비르투오소 즉흥 연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피아
니스트라는 세간의 비난을 극복했고, 오랜 시간과 노력 끝에 결국 내러티브뿐만 아
니라 단단한 짜임새가 돋보이는 거작을 작곡해 냈다. 따라서 <단테 소나타>는 리스
트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곡이다.
David Trippett는 논문 "Apres une lecture de Liszt: Virtuosity and Werktreue
in the "Dante" Sonata"을 통해 리스트가 <단테를 읽고> 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실제 단테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마치 리스트가 정체성을 잃고 헤매는 것과 유
사했기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해석을 내 놓았다. 또한 단테의 <신곡>에서 단테가 35
세에 여행을 시작한다는 것과 리스트가 성숙한 작곡가로 발전하겠다고 선언한 36세
가 서로 엇비슷하다고 지적한다.
"the reference to Dante's Divine Comedy also implied that Liszt saw himself
as having earlier wandered down the wrong path: "Nel mezzo del cammin di
nostra vita /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 che la diritta via era
smarrita" (Midway in the journey of our life / I found myself within a dark
forest, / for the straight way was lost.)By quoting the first line, Liszt
22

김경임. “피아노 소나타”.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2),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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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t thirty-five had given his final public concert at Elisavetgrad in
September 1847) drew a parallel with Dante marking his thirty-fifth year in
A.D. 1300-the "midpoint" in life's biblically allotted span as well as the
beginning of Dante's divine awakening. Yet the strange logic of Liszt's
poetic allusion gives us pause. The vision of the unfettered butterfly
clashes with Dante's midlife epiphany, since the butterfly lives for only a
few weeks after months of gestation."23

이 것으로 단테 <신곡>의 지옥, 연옥, 천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여행이 리스트가
비난 받던 시간, 노력, 그리고 마침내 성숙한 작곡가가 된 리스트의 인생으로 이
작품에서 중첩되어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단테 소나타>는 2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즉흥연주를 통해 작곡된 것으로 알려
진다. 즉흥연주는 그 특성상 순간의 감정을 전달하기에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미리
작곡되어 오랜 시간 계획된 연주와 비교해 볼 때, 전략적이고 논리적인 이성 및 감
정의 전달이 다소 미흡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리스트는 20년 동안 <단테 소나
타>를 즉흥연주하며 매 순간 스케치하고 이들 조각을 배치하여 성숙하고 계획된 작
곡을 하려 노력했다. 그의 스케치들은 David Trippett의 논문에서도 찾아 볼 수 있
다.
체르니는

즉흥연주를

‘Fantasieren’,

‘Improvisieren’,

그리고

‘Extemporieren’,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비엔나 비평가들에 따르면
fantasieren은 그 셋 중 가장 낮은 레벨의, 형식이 미처 성립되지 않은 즉흥연주를
뜻하는 말이었다. 리스트는 단테 소나타에 ‘fantasia quasi sonata’라는 부제를
붙인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소나타 같은 환상곡(즉흥연주곡)’이란 뜻으로 소나
타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fantasia(즉흥연주)스러운 면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점은 악곡 자체에서 또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필자가 나눠놓은
Interlude부분에서 악보의 지시어들을 보면 fermata가 많고 Recitativo, quasi
improvisato, ad lib 등 즉흥 연주스러운, 즉 fantasieren스러운 특징들이 많은데
이는 소나타 형식 한가운데 가미된 fantasieren(즉흥연주)를 연상케 한다.
본 연구는 이 곡을 소나타 형식으로 분석했지만, 또한‘fantasia quasi sonata’
이기도 하기에 결국‘환상곡’의 특징을 부인할 수 없다. 즉흥 연주에서 비롯된 작
품 태생의 성질을 오롯이 간직한다. 20년간 fantasieren(즉흥연주)에서 시작되어
여러 파편들이 결합됨으로서 고도의 형식미를 갖춘 소나타로 나아가지만, 서로 상
23

David Trippett, "Apres une lecture de Liszt: Virtuosity and Werktreue in the

"Dante" Sonata" 19th-Century Music, Vol. 32, No. 1. (2008), p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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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된 이들 양 진영이 동시에 아울러지는 것이다. David Trippett 또한, 즉흥연주가
20년간 여러 번 변형되어 하나의 소나타 작품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Written between 1839 and 1858, the Sonata survives in three full manuscripts
and

four

fragments

and,

I

contend,

interweaves

hours

and

hours

of

improvisation with a gradual process of revision on a more abstracted,
conceptual level."24
Carl Czerny(1791-1857)가 쓴 <Systematische Anleitung zum Fantasieren auf dem
Pianoforte op. 200 (BV 291)>는 한 가지 주제를 여러 즉흥연주법으로 변형하여 악
보 예시를 통해 즉흥 연주법을 설명한다. 이를 Thematic transformation(주제 변
형)이라고 하는데, 체르니의 제자였던 리스트 또한 일찍이 애용한 방식이다. 리스
트의 즉흥 연주법이 체르니로부터 영향 받은 사실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Trippett는 체르니의 문헌에서는 한 가지 주제와 변형들 외에, 해당 주제가 어떻
게 변형되는지, 이를 설명하는 준비과정은 삽입되지 않았다고 했고, 이러한 점은
체르니가 미리 계획된 연주가 아닌 듣는 이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자유로운 연주를
했을 것이라는 가상을 뒷받침한다. 체르니의 경향은 그의 제자였던 리스트의 즉흥
연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 연구는 태생적으로 즉흥연주자에 가까운 리스
트가 일시적인 감동 외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즉흥연주 분야
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즉흥연주 파편들을 모아 어떻게 유기적인 주제를 만들었
는지, 그리고 이를 발전시켜 어떻게 하나의 소나타 형식으로 확립했는지 등을 곡
분석을 통해 면밀히 연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Trippett이 언급한 리스트와
단테의 유사점이 악곡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루 살펴볼 것 이다.

24

David Trippett, "Apres une lecture de Liszt: Virtuosity and Werktreue in the

"Dante" Sonata",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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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품 연구
곡의 소재와 구성에 있어서 본 논문은 다른 논문들과 다르다. 이 곡의 주제와 형식
을 다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이 곡의 전개에 대해
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관찰 외에 상징적인 의미도 연구했다.

(표1) 다른 논문들과의 비교

논문 A25

논문 B26

이승헌

도입부

1-34

1-102

1-34

제시부

35-114

35-114

Interlude

25

115-180

발전부

115-272

103-272

181-272

재현부

273-317

273-317

273-317

코다

318-373

318-373

318-373

박한나. "F. Liszt의 『Apres une Lecture de Dante』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p. 36.
26

이진형. "F. Liszt의 〈순례의 연보〉 중 Apres une lecture du Dante의 분석 연구". 석

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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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곡의 주요 주제들을 ‘도입부 주제’, ‘제 1 주제’, ‘제 2 주제’,
‘다리 주제’ 이렇게 4개로 나누었다. 다리주제는 이 곡에서 주제와 주제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역할을 하고, 발전부에서도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어
특별히 다리주제라는 이름을 붙였다.(표 2 참조)

(표)2 단테 소나타의 구성

마디

Tempo

주제

조성

도입부

1-34

Andante maestoso

도입부 주제

모호

제시부

35-76

Presto agitato

제 1주제

d minor

77-102

assai

다리주제

모호

제 2 주제

F# Major

103-114
Interlude

115-123

Tempo I (Andante)

도입부 주제

모호

124-135

Andante (quasi

제 1 주제

C# Major

제 2 주제

F# Major

제 1 주제

D Major

improvvisato)
136-144

Andante

145-153
154-156

Recitativo- Adagio

157-166

모호
제 1 주제

F# Major

167-178
178과 179 사

모호

이
발전부

181-188

Allegro moderato

189-198

도입부 주제
다리주제, 도
입부 주제

199-208
209-224

제 1 주제
Stringendo-Piu

도입부 주제,

mosso

제 1주제, 다
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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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32

다리주제

233-249

도입부주제,
다리주제

재현부

코다

250-270

제 2 주제

271-272

다리주제

273-284

Tempo rubato e

제 1 주제

285-289

molto ritenuto

도입부 주제

290-299

Andante

제 2 주제

D Major

300-305

Piu mosso

다리주제

A Major

306-317

Allegro

제 2 주제

D Major

도입부 주제

모호

318-326
327-338

Allegro vivace

339-352

Presto

353-360

제 1 주제
D Major
제 1 주제

361-365
366-373

Andante (Temp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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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jor

도입부 주제

도입부 1-34
마디 1-6에서 도입부 주제로 리스트가 당시 잘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증 4도 음정을
쓰며 단테의 신곡에 처음 나오는 지옥을 묘사했다. 증 4도는 듣는 이에게 불안정함
과 익숙지 않은 느낌을 주고 새로운 공포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마디 1부터 5까지 진행이 마디 6에서 해결되는 느낌이다. 마디 1-2에서의 증 4도
는 불분명한 조성감을 주며 세 번의 연속 하행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공포를 표현하
는 듯 하다. 마디 3-5에서는 반음계 상행과 마디 5의 완전 5도 도약으로 마디 1-2
에 비해서는 조성적으로 분명해지고, 기존 연구에서 이를 연옥을 상징한다고도 보
았다. 마디 6에서는 마디 5의 마지막 화음이 A♭의 dominant인데, 마디 6의 Tonic
으로 해결되는 모션이 매우 안정적인 느낌을 주어 천국을 연상시킨다고도 본다. 이
도입부는 이 곡 전체가 지옥, 연옥, 천국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을 미리 예견하여
보여준다.(악보 20 참조)

(악보 20) 도입부 주제, 마디 1-6.

앞에서 언급한 마디 6의 A♭ Major(악보 21), 그리고 마디 12의 B Major(악보 22)
해결화음이 fermata와 함께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과 달리, 마디 20에서는 해결
화음으로 종지가 지연되고 회피되는 듯하다. 마디 21에서는 증 4도와 함께 도입부
주제 리듬이 축소되어 급격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강화한다. (악보 23)
악보(21, 22, 23 참조)
(악보 21) 도입부 주제의 해결화음, 마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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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도입부 주제의 해결화음, 마디 11-12.

(악보 23) 해결화음의 회피와 지연, 마디 20-24.

도입부 마디 25-28에서 이 곡에서 중요한 연결구 역할을 하는 다리주제 멜로디가
미리 제시된다. 이 멜로디는 여러 번 변형을 걸쳐 등장하고 이 곡에서 많은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저음에서 고음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저
음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서 악곡 의 모든 부분들이 항상 밑에서
위로 상승했다가 다시 밑으로 하락하는 모션을 전형적으로 축소해 보여준다. (악보
24 참조)

(악보 24) 다리주제 미리 제시, 마디 25-28.

마디 29-34에서 제 1주제가 암시되어 나오는데 stringendo로 시작해 움직이는 듯
하더니, 마디 32마디의 pp에 이어 un poco ritard 와 diminuendo를 계속 제시함으
로, 힘이 빠지는 인상을 준다. 이후 늘임표가 도입부를 마무리 짓고 공허함을 남긴
다. (악보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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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제 1주제의 암시, 마디 29-34.

제시부 35-114
제시부에서는 제 1주제 다음에 다리주제를 거쳐 제 2주제가 등장한다. 마디 35에서
처음으로 조성이 분명해지지만, 제 1주제의 반음계가 페달과 함께 진행돼 소리가
섞이면서 조성이 불분명한 것 같은, 즉 불협화음을 허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
불안정하고 암울한 지옥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 부분에서 조성을 특별히 d minor로 선택 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d
minor 조성의 다른 곡들을 예로 들으면 Beethoven의 Tempest Sonata, Busoni의
Chaconne, J. S. Bach의 chromatic fantasy 등 모두 폭풍우, 질풍노도, 배신 등 드
라마틱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단테를 읽고> 제시부에서도

d minor만의 비극적 성

격이 드러난다.
제 1주제의 하행 반음계는 비통하고 슬픈 감정을 표현하며, 이 부분은 <신곡>의
지옥 속 고통과 리스트가 겪은 비난 속 고통이 중첩되는 인상이다. (악보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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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제 1 주제, 마디 35-40.

마디 52-53에서 다리주제가 잠깐 나와 마디 54의 제 1 주제가 꽉 찬 코드로 변형되
어 등장하도록, 완충적 역할을 겸한다. 조용하게 하행하는 제 1 주제와 비교할 때,
다리주제는 상행으로 시작하여 마디 53의 왼손에서 6도 도약을 뜀으로서, 에너제틱
한 모션을 보이는데, 이는 조용한 제 1주제와 큰 대조를 이룬다. con impeto는 '격
렬하게' 라는 뜻으로 이 부분에서 분위기가 급격히 고조된다.(악보 27 참조)

(악보 27) 다리주제의 분위기 고조, 마디 52-53.

마디 72-73에서 도입부 주제의 증 4도 음정과 제 1 주제의 리듬이 혼합되어 나온
다. (악보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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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두 주제의 리듬 혼합, 마디 72-73.

마디 77부터 다리주제가 왼손과 오른손에 번갈아 가며 나온다. 이전에 제 1주제 방
향이 하행하는 것은 마디 77의 다리주제가 상행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왼손의
베이스라인은 C# Major scale로 상행하다가, 이후 마디 80부터 반음계로 상행하며
더욱 긴장감을 축적하고 발전하는 느낌을 준다. (악보 29 참조)

(악보 29) 다리주제, 마디 77-82.

마디 84-87에서 다리주제가 상승 후 하락하는 요소가 재현되어, 드라마틱한 발전을
일궈낸다. (악보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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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다리주제의 상행과 하행, 마디 84-87

마디 95-102에 이르러, 왼손에서 도입부 주제의 완전 5도와 제 1주제리듬이 왼손에
서 교대로 나타나고, 앞서 마디 90부터는 반복되는 오른손 옥타브가 크레셴도와 더
불어 상행하며 점점 코드로 변모해 간다. 이는 마디 103의 장엄하고 넓은 제 2주제
로 도달하기까지 굵직하고 역동적인 라인을 그리며 전진하는 방향성을 보인다.(악
보 31 참조)

(악보 31) 완전 5도 도입부 주제와 코드의 발전, 마디 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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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주제는 온음표 코드로 되어있으며 빠르게 하행하는 양손 옥타브가 온음표 옥타
브 코드 사이를 채워준다. 마디 109에서 왼손의 꽉 찬 연속적인 코드는 리스트의
오케스트라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부분을 단테의 <신곡>과 연상시켜 보면 천
국을 묘사한다고 보여 지며, 지옥과 연옥 이후 마침내 승리에 도달한 느낌을 주고
있다. (악보 32 참조)

(악보 32) 제 2 주제, 마디 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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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ude 115-180
마디 115-123에서 도입부 주제가 5도 밑에서 변형되어 반복하고, 두번째 약박에서
시작함으로서 강박이 미처 생략된 축소 형태를 이룬다. 급작스러운 등장은 마치 푸
가의 스트레토 효과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마디 119-123에서 두 번째 반복

시, 마디 7-12와 다르게 dim와 riten를 삽입함으로 이전 도입부와 달리 조용한 공
허감마저 남긴다.(악보 33 참조)

(악보 33) 도입부 주제의 변형, 마디 114-123.

마디 124부터 제 1주제가 변형되어 나오는 thematic transformation이 등장한다.
이 부분에서 프레이징을 나눠보면, 마디 124-125가 첫째 프레이즈, 마디 126-127가
두번째 프레이즈, 그리고 마디 128-135가 마지막 세번째 프레이즈로 구분되는데,
프레이즈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프레이즈는 오른손에 E#으로 시작, 두 번째 프레이
즈는 더 올라가서 G#으로 시작, 세번째 프레이즈는 보다 올라가서 D로 시작한다.
이렇게 프레이즈마다 시작 노트가 점점 상행하는 것은 이 곡의 환상적인 느낌을 더
해준다.(악보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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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제 1 주제의 변형, 마디 124-129.

마디 136-144에서 제 2주제가 변형되어서 나타나고, 마디 103에서 나왔던 것과 분
위기가 확연히 대조되는, 꿈꾸며 회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마디 110에서 오른손
도약형 아르페지오 옥타브는 한동안 유지되다가, 마디 141 두 번째 박에서 turn으
로 작게 노래하는 것 같은 멜로디 라인으로 변형된다.(악보 35 참조)

(악보 35) 제 2 주제의 변형, 마디 136-141.

마디 147-149에서 제 1주제가 변형되어 나오는데, 이것 또한 마디 152-153에서 3도
높게 반복되어 환상적인 느낌을 더한다. 마디 152의 멜로디에선 poco rinforz 라고
쓰여있는데, 이것은 간절함을 담아 표현할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한다. Recitat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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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혀 있는 마디 154-156 멜로디는 가장 힘없고 조용한 부분으로, 단선율로 독백
하듯이 진행된다. 또한 Recitativo 이므로 연주자가 원하는 템포로 자유롭게 연주
할 수 있다. 이 멜로디의 중간, 마디 155에서는 마치 제 2주제의 멜로디 일부를 따
온 듯한 인상을 남긴다.(예: 마디 141 세 번째 박자) 이는 끝에 2분음표 늘임표, 4
분음표 늘임표로 길게 노래하며 그 다음 섹션의 베이스로 이어진다.(악보 36 참조)

(악보 36) 제 1 주제의 변형 마디 145-156.

마디 157-178은 이 곡 안에서 가장 따뜻한 부분이다. <신곡>의 내러티브와 연관시
켜보면 마치 단테가 연옥을 가던 길에 천국을 상상하는 것 같은 부분이다. 이 부분
은 Quasi improvisato 이기 때문에 tempo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마디 157-166
에서 제 1주제가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은 어둠 가운데 점점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
는 느낌을 안겨준다.(악보 37 참조) 마디 167-178는 반음계의 제 1 주제가 F-sharp
major scale로 변형된다.(악보 38 참조)
마디 157부터 178까지, 이 곡의 어느 부분보다 따뜻하고 감동적일 지라도 마디
157-166에서 오른손의 반음계는 아직 비극과 불안정함을 내포한다. 하지만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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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78까지 F#장조 가운데 제시되는 B major scale은 안정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발하며 이전에 없던 희망과 감동을 느끼게 한다.

(악보 37) 제 1 주제의 변형 (반음계), 마디 157-158.

(악보 38) 제 1 주제의 변형 (F-sharp major scale), 마디 167-168.

그 후에 마디 178과 179 사이에 리스트의 카덴차가 있는데, 이는 마디 154의
recitative멜로디가 ff 옥타브로 변형된 부분으로, 가장 따뜻한 서정성을 간직한
마디 157-178을 결론 지어, 결국 제시부를 종결짓는 역할을 한다.

발전부 181-272
발전부 181-272는 총 92마디로 이 곡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조적이
고 웅장한 부분들이 많아 긴장감 증폭에 있어 중추적 무게중심을 담당한다. 발전부
는 이 곡에서 중요한 브릿지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이전에 언급된 다리주제가 본격
적으로 변형됨으로 미시적으로나 거시적으로 연결구라는 중의적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한다. 마디 181부터 왼손의 증 4도와 함께 오른손에서도 증 4도 도입부 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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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다시 이전의 적막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악보 39 참조)

(악보 39) 도입부 주제, 마디 179-183.

마디 189부터 198까지 오른손의 화음 트레몰로와 왼손의 감 7 화음은 페달 포인트
역할을 하며 긴장감을 계속 유지한다. 마디 191에서 다리주제가 상행하고 192에서
도입부 주제가 나타난 후, 마디 193에서는 다리주제가 하행하는데, 중간에 위치한
도입부 주제는 다리주제의 상행하고 하행하는 진행을 방해하는 인상이다. 마디 194
에서 도입부 주제는 이전과 달리, 전위되어 상향 진행한다.(악보 40 참조)

(악보 40) 도입부 주제의 방해, 마디 189-195.

마디 199부터 제 1주제가 양손에서 나타나며, 마디 208의 ff로 가기 전까지 본격적
으로 dynamic을 발전시켜 계속 상승하는 느낌을 준다.(악보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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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제 1 주제, 마디 199-201.

그리고 마디 209-210에서 다리주제가 발전하는데, 광활한 음량 및 속도와 함께 오
른손과 왼손이 unison으로 진행한다. 마디 210에서 왼손이 하락하는 반면, 오른손
은 계속 상승하여 결국 마디 211에 이르러 폭 넓게 폭발하는 느낌을 준다. 여기서
부터 도입부 주제가 완전 4도로 변형하며, 마디 211은 단선율, 마디 212은 옥타브,
그리고 마디 213은 3화음으로 발전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마디 214에서 다시금
다리주제가 옥타브 형태로 변형되어, 마디 210과 같이 오른손이 상승할 때 왼손이
하락함으로 마디 215로 폭 넓게 내달음치는 느낌을 강화한다. 또 계속해서 도입부
주제와 다리주제가 변형 및 발전하며, 마디 219까지 다시금 한 프레이징이 호흡을
이룬다. 그리고 마디 225까지 또 다른 한 프레이징이 따라붙는다. 여기서 언급했던
마디 211, 215, 219, 222의 첫 코드만 분리해서 보면 예상치 못하게 3도씩 상행하
는데, 이것은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곡의 상승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을 더해준다.
마디 221-224에서 다시 한 번, 상행하고 하행하는 다리주제 사이에 도입부 주제
가 삽입되어 방해하는 인상을 준다. 마디 225부터 다리주제가 왼손에서 상행하며,
오른손 코드에도 다리주제의 변형이 나타난다. 오른손의 다리주제 변형은 마디
225, 226, 227의 세번째 박자, 마디 228, 229, 230의 첫번째와 네번째 박자, 그리
고 마디 231 첫번째 박자의 코드를 보면 명백해진다. 마디 235-246에서는 다리주제
가 변형되며, fff의 con strepito는 이 부분이 발전부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임
을 확인시켜준다.(악보 42 참조)

- 44 -

(악보 42) 도입부 주제의 발전, 다리주제의 변형, 마디 2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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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35에서 최고조로 달했던 다이나믹이 마디 246부터 diminuendo를 통해서 점점
분위기가 누그러져서, 마디 250에서 제 2주제가 분위기를 안정시켜준다.(악보 43
참조)

(악보 43) 제 2주제, 마디 245-256.

마디 270부터 272까지는 다리주제가 저음에 조용히 나와 다시금 음산한 분위기의
발전부를 끝내고 재현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악보 44 참조)

(악보 44) 다리주제, 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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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부 273-317
마디 273에서는 마디 124의 제 1주제를 3도 아래로 재현한다.(악보 45 참조) 마디
124에서 제 1주제가 나오기 전에 마디 115에서 증 4도 도입부 주제가 먼저 나오고
제 1주제가 재현된다. 그러나 마디 273에서는 순서를 바꿔, 제 1주제 가 먼저 나오
고 이어 완전 5도의 도입부 주제가 마디 285에서 ppp로 재현된다. 이로서 하나의
호흡은 일단락된다.(악보 46 참조)
(악보 45) 제 1 주제, 마디 273-275.

(악보 46) 도입부 주제, 마디 285-289.

마디 290에서 D장조의 제 2주제가 나오며, 확연히 대조적인 분위기로 천국을 연상
시키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샘솟는다. 오른손의 연속적인 tremolando는 점점 이 부
분을 발전시켜, 지옥과 연옥의 어둠 끝에 점차 활기차게 피어오르는 기운을 전달한
다. 이 tremolando가 뒤를 향해 점점 템포의 가속화를 예비하고, 다이나믹도 점점
증가한다.(악보 47 참조)

(악보 47) 제 2 주제, 마디 29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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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00부터 303까지 다리주제의 상행이 분위기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
을 겸한다.(악보 48 참조)
(악보 48) 다리주제의 변형, 마디 300-301.

그리고 306부터 제 2주제가 다시금 D Major에서 나오는데, d minor(마디 35의 제 1
주제)가 같은 으뜸음조인 D Major로 전환하는 것은 승리의 기쁨을 창출한다. 리스
트의 실제 처지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음산하고 어둡고 고된 시간이 모두 해
결되어 기쁜 환희가 벅차오르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더욱이 fff는 이 부분을 보다
웅장하게 표출한다.(악보 49 참조)

(악보 49) 제 2 주제, 마디 3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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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 318-373
마디 318에서 도입부가 다시 증 4도로 나오고, 도입부의 등장은 이 부분이 코다의
시작임을 알린다.(악보 50 참조)
(악보 50) 도입부 주제의 코다의 시작 알림, 마디 318-321.

마디 327-338에서 제 1주제가 변형되어서 나타나고, 마디 327, 329, 331, 333, 335
의 첫 코드를 선별해 보면 이들이 차례로 상승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거시적인
모션으로 악곡의 극적인 흥분을 고조시킨다.(악보 51 참조)
(악보 51) 제 1 주제, 마디 32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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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39에서 D major scale로 변형된 제 1주제가 나타난다.(악보 52 참조)
(악보 52) 제 1 주제의 변형, 마디 339-342.

마디 361부터 365까지 다리주제가 변형해 예상치 못한 코드진행 (D-C-B flat-A
flat-F sharp)으로 환상적이고 팽창하는 듯한 느낌을 부각 시키고, 왼손과 오른손
코드진행이 역방향으로 전개되어 곡의 웅장함을 배가시킨다. (악보 53 참조)
마디 353-360에서 제 1주제의 긴장감 후에, 마디 361-365의 예상치 못한 일련의
코드 진행이 서프라이즈를 선사한다는 점은 단테가 지옥과 연옥을 거쳐 천국에 도
달했을 때 마주한 환희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또한 리스트가 주위의 우
려를 떨쳐내고 결과적으로 작곡가로서 누린 희열을 이면에 함축한 것으로 해석된
다.

(악보 53) 다리주제의 변형, 마디 361-365.

마디 366에서 도입부 주제가 완전 5도로 나타나며, 마디 369로 상행, 마디 373으로
다시 하행하며 곡을 끝마치는데, 마디 369로 상행할 때 마디 367의 두번째 코드부
터 마디 369의 첫번째 코드는 VI seventh - IV - II - I의 진행으로 variation of
plagal cadence(변격종지의 변형)로 볼 수 있다. (악보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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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 도입부 주제와 종결, 마디 366-373.

- 52 -

3. Maurice Ravel Scarbo from 'Gaspard de la Nuit'
3.1 작품 배경
19세기 후반 낭만주의 전통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음악양식이 생겨난다. 이 시기
에 프랑스에서는 인상주의 회화와 상징주의 문학에 영향을 받아 인상주의 음악양식
이 나타나게 된다. 프랑스 인상주의 대표적 작곡가인 라벨(Maurice Ravel)의 음악
은 인상주의와 고전주의 양식을 혼합한 형태로 정형화된 구성과 명료한 선율, 이국
적인 색채가 특징적이다. 그의 피아노 작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라벨만의
독창성이 잘 드러나 있다. 피아노 작품 중《밤의 가스파르》(Gaspard de la Nuit)
는 낭만주의 음유시인 알르아쥬 베르트랑(Aloysius Bertrand)의 시에서 영감을 받
아 작곡된 곡으로 《옹딘》(Ondine),《교수대》(Le Gibet),《스카르보》(Scarbo)세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스카르보》는 시에서 나타나는 스카르보의 모습을 주제변형과
발전 등을 사용하여 라벨만의 음악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형식면에서 도입부, 제
시부, 발전부, 재현부, 코다의 고전주의적 소나타 형식을 나타냈으며 화성 면에서
는 옥타브 분산화음과 부가음, 반음계의 사용으로 인상주의적 색채감이 잘 표현 되
었고 리듬 면에서는 간결하고 명확한 리듬의 형태가 곡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
용되었다.
《밤의 가스파르》중 세 번째 곡인《스카르보》는 달빛에 나타났다가 때로는 순식
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커지기도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상상 속의 작은 요정
스카르보를 묘사하고 있는 곡이다. 시를 소재로 작곡된 이 곡은 시의 구성에 따라
음악의 형식이 나누어졌으며 시의 내용을 라벨만의 음악기법을 통해 묘사한 곡으로
연주에 앞서 곡의 표현을 위해 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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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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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보 시

오오, 몇 번이나 나는 듣고, 그리고
보았던가, 스카르보를. 황금빛 꿀벌로
얼룩진 남색 깃발 위에 은화같이
달이 밝은 한밤중에!
몇 번이나 나는 들었던가, 나의 침대를
둘러싼 실크 커튼 속에서 긁어 대는 듯
울려 퍼지는 그의 웃음 소리를.
몇 번이나 보았던가
천장에서 뛰어 내려서 손을 놓은
마녀의 빗자루처럼 방안을 빙글빙글
돌아 춤추는 것을.
문득,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그는
대당의 첨탑처럼 커지고 또 커져서
달빛을 가리고 그의 뾰족한 모자에서
금종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곧 그의 몸은 푸르게 변하고
양초의 촛농처럼 투명해졌다.
그의 얼굴은 꺼져가는 양초처럼
창백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다.2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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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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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품 연구

형식 면에서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4개의 주제가 모두 나타나는 제시부, 주제
들의 혼합과 변형으로 긴장감을 이끌어 가는 발전부, 주제의 자유로운 반복이 나타
나는 재현부로 이루어진다.29

구분
Intro(도입부)

마디
1-31

Part
부)
Part
부)
Part
부)
Coda

I (제시

32-214

II (발전

215-394

III (재현

395-615

(코다)

616-627

빠르기
Modere(Moderato)-V
if(vivo)
Vif(vivo)

박자
3/8

Modere(Moderato)-V
if(vivo)
Vif(vivo)

3/8 – 3/4 –
3/8
2/8

중심조성
g# minor

4개의 주제가 곡 전체에 걸쳐 변형과 반복, 발전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제 1주제는 처음 D-sharp 음을 중심으로 등장한다.(악보 55 참조)

<악보 55> 제 1주제

제2주제는 제1주제와 마찬가지로 처음 D-sharp음으로 시작된다.
리듬적 요소가 강하며 짧은 다섯 개의 음이 스타카토로 생동감 있게 나타나며30 5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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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까지 제2주제가 연속된다.(악보 56 참조)
<악보 56> 제 2주제

제3주제는 곤돌라를 연상시키는 멜로디로 제 1,2주제와 같이 D-sharp 음으로 시작
된다.(악보 57 참조)
<악보 57> 제 3주제

제4주제는 불협화음의 반음진행과 반복되는 E의 옥타브 진행으로 긴장감을 나타낸
다.(악보 58 참조)
<악보 58>제 4주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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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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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도입부)
악보에 지시된 sourdine이란 용어는 약음기라는 의미로 소프트 페달을 사용하며 서
로 overlap 되는 터치로 선명한 소리가 아닌 희미한 느낌으로 표현한다. 이어서 나
오는 8분쉼표는 동작이 얼어붙은 듯한 역할을 해준다. 2마디부터 13마디까지는
très fondu, en trémolo (아주 녹은, 트레몰로)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음 한음 선명
한 표현보다는 울림에 치중하며 부드럽고 고르게 연주하는데 주의를 기울인다. 2 6마디의 오른손 코드 화음과 한 옥타브 아래서 진행하는 9 - 13마디까지의 오른손
코드 화음은 최상성부인 E음과 B음이 연결되는 하나의 프레이즈로 처리하며 즉흥적
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닌 트레몰로의 박자를 세어 정확한 박자에 들어가도록 한다.
7마디와 14마디의 쉼표는 très long (매우 길게)충분히 여유를 갖고 쉬어주며 긴장
감을 유지한다.31(악보 59 참조)
<악보 59>도입부

15마디에서 22마디까지는 도입부의 리듬이 점차 축소되는 형태로 accelerando 효과
가 있으며 cresc.와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는 역할을 한다.32 마디 15의 첫 a음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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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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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긴 작아도 너무 살며시 작기보단 울림을 드러내며 연주한다. 마디 23의 subito
pp 로 시작하는 양손의 트레몰로는 4마디의 크레센도와 3마디의 디크레센도로 이루
어져 있다. 마디 30과 31마디의 쉼표는 박자를 정확히 지킨다.(악보 60 참조)
<악보 60>

Part 1 제시부
32마디부터 시작되는 제 1주제는 도입부의 모티브가 변형된 멜로디로 왼손의 아르
페지오와 함께 매우 다이나믹한 효과를 낸다. 왼손은 너무 크지만은 않은 깊이 있
고 따듯한 소리로 굴곡을 살리며 연주한다.(악보 61 참조)
<악보 61> 제시부

학교 대학원 (2007).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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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디미뉴엔도를 표현하기 위해 섬세하게 들으며 리듬을 느끼며 마디 45부턴 una
corda와 함께 같이 디미뉴엔도 한다. 작아져도 ritardando는 하지않는다.
이 부분은 마치 요정이 비웃다가 52마디에 긁는 소리를 내는것만 같다.33(악보 62
참조)

<악보 62>

52마디부터 나타나는 제2주제는 마치 요정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느낌을 준다. 이
때 박자는 일정하게 밀지 않고 연주한다. 57마디와 64마디는 소프트 페달을 사용하
며 작은 다이나믹 안에서도 D♯,F,D♯음의 진행을 생각하여 연주한다. 55 - 56마
디,62 - 63마디 오른손의 스타카토를 분명하게 하여 잡아당기는 느낌을 표현해준
다.(악보 63 참조)
<악보 6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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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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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마디부터는 color를 바뀌는 시간을 주며 살며시 엑센트 없이 들어와서 점점 빠르
게 마디 68까지 도달했다가 순간 사라지듯이 표현한다. 이어서 나타나는 3마디의
쉼표는 정확한 박자를 지킨다. 68마디의 f를 확실히 표현한다.(악보 64 참조)

<악보 64>

73마디부터 제2주제의 옥타브 분산형태가 나타난다. Una Corda를 쓰며 마디 73과
76-77에 나오는 멜로디를 명확하게 연주한다. 마디 79 또한 마치 마디 78의 주제가
옥타브로 분산된 것 같기도 하다.
80마디로 넘어올 땐 급하지 않게 넘어오고 80마디부터 정박 안정감을 느끼며 연주
한다. phrase의 굴곡을 만들어 연주하되 리듬이 정확해야 한다.(악보 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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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5>

94마디부터 곤돌라를 연상케 하는 제3주제가 나타난다. 오른손의 연타는 정박을 항
상 유지한다. 98마디부터는 옥타브 분산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점차 발전해가며
108마디의 ff까지 끌고 갔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이때 쉼표를 철저히 지킨다.(악보
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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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

110마디부터 다시 나타나는 제1주제는 반주의 변형과 선율의 마지막 부분이 2도 하
행한 형태로 나타난다.34(악보 67 참조)
<악보 6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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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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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마디부터 쉼표와 점음표로 구성된 날카로운 당김음의 리듬형태로 제4주제가 나
타난다.
반복되어 나오는 옥타브 분산화음의 진행은 très fondu et bien egal de sonorité
(울림을 변화시켜 매우 고르게)로써 최대한 작게 연주 하도록 한다. 155마디에서는
박자를 정확히 지켜 sans arrêt(느려지지 않고 바로)다음 마디로 진행한다. 이 부
분의 전체적인 다이나믹은 p 와 pp 로 소프트 페달을 사용하여 연주한다.35(악보
68 참조)
<악보 6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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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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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마디부터 나타나는 오른손의 제4주제 변형은 왼손의 제2주제와 혼용된 형태이
다. 왼손의 옥타브 분산화음은 168마디부터 178마디까지 B♭음을 중심으로, 179마
디부터 189마디까지는 4도 상행한 E♭음을 중심으로 연주 하며 음의 상승과 함께
다이나믹도 pp 에서 p 로 확장된다.36(악보 69 참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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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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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

Part II (발전부)
215마디에서 나타나는 제2주제는 214마디까지의 제시부 절정에 이어 pp의 작은 다
이나믹 안에 마지막 음인 A#음의 소리를 분명하게 나타내어 준다. 228마디부터 234
마디까지 연결되는 아르페지오는 느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왼손의 첫 음인 D♯음을
들려주고 여유롭게 ppp의 다이나믹으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시작해 232마디의 최저
음 D♯음을 향하여 cresc.를 연주한다.37 여기서 D#음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되고 화
37

조연경 “Maurice Ravel의 Gaspard de la Nuit중 Scarbo 연주기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학교 대학원 (2007).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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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안에서 연주되어야 한다. 이어서 나오는 dim.는 음이 사라지듯 표현해준다.(악
보 70 참조)

<악보 70> 발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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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마디부터 제3주제가 꾸밈음이 첨가된 형태로 나타난다. 멜로디는 오른손에 있지
만 왼손의 반음계 화음으로도 프레이즈를 그려 연주하도록 한다.38(악보 71 참조)
<악보 71>

277마디도 마찬가지로 왼손의 반음계 진행이 들리도록 오른손과 조화를 이뤄 연주
하도록 한다. 285마디부터 288마디까지 이어지는 화음의 스타카토는 최상성부의 음
을 기준으로 한 손으로 치듯이 이끌어 간다.39 이어서 289,290마디의 아르페지오에
서 289마디의 오른손 제 4주제가 잘 들리게 연주한다.(악보 72 참조)
<악보 7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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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3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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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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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마디부터 제1주제가 제3주제, 제4주제의 리듬형태와 혼합되어 나타난다.40
314마디의 제 1주제, 319마디의 제 3주제, 그리고 324마디의 제 4주제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 부분은 ppp로 시작했다가 pp, 그다음 p 그다음 f 이런식으로 점점 발
전하는데 마디 320에서 제 1주제를 옥타브로 변형시키며 점점 분위기를 발전시킨
다.(악보 73 참조)
<악보 7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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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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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마디부터 제3주제의 옥타브 분산형태가 나타난다.41 이 부분에선 베이스의 D와
D-flat 옥타브 부분이 나오는데 무조건 크기보단 울림에 치중하며 연주한다.(악보
74 참조)
<악보 74>

366마디부터 제4주제가 변형된 형태로 클라이막스에 이른다. 이 부분은 un peu
retenu = un poco riten.(조금 곧 느리게)약간 느리게 연주하며 왼손에서 반복되는
C음의 울림을 듣는다. 372마디부터 왼손의 최저음을 기준으로 ff에서 ppp 까지 점
차 dim.해준다.42(악보 75 참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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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4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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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5>클라이막스

382마디의 트릴과 함께 386마디부터 제1주제가 리듬이 확장된 형태로 나타난다.
389마디의 아르페지오는 오른손과 왼손을 나누어 C음을 향해 연주한다. 390마디부
터 아르페지오 안에 오른손의 5번 손가락으로 연주되는 주제 선율을 듣는다. 제시
부의 마지막 7화음은 해결되지 않은 채 재현부로 진행되며 이는 인상주의 화성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43(악보 76 참조)

43

조연경 “Maurice Ravel의 Gaspard de la Nuit중 Scarbo 연주기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학교 대학원 (2007).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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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6>

Part 3 (재현부)
재현부에서는 도입부의 같은 형태가 세 번 반복되나 마지막 반복 부분인 409마디에
서는 리듬이 확장된 형태로 연주한다. 또한 처음 도입부에서는 발전하는 다이나믹
의 변화를 볼 수 있었으나 재현부에서는 p - pp - ppp 로 점차 줄어드는 형태로 나
타나고 있다.44(악보 77 참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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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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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7> 재현부

430마디부터 3/8박자가 3/4박자로 변화하며 오른손의 반복음과 함께 왼손에서 리듬
이 확장된 형태로 제2주제가 나타난다. toujours ppp (항상 ppp)로 소프트 페달을
사용한다. 433마디에서는 왼손의 주제와 오른손의 반복음형 안에서의 주제를 옥타
브 분산형태로 표현한다.45(악보 78 참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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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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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8>

448마디부터는 7화음의 제1전위로 인해 나타나는 2도 음정의 사용을 볼 수 있다.46
448마디의 왼손 베이스 음정에서 D는 들리게 연주하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베이스
들의 반음계진행을 들으며 불협화음이 아주 작은 가운데 들리게 연주한다.(악보 79
참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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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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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9>

477마디부터 왼손의 분산화음과 함께 제4주제의 리듬형태가 나타난다. 477 - 509마
디까지 왼손의 반복음은 첫 음인 E♯음에 박자감을 주며 연주한다. 다이나믹의 변화
는 ppp - pp - p 로 확대되지만 앞으로 나오는 클라이막스를 위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작은 다이나믹을 유지한다.47(악보 80 참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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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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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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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마디부터 542마디에 걸쳐 나타나는 제4주제의 변형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반음
계 진행에 의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이다. 두 마디씩 나타나는 반음계 진행은
급격히 빨라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cresc.를 표현한다. 521 - 531마디까지 이어지는
제4주제의 리듬형태는 532 - 542마디보다 완전4도 하행한 형태로 나타나며 다이나
믹의 변화는 음정이 상승함에 따라 pp - p 로 확대 된다.48(악보 81 참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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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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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subito p 로 시작하는 556마디는 7마디에 걸쳐 점차적으로 cresc. 된다. 559마디부
터는 en retenant un peu = un poco ritenuto (조금 속도를 늦추어) 점차적으로 속
도를 늦추어 클라이막스로 이끌어 간다.49(악보 82 참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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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2>

563마디부터 피아노의 전 음역을 사용하여 웅장함을 나타내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다. 강한 다이나믹과 함께 악센트를 주어 연주하는 당김음의 리
듬은 음의 길이를 너무 짧지 않게 un peu moins vif= un poco meno vivo 약간 둔한
느낌으로 연주한다. 양손 교대의 16분음표 화음 진행은 cresc.를 효과적으로 표현
한다.50(악보 83 참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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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2007).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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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3>

580마디부터 제1주제가 나타난다. 이 부분 또한 폭발하듯 울림있게 연주한다.
그 다음 584마디부터 나오는 아르페지오는 점차 작아지듯 연주한다.(악보 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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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4>

이어서 592마디부터 왼손에서 제2주제가 나타난다. sourdine mais f(소프트 페달을
밟지만 f로)최저음인 F♯음 울림 안에 제2주제 선율을 연주한다. 613마디부터 très
peu retenu = pochissimo rit.(아주 조금 느려진다)점차 사라지는 듯한 표현을 해
준다.51(악보 85 참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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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

5)Coda(코다)
짧은 코다는 616마디부터 시작되며 2/8박자로 바뀐다. 623마디부터 나타나는 악센
트는 ppp 안에서의 악센트이므로 크지 않게 리듬감을 잃지 않기 위한 악센트로 표
현하며 sans ralentir(속도를 늦추지 않고)연주한다. 626마디부터는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듯한 표현을 한다.52(악보 86 참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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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6>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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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베토벤 소나타 Op.110의 분석을 통해 제 1악장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로 이루어
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악장 도입부의 motive는 해당 악장 전체뿐만 아니라 3악
장 FUGA에도 나타나 악장 간 유기성과 통일성을 이뤄내었다. 제 2악장은 A-B-A’로
이어지는 세도막 형식이며, 당시 비엔나에서 유행하던 두 민요를 인용함으로서, 유
려한 1악장과 대조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제 3악장은 서주 - 아리오소 I - 푸가
I - 아리오소 II -

푸가II - 코다 형식으로 이전에는 보지 못한 극단적이고 낭만

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내향화 시기의 백미로 손꼽힌다.『피아노 소나타 31번
Op.110』은 후기 소나타 특징이 고스란히 표현된 곡으로 낭만주의 시대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교두보로 자리한다.53
리스트의 <단테를 읽고>는 곡 분석을 통해 도입부, 제시부, Interlude, 발전부,
재현부, 코다로 나누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총 4개의 주제가 있으며, 지옥을
묘사하는 도입부 주제는 증 4도, 완전 4도, 완전 5도로 변형 및 발전한다. 제 1주
제의 반음계는 지옥의 공포를 묘사하고, 반대로 제 2주제는 천국을 나타낸다. 다리
주제의 상행과 하행은 곡을 발전시켜주고 이어주며, 여러 멜로디로 변형되어 나타
난다. 분석해 본 결과 리스트가 단테의 <신곡>을 읽고 작곡한 이 곡은 표면적으로
지옥, 연옥, 천국을 묘사했지만, 그 이면에 여러 비난에 굴하지 않고 리스트가 노
력 끝에 얻은 작곡가로서의 경지, 혹은 내적 성찰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 곡이 즉
흥연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interlude, thematic transformation, 본론에서 언
급했던 fantasy적인 요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나타 형식에
맞게 작곡되었다는 것은 리스트가 단순한 즉흥연주자, 즉 미성숙하게 간주된 작곡
가 수준에 멈추지 않고 20년 동안 연구를 거듭해 성숙한 곡을 작곡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당시 잘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증 4도와 예상치 못한 화음 변화, variation
of plagal cadence 등은 그 당시엔 익숙지 않던 요소들이었다. 그러나 작곡했을 당
시 리스트가 가장 추상적이고 사상적인 음들만 써놓았다고 한 Trippett의 주장처럼
리스트 자신에게만큼은 의미 있는 곡이었고, 이 곡으로 인해 성숙한 작곡가로서 새
로운 경지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카르보>의 시와 곡 흐름의 연관성을 통해, 전체적으로 라벨이 작품의 기술적
난이도에 치중했을 뿐 아니라, 시의 문학적 내용을 곡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긁어 대는 듯 울려퍼지는 스카르보의 웃음소리, 방안을 빙글
빙글 돌아 춤추는 스카르보, 커지고 또 커져서 달빛을 가리고 스카르보의 뾰족한
53

류재희.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Op. 110 작품 악곡분석”. (2019) 창원대학교

대학원. 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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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에서 퍼져 울리는 금종, 갑자기 사라지는 스카르보 등 이와 같은 표현들이 곡
부분별로 상응되어 연관 지어지는 추이는 흥미로웠다. <스카르보>를 분석 해본 결
과, 형식은 4개의 주제가 모두 나타나는 PartⅠ을 제시부, 주제들의 변형과 잦은
조표의 변화를 보이는 PartⅡ를 발전부, 주제의 자유로운 반복이 나타나는 PartⅢ
을 재현부로 보아, 소나타 형식과 비슷한 구성이 관찰되었다.54 이상으로 본 연구
를 통해 알게 된 <스카르보>의 숨겨진 멜로디, 주제 변형, 연주자적 입장에서 견지
한 테크닉적 해석, 그리고 시와 곡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연주한다면, 보다 체계
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주를 추구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진다.
본지의 연구가 세 곡의 명작을 해석하기 위한 다채롭고 논리 정연한 분석적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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