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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F. Haydn <Piano Sonata in c minor, Hob.XVI: 20>,

J. Brahms <Piano Sonata in f minor, Op. 5>,

Il Hoon Son <20 Questions>의 

연주 및 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과 기악전공

박 경 준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 연주 프로그램인 F. J. Haydn

<Piano Sonata in c minor, Hob.XVI: 20>, J. Brahms <Piano Sonata in

f minor, Op. 5>, Il Hoon Son <20 Questions>에 대한 연구이다. 각 작

품의 작곡 배경과 구조를 심도 있게 분석해 봄으로써, 각 곡의 연주에 

도움을 주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의 <Piano Sonata in

c minor, Hob.XVI: 20>은 1771년에 작곡되었으며, 이 시기는 예술사에서 

질풍노도 시기(Strum und Drang Period)에 속한다. 당시 건반악기가 하

프시코드에서 포르테피아노로 발전되고 있어, 하이든은 건반악기를 위한 

소나타를 작곡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이 곡은 그런 시도를 대

표하는 작품으로 다양한 리듬과 장식음, 다이내믹의 확장 등 기교적으로

나 작곡양식적인 면에서 이전 시대의 작품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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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낭만시대의 대

표적인 독일 작곡가이다. 그의 <Piano Sonata in f minor, Op. 5>는 185

3년에 작곡되었으며, 브람스는 고전적 소나타의 양식을 토대로 낭만주의 

음악을 발전시켜 이 곡을 작곡하였다. 이 곡에서는 오케스트라적인 요소

와 다양한 모티브들이 전 악장에 걸쳐 작곡되었다.

21세기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작곡가인 손일훈(Il Hoon

Son, 1990~)은 유학 시절 게임이라는 모티브로 우연성 음악인 <20

Questions>을 작곡하여 관객과 공연장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선보였다. 우연성 음악은 미국에서 존 케이지가 자유라는 

이념으로 탄생시키고 널리 알린 장르이며, 손일훈은 <20 Questions>을 

통하여 우연성 음악을 계승 〮하고 발전시켜 현대음악이 관객에게 더 가까

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어 : 하이든, 브람스, 손일훈

학 번 : 2019-2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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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 연주 프로그램인 F. Haydn

<Piano Sonata in c minor, Hob.XVI: 20>, J. Brahms <Piano Sonata in

f minor, Op. 5>, Il Hoon Son <20 Questions>을 각 곡의 시대적 배경

과 구조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이상적인 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고자 한다.

18세기 고전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곡가인 프란츠 요제

프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은 하프시코드(Harpsichord)

에서 포르테피아노(Fortepiano)로 대체되는 시기에 건반악기를 위한 소나

타 작품을 많이 남긴 작곡가 중 한 명이다. 건반악기 발전과 함께 소나

타 형식이 발전되었고 하이든 작곡 기법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본 논문은 건반악기가 발전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작곡된 <Piano Sonata

in c minor, Hob.XVI: 20>의 다이내믹, 음역의 폭 그리고 주제와 모티브

의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고전주의 음악 형식을 지켜가며 자신만의 색채로 낭만주

의 음악을 재탄생시킨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규모가 크고 음악적으로 완숙한 <Piano Sonata in f minor, Op. 5>를 젊

은 나이에 작곡하였다. 본 논문은 이 곡에 나타난 오케스트라적인 요소

와 함께 꽉 찬 3화음으로 진행되는 선율 그리고 반음계 진행으로 작곡된 

낭만주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손일훈(Il Hoon Son, 1990~)은 한국 작곡가로 네덜란드 왕립 국

립음악원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게임에서 모티브를 얻어 ‘Musical game’

이라는 주제로 여러 작품을 작곡했다. <20 Questions>는 그의 ‘Musical

game‘이라는 시리즈 작품 중 하나이며 관객과 공연을 통해 함께 소통하

며 놀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곡이다. 본 논문은 우연성 음악을 널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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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존 케이지의 작품 중 <20 Questions>와 유사한 점이 많은 <4분 33

초>를 비교하며 <20 Questions>의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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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1. F. Haydn <Piano Sonata in c minor, Hob.XVI: 20>

1.1. 작품 배경

18세기 고전음악에서 건반악기를 위한 소나타 형식에 다양한 변

화를 추구한 하이든은 모차르트, 베토벤과 함께 빈악파에 속하며 고전주

의 음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작곡가이다. 그는 건반악기를 위한 소

나타를 다작하였는데, 그의 소나타가 작곡된 시기를 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로 나누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765년 초기 작품들은 하프시코드

에 맞는 음역이 사용되었고, 소나타의 개념이 정확히 확립되기 전 초기 

작품들은 주로 디베르티멘토(divertimento) 또는 파르티타(partita)라고 

불렸다. 이 작품들은 모두 장조로 되어있으며 미뉴에트를 포함한 3악장 

구성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기(1766년~1788년) 작품들은 악

기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던 시대적 배경이 반영되어 이전과 다른 작곡 스

타일을 보인다. 미뉴에트와 같은 단순한 구성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1악

장은 소나타 형식이며 2악장은 보통 빠르기 또는 느린 악장이 쓰였고,

마지막 3악장은 빠른 악장으로 끝을 맺는다. 또한, 풍부한 선율과 다양한 

주제를 사용해 초기 소나타와 다른 특징을 갖게 된다. 1789년 이후 후기 

소나타들은 하이든의 이전 작품들과 달리 규모가 확장되고 다양한 기교

와 표현력을 보이며 소나타의 절정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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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Bartolomeo Cristofori di

Francesco, 1655~1731)가 1709년 현을 뜯어 소리를 내는 하프시코드와 

달리 해머가 현을 때리는 포르테피아노 악기를 발명하면서 작곡 양식에

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1760년대 이후 유럽에서 포르테피아노의 특징인 

‘점점 크게’, ‘점점 작게’ 그리고 ‘조금씩 여리게’와 갑작스러운 악상의 대

조 등 표현력이 넓은 장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점차 포르테피아노를 

위한 곡들이 작곡되기 시작했다.1)

하이든은 초기 작품에서 가볍고 작은 규모의 양식인 ‘갈란트

(galant)’ 양식을 사용하였지만, 1765년부터는 규모가 크고 감정 표현이 

뛰어난 실험적인 ‘질풍노도(Sturm und Drang)’ 양식2)으로 발전시켰다.

음악학자 페더(Georg Feder)의 분류에서 보면 이러한 양식의 변화가 건

반 소나타에서 나타난 것은 1765년이라 추정되며, 1771년 작곡된 

<Hob.XVI: 20>는 ‘질풍노도’ 양식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대표작품이다.3)

하이든의 <Piano Sonata in c minor, Hob.XVI: 20>은 그가 작

곡한 소수의 단조 소나타에 속하며 하이든이 건반악기 발전과 함께 작곡 

양식에 변화를 주면서 ‘소나타’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작품으로 포

르테피아노를 위해 작곡됐다고 밝힌 첫 번째 곡이기도 하다.4) 이로 인하

여 곡의 규모가 확장된 포르테피아노를 위한 실험적인 작품이 완성되었

고 결과적으로 소나타 형식이 더욱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어 주었다.

1) J. Peter Burkholder, Donald J. Graut, C. V. Palisca, “A History of Western Music

8th Edition” (New York: W. W. NORTON 2010), 507
2) ‘질풍노도’ 양식이란 독일의 문학운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비제바(Théodore de

Wyzéwa, 1863-1917)가 이를 처음으로 거론하였다. 하이든의 질풍노도 양식으로의 변화

가 문학운동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그의 순수한 예술적 변화 욕구에서 비롯되었는

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건반 소나타에서 양식의 변화는 그 이전의 양식과는 확연한 차이

를 보이며 후기의 성숙된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김태정. "하이든의 질풍노도 시기의 건

반 소나타에 나타난 독창성" 음악학(音.樂.學) 25, no.0 (2013): 40
3) 김태정, 위의 글
4) 박유미, 『피아노 문헌』, (서울 : 음악춘추사, 201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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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품 연구

하이든의 <Piano Sonata in c minor, Hob.XVI: 20>은 아우엔부

르거(Auenbrugger)가의 카타리나(Katharina)와 마리안나(Marianna)라는 

두 자매에게 헌정된다. 두 자매 모두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임에도 하이든

이 그 재능을 높이 평가해 이 곡을 헌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초기 작품은 우아하고 간결하면서 산뜻한 장조의 곡들이 작곡됐

지만, 중기에 속하는 이 곡은 깊고 어두운 울림이 있는 c 단조를 사용하

고, 극적인 다이내믹의 변화와 쉼표,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슬러와 루바

토 등을 사용해 이전 하프시코드를 위한 곡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기교

를 사용한다. 모두 세 악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나타 형식이 발전되는 

시기에 작곡되어 이전에 작곡된 곡보다 모티브의 다양한 전개와 실험적

인 ‘질풍노도’ 양식을 통해 단순한 구조의 초기 소나타와 다른 규모가 

큰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1.2.1. 제1악장 Moderato

이 곡은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1악장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5) Sisman, Elaine. Eighteenth-Century Keyboard Music. (Routledge, 200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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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하이든 소나타 c 단조 1악장 구조

1악장은 <악보 1>의 첫 마디부터 무겁고 어두운 음색의 주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주제는 처음 4마디 안에서 두 마디 단위로 나타나며,

마디 1의 오른손 주제가 마디 3에서는 왼손에서 다른 리듬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주제를 변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마디 2 끝에 나타나는 

반종지는 마디 4 끝에서도 나타난다. 하이든은 이러한 모티브 발전을 통

하여 고전 소나타의 틀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였다. 마디 5에서는 한 

옥타브 아래에서 주제가 반복된다. 빠르게 상행하는 c 자연 단음계 음형

이 장식음 역할을 하며 곡이 진행된 후 마디 8에서 제 1주제는 c 단조의 

으뜸화음으로 마무리한다.

구성 마디 요소

제시부 1-37
제 1주제(c 단조)

제 2주제(E♭장조)

발전부 38-68 제 1주제(E♭-A♭)

재현부 69-100
제 1주제(c 단조)

제 2주제(c 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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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하이든 소나타 1악장, 제 1주제, 마디 1-7

<악보 2>에서는 셈여림의 독특한 전개를 보여 주는데 마디 10에

서 마디 11은 f – p – f – p - f - p 로 악상이 나타나고, 마치 축제에

서 나팔을 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처럼 대조적인 악상을 여러 번 사

용한 것을 통해 하이든이 포르테피아노를 염두에 두고 작곡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담한 악상은 ‘질풍노도’ 양식을 보여 주는 예로써 하

이든의 실험적인 기법이 보인다. 대조적인 악상은 두 번 반복되고, 그 후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대화하는 듯한 선율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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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하이든 소나타 1악장, 독특한 악상, 마디 8-11

제 2주제가 시작하기 전에 등장하는 <악보 3> Adagio 부분은 

모차르트가 자주 사용했던 아인강(Eingang)과 같은 짧은 카덴차이다. 페

르마타를 포함해 E♭장조의 제 2주제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 과

정으로 소나타 형식의 제 1, 2주제의 조성 대립을 확고하게 하였다.

<악보 3> 하이든 소나타 1악장, Adagio, 마디 24-26

E♭: V7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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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주제는 나란한조인 E♭ 장조에서 시작하며, 경쾌한 스코치 

스냅(Scotch snap) 리듬으로 하행 도약하며 제 1주제의 완만한 상행 진

행과 대조를 보인다. 마디 32부터 양손의 리듬을 달리한 폴리 리듬을 사

용한 것이 큰 특징이며, 다양한 리듬을 사용하여 곡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은 고전주의 소나타 형식에 기여한다.

발전부는 마디 38부터 E♭ 장조의 제 1주제가 제시되고, 반음계

적 성부 진행 후 마디 46에서는 b♭ 단조의 반종지가 나타난다. <악보 

4>와 같이 b♭ 단조의 V7 화음 위에 페르마타를 사용함으로써 E♭ 장조 

안에서 변성화음인 b♭단조로 전조 하였다.

<악보 4> 하이든 소나타 1악장, b♭단조 반종지, 마디 46-47

발전부는 펼침화음과 폴리 리듬을 사용해 원조인 c 단조로 서서

히 전조가 이루어진다. 마디 68까지 진행되면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부

분은 <악보 5>의 마디 61, 62이다. 포르테피아노에서 가능한 급격한 크

레셴도와 함께 포르티시모가 나타나고, 왼손의 베이스는 B♭ 에서 D 까

지 반음계로 상행하며 고조된다.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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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하이든 소나타 1악장, 발전부의 절정, 마디 60-63

재현부는 마디 69에서 시작하며, 제시부에서 나타난 제 1, 2주제

들이 모두 c 단조로 제시되어 전형적인 고전 소타나의 조성구조를 보여 

준다.



- 11 -

1.2.2. 제2악장 Andante con moto

2악장 또한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이며 1악장과 3도 관계인 A♭

장조로,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하이든 소나타 c 단조 2악장 구조

구성 마디 요소

제시부 1-25
제 1주제(A♭장조)

제 2주제(E♭장조)

발전부 26-50
제 1주제(E♭장조)

제 2주제(A♭장조)

재현부 51-67 제 2주제(A♭장조)

<악보 6>에서 보면 첫 도입부, 네 마디에서 제 1주제가 나타나

며 A♭ 장조에서 Andante con moto 빠르기로 시작한다.

제 1주제를 살펴보면, 오른손과 왼손이 서정적이고 온화한 선율

로 진행되며, 풍부한 오른손의 장식음과 왼손의 워킹 베이스(Walking

Bass)는 바로크 음악의 기법을 보여 준다. 네 마디씩 이루어진 각 프레

이즈(Phrase)는 V – I 로 정격종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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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하이든 소나타 2악장, A♭장조 제시부 제 1주제, 마디 1-4

<악보 7>에서 제 2주제는 마디 14에서 시작되며 왼손과 16분음

표로 어긋나는 리듬 그리고 여러 장식음으로 마치 제 1주제를 변주하듯 

진행한다. 또한,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에 따른 제1주제 화성의 딸림조인 

E♭ 장조로 시작한다. 2악장은 1악장과 달리 제 1, 2주제가 대조적인 성

격을 보이지 않고 조성구조로만 소나타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일관적인 

베이스 진행으로 단일 주제의 성격을 보인다.

<악보 7> 하이든 소나타 2악장, 제 2주제 시작, 마디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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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6부터 제 1주제 선율이 E♭ 장조에서 발전부가 시작되며,

마디 40에서는 제 2주제 부분이 D♭ 장조에서 나타난다. <악보 8> 마디 

51의 재현부에서는 넓은 음역과 극적인 다이내믹 변화를 보인다. 당시 

포르테피아노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건반악기에서 음역을 확장하였고 

실험적인 다이내믹 변화를 사용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작게 시작하여 

크레셴도와 함께 높은 음인 F6 음까지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 8> 하이든 소나타 2악장, 재현부 제 1주제, 마디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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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제3악장 Finale-Allegro

마지막 제3악장은 3/4박자의 빠르고 밝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이 특징이다. 1, 2악장과 마찬가지로 [표 3]과 같이 제 1주제와 제 2주제

를 사용하여 정형화된 고전 소나타 형식으로 진행된다.

[표 3] 하이든 소나타 c 단조 3악장 구조

3악장은 c 단조 으뜸음으로 시작되며 3도 위인 E♭ 음으로 진행

되는데, 왼손은 이를 모방하듯이 C와 E♭ 음의 코드로 시작한다. <악보 

9>와 같이 빠른 음형, 부점 리듬의 사용과 f - p 의 악상 대조,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의 사용으로 제 1주제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준다. 또한, 1

악장에서 살펴본 제 1주제가 한 옥타브 아래에서 반복된 것과 마찬가지

로, 제1악장과 같이 마디 6에서 제 1주제가 한 옥타브 아래에서 반복된

다.

구성 마디 요소

제시부 1-46
제 1주제(c 단조)

제 2주제(E♭장조)

발전부 47-78
제 1주제(E♭- g)

제 2주제(g - c)

재현부 78-151
제 1주제(c 단조)

제 2주제(c 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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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하이든 소나타 3악장, 제 1주제, 마디 1-11

<악보 10>에서 살펴보면 마디 21에서 제 2주제가 E♭ 장조의 도

미난트 화음(V7)에서 나타나며, 상행하는 음형 패턴이 반복된다. 이러한 

모티브 전개 기법은 하이든의 특징적인 기법이다.

<악보 10> 하이든 소나타 3악장, 제 2주제 상행, 마디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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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1부터 나타난 상행하는 모티브와는 반대로 <악보 11>의 

마디 27부터는 왼손에서 하행하는 베이스 진행을 보여 준다. 하행 진행

을 왼손에서 4분음표로 진행한 후 마디 34에서는 오른손에서 3도 화음으

로 순차 하행을 한다. 마디 35, 36에서는 상성부와 베이스가 3도 관계로 

하행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악보 11> 하이든 소나타 3악장, 하행 모티브, 마디 27-39

<악보 12>의 발전부는 마디 47에서 시작하는 E♭ 장조에서 제 1

주제를 제시한다. 마디 65에서 제 2주제를 g 단조의 V7으로 시작하며 

넓은 음역에 걸쳐 V7 – i 의 화성 진행을 반복한다. 또한, 상행하는 모

티브와 함께 16분음표의 기교적인 부분과 크레셴도를 사용하여 포르테피

아노 연주 시 어울리는 다이내믹 변화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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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하이든 소나타 3악장, 발전부 제 2주제, 마디 64-71

i V7 i V7

재현부에서 마지막 종결구는 <악보 13>에서 C 음정을 마디 146

부터 페달 포인트로 사용했으며 긴장감을 위해 내성에서 반음 관계를 사

용한다. 이 긴장감은 c 단조의 마디 151의 계류음에서 절정에 이르고 마

침내 으뜸화음으로 종지가 이루어진다.

i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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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하이든 소나타 3악장, 재현부 종결구, 마디 142-152

<소나타 c 단조>는 전악장이 모두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있고 초

기 작품들과 다르게 f - p 등의 악상 대조와 동기들의 다양한 전개 기법

을 보여 준다. 악상의 폭넓은 전개, 다양한 리듬의 동기 전개, 극적인 흐

름의 연출 등은 이후 베토벤 소나타 형식 확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6)

6) 김태정. "하이든의 질풍노도 시기의 건반 소나타에 나타난 독창성" 음악학(音.樂.

學)25, no.0 (2013): 79.

계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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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 Brahms <Piano Sonata in f minor, Op. 5>

2.1. 작품 배경

독일에서 낭만주의 시대에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였던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함부르크에서 콘트라베이스와 호

른 연주자였던 요한 야콥 브람스(Johann Jakob Brahms, 1806-1872)의 아

들로 태어나 음악적 교육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브람스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였는데, 브람스는 음악교육을 정식으로 받기 이전

부터 음악 선율들을 모두 정확히 외우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1840년 

코셀(Otto Cossel, 1813-1865)에게 처음 피아노 레슨을 받게 되었고, 가르

침에 있어 한계를 느낀 코셀은 브람스가 가진 작곡에 대한 열망으로 고

심에 빠지게 된다. 그 후 코셀은 그의 스승인 마르크센(Eduard Marxsen,

1806- 1887)에게 브람스를 보내게 되고, 브람스의 잠재력을 발견한 마르

크센은 브람스에게 화성, 대위법, 이론 그리고 전조 기법 등을 가르쳤다.

특히, 마르크센은 고전음악을 중시하고 베토벤 음악 등에 조예가 깊었는

데 브람스는 이러한 마르크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브람스가 젊은 시절 관람할 수 있었던 오케스트라 작품들은 이

미 타계한 작곡가의 곡들이 많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브람스는 

청중들의 취향은 고전주의 걸작들에 의해 이미 형성되었고, 청중을 위해 

어떠한 곡을 작곡해야 할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팽배하였

던 낭만적인 예술적 분위기에서 그는 고전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롭고 아

름다운 것을 창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꼼꼼한 성격을 

가진 브람스의 작업 속도는 느렸고, 완벽한 곡을 작곡하기 위해 자기 비

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7) Yu-Ching Hsu, “THE ORCHESTRAL MENTALITY OF JOHANNES BRAHMS’

PIANO SONATA NO. 3”, DMA Diss., University of North Texas (1999). 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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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미 고전음악의 대가인 베토벤을 포함하여 르네상스, 바로

크 그리고 초기 낭만주의 음악까지 능통했다. 그들의 민속 음악 또는 고

전 양식이나 음악적 요소들을 종합해 자신만의 특징을 살려 새로운 스타

일의 곡을 만들어 냈는데, 이러한 천재성은 낭만적 감수성과 연결되어 

호소력 깊은 음악을 만들어 냈으며, 청중을 매료시키고, 평단은 그의 완

벽함과 섬세한 작품들을 극찬했다.8)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은 풍부한 화성을 토대로 자신만의 개성을 

추가하여 작곡하였다. 빈번한 옥타브를 사용한 멜로디와 다양한 분산화

음, 3, 6도 병행, 폴리 리듬, 전타음(Appoggiatura) 등이 그의 피아노곡에

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적인 기법과 함께 브람스는 

풍부한 음향으로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을 풍성하게 확장시켰다.

브람스는 젊은 시절 마르크센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베토벤의 

고전적 양식을 따르며, 낭만주의 시대 주를 이루었던 쇼팽과 리스트의 

반음계적 화성 그리고 슈만의 성격 소곡과 같은 가곡 양식을 더하여 초

기 작품으로 세 개의 대규모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였다. 브람스가 20

세에 작곡한 <Piano Sonata in f minor, Op. 5>는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숙한 음악 스타일을 보여 준다. 세 개의 소나타를 완성한 이후로

는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지 않았고, 변주곡 등 다른 장르의 피아노 작

품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생을 마치기 전 20년 동안 랩소디를 비롯한 

인터메조 등의 성격소품들로 구성된 여섯 권의 피아노곡집을 작곡하였

다. 브람스가 말년에 작곡한 피아노곡집은 건반악기 문헌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였다. 인터메조(intermezzo)와 같은 소품들은 대부분 ABA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서정적인 선율이 특징이다. 독특한 색채를 지닌 반

음계적 화성이 주를 이루며 다채로운 리듬과 함께 그의 능숙한 대위법은 

바흐에서 시작하여 낭만주의 시대까지 아우르는 작곡 기법을 브람스가 

통달했다는 증거이다.9)

8) J. Peter Burkholder, Donald J. Graut, C. V. Palisca “A History of Western Music

8th Edition,” (New York: W. W. NORTON, 2010), 729.



- 21 -

<Piano Sonata Op. 1 in C Major>는 1852년에 작곡되었고, 그와 

친분이 두터웠던 바이올리니스트 요셉 요하임(Joseph Joachim)에게 헌정

되었다. 1853년 작곡된 <Piano Sonata Op. 2 in f # minor>는 빈에서 

초연되었고, 클라라 슈만(Clara Schumann)에게 헌정되었으며, 마지막 소

나타인 3번도 역시 1853년에 작곡되어 호헨탈 백작 부인(Ida Von

Hohenthal)에게 헌정되었다.10)

9) 위의 글, 733.
10) 장아리. "J. Brahms piano sonata no.3 op.5 in f minor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1), 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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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품 연구

브람스 <Piano Sonata in f minor, Op. 5>는 이전의 하이든이나 

베토벤 같은 고전음악 작곡가들이 주로 사용했던 세 악장 구성의 소나타

와는 다르게 다섯 악장으로 구성되었고, 2악장과 4악장이 먼저 작곡된 

후 1악장, 3악장, 5악장은 1853년 10월에 완성되었다.11)

1853년은 브람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스무 살이었

던 그는 아직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슈만 

(Robert Schumann 1810-1856)과 그의 아내인 클라라 슈만(Clara

Schumann 1819-1896)을 만났다. 브람스는 슈만 부부 앞에서 자신의 작

품인 소나타와 스케르초 등을 연주했는데 슈만 부부는 그가 피아노 작곡

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음을 바로 발견하였다. 이후 슈만이 음악 신

보(Neue Zeitschrift)에 직접 브람스의 재능을 칭송하는 글을 올렸으며,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는 교향곡에 가까웠다고 호평하였다.12)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가 교향곡과 같았다는 슈만의 이야기를 미루어 짐작해 보

면 그의 소나타 작품은 규모가 크고 짜임새, 화성과 형식이 다채로웠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람스의 <Piano Sonata in f minor, Op. 5>는 고전 소나타와 

비슷하게 모티브들이 유기적으로 반복되며 한 악장 내에서 또는 다른 악

장에서 순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낭만음악의 특성인 풍부한 화

성과 서정적인 선율 그리고 다양한 리듬이 음악에 잘 적용되어 낭만음악

과 고전음악의 요소가 잘 융합된 새롭고 독창적인 “낭만적 고전주의 음

악”이 탄생 되었다.

11) 장아리. "J. Brahms piano sonata no.3 op.5 in f minor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1), 4 재인용
12) Yu-Ching Hsu, “THE ORCHESTRAL MENTALITY OF JOHANNES BRAHMS’

PIANO SONATA NO. 3”, DMA Diss., University of North Texas (1999). 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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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o Sonata in f minor, Op. 5>의 전 악장을 개별적으로 분

석하기에 앞서 규모가 큰 5악장으로 구성된 Op. 5의 전체적인 구조를 

아래 [표 4]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브람스 소나타 Op. 5, 전악장의 구조

악장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5악장

빠르기
Allegro

maestoso
Andante

Scherzo:

Allegro

energico

Intermezzo:

Andante

molto

Allegro

moderato ma

rubato

총 마디

(반복 포함)
292 201 344 53 365

형식
소나타

형식
3부 형식 스케르초 인터메조 론도 형식

조성 f 단조
A♭-D♭

장조
f 단조 b♭ 단조

f 단조-

F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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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제1악장

브람스 <Piano Sonata in f minor, Op. 5>의 웅장한 서막인 1악

장은 3/4박자로 시작되며, 기본적인 소나타 형식으로 제시부, 발전부, 재

현부로 구성되어 있다. 1악장을 소나타 형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브람스 소나타 Op. 5, 1악장 구조

구성 요소 마디 조성

제시부
제 1주제

제 2주제

1-38 f 단조

39-71 A♭ 장조

발전부

A 부분

B 부분

C 부분

D 부분

72-78 c  단조
79-87 c  단조
88-118 D♭ 장조

119-137 G♭ 장조

재현부

제 1주제

제 2주제

코다

138-160 f 단조

161-204 f 단조

205-222 F 장조

<악보 14>에서 제 1주제는 f 단조에서 시작하며 낮은 F1 음에서 

높은 F7 음까지 화려하고 강렬하게 그리고 점점 폭발적인 음형으로 발

전된다. 포르테 악상에서 점진적으로 고조되어 마디 6의 포르티시모에 

이르기까지 베이스가 반음계적으로 순차 하행하며 반음계적 진행은 낭만

주의 작곡가들이 즐겨 쓴 작곡 기법 중 하나이다. 오른손은 4도와 3도, 5

도로 상행하며 곡의 긴장감을 유지하였다. 마디 6에서 제 1주제가 V인 

C 장조이고 마디 7에서 c 단조로 낮은 음역에서 피아니시모로 대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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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가 제시된다. 마디 7부터 왼손에 사용된 셋잇단음표와 4분음표 한 

개의 음형은 셋잇단음표 모티브로 제1악장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제4악

장에서는 타악기 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사용된다. 브람스는 이 리듬 패

턴을 동기나 주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왼손에 나타나는 5

도, 8도로 구성된 셋잇단음표 리듬과 오른손에서는 병행 6도의 서정적인 

선율진행이 나타난다. 마디 12부터는 상성부에 D 음이 첨가되면서 헤미

올라 기법도 보인다.

<악보 14> 브람스 소나타 1악장, 마디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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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7에서부터 제 1주제가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주고받는 형

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악보 15>의 마디 23부터는 f 단조와 관계조인 

A♭ 장조에서 꽉 찬 3화음으로 진행되는 선율은 ‘굳게 그리고 확실한’

(‘fest und bestimmt’) 분위기를 내며 제 2주제를 준비한다. 제 2주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두 마디 단위로 선율적으로 발전시키는 양상이 독특하

며, 마디 37과 마디 38에서 A7 음까지 높은 음정과 여린 악상으로 서정

적인 제 2주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악보 15> 브람스 소나타 1악장, 마디 23-27

제 2주제는 <악보 16>의 마디 39에서 제 1주제의 관계 장조인 

A♭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제 1주제와 음악적 성격이 정반대이지

만 제 1주제에서 처음부터 등장했던 반음계적 진행이 제 2주제 내성에서 

이루어진다. 강하고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 제 1주제에 비해 제 2주제

는 서정적이고 평온하다. 윗 성부는 상행 선율로 진행되지만, 베이스 성

부는 하행하며 제 1주제와 성격만 상이할 뿐 비슷한 형태를 보여 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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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브람스 소나타 1악장, 제 2주제, 마디 39-44

<악보 17>에서 D♭ 장조로 전조 되는 코데타(Codetta)가 제 2주

제 부분을 종결할 때 낭만주의 음악에 자주 사용되는 반음계적 하행 진

행으로 D♭ 장조로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 제

시부에서 보이는 제 2주제의 조성이 아닌 제 2주제의 IV도 관계인 D♭

장조로 나타나면서 이어지는 발전부 c # 단조와 이명동음 전조를 보인

다.

<악보 17> 브람스 소나타 1악장, 코데타, 마디 56-68

내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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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는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악보 18>의 A 부분

은 마디 72에서 마디 78까지로 c# 단조이며, 마디 16에서 나타났던 16분

음표의 음형이 발전된 형태를 갖추게 된다. 또한, 4/4박자와 5/4박자의 

변박이 나타난다. 고도의 옥타브 기교와 함께 격정적이며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 발전부 서두에서 젊은 나이의 브람스가 가진 타오르는 듯한 음

악적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

<악보 18> 브람스 소나타 1악장, 발전부, 마디 69-74

발전부의 B 부분은 마디 79에서 마디 87까지로 A 부분과 마찬

가지로 마디 79부터 제 1주제의 마디 7에 사용된 셋잇단음표 모티브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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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의 마디 88부터 C 부분이 시작된다. 이 곡의 으뜸화음

인 f 단조의 관계조인 A♭에서 시작하여 마디 91에서 D♭ 장조로 전조 

후 왼손에서 서정적인 멜로디로 곡을 전개해 나간다. C 부분부터는 장조

로 전조 되어 앞의 어두운 분위기와 상반되는 밝은 분위기가 큰 특징이

다.

<악보 19> 브람스 소나타 1악장, 발전부, 마디 88-100

재현부는 마디 138에서부터 시작되며 힘찬 제 1주제의 음형으로 

시작된다. 마디 145부터는 제 2주제가 f 단조가 아닌 같은 으뜸음조인  

F 장조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장, 단조의 대비를 사용하여 재현부의 코

다까지 당당하고 밝은 분위기를 보여 준 것이 브람스의 조성구조 특징으

로 볼 수 있다. <악보 20>의 코다 역시 F 장조에서 심포니와 같은 웅장

한 음향을 보여 준다. 화려한 도약과 꽉 찬 화성적 울림을 사용해 마무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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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브람스 소나타 1악장, 코다, 마디 2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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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2악장

제2악장은 브람스가 다른 악장은 연주하지 않고 오로지 2악장만 

연주회에 올릴 정도로 애정이 깊은 악장이다. 이 곡은 브람스가 곡의 시

작에 직접 스테르나우(Sternau)의 <젊은 날의 사랑>이라는 시의 구절을 

써 놓은 것이 특징이며,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r Abend dammert das Mondlicht scheint, Da sind zwei Herzen i

n Liebe vereit das Mondlicht scheint Da sind zwei Herzen in Liebe vereit

Und halten selig umfangen.

황혼이 깃들고 달 그림자 빛난다. 거기에 두 사람의 마음이 사랑

으로 맺어져 서로 다정하게 다가와서 포옹한다.13)

낭만주의 시대의 서정성을 보여 주는 시의 내용처럼 사랑을 주

제로 가곡의 짜임새를 보인다. 형식은 [표 6]과 같이 A-B-A‘-Coda 형식

을 취하고 있다.

13) 강동현. "Beethoen Piano Sonata No. 13 in Eb Major, Op. 27, No. 1, Brahms Piano

Sonata No.3 in f minor Op. 5, Debussy Estampes 연구 및 연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20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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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브람스 소나타 Op. 5, 2악장 구조

구성 A B A‘ Coda

요소 제 1주제 제 2주제 제 1주제 종결구

마디 1-36 37-105 106-143 144-191

조성 A♭장조 D♭장조 A♭장조 D♭장조

A 부분은 다시 작은 a–b–a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악보 21>

은 a 부분이다. 제1악장 f 단조의 관계조인 A♭ 장조로 시작된다. 그 후 

마디 4에서 a♭ 단조로 전조 되어 조금 더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차분한 분위기의 제 1주제를 형성하고, 양손에서 3도 진행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악보 21> 브람스 소나타 2악장, a부분, 마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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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분은 마디 11–24로 상성부가 순차진행으로 ’노래하는‘(‘ben

cantando’) 선율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성부들은 수직 화음의 오스티

나토처럼 진행한다. 제 1주제의 마지막 a는 마디 25 - 36이며, 마디 1의 

a 부분보다 한 옥타브 상승한 음역에서 오른손의 3도 진행 선율이 이루

어지고 왼손도 저음역의 E♭베이스를 울려 중간 음역이 비어있는 짜임

새를 보여 준다.

B 부분은 마디 37 - 194에 속하며 제 2주제에 해당한다. <악보  

22>에서 제 2주제는 Poco piu lento, 4/16박자로 여리고 느리게 시작하

지만, 마디 66에서 3/8박자로 변박이 나타난다. D♭ 장조로 조옮김 되어 

시작하고, 다른 성부에서 서로 응답하는 방식의 모티브가 진행된다. 여기

서 흥미로운 특징은 마디 37에서 마디 52까지 8마디 단위로 다시 반복되

는 것과 반복될 때 상성부에서 A♭과 D♭음이 울리는 것인데 이 곡에서 

자주 나타나는 조성인 A♭과 D♭ 장조를 암시한다.

<악보 22> 브람스 소나타 2악장, B 부분 제2주제, 마디 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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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에서 살펴보면 A 부분이 다시 재현되는 부분은 A♭

장조이고, 마디 105부터 시작한다. 3/8 박자에서 2/4 박자로 변화가 일

어나며 조옮김과 함께 poco a poco in tempo primo를 표기함으로써 빠

르게 다시 돌아오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고, 천천히 회귀하는 모습이 브

람스의 진중한 성품과 닮았다. 앞의 A 부분과 비교하면 A’ 부분은 셋잇

단음표 리듬으로 변형되었으며, 왼손에서 반음계적으로 진행하는 2성부

와 반음계적 화성으로 인하여 풍부한 화성적 색채를 만들었다. 마디 105

에서부터 마디 138까지는 E♭ 베이스음과 2 : 3의 폴리리듬을 사용하였

다.

<악보 23> 브람스 소나타 2악장, A’ 부분, 마디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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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는 마디 144에서 시작해 마디 191까지 해당한다. D♭ 장조

로 전조가 이루어지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3/4박자로 변화가 나타난다.

서정적인 Andante molto의 빠르기를 갖고 분위기가 전환되며 피아니시

시모로 여리게 시작된다.

또한, <악보 24>에서 보면 D♭의 페달 포인트는 마디 179의 아

다지오(Adagio)에 이르기까지 점차 작아져서 피아노시시모에 이르게 된

다. 마지막 아다지오 부분은 왼손의 반음계 하행과 4/4박자로 전환된다.

마디 186부터는 제 1주제가 D♭ 3화음 위에 4박으로 펼쳐지면서 스테르

나우의 시를 인용한 가곡과 같은 첫 노래를 상기시킨다.

<악보 24> 브람스 소나타 2악장, 코다, 마디 17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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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3악장

제3악장은 스케르초(Scherzo), 트리오(Trio) 그리고 다시 스케르

초로 반복되는 3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제3악장의 구조는 [표 7]과 같

다.

[표 7] 브람스 소나타 Op. 5, 3악장 구조

구성 스케르초 트리오 스케르초

부분 A-B-A' A-B-A' A-B-A'

마디 1-100 101-153 154-211

조성 f 단조
D♭장조-

f 단조
f 단조

스케르초는 마디 1 - 100으로 1악장과 같이 f 단조에서 시작하며 

빠른 3박자 춤곡이다. 감 7화음을 사용함으로 2악장과는 분위기가 대조

적이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악보 25>를 보면 첫 시작 부분에 빠른 아

르페지오를 사용하며 휘몰아치는 감 7화음이 첫마디에서 나타난다. 베이

스의 순차 상행 진행과 오른손의 옥타브 선율이 스타카토로 진행되어 웅

장한 심포니의 음향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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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브람스 소나타 3악장, 스케르초, 마디 1-13

스케르초의 B 부분은 마디 36에서 나타나며, <악보 26>에서 오

른손은 펼침화음 형태로 변화를 주었고 베이스 부분은 펼침화음과 함께 

상행하는 듯한 형태로 발전된다. 악상 또한 피아니시모에서 재현되는 A‘

부분을 지나 포르티시모까지 발전되면서 트리오가 나오기 전까지 긴장감

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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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브람스 소나타 3악장, 스케르초, 마디 38-53

트리오 부분은 마디 101 - 211이며, 스케르초와는 대조되는 형태

를 보인다. 스케르초에서 마지막 두 마디의 쉼표는 대조되는 성격을 보

여 주기 위해 브람스가 의도적으로 넣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트리오는 

다시 A(101 – 132) - B(133 – 153) - A’(154 – 211) 3부 형식으로 나

누어진다. <악보 27>에서 트리오는 4성부 합창곡의 짜임새를 보이며, 스

케르초와 달리 느리게 완만한 진행을 보여 준다. D♭장조 안에서 마치 

바흐의 코랄처럼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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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브람스 소나타 3악장, 트리오, 마디 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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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4악장

제4악장은 인터메조(Intermezzo) 악장으로 Andante molto의 안

정적인 흐름으로 2악장과 같이 2/4박자로 시작한다. 이 악장에 브람스는 

‘Rückblick’(회고)라는 부제를 악보에 표기하였다. 2악장의 성격과 유사하

게 사랑을 주제로 한 시를 악보에 표기하였고 완만한 템포와 3도 간격의 

움직임을 갖고 있다. 격정적인 5악장을 준비하기 전 브람스가 숨 고르기 

악장으로 작곡한 것으로 보인다.

제4악장은 총 53마디로 구성된 소규모의 악장이며, 이 짧은 곡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브람스 소나타 Op. 5, 4악장 구조

구성 A B

마디 1-24 25-53

조성
b♭단조- A♭장조-

b♭단조- C♭장조

b♭단조- A♭장조-

b♭단조

첫 번째 악장에서 나타났던 셋잇단음표 모티브가 왼손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이는 1악장과 달리 타악기를 닮은 32분음표 모티브로 변형

되어 4악장 전체를 지배한다. <악보 28>에서 살펴보면 2악장 첫 마디에

서 나타났던 하행하는 3도 진행 선율이 3도 화음 선율로 나타난다. 3악

장의 트리오에서 나왔던 D♭장조의 관계조인 b♭단조로 시작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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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악장에 걸친 조성 관계의 유기성을 염두에 둔 브람스의 작곡 기법

으로 여겨진다.

<악보 28> 브람스 소나타 4악장, 인터메조, 마디 1-8

B 부분에서 독특한 점은 마디 38 – 43에서 나타나는데 4악장에

서 주를 이루는 팀파니의 셋잇단음표 음형을 이용하여 빠르기 변화가 극

심하다. 이는 5악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빠르기 변화를 예고

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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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제5악장

제5악장은 마지막 악장으로 Allegro moderato ma rubato의 빠

른 템포의 Finale 악장이다. 6/8 박자와 f 단조로 시작하며 A-B-A-C-A-

코다의 론도 형식을 따르고 있다. 5악장의 구조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브람스 소나타 Op. 5, 5악장 구조

기존 3악장 구조의 소나타와는 다르게 2악장을 ‘회상’하는 듯한 

4악장을 간주곡으로 삽입하였고 거대한 피날레 악장을 추가하여 5악장 

구성의 소나타를 완성하였다.

<악보 29>의 A 부분은 f 단조로 시작하여 마디 38까지로 진행된

다. 앞에 악장들에서 주를 이루었던 다양한 템포 변화와 복합리듬 등이 

마지막 악장 전체에 나타난다. 두 마디 동기가 반복되고, 낭만주의 작곡 

기법에 자주 사용되었던 반음계적 선율진행으로 A 부분은 마무리된다.

구성 A B A C A 코다

요소 주제 에피소드 주제 에피소드 주제 종결구

마디 1-38 39-99 100-139 140-215 216-248 249-265

조성 f 단조 F 장조 f 단조 D♭장조 f 단조 F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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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브람스 소나타 5악장, 두 마디 동기, 마디 1-11

V vii7/V V V7/i

B 부분은 마디 39 - 101이며 F 장조로 시작하고 1악장에서 제 2

주제가 제 1주제와 대비되듯 3화음 진행의 트레몰로 반주 음형에 단순하

고 유려한 선율을 사용하여 서정성을 보여 준다. 특히, 브람스의 절친인 

요하임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Frei aber Einsam’모토의 약자

인 F-A-E 음을 선율에 적용한다. <악보 30>에서 베이스의 상행 진행으

로 이 선율은 화려하게 전개되며, ‘자유롭지만 고독한’ 모습을 아름다운 

멜로디에 녹여 그의 특별한 우정을 보여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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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브람스 소나타 5악장, B 부분 F-A-E, 마디 37-53

마디 71부터는 D♭ 장조의 성격이 보이기는 하나 불완전하고 길

을 잃은 듯한 긴장감과 함께 마디 1과 비슷한 동기가 오케스트라의 피치

카토처럼 가볍게 사용된다. A♭ 장조로 전조 되고 안정된 모습으로 B 부

분이 마무리된다. 재현되는 A 부분은 마디 100 - 139이며, 이전 A와 비

슷한 선율로 진행된다. 마디 120부터는 베이스가 반음계적 상행 진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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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에서 나타나는 C 부분은 마디 140 - 215로 D♭ 장조

로 시작하고 앞의 긴장감과 대조되는 3악장의 트리오처럼 코랄 풍의 평

온한 화성 진행이 이루어진다. 마디 164와 165에서 왼손과 오른손이 모

방 대위로 진행된다.

<악보 31> 브람스 소나타 5악장, 마디 140-166

코다는 마디 249 - 365이며, F 장조의 조성으로 Piú mosso 지시

에 따라 빠르게 시작한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악보 32>에서 C 부분에 

나왔던 선율을 8분음표로 축소하여 왼손에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마디 253에서 오른손이 점 4분음표로 느리게 모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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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브람스 소나타 5악장, 코다, 마디 249-266

마디 293부터는 <악보 32> 8분음표 왼손 음형이 오른손 성부에 

나타나며 프레스토(Presto)로 곡의 끝을 향해 달려간다. <악보 33>과 같

이 처음 빠르기로 돌아가 5악장 첫 주제를 F 장조의 강한 코드로 제시

하며, 마디 341부터는 양손에 캐논 기법이 보이고 심포니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곡에 어울리는 장대한 끝맺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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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브람스 소나타 5악장, 코다, 마디 345-365

I IV I IV I

낭만주의 교향곡에 어울리는 크고 웅장한 화음의 연속으로 이 

거대한 규모의 소나타를 변격종지로 끝맺는다. 웅장한 교향곡의 음향을 

피아노라는 악기로 구현한 이 소나타는 20세의 젊은 브람스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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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l Hoon Son <20 Questions> (스무고개)

3.1. 작품 배경

한국과 외국을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손일훈(Il

Hoon Son)은 서울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작곡가 김성기

를 사사하고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에서 작곡가 코넬리스 데 본트

(Cornelis de Bondt), 로잘리 힐스(Rozalie Hirs), 얀 반 데 푸테(Jan van

de Putte), 페터 아드리안즈(Peter Adriaansz)의 문하에서 석사과정과 최

고과정을 마쳤다.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손일훈은 네덜란드 뉴 앙상블, 암

스테르담 피아노 콰르텟, 로테르담 알렉산더 합창단, 앙상블 9x13 등의 

연주단체와 함께 작업하였으며, 유트레흐트 가우데아무스 뮤직 페스티벌,

할렘 국제 오르간 페스티벌, 암스테르담 현대음악의 밤(An Evening of

Today), 프랑스 오를레앙 국제 콩쿠르(Orléans concours international)

등 국제적인 현대음악 무대에서 작품을 선보여왔다.

국내에서는 앙상블 Club M의 상주 작곡가로서 창단 연주회와 

정기연주회에서 매년 위촉 곡을 발표하고 있으며, 평창 대관령 음악제,

박창수의 더하우스 콘서트,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라운지, 손열음의 음악 

편지 등 활발히 작품 활동 중이다.

그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세련된 감각을 통해 다수의 작품을 

위촉받아 작곡하고 있다. 특히 음악과 게임을 정교하게 접목해 연주장을 

경기장으로 탈바꿈시키는 <Musical Game Series>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연주되고 있다. 이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 <20 Questions>

는 암스테르담 피아노 사중주단(Amsterdam Piano Quartet)에 의해 초연

되었고, 마지막 작품인 <Rhythm Bomb>은 해트 뉴 앙상블(Het Nieuw

Ensemble)이 위촉하고 초연되었다.

그는 <Musical Game Series>를 작곡하면서 게임의 정의를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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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나누었는데, 첫째, 게임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반대편이 존재해

야 하고, 둘째, 목적과 함께 존재하는 장애물을 함께 극복해야 할 참가자

가 필요하며, 참가자는 반드시 규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

적의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그 결과는 미리 알 수 없는 불분

명한 것이어야 된다고 밝혔다.

게임을 음악에 접목한 작곡가는 20세기부터 있었다. 현대음악 작

곡가 중 게임을 음악에 설정한 작곡가는 대표적으로 마우리치오 카겔(M

auricio Kagel)과 존 존(John Zorn) 두 명을 들 수 있다. 카겔은 1964년 

<Match für Drei Spieler>라는 게임을 적용한 작품을 작곡하였다. 연주

자는 총 3명으로 2명의 첼리스트는 테니스 선수의 역할을 갖게 되고, 나

머지 한 명은 타악기 주자로써 심판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이 곡

은 연주자의 자유성 없이 모든 음이 악보에 기보되어 있고, 장애물과 규

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시나리오만 있는 게임을 주제로 한 연극에 

가깝다.

존 존이 1984년에 작곡한 <Cobra>는 신호가 적혀 있는 카드들

로 구성된 곡이다. 이 카드는 연주자들이 해야 하는 행동 규칙들이 적혀 

있으며 연주 인원, 악기 구성, 연주 시간의 제한이 없다. 전통적인 악보 

방식이 아닌 즉흥적인 요소들로 연주되기 때문이다. 이 곡은 어떤 연주

자가 연주하는가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 손일훈은 실제로 

존 존과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Cobra>를 연주하였다. 이 연주는 

목적 없이 막연한 규칙을 갖고 있으므로 연주할 때 특정한 분류로 정하

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그저 앞 사람의 즉흥연주를 여러 연주자가 모

방하면서 지루하게 끝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곡은 존 존이 악보 이외

에도 자신이 구두로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출판하지 않았다고 밝혔

다.14)

14) 이 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작곡가의 글을 참고하였다. Son Il Hoon, “How Do I 

Compose Music Based on Game Rules?,”MM diss., Royal Conservatorie of The Hague, 

2016. Un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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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손일훈은 <Musical Game Series>를 작곡하면서 게임을 

자신의 곡에 적용하여 관객이 참여하고 함께 소통할 방법을 수없이 찾아 

고민하였다. 그 결과 여덟 가지의 엄격한 규칙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표 10] <Musical Game Series> 규칙

<Musical Game Series>에서 지켜야 할 여덟 가지 규칙

1 게임은 규칙과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2 두 명 이상의 경쟁상대가 필요하다.

3 게임의 과정들은 다양해야 한다.

4 전체적인 곡을 들었을 때 음악적이어야 한다.

5 말은 삼가고 철저히 자신의 의도가 담긴 행동을 숨겨야 한다.

6 음악이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아야 한다.

7 게임의 규칙은 반드시 청중에게 알려야 한다.

8 게임을 음악에 적용 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20 Questions>는 손일훈의 <Musical

Game Series> 첫 번째 곡으로 현대음악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 우연성 

음악에 속한다. <20 Questions>는 연주할 때마다 항상 다른 결과를 나타

내고, 관객과 공연을 통해 함께 소통하며 놀이를 할 수 있는 작곡 기법

의 참신함을 갖는 독창성이 강한 곡이다. 우연성 음악을 널리 알린 존 

케이지의 <4분 33초> 작품은 손일훈의 <20 Questions>와 다른 방식으로 

작곡되었으나,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모든 연주 결과가 다르게 나

타나는 점이 서로 닮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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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품 연구

1. 손일훈의 <스무고개>

스무고개는 원칙적으로 ‘네’ 또는 ‘아니요’라고만 답할 수 있는 

놀이로써 대상자가 생각한 물건을 비밀로 한 후 다른 사람들이 스무 가

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게임 방식이다. 손일훈의 <20

Questions> 또한 이 놀이의 방법을 음악에 적용하였다.

손일훈의 <20 Questions>는 연주 시 다양하게 악기를 구성하여 

연주할 수 있고, 연주 방법의 제약을 최소한으로 한 곡이다. 그의 <20

Questions>는 기타처럼 폴리포니로 연주 가능 악기는 무엇이든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두 대의 피아노, 포 핸즈 또는 4대

의 피아노로 연주되고 있다. 이 곡은 연주자에게 몇 가지 예시만 주어지

는데 최소한의 규칙으로 연주자에 따라 연주 길이가 결정되고, 박자와 

셈여림 심지어 음정까지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연주할 수 있다.

<악보34>, <악보35>와 같이 <20 Questions>의 악보는 곡의 지시

사항과 규칙, 부분 악보만 제시되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선 악보는 제

시되지 않는다. 연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로 설명된 음악의 진행 방

법음 다음과 같다. 두 대의 피아노 연주를 가정해 예를 들면, 두 명의 연

주자가 질문자와 답을 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누고, 답하는 사람이 3가

지 음정을 숨기고, 질문자가 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숨겨진 3

가지 다른 음정을 20회 동안 답하는 연주자로부터 질문자가 모두 찾아내

면 질문자가 이기게 되고,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 답하는 연주자가 이기

게 되는 방식이다. 이때 질문자나 답하는 자가 연주를 잘 이해를 못 했

을 경우 반복 연주가 가능하다. 처음 시작은 오스티나토로 시작하고 답

하는 자는 20회를 매회 표시해주어야 하며 만약 질문자가 17회 정도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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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음정을 모두 맞췄을 경우 답하는 자는 C 음으로 17회에 마무리해

야 한다.

또한, <악보 34>에 연주 방법 밑에 나와 있는 규칙은 다음과 같

다. 절대로 질문자에게 답하는 자는 자신이 숨기게 될 3가지 음정을 보

여 주거나 알려줘서는 안 되며, 연주자는 필요하면 악보를 사용하여 표

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두 연주자는 서스테인 페달을 항시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다이내믹과 빠르기는 언제든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악보 34> 손일훈 <20 Questions> 지시사항15)

15) 위의 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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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적인 측면에서 이 곡을 살펴보면 서로 연주로 묻고 답할 때 

대답자는 좋은 코드를 만들어 내면 화음 소리가 좋고, 질문자는 음악적

으로 좋은 질문을 하면 좋다고 작곡가가 곡 설명에 적어놓았다. 또한, 두 

연주자 모두 서로 가지각색의 다양한 음악적 어법으로 다이내믹한 속도

와 함께 다르게 연주하는 것이 손일훈의 <20 Questions>에서 중요한 점

이다.

연주 시간은 10분 정도로 악보에 적혀 있기는 하지만 만약 질문

자가 빨리 숨겨진 세 가지 음정을 찾는다면 5분 내외로 끝날 수도 있다.

또한, 이 곡은 총 2번 연주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처음엔 관객에게 호기

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고, 규칙을 설명 후 다시 연주될 때는 관객을 

곡에 참여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악보 35>는 답하는 연주자의 연주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피아니시모 악상 안에서 E 음을 오스티나토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

고, 만일 게임이 모두 끝나도 잠깐 오스티나토를 연주하다 끝을 맺는다.

질문하는 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 메조피아노로 E 옥타브 코드를 

연주하고, ‘아니요’라는 대답이 필요할 때는 메조포르테로 F, A♭, B♭,

D 음을 차례대로 쌓아 올린 코드로 연주한다. 만일 질문을 못 들어서 

다시 듣고 싶을 때는 피아노 악상에서(작은 소리로) 십육분음표로 E #,

E 음을 옥타브로 연주 후 바로 같은 음표로 연결하여 3도 아래인 C #

옥타브 코드로 연주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답하는 자는 20회를 매회 표

시하는 방법으로 보통 빠르기로 높은음자리표의 E 음에서 시작하며, 1회

가 지날 때마다 반음씩 내려 마지막 20회가 끝나면 A 음까지 내려오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피아니시모에서 시작하고, 점점 크레셴도를 

하게 되며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포르티시모로 소리가 커진다. 20회가 

다가올수록 크레셴도와 음이 반음씩 낮아지는 효과가 질문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긴장감을 증폭시켜주는 역할

을 하도록 한 작곡된 의도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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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 손일훈 <20 Questions>16)

16) 위의 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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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은 질문자의 연주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질문자는 답

하는 연주자보다 단순하면서도 모두 예시로만 주어진 규칙이 많아 다양

한 연주가 가능하다. 빠르기와 다이내믹 모두 연주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만일 한가지 음정이 C 음과 C 음으로 된 한 옥타브 안에 있다는 

추측이 들어 질문한다면, 그 한 옥타브의 음을 펼침화음처럼 4분음표로 

나누어 옥타브를 3번 연주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음정이 C 옥타

브 안에 있다고 추측이 된다면 박자만 다르게 연주하면 된다. 펼침화음 

방식과 3번 반복하는 형식은 같으며 단지 첫 C 음은 8분음표로 연주 후 

옥타브 위의 음인 C는 점 4분음표로 연주하면 된다. 세 가지 음정이 숨

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같은 원리이다. 예를 들어, C 음의 옥타브 

안에 세 가지 음정이 숨어 있는지 질문하기 위해서는 8분음표로 된 셋잇

단음표를 사용하여 낮은 C 음을 먼저 연주하고 높은음 그 후 다시 낮은 

C 음 순으로 셋잇단음표의 묶음을 지어서 총 3번 연주하면 질문이 완성

된다. 만약 추측되는 한 음정이 있다면 그 음정을 이분음표로 총 3번 연

주하면 질문이 완성되고, 마지막으로 숨겨진 세 가지 음을 모두 추측하

여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세 가지 음을 2분음표로 아래에서 위 방향인 글

리산도를 사용하여 총 3번 연주하면 질문이 완성된다. 설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손일훈이 직접 작성한 예시의 악보를 공유하여 이해도를 높이

도록 하겠다.

<악보 36> 손일훈 <20 Questions>17)

17) 위의 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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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 케이지 <4분 33초>와 손일훈 <20 Questions> 비교 

존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과 비교하여 손일훈이 작곡한 <20

Questions> 곡을 살펴보면, 손일훈 작품에서 우연성 음악이 놀이라는 개

념을 접목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존 케이지는 자신의 우연성 음악

을 작곡할 당시 우연히 연주자들에 의해 탄생하는 음악에만 중점을 두었

던 반면 손일훈의 <20 Questions>라는 곡은 무대 위에서 연주자들이 서

로 질문하고 답하는 게임을 주제로 하여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

는 우연성 음악뿐만 아니라 관객이 스포츠를 관람하듯이 참여하고 때로

는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손일훈의 곡

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장점은 관객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것이

다. 현대음악을 어렵고 생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요즘 관객들은 현대음악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무대에서 연주자들은 굉장히 공식화된 방법으로 연주를 하고,

관객과의 소통이 적다. 관객은 절제된 행동을 하고 연주자들을 위해 의

례적인 박수를 친다.18) 이처럼 현대음악은 관객과의 소통을 계속 멀리하

고 고차원의 예술이라는 핑계로 대중과의 거리를 두고 있다.

손일훈의 <20 Questions>는 이를 허물 수 있는 현대음악의 발

전에 있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손일훈 작곡가의 <20 Questions> 설

명에 따르면 한번은 설명 없이 연주하고 연주를 마친 후 연주자가 이 곡

에 대하여 연주 방식과 숨겨진 음정을 찾는 놀이 방법을 관객에게 간단

히 설명 후 다시 연주할 것을 제안한다. 확실히 곡에 대해 관객에게 이

해를 시킨 다음 다시 연주할 때는 환호성이나 탄식 등 관객의 적극적인 

18) Stephanie E. Pitts, "What Makes an Audience? Investigating the Roles and 

Experiences of Listeners at a Chamber Music Festival," Music and Letters 86, no. 

2 (2005):260, accessed January 3, 2022. In Oxford Music and Letters Online. 

http://lps3.doi.org.libproxy.snu.ac.kr/10.1093/ml/gci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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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나타나며 관객의 참여도가 높았다. 2017년 12월 9일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콘서트에서는 <20 Questions> 연주 당시 피아노에 능숙하지 

못한 초등학생을 무대에 초대하여 함께 연주하도록 했다. 이 또한 현대

음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관객의 직접적인 공연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고 볼 수 있다.

우연성 음악이 알려지던 1950-60년대는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가 우연성(chance)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음악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작곡 방식을 탄생시킨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존 케이지는 이 시

기에 과거에 관심을 두었던 타악기 음악이나 소음 그리고 조작된 피아노

(prepared piano)에서 벗어나, 불확정성으로 그의 작곡 방식을 변화시키

게 된다. 그는 불확정성을 음악에 적용하게 되면서 작곡가의 의도를 포

기하여 음악을 해방하려는 우연성 음악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다.19)

<4분 33초>의 악보인 <악보 37>은 존 케이지가 초연과 두 번째 

연주에 대한 설명을 적은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가 작곡

한 <4분 33초>는 소리를 내지 않고 4분 33초간 침묵을 유지하는 음악이

고 1952년 8월 미국 뉴욕시 우드스톡 (Woodstock)에 위치한 매버릭 콘

서트홀 (Maverick Concert Hall)에서 피아니스트 데이빗 튜더(David Tu

dor)에 의해서 초연됐다. 피아니스트 튜더는 이 곡을 초연할 때 처음에

는 피아노 뚜껑을 닫고 시작하였으며, 각 악장이 끝난 후 바로 피아노 

뚜껑을 열면서 악장이 끝났음을 청중에게 알렸다. <4분 33초>는 총 3악

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초연에서 1악장은 33초의 길이를 유지하고, 2악장

은 2분 40초간 침묵을 지킨 후 마지막 악장 또한 1분 20초를 의도적 소

리 없이 보내고 전체 악장을 마무리했다. 또한, 다른 악기로도 연주 가능

하며 악장의 길이도 제약이 없다. 악보는 음표가 아닌 ‘I Tacet, II Tacet,

III Tacet’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19) 강나원. ‘케이지 우연성음악’의 철학적 배경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양음악학, 13(3),

(201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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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존 케이지 <4분 33초> 악보와 지시사항20)

20) John Cage, 4‘ 33’‘, Edition Peters, 1960. Copyright by Henmar Pres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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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이 초연되었을 당시 많은 논쟁을 일어났다. 존 케이지의 스

승이었던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onberg)마저 <4분 33초>에 대해 

‘케이지는 작곡가라기보다 천재적 발명가’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21)

손일훈과 존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을 비교해 보면 작곡 방식과 

연주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의도하는 바가 서로 많이 닮았다. 무엇보다 

연주자의 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존 케이지

의 <4분 33초> 은 1명에서 정해지지 않은 다수가 연주할 수 있게 설정

하였으며, 손일훈의 스무고개는 폴리포니가 가능한 악기 또는 두 대의 

피아노, 포 핸즈 또는 4대의 피아노로 다수가 연주 가능하다고 작곡가가 

밝히고 있다. 두 곡 모두 연주자 숫자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서 의도적으로 우연성 음악의 특징인 다양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존 케이지의 <4분 33초>는 공연이 시작될 때 그 공연장에서 우

연히 발생하는 모든 주변 소리, 사소한 사건, 관객의 기침 또는 작은 소

곤거림 등이 예술로 표현된다. 비록 침묵이 주제였지만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4분 33초 동안 곡을 완성하는 것이다. 손일훈의 <20 Questions>에

서도 마찬가지로 놀이가 주제이기는 하지만 결국엔 관객이 무대 위에 올

라와서 함께 연주할 수 있고, 연주 인원의 제약이 없으며 공연 중 관객

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함께 웃거나 때로는 좌절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두 작품 모두 곡에 대한 해설이 없는 경우 난해하다

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곡에 대해 이해한 후에는 관

객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곡에 참여하고 하나의 예술을 완성 시킬 

수 있으며 공연의 결과물이 항상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1) 김효경. "진화론으로 바라본 20세기 현대 음악 -존 케이지 4분 33초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No.10 (2020) 104

https://doi.org/10.5392/JKCA.2020.2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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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손일훈의 <20 Questions>는 세계의 공통 놀이를 주제

로 선택한 특징이 있다. 반면 존 케이지 <4분 33초>는 <20 Questions>

처럼 관객이 곡 전체에 참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있으나, <4분 33초>에

서 관객이 공연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해 보인다. 존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은 20세기부터 시작되었고 그 큰 뿌리에 영향을 받은 음악가

들이 다양한 시도로 우연성 음악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

로 잘 알려진 스무고개라는 게임을 주제로 선택하여 우연성 음악을 작곡

한 손일훈의 곡은 음악에 놀이라는 요소를 포함하여 현대음악이 생소한 

관객들에게 친숙함을 주고 현대음악이 난해하다는 선입견을 와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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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 연주 프로그램인 F. Haydn

<Piano Sonata in c minor, Hob.XVI: 20>, J. Brahms <Piano Sonata in

f minor, Op. 5>, Il Hoon Son <20 Questions>의 작품 배경과 곡의 구

조, 특징적인 요소 등을 연구하였다.

하이든은 많은 건반악기 소나타를 남겼으며, 대다수 그의 건반악

기 소나타는 장조로 작곡되었고 단조로 구성된 곡은 소수에 불과했다.

하이든의 건반악기를 위한 <Sonata in c minor, Hob.ⅩⅥ: 20>은 단조이

며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에 작곡되었다. 하프시코드가 포르

테피아노로 대체되면서 연주 기교와 건반악기 음역이 넓어졌다. 이 곡은 

초기 소나타와 달리 제 1, 2주제의 성격이 명확하게 대비되는 소나타 형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역이 넓고 다양한 악상기호를 사용하였다. 또

한, ’질풍노도‘ 양식에 의해 대담한 다이내믹의 변화, 장조에서 벗어난 

단조의 화성적 음색 등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브람스는 고전주의적 작곡 기법에 능통해 있었으며, 그가 존경한 

베토벤의 고전주의 형식을 지키면서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적 요소를 결

합함으로써 그만의 독창적이고 참신한 곡을 완성시켰다. 특히, <Piano

Sonata in f minor>는 기존의 3악장 구성에서 벗어나 5악장 구조로 작곡

되었으며, 거대한 규모로 작곡된 피아노곡으로 심포니와 같다는 평을 받

기도 하였다. 이 소나타는 과감한 템포 변화, 3화음의 선율진행과 함께 

셋잇단음표 모티브가 다른 악장에 유기적으로 사용되었다. 3번 소나타는 

젊은 브람스가 완성한 전통 양식 위에 낭만주의 작곡 기법을 융합시킨 

대표적인 곡이며, 3악장인 스케르초 악장을 중심으로 서정적인 2, 4악장

과 웅장한 1, 5악장이 대칭되는 짜임새 있는 구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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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일훈의 <스무고개>는 무대 위에서 실제로 연주자가 ‘스무고개’

놀이를 하는 작품이다. 문제를 내는 연주자는 3개의 음을 고르고, 정답을 

맞히는 연주자는 그 음을 스무 번의 기회 내로 맞추어야 한다. 말이나 

행동을 포함하지 않고, 오직 악기의 소리로만 서로 의사소통하는 이 작

품은 우연성 음악으로 정해진 시나리오가 없으며, 공연마다 새로운 결과

물이 탄생한다. 전통적인 악보가 아닌 연주의 지시사항만이 적힌 악보로 

연주되며, 무엇보다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게임을 곡의 주

제로 선택해 호기심을 유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 곡은 ‘놀이’라는 요소를 

반영해 대부분의 생소한 현대곡과 달리 어려움과 난해함에서 벗어나 대

중에게 친숙히 다가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청중이 게임에 함께 참

여할 수 있는 요소를 작품에 넣어 청중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손일훈의 <스무고개>를 우연성 음악의 대표적인 존 케이지

의 <4분 33초>와 비교해 보면 연주 인원이 다양하고, 전통적인 악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관객이 음악 연주의 일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유

사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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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 and Study of

F. Haydn <Piano Sonata in c minor, Hob.XVI: 20>,

J. Brahms <Piano Sonata in f minor, Op. 5>,

Il Hoon Son <20 Questions>

Kyung Jun Park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F. Haydn <Piano Sonata in c minor,

Hob.XVI: 20>, J. Brahms <Piano Sonata in f minor, Op. 5>, Il Hoon

Son <20 Ques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oaden the

knowledge of these works for the performer thus to help them

understand and perform these works better.

An Austrian composer, Franz Joseph Haydn (1732-1809) wrote

his <Piano Sonata in c minor, Hob.XVI: 20> in 1771. This period is

called the Strum und Drang Period in the history of art. During this

period, keyboard instruments were developed from harpsichord to

fortepiano, and Haydn was trying various changes in keyboard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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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new possibilities the fortepiano gained such as

graduations in volume, tone color, and expression. Haydn’s Piano

Sonata <Hob.XVI: 20> represents various attempts of establishing

sonata form in the 18th century, it contains a lot of changes in

technique and compositional style, such as various rhythms,

ornaments, and dynamic expansion.

A German composer, Johannes Brahms (1833-1897) is

considered one of most significant composers of romantic era. His

<Piano Sonata in f minor, Op. 5> was composed in 1853. Brahms

wrote his own romantic music based on the classical sonata style.

This piece consists of five movements, showing orchestral sound and

the motives were organically employed throughout all movements.

A Korean composer, Il Hoon Son (1990-), composed aleatoric

music under the theme “game” while studying abroad and presented

<20 Questions> that allowed the audience to communicate with the

performers on the stage. The aleatory music was born and widely

promoted by John Cage with the ideology of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Son tried to break the barrier between contemporary music

and general audience by inheriting and developing the idea of

aleatoric music.

keywords : Haydn, Brahms, Son Il Hoon

Student Number : 2019-2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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