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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Op. 27-1과 <피아노 소
나타 제14번> Op. 27-2에 나타난 낭만적 경향에 대한 연구로, 대조적인
것들의 공존과 통합이 낭만적 경향 중 하나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베토벤은 이 작품들에서 전통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음악 어법을 사용하
고 전통과 혁신 등 대조적인 요소들을 공존시킴과 동시에, 전체를 확립하
는 통합력을 보여준다. 이는 낭만주의적 환타지의 실현과 관계가 깊은 것
으로 베토벤의 낭만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낭만적 경향, 환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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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고전 양식의
바탕 위에 낭만주의 음악을 이끌어 낸 작곡가로서 서양 음악사 상
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고전주의 예술은 조화, 균형, 보편성
등을 중시하는 반면 낭만주의 예술은 현실 세계를 초월하여 무한계
성을 추구한다.
1800년대 베토벤과 동시대인으로서 1830년대 이후 본격적인
낭만주의 음악의 사상적 근간을 제공한 낭만주의 미학자이자 작가,
음악가인 호프만(Ernst Theodor Wilhelm Hoffmann, 1776-1822)
은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그리고 특히 베토벤을 낭만파로 간주”하였다
(Longyear, 2001, p. 10). 호프만은 당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규
범이나 전통에서 탈피한 혁신적 시도를 함으로써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음악으로 들렸을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들을
낭만파라 말하고 있다. 또한, 호프만은 베토벤의 음악에 대하여 “베
토벤의 음악은 두려움, 외경, 공포, 고뇌를 움직이게 하고 낭만주의
의 본질인 무한한 동경을 일깨운다. 따라서 그는 완전히 낭만적 작
곡가이다”(Grout, 1988, p. 644) 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낭만주의는 19세기 낭만주의를 뜻한다. 호프만의 위 두 가지 견해
를 종합해 보면 베토벤은 전통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시도를 함으로
써 이상적 세계를 향한 동경을 표현했으며 이러한 것이 낭만적인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 현실 세계보다는 이상세계를 동경할 수밖
에 없었던 베토벤의 삶에 비추어 베토벤에게 낭만주의는 필연적이
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현실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승화시켜
이상세계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또한 매우 특이하게도 베토벤의 작
품 중 청각장애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전인 1800년 이전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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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아노 삼중주> Op. 1-1, Op. 1-2, Op. 1-3 등 초기 몇 개
작품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베토벤의 많은 수의 작품을 낭만주의와
연관하여 해석 가능하다 유추할 수 있음으로써 베토벤의 음악에 나
타나는 낭만적 경향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겠다.
여러 학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기
분류를 한다. 댕디(Vincent D’indy, 1851-1931), 그라우트(Donald
Jay Grout, 1902-1987)는 작곡 시기에 따라 1795-1800년에 작
곡된 작품을 초기 작품, 1800-1816년을 중기, 1816-1822년을 말
기로 구분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Op. 27-1과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Op. 27-2는 1801년 작곡된
작품으로 중기의 시작 지점에 작곡된 작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작품들에는 이 작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19세기 낭만주의
음악과 연관 지을 수 있는 특징이 다수 발견됨으로써 이 연구의 좋
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우선 환상곡 풍의 소나타(Sonata quasi una Fantasia)라는 지시
어가 작품 첫머리에 붙어있는 것이 그것 중 하나이다. 전통적인 소
나타 양식에 환상이라는 용어를 결합한 시도는 그의 작품 세계 중
이 작품들이 최초이다. 르네상스 시대 기악 작품으로부터 그 기원
을 찾을 수 있는 환상곡은 바로크나 고전주의 시대에는 대가들의
즉흥연주를 기록한 즉흥적 성격의 악곡이라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아노 소나타 제13번>과 <피아노 소나타 제14번>에서는 즉흥
연주적인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고, 구조와 작품의 성격 정도가 기
존의 소나타와 차별화된다. 그렇다면 베토벤이 이 작품들에서 사용
한 환상, 환타지라는 용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것은
낭만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이 질문들의 해답
을 찾아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3번>과 <피아노 소나타 제
14번>이 낭만적 경향을 띠고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즉 베토벤이
앞서 호프만의 견해를 통해 연구한 바와 같이 전통에서 벗어난 혁
신적인 시도를 함과 동시에, 고전주의 시대 이후 곧 나타날 낭만주
의 시대 환상의 개념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소나타를 작곡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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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주의를 선도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피아노 소나타 제13번>과 <피아노 소나타 제14번>은 1801
년 작곡되어 호프만에 의해 음악사상 낭만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
용된 1804년부터 1808년에 걸쳐 작곡된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Op. 67의 서문보다 먼저 나타난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기보다 훨씬 더 이전 시기부터
그가 낭만파 음악을 선도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그의 작품 세계 중, 중기의 초기 작품에
서 낭만적 경향을 발견하여 베토벤 음악을 해석하는 시각을 넓히고
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먼저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베토벤의 삶으로부터 접근하여 베토벤 음악에서 낭만적 경향
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문헌을 통해 연구한다. 그러고 나서 낭만주
의에서 환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것이 고
전적 양식인 소나타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피아노 소나
타 제13번>과 <피아노 소나타 제14번>의 분석 예를 통해 알아보
려 한다. 환상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초기 낭만주의자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에게 있어서의 환상의 개념을 연구하는 것
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첫째, 슈만은 낭만주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예술가(홍정수 외, 2006)라 평가받고 있으며 둘째, 베
토벤의 음악에서 낭만적 경향을 발견하였고 셋째, 낭만주의자들 중
특히 환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여 작곡하는 작곡가이며 넷째,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낭만주의 작품 중 거의 최초의 작품을 가진
작곡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만에게 있어서의 환상에 대한 개념
연구는 낭만주의 정신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초기 낭만주의
자들에게 있어서의 일반적인 환상에 대한 개념을 유추하기에 적합
하다 볼 수 있다. 분석 방법도 조성적인 면을 중심으로 전통에서
벗어난 혁신 및 낭만주의의 환상의 개념과 연관된 면을 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Op. 27-1,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5

Op. 27-2에 나타난 낭만적 경향 연구

Ⅱ. 이론적 배경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인류사의 이념인 자유를 실현
하고자 했던 프랑스 혁명이 피의 혁명으로 치닫는 것을 목격하며
혁명의 사상적 근간이 된 합리주의적 경험과 이성의 균형에 대하여
회의를 하게 된 독일의 지식인들로부터 탄생한 낭만주의는 현실 세
계와는 다른 중세시대의 전설적이고 공상적인 세계에 주목한다. 문
학가, 철학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낭만주의 운동이 시작된 시기는
1810년대이고 음악에서 19세기 낭만주의가 본격적으로 추구되기
시작한 시기는 1830년대이다. 베토벤은 1800년대 자신의 개인사로
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 낭만적 이념을 근간으로 한 음악 작품으로
낭만주의 시대 당시 음악가, 철학가들에게 낭만주의자라 일컬어졌
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하일리겐슈타트(Heiligenstadt)
유서로부터 베토벤 개인사를 중심으로 그에게 있어 낭만적 이념의
발생을 연구하고 베토벤 사후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예술가들의
베토벤 음악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베토벤 음악에서 나타나는 낭
만적 경향을 연구한다.

1. 베토벤의 삶과 낭만적 경향
1796년경부터 병과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베토벤은 1802년
귓병이 점차 악화하면서 오스트리아의 하일리겐슈타트로 요양을 떠
나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적 위기의 시기에 자신이 느끼는 소통 불
가능의 고립과 절망을 표현한 유서를 작성한다.
오오, 너희들 나를 원망 많고 허황하고 사람을 싫어한다고 생각
하거나 또 남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아, … 그러나 생각만이라도
해 보라, 6년 이래 내 처지가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주책없는 의사
들 때문에 병세는 더해졌고 행여나 나아질까 하던 희망은 헛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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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국 명이 오래 가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 내 옆의 사람은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든가, 또 그 사람은 양치는 목자의 노랫소리
를 듣고 있는데 내게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적에, 그 굴욕
감은 어떠하였으리랴! 그러한 경험들로 말미암아 나는 거의 절망하
기에 이르렀다. 하마터면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 버릴 뻔하였
다. 그것을 제지하여 준 것은 오직 예술뿐이었다. 나에게 걸머지워
졌다고 느껴지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이 세상을 버리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비참한 생명을
부지하기로 하였다. … 필경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면 나는 기꺼
이 죽음을 맞으리라. 나의 예술적 천분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가
져 보기 전에 죽음이 닥쳐온다면, 나의 운명이 너무나 가혹해서 죽
음이 그렇게 일찍 오는 것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좀 더 늦
게 와 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허나 그래도 나는 만족하리라.
죽음은 나를 끝없는 고뇌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고

싶을

때에 언제든지

오라.

나는

너를

용감히

맞으리라

(Rolland, 2014, pp. 92-96).

위의 글에서 베토벤은 자신에게 있어 예술의 의미를 밝힌다. 그
에게 있어 예술이란 자신의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또한 그는 작곡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믿는 예
술가로서의 사명감이 있다고 밝힌다. 세상 어떤 것도 심지어는 심
각한 청각 장애까지도 그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중단케 할 수 없다
고 믿는다고 말한다. 또한 베토벤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뿐만 아
니라 음악가로서의 독특한 존재감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음악가로
서의 독특한 존재감으로 환멸적 현실을 초월하여 온전한 자유가 있
는 이상세계를 동경하고 나아가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불일치를 중
재하고 극복하고자 한 천재적인 예술가의 창조력을 드러내는 것이
다. 이러한 베토벤의 천재적 주관성은 전통 속에서 혁신을 추구하
는 낭만적 경향을 드러낸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Op. 27-1,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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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토벤의 음악에 나타나는 낭만적 경향
낭만주의

시대

철학가

피셔(Friedrich

Theodor

Vischer,

1807-1887)는 베토벤의 중기 이후 작품에서 발견되는 낭만적 경
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베토벤은 주관과 객관의 충돌을 아프게 인지했다. 그래서 나와
세계와의 분리와 운명을 발설한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주관적 결단
력과 힘이 있다. 그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결국 화해로 고통의 극
복으로 최상의 유머로 진심 어린 형제애로 항상 다시 일어선다
(Appel, 1981, p. 100; 김미영, 2008, p. 25 재인용).

위의 글에서 피셔는 베토벤이 주관과 객관, 나와 세계 등 상반
된 것들의 불일치와 공존을 인지하고 이들의 분리를 주관적 결단력
으로 극복하였음을 지적한다. 이 주관적 결단력은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에서 분리를 초월하여 무한한 순수 이상세계를 구현할 수 있었
던 예술가의 창조력, 예술가의 주관성이다.
또한 낭만주의 시대 철학자였던 미카엘리스(Christian Friedrich
Machelis, 1770-1834)는 베토벤의 음악에서 발견되는 낭만적 경
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작곡가는 관행적인 음형을 전위 시켜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대담한 전조들로 진행하다가도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전 조성과 주
선율로 돌아온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익숙한 음악 작법으로는 관행

적인 작곡 양식으로는 또한 자연스럽고 규범적인 작법으로는 설명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작법은 가장 이질적인 것을 결합시키고
또한 가장 잘 알려진 것에 새로운 외관을 부여하는 특이한 정신을
소유한 유머러스한 소설가의 독특한 착상처럼 그렇게 놀랍게 느껴
지는 것이다(M. Schadendorf, 1995, p. 35; 김미영, 2008, p. 26 재인용).

위의 글에서 미카엘리스는 관행적인 음형을 전위 시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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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만들고 대담한 전조로 진행하다가도 예기치 않게 주선율로
돌아오는 베토벤의 작법에 대하여 전통적, 규범적 작법으로는 설명
할 수 없는 혁신적이며 낭만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연관하여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음악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인 롱이얼(Rey
Morgan Longyear, 1930-2000)의 견해를 언급하고자 한다. 롱이
얼(1970)은 베토벤 음악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조바꿈, 음색의
변화,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에서 협화음으로의 바뀜 등이 예상되는
화음을 회피하거나 예상되는 화음의 등장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수
법으로서 음악적 불일치를 낳는다 하였다. 여기서 불일치란 앞서
논하였던 피셔의 견해에서 베토벤이 인지했던 주관과 객관의 대비
의 인식에 대한 표현으로서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로서
수용되어져 있다(김미영, 2008). “베토벤의 음악에서 경험하는 이
러한 무한한 시적 세계는 무엇보다도 관습적 음악 규칙 체계의 속
박을 뛰어넘는 혁신적 성향과 관계 한다”(김미영, 2008, p. 25). 롱
이얼의 견해 중 갑작스러운 조바꿈,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에서 협
화음으로의 바뀜 등은 앞서 미카엘리스가 언급한 대담한 전조로 진
행하다가도 예기치 않게 주선율로 돌아온다는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기대되는 조성의 확립을 지연시킴으로써 듣는 사람에게
모호함을 주는 베토벤의 낭만적 작법이다. 또 낭만주의 작곡가 슈
만은 베토벤 음악에 나타나는 악기 배합에서의 대조적 표현, 복합
박자, 빠르기와 조성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대조, 이탈, 선율선의 파
괴, 기이한 종결종지 형성 등을 낭만적인 것이라 하였다(Appel,
1981). 이러한 요소들 역시 전통에서 이탈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경
향으로서 듣는 사람들에게 기이함이나 모호함을 느끼게 한다.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에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시도
를 등장시킴으로써 낭만적 경향을 드러낸다 할 수 있다.

3. 낭만주의 시대 환상의 개념
낭만주의 시대 환상의 개념을 논하기 위하여 낭만주의자들은 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Op. 27-1,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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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작품에 환상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낭만주의 시대 성격
소품의 유형으로서 환상곡, 둘째, 오페라 아리아를 연결구, 삽입구
등을 전조에 의해 자유롭고 즉흥적으로 처리한 환상곡 등이 그것이
다. 이 연구의 논제인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피아노 소나타 제
14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즉흥적인 면이 강조된 두 번째 개
념은 제외하고 성격 소품 유형으로서의 환상곡에 집중하여 낭만주
의에서의 환상의 개념을 논해 보고자 한다.
베토벤의 음악에서 낭만적 경향을 발견하였던 초기 낭만주의자
슈만의 작품에는 특히 환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환상소
곡집(Fantasiestücke)> Op. 12, <환상곡(Fantasie)> Op. 17 등이
그것인데 특히 <환상소곡집> Op. 12는 슈만이 스스로 최초로 작품
명에 환상이라는 용어를 쓴 작품으로서 낭만주의자들이 말하였던
환상의 개념에 접근하기 위하여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호프만의 첫 작품집 <칼롯풍의 환상소품집(Fantasiestücke
in Callot’s Manier)>에서 차용된 것인데, 칼롯풍이란 17세기 프랑
스의 동판 조각가이자 화가인 칼롯(Jaques Callot, 1592-1635)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환상적이고

기이한

형상을

말한다(안소영,

2006). 칼롯의 그림은 인간적인 면모와 동물적인 면모, 즉 분명하
게 서로 대립하는 이원적인 요소들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 요소들
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전체의 부분으로서 간주되며 통합된다
(안소영, 2006). 슈만의 <환상소곡집> Op. 12에서 역시 호프만의
이러한 이중성 즉, 현실과 환상이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전
체를 구성하는 부분들로 공존하고 통합된다(안소영, 2006). 슈만은
이렇듯 대립적인 요소들의 공존과 통합이 표현된 작품을 환상이 잘
구현되어 있는 작품, 즉 환타지라 하였던 것이다. 즉 환타지는 내면
의 직접적 분출이라기보다는 전체가 강조된 개념으로 영감과 더불
어 형성 능력까지 내포되는 개념이다(김미영, 2006). 흩어져 있는
모든 부분을 전체로 모으고 모든 것을 통합하고 총체화 하는 상상
력 또는 형성력이라 할 수 있다(김미영, 2006). 이를 베토벤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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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던 전통과 혁신에 대입하여 생각해 보면 베토벤은 음악에서
대립적인 전통과 혁신이라는 두 요소를 공존시키고 종국에는 통합
시키는 환타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베토벤 음악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낭만적 경향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이제는 다음 장에서 전통에서 벗어나는 혁신적 시도와 이러한
대조적인 요소들의 공존, 그리고 통합을 중심으로 <피아노 소나타
제13번>과 <피아노 소나타 제14번>을 다루어 봄으로써 이 작품들
에 낭만적 경향이 나타났음을 밝히도록 하겠다.

Ⅲ. 분석
앞서 연구한 바와 같이 이 작품들은 1801년 작곡된 작품으로
베토벤의 작품세계 중, 중기의 초기 작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는 이론적 배경에서 연구한 베토벤 음악에서 나타나는 낭
만적 경향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뿐만 아니라 대조적 요소들의
공존과 통합이 나타남으로써 낭만적 환타지가 실현되어 있다.

1. 전통으로부터의 이탈, 혁신 및 대조적인 요소들의
공존
이 작품에는 전통적인 음악 언어에서 벗어나 혁신적 언어를 추구
하는 다양한 예가 등장한다.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1악장 시
작부분에는 관행적인 음형을 전위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든 것과 연
관된 진행이 나타난다. 악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Op. 27-1,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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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1악장, 마디 1-8

마디 1의 오른손 화음을 보면 화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으뜸음이 생략되어 있으며 화음의 성격을 가장 덜 드러내는 제5음
이 최상 성부에 강조되어 나타난다. 또한 왼손은 으뜸음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쉼표로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 박자에서 으뜸화음
의 제5음으로 시작한다. 이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는 E♭의 으뜸화
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성 감이 약하다. 마디 2
에서도 딸림화음이 제2전위로 나타나고 마디 3에서도 제5음이 강
조된다. 마디 4에 와서 으뜸화음이 완전 정격종지로 나타나긴 하지
만 이것도 2/2박자의 약 박에 나타나고 있어 조성 성립이 확고하지
않다. 마디 5에서 역시 왼손 강박이 쉼표로 처리되어 있고 마디 6,
7에는 화음을 형성하는 음이 당김음으로 나타나고 있어 분명한 조
성 감을 회피한다. 베토벤은 이러한 수법으로 계속 조성 감을 분명
히 보여주지 않다가 마디 8 마지막 박자에서 짧게 E♭ Major의 으
뜸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은 고전주의 소나타들이 제1악장의
첫 부분에서 확고한 으뜸화음의 조성 감을 주는데 반해 혁신적이
다. 또한 이러한 면은 예상되는 화음을 회피하거나 예상되는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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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수법과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제2악장 첫 부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
난다.
<악보 2>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제2악장, 마디 1-9

위 악보에서 베토벤은 못갖춘마디 약박 음에 D♭ Major의 으뜸
화음을 제1전위로 제시한다. 이로 말미암아 조성 감은 확고하지 않
다. 더욱이 제1악장과 아타카(attaca)로 연결된 직후 이러한 화음의
등장은 더욱 대담한 전조로 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조성감이 확고
하지 않은 진행은 여덟 마디가 지난 후 안정되어 강박에 정격종지
형태로 D♭ Major의 으뜸화음이 나타나 조성이 확립되고 있다.
<악보 3>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1악장, 마디 13-21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Op. 27-1,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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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담한 전조로 진행되다가 예기치 않게 주선율로 돌아오
는 예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면은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1
악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악보 3>에서 마디 13, C Major
으뜸화음의 등장은 갑작스럽고 모호하게 들린다. 마디 12에서
종지한 E♭으뜸화음과 전통적인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조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E♭ Major의 진행과 대조
적인 C Major 으뜸화음은 갑작스러운 조바꿈, 예상치 못한 불
협화음의 등장 등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 C Major 으
뜸화음은 E♭의 V/ⅱ이며 마디 14 두 번째 박 째의 ⅱ화음을
지나, 마디 15 두 번째 박 째에서 Ⅴ화음으로 진행되고, 마디
16의 두 번째 박에서 으뜸화음으로 종지된다. 즉

C Major 으

뜸화음은 E♭ Major와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들리는 조
성이지만 공존할 수 있는 조성이다. 이러한 면이 베토벤의 환타
지, 다시 말해 대조적인 것들을 등장시키고 이들을 공존시키는
능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1악장을 A-B-A'의
3부분 형식으로 보았을 때 단락 B(마디 37-62)에 대해서도 동
일한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악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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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1악장, 마디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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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인 단락 B는 안단테(Andante)의 단락 A와 대조적으로
알레그로(Allegro)로 되어 있다. 또한 조성 적으로도 마디 52까지
는 C Major이고 그 이후는 c minor를 거쳐 E♭ Major의 딸림 7
화음으로 되어 있어 단락 A와 대조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여기 등
장하는 C Major는 E♭ Major와의 관계를 <악보 3>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으로써 단락 A와 B는 대조적이지만 공존할 수 있
다.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2악장은 더욱더 흥미롭다. 악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5>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2악장, 마디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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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제2악장은 외관상 c minor의 단락 A(마디 1-41), A
♭ Major의 단락 B(마디 42-72), c minor의 단락 A'(마디 73-127)
와 코테타(마디 128-140)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단락 A의 c
minor와 단락 B의 A♭ Major는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관계 조가
아니므로 대조적, 대립적으로 들린다. 또한 음악적 분위기도 바뀌어
이러한 대조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단락 A를 다시 세 부분으로 나
누었을 때 단락 b(마디 17-24)에 암시되는 f minor 조성으로 인해
대조적인 단락 A와 B는 공존한다. 또한 음 구조적인 면에서도 c
minor의 으뜸화음과 A♭ Major의 으뜸화음은 두 음이 동일하고
한 음이 반음 관계에 있는 음으로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비슷한 화
음이라 일컬어지는 으뜸화음과 버금 가온화음의 관계보다도 가까운
화음이다. 즉 베토벤은 관계가 없는 듯 대조적으로 보이나 이면에
유사성을 은닉하고 있는 두 조성을 택하여 공존시킴으로써 환타지
를 표현하여 낭만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 통합
베토벤은 <피아노 소나타 제13번>의 경우 전체 악장을, <피아
노 소나타 제14번>의 경우 제1, 2악장을 아타카로 연결하여 작품
전체를 통합하고자 했던 의도를 드러낸다. 또 두 작품 모두 짧은
제1악장에 비해 제3악장이 확대되어 나타남으로써 마지막 악장에
서 확고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또한 <피아노
소나타 제13번>의 경우 낭만주의 피아노 성격 소품에서 통합을 위
하여 사용하였던 순환구조가 제3악장에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두
작품 모두 베토벤 작품의 특징 중 하나인 동기적 연관성으로 전 악
장 통합이 나타난다. 이 외에도 이 작품들에서는 악장 간의 조성적
연관성 및 종지 형성 방법 등에서 통합의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는
데 이는 낭만적 환타지와의 연관성을 보여주어 베토벤의 이 음악이
낭만적 경향을 띠고 있다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피아노 소나타 제13번>의 제1악장은 E♭ Major, 제2악장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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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제3악장은 A♭ Major-E♭ Major로 나타난다. 이러한 악장
간의 조성 배치로 베토벤은 어떠한 통합을 의도하고 있을까? 제1악
장과 제2악장의 조성 배치는 나란한조 관계로서 전통적인 측면에서
그 연결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제2악장 c minor에서 제3악장 A♭
Major로의 이동은 예기치 않은 화음으로의 갑작스러운 조바꿈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악보 5>에서의 해석과 동일하게 두 개의 악장은
연결되고 통합이 암시된다. 또한 제3악장에서는 예상되는 화음을
회피하거나 예상되는 화음의 등장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수법으로
음악적 불일치의 효과를 내어 낭만적 경향을 드러낸다. 제3악장의
구조와 조성의 흐름을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3악장 구조와 조성의 흐름

부분
단락 A
아다지오 단락 B
(Adagio) 단락 A'
경과구
단락 A
경과구
단락 B
경과구
단락 A'
경과구
알레그로 단락
C
경과구
단락 A''
경과구
단락 B'
경과구
본디 빠르기로 코다 1
(Tempo Ⅰ)
프레스토 코다 2
(Presto)

마디
1-8
9-16
17-23
24-26
1-24
25-35
36-55
56-81
82-97

98-105
106-138
139-166
167-190
191-203
204-223
224-255
256-265
266-285

조성 및 조성의 흐름
A♭
E♭
A♭
Ⅴ₇/E♭
E♭: Ⅰ-Ⅴ-Ⅰ
E♭: Ⅴ-Ⅴ/Ⅴ
E♭: Ⅴ₇/Ⅴ
E♭: Ⅴ
E♭: Ⅰ-Ⅴ-Ⅰ
e♭- Ⅴ₇/G♭
G♭- E♭:Ⅴ/Ⅴ-Ⅴ
E♭: Ⅴ
E♭: Ⅰ-Ⅴ-Ⅰ
E♭: Ⅳ-Ⅴ
E♭: Ⅴ₇
E♭: Ⅰ-Ⅴ₇
E♭: Ⅰ-Ⅴ-Ⅰ-Ⅴ₇
E♭: Ⅰ

비고

E♭조의딸림음강조
E♭조의딸림음강조
E♭조와같은으뜸음조
Ⅴ/Ⅴ혹은Ⅴ와같은으뜸음조
E♭조의딸림음강조
주제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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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악장 시작 부분의 악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6>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2악장 끝, 제3악장 아다지오
마디 1-4

위 악보에서 제2악장 끝부분에 f minor의 Ⅴ화음은 아다지오
제3악장 처음 부분의 A♭ Major 진행으로 연결된다. 계속적으로 A
♭음이 강조되며 A♭ Major를 안착시키는 듯하지만, 알레그로 부
분(<악보 8> 참조)을 두 마디 남기고 E♭ Major의 딸림화음으로
이동함(<악보 7> 참조)으로써 아다지오 부분이 알레그로 부분의 극
적 등장을 위한 서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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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3악장, 아다지오 마디 24-26

극적으로 등장하는 알레그로 부분의 첫머리이다.
<악보 8>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3악장, 알레그로 마디 1-4

제3악장의 알레그로 첫 부분에서 베토벤은 왼손에 화음을 주지
않거나 약 박에 짧게 종지음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분명한 E♭
Major의 으뜸화음이 확립되었다는 느낌을 보여주지 않는다(<악보
8> 참조). 계속되는 진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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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3악장, 마디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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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와 <표 1>에서 보듯 E♭ Major의 으뜸화음은 몇 번 나
타나나 계속 16분 음표 빠른 진행 끝에 약박에 나타나 확고한 조
성 감이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화음들도 약 박에, 혹은 아티큘레이
션 표현상 약 박에 조성이 형성되어 조성 감이 분명하지 않다(<악
보 9> 참조). 반면 딸림음이 강조되고 Ⅴ화음이나 V/V화음은 지속
음 위에 장식적 진행으로 나타난다(<악보 9>, <표 1> 참조). 이러
한 형태의 진행은 네 번의 경과구를 지난 후 마지막 다섯 번째 경
과구에서 E♭ Major의 V₇로 종지하여 다음과 같이 처음 템포로
(Tempo Ⅰ)로 회귀된다.
<악보 10>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3악장, 마디 256-260

위 악보에서 보듯, E♭ Major 으뜸화음은 이 작품의 마지막 페
이지에서 드디어 확고하게 형성됨으로써 해결을 맞게 된다(<악보
10> 참조). 이것은 서주부로의 회귀로서 순환구조로 나타난다. 즉
거시적으로 보아 베토벤은 제3악장에서 약 박에 조성을 형성하는
화음 배치, 빠른 리듬의 사용 등을 함으로써 화음의 성격을 약화해
제3악장 전체가 E♭ Major의 버금딸림화음 서주(<악보 6> 참조)
후 거대한 구조적 딸림화음 연장 그리고 으뜸화음으로 진행하도록
장치하고 있다. 이는 기이한 종결 종지의 형성과 관계가 되는 것으
로 낭만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제3악장의
완결 미는 더욱 두드러짐으로써 통합이 강조된다. <피아노 소나타
제14번>에서는 더욱더 흥미로운 면이 발견된다. 각 악장의 시작 부
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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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제1악장, 마디 1-3

<악보 12>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제2악장, 마디 1-9

<악보 13>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제3악장, 마디 1-2

위 악보들에서 보듯이 이 작품은 c# minor의 제1악장으로 시작
되어 c# minor의 제3악장으로 끝나는 작품이다. 이는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조바꿈, 대담한 전
조에 해당할 수 있는 D♭ Major의 제2악장이 끼워져 있다. 연주자
는 악보를 보며 시각적으로 의아함을 느끼고 악곡의 분위기도 전환
되어 제1악장과 대조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제1악장의 c#과 제2악
장 D♭은 이명동음으로 깊은 연관이 있는 음들이다. 베토벤은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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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대조적으로 보이나 공존할 수 있으며 종
국에는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계속해서 앞서 연구한 기이한 종결 종지의 형성과 연관하여 통
합의 요소를 더 발견하려 한다. 베토벤은 이 작품들의 각 악장의
코다나 코데타에서 한 화음을 연장하거나 지속음 위에 장식적 진행
을 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 전체의 통합에 기여하도록 장치한
다. <피아노 소나타 제13번>의 각 악장의 종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4>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1악장, 마디 75-끝

<악보 15>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2악장, 마디 126-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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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제3악장, 마디 273-끝

위 악보들에서 살펴보면 베토벤은 제1악장 종지부에서 상성부에
서는 E♭조의 버금딸림화음의 딸림화음, 버금딸림화음, 7도 화음
등을 배치하지만 이는 E♭음을 왼손에 지속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악보 14> 참조). 이와 마찬 가지로 제2악장에서도 <악보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 C 음을 지속음으로 쓰며 f minor의
Ⅴ화음을 연장하고 있다. 또한 <악보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
악장의 종결부에서는 E♭음을 지속음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각 악장의 종결부에 동일하게 지속음의 사용이나 화음의 연장
기법을 씀으로써 베토벤은 이 작품 전체를 통합하고 있다. <피아노
소나타 제14번>의 제1, 3악장에서도 동일한 수법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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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제1악장, 마디 55-끝

<악보 18>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제3악장, 마디 187-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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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7>에서 보듯이, 제1악장의 종결부에서 베토벤은 g#
음과 c#음을 지속음으로 사용하며 딸림화음과 으뜸화음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제3악장에서도 동일하게 시
도된다. 제3악장에서는 c# minor의 으뜸음을 지속음으로 사용하면
서 으뜸화음을 연장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악보 18> 참조).
베토벤은 이 작품의 처음과 끝 악장에 동일하게 이러한 지속음, 화
음의 연장 기법을 씀으로써 작품 전체를 통합하고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연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베토벤은
환상곡 풍의 소나타라 지시하고 있는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피아노 소나타 제14번>에서 전통적인 소나타 양식 안에 내용적으
로 새로운 혁신적 음악 어법을 시도함과 동시에, 작품 전체를 통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 작품들에서는 관행적인 음형을 전위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든 것, 예상되는 화음을 회피하거나 예상되는 화음의 등장을 의
도적으로 늦추는 수법, 대담한 전조로 진행되다가 예기치 않게 주
선율로 돌아오는 수법, 갑작스러운 조바꿈,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의
등장 등 혁신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둘째, 이 작품들에는 관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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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 대조적으로 보이나 이면에 유사성을 은닉하고 있는 두 조성
의 공존이 나타난다. 셋째, 이 작품들에는 흥미로운 조성적 연관성
이 발견되고 모든 악장의 종결종지형성이 동일한 수법으로 나타남
으로써 작품 전체가 통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전
통과 혁신이라는 대립적 요소를 공존시키고 종국에는 통합하는 낭
만주의적 환타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베토벤 음악의 낭만적 경향이
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로 베토벤의 음악 해석 시 그 시야가 넓어지기를 희
망하며 좀 더 확신 있는 연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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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Romantic Trends in Beethoven's

Piano Sonata No. 13, Op. 27-1 and Piano
Sonata No. 14, Op. 27-2
Hoon Jin Lee
(Sehan University)
This study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romantic trends in
Beethoven's Piano Sonata No. 13, Op. 27-1 and Piano Sonata No.

14, Op. 27-2, demonstrating that the coexistence and integration of
opposites was one of the romantic trends.
Beethoven

used

innovative

musical

words

and

showed

total

strength in the coexistence and integration of opposite elements in
these two sonatas. This was closely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romantic fantasy and his romantic trend.
Key Words: Beethoven, piano sonata, romantic trend, fant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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