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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한 악곡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조성음악이 화성에 기초하고 있다

는 사실에 근거하면 화성진행을 축약한 화성체계를 통하여 구조를 살펴보는 분석이 유효한 방법이

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 악곡의 구조가 화성체계에 근거해 질서 있게 채워지려면 먼저 화성체계

의 틀 자체를 시간의 흐름 동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화성체계란 조성음악에서 

기능화성이 만들어낸 위계질서의 결과이다. 문제는 ‘공간’과는 달리 ‘시간’은 소멸되는 속성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시간은 곧 소멸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음악적인 시간 안에

서는 기능화성에 따라 완성된 화성체계의 틀을 파악해야하는 목적을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

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필자는 이 장치가 ‘디자인의 제시와 제시 후 재현’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나타 형식에서 제시부의 주제가 원조를 이탈하여 조적 여행을 

마지고 다시 원조로 돌아올 때에 주제가 재현이 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형식은 객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 조성음악의 소나타형식에서 제시-재현이라고만 규정하여도 그 안에 내재된 화성체계

는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형식의 관점이 아니라 화성체계의 관점으로 디자인의 전개

를 살펴보아야할 때 발생한다. 어떤 한 순간의 ‘현재’를 실현시킨 디자인이 다시 재현될 때에는 어

떤 화성적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필자로 하여금 디자인과 화성체계의 상관관계

가 악곡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형식 분석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동기에서 출발하여 동기의 음형들이 

결합하는 악구, 악절 등으로 단위를 넓혀 악곡전체를 파악한다. 동기는 음정과 리듬의 2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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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합하여 특징적 성격을 갖춘 음형으로 이루어져있다.1) 다시 말해 동기란 선율적 내용을 갖춘

다는 의미이다. 조성음악이라면 당연히 이 선율에는 화성진행이 내포되어있다. 이러한 동기는 악곡

을 이끄는 기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반복될 것이며, 그 반복 동안에는 자유롭게 활용될 것이다. 

동기의 활용에 있어서는 동기 자체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기를 변주시킨다. 

따라서 활용 단계에 들어서면 동기의 특징을 보존하는 한편 그 동기로부터 변화를 구사해야하는 

양면성을 갖추어야한다. 필자의 판단에 이런 이유로 동기의 활용에서는 동기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보존’과 ‘변화’에 동기의 어떤 요소가 작동하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기 자체가 요소별로 해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기 

그 자체와 해체된 동기의 요소를 구별하고, 활용되는 동기의 요소를 ‘핵심 아이디어’로 표현하기

로 한다. 

본 연구는 주제에서 제시된 핵심적 아이디어가 악곡 전체에 어떻게 재현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화성체계의 구조를 확립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핵심 아이디

어의 ‘제시’후에 ‘재현’이란 악곡 속에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떻게’에 관한 논의에는 

‘이 활용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 시점이어야 하는지’,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화성체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며 구조를 구축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화성체

계 안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화음에 도달하는 조직적인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분석에서는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피아노 소나타 제 2번≫(Piano 

Sonata op. 2 no. 2)과 ≪피아노 소나타 제 23번≫(Piano Sonata op. 57)을 대상으로 한다. 필자가 

이 소나타들을 선택한 이유는 흥미롭게도 이 두 소나타를 통해 음악의 세 가지 요소인 선율, 리듬, 

화성을 매개변수로 활용하는 것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번의 주제에서는 핵심적 

아이디어의 리듬적 요소가, 그리고 제 23번에서는 선율음 - 에 내포된 화성적 요소가 악곡 전체

에서 활용되는 것을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선율음 -  관련하여 선율

구조를 분석해온 이제까지의 선행연구 범위를 벗어나 화성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이 핵

심 아이디어가 베이스의 화성진행에서 구조적 화음으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분석을 통해 밝힐 

것이다.2)

1) Arnold Schonberg, Fundamentals of Musical Composition(Faber & Faber,1970), 최동선 역 �작곡기법�

(서울: 세광출판사, 1991), 22-24.

2) 쉔커분석이론을 적용한 고찰에서는 선율음 - 에 대한 분석을 선율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음도 의 기능이 장식적이거나 연장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선율진행이나 선율구조의 분석에서 확인한다. 그

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화성적 관점에서 선율음 - 을 다루게 될 것이다. 화성적 관점의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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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아이디어의 리듬적 요소와 그 활용

필자는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제 1악장 A major의 경우 핵심 아이디어의 리듬적, 선율적 특징

이 악곡 전체를 운영하는 기본 동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리듬적 특징은 박과 

상관할 때에 그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다. 

(예 1-1) 제 1주제 마디1-20

2.1 핵심 아이디어의 세 가지 리듬형

이 소나타의 제 1주제 안에서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첫 악구를 시작하는 음형으로 약박의 8

분음표와 강박의 4분음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음형을 a로 정하자. 악구 시작에서는 이 음형 a가 

특별하게 리듬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곧 바로 이 음형 a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변주될 때에 보다 리듬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음형 b). 이 주제의 경우 ‘정해놓은 범위’

란 선율적 요인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음형 a+b에서는 조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해 음계의 옥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분석할 악곡의 경우에 음도 을 받쳐주는 화음이 선행연구의 선율적 관점에서 

밝혀놓은 것과는 다르게 이끔7화음과 딸림7화음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보아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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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 으뜸음과 딸림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 a는 으뜸음-딸림음의 4도를 하행도약하고, 그

리고 b는 딸림음-으뜸음의 5도를 순차하행한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음형 a와 b가 리듬적으로도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두 음형 모두 ‘약박-강박’의 성격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음가가 분할되

는 변주를 통해 각각의 음형은 리듬적으로 상이성을 갖는다. 박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지만 약박의 

8분음표가 4개의 32분음표로 분할되는 것은 리듬적 대조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①

②

③

(예 1-2) 제 1주제 세 가지 리듬형

이제 핵심 아이디어 a와 그 변주 b가 결합된 2마디가 이 주제의 첫 번째 동기가 된다. 필

자는 이 주제의 경우 기본음형과 그 음형의 변주가 결합되면서 ‘동기’라고 표기할 수 있는 만큼의 

강한 특징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동기를 기본 단위로 본다면 마디 

1-8까지는 딸림화음으로 종지하는 바르형식(Bar Form), 2마디+2마디+4마디의 악구로 설명된다. 더

욱이 이와 같은 두 음형의 리듬적 대조가 으뜸조의 조성을 으뜸음 라와 딸림음 미를 축으로 하는 

옥타브 분할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이어서 둘째악구를 시작하는 첫 음형은 여전히 약박에서 시작하는 음형 a가 8분음표를 

분절한 셋잇단음표로 변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음형을 c로 표기하기로 한다. 박의 위치는 위

의 a와 b에서처럼 약박이지만 선율진행은 이제와는 다르게 상행한다. 특히 상행진행은 3화음을 분

산한 도약으로 이루어진다. 음형 c로 시작한 선율은 나아가 강박의 4분음표가 8분음표로 리듬이 분

할된다. 음형 a와 b가 세 번째 음형 c와는 선율의 방향이 다르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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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공통점도 갖고 있다. 8분음표의 리듬분할 속에서도 선율이 드러내고 있는 윤곽은 역시 A 

major의 으뜸음과 딸림음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약박의 리

듬형 3가지는 이 소나타 전체에서 구조적 화음이 등장하는 순간에 동참한다.

(예 1-3) 제 1주제 기본동기와 변형

2.2 제 2주제의 화성적 딸림화음 

이 핵심 아이디어의 음형들이 제 2주제 안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 음형들이 어느 시점에 출

현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이 소나타의 경우 제 2주제는 먼저 딸림조의 단조모드로 

시작한다(마디 58). 같은 으뜸음의 장조와 단조가 딸림음을 경계로 하여 모드 전환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작곡가들에게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 악곡에서도 예외 없이 단조모드는 딸

림화음을 거쳐 장조모드로 전환된다(마디 84). 다만 딸림화음의 역할을 감7화음인 이끔음화음

이 대신할 뿐이다. 분석에서는 먼저 단조로 시작된 악구가 감7화음에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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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1) 제 2주제 마디 58-84

제 2주제를 시작하는 e minor에서부터 4마디의 악구가 규칙성을 갖고, g minor, B♭

major, D major를 동형진행으로 거치며 전조한다(마디 70까지). D major에 도달한 후부터 동형진

행의 단위가 2마디로 축소되고 이 구간에서는 딸림7화음의 내용이 연속된다(마디 73까지): 딸림7화

음의 내용에서는 V⁷-viio⁷-V 의 연결이 계류와 해결의 과정을 거치면서 근접하게 성부진행을 하고 

있다. 이 딸림7화음의 연속을 마무리하는 화음이 마디 74의 f#(viio⁷) 그리고 d#(viio )이다. 이 과정

을 베이스 선율선으로 보자면 반음계적 선율, 레-레#-미-미#-파#으로 순차상행하고, 마디 74에서 마지

막 음인 파#에 도달 후부터는 반복적으로 머물고 있다.3) 두 마디 동형진행의 규칙적인 단위를 이탈하

는 순간이 마디 76이다. 이제까지의 2마디 단위에 뜻밖에 음형 b가 추가된다. 이 추가로 인해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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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 잠시 규칙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그 한 마디 후에도 음형 b가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음형 b가 출현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동형진행의 단위를 새롭게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마디 74에서 상성부의 선율음이 음역 e³-d#³으로 연주되는 시점에서부터 동형진

행의 단위를 다시 정해보기로 하자. 필자가 이 출발점이 음악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

는 이유는 이 마디에서부터 상성부의 선율음이 이끔음, 레#을 시작하여 연장이 끝날 때까지 고정되

기 때문이다. 이제 마디 74에서부터 다시 동형진행의 단위를 3마디로 정해보자. 곧바로 동형진행이 

2마디(4박)로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축소는 흥미롭게도 오른손의 선율이 변주되어 핵심 음

형 a를 출현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로서 마디 77의 약박에서 마디 79 강박까지 제 1주제의 기본 

동기가 그대로 재현된다. 이제 음형 a를 통해 선율의 음고는 고정적으로 반복된다. 다만 선율적 매

개변수뿐만 아니라 화성적 매개변수 또한 고정된다. 다시 말해 하나의 화음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 

화음이 으뜸화음을 기다리는 감7화음의 이끔음화음이다. 이 연장 동안에 음형 b가 출현한 다음에

는, 애초에는 리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음형으로 역할을 했지만, 곧 바로 리듬적 성격을 버리고 오

로지 화음으로서만 역할을 하도록 변형된다. 

(예 2-2) 제 2주제 마디 58-84 화성축약

2.3 제 2주제에서 재현되는 기본 동기의 위치

선율과 화성이 모두 고정변수라면 이 구간에서 음악적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하는가? 필자는 이 

특별한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음형 a+b가 등장하는 마디 77-78을 기본동기의 재현으로 보

3) 본 논문에서는 알파벳의 음역표기 외에도 음이름의 표기를 알파벳과 한글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자의 표기는 화음(chord)의 이름으로, 후자는 선율음이나 화음의 개별적인 구성음의 음이름으로 구

별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d#의 감7화음은 레#-파#-라-도로 표기하도록 한다. 또한 베이스의 음일지

라도 선율선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음이름을 한글로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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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형진행의 첫 번째 반복에서 디자인이 압축

될 때에 2마디의 음형이 핵심 음형 a를 등장시켜 동형진행의 단위가 음형 a+b 2마디로 귀결되는 

계획은 매우 조직적이라고 하겠다. 필자가 이를 조직적이라고 단정하는 이유를 디자인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마디 84에서 장조모드로 전환될 때에 왼손 첫 박의 화음이 악구의 시작을 선언한

다. 이 화음 형태의 출현은 마디 80에서부터 준비된 것이다. 그러나 이 화음형의 내용은 이미 음형 

b가 출현할 때에 선율적으로 예비 된 것이다.

필자가 이 구간의 패시지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던 시작은 제 2주제 영역인 마디 76-78에

서 뜻밖에 마주한 제 1주제의 핵심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기본 동기의 온전한 출현 때문이다. 더욱

이 기본 동기의 출현이 예비 되고 변형되는 과정이 점진적이다. 먼저 원형 b, 이어서 결합하면 만

들어진 동기 ab 그리고 그로부터 변형된 ab의 반복! 따라서 필자의 제안은 ‘새로운’동형진행의 단

위가 마디 74의 감7화음, 파#-라-도-미의 출현에서부터 3마디로 구성되고, 이어서 2마디-1마디-1마

디-1마디로 축소되는 시간의 압축에 방점을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동형진행의 계획 속에서는 점진

적인 디자인의 압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형 b는 1박의 화음으로 변형되어 1마디 단위로 반복된

다. 결국 e minor에서 E major로 모드가 전환되는 변환점을 만들어주는 딸림화음 또는 이끔음 화

음의 출현은 중요한데, 이 소나타의 경우에는 d#의 이끔음 화음이 모드전환의 시점에 화성적 기능

을 하도록 하고, 이 화음의 등장과 연장을 핵심 아이디어의 음형으로 처리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형

식상 특정한 화음이 화성적으로 요구되는 순간에 핵심 음형이 출현해 그 순간을 구조적으로 받쳐

주는 것이다.

2.4 발전부에서 활용 된 음형 

이제 음형 c의 활용을 살펴보자. 이 소나타의 발전부의 화성체계는 장단조 혼용에 의해 등장하

는 C major(III), F 단-장3화음(vi-VI) 그리고 d minor(iv)를 통해 마디 203의 딸림화음, E 장3화음에 

도달한다. 발전부의 시작은 먼저 조표를 바꾸어 C major 위에서 제 1주제의 8마디 악구를 그대로 

재현한다. 이제 이 악구를 6마디로 줄여 동형진행으로 전개될 차례인데 A♭위에서 시작하는 동형진

행 동안에 딸림7화음인 E♭(마디 137)과 C(마디 143)를 거쳐 마디 149의 f minor에 일시적으로 도

달한다. 이 순간을 ‘일시적’인 조성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왼손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강박 화음에 

의한 강조 때문이다. 이 조성은 마디 157 이하에서 출현하는 C 딸림7화음을 거쳐 F major로 모드

가 전환된다. 장조모드에서는 음형 c로 시작하는 제 1주제의 둘째 악구가 등장한다. 필자는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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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에서 마디 176까지를 버금가온음조의 연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연장을 구축한 단조모드와 

장조모드의 디자인은 각각 제1주제의 첫째 악구와 둘째 악구의 활용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음형 c의 등장이 이후 발전부의 구조적 화성체계를 짚어주는 매개변수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이 음형의 동형진행이 d minor를 시작한다. 우선 음형 c의 특징적 

성격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예 3) 발전부 마디 181-183

8분음표를 분할하는 셋잇단음표의 3도 도약으로 만들어지는 3화음, 그리고 이 음형이 강

박에 도달하면서 만들어지는 옥타브의 3화음! 특별히 d minor의 출현에서부터는 음형 c의 성격이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되는데, 마치 음형 c가 3성부 짜임새의 모방으로 노래하듯이 전개된다. 특히 

이 옥타브를 펼쳐놓은 이 음형은 3성부가 각각의 음역을 옥타브 간격으로 달리하면서 반복하기에 

적합하다. 이 구간에서 다성적 짜임새의 동형진행은 2마디 단위로 5도권의 화성진행을 보여준다: 

d-g-c-F. 마디 187 약박에서 F major에 도달하면 동형진행의 단위가 축소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장되

어 5마디 단위로 화성이 이동한다: F-d-a-E. 이 마지막 화음 E 장3화음이 원조로 재현될 순간을 준

비하는 발전부의 마지막 딸림화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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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1) 발전부 마디 204-222

딸림화음의 시작과 연장동안에도 역시 동형진행의 디자인은 음형 c에 한정된다. 다만 짜

임새가 바뀌어 음형 c는 한 성부에만 남게 되고 왼손에서 2마디 단위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딸

림화음을 연장하는 디자인으로 활용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관찰해야할 것은 제 1주제의 재현을 준

비해야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3분할의 리듬형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상황에서, 제 1주제를 시작

하는 음형 a를 상기한다면, 2분할의 리듬으로 전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딸림화음의 연

장동안에 리듬을 3분할에서 2분할로 돌려놓아야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셋잇단음표의 리듬은 

해체되어야한다. 베토벤이 리듬을 해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작곡가는 음형 c를 구성했던 ‘3도 상

행도약의 3화음(x) 그리고 옥타브까지 이어지는 선율진행(y)’을 그대로 보존한 채로 2분할의 리듬

형으로 전환시켜 반복을 지속시킨다. 다시 말해 고정변수를 선율음의 도약과 옥타브 진행에 두고 

리듬적 변수만 작동시킨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듬의 분할체계를 2분할에서 3분할 또는 그 역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예술의 

속성 상 가장 큰 변화에 속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분할이 바뀌는 것 자체가 강박과 약박이 

형성하는 체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패시지의 경우에도 3분할과 2분할이 매우 대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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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분명하나 변화 사이에 공통분모가 들어있기 때문에 급작스런 이질감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예 4-2) 발전부 끝의 음형

3. 핵심 아이디어의 선율적⋅화성적 요소와 그 활용

아래의 예는 피아노 소나타 제 23번, 제 1악장의 제 1주제이다.

(예 5-1) 제 1주제 마디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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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센텐스 형식의 제 1주제 음형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첫 악구가 I-V의 화성진행을 유니슨의 선율로 진행하는 으뜸화음과 화

음반주의 딸림화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마디 1-4). 편의상 구별되는 모티브를 각각 x와 y로 표기하

기로 한다. 분석에서는 음형 x가 약박에서, 그리고 음형 y가 강박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구별해두

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제시된 xy는 그 끝에 2박의 쉼표를 포함시켜 4마디 악구를 완성한다. 

다시 xy가 마디 4의 약박에서 G♭major로 시작하여 반복한 후에 쉼표로 이어진다(마디 4-8). 이 휴

지 후 악구는 축소되어 유니슨의 x가 생략된 채로 화음반주의 y만 반복한다. 그러나 이 반복에 곧 

이어 둘째-셋째 박 위에서 새로운 음형 z가 왼손 저음에서 출현한다. 따라서 이 음형은 이제까지 

휴지로 처리되어왔던 순간을 채워준다. 더욱이 마디 9에서 시작하는 셋째 악구가 딸림화음 구간이

라는 사실은 이 음형이 들려주는 딸림음, 도(음역 C)으로 인해 보다 명확해지고 악구 종결의 느낌

도 분명해진다(마디 9-10). 

대조가 되는 저음에서 고정된 음고를 일관되게 반복하는 왼손 음형이 지루하기보다는 오

히려 음악적인 흥미가 이 순간에 집중되도록 한다. 새로운 음형이 출현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해 보이는 사실은 이 음형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마디 리듬이 지켜온 규칙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4마디의 악구 단위에서 첫째 악구와 둘째 악구 동안에 음형 y는 

홀수 마디 즉 마디 3과 마디 7에 위치하는 질서를 보여주는데, 음형 z의 추가 후에도 여전히 홀수

마디인 마디 9와 마디 11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변화가 있다면 다만 음형이 출현하는 

속도가 4마디 단위에서 2마디 단위로 빨라졌다는 것뿐이다. 이 관점에서보자면 제 1주제는 센텐

스 구조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뒤늦게 추가된 음형 z가 제 1주제의 형식을 완전한 센텐

스구조를 만드는 요소이다. 음형 z의 형식적 구조적 역할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에 관해 먼저 살

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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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5-2) 제 1주제의 세 가지 음형

센텐스형식은 화성진행에 맞추어 디자인의 압축이 일어나면서 목표점에 도달하는 구조이

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 소나타의 제 1주제는 음형 x와 y가 결합한 4마디의 규칙적인 악구로 시

작한다. 중개화음의 둘째 악구에서는 동일한 구조의 길이가 반복이다. 표준적인 과정을 따라간다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2마디로 축소될 차례이다. 이 두 마디의 악구에서는 음형 y로 축소되고, 축

소는 이제까지의 디자인이 점진적으로 압축되면서 계속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딸림화음 구간인 

마디 9-10에서 음형 y의 반복은 단순하지 않다. 쉼표를 대체해 출현한 새로운 음형 z는 ‘약박-강박’

의 2박 길이이다. 이 음형과 1박의 쉼표가 결합해 2마디 길이를 채운다. 이 마지막 넷째 박의 쉼표 

역시 중요하다! 마디 10의 넷째 박은 디자인의 압축이 지속되어 마지막으로 약박-강박의 음형 z만 

연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예비한 것이다. 이로서 늦게 등장한 음형이 디자인의 압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기본 음형으로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이다.4) 따라서 마디 16까지의 형식은 

I-♭II-V의 화성진행 안에서 주제 안의 주요 음형들이 점진적인 압축의 과정을 거쳐 목표점에 도달

한 후에 선율적인 연장을 갖는 센텐스구조로 분석된다: 4마디+4마디+2마디+1마디 3박+2박+2박+1

박+연장. 이 연장은 분산화음으로 처리된 선율적 장식이 추가된 것이다. 

4) 캐플린은 센텐스 구조에서 8마디 구조의 경우 기본 아이디어(basic idea)를 첫 두 마디에서 찾고 있다. 그러

나 필자는 이 악곡의 경우에는 특별하게도 기본 아이디어가 우선적으로 제시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

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획적으로 쉼표를 반복한 후에 예정해놓은 순간에 출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함으

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점은 ‘소리(sound)’와 침묵(silence)이 서로 대체 

가능한 요소인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제공하기도 하다. 참고, William 

Caplin, Classical form(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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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5-3) 음형 z의 출현과 시간의 압축

2박의 길이를 갖는 음형 z는 리듬적⋅선율적 성격을 갖고 있다.5) 약박으로 시작하는 3개

의 8분음표와 강박의 4분음표가 반음 순차하행하는 선율을 만든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동형진

행의 관점으로 정리하자면, 음형 xy에서 yz로 전환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음형 z는 이제 규칙적으

로 등장하면서 yz의 악구가 반복하는 것이다(마디 11-12). 언급한대로 축소의 점진적인 가속도는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 음형 z만이 반복하게 되는데 이 음형 z를 처음으로 포함하는 동형진행(마디 

9)에서부터 딸림화음의 연장이 시작되고 마디 16에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감

7화음이 결합하는 딸림7화음의 연장이다. 이 연장동안에 왼손의 저음에서 처음으로 화성적 딸림음 

도(음역 C)가 출현하는 것이다. 특히 선언적으로 등장한 음형 z를 통해 도달한 딸림음 도는 이 음

형의 반복을 통해 강조된다. 필자는 제 1주제가 시작되면서 선행 악구들 사이를 중단시켰던 쉼표가 

단순한 휴지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화성적 딸림음을 등장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시간 속에서 

질서 있게 자리 잡은 휴지라고 판단한다. 결국 딸림음 도는 쉼표, 다시 말해 ‘침묵’속에서 예비 되

었던 셈이다.

이제 음형 z의 화성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음형 z가 왼손의 저음에서 등장하는 

마디 10-13까지의 화성을 분석한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된다. 우선 간단하게는 레♭을 윗보조

의 비화성음으로 처리한다면 마디 10의 종지화음은 딸림화음이다. 그러나 마디 12에서는 viio (레♭-

미♮-솔-시♭)의 제 7음이 하행 해결하면서 딸림7화음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관계

가 화성적으로는 감7화음이 결합하는 딸림7화음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5) 이 소나타의 제 1악장이 분석의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사실이다. 악장 전체를 분석한 예를 보자면 대

표적으로 레티의 설명을 흥미로운 분석으로 꼽을 수 있는데, 그는 제 1악장을 분석하면서 기본적인 모티브와 

그 변형으로 14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가 기술해 놓은 분석의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에 그의 분석 목적에 부

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목록이 필요한 것이 맞다. 필자가 선정한 핵심 아이디어도 그 목록들 중에 들어있

는 한 개의 모티브일 뿐이다. 그러나 필자의 분석에서 오로지 한 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필요했던 이유는 

분석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경우에는 모티브가 되는 음형의 선율적 요소가 어떻게 화성

적으로 활용되면서 악곡 전체의 구조적 화음을 구축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Rudolph Reti, Thematic Patterns in sonatas of Beethoven(The Macmillan conpany 1967), 제 10장. 



디자인과 화성체계의 상관관계로 살펴본 핵심 아이디어의 활용    51

(예 6) 감7화음이 결합하는 딸림7화음

살펴본 대로 음형 z는 늦게 출현하지만 이제 이 악곡 화성체계의 구조적인 지점에 등장하

면서 전체적인 형식구조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 소나타에서는 음형 z의 선율음, 레♭-도가 핵심 

아이디어라는 판단을 여러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율적인 활용에서 그 방법들 중 하

나를 만날 수 있다. f minor 음계에서 이 선율음은 음도 - 로 표기된다.

예를 들면 제 1주제 동안에 동형진행으로 반복되는 첫째 악구와 둘째 악구의 시작음이 

각각 도와 레♭이며 I-♭II-V의 화성진행을 마무리하는 악구의 끝에 선율음 역시 도이다. 이 핵심아

이디어의 선율적인 활용은 제 2주제 안에서도 나타난다. 관계장조인 A♭major로 시작한 주제는 장

조모드에서 단조모드로 전환을 앞두고 딸림화음이 연장되는데(마디 43-51), 이 연장 동안에 모드의 

변화가 장단조혼용의 중개화음을 통해 예견된다. 바로 이 과정의 선율을 축약하면 2성부의 선율선

이 만들어지는데 윗성부 선율에서 핵심 아이디어의 선율음, 파♭-미♭로 재현되는 것을 만날 수 있다

(마디 42-47).  

(예 7-1) 제 2주제 마디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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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7-2) 제 2주제 마디39-48 화성축약

이제 필자의 주요관심은 선율음, 레♭-도의 활용을 화성의 구조(또는 화성체계)와 상관관

계를 갖는 형식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접근해보자. 위에서 언급한 a♭ 

minor의 영역은 마디 65에서 일단락된다. 필자는 여기까지를 제시부로 판단하고 있다. 이제 발전

부는 제 1주제의 음형 x를 활용하는 e minor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를 위해 전조과정을 

보여줄 재경과부의 패시지가 필요하다(마디 65-78). 전조를 위해서는 곧 바로 이명동음을 통해 표

기가 전환된다: 라♭은 솔#으로, 그리고 미♭은 레#으로! 물론 재경과부는 e minor의 딸림화음인 B 

장3화음에 도달하여야한다(마디 75). 그러나 딸림화음까지의 진행에서 여전히 장단조혼용이라는 

효과적인 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재경과부의 구간은 오히려 장조모드인 E major의 맥락으로 전개

된다. e minor로 시작한 발전부는 4마디 단위로 동형진행하면서, 베이스에 주요음을 음역으로 표

기하자면 E, C 그리고 AA♭을 강조한다(마디 87). 이 마지막 화음, A♭ 장3화음이 반음계적 화음, 

라♮-도-미♭-솔♭으로 변형되면 시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마디 89). 그러나 이 화음이 해결되

기보다는 다시 A♭화음으로 돌아간다. 단 이제부터는 A♭화음이 딸림7화음, 라♭-도-미♭-솔♭으로 구

성(마디 91)되는데 이 딸림7화음의 화성적 기능이 분명해지는 순간은 마디 93이다. 이 시점에서부

터 딸림화음은 연장되고 마디 109에서 으뜸음, 레♭으로 해결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마디 93에 

도달하기 전에 라♮와 라♭이 겪는 갈등이다. 더욱이 이 두 개의 음 위에 동일한 화성음들이 공존하

고 있는데, 그 결과 전위된 감7화음과 딸림7화음이 교대로 연속해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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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8-1) 발전부 마디78-93

3.2 이명동음의 표기를 사용한 활용방법 

잠시 감7화음의 이명동음 표기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단조의 음계에서 감7화음은 이끔음 위

에서 만들어진다. 이 화음은 장단조 혼용에 의해 장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옥타브를 단3도로 균

등분할하는 감7화음의 특성은 이명동음의 표기에 의해 화음의 구성음 4개 모두가 각각 이끔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감7화음을 전위의 개념을 적용해 자리바꿈을 표기하기도 하지만 전위에 

따라 베이스에 위치한 음들은 이명동음의 표기를 통해 또 다른 이끔음의 7화음으로 표기가 가능해

진다. 결국 감7화음의 전위는 이명동음 표기에 의해 4가지의 서로 다른 이끔7화음을 만들어내지만 

동일한 음향을 갖게된다. 이 4가지의 가능성이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면 후기 낭만의 전조체계에

서, 먼조로 이동하는 범위를 확대시키는 효과로 사용된다. 위의 라♮-도-미♭-솔♭ 화음 역시 이명동음을 

적용하여 라♮를 시♭♭으로 표기한다면, 새롭게 표기되는 화음은 도-미♭-솔♭-시♭♭ 화음의 세 번째 자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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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화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래의 예는 이끔음 위에 쌓인 감7화음의 기본위치와 전위형태, 그리고 각

각의 전위된 감7화음이 이명동음에 의해 또 다시 감7화음의 근음위치로 표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8-2) 감7화음과 그 전위의 이명동음

결국 분석한 구간의 베이스의 선율음은 시♭♭ 과 라♭의 반음관계가 대립하는 것이다. 이 과

정이 D♭ major로 진입을 준비하는 딸림화음의 영역이라면 이 베이스의 음들은 당연히 음도 ♭ -

로 읽힐 것이다.

(예 8-3) 마디 23-132 화성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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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발전부가 e minor로 시작한 후에 핵심아이디어가 ‘어떻게 첫 번째 전조과정

을 완성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D♭major에서 원조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이 이 핵심아이

디어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활용되는지를 살펴보자. 

(예 9-1) 발전부 마디93-134

두 번째 단락에서도 하행하는 3도권의 전조는 계속된다: D♭- B♭(마디 113)-G♭(마디 

117). 또 다시 이명동음의 표기가 필요하다: 솔♭을 파#으로, 시♭을 라#으로, 그리고 레♭을 도#으로! 

이 이명동음의 표기가 궁극적으로는 베이스 선율선이 D♭major의 으뜸음에서부터 시작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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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솔♭-라♭-라♮-시♭-도-레♭-미♭-파-솔♭까지 도달했던 순차상행을 계속해서 레♭에 이르도록 한다: 

솔♭-라♭-라#(시♭)-시-도-레♭. 마지막 음, 레♭이 이제까지의 상행진행을 완성하고 일시적으로 도달해

야하는 음이라는 판단은 바로 이 시점에서 리듬이 다른 새로운 음형이 등장하기 때문이다(마디 

123).6) 16분음표의 새로운 음형은 마디 130에 이르기까지 왼손-오른손으로 양분된 리듬이 교대로 

연결되며 질서 있게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 과정에서 왼손의 베이스음은 레♭-미♮-솔-시♭의 상행 

선율선을, 그리고 레♭-시♭-솔-미♮의 하행 선율선을 반복적으로 구축한다. 이 과정이 레♭이 음역 d

♭1에서 D♭까지의 넓은 음역 동안 연장되는 구간이다(마디 130). 아직까지 연장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 양성부에 교대로 분할되어있던 16분음표의 리듬은 오른손으로 이동하여 상성부만의 규칙적인 

리듬으로 전환되는데 이 규칙적인 리듬을 전제로 왼손에서 재현되는 음형 z는 레♭ 위에서 반복적

으로 출현한다. 이 음형이 일차적으로는 리듬적인 특징만을 재현하고, 이어 마디 132에 이르면 핵

심 아이디어의 선율적 특징, 레♭-도까지도 그대로 재현된다(마디 131-132). 

따라서 음형 z가 등장한 이후의 구간을 전후로 나누면 전반부(마디 131)까지가 레♭의 연

장 구간에 포함된다. 이제 두 음의 화음을 정리해보자. 위에서 언급한 레♭의 화성음들은 마디 132

에 등장한 도위의 화성음들과 동일하다. 따라서 마디 123이하 134까지의 구간은 핵심 아이디어에

서 밝혀놓았던 감7화음과 딸림7화음이 연계해서 만들어진 딸림화음의 연장으로 이 구간의 베이스 

선율선이 레♭-도로 축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9-2) 제 1악장 제시부-발전부 화성축약

6) 알드웰과 샤흐터는 감7화음과 딸림7화음의 관련성을 설명할 때에 감7화음이 근본적으로는 딸림7화음으로 해

결되는 보조음이나 계류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감7화음의 제 7음을 딸림음의 장식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동음을 적용한다면 사정이 달라져 제 7음은 더 이상 불협화음이 아니다. 따라서 감

7화음을 경우에 따라서는 딸림화음이 9화음으로 확장되는 맥락 속에서 ‘근음이 없는 딸림7화음’으로 파악하

고 화성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 악곡의 경우에도 이명동음의 효과를 발휘해 감7화음

이 단순한 장식의 역할을 넘어서 화성적 요소로도 활용될 수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Edward Aldwell & 

Carl Schachter, Harmony & Voice Leading(Thomson Schirmer, 2002), 38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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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발전부의 끝 또는 재현부의 시작에 등장하는 음형 

연장을 통한 레♭의 구간은 상대적으로 도의 구간보다 훨씬 길다. 이제 도의 연장을 기다릴 차

례인데, 왜냐하면 도는 원조로 돌아오는 재현부의 시작을 확인시켜줄 딸림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작곡가의 연장 방법은 무엇인가? 흥미롭게도 딸림음 위에서 재현부가 시작되면서 형식과 화성

이 불일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f minor의 딸림음 도가 원조로 복귀하는 으뜸음, 

파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제 1주제의 첫째 악구(으뜸화음의 분산화음)이 재현을 시작하는 것이다. 

페달음 도의 사용이 매우 흥미롭다는 사실은 제 1주제의 둘째 악구가 G♭major로 재현될 때에 드

러난다. 둘째 악구 또한 딸림음의 페달음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베이스 저음에 레♭이 등

장한다(마디 139). 결국 화성진행의 마무리가 딸림화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베이스 음은 다시 도

로 돌아오고 제 1주제가 끝날 때까지 연장된다(마디 144-151). 이로서 베이스에도 선율선 C-D♭-C

(음역 표기)이 구축된다. 먼저 제시부의 제 1주제에서는 핵심아이디어 레♭-도를 선율적 요소로 사

용하여 선율선, 도-레♭-도를 구축했던 점을 상기하자! 그러나 재현되는 제 1주제에서는 선율뿐만이 

아니라 화음을 담당하는 베이스에서도 도-레♭-도를 구축하면서 핵심 아이디어의 활용이 선율과 화

성진행 모두에서 동시에 실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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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0) 재현부 제 1주제 마디 140-149

이제 재현부 제 2주제를 살펴보자. 제 2 주제는 마디 174에서 원조로 재현된다. 다만 모

드가 당분간은 F major이다. 장조모드는 제 2주제 둘째 단락에서 단조로 전환된다(마디 190). 이 

단락은 I-♭II-V의 진행을 반복하는 동안 여전히 감7화음(미♮-솔-시♭레♭)과 결합한 V⁷화음(도-미♮-

솔-시♭)이 등장한다. 결국 제 2주제의 둘째 단락의 화성진행은 제 1주제의 화성진행과 같은 구조

를 갖은 셈이다. 선율음 - 는 짧은 화성진행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 비록 이 구간동

안에 베이스의 선율음 이 중개화음, ii 로 처리되기는 하지만 이 선율음의 출현은 스포르찬도로 

강조된다.

3.4 화성적 구조음으로 활용되는 선율음 -

이제 마디 204에서부터 시작되는 동형진행을 살펴보자. 이 동형진행의 경우 특이한 전개가 흥

미를 끄는데, 그것은 선행악구를 종지하는 선율음에서부터 시작한다. 먼저 강박에 길게 머무는 음, 

파(음역 FF)는 203의 아르페지오 선율진행을 마무리하는 ‘종지음’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형진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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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을 마디 204의 마지막 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디 206의 솔♭(음역 G)는, 외형적으로는 

앞마디에서 해석한 파와 유사해보이지만 상황이 크게 다르다. 오히려 솔♭은 오른손의 진행을 포함

하여 판단해볼 때에 앞마디의 선율로부터 독립적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구간의 동형진행은, 마디 

204의 강박의 파가 종지음이면서 동시에 시작음이라고 판단하고 파에서부터 출발하여 2마디 단위

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제 동형진행의 마디 단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시

작은 2마디의 단위로, 그 반복(마디 206-207) 후에 축소된 1마디(마디 208)로, 그리고 또 다시 축소

되어 연속되는 1박(마디 209)의 단위로 진행이 압축된다. 이 과정이 f minor로부터 부속7화음을 사

용하여 D♭major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예 11) 재현부 마디134-231 화성축약

이제 레♭의 구간을 설정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결론

부터 말하자면, 레♭(음역 D♭)이 도(음역 C)에 도달하면서 음형 z의 선율음 레♭-도를 구조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다만 과정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디자인의 변화를 살펴보자. D♭major

에서는 제 2주제가 활용된다. 이 주제 음형이 선율적으로 전개된 후에 도달하는 마디 218에서 디

자인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음형은 이 소나타에서 제시한 제 1주제와 제 2주제의 공

통분모이다. 이 시점에 상기해야할 한 가지가 있다. 이 소나타의 경우 제 1주제와 제 2주제가 공통

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는 화음의 구성음들이 도약하면서 선율진행을 만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리듬적으로 약박에서 16분음표로 분할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두 주제 사이에

는 유사성이 높다고 하겠다. 12/8박자는 점4분음표 1박이 8분음표로 3분할되는 4박의 복합박자이

다. 먼저 제 1주제는 4박의 박자체계에서 약박이 16분음표로 분할하는 리듬형을 갖는다. 따라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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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박이나 넷째 박에서 16분음표를 만날 수 있다. 또한 1박을 3개의 8분음표로 분할하여 ‘강-약-약’

으로 나눌 때에 마지막 약박이 분할된다. 제 2주제의 시작선율에서도 마찬가지로 둘째 박과 넷째 

박 또는 넷째 박만이라도 16분음표로 리듬 분할되고 있다. 이 리듬적 특징이 마디 218에서 시작되

는 왼손 음형에 담겨있다. 이 음형을 x로 표기하자. 1박 단위의 음형 x가 등장한 후에는 규칙적으

로 반복한다. 왼손에서 음형 x의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리듬의 규칙성 위에 세 개의 16분음표로 만

들어진 오른손 음형의 규칙적인 반복이 더해지면 -비록 양손의 리듬이 교대로 엇갈리고 있지만- 총

체적인 리듬은 궁극적으로 규칙적인 16분음표의 연속성을 갖게 된다. 비록 양손이 결합한 결과이

기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 구축한 규칙적인 리듬은 16분음표의 리듬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중간단

계의 역할을 한다. 마디 227 b♭화음(iv)에 이르면 앞마디에서 구축해 놓은 16분음표의 규칙적인 운

동이 계속되지만 디자인은 바뀌어 리듬은 오른손에 집중된다. 여기까지 베이스에서는 순차상행 선

율선을 동형진행의 단위가 축소되면서 레♭까지 구축한다. 이 과정을 베이스선율로 되짚어보자면 

시♭을 출발할 때에는 2마디 단위로, 이어서 2박으로, 그리고 1박으로 축소되면서 마디 226의 레♭

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화음이 iv⁶이다. 오른손의 16분 음표의 운동은 2마디의 동형진행으로 반복

되면서 먼저 마디 231의 딸림음 도에 도달하지만 16분음표의 리듬은 마디 235까지 계속된다. 이 

리듬이 유도하는 것은 결국 다시 핵심아이디어 레♭-도의 출현이다. 다시 말해 음형 z가 등장할 때

까지 16분음표로 분할된 리듬이 하행-상행으로 이루어진 2마디의 분산화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시키

는 것이다. 

(예 12) 마디 218-217 리듬형 전개

만약 이제까지의 분석에서 디자인이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마디 218에 방점을 둔

다면 화성체계는 f minor 위에서 전개되는 VI(D♭major)-♭II⁶(G♭major)로 축약하고 마디 218 이하

는 ♭II화음의 연장을 통해 딸림화음에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의 변화를 판단

하는 기준은 8분음표가 16분음표로 분할되는 시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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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31까지의 구간이 VI가 5-6기법으로 확장된 후에 딸림화음에 도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 비록 VI의 영역이, 위의 분석에서 언급한대로, 하위단락으로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구간 전체가 

공통적으로 음형 x에서 파생된 리듬의 매개변수를 활용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에 근거

한다면 이 구간의 화성축약에 의미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마디 210에서부터 등장하는 레♭이 

마디 217까지 연장된 후에 딸림음에 도달한다는 것은 바로 핵심 아이디어인 선율음 - 의 또 다른 

실현이기 때문이다. 다만 마디 229에서 출현하는 레♮이 구조적 선율음을 구축하는데 방해가 된다

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 음은 딸림화음으로 해결되는 부감화음이기 때문에 장식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나가면서

본 논문은 주제 또는 동기에 담겨있는 핵심적 아이디어가 ‘어떻게 리듬적⋅선율적⋅화성적으로 

활용되면서 악곡의 구조를 구축하는 요소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핵심적 아이디어의 리

듬을 매개변수로 활용하거나 선율과 리듬을 매개변수로 활용하는 경우를 각각 베토벤의 피아노소

나타 제 2번과 제 23번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핵심 아이디어에는 리듬적, 선율적, 

화성적 특징을 갖추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가능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 그 함축의 내용은 변

주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실현된다. 분석을 통해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핵심 아이디

어의 변주와 활용 모두 악곡 전체에 구조적인 응집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제 2번에서는 먼저 약박-강박이 결합된 기본음형이 변주를 통해 리듬적 대조를 이루는 음

형들로 변형된다. 변주에서는 박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분할, 3분할의 서로 다른 리듬형을 

파생시킨다. 박과 상관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리듬형이 세 가지인데, 이 리듬형들

은 제 1주제에서 제시된 후에 조성음악의 화성체계에서 구조적으로 강조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딸림조 영역의 연장에서 단조모드가 장조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의 화성적 딸림화음의 출현, 또는 발

전부 끝을 마무리하면서 재현부를 준비하는 딸림화음의 구간 등에서 활용된다. 특히 리듬이 해체

되면서 분할체계가 다른 리듬형으로 전이되는 과정은 주목할 만하다. 발전부에서 3분할의 리듬을 

갖는 음형 c를 활용해 딸림화음의 연장을 마무리할 때에 동시에 재현부를 준비하는 제스처로 2분

할로 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음형 c의 선율적 요소들은 고정변수로 남겨두고 리듬을 가변요인으

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서 리듬의 분할체계가 자연스럽게 2분할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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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번은 핵심적 아이디어인 선율음, 레♭-도( - )의 화성적 활용을 보여준 예이다. 이 

핵심 아이디어는 악곡의 화성체계에서 구조적인 화음이 필요한 시점에 베이스의 화성진행을 통해 

재현된다. 이와 같은 활용은 이제까지의 -  관련 선행연구에서 논의해온 선율진행 또는 선율구조

의 범위를 넘어서 조성음악의 두 축인 선율과 화성진행에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특히 소나타 형식의 화성체계에서 특정한 화음이 화성적으로 요구되는 순간, 예를 들면 발

전부의 딸림화음 등에 핵심 아이디어의 음형이 출현해 그 순간을 구조적으로 받쳐주는 것이다. 나

아가 큰 범위의 화성진행 안에서는 이 핵심적인 선율음이 감7화음과 딸림7화음이 연계되는 과정 

속에서 실현되면서 딸림화음을 연장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소나타를 통해 핵심적 아이디어가 

반드시 시작악구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 시기가 유연하게 정해진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제 1주제에서 선율적 특징( - )의 핵심 아이디어는 셋째 악구의 마무리에서 등장한다. 그러

나 등장의 순간이 선행악구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예비 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 예비는 선

행악구에서 ‘계획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쉼표가 수행한다. 

또한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해 화성체계 안에서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화음에 도달할 때에 

디자인의 점진적인 압축이 일어나 ‘어떤 방향으로 어느 화음까지 진행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형진행의 단위를 분절하는 기준을 설정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동형진행에서 조직적인 디자인의 압축은 화성진행과 절대적인 상관관

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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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tilization of Core Figure Examined in Correlation 

between Design and Harmonic System

Lee, Nae Sun

This paper is an analytic study how the core idea contained in the subject or 

motive works as an element that builds structure of music. We looked at the use 

of rhythm and melody of core ideas as parameters through analyses of Beethoven’s 

piano sonata No. 2(Op.2 no.2) and No. 23(Op.57), respectively. 

In No. 2, the basic motive combined with the weak beat-strong beat is 

transformed into the rhythmically contrasting figures through the variations. In 

variations, different rhythmic figures are derived while retaining characteristics of the 

beat. There are three different types of rhythms that are essentially identical, and after 

the first theme, these rhythms are employed to emphasize structurally within the form 

such as followings; the moment when the minor mode switches to major mode in 

dominant key prolongation where the harmonic dominant chord appears; or the 

dominant area at the end of the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the Recapitulation.

In No. 23, the key ideas are used to clarify the point of emphasis needed for 

the entire harmonic structure of the piece. The melodic characteristic of 6-5 

voice-leading appears belatedly in the Main theme. But, it is interesting to notice that 

this ‘moment of entrance’ is prepared in advance. The rest sign after the end of the 

phrase carries this mission. This key idea is reproduced through the structure of 

melodic progression in narrow areas and by the structure of bass harmonic 

progression in broad region.

This core idea signifies rhythmic, melodic, and harmonic content. This contents 

of the connotation are realized through variations or through diverse uses. The 

important fact is that both variations and utilization of core ideas are the main factors 

that give structural cohesion to the entir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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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화성체계의 상관관계로 살펴본 핵심 아이디어의 활용 

이내선

본 논문은 주제 또는 동기에 담겨있는 핵심적 아이디어가 ‘어떻게 악곡의 구조를 구축하는 요

소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핵심적 아이디어의 리듬을 매개변수로 활용하거나 선율을 

매개변수로 활용하는 경우를 각각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제 2번과 제 23번의 분석을 통해 살펴

본다. 

제 2번에서는 먼저 약박-강박이 결합된 기본음형이 변주를 통해 리듬적 대조를 이루는 음형

들로 변형된다. 변주에서는 박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리듬형을 파생시킨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리듬형이 세 가지인데, 이 리듬형들은 제 1주제에서 제시된 

후에 형식상 구조적으로 강조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딸림조 영역의 연장에서 단조모드가 장조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의 화성적 딸림화음의 출현, 또는 발전부 끝을 마무리하면서 재현부를 준비

하는 딸림화음의 구간 등에서 활용된다. 

제 23번에서는 핵심적 아이디어가 악곡 전체의 화성적 구조에 필요한 강조점을 명시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제 1주제에서는 선율적 특징( - )의 핵심 아이디어가 뒤늦게 등장한다. 그러나 

‘등장의 순간’이 선행악구에서부터 예비 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 예비는 악구의 마무리 

후에 자리 잡고 있는 쉼표가 수행한다. 이 핵심 아이디어가 좁은 영역에서는 선율진행의 구조를, 

그리고 넓은 영역에서는 베이스 화성진행의 구조를 통해 재현된다.

핵심 아이디어에는 리듬적, 선율적, 화성적 내용이 함축되어있다. 그 함축의 내용은 변주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실현된다. 중요한 사실은 핵심 아이디어의 변주와 활용 모두 

악곡 전체에 구조적인 응집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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