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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J. S. Bach Partita No. 1 in B-flat Major, BWV 825의

연구 분석

-Schenker와 Schulenberg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김아영

본 논문은 J. S. Bach Partita No. 1 in B-flat Major, BWV 825에 나

타난 통일적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파르티타 1번은 바흐의 전 작품들 중에서 첫 번째로 출판되었다고 알

려져 있다. 1726년 바흐는 파르티타 1번을 출판하였고 다른 파르티타들

도 개별적으로 출판된 후에 6개의 파르티타들이 1731년에 《클라비어 연

습곡(Clavier-Übung)》으로 재 출판되었다.

바흐의 파르티타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suite의 엄격한 형식에서 해방

되어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파르티타가 역사

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또한 높은 교육적인 가능성도 지닌다.

파르티타 1번의 통일적 요소는 David Ledbetter, David Schulenberg,

Heinrich Schenker, David Beach 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파르티타 1번은 세 개 이상의 악장 간에서, 두 악장 사이에서, 그리고 심

지어는 한 악장 내에서도 통일적인 요소가 발견되므로 단순한 춤곡 모음

곡이 아니다.



Ledbetter는 각 악장의 오프닝 음들이 몇 개의 악장에서 공통된 모티

브로 사용됨을 주장했는데 파르티타 1번, 2번, 4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파르티타 1번에서는 페달 포인트를 통한 통일성이 엿보인다.

David Schulenberg 역시 페달 포인트와 소프라노 상행 선율 라인이

전체 악장은 아니더라도 몇 개의 악장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통일적 요소

라고 주장했다.

Heinrich Schenker도 파르티타 1번에 나타난 동기간의 연관성에 대해

관찰하였다. 그는 파르티타 1번을 Fundamental lines이 모든 악장에 걸

쳐 하행선율로 나오는 Ground Bass라고 가정했지만 오류가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Schenker의 오판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의 스케치는 David

Beach에게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Beach는 모든 악장은 아니지

만 적어도 세 개의 악장에서 통일적인 요소들- 전조 시에 vi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일한 화성진행; 상행하는 소프라노 선율; 베

이스 하강 음형 등-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주요어: Bach, Partita, Schenker, 통일적 요소.

학번: 2012-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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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바흐는 전 생애에 걸쳐서 건반악기를 위한 음악을 작곡했다.

그의 건반악기 음악을 대표하는 작품들은 6개의 파르티타, 프랑스 서곡,

이탈리아 협주곡,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으로 구성된 《클라비어연습곡

(Clavier-Übung)》에서 볼 수 있으며 그는 이것을 총 4부로 출판하였다.

그 중 《클라비어연습곡(Clavier-Übung)》 제 1부는 바흐가 라이프치히

에서 음악감독 겸 토마스 학교의 합창 지휘자로 임명되어 활동하던 시기

였던 1731년에 출판되었는데, 파르티타 1번-6번에 해당하는 여섯 곡의

춤곡이 들어있다.

6개의 파르티타는 서주부분이 Praeludium, Sinfonia, Fantasia, Over-

ture, Praeambulum, Toccata의 모두 다른 악장으로 시작되며 제2번의

마지막 악장은 Gigue가 아닌 Capriccio로 구성되는 등, 프랑스 모음곡과

영국 모음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바흐의 대담함과 독창성을 엿볼 수 있

는 작품들이다.

이 첫 작품이 출판된 때는 바흐의 나이가 이미 46세로 원숙기이다. 그

러한 시기에 작곡가가 출판하여 세상에 널리 알렸다는 것은 바흐 스스로

도 이 작품을 좋은 작품으로 인정했다고 추측하게 한다.

또한 B-flat Major 파르티타는 다른 5개의 파르티타와 함께 출판되기

전에 독립적으로 1726년 가장 먼저 출판되었다는 사실에서 더 중요성을

가진다. 파르티타 1번에 관한 기존 논문들이 이미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동일한 연구 주제를 다루는 것은 영미권의 과거와 최근 원문 자

료를 활용하여 다른 해석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악장 간의

통일성에 관한 논의이다. 특히 두 명의 저명한 학자 Schenker와

Schulenberg를 비롯하여, Ledbetter, Beach 등이 파르티타 1번에서 통일

적 요소를 발견하였는데 본 논문은 이 두 학자의 관점의 차이에 주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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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흐의 첫 출판 작품으로서 중요한 바흐의

파르티타 1번에 관한 통일성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먼저 바흐의

파르티타에 대해 알아보고 통일성의 요소를 발견한 학자들의 관점을

설명할 것이다. 또 악장과 악장 간에 나타난 통일적 요소와 한 악장

내에서 나타난 통일성의 요소들, 그리고 통일성에 대한 Fernando

Valenti의 반박을 알아보고, 학자들의 주장에 바탕을 둔 통일적 요소의

근거를 추가하여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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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티타 작품 번호 출판연도
Partita No. 1 BWV 825 1726년 
Partita No. 2 BWV 826 1727년
Partita No. 3 BWV 827 1727년
Partita No. 4 BWV 828 1728년
Partita No. 5 BWV 829 1730년
Partita No. 6 BWV 830 1731년

II. 본론

1. Bach의 파르티타

파르티타는 프랑스어 ‘partie’에서 유래된 말이다.

17-18세기 유럽 전반에서 사용된 용어로 원래는 '변주곡'을 의미하였으

나 바흐 당시 독일에서는 파르티타가 '모음곡'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파르티타가 공식적으로 '모음곡'의 의미로 사용된 최초의 작품은 Johann

Kuhnau(1660-1722)의 1693년 작품과 Johann Krieger(1651-1735)의 1697

년 작품이다.

바흐의 건반악기 모음곡은 6개의 파르티타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6개

의 파르티타는 바흐의 첫 번째 출판 작품으로서, 1726년부터 시작해서

매해 한 곡씩 출판되었다.

다음의 표는 파르티타의 출판연도를 나타낸다. <표1>

<표1>

이후 6개의 파르티타는 1731년 Clavier-Übung1)으로 모두 한 데 모아

서 재 출판되었다.

1) Clavier-Übung은 클라비어 연습곡 혹은 연주곡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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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된 악보에는 “In Verlegung des Autoris (published by the

author)”, 그리고 “Opus I” 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2)

또한 바흐는 그 표지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

하여” 라고 적었다.

오늘날 파르티타 1번의 고유의 역사에 대해 우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곡은 1726년 9월 12일에 태어난 Anhalt Co̎then의 왕자

Emanuel Ludwig의 생일 선물로 작곡된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잘 연주

되는 곡이지만 루드비히가 태어난 그 다음해 바로 죽었고, 바로 이어 그

아버지 레오폴드가 죽음으로써 이 곡에 대한 관심이 더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파르티타 1번은 1731년 Clavier-Übung이란 이름으로 다른 5개의

파르티타와 합쳐 출판되면서 조금씩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1731년은 바흐의 나이 46세로 그의 원숙기에 해당하는데 그가 이 시기

에 파르티타 1번을 최초의 출판 작으로 내놓은 것은 그가 이전과는 다르

게 특히 대중적인 성공을 고려하면서 참신하게 작곡했다고 볼 수 있다.

1723년 봄, 바흐는 라이프치히에서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는 또한 독일

의 위대한 건반악기 연주자로서 그 시대의 컨텐츠와 음색, 세련된 요소

를 가미한 무언가를 발행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도 한다. 1725년 3월, 2년간 매주 작곡되던 그의 교회 칸타타 작곡이 더

뎌졌는데 아마도 이 무렵 그가 건반악기 출판을 생각하며 새롭게 작곡했

을 것으로 추정된다.3)

파르티타 1번이 출판되기까지 그는 단지 몇 개의 교회음악을 작곡했을

뿐이었다. 파르티타 1번은 Clavier-Übung의 첫 곡이지만 특별히 대곡은

아니었고 오히려 텍스쳐는 얇기까지 하다. 프랑스 조곡은 새로운 시도는

보이지만 너무 짧고 약한 느낌이 들었고 영국 조곡은 너무 길고 구식인

듯 했다. 반면에 파르티타는 테크닉적인 면에서도 뛰어나고 대중성을 고

려한 작품이었다.

Clavier-Übung이란 타이틀은 바흐가 라이프치히에서 성 토마스 교회

2) Fernando Valenti, A Performers’s Guide to the Keyboard Partitas of  
    J. S. Bach. (Yale University Press, 1989),  p. 1.
3) David Schulenberg, The Keyboard Music of　 J. S. Bach. (Schirmer Books,       

     1992),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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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감독으로 재직하기 전의 선임자였던 Johann Kuhnau(1660-1722)

의 작품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다.4)

파르티타란 용어는 춤곡악장의 모음곡으로 사용되던 것인데 Kuhnau

이전에 Girolamo Frescobaldi(1583-1643)는 파르티타를 a string of

variations –일련의 변주곡들-로 보았다.

1689년과 1695년 쿠나우는 Clavier-Übung이란 제목으로 작품을 편찬

했고 각각 모음곡인 파르티타로 불려졌다. 바흐는 쿠나우를 존경하는 마

음으로 그 제목을 그대로 채택하여 Clavier-Übung으로 출판한 것이다.5)

바흐는 6개의 파르티타 이후에는 ‘suite’으로 분류되는 곡을 쓰지 않았

다. 즉 건반악기를 위한 이 6개의 파르티타는 suite으로 불리는 가장 최

후의 시도이다.

바흐는 선배 작곡가들인 Dietrich Buxtehude(1637-1707), Johann

Jakob Froberger(1616-1667), Johann Kuhnau(1660-1722)의 전통적인 정

신을 지키면서도 suite의 엄격한 형식에서는 해방을 시켜서 자유로운 형

식으로 파르티타를 작곡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파르티타가 역사적인 중

요성을 가지며 또한 높은 교육적인 가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파르티타뿐만 아니라 바흐의 건반악기 음악의 배경에는 깊고 풍

부한 전통이 자리한다. 바흐는 프레스코발디로부터 비롯되어 Froberger

로 전해진 건반음악의 전통을 이어갔다. Froberger는 Johann Kaspar

Kerll(1627-1693) 의 동료였고, Johann Pachelbel(1653-1706)은 Johann

Christoph Bach(1671–1721)를 가르쳤으며, Johann Christoph Bach는

Johann Sebastian Bach(1685-1750)의 맏형이자 스승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흐는 북독일 음악가들의 전통적인 대위법. 토카타. 춤곡 모음곡

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었다.

바흐에게 물론 방대한 작품들이 있고 이 파르티타는 압축된 형태를 띠

지만, 파르티타는 바흐 작품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 열쇠를 제공해주

는 유용한 작품임에 틀림없다.

4)  Fernando Valenti, A Performers’s Guide to the Keyboard Partitas of  
    J. S. Bach. (Yale University Press, 1989),  p. 2.
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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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성의 요소를 발견한 학자들

1) David Ledbetter

2013년 4월 19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master class에서 David

Ledbetter는 바흐 파르티타 1, 2, 4번은 각각 곡의 악장 간에 악장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공통 모티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각 파르티타 오프닝과 상성부인 소프라노 선율을 주목하여 봤

는데 모든 악장에서는 아니지만 세 개 이상 악장에서의 공통됨을 찾았

다. 춤곡 악장들을 한데 묶은 단순한 모음곡이 아니라, 악장 간에 유기적

인 구성 원리가 존재하다는 점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훌륭하다. 다만 곡

전체에서 통일적 요소를 관찰하지 않고 이러한 특징을 곡의 첫 시작 부

분에서만 그리고 전체 성부가 아닌 상성부에만 주목하여 국지적으로 관

찰했다는 점이 아쉽다.

그는 먼저 파르티타 1번의 Praeludium과 Sarabande의 공통된 요소로 페

달 포인트를 주장했다.

Praeludium 시작의 베이스 B♭음과 Sarabande 시작의 B♭음은 공통된

요소로 활용된 페달 포인트이다.<악보 1>, <악보 2>

<악보 1>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 마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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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Partita No. 1 Sarabande 마디 1- 마디 6.

그리고 Ledbetter는 파르티타 2번에서의 통일성의 요소로 오프닝의

G-C-E♭음들을 주장했다.

도입악장인 sinfonia 시작의 화음 G-C-E♭이 Andante로 시작되는 마디

8에서 보여 지고 이어서 인벤션처럼 발전되어 내려온다. <악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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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Partita No. 2 Sinfonia 마디 1- 마디 10.

이 오프닝 음형은 <악보 4>, <악보 5>, <악보 6>에서와 같이

Allemande, Courante, 그리고 Rondeau악장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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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Partita No. 2 Allemande 마디 1- 마디 2.

<악보 5> Partita No. 2 Courante 마디 1- 마디 2.

<악보 6> Partita No. 2 Rondeau 마디 1- 마디 7.

또한 Ledbetter는 파르티타 4번에서 F♯-E-D 음들을 공통된 요소로 보

았다. 마디 1-3의 첫 박에서 F♯-E-D로 하행한다.<악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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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Partita No. 4 Overture 마디 1-마디 5.

그리고 도돌이표 후에 두 번째 파트에서의 시작 역시 F♯-E-D음이 나

타난다. <악보 8>

<악보 8> Partita No. 4 Overture 마디 17- 마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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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일된 요소는 Allemande, Aria, Sarabande, Menuet 악장들에서도

역시 나타난다고 하였다.<악보 9>, <악보 10>, <악보 11>, <악보 12>

<악보 9> Partita No. 4 Allemande 마디 1- 마디 2.

<악보 10> Partita No. 4 Aria 마디 1- 마디 4.

<악보 11> Partita No. 4 Sarabande 마디 1- 마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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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Partita No. 4 Menuet 마디 1- 마디 6.

2) David Schulenberg (1955- )

Schulenberg 역시 공통된 동기적 패턴을 발견했다.

페달 포인트, 소프라노 상행 선율 라인이 전체 악장은 아니더라도 몇 개

의 악장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시했다. Corrente와 Sarabande 악

장의 특정 부분에서 베이스 음형에 공통모티브가 나타난다. Corrente 마

디 4-5의 베이스 E♭-D-C-B♭ 하행선율이 Sarabande 마디 3-4의 테너

성부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

다.

3) Heinrich Schenker (1868-1935)

Schenker는 화성분석도 뛰어났지만 동기간의 연관성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한 악장 내에서의 동기적 연관성, 서로 다른 악장 간의 연

관성, 이 두 가지 연관성을 모두 파악했다.

Schenker의 스케치는 1925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유독 파르티

타 1번 스케치만 출판하지 않았다. David beach는 미 출판의 이유를

Schenker가 아직 이 곡에 대한 분석에 확신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Schenker가 초기에 했던 파르티타 1번의 분석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때의 분석에는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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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파르티타 1번은 Ground Bass6) 라는 가정 하에 분석을 시도

했는데, 각 악장의 fundamental-lines7) (Schenker 분석에서 바탕음 진

행)이 옥타브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었다.

옥타브 위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끝나는 것 –예를 들면, 높은 B♭에서

낮은 B♭으로의 선율- 이 Menuet II를 제외한 모든 악장

에 나타날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이후 Schenker는 자신의 이 분석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듯 했다.

왜냐하면 정확히 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Beach 의 추정대로 아마도 이런 연유로 출판이 되지 않은 듯하다.

4) David Beach

David Beach는 Schenker가 주장했던 바흐 파르티타 1번에서의 전체

악장 간 공통 요소가 ground bass와 fundamental-lines는 Schenker 본

인의 분석의 오류임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Schenker의 지대한 영향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Schenker의 미출판 스케치로부터 ‘악장 간의

통일적 요소’라는 아이디어이다. 이 아이디어에 의해 비록 전체 악장은

아니지만 몇 개의 악장에서 동일한 조바꿈 진행을 발견했다.

Beach 의 연구 결과는 이제까지는 동기적인 패턴이라는 다소 표면적인

관찰에만 머물러 있었던 통일적 요소의 연구를 좀 더 근원적이고 심층적

인 분석으로 확장시켰다는 데에 있다. 아마도 이렇게 새로운 시각에서의

통일적 요소 연구는 이 곡의 작곡 원리를 더 깊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6) Basso ostinato라고도 하며, 윗 성부의 선율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되는 4-8마디
의 베이스 패턴을 말한다. 바로크 음악에서 종종 사용된다. 

7) Schenker의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Schenker는 곡의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음과 음,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간의 연관, 관계성에 주목했다. 개별 음이나 
부분이 전체 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의 위계질서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
고 필수적인 음이나 부분, 종속적이고 덜 중요한 음이나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곡 표면
의 다성적인 짜임새를 곡의 근간이 되는 단선율 진행으로 단순화하여 압축하는 것이 
Schenker의 분석방법이었다. 곡의 선율과 화성 골격을 이루는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발
견하고, 그러한 근본적인 선율 진행이 어떻게 확장되어 곡 전체로 펼쳐지게 되는지가 
Schenker 분석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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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성의 요소

통일성의 요소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 세 개 이상의 악장 간

에서 나타난 통일적 요소; 두 악장 사이에서 나타난 통일적 요소 ;한 악

장 내에서 나타난 통일적 요소.

1) 셋 이상의 악장 간에서 나타난 통일적 요소 :

크게 다섯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페달 포인트, 하행 베이스

라인, 소프라노 성부의 상행 선율 라인, Fundamental lines (바탕음에 의

한 선율 진행), 화성진행 (vi를 통한 전조를 포함한)이다.

A. 페달 포인트

Schulenberg는 Minuet I, Minuet II, Gigue를 제외한 악장들인

Praeludium, Allemande, Corrente, Sarabande에 페달 포인트가 사용되었

음을 발견했고, 이는 파르티타 1번 악장 간의 통일적 요소로 보여 진다

고 주장했다.

Praeludium

마디 1-2의 베이스 B♭, 마디 4-5의 F음, 마디 9의 D음이 페달 포인

트로 사용되었다.<악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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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 마디 10.

또 마디 12의 C음이 페달 포인트로 사용된다.<악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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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1- 마디 12.

마디 17-18의 F음은 통상적인 페달 포인트처럼 길게 지속되는 음은 아

니지만, 재차 반복적으로 들림으로써 페달 포인트를 암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나오는 마디 19-20의 베이스 B♭ 역시 페달 포인

트로 볼 수 있다. <악보 15>

<악보 15>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7- 마디 21.

Allemande

마디 1-4에서 마디 첫 박마다 B♭음이 재차 들린다. <악보 16>

이전 곡인 프렐류드의 마디 19-20 페달 포인트와 같은 음역의 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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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쉼표를 동반하므로 통상적인 페달 포인트 지속음은 아니지만, 프렐

류드 마지막 부분처럼 이 부분 역시 페달 포인트로 볼 수 있다.

<악보 16> Partita No. 1 Allemande 마디 1- 마디 6.

마디 12-14에서도 첫 박에서 페달 포인트가 나오면서 C음이 강조된다.

<악보 17>

<악보 17> Partita No. 1 Allemande 마디 10- 마디 15.

그리고 마디 27-29의 G음과 <악보 18>, 마디 36-38에서의 B♭음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악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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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Partita No. 1 Allemande 마디 27- 마디 29.

<악보 19> Partita No. 1 Allemande 마디 36- 마디 38.

Corrente

마디 13-17에서 첫 박인 C음이 페달 포인트로 나온다. <악보 20>

<악보 20> Partita No. 1 Corrente 마디 10- 마디 19.



- 19 -

마디 43-44의 D음도 페달 포인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짧은 페달 포인트로 유머러스한 효과를 내며 장 7도의 불협화음이 느껴

진다. <악보 21>

<악보 21> Partita No. 1 Corrente 마디 40- 마디 44.

마디 50-54는 F음의 페달 포인트가 보여 진다.<악보 22>

<악보 22> Partita No. 1 Corrente 마디 50- 54.

Sarabande

마디 1-5에서 B♭음이 옥타브에 걸쳐 나오면서 페달 포인트로 나타난

다. <악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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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Partita No. 1 Sarabande 마디 1- 마디 6.

B. 하행 베이스 라인

Allemande

마디 9-12의 F-E♮-D-C <악보 24>와 마디 24-27의 C-B♭-A♭-G

<악보 25>에서 하행 베이스 라인으로 볼 수 있다.

<악보 24> Partita No. 1 Allemande 마디 7- 마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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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Partita No. 1 Allemande 마디 24- 마디29.

Corrente

Schulenberg는 Corrente와 Sarabande에서 하행 베이스 라인을 발견했

다.8) 마디 10-13의 B♭-A-G-F-E♮-D-C음과, 마디 18-22의 F-E♮

-D-C-B♭-A-G-F-E♮음이 그것이다. <악보 26>

8) David Schulenberg, The Keyboard Music of　 J. S. Bach. (Schirmer Books,       
     1992),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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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Partita No. 1 Corrente 마디 10- 마디 24.

Sarabande

마디 5-8에서 베이스 선율이 B♭-A-G-F-E♮음으로 하강한다. <악보

27>

<악보 27> Partita No. 1 Sarabande 마디 5- 마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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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디 13-16에서는 베이스 하강 라인이 F-E♭-D-C-B♭음으로

나타난다. <악보 28>

<악보 28> Partita No. 1 Sarabande 마디 11- 17.

C. 소프라노 성부의 상행 선율 라인

Praeludium

Schenker9)와 Ledbetter10)의 분석에 따르면 Praeludium에서 소프라노

상행선율이 주요하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악보 29>에서 마디 1-2를 보면 B♭으로 시작하여 C-D-E♭-F-G-A-

B♭까지의 동기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동기는 3성부로 진행되는

Praeludium의 주제이기도 하다.

9) David Beach, “Bach’s Partita No. 1 in BWV 825: Schenker’s Unpublished 
Sketches with Commentary and Alternative Readings.” Music Theory 
Spectrum, Vol. 30, No.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 3.

10) 2013년 4월 19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master class의 hand-out 자료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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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 마디 2.

마디 19-20에도 역시 B♭-C-D-E♭-F-G-A-B♭ 상행선율이 나타난다.

<악보 30>

<악보 30>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9- 마디 21.

Allemande

Praeludium이 B♭음을 향하여 올라간 것처럼 Allemande에서도 오프

닝 마디의 시작이 B♭음을 향해 상행하여 Praeludium의 시작과 유사하

다. 마디 1-4에는 F로 시작하여 G-A-B♭으로 상행하는 소프라노 선율

이 보인다. <악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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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Partita No. 1 Allemande 마디 1- 마디 6.

마디 29-31 에서는 G로 시작하여 A-B♮-C-D-E♭-F에서 소프라노

상행라인이 보인다. <악보 32>

<악보 32> Partita No. 1 Allemande 마디 27- 마디 32.

Corrente

마디 5-9에서 첫 박의 4분 음표 음들인 D-E-F가 상행하는 선율로 나

타난다. <악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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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Partita No. 1 Corrente 마디 5- 마디 9.

마디 13-16에서 E♮-F-G-A♭선율도 상행한다. <악보 34>

<악보 34> Partita No.1 Corrente 마디 10- 마디 19.

Menuet I

B♭ Major 의 제 3음인 D음으로 시작하고, B♭음이 약박에 출현하지

만, B♭이 중심음이다. 마디 1-2의 B♭⟶ 마디 3의 C ⟶ 마디 5-6의 D

⟶ E♭⟶ F ⟶ G ⟶ A ⟶ B♭을 소프라노의 상행선율로 볼 수 있다.

<악보 35>

<악보 35> Partita No. 1 Menuet I 마디 1- 마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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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undamental lines (바탕음에 의한 선율 진행)

Schenker는 여섯 개의 파르티타 중 유독 파르티타1번에서 그 특유의

통찰력과 직관으로 각 악장 간의 연관 요소 (intermovement

-associations)를 관찰했다.

첫째, 높은 B♭음을 향한 상성부 선율의 방향성이 악장 간의 통일적인

요소다. Praeludium 마디 1- 마디 2와, Allemande 마디 1 -마디 4에서

높은 B♭을 목표로 하는 상행 선율이 등장한다.11)

둘째는 의 사용이다. 이것은 이끈음에서 반음 내려진 음으로서 반

복되는 모티브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특정 화음 "vi"를 활용한 조바꿈 진행이 악장 간에 사용되

었다. I에서 V를 갈 때 vi를 통해 간다. vi가 악장 내의 전조에도 활용되

지만 어떤 악장에서는 V도의 연장으로 vi가 사용된다. 즉 vi의 활용이

다양하다.

앞서 설명한 Schenker의 미 출판 스케치에서 “악장 간의 통일적 요

소”라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은 David Beach는 이에 주목하였다.

Schenker는 파르티타 1번이 “unified work” 로 많은 요소가 있는데 vi를

통한 전조를 포함하여 같은 harmonic plan이 몇 개의 악장에서 보여진

다고 하였다. 특히 part II에서 vi-IV-V의 진행이 통일적인 요소로 반복

되어 나타나며, 악장들 사이에서와 한 악장 안에서도 깊은 연관성을 발

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 이러한 vi를 사용한 전조를 포함하는 화성

진행의 공통점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동기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이것은 이전에도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본 논문에서 다룬 Schulenberg와 Ledbetter도 각자의 분석을

통해 주장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Schenker와 Beach의 Fundamental lines(바탕음에

11) David Beach, “Bach’s Partita No. 1 in BWV 825: Schenker’s Unpublished 
Sketches with Commentary and Alternative Readings.” Music Theory 
Spectrum, Vol. 30, No.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 1.

12) David Beach, “Bach’s Partita No. 1 in BWV 825: Schenker’s Unpublished 
Sketches with Commentary and Alternative Readings.” Music Theory 
Spectrum, Vol. 30, No.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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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선율 진행)에 대한 악장별 분석을 나타내도록 한다.

Praeludium

<악보 36>은 Schenker의 분석에서 단순화된 하행 선율이다.

Schenker는 이곡의 주요 음들을 축약하여 마디 1에서의 B♭, 마디 4의

A, 마디 11의 G, 마디 14의 F, 마디 16의 E♭, D, C음, 마디 19의 B♭을

로 나타냈다.

<악보 36>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 19,

Schenker‘s linear process13)

이 Schenker의 스케치에 근거하여 Beach는 하행 기초 선율을 발견하였

다.<악보 37>

13) David Beach, “Bach’s Partita No. 1 in BWV 825: Schenker’s  Unpublished    
 Sketches with Commentary and Alternative Readings.”Music Theory 
Spectrum, Vol. 30, No.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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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1- 마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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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mande

Schenker는 Allemande의 첫 번째 파트를 분석했다. 마디 4의 B♭을

시작으로 마디 16의 A, G, 마디 17의 F를 하행하는 선율로 보았다.

<악보 38>

<악보 38> Partita No. 1 Allemande Part 1.14)

Schenker의 스케치를 토대로 Beach는 의 Fundamental

lines을 발견했다.<악보 39>, <악보 40>

14) David Beach, “Bach’s Partita No. 1 in BWV 825: Schenker’s  Unpublished    
 Sketches with Commentary and Alternative Readings.” Music Theory 
Spectrum, Vol. 30, No.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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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Partita No. 1 Allemande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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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Partita No. 1 Allemande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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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nte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마디 1의 B♭음을 시작으로 하행 선율로

나타냈다.

<악보 41> Partita No. 1 Corrente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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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Partita No. 1 Corrente Part 2.

두 번째 파트에서는 마디 54의 E♭음부터 시작하여 이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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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bande

바탕음에 의한 선율 진행이 여기서도 하행선율로 나타

난다.<악보 43>, <악보 44>

<악보 43> Partita No. 1 Sarabande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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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Partita No. 1 Sarabande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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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et I

마디 15의 은 화성분석에서 Ⅴ/V로 G음을 생략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마디 37에서도 셋째박이 V임으로 A음이 생략된 로 본다.

<악보 45> Partita No. 1 Menue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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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화성진행 (vi를 통한 전조를 포함한)

파르티타 1번은 화성진행을 통해서도 통일성의 요소를 살펴볼 수 있

다. vi를 통한 전조는 다른 5개의 파르티타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흔히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파르티타 1번에서는 세 개의 악장에

서 vi를 통해 전조되는 것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vi-IV-V-I 혹은 vi-V-I 가는 진행이 part II에서 두드러진

다. 이 같은 모티브가 악장마다 재출현하는 것을 통일된 요소로 살펴볼

수 있다. 15)

Praeludium

Schenker는 이 Praeludium을 크게 3부분으로 화성진행을 나누어 설명

했다. 그 중 첫 번째 진행은 마디 1에서 시작하는 I에서 마디 4의 셋째

박 V로 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디 11에서 vi가 등장하다가 마디 13

에서 V로 가는 것이다. 마지막은 마디 17에서 V에서 마디 19에서 I로

가는 것이다. Praeludium은 part I, II로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vi에서 V,

그리고 I로 가는 화성진행이 나타난다.<악보 46>, <악보 47>, <악보

48>

<악보 46>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 마디 4.

15) David Beach, “Bach’s Partita No. 1 in BWV 825: Schenker’s Unpublished 
Sketches with Commentary and Alternative Readings.” Music Theory 
Spectrum, Vol. 30, No.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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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1- 마디 14.

<악보 48>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7- 마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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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mande

I로 시작하여 마디 7에서 vi진행이 나타난다. 그리고 마디 17에서 V로

part I의 종지가 이뤄지고 part II의 마디 21에서 다시 vi로 진행이 나타

난다. <악보 49>, <악보 50>

<악보 49> Partita No. 1 Allemande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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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Partita No. 1 Allemande part II, 마디 21- 마디 23.

Corrente

part II에서 명백하게 vi- IV- V- I의 진행이 나타난다. 마디 46에서부

터 vi가 두 마디동안 나타나다가 48마디에서 IV, 그리고 마디 49에서 첫

박이 V, 둘째박이 I이다. <악보 51>

<악보 51> partita No. 1 Corrente 마디 45- 마디 60.

Menuet I

part II에서 역시 vi- IV- V- I진행이 나타난다. 전조가 이루어지진 않

지만 화성진행에서의 공통된 요소가 사용됨을 볼 수 있다. 마디 24에서

vi가 사용되고 마디 28에서 IV, 마디 32에서 V후에 마디 33에서 I가 사

용되었다. <악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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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Partita No. 1 Menuet I 마디 19- 마디 39.

Menuet II

Menuet II는 전형적으로 menuet I에 대한 대조를 보여준다. 이 곡에서

역시 매우 분명한 대조가 나타난다. 그것은 음역의 축소, 길이 면에서의

대조, 그리고 menuet I은 절제된 자유로움이 나타나는데 비해 menuet II

는 정체된 듯한 진행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menuet I과 II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동기적 유사함, 공통된 화

성, D₅에 대한 강조가 그 공통점이다. 16)
그리고 menuet II에서도 역시 part II에서 분명하게 vi- IV- V- I진행이

보인다. <악보 53>

16) David Beach, “Bach’s Partita No. 1 in BWV 825: Schenker’s Unpublished     
 Sketches with Commentary and Alternative Readings.” Music Theory 
Spectrum, Vol. 30, No.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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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 Partita No. 1 Menuet II 마디 9- 마디 16.

Gigue

part II의 마디 28부터 살펴보면 vi- IV- V- I로의 화성진행이 나타난

다. <악보 54>

<악보 54> Partita No. 1 Gigue 마디 26- 마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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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악장 사이에서 나타난 통일적 요소

Corrente와 Sarabande

Schulenberg가 Corrente와 Sarabande사이의 하행 베이스 음형을 공통

된 모티브로 본 것을 토대로 필자가 분석한 결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마디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Corrente 마디 4-5 베이스 하행 음형 E♭

-D-C-B♭이 Sarabande 마디 3-4에 동일한 동기적인 패턴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악보 55> <악보 56>

<악보 55> Partita No. 1 Corrente 마디 1- 마디 9.

<악보 56> Partita No. 1 Sarabande 마디 3- 마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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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nte 마디 18-20의 F-E♮-D-C-B♭의 하행 선율이 <악보 57>,

Sarabande 마디 9-11에 동기적인 패턴으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악보

58>

<악보 57> Partita No. 1 Corrente 마디 15- 마디 24.

<악보 58> Partita No. 1 Sarabande 마디 9- 마디13.

Praeludium과 Allemande

이 두 악장 사이에서는 병행 10도가 동기적인 패턴으로 사용된다.

Praeludium 마디 3-4 첫 박과 셋째 박에서 소프라노와 베이스 성부가

수직적으로 병행 10도를 이룬다. <악보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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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3- 마디 4.

마디 15-16에서도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첫 박과 셋째 박마다 병행 10도

를 이룬다.<악보 60>

<악보 60>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5- 마디 16.

이것은 Allemande의 마디 9-11, 마디 24-27에서 첫 박이 병행 10도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모티브로 볼 수 있다.<악보 61>, <악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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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Partita No. 1 Allemande 마디 7- 마디 12.

<악보 62> Partita No. 1 Allemande 마디 24- 마디 29.

3) 한 악장 내에서 나타난 통일적 요소

Praeludium

Praeludium 악장 내에서 보이는 주제적인 동기는 두 가지이다. : 트릴 ,

한 옥타브위로 상행하는 선율.

먼저 트릴이 단순한 장식음이 아니라 주제적인 동기로 사용되었다. <악

보 63> 이 트릴은 Praeludium 전체에 걸쳐서 오른손과 왼손에서 반복적

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트릴은 즉흥적으로 약간씩 바꿔서 연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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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유의해야한다. 마디 내에서는 물론이고 마디와 마디 사이에서도 트

릴이 일관성 있게 연주되어야 한다.17) 왜냐하면 이 트릴은 스쳐가는 장

식음이 아니라 주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이다.

Richard Egarr 도 이 트릴은 프렐류드의 주요 모티브이므로 매 출현

마다 같게 연주할 것을 지시했다. 그에 의하면 바로크의 통상적인 연주

관습대로 위 음에서 트릴을 시작한다면, 오른손의 모방으로 출현하는 왼

손 트릴에서 리듬이 유지되지 못하고 흩뜨려질 우려가 있다. 왼손 트릴

음 개수와 오른 손 트릴 음 개수를 같게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크의 장식음 연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융통성을 가질 필

요가 있다고 했다. 양손 모두 트릴은 주음에서 연주하는 것으로 단순화

할 것을 조언했다.18)

<악보 63>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 마디 6.

17) Fernando Valenti,  A Performers’s Guide to the Keyboard Partitas of     
        J. S. Bach. (Yale University Press, 1989), p. 5.
18)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Richard Egarr

의 master class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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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적인 동기는 한 옥타브로 상행하는 라인이 반복적으로 사용

되는 것이다. Schenker는 이 아이디어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19)

그 중 첫 부분은 마디 1-2의 소프라노 상행선율과 마디 4-6의 베이스

상행선율이다. <악보 64>

마디 1-2에서 소프라노 성부에서 B♭으로 시작하여 C-D-E♭

-F-G-A-B♭으로 상행하며, 마디 4-6에서는 베이스 성부에서 B♭Major

의 dominant인 F로 시작하여 G-A-B♭-C-D-E♭-F로 상행한다.

<마디 64>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 마디 6.

19) David Beach, “Bach’s Partita No. 1 in BWV 825: Schenker’s Unpublished     
 Sketches with Commentary and Alternative Readings.” Music Theory 
Spectrum, Vol. 30, No.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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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분은 마디 17- 18에서 베이스 성부의 상행이다. 도미넌트인 F

로 시작하여 G-A-B♭-C-D-E♭-F로 한 옥타브로 상행한다. <악보

65>

<악보 65>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7- 마디 18.

세 번째 부분은 마디 19- 20에서 B♭Major의 tonic인 B♭으로 시작하여

C-D-E♭-F-G-A-B♭로 상행하는 소프라노 성부이다. <악보 66>

<악보 66>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9- 마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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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ue

Gigue에서는 3rd motion (하행 3도 진행)을 악장 내의 주제적인 동기

로 볼 수 있다. 소프라노 성부에서 마디 1의 F음과 마디 4의 D음, 마디

5의 G음과 마디 6의 E♮음, 마디 7의 F음과 마디 8의 D음을 하행 3도

진행으로 볼 수 있다.20) 그리고 마디 5의 G와 마디 9의 E♮음 또한 전

체적인 3rd motion으로 보는데, 이처럼 하행3도의 진행이 반복적으로 나

타나면서 악장 내에서 통일감을 갖게 한다. <악보 67>

<악보 67> Partita No. 1 Gigue 마디 1- 마디 12.

20) David Beach, “Bach’s Partita No. 1 in BWV 825: Schenker’s Unpublished     
 Sketches with Commentary and Alternative Readings.” Music Theory 
Spectrum, Vol. 30, No.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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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적 요소에 대한 반론: Fernando Valenti

Sarabande 마디 19의 음형이 Praeludium의 주요 모티브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악장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

이에 대해 Fernando Valenti는 Praeludium과 Sarabande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Valenti는 덧붙여 말하길, 그동안 수많은 바흐 전문가들과 훌륭한 연주

자들이 지지해온 바흐의 파르티타 악장들 간에 모티브의 상관관계에 대

한 견해는 불합리하고 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박의 근거로 Valenti는 바흐의 파르티타 6번 Sarabande를 제시한다.

왜냐하면 파르티타 1번의 Sarabande 마디 19와 Praeludium 주요 모티브

로 쓰였던 음형이 파르티타 6번에도 등장하기 때문이다.<악보 68>, <악

보 69>, <악보 70>

<악보 68> Partita No. 1 Sarabande 마디 18- 마디 19.

<악보 69> Partita No. 1 Praeludium 마디 1- 마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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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0> Partita No. 6 Sarabande 마디 13- 마디 18.

이렇게 해당 음형은 바흐가 여기저기에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상투적인

표현임을 밝히면서 좁고 편협한 시각으로 이러한 특징을 파르티타 1번에

만 국한시켜 살펴보지 않도록 조언했다.21)

꾸밈음의 경우 바흐의 음악과 바로크 시대 음악에 널리 쓰인 것이기

때문에 Valenti 의 의견대로 통일적 요소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지

도 모른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꾸밈음이 여러 악장

간의 모티브의 상관관계로 보여지는 데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이 존재한

다. 꾸밈음외에도 통일적 요소로 보여지는 다양한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단지 꾸밈음 하나만을 예로 드는 Valenti의 반박은 설득력이

없고 논리적이지 못하다.

21)  Fernando Valenti, A Performers’s Guide to the Keyboard Partitas of     
        J. S. Bach. (Yale University Press, 1989),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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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지금까지 J. S. Bach의 Partita No. 1 in B-flat Major, BWV 825에 나

타난 통일성의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흐의 첫 번째 건반악기 출판 작품인 파르티타 1번에서 통일적인 요

소가 있음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 발견 되어졌다. 그 학자들은 David

Ledbetter, David Schulenberg, Heinrich Schenker, David Beach이다. 그

들은 파르티타 1번이 단순한 춤곡의 모음곡 형태가 아닌 세 개 이상의

악장 간에서, 두 악장사이에서, 그리고 한 악장 내에서 통일적인 요소가

있어서 유기적인 구조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Ledbetter는 특히 각 파르티타 오프닝과 상성부인 소프라노 선율을 주

목했다. 그는 먼저 파르티타 1번에서는 Praeludium과 Sarabande가 페달

포인트라는 공통된 요소를 발견했다. 또 파르티타 2번의 오프닝 마디 음

들이 Allemande, Courante, 그리고 Rondeau악장에서도 나온다고 주장했

다. 그에 의하면 파르티타 4번에서 역시 오프닝의 음들이 Allemande,

Aria, Sarabande, Menuet 악장에서 공통된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다.

David Schulenberg 역시 공통된 동기적 패턴을 발견했다. 그에 의하면

페달 포인트, 소프라노 상행 선율 라인이 전체 악장은 아니더라도 몇 개

의 악장에 공통으로 나타났고, Corrente와 Sarabande의 특정 부분에서

베이스 음형에 공통 모티브가 나타났다.

Heinrich Schenker도 파르티타 1번에 나타난 동기간의 연관성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 파르티타 1번이 Ground Bass로 되었

다고 믿고 Fundamental lines이 모든 악장에 걸쳐 하행선율로 나온다고

추측했지만 분석을 하고 보니 그의 가정에 오류가 있음이 David Beach

에 의해 밝혀졌다.

하지만 그의 스케치는 David Beach에게 곡의 유기성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Beach는 모든 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세 개의

악장에서 통일적인 요소들- 전조 시에 vi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을 포함

하는 동일한 화성진행; 상행하는 소프라노 선율; 베이스 하행 음형 등-

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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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 Valenti는 통일적 요소에 관해 불합리적이라고 반론을 제시

하기도 했지만 필자는 네 명의 학자들의 주장처럼 파르티타 1번의 통일

적인 요소가 암시되어 있음을 지지하는 바이다.

앞의 여러 분석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페달 포인트의 사용과 하

행하는 베이스 라인, 소프라노 성부의 상행하는 라인, 바탕음에 의한 선

율 진행, vi를 통한 전조가 여러 악장들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흐의 파르티타 1번에 나타난 통일적 요소의 발견으로 인해 연주자들

은 곡에 대한 내면적 구조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짜임

새 있는 연주를 하도록 고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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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J. S. Bach Partita No. 1

in B-flat Major, BWV 825

-based on Schenker and Schulenberg’s analysis-

Kim, A-young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Piano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presents a study of J. S. Bach Partita No. 1 in

B-flat Major, BWV 825.

The Partita no. 1 is known to be Bach's first publication of any of

his works. In 1726, Bach published Partita No. 1. Other partitas also

were published separately until all six of them were republished in

1731 as the Clavier-Übung.

Although Bach's partitas still kept the tradition of predecessors'

suites, they got liberated from the existing strict forms. For this

reason, they have not only historical importance but also high

pedagogical potential.

The unifying factors of Partita no. 1 were uncovered by scholars

such as David Ledbetter, David Schulenberg, Heinrich Schenker and

David Beach. They can bee seen in more than three movements ;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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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movements and even within a single movement. Therefore, it is

not regarded as just simple dance suite.

Ledbetter insisted that opening notes of each movement act as a

common motive in several movements and it is found in Partitas

no. 1, no. 2, and no. 4. Especially, a pedal point in Partita no. 1

appears as one of the unifying factors.

David Schulenberg also claimed that pedal points and ascending

soprano lines are the unifying factors throughout the several

movements.

Heinrich Schenker also observed motivic relations in Partita no. 1.

Hypothesizing that Partita no. 1 was a Ground Bass where its

fundamental lines appeared as a descending melody throughout all the

movements. His hypothesis, however, proved to be incorrect.

Despite his false judgment, Schenker's sketch resultingly suggested a

crucial idea to David Beach. He was able to find the unifying factors

among at least three movements : the same harmonic plan involving

a modulation through vi ; ascending soprano line and descending bass

line.

Keywords: Bach, Partita, Schenker, unifying elements

Student Number: 2012-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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