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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Bach-Busoni의 Chaconne in d minor,

BWV 1004 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음   악   학  과

                                                             현      성    희

   바흐(J. S. Bach)는 약 1720년경인 쾨텐시기에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제2번」 BWV 1004를 작곡하였다. 그 중 5번째 곡인 샤콘느(Chaconne)가 바이올린 

작품 중에서도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화성적이고 대위법적인 구성으로 보다 높

은 바이올린 연주기교를 요구한다.

   그 후 19세기 ~ 20세기 초 독일 작곡가 부조니(Ferruccio Benvenuto Busoni)가 

바흐의 샤콘느를 편곡하였으며 원곡에서 사용되는 바이올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피

아노를 선택하여 다양한 연주기법과 음색, 음역의 확대 등을 사용하여 재해석하고 있

다. 또한 바흐의 샤콘느와 동일한 구성으로 크게 A-B-A’의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되

며, 대개 8마디의 악구로 구성되어 있다. 조성면에서도 A (d minor) - B (D Major) 

- A’ (d minor)의 3부분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부조니는 조성, 화성, 기본적 리듬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원

곡에 충실하였고 피아노의 특성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또한 잦은 템포 변화와 지시어 

제시, 상세한 연주기법, 리듬변화 등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음악적 표현을 하고 있으며 

바흐의 곡을 재조명하여 샤콘느의 음악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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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부조니(Ferruccio Benvenuto Busoni, 1866~1924)는 이탈리아 태생으로 19세기~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활동한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피아니스트, 작곡가, 음

악학자, 편곡가로서 활동했다. 이 당시 신고전주의의 음악가들은 후기 낭만주의의 과

장되어 표현된 감정과 주관적인 감정의 개입을 절제하고 순수하고, 절대적인 음악을 

추구하였다. 부조니는 리스트 말년 때 그의 제자가 되었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

유로운 작곡방법과 독특한 변형기법 등 작곡가로서의 이론적 기초를 배웠으며, 부조

니의 주목할 만한 업적은 과거 작곡가들의 작품을 편곡한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다양한 작품을 건반 악기로 편곡하

였다. 그 중 대표적인 작품은 바흐의 바이올린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제

2번」의 제5악장인 샤콘느(Chaconne)를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것이다.1)

  부조니는 원곡 작곡가 바흐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편곡 시도를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바이올린으로 연주 될 때 현악기가 가지는 한계로부터 벗어나 피아노

로 표현할 수 있는 연주기법을 극대화시켰다. 즉 피아노가 낼 수 있는 넓은 음역과 

세밀한 다이나믹, 분산화음, 지속음 등의 사용으로 더욱 풍성한 색채감을 나타내었고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통하여 그만의 샤콘느를 만들었다..2)

  이 논문에서는 부조니의 삶과 그가 작곡한 피아노 음악과 편곡 작품 등을 살펴보고 

그의 음악적 특징과 화성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복잡한 분석들을 연구하여 새로운 견

해로 곡을 해석하고, 연주자들에게 새로운 지식으로 곡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서경희, “J. S. Bach - F. Busoni 의 Chaconne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8, 5.

2)신희원, “J. S. Bach - F. Busoni Chaconne에 관한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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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Bach-Busoni의 샤콘느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부조니의 생애

를 살펴보고 둘째, 부조니의 피아노 작품, 편곡 작품 등 그의 작품세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샤콘느의 화성분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복잡한 분석들에 대한 것을 주제로 

악보와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여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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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I. 본 론

1. 부조니의 생애

  부조니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이자 교육자로서 

1866년 4월 1일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있는 엠폴리(Empoly)에서 태어났다. 클라리

넷 연주자인 아버지 페르디난도 부조니(Ferdinando Busoni)와 피아노 연주자인 어

머니 안나 바이스 부조니(Anna Weiss-Busoni)의 영향으로 어릴때부터 뛰어난 음

악적 재능을 보이며 4살 무렵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연주하였다.3) 그의 데뷔는 그

가 7살이 되던 1873년에 부모님과 트리스테(Treiste)에서 이루어졌고, 작곡은 8살 

때부터 시작하였다. 그 후 안톤 루빈슈타인(Anton Rubinstien, 1829~1894)에게 인정

받았고, 10살 때는 ‘Neue freie Presse’ 의 세부화된 기사에서 한슬릭(Hanslick)의 

절찬을 받았다.

  1876년부터 1890년까지는 유럽권을 중심으로 연주와 작곡을 시작한 시기이며 빈

(Wien) 여행 이후 부조니 가족은 그라츠(Graz)에 정착하였다. 부조니는 그라츠에

서 유명 작곡가인 빌헬름 마이어(Wilhelm Mayer)에게 2년 동안 음악을 배웠고 자

작곡을 지휘하기도 했다. 12살이 되던 때 즉, 1874~1879년 사이 부조니의 첫 작

품으로는 2개의 성악곡 「아베마리아(Ave Maria)」 Op. 1, 2와 피아노 독주곡인 

「Cinq pieces」 Op. 3이 작곡되었으며 스승 마이어에게 헌정했다.

  1881년 15살 때에는 이탈리아 도시 볼로냐(Bologna)의 ‘아카데미아 필라르모니

카(Accademia Filarmonica)' 의 회원이 되고 이때 오라토리오 ‘일 사바토 델 빌라

지오 (Il sabato del villaggio)'를 초연하였다.4) 그는 빈에서 피아노 연습곡 Op. 16

번과 17을 작곡하였는데 이 곡들은 브람스에게 헌정하였고 1886년 브람스의 권유

로 라이프치히로 옮겨가 말러, 멜리우스 그리그, 차이코프스키 등 유명한 작곡가들

과의 교류가 있었다. 라이프치히에서 「현악 4중주 제2번」을 작곡했고, 22살인 

1888년에 「바흐의 푸가 라단조 BWV 532」를 편곡했다. 그 후 헬신키 콘서바토

리의 교수가 되어 시벨리우스와 예르네펠트를 만나게 되었고, 1890년 모스크바에서 

한 스웨덴 조각가의 딸 게르다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5) 부조니가 결혼한 해인 

1890년에 「소협주곡」 Op. 31a 작품이 루빈스타인상을 받게 되어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가 되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는 보스턴과 뉴욕에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 이를 포

3) Apel Willi 《Harvard Dictionary of Music Second edition》, p. 282

4) 김종미, 페루치오 부조니 편곡 예술분야에 있어서 그의 공헌 <J. S. Bach-Busoni Chaconne

BWV 1004> 의 비교분석과 연주해석>, (칼빈대학교 학술저널, 경기, 2009), p. 180

5) 우지현, “J. S. Bach - F. Busoni 의 Chaconne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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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대표적 피아노 작품들

초

기

<낭만주의적 시기>

바흐, 슈만, 멘델스존 

등의 영향

「환상적 이야기」 Op. 21 (1878),

「24개의 프렐류드」 Op. 37 (1880),

「쇼팽 다단조 프렐류드에 의한 자유로운 변

주와 푸가」 Op. 22 (1884)

중

기

<편곡의 시기>

많은 작곡가들의 곡을 

연구, 100여 곡의 작품을 

편곡

바흐의 「오르간을 위한 토카타와 푸가 

다장조」 BWV 565 (1900),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샤콘느」 

BWV 1004 (1897) 등

후

기

<신고전주의적 시기>

바로크적 색채, 절대적이

고 객관적인 음악 강조

「엘레지」 (1907), 「크리스마스의 밤」 

(1908), 「대위법적 취급에 의한 판타지」 

(1910-1912), 「인디언의 일기」 Op. 47 

(1915), 「바흐를 토대로 한 대위연습곡 

(1917) 등

기하고, 모스크바를 떠나 보스턴과 뉴욕에서 연주여행을 하였다. 부조니는 1894년 베

를린으로 돌아왔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중이여서 이 시기 동안에만 스위스에 

머물렀고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베를린에 머물렀고 그는 마지막 여생을 이곳에서 보

냈다.

  1901~1902년에는 바이마르에서 리스트의 음악을 위해 음악모임을 가졌고, 1902

년부터 베를린으로 돌아와 협연을 자주 가졌다. 주로 그의 동료들인 바르톡, 시벨리

우스의 곡을 초연하였고, 독주회는 현대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907년에는 

「음 예술에 있어서의 새로운 미학적 기초」라는 음악미학 책과 음악이론에 대한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1913년~1915년은 이탈리아 볼로냐의 음악원장으로, 1920년부터는 베를린 고등

음악 학교의 작곡교수로 근무하여 후학 양성에 힘썼다. 1922년에는 그의 마지막 공

개 연주회가 있었고, 마지막 오페라 작품 「파우스트 박사」가 미완성으로 남은채 1924

년 7월 27일 58세로 베를린에서 생을 마감 하였다. 미완성된 「파우스트 박사」는 부

조니의 제자인 필립 아르나흐에 의해 완성되었고 부조니 사망 다음해인 1925년 드레

스덴에서 초연되었다.6)

  부조니의 음악적 양식 및 대표적 작품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부조니의 음악적 양식 및 대표적 작품들

6) 박경아,「부조니의 삶과 음악」, 피아노 음악 서울음악춘추사.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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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품명 비고

1877
5곡 세트 (프렐류드, 미뉴에트, 가보트, 에튀드, 

지그)
신고전주의 경향

1877 스케르초 (Scherzo from Sonata in E♭)

1878 미뉴에트 (Minuetto)

1878
환상적 이야기

(Racconti fantastici)

슈만과 

리스트풍이며 

문학과 연관된 3개 

캐릭터피스

2. 부조니의 작품세계

  1) 부조니의 피아노 작품

부조니는 오페라와 교향곡 등을 비롯하여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많이 작곡하였

는데, 그의 작품은 크게 초기, 중기, 후기로의 시대적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1874~1890)에는 낭만주의 시기로 바흐, 멘델스존, 슈만의 영향을 받았고, 

1880년대 중반 무렵에는 브람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7) 그의 초기 작품에는 슈만

과 리스트 풍의 문학과 연관된 3개의 캐릭터 피스(character piece)들인 1878년의 

「환상적 이야기」가 있으며, 1883년 a단조 소나타, 브람스에게 헌정한 「Etude 

Op. 16」, 1884년의 「쇼팽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등이 있다.

  중기(1891~1901)에는 편곡의 시기로 약 10년동안 편곡에 열중하였으며 특히 바

흐의 작품을 편곡하는 시기로 보냈다. 이 시기의 대표작품이 1897년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샤콘느」이다.

  후기(1902~)에는 신고전주의적 시기로, 바로크로부터의 여러 형식을 현대적인 

화성, 조성, 선율, 리듬, 음색을 사용하여 재현하려 하였고, 이 시기의 대표작품은 

1907년의 「엘레지」, 1908년의 「크리스마스의 밤」 등이 있다.8)

부조니의 피아노 작품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부조니의 피아노 작품 목록9)

7) 민경아, “바하 - 부조니의 샤콘느 d 단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2008, 3.

8) F. E. Kirby, 건반음악의 역사, 김혜선 역 (서울: 다리), 1997. p. 458.

9) 윤희경, “Bach-Busoni의 Chaconne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6, 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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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1880 24개의 프렐류드 신고전주의 경향

1880 가보트 (Gavotte)

1882
3개의 고대 양식에 의한 소곡집

(Pezzi nelle stile antico)
신고전주의 경향

1882 4개의 고대 무곡 (Danze antiche) 신고전주의 경향

1882 프렐류드 푸가 (Preludio e Fuga) 신고전주의 경향

1883 에튀드 Op. 16

1883 마키에테 메디오발리 (Macchiete mediovali) 신고전주의 경향

1884 쇼팽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1890~1891 대위법적 무곡 신고전주의 경향

1896
고대 선법에 의한 판타지아

(Fantasia in modo antico)
신고전주의 경향

1907 엘레지 (Elegien) 7개의 모음곡

1907 바흐 환상곡 (Fantasia nach J. S. Bach)

1909 4성부로 된 어린이를 위하여 (an die jugend) 교육용 작품

1909 크리스마스의 밤 (nuit de noel) 인상주의적 작품

1910 Sonata No. 1

1912 Sonata No. 2

1915 인디언의 일기

1916 Sonata No. 3

1917 Sonata No. 4

1917 바흐를 토대로 한 대위법적 연습곡

1919 Sonata No. 5

1920
카르멘 소나타 비제의 카르멘 주제를 이용한 유

명한 판타지

1921 토카타: 프렐류드, 판타지아, 샤콘느 3부 신고전주의 경향

1917~1922 클라비어 교본 (Klavierübung) 

  2) 부조니의 편곡 작품

부조니가 바흐의 샤콘느를 편곡한 시기는 1893년대이다. 이 때 그는 1891년부터 

10년 동안 본인의 창작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작품들을 편곡하고 연구했던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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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양한 편곡방법을 시도하였는데, 그 예로 학습을 위한 입문서 역할의 편곡, 교

향곡과 오페라 서곡을 피아노곡으로 편곡, 원곡을 새로운 순서로 재구성한 편곡, 마지

막으로 다른 악기 편성으로의 편곡10) 등이 있다.

   a) 편곡의 정의

  편곡이란, 악곡의 본래의 형태를 다른 연주형태에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을 말

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원곡의 원형을 가능한한 보존하면서 대편성을 소편성으로 바꾸는 경우이고, 

대표적 예로는 오페라나 오케스트라의 모음악보 등을 스코어의 형태로 개작

(Klavier- auszug) 하는 것이다. 이는 편곡자의 창작이 필요가 없다.

  둘째, 연주 목적으로 개편되는 경우이며, 이때는 선율인 원형에 반주를 첨가한다

던지 다른 기악 편성으로 바꾸는 일이 있으며 소규모 편성의 악곡을 대편성으로 다

시 쓰는 등 편곡자의 창작적 요소가 다분히 첨가되는 일이 많다. 다른 편성에 대한 

편곡을 transcrip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조니 편곡의 샤콘느가 여기에 속한

다.11)

    b) 편곡의 목적

첫째, 특정 악기의 레파토리의 확대를 위하여 (이를 transcription이라고 한다)

둘째, 악기 편성의 양식적, 기술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셋째, 작곡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넷째, 낭만주의 시대부터 인쇄술, 출판업의 발달과 함께 중산층을 위한 가정용 악기

가 대량으로 생산되어 일반인들도 기존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섯째, 작곡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악기 편성을 하기 위하여

여섯째, 19세기 무렵 비르투오조(virtuoso)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고, 기교를 과시

하기 위하여12)

10) 기존의 곡을 특정 악기의 구조나 연주법, 조에 맞게 고쳐서 옮겨 적는 방법으로 기타, 비올라, 타악기, 관악기 

등을 위해 많이 이루어지는 작곡상의 기법이다.

11) 문유정, “Bach <Chaconne in d minor>의 편곡기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7, 

p.12~13.

12) 이장직. 「편곡이란 무엇인가 - 왜,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음악동아. 서울:동아일보사, 1990, 6월호,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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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조니 편곡작품의 특징

  부조니는 어떠한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각각의 작품을 독립적으로 취급하였으므

로 작품들을 항상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그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위해 

다른 기법들로 편곡하였는지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형식면에서 살펴보면 주로 확장이나 축소하는 기법을 통해 형식의 변화가 이

루어졌다. 그 목적은 곡에 내재한 힘을 집중시키고자 함에 있었다. 바흐의 「골드베르

그 (Goldberg Variations)」 변주곡은 무려 1/3이나 축소하였다. 확장은 긴장감을 고

조시키는 목적에 주로 사용되었다. 리스트의 「슬픈 자여 이리로 오라 (Ad Nos, Ad 

Salutarem Undam)」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쓰이고 있다.

  둘째, 소리 면에서이다. 다른 악기를 선택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음향으로 인한 변

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오케스트라 편곡 작품들, 모차르트의 「콘체르탄테 이중주

(Duettino Concertante)」, 바흐의 「샤콘느」 (바이올린 곡을 피아노로 편곡)와 「반음

계적 환상곡과 푸가」 (피아노곡을 첼로곡으로 편곡)에서 사용되었다. 바흐의 샤콘느는 

바이올린 곡에서 피아노의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완벽한 피아노곡으로 편

곡한 반면, 오르간 편곡 작품들은 피아노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피아노로 오르간 소리

를 모방하도록 쓰였다. 이러한 효과와 목적을 위해 옥타브와 밀집 코드가 많이 사용

되었으며 다이나믹, 프레이즈(phrase) 등도 이 목적에 따르고 있다. 오케스트라 음향

을 피아노로 옮기는데 있어서 부조니는 다시금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악보에 따라 편곡한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의 경우 리스트가 

계속되는 8분음표를 통해 격렬함을 표현하는 부분을 부조니는 코드 트레몰로

(tremolo)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단순한 코드 사용을 택함으로써 효과를 적절

하게 살리고 있다.13)

  또한, 부조니는 바흐의 균형잡힌 형식미와 정신을 존경했다. 그리하여 바흐 곡을 

편곡한 작품들이 가장 많고 바흐의 음악을 색다르게 표현하고자 했다. 

  그의 에세이집 「음악의 새로운 미학에 관한 스케치」(1907)에서 ‘새로운 음악을 창

조함에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현재의 음악은 과거의 음악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발전

되어 왔음을 주의하여야 하고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하였다. 그가 편곡작업에 몰두한 것은 창작활동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전의 

작곡가들에 대한 연구와 그의 음악을 후세에 알리기 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4)

13) 최은주, 편곡의 역사 및 부조니 편곡작품의 특징, ⌜피아노 음악, 통권 153호⌟, (서울: 음악춘추사. 1994, 12

월), 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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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작품명 
편곡 

연도
원곡 악기

J. S. Bach

Prelude and Fugue in D Major BWV 532 1888

오르간

Prelude and Fugue in E-flat Major BWV 

552
1890

Prelude and Fugue in E minor BWV 533 1894

Toccata and Fugue in C Major, BWV 564

Toccata and Fugue in d minor, BWV 565
1899

15 Inventions, BWV 772-786

1891

,

1914

하프시코드

15 Sinfonias, BWV 787-801

1891

,

1914

Fughetta in c minor, BWV 961 1914

    d) 부조니의 주제별 편곡 작품15)

  

   ➀ 피아노 솔로를 위한 편곡 작품 

부조니는 특히 바흐의 오르간과 하프시코드의 작품들을 피아노 솔로 작품으로 많이 

편곡하였으며, 그 외에도 류트나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도 피아노 솔로 작품으로 v

편곡하였다. 바흐 외에도 모차르트(W. A. Mozart), 베토벤(L. v. Beethoven), 슈베르

트(F. Schubert), 쇼팽(F. Chopin), 리스트(F. Liszt), 브람스(J. Brahms), 바그너(R. 

Wagner), 노바첵(O. Novack), 쇤베르크(A. Schönberg)의 오르간, 피아노, 오케스트

라, 현악 4중주 등을 위한 작품들을 피아노 솔로 작품으로 편곡하였다.

<표3> 부조니의 피아노 솔로를 위한 편곡 작품

14) 문유정, “Bach <Chaconne in d minor>의 편곡기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7, p. 15.

15) 정나영, “바흐의 샤콘느 라단조 BWV 1004의 편곡작품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11, p.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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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 Bach)

Toccata in e minor, BWV 914

Toccata in g minor, BWV 915

Toccata in G Major, BWV 916

1916

하프시코드

Duetto No. 1 in e minor, BWV 802

Duetto No. 2 in F Major, BWV 803

Duetto No. 3 in G Major, BWV 804

1914

1914

Goldberg Variationen, BWV 988 1914

Choromatic Fantasia and Fugue, BWV 903 1902

,

1915

Fantasia and Fugue in c minor, BWV 906 1915

Capriccio in B-flat Major, BWV 992 1914

Prelude in c minor, BWV 999 1914 류트

Partita No. 2 in d minor, BWV 1004 중 

Chaconne

1893 바이올린

W. A. Mozart

Symphony No. 30 in D Major K. 202

Symphony No. 32 in G Major K. 318

Symphony No. 37 in G Major K. 444

1888

오케스트라

Piano Concerto No. 24 in c minor, K. 491

Piano Concerto No. 19 in F Major, K. 459

1919 피아노, 

오케스트라

L. v. Beethoven

Piano Concerto No. 4, Op. 58

중 2 Cadenzas

1890

피아노, 

오케스트라Piano Concerto No. 1, Op. 15 중 Cadenzas

Piano Concerto No. 37, Op. 37 중 Cadenzas

1900

F. Schubert

Der Teufel als Hydraulicus, D. 4 1888

오케스트라

Overture in D Major, D. 26 1888

Overture in D Major, D. 556 1889
Overture in e minor, D. 648

Overture in D Major, in the Italian Style, 

D. 590

1889

F. Chopin Polonaise in A flat Major, Op. 53 1909 피아노

J. Brahms 11 Chorale Preludes, Op. 122 중 6 

Preludes

1902 오르간

R. Wagner Gotterdammerung, WWV 86D

Siegfried’s Funeral March (Act III)

1883 오케스트라

O. Novack String Quartet in e minor 1892 현악4중주

A. Schönberg 3 Pieces, Op. 11

Massige Achtel (No. 2)

1909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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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작품명 편곡연도 원곡악기 편곡악기

J. S. Bach
Harpsichord Concerto No. 1,

BWV 1052
1899

하프시코드,

오케스트라

피아노,

오케스트라
두 대의 

피아노

W. A. Mozart

Piano Concerto No. 19 in F 

Major, K. 459
1919

피아노,

오케스트라

두 대의

피아노
Sonata for Two pianos in D 

Major, K. 448 Cadenza
1921

피아노,

오케스트라

두 대의

피아노

Fantasia in minor, K. 608 1922 오르간
두 대의

피아노

F. Liszt

Fantasie und uber den Choral Adnos, ad 

salutarem undam S. 259

1897 오르간

Scherzo in g minor, S. 153 1909

피아노

2 Legendes, S. 175 1910

Fantasie und Themen aus Mazar Figaro 

und Don Giovanni, S. 697

1912

Grandes etudes de Paganini, S. 141 1913

,

1923

Reminiscences de Don Juan, S. 418 1917

Hungarian Rhapsody No. 19 S. 244/19 1918

Totentanz, S. 126 1920 피아노,

오케스트라

  ➁ 피아노 솔로를 제외한 피아노를 위한 편곡 작품

  부조니는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과, 피아노와 오케

스트라를 위한 작품으로 편곡하였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과 오페라, 두 대의 피

아노를 위한 곡, 오르간과 피아노 작품 등을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편곡하였다. 

슈만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리스트의 피아노 

작품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과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으로 편곡하

였고, 멘델스존의 교향곡은 네 명을 위한 두 대의 피아노 작품으로 편곡하였다.

<표4> 부조니의 피아노 솔로를 제외한 편곡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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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작품명 편곡연도 원곡악기 편곡악기

W. A. Mozart

Flute Concerto in G Major,

K. 313/285c 중 Cadenza
1919 플릇 플릇

Flute Concerto in D Major,

K. 314/285d 중 Cadenza

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 K. 384 Overture
1904 오케스트라

오케스트

라Don Giovanni, K. 527

Overture

Die Zauberflöte, K. 620 1923 오케스트라
두 대의

피아노

R. Schumann
Introduction and Allegro, Op. 

134
1888

피아노,

오케스트라

두 대의

피아노

F. Liszt Rhapsody espanole, S. 254 1894 피아노

두 대의

피아노

피아노,

오케스트라

F. Mendelssohn Symphony No. 1, Op. 11 1890 오케스트라

여덟 손을 

위한

두 대의 

피아노

      ➂ 피아노 이외의 악기를 위한 편곡 작품

  부조니는 모차르트, 베토벤, 칼 마리아 폰 베버(C. M. Weber), 리스트, 슈만, 하인

리히 빌헬름 에른스트(H. W. Ernst) 등 여러 작곡가가 작곡에 사용한 악기(바이올린, 

플륫, 클라리넷, 오보에, 성악 또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들 등) 들을 그대로 사용하

여 편곡하기도 하였으며, 성악곡이나 피아노곡을 첼로와 피아노곡으로, 오보에 곡을 

클라리넷을 위한 곡으로 악기를 변화시켜 작곡하는 편곡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표5> 피아노 이외의 악기를 위한 편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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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A. 

Mozart)

Die Zauberflöte, K. 620

Overture
1908

오케스트라
오케스트

라
Idomeneo, K. 366 1918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 622
1920

클라리넷,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오케스트

라

L. v. 

Beethoven

Adelaide, Op. 46 1915 성악

첼로,

오케스트

라

Missa Solemnis, Op. 123

중 Benedictus
1916 성악

바이올린,

오케스트

라

Violin Concerto, Op. 61

중 3 Cadenzas
1915 바이올린 바이올린

C. M. Weber

Clarinet Concerto No. 1

in f minor, Op. 73

중 2 Cadenzas

1920 클라리넷 클라리넷

F. Liszt

3 Sonetti del Petrarca,

S. 270 Pacevontrovo (No. 1)
1907

성악,

피아노

성악,

오케스트

라

Valses oubliees, S. 215 1915 피아노
첼로,

피아노

R. Schumann

6 Gesange, Op. 107

중 Abendlied (No. 6)

1878

~

1881

성악,

피아노

클라리넷,

현악 

4중주

3 Romances, Op. 94
1879~

1881

오보에,

피아노

클라리넷,

피아노

H. W. Ernst Elegie, Op. 10
1879~

1881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현악 

4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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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aconne

  1) Chaconne의 유래와 발전과정

  샤콘느는 바로크시대 춤곡에서 유래되었고, 8마디의 화성적인 주제에 의한 연속

적 변주곡의 한 형태로 느린 3박자 계통이며 주로 단조적인 화음진행을 한다. 또한 

샤콘느의 기원은 남미 멕시코의 무곡에서 나타나고 이 무곡의 형태는 1599년 유럽

에 들어와 스페인의 군주, 필립 3세의 결혼식에서 소개되었고 17세기 초 스페인에

서 대중화가 되었다. 어원은 바스크(Basque) 지방의 챠쿠나(Chacuna)에서 유래한 

‘샤코나(Chaconne)’로 스페인어로 ‘예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 언어는 이태리에

서는 ‘챠코나(Ciaccona)’로, 영국에서는 ‘챠코니(Chacony)’로, 프랑스에서는 ‘샤콘느

(Cha- conne)’로 불리게 되었다.

  스페인에서 샤콘느는 기타, 탬버린, 캐스터네츠 등으로 반주하는 춤곡으로 무용과 

음악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샤콘느는 해학적인 춤곡으로 사용되었고 후

에는 후렴구와 쿠플레16)(couplet)를 가지는 류트음악이나 기타음악에 사용되었다. 

이태리에서의 샤콘느는 건반악기로 변화되어 나타났다. 음역이 넓어지며 표현이 풍

부해졌다. 또한 3박자로 이루어졌고 스페인의 샤콘느에서 변주형식을 더하여 이태

리의 샤코나 변주곡으로 변화시켰다. 프랑스의 샤콘느는 스페인의 샤콘느보다 더욱 

느리고 장엄해졌으며 연속적인 형식과 론도형식을 이용한 독주곡, 실내악곡, 둘째 

박자에 긴 리듬형을 지니는 관현악곡 세가지 형태들이 변주곡으로도 발전하였다. 

그 당시의 샤콘느는 4분음표, 점 4분음표, 8분음표로 자주 나타나는데 이 음표들은 

둘째 박에서 악센트를 가지는 리듬형을 갖게 되며 이 리듬은 18세기 초까지 성행하

고 프랑스 전역에 걸쳐 사용이 되었다. 독일에서의 샤콘느는 오스티나토17)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샤콘느 양식이 1675~1750년 사이에 들어왔다. 

또한 성악곡보다 오르간, 하프시코드, 독주 바이올린, 류트곡, 관현악곡에 많이 사용

되었으며 서곡, 모음곡, 푸가에 삽입되기도 하였고 소나타처럼 악장이 단독으로 나

타나기도 했다. 영국에서의 샤콘느는 그라운드(grounds)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탈리

아와 프랑스의 양식이 함께 나타났다.

  2) Chaconne의 특징

  샤콘느의 변주는 대개 주제 화음군을 유지하면서 그 화음 위 또는 아래에 변주선

16) 쿠플레(couplet) : 17세기의 기악형식 론도(ABACAD…A)에서 후렴(A) 사이에 놓이는 각기 별개의 주제, 또는 

하나의 주제의 변주로 이루어지는 각 부분(BCD…)을 이르는 말.

17) 오스티나토(ostinato)  : 어떤 파트가 같은 높이로 일정한 음형을 반복해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동형 프레

이즈의 반복 연주라는 점에서는 블루스의 리프(riff) 등도 하나의 오스티나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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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첨가하여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화음군은 상성부나 하성부의 어느 곳에나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주제 화음군에서 전체적인 전조가 있을 수 있고, 연결구같은 비주제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샤콘느는 8마디 구조로 주로 약박에서 시작하며 풍부

한 화성과 화려한 기교를 담은 연속적 변주형태로 나타나고, 변주가 계속되면서 리듬

이 계속적으로 분할되어가는 특색을 볼 수 있으며 악센트와 당김음의 사용이 많이 사

용된다. 샤콘느는 단선율을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 여러 성부가 얽혀

있는 다성음악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로 인하여 선율 중심 악기인 바이올린의 화

성적, 대위법적 기법이 나타난다.18)

  샤콘느와 비슷한 변주곡으로는 파사칼리아가 있다. 이 두 형식은 변주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샤콘느는 선율이 변하더라도 화성의 변화가 거의 

없는 연속적인 화음 진행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파사칼리아는 주제 선율 위, 아래

에 대위법적인 선율을 더하여 나가는 방법으로 변주되어 주제선율에 대한 화성 변

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 샤콘느는 3성부 혹은 4성부로 이루어진 화성 

구조로 나타나는 반면 파사칼리아는 주제가 단성부로 제시되는 것을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19)

4. J. S. Bach의 Violin Partita No. 2 in d minor

  바흐는 쾨텐 시절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모음곡을 작곡하였다. 이 

시기에는 교회음악보다 세속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았고, 3대의 바이올린 협주곡, 브

란덴부르크 협주곡, 무반주 첼로모음곡 등이 작곡되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모음곡은 1720년에 작곡되었고 총 6곡으로 3곡은 소나

타, 그리고 나머지 3곡은 파르티타로 구성되어 있다. 1802년 니콜라우스 짐로크 출

판사에 의해 출판되었으나 당시에는 연주용 레퍼토리로 잘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요제프 요하임에 의해 연주용 레퍼토리로 쓰이기 시작된 이후부터 바이올리니스트

의 필수 레퍼토리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 

  이 모음곡 중 가장 유명한 곡은 파르티타 2번 d단조이며 이 곡의 구조는 알르망

드(Allemande)- 쿠랑트(Courante)- 사라방드(Sarabande)- 지그(Gigue)로 구성

된 4개의 춤곡과 32개의 변주를 가지는 샤콘느로 총 5곡으로 구성된다.

18) Leon Stein, 《Structure and style》, (박재열 ․ 이공조 옮김, 세광출판사, 1978), p. 170.

19) Hugo Leichtentritt,『Musical Form』, 최동선 역 (현대악보출판사, 1986)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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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작품 형식

No. 1 BWV 1001 소나타 교회 소나타 형식

No. 2 BWV 1002 파르티타 조곡 형식

No. 3 BWV 1003 소나타 교회 소나타 형식

No. 4 BWV 1004 파르티타 조곡 형식

No. 5 BWV 1005 소나타 교회 소나타 형식

No. 6 BWV 1006 파르티타 조곡 형식

<표6> 무반주 바이올린 위한 6개의 소나타 및 파르티타의 형식

Violin Partita No. 2 in d minor의 각 곡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Allemande

<악보1> Allemande

  d minor, 4/4박자. 곡의 처음은 짧은 음가를 사용하여 여린박에서 시작하고,  대

부분 각 성부를 반복하는 2부 형식으로 나타난다. 알라망드에서는 전체적으로 점음

표, 셋잇단음표, 16분음표, 32분음표를 주로 사용하며 템포는 보통 Moderato로  부

드럽게 연주된다. 또한 Prelude를 제외하고는 조곡의 맨 처음에 놓이며 서곡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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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urante

<악보2> Courante

  d minor,  3/4박자. 쿠랑트는 이탈리아풍의 프랑스어의 ‘courir'(달리다)에서 유래

된 말이다. 박자는 앞의 알라망드에 비해 역동적이고 셋잇단음표의 선율은 부드럽

고 아름답게 연주된다. 곡의 구성은 2부분 형식이며 각 부분이 따로 반복된다.

  3) Sarabande

<악보3> Sarabande

  d minor 3/4박자. 사라방드는 3/2박자 또는 3/4박자 무곡으로 첫 박자부터 강박

이 나오지 않고 둘째 박에서 강박이 나오는 특징이 있다. 이 곡에서는 ♩♩♩ 과 

♩♪♩. 의 리듬형이 나타나고, 화음을 많이 사용하며 주제 선율이 반복된 후 16마

디가 진행되고 다시 반복하고 4마디의 코다로 곡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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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Gigue 

<악보4> Gigue 

  d minor 12/8박자. 지그는 모음곡에서 보통 최종 악장으로 쓰인다. 움직임이 많

은 무곡이며 기원은 15세기 ‘지그(jig)’라 불리는 곡조와 영국의 대중적인 춤곡으로 

볼 수 있다. 이는 6/8박자 또는 6/4박자의 복합 3박자로 구성되어 있고, 특징으로는 

폭 넓은  6, 7도 음정과, 옥타브를 말 할 수 있으며 셋잇단음표와 16분음표의 리듬형

으로 비록 단선율이지만 선율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성적인 곡으로 느낄 수 

있다.

  5) Chaconne 

<악보5> Chaconne 

  d minor 3/4박자. d단조의 파르티타 악장 중 규모가 큰 악장이며 가장 유명한 곡

이다. 화성 진행은 ‘D-C#-Bb-A' 음들을 반복하는 형식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

타나고, 단선율을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 여러 성부가 얽혀있는 다

성 음악적 효과를 들려주고 있다. 또한 겹음주법(double stopping)을 광범위하게 활

용함으로써 바이올린이라는 선율악기의 화성적, 대위법적 기능을 극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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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구조 조성 화성

A

주제

(1~8 마디)
d minor

I - ii


- V


- I – VI – iv - V

var. 1-17 

(9~137 마디)
I – V – VI – V - i

B
var. 18-27

(138~213 마디)
D Major I – V – vi - I

A’

var. 28-32

(214~253 마디)
d mimor

I – V – VI – V - i

코다

(254~262 마디)
I - ii


- V


- I – VI – iv - V


- i

5. Bach-Busoni 「Chaconne」 의 분석

  1) 곡의 형식

  샤콘느는 A-B-A’ 3부분 형식이며 조성은 d minor - D Major – d minor 순서

이다. 또한 변주의 마지막에 곡의 주제와 연결되는 코다가 나온다. 

  자세한 곡의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7>  샤콘느의 구성

  2) 복잡한 화성의 분석

  이 장에서는 부조니 샤콘느에서 사용한 화성기법 중 다소 난해하거나 더 깊이 이

해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선별하여 마디 순으로 말해 보고자 한다. 특히, 숨어있는 

5도권의 사용, ♭VI나 ♭VII로의 진행 및 반음계적 화성진행에서의 분석 등 일반 

화성학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을 위주로 다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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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9화음과 부7화음의 분석 및 숨어있는 5도권의 분석

<악보6> Var. 1  (13~17마디)

d:     i               iiø₇  V

         i?  VI? ii°    i


     V        i

  보통 9화음이 위의 예처럼 쓰이기도 하나 아무런 화성적 기능이 없어 9음인 ‘미’가 

단지 비화성음인 계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여기

서는 단지 i로 분석하는 것이 i9보다 나을 것이다. 반면, 7화음은 Ⅴ₇, vii°₇, ⅱø₇ 등

에 주로 쓰이며 V, viio, iiø의 기능을 강화하여 그 다음 화성으로의 진행을 강하게 

이끄는데 여기 하이라이트된 VI7의 7음도 9화음의 9음처럼 비화성음으로 봐도 되겠

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VI이 아래의 함축된 악보같이 그 다음 5도권 밑인 ii°

로 진행하므로 5도권 진행의 의지를 강화하고자 VI대신 VI₇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나

아 보인다.

<그림1> 5도권 진행

            d:   i      VI₇  ii°7(vii°7)     i

      V              i

  만약 위의 9화음의 경우처럼 VI₇이 5도권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기능도 없으

므로 VI₇의 7음을 비화성음 처리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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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ii°7이 실상은 vii°7이 되어야 하나 vii°7와 ii°7의 구성음이 똑같아 5도권 

진행의 목적으로 혼용하여 쓰이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이 경우 5도권 진행으로의 

분석을 유도하기 위해 ii°7로 분석해도 무방하다. 또한 ii°7가 i

로 진행하는데 5도권 

진행으로 여겨질 수 있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독일 기능화성학에

서는 i

가 V로 항상 진행하므로 i


를 V


로 해석하는 바 위의 예를 숨어있는 5도권의 

진행이라 볼 수 있다.

  b) 빠른 베이스 진행에서의 전위표시 유무

<악보7> Var. 1 (12~15마디)

d:        V            i                ⅱø₇   V

   V?   i    VI  ii°?

처음 하이라이트된 V?로 된 부분이 V로 분석되어야 하는지 V

로 분석되어야 하는

지 또한 뒤의 하이라이트된 ii°?이 ii°

로 분석되어 하는지 ii°


로 분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 4분음표를 기준으로 화성을 분석하는 패턴

에서 특별한 화성적 변화가 없는데 단지 전위만 바뀐다고 일일이 전위를 표시하는 것

은 분석을 지저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에서는 전위없이 화성만 분석하여 

더 나은 가독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c) 차용화음

<악보8> Var. 2 (16~19마디)

d:  ⅰ

      V      ⅰ               ⅶ°

7   ⅴ

  ⅶ°



/ⅳ Ⅳ⁶  ⅶ°






- 22 -

d minor 스케일 상으로는 하이라이트된 부분에 ⅳ가 나와야 하는데 Ⅳ가 나타났

다. 이는 D Major에서 빌려온 화성으로 이를 차용화음으로 한다. 차용화음을 사용

하는 이유로는 예상 밖의 소리를 유발함으로써 순간 새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며 화음 색깔의 다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새로운 색

채를 만들어 내는 독특한 화성진행의 예는 ♭Ⅵ가 등장하는 아래 214마디에서 나타

난다.

  d) ♭Ⅵ로의 진행

아래에서는 같은으뜸음 전조를 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Ⅵ⁶를 공통화음으로 사용

한다.

<악보9> Var. 27 (212~218마디)

D:  V      ⅶ°/ⅵ ⅵ V₇            d: ⅰ ♭Ⅵ   V/III                     

       VI₇          iv  V₇               i

  위의 214마디부터 218마디의 전조를 축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2> 전조 축약

                     D: I   ♭Ⅵ      

                           d: V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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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가 다소 생소할는지 모르나 아래와 같이 Schubert의 B flat Sonata D. 960의 

1악장에도 등장하여 ♭Ⅵ만의 아름다운 색채를 이끌어 내는 등 낭만주의 시대에 적

지 않게 쓰이는 화성진행이다.

<악보10> Schubert의 B flat Sonata D. 960

B♭: I                        V₇ I               ♭Ⅵ

e) 감5도 음정이 포함된 5도권 진행

<악보11> Var. 5, 6 (47~55마디)

  d:  ⅳ              ⅰ     ⅱø


        ⅰ              iv  

     v

/III         V₇/VI   VI               N⁶  Ⅴ

       

      i            ⅳ     Ⅴ/Ⅲ           Ⅲ      Ⅵ            ⅱø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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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D - G - C – F – B♭- E♭- A – D로 이어지는 5도권 진행에서 E♭- 

A 관계는 감5도 관계인데 과연 5도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

나 만약 감5도를 쓰지 않게 된다면 시작한 조(D조)로 돌아오기까지 너무 길어지게 

된다. 즉, 아래와 같은 진행이 된다.

D - G - C – F – B♭- E♭- A♭- D♭- G♭- C♭(B) - E – A – D 

  물론 슈베르트의 [마왕] D. 328처럼 위의 긴 5도권 진행이 실제로 사용된 곡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5도권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E♭- A을 사용하여 5도권 진행

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5도권 진행은 원조를 유지하려는 화성진행의 성격이 아니

어 분석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화성분석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50마디의 Ⅴ

/Ⅲ → Ⅴ₇/VI 는 부속화음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부속화음으

로 진행하는 모습으로 화성진행의 관계성을 밝히려는 화성분석 본연의 목적에 위배된

다. 그러므로 5도권 진행에서는 전통적 화성분석의 의미가 퇴색되고 심지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5도권 진행’이라는 표시만 하고 아예 화성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또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53~61마디 또한 아래와 같이 5도권 진행이다.

<악보12> Var. 6,7 (53~61마디)

d:   i            ⅳ     Ⅴ/Ⅲ           Ⅲ     Ⅵ            iiø7

      Ⅴ                        i          iv       V/I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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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ⅱø7        ⅰ        Ⅴ               ⅰ            ⅳ

  이번에도 B♭- E에서 감5도가 사용되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화성분석이 잘 되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다. 한편, 57마디부터도 5도권 진행이지만 59마디의 

E에 이어서 60마디에 A가 오지 않고 D가 나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D에 이어서 

곧바로 A가 나오는 상황에서 D가 잠시 나온다고 5도권 진행에서 벗어났다고 단정

짓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사실 ⅰ⁶₄ → Ⅴ₇ → ⅰ 진행에서는 ⅰ⁶₄은 독일화성학에

서 기능적으로 dominant로 인식되어 V로 분석된다. 악보에는 그러나 ⅰ⁶₄ 가 아니

고 ⅰ⁶ 또는 ⅰ이지만 60마디의 왼손이 pedal에 섞이면서 왼손의 A음의 존재감이 

매우 크므로 이 부분이 마치 Ⅴ의 소리가 나는 것으로 착각될 수 있어 여기서의 D

가 Ⅴ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하여 9마디의 5도권을 완성시킬 수 

있다.

   f) Pedal Point에서의 화성분석

  Pedal Point는 보통 오르간에서 특정 음의 페달을 길게 누른 채로 손으로는 다른 

화성으로의 진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페달이 시작되었을 때의 화성이 중심화성이 

되고 다른 화성은 분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 79~81마디가 대표적이며 

이 때의 화성은 i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나 아래처럼 (ⅶ°/ⅳ) 등으로 페달음을 

제외한 화성진행을 괄호에 묶어 표시함으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악보13> Var. 9 (78~81마디)

d:   ⅰ        VI⁶       ⅶ°

/V       i    (v               ⅶ°/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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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Ⅵ        ⅶ°



)    i                         (V)  

아래 95마디도 마찬가지이며 Pedal 음을 제외한 화성을 (ⅶ°)로 괄호에 넣어 표시하

였다.

<악보14> Var. 12 (94~95마디)

   d:  ⅰ                                 (ⅶ°)

    g) 예기치 않은 화성진행 (부속화음의 미해결)

  앞에서 5도권 진행을 분석함에 있어서 부속화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화성으

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5도권 진행의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였다. 그러나 

아래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볼 때 V/V는 일반적으로 V로 가야하나 III으로 가버려 음

악을 듣는 이의 예상을 뒤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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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5> Var. 14 (114~117마디)

d:  ⅰ         Ⅴ/ⅳ                  ⅳ

        vii°



/V       V/V

    

     Ⅲ       ⅶ°/ⅳ     IV         ⅶ°/Ⅴ    Ⅴ

  이런 경우 5도권 진행에서와는 달리 부속화음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

여주어 예기치 않는 화성진행이라는 작곡자의 의도를 나타내 줄 필요가 있다.

  h) 근음이 없는 화성의 분석

<악보16> Var. 15 (120~121마디)

d:    Ⅴ
/ⅳ     IV        ⅶ

°


/V      ⅶ

°

        

ⅰ      ⅶ
°


  하이라이트 부분이 시레파 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d minor에서는 시레파 화성이 

무엇인지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럴 경우 그 다음 진행되는 화성을 먼저 보고 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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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유추해 낼 수 있는데 그 다음 화성이 vii°이므로 하이라이트된 화성을 vii°로 

진행하는 부속화음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vii°로 진행하는 부속

화음 즉, V/vii° 같이 감화음으로 진행하는 부속화음은 쓰이지 않으므로 이 때에는 

vii°를 기능이 같은 속화음인 V로 바꿔 생각하면 좋다. 즉, V로 진행하는 화성을 

살펴본다면 V/V나 vii°/V가 될 수 있는데 솔#을 첨가한다면 vii°/V이 되므로 이 

화성으로 분석하는 것이 최상이 된다. 이처럼, 화성에서 어떤 음, 특히 근음이 생략

되었을 경우 그 다음 화성을 먼저보고 화성진행을 유추해 낼 수 있다.  

  

    i) ♭vii로의 진행 및 그 용이성

  앞에서 ♭VI으로의 진행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VI은 증6화음에서 쓰이는 형태와 

유사하며 ♭II는 네아폴리탄과 같은데 이는 아래와 같다.

<그림3> ♭vii로의 진행 

                             ♭VI        ♭II(=N)

  반면 그 외의 ♭이 붙는 코드 즉♭III나 ♭V 또는 ♭VII는 거의 쓰이지 않으나 전조

를 하지 않고 화성진행의 관계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

다. 아래는 ♭VII을 사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전조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단, ♭VII이 경우에 따라서는 ♮VII로 쓰일 수 있는데 음계상 7음에 #이 붙

으면 ♭VII대신 ♮VII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아래 분석에서는 ♭VII대신에 ♮VII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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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7> Var. 15 (122~125마디)

d:                 i

        ⅶ°/♮vii     ♮Ⅶ       ♮ⅶ


      Ⅴ


/vi

d:(전조를 사용했을 경우)    ⅶ°/c      Ⅰ         ⅰ

        Ⅴ


/B♭

      Ⅵ         ⅳ        Ⅵ

          Ⅴ


/Ⅴ         Ⅴ

    Ⅰ         ⅵ        Ⅰ

          ⅶ°/ A:      Ⅰ/d:       Ⅴ

위에서 보건데 다소 생소한 ♮VII이 사용되었으나 단지 C major로의 이동을 표현

한 것 뿐이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조를 단행한다면 위와 같이 d → C → B♭ → 

A → d 의 복잡한 전조가 이루어지므로 화성진행의 관계성을 밝히는데 실패할 수 밖

에 없다.

j) 반음계적 화성진행

  아래와 같은 반음계적 화성진행은 5도권의 경우처럼 주된 조성이 없이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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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조를 선택하여 화성분석하기 매우 어렵다. 

<악보18> Var. 31 (237~242마디)

d:   Ⅴ                   ⅰ      v/v vø


I   I+?    v  vø


I  I+   v⁶ It.⁶/N

      VI
  

v⁶ Ⅰ+ Ⅰ ⅴ
ø


Ⅴ/Ⅴ v                    

  만일 d minor로 선택하여 분석할 경우 위와 같이 ⅴø


이나 Ⅰ+ 그리고 It.6/N 

같은 억지스런 분석이 나오게 되므로 화성간의 관계성을 밝히려는 화성분석 본연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화성분석으로서 모든 반음계적 진행

을 분석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첫마디의 주된 화성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화성진행의 

틀을 밝히는 것이 더 나은 분석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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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9> Var. 31 (237~242마디)

d:    V                    i                          v                Fr6/N

     ⅤI                      V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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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Ι. 결 론

  부조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후기 낭만주의 시대에 활발할 활동을 한 신고

전주의 대표 작곡가 중 한명이다. 그는 초기에 바흐와 멘델스존, 슈만의 영향이 짙은 

작품들을 많이 작곡하였고, 1880년대 중기무렵에는 브람스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1891년부터 10년 동안은 편곡작업에 몰두하였다. 또한 기존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다

양한 방법으로 편곡하였는데 예로는 피아노 솔로를 위한 편곡 작품, 피아노 솔로를 

제외한 피아노를 위한 편곡 작품 그리고 피아노 이외의 악기를 위한 편곡 작품 등이 

있다.

  부조니는 어떠한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매 작품을 독자적으로 취급하였으므로 개

개의 작품들을 항상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였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자

면 첫째, 형식면에서 확장이나 축소하는 기법을 통해 형식의 변화를 주었고 둘째, 음

향(소리)면에서 다른 악기를 선택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음향으로 인한 변화를 시도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후기에는 바로크시대의 여러 형식을 현대적인 

화성, 조성, 선율, 리듬, 음색을 사용하여 재현하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No. 2 BWV 1004’ 중 5

번째 곡인 샤콘느를 부조니가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것을 주제로 연구하였다. 부조니

의 샤콘느는 크게 A-B-A’의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되며, 대개 8마디의 악구로 구성되

어 있다. 조성면에서도 A (d minor) - B (D Major) - A’ (d minor)의 3부분으로 

극명히 나타난다. 화성적 특징은 i-V-VI-V-i을 기초로 하여 반음계적 진행과 온음계

적 화성 진행이 나타나며 대위법적 구조를 보인다. 리듬면에서는 주제리듬 ♩.♪♩이 

반복되거나 축소, 확대되어 곡 전체에 통일감을 준다. 템포는 각 변주마다 지시어를 

제시하였고, 상세한 악상기호, 셈여림, 다이나믹을 자세히 제시함으로써 악곡 하나씩

의 특징을 분명히 나타내고자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조니는 바이올린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피아노로 표현하고자 했고, 

그 예로는 페달포인트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바이올린이 연주하기에 어려운 다성 화음

의 사용으로 웅장함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고, 넓은 음역을 사용하기 위해 대

조되는 악상을 빈번히 사용하여 최대한의 음색대비와 폭넓은 음향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오른손과 왼손의 교차진행으로 멜로디를 분명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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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부조니 샤콘느에서 사용한 화성기법 중 다소 난해하거나 더 깊이 이해할 필요

가 있는 것들을 논하였으며 특히, 숨어있는 5도권의 사용, ♭VI나 ♭VII로의 진행 및 

반음계적 화성진행에서의 분석 등 일반 화성학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을 위주를 주로 

다뤄 보았다. 

  이와 같이 부조니는 조성, 화성, 기본적 리듬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원

곡에 충실하였고 피아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바흐의 곡을 새롭게 재조명 하여 샤

콘느의 음악적 가치를 올렸다. 부조니의 샤콘느는 단순히 편곡 작품이 아닌 그 이상

으로서 그의 창의적인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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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Bach-Busoni's Chaconne 

in d minor, BWV 1004   

     Busoni is one of the neoclassical representative composers, who did 

activities positively in the late Romantic era from the end of the 19th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t an early stage, he composed a lot of 

works which were strongly influenced by J. S. Bach, F. Mendelssohn and R. 

Schumann and in the mid 1880's he was influenced by Brahms. During ten 

years since 1891, he was absorbed in the transcription works. In addition, 

he transcribed the works by other composers in multiple ways. There were 

a lot of examples like transciption for piano solo, for piano except the 

piano solo, and for the instrument except the piano, etc.

     Busoni was dealing with every work independently free from formalities 

and he always approached with a new method in individual works. Taking a 

look at two viewpoints, first, he varied the form through the technique to 

extend or reduce in terms of form. Second, he created the works by using 

the method of trying to vary by completely different sound, by selecting 

different instruments in terms of sound. At his last stage, he represented 

several forms in the Baroque era by using the modern harmony, tonality, 

melody, rhythm and timbr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conne, the fifth piece of J. S. Bach's 

'Violin Partita No. 2 BWV 1004' on the subject of transcribing it with the 

piano music by Busoni. Busoni's Chaconne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sectional forms like A-B-A', and in most instances, is composed of the 

phrase with 8 measures. It is sharply presented as three sections like A (d 

minor) - B (D Major) - A' (d minor) in terms of tonality. For harm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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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the chromatic progression and diatonic progression were 

shown based on i-V-VI-V-i with a polyphonic structure. In addition, it gave 

a sense of unity to the whole music by repeating, reducing and extending 

the main rhythm♩.♪♩ in terms of rhythm. The directives were suggested 

in each variation for tempo, and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it presented 

the characteristic of each musical piece by suggesting the theme symbol, 

beat accent and dynamics in detail. 

     Busoni tried to express the parts by piano that the violin was difficult 

to express, for example, the pedal point. It can be aware of his intentions 

to express the grandeur by using the polyphonic harmony which was 

difficult to perform it by violin. It also presented the maximum contrast of 

timbre and wide sound effect by doing the frequent use of musical motif 

contracting to use a wide range of sound. In addition, it can be the intent 

to express the melody clearly by using the cross progression from the right 

hand and left hand. 

     Furthermore, this study was to discuss a bit difficult things or need to 

understand in depth among the harmonies used in Busoni Chaconne.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to deal with the things intensively which were 

difficult to see in the general harmonic knowledge: the use of the hidden 

circle of fifth, the progression to ♭VI or♭VII and the analysis in the 

chromatic harmonic progression, etc.

      Likewise, Busoni was faithful to the original music not giving great 

damage to the tonality, harmony and basic rhythm. And, he raised the 

musical value of Chaconne by making the most of the characteristics of 

piano and reviewing the Bach's music newly. Busoni's Chaconne can be 

recognized as his creative work further, not simply transcrip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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