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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시작주제의 복귀 또는 재현(return, reprise, recapitulation)이란 첫 단락의 시작주제가 악곡 처

음에 제시되었던 모습으로 재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큰 규모의 소나타 악장뿐만 아니라 론도 악장

이나 큰３부분, 작은３부분이나 순환２부분형식을 구사하는 악장에서 시작주제(A)의 복귀는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소나타 형식에서 재현부의 시작은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주제와 조성이 동

시에 돌아오는 이중 복귀(double return)의 원칙으로 설명된다.1)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Bartoldy: 1809-1847)의 피아노곡집 <무언가>(Lieder ohne 

Worte: Songs without Words)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48곡으로 이루어져 있다.2) ＜무언가＞의 개

별 곡들은 대부분 ３부분형식 또는 순환２부분형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중간의 대조 단락 다음

에 항상 첫 단락의 재현이 뒤따른다.3) 이때 시작주제는 으뜸조에서 처음 등장했던 모습 그대로 출

현하며, 이를 위해 중간 단락 끝에 으뜸조의 V화음으로 끝나는 반종지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나 <무언가＞의 일부 곡들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재현 방식과 다르게, 조성적으로 불안정

1) 이중복귀는 ‘simultaneous retur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웹스터(James Webster)가 쓴 “Sonata form”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2001), 23: 688을 참고할 것. 그는 소나타 

형식을 규정짓는 중요한 원칙으로 이중복귀를 내세운다.

2) 이들은 6곡씩 묶어져서 ８개의 작품번호(Op.19, 30, 38, 53, 62, 67, 85, 102)를 붙여 출판되었다. 처음의 6

세트, 즉 36번곡까지는(Op.16, 30, 38, 53, 62, 67) 작곡가의 생존 시에 출판되었고, 마지막 두 세트(Op.85

와 102)는 사후에 남겨진 곡들을 모아서 출판사가 출간하였다.

3) 간혹 풀어쓴 순환２부분형식으로 ABAB′A, AABAB′A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단순 론도의 변

형(ABAB′A)으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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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애매한 상태에서 시작주제가 재등장한다. ＜무언가＞곡집에서 시작주제가 모호하게 재현되는 

방식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작주제가 으뜸조의 V화음위에 또는 V페달음위에서 재현된다(12, 29, 38번).4) 이때 

중간 단락은 주로 딸림예비화음인 IV나 vii°65/V 등으로 끝난다.

 2) 간혹 A′단락의 재현을 앞두고 으뜸조의 V화음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주제가 

비으뜸화음(vii°65/II)으로 시작한다(37번). 이로 인해 으뜸화음의 등장을 단락 끝의 

최종 종지까지 연기한다.

 3) 또한 시작주제의 첫 동기가 여러 조를 옮겨 다니며 출현하다가, 마침내 으뜸조로 돌

아와 재현된다(39번).5)

 4) 시작주제의 재현을 앞두고 III조성에서 머무르다가 갑자기 으뜸조의 V65화음이나 I화

음으로 시작주제가 복귀한다. 즉 으뜸조의 등장을 준비하는 일련의 화성진행이 빠져

있다(3, 11, 21, 22, 24, 36, 42, 45번).

 5) 위와 유사하게 III조성에 머물다가 시작주제가 III조성의 으뜸화음으로 일단 재현되고 

바로 으뜸조로 옮겨간다(33, 40, 41, 44번).

위의 재현 방식 중에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무난히 통용되는 방식이고, 두 번째와 세 번

째는 <무언가>에 한 번씩 등장하여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마지막 두 방식

에 집중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네 번째 방식에서는 으뜸조의 배경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

서 A′단락의 복귀가 이루어지므로, 조성적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며, 특히 B단락을 끝맺는 종지가 생

략되는 경우 단락 간의 겹침, 즉 도브테일링(dovetailing) 현상이 발견된다. 한편 시작주제의 첫 화

음을 III의 조성에서 재현하고 곧 으뜸조로 이동하는 마지막 방식에서는 두 조성이 맞물려 움직이

면서 B단락과 A′단락 사이의 조성적 경계가 불분명하게 처리된다. 

4) 이러한 재현방식은 베토벤의 ≪열정≫ 피아노 소나타(Op.57), 1악장의 재현부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때는 재

경과구에서 이미 V화음을 마련하고는 V페달음위에서 시작주제가 재현된다. 반면 멘델스존의 경우 중간단락이 

딸림예비화음으로 끝나고 이어서 A′단락이 V화음에서 시작하므로 그 효과는 다르다.

5) 39번곡(Op.85/3)에서 E♭장조의 IV6화음으로 시작하였던 주제가 G장조의 V9화음(마디 24)으로 그리고 F장

조의 V9화음(마디 26)으로 등장하고는, 최종적으로 E♭장조의 II화음(마디 27)으로 돌아와 재현된다. 헤포코

스키(James Hepokoski)와 다시(Warren Darcy)는 이를 False Starts라고 부르며, ‘Rhetorical Recapitulations 

beginning in a Nontonic key’의 여러 기법중의 하나로 본다(K.309와 K.465, IV악장). 그들의 저서 Elements 

of Sonata Theor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06), 260-263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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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주제의 모호한 복귀를 추구하는 경향은 ＜무언가＞의 초기 작품보다는 21번 이후의 

중기와 후기 작품(1841년-1847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무언가＞곡들은 작은 규

모의 간결한 형식을 구사하기 때문에 음악형식과 관련하여 매우 제한된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주제의 모호한 재현이라는 선택지는 작곡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탐구하였던 주제인 셈이다. 

이 글은 멘델스존의 모호한 재현 방식을 화성진행이나 성부진행, 단락간의 연결, 전체적

인 조성구조 등의 여러 관점에서 다루어보고, 이러한 재현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멘델스존의 독특하

고 창의적인 해법을 밝히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본문의 ２장에서는 시작주제가 모호하게 재현

되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으뜸조의 재현부로 접근해 가는지, 그리고 중간 단락(B)의 끝 부분

과 A′단락 시작의 화성적 연결이나 선율동기의 연결은 어떠한지를 면밀히 살펴본다. 이어지는 3장

에서는 위의 악곡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화성진행이나 성부진행, 그리고 전체적인 화성구조에 

관하여 알아본다. 마지막 4장에서는 중간 단락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III조성과 VII♯화음의 역할

에 대하여 논의해본다. 이전의 다른 작곡가들이 사용했던 VII♯화음의 기능과 멘델스존이 사용한 

VII♯화음의 기능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VII♯화음 다음에 나오는 III화음이나 64

화음의 역할에 관하여 고찰하고, 멘델스존의 독특한 64화음의 사용방식을 추정해본다. 

본 논문에서는 ＜무언가＞의 작품번호(Op.)와 ＜무언가＞곡집의 일련번호(1번부터 48번)

를 함께 사용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작품번호를 사용하지만, 잠시 언급하고 지나갈 때는 일

련번호만 언급할 것이다. 또한 편의를 위해 작품번호(Op.)안에서 몇 번째 곡인지는 작품번호 뒤에 /

를 두고 표시하기로 한다(예를 들어 Op.53, No.4는 Op.53/4로).

２. 시작주제의 복귀-실제 사례들

＜무언가＞곡집에서 첫 주제는 흔히 V65화음이나 I화음으로 시작하나 주제가 복귀하는 시점에 

화음이 바뀔 수도 있다. 시작주제가 V65화음으로 재현되는 경우를 먼저 알아보고, I화음으로 재현

되는 경우와 III화음으로 재현되는 경우를 차례대로 다루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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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작주제가 V화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시작주제가 V화음으로 재현되는 경우에 조성적인 모호함을 초래하는 두 가지 진행은 V7/V─V7 

진행과 VII♯─V65 진행이다. V7/V─V7 진행에서는 시작주제가 재현되는 순간을 전후로 하여 딸

림７화음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그 결과 으뜸조의 V7/V─V7 진행은 동시에 딸림조의 V7─V7/IV 

진행으로도 들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후자가 더 문맥에 어울리기도 한다. 24번곡(Op.53/6)의 

마디 34와 26번곡(Op.62/2)의 마디 29에서 발견되는데.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다음의 VII♯─V65 진행에서는 B단락에서 전조를 통해 III조성이 상당히 안정적인 입지를 

마련한 상태에서 딸림화음인 VII♯화음이 등장하고, 이 VII♯화음은 A′단락 시작의 V65화음으로 움

직인다. 22번, 24번, 36번, 그리고 단조인 21번곡에서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22번과 36번곡

을 살펴본다.

1) 22번(Op. 53, No. 4) F장조

느리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8분음표 리듬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작은 3부분형식의 악곡이다: 

A(마디 1-)─B(마디 10-)─A′(마디 18-). 중간 단락의 끝부분에 a단조의 V화음이 등장하여 다음의 

종지를 기대하는 순간 예기치 않은 64화음이 출현하고 F장조의 V65화음으로 이어진다(마디 

16-17). 같은 베이스음(E)이 a단조의 딸림음에서 F장조의 이끔음으로 재해석되면서 신속하게 으뜸

조로 진입한다(예 1). 일련의 진행을 으뜸조인 F장조에서 파악하면 E페달음 위에서 VII♯─(64)─

V65 진행이 된다. 한편 B단락을 마감하는 종지는 회피되며, 64화음으로 인하여 상성부에 음도5가 

미리 확보된다. 시작주제의 올림박 동기는 장식음을 포함한 ４음(C-E-D-C)인데, 앞서 느린 음가로

서 꾸며져서 등장한다(예-1에서 대괄호로 표시). 즉 시작동기가 B단락 끝과 A′단락 시작을 이어주

며, 단락간의 약한 화성적 연결을 상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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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22번(Op. 53, No. 4) 악보

2) 36번(Op. 67, No. 6) E장조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의 곡으로서 역시 3부분형식에 기반을 둔다: A─B(마디 28-)─A′(마디 

60-). 첫 주제는 마디 4에서 V65화음으로 시작한다. 첫 단락이 딸림조인 B장조에서 정격종지로 마

치고, 중간 단락은 g#단조로 옮겨간다. 베이스에서 두 차례 순차진행(마디 37-41, 45-50)을 통해 V

화음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보조적 D#-Cx-D#진행이 등장하여(마디 50-55) 종지를 지연시킨다. 그

러나 정작 기대하던 V화음 대신 64화음이 나오고, 결국 으뜸조의 V65화음으로 연결된다(예-2 참

조). 이때 2배속으로 느려진 화성리듬으로 인한 리타르단도 효과와 함께, 마디 60에서 확장된 올림

박으로 행세하는 V7화음이 주제의 복귀를 알린다.6) 결과적으로 문맥상 충분히 기대되었던 VII♯화

음은 나오지 않고, 대신 64화음이 등장하여 V65로 연결된다. 한편 시작주제의 동기 일부가 B단락 

끝에 미리 등장하여 단락간의 연결을 돕는다. 주제의 시작동기(B-A#-B-C#-B)의 아래보조음

(B-A#-B) 음형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출현함으로써(마디 49-57) 시작주제의 복귀를 예고한다(A#

음은 sf로 매번 강조된다). 이어 나오는 16분음표 음형에서(마디 57-60) 시작주제의 동기는 원래의 

리듬을 되찾는다.

6) 이 곡에서는 첫 주제가 등장하는 마디3을 올림박 또는 내림박으로 보느냐에 따라 악구리듬이 달라진다. 하이

퍼박자를 적용하자면 약박에 위치한 마디３을 올림박으로 보아야 할 것 같지만, 다른 곳(마디16-19, 28-31)

에서는 강박의 내림박으로 행세하기 때문에 악구리듬을 규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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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36번(Op. 67, No. 6) 악보

2.2. 시작주제가 I 화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시작주제가 I화음으로 복귀할 때 재현을 앞두고 으뜸조의 복귀를 알리는 공간을 별도로 두지 않

는다. B단락에서 주로 III조성을 유지하다가, 재현되는 시점을 앞뒤로 하여 으뜸조로 이동함으로써, 

두 조성이 맞물려 접합된 상태에서 주제가 재현된다. 두 가지 진행, 즉 III-I진행과 VII#-I진행을 알

아본다. III─I진행은 III조성의 딸림화음인 VII♯화음의 개입 없이, III조성의 I화음에서 바로 으뜸조

의 I화음으로 움직인다. 반면 VII♯─I진행은 III조성의 딸림화음인 VII♯에서 으뜸조의 I화음으로 

움직인다.

1) III ─ I 진행: 3, 42번

A장조의 3번(Op.19/3)곡과 B♭장조의 42번(Op.85/6)곡에서 발견되는 III─I 진행은 중간 단락

에서 확실한 정격종지를 통해 III조성을 마감하고 바로 3도 아래의 으뜸조에서 시작주제가 재현된

다. III조성의 I화음이 바로 으뜸조에서의 III화음으로 재해석되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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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I♯ ─ I 진행: 11, 45번

(1) 45번(Op. 102, No. 3) C장조 

이곡은 어린이를 위한 곡(Kinderstück)으로 순환2부분형식으로 되어있다. 두 번째 부분(B A′)은 

도돌이표를 두어 반복된다(마디 9-39). B단락은 VI조성(a단조)으로 시작하여 III조성(e단조)으로 옮

겨가서 반종지한다(마디 28). 그리고 네 마디 동안 페달음(B)위에서 VII♯화음을 유지하는 가운데, 

<예 3> 45번(Op. 102, No. 3)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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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부의 하행선율(B-A#-A-G#-G)과 내성부의 상행선율(B-C#-D#-E)로 64화음을 만들면서 으뜸조의 

I화음으로 이어진다(마디 32). 즉 VII♯─I진행의 중간에 64화음이 끼어든 모양새이다. 64화음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병행을 피할 수 있다(예-3).

(2) 11번(Op. 30, No. 5) D장조

3부분형식에 기반하는 곡으로 첫 부분(마디1-12)은 도돌이표로 반복된다. 중간 단락(마디 

13-24) 끝부분에서 지속적인 음량의 증가와 함께 III조성(f#단조)의 반종지를 목표로 움직인다. 그

러나 목표로 설정된 VII♯화음 대신에 64화음이 등장하고 한동안 머물다가 D장조의 I화음으로 연

결된다(마디 24). 이 64화음을 VII♯의 대체화음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III64화음으로 보아야 할

지, 또는 종지적 64화음으로 보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이 글의 후반부에서 이러한 종류의 특별

한 64화음에 대해 다룰 것임). 한편 A′단락을 시작하는 3도동기(F#-G-A)의 재현을 앞두고 B단락 끝

에서 같은 동기가 3도 위에서(A-B-C#) 세 차례 등장한다(마디 20-24, 예-4의 대괄호 참조). 이는 첫 

단락의 시작주제에서 F#-G-A동기가 A-B-C#동기로 이어지는 모습과는 반대의 순서이다(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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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 11번(Op. 30, No. 5)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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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작주제가 III화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시작주제가 III조성의 I화음으로 복귀하는 경우 VII♯─III 진행을 따르게 된다. 33번, 40번, 41

번, 44번에서 발견된다.

1) 33번(Op. 67, No. 3) B♭장조

이 곡은 오른손의 선율을 왼손이 16분음표 뒤에서 뒤따르며 시작된다. 단선율로 뒤따라가는 주

제는 안단테 tranquillo의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간결한 3부분형식: A─B(12-)─A′

(26-)에 기초한 곡으로서, 중간 단락이 d단조에서의 반종지에 도달한 순간(마디 20), dolce라는 지

시어가 등장한다. 이와 동시에 테너 성부가 A페달음에 고정되고, 베이스 성부는 V와 I를 오가며 결

국 V를 연장하는 가운데 A주제가 복귀한다(마디 26의 tranquillo). 즉 d단조의 영역이 공고히 확립

되어 있는 상태에서 A′주제가 d단조의 I화음으로 시작하는 듯이 보이나 곧바로 B♭장조로 연결된

다. 이때 두 조가 공유하는 d화음을 축화음(pivot chord)으로 삼아 자연스럽게 조의 중심이 넘어가

는데, 이는 곡을 시작하는 F-D 두 음만으로는 I화음인지 III화음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

으로 여겨진다. 한편 B단락과 A′단락은 유사한 동기사용으로 연결된다. 반종지후 상성부의 G-E-C# 

3음동기가(마디 20-21, 22-23) F-D-C#(마디 25-26) 동기로 바뀌고, 시작주제의 첫 동기인 F-D-C(마

디 26-27)로 연결된다(예 5참조). 이러한 동기 처리 방식은 단락간을 이어주는 연결기법(linkage 

technique)에 속한다.7) 

7) 연결기법이란 한 악구의 끝에 나온 동기가 다음 악구를 시작하는 동기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쉔커이론에

서 나온 용어로서 특히 브람스의 곡에서 자주 발견된다. Oswald Jonas,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Heinnrich Schenker, trans. and ed. John Rothgeb (New York: Longman, 1982), 7-9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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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5> 33번(Op. 67, No.3) 악보

2) 40번(Op. 85, No. 4) D장조 

역시 느린 빠르기의 곡으로 위 33번곡의 재현 방식을 유사하게 따라간다. ABA′ 3부분형식에서 

중간 단락(마디 11-19) 역시 III조성인 f#단조에서 강한 반종지(마디 19)로 마친다. 원래 시작주제는 올

림박없이 내림박에서 등장하였으나(마디 2), 재현될 때는 올림박에 f#단조의 V42─I6─VII6진행을 마

련하여 시작주제로 이끈다(마디 19-20). 따라서 재현되는 시작주제의 선율은 처음과 같지만 배경이 되는 

화음이 다르다. 즉 으뜸조의 I화음이 아니라 III화음 위에 나오고, 이어지는 f#단조에서의 I─V43/VI─VI 

진행은 D장조에서의 III─V43─I 진행으로 슬그머니 바뀌면서 계속 으뜸조에 머문다(예 6 참고). 흥미

롭게도 같은 VII♯─III진행과 상성부의 선율진행(G#-A)은 앞서 A단락의 마디 9에 등장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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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6> 40번(Op. 85, No. 4), 악보

3) 44번(Op. 102, No. 2) D장조

아다지오의 44번곡에서 발견되는 재현 방식 또한 위의 40번곡과 유사하다. 곡 전체가 ４마디씩 

규칙적으로 형성된 악구７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A─A′─B─A─B─A─B′로 나타낼 수 있다. 마지

막 A주제의 재현을 앞두고 가장 두꺼운 짜임새(6성부)의 G#9화음이 f로 등장하여 주목을 받게 된

다(마디 19). 그리고 베이스는 하행５도 연속진행으로(G#-C#-F#) 움직여서, f#단조에서의 V9/V─

V7─I진행을 만든다. 결국 A단락의 마지막 재현은 3도 위의 조성인 f#단조로 일단 시작하나(마디 

20), 곧 D장조의 I─V65─V7 진행으로 이어지며 으뜸조로 편입된다(음악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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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1번(Op. 85, No. 5) A장조

약간 빠른 41번곡은 간략한 3부분형식: A(5-)─B(13-)─A′(22-)에 기초하고 있다.8) 중간단락에

서 c#단조로 이동하여 반종지(마디 16)를 이루고, 이어지는 악구에서 정격종지(마디 20)를 마련한다. 

이때 정격종지와 함께 나오는 상성부의 동기는 시작주제의 동기와 매우 유사하다(C#-D#-B#-C#, 예-7

참조). 같은 C#음으로 시작하는 동기는 한번 더 반복된 다음에 C#음에서 D#-B# 대신 D-B로 바뀌

면서(마디 22) A단락의 재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위의 33번곡에서와 같이 두 단락(B-A′)을 

이어주는 연결기법(linkage technique)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c#단조와 A장조의 연결을 바라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정격종지를 

이루는 c#단조의 I화음(마디 20과 21의 둘째박)이 A장조의 III화음으로 기능하며 V65화음으로 움직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디 20-21의 왼손에서 옥타브 중복으로 강조되는 G#음이 

페달음으로 기능하며 계속 머물러 있다고 보면, c#단조의 64화음에서 같은 베이스음위의 V65화음

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후자의 견해를 따른다면, 이 진행은 위의 22번곡에서 살펴 

보았던 VII♯─(64)─V65 진행과 매우 흡사한 것이다. 

8) 이 곡에서는 독립적인 서주 유형의 도입부(마디 1-4)와 코다(마디 33-36)가 본문을 감싸는 테두리 역할을 하

고 있다. ＜무언가＞곡에 등장하는 도입부에 관하여 필자의 논문 “도입부의 재도입: 멘델스존의 ＜무언가＞,” 

�음악이론 포럼� 28/1(2021), 71-111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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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7> 41번(Op. 85, No.5) 악보

3. 시작주제의 모호한 복귀와 전체적인 화성구조

시작주제의 모호한 재현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재현 방식을 보여준

다. 그럼에도 이들 사이에 발견되는 화성진행과 성부진행에서 몇 가지 유사한 패턴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작곡가가 기저에 있는 구조적 화성진행의 틀 안에서 작업하였음을 알려주는 단서와도 

같다. 먼저 단락과 단락 간의 화성구조를 알아보고 전체적인 화성진행을 유추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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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락과 단락 간의 화성구조

1) A단락의 화성구조와 B단락의 조성

대부분의 ＜무언가＞곡에서 첫 단락(A)은 악절로 구성된다. 첫 단락은 계속 으뜸조에 머무르며 

정격종지하거나(I-I), 딸림조로 전조하여 정격종지로 마치는데(I-V), 후자의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위의 곡들은 모두 B단락에서 III조성을 향해 움직이며, 뚜렷한 종지로서 마감되거나, 종지가 회피되

기도 한다. 확실한 정격종지로 마치는 곡은 3번과 42번곡이고, 반종지로 마치는 곡은 21, 33, 40, 

44, 그리고 45번곡이다. 반면에 종지가 회피되는 경우는 11, 22, 24, 그리고 36번곡이다. 이를 으뜸

조의 화성진행으로 파악하자면, 정격종지로 마감하는 B단락은 III화음으로, 반종지로 마감하는 B단

락은 VII♯화음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2) B단락과 A′단락의 경계

B단락은 정격종지로 인해 III화음으로 끝나는 경우(3번과 42번)를 제외하고 거의 VII♯화음으로 

끝나고 있다. 여기서는 B단락이 끝나는 VII♯화음에서 A′단락이 시작하는 V65화음이나 I화음, 또는 

III화음으로 연결될 때의 성부진행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아래의 예들(예-8)은 비교하기 쉽게 모

두 C장조로 옮겨 제시된다.

(1) VII♯ ─ V65 진행: 21, 22, 24, 36번

B단락 끝의 VII♯화음에서 A′단락 시작의 V65화음으로 연결되는 진행에서 베이스는 음도7에 고

정되어 있고 나머지 성부들만 움직인다.9) VII♯화음이 중간의 매개화음 없이 바로 V65화음으로 움

직이는 경우는 오직 24번곡(Op.53/6)에서만 발견된다. 이때 두 성부에서 반음계적 변화(D#-D와 

B#-B)가 동시에 일어난다(아래의 예-8a참조). 그 외의 다른 곡들에서는 VII♯화음이 V65화음으로 

이동하기 전에 64화음이 끼어든다. 예를 들어 22번곡(Op.53/4)에서 베이스음위의 53화음이 64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65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부진행에서 반음계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예-8b). 한편 36번곡(Op.67/6)에서는 VII♯화음의 등장이 강력하게 암시되나, 64화음이 대신 

출연하여 V65화음으로 연결된다(예-8c).10)

9) 이 중 유일한 단조곡의 경우(21번, Op.53/3) 베이스가 자연단음계의 음도7에서 이끔음인 음도#7로 반음위로 

이동한다(F-F#).

10) 이러한 64화음을 III64화음으로 표기할지, 아니면 VII♯화음을 대체하는 종지적64화음으로 표기할지 확실치 않

기 때문에, 그냥 64화음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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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8a> 24번                 <예 8b> 22번                 <예 8c> 36번

(2) VII♯ ─ I 진행: 11, 45번

B단락 끝의 VII♯화음에서 A′단락을 시작하는 I화음으로 움직일 때 위와 유사한 성부진행이 발

견된다. 45번(Op.102/3)에서는 VII♯화음에서 I화음으로 연결되기 직전에 내성부들이 64화음을 향

해 움직인다(예-8d). 만약 중간의 64화음이 없다면 병행5도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의 

64화음은 이러한 병행문제를 해결해 준다. 한편 VII♯ 근음위치 대신에 등장하는 64화음에서 바로 

I화음으로 연결되기도 한다(11번, Op.30/5, 예-8e).

                 ＜예 8d> 45번                              <예 8e> 11번

(3) VII♯ ─ III 진행: 33, 40, 41, 44번

B단락의 VII♯화음이 재현시점의 III화음으로 연결되는 경우 VII♯의 근음이 마치 페달음처럼 행

세한다면, III화음도 VII♯화음의 연장 안에서 64화음처럼 들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III화음이 약박

의 위치에서 올림박처럼 등장할 때에 그러하다(33번과 41번). 시작주제가 단일 선율(음도5-3)로서 

불완전화음으로 등장하는 33번(Op.67/3)곡에서는 재현 시점에 III화음의 독립성이 약하다(예-8f). 

역시 III화음의 두 음만 나오는 44번곡(Op.102/2)에서도 그러하다. 반면에 재현시의 III화음이 확실

한 강박에서 내림박으로 등장하는 40번(Op.85/4)의 경우 III화음의 정체성은 나름 확고하다고 본다

(예-8g). 

III화음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악곡은 41번(Op.85/5)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재현이 III화음으로 시작하기에 VII♯─III─V65진행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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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반면, 일종의 페달음처럼 행세하는 베이스음(음도7)으로 인하여, 올림박의 III화음이 64화음

으로서 재해석되어 VII♯─(64)─V65 진행을 보여준다(예-8h). 이 중 후자가 더욱 설득력 있는 해석

이다.

        ＜예 8f> 33번                <예 8g> 40번                  <예 8h> 41번

요약하자면 VII♯화음으로 시작하는 세 종류의 진행은 시작주제의 재현이 어떠한 화음

(V65, I, 또는 III)으로 시작하는가의 차이를 두고 있을 뿐 기저에 있는 성부진행은 매우 유사하다. 

특히 VII♯─V65진행에서는 반음계적 성부진행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에 64화음이나 

III화음을 배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 밖의 진행에서 중간의 III나 64화음은 자연스러운 성부

진행을 위한 일종의 연결 화음으로서 기능한다. 멘델스존은 같은 진행을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고, 

매번 약간씩 변형된 형태의 진행을 제시하는데, 이들을 연대기 순으로 보면 VII♯─V65 진행(21, 

22, 24, 36번)에 비하여, VII♯─III 진행(33, 40, 41, 44번)이 비교적 후기 곡들에서 발견된다.11) 즉 

작곡가는 후기로 갈수록 VII♯─III 진행을 선호하여 III조성의 영역을 재현 시점까지 확장하고 조영

역간의 겹침 현상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전체적인 진행

위에서 살펴 본 A단락과 B단락의 화성구조, 그리고 B단락 끝에서 A′단락 시작으로의 화성진행

을 종합하여 악곡 전체의 화성구조를 추정해 본다. 곡의 처음부터 A′단락의 I화음을 목표로 움직이

는 대규모적 화성진행을 다음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1) 사실 사후에 출판된 두 곡집(Op.85와 102)은 작곡시기가 확실히 알려진 곡들도 있지만, 추정되는 곡들도 많

기 때문에 연대기적인 순서를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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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 V ─ VI ─ VII♯ ─ I 진행: 33, 36, 40, 41, 21번 

⦁ I ─ V ─ VI ─ VII♯ ─ (III) ─ I (33번)

⦁ I ─ V ─ VI ─ VII♯ ─ (V65) ─ I (36번)

⦁ I ─ V ─ VI ─ VII♯ ─ (III─V43) ─ I (40번)

⦁ I ─ V ─ VI ─ VII♯ ─ (III─V65) ─ I (41번)

⦁ I ─ V ─ III6 ─ IV6 ─ VII ─ (V65) ─ I (21번)

A단락의 조성구조는 I─V이며, 딸림조로 전조되어 정격종지로서 마감된다. 그리고 B단락

에서 V화음은 VII♯화음을 향하여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V와 VII♯사이에서 경과적 역할을 하는 VI

화음의 화성적 입지는 앞뒤의 화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B단락은 흔히 상행5-6 동형진행 패

턴을 기반으로 하여 반음계 진행과 으뜸화음화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33, 36, 40번). 한편 

유일한 단조곡인 21번곡에서는 유사한 베이스 진행을 따라가지만, 화음의 구성이 조금 다르다.12)

B단락의 VII♯에서 A′단락의 I화음으로 가는 사이에 III나 64화음, V65화음이 마치 괄호 

안의 진행처럼 끼어 들어간다. 상성부의 성부진행에서 음도5(33, 36번)나 음도3(41번)이 공통음을 

유지하며 두 단락을 이어준다. 이러한 전체적인 화성진행(I─V─VI─VII♯─I)은 I화음과 V화음을 

축으로 하여, I에서 V로 하행4도 이동한 다음 다시 I화음을 향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상행4도) 모

양을 한다. 즉 전체적인 윤곽은 아치모양의 팰린드롬(palindrome)을 따른다. 여기서 약간 변형된 

진행으로서 24번곡(Op.53/6)에서 발견되는 I─VI─VII♯─I진행이 있다. 이는 곡 전체의 진행이 아

니고 두 번째 A′단락부터 마지막 A′′단락까지 곡의 후반부에 나오는 진행이다.13)

2) I ─ III ─ VII♯ ─ I 진행: 22, 45번 

위의 진행과 확연하게 다른 점은 A단락이 으뜸조에 계속 머문다는 것이다(I-I). 중간 단락에서 

III화음으로 옮겨가고 점차 VII♯화음을 향해 움직인다. 이때 III는 전조를 통해 조영역으로 확립되

기보다 VI조성의 딸림화음으로서 등장한다. 22번(Op.53/4)과 45번곡(Op.102/3)에서 B단락은 III페

달음과 VII♯페달음에 머문다. 이러한 진행의 변형으로서 11번곡(Op.30/5)이 있다.14)

12) 이 곡의 전체적인 화성진행은 위의 각주8에서 인용한 필자의 논문, 82-86에 나와 있다.

13) 두 번째 A단락(마디 33-50)이 으뜸조(A장조)에 머물다가 B′단락(마디 51-66)에서 VI조성(f#)으로 옮겨간 다음 

III조성(c#)의 딸림화음인 VII♯화음(G#)으로 이동한다. 그리고는 A′단락(마디 66-82)을 시작하는 V65-I로 연결

된다.



시작주제의 모호한 복귀    85

3) I ─ (V) ─ III ─ I 진행: 3, 42번

A단락이 I─V구성으로 되어있고, 중간 단락에서 주로 III조성에 머물다가 A′단락의 I화음으로 

바로 이어진다(3번, Op.19/3). 이러한 경우 V에서 I로 가는 하행5도 진행이 아르페지오 진행(V─III

─I)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이와 유사한 42번곡은 A단락이 으뜸조에만 머물고 B단락이 III조안에서 

움직이기에 단순한 I─III─I 진행을 만들고 있다.

4. III조성과 VII♯화음의 기능

＜무언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VII♯화음이 다른 작곡가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VII♯화음과 얼마

나 유사한지 또는 차별화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VII♯화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기존의 

설명이나 견해를 알아보고, ＜무언가＞에 등장하는 VII♯화음의 기능은 이러한 설명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알아본다. 또한 ＜무언가＞에서 VII♯화음 다음에 등장하

는 64화음의 기능에 관하여 고찰해본다.

 

4.1. III조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멘델스존은 중간 단락에서 III조성과 그 딸림화음인 VII♯화음을 부각하여 

등장시키고 있다. 이는 모차르트가 소나타 악장 발전부에서 VI조성과 그 딸림화음인 III♯화음을 강

조하여 사용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피아노 소나타 K.332와 333, 그리고 현악사중주 K.465의 1악장 

등). III♯화음은 흔히 V/VI로서 표현되기도 하며, III♯위에서의 반종지는 1750년대부터 발전부를 

마무리하는 여러 방식 중의 하나로서 거론된다.15) 종종 이러한 III♯화음은 발전부의 조성계획에서 

가장 멀리 도달하는 지점으로 설정되고, 그로부터 다시 으뜸조로 돌아가는 진행이 재경과구의 작업

이 되기도 한다(K.533, 576).16) 또한 III♯에서 경과적 V43을 거쳐 바로 재현부 시작의 I화음으로 

14) 11번곡의 A단락은 I─V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흥미롭게도 B단락 시작에 강한 I7화음이 등장하여 상행5-6 

동형진행을 이끌고 III에 도달한다. 이러한 B단락의 I화음으로 인하여 A단락 끝의 V화음을 back-relating 

dominant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I─(V)─(I)─III─VII♯─I. 그렇다면 이 곡의 조성구조는 위의 진행과 유사하다.

15) 로젠(Charles Rosen), The Romantic Gener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582-583.

16) 래트너(Leonard Ratner)는 이를 ‘point of furtherest remove’라고 부른다. Classic Music: Expression, 

Form and Style (New York: Schirmer Books, 1980), 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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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기도 하는데(K.332, 333), 이때 제시부의 I─V 진행은 발전부의 III♯화음을 거쳐 재현부 시

작의 I화음으로 연결된다.17) 즉 I─V─III♯─I 진행에서 III♯은 V─I의 하행5도를 3도씩 분할하여 

아르페지오 진행으로 만든다.18) 

따라서 모차르트가 애용한 VI조성과 III♯화음이 ＜무언가＞곡에서 III조성과 VII♯화음으

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멘델스존의 III조성은 5도에 기초하는 조관계에서 볼 때 모차르트의 

VI조성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I─V─II─VI─III). 만약 III조성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VII조

성이 되는데, 이는 단3화음이나 장3화음으로 변형하여야 가능한 반음계적 전조가 된다. 이런 맥락

에서 III조성은 상행5도에 기초한 온음계적 조관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는 조성이다. 한편 VI

조성의 딸림화음인 III♯화음이 하나의 반음계 음을 포함한다면, III조성의 딸림화음인 VII♯화음은 

두 개의 반음계적 음을 포함하며, 게다가 이끔음 위에 기초하기에 으뜸조 환경에서 매우 불안정한 

화음이다. 그렇다면 다른 작곡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VII♯화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베토

벤과 슈베르트, 그리고 멘델스존의 다른 작품에서의 사용법을 살펴본다.

4.2. VII♯화음의 사용법－다른 작곡가들과 멘델스존 

1) 베토벤의 경우

벌스타인(L. Poundie Burstein)은 베토벤의 작품에서 발전부 끝에 나오는 VII♯화음에 주목하면

서, VII♯화음의 등장이 다른 화음보다 훨씬 과격하며 더욱 반음계적이고, 으뜸조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맥상 방향감각의 상실을 초래하며, 심지어 분열을 일으키는 효과를 낸다고 

한다.19) 가장 급진적인 경우는 VII♯─I진행이지만, 보다 일반적인 진행은 VII♯─V─I 진행으로서, 

중간의 V화음은 강하게 등장하거나 또는 알아차리기 힘들거나 단지 암시될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VII♯화음의 선택에는 선율동기(♯2, ♯4, ♯6 등이 포함된)와의 연관성이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제

17) 비치(David Beach)는 이러한 진행이 모차르트의 F장조 곡에서 주로 발견되며, 제１주제에서 I나 V의 아르페

지오 동기사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그의 논문 “A Recurring Pattern in Mozart’s Music,” Journal of 

Music Theory 27/1(1983), 1-30을 참조할 것. 그는 또한 두 가지 유형, I─V─III─I와 I─V─III─V─I를 구분

하여 다루고 있다.

18) 즉 III♯은 쉔커 용어로는 분할자(divider)가 된다. 이러한 하행 아르페지오 진행은 모차르트의 B♭장조 피아

노 소나타(K.333)와 베토벤의 F장조 바이올린 소나타(Op.24) 1악장 등에서 발견된다. 모차르트의 K.333, 1

악장 발전부의 세부적인 분석은 David Beach, Advanced Schenkerian Analysi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2), 24-29에 나와 있다.

19) “Surprising Returns: The VII♯ in Beethoven’s Op.18 No.3, and Its Antecedents in Haydn,” Music 

Analysis 17/3(1998), 2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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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 끝의 V화음에서부터 발전부 끝의 VII♯까지 대규모적인 화성진행으로서 순차적인 3도진행(V

─VI─VII♯)이 빈번하게 발견된다는 점을 벌스타인은 지적한다(이러한 상행3도 진행은 일부 ＜무

언가＞곡에서도 발견된다). 

충격적인 VII♯화음을 사용하는 예로서 벌스타인은 베토벤의 D장조 현악사중주(Op.18, 

No.3) 1악장을 제시한다. 발전부 끝의 VII♯화음이 슬며시 V65화음과 I화음으로 움직여서 VII♯─

V65─I 진행을 만든다(예-9).20) 강렬한 ff의 VII♯화음은 트레몰로 음형의 상행 아르페지오로 등장

하고, 베이스에 근음(C♯음)만 유지한 상태에서 제1주제를 시작하는 7도상행의 A-G선율(마디 

160-161)이 올림박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V65화음을 표현한다. 즉 여기서는 음도♯2-2과 ♯4-4

의 반음계적 성부진행은 표면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듯이 매우 극적인 순간에 VII♯화음을 

두어 놀라운 재현부 시작을 이끌어내는 베토벤의 기법은 하이든에게서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벌

스타인은 말한다. 다른 작곡가의 작품에서는 극도로 드물게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하이든의 작품 

중에 상당 수의 경우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21)

<예 9> 베토벤, 현악사중주 D장조(Op.18, No.3) 1악장

2) 슈베르트의 경우

벌스타인이 베토벤과 유사한 경우로서 언급한 슈베르트의 현악３중주 B♭장조(D.581, 1817년 

작곡) 1악장을 보면 발전부 끝에 페달음으로 등장하는 VII♯에서 바로 으뜸조의 V7화음으로 연결

20) 베토벤은 이 곡 외에도 2번 교향곡(역시 D장조)의 1악장과 4악장, 8번 교향곡의 4악장, 그리고 ＜웰링톤의 

승리＞에서 발전부 끝에 VII♯화음을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21) 벌스타인은 하이든의 교향곡과 실내악 등의 18곡의 목록을 싣고 있다(위의 글, 303). 그는 VII♯화음이 등장

하는 상당수의 하이든과 베토벤의 작품이 D장조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현상이 D장조의 고유한 성격과 

연관 있는 것이 아닌지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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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V7의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등장이 fp로 강조된다(예 없음). 그 외의 슈베르트의 소나타 

작품에서는 발전부 끝에 VII♯을 두는 진행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순환２부분형식으로 된 ≪악흥

의 순간≫(Moments Musicaux), D.780(Op.94) 첫 곡(C장조)에서 VII♯-I 진행을 만날 수 있다(예 

10). 중간단락이 VII♯화음위에서 반종지(마디 16)하자마자 한 마디의 쉼표가 뒤따르고, 시작주제의 

복귀를 준비하는 두 마디(마디 18-19) 반주음형이 제시된다. 반주음형에는 두 음(음도3과 5)만 등

장하므로 e단조의 으뜸화음인지 C장조의 으뜸화음인지 분간하기 애매한 상태이다. 그러나 곧 왼손

의 시작주제가 C장조의 으뜸화음으로 복귀하면서 조영역을 확실히 한다.22) 두 단락 간에, 그리고 

두 조성 사이에서 도입부는 마치 VII♯화음 위의 64화음처럼 등장하고 바로 I화음으로 연결되는 모

습이 위에서 살펴 본 멘델스존의 예(특히 33번곡)와 흡사하다. 그러나 멘델스존과 다른 점은 슈베

르트가 VII♯화음 뒤에 긴 쉼표를 두어 단락간의 단절감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멘델스존의 다른 곡 

그렇다면 멘델스존은 위의 선대 작곡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까? 벌스타인

이 그의 논문에서 베토벤과 유사한 경우로서 제시한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1번 E♭장조(Op.12, 

1829년)의 1악장을 살펴보자.23) 로젠(Charles Rosen)은 바로 이 악장의 발전부와 재현부의 연결지

점에 나오는 화음이 III♯(즉 V/VI)이 아니라, VII♯(즉 V/III)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멘델스존의 처

리 방식이 매우 독특한 것임을 설명한 바 있다.24) 

예-11에서 보듯이 VII♯화음에서 I화음으로 가기 전의 올림박에서 III화음(마디 176)을 거

친다. VII♯화음이 나오는 구간에서 근음인 이끔음을 외성간에 배치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재현 시

점의 I화음으로 가기 전에 베이스가 음도3으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외성간에 강렬한 8도 병진행

이 일어날 것을 중간의 III화음과 상성부의 B♭음이 막아준다. 이 III화음은 그전부터 지속되는 VII

♯의 연장 안에서의 64화음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진행은 위에서 살펴 본 ＜무언가＞45번의 진행

과 유사하다. 결국 멘델스존의 VII♯─(III)─I 진행은 큰 틀에서 보면 위의 베토벤이나 슈베르트의 

진행과 유사한 듯하나 미묘한 차이를 보여준다.

22) 이 곡의 분석을 위한 Q&A가 허영한, 한미숙 공저의 �조성음악의 구조와 분석� (예솔, 2012), 148-150에 실

려 있다.

23) Burstein, 위의 글, 301.

24) Rosen, The Romantic Generation, 58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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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0> 슈베르트, ≪악흥의 순간≫ D.78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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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1>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E♭장조(Op.12), 1악장

4.3. VII♯화음의 기능

1) VII♯의 기능－쉔커의 견해

위의 진행에서 VII♯화음의 기능을 생각해 본다. 벌스타인은 그의 논문에서 베토벤의 곡에 등장

하는 VII♯화음이 깊은 구조층에서 V의 대체화음으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그가 VII♯을 바라보는 

시각은 쉔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쉔커는 말년의 저서 �자유작법�(Free Composition)에

서 VII─V의 3도 진행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VII♯─V진행은 반음계적으로 변형된 3

도 진행으로 포함되어 있다(예 12).25) 단조에서의 VII─V진행은 자연단음계의 VII에서 V로 연결되

는데,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진행이다(7-♯7). 반면에 장조의 VII화음은 반음계적 변형을 통해 단

3화음이나 장3화음으로 변형된 화음으로서 V화음으로 연결될 때 반음계적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3도 진행은 쉔커이론에서 펼침현상(unfolding)으로서 설명된다. 즉 하나의 화음을 선율적으

로 펼치는 과정에서 내성의 음(음도7)이 외성의 음(음도5)으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VII♯

25) Heinrich Schenker, Free Composition (New York: Longman, 1979),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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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은 위계적으로 V화음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Fig. 111에서의 표기를 보면 V화음 아래에 기

둥을 붙임으로서 V화음이 VII♯보다 구조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6) 

<예 12> 쉔커, 자유작법, Fig. 111

2) ＜무언가＞에서의 VII♯의 기능

그렇다면 멘델스존이 사용한 VII♯화음도 V의 대체화음으로서, V화음의 펼침현상이 구현된 것

으로 보아야할까? VII♯─V65진행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고 여겨지나, 이들 모두가 그렇게 해석되지

는 않는다. VII♯화음으로 시작하는 진행에서 VII♯의 역할을 따져 보니,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VII♯이 V화음의 연장 안에서 등장, (2) VII♯이 III조성의 딸림화음으로 기능, (3) I화

음으로 연결되는 성부진행적 성격이 강한 화음이다.

(1) V화음의 대체화음으로서 기능: 24, 22, 36, 41번

VII♯─V65진행을 가진 곡들에서 VII♯화음은 V를 대체하는 화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24번(Op.53/6)곡에서의 VII♯─V65진행은 V의 펼침현상을 잘 표현한다(위의 예-8a). 또한 22번

(Op.53/4)에서도 음도7의 페달음위에 등장하는 VII♯─(64)─V65진행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V65화

음의 연장으로서 행세한다(위의 예-8b). 반면 VII♯화음을 대체하는 64화음만 등장하는 36번

(Op.67/6)곡에서는 64화음이 슬그머니 V65과 V7화음으로 이어지며(마디 57-60), 결국 V화음으로 

흡수된다(예-8c). 한편 VII♯─III진행에 기초한 41번(Op.85/5)곡에서는 III화음이 등장하지만, 강력

한 베이스음(음도7)이 복귀하면서 V7의 베이스음(음도5)으로 연결되므로, V화음의 펼침으로 해석

된다(예-8h).

(2) III조성의 딸림화음으로서 기능: 40, 44번 

VII♯─I진행 사이에 확실한 III화음이 끼어 들면서 주제의 재현이 일어나는 경우에 VII♯화음을 

26)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개리슨(Rodney Garrison)의 논문을 참조할 것. “Unrolling Schenker’s Ideas of 

Musical ‘Unfolding’,” Theory and Practice 37/38(2012-13), 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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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V의 대체화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40번(Op.85/4)곡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위

의 예-8g), III조성 안에서 딸림화음으로 기능하는 VII♯화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역시 VII♯

-III진행을 갖는 44번(Op.102/2)곡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이들 곡은 모두 느린 빠르기에서 III화

음의 등장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기에, VII♯은 자연스럽게 III를 준비하는 딸림화음으로 행세한다.

(3) III화음의 일부로서 I화음으로 흡수되는 경우: 11, 45번

이는 해석하기에 조금 애매한 경우일 수 있다. VII♯이 64화음으로 대체되는 곡에서 64화음은 

I화음을 꾸며주는 성부진행적 화음으로 해석된다. VII♯─I 진행에서 VII♯화음 대신 64화음이 강조

된 극단적인 11번(Op.30/5)곡을 보면 VII♯화음이 암시되지만 정작 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음

(음도3과 5)이 상성부에 계속 고정된다(마디 20-24, 예-8e). 예기치 못한 시작주제의 재현은 베이스

의 상행2도 진행(음도7-1)으로 실현되며, 이때 64화음의 베이스 음이 아래 보조음처럼 I화음으로 

움직인다. 한편 45번(Op.102/3)곡의 경우 VII♯화음이 점차 64화음으로 이동하다가 I화음으로 연결

되는데, 이때 VII♯화음을 도입하였던 증6화음으로 인하여 베이스에 보조음 음형(B-C-B)이 두 차례 

등장한(마디 24-28) 상태에서 재현시 I화음의 등장으로 다시 C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

다(예－8d).

그 외에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VII♯─III진행을 보여주는 33번(Op.67/3)곡에서 VII♯화

음의 기능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연결되는 III화음이나 V화음으로의 화성적인 진행감

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예-8f).

위의 벌스타인이 주장하듯이 베토벤과 하이든의 VII♯화음이 V의 대체화음으로서의 기능

에 충실하였다면, 멘델스존이 구사하는 VII♯화음의 기능은 보다 다양하다. 단지 V화음의 연장으로

서가 아니라 III조성의 딸림화음으로서 또는 64화음으로 대체되어 I화음으로 연결되는 선적인 화음

(linear chord)으로 표현된다. 즉 멘델스존 이전의 작곡가들은 VII♯화음을 V나 I로의 연결을 염두

에 두고 VII♯─V진행과 VII♯─I진행을 주로 사용했다면, 멘델스존은 VII♯화음에서 시작하나 중간

에 다소 불분명한 색깔의 모호한 화음들, 즉 III화음이나 64화음을 삽입하여 조성적인 방향성을 잠

시 흐리게 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끌고 가면서 다양한 느낌의 진행을 만들어낸다. 이렇듯이 VII♯화

음을 다소 불확실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다양한 문맥에서 구사하는 것은 확실히 이전 작곡가들의 

관습적인 VII♯화음의 사용을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작곡 방식으로써 멘델스존 고유의 차

별화된 화성어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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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4화음의 기능

이런 맥락에서 VII♯화음이 최종 I화음에 도달하기 전에 등장하는 64화음의 기능은 무엇일까 생

각해 본다. 이러한 64화음의 사용은 기존의 화성법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용법(종지적, 경과적, 보

조적, 아르페지오 진행)과는 다르다.27) 64화음은 그 자체가 불협화적이며(베이스와 위성부에 4도가 

발견되므로), 순차적인 성부진행을 하도록 돕는 비화성적 화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

다.28) 물론 위에서 살펴 본 곡 중에서 64화음이 VII♯와 V65를 이어주는 보조적64화음이나 경과적

64화음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22, 41번).

최근 템펄리(David Temperley)는 일반적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예외적인 64화음에 관

한 연구에서, 멘델스존의 64화음은 탁월한 상상력과 창의성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 점에서 동시

대인인 쇼팽과 슈만과 비교하더라도 멘델스존이 화성적으로 진보적임을 역설한다.29) 특히 <무언

가>는 흥미로운 64화음을 발견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라고 말한다.30) 멘델스존의 64화음 중에는 

관습적 사용의 연장이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64화음은 적합

한 이름을 붙이기가 힘들 정도로 불분명하며, 마치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한다. 일례로 위에서 살펴 본 11번곡에서 중간 단락 끝에 VII♯ 대신에 등장하는 64화음을 언급하

는데(위의 예-4 참조), 이는 종지적 64화음같이 보이는 동시에 목표적 64화음인 듯이 여겨지지만 

딱히 규정하기 어렵다고 한다.31) 11번 외에 36번과 45번곡도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결국 템펄리는 이러한 64화음을 관습적 사용이 연장된 또는 결합된 형태로서 해석하며 

더 이상 설명하기를 꺼려한다.32) 그러나 필자는 그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이러한 64화음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시작주제의 재현을 앞두고 등장하는 특별한 64화음은 처음에는 명백히 

27) 64화음 기법의 여러 유형에 관하여 Edward Aldwell, Carl Schachter, and Allen Cadwallader, Harmony 

and Voice Leading, 4th ed. (Boston: Schirmer, 2011), 11장과 20장을 참고할 것. 그밖에 Stefan Kostka, 

Dorothy Payne and Byron Almen, Tonal Harmony, 8th ed. (New York: McGraw-Hill, 2018), 9장과 

Robert Gauldin, Harmonic Practice in Tonal Music, 2nd ed. (New York: Norton, 2004), 16장을 보시오. 

28) 64화음에 관한 자세한 연구로 비치(David Beach)가 쓴 두 편의 논문이 있다. “The Functions of the 

Six-Four Chord in Tonal Music,” Journal of Music Theory 11 (1967), 2-31과 “More on the Six-Four,” 

Journal of Music Theory 32 (1990), 281-290.

29) David Temperley, “The Six-Four as Tonic Harmony, Tonal Emissary, and Structural Cue,” Intégral 31 

(2017), 1-25.

30) ＜무언가＞의 48곡 중 반 이상에서 전통적인 분류를 넘어서는 64화음이 발견된다고 한다. Temperley, 위의 글, 

20.

31) Temperley, 위의 글, 20-25.

32) Temperley, 위의 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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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을 대체하는 화음(즉 종지적 64화음)으로 등장하나 바로 보조적 성부진행에 충실한 화음(선적

화음)으로 바뀌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고 본다. 즉 64화음이 I화음으로 연결될 때 2개의 공통음을 

유지하며 베이스에 음도7-1진행을 마련하여 I화음에 대한 보조화음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64화음 앞의 딸림예비화음까지 포함한다면 베이스에 음도1-7-1의 보조적 진행을 만들게 된다(11번

과 45번, 위의 예-8d와 8e). 이러한 논지를 조금 더 확장하자면 VII♯ 다음에 나오는 III화음도 일종

의 64화음처럼 기능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즉 일련의 화성진행은 최소성부진행(minimal 

voice-leading 또는 efficient voice-leading)의 원칙을 따라 마련되었고, VII♯에서 최종 목표인 I화

음에 이르는 여러 방식 중에 64화음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본다(11, 45, 36번).33) 

그렇다면 멘델스존은 왜 근음위치나 63화음이 아닌 64화음을 사용했을까 생각해 본다. 

위의 논문에서 템펄리가 밝히는 64화음의 특성은 덜 안정적이고, 더 이동적이며, 높은 긴장을 유발

하는 화음이다.34) 멘델스존이 <무언가>에서 단락간의 접합지점에 배치한 64화음의 성격이 바로 

그러하다. 다음 화음(I나 V65)으로 이동하기 위해, 불안정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화음으로서 

64화음을 선택한 것이다. B단락의 끝에 등장하는 64화음이나 A′단락의 시작에 나오는 III화음은 주

제의 재현이나 으뜸조의 복귀를 더욱 불분명하며 모호한 제스처로 만든다. 즉 64화음은 형식적 단

락감과 명확한 화성진행을 동시에 회피하도록 만드는 탁월한 장치가 된다.

5. 나가는 글

시작주제의 재현이 모호하게 이루어지는 <무언가>곡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에서 발견되는 특징

적인 현상들, 즉 중간 단락에 강조되어 출연하는 III조성과 VII♯화음, 중간 단락과 재현 단락 간의 

선율적 연결과 화성진행, 전체적인 화성구조를 자세히 다루어보았다. 특히 VII♯화음에서 비롯된 

다양한 재현 방식들은 그만큼 시작주제의 재현에 대한 멘델스존의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한다고 본

다. 이는 멘델스존이 소나타 형식의 전통적인 개념을 수정하는 곳이 발전부의 끝부분이라고 말한 

로젠의 관찰과 어느 정도 상응한다. 흔히 발전부의 끝은 극도의 긴장으로 끌고 가는 순간으로 여겨

33) 이는 변형이론에서 “law of least motion”에 따라 최대한 공통음을 유지하면서(maximum common tone 

retention) 최소한의 성부진행(minimal voice-leading)으로 움직이려는 원칙으로 설명된다. Richard Cohn, 

Audacious Euphony: Chromaticism and the Triad’s Second N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2012), 

6-8 참조할 것.

34) Temperly, 위의 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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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데, 멘델스존은 오히려 에너지를 올리기보다 낮추는 순간으로 만들고 있고, 그럼으로써 시작주

제의 귀환은 강조되기보다는 살그머니 몰래 일어난다고 지적한다.35) 

이러한 처리방식이 작은 형식을 구사하는 <무언가>곡들의 재현 시점에도 발견된다. 멘델

스존은 VII♯화음을 강조하는 한편, 재현을 위한 으뜸조의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현을 

시도한다. 또한 64화음을 도입하여 조성적 불안감을 높이고, 64화음 이후에 갑작스러운 반전과 재

현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한다. 심지어 III조성을 재현 시점에도 계속 유지하다가 으뜸조로 이동하

기도 한다. 따라서 중간 단락의 종지가 회피되고 조영역이 겹쳐지면서 단락간의 겹침 현상이 일어

나게 된다. 즉 의도적으로 시작주제의 재현 시점은 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처리된다. 

쉔커와 벌스타인이 베토벤과 하이든의 작품에서 단지 V화음의 연장으로서의 VII♯의 기

능을 명시하였다면, <무언가>곡집에서는 여러 다양한 기능을 하는 VII♯을 관찰할 수 있었다. 확실

하게 V화음의 대체로서 기능하는 VII♯화음이 있는가 하면, III조성의 충실한 딸림화음으로서 기능

하기도 한다. 또한 VII♯을 대체하는 64화음이 I화음으로 연결될 때 III조성에서 I조성으로 흡수되

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64화음이 보조적인 선적인 화음(linear chord)으로 기능하기 때문이

다. 결국 VII♯─I 진행 사이에 끼어 등장하는 64화음은 형식적 문맥과 조성적 상황에서 더욱 모호

함과 불안정성을 야기하는데, 이러한 64화음의 사용은 멘델스존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곡 방식으

로 간주된다.

<무언가> 즉 ‘가사 없는 가곡’(Lieder ohne Worte)이라는 제목은 작곡가가 스스로 붙인 

것으로서, 낭만시기에 ’시적인 기악음악’(poetic instrumental music)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것으

로 여겨진다.36) 혁신적인 낭만음악의 장르를 시작한 <무언가>곡집이 아이러니하게도 19세기 초 

중반의 비더마이어 시기의 대표적인 가정음악으로 간주되면서, 아마추어를 위한 쉬운 음악으로 평

가절하의 길을 걷게 되었다. 심지어 전문 피아니스트가 연주회에서 <무언가>를 연주회 프로그램에 

올리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37)

35) Rosen, “Felix Mendelssohn at 200: Prodigy without Peer,” in Freedom and the Arts: Essays on Music 

and Litera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175.

36) 그 이후에 다양한 제목을 지닌 곡들이 시적－기악음악의 장르에 포함된다(예를 들어 슈만의 로망스나 판타지 

등). Julian Rushton, “Music and the Poetic,” in The Cambridge History of Nineteenth Century Music, 

ed. Jim Sam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01), 163 참조. 한편 ‘무언가’라는 장르를 처음 고

안해낸 사람은 그의 누나인 Fanny Mendelssohn이라고 한다. 그녀는 그녀의 피아노 작품에 “Songs for 

Piano”라는 제목을 붙였다. Richard Taruskin, Music in the Nineteen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84쪽을 보라.

37) 일례로 1947년에 있었던 연주회에서 피아니스트가 <무언가>의 일부 곡을 연주회 프로그램에 올린 것에 대해

서 당시 비평가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Donald Mintz, “1848, Anti-Semitism,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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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무언가>를 바라보는 음악학자들의 시각도 그리 호의적이

지 않았고, 진지한 학문연구의 대상으로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38) 일례로 로젠

은 <무언가>가 모차르트적인 우아함을 가지고 있으나, 모차르트의 극적인 힘이 결여되어 있고, 또

한 슈베르트적인 서정성을 가졌으나 슈베르트의 강렬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39) 즉 <무언가>

곡들은 매력적이긴 하나, 도발적이거나 놀랍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는 슈말펠

트(Janet Schmalfeldt)는 형식, 동기와 화성의 처리에서 보여주는 작곡가의 포괄적이고 과정적인 접

근방식은 매우 심오한 복잡성과 모호성을 드러내며, 이러한 영역에서의 변형들은 충분히 놀랍고도 

도발적이라고 말한다.40)

그동안 학문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아 온 <무언가>곡들은 더욱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41) 사실 작은 규모이지만 음악적 구성과 내용면에서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논리와 극적인 강렬함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들어 다행히 몇몇 이론가들, 주로 

쉔커이론을 적용하는 이론가들이 개별적인 곡을 집중 탐구하거나 리듬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등 꾸

준한 관심을 쏟고 있다.42) 최근에 필자가 쓴 논문과 함께 본 논문이 멘델스존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43)

Mendelssohn Reception,” in Mendelssohn Studies, ed. R. Larry Tod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31.

38) 최근에 국내 음악학자들이 출간한 멘델스존에 관한 연구도 있다. 민은기 외 �펠릭스 멘델스존: 전통과 진보

의 경계� (서울: 음악세계, 2009)를 참고할 것.

39) Rosen, The Romantic Generation, 589.

40) 그녀의 글, “Mendelssohn the ‘Mozartean’,” in In the Process of Becoming: Analytic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Form in Early Nineteenth-Century Mus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93-194 참조하시오. 

41) ＜무언가＞곡집만을 다루는 저서로는 요스트(Christa Jost)의 Mendelssohns Lieder ohne Worte (Tutzing: 

H. Schneider, 1988)가 있다.

42) 특히 샤흐터(Carl Schachter)와 로쓰스타인(William Rothstein)의 연구가 가장 괄목할 만하다. 샤흐터는 46번

(Op.102/4)을 “Rhythm and Linear Analysis: Aspects of Meter,” The Music Forum 6/1(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1987), 1-51에서 자세히 분석하였고, 25번(Op.62/1)을 “The Triad as Place and Action,” 

Music Theory Spectrum 17/2(1995), 152-158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로쓰스타인은 그의 저서 

Phrase Rhythm in Tonal Music (New York: Shirmer Books, 1989)의 6장에서 12번(Op.30/6), 1번

(Op.19/1), 26번(Op.62/2), 16번(Op.38/4), 44번(Op.102/2)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캐드월러더

(Allen Cadwallader)도 25번(Op.62/1)과 37번(Op.85/1)의 분석을 “Form and Tonal Process: The Design 

of Different Structural Levels,” in Trends in Schenkerian Research, ed. Allen Cadwallader (New York: 

Schirmer Books. 1990), 1-21에 싣고 있다.

43) 한미숙, “도입부의 재도입: 멘델스존의 ＜무언가＞,” �음악이론포럼� 28/1(2021), 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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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펠릭스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Bartholdy), 무언가(Lieder ohne Worte; Songs without 

words), 주제의 재현(return, reprise, recapitulation), 모호함(ambiguity), 소나타형식(sonata 

form), ３부분형식(ternary: three-part form), 순환2부분형식(rounded binary; rounded 

two-part form),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하이든(Franz Haydn), 슈베르트(Franz 

Schubert), 64화음(six-four chord), 찰스 로젠(Charles Rosen), 쉔커(Heinrich Sche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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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biguous Return of the Beginning Theme in 

Mendelssohn’s Songs without Words

Mi Sook Han

Since the pieces of Mendelssohn’s Songs without words are mostly based on the 

concise small ternary or rounded binary, the return of the beginning theme after the 

middle contrasting section is deemed necessary. In some pieces of Songs without 

words, the initial theme returns in the tonally unstable and ambiguous context. For 

example, as soon as the middle section ends on VII♯(the V of the III key), the initial 

theme reappears in the tonic key(Op.30, No.5, Op.53, No.4, Op.53, No.6, Op.67, 

No.6, Op.102, No.3). Or the key of III of the middle section continues to the point 

of thematic return. Thus, the actual return takes place on the tonic of the III key, 

and then moves to the tonic key shortly afterwards(Op.67, No.3, Op.85, No.4, Op.85, 

No.5, Op.102, No.2). In these cases Mendelssohn’s quite intentional treatment of the 

obscure return results in the overlap of two tonal areas(III and I), and the obfuscation 

of the formal division between B and A′ sections.

The current paper investigates Mendelssohn’s very unique and creative solution 

of the thematic return by examining the specific cases in which the ambiguous return 

occurs, and by analyzing the harmonic progression and voice leading between two 

sections(B and A′), melodic connection such as linkage technique, and overall tonal 

structure. Considering the function of the VII♯ chord at the end of B section, I have 

attempted to address how Mendelssohn’s use of the VII♯ differs from the other 

composer’s treatment of the VII♯, and to deal with the interpretation of problematic 

64 chords which mediate between VII♯ an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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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주제의 모호한 복귀:

멘델스존의 ＜무언가＞

한미숙

멘델스존의 ＜무언가＞곡들은 대부분 간결한 형식(３부분이나 순환２부분)에 기초하고 있어

서, 중간의 대조 단락 이후에 시작주제의 복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무언가＞의 일부 곡에

서는 시작주제가 조성적으로 불안정하고 모호한 상태에서 재등장한다. 예를 들면, 중간 단락이 III 

조성의 딸림화음인 VII♯화음으로 마치고 나면 준비과정 없이 갑자기 시작주제가 으뜸조로 복귀한

다(Op.30, No.5, Op.53, No.4, Op.53, No.6, Op.67, No.6, Op.102, No. 3). 또는 중간단락의 III

조성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시작주제의 재현이 III 조성의 I화음 위에서 일어나고, 곧 으뜸조로 

이동하기도 한다(Op.67, No.3, Op.85, No.4, Op.85, No.5, Op.102, No.2). 이렇듯이 첫 주제의 

재현 시점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정됨으로써, B단락과 A′단락 사이에 두 조영역(III와 I)이 겹

쳐지며, 단락간의 형식적 경계가 불분명하게 만들어진다.

본 논문은 멘델스존의 모호한 재현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들 곡에서 발견

되는 화성진행과 성부진행, 종지여부와 단락간의 선율적 연결(linkage technique), 전체적인 화성

구조를 다루어 보면서, 시작주제의 재현에 관한 멘델스존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추적해본

다. 이와 관련하여 멘델스존이 중간 단락을 끝맺는 화음으로 설정한 VII♯화음이 다른 작곡가들이 

사용한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VII♯화음과 I화음 사이에 자주 등장하

는 64화음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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