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음악학석사 학위논문

F. Haydn Piano Sonata in A flat Major, Hob. XVI:46

R. Schumann Symphonic Etudes, Op. 13

S. Rachmaninoff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 42

M. Ravel Jeux d’eau 의

연주 및 연구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피아노전공

주희라



F. Haydn Piano Sonata in A flat Major, Hob. XVI:46

R. Schumann Symphonic Etudes, Op. 13

S. Rachmaninoff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 42

M. Ravel Jeux d’eau 의

연주 및 연구

지도교수  박  종  화

이 논문을 음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피아노전공

주  희  라

주희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국문초록

F. Haydn Piano Sonata in A flat Major, Hob. XVI:46

R. Schumann Symphonic Etudes, Op. 13

S. Rachmaninoff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 42

M. Ravel Jeux d’eau 의

연주 및 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과 피아노전공

주 희 라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F. Haydn <Piano

Sonata in A♭ Major, Hob. XVI:46>, R. Schumann <Symphonic Etudes,

Op. 13>, S. Rachmaninoff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 42>,

M. Ravel <Jeux d’eau>에 대한 연구로 각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연주에 도움을 주고자 한

다.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Franz Joesph Haydn, 1732-1809)은 고

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오라토리오, 교향곡, 현악 4중주 등의 다양

한 기악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소나타 형식의 확립을 이루었다.

<소나타 A♭장조 Hob. XVI:46>은 그의 작곡 활동 시기상 중기에 해당



하는 곡으로 6잇단음표 리듬과 갑작스러운 휴지 그리고 다양한 장식적

음형이 특징적인 작품이다.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낭만주의를 대

표하는 작곡가로 피아노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강하게 표출해낸 작

곡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뛰어난 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음악신보』를

창간했으며 이는 낭만주의 음악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는 『교향

적 연습곡, Op. 13』에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 오케스트라의 다채로

운 음색과 음향적 효과를 구현해냈으며 다양한 기교와 화려한 음형으로

작품에 연습곡적 특징을 담아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1873-1943)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친 세기 전환기에 활동한 작곡가로 이

시기는 민족주의, 인상주의 등의 다양한 음악적 양식이 공존하던 시기이

다. 그러나 그는 낭만주의를 고수하였으며 낭만주의 어법과 러시아적 색

채의 조화를 꾀했다. 그의 마지막 피아노 독주곡인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에는 그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며 주제 선율은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Op. 5 No. 12>에 사용된 ‘La folia’에 기초한 것이다.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은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그의 작품에는 인상주의적 경향과 동시에 고전적 형

식과 구조가 함께 나타난다. 그의 초기 작품인 <물의 유희>는 트레몰로,

글리산도, 아르페지오 등을 사용해 넓은 음역을 넘나들며 인상주의적 특

징인 5음 음계와 온음음계, 9화음과 11화음의 사용을 통해 물의 움직임

을 묘사한다.

주요어 : 하이든, 슈만, 라흐마니노프, 라벨

학 번 : 2017-2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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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F. Haydn

<Piano Sonata in A♭ Major, Hob. XVI:46>, R. Schumann <Symphonic

Etudes, Op. 13>, S. Rachmaninoff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 42>, M. Ravel <Jeux d’eau>에 대한 연구로 각 작품의 시

대적 배경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연주

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하이든(Franz Joesph Haydn, 1732-1809)은 고전주의를 대표

하는 작곡가로 그는 서양 음악사의 가장 중요한 형식 중 하나인 소나타

형식의 확립을 이루었다. <소나타 A♭장조 Hob. XVI:46>은 그의 작품

활동 시기상 중기에 작곡된 소나타로 다양한 실험적 요소가 사용된 작품

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가 작품 안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험적 요소를

사용해 소나타 형식을 전개 시키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19세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피아노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강하게 표출해내며 그

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냈다. 그는 뛰어난 문학적 소양을 바탕

으로『음악신보』를 창간했으며 이는 낭만주의 음악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에서는 <교향적 연습곡, Op. 13>을 통해 슈만이 어떠한

기법으로 교향적 효과를 추구했는지 고찰하여 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 한다.

19세기 후반의 대표적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1873-1943)는 낭만주의 어법과 러시아적 색채의 조화를 꾀하며 러시아

피아노의 발전을 이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마지막 피아노 독주곡인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를 통해 라흐마니노프가 어떠한

방식으로 러시아적 색채를 작품에 녹여 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은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그의 작품에는 인상주의적 경향과 동시에 고전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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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구조가 함께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초기 작품인 <물의 유

희>를 통해 그의 인상주의적 경향을 살펴보고 라벨이 어떠한 방식으로

“물”이라는 소재 표현하였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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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J. Haydn <Piano Sonata in A flat Major, Hob. XVI:46>

1.1 작품 배경

하이든은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과 함께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교향곡, 현악 4중주, 오라토리오 등 다양한 장르에서

많은 작품을 탄생시킨 작곡가이다. 그는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소나

타 형식을 확립함으로써 고전주의 시대의 교향곡, 소나타, 현악 4중주

등의 기악 음악을 절정으로 이끌었다.

하이든이 활동한 18세기의 유럽은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일

어나며 사회,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

화는 음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귀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음악을 중산층이 소비하기 시작하며 작곡가들은 교회, 귀족, 궁정이 원

하는 작품 외에도 대중을 위한 간단하고 쉬운 음악을 작곡하는 등 다양

한 음악적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이든 또한 다양한 청중에게 만

족감을 주기 위해 작품에 극적인 효과, 갑작스러운 휴지, 예상치 못한

화성 등의 실험적 요소를 사용하였다.

하이든은 40여 년에 걸쳐 약 60여 곡의 건반악기 소나타를 작

곡하였다. 그의 건반악기 소나타는 각각의 시기마다 다른 스타일을 보여

주어 그가 건반악기 소나타를 통해 음악 기법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하

며 소나타 형식을 발전시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하이든의 건반악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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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는 크게 초기, 중기, 후기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소나

타는 1766년 이전의 소규모 작품으로 디베르티멘토1) 혹은 파르티타라

고 명명되어 있다. 주로 갈랑 양식2)의 영향을 받아 선율에 많은 장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Hob. XVI:1-14, 18, 45, 47이 이에 해당한

다. 중기 소나타는 다시 2개 시기로 나뉘며 Hob. XVI:19-32, 33, 43, 44,

46을 전반부(1767-1774), Hob. XVI:27-32, 34-42를 후반부(1776-1784)

로 나눈다. 중기 소나타는 규모와 착상, 기법에 있어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 다룰 소나타 Hob. XVI:46에서 이 특징이 잘 나타난

다. 마지막으로 후기 소나타는 1788년 이후의 작품으로 Hob. XVI:48-52가

이에 해당된다. 모티브 발전 기법과 예상을 벗어나는 화성진행 등의 다양

한 실험을 통해 구조적 측면과 표현에 있어 현격한 발전을 보인다.3)

본 논문에서 연구한 피아노 소나타 A♭장조 Hob. XVI: 46은 1767년

에서 1768년 사이에 작곡된 작품으로 초기 작품과 비교하면 규모와 착

상, 기법에 있어 큰 변화가 나타나는 작품이다. 하이든은 초기 소나타에

소나타와 디베르티멘토를 혼용하였는데 이 작품 또한 디베르티멘토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소나타는 디베르티멘토와 다르게 제1주제와

제2주제의 대비가 이루어지며 제2악장에 미뉴에트가 아닌 진지하고 큰

규모의 아다지오를 도입하여 디베르티멘토보다 소나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2악장에서 즉흥연주를 요구하는 카덴차가 나타나 보다 원

숙해진 하이든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1) 디베르티멘토: 대부분 3악장 구성으로서 미뉴에트가 둘째 혹은 셋째 악장으로 나오

며, 각 악장의 기본 조성이 모두 동일하다. (김경임, 『피아노 소나타』(대구: 경북대학

교 출판부, 2002). p. 47)
2) 갈랑 양식: 바로크적인 ‘엄격한’ 양식과 대조되는 의미로 쓰이며 선율에 많은 장식이

붙거나, 리듬 요소의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단순한 화성을 사용하며 주선율과 반

주가 뚜렷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유미, 『피아노 문헌』(서울: 음악춘추사, 2010). p. 52)
3) 김경임, 『피아노 소나타』(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2).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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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품 연구

1) 제1악장 : Allegro Moderato, A♭ 장조, 4/4 박자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46번의 제1악장은 제시부-발전부-재현부

를 가진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이며 6잇단음표와 부점 리듬의 사용 그리

고 갑작스러운 휴지가 특징적인 악장이다.

(1) 제시부

제1악장은 제1주제(마디1-8)가 3+2.5+2.5마디 형태로 균형을

중시하던 고전시대의 전형적인 4+4마디의 규칙에서 벗어나 불안정한

구조로 시작한다. 제1주제는 오른손 첫 음에서 5도 상행 후 부점 리듬으

로 순차 하행하며 꾸밈음과 전타음이 하행하는 선율을 수식하고 있다.

하행 선율의 진행 후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마디 3의 4분 쉼표는 이 곡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휴지를 예고하고 있다. 마디 4부터 제

1악장의 주요 리듬인 6잇단음표가 등장하며 왼손은 계속해서 8분음표

리듬을 사용해 균형을 유지한다. [악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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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1악장, 제1주제, 마디 1-8

마디 9-17은 경과구로 A♭장조의 나란한조인 f단조이다. 제1주

제가 전위 돼 마디 1에서 5도 상행했던 선율이 마디 9에서 5도 하행하

고 있다. 또한, 마디 4의 하행하는 6잇단음표 음형이 전위 되어 마디 10

에서는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2]

[악보2]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1악장, 마디 9-10

5도�상행 전타음 주요�리듬

일정한� 8분음표�리듬

5도�하행 마디� 4의�전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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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5-17에 걸쳐 나타나는 옥타브 형태의 왼손 셋잇단음표는

발전부의 클라이맥스에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셋잇단음표를 거쳐 마

디 17에는 갑작스러운 휴지가 나타난다. 이러한 쉼표와 여백은 당시 유

행하던 질풍노도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하게 선포하는 느낌을 준다. [악보3]

[악보3]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1악장, 마디 14-17

제2주제는 마디 18-23으로 A♭장조의 딸림조인 E♭장조로 제

시된다. 제1주제와는 달리 오른손과 왼손에서 6잇단음표를 교차시키며

논쟁하는 듯한 모방적 짜임새가 나타난다. 마디 23에서는 E♭ 장조의 V

도 화음으로 페르마타와 함께 반종지하며 갑작스럽게 진행을 멈추어 예

측 불가능한 하이든의 음악적 “유머”를 엿볼 수 있다. [악보4]

갑작스러운�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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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1악장, 제2주제, 마디 18-23

(2) 발전부

발전부는 제1주제의 전반부를 원조의 딸림조인 E♭장조에서 제

시한다. 갑작스러운 휴지 후 마디 42에서 예상하지 못한 f단조의 6잇단

음표가 나타나며 마디 43-45에서 제1주제의 전반부가 다시 한번 제시

된다. 마디 46부터 제2주제의 모티브가 왼손과 오른손에서 교차 되며

문답형식으로 발전된다. [악보5]

모방적�짜임새

제2주제�모티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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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1악장, 마디 39-48

마디 50-64까지 제시부의 경과구에서 등장했던 왼손의 옥타브

셋잇단음표 음형이 끊임없이 전조 되며 긴 클라이맥스를 형성한다. 마디

43부터 f단조-b♭단조-e♭단조-b♭단조-f단조를 거쳐 마디 64에서 C

장조의 정격종지에 이른 후 이를 페르마타로 처리한다. 이때 마디

62-64에 C음을 페달포인트로 사용해 종지감을 강화하였다. [악보6]

[악보6]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1악장, 마디 62-64

E♭:�제1주제

f:�제1주제

2주제�모티브

f(V):� ped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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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65-69는 f단조로 제시부의 경과구가 발전된 형태이다. 각

마디의 첫 음이 순차적으로 상행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후

마디 71과 73에서 두 번의 정격종지를 반복하고 마디 73-77에 나타난

연결구를 거쳐 재현부로 향한다. 또한, 계속해서 제시부의 왼손 8분음표

리듬을 상기시키며 재현부로 향해감을 암시하고 있다. [악보7],[악보8]

[악보7]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1악장, 마디 65-69

[악보8]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1악장, 마디 70-74

f;� i

순차적�상행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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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현부

A♭장조로 돌아온 재현부에서 제1주제가 제시된 후 마디 83에

서 급작스럽게 같은으뜸음조인 a♭단조로 전조 되며 대조된 분위기가

나타난다. 마디 87-91까지 경과구가 나타나며 마디 92-97에서 원조인

A♭장조로 제2주제가 등장한다. 마디 106-112는 제시부와 같은 종결구

를 반복하며 제1악장이 마무리된다.

2) 제2악장 : Adagio, D♭ 장조, 3/4 박자

제2악장은 제1악장의 버금딸림조인 D♭장조로 하이든이 유일

하게 D♭장조로 작곡한 악장이다. 하이든의 초기 작품들이 대부분 같은

조성 혹은 나란한조를 사용해 조성에 의한 통일성을 꾀한 것과는 달리

중기 작품은 모티브에 의한 악장 간의 통일성이 나타난다. 제2악장은 코

다를 가진 일종의 소나타 형식이며 대위법적 진행이 특징이다.

(1) 제시부

제2악장의 제1주제는 마디 1-4의 테너 성부에서 제시되며 하이

든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선율이다. 마디 5-8에서는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며 이때 소프라노 성부에서 주제를 수식해 3성부로 발전하게 된

다. [악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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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2악장, 제1주제, 마디 1-8

마디 9-12는 제2주제로 가는 연결구로 왼손에서 주제 선율의

리듬을 반복하고 오른손에서는 빈번한 장식음의 사용이 돋보인다. 마디

13-20은 제2주제로 원조의 딸림조인 A♭장조로 전조 되며 4성부로 확

장된다. 제2주제는 한 마디 단위로 총 다섯 번의 동형진행을 하고 있으

며 제1악장에서 사용된 6잇단음표 리듬과 갑작스러운 휴지와 같은 모티

브를 재등장시켜 하이든이 전체적인 작품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10]

2성부

3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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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0]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2악장, 제2주제, 마디 13-20

마디 21-28은 제시부를 마치는 종결구로 하행하는 제2주제의

선율에서 발전됨을 알 수 있으며 A♭장조의 V-I로 정격종지 하며 마무

리한다.

(2) 발전부

발전부는 A♭장조로, 제시부와 같이 테너 성부에서 제1주제가

나타난다. 마디 33의 베이스 성부에서 e♭단조로 제1주제를 모방 후 마

디 37의 알토 성부에서 b♭단조로 한 번 더 모방하며 대위법적인 진행

A♭장조

동형진행

갑작스러운�휴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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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제1주제를 발전시켜 나간다. [악보11]

[악보11]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2악장, 마디 29-41

(3) 재현부

재현부는 원조인 D♭장조로 돌아와 제1주제의 일부분이 변형되

어 동형진행 된다. 마디 52부터 제2주제가 제시부와 달리 원조인 D♭장

조로 유지되며 제시부와 마찬가지로 동형진행 된다. 재현부는 경과구나

종결구 없이 마디 59에서 D♭ 장조의 V화음으로 반종지하며 마무리된

다.

A♭:�제1주제

e♭:�제1주제

b♭:�제1주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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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다

마디 60-64에 걸쳐 D♭장조의 으뜸화음이 3옥타브에 걸쳐 상행

하는 아르페지오 형태로 나타나며 3도 겹음의 하행으로 이어진다. 이후

마디 66부터 한마디 단위로 한 음정씩 하행하며 동형진행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악보12]

[악보12]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2악장, 마디 60-70

마디 72부터 76까지 나타나는 반음계적 진행을 통해 하이든 특

유의 음악적 어법을 볼 수 있으며 마디 77에서 D♭ 장조로 복귀해 곡을

마무리한다. 이때 제1악장 제1주제의 왼손에서 사용된 8분음표 리듬의

모티브를 다시 한번 사용해 작품 전체적인 통일성을 주고 있다. [악보

13]

D♭�아르페지오 순차� 하
행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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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3]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2악장, 마디 72-80

3) 제3악장 : Presto, A♭장조, 2/4 박자

제3악장 또한 제시부-발전부-재현부로 이루어진 소나타 형식으

로 빠른 16분음표와 분산화음으로 표현되는 화려한 기교가 특징적이다.

(1) 제시부

제1주제는 안정적인 8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마디 단위로

16분음표와 8분음표의 교차가 이루어진다. 마디 9-21은 경과구로 마디

9-16의 16분 쉼표 이후 나오는 빠른 16분음표 음형이 호들갑스럽게 진

행된다. 또한, 마디 17-21에 나타나는 왼손의 5도 하행 음형과 옥타브

하행 음형은 발전부를 전개 시키는 주요 모티브이다. [악보14],[악보15]

반복적인� 8분음표�리듬 D♭;� V� � �  I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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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4]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3악장, 제1주제, 마디 1-8

[악보15]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3악장, 마디 16-21

마디 21-29에서 원조의 딸림조인 E♭장조에서 제시된 제2주제

는 제1주제와 마찬가지로 8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제2주제는 왼손의 스

타카토 음형과 오른손의 분산화음이 주를 이루며 제1주제와는 다른 분

위기를 나타낸다. [악보16]

16분음표와� 8분음표의�교차

발전부의�주요�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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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6]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3악장, 제2주제, 마디 21-29

(2) 발전부

발전부에서는 제2주제가 생략되었으며 제시부보다 경과구의 길

이가 매우 길다. 원조의 딸림조인 E♭장조로 시작하며 제1주제가 발전

된다. 제1주제의 마디 1-4와 마디 5-8의 순서를 바꾸어 하이든의 음악

적 유머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후 마디 46부터 제시부의 경과구에

서 등장했던 16분음표 스케일이 동형진행 된다. 이때 A♭장조-D♭장조

-E♭장조-f단조에서 V-I 진행이 계속되며 긴장감을 유지한다. 마디 57

부터는 오른손과 왼손의 성부가 교차 되어 역할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

다. [악보17],[악보18]

제2주제:� E♭장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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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7]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3악장, 마디 37-49

[악보18]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3악장, 마디 46-55

제1주제의�후반부(마디� 5-8) 제1주제의�전반부(마디� 1-4)

동형진행

A♭; V I D♭; V I

E♭; V I f; V i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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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68-81에서는 제시부의 종결구에 사용된 오른손의 순차 하

행하는 분산화음과 왼손의 8분음표 음형이 나타나며 계속되는 전조를

통해 클라이맥스를 형성하고 있다. 이후 재현부를 A♭장조로 시작하기

위해 마디 82-86에 걸쳐 A♭장조의 5도 음정인 E♭음에 페달 포인트를

주며 재현부를 예고한다. [악보19]

[악보19]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3악장, 마디 79-86

(3) 재현부

재현부는 제1주제가 A♭장조로 재현되며 마디 95-107에서는

제시부의 경과구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디 111-119에서는

제2주제가 원조인 A♭장조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 120부

터 제2주제가 발전되며 제1악장의 왼손 8분음표 리듬의 모티브를 사용

해 순차 상행하고 있다. 오른손에서는 제2주제의 상, 하행 스케일을 확

장 시키고 있다. [악보20]

E♭:� ped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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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0]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3악장, 마디 120-125

마디 130-143은 종결구로 상성부는 종결구 전체에 걸쳐 분산화

음을 사용하고 있다. 마디 138부터 나오는 왼손의 A♭에 페달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종지감을 강조하며 제3악장이 마무리된다. [악보21]

[악보21]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XVI:46> 제3악장, 마디 138-143

제2주제의�상,�하행�스케일

제1악장의�왼손� 8분음표�리듬

A♭(I):� ped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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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 Schumann Symphonic Etudes, Op. 13

2.1 작품 배경

19세기 초 형식과 규범이 중시되던 고전주의가 서서히 막을 내

리고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을 우위에 두는 낭만주의적 흐름이 등장하

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슈만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

하는 작곡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가곡, 교향곡, 기악곡 등 다양한 분야

에 걸쳐 많은 양의 작품을 남겼다. 또한, 그는 뛰어난 문학적 소양을 발

휘해『음악신보 Neue Zeitschrift für Musik』를 창간하였다. 그는 여기

서 다비드 동맹(Davidsbündler)4)이라는 가상 인물을 등장시켜 많은 작

곡가의 작품을 예리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작품과 음악가들을 소개했다.

슈만이 활동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는 기악 음악이 다른 어

느 시대보다 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시대이다.5) 특히 자유로운

감정표현이 주를 이루었으며 문학적 요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

술가곡, 성격 소품, 교향시 등의 새로운 형식이 나타났다. 낭만주의 시대

의 선율은 이전 시대보다 복잡해지고 불규칙해졌으며 호흡이 길어졌다.

또한, 악기의 발달로 다양한 음색과 폭넓은 음향의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4) 다비드 동맹(Davidsbűndler): 당시 내면이 텅 빈 기교 위주의 음악을 추구하는 음악

적 속물들을 격파하고 음악 예술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플로레스탄(대담하고 충동적이고 정열적이며 다소 신경질적인), 오이제비우스(사려 깊고,

꿈꾸는 듯한), 라로(모든 관점을 종합해 최선을 이끌어내는 현명하고 이성적인) 등의 인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통해 슈만 자신의 여러 성격을 대신하고 있다.(F. E.

Kirby, 『피아노 음악사 20세기 말까지』, 김혜선 옮김, (서울: 다리, 2011), p. 204)
5) 낭만주의 음악가들은 가사가 배제된 기악음악이 낭만파 예술이 추구하는 동경과 이

상의 세계가 가장 순수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공저,

『두길 서양음악사2』 (파주: 나남 출판, 2012),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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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풍부한 표현이 가능해졌다. 슈만은 이러한 흐름을 이끈 장본인으로

작곡과 음악 비평을 통해 자유로운 상상력과 그의 다양한 내면을 표출했

다.

슈만은 피아노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가장 강하게 표출해낸

낭만주의 작곡가이며 1831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20여 곡의 독창적인

성격소품6)을 작곡했다. 그는 당시 짧은 곡들로 작곡되던 성격소품을 연

곡으로 구성하며 19세기 피아노 음악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많

은 성격 소품이 가면 무도회적 특징7)을 띠고 있으며 다양한 인물의 등

장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분위기는 무수한 암시와 은유를 담고 있다. 이

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 최초의 작품은 <나비 Op. 2>이며 <사육제

Op. 9>와 <다비드 동맹 무곡 Op. 6>이 대표적이다.

1834년 슈만은 19세기 피아노의 기능적 발달에 따라 피아노를

통해 오케스트라적 효과를 구현해 낸 <교향적 연습곡 Op. 13>을 작곡

하였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작품에는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음색

과 다채롭고 폭넓은 표현을 요구하는 교향적 성격과 다양한 기교와 화려

한 음형들을 통한 연습곡적 성격이 함께 나타난다. 슈만은 이러한 표현

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악보에 다양한 연주기법과 페달의 사용 그

리고 다이내믹을 섬세하게 표시하였다. 1837년 초판된 이후 1852년 제2

6) 성격소품: 길지 않은 악곡에 개성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작품으로 이것의 원조는 바로

크 시대의 프렐류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크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롭게 독창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며, 건반 악기에 매우 독특한 환상성을 부여한다. 슈만은 이러한 성격

소품에 제목을 붙이기 시작하며 성격소품을 낭만 시대의 산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

을 하였다. (박유미, 『피아노 문헌』(서울: 음악춘추사, 2010), p.102)
7) 가면무도회: 그가 젊은 시절 심취했던 장 폴(Jean Paul, 1763-1825)은 1805년 발표

한 <무분별의 시대>라는 소설에서 쌍둥이 형제인 발트와 불트를 등장시킨다. 얼굴은 같

지만, 성격이 서로 판이한 두 인물의 행각에서 슈만은 자신의 심리적 내부에 존재하는

양면성의 모습을 보았고, 이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그의 작품에 원천을 제공하게 된다.

(박유미, 『피아노 문헌』(서울: 음악춘추사, 2010),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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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출판되며 변주곡 형식의 연습곡으로 제목이 바뀌고 제3번과 9번이

제외되었으나 1893년 브람스의 감수로 제3번과 9번이 다시 포함되고

슈만이 포함하지 않았던 5개의 변주 또한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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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품 연구

이 작품은 주제와 9개의 변주 그리고 3개의 연습곡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주제의 화성과 리듬, 선율 등을 변화시키는 성격 변주곡이다.

주제는 폰 프리켄 남작이 작곡한 것으로 조성은 c#단조이고 박자는 4/4

박자이다. 대부분 c#단조를 유지하며 제6변주와 제9변주 그리고 피날레

에서 전조가 이루어지는데 각각 원조의 나란한조인 E장조와 딸림조인

g#단조, 같은으뜸음조인 D♭장조로 전조 된다. 또한, 마지막 연습곡인

피날레는 론도 형식으로 대단원의 막을 장식한다.

(1) Thema: Andante, c# 단조, 4/4 박자

주제는 긴 호흡의 선율이 특징적이며 A(a-a′)-B(b-a″)의 2부

형식이다. 마디 1에는 C#-G#-E-C#으로 이루어진 동기가 나타나며 c#

단조의 i도 화음이 펼침화음 형태로 하행하고 있다. [악보22]

[악보22]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주제, 마디 1-4

C#-G#-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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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3-14에서는 다시 한번 C#-G#-E-C#의 동기가 등장하며

갑작스러운 옥타브 상행 후 sf가 붙은 페르마타와 함께 절정에 이른다.

이후 c#단조의 V인 반종지로 마무리한다. 주제의 마지막 음을 향한 크

레셴도는 피아노보다는 현악기에 알맞은 기법으로 보인다. [악보23]

[악보23]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주제, 마디 13-16

(2) Variation I : Un poco vivo, c# 단조, 4/4박자

제1변주는 4도 위 모방을 통한 대위법적 선율이 특징적이며 부

점 리듬과 스타카토 음형이 사용돼 레가토 주법이 주가 되었던 주제와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곡이 진행될수록 성부가 더해져 마치 악기가

추가되는 듯한 효과를 준다. 마디 5에서는 왼손으로 표현되는 제1변주의

주요 리듬인 부점과 스타카토 음형에 오른손으로 주제의 C#-G#-E-C#

선율을 더하며 주제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악보24]

주제�선율:C#-G#-E-C#

현악기적�기법

c#;� vi� �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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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4]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1변주, 마디 1-5

마디 9-10에서는 앞서 나타난 스타카토 음형 그리고 부점 리듬

과 함께 한층 더 두꺼워진 텍스처로 상승하며 고조된 분위기가 나타난

다. 마디 10-12에서는 레가토로 표현되는 8분음표 선율이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며 마디 13에서 다시 한번 주제 선율과 제1변주의 주선율을 상기

시킨 후 마무리된다. [악보25]

[악보25]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1변주, 마디 9-13

4도�위�모방제1변주의�주선율

성부�추가 주제�선율

반음계적�하행

주제�선율

제1변주의�주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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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ariation II : c#단조, 4/4 박자

제2변주는 베이스에서 나타나는 주제 선율과 소프라노 성부에서

나타나는 대선율 그리고 내성에서 나타나는 반주형태로 풍부한 화성과

음향을 만들어내며 관현악적인 특징을 가진다. [악보26]

[악보26]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2변주, 마디 1-2

마디 5-6은 대선율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마디 6에서는 급작스

럽게 A장조로 전조 되어 대선율을 반복한다. 이때 대선율을 강조하기

위해 유니즌으로 진행된다. [악보27]

[악보27]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2변주, 마디 5-6

주제�선율

내성

대선율

유니즌

A;� I

4



- 29 -

마디 9-12의 상성부에는 슈만이 즐겨 사용한 부점 리듬이 나타

나며 테너 성부에서 주제 선율의 B 부분(마디 9-10)이 나타난다. 또한,

베이스 성부에서는 g# 단조로 전조 된 것을 강조하며 페달 포인트를 사

용하고 있다. 마디 13부터는 다시 대선율이 등장하며 c#단조의 V-i의

정격종지로 마무리된다. [악보28],[악보29]

[악보28]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2변주, 마디 9-10

[악보29]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2변주, 마디 9-10

(4) Etude III: vivace, c# 단조, 2/4 박자

제3 연습곡은 앞선 변주들과 달리 3부 형식(A-B-A′)으로 주제

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연습곡이다. A 부분(마디 1-8)에서 현악기의

피치카토 주법을 연상시키는 오른손의 빠른 스타카토 음형과 왼손의 폭

주제� B

g#(i):� pedal� point

주제� B�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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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레가토 선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슈만이 피아노를 통해 관현악적

효과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30]

[악보30]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3연습곡, 마디 1-2

B 부분(마디 9-12)에서 상성부의 상행 선율과 하성부의 하행

선율이 논쟁하듯 동형 진행되며 반복되는 sf와 크레셴도를 통해 화려하

게 절정을 이루고 있다. [악보31]

[악보31]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3연습곡, 마디 9-12

상행

하행

동형진행

피치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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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ariation III: c# 단조, 4/4 박자

제3변주는 2부 형식 A(a-a′)-B(b-a″)으로 오른손에서 주제 선

율 C#-G#-E-C#이 제시된 후 왼손에서 두 박자 뒤에 같은 음형을 모

방하는 캐논 형식이다. 모방의 시작 부분에 sf를 사용해 캐논의 특징을

극대화했으며 마디 6부터 부점 리듬을 사용해 리듬에 변화를 주었다.

[악보32]

[악보32]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3변주, 마디 1-7

(6) Variation IV: c# 단조, 12/8박자

제4변주는 12/8박자로 부점이 주요 리듬으로 사용되었으며 주제

와 같이 2부 형식 A(a-a′)-B(b-a″)이다. 제3변주와 같이 모방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약박인 왼손에서 모방이 시작될 때 악센트가 등장해 스케

르찬도(scherzando)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마디 1-2는 왼손이 순차

상행하는 오른손 선율을 모방하며 전체적으로 하행하는 폴리포니 짜임

주제�선율�모방

주제�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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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8)가 나타난다. 마디 3에서는 오른손의 순차적으로 상행하던 선율이

보조음을 사용해 g#에 머무르다가 갑작스럽게 상행하고 있다. 이때 왼손

의 리듬은 오른손과 같으나 마디 1-2와는 달리 오른손 선율을 모방하지

않고 하행하고 있다. 마침내 마디 4의 오른손과 왼손에서 같은 음형이

동시에 나타나 호모리듬 짜임새9)를 살펴볼 수 있다. [악보33]

[악보33]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4변주, 마디 1-4

(7) Variation V: Agitato, c# 단조, 2/4 박자

제5변주는 주제와 같은 2부 형식 A(a-a′)-B(b-a″)로 왼손의 넓

은 도약이 특징적이며 마디 1부터 주제 선율 C#-G#-E-C#이 극명하게

8) 폴리포니 짜임새: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성부가 모여 만드는 짜임새를 뜻한다. 각각의

성부는 멜로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다른 성부와 어울림으로써 하나의 짜임

새를 이루어낸다. (송무경, 『음악 논문 작성법』(파주: 음악세계, 2017). p.225)
9) 호모리듬 짜임새: 일반적인 호모포니 짜임새와는 달리, 모든 리듬이 주선율과 함께

움직이는 짜임새이다. (송무경, 『음악 논문 작성법』(파주: 음악세계, 2017). p.224)

폴리포니�짜임새

호모리듬�짜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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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또한, 주제의 시작 지점에 sf를 사용해 주제 선율을 강조하고

있다. [악보34]

[악보34]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5변주, 마디 1-3

마디 14-15에서는 시종일관 8분음표 간격으로 나타나던 선율이

16분음표로 분할되며 리듬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다. 이때 악센트를 효

과적으로 사용해 아지타토(agitato)의 격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보35]

[악보35]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5변주, 마디 12-16

리듬의�분할

주제�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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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ariation VI: Allegro Moderato, E 장조, 2/4 박자

제6변주는 지금까지의 변주와는 달리 E 장조로 시작하며 열정적

이고 밝은 분위기가 나타나 슈만의 플로레스탄적 성격이 엿보이는 변주

이다. 주제와 달리 3부 형식(A-B-A′-Coda)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분

음표의 부점 리듬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이음줄이 표시된 내성은 시종일

관 반음 관계를 유지하며 긴장감을 준다. 변주의 시작 부분에 주제 선율

이 그대로 제시되었던 앞선 변주들과는 달리 제6변주는 마디 13-17에

주제 선율이 C 장조와 B 장조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악보36]

[악보36]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6변주, 마디 13-17

마디 25-30은 코다로 앞서 나타난 내성의 반음계 진행이 왼손

의 옥타브로 나타나고 오른손은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코드로 진행되며

폭넓은 음역으로 곡을 마치고 있다.

(9) Variation VII: Andante, c# 단조, 4/4박자

제7변주는 c# 단조의 2부 형식으로 주제 이후 처음 등장하는 느

린 변주이며 바흐의 영향을 받아 대위법적으로 작곡된 것을 볼 수 있다.

C�장조�주제�선율 B�장조�주제�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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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에서 주제 선율 C#-G#-E-C#이 상행하고 있으며 이때 마르카티

시모(marcatissimo)를 유지해 각각의 모방 되는 선율을 조화롭게 연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행하는 64분음표와 하행하는 32분음표의

사용으로 기교적이고 화려한 효과를 주었으며 규칙인 리듬으로 곡에 통

일감을 부여했다. [악보37]

[악보37]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7변주, 마디 1-4

마디 15의 ‘페달과 함께’(tenuto per il pedale) 표시는 마디 15-18에

나타나는 왼손의 F#-E-D-C#-B-A-G#-C# 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바로크 시

대의 오르간과 같은 울림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악보38]

주제�선율의�상행

주선율�모방



- 36 -

[악보38]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7변주, 마디 15-18

(10) Etude IX: Presto Possibile, c# 단조, 3/16 박자

제9연습곡은 총 79마디로 유일하게 3/16 박자로 되어 있다. 그

러나 네 마디가 하나의 프레이즈로 묶이며 빠르게 진행돼 실제로는 4/4

박자와 같이 들린다. 제9연습곡은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가볍

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 스타카토 음형의 기교적인 면에 집중하고 있

다. [악보39]

[악보39]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9연습곡, 마디 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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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9부터 왼손과 오른손에서 옥타브 음형이 반음계적 진행을

보이며 마디 33에서 로 화음의 텍스처와 음역이 확대되어 더욱 화려

하고 기교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마디 57-64에서 두 옥타브에 걸쳐 로
하행하다 마디 65에서 갑작스럽게 로 줄어든다. 이때 감7화음을 사용

해 불안감을 조성하며 아르페지오 음형을 유니즌으로 상, 하행한 뒤 곡

을 마친다. [악보40],[악보41]

[악보40]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9연습곡, 마디 29-40

[악보41]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9연습곡, 마디 65-79

감7화음�아르페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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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Variation VIII: c# 단조, 4/4 박자

제8변주는 토카타 풍의 기교적인 변주로 왼손에서 주제 선율

C#-G#-E-C#이 나타나고 있다. 오른손은 부점 리듬으로 열정적이고 화

려하게 표현되며 왼손의 규칙적인 16분음표 리듬은 논레가토로 표현되

며 토카타의 무궁동적 성격을 강화한다. [악보42]

[악보42]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8변주, 마디 1-2

(12) Variation IX: Con espressione, g# 단조, 4/4 박자

제9변주는 g# 단조로 왼손의 규칙적인 32분음표 반주와 오른손

의 모방 기법을 사용한 대위법적 선율이 특징적이다. 왼손의 32분음표

반주는 반음계를 사용해 제9변주의 몽환적이고도 애잔한 분위기를 조성

한다. 또한, 마디 6을 살펴보면 주제 선율의 C#-G#을 g# 단조에서

G#-D#으로 사용해 주제를 변형시키며 ‘두 성부처럼’(quasi a due)를 표

시해 소프라노와 알토 두 성부의 선율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알토

성부의 시작에 악센트를 사용해 연주자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악보43]

주제�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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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3]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9변주, 마디 6-7

마디 8-10을 살펴보면 11도, 14도 12도 등의 음정을 사용해 슈

만의 서로 다른 내적 자아의 대립을 긴장감 있게 나타냈다. [악보44]

[악보44]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제9변주, 마디 8-10

11도 14도

12도

주선율

모방
반음계적�진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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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Finale: Allegro brillante, D♭장조, 2/2 박자

대단원의 막을 장식하며 환희로 끝나는 마지막 연습곡 피날레는

원조와 같은으뜸음조인 D♭장조로 론도 소나타 형식(A-B-A-B′-Coda)

이다. 피날레는 넓은 음역을 사용하며 폭넓은 다이내믹의 대비로 오케스

트라적 음향을 구현해낸다. 또한, 계속해서 등장하는 행진곡풍의 부점

리듬은 연습곡에 에너지와 통일성을 부여한다. 마디 1-8에 등장하는 제

1주제는 부점 리듬과 8분음표 리듬이 4분음표 단위로 교차 되며 주제에

서 나타났던 두꺼운 텍스처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마디 1-2와 마디

3-4는 같은 리듬이지만 다이내믹에 차이를 두며 음색에 변화를 주어 서

로 주고받는 문답형식이 나타난다. [악보45]

[악보45]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피날레, 제1주제, 마디 1-8

질문 대답제1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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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7부터는 딸림조인 A♭ 장조로 전조 돼 제2주제가 나타난

다. 마디 1에 등장했던 부점과 8분음표 리듬이 알토와 베이스에서 동형

진행되며 리듬악기와 같은 효과를 낸다. 큰 도약이 주를 이뤘던 제1주제

와는 달리 제2주제에서는 새로운 소프라노 선율이 장식음과 함께 완만

하게 진행되며 테너와 2중창을 한다. [악보46]

[악보46]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피날레, 제2주제, 마디 17-24

마디 50부터는 두 마디에 걸쳐 등장하는 베이스의 페달포인트가

특징적이며 3성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의 주제 선율 C#-G#-E-C#

이 A♭, D♭, B♭, E♭장조 등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소프라노와 테너

성부는 리듬과 선율을 넘나들며 서로를 모방하고 있다. 이때 부점 리듬

에서 sf를 제외한 나머지 동일 음들이 로 표현되고 있는 선율을 방해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악보47]

제2주제

반복되는�장식음 리듬악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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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7]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피날레, 마디 50-56

이후 마디 98에서 B에서는 A♭장조였던 것이 G♭장조로 전조

되며 B′ 가 등장하며 B와 매우 흡사하다. [악보48]

[악보48]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피날레, 마디 98-101

마디 176에서 와 함께 예상했던 D♭화음이 아닌 B♭화음이

나오면서 코다의 시작을 예고한다. 마디 178부터는 양손의 리듬과 화음

이 유니즌으로 나타나며 이때 다른 음역에 선율을 배치해 서로 주고받는

문답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모든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듯한 교향적 효과가 나타난다. [악보49]

A♭(I):pedal� point

주제�선율

G♭장조:�제2주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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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9]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피날레, 마디 175-179

마디 176-195는 양손의 옥타브가 유니즌으로 하행하며 내성에

서 고정된 음형을 나타내 오케스트라의 풍부하고 넓은 음향을 나타낸다.

마디 191-195에서는 교향곡의 마지막 부분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 자주

사용되던 V7-I의 반복된 형태가 나타나며 화려하게 마무리된다. [악보50]

[악보50]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 13> 피날레, 마디 184-195

예상치�못한� B♭화음 묻고�답하는�형식

하행�유니즌
반복되는�내성

D♭;� V₇ I� V₇� � � I� V₇� I� � V₇�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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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 Rachmaninoff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 42

3.1 작품 배경

라흐마니노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 활동한 작

곡가로 이 당시는 민족주의, 후기 낭만주의, 인상주의 등이 등장하며 음

악의 주도적인 위치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방에서 러시아와 프랑스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그는 근대화 시대의 혁신적인 음악

양식에도 불구하고 낭만주의를 고수하였으며 당시의 비평가들에게 흐름

을 타지 못하는 작곡가로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음악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활동

한 국민악파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활동한 서구화주의 음악가들의 활동

이 대립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국민악파는 민중음악을 토대로 러시

아 특유의 민족적 성향을 음악에 담았으며 러시아 5인조10)가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반면 서구화주의 음악가는 루빈스타인(A. Rubinstein, 1830-1894)

으로 시작되며 서구적 전통음악 개념을 바탕으로 러시아 음악을 발전시

킨다. 1866년 그의 동생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에 의해 모스크바 음악원

이 설립되며 본격적으로 서구식 음악교육이 시작된다. 모스크바 음악원에

서 교육받은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차이코프스키(P. Tchaikovsky, 1840-1893),

스크리아빈(A. Scriabin, 1872-1915) 그리고 라흐마니노프가 있다. 작곡

10) 러시아 5인조: 19세기 중반부터 활동한 러시아의 국민악파로 기존의 서구 전통음악과

는 다른 느낌의 “러시아적인” 음악을 세상에 알렸으며 발라키예프(M. Balakireff, 1837-1910),

보로딘(A. Borodin, 1833-1918), 큐이(C. Cui, 1835-1918), 무소로그스키(M. Mussorgsky,

1839-1881), 림스키-코르사코프(N. Rimsky-Korsakoff, 1844-1908)로 이루어져 있다. (박유

미, 『피아노 문헌』(서울: 음악춘추사, 2010).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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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기 이전에 타고난 피아니스트였던 라흐마니노프에게 피아노는 단순

한 악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의 피아노 작품은 악기의 가능성

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피아노 문헌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룰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는

1931년 그가 러시아를 떠나 미국으로 망명 후 연주자로 활동하던 때에

작곡된 곡으로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초연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제는

코렐리(Arcangelo Corelli, 1653-1713)의 <바이올린 소나타 Op. 5 No.

12>에 사용된 ‘La folia’에 기초한 것이다. 폴리아는 포르투갈의 전통 춤

곡으로 헨델(Georg Friedrich Handel, 1685-1759)에서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곡가에 의해 사용되었다. 라흐

마니노프의 마지막 피아노 독주곡인 이 작품은 역동적인 리듬과 실험적

인 화성사용이 특징적이며 낭만주의 어법과 러시아적 색채의 조화가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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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품 연구

이 작품은 주제와 20개의 변주와 간주 그리고 코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동감 넘치는 리듬과 반음계적 화성사용이 특징적인 곡이다. 서

정적인 선율과 반음계적 화성의 사용으로 낭만주의 어법이 나타나며 다

양한 리듬과 박자를 사용해 뚜렷한 성격을 가진 변주가 나타난다. 이 곡

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는 주제에서 제7

변주까지이며 모두 d 단조이다. 18마디로 이루어진 제7변주를 제외하고

모두 16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체로 3/4박자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다. 제2부는 제8변주부터 간주까지이며 박자의 잦은 변화와

다양한 리듬의 사용 그리고 반음계적 화성진행이 특징이다. 또한, 마디

수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제1부와 대조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제

14변주에서 코다까지이다. 제14변주에서는 주제를 D♭장조로 재현하고

있으며 이후 제20변주까지 점점 빨라지며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코다는 주제와 같은 빠르기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주제가 다루어진 후 명

상적으로 곡을 마무리한다..

(1) Theme: Andante, d 단조, 3/4 박자

이 작품의 주제는 16마디의 두도막 형식(8+8마디)으로 간결하

게 구성되어 있다. 조성은 d 단조로 서정적인 주제 선율이 높은 음역에

서 큰 도약 없이 순차 진행되고 있으며 이탈음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

다. 주제는 4성부 코랄 형태로 i 화음과 V 화음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지막 종지 외의 동기, 작은악절, 큰악절의 종지는 모두 V 화음을 사용

한 것을 볼 수 있다. [악보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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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1]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주제, 마디 1-10

(2) Variation I: Poco piu mosso

제1변주는 주제와 동일한 조성과 형식이나 주제가 한 옥타브 아

래에서 재현되며 3성부로 축소되었다. 소프라노 성부에서 주제를 이끌고

가며 테너 성부에서 펼침화음의 반주음형이 등장해 동적인 성격을 부여

하고 있다. 또한, 마르카토(marcato)로 표현된 베이스는 리듬에 긴장감

을 주며 제1변주와 주제의 대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악보52]

이탈음

d;� i V i F;� V₇/V V I

V d;vii° i vi₇ V i V

이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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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2]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1변주, 마디 1-2

(3) Variation II: L′istesso tempo

제2변주는 계속해서 를 유지하며 주제가 소프라노 성부에서 부

점 리듬의 스타카토 음형으로 변주된다. 알토 성부에서 나타나는 내성은

레가토로 반주역할을 하며 대부분 반음계적인 선율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 화성 체계 안에서 사용된 독창적인 반음계적 진행은 라흐마

니노프 음악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악보53]

[악보53]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2변주, 마디 1-2

Sop.

Ten.

Bs.

주제�선율

당김음

주제�선율
내성의�반음계적�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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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ariation III: Tempo di Menuetto

제3변주는 주제의 리듬이 축소되었으며 수직적 진행과 과감한

음정 도약으로 음역을 확대해 변화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주제의 화성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제의 E음을 E♭음으로 대체해 이전 변주들

과는 다른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마디 2와 4에서 V 화음의 종지 대

신 증6화음을 사용해 주제의 메아리와 같은 효과를 주고 있으며 끊임없

이 감3도 음정을 사용해 조성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악보54]

[악보54]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3변주, 마디 1-8

(5) Variation IV: Andante

제4변주는 주제와 동일한 조성과 박자를 가지고 있으며 꾸밈음

을 사용해 선율을 장식하고 있다. 주제 선율은 양손에서 유니즌으로 진

It.6 It.6감3도
감3도

리듬의�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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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돼 뚜렷하게 나타나며 반음계로 이루어진 장식음이 로 주제를 수식

한다. 이러한 장식음은 라흐마니노프가 즐겨 사용한 종소리를 묘사한 부

분으로 볼 수 있다. 제4변주는 주제와 대체로 같은 화성진행을 보이나

마디 2에서 C#이 아닌 C를 사용하며 F장조로 색채감에 변화를 주었다.

특히 마디 15에서는 나폴리 6화음의 사용으로 조성을 모호하게 하고 있

다. [악보55],[악보56]

[악보55]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4변주, 마디 1-4

[악보56]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4변주 마디 12-16

종소리

C#→C

N.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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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ariation V: Allegro(ma non tanto)

제5변주는 앞선 변주들과는 달리 Allegro의 빠르기를 요구하며

 로 시작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동적인 전개를 보인다. 16마디로 구

성되어 있으나 7+9마디의 불균형한 악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규칙한

박자의 변화가 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5변주는 스타카토로 이루어

진 셋잇단음표 음형의 도약이 주를 이루며 주제의 선율적 진행을 찾아보

기 어렵다. 또한, 화음의 성격을 구분하는 3음을 생략하거나 d 단조의

이끔음인 C# 대신 C를 사용해 조성이 모호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악

보57]

[악보57]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5변주, 마디 1-5

(7) Variation VI: L′istesso tempo

제6변주는 셋잇단음표 리듬을 사용해 제5변주의 연장 선상에 있

으며 반음계적 동형진행을 하고 있다. 주제 선율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3음�생략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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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나 주제와 같이 i 화음과 V 화음을 중심으로 진행돼 d 단조의 조성

감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스타카토를 사용해 가볍고 익살스

러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악보58]

[악보58]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6변주, 마디 1-4

(8) Variation VII: Vivace

제7변주는 16분음표의 분산화음이 트레몰로를 연상시키며 반음

계적 진행과 시종일관 유지되는 가 특징적이다. 왼손에서 D음에 페달

포인트를 주며 반음계적 진행으로 자칫 모호해질 수 있는 d 단조 조성

을 강조했다. 주선율은 양손 유니즌으로 표현되며 4분음표 단위로 순차

진행하고 있다. 마디 15-18은 감 7화음의 하행하는 분산화음과 왼손 D

음에 페달 포인트를 사용하며 제1부를 화려하게 끝맺는다. [악보59],

[악보60]

d;� V F;�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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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9]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7변주, 마디 1-3

[악보60]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7변주, 마디 15-18

d(i):� Pedal� Point

주선율

반음계적�진행

감7화음

감7화음

13

d(i):� ped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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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ariation VIII: Adagio misterioso

2부의 시작을 알리는 제8변주는 15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7+8마디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반음계적 진행과 당김음 그리고 반복

적으로 나오는 리타르단도와 아템포는 이 곡의 미스테리오조한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 제8변주에서 사용된 넓은 음역과 다양한 리듬, 자유로운

마디 수 그리고 다채로운 화성의 사용은 앞으로 진행될 2부를 예고하고

있다. [악보61]

[악보61]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8변주, 마디 1-4

(10) Variation IX: Un poco piu mosso

제9변주는 19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도막 형식(10+9)으로

볼 수 있다. 주선율은 오른손의 분산화음의 상, 하행으로 표현되고 있으

며 왼손에서 페달 포인트와 함께 반음계적 화성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적

이다. [악보62]

당김음�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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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2]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9변주 마디 1-3

(11) Variation X: Allegro scherzando

제10변주는 세도막 형식(9+9+7마디)으로 불규칙한 박자 변화

와 반음계적 진행이 특징이다. 그러나 d 단조의 i 화음과 V 화음을 반복

하며 조성을 잃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리듬과 악센트 및 쉼표를 통해

스케르찬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디 15-18에서는 반음

계적 선율 진행이 조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많은 기교를 요

구하는 부분으로 라흐마니노프의 비르투오적인 면을 보여준다. [악보63],

[악보64]

[악보63]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10변주, 마디 1-3

반음계적�화성진행
d(i):� pedal� point

d:� V

불규칙한�박자�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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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4]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10변주, 마디 15-18

(12) Variation XI: Allegro vivace

제11변주는 주제와 같이 16마디로 두도막 형식이나 리듬과 화

성진행에 의해 주제가 많이 변형되었다. d 단조의 VI 화음으로 시작하며

마디 2에서 D♭장조의 I 화음이 사용되어 화성적 색채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수직적인 진행을 하는 마디와 펼침화음으로 수평적 진행을 하는

마디가 대비되며 3번의 동형진행이 일어난다. [악보65]

반음계적�진행의�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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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5]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11변주, 마디 1-6

(13) Variation XII: L′istesso tempo

제12변주는 23마디(10+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와 다르게

박진감이 넘치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느껴지며 반음계적 진행이 이루어지

는 변주이다. 주선율은 왼손에서 강한 옥타브 스타카토로 나타나며 5마

디의 악절 구조를 기초로 동형진행이 이루어진다. 마디 1-3은 스타카토

와 강한 다이내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디 4-5는 레가토와 로 이루

어져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66]

수직적�진행과�수평적�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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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6]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12변주, 마디 1-5

(14) Variation XIII: Agitato

제13변주는 17마디(8+9)로 구성된 두도막 형식이며 규칙적인

부점 리듬과 악센트의 반복된 사용으로 변주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주

선율은 두 마디에 걸쳐 해결되지 않는 반음계적 비화성음의 반복으로 불

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나 하성부에서 D음을 반복하며 d 단조의 조성감을

잃지 않는다. [악보67]

[악보67]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13변주, 마디 1-3

반음계적�진행

반복되는�D

반음계적�비화성음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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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ntermezzo: A tempo rubato

제2부를 마무리 짓는 간주곡은 장식음과 즉흥적인 아르페지오의

움직임을 통해 카덴차와 같은 느낌을 준다. 주선율은 양손 유니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음계적으로 진행되는 아르페지오로 반주 되고 있다.

마디 12-13은 다음 변주의 조성인 D♭장조로 가기 위한 연결구로 c단

조와 e♭단조의 Ger.6로 이루어진 분산화음을 사용하고 있다. [악보68]

[악보68]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간주곡, 마디 12-13

c;� Ger.6

e♭;� Ge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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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Variation XIV: Andante(come prima), D♭장조

제14변주는 3부의 시작으로 D♭장조로 전조 되었으나 빠르기,

다이내믹 등이 주제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한 옥타브 아래에서 재

현되어 회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주제에서 사용한 4 성부 코랄

이 더욱 확장되어 텍스처가 두꺼워졌으며 이탈음 등의 비화성음을 사용

함으로써 화성의 색채가 다채로워졌다. [악보69]

[악보69]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14변주, 마디 1-8

(17) Variation XV: L′istesso tempo, D♭장조

제15변주는 넓은 도약과 복잡한 화성이나 리듬이 주가 되었던

지금까지의 변주와는 달리 지극히 낭만적인 선율 진행을 보인다. 26마디

(12+14)로 이루어진 두도막 형식으로 상성부의 주제 선율은 대부분 순

이탈음



- 61 -

차 진행하고 있으며 보조음을 사용하고 있다. 하성부의 반주는 순차 하

행하며 마디 4와 6에서 V 화음의 3음인 C 음 대신 C♭을 사용하며 변

화를 주었다. [악보70]

[악보70]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15변주, 마디 1-3

(18) Variation XVI: Allegro vivace

제16변주는 변주 중 유일하게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변주로 원

조인 d 단조로 돌아가며 15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주선율은 완전 4도,

완전 5도, 완전 8도의 도약 진행과 순차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

한 리듬이 사용돼 빠른 진행감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주제와 같은 i와

V화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악보71]

[악보71]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16변주, 마디 1-2

순차�진행

보조음

도약�진행� 순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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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Variation XVII: Meno mosso

제17변주는 제16변주의 종지로 시작해 같은 빠르기와 조성이

나타나며 23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A+A′의 형식을 가지며 4/4박자, 2/4

박자, 6/4박자를 사용하고 있다. 상성부에서 주제 선율의 일부분이 사용

되며 하성부에서는 같은 리듬을 고집하며 바소 오스티나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마디 3의 상성부를 살펴보면 주제에서 사용된

C#음 대신 C음을 사용해 d 단조의 조성감을 약화하며 화성의 색채 변

화를 추구하고 있다. [악보72]

[악보72]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17변주, 마디 1-3

(20) Variation XVIII: Allegro con brio

제18변주는 리듬에 의한 변주로 16마디(8+8)로 구성되어 규칙

적인 악곡 구조를 보인다. 주제의 i와 V화음 위주로 화성을 재현하고 있

으며 제13변주에 사용된 부점 리듬을 바탕으로 넓은 음역을 오가는 화

음을 사용한다. 마디 9에서 주선율은 한 옥타브 올라가 더욱 두꺼워진

텍스처로 풍성한 화음을 사용하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73],[악보74]

C#→C

basso� osti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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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3]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18변주, 마디 1-2

[악보74]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18변주, 마디 9-10

(21) Variation XIX: Piu mosso Agitato

제19변주 또한 리듬에 의한 변주로 반음계적 진행이 특징적이

다. 17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8변주에서 사용된 부점 리듬의 16분

음표가 32분음표로 분할돼 장식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어 더욱 역동적

이다. 상성부의 주선율은 주제보다 3도 높게 제시되었으며 하성부에 반

음계적 하행 선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제의 i와 V화음을 주로 사용하

며 조성감을 잃지 않는다. [악보75]

d;� i � V

제13변주의�부점�리듬

두꺼워진�텍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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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5]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19변주, 마디 1-2

(22) Variation XX: Piu mosso, d 단조, 9/8 박자

마지막 변주인 제20변주는 27마디(16+9)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8, 19변주와 유사한 리듬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제18변주부터 제19

변주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주선율은 양손 옥타

브 유니즌에 악센트를 사용해 강렬하게 진행되며 넓은 도약을 사용해 전

체적으로 역동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마디 16에는 9/8박자에서 6/8박

자로 박자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헤미올라 리듬이 나타나 더욱 밀도 높은

긴장감을 형성한다. 마디 17부터 제20변주의 클라이맥스로 넓은 음역과

도약 진행으로 피아노의 건반을 최대한 활용해 화려한 반음계적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마디 25-27에서는 이 곡의 중심인 D음을 낮은 음역에

서 옥타브로 강조하며 부점과 당김음 리듬을 사용해 장대한 변주곡을 마

무리한다. [악보76]

반음계적�선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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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6]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제20변주, 마디 16-21

(23) Coda: Andante

제16변주부터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던 변주가 코다에 들어서

면서 주제와 동일하게 안단테로 돌아왔으며 다이내믹 또한 에서 
로 점차 줄어든다. 17마디(8+9)로 구성되어 있으며 A+A′ 형태로 주제

와 같은 형식을 가진다. 상성부의 주선율은 상행하는 분산화음이 주를

이루며 하성부에서는 일관된 셋잇단음표 리듬이 나타난다. 이때 하성부

에서 끊임없이 D음을 페달포인트로 사용하며 다양한 화성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조성감을 잃지 않고 있다. 마디 14-17은 주제 선율의 일부분

이 재현된 후 V-i로 정격 종지하며 마무리된다. [악보77],[악보78]

반음계적�진행

헤미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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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7]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코다, 마디 1-5

[악보78]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 코다, 마디 14-17

d(i):pedal� point

d;� V₇� � � � � � � i

주제�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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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 Ravel Jeux d’eau

4.1 작품 배경

라벨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한 프랑스의 영향력 있

는 작곡가 중 한 명으로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와 함께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다. 그의 음악에는 인상주의 경향과

동시에 소나타 형식과 같은 전통적인 형식과 구조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인상주의 음악은 대략 1870년부터 1930년 사이에 프랑스를 중

심으로 생겨났다. 이는 당시 프랑스의 인상주의 회화와 상징주의 문학11)

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19세기 후기 낭만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낭만주의와 같이 감정을 표출하거나 이야기를 서술하는 음악

이 아닌 화성과 음색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음악에 담고자 하였다. 인상

주의 회화가 명료한 선을 거부하며 순간적인 빛과 색의 표현을 중시하듯

음악에서도 전통적인 조성체계를 거부하며 독특한 화성과 음색을 통해

순간적인 감정이나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금지되

었던 4도와 8도 화음 병행을 사용해 선율의 방향성을 감소시키거나 5음

음계와 온음음계를 사용하며 조성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또한, 교회선법

11) 상징주의 문학: 문학적인 인상주의라 할 수 있는 상징주의 문학은 시인 보들레르

(Charles Baudelaire, 1821-1867)에서 시작해서 말라르메(Stephane Mallarme, 1842-1898),

베를렌(Paul-Marie Verlaine, 1844-1896) 등에 의해 꽃피게 되었다. 이들은 사실적인 묘

사 대신 상징적인 단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표현하려 했으며, 단어 자

체의 뉘앙스나 다른 단어와의 결합이 지니는 리듬에 관심을 두었다. (서혜영, 『20세기

의 피아노 음악-드뷔시에서 볼콤까지』(서울: 지음, 2012).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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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결되지 않는 부가화음의 사용과 같은 새로운 음악적 재료는 기능

화성이 해체되는 근대 음악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매우 유의미한 것

이다.

라벨은 이러한 인상주의적 재료를 전통적인 고전주의 형식이라

는 구조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한다. 그의 피아노 음악은 장식적인 음형

을 자주 사용했으며 미묘한 화성으로 조성을 감추는 것이 특징이다. 이

러한 점은 라벨 자신이 리스트와 바로크 건반음악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

혔다. 또한, 그는 박자와 프레이징, 셈여림, 페달 등에 관해 자신의 의도

를 악보에 섬세하게 담아냈으므로 연주자는 악보의 나타냄말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라벨은 <물의 유희 Jeux d'eau>, <밤의 가스파르

Gaspard de la nuit>, <쿠프랭의 무덤 Le Tombeau de Couperin> 등

을 남기며 피아노 문헌의 확장에 공헌했다.

본 논문에서 다룰 라벨의 물의 유희는 1901년 작곡된 작품으로

그의 초기작에 속한다. 작품 상단에는 앙리 드 레니에(Henri de Regnier,

1864-1936)의 시 ‘물의 축제’의 한 구절이 실려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자신을 간지럽히는 물을 보고 웃는 강의 신(Dieu fluvial riant de

l’eau qui le chatouille)’ 시의 내용을 보면 라벨이 다양한 물의 형태를

보고 음악적인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라벨은 분수, 폭

포, 시냇물, 강물, 파도 등의 모습과 음악적인 음향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물의 유희에서 나타난 색채적 화음과 아르페지오, 글리산도

등의 어려운 기교는 자신의 작품 <거울 Miroirs>와 <밤의 가스파르

Gaspard de la nuit> 등의 작품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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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작품 연구

이 작품은 A-B-A’의 3부 형식으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그

리고 코다로 이루어진 일종의 소나타 형식이다. 발전부에서 제3주제가

등장하며 제시부에 비해 재현부의 길이가 현격히 축소되어 전통적인 소

나타 형식에 부합되지 않지만, 이는 소나타 형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폭넓은 아르페지

오 음형과 글리산도, 트레몰로 등을 사용해 작품의 핵심 요소인 물을 다

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1) 제시부

제시부는 마디 1-37로 작품의 상단에 ‘아주 부드럽게’(Tres doux)

라고 지시해 유연한 표현을 유도했다. 제1주제는 마디 1-2로 볼 수 있

으며 E를 중심음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1주제의 상성부는 16분음표와

32분음표가 교차 되는 아르페지오를 사용해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묘

사한다. 하성부는 대체로 3음이 생략된 5도 화음을 사용하며 포물선 형

태의 규칙적인 8분음표 리듬을 사용해 투명하고 잔잔한 물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마디 3-4에서는 완전 4도 위에서 제1 주제를 변형시키며 하

성부에 증6도 화음을 사용해 긴장감을 주고 있다. [악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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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9] <라벨 물의 유희> 제1주제, 마디 1-4

마디 3부터 예고된 증6도 화음은 마디 5의 하성부에서 당김음

형태로 더욱 강조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마디 6에서 32분

음표와 64분음표로 이루어진 온음음계를 사용해 빠르게 상행하며 물결

이 갑자기 일렁이는 듯한 모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악보80]

[악보80] <라벨 물의 유희> 마디 5-6

증6도�당김음

온음음계

제1주제

제1주제의�완전4도�위

증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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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9에서는 상행 형태의 제1주제가 변형되어 하행 형태로 반

진행하며 C#으로 중심음의 이동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또한, 마디

11-14에서는 폭넓은 음역에서 ff의 극적인 다이내믹을 사용해 물의 역

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악보81]

[악보81] <라벨 물의 유희> 마디 9-14

마디 15-18은 제1주제와 제2주제를 연결하는 경과구로 제2주제

를 예고하는 많은 요소가 나타난다. 먼저 페달 포인트를 사용해 제2주제

의 중심음인 C#을 강조하며 크게 일렁이는 물결을 표현하였다. 상성부

에서는 3음이 생략된 C#화음이 다양한 리듬의 반주형태로 나타나는데

제1주제의�반진행

폭넓은�음역과�극적인�다이내믹

중심음의�이동:�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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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2주제에 사용되는 6잇단음표 반주형태가 나타난다. 하성부에서는

E장조의 5음음계로 이루어진 주선율을 스타카티시모로 강조하며 반짝거

리며 튀어 오르는 물방울을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마디 18에서 아르페지

오 장식 음형에 장2도 화음을 사용하며 제2주제의 반주부로 연결된다.

[악보82]

[악보82] <라벨 물의 유희> 마디 15-18

마디 19-20은 제2주제로 C#이 중심음이며 주제 선율이 나타나

는 하성부에 병행 8도를 사용했다. 상성부의 병행하는 장2도 6잇단음표

음형은 규칙적인 형태 반주역할을 하며 이러한 반복되는 음과 일정한 리

듬은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마디 21부터 하성부가 반주의 역할을

하며 32분음표로 분할되어 보다 동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이때 상성부의

주제 선율에는 완전 4도 음정이 추가되며 음향적으로 풍부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악보83]

C#:� pedal� point

5음음계

� � � �제2주제�반주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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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3] <라벨 물의 유희> 마디 19-22

마디 24-26은 3옥타브가 pp에서 ff까지 단시간에 상행하며 극

적인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때 라벨은 소프트 페달 사용을 정확히 지시

한 것으로 보아 다채로운 음색 표현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디 26에 이르러 오른손 트레몰로와 함께 왼손의 8분음표 악센트가 ff로

화려하고 격렬하게 진행되며 강물이 소용돌이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

다. 마디 24부터 C#에서 D#으로 중심음의 이동이 일어나며 마디 26에

서 이명동음인 E♭으로 이동 후 마디 29에서 다시 D#으로 돌아온다.

[악보84]

반복되는�장2도�반주음형

제2주제�

완전4도�음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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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4] <라벨 물의 유희> 마디 24-26

마디 34-37은 발전부로 가는 경과구로 화려한 기교와 갑작스러

운 리듬의 변화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32분음표로 된 6잇단음표는 빠르

게 휘몰아치는 물결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때 왼손에서 당김음을 사용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긴박한 느낌을 나타낸다. 마디 37의 장식음은 두음씩

반음계로 진행되며 제시부와 발전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85]

[악보85] <라벨 물의 유희> 마디 37

3옥타브에�걸친�급격한�상승

이명동음

당김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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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부

발전부는 마디 38-61로 라벨은 앞서 나온 주제의 발전이 이루

어지는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을 따르지 않고 발전부에서 제3주제를 등

장시킨다. 제3주제는 제2주제와 같이 C#을 중심음으로 사용하며 5음음

계와 반음계가 나타난다. 또한, 3:4의 복합 리듬과 폭넓은 셈여림을 통

해 역동적인 물의 흐름을 묘사하고 있다. 제3주제의 주선율은 상성부에

서 8분음표로 표현되며 32분음표의 내성과 하성부의 3잇단음표, 8분음

표, 16분음표 등 다양한 리듬의 반주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86]

[악보86] <라벨 물의 유희> 마디 38

마디 40-47에서는 제3주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른손

은 C#을 중심음으로 두 마디씩 동형진행하고 있으며 마디 40과 42에서

는 아르페지오로 움직였던 하성부가 화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때 하성

부에서 C#에 페달포인트를 사용하며 부점 리듬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마디 44-47은 크레셴도와 아첼레란도를 사용해 분위기를 더욱 고

조시키며 잔잔하게 일렁이던 물결을 더욱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

히 마디 46-47에서 하성부의 8분음표가 반음계로 상행하며 집요하게

반복되는 B#-C#-D-D#은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한다. 한층 고조된 분위

기는 마디 48에 이르러 5음 음계로 빠르게 상행하는 10잇단음표 아르페

중심음:� C#

반음계적�진행

제3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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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음형과 fff의 화려한 트레몰로 그리고 글리산도의 연속적인 사용을

통해 마치 거대한 폭포가 흘러내리는 듯한 폭발적인 클라이맥스를 표현

한다. [악보87],[악보88]

[악보87] <라벨 물의 유희> 마디 40

[악보88] <라벨 물의 유희> 마디 46-48

C#:� pedal� point

반음계적�선율의�반복

5음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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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9-50은 피아노 건반의 가장 최저음인 A를 페달포인트로

사용하며 크게 일렁인 물결을 묘사한다. 이후 마디 50의 왼손에서는 데

크레셴도 되는 32분음표의 반복적인 아르페지오 음형으로 큰 출렁임 이

후 점차 잔잔해지는 물결을 표현했다. 마디 51-61은 중심음이 G#으로

이동했으며 제2주제와 제3주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2주제는

주로 완전 4도의 병진행으로 재현되며 2/4, 3/4, 4/4 등의 잦은 박자 변

화와 급작스러운 상, 하행 아르페지오를 사용해 물의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한다. [악보89]

[악보89] <라벨 물의 유희> 마디 56-58

(3) 재현부

마디 62-79는 재현부로 제1주제와 2주제가 재현되고 있다. 마

디 62-64의 화성과 선율 리듬 모두 제시부의 제1주제와 동일하다. 그러

제2주제 제3주제

G#:� ped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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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시부의 제1주제가 E를 중심음으로 사용한 것과는 달리 재현부에서

나타나는 제1주제는 G#에 페달 포인트가 나타나 중심음이 G#에 머무르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더욱 넓어진 음역으로 재현되는 하성부

는 물의 깊이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악보90]

[악보90] <라벨 물의 유희> 마디 62-63

마디 67-69에서 5잇단음표와 7잇단음표의 아르페지오를 통하여

흩어지는 물줄기의 모습이 나타나며 온음음계를 사용해 인상주의적 색채

가 드러난다. 마디 70-71 왼손에서 F#음이 반복되어 ppp로 하강한다.

마디 72부터는 왼손에 F# 장조와 오른손 C 장조가 공존하는 복

조성이 나타난다. 양손의 아르페지오가 빠르게 교대하며 ppp에서 fff로

극대화된 다이내믹이 휘몰아치는 물결을 묘사하며 긴박한 분위기를 나타

낸다. [악보91]

[악보91] <라벨 물의 유희> 마디 72

G#:� pedal� point

제1주제

복조성

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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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3-78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2주제가 재현되며 ‘처음보다

느린 빠르기로 연주’(Un peu plus lent gu’au debut)하라고 지시되어

있다. 마디 73-74에서 제2주제는 장3도로 재현되며 프레이즈 끝에 32

분 쉼표와 함께 페르마타를 사용해 갑작스러운 휴지가 나타나 주위를 환

기시킨다. 마디 75-76에서는 8분음표로 표현되는 제2주제와 16분음표

의 내성을 풍부하게 표현해야 하는 부분으로 역시 프레이즈 끝부분에 페

르마타를 사용하였다. 이때 B#음은 마디 77까지 이어지며 C#음과 연결

되어 이끎음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재현되는 제2주제는 마디 78-79

에 나타나며 16분음표 장2도 화음으로 반주역할을 하던 상성부가 32분

음표 6잇단음표로 분할되었다. [악보92]

[악보92] <라벨 물의 유희> 마디 73-78

제2주제의�발전

B#→C#

리듬�분할

갑작스러운�휴지
72

제2주제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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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다

코다는 마디 80-85로 상성부에서 64분음표 아르페지오 음형을

사용해 잔잔하게 일렁이는 물결을 묘사했으며 중간 성부에서는 제2주제

의 리듬을 사용한 선율이 나타난다. 하성부에서는 E 장조의 IV 화음을

페달 포인트로 사용하며 깊이감을 주고 있다.

마디 82부터는 제2주제에서 사용된 병행 8도 진행이 나타나며

왼손에서 제1주제의 중심음이었던 E에 페달 포인트를 주어 제1주제와

제2주제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 84에서 왼손

과 오른손의 아르페지오가 교차 될 때 ‘느려짐 없이’(sans ralentir) 사라

지듯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E 장조의 I₇화음으로 곡을 마친다. [악보93]

[악보93] <라벨 물의 유희> 마디 84-85

E;� I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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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지금까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 연주 프로그램인 F. Haydn

<Piano Sonata in A♭ Major, Hob. XVI:46>, R. Schumann <Symphonic

Etudes, Op. 13>, S. Rachmaninoff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 42>, M. Ravel <Jeux d’eau>에 대한 작품의 작곡 배경을 알아보고

각 곡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하이든의 <소나타 A♭장조 Hob. XVI:46>에서는 갑작스러운 휴

지, 극적인 화성진행, 불안정한 악구 구조 등의 다양한 실험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악장 전체가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되었으며 6잇단음

표 리듬이나 왼손의 8분음표 음형이 악장 전체를 관통해 작품을 유기적

으로 연결하고 있다.

슈만은 <교향적 연습곡, Op. 13>을 통해 피아노라는 악기의 한

계를 뛰어넘으며 다채로운 음색과 대위법적 진행으로 교향적 효과를 추

구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변주곡 형식 안에서 낭만적인 화성과 선율

진행을 사용하였으며 모방 기법과 같은 대위법적 진행이 빈번하게 사용

된다. 이 작품의 마지막 연습곡인 피날레는 론도 형식으로 작곡되었으며

비극적으로 시작된 작품의 마지막을 환희로 마무리한다.

라흐마니노프의 마지막 피아노 독주곡인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42>는 우수 어린 서정성과 큰 규모를 가진 작품이다. 이 곡

은 라흐마니노프가 단순한 포르투갈의 무곡 ‘La folia’ 선율을 생동감 넘

치는 리듬과 반음계적 화성으로 화려하게 변주시킨 것을 볼 수 있다. 특

히 불규칙한 악센트와 당김음을 사용해 리듬의 구조적 형태와 박자의 빈

번한 변화를 일으켜 음악적 감정 변화를 심화시켰으며 감화음과 비화성

음의 사용과 반음계적 진행을 통해 러시아적 색채를 표현하였다.

라벨의 <물의 유희>는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폭넓은 아르페지오, 글리산도, 트레몰로 등의 리스트를 연상시키는 화려

한 피아노 기법이 나타난다. 또한, 인상주의적 특징인 이중 조성, 5음 음

계, 9화음, 11화음 등을 사용해 작품의 핵심 요소인 “물”의 역동적인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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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라벨은 위와 같은 새로운 음향을 추구

하는 한편 음악의 구조는 옛 전통을 고수하며 소나타 형식을 사용해 고

전주의적 면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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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 Haydn Piano Sonata in A flat Major, Hob. XVI:46

R. Schumann Symphonic Etudes, Op. 13

S. Rachmaninoff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 42

M. Ravel Jeux d’eau

Hee ra Joo

Department of Music, Piano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resents a research on four pieces, F. Haydn

<Piano Sonata in A flat Major, Hob. XVI:46>, R. Schumann <Symphonic

Etudes, Op. 13>, S. Rachmaninoff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 42>, M. Ravel <Jeux d’eau> from the program of my degree

graduate rec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everal way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ieces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each piece.

Franz Joseph Haydn(1732-1809) represented the classical

music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In his <Piano sonata in A♭

major, Hob. in XVI:46>, various experimental elements were found

such as a sudden pause, dramatic progression of harmony and an

irregular phrase structure. The entire movement was compos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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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nata-allegro form where in sextuplet rhythms and eighth

notes on the left hand connect the work organical.

In <Symphonic Etudes, Op. 13>, Robert Schumann

(1810-1856), a romantic composer of 19th century, transcended

the instrumental limitations of the piano. He expressed the

orchestral sound with a variety of timber and thick texture. In

addition, he used contrapuntal technique from Baroque music. The

Finale is composed in a sonata rondo form and ends with joy

after the tragic commencement of the piece.

Sergei Rachmaninoff(1873-1943)’s last piano solo piece,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 42>, is a work with lyrical

aspects of Romanticism. It shows the Russian melody with long

breath as well. In this variations he transformed a simple melody,

‘La folia’, by the use of irregular accents and syncopations. As

well, he also expressed his own musical language through the

chromatic scales and various dissonances.

Maurice Ravel(1875-1937) is an impressionistic composer

who represented the 20th century French music. His early work

<Jeux d’eau> is characterized by the use of arpeggio, glissando

and tremolo which are reminiscent of works by Liszt. In addition,

this work employed impressionistic elements such as whole-tone

scale, 9th and 11th chords to portray movements of water.

Keywords: Haydn, Schumann, Rachmaninoff, Ravel

Student Number: 2017-2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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