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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센텐스, 악절, 하이브리드 주제, 그리고 복합주제

<캐플린(1998) 이전과 이후의 용어 변화>

1. 1980년대 이전의 교재들

(1) Berry(1986)의 악절

① 정의
Ÿ “The single period is a pair of consecutive phrases, the second ending with a cadence

which is more final and positive in effect than that of the first.”(p. 15)

② 종류
Ÿ “... the phrases are in parallel construction￣i.e., of the same motivic material, ...”(p. 15)
Ÿ “...is another specimen of period from without parallel motivic construction,...”(p. 16)
Ÿ “In a double period the bipartite structure is expanded so that the antecedent element is

of two phrases, as in the consequent part, with a perfect authentic cadence delayed until
the end of the final phrase.”(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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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een(1979)의 악절

① 특징 
Ÿ “The tonal structure of both phrases can be considered as comprising a single harmonic 

movement.”(p. 55)
Ÿ “The final phrase of the period completes a harmonic movement that the preceding phrase 

or phrases had left incomplete.”(p. 56)  

② 종류
Ÿ “...illustrates a symmetrical period in which both the antecedent and the consequent have 

been extended to two phrases. Since each component part of this symmetrical period 
consists of two phrases, we refer to this type of larger unit as a double period.”(p. 64)

Ÿ “This kind of correspondence between the opening bars of two similar phrases is termed 
parallel construction and results in a parallel period.”(p. 65)

Ÿ “A two-phrase period consisting of dissimilar phrases is referred to as a contrasting 
period.”(p. 66)

(3) Spencer(1988)의 악절

① 정의
Ÿ “The period, a structural unit analogous to the sentence, is typically constructed of two or 

more smaller units called phrases.”(p. 34)

② 종류: 
Ÿ “Because the musical content of the two phrases is essentially the same, this structural 

unit is described as a parallel period.”(p. 35)
Ÿ “Because the melodic content of the second phrase i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first, the structural unit is considered to be a contrasting period.”(p. 37)
Ÿ “...the antecedent-consequent phrase structure of the simple two phrase parallel period has 

been expanded to two pairs of phrases. This structure is termed a double period.”(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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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plin의 Classical Form(1998) & Analyzing Classical Form(2013)

Ÿ 주제(Theme)에 대한 정의: “... it will refer to a complete formal unit, which includes its 
particular melodic-motivic content, its accompanimental texture, and its supporting harmonic 
progressions. A theme is normally brought to a close by a genuine cadence of some kind. 
Themes that begin a movement typically fill eight measures of music. But we will see that 
many themes, especially ones that occur later in the movement, are much longer.”(2013, p. 33)

Ÿ Real measure vs Notated measure(2013, pp. 63-65): 각각 R과 N으로 표기함.
Ÿ “The definitions of formal unit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given in terms of real 

measures. Thus the sentence form discussed in this chapter contains eight real measures, 
whether or not the theme is notated as four, eight, or sixteen measures.”(2013, p. 64) 

Ÿ 느린 악장: R = ½N (기보된 마디의 반 마디가 실제 한 마디) 
Ÿ 빠른 악장: R = 2N (기보된 마디의 두 마디가 실제 한 마디)

Ÿ Conventional theme types: Sentence, Period, Small Ternary, Small Binary.

(1) 센텐스(Sentence, pp. 33-72)
Ÿ 고전주의 음악에서의 센텐스: “The sentence is undoubtedly the most important theme type in 

classical music. The majority of thematic units in this repertoire are structured either as 
sentences or in ways that resemble the sentence in many respects.”(2013, p. 33)

Ÿ 3개의 형식적 기능(2013, p. 35)
Ÿ 진술(presentation function): 주제의 시작
Ÿ 전개(continuation function): 주제의 중간
Ÿ 종지(cadential function): 주제의 마무리

 

(Caplin, 2013, p. 34)

7



① 진술악구(Presentation Phrase): 센텐스의 첫 번째 악구 
Ÿ 기초악상의 반복(repetition of the basic idea): 정확한 반복 (exact repetition), 진술-응답형 

반복 (statement-response repetition), 동형적 반복 (sequential repetition).
Ÿ 화성적 구조: 으뜸화음의 연장(Tonic Prolongation)
Ÿ 기능: 주제의 확고한 구조적 시작 & 화성적 안정성

② 전개악구(Continuation Phrase)
Ÿ 전개 기능
Ÿ 악구구조: 구조적 단위가 파손됨 (⇒(악구 구조적) 단편화)
Ÿ 리듬: 리듬적 활동이 증가됨 (⇒화성적 가속화 및 짧은 리듬음가)
Ÿ 화성: 화성적 기능이 약화됨 (⇒동형진행)

Ÿ 종지 기능 
Ÿ 주제에 대한 종결을 보여줌.
Ÿ 종지적 진행에 의한 조성적 확립
Ÿ 선율적 제거(liquadation) 현상이 나타남: 특징적 모티브가 전통적 모티브로 바뀜.

(2) 악절(Period, pp. 73-98)
Ÿ “The period, another fundamental theme type, has at its basis the idea that a musiꠓcal unit of 

weak cadential closure is repeated so as to produce stronger cadential closure.” (2013, p. 73)

(Caplin, 2013,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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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구(antecedent phrase)
Ÿ 구성: 두 마디 <기초악상> + 두 마디 <대조 악상> (종결감이 약한 종지)
Ÿ 대조악상(contrasting idea)
Ÿ 선율적-동기적 내용에 있어서 기초악상과 “대조”를 성취해야 함.
Ÿ 종종 단편화, 화성적 가속화, 동형진행 등을 통한 전개(continuation)의 기능을 보이기

도 함.
Ÿ 종지: 약한 종지가 되어야 함(반종지 혹은 불완전정격종지).

② 후속구(consequent phrase)
Ÿ 선행구와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지만, 대조악상을 선율적/화성적으로 변화시킴.

(보다 종결감이 강한 종지)
Ÿ 선행구를 반복시키면서 더 큰 종결감을 형성
Ÿ 전조되는 후속구: 전조악절(modulating period)

(3) 하이브리드 주제(Hybrid themes, pp. 99-122)

Ÿ “...But actual compositional practice is considerably more complex. Many themes are difficult
to classify within a rigid binary model of sentence and period. Some are entirely
nonconventional and must be treated on a completely individual basis. But many others have
aspects that resemble in some ways the two fundamental theme types: these are hybrid
themes.”(2013, p. 99)

① 복합기초악상(compound basic idea)
Ÿ 악절의 선행구처럼 기초악상과 대조악상으로 구성된 악구이나 종지를 갖지 않은 유형.
Ÿ 선율적으로 악절의 선행구와 유사하지만, 화성적으로는 센텐스의 진술구와 유사함.

② 네 개의 유형
Ÿ 유형 1: 선행구 + 전개구(악절로 시작하여 센텐스로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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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유형 2: 선행구 + 종결구(악절의 선행구와 확장된 종지적 화성진행인 종결구의 결합)

(Caplin, 2013, p. 101)

Ÿ Caplin이 하이브리드 주제 중 유형1과 유형2를 “대조악절”로 부르지 않는 이유

 (Caplin, 2013,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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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유형 3: 복합기초악상 + 전개구

(Caplin, 2013, p. 102)

Ÿ 유형 4: 복합기초악상 + 후속구

(Caplin, 2013, p. 110)

Ÿ 또 다른 하이브리드 주제의 가능성?(진술구 + 후속구): “The resulting redundancy of 
material within an excessive tonic prolongation likely explains why this potential type of 
hybrid rarely occurs in the repertory.”

(Caplin, 2013,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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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주제(compound themes, pp. 166-194)

Ÿ “Two compound themes￣the compound period and the compound sentence￣ are constructed 
out of 16 real measures.”(2013, p. 166)

① 복합악절(compound period): 복합선행구(compound antecedent, 8마디) + 복합후속구
(compound consequent, 8마디)

유형 복합선행구 (HC, 드물게는 IAC) 복합후속구 (PAC)

유형 1 진술구 + 전개구 (센텐스) 반복 

유형 2 복합기초악상 + 전개구 (하이브리드 주제 유형3) 반복 

유형 3 선행구 + 전개구 (하이브리드 주제 유형1) 반복 

(도표 정리는 발표자의 것)

Ÿ Caplin이 복합악절을 이중악절(double period)로 부르지 않는 이유: “Most textbooks on 
musical form would call the kind of theme ... a “double period.” Such a term implies a 
structure made up of two periods, or of a period within a period. As is discussed later, the 
embedding of a simple period within a large-scale period rarely arises in classical themes, so 
the term “double period” is not used in this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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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유형 1: 복합선행구[진술구 + 전개구] + 복합후속구

(Caplin, 2013,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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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유형 2: 복합선행구[복합기초악상 + 전개구] + 복합후속구

(Caplin, 2013, p. 174)

14



Ÿ 유형 3: 복합선행구[선행구 + 전개구] + 복합후속구

(Caplin, 2013,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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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합센텐스(compound sentence): 복합진술구(compound presentation, 8마디) + 전개구
(continuation, 8마디)
Ÿ 복합진술구: 4마디의 복합기초악상 + 반복, 으뜸화음의 연장
Ÿ 전개구: (악구 구조적) 단편화, 화성적 가속화 및 짧은 리듬음가, 동형진행

(Caplin, 2013,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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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 이후의 교재들

(1) Mathes(2007)
Ÿ 악구의 정의: “When used with reference to musical form, the term phrase refers to a 

passage of music that is marked by completion of directed motion toward a cadence. The 
emphasis on directed motion and cadential arrival implies that a phrase has a distinct 
beginning middle and end.”(p. 13) 

1) 센텐스
Ÿ “A Sentence is a phrase comprised of a statement, a repetition, and a continuation that leads 

to a cadence. The three parts of a sentence are normally in proportions of 1:1:2 or multiples 
thereof.”(p. 42)

Ÿ 진술(statement) + 반복(repetition) + 전개(continuation)로 구성된 한 개의 악구로 구성.
Ÿ 보통 1:1:2의 비율, 혹은 그 배수

① 진술/반복(statement/repetition): 전반부 구성
Ÿ 두 마디의 첫 선율적 악상(melodic idea) 이후 반복됨. 
Ÿ repetition: a) exact repetition, 또는 a varied repetition   

b) response-repetition(transposed repetition 혹은 varied repetition)
            c) sequential repetition. 

② 전개(continuation): 후반부 구성
Ÿ 선율적 단편화, 화성적 긴장의 증가, 화성리듬의 증가, 리듬의 활동성 증가, 종지적

(Mathes, 2007, p. 55)

17



2) 악절 

Ÿ 선행구(약한 종지)와 후속구(강한 종지)로 구성됨.

① 병행악절(Parallel Period)
Ÿ 후속구가 선행구의 재진술로 시작

② 대조악절(Contrasting Period)
Ÿ 후속구가 재진술이 아닌 대조적인 연속(contrasting continuation)으로 나타남.

③ 이중악절(Double Period)
Ÿ 4개의 악구들로 구성 두 개의 악구로 구성된 선행구와 두 개의 악구로 구성된 총 4개

의 악구로 구성된 16마디의 악절 

④ 센텐스와의 결합
Ÿ 16마디 구성의 병행악절: 센텐스 두 개로 구성된 악절
Ÿ (반대의 예로) 하나의 센텐스에 악절이 있는 경우

(Mathes, 2007,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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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nta(2017)

Ÿ 악구의 정의: “... a phrase is an independent musical idea terminated by a cadence.”(p. 6)

1) 악절
Ÿ  “A period is a pair of phrases in which the second phrase ends with a more conclusive 

cadence than the first.”(p. 25)
Ÿ 선행구와 후속구로 구성
Ÿ 종류: 병행악절, 대조악절, 전조악절, 이중악절

2) 센텐스

① 구성
Ÿ 4마디의 진술(presentation)과 4마디의 전개(continuation)로 구성
Ÿ 진술: 기초악상(basic idea)이 나타난 후 다른 화성적 윤곽에서 반복이 나타남. 
        (→ Caplin처럼 으뜸화음의 연장을 언급하지는 않음.) 
Ÿ 전개: 기초악상으로부터 동기가 발전되며, 이후 종지적 제스처가 뒤따른다.

② 비율
Ÿ 진술에서는 2+2, 전개에서는 1+1+2.

         (Santa, 2017,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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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배수로 확대 가능. 즉 진술은 4+4, 전개는 2+2+4 (예: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제1악장,
제1주제 마디 6-21)

(Santa, 2017, p. 30)

Ÿ “... a 16-bar unit is presented that can easily be broken down into an 8-bar presentation(4+4,
and an 8-bar continuation (2+2+4). One could view the 16-bar unit as a phrase with two
8-bar subphrases or one could view it as two 8-bar phrases, each ending with a half cadence.
Regardless of which of the two interpretations one chooses, the sentence model would still
apply.”(p. 31)

(→ Caplin은 이 주제를 8마디의 Real measure로 구성된 센텐스로 분석함, Caplin, 2013,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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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브리드
Ÿ 악절과 센텐스의 성격을 다양하게 결합한 악구 그룹
Ÿ 악보 예
Ÿ Periods within Sentence: Mozart, Symphony No. 40, I, mm. 1-20 
   (→ Caplin은 복합센텐스로 봄 (Caplin, 2013, p. 193))

(Santa, 2017,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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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시각으로의 분석

<예 1>: Beethoven, Piano Sonata in C minor, Op. 13, 2nd movement, mm. 1-8

Ÿ Berry: “... The well-known theme which opens the second movement of Beethoven’s Sonata 
in C minor, Op. 13 is an example of a period whose phrases lack such explicit motivic 
correspondence.” (대조악절의 예로 제시, p. 16) 

Ÿ Caplin(2013): “following the relatively increased harmonic rhythm leading to the HC at m. 4, 
the rate of harmonic change at the beginning of the second phrase seems somewhat slower. 
But the fragmentation into 1-m. units projects the continuation function, even in the absence 
of harmonic acceleration.” (다음과 같이 하이브리드 주제 유형 1의 예로 제시, p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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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Mozart Piano Sonata in Bb major, K. 333, II, mm. 1-8
 

Ÿ Spencer(1988): 대조악절의 예로 제시(pp. 36-37).
Ÿ Caplin(2013): “the basic idea of the consequent highly embellishes the melody of the 

antecedent’s basic idea, even to the extent of bringing a new melodic highpoint (the G on 
the third beat of m. 5).” (악절의 예로 제시,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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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Mozart Sonata in G major, K. 283, I, mm. 1-10

Ÿ Caplin(2013): 센텐스이지만, 규범으로부터의 일탈된 예로 제시(p. 164)
Ÿ Caplin(1998): “The two-measure basic idea initially elaborates the fifth scale-degree but... The 

subsequent repetition of the idea significantly expands the melodic space ...”(센텐스의 진술악
구의 예로 제시, 36-37); “The second phrase of the theme stretches to six measures, and the 
two “extra” measures are created by an extension of the continuation(m. 7) and an expansion 
of the cadence (mm. 8-9, representing a single measure). (센텐스의 전개악구의 예로 제시, 
p. 47) → 즉, 센텐스이지만 규범으로부터의 일탈된 예로 제시.

Ÿ Spencer(1988): “Because the second phrase differs from the first both melodically and 
textually, the period is contrasting.”(대조악절의 예로 제시,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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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순환2부분형식 vs 3부분형식

Ÿ 순환2부분형식과 3부분형식의 유사성
Ÿ 진술(statement) - 이탈 혹은 대조(digression, contrast) - 재진술(restatement, return)

Ÿ 순환2부분형식

Mozart: Piano Sonata, K. 284, III, 1-17

Caplin, 2013, p. 235, <ex. 7.20>
Mathes, p. 111, figure 6.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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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3부분형식

 Schumann: Kinderszenen, Op.15, No.6, ‘Wichtige Begebenheit’ 

Green, p. 85, <ex.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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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환2부분과 3부분의 교재별 정리
 
(1) Berry                                  

1) 축소3부분(Incipient Ternary Form, Rounded Binary Form)
Ÿ 반복에 의한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 
Ÿ 두 번째 부분의 길이(BA 혹은 BA’)는 첫 부분과 비슷하거나 약간 김.
Ÿ 첫 번째 단락은 흔히 관계조(closely relative key)로 마침.
Ÿ 두 번째 부분의 끝에서 단락 A의 재현
 
2) 단순3부분(Simple Ternary Form)
Ÿ 3개의 단락
Ÿ 첫 단락과 재현(reprise)되는 단락의 길이가 비슷
Ÿ 단락 B의 대조
Ÿ 단락A의 소재에 기초를 둘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조성, 주제, 텍스쳐 등에서 분명

한 대조 나타남.
Ÿ Beethoven: Piano Sonata, Op.22, III, Minuetto (p. 50, <ex. 3.5>) 
Ÿ 단락 A에서 tonic으로 끝남.
Ÿ 단락 B에서 이탈
Ÿ ABA의 비율이 8+8+8                

   (→ Mathes 시각에서는 (Large) Rounded Binar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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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een

1) Binary Form의 분류
Ÿ 반복 표시(혹은 도돌이표)에 의하여 2부분형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① 선율적 측면
Ÿ 도돌이표 이후 대조적 단락B가 나타난 후 단락A의 소재가 다시 재현되느냐 혹은 재현

되지 않느냐에 따라 ‘단순2부분형식’(simple binary form)과 ‘순환2부분형식’(rounded 
binary form)으로 분류된다.

② 조성적 측면
Ÿ 단순2부분형식과 순환2부분형식은 단락A의 종지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 즉 조성적 

측면에 의해서 다시 ‘연속적 2부분형식’(continuous binary form)과 ‘단락적 2부분형
식’(sectional binary form)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2) Rounded Binary Form의 특징 
Ÿ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
Ÿ 단락 B의 소재가 단락 A의 소재를 사용, 경과적.
Ÿ 딸림화음 연장

  
3) 순환2부분형식 vs 3부분형식
Ÿ 단락 B의 명확한 대조로 인해 독립되면 3부분, 단락 A의 소재와 비슷하면 순환2부분.
Ÿ 순환2부분과 3부분형식은 단락 B에서 사용된 소재의 성격에 따라 구별되지만, 이들 두     

형식의 구분이 어려운 작품도 있음.
Ÿ “Since the only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continuous rounded binary and the continuous   

ternary lies in the nature of material used for the digression (section B), from time to time 
one comes across a composition for which it is difficult to make a definite decision.”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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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plin

※ 1998에는 Rounded Binary Form이 제목에 없고 본문에만 언급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제목
에 추가됨 → Chapter 7. The Small Ternary Form (Rounded Binary Form)

※ Small Ternary Form과 Rounded Binary Form과의 관련성 
Ÿ “It should be clear that this book emphasizes the ternary approach because of its greater 

compatibility with issues of formal functionality.  ...  The small ternary and rounded binary 
must be understood, nonetheless, as essentially the same form; that is, they both contain the 
three functions of exposition, contrasting middle, and recapitulation.”(1998, p. 73)

Ÿ “The present study emphasizes the ternary approach because of its greater compatibility with 
issues of formal functionality but uses the term rounded binary to distinguish those cases 
where the repetition of sections comes into play.”(2013, p. 198)

1) Small Ternary Form(Rounded Binary Form)의 구성과 용어
Ÿ three-part design
Ÿ A-B-A’의 형식적 기능을 설명
   Ÿ exposition(A), contrasting middle(B), recapitulation(A’) 

Ÿ “To avoid confusion, it will often be useful to use the letter name (A, B, and A’) when 
referring to the small ternary, keeping in mind that those letters have specific functional 
meanings.”(2013, p. 196)

2) Small Ternary Form(Rounded Binary Form)의 특징

① Exposition (A)
   Ÿ 구조

Ÿ tight-knit한 주제의 구조로, 주로 악절(period) 구조가 가장 많음. 
Ÿ 센텐스(sentence), 혼용(hybrid) 구조로도 나타남.

 Ÿ 종지: 완전정격종지(원조 혹은 전조된 조)
 Ÿ 종종 1개 혹은 1개 이상의 코데타로 구성되는 짧은 종결단락으로 마침.

     
② Contrasting Middle (B)

 Ÿ 구조: 주제적 디자인에 있어서 Exposition 보다는 덜 전통적인 구조가 주로 나타남
 Ÿ 대조감 형성: 화성적인 방법과 악구-구조적 방법, 선율적-동기적 방법을 통해서
 Ÿ 종지: 원조의 정격종지로 결코 마치지 않는다. 원조의 반종지로 마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Ÿ 화성: 딸림화음 연장으로 딸림화음이 두드러지게 강조 (cf. Exposition: 으뜸화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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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락 B에서 딸림조의 재경과부(subordinate key, retransition) 

Ÿ Contrasting Middle에서 딸림조의 V-I로 끝나는 경우, 불협화적 7음이 추가되는 경우가 
흔하며, 이를 통하여 원조의 딸림7화음으로의 재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Ÿ 만약 Exposition에서 이미 딸림화음으로 전조되었다면, 단락 B는 일반적으로 원조로 재
빨리 회복되나 때로는 다른 관계조 영역으로 전조되기도 한다.

Ÿ Mozart, String Quartet, K. 421/417b, II, 1-26 (1998, p. 72, <ex. 6-1>),

③ Recapitulation (A’) 

Ÿ 원조에서 Exposition의 선율적-동기적 소재로의 복귀: Exposition의 기초악상으로 시작함.  
Ÿ 종지: 원조의 PAC으로 끝난다. Exposition이 전조되었었다면, Recapitulation의 선율은 원  

            조로 조정되어야 함
Ÿ 길이 유연: 전형적으로 단락 A’는 single consequent phrase로 줄어들지만, complete      

            return이거나 partial return일 수도 있다. 또한 단락 A’는 확장되거나 발전  
            되기도 한다. 

 
   ※ Expanded Recapitulation

 Ÿ 단락 A’는 앞에 등장했던 악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 선율적 동기적 발전은 일반적으로  
 Recapitulation에 부가된 새로운 전개구에서 나타나며, 종종 Exposition에 관련한 확장   
 을 보여준다. 
Ÿ Haydn, Piano Sonata, Hob. XVI:40, II, 1-24 (1998, p. 74, <ex. 6-2>, 2013, p. 209, 

<ex. 7.7>) 
Ÿ Haydn, Symphony, Hob. I: 90, IV, 1-20 (1998, p. 82, <ex. 6-11>)

Ÿ 단락 A’는 또한 삽입, 확장된 종지적 진행, 그리고 회피종지(evaded cadence)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Ÿ Beethoven: Piano Sonata, Op.7, II, 1-24 (1998, p .76, <ex. 6.4>, 2013, p. 220, <ex. 7.11>) 

Ÿ 보다 더 큰 확장은 Exposition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종결부(코데타)를 첨가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Ÿ Mozart, String Quartet, K. 421/417b, II, 1-26 (1998, p. 72, <ex.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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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thes
                                                    
1) Rounded Binary Form의 특징
Ÿ 반복표시에 의한 2부분(║: A :║: BA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 개의 구별되는 형식적  

기능을 갖는다. 
Ÿ 단락 A는 대부분 continuous (물론 sectional도 있음)
Ÿ 단락 B에서 대조 이후 단락 A의 소재 재진술.
Ÿ 단락 B는 화성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또는 전조되는 경과적 프레이즈들로 구성.
Ÿ 단락 B의 끝에서 원조의 반종지 이후 tonic key로 단락 A의 소재가 재진술. 
  
2) Rounded Binary Form의 분류: 순환2부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 
① Small rounded binary form
Ÿ 재현되는 A’가 A에 대해서 축소된 형태
Ÿ Mozart: 12 Variations on “Ah, vous dirai-je, Maman,” Theme. (p. 111, <figure 6.2a>)
Ÿ Mozart: Piano Sonata, K. 284, III, Theme. (p. 111, <figure 6.2b>)        

② Large rounded binary form
Ÿ ║: A :║: BA :║에서 한 개나 그 이상의 형식적 부분이 확장된 경우
Ÿ 18세기와 19세기 심포니의 미뉴엣과 스케르초 악장에서 특별히 흔하게 나옴.

         Ÿ Beethoven, Piano Sonata, Op. 2, No. 2, III, Scherzo. (Mathes, p. 111, <figure 6.2c> )
Ÿ 두 개의 전조를 갖고 있는 확장된 단락 B

      (→ Berry 시각에서는 단순3부분)

3) Simple Ternary Form의 분류 및 특징
Ÿ “Simple ternary forms are most commonly found in songs or in sections of larger forms, and  

 in nineteenth-century, instrumental character pieces.”(p. 124) 
① Sectional Ternary Form
Ÿ 단락 A가 원조의 PAC으로 끝날 때

② Continuous Ternary Form
Ÿ 단락 A가 새로운 조성에서 끝나거나, 원조의 HC로 끝날 때.
Ÿ Continuous Rounded Binary Form과 유사.

4) 연속적 순환2부분형식 vs 연속적 3부분형식
① 반복표시
Ÿ ║:A:║: BA:║에서 BA가 하나의 단락으로 그룹된다. 반면 3부분형식에서는 [반드시 그

런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반복표시가 없다.
② 재진술의 길이
Ÿ 3부분에서 재현되는 A는 앞의 A와 동일하거나 더 길다. 반면 2부분에서는 축소된다.

③ B부분의 화성과 길이
Ÿ 2부분에서 B부분은 분명히 경과적이며 종종 하나의 악구에서 딸림화음의 연장으로 나

타나는 반면, 3부분에서는 전조되는 악구 그룹으로 보여짐에 따라 경과적일 뿐만 아니
라 발전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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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분석가들은 rounded binary form을 small ternary form(Caplin)이나 incipient ternary      
   form(Berry)으로 판단하는 것을 선호함. “In fact, some analysts prefer to think of rounded    
   binary form as a small ternary form or an incipient ternary form.”(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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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anta

1) Rounded Binary Form

① 순환2부분의 특징
Ÿ 반복기호(도돌이표)에 의한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됨.
Ÿ A의 리턴은 순환2부분에서 축약되거나 altered된다.

(처음 두 개의 단락들에 대해서 거의 코다처럼 느껴진다.)

Ÿ A의 리턴은 단락 A의 오프닝 소재의 재현 이외에도 종종 단락 A의 종지적 소재의
리턴으로 끝나기도 함.

② binary forms에서 first section의 ending을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른 분류 (simple과 rounded
모두에 해당)
Ÿ home key로 끝나면 sectional binary form (closed)
Ÿ 반종지로 끝나거나 secondary key의 종지들로 끝나면 continuous binary form (open)

Ÿ “Some musicians use the term “incipient ternary” in place of what is called rounded binary
her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on first hearing, it sounds as though a true three-part
(ternary) form is beginning to take shape (is incipient).”(p. 55)

2) Ternary Form
Ÿ 단락 B에서 조성의 대조 및 정말 새로운 material을 제시.
Ÿ 순환2부분은 단락 B의 끝에서 dominant로 움직임과 함께 단락 A가 리턴되지만, 3부분

에서는 단락 B의 끝이 독립됨.
Ÿ 재현되는 단락 A는 단락 A에 대해서 정확한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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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2부분과 3부분을 정의하는 요소들

(1) 도돌이표

① 순환2부분 

* Mathes: 반복기호를 통하여 2부분으로 구분되지만, 세 개의 구별되는 형식적 기능을 언급함.
** Caplin: three-part design, 세 개의 형식적 기능을 강조함. → “Small Ternary Form”   

             (A = exposition, B = contrasting middle, A’ = recapitulation)

② 3부분

(2) 단락 A’의 길이

① 순환2부분

② 3부분

Berry, Green, Mathes*, Santa 반복에 의한 두 개의 부분 

Caplin** 반복은 고려 대상이 아님.

Berry, Mathes, Santa 단락 A’가 단락 A보다 축소

Green, Caplin 단락 A’의 길이는 고려 대상이 아님. 

Berry, Santa 단락 A와 단락 A’가 비슷

Mathes 단락 A’는 단락 A와 동일하거나 더 김.

Mathes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반복표시 없음.

Santa 반복표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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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락 A의 종지

① 순환2부분

② 3부분

(4) 단락 B의 소재

Ÿ 모든 교재에서 단락 B의 “대조”(contrast) 혹은 “이탈”(digression)을 언급. 
   Ÿ Berry: 3부분에서 단락 A의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멜로디 윤곽, 텍스쳐, 조성 등 다른  

      요소에 분명한 대조. 

Ÿ Green: 순환2부분에서는 단락 A의 소재를 사용, 반면 3부분에서는 명확한 대조    
 

(5) 단락 B의 화성 및 종지

Ÿ 모든 교재가 순환2부분의 단락 B에서 딸림화음이 강조된다고 언급함.

Ÿ Santa: 3부분 형식에서 단락 B의 끝이 독립됨. 

Green, Mathes, Santa sectional / continuous 

Caplin 원조 혹은 전조된 조의 PAC으로 끝남.

Berry 주로 closely relative key로 마침.

Berry 일반적으로 원조의 PAC으로 끝남.

Green, Mathes sectional /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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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시각으로의 분석
   ⑴ Beethoven: Piano Sonata, Op. 7, II, 1-24 
   ⑵ Haydn: Symphony, Hob. I: 101, IV
   ⑶ Beethoven: Piano Sonata, Op. 22, III, Minuetto  
   ⑷ Beethoven: Piano Sonata, Op. 2-2, III, Scherzo
   

 ⑴ Beethoven: Piano Sonata, Op. 7, II, 1-24

  

                                           Caplin, 1998, p. 76, <ex. 6.4>
                       2013, p. 220, <ex.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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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Haydn: Symphony, Hob. I: 101, IV

Caplin, 1998, p. 80, <ex. 6.8>
   2013, p. 223, <ex.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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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lin,2013, p. 223, <ex.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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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Beethoven: Piano Sonata, Op. 22, III, Minuetto

Berry, p. 50, <ex. 3.5>

Ÿ “Example 3.5 embodies the standard, normative features of (simple) ternary form: the usual 
conclusion of Part I in the primary tonic, the modestly digressive content of Part II, and the 
function of Part III as restatement. Its proportions are symmetrical, 8-8-8.” (Berry,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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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Beethoven: Piano Sonata, Op. 2-2, III, Scherzo
                    

Mathes, p. 111, figure 6.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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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s, p. 111, figure 6.2c)

Ÿ “Large rounded binary forms, in which one or more of the formal sections are expanded, are 
particularly common in the minuets and scherzo movements of eighteenth and 
nineteenth-century symphonies.”(Mathes, p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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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나타형식 중 제2주제부의 세분화

1. 교재별 사용하는 용어

＊ Hepokoski & Darcy, Elements of Sonata Theory: Norms, Types, and Deformation in the      
                        Late-Eighteenth-Century Sonata.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Berry

Subordinate Theme (or Subordinate Subject)
Codetta
Closing Theme
Retransition 

Green

Second Theme or Group
Closing Theme or Group
Codetta
Transition(제시부의 반복과 발전부 도입을 위한 기능)

Caplin
Subordinate Theme (Multiple Subordinate Themes, Subordinate Theme 
Group) : ST1, ST2, ... 
Closing Section: Codetta(codetta 1, codetta 2, ...) - Retransition

Mathes

Secondary Tonal Area (STA): Secondary Themes (ST1, ST2, ...) 
                           Closing Themes (CT1, CT2, ...)
                           Codetta
(Retransition 언급 없음)

Santa
Secondary Theme (or theme group)
Closing
(Codetta 및 Retransition 언급 없음)

Hepokoski & 
Darcy*

Secondary Theme 
Clos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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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plin, Classical Form(1998) & Analyzing Classical Form(2013)

Ÿ Tight-knit vs Loose Organization:
Ÿ 1998의 저서에서는 주제형을 “조직화된 주제들”(Tight-knit themes)과 “느슨한 형식 영역

들”(Looser Formal Regions)로 구분하여 제시함. 
Ÿ 1998년판의 목차
Ÿ II부. 조직화된 주제: 센텐스(3장), 악절(4장), 하이브리드와 복합주제(5장), 작은3부분

(6장), 작은2부분(7장)
Ÿ III부. 느슨한 형식영역들: 제2주제(8장), 경과구(9장), 발전부(10장), 재경과구(11장),

코다(12장)

Ÿ 소나타형식에서의 “조직화된 주제들”과 “느슨한 형식영역들” (2013, p. 264)
Ÿ “..., the main theme of a sonata defines a standard of tight-knit organization for the

movement as a whole, to which all of the other sections can be compared as more or
less loosely organized.”

Ÿ “the expression of tight-knit and loose form is not absolute, but always relative to a given
movement.”

Ÿ “What is important is the degree to which a given main theme is tight-knit in relation to
the units that follow (transition, subordinate theme, development section) and how these
units are rendered looser in relation to that initial main theme.”

→ 1998년의 교재와 달리 2013년에서는 main theme과 subordinate theme을 Tight-knit 하거
나 looser한 형식들로 단정하지 않고 그 관계를 비교하는데 주목함.

(1) 제2주제(Subordinate Theme)의 세 가지 주요 기능
Ÿ 대조: To contrast with the main theme, in order to support thematically the tonal contrast of

home and subordinate keys 
Ÿ 형식의 느슨함: To loosen the formal organization - especially through extensions and expansion

- to give rhetorical and dramatic weight to the subordinate key
Ÿ 새로운 조성의 확립: To confirm the subordinate key with a perfect authentic cadence

(2) 악구구조

① 센텐스적(진술, 전개, 종지의 기능을 포함)인 형태가 가장 흔함.
Ÿ “The phrase-structural organization of most subordinate themes is sentential; thus, we

regularly find presentation, continuation, and cadential functions.”(2013, p. 353)

② 악절(후속구가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함.
Ÿ “A periodic form may sometimes arise (usually with an extended consequent).”(2013, p.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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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주제에서 느슨함을 성취하는 요소(센텐스)
Ÿ 진술구가 반복되거나 확장됨
Ÿ 진술구에서 opening 으뜸화음의 연장이 약화됨
Ÿ 전개구가 동형진행에 의하여 연장됨
Ÿ 전개구에서 종지가 반복되거나 회피종지를 통하여 확장됨.
Ÿ Omitting an initiating function(예를 들면, basic idea 또는 presentation 대신 continuation 또는

cadential function으로 시작)

(4) 제2주제의 특징
Ÿ main theme과 다르게 다양한 motivic idea들을 보여줌.
Ÿ 제시부의 끝을 향해 진행하면서 매우 에너지가 많아지고 Subordinate key를 확정하는 PAC

에 도달하기까지 다이나믹한 진행을 보임.

(5) 종지

① 모든 제2주제들은 반드시 완전정격종지로 마침.
Ÿ 두 개 이상의 주제들을 형성하는 제2주제 그룹에서도 각 주제들은 모두 완전정격종지로

마쳐야 함.

② IAC가 나타날 경우에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이후 PAC으로 이어짐.
Ÿ Beethoven: Coriolanus Overture, Op. 62, 102-118 (Caplin, 1998, p. 102, ex. 8-4)

(도표는 발표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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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부분으로 구성된 제2주제”(two-part subordinate theme): 중간에 등장하는 반종지(internal
HC)는 “2부분으로 구성된 제2주제” 중 첫 부분에 대한 종지일 뿐, 제2주제는 반드시 뒤에
완전정격종지로 마무리됨.
Ÿ Mozart: Piano Sonata, K.457, I, 23-59 (Caplin, 2013, p. 365, ex. 12.5)

(→ Mathes 시각에서는 ST1, ST2)

(도표는 발표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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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마디23-59까지 ST1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됨: part 1은 마디 30에서 반종지, 마디35까지  
standing on the dominant, 마디36부터 part 2

Ÿ 때때로, HC 이후 나오는 소재는 또 다른 Subordinate Theme의 시작처럼 들리지만 모든 
Subordinate Theme이 PAC으로 끝나야 한다는 기본원리로 주제를 판단.

Ÿ “At times, the material that follows an internal HC sounds more like the beginning of 
another subordinate theme than the continuation of the ongoing one. Such a situation arises 
when the internal HC leads to a new initiating function, such as a presentation or compound 
basic idea. Rather than speaking in these cases of two subordinate themes―one ending with 
an HC, the other with a PAC―it seems more theoretically sound to maintain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all subordinate themes must close with an authentic cadence and to identify a 
single two-part subordinate theme.”(2013, p. 380)

Ÿ “As has been said repeatedly, a subordinate theme must end with a perfect authentic cadence 
in order to fulfill one of its promary function: to confirm fully the subordinate key, so that it 
can temporarily reign supreme over the home key.”(2013, p. 376) 

 
(6) 제2주제그룹
Ÿ “... many classical sonata expositions, perhaps even the majority, contain multiple subordinate 

themes, each of which ends with a PAC in the subordinate key. We can speak in this case 
of a group of subordinate themes, just as we have already spoken of a group of main 
themes... Typically, a subordinate-theme group consists of two themes...” (Caplin 2013, p. 
382, 일반적으로 제2주제그룹은 두 개의 주제들(ST1, ST2)로 구성되지만, 모두 완전정격종
지로 마침.)

① 다수의 subordinate themes 
Ÿ 구문론 측면에서 모든 PAC들은 동일하게 강함.
Ÿ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 강약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형식적, 기능적인 측면    

에서 모든 PAC들은 동일하며 구별되지 않음.
Ÿ 순서대로 번호를 붙임(ST1, ST2,...).  

Ÿ “Is one of these PAC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Some theorists have suggested that, as 
a general rule, the “first” SK(Subordinate Key): PAC is of greatest structural import, since it 
is the cadence that achieves the principal tonal goal of the exposition. (Hepokoski and Darcy, 
for example, refer to this PAC as the ”essential expositional closure.”) (2013, p. 387)

※ Hepokoski & Darcy: Essential Expositional Closure, EEC (필수 제시부 종결점)
                      제2주제 영역에서 새로운 조성을 확정하는 첫 번째 PAC. 

                                      (H&D, Elements of Sonata Theory,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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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적으로 제2주제 그룹은 2개의 주제로 구성(ST1, ST2), 규모가 큰 제시부에서는 그 이상.
Ÿ Beethoven: Piano Sonata, Op. 2, No. 2, I, 58-116 (Caplin, 2013, pp. 371-372 <ex. 12.8>) 

     ∙ 마디 58-92: ST1, 마디 92-104: ST2, (104-116: Closing Section)
        (→ Mathes 시각에서는 마디 92-104: CT)  
 

(7) 종결부(Closing Section)

1) 특징
Ÿ Subordinate Theme의 최종 PAC 이후 Closing Section
Ÿ closing “theme”이 아닌 “section”

  2) 코데타(Codetta)
Ÿ 종결부에서는 여러 개의 코데타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odetta 1은 반복되고 codetta 2,  

codetta 3 등이 등장함.
Ÿ tonic pedal, prolongation of tonic scale-degree in the soprano voice, 일반적으로 recessive     

dynamic이 특징

3) 재경과구(Retransition)
Ÿ 코데타 이후 재경과구로 연결될 수 있음.
Ÿ 원조로 다시 전조하기 위해, 그리고 제시부의 반복으로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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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thes, The Analysis of Musical Form

(1) 용어
Ÿ 제1주제(first theme)? 제2주제(second theme)?: “Terms such as first theme and second theme

are often used to describe the themes of each of the tonal area in an exposition. This
thematic view of the form is problematic because more than one theme may occur in any
part of an exposition, and some sonata forms begin the second tonal area with recall of the
opening theme of the movement.”(p. 145)

Ÿ 형식구분에 있어 조성과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 제1조성영역(Principal Tonal Area,
PTA) vs 제2조성영역(Secondary Tonal Area, STA)

(Mathes, 2007, p. 145)

Ÿ principal theme(PT)와 secondary theme(ST): 각 조성 영역에서의 주제들. 각 영역 안에서 주
제들이 한 개 이상일 때에는 PT1, PT2, ST1, ST2 등으로 표기함.

(2) 제2주제영역(STA)
Ÿ STA의 주제들의 개수와 길이 등은 다양하다.
Ÿ STA는 제2주제(secondary themes, ST)와 종결주제(closing themes, CT)로 나눠짐.

1) 제2주제(ST)
Ÿ 제2조성영역에서 첫 번째 PAC까지 제2주제
Ÿ IAC 혹은 HC에 의해 ST1, ST2로 구분됨.

Ÿ “Wherever one interprets the beginning of the closing section of an exposition, a critical
aspect of the STA is a confirmation of the new key by a strong PAC in the new key. This

cadence is called the essential expositional closeure or EEC. Normally this is the first

PAC in the new key.”(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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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결주제(CT)

① 제2주제와 종결주제의 구획점
Ÿ 종결부와 종결주제는 새로운 조에서의 첫 PAC 이후에 나타남. (“..., the closing

section and themes may be understood as those that follow the first PAC in the new key.”)
Ÿ 악절 혹은 센텐스로 구성된 새로운 주제로 시작할 때 이후에 여러 개의 종결주제들이

나타남.
Ÿ 그러나 실제 예에서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Haydn: Piano Sonata, No. 52, I (Mathes,

pp. 148-150, <ex.8.2>)
Ÿ ST1에서 완전정격종지로 마쳤지만(마디 27) 그 이후를 CT가 아닌 ST2로 구분함.
Ÿ ST2가 불완전정격종지로 마쳤지만(마디 32-33), 그 이후를 CT로 함. 즉 불완전정격종

지로 끝남과 동시에 CT 시작.
(→ Caplin 시각에서는 마디 40까지 ST2)

Ÿ Beethoven: Piano Sonata, Op. 14, No. 1, I (Mathes, pp. 151-152, <ex.8.3>)
Ÿ 마디 38, IAC로 ST1 끝나고 마디 39부터 ST2 시작.
Ÿ ST2(마디 39-46)는 8마디 악절로, 마디 46에서 PAC. 이후 CT(마디 46-57).
(→ Caplin 시각에서는 마디 22-46 ST1, 마디 46-57까지 ST2)

Ÿ Mozart: Piano Sonata, K.332, I (Mathes, pp. 146-147, <ex.8.1>)
Ÿ 마디 56-70: CT1 (HC), 71-86: CT2 (PAC).
(→ Caplin 시각에서는 ST2의 part1과 part2로 구분)

② 특징
Ÿ 2-4마디의 짧은 프레이즈 혹은 하위프레이즈의 반복
Ÿ 생략악구(phrase elisions)와 생략종지(evaded cadence)는 PAC의 도착을 지연시킴
Ÿ 속화된 리듬과 화성적 움직임
Ÿ 악구의 연장(phrase extension)을 통하여 새로운 조성의 종지가 강조됨.

3) 코데타(Codetta)
Ÿ 적게는 한마디, 길게는 4마디의 악구까지 다양할 수 있다.
Ÿ 으뜸화음 혹은 종지적 화성진행으로 이루어진다.
Ÿ 강한 완전정격종지 후에 나타나며 종지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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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plin과 Mathes의 시각 비교

(1) Beethoven: Piano Sonata, Op. 14-1, I,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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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s, pp. 151-153, <ex.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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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hes는 다음과 같이 분석함. (Mathes, pp. 151-153)

2) Caplin 시각에서는 마디 22-46 ST1, 마디 46-57까지 ST2

(위의 도표들은 발표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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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zart: Piano Sonata, K.332, I, 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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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s, pp. 146-147, <ex.8.1>

55



1) Mathes는 다음과 같이 분석함. (Mathes, pp. 146-148)

             
                                               2) Caplin 시각에서는 ST2의 part1과 part2로 구분

3) Hepokoski & Darcy는 다음과 같이 분석함. (Hepokoski & Darcy, pp. 159-162) 

                                                           
MC: Medial Caesura
EEC: Essential Expositional Closure
PMC: Postmedial Caesura                      

 (위의 도표들은 발표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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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zart: Piano Sonata, K.457, I,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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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lin, 2013, p. 365, <ex.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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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plin은 다음과 같이 분석함. (Caplin, 2013, pp. 364-366) 
          마디23-59까지 “2부분으로 구성된 제2주제”(two-part subordinate theme)

2) Mathes 시각에서는 마디 23-35: ST1, 마디 36-59: ST2, 마디 59-67: CT

＊ Mathes 본문에는 retransition에 관한 언급 없음.

 (위의 도표들은 발표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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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anta, Hearing Form

Ÿ 다른 교재와 비교할 때 제2주제와 종결의 단락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음. 또한 코데
타 및 재경과부의 언급이 없음.

Ÿ 제시부를 구성하는 네 부분: a primary theme, a transition, a secondary theme, and a closing.
Ÿ 네 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되는 제시부도 있음. 이 경우 단락 구분은 청취의 경험에 따라

여러 해석으로 나타날 수 있음. (pp. 64-65)

Ÿ Secondary Theme (or theme group): 제시부의 세 번째 부분

Ÿ Closing
Ÿ 제시부의 종결을 담당함.
Ÿ 동형진행, 음계, 동기적 반복, 종지적 제스처로 나타남.
Ÿ 제2조성을 확실하게 함.

Ÿ 제2조성에서의 첫 번째 PAC은 흔히 제2주제를 끝맺고 종결의 시작을 알린다. “..., and that
the first PAC in the secondary key often signals the end of the second theme and the
beginning of the closing.”(p. 65)

그러나 아래 예에서는 반종지에 의해서 제2주제가 끝남.
(→ Caplin 시각에서는 PAC가 형성되는 마디 110까지 ST, 이후 Closing Section)

(Santa, p. 63) 

＊ Caplin은 제1주제를 마디 1-21까지로 분석함. (Caplin, 2013, p. 65) 

(다음 페이지에 악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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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hoven: Symphony No.5, Op.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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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출처. <연주 전공생들을 위한 통합음악이론> 5-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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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텐스, 악절, 하이브리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김유미 



2021�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교수법세미나

센텐스, 악절, 하이브리드어떻게가르칠것인가

2021. 6. 19 
ZOOM 온라인세미나

연세대학교

김유미

수업모형

악구, 악절, 그리고 “센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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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구(Phrase)란?

-> “종지로끝나는음악의가장작은형식단위” (송무경 2016, 108)

*�완전정격종지(PAC),�불완전정격종지(IAC),�허위종지(DC),�변격종지(PC), 반종지(HC)�

(HC) 3) 종지

(예1) 모차르트, 《피아노소나타 K. 333》 1악장, 마디 1-4

1) 4마디 구성 (*일반적인 악구 길이, but 2-8마디로 다양)

2) 종지적 화성진행 + 운동성 감소

악절(Period)이란?

-> 연 달아나오는두개의악구가종지의약-강관계를형성하여만들어내는악구다음단계의형식단위

-> 선행악구(antecedent�phrases)�+�후행 악구(consequent�phrase)로 구성

선행 악구 - 반종지

(예2) 모차르트, 《피아노소나타 K. 331》 1악장, 마디1-8

후행 악구 - 정격종지

->종지의 약-강 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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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절(Period)의종류

-> 선율의디자인(design), 즉 선율의 ‘생김새’에 따라유사악절(parallel�period)과 대조악절(contrasting�

period)로 나뉜다.

(예2) 모차르트, 《피아노소나타 K. 331》 1악장, 마디1-8

- 유사악절의예

(예3)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Op. 13》 2악장, 마디1-8

- 대조악절의예

선행 악구 - 반종지

후행 악구 - 정격종지

->종지의 약-강 관계 성립

서로 다른 선율 디자인
->대조 악절

도해:

센텐스(Sentence)란?
-> “18-19세기기악음악의주제를이루는가장흔한유형” (송무경 2016, 113)

-> 제시구(기초악상 + 기초악상의반복) + 전개구(분절화 + 종지)로 구성

-> 센텐스마지막에하나의종지만나타난다!

(예4)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Op. 2-1》 1악장, 마디1-8 (Caplin 2013, 34, 발표자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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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텐스(Sentence)의다른예
(예5) 모차르트, 《피아노소나타 K.�330》 1악장, 마디1-8 (Caplin 2013, 48,�발표자번역)

제시구 종지 없음 - 으뜸화음의 연장

전개구 끝에 단 하나의 종지!

도해:

연습문제1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Op. 2-3》 1악장, 마디1-8 (Caplin 2013, 60,�발표자번역)

답: 센텐스

으뜸화음의 연장
종지X 종지X 종지X 종지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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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2 모차르트, 《론도 K.�485》 1악장, 마디9-16 (Caplin 2013, 38)

답: 센텐스

으뜸화음의 연장

연습문제3 모차르트, 《피아노소나타 K.�311》 2악장, 마디1-8 (Caplin 2013, 76)

답: 유사 악절

->종지의 약-강 관계 성립

서로 비슷한 선율 디자인
->유사 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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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논의

센텐스, 악절, 하이브리드

센텐스를다루고있는교재

- Caplin,�William�E.�Classical�Form:�A�Theory�of�Formal�Functions�for�the�Instrumental�Music�of��Haydn,�

Mozart,�and�Beethoven.�New�York:�Oxford�University�Press,�1988.�

- __________�.�Analyzing Classical Form: An Approach for the Classroom.�New York�and�Oxford:�Oxford�

University�Press,�2013.

- Laitz,�Steven�G.�The�Complete�Musician:�An�Integrated�Approach�to�Theory,�Analysis,�and�Listening. 4th

edition.�New�York�and�Oxford:�Oxford�University�Press,�2016.

- Straus, Joseph and Burstein,�Poundie.�Concise�Introduction�to�Tonal�Harmony. 2nd edition.�New�York�

and�London:�W.�W.�Norton�&�Company,�2020.�

- 송무경. 『연주자를위한조성음악분석 1』 . 서울: 예솔, 2018.

- _____. 『음악 논문작성법』 파주: 음악세계, 2016.

- 송무경, 안소영, 이내선. 『새롭게배우는음악이론』 . 서울: 심설당,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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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교재에따라다른형식분류법

캐플린(Caplin) 센텐스, 악구, 악절(유사악절만), 하이브리드(네가지 종류)

레이츠(Laitz) 악구, 악절(유사, 대조, 이중, 변형), 센텐스

스트라우스(Straus) & 벌스타인(Burstein)

악구, 악절(유사, 대조, 동형진행적), 센텐스

송무경, 안소영, 이내선

악구, 악절(유사, 대조, 이중, 반복), 센텐스

학자/교재에따라다른형식분류법

캐플린(Caplin) 센텐스, 악구, 악절(유사악절만),�하이브리드(네가지종류)

-> 본래악절의한종류로구분되었던형식들(특히대조악절)을 ‘하이브리드’라는새로운형식카테고리에포함시켜설명

(명확한유사악절제외) :

1) 선행악구+전개구 (유사 or 대조)

2) 선행악구+종결구 (대조)

3) 복합적기초악상+전개구 (대조)

4) 복합적기초악상+후행악구(악구그룹등)

-> 선행/후행악구의 ’기능’에 집중

-> 악절일수도, 악구일수도있는경우들을모두포함

-> 교수법적관점으로봤을때복잡한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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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교재에따라다른형식분류법

레이츠(Laitz) 악구, 악절(유사, 대조, 이중, 변형), 센텐스

스트라우스(Straus) & 벌스타인(Burstein)

악구, 악절(유사, 대조, 동형진행적), 센텐스

송무경, 안소영, 이내선

악구, 악절(유사, 대조, 이중, 반복), 센텐스

-> 선율의 ‘디자인’에 집중한분류 (특히유사악절과대조악절의양분에기초)

-> 추가적으로캐플린의 ‘센텐스’를 인정-교재에도입

-> 명확한분류체계 (악구, 악절, 그리고센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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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경. 『음악논문작성법』. 파주:음악세계, 2016.

______. 『연주자를위한조성음악분석1』. 서울:예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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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2부분과 3부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김예진 



순환 2부분 형식과 3부분 형식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김 예 진 (연세대학교)

순환 2부분 형식 (Rounded Binary Form)

1. 진술(statement) – 대조 or 이탈(contrast or digression) – 재진술(restatement)

2. ║: A :║: B   A’ :║
I: PAC            V: PAC          I: PAC

I: HC I: HC  

V: PAC in major

III: PAC in minor

3. B     부분의 ‘대조 or 이탈의정도’  와 ‘  A’ 와의구조적연결성＇에대한고려

4. A’    부분의재진술 ‘정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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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 형식 (Ternary Form)

1. 진술(statement) – 대조 (contrast) – 재진술(restatement)

2. A B A’  
I: PAC                        X: PAC                       I:PAC        

3.     B 부분의 ‘대조성’ (독립성) – A와 명확하게대조되는주제선율과조성적구조

4.    A’    부분의재진술의 ‘정도‘ – 확장

순환 2부분 형식 용어

Berry Incipient Ternary Form (Rounded Binary보다 Incipient Ternary가 더 선호됨)

Green Rounded Binary Form

Caplin
Small Ternary Form(Rounded Binary Form) 

(Rounded Binary Form: 2013에서 제목으로 포함)

Mathes Rounded Binary Form (Small, Large)

Santa Rounded Binary Form

순환 2부분 형식을 보는 관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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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2부분 형식과 3부분 형식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1. 전체의 구조 비율 (2부분? 3부분?)

2. B 부분의 ‘대조성’ – A 선율과의 유사성 정도(유사-순환2부분, 대조-3부분)

발전적 요소 내재(3부분) 

조성적 구조의 독립성

(A 조성의 딸림화음 연장 개념-순환2부분, 조성적 독립-3부분)

3. A’ 재현의 길이 확장 여부

4. 작품 시기, 장르의 고려

예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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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예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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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4

예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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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6

순환 2부분 형식 vs 3부분 형식

1. 전체적 비율

2. A , B , A’  부분의 선율, 조성적 구조

3. 시대고려

4. 분석자의 해석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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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형식 중 제2주제부의 세분화
: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가르칠 것인가? 

정희원 



2021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교수법 세미나

정희원

소나타 형식 중 제2주제부의 세분화: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가르칠 것인가?

<Intro.> Mozart, Piano Sonata in C major, K. 5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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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Mozart, Piano Sonata in C major, K. 545, I

출처: Caplin, Analyzing Classical Form: An Approach for the Classical Form (2013,  355) 

Subordinate Theme in the Exposition

• 여러 개의 주제로 구성된 2주제

→ Subordinate-theme Group (Caplin)
→ S-Zone (Hepokoski & Darcy)
• 각각의 주제가 새로운 조성의 완전정격종지로 끝남.

• 대개 2개의 주제로 구성되지만, 3개나 4개의 주제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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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형식 중 제2주제부의 세분화

Haydn, Piano Sonata in C major, H.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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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dn, Piano Sonata   
in C major, H. 35, I, ST

Subordinate-Theme Group

“One of  the principal means for the classical composer

to enlarge the formal dimensions of  musical composition, 

for a greater number of  loosening techniques can be employed there than 

would be possible in the confines of  a single theme” (Caplin 2013, 382)

* Three Primary Functions of  the Subordinate Theme (Caplin 2013, 353)

1) To contrast with the main theme

2) To loosen the formal organization

3) To confirm the subordinate key with a 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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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art, Piano Sonata  
in C minor, K. 457, I

Two-part Subordinate Theme 

Subordinate 
Theme
(Part 1)

Subordinate 
Theme
(Part 1)

Subordinate 
Theme
(Part 2)

Subordinate 
Theme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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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odular Block (TMB)

Hepokoski & Darcy, Elements of Sonata Theory: Norms, Types, and  
Deformation in the Late-Eighteenth-Century Sonata (2006, 170-177)

기대된조에서의
서정적주제 S1 

TM1 TM2 TM3

기대된 조에서의

서정적 주제 S1

TR의

재활성화
새로운 S2

Tri-modular Block (TMB)

Beethoven, Piano Sonata in C major, Op.2, No.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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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ordinate Theme in the Exposition

• 여러 개의 주제로 구성된 2주제 (Subordinate-theme Group)- 각각의 주제가 새로운 조성의 완전정격종지로 끝나는 경우

• 하나의 주제이지만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2주제

- 2부분으로 된 2주제 (Two-part Subordinate Theme)

- 삼중단위구조(T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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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미

-연세대학교 작곡과 학사
-연세대학교 음악이론 석사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 음악이론 석사
-템플대학교 음악이론 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출강

• 송무경

-연세대학교 작곡과 학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석사 및 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 안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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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진

-연세대학교 작곡과 학사
-연세대학교 음악이론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음악이론 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전문연구원,

       서울시립대 겸임교수,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예종 출강

• 송세라

-한양대학교 피아노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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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양음악이론 박사
-현재 세종대, 한양대 강사

• 정희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이론전공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이론전공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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