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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국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에 걸친 산업혁명의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여러 부류의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음악 산업과 관

련해서는 악보 출판업과 악기 제조업, 대규모의 연주회장 건립 등이 이루

어지며, 시민 계층의 연주 문화도 자리 잡게 된다. 음악회의 활성화는 유능

한 외국 음악인들을 런던으로 오게 하고, 피아노라는 악기의 기계적 발전

도 이후 영국 음악을 이끌고 가는 계기가 된다.

‘런던 피아노 악파’(London Pianoforte School)는 1760-1860년대 까지 영

국에서 활동한 피아노 작곡가들로 J. C. 바흐(Johann Christian Bach,

1735-1782), 듀섹(Jan Dussek, 1738-1818), 클레멘티(Muzio Clementi,

1752-1832), 크라머(Johann Baptist Cramer, 1771-1858), 존 필드(John

Field, 1782-1837), 핀토(George Frederick Pinto, 1785-1860), 모셀레스

(Ignaz Moscheles, 1794-1870) 등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피아노 양식과 기

법을 주고받음으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다이나믹의 다채

로운 변화와 화려한 피아노 기법으로 18세기말-19세기에 런던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걸쳐 명성을 날리게 된다. 피아노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표현

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은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시키기도 하는데, 피아

노 듀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 대의 피아노에 두 명이 앉아서 연주하

거나(One Piano Four Hands) 두 대의 피아노에 한 명씩 앉아서 연주하는

형태를(Two Pianos Four Hands) 말하는데, 런던 피아노 악파의 피아노



- ix -

문헌들은 이와 같이 피아노 듀오 장르 발달의 초석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듀오 문헌 연구

는 아직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760-1860년대에 걸쳐 활동한 런던 피아노 악파

전 작곡가들의 피아노 듀오 작품을 선별하여 형식, 모티브와 주제선율, 화

성, 박자와 리듬, 짜임새, 연주기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선별 방법은 모

셀레스를 제외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대부분 소나타에 국한되어 있어서

각각 소나타 한 곡씩을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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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국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에 걸친 산업혁명의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여러 부류의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음악 산업과 관

련해서는 악보 출판업과 악기 제조업, 대규모의 연주회장 건립 등이 이루

어지며, 시민 계층의 연주 문화도 자리 잡게 된다. 음악회의 활성화는 유능

한 외국 음악인들을 런던으로 오게 하고, 피아노라는 악기의 기계적 발전

도 이후 영국 음악을 이끌고 가는 계기가 된다.

‘런던 피아노 악파’(London Pianoforte School)는 1760-1860년대 까지 영

국에서 활동한 피아노 작곡가들의 작품에 이 용어가 적용되어 오면서 차차

자리 잡게 된 것이다.1) 런던 피아노 악파의 대표적인 작곡가들로는 독일에

서 온 J. C. 바흐(Johann Christian Bach, 1735-1782)2), 체코의 듀섹(Jan

Dussek, 1738-1818), 이탈리아의 클레멘티(Muzio Clementi, 1752-1832), 독

일의 크라머(Johann Baptist Cramer, 1771-1858), 아일랜드의 존 필드

(John Field, 1782-1837), 영국의 핀토(George Frederick Pinto, 1785-1860),

오스트리아의 모셀레스(Ignaz Moscheles, 1794-1870) 등이 있다. 이들은 다

양한 피아노 양식과 기법을 주고받음으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1)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링어(Alexander Ringer)인데 1970년 발표한 그의 논문에
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활동한 작곡가들에게 적용한다. 이후 템퍼리
(Nicholas Temperley)는 1980년대에 “런던 피아노 악파”라는 개념을 링어보다 시기적으
로 더 확대시킨다. A. Ringer, “Beethoven and the London Pianoforte School”, Musical
Quarterly 106(1970), pp.742-758; N. Temperley ed, The London P ianoforte School,
1766-1860 (New York & London: Garland, 1983-1987), pp.19-20; 오윤록, “런던 피아노
악파에 관한 연구”, 「음악과 민족」 26(2002), p.340.

2) 1764년부터 J. C.바흐와 드레스덴 궁정관현악단의 작곡가이며 연주자였던 아벨(Karl
Friedrich Abel, 1723-1787)이 개최한 ‘바흐-아벨-연주회’(Bach-Abel-Concert)는 정기권
소지자를 위한 공개 연주회로 18세기 런던의 중요한 연주행사였다. 위의 책,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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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이나믹의 다채로운 변화와 화려한 피아노 기법으로 18세기말-19세

기에 런던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걸쳐 명성을 날리게 된다. 피아노의 발

전은 무엇보다도 표현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은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시키기도 하는데, 피아

노 듀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3) 한 대의 피아노에 두 명이 앉아서 연주하

거나(One Piano Four Hands) 두 대의 피아노에 한 명씩 앉아서 연주하는

형태를(Two Pianos Four Hands) 말하는데, 런던 피아노 악파의 피아노

문헌들은 이와 같이 피아노 듀오 장르 발달의 초석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듀오 문헌 연구

는 아직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760-1860년대에 걸쳐 활동한 런던 피아노 악파

전 작곡가들의 피아노 듀오 작품을 선별하여 형식, 모티브와 주제선율, 화

성, 박자와 리듬, 짜임새, 연주기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선별 방법은 모

셀레스를 제외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대부분 소나타에 국한되어 있어서

각각 소나타 한 곡씩을 분석 한다. 피아노 듀오 문헌이 없는 필드와 핀토

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3) 피아노가 발달하기 전 작은 건반 악기에 두 명이 앉아 연주하는 것은 음악적인 효과 증
대보다는 아직 흥미를 돋는 수단 정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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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표 작곡가들의 생애와 음악양식

1. J. C. 바흐

J. C. 바흐는 J. S.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와 둘째 부

인인 안나 막달레나(Anna Magdalena, 1701-1760)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막

내아들로 1735년에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다. J. C. 바흐는 국제적인 감각

을 지닌 작곡가와 연주가로 활동했는데, 런던에서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

에 일명 ‘런던 바흐’로 불리기도 한다.4) 특히 독주용 소나타와 듀오곡의 활

발한 연주 활동은 런던의 음악계에 하나의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서의 “공

연 피아니스트”(Concert Pianist)라는 개념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

련해 준다.5)

형님인 C. P. E. Bach(Carl Philipp Emanuel Bach, 1714-1788)에게서 음

악교육을 받은 후 이탈리아를 거치면서 전고전주의(Pre-classicism)의 가벼

운 짜임새를 선호하게 된다. 즉 단순한 선율과 반주 형태의 균형감 있는

프레이즈를 특징으로 하는 음악을 남긴다. 단, 아직 대위적인 진행도 잔재

가 남아있기는 하다.

1762-1782년이 J. C. 바흐의 런던 시기인데, 건반 음악 작품이 가장 많

이 작곡된 시기이기도 하다.6) 30곡이 넘는 독주곡과 50곡에 가까운 실내악

4) 김미옥 외, 『피아노 문헌 연구 1』(서울: 심설당, 2012), p.154.
5) 김혜자, “고전기 피아노 음악 문헌의 연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논문집』(1996), p.14.
6) 메코타(Beth Anna Mekota)는 J. C. 바흐의 런던 시기 건반음악 형식을 ①단순 2부 형식
과 순환 2부 형식, ②3부 형식, ③소나타 형식, ④론도 형식으로 분류했으며 장르로는 ①
건반독주곡, ②건반 이중주곡, ③3-5중주곡 등의 실내악곡으로 나눈다. Beth A. Mek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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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작곡했는데, 듀오곡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가 남긴 듀오 피아노곡은

다음과 같다.

(표1) J. C. 바흐의 듀오 문헌 목록

작품번호 곡목 악장 형식 조성 출판년도

Op.15
소나타 제5번

(2Pianos 4Hands)

Allegro 소나타 형식

G 1778Tempo di
Minuetto

3부 형식

Op.15
소나타 제6번
(1Piano 4Hands)

Allegro 소나타 형식

C 1778Rondeau/
Allegretto

론도 형식

Op.18
소나타 제5번
(1Piano 4Hands)

Allegretto 소나타 형식

A 1781Tempo di
Minuetto

3부 형식

Op.18
소나타 제6번
(1Piano 4Hands)

Allegro 소나타 형식

F 1781Rondeau/
Allegro

론도 형식

위의 도표를 보면, 그의 듀오 작품은 두 대를 위한 한 곡과 한 대의 피

아노를 위한 세 곡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대의 피아노를 위한 3곡은 모

두 2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2악장이 미뉴에트나 론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전주의 성숙기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소나타의 악장

수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듀오 작품들은 특정 연주회

를 염두로 작곡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The Solo and Ensemble Keyboard Works of Johann Christian Bach” (Ph.D diss., U.
of Michigan, 1969), pp.1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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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레멘티

클레멘티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일 뿐 아니라 피아노교육가, 지휘자,

출판업자, 편집자, 피아노제작자로도 활동을 했다. 그는 이탈리아 로마 태

생이나 대부분의 활동을 영국 런던에서 했다. 마침내는 런던 피아노 악파

의 수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19세기 그의 추종자들은 ‘피아노포르테의 아

버지’, ‘현대 피아노 테크닉의 아버지’, 또는 ‘낭만주의 피아노 비르투오조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한다.7)

클레멘티의 ‘피아노포르테 연주의 기술’(1801, 런던에서 발행)은 그의 연

주 스타일에 관한 정보의 주된 출처로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11회나 재발

행 되어 유럽의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의 연주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끼쳤

다.8) 클레멘티는 이 서문에서 각기 다른 터치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전통을 종합하며 화려하고 기교적인 레가토 스타일을 발전시

키는데, 그의 영향은, 필드, 크라머, 모셀레스는 물론이고 그 밖에도 피아노

비르투오조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 칼크브레너(Friedrich Kalkbrenner,

1785-1849), 훔멜(John Napomuk Hummel, 1778-1837),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과 체르니(Carl Czerney, 1791-1857) 등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하다.

클레멘티는 소수의 교향곡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써

58개의 피아노 소나타와 6개의 소나티네, 25개의 실내 소나타와 교육목적

7) 김경임, 『피아노 소나타』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사, 2002), p.234.
8) Natalia Strelchenko, Stile Brillante: Piano technique in Performance Practice of early
19th century, Critical Reflction,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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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쓰여 진 곡들이 있다.9) 그의 듀오 문헌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클레멘티의 듀오 문헌 목록

작품번호 곡목 구성 조성 출판년도

Op.14
(1Piano 4Hands)

소나타 제1번 3악장 C

1771소나타 제2번 3악장 F

소나타 제3번 3악장 E♭

Op.3
(1Piano 4Hands)

소나타 제1번 2악장 C

1779소나타 제2번 2악장 E♭

소나타 제 3번 2악장 G

Op.1bis
(Oeuvre 1)

(1Piano 4Hands)
소나타 제6번 2악장 B♭ 1781

Op.12
(2Pianos 4Hands)

소나타 제5번 3악장 B♭ 1784

-
(1Piano 4Hands)

소나타 제1번 3악장 E♭

1784
소나타 제2번 2악장 C

소나타 제3번 2악장 E♭

소나타 제4번 3악장 C

위의 도표를 보면, 클레멘티는 듀오 곡으로 된 총 12곡의 실내소나타를

13년에 걸쳐 출판됐다. Op.14와 Op.3은 세 곡씩, Op.1bis와 Op.12는 한 곡

씩, 작품번호가 없는 마지막 곡은 네 개의 소나타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성은 C와 E♭장조가 8곡에 달할 정도로 선호되어 있다.

9) 김경임, 『피아노 소나타』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사, 2002),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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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듀섹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한 듀섹은 1760년 체코의 보헤미아에서 태

어났다. 그의 부친 얀 듀섹(Jan Dussek, 1738-1818)은 유명한 오르가니스

트이자 작곡가였고, 가족 모두 하피스트로 활동하기도 한 음악가 집안이었

다. 아들 듀섹은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등을 거쳐 1786년 프랑스에 가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1755-1793)도 만날 정도로 피아니

스트로 명성을 떨치는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런던으로 그의

활동무대를 옮기게 된다. 장인과 출판사 동업이 파산할 때까지 10년 동안

이 런던 활동기인데, 1799년에는 함부르크로 피신한다.

그는 노래하는 터치로 청중을 매료시키고 페달의 효용도 연구하였다. 레가

토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건반을 누른 채로 손가락을 바꾸는 운지법을

쇼팽에 앞서 사용하기도 한다.10) 그리고 연주자의 우측이 청중에게 노출되도

록 앉는 현재의 방식도 그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남긴 대부분의 작품은 피아노를 위한 것인데, 28곡의 솔로 피아노 소나타와

16곡의 협주곡, 그리고 피아노 듀오가 포함된 실내악곡을 많이 작곡했다.

듀섹의 음악은 전반적으로 구성과 형식면에 있어서는 고전주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선율과 화성적인 면은 19세기 낭만주의를 예견하고 있다.

특히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져서 롯시니(Gioacchino

Rossini, 1792-1868),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드보르작(Antonon Dvorǎk, 1841-1904) 등의 작품에

10) Orin L. Grossman, “The Piano Sonatas of Jan Ludislav Dussek (1760-1812)”(Ph.D.
diss., Yale University, 1975),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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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같은 후기 낭만주의 양식까지도 엿볼 수 있다.11)

(표3) 듀섹의 듀오 문헌 목록

작품번호 곡목 구성 조성 출판년도

Op.26
(2Pianos 4hands)

Sonata in F 3악장 F 1790-94 작곡

Op.32
(1Piano 4hands)

Sonata Four-Hands 3악장 C 1797

Op.32e
(1Piano 4hands)

Grand Duo in C 3악장 C 1797 작곡

Op.43
(1Piano 4hands)

Sonata in C 4악장 C 1797 작곡

Op.48
(1Piano 4hands)

Grande Sonate for
Four-Hands in C

3악장 C 19세기 초

Op.67
(1Piano 4hands)

Sonata for Four-Hands
in C

2악장

C

1809Sonata for Four-Hands
in F

F

Sonata for Four-Hands
in B♭

B♭

-
(1Piano 4hands)

Un conte d’enfant - C 1893

위의 도표를 보면, 듀섹의 듀오곡은 총 9곡으로 모두 네 손을 위한 소

나타이다. 시기는 1790-1800년대 초로 추정되고, 악장 수는 2-4악장으로

다양한 가운데 3악장이 4곡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11) Howard A. Craw, “A Biography and Thematic Catalog of the Works of Dussek
(1760-1812)”(Ph.D. dis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64), p.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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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라머

크라머는 독일에서 태어났으나 영국으로 이주하여 평생을 영국에서 활동

한 작곡가인 동시에 피아니스트, 작곡가, 교육가, 출판가였다. 그는 피아니

스트 겸 작곡가인 슈로터( J. S. Schroeter, 1752-1788)와 클레멘티를 사사

하고1781년 피아니스트로 데뷔한 후, 1784년에는 하노버에서 클레멘티와

함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듀엣을 연주하기도 했다. 1788-1791년에는 프

랑스와 독일로 3년간 연주여행을 다녀오고, 1799년에 다시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로 연주여행을 떠나서는 하이든( F. J. Haydn, 1732-1809)과 베

토벤을 포함한 많은 유럽의 음악가들과 친분을 쌓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크라머는 영국에서 최고의 피아니스트와 교육자로 자리매김 되며 그의 제

자들은 그를 ‘영광스러운 존’(Glorious John)이라 부르기도 했고, J. C. 바

흐, 클레멘티, 듀섹과 같은 수준의 음악가로 평가 받는다.12)

그가 남긴 작품으로는 105개의 피아노 소나타와 9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포함한 다양한 피아노 소품 및 실내악곡들이 있다. 크라머는 모차르트의

작곡 방식을 선호했고, 따라서 그는 현재 보수적 작곡가로 평가 된다. 그러

나 모셀레스는 그가 실험적인 장식음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등의 자유로움

을 언급하면서, 좀 더 신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13) 사실 모차르트보다

는 상당히 피아노가 표현할 수 있는 연주기법과 표현을 그의 다수의 피아

노 작품 중 특히 교육용 연습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84개의 교육용

12) J. Brian Brocklehurst, "The Studies of J. B. Cramer and his Predecessors," Music
and Letters 39 (1958), pp.256-261.

13) 이주혜, “Johann Baptist Cramer의 두 대의 피아노포르테 또는 피아노포르테와 하프를
위한 <그랜드 듀엣 소나타> Op.24의 분석 및 고찰”,『음악예술연구』9 (2016),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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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곡(The Studio per il P iano Forte) Op.30 과 Op.40은 그 당시와 후세

대에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듀오 문헌 중 대표적인 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크라머의 대표 듀오 문헌 목록

작품번호 곡목 구성 조성 출판년도

No.2
(1Piano 4Hands)

Sonata for Piano 4 hands 3악장 G 미상

Op.24
(2Pianos 4Hands)

Duet for 2 pianos in
E-flat Major

3악장 E♭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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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셀레스

모셀레스는 1794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유복한 유태인 상인의 아들로 태

어나 프라하 콘서바토리에서 바흐, 모차르트, 클레멘티 등의 음악을 공부한

다. 1808년 부친의 죽음 이후 비엔나로 옮겨간 모셀레스는 대위법과 음악

이론, 작곡을 배운다.

1814-1815년 사이에 비엔나에서 주도적인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로 명

성을 얻게 되는데, 유럽 전역으로 연주여행을 가기도 한다. 이때 당시 오페

라 작곡가로서 뿐만 아니라 역시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얻고 있

던 마이어베어(Giacomo Meyerbeer, 1791-1864)와 친분을 쌓게 되고 그와

의 피아노 듀오 연주도 큰 각광을 받게 된다. 훔멜, 칼크브레너 등과도 가

까이 지내며 그의 우상이었던 베토벤을 만나기도 하는데, 베토벤은 모셀레

스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고 오페라 <피델리오>(Fidelio, 1814)의 피아

노판 악보를 맡기기도 했다.

그의 런던 활동 시기는 1825년부터 20년간이다. 19세기에 개량을 거듭하

고 있던 피아노 악기의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특히 페달 기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도 한다. 작품들로는 관현악 서곡과 교향곡들, 8개의 피아노

협주곡, 많은 양의 변주곡과 판타지아, 피아노를 포함하는 실내악 작품들과

솔로 피아노 작품들을 남겼다. 그의 듀오 문헌 중 대표적인 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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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모셀레스의 대표 듀오 문헌 목록

작품번호 곡목 구성 조성 출판년도

Op.30
(1piano 4Hands)

Rondo Brilliant for Piano
Four-Hands

론도 A 1814

Op.33
(1piano 4Hands)

6 Valses avec Trios 6섹션 C 1814

Op.47
(1piano 4Hands)

Grand Sonata 4악장 Eb 1819

Op.76
(1piano 4Hands)

La belle union 론도 Eb 1828

Op.102
(1piano 4Hands)

Hommage à Weber 3악장 Eb 1842

Op.112
(1piano 4Hands)

Grande Sonate Symphonique 4악장 b 1846

Op.140
(1piano 4Hands)

Familienleben, piano 4-hands 12섹션 g 1866

Op.87b
(2Pianos 4Hands)

Duo Concertant en Variations
Brilliantes

변주곡 c 1833

Op.92
(2Pianos 4Hands)

Hommage à Händel 2부분 e 1822-35

Op.137b
(2Pianos 4Hands)

Melodisch-Kontrapunktische
Studien

10섹션 C 1860

Op.115
(2Pianos 8hands)

Les Contrastes, Grand Duo 3악장 a 1845

op.142
(1piano 4Hands)

3 Charakterstücke for Piano
Duet

3악장 A 1869

위의 도표를 보면, 12곡의 피아노 듀오곡이 50여년에 걸쳐 출판되어 있

다. 장르도 소나타, 춤곡, 변주곡, 성격소곡 등으로 다양한 가운데, 소나타

는 모두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의 절반에 이르는 곡이 단조 조성으

로 되어 있는 것도 예외적인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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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런던 피아노 악파의

피아노 듀오 문헌분석

1. J. C. 바흐의 Sonata Op.15 No.5

J. C. 바흐의 듀오 소나타 4곡 가운데 Op.15 No.5(1778년 출판)를 선별해

분석하겠다. 그의 듀오 작품 중 유일하게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써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2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G 장조

의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다.

(표6) J. C. 바흐의 Sonata Op.15 No.5의 전체 구성

악장 제1악장 제2악장

형식 소나타 형식 소나타 형식

템포 Allegro Tempo di Minuetto

박자 4/4 3/4

마디 1-142 1-102

위의 표를 보면, 두 악장 모두 같은 조성의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지

만, 제 2악장은 미뉴에트이다.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미뉴에트는 예외

적인 편에 속한다. 그럼 제1악장부터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겠다. 먼저, 제1

악장의 형식 구조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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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J. C. 바흐의 Sonata Op.15 No.5 제1악장의 형식 구조

구분 조성 마디

제시부

제1주제 G 1-22

경과구 G→D 22-45

제2주제 D 46—56

연결구 D 57—60

코데타 D 60-66

발전부 제1주제 활용

D→e 67-80

e→b 80-95

b→G 96-121

재현부
제2주제 G 122-132

코다 G 133-142

위의 (표7)에서 평이한 점은 제시부에서 2개의 주제가 관계조로 제시되

고, 발전부에서의 전조가 관계조의 병행 단조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진행들

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경과구가 23마디에 달할 정도로 상

당히 길며, 발전부는 제1주제만이 폭넓게 활용되어 있고 재현부는 제2주제

만 재현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발전부까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제1주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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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 J. C. 바흐의 Sonata Op.15 No.5, 제1악장의 제1주제, mm.1-7

위의 악보를 보면, 피아노Ⅰ에서는 돈꾸밈음 형태의 모티브1과 동음연타

를 포함하는 모티브2가 왼손의 분산화음 반주 위로 지배적이고, 피아노Ⅱ

에서는 하강하는 아르페지오와 3도 음정의 스타카토 음형이 이와 대조적인

진행을 한다. 연속적인 모티브의 반복과 동형진행으로 악구가 뚜렷하게 구

분되어 있지 않은데, 바로크의 ‘실잣기 기법14)’이 아직도 지배적인 특징인

14) 실잣기 기법은 동기에서부터 연속적인 진행에 이르기까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음악
적인 주제를 반복과 동형진행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작곡 기법으로 특히 바로
크 음악의 구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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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또한 모티브로 이루어진 갈랑트 풍의 선율은 모차르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노래하는 선율이지만 앞꾸밈음처럼 쳐야 하는 16분음

표는 손틀을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고 재빠르게

움직이도록 한다. 이때에 못갖춘마디와 슬러의 영향으로 자칫 박자와 리듬

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Ⅱ에서 2분음표와 점4분음표가 잡아주는 안

정감 있는 소리를 잘 듣도록 한다.

다음의 악보는 G장조로 시작한 경과구가 D장조로 바뀌는 부분을 보여준다.

(악보2) J. C. 바흐의 Sonata Op.15 No.5, 제1악장의 경과구, mm.37-40

위의 진행에서는 16분음표의 분산화음 형태, 즉 알베르티 베이스(Alberti

Bass)가 피아노Ⅰ의 오른손으로 올라간 후 모티브1과 2가 변형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분산화음 형태의 반주와 유니슨의 선율은 피아노Ⅰ과Ⅱ에

교대로 배치되기도 한다. 유니슨으로 치는 셋잇단음표의 선율은 두 사람이

연주하지만 마치 한 사람이 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야 한다. J. C. 바흐

는 노래하는 주제와 반복되는 반주의 음악적 어법을 주로 사용하여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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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에게 많은 호감을 사기도 했다.

다음은제2주제부의 시작을 보여준다.

(악보3) J. C. 바흐의 Sonata Op.15 No.5, 제1악장의 제2주제, mm.46-51

  위의 악보를 보면, 다이나믹이 변덕스러울 정도로 표현적이다. 포르테와

피아노가 자주 대조를 이루며 그 밖에 크레센도와 아첼레란도(accelerando:

점점 빠르게)도 지시되어 있다. 이렇듯 J. C. 바흐는 피아노포르테 악기를

위한 다이나믹을 제시함으로 피아노가 하프시코드에서 대중적인 악기로 대

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지에는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작품이라고 명

시된 최초의 작품이기도 하다.15) 제2주제의 모티브는 모티브2의 8분음표

동음 연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새로운 흐

름에서 제2주제의 독자적인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두 대의 피아노가 서

15) Richard Maunder, “J. C. Bach and the Early Piano in London”, Journal of the Royal
Musical Association, 116/2(1991), pp.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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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옥타브 간격으로 모방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제1주제의 진행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역시 바로크 양식의 잔재를 보여준다. 그러나 제1주제

와 제2주제 사이의 대조는 결코 청중을 거슬리게 할 만큼 강하지 않은 “고

상한 취미” 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것이었다.16)

다음은 발전부의 시작 부분인데, 일단 제1주제가 조성만 바뀐 상태로 거

의 그대로 연주된다.

(악보4) J. C. 바흐의 Sonata Op.15 No.5, 제1악장의 발전부, mm.67-72

위의 악보를 보면, 다양한 모티브와 알베르티베이스, 화성적인 반주 형

태, 강박에 나오는 악센트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크고 풍성한 울림을 나타

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후의 진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티브들이 다양하게 활용된다.

16) 김혜자, “고전기 피아노 음악 문헌의 연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논문집」(199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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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 J. C. 바흐의 Sonata Op.15 No.5, 제1악장의 발전부, mm.79-83

위의 악보에서는 모티브1과 2의 변형이 피아노Ⅰ에서 동시에 연주되고,

이것이 메아리처럼 피아노Ⅱ와 교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두 파트가

동등하게 취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듀오곡이지만 독주하듯 한 효과를 내도

록 하며 피아노의 소리를 잘 듣고 리듬감 있게 들어와야 한다. 피아노Ⅱ의

왼손 반주가 음역이 확대됨으로 메아리처럼 들리기 위해서는 음량을 잘 조

절하도록 한다.

J. C. 바흐 소나타의 제2악장은 3/4 박자의 미뉴에트 춤곡으로 제1악장에

서 ‘attaca’로 바로 연결되는 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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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J. C. 바흐의 Sonata Op.15 No.5 제2악장의 형식 구조

구분 조성 마디

제시부

제1주제 G 1-8

경과구 G→D 9-15

제2주제 D 16-29

코데타 D 30-34

발전부

제1주제 활용 D 35-42

제2주제 활용

E→D 43-50

D→G 51-62

G 63-68

재현부

제1주제

G

69-77

77-83경과구

제2주제 84-95

코다 95-102

위의 표는 제1악장보다 상대적으로 더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을 보여준

다. 즉 제1-2주제가 발전부에서도 둘 다 활용되고 재현부에도 같이 재현된

다. 단, 발전부에서는 제2주제가 더 많이 활용된다(7:25 마디). 전조도 전체

적으로 평이로운 편이다.

다음은 제2악장의 시작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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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 J. C. 바흐의 Sonata Op.15 No.5 제2악장의 제시부, mm.1-9

위의 악보는 3/4박자의 부점리듬으로 미뉴에트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트릴을 비롯한 풍부한 꾸밈음들도 역시 일맥상통한다. 부점리듬과 장

식음을 잘 살리기 위해 3/4박자의 강박에 약간의 악센트를 주어 연주하며,

페달도 가볍고 경쾌한 미뉴에트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되도록 짧게 밟

아준다. 모티브 위주의 진행이지만, 피아노Ⅰ에서 모티브들이 동형진행(마

디1-4)되며 선율적 진행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마디5-9). 피아노Ⅱ는 한 마

디 간격으로 모방진행을 하는데, 동시에 피아노Ⅰ주제의 반주 진행이기도

하다.

다음은 제2주제의 시작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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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 J. C. 바흐의 Sonata Op.15 No.5, 제2악장의 제2주제, mm.16-23

위의 악보를 보면, 제시부의 제2주제는 부점리듬의 부재와 함께 제1주제

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피아노Ⅱ에서 긴 트릴과 함께 나오는 왼손의 페달

포인트는 화성뿐만 아니라 간단한 음형으로서 피아노Ⅰ에서의 비교적 복잡

한 음형으로 나오는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마디20부

터는 양손이 같이 빠르게 진행하며 역동적으로 바뀐다. 앞꾸밈음과 같은

음형과 트릴은 바로크 시대의 음향을 보여주기도 하며, 많은 장식음을 통

해 즉흥적인 요소로 분석된다.

다음은 발전부의 끝부분인데, 주제 둘이 다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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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 J. C. 바흐의 Sonata Op.15 No.5, 제2악장의 발전부, mm.63-68

위의 악보에서는 제1주제에서의 모티브2와 3, 그리고 제2주제에서의 긴

페달포인트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현부의 진행은 조성이 으뜸조로 일관되게 진행하면서 제시부가 거의

그대로 재현된다(34:33 마디).

J. C. 바흐의 Sonata Op.15 No.5 는 피아노포르테 악기를 위한 곡으로

작곡됐으며 하프시코드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섬세하고 변화무쌍한 다이

나믹이 특징적이다. 곡의 난이도는 2악장 모두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으

나 두 대의 피아노가 바로크 시대의 음향과 교차되는 갈랑트 풍의 선율 선

을 표현하기는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따라서 이곡은 중급 수준의 연주자

에게 적합한 레벨의 곡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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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레멘티의 Sonata for Four Hands Op.14 No.3

클레멘티의 총 12곡 듀오 소나타 중 본고에서는 맨 마지막 작품번호에

해당하는 Sonata for Four Hands Op.14 No.3을 분석하며, 우선 전체 구성

은 다음과 같다.

(표9) 클레멘티의 Sonata for Four Hands Op.14 No.3의 전체 구성

악장 제1악장 제2악장 제3악장

형식 소나타 형식 론도 형식 론도+변주 형식

템포 Allegro Adagio Allegro

박자 4/4 4/4 2/4

마디 1-129 1-73 1-237

위의 표를 보면, 세 악장이 모두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제3악장이

237마디로서 제1, 2악장보다 길다. 제2악장의 론도 형식, 그리고 제3악장에

서 론도형식과 변주형식이 함께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론도와 변

주의 복합 형식은 예외적인 편에 속한다. 먼저, 제1악장의 세부적인 형식

구조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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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클레멘티의 Sonata for Four Hands Op.14 No.3 제1악장의 형식 구조

구분 조성 마디

제시부

제1주제 E♭ 1-25

경과구 E♭→B♭ 26-35

제2주제 B♭ 35-52

코데타 B♭ 53-58

발전부 제1주제만 활용 B♭→g→b♭ 59-97

재현부
제2주제 E♭ 98-124

코다 E♭ 124-129

위의 표를 보면 발전부에서는 제1주제만이 활용되고 재현부에서는 제2주

제만 재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위에서 살펴보았던 J. C. 바

흐 소나타 제1악장의 형식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3부분의 크

기는 58 : 39 : 32 마디로 갈수록 축소된다. 조성은 5도 관계(E♭↔ B♭)와

관계장단조(B♭↔ g), 그리고 같은으뜸음조(B♭↔ b♭)의 가까운 조성 관계

로만 이루어져 있다.

제1주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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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 클레멘티의 Sonata for Four Hands Op.14 No.3, 제1악장, 제1주제,

mm.1-4

위의 악보를 보면, 양손이 각각 옥타브 간격의 단선율적 진행으로 짜임

새가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빠른 템포의 16분음표

및 8분음표의 상행 진행 등이 이후의 긴박감을 암시한다.

다음은 발전부 시작 부분에서의 제1주제의 활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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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0) 클레멘티의 Sonata for Four Hands Op.14 No.3, 제1악장, 발전부,

mm.59-65

위의 악보를 보면, 양손에 걸친 제1주제 음형의 대위법적인 진행과 함께

제시부의 시작과는 매우 다르게 두터운 화음적 연타와 다이나믹의 변덕스

런 변화가 나타난다. 그의 폭넓은 다이나믹의 범위를 보여주는데, 마디마다

명확하게 제시해 준 다이나믹 중에 sf는 클레멘티의 모든 곡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그 당시 널리 보급됐던 브로

드우드 악기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무겁지만 명료한 소리를 위해

서 sf와 포르테에서의 액센트를 많이 사용한다.17) 또한 페달 사용에 있어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클레멘티는 특히 다이나믹의 변화와 화성 변화에

따른 페달을 자주 사용한다. 동음으로 된 연타음형은 3-4개의 음을 똑같이

17) Natalia Strelchenko, stile Brillante: “Piano technique in Performance Practice of early
19th century” Critical reflection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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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말고 건반의 위치와 손가락의 위치, 손가락 번호이동 등 소리의 음질

을 각각 다르게 하여 다이나믹을 섬세하게 조절 할 수 있게 연주한다. 조

성도 B♭장조가 네 마디 후에 갑작스런 휴지와 함께 g단조로 바뀌는데, 단

연속적인 옥타브의 페달포인트로 g단조의 조성은 확고하게 제시된다.

제2악장의 형식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11) 클레멘티의 Sonata for Four Hands Op.14. No.3 제2악장의 형식 구조

구분 조성 마디

a B♭ 1-12

b F 12-25

a' B♭ 25-33

c b♭→f 33-48

a" B♭ 49-61

카덴차 B♭ 62-69

코 다 B♭ 69-73

  위의 표를 보면 제2악장이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카덴차까

지 삽입되어 있는 점이 특이한데, 사실 제2악장으로서는 예외적으로 매우

극적인 진행을 보여주기도 한다. 조성적 진행은 5도 관계조와 같은으뜸음

조로서 보편적인 예에 속한다.

이 악장의 주요 부분인 a가 등장하는 시작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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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 클레멘티의 Sonata for Four Hands Op.14 No.3, 제2악장, mm.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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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에서 피아노Ⅰ부분을 보면, 마디11까지의 a부분이 부드러운 아

치 형태의 선율(마디 1-3과 마디 4-6)로 나타난다. 레가토를 중요시했던

클레멘티의 주법은 건반을 모든 음가의 전체 길이만큼 건반을 누르고 있으

라는 것이다. 이렇듯 건반을 빨리 띄지 말고 꽉 찬 길이만큼 음가를 유지

할 것을 고집했다18) 아치형의 선율은 레가토로 부드럽게 연주하는데, 첫

음을 누르고 다음 음을 누를 때 까지 이어주는 레가토를 선택한다. 3도 화

음은 레가토로 연주 할 때 손가락번호도 중요하며, 밑의 음을 위 음에 비

해서 조금씩 빨리 띄어 주면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레가토를 할 수 있

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옥타브나 그 이상의 도약(마디 3과 마디 8)과 역시

한 옥타브 이상의 상행 스케일 등 극적인 진행도 포함하고 있고 다이나믹

의 변화도 많은 편이다. 이런 진행은 a"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극대화 된다.

18) Natalia Strelchenko, Stile Brillante: Piano technique in Performance Practice of
early 19th century,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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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2) 클레멘티의 Sonata for Four Hands Op.14 No.3, 제2악장,

mm.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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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a"는 a의 진행을 한편으로는 크게 축소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훨

씬 극적으로 확대시킨 모습을 보인다. 즉 피아노Ⅰ파트를 보면, 마디2와 3

의 마지막 하행 선율을 결합한 진행으로 시작한 후 마디8-11의 진행으로

바로 연결된 후 마디7의 상행스케일 진행을 ff와 함께 3마디로 확대시켜 페

르마타로 끝을 맺고 있다. 클레멘티는 음색의 변화를 위해서 음역의 대비되

는 사용을 주로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음역을 통한 음색 효과의 의도는 당시

피아노 악기의 음역들의 소리가 달랐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표현된다.19) 왼

손에 의한 옥타브 진행 또한 다양한 음색의 변화와 강한 소리의 음량을 염

두에 두고 연주한다. 베이스에서의 선율적 진행은 실내악적인 음향 효과를

이루기도 한다.20) 다이나믹도 상대적으로 훨씬 변덕스럽게 변화하고 있고,

마디54-55에서는 양손의 다이나믹이 대조적으로 나뉘기도 한다. 많은 임시

표 역시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지만, 피아노Ⅱ 파트의 반복적인 으뜸음 연타

19) 오윤록, “런던 피아노 악파에 관한 연구”, 「음악과 민족」 26(2002), p.350.
20) 위의 책,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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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성 자체가 불안하지는 않다. 이런 극적 상태는 즉흥적 뉘앙스의 카덴

차로 바로 이어진 후 코다에서 ff가 p로 갑자기 변하면서 끝난다.

제3악장의 형식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12) 클레멘티의 Sonata for Four Hands Op.14 No.3, 제3악장의 형식 구조

구분 조성 마디

A
a

E♭
1-24

b 25-60

B
c

b♭
61-75

d 76-88

경과구 b♭→E♭ 88-94

A' c E♭ 95-111

B'
c'

c
111-145

d' 146-152

경과구 b♭→ E♭ 152-174

A
a

E♭
175-199

b 200-235

코다 E♭ 236-237

제3악장은 론도 형식과 변주 형식이 결합된 복합 형식으로 A B A' B'

A 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혼합 형식 자체는 예외적이기는 하나 고전 시대

의 소나타에 등장하기도 한다(예를 들면 하이든의 건반 소나타 No. 36의

제 2악장).21) A부분은 조성의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음악적 진행 자체가

모두 동일하다. 단 A'부분에서는 전반부만 재현된다. B부분은 세부적으로

21) 김미옥 외, 『피아노 문헌 연구 1』,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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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변주(cd vs c'd')를 이루며, 각각 5도의 같은으뜸음조와 관계단조로

나타난다.

음악적 짜임새는 빠른 템포 안에서 단순하나, 역시 앞의 두 악장처럼 다

이나믹의 변화는 빈번하다. 그는 음악적 표현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

으로 자세하게 표기된 다이나믹과 연주 지시를 들 수 있다. 여기에 템포의

미묘한 변화도 들어간다.22) 다음은 시작 부분이다.

(악보13) 클레멘티의 Sonata for Four Hands Op. 14. No. 3, 제3악장, mm. 1-8

위의 악보를 보면 모티브의 진행이 4마디+4마디 구조의 규칙적인 모습

을 보인다. 마디5-8은 모두 긴 16분음표 진행으로서 곡 전체에 지배적인

가운데 다이나믹과 함께 단조로움을 크게 보완한다. A부분은 레가토의 선

율과 16분음표의 빠른 음형이 대조를 이루는데 레가토는 클레멘티의 주법

22) 오윤록, “런던 피아노 악파에 관한 연구”, 「음악과 민족」 26(2002), 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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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치되 페달의 도움을 받아 부드럽게 이어주도록 한다. 하나의 음질을

형성 하는 게 중요하다. 16분음표의 빠른 음형은 논 레가토나 스타카토(스

타카토 표시는 없지만)로 연주한다면 f의 음량도 가능 할 것이다. 이때 클

레멘티의 아이디어로 계발된 페달 주법인 ‘떨리는’ 페달(Vibrating pedal)을

사용함으로 좀 더 깨끗한 스케일을 연주 할 수 있다.23)

그리고 B부분의 주제는(마디61-74) 연속적인 당김음적 진행으로 A부분

과는 뚜렷하게 대조를 보인다. 다음은 B의 첫 부분인 c이다.

(악보14) 클레멘티의 Sonata for Four Hands Op. 14. No. 3, 제3악장,

mm.61-74

23) Natalia Strelchenko, stile Brillante: “Piano technique in Performance Practice of early
19th century” Critical reflection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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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피아노Ⅰ파트에서는 전체에 걸쳐 당김음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역시 다이나믹의 빈번한 변화와 함께, 몰아치는

피아노Ⅱ의 진행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었던 A부분과는 대조를 이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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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티는 피아노라는 건반악기의 풍부한 소리와 화려한 음악적 기교를

정착시키는데 크나큰 공헌을 한다. 또한 피아노의 발달과 함께 특징적인

음악적 어법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분산화음과 빠른 스케일 음형, 급격한

다이나믹의 변화, 옥타브 트레몰로 뿐 만 아니라 페달을 처음 사용한 작곡

가이기도 하다. 곡의 난이도는 이 곡만 봤을 때는 중급정도의 레벨이지만

클레멘티의 무수한 곡은 초급부터 고급과정 이르기까지 폭넓게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한테 기교적이고, 음악적 표현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문

헌으로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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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듀섹의 Sonata for Four Hands Op.67 No.3

듀섹의 소나타 분석 대상은 그의 듀오 소나타 10곡 가운데 마지막 작품

인 Op.67의 No.3이다. 이 곡은 2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13) 듀섹의 Sonata for Four Hands Op.67 No.3의 전체 구성

악장 제1악장 제2악장

형식 소나타 형식 론도 형식(폴로네즈)

박자 4/4 3/4

마디 1-85 1-91

위의 표를 보면, 제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4/4 박자로 되어 있지만, 제

2악장은 매우 예외적으로 폴로네즈 춤곡의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악장

들의 길이는 짧은 편이다.

제1악장의 형식 구조를 도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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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듀섹의 Sonata for Four Hands Op.67 No.3 제1악장의 형식 구조

구분 조성 마디 비고

서주 B♭ 1-8 /

제시부

제 1주제 B♭ 9-16 /

제 2주제 F믹소리디아 17-24 /

코데타 F믹소리디아↔F 25-29 /

발전부
제1과

제2주제활용

F→g→A♭→g→
D도리아→D→g
→B♭→F

30-60
espressivo
부분: 52-60

재현부

제 1주제 B♭ 61-68 dolce

제 2주제
F믹소리디아→g
프리지아↔g

69-79
con espres:
77-78
dolce: 79

코데타 B♭리디아 ↔B♭ 79-83 /

코다 코다 B♭ 83-85 /

위의 표를 보면 제1악장은 서주와 코다가 있는 소나타 형식인데, 앞의

다른 작곡가들에 의한 소나타와는 달리 선법이 비중 있게 쓰여 있고, 발전

부와 재현부의 일부에만 “표현적으로” 또는 “부드럽게” 연주하라는 지시가

붙여져 있다.24) 서주와 코다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믹소리디아와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가 쓰였는데, 특히 발전부에서는 선법을 포함한 불안정한

조성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마지막에는 2마디의 짧은 코다가 나타난다.

다음 악보는 서주부분과 제시부이다.

24) 앞의 곡들과는 달리 이 작품은 19세기에 속한다(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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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5) 듀섹의 Sonata for Four Hands Op.67 No.3, 제1악장, mm.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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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서주의 선율이 두 피아노 파트에서 모두 3도 음정 간

격의 순차 진행적인 차분한 아치 모양으로 2번 진행된 후, 제1주제에서 그

와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진 아치 형태의 진행이 피아노Ⅰ에서

나타난다. 4마디가 기본 구조로 규칙적이다가 제2주제부에서는 그 단위가

2마디로 축소된 후, 즉흥적 뉘앙스의 1마디 단위 음계적 상하행 진행으로

이어지는 대조를 보인다. 선율에 따른 이동 반복을 통해 선율을 강조함으

로 긴 프레이즈의 선율을 잘 이끌고 가도록 한다. 믹소리디아의 선법이 생

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음계적 진행을 뒷받침 해 주는 역할로 피아노

Ⅰ, Ⅱ의 선율과 반주를 모두 습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듀섹의

음악적 어법 중 하나인 트레몰로와 같은 음형을 넓게 사용함으로 페달과

함께 증폭된 소리 음량을 표현해준다. 페달 사용에 있어 지저분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브라토 페달을 쓰도록 한다.

발전부에서는 제1주제와 제2주제적 요소가 모두 활용되는데, 그 마무리

부분에서는 제1주제와 제2주제의 모티브가 결합된 형태의 “표현적

인”(expressivo) 진행이 등장하는 점이 새롭다. 다음은 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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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6) 듀섹의 Sonata for Four Hands Op.67 No.3, 제1악장, mm.52-59

위의 악보를 보면, 제1주제와 제2주제의 모티브 결합 형태가 한 번 동형

진행된 후 이 두 모티브 사이의 음정 간격이 3도에서 4도와 옥타브로 벌어

지면서 점차적으로 더 표현적인 선율이 만들어진다. 조성/화성도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전조되며 색채감을 가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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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2악장의 형식 구조이다.

(표15) 듀섹의 Sonata for Four Hands Op.67 No.3 제2악장의 형식 구조

구분 조성 마디 비고

A B♭ 1-16

폴로네즈

B B♭→D 17-29

A′ B♭ 30-45

B′ g→D→f 46-69

A″ B♭ 70-91

위의 표를 보면 제2악장은 폴로네즈 춤곡이면서 A B A' B' A" 로 나타

나는 론도와 변주의 결합 형식으로 되어 있다. 첫 삽입부에 해당하는 B부

분의 으뜸조를 유지하다가 전조되는 진행은 예외적인 예에 속한다(보편적

으로는 시작부터 다른 조성이 소개된다). B'부분은 시작부터 관계단조인 g

단조로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길이도 거의 두 배로 확대되면서 전조도

한 번 더 일어난다. 조성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으나 B♭이 주를 이룬다.

다음 악보는 제2악장의 A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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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7) 듀섹의 Sonata for Four Hands Op.67 No.3, 제2악장, mm.1-8

위의 악보를 보면 3/4박자의 폴로네즈 춤곡이다. 폴로네즈 원래의 리듬

패턴( )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 처음부터 변형된 형태로 등

장한다. 전자는 한 마디 단위이지만, 여기서는 2마디 단위로 패턴이 형성되

어 있다. 피아노 두 파트의 왼손 진행은 모두 균등한 8분음표와 16분음표

연타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폴로네즈 춤곡의 장엄함을 상징하는 듯하다.

꾸밈음도 가끔 가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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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B의 시작 부분이다.

(악보18) 듀섹의 Sonata for Four Hands Op.67 No.3, 제2악장, mm.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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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B부분은 피아노Ⅰ양손의 음계적 상하행 진행이 A와

대조를 이룬다. 이후에는 구조가 정적으로 단순화 된다. 피아노Ⅱ에서는 왼

손만이 A와 유사한 진행(3화음 구성음들과 연타)을 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단순한 짜임새를 보인다. 마디29에서는 하나의 선율만이 진행되며

E♭음의 재등장과 함께 갑작스럽게 B♭장조로의 복귀를 암시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두 피아노 파트가 8분음표와 16분음표 위주로 움직이며 장

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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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B부분의 변주인 B'의 시작 부분이다.

(악보19) 듀섹의 Sonata for Four Hands Op.67 No.3, 제2악장, mm.46-53

위의 악보를 보면, B'가 어떻게 B보다 거의 2배로 확대되는 지를 보여준

다. 마디46에 나타나는 B의 모티브 유형 중 순차 상행3음이 두 번에 걸쳐

확대 반복되고, 마디46-49 전체도 마디50-53에서 변주 반복된다. 뿐만 아니

라 앞의 B에서는 없었던 도돌이표(마디53)도 등장한다. 덧붙여, 마디47-48과

51-52에서는 박자가 일시적으로 3/4에서 6/8으로 바뀐 듯한 느낌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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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진행도 이런 방식으로 확대 진행되다가 절정을 맞이한다.

(악보20) 듀섹의 Sonata for Four Hands Op.67 No.3, 제2악장, mm.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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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계속 반복, 확장 형태로 이어지다가 마디60부터 피아

노Ⅰ이 양손을 빠르고 동일하게 연주하며 절정으로 몰아간다. 피아노Ⅱ에

서도 완전한 3화음 구성이 처음으로 두텁게 나타난다. 이후 피아노Ⅰ에서

16분쉼표에 의한 스타카토 같은 하행 진행과 함께 진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피아노Ⅰ-Ⅱ의 대화식 연주로 마무리 된다. 페달 사용에 있어 비브라토 페

달을 사용한다면 소리 음량과 깨끗한 화성을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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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섹 또한 클레멘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분산

화음을 통한 큰 음량의 추구와 공간적인 소리 음역의 확대로 이어지며 서

정성과 격정적인 표현력도 보인다. 곡의 난이도는 비르투오적인 피아노 기

법이 많지만 중급 수준의 연주자가 칠 수 있는 레벨로 볼 수 있다. 피아노

의 기교적인 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과 조화를 이루어 음악적

표현력을 극대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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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라머의 Duet for 2 Pianos in E♭ Op.24

두 대의 피아노포르테 또는 피아노포르테와 하프를 위한 <그랜드 듀엣

소나타 Op. 24>는 크라머가 1799년 5월 22일에 개최된 그의 공공 연주회

를 위해 작곡하였고 1801년 출판했다.25) 초판의 표지에 “이 듀엣은 오페라

콘서트에서 듀섹과 작곡가가 연주하였다”로 초연에 대한 기록도 있다.26)

(표16) 크라머의 Duet for 2 Pianos in E♭ Op.24의 전체 구성

악장 제1악장 제2악장 제3악장

형식 소나타 형식 론도-변주 형식 론도 형식

템포 Allegro Larghetto Rondo-Allegretto

박자 4/4 2/4 3/8

마디 1-192 1-114 1-347

위의 표를 보면, 3악장 구성의 소나타로 소나타 형식과 론도-변주 형식,

그리고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각 악장마다 박자가 4/4, 2/4, 3/8 박자로

다양하고, 빠름-느림-빠름의 전형적인 소나타의 박자 형태를 보여준다.

다음은 제1악장의 형식 구조이다.

25) Thomas B. Milligan, Johann Baptist Cramer (1771-1858): A Catalogue of His
Works/ by Thomas B. Milligan ; Based on the Foundation Laid by Jerald C. Graue
(Stuyvesant, NY: Pen dragon Press, 1994), p.89.

26) Nicholas Temperley, ed., The London P ianoforte School 1766-1860, Book 20-I (New
york: Garland, 1984-88),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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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크라머의 Duet for 2 Pianos in E♭ Op.24 제1악장의 형식 구조

구분 조성 마디

제시부

제1주제 E♭ 1-20

경과구 E♭→B♭ 21-40

제2주제 B♭ 41-56

연결구 B♭ 57-74

코데타 B♭ 75-84

발전부

제1주제 활용 E♭→f→g 85-93

제2주제 활용 g→c 94-104

경과구 c→E♭→B♭→E♭ 105-124

재현부

제1주제 E♭ 125-136

제2주제 E♭→B♭ 137-156

연결구 B♭ 157-171

코다 E♭ 172-192

위의 표를 보면 제1악장은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이다. 3부의 크기는 84 :

40 : 68 마디로 발전부의 크기는 작지만 잦은 조성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전조는 내림표 쪽으로만 이루어진다.

다음은 시작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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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1) 크라머의 Duet for 2 Pianos in E♭ Op.24, 제1악장, mm.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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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피아노Ⅰ과 Ⅱ가 유니슨의 옥타브진행으로 나타나는

데, f와 ff와 함께 마치 팡파레를 울리는 듯한 유형을 갖추고 있다. 마디

1-4는 마디5-8에서 두 파트가 대략 바뀐 형태로 반복 되고, 이후에는 두

파트가 8분음표 단위의 거의 같은 리듬으로 발빠르게 진행된다. 다이나믹

의 극적인 효과로 f, ff에서 p로 전환되는 음량의 대비도 볼 수 있다.

크라머가 시작 부분에서 두 대의 피아노에 서로 다른 다이나믹을 지시한

것과 파트가 교대로 쉬는 진행 등은 협주곡의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

다.27) 이 곡을 하프로도 연주할 수 있기에 피아노Ⅰ파트는 솔로로 지정하

고 피아노Ⅱ는 오케스트라 반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마디9-10은 마디1-8

과는 대조적으로 피아노Ⅰ은 선율을 연주하고 피아노Ⅱ는 반주를 하는 형

태를 보인다. 각 파트의 선율과 반주 형태를 파악하고 잘 들으면서 연주한

다. 동시에 유니슨으로 나올 때는 호흡부터 맞춰서 한 번에 나올 수 있도

록 한다. 크라머의 음악적인 어법의 하나로 피아노Ⅰ,Ⅱ가 교대로 나올 때

는 세밀하게 지시된 다이나믹을 지키며 프레이즈를 만들어 준다.

다음은 제2주제 부분이다.

27) 이주혜, “Johann Baptist Cramer의 두 대의 피아노포르테 또는 피아노포르테와 하프를
위한 <그랜드 듀엣 소나타> Op.24의 분석 및 고찰”,『음악예술연구』9 (2016), p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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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2) 크라머의 Duet for 2 Pianos in E♭ Op.24, 제1악장, mm.41-61

위의 악보를 보면, 제2주제는 E♭의 5도 위인 B♭으로 시작하는데, 부드

러운 'dolce' 지시, 위로 확장되는 3도와 6도 도약, 부점리듬 등으로 부드러

운 아치 형태의 선율이 만들어진다. 섹션별로 나누어서 연습하되 같은 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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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확장된 부분 또한 노래하는 선율이므로 각 성부를 파악하고 연주한

다. 피아노Ⅰ이 선율을, 피아노Ⅱ가 반주하는 형태로 등장 하나, 이후 마디

49부터는 이 형태가 뒤바뀌며 피아노Ⅱ가 높은 음역에서 선율을 연주한다.

8분음표 단위의 리듬 진행은 여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레가토 표시

는 제1주제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마디56부터의 연결구는 마디

45-47의 확장된 패턴으로 pp와 함께 역시 부드러운 분위기로 서정적으로

연주된다.

다음은 발전부의 시작이다.

(악보23) 크라머의 Duet for 2 Pianos in E♭ Op.24, 제1악장, mm.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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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발전부는 제시부의 첫 4마디와 비슷한 팡파레 음형으

로 시작하며 다이나믹 역시 극적인 대비를 표현해준다. 피아노Ⅱ의 솔로

부분은 다이나믹의 대비된 표현과 같이 나타나며 콘체르토에서의 솔로 부

분을 연상시킨다. 서정성을 띈 p인 다이나믹의 제1, 제2주제와는 다른 부점

리듬은 역시 p의 다이나믹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가볍고 경쾌한 리

듬으로 살려준다. 마디85-88은 마디89-92에서 동형진행으로 반복된다.

다음은 발전부의 끝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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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4) 크라머의 Duet for 2 Pianos in E♭ Op.24, 제1악장, mm.105-112

위의 악보는 발전부의 처음 조성인 E♭의 관계단조인 c단조로 시작한다.

마디105의 피아노Ⅱ에 나타나는 상행음계와 아르페지오는 제시부의 연결구

에 나왔던 음형인데, 2마디 단위로 피아노Ⅰ과Ⅱ에서 교대된다. 마디10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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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이 음형이 피아노Ⅱ에 고정되는 대신 또 다른 음형이 두 파트에서 교

대되는데, 다이나믹이 pp에서 f로 점차 커지며 발전부가 마무리 된다. 재현

부는 제시부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된다. 음계와 분산화음은 따로 연습하며,

모방되는 선율은 왼손, 오른손 차례로 묶어서 연습하면 효율적이다.

다음은 제2악장의 형식 구조이다.

(표18) 크라머의 Duet for 2 Pianos in E♭ Op.24, 제2악장의 형식 구조

구분 조성 마디

A B♭ 1-12

경과구 E♭→ g → F 믹소리디아 12-30

B F → F 믹소리디아 31-46

A´ B♭ 46-54

경과구 조성적 불안정 → D 54-68

B´ g → F 68-84

코테타 F 84-92

A´´ B♭ 93-102

코다 B♭ 103-114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A B A′ B′ A″의 론도와 변주의 혼합 형

식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즉 이미 클레멘티의 제3악장과 듀섹의 제2악장

에서 등장했던 것이다. 조성도 B♭장조의 아래 위 5도 관계와 관계단조 등

으로 전형적인 진행을 보여준다. 단, 선법이 가미되어 있다.

다음은 제2악장 A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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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5) 크라머의 Duet for 2 Pianos in E♭ Op.24, 제2악장, mm.1-12

12마디 길이의 제1주제는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며 8분음표 단위의 리듬으

로 되어 있는 가운데, 미세하게 다른 리듬들의 조합들(악보에 도형으로 표

시)로 이루어진 작은 아치 형태와 16분쉼표의 다양한 위치에서의 삽입 등

이 특히 피아노Ⅰ진행의 오른손에 노래 선율의 성격을 만들어 내고 있다.

피아노Ⅱ는 반주 역할을 하다가 마디8부터 피아노Ⅰ과 역할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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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는 B부분이다.

(악보26) 크라머의 Duet for 2 Pianos in E♭ Op.24, 제2악장, mm.31-46



- 63 -

위의 악보를 보면, B부분의 모티브는 A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 3도

음정 도약과 부점이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피아노Ⅰ과 Ⅱ에서

모두 모방 진행으로 시작된다. 여기서도 중간 중간 삽입되어 있는 쉼표들

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32분쉼표들로서 상대적으로 더 기교적이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후반부로 가면서는 피아노Ⅰ과 Ⅱ의 오른손이 모두

레가토로 32분음표적 진행을 3마디에 걸쳐 하고 있는데, 6도 음정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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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음역이 낮아지며 우아하게 마무리된다. 이와 같이 A와 B 두 부분

모두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되며, 단 B에서는 8분음표 대신 16분음표와

32분음표가 지배적이 되면서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 유려해진다. 그리고 이후

의 진행도 A와 B가 약간 변주되는 식으로 진행된다. 6도 음정관계로 내려오

는 스케일은 손가락번호를 지정하여 같은 패턴의 음형 연습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제3악장의 형식 구조이다.

(표19) 크라머의 Duet for 2 Pianos in E♭ Op.24, 제3악장의 형식 구조

구분 조성 마디

A1
a1

E♭
1-8

a2 8-20(온쉼표 4마디)

경과구 E♭→B♭ 21-32

B1 B♭ 믹소리디아 32-40

A2
a3

E♭
40-48

a4 48-56

경과구 E♭→F 56-79

C1 F 믹소리디아 80-86

A3 a5 B♭ 86-94

B2 F 94-107

경과구 F→G 108-119

A4 모티브활용 E♭ 120-132

경과구 E♭→B♭ 133-156

C2 B♭ 믹소리디아 15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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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론도와 변주 형식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다. 즉

A1-B1-A2-C1-A3의 5부분 론도 후에 마지막의 A3를 축으로 다시

A3-B2-A4-C2-A5-D-A6의 7부분 론도가 이어진다. 이후에도 다시 A6을 축

으로 A6-B3-A7이 진행된다. A자체는 세부적으로 변주를 포함한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경과구가 다양한 길이로 8번에 걸쳐 나타나며 즉흥적인 뉘

앙스를 강화 시키고 있다. 조성은 장 단조 외에 믹소리디아 선법도 쓰였다.

다음 악보는 A부분이다.

A5
a6

E♭
166-174

a7 174-182

경과구 c→G→c 183-202

D c 203-218

경과구 c→C 219-228

A6
a8

(확장)
C 228-236

경과구 C→G→a→d 236-260

B3 B♭ 261-269

경과구 B♭→E♭ 270-295

A7
a9

E♭
295-303

a10 303-311

코다 E♭ 3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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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7) 크라머의 Duet for 2 Pianos in E♭ Op.24, 제3악장, mm.1-16

위의 악보를 보면, 3/8박자, 못갖춘마디, 장식음, 스타카토 등과 함께 피

아노Ⅰ이 경쾌하게 시작될 때 피아노Ⅱ는 거의 쉬고 있다가 a2 에서야 반

주 형태를 갖춘다. 오른손은 주로 8분음표로, 왼손은 16분음표의 분산화음

으로 진행된다. 피아노Ⅰ파트의 멜로디를 따라 잘 듣고 피아노Ⅱ파트가 살

짝 얹어서 나오게 한다. 물론 박자를 세도 좋지만 박자를 세는 것 보다는

멜로디를 따라 노래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마디1-16이 두 번 반복

된 후에 나오는 경과구와 B1에 해당하는 마디17-40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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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가 경과구와 B1 부분이다.

(악보28) 크라머의 Duet for 2 Pianos in E♭ Op.24, 제3악장, mm.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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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경과구에서는 피아노Ⅱ가 A의 소재로 활발하게 움직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B′는 상대적으로 높은 음역에서 단선율적인 단순

한 짜임새 정도에 의해 구별될 정도로 리듬적으로 A와 유사하다.

다음 악보는 두 번째 경과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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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9) 크라머의 Duet for 2 Pianos in E♭ Op.24, 제3악장, mm.56-72

위의 악보를 보면, 피아노Ⅰ의 시작 부분이 B1의 아르페지오 도입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B1의 반복이나 변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곧 B1

의 앞머리가 2마디 단위로 동형진행 되는 전형적인 경과구적인 특징이 이

어진다. 그리고 머지않아 피아노Ⅱ에서 첫 번째 경과구 에서의 리듬적 특



- 70 -

징(특히 )이 그대로 등장한다(마디62-64). 리듬만 생각하면서 가볍게

처리하도록 한다. 즉 첫 번째 경과구가 이 리듬적 특징과 함께 A의 요소가

활용된 것에 반해, 여기서는 B의 요소가 활용되고 있다. 이 경과구 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 이외에도 피아노Ⅰ,Ⅱ의 진행이 교대되며 동등한 역할 분

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와 D 역시 B처럼 16분음표로 달리는 진행으로 인해 A와 뚜렷하게 구

별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각 부분에서의 리듬적 유사성으로 인해 이 악

장이 수많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흘러가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크라머의 연주 기법은 피아노 악기가 표현 할 수 있는 음의 도약과 양손

의 교대 그리고 분산화음을 다양한 기법으로 진행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3도, 6도 진행 등 다양한 음정에 의한 겹음리듬과 부점리듬이 특징적

이다. 곡의 난이도는 중급이상의 학생이 칠 수 있을 정도로 기교적인 부분

의 연습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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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런던 악파의 듀오 피아노 작품들이 모두 소나타인 반면, 모셀레스는 총

12 듀오 곡이 소나타 뿐만 아니라 춤곡, 변주곡, 성격소곡으로 이루어져 있

다. 본고에서는 마지막 소나타인 동시에 가장 규모가 큰 Op.112를 분석하

도록 한다.

모셀레스의 Op.112는 두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듀오 곡은

No.2 뿐이다.

다음은 이 곡의 전체 구성을 보여준다.

(표20)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의 전체구성

악장 제1악장 제2악장 제3악장 제4악장

형식 소나타 형식
A(a1 b1)

A′(a2 b2) 형식

A(a1 b1-a3 b3)
B

A′(a4 b4) 형식

A(a1 b1)
B(a2 b2) 형식

템포
Andante &
Allegro

Andante
espressivo

Allegretto
Andante &

Allegro con brio

박자 4/4, 6/8 4/4 3/8 4/4

마디 432 66 211 270

위의 표를 보면, 4악장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곡 제목과도 일치하듯이

곡의 규모가 매우 크다. 특히 제1악장이 다른 악장에 비해서 훨씬 길고 변

박도 일어난다. 전통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 3, 4악장이 각각 2부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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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변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악장은 전통적인 론도나 소나타 형식 대신 제2악장과 동일

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제1악장의 형식 구조이다.

(표21)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1악장의 형식 구조

구분 조성 마디

제시부

서주

제1부분 b 1-18

제2부분 B 19-26

제3부분 G→C 27-38

제1주제 b 38-87

경과구 b→D 87-113

제2주제 D(→C→G→)D 114-190

코데타 D 191-215

발전부

제1주제 활용 b 215-234

제2주제 활용 E♭→a 235-256

경과구 a→B 257-310

재현부

서주 B 311-320

제1주제, 제2주제 혼용 b 321-391

코데타 B 391-414

코다 (제2주제 활용) B 415-431

위의 표를 보면, 비교적 규모가 큰 악장으로써 특히 서주부가 세부적으

로 각기 다른 조성의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제1주

제는 서주의 시작 조성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제2주제는 제1주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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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조로 되어있다. 발전부에서는 제1, 제2주제가 모두 활용되어 나타나는

데, 이 부분의 조성은 독특하게 b→ E♭→a의 감4도와 증4도 관계로 나타

난다. 또 다른 특징적인 점으로는 코다에서도 제2주제가 다시 활용되며 곡

이 마무리되는 것, 그리고 시작과 끝이 같은으뜸음조 관계로서 b단조에서

B장조로 끝나는 것을 들 수 있다. 베토벤의 소위 ‘운명 교향곡’ 으로 불리

는 제5번이 C단조에서 C장조로 끝나는 것처럼 음악외적인 내용을 암시하

기도 한다.

다음은 서주의 시작 부분이다.

(악보30)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1악장, mm.1-4

위의 악보를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b단조의 으로 되어 있다. 이와 함

께 긴 ff의 32분음표 트레몰로 패시지와 옥타브 진행들도 역시 무언가 큰

규모의 음악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또한, 페달을 미리 밟은 상태

에서 한 페달을 사용한다면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음향효과를 느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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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피아노Ⅰ, Ⅱ 모두 겹점리듬의 F 음에 더 집중해서 연주하도록 한다.

겹점리듬의 32분음표는 그 다음 음인 긴 음표에 붙여서 칠 때 겹점리듬을

더 잘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곳곳에 가미되어 있는 반음계적 진행은 색채감

을 더한다. 서주부의 3부분은 ff →p→ff로 진행되며 제1주제부로 나아간다.

다음은 서주의 제3부분이다.

(악보31)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1악장,

mm.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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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이미 서주 부분에서 극적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

할 정도로 양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음향을 배가시키는데, 상행으로 돌

진하는 반음계적 진행과 함께 ‘점차 불안하게’(poco agitato)까지 지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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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마디33). 이 지시 이후 바로 음역이 8va와 함께 상행으로 확장되고 불

규칙하게 16분쉼표와 혼합되는 등의 진행도 등장한다. 피아노Ⅱ도 특히 마

지막 4마디에 걸쳐 겹부점리듬 등의 연타음을 선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넓

은 음역의 관현악적 음향이 두드러지게 된다.

다음 악보는 이 진행 이후 바로 이어지는 제1주제부의 앞부분이다.

(악보32)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1악장,

mm.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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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b단조로 시작하는 제1주제는 다이나믹의 변화가 pp -

cresc. - f - ff - 연속적인 sf로 음향이 확대되며, 마디38-39의 모티브가

피아노Ⅰ,Ⅱ가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다양하게 이동 반복하며 역시 소리를

서서히 키워나간다. sf부분에서는 짜임새도 상대적으로 두터워진다. 마디58

부터 나타나는 슬러와 스타카티시모의 아티큘레이션은 pp의 다이나믹 가

운데 강박에 악센트를 더 해 줌으로 확대되는 음향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때

강박에 위치하는 손가락을 세워줌으로 더욱 명료한 윗소리를 내게끔 한다.

다음 악보는 제2주제부의 시작이다.

(악보33)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1악장,

mm.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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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제2주제는 선율의 도약진행이 많지만 크게는 ‘칸타빌

레’(cantabile)와 함께 아치형의 선율도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규모도 크고

관현악적이지만, 소나타 형식에서의 제1주제와 제2주제의 전형적인 특징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악보는 발전부의 시작이다.

(악보34)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1악장,

mm.215-233



- 81 -

위의 악보를 보면, 제1주제와 같은 8분음표의 모티브를 사용하여 시작한

다. 2마디의 제1주제 모티브가 다양하게 이동 반복되며 진행되는 모습 자

체는 역시 전통적인 발전부적 진행이다(제2부분도 마찬가지). 피아노Ⅱ는 3

화음과 반음계로 구성되는 반주 패턴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베이스는 B와

D음을 계속하여 강조함으로써 전조가 발생하더라도 b단조의 색채를 계속

해서 가지고 있다.

재현부는 제시부와 매우 유사하다. 제1주제가 트레몰로 기법 대신 3화음

적 진행으로 교체되고 8도 옥타브 도약의 보강으로 극적 뉘앙스가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정도이다.

다음은 제2악장의 형식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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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2악장의 형식 구조

구분 조성 마디

A
a¹ D 1-16

b¹ b 16-29

A′
a² D 31-50

b² b→D 51-66

위의 표를 보면, 2부분 형식과 변주 형식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조성은 으뜸조와 관계단조로만 되어 있다. 다른 악장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작은 아담한 악장인데, 다음은 a¹의 시작 부분이다.

(악보35)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2악장, m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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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는 제1악장의 서주 제1부분처럼 조성적 안정성과 제1악장을 지

배했던 리듬들의 재등장 등과 함께 편안하고 유연한 진행을 보여준다. 조

성적 안정감은 피아노Ⅱ에서 Ⅴ→Ⅰ의 페달포인트적인 진행과 이 이후에

피아노Ⅱ의 양손에서의 Ⅰ도음 연타에서 비롯되고, 리듬적 재등장은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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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겹점리듬과 연속적인 16분음표 진행 등이 그

것이다.

b1부분은 11마디로서 상대적으로 훨씬 짧고 다음과 같이 경과구적 뉘앙

스를 보여준다.

(악보36)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2악장, mm.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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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를 보면, 한 마디 단위의 진행이 매우 유사하기는 하지만 서로

같거나 이동 반복 형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당히 느슨한 즉흥적

느낌을 준다. 연속적인 32분음표의 재등장과 함께 부분적으로 반음계적 진

행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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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3악장의 형식 구조이다.

(표23)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3악장의 형식 구조

구분 조성 마디

A

a1 G 1-18

b1 G 19-27

a2 G 28-37

b2 D 38-66

a3 b→E♭ 67-92

b3 E♭ 93-106

B C→a 107-168

A′
a4 G 169-192

b4 G 193-211

위의 표를 보면, A(a1 b1-a3 b3) B A′(a4 b4)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A와 A′는 다시 세부적으로 변주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곡의 규모는

106 : 62 : 43의 크기로 B와 A′에 비해서 A부분이 월등하게 크다. 조성

은 관계단조와 근친조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와 함께 템포도 전체악장 즉

유일하게 한 가지(Allegretto)로 되어 있다.

다음은 a1의 시작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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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7)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3악장, mm.1-4

위의 악보를 보면, 3/8박자에서의 균등한 16분음표적 진행이 안정감을

보인다. 피아노Ⅱ의 왼손 페달포인트도 역시 그렇다. 그러나 16분쉼표(마디

1-4)는 리듬적 유연함을 더하고 있다.

다음 악보는 b1의 시작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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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8)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3악장, mm.19-30

위의 악보를 보면, b1부분은 a부분의 8분음표와 16분음표와 더불어 32분

음표의 부점리듬이 유연함을 더하며 8va 음역에서 나오는게 특징적이다. 또

한 짧은 꾸밈음을 사용함으로 스케르초적인 분위기도 암시한다. ‘돌

체’(dolce)로 지시되어 있는 곳은 피아노Ⅰ에서 아치형의 선율도 선보인다.

다음 악보는 B의 시작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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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9)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3악장, mm.107-116

B부분은 상행 셋잇단음표와 부점리듬, 장식음과 스타카토 등으로 경쾌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조성이 C장조로 되어 있지만, 임시표들도 색채적으로

사용되어 있다. 균등한 16분음표의 부재도 앞의 A부분과 구별되는 점이다.

A′는 A안에서의 변주로 일부가 삭제되어 있는 정도로 유사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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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4악장의 형식 구조이다.

(표24)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4악장의 형식 구조

구분 조성 마디

서주 B 1-31

A
a¹ b 32-71

b¹ D 71-143

A′
a² b→C 144-162

b² C→D→B 163-228

코다 B 229-270

위의 표는 서주가 있는 A(a¹ b¹) A′(a² b²) 의 형태로서 외부와 세부에

서 모두 변주적 진행을 보여준다. 조성은 같은으뜸음조와 관계장조가 지배

적인 가운데 두 번째 부분(A′)에서는 먼 조로의 전조 (b→C와 D→B)도

등장한다. 각 부분마다 변화 되어 나타난다.

  다음은 서주의 일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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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0)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4악장, mm.1-11

위의 악보를 보면, 제1악장의 서주를 연상시키는 트레몰로와 겹점리듬이

나타난 후 상대적으로 더 단순한 짜임새의 호모포니(‘chorale')로 마친다.

구조 자체는 단순하지만 3개의 페르마타와 아르페지오적 화음 진행, 다이

나믹의 극적 대비(sf vs pp)등이 즉흥성을 강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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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는 a1 의 시작 부분이다.

(악보41)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4악장, mm.32-39

위의 악보를 보면, 역시 제1악장의 제시부와 비슷하게 8va로 선율이 높은

음역에서 등장한다. 이 리듬은 제1악장의 마디35-36 리듬이 2배로 확대된

형태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확대된 리듬과 스타카티시모, 연속적인 sf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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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날레의 화려한 분위기와 장대함을 더해준다. 반면 b1부분은 이와 대조되

는 진행을 보여준다.

다음 악보는 b1의 시작 부분이다.

(악보42)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4악장,

mm.71-80

위의 악보를 보면, 구조는 역시 호모포니적으로 단순하고, 피아노Ⅰ이 높

은 음역에 놓여 있다. 그러나 “조용하게”(tranquillo)와 함께 다이나믹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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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p에 머무르고 있어 콘체르토에서의 솔로군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

다. 곳곳에 지시되어 있는 슬러도 부드러운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여러 개

의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 지시도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다음은 마지막 코다 부분이다.

(악보43) 모셀레스의 Grande Sonate Symphonique Op.112, 제4악장,

mm.228-233

위의 악보를 보면, 마지막 코다는 앞의 어느 악장에서도 나타난 바 없는

4마디에 걸친 ff의 2분음표 음가로 된 장대한 하강 화음을 보여준다. 이후

에 빠르게 상행하는 음형이 웅장한 피날레로 인도한다. 모셀레스의 곡은

중급 이상 수준의 곡으로 기교적인 면이 특히 두드러지는 곡이다. 여러 종

류의 리듬이 자유자재로 나옴으로 리듬감을 중요시해야 하며 섬세한 다이

나믹과 웅장하고 큰 소리 음량을 표현해 내도록 한다. 화려한 음향효과를

위해서 페달을 적절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화성 진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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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런던 피아노 악파에 속하는 다섯 작곡가들의 소나타들은 공통점과 차이

점을 모두 갖고 있다. 악장 수를 예로 들어보면, 2-4개로 다양하다. J. C.

바흐는 2악장이 주를 이루며, 클레멘티, 듀섹, 크라머는 2-4개의 악장 수를

골고루 갖추고 있고, 모셀레스의 소나타는 3-4 악장으로 되어 있다(예외적

으로 소나타 외에 론도, 성격소곡, 변주곡도 남겼다). 그들의 소나타를 각

각 한 곡씩 선별하여 분석해 본 세부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형식면에서는 다섯 명의 작곡가 모두가 제1악장을 소나타 형식으로 썼으

며 대체로 형식적 틀을 따르는 모습이다. 제2악장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론

도 형식을 적용했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클레멘티는 카덴

차를 삽입하고, 듀섹은 폴로네즈에 적용했으며, 크라머와 모셀레스는 즉흥

적 뉘앙스의 강화를 위한 론도+변주 형식을 선보인다. 제3, 4 악장 같은 경

우도 가장 많이 쓰인 형식은 역시 론도+변주 형식이다.

다섯 명의 작곡가들에게서 모두 나타난 제1악장에서의 소나타 형식은 제

1주제와 제2주제를 포함한다. 다만 두 명(J. C. 바흐와 클레멘티)만 초기

소나타의 형태를 보이며 발전부에서 제1주제만 활용하고 있다. 또한 두 사

람의 공통점은 재현부에서 제2주제만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른 세 명의

작곡가(듀섹, 크라머, 모셀레스)는 모두 발전부에서 제1, 제2주제를 활용했

으며 재현부도 제1, 제2주제가 재현되어 있다. 그 밖의 예외적인 진행으로

는 모셀레스 소나타의 재현부 코다에서 제2주제가 다시 활용되며 마무리되

는 것을 들 수 있다. 주제부는 대부분 두 세 개의 모티브 위주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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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바로크적인 모방, 반복, 확대, 변형을 거치기도 한다(J. C. 바흐). 19세

기 중반에 근접하는 모셀레스의 작품에서는 (사실 모든 악장이) 모티브적

인 진행과 아치형 선율 둘 다 등장한다. 제1악장의 조성은 대부분의 작곡

가가 전통적인 진행 방식인 관계장조나 단조, 근친조로의 전조가 많았다.

제2악장과(크라머)과 제3악장(클레멘티, 모셀레스)에 나오는 론도와 변주

형식은 곡의 규모가 매우 방대하며 여러 번의 전조와 경과구를 거치기도

한다. 제2악장이 느린 빠르기인 경우에는 선율이 주를 이루어 나타나기도

한다(듀섹 제1, 2악장). 모셀레스 같은 경우는 큰 3부분 안에서 론도와 변

주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악장간의 조성은 5도 관계와

관계단조 등으로 전형적인 진행을 보여 주지만, 악장 안에서는 선법이 가

미되어 있기도 하고(듀섹, 크라머, 모셀레스), 색채감을 더하기 위해서 반음

계와 전음계진행 뿐 만 아니라 감4도와 증4도 관계 조성으로의 과감한 전

조가 등장하기도 한다(모셀레스 제1악장 발전부).

화성은 Ⅰ과 Ⅴ가 중심인 기능적 화성이 전반적으로 쓰였지만 예외적으로

많은 임시표를 동반한 전조를 통해 곡의 색채감이 보완되기도 한다(크라

머, 모셀레스).

박자와 리듬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일관적인 박자와 리듬이 지배적이지

만, 변박의 사용과 함께 겹점리듬과 부점리듬이 두드러지는 곡도 있다(모

셀레스의 전 악장).

연주기법에서의 공통점으로는 울림이 많은 다양한 분산화음과 화성진행,

음역의 변화를 통한 음색효과 등을 들 수 있고, 낭만 음악에서 볼 수 있는

서정성과 음악의 폭넓은 표현기법을 많이 드러내기도 한다.

J. C. 바흐는 한 대의 피아노에서 나오는 선율과 반주를 피아노Ⅰ,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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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씩 반복함으로 동등한 위치에서의 역할을 제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음악적 요소들 또한 피아노Ⅰ,Ⅱ가 번갈아갈면서 연주하게 한다. 모

티브가 되는 주제선율을 모방할 때도 서로 대화하듯이 주고받거나 다른 음

정관계에서 모방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알베르티 베이스, 트릴, 트레몰로

와 16분음표 음계 등 보편적으로 큰 어려움을 요하지는 않고, 짜임새는 단

순하다.

클레멘티는 음색의 다양한 효과를 위하여 빠른 음형과 옥타브 사용 등의

음역 확대, 잦은 분산화음과 강한 터치 등을 특징으로 한다(듀섹과 그의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듀섹의 소나타는 선율의 옥타브 또는 3도와 6도 병진행 등으로 단순한

짜임새를 폭넓게 확대시키며 다양한 반주 패턴, 장식음, 반음계적 화성, 조

성의 확대 등으로 낭만적인 뉘앙스를 가미시키고 있다.

크라머는 제2악장에서 더 발전된 피아노 기교를 보여주는데, 긴 페달과

함께 32분음표 연음과 p-pp의 세밀한 구별 등이 그것이다(그는 건반을 얕

고 가볍게 터치하도록 요구했다).

모셀레스의 소나타는 관현악적인 뉘앙스와 풍부한 음향을 요구한다. 넓

은 음역에 걸친 빠른 음형과 셋잇단음표의 연속적 전개 등 열정적인 동시

에 기교를 갖춘 연주를 요구한다.

그 밖의 요소로서는 다이나믹을 살펴보았는데, 다이나믹은 극적인 음향

효과의 대비를 흔히 볼 수 있으며 특히 큰 음향을 요구하는 서주와 피날레

에 빈번하게 적용되어 있기도 하다(크라머, 모셀레스).

런던 피아노 악파의 듀오 문헌은 학생들과 전문연주자들이 피아노 교수

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에 다양한 양식과 음악적인 분석이 가능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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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런던 피아노 악파의 듀오 문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문헌 연구가 이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본고의 런던피아노 악파에 속한 다섯 작곡

가의 듀오 소나타 연구가 이들 작품의 연주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들의 다

른 작품들에 대한 연구와 연주 프로그램 개발로도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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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London Pianoforte School’s Piano Duo

Junghwa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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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As it went through the er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mid

18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various kinds of industries

developed throughout the society and culture in England. Regarding the

music industry, music publishing, musical instrument manufacturing,

and the construction of a large concert hall were carried out, and 'the

performing music' was established as a culture among the citizens. The

vitalization of the concert led talented foreign musicians to come to

London. And the mechanical development of the musical instrument, the

piano, also played a leading role in English music society.

The term 'London Pianoforte School' was not a confirmed concept in

early days, but it settled as an academic term gradually, applied to the

works of piano composers in England from the 1760s to the 1860. The

first person to use this concept was Alexander Ringer, who published a

paper in 1970 concerning those composers in England from the e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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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8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Later, in the 1980s, Nicholas

Temperley expanded the concept of 'London Pianoforte School' more

widely than Linger.

We may set the representative composers of the London Pianoforte

School J. C. Bach (1735-1782, Germany), Jan Dussek (1738-18, Czech),

Muzio Clementi (1752-1832, Italy), Johann Baptist Cramer (1771-1858,

Germany), John Field (1782-1837, Irland), George Frederick Pinto

(1785-1860, England), Ignaz Moscheles (1794-1870, Austria). They

affected each other a lot by exchanging various piano styles and

techniques, and through the late 18th century and 19th century. And

they became to get a lot of reputations over the Europe as well as

London through various dynamic changes and splendid piano techniques.

It mean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piano enabled the capacity of

expression to increase.

This background also created a new genre of piano music, 'piano

duo' is the typical example of it. Before the piano developed, that the

two players on a small keyboard was still no more than an

eye-catching event than an expanded musical effect. It refers to two

types of piano performing; two players for one piano, for Four Hands,

and two players for two piano. The piano duo works of the London

Pianoforte School are very important for the point of the view that they

are the cornerstone of the development of the piano duo genre.

Nevertheless, even a study of duo works on the School yet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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