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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Sergei 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 3, Op. 30
작품 분석 및 연주 방향 고찰
-기능화성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피아노 전공
한 나 래

19세기 말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Sergei Vasilyevich Rachmaninoff, 1873-1943)는 작곡가, 피아니스트 그
리고 지휘자로 활동하였고, 수많은 피아노 독주곡과 4개의 피아노 협주
곡뿐만 아니라, 성악곡, 기악곡, 관현악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들을 남겼다.
이 논문은 그의 작품 중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Op.
30(Piano Concerto No. 3 in d minor, Op. 30)》을 기능화성적으로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연주 방향을 논한 것이다.
작품연구는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누었다. 첫째,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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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화성이론 중 기능화성법과 그의 표기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각 악장의 구조를 살펴보고,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는 방식과 그의 반대
로 일탈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능화성적 분석을 통하여 후기
낭만적 화성기법과 반음계적 기법들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연구하였
다. 이러한 화성적 기법들을 바탕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화성적 특징을 살
펴보았다. 넷째, 악장마다 특징적인 부분에서 기능화성과 음도이론 분석
의 비교를 하고, 연주자의 관점에서 그 비교를 통하여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설명하였다.
즉, 본 논문은 각 악장의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는 연주의 방향
과, 음도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기능화성으로 분석했을 때 연주자가
더 설득력 있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이것에 의한 연주 방향
을 다루었다.
라흐마니노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시대적 변
화 속에서 민족주의라는 노선을 따르지 않고 반대편 서구사회주의자 즉,
세계주의를 추구하던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작품을 분석하면서, 라흐마
니노프가 고전 양식과 후기 낭만음악의 어법안에서 자신만의 기법 및 색
채를 결합하여 작곡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기능화성, 연주법
학번 : 2016-2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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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는 라흐마니노프 (Sergei Vasilyevich Rachmaninoff,
1873-1943) 피아노 협주곡 3번에 관한 구조적, 기능화성1) 분석 및 연주
방향 고찰에 관한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구 유럽에서 작곡된 소나타 및 협
주곡 형식의 작품들은 화성적, 형식적 발전을 거치며 점차 변용되었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작품 안에서 악장마다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면서도
변형된 요소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정격진행과 같은 고전적 기법을
화성적 변화를 통해 후기낭만적 모습을 곡에 반영시켰고, 반음계적 요소
를 이용하여 기본의 장단 음계에서 벗어난 모습을 통해 전통적 기법과
20세기 초 새로운 흐름을 융합시키는 양상을 드러내었다.
이 작품은 총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악장은 d단조 소나
타형식, 제2악장은 A장조 혹은 f#단조에 해당하는 조표이지만 d단조로
시작하는 론도형식, 제3악장은 제1악장과 같은 조성의 d단조 소나타 형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제1, 3악장에서는 제2주제가 단일주제로 등
장하는 것이 아닌, 주제의 리듬과 선율,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나타나
고, 제2악장에서는 론도형식이지만 주제가 변주곡 형식처럼 변형되는 등
복합적인 기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화성분석

방법론은

기능화성

(Funktionstheorie)이다. 이는 화성을 구성음으로 로마숫자를 통해 분석
하는 음도이론(Stufentheorie)과 달리, T(으뜸화음), S(버금딸림화음), D
(딸림화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해석하여 숫자
와 기호들을 통해 전위, 변화되는 화음, 그리고 앞과 뒤의 진행에 따른
1) 이 논문에서 분석되는 방식이자, 현 시대에 사용되는 기능화성 분석법은 음
악이론가이자 교육자였던 후고 리만(Hugo Riemann, 1849-1919)이 발전시킨 화
성 분석 방법 중 하나로, 로마숫자를 통한 화성 분석과 달리 화성들의 역할과
그 의미, 그리고 그의 작용 위주로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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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등을 분석한다. 이는 음도이론에 의한 분석으로 쉽게 진행을 파악
하지 못하는 후기 낭만주의의 반음계주의, 3도권 진행 등에 대한 해석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 기능화성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수직적인 화성
진행을 벗어나 수평적인 진행과정, 즉 긴 라인의 악구를 볼 수 있어 거
시적인 시각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분석한
다면, 긴 라인의 악구를 볼 수 있어 거시적인 해석 또한 가능해진다. 이
에 따라 본문에서는 화성을 분석할 때 기능화성 표기법을 따랐으며, 이
후 음도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설명할 것이다.
음악이라는 예술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표현한다는 것은 구
체적인 분석적 근거 없이 감각적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섬세한
감정 표현조차 정확한 지식과 배경, 그리고 곡의 구조 및 화성 어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주법을 고찰해야 한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많이 연주됨에도 불구하고
깊은 해석과 연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곡
에 대한 기능화성적 분석연구에 의의를 두고, 연주법 고찰을 통해 연주
자가 무대에서 어떻게 작품을 연주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음악분석은 음악을 흘려들었을 때에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던 우
리의 음악적인 경험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 확장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음악적 직관에만 의존했을때의 불분명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줌으로
써 연주자뿐 아니라 감상자에게도 작품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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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화성의 이론적 배경 및 표기법

기능화성이란 20세기 초 독일의 음악학자 리만 (Hugo Riemann,
1849-1919)이 제안한 화성법이다. 19세기 당시 오스트리아에는 18세기
숫자저음 (Figured-Bass)의 전통이 이어진 음도이론 (Stufentheorie)이,
독일 북부와 프러시아에는 기능화성 (Funktionstheorie)이 보급되었다.
후자는 화음을 기능적으로 구분하고, 화음 간의 상호 관계 및 역할을 설
명한다. “기능은 으뜸화음 (Tonic), 딸림화음 (Dominant), 그리고 버금딸
림화음 (Subdominant)으로의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고, 세 가지 기능 이
외의 다른 모듬 화음들은 이 세 기능을 가진 화음의 대리 화음 또는 불
협화적으로 변화된 화음으로 간주된다.”

2)

현대 기능이론은 리만의 이론에서 화음을 파악하기 용이한 방향
으로 발전하였고, 본 논문의 기능화성에 대한 분석은 리만의 이론에 기
초한 빌헬름 말러(Wilhelm Maler, 1902-1976)의 표기법을 따랐다.
기능화성분석에 사용되는 알파벳은 T(Tonic), S(Subdominant),
D(Dominant), P(Parallel), G(Gegenklang), N(Neapolitan)으로, 그 중심
이 되는 3가지는 T, S, D이며, 이는 각각 으뜸화음, 버금딸림화음, 딸림
화음을 일컫는다. 대문자와 소문자로 3화음의 성격을 구분하며, 대문자의
경우 장3화음을, 소문자의 경우 단3화음을 뜻한다. 또한, 증3화음과 감3
화음의 경우 변화하는 음 오른쪽에 부등호 표시를 통해 화음의 성격을
구분한다.
분석에서 중심이 되는 T, S, D 이외에 P, G 는 각각 나란한, 반
나란한 화음을 뜻하며, 3도권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P는 단3화음, G
는 장3화음의 음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장조일 경우 P는 하행, G는
상행 형태이며, 단조일 경우는 그와 반대가 된다.
2) 서윤희, “화성의 감각적 체득을 위한 교육 방안 연구 : 중학교 음악 교과서
제재곡을 중심으로”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6.

-3-

이례적으로 음도이론에서 vii°에 해당하는 감3화음은, V7에서 근
음이 없는 형태로 분석하여

혹은 로 기입한다. 즉, vii°는 기능적으로
/7
Dv
D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네아폴리탄 화음은 음도이론에서는 N6으로
표기하며, 기능화성에서는 버금딸림화음적 기능으로

으로 표기한다. 그
sn
외, 부속화음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괄호 안에 부딸림화음을 기입하여
어느 화음으로 향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고, V/V나 IV/IV3)처럼 같은 기능

을 가진 화음이 쌓아 올려진 경우는

f

나

A

와 같이 알파벳을 겹쳐 표기

한다.
마지막으로 전위는 알파벳 아래에 베이스음을 기입하는 형태로
표기한다. 즉, 음도이론은 건반화성 표기와 같이 베이스와 윗음들의 관계
음정을 숫자로 기입했다면, 기능화성에서는 베이스음을 표시하여 전위를
구분 짓는다.

3) 실제 음도이론에서 쓰지 않는 표기법이다.
“부딸림화음이나 부이끎화음은 음계에 쌓은 화음들 중에서 으뜸화음과 감3화음
을 제외한 모든 화음들을 으뜸화음(주체화음)으로 하는 Ⅴ화음이나 vii〫화음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Ⅴ/주체화음, vii〫/주체화음” 처럼 주체화음에 대한 딸림화
음이나 이끎화음만 사용하지만, 주체화음에 대한 IV는 표기하지 않는다.
홍청의, 화성법: 이론과 실습 (파주: 음악세계, 2018), 172,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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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장조에서의 기능화성 표기법4)

<악보 2> 단조에서의 기능화성 표기법5)

4) 서윤희, “화성의 감각적 체득을 위한 교육 방안 연구 : 중학교 음악 교과서
제재곡을 중심으로”, 49
5) Ibid.,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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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라흐마니노프의《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Op. 30》의 작품 분석 및 연주 방향 고찰
1. 작품 배경 및 특징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가 활동했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는 인상주의, 표현주의, 사실주의, 신고전주의, 미니
멀리즘, 신낭만주의 등 양식상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때 러시아
음악가들은 민족주의적인 슬라브주의자들과 서구사회주의자들의 두 유파
로 나뉘어 있었다. 상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다섯 명의 작곡가들로
구성된 러시아 5인조 (밀리 알렉세예비치 발라키레프(Mily Alexeyevich
Balakirev, 1837-1910), 알렉산드르 포르피리예비치 보로딘(Alexander
Porfir'yevich

Borodin,

1833-1887),

Antonobich Cui, 1835-1918),

세자르

안토노비치

퀴(Cesar

모데스트 페트로비치 무소륵스키(Modest

Petrovich Mussorgsky, 1839-1881),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림스키코르
사코프 (Nikolai Andreyevich Rimsky-Korsakov, 1844-1908))는 민족주
의적인 슬라브주의 음악가들의 대표적인 예이다.6)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Arthur Rubinstein, 1887-1982)의 계보로 세르게이 타네예프(Sergei
Taneyev,

1856-1915),

알렉산더

실로티(Alexander

Ilyich

Siloti,

1863-1945), 라흐마니노프 등으로 구성된 서구사회주의자 작곡가들은 러
시아의 서구화를 추진했던 인물들이다. 라흐마니노프는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와 프레데리크 프랑수
아 쇼팽(Fryderyk Franciszek Chopin, 1810-1849),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루빈스타인 등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 후기 낭만파 음
악을 대표하는 작곡가가 되었다.7)
6) 최승화, “S. Rachmaninoff 의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
의 분석연구”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8), 2에서 재인용

7) Ibi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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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투어를 위해 작곡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Op. 30은 1909년 9월 23일에 완성되었다. 이 곡은 같은 해 11
월 28일 발터 담로쉬(Walter Johannes Damrosch, 1862-1950)의 지휘 아
래 뉴욕 심포니 오케스트라(New York Symphony Orchestra)의 연주로
초연되었다.8) 라흐마니노프는 미국에서 활동했던 폴란드 피아니스트인
호프만(Josef Casimir Hofmann, 1876-1957)에게 이 곡을 헌정했지만, 그
는 손이 작다는 이유로 평생 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9)

8) Barrie Martyn, Rachmaninoff : Composer, Pianist, Conductor (Aldershot,
Hants, England: Scolar Press, 1990.), 210.
9) Ibid.,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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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개요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은 총 4곡으로 모두 단조
로 시작하여 장조로 끝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1>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 2, 3, 4번

No. 1, Op. 1
조성 f#단조
구성 3악장

No. 2, Op. 18
c단조
3악장

No. 3, Op. 30
d단조
3악장

No. 4, Op. 40
g단조
3악장

이 중 본 논문에서 분석한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총 3악장을 구
성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구조

제1악장
조성

d단조

형식

소나타

제2악장
f#단조

제3악장
d단조

(시작과 끝은 d단조)
론도(변주곡 기법)

(D장조로 종지)
소나타

전통적인 협주곡의 조성 구조와는 다르게 모든 악장이 d단조로
시작하는 피아노 협주곡 3번은 같은 으뜸음조인 D장조 즉, 장조로 마무
리된다. 제1악장과 제3악장은 제시부 안 제2주제의 제시방법이 서로 유
사하며, 제2악장은 론도 형식이지만 그 안에 변주곡 형식을 엿볼 수 있
는 형태로 주제의 변형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또한, 제2악장과 제3악장에
서 제1악장에 등장했던 요소들을 재등장시킴으로써 순환구조를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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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악장 - Allegro ma non tanto
제1악장은 알레그로 마 논 탄토(Allegro ma non tanto)로 d단조,
4/4박자의 곡이다. 총 454 마디10)의 소나타형식으로 제시부, 발전부, 재
현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악장의 전체적인 형식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3> 제1악장 구조
마디
조성

제시부
1-166
d단조

전개부
167-410
d단조

재현부
411-454
d단조

제1악장의 두드러진 점은 전형적인 소나타에 비해 재현부가 짧
고, 제시부, 전개부 그리고 재현부에서 모두 같은 템포, 같은 주제, 같은
조성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마디 303부터는 ossia와 original로 나눠지
는데, 작곡자인 라흐마니노프는 original의 짧은 버전으로 연주했다.11)
마디 27을 시작으로 제1악장의 속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0)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제1악장은 마디 303부터 original과 ossia
로 나뉘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연주가 가능하며, ossia로 연주한 경우 총
454마디, original의 경우 438마디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연주되는 ossia기준
으로 마디수를 분석하였다.
11) Sergei Rachmaninoff, Rachmaninoff plays Rachmaninoff : The 4 Piano
Concertos, Disc 2, Track 4-6, US, RCA Victor Gold Seal, BMG Classic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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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1악장 빠르기말 변화
구조

제시부

전개부

재현부

마디
1
27
52
69
81
143
151
159
167
181
203
224
235
303
337
345
378
391
395
405
411
441

빠르기말
Allegro ma non tanto
Più mosso
Più vivo
Allegro (77 veloce)
Moderato
Allegro (137 accel.)
Tempo precedente, ma un poco più mosso
Allegro (155 accel.)
Tempo I (Allegro ma non tanto)
Più mosso
Più vivo
Allegro
Allegro molto, Alla breve (231 accel.)
Allegro molto
Presto
Allegro molto (343 rit.)
Meno mosso (370 accel. 374 veloce)
Moderato
Poco più mosso
Moderato
Tempo I (Allegro ma non tanto)
Un poco più mosso

이처럼 제시부, 전개부와 재현부는 같은 빠르기로 시작하며 세
부분 모두 점진적으로 빨라지는 형태이다. 특히 제시부와 전개부는 그
모습이 유사하며 두 부분 모두 Più mosso와 Più vivo를 거쳐 Allegro로
도달한다. 제1악장 제2주제는 Moderato로 주제가 제시되기 전부터 비교
적 느린 템포를 유지하며, 전개부에서도 제2주제가 등장할 때는 같은 속
도를

유지한다. 특히

피아니스트의 기교가

돋보이는

카덴차에서는

Presto를 통해 곡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빠르기를 통한 긴장과 이완
을 적절하게 섞어 씀으로써 지루함을 면하고 곡의 몰입을 높이려는 작곡
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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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악장 제시부
제시부는 마디 166까지로, 두 마디의 오케스트라 도입부로 시작
한다.
<표 5> 제1악장 제시부 구조

마디

조성
원조와
기능적 관계

제1주제

경과구

1-51

52-92

d
t

제2주제

종결구

A

B

93-106

107-150

d-A-d

Bb

Eb-Bb

Bb

t-D-t

tG

sG-tG

tG

151-166

① 제1주제 (마디 1-51)
p로 시작하여 디미누엔도(diminuendo)로 작아지는 첫 두 마디는
더블베이스를 제외한 현악기에 약음기(con sordino)가 사용되며, 부드럽
고 잔잔한 배경 속에서 팀파니와 더블베이스의 피치카토(pizzicato) 주법
으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오케스트라가 pp로 작아지며, 제1주제는
마디 3 피아노 솔로 부분에서 코모도(commodo, 편하게; 적당한 속도로)
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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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제1악장 제1주제

제1주제는 피아노에서 오른손, 왼손 옥타브 유니즌(unison)의 단
선율로 제시된다. 주제 선율은 대부분 순차적인 음정 관계로 구성되었으
며, 러시아의 민속적 색채가 서정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작곡가인 라흐
마니노프는 1935년 조셉 야서(Joseph Yasser, 1893-1981)에게 보낸 편지
에 민속 음악이나 교회음악에서 인용 혹은 변형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
로 쓰인 주제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12) 피아노는 오케스트라와 다른
음색을 드러내도록 왼손에는 무게감을 주지만 오른손은 가볍게 연주할
것을 권장한다. 마디 5에서 테누토가 있는 F음은 오케스트라의 부속화음
으반주로 인한 긴장도를 상승시킨 진행이기 때문에 강조해야 한다.
이 주제는 9(4+5)마디의 형태의 d단조로 마디 11까지 지속된다.
주제의 제시 이후 마디 12에서는 원조인 d단조에서 벗어난 화성의 변화
를 처음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조에서 먼 c단조의 화음이다.

12) Sergi͡eĭ Bertensson and Jay Leyda, Sergei Rachmaninoff: A Lifetime in
Music (New York: New Yotk University Press, 1956),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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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제1악장 제시부 마디 12-15 주제확보

주제확보가 시작되는 마디 12의 화음은 기능 화성적으로 보면
마디 13의 로 향하는 로 볼 수 있다. 또한, 마디 14의 E♭장조 화성은
s
a
d단조에서는 s 화음13)으로 볼 수 있지만, 마디 15는 로 가는
화음으
N
s
tG
로도 볼 수 있다. tG화음으로 분석한 이유는 마디 12-13와 마디 13-14
은 동형진행이기 때문이다. 즉, 마디 12를 마디 13의 s로 향하는 부속화
음으로 봤듯이, 마디 14 또한, 마디 15의 s로 향하는 부속화음으로 분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마디 12와 마디 14는 같은 선율이지만, s로 해
결되는 각각 다른 화성진행으로, 각각 베이스의 음정. 쉼표의 유무의 차
이를 보인다. 연주자는 d단조의 음계에서 없는 E♭음에서 의도적인 아고
긱(agogic)의 변화를 시간 차이로 만들어 화성의 변화를 표현해야 한다.
마디 12-13, 마디 14-15는 선율적, 화성적으로도, 동형진행의 형태를 보
인다.

13) 기능화성에서

화음은 버금딸림화음에서 5음 대신 6음이 반음 올라간 상
Sn
태이며, s 화음은 반음 올린 6음이 베이스에 있는 상태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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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제1악장, 마디 16-18

마디 16-18까지는 한마디 단위로 동형진행14)의 모티브가 짧아진
다. 마디 19는 앞에서 나오는 동형진행의 연속이지만 (2도 상행 동형진
행) 마디 18의 호른이 B♭장조의 D인 F음을 지속하여 2배로 확장하며,
B♭장조로 일시적인 정격종지가 일어난다. 마디 16의 s로 가는 D 화음
과 마디 17의

(Fr.7)화음은 동형진행으로 음형의 상승으로 만들어
f&5.
긴장하였다가 마디 18에서 바로 해결하지 않고 음을 지속하여 해결을 지
연시키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곡의 긴장과 이완의 복합성은 구조적
기법뿐만 아니라, 다이내믹과 빠르기말의 변화 (포코 크레셴도(poco
cresc.), 리타르단도에 디미누엔도 (rit. e dim.))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4) 마디16와 마디 17는 리듬적으로 동형진행이지만, 멜로디 음정이나 화성 안
에서는 변형을 보이고 있다.
[(

) s], [

D7

f&5. D]

사분음표 음가에서 팔분음표 음가로 리듬이 축소되었고, 동시에 2/4 박자를 통
해 앞서 나오던 당김음의 주제가 마디 26, 정격종지로 진행하며 다시 정박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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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제1악장 제시부 마디 19-26 주제확보 확장

마디 19-26까지는 마디 12부터 시작된 제1주제가 확장되어 나타
나는데, 선율의 주요한 음들은 순차 하강해서 다시 제1주제의 도입
(Intro)을 준비하게 된다. 마디 19-20과 마디 21-22는 2도 하행의 동형진
행이 나타나는데, 마디 22는 부감7화음에서 5음 하향변화한 증6화음이
나타나 마디 20의 s화음보다 긴장도가 상승된다. 필자는 마디 20에서 G
음은 지나가는 음으로 보고 계속 하강하는 선율로 표현할 것이고, 마디
22의 F음은 전타음15)적 성격으로 강박을 조금 강조한 후 뒤따라 오는
화성진행으로 해석할 것이다.
마디 23의 네 번째 박부터 마디 25의 세 번째 박까지 삽입된
연결구로 본다면 주요한 진행은 마디 23의 t-s -D -D7 그리고 마디
^5
^4
27의 t의 움직임이다. 라흐마니노프는 삽입된 연결구에서 베이스의 반음
계적 상행이 안정적인 강박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15) “‘앞에서 치는 음’이란 뜻으로, 화성음의 2도 아래나 위의 비화성음으로 나
타난다.”
홍청의, 화성법 : 이론과 실습,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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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제1악장, 제시부 마디 27-28 피아노의 인트로

오케스트라로 인트로를 시작했던 마디 1과 다르게 마디 27-28은
피아노 솔로로 시작한다. 피우 모소(Più mosso)를 통해, 처음 오케스트
라의 인트로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피아노가 상승하는 아르페지오를 펼
친다.
<악보 8> 제1악장 제시부 마디 29-32

마디 29부터는 피아노의 아르페지오 반주 음형 위에 오케스트라
의 호른과 비올라 솔로로 제1주제가 재등장한다. 이러한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역할 전환은 협주곡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방식으로 라흐마
니노프 또한 고전적인 작곡기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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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제1악장 제시부 마디 40-44

<악보 10> 제1악장, 제시부 마디 14-15, 마디 40-41 비교

마디 40부터는 새로운 화성진행을 통해 제1주제를 확대시키는데,
청중에게 곡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
론 기대감을 가져다 준다. 즉 마디 14, 바순과 더블 베이스에서 증2도(E
♭-F#)로 등장했던 진행이 마디 40에서 장2도(E♭-F)로 변화하며 마디
43에 tG로 해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간에 삽입된 (D) 들은 피아
노의 오른손 주된 음들이 상승 되기 전, 주요 음 앞에서 전타음으로 강
조하고 다시 주요 음으로 해결하는 형태인데, 두 개의 음씩 슬러(slu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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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어 있다. 또한 주요 음의 상승을 이끌어가던 진행은 마디 43과 44
에서 화성적 리듬이 빨라짐과 함께 포코 크레셴도로 긴장도를 더욱 상승
시켜 연주해야 한다.
<악보 11> 제1악장 제시부 마디 45-48 2마디 단위 동형진행 및 단조화

마디 45-48에서 2마디 단위로 동형진행이 일어나며, 마디 47에서
화음이 단조화( )된다. 이때 연주자는 D음에서 D♭음으로 변화하는 그
tg
음색의 차이를 잘 드러내야 한다. 또한, 마디 48-50의 5도 하행 정격진
행16)은 악상 표시는 없지만, 긴장도가 하강하는 부분으로 이 진행이 시
작되는 마디 48의 부속화음에서 긴장도를 최고조로 상승시키고 점점 작
16) “화음진행(Harmonic progression)은 원론적으로 근음의 진행을 의미한다.
이는 정격진행(Authentic progression)과 변격진행(Plagal progression)으로 구분
되는데 공통관습시대의 음악에서는 정격진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상직, 음악의 원리 (서울: 음악 춘추사, 201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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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형태로 연주해야 한다. 마디 51에서 t을 통해 이완시키고, 바로
음형에 방향전환하여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D를 통해 마디 52의 새로운
경과구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경과구 (마디 52-92)
<악보 12> 제1악장 제시부 경과구 마디 52-61 동형진행

피우 비보(Più vivo)로 시작되는 경과구는 당김음을 통해 이전보
다 리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마디 54는 반종지를 거쳐 16분음표의
유니즌으로 생동감을 부여한다. 또한, 마디 56-59는 g단조, 마디 52-5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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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진행의 반복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를 강조한다.
<악보 13> 제1악장, 제시부 경과구 마디 61-68

제2주제의 새로운 리듬으로 향하기 전하여 d단조(마디 61-62), F
장조(마디 63-64), a단조(마디 65-66), C장조(마디 67-68)로 관계조의 동
형진행 통한 잦은 조성 변화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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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제1악장 마디 69-70 관악기군, 마디 93-94 현악기군, 마디
436-439 금관악기 리듬비교

알레그로(Allegro)로 시작하는 마디 69-72는 제2주제 A17)의 주
요 음형으로 클라리넷과 호른이 동시에 연주한다. 이 음형은 제1악장에
서 반복 그리고 변형되어 등장하면서 경과구적 역할을 하고, 제1악장 종
결구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
다.
마디 69에서 클라리넷과 호른으로 처음 등장했던 이 리듬은 마
디 93에서 현악기에 의해 연주되며 마디 99에서 다시 관악기에 의해 제
시된다. 마디 93은 구조적으로 제2주제가 예상되는 위치일 뿐 아니라, 조
성 또한 B♭장조로 이 음형은 제2주제로 간주된다.

17) 후에 서술할 내용으로 마디 93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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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제1악장 경과구 마디 75-77, D 화음 위의 짧은 카덴차

마디 75부터는 곡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피아노의 솔로가 짧
게 등장하는데 이는 마디 81까지 지속된다. D 화음 위에서 시작하는 이
부분은 넓은 음역의 아르페지오 음형으로 급격한 셈여림의 변화로 화려
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악보 16> 제1악장 제시부 경과구 마디 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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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카덴차 후, 제2주제 전까지 오케스트라가 뒤이어 이끌어 가
게 되는데, 마디 81부터는 모데라토(Moderato)로 그 빠르기가 조금 늦춰
진다. 바순, 첼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정적인 선율은 제1주제와 리듬적으
로 유사하며 이는 마디 87부터 첼로와 베이스에 추가적으로 F 음을 강
조하여 B♭장조로 전조됨을 예상케 한다. 마디 88부터는 바순의 당김음
과 현악기군의 반음계적 진행, 베이스에서의 정격진행을 통해 하강하다
가 제2주제 A의 조성인 B♭장조로 안착한다.
③제2주제 A (마디 93-106)
<악보 17> 제2주제 A

앞서 언급했듯이 마디 93은 B♭장조, 즉 제1주제의 반나란한

18)

조로 제2주제 A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유일한 제2주제가 아닌 두 가
지(A, B) 중 전자에 해당한다.
18) 3도권 관계는 단3도 관계인 나란한(Parallel)과 장3도 관계인 반나란한
(Gegenklang)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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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흐마니노프는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에서 제2주제를 확연하게
하나로 등장시키기보다는 리듬과 선율이라는 음악의 두 요소를 분할하여
표출하였다. 즉, 마디 93은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교차 등장하며 경과구
에 제시했던 특정 리듬을 발전시킨 반면, 마디 107은 이 리듬을 확장하
여 선율적인 형태로 묘사하였다. 마디 107을 단일의 제2주제로 분석할
경우, 마디 93은 제2주제를 준비하기 위한 도입부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제1주제와 제2주제를 잇는 경과구의 발전적인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마디 93에서 B♭장조 조성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점, 제3악장에
등장할 유사한 방식에서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언급한 내용(제3악장에 구
체적으로 후술한다.)에 따라 제1악장 또한 경과구적인 특색보다는 제2주
제적 제시에 가깝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두 악장이 같은 방식을 사용함
에도 불구하고 제3악장보다는 제1악장에서 제2주제의 해석에 관한 모호
함이 발생하는데, 이는 제1악장의 재현부가 극도로 축약됨에 따라 재현
부에 원조로 제시될 제2주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마디 93을 제2주제 A로 분석하였으며, 이 음형은 이전
경과구에 등장함으로써 곡의 통일감을 부여하고, 앞으로 등장할 주제를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마디 93은 마디 107의 서정적
인 제2주제 B의 선율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리듬을
부각시켜 특징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19)

19) Geoffrey Norris, Rachmaninoff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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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재1악장 제2주제 A와 제2주제B 비교

마디 93은 제2주제 A는 B의 선율적인 음형의 음정을 리듬화 시
킨 것으로 오케스트라가 먼저 제시하고 피아노는 에코처럼 뒤에서 따라
온다. 이 부분을 경과구라고 해석했다면, 제2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지나
가는 것처럼 가볍게 연주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제2주제 A로 분석했
기 때문에, 피아노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이어받아 제2주제 B의 선율을
인지하며 제2주제의 특징인 리듬을 부각시키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25 -

④ 제2주제 B (마디 107-150)
<악보 19> 제1악장 제시부 제2주제 B

제2주제 B의 피아노는 솔로로 정적인 선율 밑에 펼침화음을 배
치함으로써 차분한 분위기를 이끌고, 9화음과 부속화음을 통해 풍부한
화성적 색채를 보여주고 있다. 제2주제 A와 비교할 때, 제2주제 B의 선
율과 리듬은 A에서 변형, 확장한 것으로 마디 93, 바이올린에서 스타카
토 주법으로 제시되었던 음들이 피아노 솔로로 연주된다. 제1주제의 첫
제시는 피아노에서, 반복될 때는 그 주제를 오케스트라에서 그대로 보여
준 반면, 제2주제는 오케스트라가 먼저 리듬과 선율을 일부 제시한 이후,
피아노에서 변형된 형태를 등장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2주제
B는 A의 연장과 주제확보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1주제에 비하여 그
변형이 두드러지게 보이며, 가벼웠던 분위기를 서정적으로 전환시킴으로
써 대조성을 통해 새로운 부분으로 유도함에 따라 단순한 주제의 확장이
아닌 분리되는 부분임이 확인된다. 이때 마디 111에서 바순은 솔로로 선
율을 추가하고, 마디 117에 호른, 마디 119에 바이올린, 마디 121에 오보
에와 클라리넷이 등장하며 다양한 오케스트라 악기들의 음색을 표현한
다. 이처럼 각 악기는 피아노와 이중주를 이루어 제2주제 분위기를 잘
살리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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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제1악장 제시부 제2주제 마디 116-124

마디 116의 베이스에서 B♭장조의 D인 F음이 제시되는데, 이는
마디 120에서 5도 하행한 B♭음에 도달한다. 이는 해결인 동시에 E♭장
조의 D 역할로, 제2주제를 확보하기 위해 마디 123-124는 정격종지를
하며 전조한다. 이때 피아노에서는 오케스트라가 긴장상태로 지속되는
D음과 그의 해결되는 음 그리고, 해결됨과 동시에 다른 조에서의 또 긴
장되는 D음을 잘 들으면서 음색과 악상을 조절해 나가야한다. 예를 들
어, 앞에서 지속하던 베이스의 F음 위에 피아노는 제2주제 음형을 확장
하여 음색을 커지게 한 후, 마디 120에서 B♭음으로 해결되면서 소리를
안착시킨다. 그와 동시에 다시 음형의 상승과 다음 조의 D 화성에서 만
들어지는 악상의 커짐을 표현하고, 마디 124에서 다시 새로운 조로 정리
하면서 한 악구(phrase)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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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제1악장 제시부 마디 131-137 유사 정격진행

마디 126-130까지는 E♭음의 지속음이 나타난다. 이 지속음은
마디 131-137에 거쳐 등장하는 C-F-A-D-G-B♭-G-C-F의 베이스 유
사 정격진행으로 이어진다. 베이스음이 F음에 도달했을 때 피아노 또한
하강하는 동형진행을 통해 F음에 멈춘다. 이 중심음 F는 종결구 B♭장
조의 D이며, 이는 마디 137-150까지 지속하다가 마디 151에서 B♭장조
로 정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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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종결구 (마디151-166)
<악보 22> 제1악장 제시부 종결구 마디 151-156

템포 프레체덴테 마 운 포코 피우 모소(Tempo precedente, ma
un poco più mosso)가 등장하는 마디 151은 제2주제를 연상시키며, 동
형진행을 통해 점점 속도감을 내어 제시부를 마무리한다. 특히 마디
155-158은 B♭음 위에 반음계적 진행과 약박에서 상행 해결하는 패턴을
포코 아 포코 아첼레란도 (poco a poco accel.)와 동형진행을 통해 긴박
감을 주고 있다. 또한, 마디 155에서 보이는 13화음 (근음 B♭음 기준)은
긴장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후기 낭만적 화음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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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악장 전개부
전개부는 마디 167-394까지이고, 총 5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마디
303부터는 재현부로 가기 전 카덴차가 시작한다.
<표 6> 제1악장 전개부 구조

1부분

2부분

3부분

4부분

5부분

마디

167-181

181-202

203-222

223-234

235-302

조성

d

F

a

e♭

a

① 전개부 1부분 (마디 167-181)
<악보 23> 제1악장 전개부 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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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66-167은 d단조의 정격종지를 통해 원조로 회귀함을 알
수 있다. 고전 소나타에서는 관습적으로 5도권이나 나란한 조를 이용하
는 반면, 라흐마니노프는 전개부 시작에 이례적으로 원조인 d단조를 사
용, 제1주제를 마치 제시부와 같이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러
나 마디 167에서는 조표가 제자리표로 바뀌는데, 이는 전개부가 C장조나
a단조로 전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나타 전개부 특징에 따라 많은 전조
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악보 24> 제1악장 전개부 1 부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시부와 전개부의 빠르기말 변화는 유
사한 진행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곡이 시작하듯 오케스트라의
두 마디 인트로와 피아노의 주제 제시는 제시부의 시작과 동일하다. 그
러나 마디 171-172 사이에 정격종지를 하며 C장조로 전조되며, 마디 174

- 31 -

에서 제1주제가 c단조로 재등장한다. 이 화음은 마디 12에 처음 나온 것
으로 전개부에서는 다섯 마디 만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원조인 d단조
조성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디 175부터 마디 181까지
는 5도 하행하는 긴 정격진행이 일어나며, 마지막 정격진행(C-F)을 끝으
로 곧바로 전개부는 2부분으로 전환한다.
② 전개부 2부분 (마디 181-202)
전개부 두 번째 부분은 4+4+6+8마디 구조를 보인다. 이 구조는
리듬적 특성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이를 음형 A와 음형 B로 구분하
여 설명하겠다.
<악보 25> 제1악장 전개부 2부분 마디 181-184 음형 A

음형 A는 마디 181-184, 마디 189-194에서 제1주제의 모티브처
럼 3도 상승하는 음형으로 오케스트라 베이스 리듬에서 시작한다. 이때
호른은 마디 181에서 F음을, 마디 189에서 C음을, 마디 191에서 D음을
두 마디씩 지속하였고 다음 두 마디 동안은 지속음 없이 연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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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제1악장 전개부 2부분 마디 185-188 음형 B

음형 B는 마디 185-188, 마디 195-202에서 역행하여 3도 하강하
는 음정으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이 스타카토로 연주한다. 이
때 마디 185마디에서 더블베이스와 호른으로 옥타브 G음을, 마디 195에
서 바순과 호른이 옥타브로 B음을, 마디 199에서 더블베이스만으로

E

음을 지속시킨다. 이 지속음은 2도 상행, 5도 하행, 3도 하행하면서 딸림
화음을 반복 진행시켜 계속 안정되지 않은 조적 변화를 주었다.(마디
181-202, F-G-C-D-B-E) 이 부분의 지속음 중 마지막 E음은 다음 전개
부의 조성인 a단조의 D에 해당하며, 이는 전개부의 다음 3부분으로의
진행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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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개부 3부분 (마디 203-222)
<악보 27> 제1악장 전개부 3부분 시작과 제1주제 비교

피우 비보로 시작하는 제3부분은 3도 상행 음정으로 시작하여
음정 간격이 주제 모티브와 유사하며, 피아노 위주로 연주되는 이 주제
선율은 3잇단음표의 당김음으로 변형하여 a단조로 제시된다. Dv (Ⅶ도
위의 감7화음) 화음은 뒤의 D로 해결되는 반종지를, 제1주제 선율을 상
기시키며 잘 들리게 연주해야 하지만, 후에 나올 상행동형진행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시작지점을 나타내기 위해 너무 크지는 않게 연주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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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제1악장 전개부 제3부분 마디 219 음형 A와 B 동시 등장

마디 219부터는 오케스트라의 음형 A음형(리듬)에서 테누토와
스타카토가 나타나며, 피아노에서 B음형의 두 번째 음에 악센트가 등장,
음형 A와 B가 합을 이루며 전개부가 ff로 고조된다.
④ 전개부 4부분 (마디 223-234)
<악보 29> 제1악장 전개부 4부분 시작 마디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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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23부터 시작되는 4부분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음형 A가 그
대로 등장하지만, 피아노의 음형 B는 변형된다. 리듬의 축소와 더불어
몰토 마르카토 (molto marcato)를 통해 긴장감을 더욱 강하게 유발하는
작품의 진행은 마디 231부터 아첼레란도를 통해 절정으로 치닫는다.

⑤ 전개부 5부분 (마디 235-302)
<악보 30> 제1악장 전개부 5부분 시작 마디 235

마디 235부터 시작되는 전개부의 다섯 번째 부분은 fff를 통해 분
위기가 고조되고, 빠르기가 절정에 이른다. 2/2박자로 바뀌는 이 부분은
오케스트라와 같이 연주하는 부분 중 가장 빠른 구간이다. 마디 235-277
까지는 최장기간 동안 베이스가 반음계적으로 하행진행을 하는데, 이때
두 마디 단위로 상행 및 하행 보조음(Neighbouring Tone)을 사용하였다.
피아노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 엇갈리는 화음으로 연주자의 화려한 기교
가 8마디동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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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제1악장 전개부 5부분 마디 243-247 유사캐논진행

피아노에서 상대적으로 음표가 줄어든 마디 243부터는 p로 유사
캐논진행이 12마디동안 지속되며 앞서 나온 화려함에 대한 분위기를 대
조시킨다. 이때 제1 바이올린은 콘 소르디노(con sordino)로 정적인 분위
기를 더해준다.
<악보 32> 제1악장 전개부 5부분 정격진행 마디 25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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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제1악장 전개부 5부분 마디 266-275

단장7화음과 속7화음, 장7화음, 반감7화음 등 여러 성격의 7화음
이 정격진행을 통해 동형 진행하는 마디 259-262 위에는 피아노가 당김
음의 리듬으로 하행하고 있다. 오케스트라에서 테누토가 있는 첫 7화음
의 장7음은 매번 단2도 위로 상향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이끈음이
으뜸음으로 해결하는 듯한 형태를 보이며, 7화음의 단7음이 통상적으로
2도 하향해결하는 것과는 다른, 진행을 통해 신선한 느낌을 준다.
피아노의 제일 윗선율 또한 단2도나 장2도로 상행하지만, 내성은 하행하
는 형태를 보인다. 음형적으로는 내성이 윗선율보다 1/2로 축약된 형태
를 테누토를 통해 보여주는 입체적인 음형을 제시한다. 이후에 16마디동
안 베이스는 앞서 나온 방식과 같이 상행 보조음을 사용하고, 마디
266-278에서는 두 마디 단위의 오스티나토 베이스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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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제1악장 전개부 5부분 마디 279-286

마디 279-286에서는 다시 한번 정격진행을 사용하여 기존에 제
시하였던 음형과 화성진행이 반복된다. 이는 전개부의 길이를 늘여주는
동시에 다시 한번 각인시킴으로써 그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한
편, 마디 283-286에서는 이전과 같은 화성진행에 9음을 추가, 7음과 교
대로 상행 진행을 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➅ 카덴차 1부분 (마디 303-377)

카덴차는 연주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오시아
를 위주로 분석하였다.
<표 7> 제1악장 카덴차 구조
마디
조성
빠르기말

1부분
303-377
d
Allegro molto

2부분
378-390
g
Meno mo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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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분
391-410
E♭
Moderato

<악보 35> 제1악장 카덴차 1부분 마디 303

<악보 36> 제1악장 카덴차 마디 319

카덴차는 마디 303부터 왼손이 ff로 헤미올라 리듬을 보여주며
긴장감을 유도하고, 이후 디미누엔도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완시킨 이
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어 마디 307부터 오른손에서 셋잇단음표의
당김음과 크레센도를 통해 또 다른 긴장감을 준다. 마디 319부터 왼손은
육잇단음표를 유지하되 오른손은 전에 있던 셋잇단음표가 아닌 팔분음표
를 통해 지루함을 피하였으며, 이때부터 59마디동안 크레센도가 유지된
다. 이는 제1악장의 긴장도를 최고조로 높이며, 솔리스트의 기량을 돋보
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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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제1악장 카덴차 마디 337

<악보 38> 제1악장 카덴차 마디 344

특히 마디 364, D장조의 2전위 화음이 등장하기 이전, 오리진과
달리 오시아에서는 마디 337에서 프레스토(Presto)를 통해 빠르고 기교
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마디 344 마지막 화음부터는 주제 변형이 등장하
며 넓은 음역과 꽉 찬 화음을 이용하여 굵직한 텍스쳐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덴차에서는 주제가 재등장하며 변형되는데 제1악장의 첫
주제 제시는 옥타브 유니즌으로 가늘고 섬세한 연주를 요구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정반대인 짙은 농후함과 무거움을 표현해야한다.
그에 비교하여 오리진은 단순하며 축약적이다. 특히 주제가 재등
장하는 부분은 스케르찬도(scherzando)와 스타카토를 이용해 도약하며,
두 개의 음을 시작으로 조용하고 점진적인 진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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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제1악장 마디 235, 마디 364에서 두 번의 fff

제1악장에서는 fff가 두 차례 등장하는데, 마디 235는 오케스트라
투티(tutti)로 같이 연주했던 반면, 마디 364는 온전히 피아노만으로 가장
강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마디 364-377은 제1악장에서 유일무이하게
원조의 으뜸음 위로 쌓은 장3화음이 2전위를 통해 제시된다. 주로 카덴
차는 D에서 멈춰서 시작하는 데 반해 이 경우는 카덴차 중간에 A음을
베이스로 두고 2전위를 넣어 카덴차의 새로운 2부분으로 향하는 기대감
을 보여주고 있다. 아첼레란도로 빨라진 카덴차는 벨로체(veloce)를 통해
빠른 속도와 함께 D장조의 밝은 색채를 아르페지오로 유지하다가, 카덴
차의 두 번쨰 부분인 마디 378의 메노 모소와 디미누엔도를 통해 곡의
분위기를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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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카덴차 2부분 (마디 378-390)

<악보 40> 제1악장 카텐차 2부분 악기들의 제1주제

카덴차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인 마디 378부터는 이전 부분과 달
리 단선율적인 아르페지오로 피아노가 오케스트라를 반주하고 있다. 마
디 379에서는 플루트가 제1주제 멜로디를 솔로로 연주하고 그 뒤 오보에
가 2마디, 클라리넷이 2마디, 그리고 호른이 4마디를 연주하며 다양한 음
색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피아노는 다양한 악기의 음색의 변화를 잘 들
으며, 왼손의 점팔분음표의 중심박을 느끼며 오른손은 가볍게 터치하며
지나가야 한다.

➇ 카덴차 3부분 (마디 391-410)

카덴차의 세 번째 부분의 조성은 E♭장조로 이는 d단조의 네아
폴리탄 기능을 한다. 마디 409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d단조의

화음은
SN
이끈음이 없는
을 통해 원조인 d단조로 회귀한다. 카덴차의 세 번째
D7
부분 E♭장조는 원조로 돌아오기 전 오케스트라의 N 화음을 미리 보여
7
주는 조성적 장치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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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제1악장 카덴차 3부분 E♭장조

<악보 42> 제1악장 카덴차 3부분 마디 396-401 왼손 반음계 진행

제2주제의 재등장으로 카덴차의 세번째 부분이 마디 391에서 시
작한다. 이는 한 마디 단위로 반복하며 리듬적 축소를 통해 16분음표로
기교적인 진행을 유도한다. 또한, 마디 396-401에서 피아노의 왼손은 반
음계적 진행을 통해 상행한다. 특히 마디 404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로서 살았던 음악가들이 자주 썼던 기법으로 가볍고 현란하며, 카덴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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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분과 다른 기교를 보여준다. 유사한 예로써, 아래 악보와 같이 리스
트의 피아노 협주곡이 있다.
<악보 43>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 제1악장 마디 249 카덴차 음형

<악보 44> 제1악장 카덴차 마디 403-404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는 이처럼 한 카덴차에서 다양한 방식의
기교를 보여주며, 피아니스트서로의 면모도 악보에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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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제1악장 카덴차 3부분 마지막

카덴차의 마지막은 제시부 인트로에 쓰인 리듬을 유도하며 네아
폴리탄 화음을 통해 원조로의 회귀 즉, 재현부로 진행한다.
3) 제1악장 재현부 (마디 411-454)
<악보 46> 제1악장 재현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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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제1악장 마디 437-439 재현부에서 제2주제 A가 악기별 나오
는 구간

앞서 서술했던 것과 같이 재현부 또한 제시부나 전개부처럼 오
케스트라 두 마디 인트로 후 d단조의 제1주제로 시작한다. 재현부는 일
반 소나타와 비교하면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제2주제의 제시 없이
간결한 마무리를 하고 있다. 마디 437에서 정격종지가 이루어진 후, 제2
주제 A에서 나온 모티브가 호른과 트럼펫을 통해 네 마디 동안 연주되
고, 그 이후 마디 441에서 비올라와 바순이, 마디 445에서 클라리넷과 바
순이, 마디 447에서 현악기가 끊임없이 동일한 리듬형태를 유지하며 연
주하고 있다. 이처럼 제1악장의 마지막에 제2주제 A 모티브의 리듬을
사용함으로써 곡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마디 446, 448에서 피아노의
랄렌탄도(rall.)를 통해 곡의 마무리로 점차 느려지는 듯하지만, 이내 마
디 449에서 포코 알첼레란도 알 피네(poco accel. al fine)로 긴박감을 유
지하며 재빠르게 1악장이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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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 악장 - Intermezzo

d단조로 시작하지만 전반적으로 f#단조의 조성을 띠는 제2악장은
3/4박자, 아다지오(Adagio)로 시작하는 인터메쪼(Intermezzo)20)이다. 작
곡가인 라흐마니노프는 유일하게 2악장에서만 인터메쪼라는 악곡이름을
기입하였는데, 본래 인터메조란 오페라와 같은 극작품의 막(幕)간에 삽입
되는

곡을

뜻한다.

또한,

19세기에는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와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에 의해 기악곡에도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는 큰 작품 사이에 작곡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1)
그러나 이 작품에서 작곡가는 피아노 협주곡의 제1악장과 제3악장 사이
에 인터메조를 사용하여, 제2악장이 두 악장 사이를 잇는 간주곡적 성격
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 악장은 제1악장의 조성 d단조
를 이어받아 다시 같은 조성을 가진 제3악장을 아타카(attacca)로 잇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1악장, 제3악장은 오케스트라의 두
마디 도입 직후 피아노 솔로가 주제를 제시하는 반면, 제2악장은 오케스
트라가 주제를 제시하며 마디 31 이후 피아노가 등장함으로써 오케스트
라가 피아노 솔로 사이에 간주곡적 성격을 부여함을 알 수 있다.
제2악장은 총 217마디로, ABA'CA''의 론도(Rondo) 구조를 가지
며, A주제가 변형되어 제시됨으로써 변주곡적 형태 또한 동시에 보여주
고 있다.

20)

“intermezzo”

Willi Apel(ed.), The Harvard Dictionary of Music, 2nd ed.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4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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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o

f - F
Adagio

D♭

55-70 a''
d – f#

38-54 a'

말

, più mosso

(meno mosso)

- a tempo

빠 르 기 (più mosso )

조성

마디

A
1-37 a

<표 8> 제2악장 구조

Più vivo

F

71-84

B

tempo,

pi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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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26부터)

Poco più mosso

-...

mosso

a

D♭

B♭-C-D

111-129 a''''

85-110 a'''

A'

...

f#

130-183

C

(마디 186부터)

Meno mosso

...

f#- d

184-217 a'''''

A''

1) 제2악장 A
첫 A부분은 총 70마디로 오케스트라가 주제를 제시하며 시작한
다. 마디 1-31은 총 3개 악장 중 피아노 솔로 없이 오케스트라만 연주하
는 최장 부분이며, 오케스트라가 제시한 주제는 피아노에 의해 변형된다.
첫 마디는 제2악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로 더블 베이스를 제외한 현악
기군이 연주한다. 제1악장도 오케스트라로 시작하지만, 현악기가 약음기
를 사용함(콘 소르디노, con sordino)으로써 배경의 역할을 하지만, 제2
악장은 약음기를 뺀(센자 소르디노, senza sordino) 명확한 소리로 주도
적이게 주제를 주도적으로 제시한다. 제2악장 주제는 올림표(#)가 3개인
조표로 A장조나 f#단조로 간주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제1악장의 조성인 d
단조를 이어받은 것이다. 제1악장에서 전개부를 시작할 때 d단조의 정격
종지에도 불구하고 조표를 지움으로써 이후에 화성과 조성에 잦은 변화
가 올 것을 암시했다면, 제2악장에서는 마디 35 이후에서야 f#단조에서
정격종지를 하며 뒤늦게 조성확립을 하고 있다. 이 조성은 마디 130에서
지배적으로 재등장하고, 마디 210에서야 다시 피아노 협주곡 3번의 원조
인 d단조로 회귀한다.
① A-a (마디 1-37)
<악보 48> 제2악장 A의 a 주제 화성분석

제2악장 주제는 5마디로 1+4의 형태이며 현악기가 한 마디 제시
한 후 즉시 음색을 바꾸어 관악기가 연주한다. 현악기는 마디2의 첫 박
에 d단조의 D, 즉 기능적으로 반종지 상태에서 연주를 중단하며, 마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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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악기 또한 반종지로 주제의 제시를 마무리한다. 이 다섯 마디는
제2악장에서 주요하게 변주되는 주제이다.
라흐마니노프는 마디 2에서 이끔음을 해결하지 않고 하행시켰는
데, 이와 같은 D의 단조화는 곡에 전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이끈음은 교회선법에서부터 7음을 상행시켜 반음을 통해 으뜸음으로 진
행하는 역할을 하였고, 장단조의 음계가 성립된 이후에도 D는 그 화음
의 성질을 항상 장(Major)화음으로 유지해왔다. 라흐마니노프는 이러한
전통적인 규율에서 벗어나 새로운 화성적 색채를 제시하였고, 이후 단조
적 d를 거쳐 반감7화음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조성의 확립을 약화시켰다.
마디 5, d 단조에서는

로 반종지를 하는 동시에, A장조
wf7 qD
로 불완전 정격종지를 하는 이중적 조성을 보여준다. 마디 2에서는
wD7 q T
d단조 가락 하행단음계를 사용, D음 주변을 움직이는 음형으로 주제가
구성되었다. 마디 6-9는 마디 2-5의 울림으로 볼 수 있으며, 오보에, 클
라리넷 솔로가 mf의 악상으로 유니즌을 하고 있다.
<악보 49> 제2악장 A의 a 마디 17-20 정격진행

제2악장의 A는 현악기 투티(Tutti)로 음색을 바꾸어 마디 10-21
까지 연주가 이어지는데, 이 중 마디 17-20에서는 제1악장에서 자주 등
장한 정격진행이 더블베이스로 나타난다. 라흐마니노프는 전형적인 정격
진행을 사용하면서도, 7음과 9음, 혹은 반음계적인 꾸밈을 통해 낭만적인
화성을 유지하였다. 마디 22, 바순과 호른에서 시작된 A의 음은 제1바이
올린, 첼로, 더블베이스에 의해 짧게는 2마디씩 길게는 6마디씩 연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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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마디동안 지속된다. 이 음은 d단조에서 D, 반종지에 해당하며 직전에
등장한 A장조에서는

으로 마디 26에 기본위치로 재등장한다.
T

<악보 50> 제2악장 A의 a 마디 26-30

운 포코 비우 모쏘(Un poco più mosso)로 시작되는 마디 26부
터는 현악기와 관악기가 처음으로 함께 등장한다. 마디 1에서 첫 주제는
갖춘마디로 시작했지만, 이 마디에서는 사분음표 밀린 형태로 제시되며
이후, 곡 전반적에 걸쳐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피아노의 도입 이전, 제2
바이올린은 주제 모티브의 반복을 통해 하행하며, 이 진행은 플루트와
오보에에 의해 다양한 음색으로 등장한다.
<악보 51> 제2악장 A의 a 마디 32 피아노 솔로 첫 조성

마디 21-22와 마디 29-30에서 형성되었던 A장조의 정격종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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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악장 첫 다섯마디 조성의 모호함을 이 악장의 조표인 A장조로 확립
한다. 또한, 마디 32부터는 나란한조인 f#단조로 전조할 준비를 하고 있
다. 하지만 지속된 A음은 해결되지 않으며, 못갖춘마디로 시작된 피아노
솔로의 첫 화음인 반감7화음으로 진행, 예상치 못했던 진행을 통해 궁금
증을 유발한다. 이 반감7화음은 제2악장에서 주제가 새로운 조성으로 제
시될 때 D 베이스 음 위에 나타나며, 이는 조성이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또한, 제2악장 전반에 걸쳐 등장함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주자는 오른손 셋잇단음표의 반음계 진행이 들리
면서, 동시에 소프라노를 연주하는 손가락에 더 무게 실어서 강렬함을
나타내야 한다.
첫 화음에서 f#단조의 조성으로 전조를 하는데, 이 조는 마디
130에서는 오랫동안 지속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6마디만 지속하며
마디 38, a'로 연결하는 경과구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② A-a' (마디 38-54)
<악보 52> 제2악장 A의 a' 마디 43-47 주제선율

마디 37에서 마디 38로 넘어갈 때 이명동음 전조가 발생한다. 이
는 d단조에서 먼 조성, D♭장조로 도약을 통해 섹션을 구분을 짓고(a'),
장조 조성을 확립함에 따라 곡의 환기를 유도한다. a’는 두 마디의 펼침
화음 후에 주제를 피아노에서 보여준다. 주제선율은 오케스트라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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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제시 후 처음으로 피아노에서 등장하기에, 주제선율이 셋잇단음표의
반주 위에서 돋보이게 강조하여 연주해야 한다.
<악보 53> 제2악장 A의 a' 마디 47 반감7화음으로 변형시킨 D

마디 47에서는 현악기군이 약음기를 사용하며 음색의 변모를 꾀
하고 있고, 그중 첼로는 poco marcato로 주제 음형을 연주하고 있다. 이
때 세 번째 박에서 나타난

화음은 일반 장단 조성에 등장하는 장화
d&5,
음이 아닌 반감7화음의 성질이다. 이는 조성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제2악장 주제가 나오는 곳곳에 등장한다. 이 부분은 D♭장조이지만 이
화음 때문에 g♭단조의

나 B♭
♭장조
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Sp&5,
/9,
조성을 약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디 47, 반감7화음이 등장할 때 피아
노연주자는 C♭과 E♭
♭음을 확신에 찬 소리 대신 음을 작게 그리고 음
색에 주의하며 연주해야 한다.
마디 47에서 시작된 D♭음은 마디 53까지 지속음으로 유지되다
가 마디 55에서 F음으로 바뀌어 f단조로 조성이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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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 a'' (마디 55-70)
<악보 54> 제2악장 A의 a'' 마디 55-61

마디 55에서는 피아노 솔로가 아르페지오로 한마디의 인트로를
제시하며, 이후 ff로 주제가 등장한다. 이 주제 선율은 마디 40에 D♭장
조로 쓰였지만, 마디 56에서는 단조를 사용함에 따라 그 분위기가 달라
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나온 마디 40에서의 피아노 반주는 셋잇단음표
만으로 이루어졌지만, 여기에서는 셋잇단음표, 16분음표, 그리고 오잇단
음표로 섞여 있어서 분위기를 바꿈과 동시에 다채로운 반주 음형이 나타
난다.
<악보 55> 제2악장 A의 a'' 마디 65-67

빠르기가 메노 모소로 변화하는 마디 65에서는 F음의 지속음 위
에 이전과 같이 첼로가 주제 음형을 연주한다. 이때 조성은 단조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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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그 분위기가 변하며 세 번째 박에서는 이전과 같이 반감7화음이 등
장한다.
2) 제2악장 B (마디 71-84)
<악보 56> 제2악장 B 마디 71 (마디31 비교)

베이스에 F음이 페달포인트로 지속되는 B는 마디 71부터 시작한
다. 여기에 쓰이는 음형은 새로운 것의 등장이라기보다 마디 32에서 피
아노 솔로가 등장할 때 쓰였던 음형들을 발전시킨 것으로, 셋잇단음표를
이용한 선율과 왼손의 반음계적 기교를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 56 -

<악보 57> 제2악장 B 마디 71-74 바이올린 제1악장 제1주제

<악보 58> 제2악장 B 마디 79-82 피아노의 한마디 주제음형

마디 72부터는 제1악장을 상기시키는 선율이 바이올린에서 칸타
빌레로 등장한다. 이 선율은 제1악장에서 마디 81, 마디 363에 등장했던
요소로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는 이를 통해 순환구조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디 79-81에서는 피아노가 셋잇단음표를 통해 한 마디 주
제 음형을 하행하며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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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악장 A'
제2악장의 A'는 5도 아래 조성인 B♭장조로 전조되며 피아노
솔로에서 강력한 ff 악상, 피우 모소로 시작한다.
① A’-a''' (마디 85-110)
<악보 59> 제2악장 A'의 a''' 마디 85-96 반감7화음의 사용

이전과 같이 마디 85의 세번째 박은 반감7화음을 사용하여 제2
악장 A에서와 같이 이끈음의 통상적인 해결을 무너뜨렸다. 이는 교회선
법적으로 봤을 때 정격 프리지안 선법에서 피했던 v∅7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마디 89에서는 C장조로 다시 반감7화음을 사용하여 주제가 제시
된다. 이 부분에서 주제는 앞서 나온 단선율과 달리 옥타브 화음으로 텍
스쳐가 두터워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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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 제2악장 마디 94-99 A' 2도 상행 동형진행

제2악장의 A'에서는 e♭단조로 시작하여 f단조를 거쳐 G♭장조
로 동형진행하는 형태가 등장한다. 두 마디 단위로 각각 2도 상행하는
이 진행은 곡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후 마디 101-102는 D장조로 정
격종지 한다.
② A-a'''' (마디 111-129)
<악보 61> 제2악장 A' 마디 105-112 이명동음과 반음계에 의한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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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07에서 이명동음과 반음계에 의해 올림표가 붙은 음이 내
림표가 붙은 음으로 바뀌면서 마디 110-111은 D♭장조로 정격종지 한
다. 이후 피아노와 오보에, 클라리넷 그리고 호른이 주제를 동시에 연주
하고, 마디 121-122에서 다시 정격종지 통해 제2악장 연결구로 진행한
다.
3/8박자의 C부분으로 가기 전, 마디 122-129까지 총 8마디의 연
결구가 나오며 이는 4마디 단위로(4+4) 나누어 볼 수 있다.
<악보 62> 제2악장 A' 연결구 D♭→C# 이명동음

처음 4마디 동안 지속되는 더블 베이스의 D♭음 배경 위에 피아
노 솔로가 육잇단음표로 등장한다. 이후 마디 126부터 더블 베이스에서
C#음이 지속하고 동시에 피아노 솔로는 구잇단음표로 바뀌어 연주한다.
이때 C#음은 앞의 D♭음과 이명동음으로 다음 C 부분의 조성인 f#단조
의 D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아니스트는 마디 125에서 마디 126으로
넘어갈 때 청중들이 인지할 수 있게 C#음에서 음가를 충분히 느끼며 연
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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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악장 C부분
제2악장의 C부분은 3/8박자의 f#단조로 시작한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음형과 박자, 오케스트라의 반주 그리고 증화음의 사용으로
화성적 성질이 변화한 것이 이 부분의 특징이다.
<악보 63> 제2악장 C부분 마디130-135 증화음 및 왈츠형 반주

마디 130부터 왈츠 형태의 오케스트라 반주 위에 피아노의 오른
손은 2도나 3도의 좁은 간격을 가진 16분음표로 구성된 셋잇단음표를,
왼손은 16분음표의 스타카토로 연주하는데, 이는 가벼운 춤곡을 연상시
킨다.
라흐마니노프는 C부분이 등장하기 전, 이끔음을 하향 변화시켜
D를 반감7화음으로 만드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방식
을 마디 131에서는 증화음으로 바꾸어 다양한 화성적 색채를 표현하였
다. 이러한 음색은 복잡한 형태를 띠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f#단조의
t가 유지된 것으로 그 위에 바이올린의 반음계적 진행이 추가된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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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단순한 화성 위에 반음계적 진행을 더함으로써 화성적 복합성과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악보 64> 제2악장 C부분 마디137-155 제1악장 제1주제 클라리넷, 바순

마디 137부터 제1악장의 제1주제가 클라리넷과 바순에서 등장한
다. 왈츠형 반주의 오케스트라 투티와 피아노 솔로의 오른손 토카타적
요소 위에 연주되는 제1악장의 제1주제는 다음의 제1악장 제2주제 A가
나오기 전까지 연주된다.
<악보 65> 제2악장 C부분, 마디 157-167, 제1악장의 제2주제 A 리듬

마디 157부터 제1악장의 제2주제 A리듬 형태가 제1바이올린에서
등장한다. 이때 등장한 바이올린의 리듬 모티브는 11마디동안 연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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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 제2악장 C부분 마디 159-171 목관 솔로 악기 제1주제

두 마디 이후 마디 159부터는 목관악기에서 제1주제의 선율이
제1 바이올린과 병치되어 나온다. 이때의 제1악장 제1주제의 선율은 마
디 137부터 클라리넷과 바순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를 마디 160부터 네
마디 단위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솔로가 파편적으로 연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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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제2악장, 마디 168-183 동형진행

마디 168-183은 4마디씩 동형진행 형태로 하행한다. f#단조로 시
작한 이 동형진행은 16마디 이후 마디 183과 184에서 C# 장조로 정격종
지를 하며, 이로 인해 음악적 흐름이 바뀌어 A'' 부분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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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악장 A''
제2악장 A''는 마디 184부터 시작하며 첼로에서는 한 마디 주제
음형의 재등장한다. 이는 제3악장으로 가기 위한 제2악장의 마지막 경과
구로 볼 수 있다. 또한, 마디 190에서 제2악장 A의 시작처럼 네 마디의
주제가 오케스트라만으로 연주된다.
① A''-a'''''
<악보 68> 제2악장 마디 190-198 f#단조의 반종지이자 c#단조의 불완전
정격종지

마디 190의 오보에와 클라리넷, 마디 194의 클라리넷과 호른이
연주한 주제는 C#장조로 불완전 정격종지인 동시에 f#단조의 반종지로
볼 수 있다. 제2악장 첫 시작 부분이 A장조 혹은 f#단조의 조표에 A장
조의 불완전 종지이자 d단조의 반종지로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하듯, A''
부분 또한 f#단조의 조표에서 반종지이지만, C#장조의 불완전 정격종지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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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 제2악장 마디 204-210 바이올린의 유사 주제 음형 및 반음
계, f#단조 반종지

제2악장의 마지막 경과구로 가기 전인 마디 204-209는 피아노
솔로 없이 오케스트라만 등장한다. 이때 주제 음형의 유사 형태가 반음
계로 하강하고, 이를 바이올린이 센자 소르디노(senza sordino, 약음기
없이)로 연주한다. 마디 209에서 f#단조의 반종지 후 조표가 바뀌고, 마
디 210에서 d단조로 진행한다. E#음에서 E음으로의 진행은 f#단조의 D
에서 d단조의 D의 전조로 볼 수 있다.
A부분에서 오케스트라의 d단조로 시작하여 후에 피아노가 등장
할 때 f#단조로 가기 위해 f#단조의 조표를 사용하였다. 반면, 이곳에서
는 제3악장의 d단조로 가기 위해 제2악장 마지막 경과구로 볼 수 있고,
조표 또한 d단조로 썼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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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0> 제2악장 마디 210-217 제3악장으로 가기 위한 경과구

마디 210-217은 제3악장으로 향하는 제2악장의 마지막 경과구
이다. d단조의 이 경과구는 마디 214에서 네아폴리탄화음을 기본위치로
등장시키고, 마지막 마디에서 D로 향한다. 또한, ff로 강하게 연주한 후
아타카(attacca)로 쉬지 않고 바로 제3악장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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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악장 – Finale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의 마지막 악장은 제1악장과 같
이 d단조의 2분의 2박자이다. 총 507마디의 소나타형식이며, Alla breve
로 시작하는데, 이는 제1악장과 제2악장의 빠르기말과 같은 표시가 아닌
2분의 2박자를 뜻하며, 아타카(attaca)로 이어지는 제2악장보다 2배 빠른
속도를 의미한다.

<표 9> 제3악장 구조

마
디
조
성

제시부

전개부

재현부

코다

1-131

132-242

243-437

381-507

d단조

(G장조 )E♭장조

E♭장조
-....-

D장조

d단조

빠
르
기

Alla breve

Allegro molto

Tempo I
(Alla breve)

Vivace

말

제1악장과 제3악장은 같은 소나타형식이지만, 제1악장은 전개부
가 곡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제3악장은 재현부의 시작이 곡의
중간에 위치한다. 또한, 제3악장에서도 제1악장의 선율을 재등장시킴으로
써 순환기법을 유도하여 곡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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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악장 제시부
제1악장과 같이 오케스트라의 인트로로 시작하는 제시부는 131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제3악장 제시부 구조
제1주
제

마디

조성
원조와
기능적 관계

1-38

d
단조
t

경과구

39-56

a단조d단조
d-t

제2주제

57-71

제2주제B

72-102

103-131

C장조d단조
t

Alla
빠르기말

제2주제A

e단조

a

-Sp

Più mosso

breve

G장조
S

Meno
mosso

① 제1주제 (마디1-38)
제2악장 마지막의 ff를 이어받아 오케스트라 투티로 첫 화음을
시작하는 제3악장은 제1악장과 같이 피아노의 주제 등장 이전 두 마디의
오케스트라 인트로를 두고 있다. 제1악장에서는 현악기와 팀파니, 클라리
넷과 바순, 호른이 여러 색채로 꾸몄던 반면, 제3악장은 오보에, 클라리
넷, 바순의 목관 악기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동적인 리듬을 통해 피아
노 솔로를 유도하고 있다. 관악기들은 p로 유지하며 진행하되, 피아노는
f로 마디 3에서 제1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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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1> 제3악장 제시부 제1주제

제1악장과, 제2악장은 비교적 선율중심의 진행으로 조용하고 정
적인 분위기를 자아낸 반면, 제3악장에서는 f로 뚜렷한 박절감을 느낄
수 있는 리듬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주제는 d단조로 피
아노에서 4마디 동안 제시된 후 즉시 C장조로 동형진행을 한다. 이렇게
곡이 시작한지 여섯 마디 만에 이끔음이 하향된 C장조로 도약하는 것은
조성적 모호함을 유발한다. 제1악장 마디 12에서도 처음 등장한 낯선 화
음으로 c단조 화음이 등장하였고, 제2악장 마디 10에서도 같은 화음을
제시하였는데, 이처럼 이끔음이 하향된 음을 사용하여 라흐마니노프는
장단 조성에서 벗어난 화성적 색채를 구축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장
조, 단조 조성 모두 D는 이끔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장3화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3악장 첫 시작 부분은 d단조와 C장조에서 d를 제시함으
로써 조성감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T과 D로만 이루어져 있는 제1주제의
강박은 각 화음의 근음으로 악센트를 주면서 중심을 잡고, 나머지 음들
인 동음의 연타를 민첩하고 가볍게 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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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2>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 제1악장 제시부 제1주제

이끔음이 하향된

가 주제 초반부에 등장하는 예로는 발트슈타
A
인(Count Ferdinand Ernst Gabriel von Waldstein, 1762-1823)에게 헌정
된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Piano Sonata No. 21 in C장조 Op. 53) 1악장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는 전 악장에 걸쳐 여러 가지 방
식으로 고전적인 화성진행에서 탈피하였고, 이를 통해 지루함을 면하고
다양한 색채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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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제3악장 마디 12-13

<악보 74> 제3악장 마디 15-17

주제가 동형진행을 통해 두 번 제시 된 후, 마디 12-13은 베이스
가 5도 하행 연속 진행을 반음계적으로 보여주며 더 짧은 동형진행을 쌓
고 있다. 곧이어 나오는 마디 15-16 또한 g단조에서

– - 로 진행한
D t tp
후, 장2도 하행한 F장조에서 다시 반복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처럼 초반
부에 잦은 동형진행을 보여주는 기법은 주제를 확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여러 조성을 짧은 시간 내에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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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5> 제3악장 마디 26-27, 마디 30-31

악센트를 이용하여 강하게 제시되었던 첫 주제는 마디 27에서 p
와 테누토를 사용하여 재등장한다. 이때 피아노는 정격종지를 하지만, 첼
로와 더블베이스는 B♭음을 연주함으로써 tG화음 즉, 위종지 역할을 한
다. 또한, 제3악장 주제의 첫 제시는 d단조에서 C장조로 전조하여 반복
하는데, 마디 27의 주제 재등장 이후에는 앞서 나온 위종지를 사용하여
c단조로 진행하였다. 이는 주제를 한 번 더 제시하되 변형함으로써 주제
확보와 음색의 다양성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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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경과구 (마디 39-56)
<악보 76> 제3악장 제1주제 제1경과구

p로 유지되던 악상은 마디 37에서 급작스럽게 f로 변하며, 곡은
a단조로 정격종지를 통한 조성확립을 한다. 마디 39부터는 피아노에 새
로운 음형이 등장하며, 이는 다음 섹션으로의 진행을 의미한다.
제1주제에 대한 경과구적 형태를 보이는 이 부분의 리듬은 팔분
음표 2개의 이분박(binary)으로 피아노가 제3악장 도입할 때부터 지속해
온 셋잇단음표의 삼분박(ternary)에서 벗어났으며, 이때 묵직하게 등장하
는 이분박의 화음은 주제에 나왔던 셋잇단음표의 가벼운 토카타적인 성
격과 대조된다.
<악보 77> 제3악장 마디 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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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9에서 네 마디 동안 제시된 경과구적 선율은 마디 43에서 G장조
로 전조하며 관악기군에 의해 모방된다. 그러나 곧이어 두 마디 뒤에 장
단조의 음색을 바꾸며, 이는 또다시 피아노에서 F장조로 동형진행 되고
그 후 나란한 조인 d단조로 진행한다.
③ 제2경과구 (마디 57-71)
제3악장이 시작된 이후 제1주제가 오케스트라에서 제시되는 곳
은 마디 57의 제2경과구이다. 이때 변화한 화성진행은 다음과 같다.
<악보 78> 제3악장 마디 3-10, 마디 57-64 기능화성 비교 분석

제1주제는 처음 제시 될 때 단조화된
디 57에서 다시 경과구적으로 등장할 때는

화음을 이용한 반면, 마
d
화음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f
있다. 이는 처음 제시된 d보다 더욱 긴장감을 높이는 화성진행이며, 단

조적 반종지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장조적 부속화음과 넓어진 음역을
사용함으로써 밝고 화려한 음색을 자아낸다.
마디 67-68의 e단조 정격종지 이후 C장조로 도달하는 제시부는
마디 71부터 제2주제로 전환한다. 필자는 제3악장 제시부의 제 2주제를
A와 B,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A는 마디 72부터, B는 마디 103부터로 구
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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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주제 A (마디72-102) 제2주제 B (마디 103-131)
<악보 79> 제3악장 제시부 제2주제 A

마디 72부터 시작하는 이 구간은 C장조 조성이 지배적이다. 제3
악장 초반부터 등장했던 이 조성은 제2주제 A로 더욱 두드러지게 등장
하며, 당김음(syncopation) 리듬(♪♩♪)이 지속적으로 곡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리듬은 마디 102까지 유지되는데 마디 73에는 제
1주제에 부각되었던 셋잇단음표가 바이올린에 의해 연주되며 제1주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질적으로 제1주제의 리듬적인 형태를 인용한 기법과 조성 관
계를 근거로 두면, 마디 71은 제2주제의 역할보다는 제2주제로 향하는
도입부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재현부에서
주도적으로 등장하며, 다시 d단조로 일시적으로 회귀한다는 점을 감안하
면, 라흐마니노프는 이 부분을 제2주제로 작곡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작곡가가 후에 마디 103-131을 삭제했다는 근거로 보아22), 마디
103부터는 제2주제의 추가된 선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디
103부터 시작하는 제2주제 B는 제1주제에 비하여 선율적이라는 점, G장
조로 으뜸음이 원조와 5도권 관계에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새로운

22)

Gary Woodrow Cobb, “A Descriptive Analysis of the Piano Concertos of

Sergei Vasilyevich Rachmaninoff” (‘Master’s Thesis, Texas Tech University,
197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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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인식된다.
<악보 80> 제3악장 마디 89-91 e단조

<악보 81> 제3악장 제시부 제2주제 B

<악보 82> 제3악장 마디 103 제2주제 A의 당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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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A의 C장조와 마디 90-91부터의 e단조를 거쳐 제2주제
B는 G장조로 안착한다. 여섯마디 동안 제시되는 이 주제는 서정적이며
선율적이다. 제1악장의 제1주제, 제2주제, 제2악장의 A 주제가 각각 노래
하듯이 연주되지만, 제3악장의 제1주제는 리드미컬하게 쓰였는데 마디
103에서야 다시 정적인 주제로 돌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마디
103부터 제2주제 A의 주요리듬인 당김음(syncopation)이 바이올린과 비
올라에 등장하며 대선율적인 형태를 보인다. 즉, 제2주제 B는 독립적인
성격의 선율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제2주제 A의 리듬을 선율적으로 변
형, 제시함으로써 제3주제가 아닌 두 개의 제2주제임을 증명한다.
연주자는 제2주제 A와 B는 확연하게 성격을 차이를 내서 연주
해야 한다. 제2주제 A의 당김음을 강조하는데, 그때 강박마다 있는 팔분
음표의 테누토를 강조하고 그다음 사분음표는 팔분음표의 화음에서 뒤따
라 나오듯 슬러로 연결하여 강박의 위치가 바뀌지 않게 연주해야 한다.
음가가 길어서 그 길이를 채우거나 강조해서 연주하게 된다면 다소 무거
워질 것이다. 제2주제 B는 오른손 윗선율을 레가토로 긴 라인을 형성해
주면서 왼손 반주에서 나오는 제2주제 A리듬을 함께 강조해야 한다.
<악보 83> 제3악장 마디 128 –131

마디128에서 제1주제의 모티브가 다시 연상되며 마디 133이르러
서 제시부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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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기말

조성
A tempo
(Meno mosso)

(Meno mosso)

208

200

A tempo

7부분
201-

6부분
194-

마디

Scherzando

Allegro molto

빠르기말

E♭

170

151

G

152-

132-

조성

마디

2부분

1부분

<표 11> 제3악장 전개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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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to

E

221

8부분
209-

(Scherzando)

A tempo

177

171-

3부분

molto)

prima

come
(Allegro

E♭
A tempo

231

9부분
222-

Più vivo

187

178-

4부분

전개부는 마디 132에G장조로 시작하며, 마디242까지 총 10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2) 전개부

242

10부분
232-

Meno mosso

193

188-

5부분

① 전개부 1부분 (마디 132-151)
ff의 오케스트라 투티,로 시작하는 전개부는 제1주제를 연상시키
는 리듬을 통해 진행하며, 곧이어 마디 136의 바이올린파트에서는 이전
경과부에서 등장했던 이분박의 상행하는 선율이 한 마디 단위로 발전되
며 등장한다.

<악보 84> 제3악장 경과부적 모티브 비교: 마디 43, 마디 136

피아노 솔로로 마디 39에 제시되었던 경과구적 동기는 마디 43
의 오보에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마디 136은 이 한 마디 동기를 바이올
린에서도, 반복시키며 전개부의 1부분을 발전시키고 있다. 바이올린이 완
전 4도 상행하는 동시에 첼로와 베이스는 반대로 완전 4도 하행하는 형
태를 보이는데, 이는 마디 140에서 셋잇단음표로 축소되고, 완전 4도 또
한 완전 3도로 음정이 좁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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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개부 2부분 (마디 152-170)
<악보 85> 제3악장 마디 147-148 전개부 2부분 시작 전 전조

스케르찬도로 전개부 2부분의 시작되기 전, 마디 147-148은 G장
조에서 D-

로 진행하는 형태를 보이며, 이 B♭화음은 새로운 조성인
tP
E♭장조의 D역할을 한다.
<악보 86> 제3악장 전개부 2부분 마디 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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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52-153은 라흐마니노프가 이 피아노 협주곡에 자주 사용
한 방식으로 두 마디 단위의 오케스트라 도입부에 해당한다. 이 도입부
의 리듬은 제1주제에서의 오케스트라 리듬과 같다. 약음기(con sordino)
와 피치카토주법(pizzicato)를 통해 음색을 바꾸고, ff였던 전개부의 오케
스트라 투티가 p로 변하며, 피아노 솔로를 유도한다.
한편 마디 154에는 제1악장에서 등장했던 음형이 축소되어 나타
난다.
<악보 87> 제1악장 마디와 제3악장 마디 154 비교

이는 제3악장에 제1악장의 주제를 재등장시킴으로써 보여주는 순환구조
에 대한 암시이며, 이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 등장한다.
전개부의 2부분은 마디 162-163에서 단 한 번의 정격종지를 제
외하고 주로 E♭음을 오케스트라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현악기는 단순한
반주 역할을 하지만, 피아노는 가볍게molto leggiero로 솔리스트로서의
기량을 발휘한다. 그러나 화려한 기법에 비해 대부분 작은 음량이므로
조용하지만 집중된 분위기로 청중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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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개부 3부분 (마디 171-177)
<악보 88> 제3악장 전개부 3부분 마디 171

높은 음역에서 32분음표와 십잇단음표의 가벼운 음계를 연속적
으로 연주하는 전개부 3부분 역시 p로 유지되어, 아직도 전개부에 많은
진행이 남았음을 예상케 한다. 더블베이스가 E♭를 유지하는 동안, 오보
에와 바이올린은 피아노가 이전 마디 171에서 제시했던 부점의 리듬을
간소화하여 제시하는데, 바이올린은 콜 레뇨주법(col legno: 활 등으로
연주하는 주법)을 통해 오보에의 색채 위에 덧칠하는 가벼운 역할을 한
다. 마디 175부터는 바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온음과 반음이 섞인
형태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다음 섹션으로 음악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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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개부 4부분 (마디 178-187)
<악보 89> 제3악장 전개부 4부분 마디 178-179

마디 177-178의 E♭장조에서 다시 정격종지를 통해 곡은 전개부
의 4부분으로 진입한다. 앞서 보여주었던 2부분, 3부분과 같이 4부분 또
한

피아니스트가

연주자로서의

기량을

발휘해야하는

비르투오조

(virtuoso)적인 요소가 많으며,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E♭음을 유지하는
형태를 보인다. 특히 왼손에서는 이전에 등장했던 제2주제 A의 당김음
리듬을 축소시켜 활용하였다. 또한, 마디 180에서는 전개부 시작 이래 두
번째 f로 악상이 점차 증량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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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개부 5부분 (마디 188-193)
<악보 90> 제3악장 전개부 5부분 마디 188 -189

메노 모소 부분은 피아노 솔로로 시작하여, 부점과 당김음 리듬
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특히 190마디-194까지 바이올린은 반음계
적으로 상행하는데, 피아노 솔로에 등장하는 선율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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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전개부 6부분 (마디 194-200)

마디 194에서는 마디 171의 피아노에서 등장한 멜로디가 플루트
와 클라리넷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
<악보 91> 제3악장 마디 171, 마디 194 비교

<악보 92> 제3악장 마디 178 제2주제 A 리듬 축소 활용

마디 178 뒷부분의 리듬 역시 이전과 같이 제1악장의 주제 리듬
형태를 축소, 변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전개부 내에서 같은 리듬
형태를 반복하고 축적함으로써 발전적인 형태를 구축하고 있다. 보통 소
나타의 전개부에서는 제1주제와 제2주제를 이용하여 전개하는 반면, 라
흐마니노프는 부분마다 특징을 주어 부분별 경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여러 가지 선율과 리듬을 점차 쌓아 올리는 형태를 모색한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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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전개부 7부분 (마디 201-208)

마디 201부터는 비올라와 첼로가 노래하듯이(cantabile) 선율을
연주한다.
<악보 93> 제3악장 전개부 7부분 비올라, 첼로 선율

<악보 94> 제1악장 마디 378 선율

이 선율은 위의 악보와 같이 제1악장 마디 379에 등장했던 것으
로, 라흐마니노프가 제1악장 요소를 되풀이하며 순환구조를 의도했다 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피아노는 아르페지오 음형 연주를 통해 제1악장
선율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8부분에서는 다시 피아노가 주도적으로 곡을
이끌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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➇ 전개부 8부분 (마디 209-221)

이명동음 전조(E-F♭)를 통해 E장조로 변하는 전개부의 8부분에
서는 제1악장 제 2주제를 변형 등장시켜, 순환구조가 더욱 확고해진다.
<악보 95> 제3악장 전개부 8부분 마디 209

<악보 96> 제1악장 제2주제

급작스런 조성변화 이후에 등장하는 제1악장 제2주제의 변형은
플루트와 호른이 이어받아 연주한다. 전개부의 8부분은 p부터 ff까지 전
개부 내에서 가장 강력한 다이내믹 변화를 보여주며 그 구성을 구체화하
고 있으며, 여기에서 특히 라흐마니노프가 정격진행을 어떻게 변형하여
낭만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분석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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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7> 제3악장 전개부 8부분 마디 218-220 정격진행

마디 219에서 E♭음과 G#음은 증3도 관계이지만 이명동음을 통
해서 실제 소리는 5도 하행 정격진행을 하고 있다. 화음마다 반감7화음
이나 D화음으로 5도 하행진행을 통해 조적 변화를 만들고, 이명동음 사
용으로 더 다양한 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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➈ 전개부 9부분 (마디 222-231)

<악보 98> 제3악장 전개부 9부분 마디 222-223

변화무쌍한 화성진행 이후 마디 222는 다시 E♭음을 베이스에
두며 진행한다. 가벼운 음형 리듬을 보이는 피아노 솔로는 전개부의 막
바지에 이른다. 마디 231-232에서는 E♭장조의 정격종지를 통해 곡은 전
개부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한다.
➉ 전개부 10부분 ( 마디 232-242)

<악보 99> 제3악장 전개부 10부분 마디 232

전개부의 10부분은 호른과 튜바, 더블 베이스는 E♭ 음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고, 클라리넷, 바순, 바이올린은 전개부에 한 요소로 자리
잡았던 제1악장의 리듬 형태를 보여주며 진행한다. 피아노 솔로는 전개
부의 마지막을 아르페지오를 통해 제시하며, 이는 마디 171에 나온 것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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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악장 재현부
E♭로 시작하는 재현부는 마디 243에 시작하며, 마디 507에 원
조인 d단조의 같은으뜸음조인 D장조로 그 끝을 맺는다.

<표 12> 제3악장 재현부 구조

마
디
조
성
빠

제1주제

제2주제 A

제2주제 B

243-318

319-349

350-380

코다
381-437

E♭장조

B♭장조

F장조

438-506
D장조 D

- d단조

– d단조

- d단조

-D장조

르

Tempo I

기

Alla breve

Più mosso

말
① 재현부 제1주제 (마디 243-318)
<악보 100> 제3악장 재현부 마디 2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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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ù vivo

VivaceVivacissmo

<악보 101> 제3악장 재현부 마디 292-294

바이올린으로 시작하는 재현부는 제1주제의 리듬을 인용하되, 중
심음이 없이 p로 가볍게(leggiero) 연주된다. 실질적으로 제1주제와 동일
한 형태가 재등장하는 것은 마디 303, d단조에서이지만 이는 마디 305에
화음으로 진행하며, 마디 57에 등장했던 경과구적 주제 확보와 화성
f
진행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부에서 a단조로 제시되었
던 경과구적 선율이 마디 292에 E♭장조로 나옴으로써 재현부 또한 제
시부에 등장했던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마
디 243은 원조가 아닌 전개부의 중심 조성을 사용했음에도 재현부의 시
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제2주제 A가 회귀되는 방식과 유사하
다.
<표 13> 제3악장 제1주제와 제2주제 A, B의 제시부, 재현부 비교

제시부
재현부

제1주제
d단조

제2주제 A
C장조

제2주제B
G장조

E♭장조

B♭장조

F장조

- d단조

– d단조

- d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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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현부 제2주제 A
<악보 102> 제3악장 재현부 제2주제 A

<악보 103> 제3악장 재현부 제2주제 A, d단조 회귀

앞서 언급했듯이 제1주제는 재현부의 E♭장조를 거쳐 제시부와
같이 d단조로 보여주며, 제2주제 A는 마디 319의 B♭장조에서 시작한
다. 제시부에서 제1주제와 제2주제는 장2도 관계였지만, 재현부에서는 제
1주제와 제2주제가 완전5도 관계로 고전적인 조성관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제2주제 A가 단순히 제2주제 B로 가기 위한 경과적인 형태가 아
닌, 주도적인 선율이라는 증거이며, 마디 338은 d단조로 변하며 제2주제
A가 다시 원조로 회귀했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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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현부 제2주제 B (마디 350-380)
<악보 104> 제3악장 재현부 마디 350 제2주제 B

또한, 제2주제 B도 마디 350에서 F장조로 등장하며, 제2주제 A
의 조성인 B♭장조에서 또다시 5도 상행한 변격진행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적 관계는 오히려 제시부에서는 모호하게 나타났고, 재현
부에서는 d단조를 기점으로 E♭장조, B♭장조, F장조의 5도권 관계를
명확히 하지만 원조를 잊지 않고 반복함으로써 장조와 단조의 변화와 어
울림을 동시에 표현했다.
④ 코다 (마디 381-437), (마디 438-506)
<악보 105> 제3악장 코다 마디 381 D장조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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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6> 제3악장 코다 마디 438 D장조

마디 381부터 437까지는 사실상 하나의 화성이며 이는 D장조로
진행하기 위한 D화음이다. 대부분 소나타형식에서 코다는 종지가 이루
어진 후에 추가되는 악곡 부분이나, 라흐마니노프는 D화음을 마디 57에
거쳐 확대함으로써 곡을 확장 시켜 T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피아노
의 마지막 부분인 마디 437에서 짧은 카덴차를 거쳐 곡은 D장조에 도착
한다. 전 악장이 d단조로 시작하지만, 마무리는 밝은 D장조로 두껍고 뚜
렷한 모습을 보이고, 동시에 피우 비보와 아첼레란도를 통해 피아노 협
주곡 3번의 마무리 부분인 프레스토로 도착하여 힘차고 화려하게 그 막
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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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능화성과 음도이론 분석 비교
<악보 107> 제1악장 마디 16-17 기능화성과 음도이론 분석

마디 17, 첫 화음은 음도이론으로 분석했을 때 d단조의 Fr. 6
를 전위시킨 Fr. 7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이때 화성의 기능을 효과적으
로 알 수 없다. 즉, 음도이론에서 증 6화음 중 Fr. 6는 제2전위 형태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7화음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소리
가 A♭장조 Fr. 6(E≅F♭)의 소리와 동일하다. 이 때문에 다음 진행의
예상이 불분명하다 볼 수 있다.
에서 5음을 하향변화 시킨 것으로 분석하
f7
며, 이는 앞 마디에 등장한 s로 향하는 부속화음처럼, D로 향하는 부속
기능화성에서는

화음으로 볼 수 있다. 즉, 동형진행의 기능을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준다. 이는 연주자로서 마디 16과 마디 17에서 긴장된 부속화음과 해결
된 화음에 얼마나 무게를 더 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마디 16에서 부속화음은 조적 긴장을 일시적으로 유발하여
연주해야 한다. 하지만 마디 17에서는 5음을 하향변화하여 감3도(G#-B
♭)를 만들어 불협화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는 마디 16의 부속화음보다
더 긴장도를 높여주는 장치로, 이 부분에서는 마디 16의 부속화음보다
더 무게감을 실어 크레셴도를 통해 연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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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8> 제1악장 마디 36-41 기능화성 분석

마디 38, 40, 41에서 d단조에 해당하지 않는, E♭음이 등장한
다. 하지만, 마디 39에서 E♭음과 C#음의 등장으로 인하여 g단조로 전조
하기에는 다소 구간이 짧다. 마디 38은 음도이론에서 사용하지 않는

a
화음으로 분석함으로써 s로 향하는 s와 D화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마디 40에서 E♭음, 마디 41에서 B♭화음의 등장으로 인해, B♭장조
로 전조시키는 것보다 마디 41의 tG화음으로 향하는 S와 D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이는 연주자에게 긴 악구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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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9> 제1악장 마디 93 기능화성과 음도이론 분석

화음으로23) 표시한다. 이는
S^5
어떤 조의 S화음에서 6음이 부가된 형태로 보는 것이다. 음도이론에서 I
음도이론에서 ii 은 기능화성에서

^5

도와 ii의 진행은 5도권이나 3도권 진행이 아니므로 어색한 진행이지만,
이 화음을 S에서 6음을 부가시킨 형태로 본다면 5도권 진행으로 볼 수
있다. 5도권 진행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5도 하행에서는 정격진행으로 긴
장의 이완, 반대로 5도 상행에서는 변격 진행으로, 그 긴장의 상태로 표
현할 수 있다.

23)

Amon Reinhard, Lexikon der Harmonielehre (Stuttgart: J.B. Metzler,

2015), 237
Jean-philippe Rameau(1683-1764)에 의해 정립된 화음으로 L’accord de sixte
ajoutée로 명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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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0> 제1악장 마디 203-204 기능화성과 음도이론 분석

마디 203과 204는 음도이론으로 분석했을 때, 부속화음, Fr.6,
감화음, 그리고 딸림화음의 진행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능화성에서
는 부속화음, 같은 화음에서 5음 하향변화된 형태, D에서 근음이 없는
감화음, D의 진행으로 분석한다. 음도이론으로 분석했을 때 연주자는 부
속화음과 증6화음인 Fr.6 화음 중 어떤 화음에 더 긴장을 둘 것인가 고
민을 할 수 있다. 단순히 음형이 하강하고 있어서 앞의 부속화음을 더
크게 쳐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반면, 기능화성적 분석
부속화음과 그의 5음 하향변화는, 근음이 없는 D를 향해 반음계
f
적으로 하강하며 최종 목적지인 D로 해결함을 기호를 통해 쉽게 알 수
에서

있다. 결과적으로, 이 분석은 연속적인 D계열 진행으로 한 호흡으로 연
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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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1> 제2악장 마디 47 기능화성과 음도이론 분석

제2악장 주제 변형에서 가장 중요한 화성적 특징은 D를 반감
7화음으로 변형시켜서 진행한 것이다. 음도이론에서 v7∅로 표기할 수는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 방법이다. 음도이론에서 증이나 감을 +혹은 〫의
기호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기능화성에서는 부등호로 인해 음의 변화들
을 알 수 있고, 대소문자를 통해 장단의 성격만 표시한다. 단조에서 ii는
감화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기호를 사용할 경우 어떤 음이 변화하
여 성질을 변화시켰는지 알 수 없이 그 화음 자체의 성격만 알 수 있다.
하지만 v ♭화음으로 나타낸다면 기능화성과 비슷한 표기법이라 할 수 있
&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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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2> 제2악장 마디 71-72 기능화성 분석

후기낭만 화성 진행에서 음도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마디 71-72를 B♭장조에서 분석한다면 D와 tP의 관계
로, F장조에서 T과 tG의 관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D7에서 7
음이 직접적 해결은 아니지만, 이후에 단2도 하강하여 해결됐기 때문에
T와 t의 같은 으뜸음 관계라기보다 D와 t의 5도권 관계로 보는게 타당
하다고 생간한다. 음도이론에서는 V와 V/♭vi의 진행과 같이 표기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 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주자는 D와 t의
관계로 그 화성의 긴장과 이완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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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3> 제2악장 마디 130-134 기능화성과 음도이론 분석

음도이론에서 분석한다면 화음의 진행은 ⅰ-Ⅲ-ⅱ의 순서인데,
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알 수 없다. 기능화성으로 간략화하여 분석
했을 때 마디 130과 132는 t의 기능을, 마디 131에서 D의 기능을, 마디
133에서 또한 연속적인 5도권 진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주자는 t
에서 긴장을 완화 시켰다가 D에서 긴장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마디
132와 133은 D#에서 D♮음의 하향변화로 인해 반음계적 하강이 생김을
알 수 있어서, 디미누엔도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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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4> 제3악장 제1주제 전조

제3악장 시작 부분을 음도이론으로 분석한다면 d단조와 C장조의
관계는 Ⅶ로 이끈음이 하향변화된 음이 으뜸음이 되는 형태이다. 이때
Ⅶ화음의 역할이 불분명하지만, 기능화성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a

의 기능

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두 번의 5도 하행으로 나온 결과이다. 단순히 2도
하행하여 동형진행 했기 때문에 긴장도가 완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
닌, 5도권 진행의 하행으로 긴장도가 하강하였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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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5> 제3악장 마디 22-26 기능화성 분석

마디 22의 화음은 음도이론에서 V7/ii로 표기할 수 있다. 본래 부
속화음은 다음 화음을 향한 표기법이나, 이 경우에는 ii화음으로의 해결
이 없어 두 화음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음을 더 크게 쳐야 하
는지 알 수 없다. 기능화성으로도 같은 형태를 (D7) Sp로 기입할 수 있
으나, 이때는 음도이론과 같이 해결되지 않은 형태로 그 진행이 불분명
하다 볼 수 있다. 반면, 이 화음을 기능화성에서 D의 3번 변격 상승한
형태로 본다면, 마디 26에서 다시 D를 2번 정격 하강한 진행으로 볼 수
있다. 마디 22부터 오케스트라는 부속화음보다 더 긴장된 형태로 3마디
동안 지속되는데, 이때 연주자는 반음계적 상승을 통해 긴장도가 더해지
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진행은 D를 통해 tG화음으로 위종지적
해결을 하며 이때 연주자는 음색을 작게 조절하여 정리하되, 주제의 재
등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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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6> 제3악장 마디 26-27, 마디 147-148 기능화성 분석

마디 26-27은 음도이론에서 V와 VI의 위종지를 나타낸다. 이때
VI는 I를 대신하는 대리화음이라고 이론에서 설명하지만, VI의 기호자체
에서는 I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하지만 기능화성에서는
이를 tG로 기입함에 따라 이 화음이 t와 3도관계에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리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기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기능화성에서는 이 tG화음을 sP화음으로도 표기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t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s의 기능을 하
는 sP화음으로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디 147-148의 음도이론적 분석은 g단조의 V-Ⅲ의 진행으로
볼 수 있다. 이 Ⅲ는 E♭장조의 V로 공통화음 전조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를 기능화성적으로 분석한다면, D 다음에 등장하는 tP화음으로 볼 수
있다. 즉, 일시적인 종지를 통한 전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연주자로
하여금 명백하게 종지감을 형성하여 pp로 해결한 후, 새로운 섹션을 준
비하는 과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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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후기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러시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는 당시
의 새로운 음악사조 안에서 고전적인 작곡기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어
법을 구축하여 다양한 색채를 구현하였다.
라흐마니노프는 작곡가로서 당시의 흐름 중 민족주의가 아닌 서
구사회주의파로, 피아노 협주곡 3번에서는 전통적인 형식에 변형된 요소
들을 통하여 기본의 장단 조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후기낭만적 화성적 변
화를 꾀하였다. 즉, 전통적인 기법과 20세기 초 새로운 양상을 융합시킨
작곡가였다.
이 작품은 소나타형식의 제1, 3악장, 론도형식의 제2악장, 총 3악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흐마니노프가 이러한 전통적 형
식 안에서 어떻게 20세기 초 새로운 음악적 기법들을 발전시켰는지 살펴
보았다.
첫째, 기존의 음악형식을 변형하여 자신만의 구조를 형성하였다.
제1, 3악장에서는 제2주제를 5도권이나 나란한조가 아닌 다른 조성을 취
하였으며, 리듬과 선율 두 가지 방식으로 분할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제
2악장에서는 론도 형식을 사용하되 주제가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변주기
법을 사용하여 두 가지 형식을 한 악장에 담는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제
2, 3악장에는 제1악장의 요소를 활용하여 순환구조를 꾀하였다.
둘째, 화성적 일탈을 통해 작곡가 자신만의 색채를 보여주었다.
정격진행이나 반음계적 진행과 같은 고전적 기법 안에서 후기낭만적 화
성을 사용하거나, 이끔음을 하향시켜 그 기능을 없앰으로써 조성의 모호
함을 의도하였다. 이때 기능화성적 분석은 음도이론보다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연주자는 명확한 해석과 함께 라
흐마니노프의 화성적 어법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셋째,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니스트로서의 경험을 곡에 담아 연주
자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작곡하였다. 또한, 오케스트라 악기들의
여러 가지 조합으로 다양한 색채를 표현하였다.
본 논문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네 곡 중 세 번째 곡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작품의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음도이론
(Stufentheorie)이 아니라 20세기초 독일의 음악학자 리만이 제안한 기능
화성(Funktionstheorie)으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화음을 기능적으로 구
분한 것은 물론 화음간의 상호관계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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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가 연주자의 테크닉에 의존한 소리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
학적 배경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적 해석이론은 의미
를 갖는다.
곡의 몇 부분은 기능화성적으로 분석했을 때 음도이론보다 효과
적인 해석이 가능했으며, 연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기능화성 위주
로 연구하였다. 자주 연주되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이 곡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아, 본 논문이 연주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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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rgei 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 3, Op. 30 Works
Analysis and
Performance Direction
-Approach to “Funktionstheorie”-

Narae Han
Department of Music, Piano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musician, Sergei Vasilyevich Rachmaninoff(1873-1943)
was a composer, pianist, and conductor in the Romantic Period of the
late 19th century, and left many piano solos and 4 piano concertos
along

with

various

genres

of

works

including

vocal

music,

instrumental and orchestral pieces, operas and so on.
This paper discussed the performance direction of the Piano
Concerto No. 3 in d minor, Op. 30, one of his works, based on its
functional

harmony

analysis.

The

research

on

this

piece

was

conducted from 4 different perspectives.
First, functional harmony and its notation in the realm of
harmony theory, which is to be dealt with in this stud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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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ed.
Second, the harmonic structure of each movement was
examined, and the way of following the traditional form and harmony
that escapes from it were analyzed.
Third, it explored how techniques of the late Romantic
harmony and chromatic techniques were used through functional
harmony

analysis. Then, Rachmaninoff’s

harmonic features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harmonic techniques.
Fourth, functional harmony and tonal theory were used for
comparison analysis on differentiated parts of each movement, from
which how to interpret this comparative analysis was explained from
the performer’s point of view.
In other words, this paper analyzed the piece through the
performance direction which is determined by the structure of each
movement and it focused on functional harmony analysis through
which I could convincingly interpret the performance direction.
Rachmaninoff is known as a composer who pursued the
socialist in the West, and did not follow the trend of nationalism in
the changing period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In other word, he was a composer who pursued cosmopolitanism.
Though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Rachmaninoff

composed his works by combining his own techniques and musical
colors in the classical and late romantic music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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