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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자르 프랑크(César Franck, 1822~1890)의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연주 방향에 대
해 다루고 있다. 이 곡은 필자의 졸업 연주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 연

구를 계기로 더욱 더 깊이 있게 이 곡을 이해하기 위하여 석사과정 졸업

논문 주제로 정하였다.  
프랑크는 19세기 낭만주의 프랑스 작곡가이지만, 프랑스적 색채

와 동시에 독일 전통의 형식주의적 면모 또한 짙게 나타나는 작곡가이

다. 그의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는 총 4악장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1악장 발전부가 생략된 소나타 형식, 2악장 전형적인 소나

타 형식, 3악장 3부 형식, 4악장 소나타 론도 형식으로 고전적인 형식을

따르면서 순환 형식(cyclic form), 대위법 등의 전통적 기법을 구사하고

있지만, 형식의 변형과 반음계적 화성을 통해 낭만주의적 요소를 함께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연주 방향에 대한 본격 논의에 앞서 프랑크의 생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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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음악의 전반적 특징을 알아보고 악장별로 작품 분석과 구조에 대해

다루었다. 그 분석을 바탕으로 연주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먼저
자크 티보(Jacques Thibaud, 1880-1953), 지노 프란체스카티(Zino 
Francescatti, 1902-1991), 다비드 오이스트라흐(David Oistrakh, 
1908-1974), 예후디 메뉴인(Yehudi Menuhin, 1916-1999), 이츠하크 펄만
(Itzhak Perlman, 1945-) 다섯 개의 주요 음반을 통해 템포 및 루바토에
대해 논하고, 원본 악보와 Henle, International, Schott, Peters, Schirmer 
다섯 가지 판본을 비교 분석하여 보잉, 아티큘레이션, 핑거링 등의 주법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다양한 연주 방향을 학

구적인 근거를 통하여 모색하는 데 의의를 두고 연주 방향을 고찰하였

다.  
   
주요어 : 프랑크, 바이올린소나타
학 번 : 2017-2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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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자르 프랑크 (César Franck)는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
하는 작곡가 겸 오르가니스트이다. 그는 고전주의적 전통에 낭만주의적

기법을 더하여 개성적인 어법을 구축한 프랑스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룰 프랑크의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는 그의 음악을 세 시기로 구분한다면 세 번째 시기(1872년~1890
년)에 작곡된 작품으로, 1886년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이자이(Eugene-Aug
uste Ysaye, 1858-1931)에게 결혼 선물로 헌정된 곡으로, 그가
작곡가로서의 크나큰 명성을 안겨준 곡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총 4악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전통
적인 형식에 근거를 두되 이를 자유롭게 변형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성격적으로 큰 대비를 이루고 있는 네 개의 악장이 그가

자주 구사했던 순환 형식(Cyclic form)에 의해서 일관성, 통일성을 갖추

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형식은 공통의 주제적 소재를 통해서 각 악장을

사슬처럼 긴밀하게 엮으면서 전개 시켜가는 기법을 말한다.1) 이 곡에 존
재하는 네 개의 순환 동기가 악장마다 변형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주제적 상관관계, 대위법적 전개 등을 통해 그는 전통적 어

법을 계승하고 있으며, 동시에 리스트, 바그너 등 동시대 작곡가들과 같

이 반음계적인 화성 어법으로 다양한 색채감을 주어 낭만주의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곡에 대한 선행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이는 대

개 분석 연구로, 연주자로서 이 곡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주안점

을 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연주자의 입장에서 학구적으로 이

곡을 연구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필요성에 본고를 착

수하게 되었다.

1) 김용환, <19세기 음악 서양음악사>, 모노폴리,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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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 연구를 참고로 하여 이 곡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주자로서 작품 해석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이에 있어 자크 티보

(Jacques Thibaud, 1880-1953), 지노 프란체스카티(Zino Francescatti, 
1902-1991), 다비드 오이스트라흐(David Oistrakh, 1908-1974), 예후디 메
뉴인(Yehudi Menuhin, 1916-1999), 이츠하크 펄만(Itzhak Perlman, 1945-) 
다섯 개의 현존하는 음반을 통해 템포 및 루바토에 대해 논하고, 원전
악보와 Henle, International, Schott, Peters, Schirmer의 여섯 가지 판본
을 비교, 분석하여 보잉, 아티큘레이션, 핑거링 등의 주법적 사항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는 한 가지 올바른 해석을 위함이 아니고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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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랑크의 생애와 음악

1. 생애
프랑크는 1822년 벨기에의 리에주(Liege)에서 태어났으며, 

독일과의 접경 지역인 발롱 지역 출신 은행가 아버지와 독일계 출신

어머니를 두었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크가 어려서부터 피아노에 상당한

재능을 보여 명성 높은 피아니스트로 키우고 싶어 했다. 프랑크는 어린

나이에 벨기에의 리에주 왕립음악원에 입학하여 피아노와 화성학을

배웠으며 작곡도 시작하게 된다.2) 이를 졸업한 후 파리로 이주하며 1837
년에 파리음악원에 입학한다. 그곳에서 피에르 짐머만(Pierre-Joseph-Guil
lzume Zimmermann, 1785-1853)에게 피아노를, 에임 르보르네(Aimé  Am
broise Simon Leborne, 1797-1866)에게 대위법을, 안톤 라이하(Anton Rei
cha,1770-1836)에게 작곡을, 그리고 프랑수아 브느와(François Benoist,179
4-1878)에게 작곡을 배웠으며 다방면으로 음악적인 두각을 나타냈다.3) 

하지만 그가 피아니스트가 되길 원하셨던 아버지로 인해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벨기에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프랑크는 독일과 벨기에

등 여러 도시를 오고 가며 연주를 했지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2
년도 안 되어 다시 가족 모두 파리로 건너간다. 파리에 2월 혁명으로 생

활이 어렵게 되어 그는 노트르담의 작은 성당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

고 개인 지도 클래스를 열어 피아노를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 시기에 제자 중 한 명이었던 펠리시테 데무소(Felicite Desmo

ussaux)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결혼에 반대하여 결국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고 금전적 지원이 끊기게 되어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게 됬다.4) 그 후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아노 레슨, 
2)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778-780.
3) 중앙일보, <음악의 유산-러시아와 프랑스의 음악(7권)> 중앙일보사, 128.

4) Vincent d’Indy, <Cesar Franck>,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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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회의 오르간 반주 등으로 일하며 남는 시간에는 작곡에

몰두하였고 그러던 중 1851년 생 장 프랑수아 오 마레(Saint Jean Franco
is au Marais)의 오르간 주자가 되었다. 그 후 1858년에는 성 크로틸드(Sa
inte Clotilde)의 오르간 주자가 되었다. 이 시기에 아이들도 가르치며

오르간 반주뿐만 아니라 틈틈이 작곡 활동도 이어간다. 50세가 되던

해인 1872년에 파리음악원의 오르간과 교수가 되어 오르간과 작곡을

가르치면서 뱅상 댕디(Vincent d’Indy,1851-1931), 에르네스트 쇼숑(Ernest 
Chausson,1855-1899), 가브리엘 피에르네(Gabriel Pierné,1863-1937), 앙리
뒤파르크(Henti Duparc,1848-1933), 루이 비에르느(Louis Vierne,1870-193
7)등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내며 후학양성과 음악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5)
그는 프랑스의 예술을 부흥시키기 위해 국민음악협회의 위원직

을 맡아 프랑스 자국의 기악음악 부흥에 앞장섰고, 1890년 국민음악 협

회에서 ‘현악 4중주곡’(1889)이 초연되었을 때 작곡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6) 말년이 되어 인정을 받은 프랑크는 음악에서뿐 아니라 그의 종
교적인 경건한 삶에서 더욱 존경받았으나, 1890년 마차의 교통사고로 인
한 합병증으로 68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생을 마감했다. 프랑크는 살아생

전보다 사후에 더 명성을 떨친 작곡가이다. 
 
 
2. 음악적 특징

 
  그가 활동했던 19세기 낭만 시대는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유

럽의 각 지역에서 국·내외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에 많은 사건과 변화가 있었다. 특히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후 변화들로 점차 문화·예술에도 변화가 찾아왔

다.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예술은 시민사회에도 널리 보급되었고, 시민

5) 홍세원, <낭만파음악>, 연세대학교출판부, 213.

6) Donald Jay Grout, 민은기 외5명, <그라우트 서양음악하 하>, 이앤비플러스,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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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예술 취향은 귀족 사회보다 자연적이고 감성적인 면이 많아 낭만

주의 시대의 예술가들은 주관적인 감정을 작품으로 작곡하였다. 이처럼
낭만주의 음악은 개성적이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 양식

이 매우 다양해졌다. 고전주의 작곡가들이 형식 안에서 그들의 음악을

찾았다면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음악을 위해서 형식을

찾았으며 형식뿐만 아니라 음악, 화성, 리듬에서도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개성적인 표현을 시도하였다.7) 
프랑크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명백히 낭만주의적, 감정

주의적 미학을 바탕으로 한 작곡가라 할 수 있고, 동시대의 리스트, 
바그너 등과 같이 다양한 형식과 반음계적 화성을 구사하는 동시에

색채감을 위해 9화음, 13화음 등의 불협화음을 과감히 사용하고 있다.8)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바흐의 대위법적 기법과 베토벤의 주제·동기 작법

(Motivisch-thematische Arbeit)9)의 영향을 보이면서 고전주의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가 즐겨 사용한 순환 형식은 르네상스 시기 정선율

미사(Cantus firmus mass)10), 패러디 미사((Parody mass))11)에서의 변주
원리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시대적 측면에서도 융합적 성격을 띠는 그는 국적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보이는데, 그는 프랑스 작곡가이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음

악적 특징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작품을 보여주며, 이러한 성향은 프랑

스계 후손인 아버지와 독일계의 후손인 어머니로부터 자라온 환경과 관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프랑크 음악에서는 고전주의적, 낭만주의적
어법이 융화되어 있고, 프랑스, 독일의 음악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7) 홍세원, <낭만파 음악>, 연세대학교 출판부, 13.
8) Donald Jay Graout, 민은기 외5명, <그라우트서양음악사 하> 이앤비플러스, 83.
9) 작은 주제나 동기를 발전시키는 작곡 기법을 말함 <위키피디아> https://de.wikipedia.or
g/wiki/Motivisch-thematische_Arbeit, 2021.6.8. 접속
10) 순환미사라고도 하며, 다성적인 미사곡에 있어서 각 악장에 동일한 정선율을 사용한
것 <파퓰러음악용어사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
521628&cid=50334&categoryId=50334, 2021.6.8. 접속
11) 폴리포니에 의한 미사곡을 작곡하는 경우, 기성의 폴리포니곡에서 소재를 차용하여

작곡한 작품 <파퓰러음악용어사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
y.naver?docId=522405&cid=60517&categoryId=60517, 2021.6.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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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음악 문화는 혁명 이후 변화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

하고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한 오페라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

며,12) 파리는 유럽국가들 가운데 오페라의 중심지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연주회장에서 연주되는 교향곡 프로그램은 프랑스 작품이

아닌 독일의 고전주의 및 낭만주의(멘델스존, 슈베르트, 슈만, 리스트) 작
품들이 장식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프랑스의 실내악이라는 장르는 주류가

아니었고 타 장르보다 발전도 미흡하였다.13) 
그러나 1871년 국민음악협회(Societe Nationale de Musique)의 창

설하여 프랑스 음악 문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14) 이 협회는

19세기 초반 살롱을 중심으로 이어오던 음악이 아닌 기악음악인 교향곡

과 실내악을 장려하였으며, 목표는 프랑스 전통 음악을 부활시키면서 생

존하는 프랑스 젊은 작곡가들 특히 프랑크, 카미유 생상스(Camille Saint 
Saens,1835-1921), 가브리엘 포레(Gabriel-Urbain Fauré,1845-1924), 댕디
등을 배출시키고 프랑스 기악음악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

다.15) 이 협회 설립 이후 기악음악도 점차 인정받게 되었으며, 프랑스적
인 낭만주의 음악이 나타났다. 프랑크는 이후 교향곡, 교향시, 소나타, 
변주곡, 실내악 등 전통적 장르의 연장선에서 기악음악을 두루 작곡하면

서 고전주의에 확립되었던 형식, 장르를 수용하였고, 이에 낭만주의적

색채를 더하여 자신의 개성적인 양식을 형성한다. 
프랑크 음악은 프랑크의 제자 댕디가 프랑크의 사회적 활동 등

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했다.16) 
제1기는 1842~1858년까지 작곡된 시기로 작곡가로 유명하지 않

았던 시기이며 파리음악원에서 공부하던 마지막 해부터 피아노 선생님이

자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하며 작곡을 하던 36세까지의 시기이다. 그는
주로 피아노곡을 작곡했으며, 그 외에 실내악곡, 관현악곡인 교향시, 오
12) 홍세원, <낭만파 음악>, 연세대학교 출판부, 183.

13) 홍정수, 조선우 역 <음악은이>, 음악춘추사, 405.
14) 김문자 외3명,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심설당, 520.
15) 김용환, <19세기 음악 서양음악사>, 모노폴리, 218.
16) Vincent d’Indy, <Cesar Franck>, Dover Publication,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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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토리오17)도 작곡하였다. 이때 프랑크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독창성보다

는 보수적인 음악들을 볼 수 있으며, 서정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였다. 
대표작으로는 오라토리오 성서에 의한 목가 <루트 1843-1846>가 있다. 
이때 순환 형식이 이미 즐겨 사용되었다.
 제2기는 1858~1872년까지이며 그가 파리에 있는 생 크로틸드

(Sainte Clotilde)교회의 오르간 연주자 직을 맡은 해부터 파리 음악원 오
르간 교수가 된 해까지이다. 그는 이 시기에 더욱이 오르간 주자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종교음악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바흐에

대한 연구를 더욱 깊이 하게 되며 제1기 보다 종교음악을 많이 작곡하였
다. 하지만 그에 반해 대작이 나오지는 못했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오라토리오 <속죄 1871-1872>가 있다.
프랑크의 대표작이 주로 작곡된 제3기는 1873~1890년까지로 그

가 파리음악원의 교수로서 제자들을 배출하는 동시에, 국민음악협회의
회장으로 프랑스 음악의 발전에 노력하던 시기이다. 제2기와 달리 종교

음악뿐만 아니라 관현악곡, 실내악곡, 피아노곡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

을 많이 작곡하였다. 제1기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음악들을 작곡했던

시기, 불안정한 작품들로 인정받지 못한 제2기는 프랑크의 이름을 알리

기 위한 준비 단계였으며, 프랑크의 천재성은 제3기에 나타나 이름을 알

리기 시작하며 많은 걸작이 나온다. 이 시기에는 작품들이 보수적이기보

다는 진보적인 특징을 자주 보이며 형식면에서도 고전적인 형식에 새로

운 시도를 하였고, 반음계적 화성을 자유로이 구사하면서 다양한 장르에

있어 개성적인 작품들을 남겼다. 대표작으로 오라토리오<8개의 행복, 
1869-1879>, 실내악곡<피아노 5중주 f단조, 1879>, <바이올린 소나타 A장
조, 1886>, <현악 4중주 D장조, 1889>, <교향곡 d 단조 1886-1888> 등이
있다. 18)19)
 
17) 17-18세기에 가장 성행했던 대규모의 종교적 극음악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
om/entry.naver?docId=1127949&cid=40942&categoryId=33004, 2021.6.8. 접속
18)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177-179.
19) 홍세원, <낭만파 음악>, 연세대학교출판부,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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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ésar Franck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의 작품 분석에 따른 연주 방향 고찰

1. 작품 배경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프

랑스는 급진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귀족들을 위한 예술이 시

민사회에 보급되면서 문화와 예술에도 관심이 높아졌다.20) 하지만 당시
프랑스에서는 예술성이 강조되는 기악음악, 순수음악보다는 가벼운 살

롱음악과 오페라 코믹이 유행하였기 때문에 이 가운데 프랑스적 전통

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져 국민음악협회가 설립되었다. 이 협회

는 19세기 초반 살롱을 중심으로 이어오던 음악이 아닌 기악음악인 교

향곡과 실내악을 장려하였으며, 목표는 프랑스 전통 음악을 부활시키면

서 생존하는 프랑스 젊은 작곡가들 특히 프랑크, 생상스, 포레, 댕디 등

의 작품이 비상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프랑스 작곡가들이

기악음악을 장려하였고 프랑스 음악을 살롱음악에서 나아가 예술성이

고취된 순수음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21)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크는 기악음악 작곡에 힘썼고,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는 그가 64세가 되던 1886년에 작곡된, 그
의 유일한 바이올린 소나타 곡이다. 이 곡은 파리음악원 교수로 재직하

며 국민음악협회 회장을 맡고 있던 제3기에 작곡하였으며 작곡가로서

프랑크를 알리는 데 큰 몫을 한 곡이기도 하다.22) 이 곡은 같은 벨기에
출신인 이자이에게 결혼 선물로 헌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혼선
물에 걸맞게 사랑을 시작하고 결실을 보는 단계를 악장마다 표현하였

는데 1악장은 연애의 시작, 2악장은 뜨거운 감정의 폭발, 3악장은 사랑

의 속삭임, 4악장은 결혼에 도달하는 커플의 환상으로 비유를 하여 이

20) 홍세원, <낭만파 음악> 연세대학교출판부, 5.

21) 김용환, <19세기 음악 서양음악사>, 모노폴리, 218.
22) 홍정수,조선우 역, <음악은이>, 음악춘추사,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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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가 하나로 이어지게 작곡하였다.23) 이 곡은 이자이와 그의 아내 보

르데-펜 (Lentine Marie Bordes-pee, 1858-1924)에 의해 1886년 겨울에
브뤼셀에서 초연이 되었다.24) 

23) Willians Newmann, <The Sonata in the Romantic Era>, W.W Norton&Company, 516.
24) 이성삼, <최신명곡해설전집 3>, 세광음악출판사,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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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구조

<César Franck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는 고전
적인 형식 안에서 낭만주의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곡은 비교적 규

모가 큰 4악장 제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순환 형식(Cyclic form)을 사용

하여 네 개의 순환 동기를 변형, 발전 시켜 나가는 형태로 작곡하였다. 
조성, 화성의 사용에서는 동시대 주류였던 리스트나 바그너 양식

의 반음계적 화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3도 관계의 조와 화성을 빈

번히 사용하고, 계류음(suspension)25), 전타음(appoggiatura)26) 등의 비화
성음, 9, 11, 13화음 등의 불협화음을 과감히 사용하여 다양한 색채감이

드러내고 있다. 먼 조나 먼 화음으로의 급격한 진행이 빈번히 나타나서

조성 감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25) 한 화음에서 다음 화음으로 나아갈 때 한 음 또는 여러 음이 화음 밖의 음에

걸려서 남는 음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58773&cid=40
942&categoryId=32992, 2021.6.8. 접속

26) 도약 후 순차 진행하여 해결되는 비화성음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
naver?docId=5760915&cid=40942&categoryId=33004, 2021.6.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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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악장의 형식과 템포, 박자와 조는 다음과 같다. 
<표1>
악장 형식 tempo 박자 조

1악장 (발전부 생략)
소나타 형식

Allegretto ben

moderato
9/8 A Major

2악장 소나타 형식 Allegro 4/4 d minor

3악장 3부 형식
Recitative-Fantasia

Ben Moderato
4/4 a minor

4악장 론도 소나타 형식 Allegretto poco mosso 2/2 A Major

 
1악장과 2악장은 모두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되었지만, 음악적 성

격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1악장은 느린 악장으로 소나타 형식에서

발전부가 생략된 형태이다. 9/8에서 4분 음표와 8분 음표 조합의 패턴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전개되며 화성이 9화음 등의 화음의 색채적 활용으로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반면 2악장은 전형적인 소나타 알레그

로 형식으로 통상적으로 1악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피아노의 비중이 큰

악장으로, 첫 부분의 1주제 또한 피아노로만 제시된다. 3악장은 3부 형

식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매우 자유롭게 작곡된 Recitativo-quasi 
fantasia로 즉흥구와 카덴차적인 악구가 많이 등장하는, 서정적인 판타지

에 가까운 악장으로 볼 수 있다. 4악장은 론도 소나타 형식 안에서 카논

등의 대위법적 진행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밝은 Finale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음악적 성격을 띤 네 개의 악장은 순환 형식

에 의해서 긴밀하게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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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순환 형식 (Cyclic form)

순환 형식(Cyclic form)은 프랑크의 주요 작곡 기법 중 하나이다. 
이는 특정 동기나 주제를 여러 악장에 걸쳐 변형하며 사용하는 기법으로

악장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악곡 전반에 주제적 통일성을 부여한다.27) 
이 형식은 15세기에 정선율 미사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후 16세기에
패러디 미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28) 기악음악에서도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동기들 사이에 주제적 순환이 나타났다. 기악 장르에서는 베토

벤을 시작으로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에서 사용된 고정 악상

(Idée fixe)29), 리스트의 교향시에 사용된 주제 변형 기법(Thematic trans-
formation)30), 그리고 바그너 음악극에 사용된 고정 악상과 비슷하지만, 
주제의 선율을 변화시키는 작곡 방법인 유도 동기(Leitmotiv)31) 등으로
베토벤이 사용했던 순환 형식이 발전되어 여러 종류로 나타났다.32)

프랑크는 이 곡에서 네 가지 동기를 전 악장에 걸쳐 변화, 발전
시키며 곡 전체를 유기적으로 작곡하였다. 네 가지를 설명의 편의상 A, 
B, C, D로 칭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김용환, <19세기 음악>, 모노폴리, 218.
28) 이성삼, <표준음악사전>, 세광음악출판사, 513.

29) 중심이 되는 동기가 악장마다 변형되어 나타나며 동기보다는 길지만 주제는 못 되는
것으로 반복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짐.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
cId=1169509&cid=40942&categoryId=32992, 2021.6.9. 접속
30) 하나 또는 두 개의 테마가 전체 작품에 변형되어 나타나며, 주제의 많은 변형이

이루어지는 기법. <The Encyclopa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F
ranz-Liszt/Legacy#ref9059, 2021.6.9. 접속
31) 바그너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곡 중에 동기를 되풀이 하여 사용하여 극의 진행을

암시하고, 악곡의 통일을 취하는 수법.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
ocId=1086893&cid=40942&categoryId=32992, 2021.6.14. 접속
32) 홍세원, <낭만파 음악>, 연세대학교출판부, 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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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동기 A (1악장 마디 5-6) 

순환동기 A는 1악장 마디 5-6에 등장하여 전 악장에 걸쳐 변형

되며 활용되며, 악장마다 활용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악보1 1악장 마디 1-6>

1악장에서는 순환 동기 A가 비교적 크게 변형되지 않으며 사용

되는데, 화성적 배경에 따라 미세하게 음정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만 마디 17-18, 21-22에서는 동기의 제스처는 같지만 3도가 순차
진행으로 변모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순환 동기 A 변형
<악보2 1악장 마디 1-8>

<악보3 1악장 마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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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 1악장 마디 45-50>

마디108-109에서는 순환 동기 A에서 첫 3음의 3도 아치형 구조
와 이후 3도 하행하다 나타나는 순차 하행만을 결합하여, 즉 동기의 중

간 부분을 생략한 축약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음 구조는 2악장
에서 주되게 사용된다.

<악보5 1악장 마디 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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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장에서는 1악장 마디 108-109에서 제시된 동기의 변형이 당
김음이 강조되는 리듬으로 바뀐 채 나타난다.

<악보6 2악장 마디 44-48>

<악보7 2악장 마디 166-170>

<악보8 2악장 마디 214-222> 



- 16 -

3악장에서는 순환 동기 A가 더욱 단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원형

과 희미하게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3도 상행만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악보9 3악장 마디 1-4>

<악보10 3악장 마디 10-13>

<악보11 3악장 마디 18-21>

<악보12 3악장 마디 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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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악장에서는 2악장에서의 당김음이 강조되는 A가 다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13 4악장 마디 99-102>

순환 동기 B

순환 동기 B는 2악장의 마디 4-5에서 피아노의 내성에서 나타나
는데, 이 중 앞에 네 음이 4음 동기로서 대부분 2악장을 중심으로 사용

된다. 하지만 2악장 내에서는 B 동기의 변형은 원형과의 관계를 파악하

기 어려울 정도로 이루어져 리스트의 주제 변형 기법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순환 동기 B 
<악보14 2악장 마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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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동기 B 변형
<악보15 2악장 마디 1-15>

순환 동기 B의 4음 동기(A-B-D-C#)가 마디 80-99 느린 템포에
서 2분 음표 음가와 음이 변형되어 나온다. 

<악보16 2악장 마디 79-85>

<악보17 2악장 마디 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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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8 2악장 마디 94-99>

 마디 207-212에서는 8분 음표 트레몰로의 음형 내에서 나타나

고 있다. 

<악보19 2악장 마디 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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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장 마디 80-99에서 2분음표로 등장했던 변형은 3악장에서도
사용되지만 크게 주제성을 보이진 않는다.

<악보20 3악장 마디 53-55>

순환 동기 C 

순환 동기 C는 3악장 마디 59-60에서 처음 나타나서 3,4악장에
걸쳐 주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순환 동기 C는 크게 변형되지 않고 원

형 그대로 활용되어 순환동기 A, 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활용

되고 있다.

<악보21 3악장 마디 59-60>

순환 동기 C 변형
<악보22 3악장 마디 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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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3 4악장 마디 36-40>

<악보24 4악장 마디 64-70>

<악보25 4악장 마디 16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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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동기 D

순환 동기 D는 3악장 마디 71-72에서 처음 나타나며 4악장에 음
정의 변화와 리듬의 변화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

<악보26 3악장 마디 66-72>

순환 동기 D 변형
<악보27 4악장 마디 133-145>

<악보28 4악장 마디 1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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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분석

3.1. 1악장
 
<표2> 1악장의 구성

마디 조
도입부 001-004 A
제시부 1주제 005-031 A(-C#-E)

2주제 032-047 E(-G-B♭-f#-C#)
코데타 048-062 c#-d-C-E

재현부 1주제 063-089 A(-F#-B-E-A)
2주제 089-107 A(-C#-E)

종결부 108-117 A(-D-A)

제1악장은 ‘연애의 시작’으로 비유된 바 있으며, 발전부가 생략

된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성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세부적으로는 3도 관계를 중심으로

한 원거리 관계가 많이 활용되어 복잡성을 띠지만 1주제, 2주제와 같은

구조적 뼈대는 딸림음 관계의 조로 설정되어 고전주의의 전통을 이탈하

지 않고 있다. 조성적 안정성은 주제가 제시되는 부분을 비롯한 몇 부분

에서만 잠시 나타나고 이외의 부분은 계속 전조를 거듭하며 불안정한 진

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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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부(마디 1-4)
 도입부는 A Major에서 V9 화음이 예비나 해결 없이 강조되고 색
채적 역할을 하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2) 제시부(마디 5-62)
제시부는 1주제(마디 1-7) - 경과구(18마디) - 2주제(15마디) - 

소종결구(15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1주제는 바이올린의 주선율에 피아노
가 화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며, 이 주선율은 순환 동기 A로 악곡 전반

에 걸쳐 지속해서 활용된다. 마디 5-7에서 피아노 파트가 V9화음 중심의
화성적 배경은 마디 8에 이르러 비로소 I도로 해결되어 조성 확립을 보

이지만 조성적 안정성을 피하고 있다. 이후 마디 9-14에서 3개의 화음을
단위로 동형진행을 이루는 진행을 보이는데 마디 9에서 A Major로 나타

난 장3화음, 감7화음, 증6화음이 마디 13에서는 C# Major로 나타난다.

<악보29 마디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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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7-24까지도 네 마디씩 동형진행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자는 E Major의 V9화음, 그 뒤는 F# Major의 V9화음에서 진행된다. 

<악보30 마디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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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마디 28에서 E Major로 전조 되어 2주제로 넘어간다. 2주제
의 직전에도 B인 Ⅴ화음이 강조되는데 여기서도 처음과 같이 V9 화음으
로 나타나 화음의 통일성을 보여준다. 

2주제는 피아노 솔로로 나타나 이 곡에서 피아노가 바이올린과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나타의 전형적

인 조적 설정인 딸림조인 E Major로 시작되지만 어느 조에도 안착하지

않고 G Major-B♭Major-B♭minor-F# minor-C# Major의 전조 과정을 거
쳐 C# minor에 이르기까지 부유하는 화성적 특징을 보인다.

<악보31 마디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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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7부터 재현부로 이어주는 연결구가 시작되며, 이는 전고전
주의 초기 소나타에서 발전부가 존재하지 않고 짧은 연결구를 통해 재현

부로 돌아오는 측면과 상통한다. 마디 47-48은 1주제를 변형하였고 마디
48-49에서는 피아노가 이 선율을 모방한다. C# minor-D minor-C 
Major-E Major-A major로 진행하면서 형성된 조성적 불안정성은 재현부
로 돌아오길 준비한다. 특히 마디 51과 53에 등장하는 반감7화음은 이명
동음적으로 진행하는 트리스탄 화음(Tristan chord)33)으로서 바그너의 영
향을 보여주는 면모라 할 수 있다.  

<악보32 마디 45-54>

33) 바그너의 악극<트리스탄과 이졸데>(1859) 전주곡의 첫머리와 끝에 나타나는 화음이
반음계적인 변화음을 많이 포함하는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파퓰러음악용어사전&
클래식음악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2365&cid=60517&categ
oryId=60517, 2021.6.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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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57에서 원조의 Ⅴ도 음인 E를 C Major의 맥락에서 먼저 베
이스 성부에 제시하고 이후 반음계적으로 진행하여 마디 63에서 비로소

원조의 V9 화음으로 유도되고 있다.

<악보33 마디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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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현부(마디 63-107)
1주제는 제시부와 비슷하지만 피아노 화음적 음형이 강박, 즉 점

4분 음표 단위로 분할됨으로써 제시부보다 더 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악보34 마디 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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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결부(마디 108-117)
마디 108-111까지 1주제를 반복하고 변형하는데, 원조인 A 

Major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D Major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

징적이다. 이는 큰 종지 앞에서 버금딸림음(Subdominant)을 강조함으로써
안정된 정격 종지를 구축하는 구조적 역할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마지막
두 마디인 마디 116에서만 원조의 안정적 조성 확립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35 마디 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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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악장
<표3> 2악장의 구성

마디 조

도입부 001-003 d
제시부 1주제 1부분 004-023 d

연결부 024-033 d
2부분 034-043 d

경과구 044-047 d-F
2주제 1부분 048-055 F-A

2부분 056-066 b-f#-d-a
소종결구 067-079 f

발전부 1부분 080-093 f-d
2부분 094-109 a-d-E
3부분 109-122 E-C#
4부분 123-137 f#-E♭-c-F-g

재현부 1주제 1부분 138-147 d
연결구 147-157 d
2부분 158-167 d

경과구 168-171 A-g
2주제 1부분 172-179 D

2부분 180-190 D
소종결구 191-201 D

종결부 202-229 d

2악장은 프랑크에 의해 ‘뜨거운 감정의 폭발’로 묘사된 바 있으

며,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코다의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적 관계 역시 소나타 형식의 전통을 따르고 있고 제시부의 1주
제는 D minor 2주제는 F Major, 재현부의 1주제는 다시 D minor 2주제
는 같은 으뜸 조인 D Major로 나타난다. 2악장에는 1악장에서 제시된 순
환 동기 A가 변형되어 나오며, 순환 동기 B가 제시된다. 



- 32 -

1) 도입부(마디 1-3)
1악장의 시작은 분산화음으로 시작이 되며 1악장과 마찬가지로

D minor의 V9 화음을 사용하였다.

<악보36 마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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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시부(마디 4-79)
1주제가 피아노 파트에서 시작되며, 내성에 제시되는 주제적 선

율과 화음 진행이 지극히 반음계적이어서 조성적 불안정성과 긴장을 띠

고 있다. 이 화성적, 선율적 진행이 2악장 전체의 근간이 되며, 바이올린
에 유입되면서 주제가 되풀이된다.

<악보37 마디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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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4-33은 연결구이며 피아노가 두 마디씩 동형진행한 후 마
디 34에서 주제부가 변주되어 되풀이되기까지 조적으로 불안정한 경과구
를 형성한다.  

<악보38 마디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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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3에서의 정격 종지를 1주제부의 완결감을 준 후 16분음표
의 분할이 갑자기 멈추고 곧이어 마디 47부터 셋잇단음표로 이루어진 부
드러운 반주로 전환된다. 

<악보39 마디 42-47>



- 36 -

2주제는 1주제보다 훨씬 밝고 서정적이며 지금까지의 반음계적

진행이 띠던 긴장감이 2주제에서는 온음계적 진행 위주로 변하여 다소

해소되면서 1주제와의 대비를 이룬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네 마디 이후

곧바로 3도 관계인 A Major로 전조 되어 조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악보40 마디 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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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67-79는 소종결부로 베이스 성부의 F 페달 포인트(Pedal 
Point)34)에서 F minor의 진행이 나타나면서 밝은 분위기를 G♭까지 첨가
되어 프리지아 선법(phrygian mode)35)와 같은 어두운 색채를 띤다.

<악보41 마디 64-75>

34) 보통 최저음(베이스노트)에 배치된 긴 지속음을 가르킴. <파퓰러음악용어사전&
클래식음악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316&cid=60517&categor
yId=60517, 2021.6.9. 접속
35) 중세 및 르네상스 시대에 서양음악의 기초를 이룬 교회선법이며, 정격선법(교회선법으

로 라(레),마(미),바(파),사(솔)을 각 시작음으로 하는 4개의 선법)중에서 ‘마’음으로 시작되

는 제3선법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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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부(마디 80-137)
마디 80부터 시작되는 발전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Quasi lento로 템포 기호가 명시된 부분, 즉 마디

80-93까지로 볼 수 있으며 제시부에 처음에 제시된 주제 선율(마디 4-5)
의 4음 동기가 피아노에서 2분 음표 네 개로 변형되어 화음과 함께 나타
나 심오한 뉘앙스를 띠고 있다. 이에 파생된 바이올린 선율이 가세해 감

7화음으로 반종지함으로써 페르마타로 후행 악구와 단절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등장하는 마디 84부터의 악구는 이전 악구를 단 3도 위

에서 동형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연장되어 마디 88부터는 제시부 소종
결부(마디 67-70)에 등장했던 선율로 이어진다. 또한 피아노는 제시부에
서와 같이 3연음부 반주로서 잠시 제시부 후반부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때 조성적으로는 왼손 베이스가 A음을 지속하면서 A minor로 안정되

게 종지 되는 모습을 보인다.  

<악보42 마디 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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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분은 Tempo I. Allegro로 마디 94부터 마디 109까지이
다. 첫 번째 부분을 장 3도 위에서 동형 진행하면서 변주한 것으로 보인

다. 처음 시작은 앞선 두 악구와 유사하게 피아노가 4음 동기를 제시하

지만 템포가 달라져 동일한 패시지가 동적 성격을 띠며, 이에 바이올린

은 급격히 상행하는 감7화음 아르페지오로 변한다. 연이어 등장하는 마

디 98부터의 악구 또한 마디 84-93의 진행이 한층 고조되어 나타나 C# 
minor로 종지를 맺는데, 여기서는 피아노 오른손의 옥타브 유니즌

(unison)으로 선율이 나타나고, 바이올린은 2분 음표로 하강하는 선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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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3 마디 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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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부분은 마디 109-122로, 첫 주제가 앞에서 종지 된 C# 
minor로 등장하면서 1주제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지만 이 진행은 세

마디 이후 앞선 발전부에서 두 번째 부분의 바이올린 선율(마디 95-96)
들과 결합되어 나타나며 특히 마디 112에서 바이올린은 발전부의 두 번

째 부분인 감 7화음 상행 아르페지오가 트레몰로를 동반하여 극적 성격

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일곱 마디의 이 악구는 마디 116에서 그대

로 완전 5도 위인 G# minor로 동형 진행하고 있다. 

<악보44 마디 109-122> 



- 42 -

발전부의 마지막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의 음악적 흐름의 연장에

서 나타나며 마디 123-137로 피아노가 2주제 선율을 F# Major에서 한번, 
E♭ Major에서 한번 보여준다. 이에 바이올린은 16분 음표의 리듬으로

반주를 연주하면서 동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마디 130에서 2주제 선율의 끝자락(A♭-G)이 1주제의 동기로 다

리 역할을 하여 그 마디부터는 왼손과 오른손이 모방적으로 제1주제의
단편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음계적으로 순차 상행하는 화음

진행을 통해 마디 138에서 비로소 재현부로 돌아온다. 

<악보45 마디 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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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현부(마디 138-201)
제시부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마디 158,160에서는

베이스에 반음계적 순차 하행 진행을 주어 약간의 변주를 보여주고 있

다. 2주제는 마디 172부터이며 D Major로 나타나 고전주의 소나타와 조

성의 구조적 골격은 동일하게 진행된다. 

<악보46 마디 156-161>

<악보47 마디 17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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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결구(마디 202-229)
원조인 D minor로 돌아오며 종지를 맺지만 어둡고 정적인 분위

기 속에서 바이올린은 순차 상행하는 네 개의 8분 음표(A-B♭-C-D)를
제시하고 이를 미세하게 변형하면서 반복하고 이에 템포를 점진적으로

빨리하고 있다. 마디 206부터는 트레몰로로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며, 긴
장을 고조시킨다. 피아노 또한 마디 202에서는 화음 진행이 당김음으로

나타나고 마디 206부터는 16분 음표로 분할되면서 역동성을 띤다. 

<악보48 마디 19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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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20-222를 통해 정격 종지를 보여주지만 Tonic이 그 이후
로 연장되어 베이스에서 D음이 지속음으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증 6
화음36)인 German.6화음을 통해 I도(피카르디 3도37))로 종지 하며 밝게
마무리 짓고 있다.  

<악보49 마디 220-229>

36) 화성학에서 자주 사용되어오는 변화화음의 일종으로, 딸림음인 솔과 반음계적으로

인접한 두 음(라♭, 파♯)이 이루는 증6도가 특징이다. <나무위키>
37) 단조 또는 단3으뜸화음을 가지는 교회선법(도리아, 프리기아, 에올리아)에서, 마침화
음에 장3화음이 사용된 경우, 이 장3도 음을 특별히 피카르디 3도라고 한다. <파퓰러음
악용어사전&클래식용어사전>



- 47 -

3.3. 3악장
<표4> 3악장 구성

구성 유형 마디 조성

A 1부분 001-031 g-e doria-c# doria-d
2부분 032-044 d-c#
3부분 045-052 c#-d-d#

B 1부분 053-070 f#
2부분 071-080 f#-c#
3부분 081-092 f#-c#

C 1부분 093-100 F#
2부분 101-110 b-f#

종결부 111-117 f#

일반적으로 4악장제의 소나타에서는 미뉴에트나 스케르초로 이

루어져 있지만, 이 소나타의 3악장은 Recitativo-Fantasia라고 표기된 

것과 같이 환상곡과 같은 형태를 띤, 자유롭고 느린 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부 형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A-B-A'와 같이 주제가 재

현되는 양상이 아닌 서로 다른 주제가 나오는 A-B-C 특징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순환 동기들과 몇 가지 주제적 요소에 의해 통일성을 갖춘

다. 

조성적 측면에서도 네 개의 악장 중 가장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

는데, 우선 첫 시작의 조(G minor)와 끝나는 조(F# minor)가 전혀 연관

이 없어 조성적 통일성이 없으며 중간 부분에 전조가 잦고 조성 확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아 대개 조적 암시만 있는 부동 조성

(fluctuating tonality)38)적 특징을 띤다. 

오페라에서 사용하는 레치타티보 기법과 같이 마치 대사를 말하

는 것과 같은 자유로운 리듬으로 진행되며, 부제에 맞게 표현적으로 나

타내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espresso, dramatic, ritardando, ralle

38) 독일어‘schwebende Tonalität’에서 유래된 용어로 Arnold Schönberg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작곡가 1874-1951)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A.Schönberg <Harmonielehre 
3rd edition>, Universal Edition,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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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ando 등을 많이 사용) 이 안에서 잦은 템포 변화와 전조 등이 나타난

다. 

1) A부분(마디 1-52)
A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마디 1-32

으로, 왼손은 D음을 지속하고 위에서는 반음계적 진행으로 시작하여 마

디 4에서 반종지하면서 G minor의 Ⅴ도를 암시하며, 마디 5부터의 바이

올린은 VI6 화음으로 조성 확립은 하지만 i 화음의 노골적인 사용을 피

하며 긴장감을 유지한다. 이는 마디 10의 종지까지 바이올린의 자유로운

레치타티보(Recitativo)39) 선율로 이어진다. 

<악보50 마디 1-13>

39) 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형식의 창법,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
ver?docId=1087924&cid=40942&categoryId=33018, 2021.6.1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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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11-13에서는 순환 동기 A의 변형이 나타나며, 마디 13은
순환 동기의 화음 진행이 1악장 처음과 조만 다를 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e 도리아, c# 도리아 선법(dorian mode)으로 조성

확립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아 조성적 성격을 더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

다. 마디 14-16은 마디 11-13이 단 3도 아래에서 동형 진행하고 있다.

<악보51 마디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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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7-21은 Molto lento로 일종의 짧은 연결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C# minor에서 감7 화음을 통해 D minor로 거리가 먼 전조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짧지만 최종 종지에서 종결구와 같은 역할을 수

행하면서 이 악장의 음악적 통일성에 기여한다. 

<악보52 마디 17-21>

마디 22-31은 처음 마디 1-10에서와 같은 진행이 약간의 변형을
동반하며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조적으로 완전 5도 위에서 나타나 D 
minor로 종지 하고 있다.

<악보53 마디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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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2-44는 두 번째 부분으로, 피아노는 4분 단위로 정적인 모
습을 보이지만 그 위에 바이올린은 3 연음부와 16분 음표 분할의 계속적
인 분할을 보여주며, D minor에서 시작하여 마디 44의 C# minor로 종지
하기까지 극도로 불안정한 조성적 변화를 보이며, 어떠한 조성 확립도
나타나지 않고 부동 조성적 특징을 보인다.

<악보54 마디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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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마디 45-52를 세 번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3악장
의 A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을 변형하며 압축 재현한 것이다. 이 부분은

더욱 조성적으로 불안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악보55 마디 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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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부분(마디 53-92)
B부분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마디 53-70이 첫 번

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피아노의 6 연음부 반주와 바이올린의 2분 음

표 중심의 선율로 고요하게 시작한다. B minor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

나 베이스의 진행은 c#-f#-b-f#로 진행하면서 F# minor의 주요음을 강

조하고 있어 큰 맥락에서는 F# minor로 이해할 수 있다. 마디 53은 순환 

동기 B의 변형이지만 곧이어 마디 59에서 순환 동기 C가 제시된다.

<마디56 마디 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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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1-80은 B의 두 번째 부분이며 새로운 선율이 등장한다. 이
부분은 또한 순환 동기 D로 4악장의 발전부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디 81-92는 B의 세 번째 부분으로 B의 첫 번째 부분인 마디

59-70과 같은 요소를 보인다. F# minor와 그의 딸림 조인 C# minor가
교대되며 나타나고 있다.  

<악보57 마디 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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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8 마디 80-89>



- 56 -

3) C부분(마디 93-110)
C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마디 93-100이며, 

이 부분은 F# Major로 밝아지며 순환 동기 A가 나타난다. 두 번째 부분
은 마디 101-110이며 마디 71-80을 재현한다. 이 부분은 점차 극적으로
고조되며 악상도 극적으로 커진다. 마디 111부터 종결부이며 A부분의 마
디 17의 Lento가 회상되고 있다. 시작 조와 다르게 F# minor로 끝맺으

며 2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증 6화음(German.6)을 이용하여 종지 되고

있다.

<악보59 마디 93-95>

<악보60 마디 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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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1 마디 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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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악장
<표5> 4악장 구성

구성 유형 마디 조성

제시부   A 001-036 A
  B 037-051 A-E
  A′ 051-064 C#-f#
  B′ 065-078 f#
  A′′ 079-098 E

발전부   C 099-116 E-b
  A′′′ 117-142 b♭-B♭-e♭-E♭-c♭
  D 143-169 d#-b♭-f-c
  B′′ 169-184 C

재현부   A 185-221 A
종결부   222-242 A

4악장은 자유로운 Rondo-Sonata 형식이다. 이 악장은 가장 밝고
활기를 띤 악장으로 카논(canon)을 중심으로 한 대위적 진행이 주를 이

루지만 화성적으로는 비교적 온음계적이며 간결하게 나타난다. 
처음에 제시되는 주제는 대위법적 전개의 주제(subject)가 됨과

동시에 론도의 주제이자 소나타 형식의 주제(motive)가 되면서 다각도로
활용된다. 반복되는 주제는 조성을 항상 원조를 유지하지만 이 곡에서는

반복되는 주제가 관계 조로 전조 되는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40)

40) Donald Jay Grout, 민은기 외5명 <그라우트의서양음악사>, 이앤비플러스, 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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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부(마디 1-98)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과는 다르게 론도 형식의 성격도 있기 때

문에 A-B-A′-B′-A′′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A는 37마디 동안 피아노의 오른손과 바이올린이 한 마디 간격의

카논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피아노는 화성적 배경 또한 제시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B minor나 F# minor가 차용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며

전체적으로는 모두 A Major의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악보62 마디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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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마디 37-51까지이며 피아노에서 순환 동기 C가 마디 38-39
와 마디 42-43에서 나타나고 바이올린의 보조 선율(obbligato)41)이 대위
법적 텍스처를 형성한다. 이는 전조적으로 진행하여 C# Major에 이른다. 

<악보63 마디 36-55>

 

41) 악곡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파트(성부)로 생략할 수 없는 것, 또는 멜로디 라인을 돋

보이게 하기 위해 멜로디와 동시에 연주하는 멜로딕한 파트를 가리킨다.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8212&cid=40942&categoryId=33004,

2021.6.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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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51-64는 두 번째 주제인 A′부분이며 A에서의 카논과 달리
바이올린이 먼저 시작하고 피아노가 뒤이어 나타난다. C# Major에서 주

제가 등장한다. 이는 론도 형식이 전통적으로 주제의 조적 통일성을 보

여준 것과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이 부분은 앞선 A보다 길이가 축소되어

있다. 

<악보64 마디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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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은 마디 65-78이며 마찬가지로 앞의 B부분 선율에서 장 3
도 위에서 나타난다. 또한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역할이 바뀌어 바이올린

이 순환 동기 C를, 피아노가 보조 선율을 연주한다.

<악보65 마디 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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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부의 마지막 부분인 마디 79-98의 A′′′부분은 A가 E Major로
전조가 되어 나타나며 A보다 3도 상행하는 조성적 골격을 보여주고 있

다. 앞선 주제들과 다르게 마디 87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진행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악보66 마디 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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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부(마디 99-184)
발전부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C-A′′′-D-B′′ 형태로 이루

어져 있으며 주제적 요소가 다르게 나타난다.
마디 99-116는 발전부의 첫 부분으로 E Major로 시작하며, 순환

동기 A가 변현 된다. E를 베이스에 지속음으로 두고 있지만, B minor를
거쳐 반음계적 진행으로 보이며 마디 115에서 B♭ minor의 Ⅴ화음으로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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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7 마디 9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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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17-142는 4악장 처음의 제시된 주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A′′′부분이며, 마디 117-132는 첫 주제인 마디 1-2의 6음 동기를 활
용하고 있고, 마디 133-142는 첫 주제의 마디 3-4의 9음 동기를 활용하
고 있다. 마디 117에서는 호모포니를 기본으로 하지만 카논과는 다른 모

방적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디 117의 끝에서 바이올린을 모방하는

피아노의 왼손은 주제를 역행(retrograde)42)한 음형인 것이 특징적이다. 
여덟 마디 단위로 동형 진행하여 B♭minor-B♭Major-E♭minor-E♭Major
로 전조 되는 모습을 보인다. 마디 133-142는 9음 동기를 단편화하면서
피아노의 양손이 서로 모방하는 양상을 볼 수 있으며, 네 마디 단위로

동형 진행하면서 A♭minor-C♭Major-E♭minor(d#)로 3도씩 상행 전조
되고 있다.

<악보68 마디 113-142>

42) 선율을 거꾸로 재현하는 것. 즉 선율의 마지막 음부터 모방을 시작하는 것.<파퓰러음
악용어사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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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43-169는 D부분이며 바이올린 선율이 3악장의 순환 동기
D가 변형하며, 3악장에서와 유사한 텍스처(주선율과 6 연음부 반주)로
나타난다. 이는 반음계적으로 진행하여 B♭ minor에 이르고 마디

151-169는 마디 133-150을 장 2도 상행 동형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69 마디 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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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의 마지막 부분인 B′′는 마디 170-184로 바이올린이 B부
분, 즉 순환 동기 C를 변형하며 나타난다. 피아노는 순차로 하행하는 베

이스 라인으로 앞서 B와는 다른 배경을 형성하며, A Major로 회귀하기

전에 그 같은 으뜸 음조(동주 음조, Parallel-key)인 A minor를 거치고 있
다. 고전주의 소나타 형식에서 나타나는 원조의 Ⅴ도의 강조가 전혀 나

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증 6화음(German.6)으로 유도되게끔 하여 Ⅴ도를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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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0 마디 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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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현부(마디 185-221)
비교적 큰 변화 없이 A는 재현되고 있지만 B가 생략되어 있는

축소된 형태로 나타난다. 제시부에서 C# Major-E Major의 조적 변화를
보여준 것과 다르게 원조인 A장조가 일관되게 나타난다.      

4) 종결부(마디 221-242)
제시부와 조만 다를 뿐 유사한 종결구를 보여주지만 마디 233부

터 반복을 통해 종지적 진행을 강조한다. 마디 236부터 바이올린에서 A 
지속음이 트릴로 나타남과 동시에 피아노에서는 4악장 주제의 단편을 활
용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로써 웅대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악보71 마디 2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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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의 연주 방향 고찰

1) 템포 및 루바토

템포 설정과 루바토의 사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악보에 명시되

어있는 템포 기호를 따르지만, 연주자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

타난다. 다양하고 많은 음반이 존재하지만 필자는 그중에서 양식적 다양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현존하는 음반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템포 및 루바토를 비교하며 연주 방향을 고찰하고 있다. 우선 객관적으

로 템포를 살펴보기 위해 음원의 러닝타임과 대략적 템포를 숫자(circa. 
숫자)로 분석해보았다. 

프랑크가 활동하던 시대와 가장 가까운 고전에서 프랑스 근대음

악에 정평이 나있는 프랑스 연주자 자크 티보(Jacques Thibaud, 1880-19
53), International판을 편찬한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지노 프란체스카티
(Zino Francescatti, 1902-1991), 우크라니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지
휘자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David Oistrakh, 1908-1974), Henle판을 집필
한 미국계 영국 바이올리니스트 예후디 메뉴인(Yehudi Menuhin,1916-199
9)43), 20세기 후반에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로 정평이 나있는 이스
라엘계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이츠하크 펄만(Itzhak perlman,1945-)의 연
주로 템포 및 루바토를 비교해보았다.

  

43) Henle판은 Urtext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바이올린 파트보에 있어서는 메뉴인판을

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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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1악장>

마디
Jacques 
Thibaud

Yehudi 
Menuhin

Zino 
Francescatti

David 
Oistrakh Itzhak Perlman

도입부 001-004
00:10-00:22 

(0:12)
 00:14-00:24 

(0:10)
00:01-00:13 

(0:12)
00:01-00:16 

(0:15)
00:02-00:13 

(0:11)

제시부 1주제 005-031
00:23-01:45 

(1:22)
00:25-01:39 

(1:14)
00:14-01;41 

(1:27)
00:17-01:33 

(1:16)
00:14-01:30 

(1:16)

2주제 032-047
01:46-02:32 

(0:46)
01:40-02:24 

(0:44)
01:42-02:22 

(0:40)
01:34-02:20 

(0:46)
01:31-02:11 

(0:40)

코데타 048-062
02:33-03:26 

(0:53)
02:25-03:15 

(0:50)
02:23-03:13 

(0:50)
02:21-03:12 

(0:51)
02:12-02:58 

(0:46)

재현부 1주제 063-089
03:27-04:43 

(0:56)
03:16-04:30 

(1:14)
03:14-04:37 

(1:23)
03:13-04:26 

(1:13)
02:59-04:11 

(1:12)

2주제 089-107
04:44-05:48 

(1:04)
04:31-05:33 

(1:02)
04:38-05:36 

(0:58)
04:27-05:30 

(1:03)
04:12-05:11 

(0:59)

종결부 108-117
05:49-06:33 

(0:44)
05:34-06:15 

(0:41)
05:37-06:15 

(0:38)
05:31-06:16 

(0:45)
05:12-05:53 

(0:41)

<표7>
Jacques Thibaud Yehudi Menuhin Zino Francescatti David Oistrakh Itzhak Perlman

제시부 1주제 ♩.=ca.58 ♩.=ca.63 ♩.=ca.58 ♩.=ca.60 ♩.=ca.60

2주제 ♩.=ca.68 ♩.=ca.65 ♩.=ca.68 ♩.=ca.67 ♩.=ca.65

재현부 1주제 ♩.=ca.64 ♩.=ca.65 ♩.=ca.59 ♩.=ca.60 ♩.=ca.65

2주제 ♩.=ca.67 ♩.=ca.67 ♩.=ca.68 ♩.=ca.65 ♩.=ca.69

위 표에 의하면 작곡가가 명시한 템포의 변화가 전혀 없지만 모

든 연주들 있어 1주제와 2주제가 템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주

제가 띠는 음악적 성격의 대비를 극명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주제가 마무리된 후 티보, 프란체스카티와 오이스트라흐는 경과구에서

1주제로 템포가 돌아오기 위해 점점 느려져 다시 1주제의 템포로 돌아가
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메뉴인과 펄만은 경과구는 2주제의 템포로 유지하여 연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현부에서 다시 느려지지 않고 제시부와 재현부에

서의 템포를 달리하고 있다. 이로써 같은 부분을 다르게 연주하려는 해

석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 다섯 연주에 있어 연주자마다 구조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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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템포 설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의 악장 안에서 명시된 템포 변화

없이도 유연한 템포 설정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띠고 있다. 
 

<표8>
<2악장>

마디 Jacques 
Thibaud

Yehudi Menuhin Zino 
Francescatti

David Oistrakh Itzhak Perlman

도입부 001-003
00:10-00:14 

(0:04)
00:02-00:05 

(0:03)
06:20-06:24 

(0:04)
06:19-06:23 

(0:04)
00:01-00:06 

(0:05)

제시부 1주제 004-043
00:15-01:21 

(1:06)
00:06-01:11 

(1:05)
06:25-07:29 

(1:04)
06:24-07:27 

(1:03)
00:07-01:13 

(1:06)

경과구 044-047
01:22-01:29 

(0:07)
01:12-01:16 

(0:04)
07:30-07:39 

(0:09)
07:28-07:35 

(0:07)
01:14-01:24 

(0:10)

2주제 048-079
01:29-02:41 

(1:12)
01:17-02:26 

(1:09)
07:40-08:56 

(1:16)
07:36-09:09 

(1:33)
01:25-02:41 

(1:16)

발전부 080-137
02:42-04:44 

(2:02)
02:27-04:25 

(1:58)
08:57-11:01 

(2:04)
09:10-11:28 

(2:18)
02:42-04:43 

(1:41)

재현부 1주제 138-167
04:45-05:37 

(1:15)
04:26-05:14 

(0:48)
11:02-11:51 

(0:49)
11:29-12:18 

(0:49)
04:44-05:34 

(1:10)

경과구 168-171
05:38-05:45 

(0:07)
05:15-05:22 

(0:07)
11:52-12:00 

(0:08)
12:19-12:27 

(0:08)
05:35-05:43 

(0:08)

2주제 172-201
05:46-06:53 

(1:07)
05:23-06:33 

(1;10)
12:01-13:13 

(1:12)
12:28-13:58 

(1:30)
05:44-07:00 

(1:16)

종결부 202-229
06:54-07:36 

(0:42)
06:34-07:18 

(0:44)
13:14-14:00 

(0:46)
13:59-14:48 

(0:49)
07:01-07:52 

(0:51)

<표9>
Jacques Thibaud Yehudi Menuhin Zino Francescatti David Oistrakh Itzhak Perlman

제시부 1주제 ♩=ca.145 ♩=ca.140 ♩=ca.135 ♩=ca.128 ♩=ca.145

2주제 ♩=ca.131 ♩=ca.120 ♩=ca.120 ♩=ca.122 ♩=ca.130

소종결구 ♩=ca.114 ♩=ca.110 ♩=ca.110 ♩=ca.69 ♩=ca.100

발전부 1 ♩=ca.90 ♩=ca.92 ♩=ca.87 ♩=ca.73 ♩=ca.80

2 ♩=ca.116 ♩=ca.128 ♩=ca.124 ♩=ca.116 ♩=ca.130

3 ♩=ca.118 ♩=ca.130 ♩=ca.124 ♩=ca.105 ♩=ca.135

4 ♩=ca.138 ♩=ca.138 ♩=ca.135 ♩=ca.128 ♩=ca.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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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장에서는 유독 오이스트라흐가 전반에 걸쳐 느리게 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네 연주자는 비슷한 템포 설정을 보인다. 티보와 펄만이
다소 빠르게 연주하고 있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2악장도 1악장
과 마찬가지로 두 주제 간의 템포 차이를 보여주는 연주가 많은데, 이는
분할되는 리듬으로 제시되는 1주제의 흐름이 2주제로 전환될 때 템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1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악장 안에서 다양한 음악적 성격을 드러내주는 해석이라 볼 수

있다.  
발전부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발전부에서 첫 번째 부분

인 마디 80부터의 ‘Quasi lento’에서 두 번째 부분인 마디 94의 ‘Tempo 
I. Allegro’로 돌아가기까지 페르마타로 분절되는 짧은 악구들이 연속적으
로 나타남으로써 유동적인 템포 변화를 보인다. 한 곡 안에서 극단적인

템포 대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1주제와 2주제의 템포를 달리 연주한 것과
는 다르게 작곡가가 템포 변화에 대하여 정확히 기보하고 있어 연주자들

은 이에 준하여 일관적으로 연주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매우 판타지적

요소가 짙은 부분이지만 오히려 연주자 임의의 템포 변화는 비교적 나타

나지 않는다. 발전부의 세 번째 부분은 1주제가 부분적으로 그대로 나타

나므로 1주제와 비슷하게 연주하는 양상이다. 발전부는 작곡가가 표기한

템포변화에 의해 점진적으로 템포가 빨라지는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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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2 마디 79-103>

<악보73 마디 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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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구(코다)에서의 첫 네 마디는 악보에 ‘animato poco a poco’
가 적혀 있고 바이올린이 트레몰로를 시작하는 마디부터 ‘quasi presto’
가 명시되어 있다. ‘animato’는 ‘활기 있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티보

와 프란체스카티와 오이스트라흐는 이를 점차 활기 있게 연주하기 위해

서 점차 속도를 내는 방향의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메뉴인과 펄만

은 8분 음표의 첫 네 마디는 두 마디 단위로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

하여 트레몰로부터 본격적으로 빨라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 보았을
때 ‘animato poco a poco'에 대한 해석적 차이를 세부적으로 루바토를

달리하면서 보여주고 있다. 

<악보74 마디 19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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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3악장> 

마디
Jacques 
Thibaud

Yehudi 
Menuhin Zino Francescatti David Oistrakh Itzhak Perlman

A 1부분 001-031
00:10-02:37 

(2:27)
00:11-02:42 

(2:31)
14:05-16:37 

(2:32)
14:50-17:34 

(2:44)
00:01-02:34

(2:33)

2부분 032-044
02:38-03:23 

(0:45)
02:43-03:25 

(0:42)
16:38-17:20 

(0:42)
17:35-18:21 

(0:46)
02:35-03:21 

(0:46)

3부분 045-052
03:24-03:50 

(0:26)
03:26-03:49 

(0:23)
17:21-17:45 

(0:24)
18:21-18:46 

(0:25)
03:21-03:43 

(0:22)

B 1부분 053-070
03:51-04:41 

(0:50)
03:50-04:41 

(0:51)
17:46-18:35 

(0:49)
18:47-19:41 

(0:54)
03:44-04:33 

(0:49)

2부분 071-080
04:42-05:08 

(0:26)
04:42-05:08 

(0:26)
18:36-18:59 

(0:23)
19:42-20:09 

(0:27)
04:34-05:01 

(0:27)

3부분 081-092
05:09-05:40 

(0:30)
05:09-05:41 

(0:32)
19:00-19:29 

(0:29)
20:10-20:42 

(0:32)
05:02-05:34 

(0:32)

C 1부분 093-100
05:41-06:01 

(0:20)
05:42-06:01 

(0:19)
19:30-19:48 

(0:18)
20:43-21:02 

(0:19)
05:35-05:56 

(0:21)

2부분 101-110
06:02-06:30 

(0:28)
06:02-06:30 

(0:28)
19:49-20:13

(0:24)
21:03-21:32 

(0:29)
05:57-06:27 

(0:30)

종결부 111-117
06:31-07:08 

(0:37)
06:31-07:09 

(0:38)
20:14-20:53 

(0:39)
21:33-22:12 

(0:39)
06:28-07:12 

(0:44)

 <표11>
Jacques Thibaud Yehudi Menuhin Zino Francescatti David Oistrakh Itzhak Perlman

A  = ca.30  = ca.31   = ca.31   = ca.27   = ca.38  
B  = ca.39  = ca.36  = ca.42  = ca.36  = ca.44
C  = ca.45  = ca.40  = ca.48  = ca.46  = ca.44

종결부  = ca.29  = ca.30  = ca.30  = ca.28  = ca.30

3악장은 ‘Recitativo-Fantasia’로 레치타티보 선율이 많아 카덴차
부분은 어떤 악장보다도 악구마다 템포가 많이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느

린 악장이기 때문에 연주자마다 상이하다. 하지만 오히려 전체적 템포

설정에 있어서는 연주자들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3악장은 1, 2악장에서와 달리 같은 ‘Moderato' 표기 하에 A 부분
보다 B 부분이 조금은 빠르게 연주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적

으로 A가 느린 악장의 메인 주제이고, B 부분은 피아노 반주가 3연음부
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A보다 더 동적인 성격을 띠는 데 기인한다 할



- 79 -

수 있다. C 부분은 B 부분보다 더욱 빠른 템포로 연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아노 리듬이 같은 3 연음부이지만 순환 주제 A가 등장하면서 이
를 지나치게 느리게 연주하지 않기 위해 B 부분보다 더 빠르게 연주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부분마다 명시되어 있는 포코 스트레토(poco stretto 점

점 좁게)44), 포코 랄렌탄도(poco rallentando 점점 느리게)45), 아니마토(an
imato 활기 있게)46) 등의 템포 표현은 연주자들이 모두 준수하여 연주하
고 있지만 템포가 느리고 음악의 성격상 규칙적인 템포보다는 카덴차 성

향이 강하게 드러나 정확한 템포 측정이 불가하다. 3악장은 음악의 성격

상 템포와 음악적 표현의 양상이 연주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론적으로 논하는 것이 다른 악장들보다 훨씬 막연하며 연주자가 재

량껏 합리적 해석을 갖추어 연주하기를 권한다.
<악보75 마디 1-9>

44) 파퓰러음악용어사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
520676&cid=60517&categoryId=60517, 2021.6.10. 접속
45)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83440&cid=40942&categoryId=3
3004, 2021.6.10. 접속
46) 파퓰러음악용어사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

20810&cid=50334&categoryId=50334, 2021.6.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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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6 마디 53-58>

<악보77 마디 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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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4악장>

마디
Jacques 
Thibaud Yehudi Menuhin Zino Francescatti David Oistrakh Itzhak Perlman

제시부   A 001-036
00:09-01:05 

(0:56)
00:01-00:55 

(0:54)
21:00-21:48 

(0:48)
22:14-23:11 

(0:57)
00:01-00:56 

(0:55) 

  B 037-051
01:06-01:24 

(0:18)
00:56-01:17 

(0:21)
21:49-22:06 

(0:17)
23:12-23:31 

(0:18)
00:57-01:15 

(0:18)

  A’ 051-064
01:25-01:45 

(0:20)
01:18-01:37 

(0:19)
22:07-22:24 

(0:17)
23:32-23:52 

(0:20)
01:16-01:35 

(0:19)

  B’ 065-078
01:46-02:04 

(0:18)
01:38-01:58 

(0:20)
22:25-22:42 

(0:17)
23:53-24:12 

(0:19)
01:36-01:54 

(0:18)

  A’‘ 079-098
02:05-02:33 

(0:28)
01:59-02:26 

(0:27)
22:43-23:07 

(0:24)
24:13-24:41 

(0:28)
01:55-02:21 

(0:26)

발전부   C 099-116
02:34-02:57 

(0:23)
02:27-02:53 

(0:26)
23:08-23:29 

(0:21)
24:42-25:05 

(0:23)
02:22-02:43 

(0:21)

  A’‘’ 117-142
02:58-03:31 

(0:33)
02:54-03:29 

(0:35)
23:30-24:03 

(0:33)
25:06-25:42 

(0:36)
02:44-03:17 

(0:33)

  D 143-169
03:32:04:10 

(0:38)
03:30-04:14 

(0:44)
24:04-24:45 

(0:41)
25:43-26:31 

(0:48)
03:18-03:58 

(0:40)

  B’‘ 169-184
04:11-04:31 

(0:20)
04:15-04:37 

(0:22)
24:46-25:04 

(0:18)
26:32-26:55 

(0:23)
03:59-04:20 

(0:21)

재현부   A 185-221
04:32-05:26 

(0:54)
04:38-05:35 

(0:57)
25:05-25:55 

(0:50)
26:56-27:51 

(0:55)
04:21-05:18 

(0:57)

종결부   222-242
05:27-05:33 

(0:26)
05:36-06:03 

(0:27)
25:56-26:20 

(0:24)
27:52-28:20 

(0:28)
05:19-05:43 

(0:24)

<표13>
Jacques Thibaud Yehudi Menuhin Zino Francescatti David Oistrakh Itzhak Perlman

제시부  = ca.80  = ca.84   = ca.90   = ca.79   = ca.73  
발전부 C  = ca.87  = ca.94  = ca.97  = ca.95  = ca.92

D  = ca.69  = ca.71  = ca.80  = ca.79  = ca.64
재현부  = ca.80  = ca.84  = ca.87  = ca.77  = ca.73
종결부  = ca.97  = ca.101  = ca.97  = ca.86  = ca.90

4악장은 프란체스카티가 다소 빠르게, 펄만이 다소 느리게 연주

하고 있으며, 다른 연주자들은 ca.80을 부근으로 템포를 설정하고 있다. 
발전부에서는 다양한 템포에서 연주가 되는데 A 부분은 4분 음표 단위

로 분할되는 리듬을 기반으로 나타났다면 발전부 C에서는 같은 주제가
8분 음표로 분할되어 더 진행 감을 보이며 이를 제시부보다 빠른 템포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발전부의 A′ 부분에서 앞선 A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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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전조가 되어 나온 후 뒷부분인 마디 132-14247) 에 피아노의 멜로디
가 연주되는데 이 부분에서 다섯 연주자 모두 빠르게 연주하고 있다. 그
후 D 부분인 마디 143-16948)에 다시 2분 음표가 등장해 이 부분에서 연
주자들이 좀 느리게 연주한다. 재현부에서는 다시 제시부의 템포로 돌아

온 후 포코 리타르단도를 거쳐 느려지며 종결이 되지만 피아노 선율이

제시부와 마찬가지로 먼저 종결부를 시작하며 다시 포코 아니마토의 표

현한다. 

종결부에서 마디 233-235에서 세 마디를 같은 패시지로 반복을

하면서 더 긴장감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 오이스트라흐와 프란체스카

티는 일관되게 점점 빨라지며 긴장감을 조성한다. 반면 펄만은 다음 트

릴부터 빨라지면서 그전까지는 느려지고 있다. 이는 큰 프레이징은 빨라

지게 하지만 그 속도감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오히려 위 세 마디를

점점 느려지게 연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티보와 메뉴인은 세 마디의

템포를 일정하게 보여 준 후 트릴부터 빨라지고 점점 긴장감을 고조 시

키게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종결부에서 전체적으로 빨라지

면서 마지막 정점을 향하는 해석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연주자마다

속도감을 내는 시점을 달리하는 양상이다.

<악보78 마디 232-236>

47) <악보66> 참고
48) <악보6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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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티큘레이션과 보잉

 판본들을 비교하여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 그리고 이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활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있어 필자는 원전

악보(Urtext)와 메뉴인이 집필한 Henle판, 프란체스카티가 집필한

International판, 그 외에 Schott, Peters, G. Schirmer판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전체적으로 원전 악보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이며 때로

는 작곡가의 의도와 상충되는 점들도 발견되고 있다. 필자는 원전 악보

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판본들과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활 사용을 제시

하며 여러 가지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Henle판에서는 다른 판에

비해 유난히 긴 슬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International판과 Peters판은 활 분할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원전 악보와는 다른 다양한 해석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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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악장

먼저 첫 부분을 살펴보면 원전 악보에서는 활 시작의 지시는 보

이지 않으며, Henle, International, schott판은 올림 활로 시작을 지시하

면서 이어져오던 피아노 반주의 흐름에 조심스럽게 유입되게 하려는 해

석이다. peters판은 내림 활로 시작하게 지시하면서 바이올린의 등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길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몰토 돌체(매우 부드럽게)
로 지시된 만큼 역동적인 악구가 아니기에 내림 활로 시작하면 악구의

첫 음으로써의 악센트(accent)는 주의해야 한다. 또 연이어 등장하는 마

디 6은 원전 악보에서 앞 두 음은(F#, B) 한 활로 연주하되, 세 번째 음, 
즉 악구의 마지막 음 D음은 분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는 마지막 음

을 여유 있는 음가로 처리하면서 너무 희미하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해석으로 보이며 마지막 D음이 강조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Henle판도
이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이 마디 전체를 이음줄로 연결하

였는데, 마지막 음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것 또한 이 주

제부의 몽환적 분위기에 어울리는 해석이 될 거라 생각되어 이를 함께

제시한다.

<악보79 마디 1-8>
<Urtext>

<He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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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

<필자>

원전 악보에서 마디 17,18에서 긴 이음줄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판본들에서는 활의 분할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새로운

해석이라기보다는 마디 17에 제시한 포코 크레셴도(점점 크게)를
표현하기 위해 활을 분할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 활 바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원전 악보와 Henle판은 마디 16의 마지막 B음과

마디 19의 G#과 A에 아무런 명시가 없으나, International판은
스타카토로, Peters, G.Schirmer판은 테누토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피아노와의 앙상블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마디 19의 G#과 A의
테누토는 피아노와 동일한 음을 연주하기에 테누토를 통해 음가를

분리하여 피아노와 같은 호흡 그리고 앙상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또한 마디 20의 A#음이 전타음으로 화성적 강세를

주었다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기에 이러한 맥락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마디 16에서 마지막 B음이 앞선 B음들과는 달리 새로운
프레이징으로 들어가기 위한 못갖춘마디 기능을 한다고 보이며, 
스타카토는 산뜻한 느낌으로, 테누토는 보다 무거운 느낌으로 전후

악구를 분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타카토와 테누토 부분을

지나치게 도드라지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를

극적으로 해석하다 피아노와 앙상블에서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 86 -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나친 강세는 이 악구에 대한

작곡가의 의도를 저해할 수 있다. 

<악보80 마디 16-20>
<Urtext>

<Henl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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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

원전 악보에선 마디 25,27이 한마디를 하나의 이음줄로 제시하여
전체적인 프레이징의 통일감을 주는 반면 Henle판은 마디 27을 한 활

혹은 활 분할로 제시하고 있다. 마디 25는 피아니시모(매우 여리게)고
마디 27은 다음 마디에 몰토 크레셴도(매우 점점 세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활 분할을 통해 점진적으로 고조를 준비하기 위해 이러한 활을

제시한다. 또한 마디 28-29에 원전 악보에서는 각 활 사용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Henle판은 이음줄을 제시하고 있다. 원전 악보에서는 각 활

사용으로 인해 몰토 크레셴도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제시이며, Henl
e판은 앞부분에서의 이음줄을 통일감 있게 연주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악보81 마디 23-46>
<Ur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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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le>

2악장
 

2악장은 1악장과 상반되게 이음줄을 작은 단위로 사용하여 보다

단단하고 풍부한 소리를 내도록 권하고 있다.

<악보82 마디 1-16>

마디 29-30에서 원전 악보는 한마디를 이음줄로 제시하며 활의

시작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반면 Henle판은 마디 31이 두음씩 나눠져서

제시하고 있다. 마디 33의 몰토 크레셴도로 명시되어있는 첫 음을 내림

활로 시작하기 위해 임의로 나눈 것으로 보이며 시작은 올림 활로 제시

한다. 이는 1악장의 첫 부분 도입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어져 오던 피

아노 파트의 흐름에 바이올린이 피아니시모로 튀지 않고 조용히 유입되

게 하려 함으로 보인다. 또한 International판에서는 첫 C#에 내림 활을

사용하여 오히려 바이올린 등장을 선명하게 소리를 내기 위해 내림 활로

시작하지만, C#이 첫 음이지만 너무 음악적 문맥상 무겁게 연주하는 것

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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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3 마디 21-34>
<Urtext>

<Henle>

<International>

마디 46은 원전 악보에서 모든 음이 각 활로 처리되어 있어 sem
pre forte e passionato(언제나 크고 열정적으로)의 맥락에서 포코

리타르단도(조금씩 점차 느리게)를 한 음씩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Henle판에서는 처음 두 음과 마지막 두

음을 이음줄로 제시하지만 문맥상 큰 차이가 나지는 않기에 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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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맡기는 부분이다. 마디 47에서는 International판과 Peters
판에서는 원본에 없는 테누토를 명시하고 있지만 포코 리타르단도의

부분이므로 테누토를 명시하지 않아도 길고 느리게 연주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그다음 마디에서 등장하는 제2주제의 부드러운 선율이 마디
47과 대비를 이루어 더욱 부각되게 하려는 장치로 해석된다. 

마디 48부터 2주제가 시작된다. 원전 악보에서는 마디 48을 제외
하고는 각 활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활 사용으로 좀 더 자유롭게 표현

할수 있는 동시에 마디 55부터는 돌체(부드럽게)가 명시되어 있어 분위

기를 다르게 하기 위해 각 활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Henle판
은 마디 49를 제외하고는 이음줄을 제시하고 있으나, 표현의 차이보다는

연주자의 선택으로 보인다. 

<악보84 마디 44-58>
<Urtext>



- 91 -

<Henle>

이 부분은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나는 발전부 중 한 부분이다. 원
전 악보에서는 각 활에 대한 내림, 올림 표시가 생략되어 있으며, 마디
96의 고음인 B음과 다음 A음을 각 활로 제시하고 있다. 고음인 B음을
포르테시모를 표현하고 다음음인 A음도 작아지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반면 Henle판에서는 마디 97을 이음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
할 경우 두 번째 음인 A음이 작아지지 않게 주의하며 연주해야한다. 또
한 Henle판에서 마디 95-97과 마디 99-101이 서로 다른 활로 시작하도
록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세 마디 안에 몰토 크레셴도로 명

시하고 있고 메조 포르테에서 포르테시모로 이르러야 하는 부분이므로

뒤로 갈수록 강하게 표현해야 하고, 두 부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점층적

으로 고조되는 느낌을 표현하려면 처음 패시지보다 두 번째 패시지가 더

욱 강해야 한다. 이러한 크레셴도 과정에 준수하여 연주한다면 첫 음의

활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림 활로 시작할

경우에는 가장 고음인 B가 내림 활로 시작되기 때문에 포르테시모의 소

리를 내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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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5 마디 94-103>
<Urtext>

<Henle>

아래 마디 106-109에서 원전 악보와 Henle판에서 모든 8분 음표
를 각 활로 처리하도록 하여 각 활로 자유롭게 몰토 린포르찬도(음을 강

조)와 크레셴도를 극적으로 표현하기를 제시한다. 이 활의 경우 활 바꾸

는 소리를 주의하며 연주해야 한다. 반면에 International판은 이음줄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몰토 린포르찬도나 다음 마디의 포르테시

모를 표현하기에는 각 활보다는 극적이지 않게 보이나 앞서 이어져 오던

악구의 연장으로 이 패시지를 한 활로 부드럽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점차 커져가는 음악적 흐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선 원전 악보나

Henle판의 제안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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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6 마디 104-109>
<Urtext>

<Henle>

<International>

마디 191은 International판을 제외하고는 따로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International판의 지시대로 올림 활이 부드러운 음색의 표

현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마디 195-201에서 원전 악보는 긴 이음줄의
레가토 연주를 지시하며 하나하나 끊어서 연주하기보다는 프레이징을 길

게 연주하며 종결구인 마디 202까지 끌고 가야 하므로 긴 이음줄의 레가
토적인 연주를 권장한다. 하지만 Henle판의 경우에는 긴 이음줄 안에서

연주자의 임의로 프레이징을 나눠 연주하기를 제시하며, International판
도 마찬가지로 한 활을 분할하여 연주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활 분할을

적게 하여 음량을 조절하고 con fantasia(환상곡 풍)를 이음줄로 다양하

게 표현하기 위해 제시한다.
마디 201은 종결구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원전 악보에서는 한 활

로 제시하며 디미누엔도를 표현하기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Henle
판에서는 마지막 세 음을 분할하여 제시하며 이러한 활에서는 크레셴도

가 되는 걸 주의해야한다. 마디 202부터 종결구이며 원전 악보에서는 네

음을 이음줄을 제시하고, Henle판은 각 활을 제시하고 있다. 종결구는
피아니시모로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악절의 구분을 확실히 보여주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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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서서히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며, 마디 206에서 트레몰로 시작을 기

점으로 포코 아 포코 크레셴도(조금씩 점점 세게)를 표현하여 앞부분과

분위기에서 차이를 준다. 
<악보87 마디 191-205>
<Urtext>

<He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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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악보88 마디 206-209>

마디 222-224에서 원전 악보와 Peters판에서는 이음줄 표시가 되
어있지만 다른 판본에서는 이음줄을 나누어 각 활로 지시하며 포르티시

모의 음량 조절을 하게 만들고 또한 점 2분 음표 음가를 끝까지 같은 음

량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각 활을 지시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긴

장감을 주며 화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각 활을 제시하고 있다. 해석의
차이보다는 연주자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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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9 마디 222-229>
<Urtext>

<Henle>

<P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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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장
3악장은 다양한 표현적 지시어가 많은 만큼 각 판본마다 상이한

부분이 많이 나타내고 있어 다양한 연주방법이 제시된다. 

원전 악보와 Henle판에서 마디 17-18은 D와 D#에서 활을 분할
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가운데 D#, D 음이 전타음(appoggiatura)이므로
불협화의 강세를 활로써 강조하게끔 의도하고 있다. 반면에 International
판과 Peters판에서는 한 활로 연주하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크레셴도와
디크레셴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타음을 강조하지 않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이라 할 수 있지만, 크레셴도와 디크

레셴도로 전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마디 20에서 원전 악

보는 붙임줄 이외에 각 활을 제시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Peters
판에서는 마디 17-18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 한 마디를 이음줄로 제시하
며 마디 20에서 D와 F는 테누토를 명시한 각 활을 제시함으로써 한 음

씩 짚어주며 크레셴도를 효과적으로 보이고 있다. 

<악보90 마디 17-21>
<Urtext>

<He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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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eters>

마디 35-40에서는 원전 악보, Peters, Schirmer판에서 공통적으로
16분 음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패시지를 한 활로 연주할 것을 지

시했지만, Henle판, International판에서는 이에 활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
다. 이것이 프랑크의 의도에 반한다기보다는 한 활로 연주하기에는 너무

긴 프레이즈이기 때문에 이를 실제적으로 고려하여 절충한 해석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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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1 마디 33-39>
<Urtext>

<Henl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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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 Schirmer>

마디 48과 51에서 원전 악보와 International, Peters판에서는 5 
잇단음표를 한 활로 처리할 것을 명시했지만, Henle판에서는 앞에 세 음

만 한 활로 처리하고 나머지 두 음은 각 활로 연주할 것을 명시하고 있

다. 종착음인 D음 또는 D#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에 두 음을 각 활 처

리를 하여 더 극적인 표현을 위해 활을 분할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악보92 마디 45-52>
<Ur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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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le>

<International>

<P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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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이음줄을 레가토로 연주하며 긴 프레이징을 끊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연주해야 한다. 원전 악보에서는 트란퀼로(tranquillo, 조용
하고 차분하게)와 돌체시모 에스프레소(dolcissimo espresso, 부드럽게 충
분히 노래)를 연주하기 위해서 긴 이음줄을 보여주고 있으며, Henle판은
마디 61의 마지막 두 음을 이음줄로 분할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해석

이기보다는 한 활로 연주하고 표현하기 길어서 활을 분할한 것으로 보인

다. 

<악보93 마디 59-72>
<Urtext>

<He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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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악장
4악장에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카논 형식으로 같은 주제적

요소, 같은 선율을 두 악기가 모방하며 전개되기에 두 악기 간의 아티큘

레이션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악장에서는 긴 프레이징을 요구하

고 돌체 칸타빌레(부드럽게 노래하듯이)라는 음악적 성격에 부합해서 연

주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판본에서 짧은 활보다는 긴 이음줄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양상만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처음 시작 부분에 원전 악보에서는 시작하는 활 제시가 없다. 
Peters판을 제외한 판본들에서는 올림 활로 시작하기를 지시한다. 바이
올린 선율이 피아노의 선율을 받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레이징으

로 연주하기 위해 올리는 활을 제시한다. 반면 내리는 활은 바이올린 선

율의 첫 시작을 알리며 4악장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하게 내리는

활로 시작하기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연주되어 온 피아노의 프레

이징을 끊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원전 악보와 Henle판과 Schirmer
판은 마디 4에서 활의 분할로 제시한다. 점진적으로 음역을 확장하기 위

해 활을 분할하여 연주하기를 지시하며, 짧은 프레이징이 아니므로 활

바꾸는 소리를 주의하여 연주해야 한다. 

<악보94 마디 1-5>
<Ur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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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le>

<International>

<Schirmer>

<P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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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9-33에서 원전 악보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 하
지만 International, Schott, Schirmer판은 4분 음표에 악센트가 명시되어
있다. 앞에서부터의 긴 프레이징과의 차별을 두고 짧은 패시지의 표현을

하기 위해 악센트를 사용한 걸로 보이며 몰토 크레셴도와 클라이맥스를

표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악보95 마디 28-38>
<Urtext>

<International, Schott, Schirmer>

<Peters>



- 106 -

아래 마디 99-101를 보면 마디 99에서 Henle, peters판은 올림

활로 시작하였고, Schott, International, Schirmer판은 내림 활로 제시하고
있다. 올림 활로 시작하면 subito piano의 음색을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전 악보에는 마디 99에서 마지막 두 음이 각 활에

스타카토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음줄로 표시된 레가토의 악구가

더 부드러움이 부각되게끔 해주고 있다. Peters판에서는 테누토를

제시하고 있으며, 음색의 큰 차이보다는 연주자의 선택으로 연주하게

된다. 테누토는 부드러움과 레가토 음색을 내며 반면에 스타카토를

구사하면 입체감의 음색을 보여준다. 49)오이스트라흐와 크리스티앙

페라스(Christian Ferras,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1933-1982)는 테누토를
사용하여 연주하였고 야사 하이페츠(Jascha Heifetz, 러시아 태생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1901-1987)와 막심 벤게로프(Maxim Vengerov,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 1974-)와 메뉴인은 모두 스타카토로 연주하였다. 

49) David Oistrakh, Lev Oborin, Franck Sonata for Violin and Piano, Studio recording, 
Moscow, 1952, https://www.youtube.com/watch?v=8n6p4zF8KMU&t=887s 
Christian Ferras, Pierre Barbizet, Franck Sonata for Violin and Piano, Warner Classics, 
2020
Maxim Vengerov, Khatia Buniatishvili, Franck Sonata for Violin and Piano
https://www.youtube.com/watch?v=k—MAgR4oEw&t=1450s 
Jascha Heifetz, Artur Rubinstein, Franck Sonata for Violin and Piano, 1937 
https://www.youtube.com/watch?v=xs-JdQNYUEI 
Yehudi Menuhin, Hephzibah Menuhin, Franck Sonata for Violin and Piano, London 1960
https://www.youtube.com/watch?v=J2DFSI3xj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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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6 마디 99-106>
<Urtext>

<Henle>

<Peters>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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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rmer>

원전 악보와 Peters판에서 마디 204의 두 번째 박인 E-F#음을
크레셴도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하여 각 활로 제시한다. 반면에 Henle
판과 Schirmer판에는 앞부분과의 통일감을 위해 이음줄로 연주를 제시한
다. 특히 각 활을 연주할 경우에는 4악장이 피아노와의 긴 프레이징으로

연주하는 게 특징이므로 프레이징이 끊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연주한다.

<악보97 마디 201-205>
<Urtext>

<Henle>

<P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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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trnational>

<Schi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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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지법(핑거링)

운지법에 따라 다양한 음색을 표현할 수 있고 비브라토와 글리

산도의 유무, 개방현 활용 등으로 다양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 원전
악보(Urtext)에는 별다른 운지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필자는 Henle, 
schott, International, Peters, Schirmer판의 운지법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Peters판은 판본들 중에 악보에 특이사항이 많이 명시되어 있는 판본이

다. 다른 판본에 비해 포지션에 대한 지시가 빈번하며 음색 변화에도 많

은 신경을 쓰고 있는 판본이다. 

1악장

마디 5-12는 Henle판에서 A, D현을 사용하며 포지션 이동이 없
고 마디 6에서 D를 D 현에서 같은 음색으로 연주하기를 제시하고 있으

며 schott판은 D를 하모닉스로 연주하기를 표기해두었다. 하모닉스로 연

주를 하게 되면 비브라토 없이 연주되어 음색적으로 특정 배음만이 남아

이 곡에서 추구하는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용이한 기법이다.  
Peters, Schirmer판은 1포지션으로 내려와서 마디 6의 D를 A 현에서 연
주한다. 후자로 연주할 경우에는 포지션 내려올 때 우발적인 글리산도를

주의해야 한다. 마디 9-11에서 Henle판과 International판에서 E음을 D 
현에서 연주하도록 표시하여 중후하고 굵은 음색을 낼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보다 다양한 소리를 구사할 수 있다. 
<악보98 마디 1-13> 
<He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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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

<Schirmer>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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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판은 마디 30에서 포지션 이동을 하여 A 현에서 연

주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Henle판은 E 현에서 연주하기를 제시한다. 
연주자 티보는 International판에서 제시하는 A 현에서 연주를 하였다.50) 
A 현에서는 같은 음색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C#에서 F#으로 올라
갈 때 글리산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에 Henle판은 E 현에서 연주

하기를 권장한다. 따뜻한 음색보다는 E 현의 특성인 밝고 화려한 음색을

낼 수 있으며 포르테시모로 연주하기 가장 용이한 현이기도 하다. 

<악보99 마디 23-46>
<Henle>

<International>

50) Jacques Thibaud, Alfred Cortot, <Franck Sonata for Violin and Piano>, 1929
https://www.youtube.com/watch?v=RI0N-3-cL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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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le, International, peters판은 마디 53에서 마지막 D와 B♭을
D 현에서 연주하기를 제시하며 마디 59까지 D 현에서 연주하기를 지시

한다. D 현에 고음역을 이용함으로써 음색적인 호소력을 갖추게 하려는

해석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이 셈프레 돌체시모(항상 부드럽게) 부분이므
로 부드럽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 D 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Schirmer판은 마디 53에서 같은 줄인 A 현의 1포지션으로 내려오기를

지시한다. 두 마디 전과 동형 진행이므로 통일성을 위하여 같은 줄 A 현
으로 내려왔기에 같은 음색을 내기 위해 같은 현으로 포지션 이동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악보100 마디 51-62>
<Henle>

<Schi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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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le, Peters판에서 마디 71의 첫 음인 A를 D 현 1번 운지로

시작하여 A 현 연주를 제시하였는데 앞서 나온 음색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 A 현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셈프레 돌체시모를 표현하기 위해서

음색적으로 더 호소력 짙은 A 현에서 연주하기를 제안한다. 반면
Schirmer판에서는 A 현의 0번으로 시작하였으며 다음 음은 E 현에서 연
주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 핑거링은 펄만이 구사했던 핑거링51)으로 앞
의 음색과는 차이를 주며 연주하게 된다. 이 부분이 앞마디에서 나오는

음들 보다 옥타브 위에서 나오는 음 들이므로 음색의 차이를 주어 E 현
에서 연주하기를 제시한다. 

<악보101 마디 68-76>
<Henle>

<Schirmer>

51) Itzhak Perlman, Vladimir Ashkenazy, <Franck Sonata for Violin and Piano>, 
Universal Music Grou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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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le판은 마디 115-116은 E 현에서 연주하다 이 악장의 마지막
마디인 마디 117의 B를 피아노시모로 부드러운 음색으로 마무리 하기위

해서 A 현에서 연주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악보102 마디 112-117>
<Henle>

<Peters>

2악장

International판을 제외하고는 마디 34, 35와 마디 36, 37이 동형
진행으로 같은 A 현에서 연주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에 International
판은 마디 37에서 G는 E 현에서 연주하기를 제시한다. E 현은 더 크고

화려한 음색을 낼 수 있으며 점차 상승적인 멜로디를 보여주기 위해 E
현을 제시하고 있다. Peters판을 제외한 판본들은 마디 38-40까지 점차

적으로 음이 상승하고 더 확장되기 때문에 E 현에서 연주하기를 제안하

고 있으며 반면 Peters판은 앞의 부분과 같은 음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A 
현에서 연주하기를 제안한다. 마디 41에서 Henle판, Peters판은 마지막

세 음을 앞부분과 대비시키며 더 깊이 있고 두터운 음색을 내기 위해서

G 현에서 연주하길 제안한다. 반면에 International판은 비슷한 음색을 소
리내기 위해 D 현에서 연주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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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03 마디 30-43> 
<Henle>

<International>

<P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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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95에서 첫 음인 D를 Henle판은 G 현에서 두터운 음색을

내기 위해서 2번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반면에 Peters판과
International판에서는 개방현 사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방현을 사용할

경우 비브라토가 없지만 배음(harmonic overtone)52) 현상으로 인해 고유
의 울림으로 인한 소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드라마틱한 소리보

다는 좀 더 간결하고 힘 있게 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이므로 손가락 번호

를 0번으로 제시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104 마디 93-103>
<Henle>

<International>

52)조화적인 고유음. <파퓰러음악용어사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entry.naver?docId=358827&cid=60517&categoryId=60517, 2021.6.13. 접속



- 118 -

<Peters>

마디 130-136까지 점차적으로 농후하고 두터운 음색을 내기 위

해 Henle와 peters판에서는 A 현에서 D 현으로 그리고 G 현으로 점진적
인 두터운 음색으로 제안하였으며, International판은 마디 133에서 A 현
에서 포지션 이동을 하여 1포지션에서 연주하기를 제안하지만 이것은 큰
음색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연주자의 선택에 맡기는 부분이다.

<악보105 마디 128-135>
<Henle, Peters>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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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02부터 종결부가 시작되는데 그전 마디인 마디 201은 모

든 판본들에서 G 현의 연주를 지시해 두었는데 G 현에서 표현함으로서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것 보다 더 굵고 풍부한 음색을 위해 제시하고 있

다.

<악보106 마디 197-201>
<He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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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장

마디 46에 Peters와 Henle판에서는 F를 G 현에서 연주하기를 제
안한다. E 현에서 시작하여 A 현, D 현, G 현으로 점차 두터운 음색을

보여주며 호소력 짙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International판은 F
를 D 현에서 연주하길 제시한다. 앞에서 오는 음색을 차이 주지 않고 같

은 음색으로 연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마디 48에서 Henle판에서는 5 
잇단음표를 첫 번째는 D 현에서, 두 번째는 G 현으로 연주하기를 제안

한다. 같은 선율이지만 마디 51의 경우 포르티시시모의 효과를 내고 두

터운 소리를 낼 수 있는 G 현과 마디 48의 D 현에서의 소리를 차이를

주기 위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5잇단음표를 D 현에서 연주할 경우 중

간에 포지션 이동을 하게 되어 우발적인 글리산도를 주의해야 한다. 

<악보107 마디 45-52>
<Henle>

<P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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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마디 93-95와 마디 97-99는 동형 진행이지만 모든 판본들에서

마디 95에서는 D 현으로 마무리를 하는 반면에 마디 99에서는 G 현에서
의 마무리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동형 진행에 명시되어있는 크레셴

도를 표현하고 마무리를 G 현의 짙고 중후한 음색을 사용할 것을 제시

하고 있다. 

<악보108 마디 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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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01부터 E 현에서의 화려한 음색을 사용하여 긴 음가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마디 107의 G#부터 Henle판에서는 따뜻한 음색으로 풍
부하게 소리를 표현 하고 또한 앞과 다른 음색으로 표현하기 위해 A 현
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판본들에서는 같은 음색을 표현하고

셈프레 포르티시시모를 화려하고 큰 음향을 강조하기 위해 E 현으로 제

시하고 있다.

<악보109 마디 96-108>
<Henle>

<P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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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악장 

1주제 부분에 포지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다. 반면에 peters판은 포지션 이동 소리(Shifting)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같은 포지션에서 연주하기를 권장하는 Restez가 명시 되어있다. 다른 판

본들에서는 포지션이 빈번하게 일어남으로 우발적인 글리산도에 주의해

야한다.

<악보110 마디 1-11>
<Henle>

<P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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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61부터 sempre ff grandioso(웅장하게)가 명시되어있는 부
분이므로 화려하고 큰 음색으로 연주하기위해 Henle판과 peters판은 E 
현에서 연주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International판에서는 두 번째
음인 A♭을 A 현에서 연주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A 현에서 연주하게 되

면 음색의 달라지는 점을 주의해야 하지만 음정의 정확성과 포지션 이동

중 생기는 글리산도를 배제하기 위한 Restez를 제시하고 있다. 

<악보111 마디 151-170>
<Henl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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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프랑크가 제3기에 작곡한 작품으로 유일한 바이올린

소나타로, 고전주의적 형식에 낭만주의적 기법을 더하여 개성적인 어법

을 구축한 곡인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의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

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 연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작곡가
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그리고 이 곡의 구조와 형식을 살펴보았고 이

곡의 주요 기법인 순환 형식을 바탕으로 네 개의 순환 동기가 각 악장

마다 등장하여 지속해서 적용함으로써 이 곡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불협화음을 많이 사용하여 안정적인 진행을 피하고

특정 조에 안착하지 않는 부동 조성적 특징을 보인다. 그 예로는 증 6
화음(German.6) 사용으로 정격종지를 피하였고,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트리스탄 화음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곡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섯 연주자의 템포와 루바토를 비교

분석하였고 여섯 개의 판본을 살펴보면서 보잉과 아티큘레이션, 핑거링
등을 비교하며 다양한 연주 해석을 분석해 보았다. 연주자마다 크게 벗

어나는 템포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루바토 부분에서 각자의 개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특히 3악장에서 악보에 다양한 템포 표현법을 제시

한 것을 토대로 연주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원전 악보와 다섯 개의

판본을 분석해 보았을 때, 원전 악보와 상이한 보잉과 핑거링들을 찾아

볼 수 있었지만, 원전 악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개

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 어떠한 방법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연주자의 좋은 취향과 해석이 달라서 참고하기를 바라며 본인이 추구

하는 연주법을 선택하여 작곡가의 의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

에서 표현하고 참고하기를 바란다.
기존 여러 가지 논문에서 다루어졌던 분석과 이론에만 그치고

마는 논문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악보에서 볼 수

있는 표면적 이해인 분석과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작곡가의 내면적인 음악 세계 그리고 다양한 연주들에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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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표현과 연주법 제시 등으로 연주자들이 이 곡을 이해하고 연주하

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127 -

참 고 문 헌

<국내 서적> 

구학서, 『이야기 세계사2』 서울: 청아 출판사, 2020

홍세원, 『낭만파 음악』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김용환, 『19세기 음악 서양음악사』 서울: 모노폴리, 2018

이성삼, 『서양음악사』 서울: 정음사, 1975
 
이성삼, 『클래식 명곡 대사전, 서울』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5
 
김문자 외4인,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서울 : 심설당, 1999 
 
백병동 『화성학』 서울 : 수문당, 2012

정상직 『음악의 원리』 서울 : 음악춘추, 2017

<번역서> 
 
D.J.Grout, 민은기 외 5명 ,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하』
서울 : 이앤비플러스 , 2019
 
Ulrich Michels, 홍정수, 조선우 역 『음악은이』서울 : 음악춘추사, 
2000
 
오카다아케오 ,이진주 역 『서양음악사』서울 : 삼양미디어,2005



- 128 -

Longyear, Rey M , 김혜선 역 『19세기 낭만주의 음악』 
서울 : 다리, 2001

Rollin Smith, 이은주 역 『세자르 프랑크 오르간 작품의 연주법』
서울 : 도서출판 마루, 2006
 
<외국 서적>

Sadie, Stanley.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5,6 London :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2001.
 
Newman, William S. The Sonata in the Romantic Era, 
New york :  W.W.Norton & Co, 2001

A.Schönberg Harmonielehre 3rd edition Vienna : Universal Edition, 
1922

<악보>

César Franck Sonata for piano and Violin A Major
Berlin:Schott's Söh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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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César Franck’s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 

Seunghye Hong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nalyzes the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 
by César Auguste-Jean-Guillaume-Hubert Franck (1822-1890) and exami
nes the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onata, one of the s
elections for the author’s graduation recital, was chosen as the subject 
of her master's thesis so that it would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
ng of the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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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ésar Franck was a French Romantic composer in the 19th 
century, but his works greatly display formalistic aspects of German 
tradition as well as French colors. 

The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 consists of four 
movements: the opening movement in a sonata form with the 
development section omitted, the second movement in a typical sonata 
form, the third movement in a three-part structure, and the fourth 
movement in a sonata rondo form. The piece follows the traditions of 
the Classical period, using traditional techniques such as a cyclic form 
and counterpoint, while adding romantic elements through flexible 
transformation of the form and chromatic harmony.

This thesis explores Franck's life and the general description of 
his music world, and analyzes each movement of the piece and its 
structure before beginning a full-fledged discussion on the 
interpretations. In studying the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nalysis, 
first, the five existing albums by Jacques Thibaud(1880-1953), Zino 
Francescatti(1902-1991), David Oistrakh(1908-1974), Yehudi Menuhin 
(1916-1999), and Itzhak Perlman(1945-) are examined to discuss the 
tempo and rubato, and the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original 
score of the piece and five editions —the Henle, International, Schott, 
Peters, and Schirmer editions— the playing techniques, including bowing, 
articulation, and fingering, are presented in detail. Through the analysis 
and examination, this thesis intends to explore various performance 
directions based on academic grounds.

keywords : César Franck, violin sonata
Student Number : 2017-2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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