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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1악장에 나타나는 불가
사의한 G 트릴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는 원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거시적으로는 VI를 사용한 곡의 조성구조를 분석하였다. 처음으로 등장하
는 불길한 예감을 주는 G 트릴은 B 장조의 VI인 G 조성으로 발현되며,
이 조성은 딸림조로 도달하기 전 잠시 거쳐가는 장소인 피난처로 해석할

발전부의 c 단조 역시 원조와 딸림조 관계인 F장조의 vi로 펼쳐
지며 이러한 맥락은 조성구조의 거시적 관점을 제공한다. 재현부의 등장을
암시하는 G 트릴은 더 이상 불길한 예감이 아닌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으
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G 트릴은 운명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수 있다.

주제어: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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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가 세상을 떠난 1828년
가을, 그는 악화된 건강을 무릅쓰고 피아노를 위한 마지막 세 개의
소나타(D. 958, D. 959, D. 960)를 완성하였다. 서로의 흔적을 지
니고 있는 세 개의 소나타 중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D. 960은
B 장조의 엄숙한 분위기를 가진 1악장을 포함하여 끝없는 조성적
방랑 위에 펼쳐지는 파노라마 같은 4개의 악장을 통하여 마치 자
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듯한 깊은 내면적 울림을 주는 곡으로,
자주 연주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작품은 19세기 초기의 소나타이지만 전통적인 고전주의 소나
타 형식의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는 매우 흥미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
다. 특히, 먼 조로의 전조를 거쳐 제2주제 영역인 V에 도달하는 구
조에 대하여 토베이(Tovey), 래트너(Ratner), 그리고 웹스터(Webster)는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는데, 토베이는 소나타 형식의 구축에 있어 이
를 슈베르트의 단점으로 여겼고, 래트너는 먼 조로의 전조를 ‘진부한
이탈’이라고 여기며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웹스터는 여러 개
의 중심조성이 나타나는 슈베르트 소나타의 제시부에 대해 ‘세 개의
조성을 가진 제시부’라고 표현하였다(Vidmar-McEwen, 2006).
본 논문에서는 1악장의 제1주제 끝부분에 등장하는 G
중심으로 미시적으로는 원조와의

트릴을

관계를 살피고 거시적으로는

VI를 사용한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의 조성구조 패러
다임에 주목한다. 3도 관계로 전개되는 조성의 배치와 반음계적 움
직임을 수반하는 잦은 전조를 통해 그가 전개하는 소나타 형식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며,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작곡한
곡이라는 점에서 연주자에게 새로운 해석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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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제시부
(1) G 트릴의 등장
B

조성에서 펼쳐지는 제1주제 선율은 순차 진행을 통해 완만한

선율 라인을 보이며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를 제시한다. 이는 I,
IV, V를 주로 사용한 화음 진행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마디 8의 왼손에서 pp로 나타나는 낮은 음역의 G -A

트릴

은 반종지를 통해 마무리되는 프레이즈 끝에 갑작스럽게 등장한다.
이렇게 등장한 트릴은 마치 계속될 것처럼 마디 8을 가득 채운다.
이후 마디 9에서는 쉼표와 페르마타로 인해 또 다른 갑작스러움을
맞이한다. 불가사의한 트릴의 출현으로 인한 흐름의 정지는 이 작
품의 심오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악보 1>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1악장, 마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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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7에 걸친 주제선율은 중음역에서 완만한 옥타브 선율로
움직이고 있으며, B 음과 F음으로 채워진 내성과 베이스의 움직임
도 두 옥타브 이내 좁은 음역 내에서 극도로 절제된 진행을 보인
다. 첫 번째 프레이즈가 마무리되는 마디 7에서는 오른손 V(F) 화
음이 마디 8까지 지속되며 동시에 왼손의 갑작스러운 트릴이 가장
낮은 저음역에서 나지막하게 울린다. F음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
G -A 의 트릴은 한 마디 동안 지속되는데, 이때 오른손의 화음과
불협화 음정으로 부딪히게 되는 반음계적 요소들은 앞서 보여준 선
율과 화성의 완만한 진행과는 달리 불안함을 예견한다. 이 트릴이
다시 F음으로 해결되면서 첫 번째 프레이즈가 끝나고 같은 선율의
반복으로 두 번째 프레이즈가 시작한다.
음악학자 알멘(Almén, 2008)은 전원적인 성격을 가진 이 소나타
의 시작 부분에 나타난 트릴에 대하여 불길한 예감을 비추는 신호
이며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라고 말한다. 특히 가장 낮은 음역
에서 울리고 있는 트릴을 ‘무의식의 세계’로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알멘의 해석은 선행악구와 후행악구의 불규칙한 프레이즈 구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이 불가사의한 트릴은 후행악구의 종지(마디18) 후
에 즉각적으로 복귀된다. 선행악구에서 F음에서 시작한 G -A 트릴
이 다시 F음으로 종결한 것과는 달리 마디 18에서 B 으로 시작한
B -C 트릴은 G 음까지 미끄러지듯 도착하고 동시에 G 장조로 전
조된다. 다시 말해 원조에서의

임과 동시에

VI 조성 관계인 G

은 작품 속에 내재된 특정한 의미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
은 당시 슈베르트가 처한 자신의 암울한 상황과도 맞닿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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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1악장, 마디 1-19

(2)

G

조성의 세계

마디 19의 B -C

트릴 끝부분에서 장3도에 걸친 반음계 하강

으로 도달한 G 장조는 알멘이 설명한 무의식의 세계처럼 원조인 B
장조와 반음계적 3도 관계이다.1) 또한, B 의

VI로 볼 수 있는 이

조성 관계는 일찍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 Op. 73에서
선보인 이명동음을 이용한 1악장(E )과 2악장(B=C )의 조성 관계
에서 볼 수 있다. 이 협주곡 2악장 끝부분에서 B음에서 반음 하강
한 B 음을 3악장 E 의

로 연결시킨 이 조성 관계는 베토벤이 시

도한 3도 관계 중 먼 곳으로 이탈한 조성 관계이며, 뛰어난 색채감
과 시공간의 이동을 보여준 예이다. 또 하나의 예는 베토벤의 후기
작품인 <현악 4중주> Op. 127의 2악장에서 볼 수 있는데 조성 관
계는 A -E 장조이다. 고전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로젠
(Charles Rosen, 1927-2012)은 베토벤이 소나타 형식에서 제1주
제와 제2주제의 3도 관계 이외에도 V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방
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곡의 긴장도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한다
(Rosen, 1972).

1) 음악적인 흐름의 고조 또는 색채를 가미하기 위한 장치로 공통음이 한음뿐인
3도 관계의 3화음을 반음계적 3도 관계라고 한다(Kostk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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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의 소나타 형식을 깊이 연구한 슈베르트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많이 했을 것이며, 이 곡에 나타난 B 과 G 장조의 관계는
V의 네아폴리탄 화음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윤미재, 2005), 이는
곧 3도 관계로 귀결된다. 이 특징적인 색채와 분위기를 자아내는 G
조성은 바로 전 <피아노 소나타>, D. 959에서 이명동음조인 F 장･
단조로 암시된 조성이기도 하다. 1악장 A장조와 관계조인 f 단조는
2악장의 쓸쓸하고 우수에 가득 찬 분위기를 선보였으며, 4악장에서
A장조의 재현부 직전에 제시된 아홉 마디에 걸친 F 장조의 제1주제
출현은 <악보 2>와 같이 마치 환상의 세계를 보이는 듯 슈베르트의
특유의 서정적인 화성 진행의 정수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악보 2>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59, 4악장, 마디 212-216

<피아노 소나타> D. 960 1악장 마디 20에서 왼손의 G

분산

화음 위에 제1주제 선율이 4분음표로 노래하기 시작하며 곧이어
이 선율은 8분음표, 16분음표로 리듬이 쪼개져 반음의 비화성음을
동반한 아르페지오로 전개되고, 마디 35의 독일6화음이 V로 해결
되지 않고 마디 36에서 I (B )으로 강하게 도달한다. 마디 36에 포
르테로 제시되는 제1주제는 셋잇단음표 반주로 전원적인 성격에서
더욱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2전위된 F음의 페달포인트로 긴
장감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제1주제 선율의 변화과정을 <악보 3>에
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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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1악장, 마디 1, 20, 36

마디 45-47은 c단조의 감7화음과 이명동음인 f 단조의 감7화음
에서 반음 하강하여 마디 48에서 f 단조로 해결되며 제1주제 영역
을 마치고 경과구로 연결된다.

<악보 4>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1악장, 마디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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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과구: f 단조의 출현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화성어법인 장･단조 대비는 G /f 의 다른
성격의 두 조성을 병치하여 보여준다. G 조성의 등장 이후 B 의
제 1주제가 삽입되었지만, 마디 48부터 시작되는 경과구에서 f 단
조가 등장하여 또 하나의 먼 조의 색채감을 선보인다. 3도 음정과
순차 진행으로 이루어진 경과구 선율은 셋잇단음표와 16분음표 반
주 음형위에서 f -A-B -F의 전조를 지나 완전 정격종지로 마디
80의 제2주제 영역에 도달한다. 이와 같이 예상 밖의 조성들을 거
쳐 제2주제에 도착하는 과정을 배리(Barry, 2020)는 제시부의 전
개에서 이탈하여 경로를 재설정한 것으로 슈베르트 후기 기악곡에
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라고 말한다.
<악보 5>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1악장, 마디 48-80

(4) 제2주제 영역: F(V)
제2주제는 F장조 3화음이 셋잇단음표의 펼침 화음으로 전개되
어 선율적인 성격보다 화음들의 반음계적 성부 진행이 돋보인다.
<악보 6>은 종결구 직전까지 이어지는 제2주제 영역에서의 화성진
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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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1악장, 마디 80-99

마디 99-117은 짧은 종결구로 이명동음과 반음계적 전조를 이
용하여 <악보 7>과 같이 a단조의 극적인 외침을 선보이기도 한다.
잦은 쉼표의 출현으로 선율은 중단되고, 음역을 넘나들며 질문에
답하는 대화체의 짧은 조각들이 내러티브를 만들어 나간다.
<악보 7>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1악장, 마디 104-107

제시부를 반복할 때 아홉 마디에 걸친 1번 괄호(마디 117)를
연주하게 되는데, 1번 괄호의 마지막에 큰 천둥같은 ffz의 트릴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연주자로 하여금 이 부분의 극적인 연출을 위
하여 긴 제시부를 반복하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킨다. 제시부에
나타난 각 주제별 영역의 조성과 길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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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악장 제시부의 구조
마디
조성
주제
길이
중심
조성

1

B

20

36

G B
1 주제
47 마디
B (G )

48

f

59

70

A B
경과구
32 마디
f (A, B )

80

99-117

F
F
2 주제 종결구
38 마디
F

곡의 시작 부분부터 먼 조로 벗어남을 보이며 확장된 제1주제
영역과 경과구에서 알 수 있듯이, I에서 V에 도달하기 전 심리적으로
먼 조인 G /f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즉, B , f , F
의 조성영역은 웹스터의 ‘세 개의 조성을 지닌 제시부’와 일치하고,
슈베르트는 베토벤의 모티브 발전이 아닌 선율의 변화무쌍한 전조
를 거쳐 내러티브를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B 과 G 의 반음계적
3도 관계에 대해 클라크(Clark)는 단순한 조성의 확장이나 우회가
아닌 고전주의의 전통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새롭게 조성영역을 재
배치한 슈베르트만의 독창적인 화성기법으로 보았다(Clark, 2011).
타라스티(Tarasti)는 곡의 시작 부분에 나타난 G 조성을 플랫 조성
이 가진 성격을 대입하여, 마치 전쟁에서의 후퇴를 암시한다고 묘
사하였으며, 알멘은 마디 18까지 전개된 제1주제의 전원적인 성격
이 ‘회상’과 같은 G 조성에서 베이스가 F로 움직이면서 마디 36에
서 영웅적인 성격으로 우뚝 서는 데 도움을 주는 발판을 제공한 것
으로 해석하였다(Almén, 2008).

2. 발전부: c 단조( ii)
슈베르트는 F장조에서 성부들의 반음진행으로 간단하게 c 단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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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하여 발전부를 시작한다. c 단조는 B 의 ii으로 이명동음인 D
으로 본다면 B 과 3도 관계의 조성이다. 또한, 전형적인 소나타 형
식에서 기대되는 발전부의 F장조를 중심으로 볼 때, VI(D ) 의 이
명동음인 c 단조의 사용은 제시부에서 G , f 단조의 출현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c 단조는 발전부의 처음 세 마디에서
만 나타나고 곧 다른 조로 이동한다. 이 c 단조는 본격적으로 2악
장의 조성으로 다시 나타나면서 <악보 8>과 같이 3옥타브에 걸쳐
울리는 C 페달포인트 사이에서 나지막이 노래하는 선율과 함께 저
너머의 세계에 가 있는 느낌을 주는 조성의 색채를 띠고 있다.
<악보 8>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2악장, 마디 1-5

발전부에서는 제1주제(P), 경과구(T), 제2주제(S) 선율이 모두
등장하며, 짧은 간격으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전조로 인하여 끝없는
조성적 방랑을 보인다.
<표 2> 1악장 발전부의 구조
마디

118

121

125

131

P

P

T

S

c

f

b

A

마디

173

반음계적
전조

186

137

140

146

149

158 163

S1(연장)
B

g
188

b

193

199

트릴

트릴

a

D
203

206

C

212 214

P
트릴
d

B

d

V7/B

vii07/B

트릴 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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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31에서 187까지 57마디 동안 제2주제와 그 연장이 예측
불가의 조성영역을 장･단조를 번갈아가며 반음계적 전조를 보인다.
마치 제시부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등장한 제2주제 부분을 보상받
으려는 듯 확장되어 전개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마디 149부
터 9마디 동안 D 에 머물러 있는 점이다. 이 때 주제선율은 제2주
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마디 149에서 발전부의 첫 도입이었
던 c 단조와 이명동음인 D 장조에 ff로 도달하여 마치 방랑의 첫
번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9>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1악장, 마디 149-152

마디 173에서 D 음과 반음관계인 d단조로 다시 돌아가면서 원
조인 B 으로 한층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마디 186의 D-E 트
릴이 마치 두 마디 후에 제1주제를 불러온 것처럼 마디 188부터
베이스에 나타나는 트릴의 연결로 d-B -d의 전조를 거쳐 제1주제
가 제시되는데 조성의 변화만큼이나 그 성격이 대조된다. 마디
188의 d단조 부분은 왼손화음의 반음계로 하행하는 베이스 위에
울리는 제1주제 선율이 슬픔이 내재된 망설임을 동반한다. 곧이어
나오는 B 조성에서는 제1주제 선율이 ppp로 매우 여리게 등장하지
만 변성화음인 iv(e )의 성격으로 인해 진취적인 설득력이 내포되
어 있다. 마디 203에서 B 의 딸림7화음에 도달하여 드디어 긴 여
정이 끝나감을 암시하고, 마디 206의 감7화음으로 제시부에서 치
열하게 전개된 F/G 갈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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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1악장, 마디 203-207

발전부의 긴 방랑은 <악보 11> 마디 212에서 G -A

트릴로

귀결되며 ppp의 다이내믹은 지칠대로 지친 여정을 마무리함을 보
여주는 내러티브적인 해석을 불러일으킨다. 곧 이어 나오는 저음역
에서의 트릴은 제시부의 첫 트릴과 같은 음역에서 나타나며, 첫 트
릴에서의 불길한 예감을 의연하게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재현부가
등장한다.
<악보 11>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1악장 마디 211-216

다음 <표 3>은 곡 전반에 걸쳐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나타나는
G 트릴이 음정, 다이내믹과 역할을 달리하여 나타난 것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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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트릴의 출현과 역할
마디

8
19
117
186
192
198
212
214
223
234
352

음정

G -A
B -C
G -A
D-E
D-E
B -C
G -A
G -A
G -A
B -C
G -A

다이내믹

pp
pp
ffz
pp

ppp
ppp
ppp
pp
pp

역할

불길한 예감, G 장조 암시
G 장조로 연결
제시부 반복(천둥)
발전부, 제1주제 등장
B 장조로 연결
d단조로 연결
긴 발전부 마무리
재현부 암시(운명에 순응)
재현부 첫 트릴 (익숙한 예감)
G 장조로 연결
코다 (운명의 신호)

3. 재현부
(1) G 장조와 f 단조 병치
재현부 시작 부분의 G 장조 출현은 4마디 후 곧바로 이명동음
전조로 f 단조로 병치 되면서 장･단조를 대비시키는 슈베르트 특유
의 화성 기법을 볼 수 있다. 제시부와 달리 G

베이스 진행음은 f

-A를 거쳐 마디 254에서 A7 화음에서 반음 올라간 B 으로 순간
이동 하듯이 도달한다. 제시부의 2전위가 아닌 기본위치로 돌아와
재현부의 안정감을 부각시키며 확고한 성격을 과시한다.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의 I-V의 관계를 고수하며 V로 도달하기
전 멀리 G (f )으로 돌아간 제시부를 그대로 재현부에서 엄격하게
따르기 위하여 다음 <표 4>와 같은 화성 진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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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시부와 재현부의 화성진행
제시부
P

T

B G B f (A, B )
I VI I
vi

재현부
S

F
V

P

T

B G f B b(D, E )
I VI vi I
ii

S

B
I

(2) 코다
재현부의 코다에서는 제시부의 종결구에서 보인 대화의 내러티
브가 10마디 더 추가되었으며, 제1주제가 마지막으로 12마디에 걸
쳐 등장하여 제시부의 종결구보다 2배 이상으로 길이가 확장되었
다. 연장된 부분인 <악보 12>에서는 c단조의 속7화음과 감7화음이
충돌하는데 이 화음의 의문은 4악장에서 그 실마리가 풀린다.
<악보 13>에서 제시된 4악장 제1주제의 불안정한 도입부에서 이
화음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악보 12>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1악장, 마디 3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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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악장의 첫 음인 G옥타브는 제1주제가 반복하여 제시될 때마다
나팔 신호처럼 울린다. 마치 원조인 B 장조에서 이질적이었던 G
음을 털어버리려는 듯 G음이 여러 번 강조된다. G음으로 인해 주
제는 c단조를 암시하며 불안정한 시작을 보이지만 반음계적인 베이
스 진행(G-G -F)으로 B 으로 마무리한다.
<악보 13>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4악장, 마디 1-8

음악학자 뉴볼드(Newbould)는 1악장 코다에서 마지막으로 등
장하는 G

트릴(마디 352)에 대해 첫 트릴이 등장하며 던진 심오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해석하였다(Newbould, 1977). 이는 불
길한 예감을 주었던 G

트릴이 곡의 흐름을 따라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거쳐 마침내 익숙한 운명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 960 1악장에서 불길한 예감을
주는 G
등장한

트릴은 원조와

를 이루며 이 관계는 신비스런 색채로

VI(G ) 조성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는 소나타 형식의 바탕

이 되는 I-V관계에서 V로 도착하기 전 반음관계를 이루는 V의 네
아폴리탄 화음으로 슈베르트가 제2주제 영역을 먼 조성으로 설정하
기 위하여 선택한 장치로 분석될 수 있다. 아울러, 원조인 B 장조와
의 3도 관계는 1악장 발전부의 시작 부분과 2악장의 c 단조 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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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 소나타에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3도 관계의 조성이다.
세 개의 소나타를 동시에 작곡했던 1828년 가을, 슈베르트는
본인의 죽음이 점점 방문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
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완성한 마지막 대곡들 중 피아노를 위한
마지막 세 개의 소나타들의 조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c단조-A
장조-B 장조의 구성으로, 3도와 반음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
한 특징을 미루어볼 때 마지막 소나타에서 순환적으로 나타난 반음
계적 3도 중심의 조성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원조에서 매우 먼 조로 인식되는 이질적인

VI인 G

조성은 그

가 꼭 가야만 했던 V의 반음 위에 있어 그에게는 잠시 피난처로
삼을 수 있었던 비밀의 장소 같은 곳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음악의 흐름은 이명동음조인 f 단조를 거쳐
F 장조에 도달해야만 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발전부를 시작하
면서 ii인 c 단조로 잠시 제1주제 선율을 노래하지만, 곧 그는 어
느 길로 가야할 지 모르는 여정을 떠나 방황하였고, 불길한 예감을
주었던 운명의 트릴의 출현으로 재현부를 숙연하게 맞이하며 운명
에 순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세 마디 동안 숨어서 노래한 c 단조
는 제2악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끝없는 노래를 펼
쳐나간다.
재현부는 주어진 형식의 원리를 매우 충실하게 따르고 있으며,
코다에서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고민은 c단조의 V7과
viio7의 충돌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대답은 마지막 4악장에서 주어
진다. G 음의 베일을 벗고 G음을 그토록 여러 번 강하게 울린 이
유가 무엇일까. 4악장 코다에서 프레스토로 급히 서둘러 곡을 마친
이유는 무엇일까. 대장정의 세 개의 소나타를 모두 완성한 후련함
과 동시에 고단했던 삶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숨가쁨이 느껴진다. 1
악장 코다에서 마지막으로 울리는 트릴은 더 이상 암시가 아닌 이
제는 귀에 익숙한 운명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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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Encounter with Destiny: Interpretation of VI
in the First Movement of Piano Sonata

D. 960 by F. Schubert
Min J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onal structure in the first movement of
Schubert’s <Piano Sonata> D. 960, focusing on its eccentric, mysterious
C trill. The immediate goal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trill to the tonic B major. On a global scale, however,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tonal structure of a musical work that uses VI.
In the beginning, the trill implies an ominous premonition, which is
expressed in C major, or VI in E major. As the movement approaches
the dominant(F major), the unexpected appearance of the C major can
be interpreted as a temporary shelter. Furthermore, c minor from the
development is also the VI in F major, the dominant of E major. In
the recapitulation, the C trill matures into a solemn figure accepting to
its fate. Finally, the C trill resonates as a signal of its fate.
Key Words: Schubert, piano sonata, D. 960,

VI
투고일: 2022년 2월 1일
수정본 제출일: 2022년 3월 2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