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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닐스 가데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19세기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다. 작곡가

로서는 오페라와 교향곡, 실내악, 바이올린과 피아노 소나타 등 다양한 장

르에 걸쳐 많은 작품을 남기며 국민악파의 시조이자 대음악가로 인정받게

된다. 지휘자로서는 그를 극찬한 멘델스존의 후임으로 독일 ‘게반트하우스’

의 지휘자로 4년간 활동하고(1844-48: 총감독은 1847부터), 전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귀국한 후에는 음악협회 등을 결성 · 재활성하며 조국의 음악

부흥에 힘쓴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낯설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들이 대체로

멘델스존과 슈만 등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가볍게 취급되어 왔기 때문인

데, 특히 피아노 음악은 현재까지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그의 피아노 작품을 연구해 오면서 여러 양식들이

유기적으로 녹아 있는 독특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그 하나는 즉흥적

뉘앙스의 판타지 양식이고, 둘째는 ‘순환주제기법’ 등을 위시한 슈만의 영

향이며, 셋째는 민속적인 요소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처음으로 <피아노 소나타 op.28> 전 악장을 분석연

구 한다. 우선 그의 생애와 피아노 음악을 개관해 본 다음, 전체 악장을 대상

으로 각각 형식 및 조성과 음계, 주제적 모티브, 화성, 박자와 리듬, 그 밖

의 요소 순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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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닐스 가데(Niels W. Gade, 1817-1890)는 19세기 전반의 덴마크를 대표

하는 작곡가이며 지휘자이다.1) 가데는 그를 극찬한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1809-1847)의 후임으로서 독일의 명망 있는 ‘게반트하우

스’(Gewandhausorchester)의 지휘자로 4년간 활동한 경력(1844-48: 총감독

은 1847부터)과 함께 오페라와 교향곡, 실내악, 바이올린과 피아노 소나타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많은 작품도 남겼다. 독일에서 돌아온 후에는 조국

의 음악 부흥에 힘써 덴마크 국민악파의 시조이자 대음악가로 자리매김 된

다. 그리고 노르웨이 국민악파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그리그(Edvard

Grieg, 1843-1907)의 스승이기도 하다.2)

그러나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낯설다. 왜냐하면 그 작품들은 대체로

멘델스존과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 등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

로 단순하게 취급되어 주류 음악계에서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다.3) 가데의

음악작품 중 특히 피아노 음악은 현재까지 거의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

은 상황인 가운데(그의 작품 목록은 표 1 참조),4) 필자는 그의 피아노 작

1) 차호성, 오희숙, 김미옥 공저, 『피아노문헌 연구 2』(서울: 심설당, 2012), p.98.
2) D’Avion Gadifer, “Gade, Niels,”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ed. Stanley Sadie, 2nd ed.(London: Macmillan, 2001), 7: 73.

3) 가데의 피아노 작품들은 대부분 최상성부에서 선율이 연주되는 특징을 가지는

데, 이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연주했던 바이올린 연주의 특징과 멘델스존의 ≪

무언가≫에서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가데는 작곡가로서의

슈만과 그의 작품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큰 존경심을 보이기

도 했다. D’Avion Gadifer, “Gade, Niels,” p.73.
4) 피아노 소나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연구는 현재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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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연구해 오면서 여러 양식들이 유기적으로 녹아 있는 독특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들 중 하나는 즉흥적 뉘앙스의 판타지 양식으로서, 이것은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5) 판타지 양식은 C. P. E. 바흐(Carl Philipp Emanuel Bach,

1714-1788)에 의해 정립된 후 비엔나 악파와 헤쓸러(Johann Wilhelm

Hässler, 1747-1822) 등의 북독일 작곡가들뿐만 아니라 쇼팽(Frédéric

François Chopin, 1810-1849)을 비롯한 18세기 후반 - 19세기의 타 지역

작곡가들에게로도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6) 그러나 그들의 즉흥적 뉘앙스의

<피아노 소나타 op.28>(in e, 1840년 작곡, 1854년 출판)에서는 대부분 소

나타 형식의 틀 안에서 판타지적 특징이 가미되어 있는데 반해, 가데의 경

우에는 피아노 소나타의 전체 악장 가운데 소나타 형식이 적용되어 있는

악장은 하나도 없는 대신 수많은 대조적인 세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4개 악장으로 되어 있는 판타지 작품도 있다:

Fantasistykker [op.41, 1861]).

두 번째는 슈만의 영향이 특히 피아노 소나타의 경우에는 ‘순환주제기법’

등 근본적인 음악 구조에까지 이르고 있다. 다악장 작품에서 주제가 한 악

장의 범주를 넘어서 다른 악장에도 등장하는 이 작곡기법은 모차르트 등의

5) 판타지 양식적 특징으로는 화음 즉흥연주(펼침이나 분산, 호모포니, 토카타식,

지속화음), 선율 즉흥연주(음계적 진행, 반음계,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병행 진

행, 모방기법),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혼합 기법, 그리고 카덴차가 있다. 김영,

“W. F. 바흐 vs C. P. E. 바흐의 건반 판타지아 전곡 비교분석 연구,” 『이화음

악논집』 20 (2016), p.37.
6) Peter Schleuning, Die Freie Fantasie(Göppingen: Verlag Alfred Kümmerle,
1973), p.24; Geoffrey Norris & Klaus Peter Koch, “Hässler, Johann Wilhelm,”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London:
Macmillan, 2001), 1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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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도 있지만, 순환주제기법 하면 슈만이 제일 먼

저 떠오를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법 중의 하나

이다.7)

셋째는 덴마크 음악작품으로서 19세기 국민악파의 일반 음악적 특징들로

언급되는 민속적인 요소도 결합되어 있다. 민속음계로서의 선법, 오르간이

나 백파이프(Bagpipe)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속저음(Drone

Bass, 또는 Pedal Point),8) 타악기적인 터치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급 레퍼토리 계발을 위하여 처음으로 <피아노 소

나타 op.28>의 전 악장을 분석연구 한다. 우선 그의 생애와 피아노 음악을

개관해 본 후, 전체 악장을 대상으로 각각 형식 및 조성과 음계, 주제적 모

티브, 화성, 박자와 리듬, 그 밖의 요소 순으로 살펴보겠다.

7) Julie Ann Hedges, “A higher Echo of the Past”: Schumann's 1842 Chamber Music

and the Rethinking of Classical Form”(Ph.D. diss., Yale University, 2000).
8) '페달포인트'라는 용어는 오르간의 페달들에 의해 낮은 음들이 지속저음을 내

는 것에서 유래했지만, 중간 성부나 소프라노 성부에도 페달포인트로서의 지속

음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오르간과의 연관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백파이프에서는 손가락 구멍이 없는 관들이 지속저음을 만들어낸다. Don

Michael Randel, ed.,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Cambridge,
Mass.: Belknap Press, 1986), p.2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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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데의 생애와 피아노 음악 개요

코펜하겐 출신인 케비넷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가데는 어려서부터

뚜렷하게 음악적 재능을 보였지만, 그의 부모는 그가 15살에 이르러서야

바이올린과 작곡 이론 등 음악 교육을 시킬 수 있었다. 16세가 되는 1833

년에 바이올린니스트로 데뷔한 후 그 다음 해에는 왕궁 오케스트라 소속의

청소년 바이올리니스트로 발탁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며, 차츰 작곡, 지

휘, 교육 등으로도 영역을 넓혀 간다.9)

가데가 1842년 작곡한 교향곡 제1번이 멘델스존의 지휘로 이듬해 라이프

치히(Leipzig)에서 연주되면서 국가 장학금이 수여되어 그곳으로 직접 수

학을 가게 되는데, 그의 음악을 높이 평가한 멘델스존의 배려로 곧 ‘라이프

치히 음악원’(Leipzig Conservatory) 교수와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의 부

지휘자 자리를 맡게 된다. 멘델스존이 1847년에 타계한 후에는 약 1년 동

안 그의 후임으로 게반트하우스의 연주회를 총괄한다.

그러나 1848년에 프러시아 vs 덴마크의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귀국한 후

에는 ‘코펜하겐 음악협회’(The Music Society of Copenhagen)를 다시 활성화시

키고 지휘자로 취임(1850)하는 등 여러 요직을 겸하면서 덴마크 음악의 위상

을 높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한다. 전쟁이 안 일어났다면 그의 인생여정이 바

뀌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덴마크의 애국자가 된 것이다.

가데의 작품으로는 피아노 음악을 비롯하여 합창, 오페라, 성악, 실내악,

관현악, 오르간 작품 등 200여 곡이 남아 있다. 그 중 피아노 작품은 27곡

인데, 다음은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9) D’Avion Gadifer, “Gade, Niels,” 7: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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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피아노 작품 목록

제목 작곡(출판) 연도 작품번호

3 Piano Pieces(Prestissimo – Idylle –
Presto)

1837 ―

Scherzo (f#) 1838 ―

Kleine Claviergeschichte 1839 ―

Dithyrambe für das Pianoforte 1840 ―

I en stambog, Impromptu (f#) 1841 ―

Rebus(3곡) 1841경 op.2a

Foraarstoner(3곡) 1841 op.2b

Allegretto grazioso (A) 1842 ―

Akvareller(15 Tone Poems) 1850 op.19

Albumsblade 1850 ―

Calender eller:
Maerke-og Mindedage for Sophie(3곡)

1851 ―

Barcarole in F 1852 ―

Scherzino in E♭ 1852 ―

Arabeske 1854 op.27

Sonata in e 1840(1854) op.28

Folkedanse in f 1855 op.31

Idyller 1857 op.34

Fra skizzebogen 1857 ―

Børnenes Juul(5곡) 1859 op.36

Dandserinden in F 1860 ―

Scherzino in d 1861 ―

Fantasistykker 1861 op.41

Folkedanse in D♭ 1865경 ―

Romanze in A♭ 1865경 ―

Akvarel in A 1876 ―

Nye akvareller(5곡) 1881 op.57

Albumblad in C 1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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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처럼, 작품번호를 갖고 있는 곡은 10개에 불과하지만, 모음집

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 세부적으로는 34곡에 달한다. 제목은 ‘소나타’와

같이 장르 자체를 뜻하는 것과 표제를 갖고 있는 것들로 나누어진다. 작곡

이 된 연대는 1830년대 말부터 이어지나 1870년대에는 하나 그리고 1880년

대에는 두 곡 정도로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가데가 합창곡과 관현악 장르

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 같다.

가데의 피아노 작품 가운데 소나타는 유일하다. <피아노 소나타 op.28>

의 네 악장 구성과 템포만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소나타 장르에 속한다. 그

러나 세부적으로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먼저 그 특징들을 악장 별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op.28 전체 악장의 형식과 조성 및 템포

형식(총 마디수) 조성(박자) 템포

제1악장
론도와 변주의
혼합 형식(365)

e(4/4)10)
불같은 열정으로의 알레그로
(Allegro con fuoco, risoluto)

제2악장
3부와 변주의
혼합 형식(68)

G(9/8)
느리게
(Andante)

제3악장 변주 형식(119) B(3/4)
조금 빠르게
(Allegretto)

제4악장
론도와 변주의
혼합 형식(295)

e(4/4)
매우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Molto Allegro e appassionato)

위의 표를 보면, 전 악장에서 기본 형식에 변주가 결합되어 있거나 이

자체가 형식으로 등장한다. 즉흥연주와 기보되어 있는 악곡 모두에서 변주

10) 박자는 원래의 Breitkopf & Härtel 출판본(1854)에서 4/4로 표기되어 있다. 그

러나 1994년에 재출판된 Masters Music Publications, Inc. 악보에서는 2/2로

편집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원래의 출판본을 따라 4/4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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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즉흥적 뉘앙스를 위한 가장 강력한 기법 또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 소

나타의 형식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11) 조성 자체도 단조에서 시작해서 단

조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전형적이지 않다.12) 그럼 이제 제1악장의 세부 분

석으로 들어가겠다.

 

11) C. P. E. 바흐의 판타지아들에서도 론도-변주 혼합 형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

다. 김영, “C. P. E. 바흐 즉흥연주기법의 이론과 실제: 그의 시론서와 판타지

아 총 18곡을 중심으로,” 『이화음악논집』 21(2017), pp.1-2.
12) Carol Steiner, "Empfindsamkeit," Current Musicology 9(1969),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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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데의 <피아노 소나타 op.28> 분석

1. 제1악장

1) 형식 및 조성과 음계

제1악장의 형식 및 조성과 음계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3〉op.28 제1악장의 형식 및 조성과 음계

형식 마디 조성과 음계 비고(나타냄말)

A
(1-96)

a1 1-9 e

Allegro con
fuoco

b1 9-22 C→e
a2 22-28 e
c1 28-53 e→b

코데타 53-58() b
a3 59-64 e→b
경과구 65-72 불안정
d 73-96 불안정

B
(97-146)

e1 97-112() C(조표로 제시)
Un poco lento e
sostenuto

e2 113-126 C→C믹소리디아
코데타 127-146 C믹소리디아

A′
(147-206)

a4 147-151 e(조표로 제시)

Tempo Ⅰ
b2 151-183 불안정
a5 183-190 b

c2 190-206
b→D(195~)→c#믹
소리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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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는 조성의 이동
* ↔ 표시는 두 조성 간의 불확정성

위의 표를 보면, 제1악장은 거시적으로는 A-B-A′-B′-A″(+코다)의

5부분으로 되어 있다. B′가 만약 C라면 5부분 론도 형식에 해당하지만,

여기서는 앞 B의 변주로서 론도와 변주의 혼합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부 진행들도 역시 흥미롭게 이 둘의 혼합이다. A는 론도 형식

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리프레인’(Refrain[반복 부분])이 생략된 7부 론도

형식에 해당하고(a · b · a · c · a · d · a), B도 역시 세부적으로 e의 변

주인 e1과 e2로 이루어져 있다. e1과 e2 사이의 페르마타()도 즉흥성을

암시한다. 그 뒤에 오는 A′ 역시 마지막 리프레인이 삭제된 론도 형식을

보이는데, 단 여기서는 7부분 대신 5부분 론도이다(a · b · a · c · a). 이

처럼 A와 A′에서의 마지막 리프레인의 생략은 중간 진행에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B′는 새로운 경과구를 제외하면 앞의 B와

같은 변주의 형태(e3와 e4)를 보이고, A″는 첫 번째 A처럼 7부분 론도의

변형이다. 단,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이 변한다. 즉 주제 a가 한 번 생략된

B′
(207-272)

경과구 207-226
c # ↔ G # 도 리 아
(211-212)

Un poco lento e
sostenuto

e3 227-242() E↔A

e4 243-256
E↔B도리아(약간
불안정)

코데타 257-272 〃

A″
(273-336)

b3 273-286 C→e (조표 바뀜)

Tempo Ⅰ

a6 286-292 e
c3 292-308 e
a7 309-311 e
b4 312-332 e (조성적 불안정)
a8 333-336 e

코다
(337-365)

337-365()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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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시작되고, ‘d’에 해당하는 뒷부분이 b의 변주로 바뀌어 있다: (a) ·

b3 · a6 · c3 · a7 · b4 · a8. 즉,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다시 론도와 변주

의 혼합을 보여주고 있다.13) 또한 전체적으로 원래의 조성인 e 단조가 유

지 되어 있는 것도 사실 7부분 론도 형식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C. P. E.

바흐의 판타지아 중에도 상대적으로 조금 단순하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형식을 보여주는 곡들이 적어도 2개는 있다. 단, 그의 판타지아 형식이 가

데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나타에 적용되어 있는 것이다.

조성은 A와 A″에서는 으뜸조인 e단조가 전체적으로 지배적인 가운데

근친조인 C장조와 b단조로 이동한다. 단, A의 마지막 부분인 ‘d’에서는 예

외적으로 조성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데(악보 8 참조), c1의 26마디에

달하는 예외적으로 긴 길이와 페르마타로 끝나는 코데타와 함께 극적인 뉘

앙스가 가미된다.

그 밖에 B와 B′뿐만 아니라 중간의 A′에서도 이와 대조되는 진행이

나타난다. B부분은 A보다 훨씬 구조가 단순하고 조성도 여전히 중심음이

전체적으로 C음이기는 하지만, C믹소리디아 선법이 새롭게 등장하며 A와

대조를 보인다.14) 이후의 B′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G#도리아 · E장조

13) 이 구조는 소나타론도 형식과 유사하지만 c3이 발전부에 해당하는 요소를 갖

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형식에 속하지는 않는다.
14) 믹소리디아는 교회선법이라고 불리는 중세선법 8가지의 옥타브 유형 중 하나이

다. 이 선법들은 절대적 음높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이조

가 가능하다. 즉 모든 음들로부터 그 구성을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디아를

F부터 시작하면, F 장조의 b♭ 대신 b(♮)를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조는

이미 중세의 이론서들에서도 제시된다. 믹소리디아는 장조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즉, 장조음계에서 이끔음만 없는 음계인 것이다. 따라서 C믹소리디아는 b♭이 포

함된 C장조 음계로 정리될 수 있다. Don Michael Randel, ed.,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p.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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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장조 · B도리아 등 가장 변화무쌍한 조성적 진행을 보여준다.15) 중간의

A′ 부분도 역시 D장조와 6개에 달하는 올림표의 c#믹소리디아가 새로 나

타나는 등 리프레인들 자체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제1악장의

형식은 매우 이례적으로 수많은 세분화로 대조와 극적 전환들이 강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2) 주제적 모티브

주제적 모티브는 진행을 주도해 나가는 음형들을 뜻하는데, 세부적인 형

식 부분들(a - e)과 그 변주들을 중심으로 고찰 해 보겠다. 먼저 a는 a1 -

a8로 전체적으로 8번 출현한다. 주제적 모티브 진행 중심으로 이들 간의

변주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마디1-9의 a1은 e단조의 Ⅰ도 화음의 구성음으로만 되어 있는 하행 아

르페지오로 등장한다. 두 마디 단위의 기본 모티브(M1으로 설정)가 세 번

에 걸쳐 이어지는 진행이기도 한데, 이후의 변주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먼저 a1과 a2를 보여준다.

15) 도리아는 교회선법이라고 불리는 중세선법 8가지의 옥타브 유형 중 하나이며 그

기준이기도 하다. 이 선법 역시 절대적 음높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

어 도리아를 g부터 시작하려면, b♭을 붙여주면 된다. Don Michael Randel, ed.,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p.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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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op.28 제1악장, a1와 a2, mm.1-10, 22-33



- 13 -

위의 악보에서처럼, a1의 구조 자체는 단순하다. 그러나 ‘불같은 열정으

로의 알레그로’인 이 곡의 극적 분위기가 세워지는 중요한 순간으로서 비

장한 느낌의 하행 진행으로 되어 있다. a2의 모티브 M1은 음가가 변형된

형태로 출현한다. 또한 아르페지오적인 진행도 8분음표 단위로 다양하게

부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의 이후 변주들에서도 모티브 M1은 여전히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등장한다. 그 예로, a5에서는 예외적으로 조성이 b단조로 전조되고,

a7의 경우에는 변주의 단위가 주제적 모티브 M1의 단 한 번에 걸친 등장

에 따라 3마디로 축소되며, a8에서는 M1이 원래대로 3번 출현하기는 하지

만 성부 간에 모방적 진행으로 인해 전체 길이가 4마디로 압축된다. 이 가

운데 다음은 a7과 a8을 보여준다.

〈악보 2〉op.28 제1악장, a7과 a8, mm.308-313, 3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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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살펴보면, a7에서 모티브 M1은 한 번 나오지만, “열정적으

로”(con fuoco)의 지시와 더불어 한 번 다시 강하게 등장한다. 오른손에서

는 2옥타브이상의 달리는 상행음계적 진행이 이전의 분위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a의 마지막 변주에 해당하는 a8에서는 원래처럼 온음표와 이분음표

혼합 진행으로 돌아오지만, 스트레토(Stretto) 식으로 진행된다.16)

다음으로, b는 전체적으로 총 4번 출현한다. 횟수는 절반에 불과하지만,

a보다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훨씬 크며 길이도 각각 14 · 32 · 13 · 21마디

로 불규칙적이다.

마디 9-22에 해당하는 b1은 전체적으로는 a의 모티브 M1에서 비롯된

듯한 즉흥적 느낌의 아르페지오 진행이 지배적인 가운데 새로운 점들도 드

러난다. 그 첫째는 C장조로 전환된 후 이 음이 거의 모든 마디에서 베이스

로 등장하며 이 장조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a1과 b1의 대조는

16) 스트레토는 모티브나 주제 선율들이 약간의 시간적 차이로 연달아 다른 성부

에서 등장하여 강도를 높이는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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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e단조와 C장조의 조성적 대비로 이미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다. 이런 ‘페달포인트’ 진행은 상성부의 단순한 아르페지오적 진행과 함께

즉흥성을 시사한다(백파이프 연주 등의 민속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 둘째

는 b1의 시작 부분인 마디10에 나타나는 하행 순차 진행의 모티브 M2이다

(아래의 악보에 마름모꼴로 표시).

〈악보 3〉op.28 제1악장, b1, mm.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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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마디17-18의 이분음표로 구성되어 있는 이웃음적 진

행(Neighbouring Tone)의 선율(E-D#-E)이 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마디

19-20 하성부의 G-F#-G). 즉 즉흥적 뉘앙스의 마디19-20에서 선율로 반복

되는 동시에 베이스에서는 아르페지오적 펼침의 진행 속에 6도 관계로 모

방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미세한 대위적인 진행이 숨어있기도 하다. b1의

시작 부분에서 모티브 M2로 지시되어 있는 음형은 그 자체로는 3화음적

윤곽의 M1 만큼이나 평범한 진행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b1 진행도 M1이

주도적이다. 그러나 이후 b2의 진행에서는 마침내 핵심적인 진행으로 부상

한다(아래의 악보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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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는 M2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길

이 면에서도 b1보다 확대되어 있다. 아래의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선율선

이 오른손과 왼손에서 번갈아 가며 출현하기도 한다.

〈악보 4〉op.28 제1악장, b2, mm.14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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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여기서는 M2가 주로 부점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두

손에 걸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왼손에 등장하는 마디159에는 이 모티브를 뚜

렷하게 ‘마르카토’(Marcato)로 드러내라는 지시어도 붙어 있다. 마디155-157,

그리고 161-162에서는 반음계적 진행으로 모티브 M2가 길어져 있다. 이런 진

행은 마디179-183에 걸쳐 베이스로 확장되어 b2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다. b2는

이와 같이 페달포인트를 포함하는 단순한 진행의 b1보다는 양손에 걸친 M2

의 다양한 변화와 긴 반음계적 진행을 보이고 짜임새도 상대적으로 두텁다.

b3은 마지막 A″를 여는 위치에서 b1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등장하나, 이

후의 b4에서는 M2가 왼손에서만 잇달아 출현하는 한편 쉼표와 스타카토로

짧게 끊기는 새로운 형태의 모방 진행(마디327-332)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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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op.28 제1악장, b4, mm.30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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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포르티시모(ff)와 “열정적으로”(con fuoco)의 지시와

함께 넓은 음역을 오르내리며 몰아치고 빠르게 갈라지는 진행으로 b의 변

주들 중 가장 극적이다. 3옥타브 이상의 음역에 달하는 오른손의 진행(마

디320-326), 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갈라지는 반진행(마디324), 임시표들의

다양한 사용으로 인한 조성적 불안정 등이 그것이다. 단, 스타카토의 모방

진행에서는 숨을 고르고, d#음의 강조(악보에 원 표시)와 함께 e단조(중심

조성)로 복귀하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a8로 이어진다.

세부 부분 c는 전체적으로 3번에 걸쳐 등장하는데, 이 경우는 특정 리듬

패턴에 기초된 음형을 주요 모티브로 하고 있다. 즉, M3가 그것으로서, 자

체의 음정 관계는 다음 악보에서와 같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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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op.28 제1악장, c1, mm.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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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M2와 M1의 결합을 연상시키는 부점 리듬과 이분음

표 하행 진행이 나타난다. 즉, 이 악장은 여러 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뉘어

져 있지만, 모티브들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vs 유사성으로 변화로움 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도 보여주고 있다. c3는 진행이 c1과 유사하나 길이

가 좀 축소되고(25마디에서 17마디), c2는 다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진행도

많이 변화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모티브에서의 2분음표 음형들이 1마

디에서 2마디 더 확장된 후 부점 부분이 떨어져 나간 형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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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op.28 제1악장, c2, mm.1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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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가운데 M3 뒷부분의 확장 진행(마디192, 198)에서는 처음으로

6-7음으로 쌓아진 두터운 화음 형태가 나타난다. 아르페지오(Arpeggio) 연

주 지시(⧘)와 반음계적 선율의 상행진행으로 분위기가 부드러운 전환된다.

그리고 c#믹소리디아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마디199부터는 수많은 올림표들

의 갑작스런 출현과 함께 또 한번 분위기가 전환된다.

d는 이곡에서 한 번 등장하는데 M4에 의해 주도된다. 그런데 이 모티브

는 c부분의 주요 모티브인 M3의 또 다른 변형으로 볼 수 있는 데서, 역시

전체적으로 대조적 vs 유기적 관계가 다시 한 번 드러난다.

〈악보 8〉 op.28 제1악장, d, mm.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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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모티브 M4는 M3을 이루는 두 음형의 순서가 바뀐

것이다. M4 그리고 이것의 변형 형태들은 단순하게 나타나는 편이나, 중간

에 앞의 리듬 음형이 삭제된 형태로 반복되는 진행으로 인해 기분이 고조

된다. 이런 진행으로 긴 반음계적 선율(마디80-89)이 만들어지는 점도 새

롭다(길게 이어지는 반음계적 진행은 b2의 베이스에서 한 번 등장 한 바

있다). 마디89-96에 걸쳐 나타나는 e음은 b1 섹션에서의 페달포인트를 연

상시키는데(이 경우는 베이스 대신 최상성부), 이와 같은 진행과 M4의 리

듬 확대가 분위기를 진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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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마디97-146)은 B부분의 시작인데, 양손에서 흘러내리는 셋잇단음표

진행을 처음 선보인다. 편의상 본고에서 M5로 지정하는데, e2 섹션에서는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악보 9〉 op.28 제1악장, e1과 e2, mm.96-112,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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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e1 부분 악보를 보면, d에서 보았던 극적 진행과는 대조적으로 ‘조

금 느리고’ 여유가 있다 (Un poco lento e sostenuto). 특히 두 손에 걸친

페달포인트적인 진행과 느린 하행 셋잇단음표의 연속적인 아르페지오들이

만들어내는 차분한 분위기로 대조를 보여준다. c2에서는 셋잇단음표의 방

향이 상행으로 교체되는 것, C장조 대신 C믹소리디아로 바뀌며 음색이 약

간 변화되는 것 정도로 c1과 구별된다.

e3와 e4에서도 앞부분 e1과 e2의 조성 등 음악적 요소들이 별로 다르지

않을 정도로 역시 차분함이 유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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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성

조성의 변화는 선법까지 포함하여 다채로운 편이지만, 화성은 별로 복잡

하지는 않다. 주로 b와 c, 그리고 d 부분들에서 임시표들이 부차적으로 붙

여져 있고, 길게 이어져 있는 반음계적 진행도 역시 이에 속한다 (악보 4,

5, 7 참조). 마지막의 코다도 그런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총망라한다.

〈악보 10〉op.28 제1악장, 코다, mm.33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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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화성 분석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색채감 가미를 위한 특징들을 정리

해보면, 장조와 단조의 선법 교환, 5도 대신 4도 화음이 더 두드러지는 진

행(마디341-348), ⅰ과 Ⅴ도 화음 구성음의 동시 등장(마디339의 둘째 박:

2도 음정의 충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단, 끝에서는 Ⅳ - Ⅴ₇ - Ⅰ의
전형적인 종지 진행으로 끝맺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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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자와 리듬

이 소나타는 원래의 출판본에서는 4/4박자이지만 작품의 빠르기와 곡의 전반에

걸친 2분음표의 선율선으로 인해 2/2박자처럼 느껴진다(최근 출판본에서는 2/2로

편집되어 있다: 각주 10 참조). B부분에서는 셋잇단음표 리듬의 등장으로 좀 더 유

동적임 흐름이 만들어진다. 부분별 리듬적 특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op.28 제1악장의 리듬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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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살펴보면, 세부적인 부분들이 -모티브가 그러했듯이- 리듬에

있어서도 대조와 혼합적인 특징을 동시에 보여준다. 즉, 체계적으로 작곡된

음악이라는 느낌보다는 느슨하게 진행되는 즉흥적 뉘앙스가 강하다.

a 부분은 온음표와 2분음표 위주의 가장 단순하고 긴 음가를 특징으로

하나, a5는 8분음표, 4분음표, 그리고 점4분음표까지 포함하는 c1의 M3 리

듬을 등장시켜 바로 뒤의 c2와 유연하게 연결된다. b부분의 경우에도 M2

가 M1 음가의 절반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연관이 있다. 그러나 8분음표

들의 균등한 진행은 a와는 대조를 이룬다. b2에서 부점이 포함되어 있는

M2 변형 리듬의 경우는 역시 그것을 갖고 있는 c의 모티브 M3 리듬을 연

상시키기도 한다.

d에서는 M3의 두 음형 위치가 바뀐 형태로 나타나고, 연속적인 8분음표

진행은 b부분과 유사하다. 이런 연관성은 이것들이 전부 크게는 A부분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B의 세부 부분인 e와 그 변주

들에서의 4분음표로 이루어진 셋잇단음표 진행은 이것들과는 명확히 구별

되는 독자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5) 그 밖의 요소

제1악장에서 그 밖의 요소로는 특히 풍부하게 등장하는 다이나믹과 페달

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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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op.28 제1악장의 다이내믹과 페달

*: 한 번 반복
**: 한 번 이상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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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살펴보면, 풍부하게 지시되어 있는 다이나믹 자체가 이 악장

에서 표현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암시한다. 또한 모티브나 리듬요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섹션 A와 B의 구분이 다이나믹에 의해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A부분에서의 f 가 A″에서는 ff 까지 확장되는 반면, B부분에서

는 f 또는 그 이상의 크기가 없다. 페달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지시 사항이

적지만, 두 개의 B부분에서만은 전체적으로 계속 붙이도록 지시되어 있어

이 요소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제2악장

1) 형식 및 조성과 음계

제2악장의 형식 및 조성과 음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op.28 제2악장의 형식 및 조성과 음계

형식 마디 조성과 음계 비고(나타냄말)

A
(1-27) 

a1 1-12 G→e Andante
(cantabile)

a2 12-22 G
코데타 22-27 G

B
(28-47)

b1 28-35 E♭(조표로 표시)→g
(energico)b2 36-43 E♭

경과구 44-47 D→G
A´

(48-62)
a3 48-57 G

(dolce)
코데타 57-62

G코다
(63-68)

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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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제2악장은 크게 A-B-A´(+코다)의 3부분으로 되어 있

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제1악장과 마찬가지로 변주(a1-a3, b1-b2)를 포함

하고 있다. a1과 이와 매우 유사한 a2, 그리고 코데타로 구성되어 있는 A

부분은 조성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도이다. 즉, a1은 끝부분

인 mm.11-12에서 관계단조인 3도 아래의 e단조가 등장하지만, a2는 G장조

의 조성을 확실히 유지하며, 이 조성은 코데타까지 이어진다.

B부분은 A부분에서 표기된 “노래하듯이”(cantabile)의 나타냄말과는 대

조되는 느낌의 “정력적인”(energico)으로 시작된다. 조성 또한 ‘먼조’인 E♭

장조로 전조되며17) 분위기의 전환을 돕는다. B부분은 b1과 b2, 그리고 경

과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의 조성진행 방식 자체는 A부분과 유사하다.

즉, b1이 끝(mm.34-35)에서 단조로 전조되는 반면, b2는 E♭조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같이 3도 관계의 단조로의 전조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경

우에는 3도 위의 단조이다. 경과구는 또 다시 먼조(각주 19 참조)인 D장조

로 시작한 후 끝부분에서 다시 G장조로 돌아가며 A´부분으로 들어간다.

A´ 부분은 a3과 코데타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앞의 A부분에서 a1이 삭

제된 형태이다. 즉, 이곡을 시작하는 A 부분에서의 a2와 거의 동일한 진행

을 한다(단, 반복적인 3음만 생략되어 시작된다). 마지막 부분을 코다로 묶

지 않고 코데타(마디57-62)와 코다(마디63-68)로 나눈 이유도 A 부분에서

의 코데타가 매우 유사하게 다시 등장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것 이후에 I과 V 위주로 마무리 되는 부분을 코다로 국한시킨다.

17) #이 하나인 G 장조를 기준으로 하면, ♭이 세 개인 E♭장조는 ‘관계조’(5도 위

나 아래의 음을 으뜸음으로 하거나, 동일한 조표를 갖거나, 같은 음을 으뜸음

으로 하는 조)가 아닌 ‘먼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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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는 6마디로 구성되는데, 코데타에 이어 G장조의 Ⅰ도를 강조하는 확

실한 조성감으로 끝난다.

2) 주제적 모티브

A와 A´ 안의 a1-a3는 매우 유사한 진행을 보이기 때문에, 기본 진행인

a1의 악보를 대상으로 주제적 모티브들을 살펴보겠다.

〈악보 11〉op.28 제2악장 mm.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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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a1에 등장하는 모티브는 각각 M6, M2의 변형(M2´: 순차 하

행하는 M2를 역행하는 형태로서의 상행 진행), M7으로 지칭되어 있다. M6은 제1

악장의 5개 모티브에 이은 명칭들인데, 악장 간의 모티브 비교 등을 위해 편의상

그렇게 정하겠다. 우선 M6은 반복되는 8분음표의 연타음인데, 제2악장 전체에 걸

쳐 형태의 별 변화 없이 재등장한다. M2´는 순차 상행 진행이지만, M6과 같은 리

듬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후로는 하행 선율로 또는 리듬이 변형되기도

한다. M7은 두 음의 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보통 5도 도약을 기본으로 하

고 있지만 때때로 4도(5도의 전위 형태) 또는 그 밖의 도약으로 출현하기도 한다.

B부분에서도 주요 모티브 자체는 A부분과 다르지 않다. 단, 그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M2´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연결되

기도 하고 M7와 결합된 형태로 A부분과 다른 진행을 만들어낸다. 다음은 B부분

중 b1을 보여준다.

〈악보 12〉op.28 제2악장 mm.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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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템포는 안단테로 느리지만 “정력적인”(energico)의 지시와 함

께 앞부분과 대조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왼손도 상행 진행이 16분음표임

에도 불구하고 포르테(f)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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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성

제2악장에서는 선법적 진행이나 5도 대신 4도 화음이 더 강조되어 있는

이색적인 진행은 나타나지 않는다. 악보 11과 12에 변주 부분을 제외한 이

악장의 전체 화성 진행이 분석되어 있는데, I도와 V도 화음이 화성적 틀을

이루는 가운데 대리화음과 속화음 등이 그 사이를 메우며 부드럽게 진행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당대로서는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화성적 진행이 나타난다. 다음은 그 한 예이다.

〈악보 13〉op.28 제2악장 mm.1-4

위의 악보를 보면, G장조의 5도음인 D가 지속음으로 내성부에서 연타되

는 가운데 성부가 1개에서 6개까지 자유롭게 첨가되는 즉흥적 뉘앙스를 준

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마디4에서는 수직적 울림에서 2개의 2도 음정이

충돌하고 있다(C-D-E).

다음은 B부분 중 b1의 시작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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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op.28 제2악장 mm.28-30

위의 악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E♭장조의 Ⅰ도 화음으로 진행되나, 페달포인트

역할을 하는 으뜸음 위로 Ⅴ₇과 ⅶ₇이 수직적으로 쌓여지며 4도와 2도의 불협화음
적 울림이 색채적으로 생긴다. 마디30에서는 2도 음정이 부가화음적으로 연타되기

도 한다.

4) 박자와 리듬

이 곡은 8/9박자로 한 마디에서 삼연음부의 8분음표들이 연속적으로 진

행하는 반주부와 이 위로 진행되는 동시에 점4분음표의 선율로 자연스럽게

3박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리듬은 삼연음부의 8분음표들이 16분음표들로

펼쳐져서 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적인 흐름에서 좀 더 동적인 흐름

으로 전환되는 느낌을 주는 정도로서 여전히 안정적이다. 다음은 각 부분

별 리듬적 특징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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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op.28 제2악장의 리듬적 특징

위의 표를 보면, M6와 M2´의 주요 리듬인 반복되는 8분음표의 연타음으

로 작품의 전반에 걸쳐 가장 비중 있게 출현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

나는 점4분음표 리듬은 주요 선율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경우 8분음표

의 연타음은 이 선율선의 장식적인 요소로 나타나며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

어낸다.

5) 그 밖의 요소

그 밖의 요소로서는 다이나믹과 지시어를 알아보겠다(페달기호는 곡의

끝부분에서 한 번 출현하므로 생략한다). 전체적 진행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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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op.28 제2악장의 다이내믹

위의 표를 보면, 다이내믹에서도 A와 B부분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a1-a3 부분에서는 각각 sf나 f가 한 번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반

해, b2 부분에서는 f나 sf가 도합 10번 출현하고 있다. 코다는 점점 작아지

는 다이내믹과 함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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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악장

1) 형식 및 조성과 음계

제3악장의 형식 및 조성과 음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op.28 제3악장의 형식 및 조성과 음계

형식 마디
(세부 진행)

조성과 
음계

비고
(나타냄말)

A
(1-49)

도입부 1-4
b↔집시
음계18)

Allegretto
(con

fuoco)

a1 5-20
(4마디씩 변주 반복)

a2 21-34
(4→3마디 변주+7마디 확장) f#

a3 35-49
(4·4마디 변주+7마디 확장) D→f#

A´
(50-112)

도입부 50-53
b↔집시음계a4 54-69

(4·4·4마디 변주+4마디 확장)
경과구 70-81 b↔f#
코데타 82-93 f#

카덴차
(94-112)

도입부 94-97 f#
카덴차 98-112()19) B↔모호

( 피 카 르 디 3
도)

코다
(113-119) 113-119()

18) 집시음계는 보헤미아 지방에서 자주 사용 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구성은 화성 단음계에서 4도음을 반음 올리면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b-c#-d-e#-f#-g-a#.
19) 카덴차는 전통적으로 코다 바로 앞에서 연주자의 기량과 극적 제스쳐를 과시하

는 목적으로 포함되어 왔다. 전형적인 진행은 페르마타로 마무리 된 후 코다로

이어지는데, 이 악장에서도 코다 직전에 앞의 진행에서는 부재했던 진행이 등장

하며 페르마타로 갑자기 멈춘다. 김용환, “협주곡의 카덴차 연구 2 (1830-1950):

베토벤 이후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음악논단』 26(2011),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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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제3악장은 크게 A-A´(+코다)의 2부분 변주 형식으로 되

어 있는 가운데 세부적으로도 변주적 진행(a1 ～ a4)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단, A´에서는 A에서 없었던 경과구와 코데타가 나타나고 도입부

가 재등장 한 후 역시 새로운 부분인 카덴차로 이어지는 극적인 뉘앙스가

가미된다.

A는 도입부와 3개의 a(주제와 두 개의 변주)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은 처

음 2마디는 동일하게 시작하나 그 다음 마디부터는 임시표들이 포함되며

조성의 변화를 보인다. 전조 자체는 근친조인 5도권 관계조와 관계장조로

의 이동이지만, 부분적으로 특정 조성 밖의 임시표 사용으로 집시음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화성단음계의 으뜸음 위로 증4도음이 등장하는 경우의

음계). A´는 A처럼 도입부로 시작하나 이후 a4의 후반에 4마디의 화려한

확장된 패시지가 붙여지는데, 이것은 앞의 a2와 a3의 7마디 확장보다는 짧

지만, 극적인 진행으로 인해 절정으로의 시작점이 된다(아래의 악보17 참

조). 경과구와 코데타를 거친 후 세 번째로 다시 등장하는 도입부는 원래

의 조성인 b단조 대신 f#단조로 변하는데, 이후에도 카덴차는 물론이고 코

다까지 색채적 진행이 가미된 B장조로 전조되며 시작과 끝이 다른 조성

관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같은음뜸음조에서의 단조에서 장조로의 진행

은 흔히 절망에서 승리로의 전환 등의 음악외적 내용을 암시하는데,20) 이

악장에서도 이와 같은 조성의 변화와 함께 극적인 뉘앙스를 선보인다. 이

런 진행은 다음의 ‘주제적 모티브’ 부분에서 악보와 함께 제시하겠다.

20) 다른 예로는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소위 ‘운명 교향곡’

으로 일컬어지는 제5번 교향곡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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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적 모티브

A에서 도입부와 a1은 A´에서의 도입부와 a4와 매우 유사하므로, 전자에

국한해서 주제적 모티브를 찾아보겠다.

〈악보 15〉op.28 제3악장 a1, mm.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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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제3악장에는 앞의 악장들에서 나타난 모티브의 변형

을 포함해 3개의 주요 모티브가 출현한다. 첫 번째는 제2악장에서 등장했

던 8분음표의 동음 연타인 M6의 리듬 또는 음고의 변형인 M6´이다. 중간

에 부점이 있는 관계로 제1악장에서의 M3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M3의

경우에는 부점 앞뒤의 음이 동일한 음고와 동일한 리듬으로 되어 있지 않

다. 그리고 여기서는 양손에서의 병행 진행으로 타악기적인 뉘앙스가 강하

게 느껴진다. 따라서 “열정적으로”(con fuoco)의 지시와 함께 동음 연타의

M6가 옥타브를 포함하는 연타로 확대된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제1악장

의 순차 하행 3음으로 이루어진 모티브 M2의 리듬 변형으로서의 M2″이

며, 세 번째는 제3악장에서 새로 등장한 상행 아르페지오 형태의 M8이다.

이 가운데 M2″가 가장 빈번히 나타나고, M8은 특히 작은 프레이즈들의

종지 부분에 많이 등장한다.

카덴차와 코다에서도 A와 A'의 주요 모티브들이 지배적이다. 카덴차에

서는 M2″가 다음의 악보와 같이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나고, M8은 하

나의 7마디에 걸친 긴 진행으로 리듬과 방향이 바뀐 형태의 아르페지오를



- 50 -

형성한다. 코다에서는 M6´가 지배적인 가운데 M8이 마지막에 하행으로 나

타나며 곡이 마무리 된다.

〈악보 16〉op.28 제3악장 카덴차와 코다, mm.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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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서주에서 옥타브 간격으로 도약하던 진행이 4도 음역

으로 줄어든 후 부점을 포함하는 모티브가 서서히 하강하는데, 마침내는 왼

손의 저음역까지 내려간 후 부점 리듬이 긴 음표로 변환된상태로 정지된다

(페르마타).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서주와는 매우 대조되는 음악적 제스처

로서 비통함 또는 절망감 같은 감정을 어림풋이 느끼게 한다. 그리고 마디

98부터의 베이스 페달포인트는 마치 운명의 북소리처럼 14마디에 걸쳐 계

속된다. 이 음들은 최대 21도 음정 위로 도약한다. 코다는 서주를 재현으로

시작한 후 sf의 강력한 수직적 음향으로 끝나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3) 화성

제3악장의 조성이 주로 관계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화성도 Ⅰ과 Ⅴ의 진

행이 두드러질 정도로 매우 기능적이다. 기본 조성인 b단조의 ⅴ로 시작하

여 특이할만한 화성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집시음계

(f#-g#-a-b#-c#-d-c#)의 사용으로 낭만적 효과를 한 층 더 부각시킨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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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코데타에서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반음계적 진행과 많은 임시표들의

사용으로 색채적인 효과나 긴장감을 만들어 낸다.

〈악보 17〉op.28 제3악장 mm.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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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자와 리듬

이 곡은 3/4박의 빠른 템포로 마치 한 마디가 한 박처럼 느껴지는 진행

을 한다. 이러한 진행은 주요 리듬인 ♪♩. ♪으로 인해 한 층 더 부각되

는데, 이것은 작품에서 극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다음은 각 부분별 리듬적

특징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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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op.28 제3악장의 리듬적 특징

위의 표를 보면, M6´와 M2의 주요 리듬인 8분음표와 점4분음표, 그리고

8분음표로의 구성이 작품의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 또한 이 리듬이 포함되

어 있지 않은 부분은 유일하게 A´부분의 코데타임을 알 수 있다. 코데타에

서는 오른손의 여섯 개의 8분음표와 왼손의 세 개의 4분음표가 결합하여

매우 규칙적인 진행을 보여준다.

5) 그 밖의 요소

그 밖의 요소로서는 다이내믹과 지시어, 그리고 페달을 알아보겠다. 전체

적 진행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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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op.28 제3악장의 다이내믹

위의 표를 보면, 선율적으로 유사한 만큼 다이내믹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부분과 A´부분에서 도입부는 유사하나, 카덴차의 도

입부는 반대되는 다이내믹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같은 도입부

라도 카덴차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표현

하기 위함이라 보인다. 또한 카덴차에서는 피아니시시모(ppp)와 같은 다소

극단적인 다이내믹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악보16 참조). 보통 카덴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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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교적이고 극적인 모습으로 출연하는 반면 여기서는 점점 하강하는 선율

과 함께 줄어드는 다이내믹의 매우 이례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어지는

코다는 앞부분의 도입부와 마찬가지로 f로 시작하는 네 마디와 sf의 화음

세 개가 결합되어 단호하게 끝을 맺는다.

지시어와 페달 기호는 세밀한 다이내믹의 표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어 있다. 지시어는 A부분의 콘 푸오코(con fuoco)를 제외하고 나머

지는 모두 에스프레시보(espress.)와 돌체(dol.) 등 비교적 섬세함을 요구하

는 것들이다. 페달 기호는 단지 두 곳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다

이나믹 지시를 갖고 있는 A-a1 부분의 마무리와 경과구 중간에 갑자기 피

아노(p)로 바뀌는 부분이 그곳이다. 페달은 가데의 소나타 전체에서 오직

댐퍼 페달만이 매우 적게 기보되어 있다. 그의 피아노 페달이 크게 효과적

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페달의 세부적 사용은 연주자의 재량에 맡겼는지는

알 수가 없다.21)

21) 페달은 런던의 부로드우드(J. Broad Wood, 1732-1812)가 1783년 처음으로 댐

퍼 페달을 발명한 후 1789년 독일의 슈타인(J. A. Stein, 1728-1792)이 왼쪽 페

달(Soft pedaI 또는 una corda pedaI)을 장착한다. 제3의 페달에 해당하는 소

스테누토 페달(Sostenuto pedal)은 1862년 파리의 몽탈(C. Montal)이 발명하는

데, 따라서 가데의 소나타가 작곡된 훨씬 이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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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악장

1) 형식 및 조성과 음계

제4악장의 형식 및 조성과 음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op.28 제4악장의 형식 및 조성과 음계

위의 표를 보면, 제4악장은 A-B-A′-B′-C-A″(+코다)의 여섯 부분으

로 나누어지는데, B′를 제외하면 A-B-A-C-A의 5부분 론도와 같다. 즉,

22) 집시음계에 대한 설명은 각주 18 참조.
23) 믹소리디아 설명은 각주 14 참조.

형식 마디 조성과 음계 비고(나타냄말)

A
(1-44) 

a1 1-22 e↔집시음계22)

Molto Allegro e 

appassionato 

a2 23-44
B

(45-96) 
b1 45-80 b↔집시음계

경과구 81-96 b→e
A′

(97-144)
a3 97-122 e↔집시음계
a4 123-144

B′
(145-186)

b2 145-168 b↔집시음계

경과구 169-186
b → G 믹 소 리 디
아23)

C
(187-210)

c 187-198() G믹소리디아 un poco lento
경과구 199-221 G믹소리디아→e Tempo ⅠA″

(211-278)
a5 222-251

e↔집시음계
a6 252-278 Animato e con 

fuoco
코다

(279-295)
2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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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분 론도와 변주형식의 결합(a1 ～ a6, b1 ～ b2)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도 변주가 지배적이어서 총 여섯 개의 a(a1-a6), 두 개의

b(b1-b2), 그리고 한 개의 c를 포함한다. 여섯 개의 a는 각각 매우 유사하

게 시작하지만 뒷부분은 달라지면서 음악외적 표현을 강하게 암시한다(주

제적 모티브 부분 참조). 마지막에 지시되어 있는 나타냄말 “생기있게 그

리고 열정적으로”(Animato e con fuoco)의 푸오코(fuoco)는 제1악장의 첫

지시어로서 제1악장 첫 모티브의 강력한 재현과 함께 등장하는 것 등이 그

런 추정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두 개의 b의 경우에는 b2에서 4도 뒤로

음역이 확장된 후 렌토(Lento)의 C부분에서 최고조의 즉흥적 뉘앙스가 만

들어진다.

조성 역시 앞 악장들의 특징들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제1악장에서의 믹소

리디아와 제3악장에서의 집시음계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제적 모티브

제4악장에는 이전의 악장들에서 나타났던 모티브들만 재현 또는 변형되

어 있다. 즉, 전체 악장들이 서로 얽혀 있는 유기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특징이 음악 외적인 진행의 마무리 역할을

강하게 암시한다. 다음은 A부분의 a1과 a2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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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op.28 제4악장의 A-a1과 a2, mm.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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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제1악장의 첫머리에서 등장했던 e단조 화음의 모티브

M1이 리듬 축소 형태로 재등장하고 있다. 편의상 M1′로 지칭된 이 모티

브는 역행하기도 한다. 위 악보의 첫 단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주요음들을

살펴보면, 이 역시 3화음 윤곽의 아르페지오적 선율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M1′ 그리고 이와 같은 선율적 형태는 단순한 아르페지오적 화음

진행으로 보이기 쉽지만, 머지않아 모티브 M1의 중요성이 의심할 여지없

이 크게 부각된다. 즉, 이 3화음의 윤곽은 a1부분의 끝인 마디19-22의 오

른손에서 제1악장의 M1에 기초된 첫 9마디가 극적으로 재현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부분에서의 왼손 반주는 M1′의 상하 연결로 보기 쉽지만, 3

화음적 형태에 국한되지 않아 제1악장에서 등장했던 M8로 지칭했던 모티

브의 원형과 역행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a1 시작부분의 반주에서는

연타 모티브로서 제2악장에서 처음 선보였던 M6이 적용되어 있다.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M6″로 표기한다(M6′는 제3악장에 포함되어 있는 모티

브). 뿐만 아니라 제1악장 첫 주제의 재등장 직전에는 M2도 리듬 변형 형

태로 재등장하고 있다. 즉, a1에는 앞 악장들에서의 M1, M2, M6, M8이 동

시에 또는 시간차를 두고 재등장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뒤이어지는 a2 부분은 a1의 변주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가미되어 있다. 첫째로, 주제 선율적 진행이

내성으로 들어가 있는 반면, M6이 최상성부에서 지속음 형태로 크게 부각

되어 있다. a2에서의 또 다른 변화는 끝부분에서의 모티브 M1의 재현이 2

마디가 확장된 6마디에 걸쳐 음역이 5도 상행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다. 그밖에 제1악장의 모티브 M4도 축소된 형태로 리듬이 변형되어 재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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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A′부분의 a3와 a4도 서로 유사한 가운데 세부적으로 변모된 모

습을 보여준다. 먼저 a3에서는 모티브 M1의 진행이 전체 성부에 걸친 수직

적 진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제1악장의 주제 모티브적 진행과 유사하다.

〈악보 19〉 op.28 제4악장 A′-a3의 끝부분, mm.112-122

그리고 위의 끝부분에서 더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 네 마디에 a2 시작 부

분의 지속음적인 연타가 모티브 M1 진행에 이어 나오며 결합되어 있는 것

이다. 다시 말하면, M1과 M6의 결합이 음악이 진행될수록 더 강하게 연결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제1악장에서 등장했던 모티브 M3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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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장에서는 리듬 변형과 축소된 형태로 재등장한다.

이어지는 a4는 지속음 형태의 모티브 M6″가 최상성부에 등장하는 a2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이번에는 끝부분에서의 M1의 진행이 다음과

같이 다시 4도 위로 이동되어 있다.

〈악보 20〉 op.28 제4악장 A′-a4의 끝부분, mm.136-144

이와 같은 음역의 이동은 원래의 a1와 a3에서보다는 한 옥타브, 그리고

a2보다는 4도 상행 한 셈이 되는 것인데, a2와 a4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

로도 그 재현이 강조되어 있다.

다음으로 A″ 안의 a5와 a6 부분에서는 더욱 의미심장한 변화가 포함되

어 있다. 다음의 악보는 a5와 a6의 시작 부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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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op.28 제4악장 A″-a5와 a6의 시작 부분, mm.21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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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a1과 매우 유사하게 시작되나 곧 다시 근본적인 변화

를 보인다. 마디230부터의 하성부에 제2악장에서 선보였던 5도 하행 도약

을 특징으로 하는 모티브 M7의 재등장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M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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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이 주로 연이어 나타나는데 이런 특징 역시 제2악장의 B부분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두 모티브에 기초된 10마디의 진행이 마디240부터 한 옥타브

위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단 M7은 그 방향이 상행으로 바뀌며 4마디에 걸

쳐 지그재그로 연속 도약하며 올라가다가 a 변주들의 끝 부분을 특징적으

로 장식하던 M1 주제적 모티브와 마주 겹쳐지면서 M7과 M1이 하나로 결

합되는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여기서의 주제적 모티브

M1은 이 소나타에서 처음으로 상행 진행하는 예외적인 예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즉, 무겁게 긴 음가로 하행하던 원래의 주제 모티브가 마침내 상행

으로 바뀌면서 근본적인 분위기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암시는

뒤이어지는 a6에서 더 확실하게 뒷받침한다. 즉, “생기있게 그리고 열정적

으로”(Animato e con fuoco)의 지시와 함께 짧은 쉼표로 양손이 교대되는

새로운 구조가 축제에 가까운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코다는 곡을 마무리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이 곡

에서는 다음과 같이 M1의 극적인 진행이 마지막에서 최종적인 절정에 달

하는 모습을 매우 예외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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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op.28 제4악장 코다, mm.279-295

위의 악보를 보면, 마디279-280에서 전체 네 악장에 걸쳐 처음으로 M1

의 원형과 역행 형태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음역도 역시 전체

에 걸쳐 가장 넓다. 이후의 4마디에서는 M1이 그대로 재현되는데, 마디283

에서는 손을 떼어도 양손의 화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페달이 지시

되어 있다. 그 목적은 양손이 다시 한 번 가장 넓은 음역으로 되돌아가

부가적으로 음향을 더 풍부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이 마디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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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성부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진행 역시 음악외적 제스쳐를 강하게 암시

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8마디에 걸쳐 주제 모티브 M1이 다시 한 번 그대

로 재현된 후 다시 8마디에 걸쳐 상행으로 위치를 바꾸어 최고음(마디294

의 e⁴음)에 도달한 다음 최저음을 포함하는 화음으로 페르마타()와 함께

장엄하게 끝난다.

B부분은 다음과 같이 A부분에서 보았던 모티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

시에 긴 음표의 상행 도약을 포함하는 선율 라인으로 독자성을 갖고 있다.

〈악보 23〉 op.28 제4악장 B-b1, mm.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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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주선율은 5도에서 반복된 후 2마디로 축소 변형된 형

태로 두 번 더 출현한다. 새로운 모티브 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5도 음정

도약의 M7 후반부에서 M1의 변형과 유사해지며(마디 73-75, 마디 78-80)

제1악장의 주요 주제를 다시 암시한다.

B′의 b2는 앞의 b1이 축소된 형태이다. 즉, M7이 등장하는 부분이 삭

제된다. 그러나 그 대신 뒤이은 경과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극적으로 변하

며 C부분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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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op.28 제4악장 b2와 경과구, mm.14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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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b2는 b1이 4도 위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2는 경과구 이전에서 12마디가 축소된다. 또한 경과구에서 다시 b부분의

선율이 앞머리의 도약이 없어진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1악장에서 선보였던 모티브로서 한 마디를 아르페지오

형태가 장악하는 형태의 M5가 이 악장에서는 몰아치듯 계속된다.

이어지는 C부분은 마치 카덴차와 유사한 형태로 출현하며 경과구를 포

함한다. 주제적 모티브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25〉 op.28 제4악장 C(c와 경과구), mm.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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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부분에는 M8이 음역과 길이가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즉흥적 뉘앙스가

강하다. M8들을 연상시키는 병진행적인 선율들도 단순히 이동반복하고 있다. 마디

199에서 페르마타()로 C부분이 마무리되며 이어지는 경과구는 전체 악장에서 가
장 긴 반음계적 상행 진행을 하며(앞에서 언급했듯이) 처음으로 주요 주제가 상행

형태로 등장하는 a5로 이어진다. 이것은 극적 제스처가 강하게 각인되는 진행이다.

3) 화성

화성은 이 악장에서도 역시 근본적으로 I도와 V도가 중심이지만, 강건한

분위기를 위해 특히 a와 a의 변주들에서 이 관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훨

씬 강조되어 있다. 즉, 시작 부분(A-a1)에서 연속 5도 하행 진행을 하며

강력한 방향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악보 18의 마디1-8 참조).

그 밖에 앞의 악장들에서처럼 많은 임시표들과 긴 반음계, 선법교환 등

으로 색채가 가미되며 즉흥적 뉘앙스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데, 극적 진

행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11 화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협화적 충돌 등도 역시 a와 a의 변주들에서 등장하고(악보 18의 마디21

과 28 등), 마지막 경과구에서는 화음의 진행 자체가 멈춰선 상태에서 전

체 곡에서 가장 긴 반음계적 진행이 나타난다.

판타지적인 카덴차를 연상시키는 C부분에서는 화음이 3도와 6도 등 대

리화음으로 대체되고 F#이 F♮과 교대되는 등 상대적으로 화성 진행이 모

호해지기도 하는데, 화성도 이런 방식으로 이 부분에서의 판타지적인 분위

기를 뒷받침 한다(악보 25 참조).



- 80 -

4) 박자와 리듬

제4악장의 박자는 전체적으로 4/4로 단일화되어 있다. 리듬적 특징을 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op.28 제4악장의 리듬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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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A부분에서는 4분음표 진행(오른손 선율)과 셋잇단음표

가 비중 있게 쓰이고 있다. 이것은 왼손의 8분음표 두 개와 동시에 연주되

며 좀 더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악보 18 참조). B부분에서는

왼손의 반주부에 셋잇단음표의 연속적인 흐름을 갖는 형태들이 빈번히 출

현하는데, 때로는 무궁동적이기도 하다(악보 19 참조). 즉흥적 뉘앙스의 C

부분은 자유로운 형태의 박을 가진다. 즉, 한 마디에 4박이 넘는 박자가 사

이사이에 출현한다(악보 25 참조). A″부분의 a6에서는 앞의 a에서 보여진

리듬과는 전혀 다른 형태(8분음표와 8분쉼표의 교대)를 통해 열정적 분위

기로 전환된다. 코다는 앞의 a1에서 등장했던 M1과 a6의 리듬이 섞여서

마무리 된다.

5) 그 밖의 요소

그 밖의 요소로서는 다이내믹과 지시어, 그리고 페달을 알아보겠다. 전체

적 진행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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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op.28 제4악장의 다이내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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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먼저 다이내믹을 보면, A부분과 A′부분은 유사하다. a1과

a3은 각각 피아노(p)와 피아니시모(pp)의 여린 다이내믹으로 시작하여 큰

음량으로 확장되다가 a2와 a4에서는 작은 음량으로 마무리되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A″는 이와는 다르게 포르테(f)로 시작하여 전반적으로 큰

다이내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B부분과 B′부분을 비교해보면 b1과 b2

는 피아노(p)로 시작하여 스포르잔도(sf)와 악센트(>)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유사함을 보인다. 경과구에서도 모두 점점 작아지는 다이내믹으로 마무리

된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C부분은 다이내믹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여린

음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과구는 A″로 가기 위해 점차 커진다. 지

시어도 매우 예외적으로 C부분에서만 나타나고 페달 지시어 역시 처음으

로 등장한다. 코다 부분은 포르티시모(ff)와 수많은 악센트(>), 그리고 페달

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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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닐스 가데의 <피아노 소나타 op.28>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식을 살펴보면, 제1악장과 제4악장은 론도와 변주의 혼합형식, 제2악장

은 3부와 변주의 혼합형식, 그리고 제3악장은 변주형식으로 모든 악장에서

변주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3악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의 악장에서 다른 형식과 결합하는 혼합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주의 큰 비중은 변주가 실제의 즉흥연주 또는 기보되어 있는 작품 모두

에서 즉흥적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법이나 형식이고 사실 C.

P. E. 바흐의 판타지아들에서도 론도-변주 혼합 형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

다는 점에서 op.28의 형식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

단조에서 시작해서 단조로 마무리되는 조성 자체도 전형적이지는 않다(e

- G - B - e). 단, 악장 간에 3도 관계의 조성으로 되어 있는 구성은 19세

기의 작품에서의 전형적인 특징에 속하는 것이다.

음계는 장단조와 함께 선법(제1악장의 믹소리디아)과 집시음계(제3악장)

도 등장하는데, 북유럽 작곡가의 작품으로서 민속적 뉘앙스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제4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시 출현하는

데, 바로 아래에서 요약할 주제적 모티브들의 특징과 함께 슈만 등 낭만주

의 작곡가들의 순환주제기법을 연상시킨다.

주제적 모티브에서는 악장 별로 새로운 모티브가 소개되면서 동시에 앞

악장의 일부 주제적 모티브들이 재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제4악장에서는

새로운 소재 없이 앞의 모티브들이 총출현하면서 드라마의 결말처럼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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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한 제스처를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제1악장에서

첫 모티브 M1의 연결들이 만들어냈던 장엄한 하행 선율이 제4악장에서 6

개의 변주(a1-a6)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재등장하면서 마침내는 온 힘을

다해 상행으로 강력하게(Animato e con fuoco) 솟아올라간다. 악장 별 주

제적 모티브들의 출현과 그 활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op.28 전 악장의 모티브들과 활용

M1 M2 M3 M4 M5 M6 M7 M8

제1
악장

◉ ◉ ◉ ◉ ◉

제2
악장

◎
(역행)

◉ ◉

제3
악장

◎
(리듬 
변형)

◎
(음고 
변형)

◉

제4
악장

◎
(리듬 축소, 

역행)

◎
(음고 
변형)

◎
(음고 
변형)

◎
(음고 
변형)

◎ ◎
(리듬 
변형)

◎ ◎
(음역 
확장)

화성은 근본적으로 I과 V를 중심으로 매우 기능적인 가운데 많은 임시

표들과 긴 반음계, 선법교환 등으로 색채가 가미되어 있는데, 이런 특징 역

시 즉흥적 뉘앙스를 강하게 암시한다. 제4악장은 화성에서도 다른 악장들

보다 상대적으로 극적 진행이 두드러진다. 연속적인 5도 하행 화음과 함께

V11과 ii11 화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협화적 충돌도 여러 곳에서 두드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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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는 악장 별로 4/4(새 편집본에서는 2/2) - 9/8 - 3/4 - 4/4로 진행되

는데, 제1악장은 2분음표의 선율선 때문에 2/2박자의 단호한 흐름을 갖고

있고, 9/8의 제2악장은 베이스에 깔려 있는 8분음표의 연타음이 악곡 전반

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편안한 3박자의 흐름을 느끼게 한다.

3/4박자의 제3악장은 주요 리듬인  ♪ ♩. ♪이 빠른 템포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면서 악곡의 흐름상 한 마디가 한 박으로 느껴지는 역동성을 만들어

낸다. 4/4박자의 제4악장은 지배적인 셋잇단음표의 사용으로 극적 절정에

이른다. 그리고 그 직전에 해당하는 C부분에서는 카덴차적인 자유로운 판

타지 리듬으로 즉흥성과 음악외적 기획이 한층 더 강하게 암시된다.

그 밖의 요소에서는 다이내믹과 지시어를 살펴보았는데, 다이나믹은 폭

넓게 다양한 반면, 특히 페달은 매우 절제적으로 지시되어 있다.

가데의 피아노 작품은 소나타뿐만 아니라 판타지와 많은 성격소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대음악, 합창, 교향곡,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도

남아 있는데, 본 논문을 계기로 그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연구와 연주도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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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Study of Niels Gade's P iano Sonata op.28

Minsuk Shin

Major in Piano Pedagogy(D. M. A)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Niels Gade(Niels W. Gade, 1817-1890) was a representative Danish

composer and conductor and educator in the early 19th century, but it

is a unfamiliar name for us. Because his compositions in general in

various genres have simply been regarded as such that German

Romantic style is mixed with Scandinavian orientation.

While Gade's compositions, especially piano works, have so far

been received little attention, I found much more interesting combination

of different styles in them: firstly, free fantasy style with strong

improvisational nuance; secondly, cyclic theme technique especially that

of Schumann; thirdly, folk music elements, like modes, drone bass,

percussive touch, etc.

In this study, all the movements of Gade's P iano Sonata op.28 (1840;

rev. in 1851) are analyzed in the order of form & tonality & scale,

thematic motives, harmony, meter and rhythm, other music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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