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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are come Ii arcieri prudenti, 
a' quali parendo ellaco dove disegnona ferire troppa lantana, 

e canascendo fino a quanta va la virtu del lora arco, 
pongono la mira assai piu alta che illoco destinato, 

non per aggiugnere con la loro freccia a tanta altezza, 
ma per potert', con 10 aiuto di sf alta mira, 

pervenire al disegna lora. 
(N. Machiavelli, II principe)l 

I n order to understand history, values and trends of musical studies in 
Italy, one must consider certain fundamental aspects: 

1. The necessity to distinguish, within the generic expression musical 
studies, between the two components of instrumental instruction and 
musicological studies. Instrumental instruction (which I will call from 
now on musical studies tout court), is something one can pursue at the 
Conservatory of Music and will be the object of this exploration. 
Musicological studies, on the contrary, fall within the competence of 
Universities.2 I think there's the need of this distinction both for clarity 

1
n Let him act like the clever archers who, designing to hit the mark which yet appears too 

far distant, and knowing the limits to which the strength of their bow attains, take aim much 
higher than the mark, not to reach by their strength or arrow to so great a height, but to be 
able with the aid of so high an aim to hit the mark they wish to reach" [author'S translation]. 

2The penetration of musicological research in the University system is relatively recent. The 
first professorship of History of Music was given, in 1941, to Torrefranca, in the University of 
Flo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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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xpression and because it effectively reflects that dichotomy between 
musicological intelligence and the ability to play an instrument, which 
has always characterized the musical education in Italy. Of course, there 
are some exceptions: among these, the Schools of Didacticism of Music 
part of the Conservatory of Music, in which musicological aspects (the 
teaching of Musical pedagogy, for example) are melded with 
instrumental competence (Practice of vocal and pianistic sight reading, 
which consists of the reading of vocal and pianistic repertoire at the 
piano). 

We will touch upon musicological studies briefly and only to render 
more complete the complex scenario of musical education in Italy. 

2. The profound influence that Giovanni Gentile3 has exerted on the 
Italian scholastic system in the course of the this past century, conferred 
to musical studies the orientations, the structure, the functionalities that 
persist to this day (as an effect of the permanence of laws, institutions, 
political choices). The analysis of Alfredo Casella's4 writings reveals 
how much of Gentile's idealism penetrated in the very way to 
conceptualise education and pedagogical research, with his subtle 

3Giovanni Gentile (1875-1944), a major figure in Italian idealist philosophy, politician, 
educator, and editor, sometimes called the philosopher of Fascism. His actual idealism shows 
the influence of Hegel. After a series of university appointments, Gentile in 1917 became 
professor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at the University of Rome. As Minister of Education in 
the Fascist government of Italy from October 1922 to July 1924, Gentile carried out wide 
reforms. In 1925 he served as president of two commissions on constitutional reform, thus 
helping to lay the foundations of the Fascist corporate state. He was President of the Supreme 
Council of Public Education (1926-28) and member of the Fascist Grand Council (1925-29). 
After the fall of Benito Mussolini in 1943, Gentile supported the Fascist Social Republic 
established by the Germans in Salo, in which post he served until his death at the hands of 
anti-Fascist communists. Gentile's idealist philosophy deuied the existence of individual 
minds and of any distinc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subject and object, past and 
present. Among his works are Lc origini della fi/osofia contemporal1ea ill Italia, 4 vols. (1917-23); 
La riforma delleducazione (1920; The Reform of Education); La filosofia deWart!' (1 Y31; The 
Philosophy of Art); and La mia religione (1943; My Religion). His actual idealism is the subject 
of Teoria generale dello spirito come atto puro (1916; The Theory of Mind as Pure Act). 

4Casella took part to that commission of experts (together with Pizzetti and others) that in 
1930 carried out the reform of Conservatories. What contributes to clarify his soft position 
toward the fascist regime is the correspondence with Gentile (see F.R. Conti, M. De Santis 
(eds.), Catalogo eritieo del fondo Alfredo Casella, Firenze, Olschki, 1Y92, 4 vols., p. 441 r L. 3088-
89), Mussolini (ibid., L. 1345-49, p. 221) and with the Minister of National Education Giuseppe 
Bottai (ibid., L. 3326, p. 471), who thanked him for the intelligent and illuminating work lent to 
the reform of Italian musical studies. Among the prebends he received in retum, a letter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s, dated March 8th 1944, with which is granted a 
supplement of rationed provisions (ibid., L. 3309, p.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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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sion for science and his spiritualistic inclina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es; at the same time it reveals a surprising continuity of values, 
that perpetuates to the present. 

3. The aversion of the academic world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servatories in superior institutions of University level. This 
hostility, possibly caused by the likely dismemberment and by the 
consequent lowering of university standards, is originated by the 
traditional miscare with which, in the Conservatories, methodological 
and epistemological aspects are dealt with, emphasizing the empirical 
aspect. 

My intents are that this effort is not simply informative: I would like to 
arrive at a more authentic and profound knowledge of these phenomena 
that, in the complexity of their decades-old articulation, we are going to 
study. 

A brief history of the Conservatories of Music 

Founded toward the end of the XVIth century to shelterS unfortunate 
youths (orphans, the poor, etc.) and to teach them a vocation that they could 
use once they were adults to make a living, the Conservatories of Music 
have long maintained an archaic didactic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ir history (from the Unity of Italy until 1912) reveals a certain 
heterogeneity of rules, originated by the particular mechanism that gave 
them the liberty to give themselves autonomous regulations which would 
later be ratified by Royal Decree. A better homogeneity came first with 
Decree n. 1852 in 1918, that regulated teaching in principal and 
complementary courses (art. 187)6 and determined their duration (art. 188) 
and later, with Royal Decree n. 1945 in 1930. This Royal Decree controlled 
the various disciplines,? programmes of study and professional pursuits; it 

STaken from the Italian word conservare (to protect), hence the term Conservatory. 
6For the difference between principal and complementary courses, refer to note 7. 
7The Royal Decree December 11th 1930, n. 1945, regulated subjects of study in the 15 

Schools (Composing, Voice, various instruments), a course of Theory and Solfeggio, 15 
complementary courses (Complementary piano for conductors and composers, History of 
music, Harmony, etc.). In virtue of such decree the Conservatories issue, at the end of the 
course of studies, a Diploma that is a hybrid title, not comparable to a High School Diploma, 
nor to a Bachelor's degree. The openings for Conservatory graduates (apart from their artistic 
career) are teaching music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and in the Conservatories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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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ot difficult to recognize the so-called Gentile Reform8 as the model from 
which the legislator was inspired. To write that part of the decree with 
which rules were given to the musical studies, the Minister of Education 
Giuliano created a commission from the best Italian musicians of the time 
(Casella, Pizzetti, etc.). Someon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is 
commission "left substantially intact the model of the old musical school 
from the XVlIIth and XIXth centuries, under the guidance of the sole 
maestro, rich in artistic and professional experience, considered capable of, 
not wrongly, guiding the pupil in all the deepest secrets of the art. Jl9 As we 
dig deeper,1O though, this conclusion reveals itself quite superficial and, 
therefore, hardly agreeable. The reason the commission acted one way 
rather than the other,11 was on one hand the will to mold the musical 
education to Gentile's theories and on the other to provide their own 
contribution to the fascist regime in terms of consensus (to receive in return 
status and privileges).12 It is in this climate of negation of every freedom, 
which characterized fascist Italy, that Gentile wrote: "We are teachers. We 
have to mold souls. We are not allowed to close the door to these souls, in 
which we have the right to enter, because of the vain respect for their 
freedom. Pupils' freedom is inadmissible."13 And it's always in this climate, 

8The Royal Decree May 6th 1923, n. 1054. 
9L. Taschera, "Quale Conservatorio? Riflessioni sulla riforma dell'istruzione musicale," in 

Analisi. Rivista di Teoria e Pedagogia musicale, VII, 1996, p. 26. 
JOIn fact this analysis seems to reflect nostalgically desiderata of the author (more than a real 

speculative depth). Taschera states in the same article: "Why should we reform the institution 
Conservatory from what it is now? I don't want the question to seem rhetorical: a large part of 
the components of the musical world, starting from the teachers themselves, think that the 
historical institution is fine as is" (L. Taschera, op. cit., p. 25). Aside from philosophical 
musings it is unbelievable that such interventions can sustain that the historical institution is 
fine as is. Five years after the attainment of a degree a high percentage of graduates are still 
unemployed. 

llThat commission, in fact, could have aspired to what was happening in those nations 
showing an evolved model of musical studies (France and Germany, for instance). 

12Concerning the bonds between Gentile and Fascism, Bertolini and Frabboni observe: "It 
was without a doubt a smart political move for Mussolini to use the illustrious name of 
Gentile, illustrious also outside of Italy, to guarantee his actions and to allow the acceptance, 
by whom remained surprised or deceived, of his unconstitutional government" (P. Bertolini 
and F. Frabboni, "La storia della scuola italiana," in P. Bertolini and F. Frabboni, Scuola 
primaria. Storia, finalitii formative, metodologie pedagogiche, strategie didattiche, Firenze, La Nuova 
Italia Editrice, 1981, p. 22). 

Casella, on the other hand, devoted his autobiographic book I segreti della giara to the 
Minister of National Education Giuseppe Bottai showing signs of respect to the fascist regime. 
I am not accusing Casella of Fascism of course (see note 4); I am trying to shed light on the fact 
that the roots of the values being born and consolidated at that time would have had, for over 
half a century, a decisive role in the Italian music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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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every concession to individual liberty is accurately avoided, both by 
means of rigidly fixed programmes of study (in spite of what was 
happening in France, for example) and not providing to the pupil 
methodological instruments by which he could have built his own thoughts: 
the only possible method of study was the credulously empirical one. 
Musical improvisation is not even present where one would expect to have 
it (i.e. in the School of Composition) and alluding to personal creativity is 
seen as a dangerous heresy: the existence of the individual man disappears 
in a universal reality, the Spirit alias Buon Maestro alias The State. "And the 
true existence of liberty is in The State"14 and in the obedience to its laws. 

The myth of the "buon maestro" 

The type of school that comes out of the Gentile Reform 15 is founded "on 
one side on the philosophical presumptions of Gentiles actualism; and on 
the other on the consequent motto: few schools but good schools and few 
teachers but good teachers. This motto in particular was adopted by the 
fascist party, that sensitive to the principle of the Ethic State which should 
become in the future the Authoritative State, believed that the creation of a 
small elite of citizens would allow the control of the entire Italian society."16 

The teacher is the method 

One of the data of Gentile's doctrine was criticism to the realistic and 
positivistic conceptions. From this standpoint, one of the consequences had 
to concern the method: every teacher has his own method and it changes in 
the course of time according to the school and to the kind of pupils. Every 
teacher will have every day, every hour, every moment, continuously, a new 
method, identical to the new life of his spirit,17 

13G. Gentile, Educazione e scuola laica, Firenze, Vallecchi, 1921, p. 105. 
14(;. Gentile, Riforma della scuola, Bari, Laterza, 1924, p. 9. 
15" ... we know that the fascist regime didn't have a scholastic program, so it adhered, not 

without various perplexities, to Gentile's version. Once the fascist regime was in power, 
Gentile was appointed as Minister of Public Education" (in P. Bertolini and F. Frabboni, ap. 
cit., p. 22). 

16p. Bertolini and F. Frabboni, op. cit., p. 22. It is puzzling to notice how much the nature of 
present day critiques directed toward the reform of musical studies lunges its roots in the 
precepts we are going to examine. 

17"To detach [00'] the facts of the spirit from its real life, means to lose sight of them and not 
be able to recognize them anymore in their intimate nature, for what they are when they 
realize themselves," G. Gentile, Teoria generale della spirito come atto puro, Firenze, Sansoni, 
1944,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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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est: "Great teachers neither have a method, nor did have, but only a 
certain number of general principles that they adapt to each particular case. 
A method would presuppose physical and spiritual identity of all pupils, 
which is so absurd that one can't take it seriously, not even for a second."lS 
As a logical consequence, a little more than no effectiveness comes from " ... 
those books in which is written how to play the piano. There are many of 
these books and also from authoritative authors. Even in Italy we don't lack 
of mighty and imposing books of four hundred and more pages, real codes 
of the keyboard, in which every tiny particular of piano execution is 
foresee~. However, I naIvely admit, that I've never read them, nor do I 
believe I will read them now that I am burdened by years-long 
experience." 19 

Nevertheless, the invitation to the empiric view that springs from those 
words (setting emphasis on the individual fancy and on the practice in the 
worse sense of the meaning) would become one of the causes of the heavy 
delay20 which afflicts Italy in comparison to the most advanced countries. 

The teacher is therefore the only concrete, valid, trustworthy reference, so 
much that if the precepts he talks about will produce some good results. It is 
only because "they are not in the least the exposition of a purely theoretical 
method and therefore deprived of every adherence to the reality of the 
practice; they are [ ... ] the pure fruit of a lifelong experience [ ... ]. That's why 
they can pretend to have some effectiveness."21 

In addition to this, the buon maestro doesn't need to study, to document 
himself, to make research; nor does he need to know "as stated in some [ ... ] 
essays about the piano the anatomy of the arm and the hand. [ ... ] Neither 

18A. Casella, II pianoforte, Milano, Ricordi, 1954, p. 162. 
19 A. Casella, ibid., p. 91. 
20Such a delay is object of the enlightening, entirely condivisible analysis of E. Surian: "The 

idealist aesthetics, that had emphasized the free subjective compon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reter and text, belongs to an old-fashioned season of our culture. [ ... ] The first 
critical biographies of great musicians dated one century ago, the first investigations on the 
musical sources, the compilation of the first monumental dictionaries and bibliographical 
repertoires, the first critical editions, the first studies on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we have certain musical phenomenon or musicians [ ... ]. In this field of knowledge, Italy 
has accumulated a notable delay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of Europe and overseas, a 
delay that only in these last few years has started to lessen. The primary interest of the Italian 
schools of music is today still absorbed in large part by the current soloist practice, empirically 
transmitted from the teacher to the student without giving consideration to the contributions 
of the most recent studies [ ... ]. The old-home musical professionalism, uncritical and 
traditional, still looks with distrust to musicology that has brought, from a century ago, the 
discovery of important sources, and the critical correction of editions in use" (in E. Sudan, 
Manuale di storia della musica, Milano, Rugginenti, 1992, p. 7). 

21A. Casella, op. cit.,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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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eseking nor Horowitz nor Zecchi have ever studied that branch of the 
science but nevertheless, they have reached the results we all know."22 The 
only genuine requisite for who yvants to teach the piano has to be an 
extraordinary "knowledge of how to play it. It happens every day to hear of 
the didactic expertise of certain piano teachers who never played in 
concerts, but at the same time have become great teachers. I absolutely 
exclude that one can teach to others what he was never able to do by 
himself.,,23 

By emphasizing intuitions, premonitions, instincts, feelings: here we have 
the idea, completely Italian, of musical studies. What leaves one spellbound 
is how this system of values has been able to survive, almost uncontested,24 
for around 80 years: the only way one can explain this is a disaffection for a 
real renewal of musical studies. This disaffection is quite clear as one looks 
at the recent issues of Analisi and other reviews,25 while the future law n. 

22A. Casella, ibid., p. 92. 
23A. Casella, ibid., p. 16l. 
24An illuminating exception, in the sense of seeking rational bases for the teaching of the 

piano, is Attilio Brugnoli (see A. Brugnoli, Dinamica pianistica, Milano, Ricordi, 1926). Casella 
is actually talking about Brugnoli when he says (with a certain arrogance) not to believe in the 
didactic and executive effectiveness of the scientific study of the piano practice (A. Casella, op. 
cit., p. 91, see note 19). Brugnoli was the only one in Italy that had realized together with such 
scholars as Rudolf Brethaupt, for example, the importance of those factors tied to the 
physiological mechanisms that participate in piano practice. As a confirmation of Brugnoli's 
competence, the fact n ..• that the excessively detailed and provocative Dinamica Pianistica by 
Brugnoli, published in 1926, was more rational than the Principes rationnels [the author alludes 
to A. Cortot, Principes rationncls de la technique pianistique, Paris, Senart, 1928, authors note] 
provided in the Parisian temple" (P. Rattalino, Da Clementi a Pollini: Duccento anni con i grandi 
pianisti, Milano, Ricordi-Giunti Martello, p. 438). 

25See the composer Bettinelli who said that n .•• in these last years the Conservatories have 
suffered an excessive and indiscriminate numerical proliferation; as a consequence they are 
now overcrowded with very few skilled students" (B. Bettinelli, "Problemi e progetti di 
riforma dei Conservatori italiani, in Rassegna Musicale Curci, LII, 2, 1999). On the other hand, 
Taschera fears that the division of musical studies into different levels can in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because of the wandering of the hypothetical student from one 
instrument teacher to the other. The student would have, in fact, different teachers for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post secondary level. It is perhaps useful to remind here that up to 
this recent Reform (the law 508 of 1999), an average Conservatory student would have to 
attend just the Conservatory, under the guidance of a sole instrument teacher, to achieve his 
degree. A pianist, for instance, would have had the same professor teaching him the easy 
Sonatine by Clementi as well as the transcendent Hammcrklavicr Sonate by Beethoven. He says: 
"Undoubtedly negative is the project to cage musical studies in levels, eluding the linear 
homogeneity of the instrumental studies" (L. Taschera, op. cit., p. 25). I ask him: a hypothetical 
student of physics will, in his scholastic career, certainly have two different persons teaching 
him quadratic equations or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We have very many research fields 
today: in one of them one must expand his expertise. But the fact that two different persons, 
accordingly with their expertise, can impart the hypothetical teachings of Basics of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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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9,26 which would finally insert the Conservatories of Music in the 
university system, was fuelling its arrival. What has allowed Gentile's ideas 
to survive to the very conditions by which they were determined?27 On one 
side, the fact that initially at least two generations of musicians were forged 
in those precepts; when they became teachers themselves, they considered 
empiric view and a naive instinctiveness the requirements for successful 
teaching. On the other side, the fact that they were bearers of such values 
didn't put them in the conditions to see how old-fashioned were the suits 
they were wearing, especially if compared to what was going on in the rest 
of the world. As a consequence, the laws concerning Conservatories after 
1930 aimed, according to a line of soft behavior, at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ante, by introducing here and there, without too much conviction, 
incoherently and mainly under the push of caste's interests new subjects of 
study or new Schools.28 They never really wanted to deeply reform the 
studies, even though these had changed a lot as a result of various factors: 
the new light being shed by new ferments in the analytical reflection, in the 

Technique or Piano Virtuosity still sounds unacceptable. 
26The law n. 508, of great importance, is the one that finally inserts the Conservatories of 

Music (and therefore the study of a musical instrument) in the compartment of university 
formation. It only establishes some general principles. The realization of the actual rules 
(which should come within one year) is left to an elected commission. It is sad to admit that 
the achievement of this law owes more to the applic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y's 
directives than to the diligence of our Parliament, which, for such a long time, has left in the 
oblivion a very important sector of the cultural life of the nation. Starting from the 1970s to 
today in fact, the attempts to reform musical studies have been numerous and not crowned by 
a positive result; all those bills foresaw the insertion of the Conservatories in the university 
system, since in Europe similar institutions were being organized in university faculty. With 
th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enacted in principle by the CEE Treaty and, subsequently, 
by the treaties of Mastricht and Amsterdam, it became necessary to operate an adjustment 
between the CEE countries, to enable mutual recognition of titles of study,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the determination of a politics of common formation. 

27It is interesting what Ostenc says about the bonds between Gentile and the fascist regime: 
"As soon as November 1923, Gentile had a meeting with the Prime Minister. MussoIini 
publicly spoke in favour of his Minister of Education Gentile, defining the reform as the most 
liberal and the most organic; [ ... ] the philosopher's maintenance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above all the result of a political decision. Mussolini, to whom the tools of power counted 
more than the theories, foresaw in the school [ ... ] a mean to consolidate his own personal 
position and to spread fascist faith" (M. Ostenc, La scuola italiana durante il jascismo, Bari, 
Laterza, 1981, p. 114). 

28In this way, the Royal Decree n. 1425 of 1941 introduced the schools of Vocal polyphonic 
composition, Choral music and Choir conducting; the Ministerial Decree n. 4545 of 1969 the school 
of Harpsichord; the Ministerial Decree (from now on M.D.) 15.11.1983 the school of Percussions; 
the M.D. 6.9.1984 the school of Guitar; the M.D. 8.2.1984 the school of Saxophone; the M.D. 
13.4.1992 the schools of Tuba, Didacticism of music, Accordion, Recorder, Jazz, Lute, Mandolin, 
Electronic music, Vocal chamber music, Prepolifonia, Viola da g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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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 musical intelligence and in musical thought, in the study of 
pedagogic and didactic factors (both at the level of basic music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musical education); not to speak of the variegated 
panorama of musicological and composing research (lately enriched by a 
presence of computer science which uses artificial intelligence),29 of the real 
world now asking for new professions, of a deeply changed socio-cultural 
horizon. 

If Seneca the Retore would say errare hurnallurn est, Saint Bernard would 
echo to him adding perseverare autern diabolicurn: in this way obscure 
mechanisms, like the mistake of a large growth of the number of 
Conservatories was worsened by a superficial recruitment of teachers, 
which wouldn't pursue criterions of quality, but just of quantity (this was to 
face the increasing demand of musical studies; the only exception, in recent 
years, were those teachers recruited following the accomplishment of very 
selective tests regulated by the Ministerial Decree July 17th 1990).30 This has 
aroused the fears (which one could partly share) of the academic world 
toward any operation that could raise the Conservatories to the rank of 
university institutions. This fear contributed to a delay in the concrete 
rearrangement of musical studies. A synthesis of these fears is contained in 
the CUN31 opinion about a bill to reform the musical studies that would 

29Concerning the Italian panorama, we quote between the most advanced researches (like 
those of Cope in the USA) the ones from Baroni's equipe in Bologna. Baroni's group has 
succeeded, through the use of techniq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fter the definition of a 
complex generative grammar (see Baroni et al., Le regole della musica, Torino, EDT, 1999), to 
produce arias (both the text and the melody) in the style of the Italian composer Giovanni 
Legrenzi (1626-90). This effort is a real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stylistic factors and it could 
be a precious aid for a completely new didacticism of composition. At the same time, it 
constitutes an answer to what Marco de Natale affirms in a rather superficial way by saying: 
" ... of the novelty of our musicology, cultivated in the Italian Universities starting only few 
years ago; a musicology heavily marked by the limits of a lettered History of music, held in 
the way of complementary courses in humanistic faculties" (M. de Natale, "Considerazioni 
sui testo unificato delle proposte di legge 545 e abbinate," in Analisi. Rivista di Teoria e 
Pedagogia musicale, VII, 1996, p. 23). What bewilders us is that such experiences are then 
compared to the "solid and secular technical-professional formation of the Conservatories" 
(ibid., p. 23), where, notoriously, the fugue is not studied to codify what Bach did; on the 
contrary, it is studied on the Traite de contrepoint et de fugue, very subjective codification of the 
fugue written by Dubois in 1901! 

30Few years ago, a teacher would have had a professorship upon direct call of the Director 
of the Conservatory (in a general lack of transparency); as an effect of the above-mentioned 
decree, instead, it became required to pass numerous and very complex selective tests, both 
historical-analytical and practical (for example, for the piano, written test of analysis, 2 piano 
recitals, 2 concerts for piano and orchestra, etc.).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specify that 
not all those professors who were recruited before were lacking skill: of course there were 
many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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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 become the law 508 of 1999: " ... the law we are talking about [ ... ] lays 
itself opened to doubts and criticisms and [ ... ] therefore we can't absolutely 
accept it" also because it would create "confusion in the roles of personnel 
and for what concerns the comparison of the titles." The coordination and 
the management of the single institutions would be entrusted to people 
missing the "necessary form of competence and scientific formation of 
university level. As long as Universities will constitute the primary center of 
scientific research and essential characteristic of successful university level 
teaching will be its link to the research for 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new knowledge, Italian society must be given all the possible guarantees 
that academic titles are achieved attending the university teaching, that is 
not purely technical and repetitive, since it lays on the critical study of 
methodological and epistemological foundation of knowledge."32 

Still, the ignorance of epistemological foundation of knowledge is echoed 
in the words of L. Zanoncelli when, speaking about the educational model 
of Conservatories, she says: "". practical musicians are guided by 
procedures and mechanisms they wouldn't know how to justify:33 the risk 
in every moment is to wander off the beaten track .... "34 

Up until now, the pars destruens. How to structure the future of musical 
studies then? In my opinion, they will have to be deeply reformed and freed 
of some deposits of the past that still survives in certain desiderata,35 with 
really modern programmes of study, fitting the availability of scientific 

31The CUN (Consiglio Universitario Nazionale) is composed for the greatest part of university 
teachers. It is an elected organ of representation of the various universities with advisory and 
propositive functions. 

32Consiglio Universitario Nazionale (CUN), Parere n. I-Legge di riforma dell'Accademia 
di belle arti, dell' Accademia Nazionale di arte drammatica, degli Istituti superiori per Ie 
industrie artistiche, dei Conservatori di musica e degli Istituti musicali pareggiati (Law of 
reform of the Arts Academies, of the National Academy of Dramatic Art, of the Superior 
Institutes for the Arts, of the Conservatories of Music and the Officially Recognized Musical 
Institutes), Assembly of March 10th 1998. 

330ne can assist, for instance, (in several books written for the students of the School of 
Theory and Solfeggio in the Conservatories) to an undue naturalization of the whole tonal 
harmony, using the theory of the harmonic sounds. In all evidence, such heresies are falsified 
by all the musical theories that contradict the tonal theory (extra-European, medieval 
modality). For instance, the series harmonic sound is represented by an arithmetic progression 
while the tonal scale, which these authors derive from them, is represented by a geometric 
progression. The same exceptions one can move to the natural construction of chords: selective 
collecting of some harmonic sounds rather than others, with temperate correction and 
contraction within its height. The uncovering of such epistemological mistakes is dealt in a 
beautiful book by Franco Ballardini (F. Ballardini, Swedenborg e il falegname. Poetica, teoria e 
filosofia della musica in Arnold SchOnberg, Modena, Mucchi, 1988). 

34L, Zanoncelli (a cura di) in Cartesio, Breviario di musica, Firenze, Passigli, 1990, p. 8. 
35Refer to not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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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in music and paying attention to the concrete real openings for 
Conservatory's graduates. Rattalino says: lilt cannot be denied that in the 
teaching of a musical instrument a certain degree of empiricism will always 
exist, because what you do after all is you learn how to handle a tool. 
However the throwing of the discus is also handling a tool; today, however, 
it would not be thinkable any more of a famous, successful discus thrower 
gathering around himself some apprentices to show them how to launch, 
confining himself in naIvely correcting positions, palpating muscles and 
giving suggestions of good common sense. The preparation of the discus 
thrower has greatly changed since then, since it is also aided by 
instrumentations that reveal much more than you could intuitively 
understand or by the rudimentary means of the eye./136 

Only splitting knowledge in its numerous components will guarantee the 
transmission of unworn and adjourned knowledge. It is not thinkable any 
more that a sole piano teacher can dominate and transmit to his students the 
whole repertoire from the Italian virginalists to the avant-garde, with its 
complex of exegetical, historical, philological problems. Only in this way 
will it be possible, to overcome the romantic cliche that would think of man 
as summa of all knowledge, to free the musical studies of all the ideological 
aspects and build its object, its tools, its procedures. Only in this way can 
one reform the study of music in numerous levels, from different 
standpoints, with disparate, ancient and new disciplinary tools. Still, 
pragmatically, this would also guarantee through this great methodological 
solidity an easier profeSSional reconversion. 

It is unthinkable to perpetuate the model held as Gospel by the numerous 
private academies, which arose in great numbers in the last years, since also 
in this case Rattalino has correctly said: "In the various academies that face 
the didactic problem seriously, and not to speculate on the deficiencies of 
the Conservatories, the situation is reproduced to the way it was in Italy one 
hundred years ago, when the State Conservatories were a little bit more 
than five and the professorships of piano less than twenty. In today's 
academies, like in those past Conservatories, teachers are of high and 
recognized value, but they teach as craftsman."3?} will once more resort to a 
comparison with physics. I don't believe that Carlo Rubbia teaches physics 
in the University. I think that to hear of him completely absorbed in 
research, in the CERN in Geneva if I'm not wrong, is something deeply 

36p. Rattalino, "La didattica per i concertisti," in Trecento anni. Li dimostra? Editrice Cesare 
Nani, Como, 1999, p. 106. 

37p. Rattalino, ibid.,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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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suring. Knowing that such a genius is struggling with the decoding of 
the mysteries of nature is something that leaves hope in a better future. And 
the list could stretch to Barnard, Dulbecco, just to name a few, and to all the 
great geniuses that by researching honor all of mankind. In the University 
instead, there are serious professionals, able to make research finalized to 
the transmission of unworn knowledge and which in addition to this, are 
experienced teachers. This is quite well accepted; however, if one comes to 
musical studies in Italy though, it is pretended that our hypothetically 
reformed Conservatories enumerate Pollini in their own teaching staff: 
Pollini, as well as Rubbia, is completely absorbed by his extraordinary 
artistic career. To be a genius of the keyboard does not implicate to be a 
professional of teaching: the attempt to force the nature of musical studies 
entirely within the conceptual categories of a routine of high craftsmanship 
constitutes the nth prejudice that only research, study and culture can 
diSS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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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촬리아 음약연유 껴혁의 역샤， 까치 땅향 

주세페 부장L카(이탈리아 N 펴치니 음악원) 

김윤영 옮김(서울대 석사과정) 

“아직도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 보이는 표적을 맞추걸 꾀하고， 

자기의 활의 힘이 미칠 수 있는 한계를 얄고， 

표적보다 훨씬 높은 곳을 겨냥하되 , 

그렇게 높은 곳을 힘이나 화쌀로써 짱으려 해서가 아니라 

그토록 높은 목표의 도움을 밴아 원하는 표척을 맞추려는 

현명한 궁사처럼 행동하라 

(니콜로 마키아벨리 r군주론』에서) 

01 이탈리아 음악학의 역사， 가치，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척인 
! 측면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1. ‘음악연구(musical studies) ’ 라는 유적 (類的) 표현 속에서 , 기악 교습과 

음악학 연구(musicological studies)라는 두 요소를 구분할 필요성， 기악 교습 

(이하， 그냥 ’음악연구’ 라 한다)은 음악 콘서바토리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으 

로， 바로 이 글의 주제이다. 반면， 음악학적 연구는 대학의 몫이다 표현의 

정확성을 위해， 그리고 그래야 음악학적 ?-1 성과 악기 연주능력이라는 이분법 

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도， 이 두 가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몇 가지 예외는 있다. 음악 콘서바토리 내 음악교육학부에서 

는 음악학적 측면(예를 들어 음악교수법)이 기악 연주능력(시창과 피아노 초 

견은 성악과 피아노 악보를 읽는 훈련으로 짜여 있다)이 뒤섞여 있는 것이 좋 

은보기다 

먼저 음악학 연구를 간략히 다루되， 이탤리아 음악교육의 복잡한 시나리오 

1대학 체계 안에 음악학 연구가 들어온 것은 비교척 일천하다， 최초로 음악사 교수가 된 

사랑은 1941년 피렌체 대학의 토레프랑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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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완벽하게 그려보려는 목척에만 국한하기로 한다. 

2. 조바니 젠틸레 (Giovanni Gentile)2가 금세기 전개과정에서 이탈리아 학 

문체계에 끼친 심대한 영향. 음악연구에서 그의 영향은 음악연구의 지향점， 

구조， 가능성에까지 미쳤고， 오늘날까지도 (법과 제도와 정치적 선택의 향구 

성으로 인해) 힘올 발휘한다. 알프레도 카생라(Alfredo Carella)3의 저술틀을 
분석해 보면， 교육과 교육학을 개념화하는 데 깊이 침투한 젠휠레의 관념론 
과， 젠틸레가 은근히 과학에 대한 혐오를 보이며 교육과정에서 유섬론으로 가 

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지속적인가도 알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가치의 놀라운 연속성을 나 

타내며， 현재까지 존속한다. 

3. 콘서바토리를 대학 수준의 최고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대한 학계 

의 혐오. 대학의 분열과 그로 인한 수준저하 가능성에 기인할 법한 이러한 적 

대감은의 근원은， 콘서바토리가 전통적으로 방법론과 인식론척 측면을 소홀히 

하고 경험척 측면을 강조하는 데 었다. 

이 글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데 있지 않다. 수십 년에 걸쳐 얽히고설킨 담론올 

파헤쳐 봄으로써 이러한 현상의 참되고 근본적인 언식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2조바니 첸탤레 (Giovanni Gentile, 1875-1944). 이딸리아의 대표적 관념론 철학가이자 정 
치가， 교육자. 언론인따시즘의 철학자‘ 라고도 불린다‘ 그의 현실척 관념론은 헤첼의 영향 
을 보인다 여러 대학을 전전하다 1917년 로마 대학의 첼학사 교수가 되었다 1922년 10웰부 
터 1924년 7월까지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의 교육부장관으로서 폭넓은 개혁을 수행했다， 

1925년 헌법개정을 위한 두 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파시스트 협동조합국가(corporate 

state)의 기초를 놓는 데 일조했다 공교육 최고위원회 휘원장(1926-28) , 파시스트 최고회 
의 위원(1925-29) 역임. 1943년 베니토 무솔리니 몰락 이후에는 독웬인틀이 상로(Salò) 에 

세운 파시스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지지하며 공직을 맡다가 재직중 반파시스트 공산주의자에 
의해 피살되었다 첸틸레의 관념론 청학은 개인 정신의 존재， 이론과 실천， 주체와 대상， 과 

거와 현재의 구별 일체륭 부인했다. 저서로 『이탈리아 현대철합의 근원~ (전4권， 1917-23). 
『교육개혁~ (1920) , W예술철학~(1931)， r나의 종교~ (1943) 등이 었다‘ 현실척 관념론을 피력 
한 책이 r정신과 순수행위론~ (1916) 이다‘ 

3카셀라는 1930년 콘서바토리 개혁을 수행한 전문가 위원회에 피제티 등파 함께 참여했 

다 그가 파시스프 정권에 대해 ‘유연한 업장’ 에 서 있었음을 보여주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젠 
틸레， 무솔리니， 국민교육부장관 주셰페 보타이 둥과의 서신교환이다 흑히 보F.J.이는 이탈 

리아 음악연구 개혁에 보인 그의 이지척이고 빛나는 공헨에 감사하기도 했다. 엽적의 대가 

로 성과급윤 받은 사실이 1944년 3월 8일 농림부 서한에 냐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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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악 론셔바토리 약사(略史) 

16세기말 경 불우아동(고아， 빈민아동 동동)올 보호하고 어른이 된 후 생계를 

꾸려나갈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 설립된 음악 콘서바토리4는 옛 교육 및 행정조 
직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콘서바토리의 역사(1912년 이탈리아 통일쑤터)는 규율의 이질성을 드러내며， 

이는 콘서바토리가 스스로 자융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던 특별한 메차니즘에서 기 

인하는 바， 이러한 조례제정권은 뒤에 칙령으로 승인받기까지 했다. 처음으로 이 

절성이 다소 해소된 것은 1918년 주전공과 부전공을 나누고(제187조)5 각각의 기 
한을 정한(제 188조) 칙령 제 1852호. 다시 1930년 칙령 저111945호에서이다. 칙령은 

다양한 학과6와 연구 프로그랩과 진로지도를 규정했다. 이른바 첸틸레 개혁701 입 
법의 모렐이 되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다. 음악연구를 규융할 조항을 업안하 

기 위해 교육부장관 줄리아노는 카젤라， 피제티 둥등 당대 최고의 이탈리아 음악 

인들로 위왼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가 “예솔척 , 직업적 경험이 풍부하여 그야말 

로 학생들올 예술의 가장 갚은 비밀로 인도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단 한 명 스승의 

인도 아래에 있던 18 . 19세기 옛 음악학교의 모렐을 본질척으로 온촌시켰다"8고 
결론내린 학자도 있다 그러나 더 깊이 파고들면9 이러한 결론은 아주 피상척임이 
스스로 드러나며 따라서 동의하기 힘들다. 위원회가 하필 이 길을 택한 것은10 한 
편으로는 음악교육을 첸틸레 이론에 끼워맞추려는 의지，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를 

401랄리아어 ‘conservare(보호하다)’ 에서 , 
5주전공과 부전공의 차이에 판하여는 주6을 보라‘ 
6칙령 제 1945호(1930. 12. 11)는 전공을 작곡， 성악， 각종 기악 동 157fl로 정하는 한편 이론 
과 송페지오 과정 15개의 부전공(부전공피아노-지휘와 작곡 전공 해당-와 옵악사， 화성 

법 등등)율 규정했다. 칙령에 따라 콘서바토리는 과정 수효자에게 디플로마률 수여하는데， 

이 디플로마는 전문학교 디플로마나 〔대학의〕 학사학위와는 다른 변종 학위이다‘ 졸업생들 
의 진로는 (직업예솔가 활동은 별론) 중고둥학교나 콘서바토리 음악교사이다. 

7칙 령 제 1054호(1923.5.6) . 
8L. Taschera, "Quale Conservatorio? Riflessioni 5ulla riforma dell'istruzione musicale," in 

Analisi. Rivistα di Teoria e Pedagogia musicale, VII, 1996, p. 26 
9사실은 이러한 분석은 (진정한 사색의 깊이보다) 저자의 향수어린 열망올 반영하는 듯하 

다. 같은 글에서 타스케라는 “왜 콘서바토리 제도률 개혁해야 하는가? 이 물음이 수사척인 
것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라거니와， 교사들 자신율 비롯한 음악세계의 구성원 대다수는 이 

유서깊은 제도를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L. Taschera, op. cit. , p. 25)고 하고 
있다‘ 철학척 유회는 접어두고라도， 이러한 간섭이 유서깊은 제도폴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말과 양립한다고는 믿올 수 없다.5년 동안 교육받고 디플로마륭 취득한 뒤에도 졸업 
생 실업률은 여전히 높다. 

10사실은 위원회는 음악연구의 선진 모댈을 가진 나라들(예컨대 프랑스와 독일)처럼 되기 

를열망했올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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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자해 파시스트 정권에 대한 기여 (그 대가로 지위와 특권을 누린다)를 과시하려 

한 때문이다 11 바로 이런，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특정인 모든 자유를 부정하는 분 
위기 속에서 젠틸레의 주장은 나왔다. “우리는 스승이다. 우리는 영혼을 벚어야 한 

다. 우리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한갓 자유의 존중 때푼에 이들 영혼 앞에 

닫을 권리가 없다. 학생에게 자유는 허락될 수 없다 "12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분위 
기 속에서 개인의 자유 일체의 허용펀 엄격히 고정된 학습 프로그랩(예컨대 프량 

스는 정반대였는데도)을 통해， 동시에 학생이 나름의 사고플 세워나갈 방법론적 

도구를 주지 않음으로써'::;:ï!..묘히 희펴된다. 가능 유일의 학습방법은 오로지 경험 

이었다. 즉홍음악은 웅당 있어야 할 곳(즉 작곡과)에도 없고， 개인의 창의성을 말 

하는 것은 위험한 이단이다. 개인의 실존이 보편적 현실， 그러니까 정신， 일명 선 

한 스승(buon maestro) . 일명 국가 속에 용해돼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가 진정 있는 곳은 국가’ 13이며， 국가의 법에 대한 복종 안이다. 

‘션한스숭’의 신화 

젠틸레 개혁 14에서 나온 학교의 유형은 “한편으로 젠틸레의 현실주의의 철학적 

가설， 한편으로 그 파생 모토인 ‘적지만 좋은 학교， 적지만 좋은 스승’ 에 기초한 

다. 특히 이 모토가， 장차 권위주의로 될 수밖에 없는 윤썩척 국가(Ethic State)라 

는 원칙에 민감하여 소수 엘리트 시민의 창출이 이탈리아 사회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리라 믿은 파시스트당에 의해 채돼되었다 "15 

11 센릴레와 파시즘의 결탁에 관해 베르폴리니와 프라보니는 “국외에까지 알려진 젠틸레라 

는 화려한 이름올 활용하려는 무솔리니의 멋진 정치척 액션은 의심할 나위 없이， 자신의 행 
위플 정당화하고 (경악하거나 현혹된 사람들을 통해) 초헌법척 정권융 인정받기 위한 것이 
었다 .. (P. Bertolini and F. Frabboni, “ La storia della scuola italiana:’ in P. Bertolini and F. 
Frabboni, Scuola primaria. Storia, finalit formativι m ’todologie pedagogiche, strategie didattiche , 
Firenze, La Nuova Italia Editrice, 1981, p. 22)는 관측올 내놓았다 반면 카생라는 자서 전 r술 

단지』플 국민교육부장관 주세페 보다이에게 헌정하면서 파시스트 정권에 대한 경의를 표하 

고 있다‘ 불론 카생라가 파시스트라고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주3을 보라) 당시 탄생하고 

공고화된 가치들의 근원이 반 세기 이상 동안 이탈리아 음악문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올 해왔 
음 것이라는 사실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12G‘ Gentile, Educazionc e scuola laica, Firenze, Vallecchi, 1921, p. 105. 
13G. Gentile, R따rma del/a scuo[a, Bari, Laterza, 1924, p. 9. 

14 “" 우리는 파시스프 정권이 학문척 프로그램올 갖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우여곡절 끝 
에 젠틸레의 얀(案)에 집착했다는 것을 안다， 파시스트 정권이 집권하자 헨틸레는 공교육부 

장관으로 엄 명 되 었다 .. (P. Bertolini and F. Frabboni, op. cit. , p. 22) 
15p. Bertolini and F. Frabboni, op. cit. , p. 22. 음악연구 개혁에 대한 오늘날 비판의 본철이 

이 글에서 쌀펼 가르칭뜰에 열마나 천착하고 있는지활 앞변 의아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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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숭아 방법이다 

젠틸레 독트린의 자료 하나가， 현실주의 및 실증주의척 개념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입장의 귀결의 하나로 방법에 대한 관섬이 나왔다. 모든 교사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며， 방법은 시간이 흐르면 학교에 따라， 학생의 종류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다. 모든 스숭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끊임없이， 자기 정신의 새로운 삶과 

동등한 새로운 방법을 가져야 한다 16 

즉 “위대한 스승은 방법을 가진 것도 아니요，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개개 

경우에 적용할 몇 가지 일반원칙이 있을 뿐이다. 방법은 모든 학생의 육체적 , 정신 

적 정체성을 전제하게 마련이다. 한 순간이라도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다는 것은 이상하기 짝이없는 일이다 "17 논리적 귀결로， 아주 쓸데없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이 “ ... 피아노 교칙본에서 나온다 이런 책은 많고， 하나같이 권위있 

는 저자플이 쓴 것이다. 이탈리아에조차 400쪽이 넘는， 권위있고 인상척인 진짜 

건반악기의 전범(典範)이라 할 책은 널려 있고， 피아노의 세세한 특정까지 어렵잖 

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소박하게 시인하건대 나는 이들 책을 읽어본 일이 없으 

며 , 오랜 세월 경륜을 쌓은 지금에 와서 읽을 생각도 없다 "18 

.:L럼에도， 이런 말(개인의 취향과， 나쁜 의미에서 실천을 강조한)에서 기인하는 

경험주의적 시각으로의 초대는 대부분 선진국과의 비교에서 이탈리아를 괴롭히는 

심각한후진성19의 원인 중하나가될 터였다. 

따라서 스승은 구체적이고 다당하며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준거이고， 스승이 

16“정신이라는 사실을 [ ... J 그 현실 삶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정신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것이며 정신의 가장 김은 본성을， 정신이란 무엇이껴 정신은 언제 실현되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 다 .. G. Gentile, Teoria generale dello spirito coml' atto puro, Firenze, Sansoni, 1944, p. 
15. 

17 A. Casella, Il pianoforte, Milano, Ricordi, 1954, p ‘ 162. 
J8 A. Casella, ibid. , p. 91. 

19이러한 후진성이 E. 수리안의 날카로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해석자와 텍스트의 관계 
에서 자유로운 주관적 요소를 강조해 온 관념론적 미학은 우리 푼화의 낡은 구석에 속한다 

( ... J 위대한 음악가플의 최초의 비판책 전기， 음악의 일차자료에 대한 최초의 탐구， 최초의 
기념비적 사전류와 전기물플의 변찬. 최초의 비판적 악보， 특정 음악현상이나 음악가가 출 
현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최초의 연구. [ ... J 이 모든 것이 겨우 한 세기 전의 일이다 
이 분야 지식에서 이탈리아는 유럽과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놓라운 후진성올 축적해 왔 

으며， 이 후진성을 극복하기 시작한 지는 불과 몇 년 밖에 안된니 오늘날 이탈리아 음악학 

교들의 주된 관섬사는 여전히 대부분， 최신 연구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스숭에게서 제자에 
게로 경험적으로 전숭되는 당대의 독주 실제에 쏠려 있다. [ ... J 무비판적이고 전통척인 낡 
은 음악 프로페셔널리즘은 한 세기 전부터 중요한 자료의 발굴파 실용척인 비판척 교정본올 
가능케 해 온 음악학을 여 전히 불신의 눈으로 바리 보고 있다 .. (E. Surian, Malluale di storia 
della musica, Milano, Rugginenti, 1992,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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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가르첨은 아무튼 좋은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오로지 다음과 같윤 이유 때 

문이다. “스숭은 럴끝만큼도 순수 이론척 방법율 발휘하지 않으며 따라서 실제의 
현실성에 대한 일체의 접착에서 자유롭다. 스승은 [ ... ) 일생에 걸친 경험의 진정 

한 열매이다. […] 스숭이 자기 역량을 자부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20 

뿐만 아니라， 선한 스승은 스스로 공부하고 기록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다몇몇 

글에 나오는， 피아노와 관련한 팔과 손의 해부학을 알 필요도 없다. [ ... ) 기제킹이 

나 호로비츠나 제키는 그런 학문분야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다 아는 그 경 

지에 올랐다 "21 피아노를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의 유일한 잔짜 필요조건은 “피 

아노 연주법을 비상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 번도 콘서트에 서 보지 못했으면 

서도 위대한 스숭이 됐다는 피아노 스승블의 교육적 경륜 얘기가 매일같이 들리지 

만. 단언하건대 스스로 할 줄 모르는 것율 남에게 가르칠 수는 결코 없다 "22 

직관과 예감과 본능과 느낌의 강조. 이것이 음악연구에 대한 가장 이탈리아척인 

생각이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체계가 거의 80년 동안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23 이 상황을 설명할 단 하나의 길은， 음 
악연구의 진정한 개혁에 대한 불감중이다. 이 불감증은 『비평』을 비롯한 비명잡지 

들의 최근호를 보아도 명백히 드러나지만 24 한편으로 음악 콘서바토리를 마침내 

20A. Casella, op. cit., p. 92. 
21A. Casella, ibid. , p. 92. 
22A. Casella, ibid. , p. 161. 

23피아노 교습의 합리척 기초를 찾는다는 점에서 두드러지는 예외젝 인물이 아틸리오 브 
루놓라이다(A. Brugnoli, Dinamica pianística, Milano, Ricordi , 1926윷 보라). 카젤라가 (조금 
은 거만하게) 피아노 실제의 과학적 연구의 교육척 및 실천척 유용성올 믿지 않겠다(A. 
Casella, op. cit. , p. 91. 주18을 보라)고 한 말은 사실상 브루놓리를 겨냥한 것이다‘ 브루놓리 
는 이활리아에서 유일하게 예컨대 루돌프 브레트하우프트 같은 학자들과 더불어 피아노 실 

제에 개입하는 생리척 메카니즘 판련 요인들의 중요성올 언식한 인울이다. 브루놓리의 뛰어 

닝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글융 소개한다 “· 더없이 상세하고 계몽척인 브루놓리의 『피아 
노의 역학J (1926)은 파리에서 나온 『합리척 원리~ [A. 코르토의 『피아노 기법의 합리적 원 
리 J. Paris: Senart, 1928을 말함_ .. -인용자〕보다 더 합리 적 이 었다 .. (P. Rattalino, Da Clemellti a 
Pollilli: Duecellto alllli COIl i gralldi piallisti, Milano, Ricordi-Giunti Martello, p. 438) 

24 “ .. 최근 몇 년간 콘서바토리는 무분별한 과포화로 신음해 왔다 그 결과 콘서바토리는 
사람만 많고 쓸만한 학생윤 거의 없는 실정 .. (B. Bettinelli, "Problemi e progetti di riforma dei 
Conservatori italiani, in Rasseglla Musícale Curci, LII, 2, ]999) 이 라는 작곡가 베 티 넬리 의 지 적 
참조， 한편 타스케라는 음악연구를 몇 개 수준으로 나누는 것은 잠재척 학생올 이 악기선생 

에서 저 악기선생으로 떠올게 할 수 있다며 현행 방법의 효융성이 손상될 것을 우려한다. 사 
실은 학생은 중화교와 고등학교와 중등 이상 수준에서 선생을 달리할 수 있다. 최근의 이러 
한 개혁(1999년 법률 제 508호) 전까지는 콘서바토리의 평균 학생은 수료를 위해서는 한 콘 

서바토리만 다니면서 한 선생에게만 배울 수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피아노 

전공의 경우， 쉬운 클레벤티 소나티네와 고난도의 베토벤 〈하머클라비어〉 소나타률 같은 선 
생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타스케라는 u음악연구릎 수준별로 나누려는 기획은 기악 연 
구의 계통적 동질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심할 냐위 없이 부정척 .. (L. Taschera,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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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체계에 변입시키도록 한， 곧 발효될 법률 제508호(1999)25는 〔진정한 개혁 
의〕 도래를 가속화했다. 대세가 정해졌는데도 젠탤레의 생각이 살아남을 수 있었 

던 비결은 무엇인가?26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적어도 두 세대의 음악가들이 그 가 
르침 아래 양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선생이 되자 경험주의적 관점과 소박한 

본능이 성공적인 가르침의 조건이라 생각했다 다른 한면으로는， 이들이 이러한 

가치의 담지자였던 까닭에 자기들이 엽은 옷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 알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었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1930년 이후 콘서바토리 관 

련법들은 유연한 행동이라는 노선을 따라 확고한 신념 없이 여기저기서 일관성없 

이， 주로 계급적 이해 아래서 새 학과. 새 전공을 도입함으로써 현상을 온존시킨 

것이다 27 여러 가지 요인의 작용으로 연구여건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들은 근본적 
인 개혁을 정말로 원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변화에 의해 분석적 반성에， 음악적 

지성과 음악적 사고의 연구에， 교육(기초음악교육과 직업음악교육 모두)의 제요인 

cit. , p. 25)이라 한다 그에게 묻는다 잠재적인 물리학도는 학창시절 중 사차방정식이나 일 
반상대성 이론올 다른 두 사람에게 배울 수 있지 않은가 오늘날의 연구영역은 매우 다양하 

다 각 연구영역마다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따라셔 각각 전문성도 다른 두 
사람이 가르치면 가상의 예로 ‘피아노 기법 기초‘니 ‘피아노 거장’을 따로 가르치변 동절성 

이 r상가진다는 얘기는 여전히 받아틀이기 힘틀다. 

25대단히 중요한 볍률 제 508호는 음악 콘서바토리플(따라서 악기 연구를) 마침내 대학 구 

성의 일부로 편업시킨다. 법률은 몇 가지 일반원칙만 세우고 있다 실질척인 규슐의 실행(1 

년 뒤)은 선출직 위원회에 위임되었다. 슬프지만 이 법률을 얻어낸 것은 우리 의회의 부지런 
함 때문이라기보다 유럽공동체 (EC)의 방청울 수용한 결파라는 것을 인정해야겠다 의회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문화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푼을 망각하고 있였다- 사실 1970년대부터 오 

늘날까지 음악연구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수없이 있어왔지만 어느 것도 긍정척 결과률 이뤄 

내지 봇했다. 이들 법안 모두는， 유럽의 비슷한 기관들이 대학 학부 안에 셜치되는 추셰이므 

로 콘서바로리를 대학 체계 안에 편입하려는 것이었다 유럽의 경제통합이 CEE 조약으로 
원칙척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암스테프I감 조약에 따라 CEE 국가들 

간에 연구 타이툴과 직업 자격요건과 공동체 형성의 정치학의 상호 인정을 가능케 할 조정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26젠틸레와 파시스트 정권의 유착에 대한 오스탱크의 지적은 흥미롭다. “이미 1923년 11월 

에 젠틸레는 총리 푸솔리니와 연담을 가졌다 무솔리니는 공공연하게 자기 정권의 교육부장 

판 젠틸레를 편들면서， 개혁을 가장 자유홉고 가장 유가척이라 규정했다 [ ... ] 젠틸레가 교 
육부에 계속 있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엣보다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론보다 권력의 도구 
가 더 중요했던 무솔리니는 자기의 개인최 위치를 공고히 하고 파시즘 신앙을 전따할 수단 
플 학교에서 보았다.’ (M.Ostenι La scuola italiano durante il fasc떠mo， Bari, Laterza, 1981, p. 
114) 

27이런 식으로 1941년 칙령 1425호는 대위법 성악작곡， 합창음악， 합창지휘 전공을. 1969 
년 교육부령 제4545호는 허·프시코드 천공을. 1983.1 1. 15 교육부령 (이하， ‘영’ )은 다악기 전 

공올 1984.9.6 영은 기타 전공을 1984. 8. 2 영은 색소폰 전공을 1992.4.13 영은 튜바， 음 

악교육， 아코디언， 리코더， 재즈， 류트， 만돌린， 전자유악， 성악실내악， 전(前)대위법. 비올 

라 다 감바 전공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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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 새로운 빛이 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음악학 및 작곡 연구의 다양한 

파노라마(인공지능용 사용한 컴퓨터과학에 의해 최근 풍부해진) 28 새로운 직업과 
근본척으로 바뀐 사회문화척 지명에 대한 현실세계의 요구는 차치하고라도 말 

이다. 

웅변가 세네카가 “실수는 인간척이다(errare humanum est)" 하고 말했다면， 성 

베르나르는 “〔실수를〕 거듭하는 것은 악(perseverare autem diabolicum)"이라 화 

답했다. 이렇게， 콘서바토리의 난립이라는 실책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답답한 메카 

니즘은 절보다 양에 급급한 교사의 껍데기뿐인 충원으로 더 악화됐다(교사 충원은 

음악연구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의 유얼한 예외가. 1990.7. 
17 교육부령에 의해 엄격한 선발고사를 거쳐 충원된 교사들이다).29 이는 콘서바 
토리를 대학 제도와 동급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대한 학계의 (부분적으로는 공감 

이 가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우려가 음악연구의 구체척언 재편의 지연 

에 한몫 했다. 이러한 우려는 뒤에 법률 제508호(1999)로 발전한 음악연구 개혁법 

안에 대한 국가 대학평의회30의 의견에 집약되어 었다 문제의 법률은 [ ... J 의 
혹과 비판투성이이므로 […] 당 위원회는 이률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유는 또 

있다. “인적 자훤의 역할의 혼란과， 학위를 비교하는 의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콘서바토리라는〕 한 기관의 조정과 운영이 “대학 수준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과 과학적 조직 이 없는 사람들에 맡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이 

28이탈리아의 파노라마에 관해서는， 가장 앞선 연구자들(미국의 코프 감은 이들) 가운데 

볼로냐의 바로니 그룹을 소개하려 한다. 바로니 그홉은 인공지능 기법융 활용해 복잡한 생 
성 문법 을 정 의 한 뒤 (Baroni et al., Le regole della musica, Torino, EDT, 1999훌 보라). 이 탈리 아 

작곡가 조바니 레그렌지 (1626~90) 양식의 아리아(가사와 선율 모두)롤 만들어내는 데 성공 
했다 이러한 노력은 양식적 요인들의 연구에 크게 공헌했고， 완전히 새로운 작곡교육의 값 

진 보조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마르코 데 나탈레의 조금은 피상척인 다융과 같 
은 단언에 대한 답도 된다. “ ... 우리나라 음악학은 일천하여 , 대학에서 시작된 지 불파 수 

년 밖에 안된다. 박식한 음악사의 한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음악학은 인문학부의 부차척 과 
정 형 식 으로 수용되 었다 .. (M. de Natale, “Considerazioni sul testo unificato delle proposte di 
legge 545 e abbinate," in Analisi. Rivista di Teoria e Pedagogia musicale, VII, 1996, p. 23).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경험이 이어 “확고하고 세속적언 콘서바토리의 기술척-전문적 
형성”에 비유된다는 정이다(ibid. ， p.23). 바흐에서 푸가의 규칙올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1901 
년 뒤보아가 쓴 『대위법과 푸가론』의 매우 주관척인 설명이나 연구하기로 악영높은 콘서바 

토리를말이다. 

29몇 년 천만 해도 교수는 콘서바토리 교장이 직접 임용했다(일반척으로 투명성이 떨어진 

다)‘ 이 교육부령에 의해 이제는 역사， 분석 및 실제(예륨 들어 피아노의 경우 분석 필기고 
사， 두 차례 독주회 , 두 차례 협연 등등)에 두루 걸친 여러 과목의 아주 북잡한 선발고사률 

거쳐야 교수 임용이 가능하다， 물론， 이전에 임용된 교수들 모두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 

는 아니다， 예외도 물론 많다 
30국가 대학명의회는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대학윷 대표하는， 선출직 심 

의 및 권고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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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연구의 일차적 중심지를 구성하고， 성공적인 대학 수준 교육의 본질척인 특정 

이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전수롤 위한 연구에 직결되는 한， 학위는 순수히 기술척 

이고 반복적이 아년 대학교육을 받음으로써만 취득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한 보장 

을 이탈리아 사회는 누려야 한다. 대학교육은 지식의 방법흔적 및 인식론척 기초 

에 대한 비판척 연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31 

지식의 인식론적 기초를 도외시하는 모습을 L 자논첼리의 말에서 엿볼 수 있 

다. 콘서바토리의 교육 모렐에 관해 자논첼리는 이렇게 말한다 실천척인 음악 

가는 스스로도 정당화할 줄 모르는 절차와 메카니즘에 인도된다 32 매순간의 위험 
은 길을 잘못 들어 헤매는 것이다 ... "33 

이상은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음악연구의 미래를 어떻게 구조지울 것인가? 내 

의견은 음악연구를 아직도 잔존하는 열및펴4 속의 과거 유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롭게， 진정한 근대척 프로그랩으로， 유용한 과학적 지식에 걸맞게， 그리고 콘서바 

토리 졸업생들의 구체적이고 진정한 진로를 유념하면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 

다는 것이다. 라탈리노는 말한다: ‘악기 교습에는 어느 정도 경험주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아무튼 도구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름있고 훌륭한 투원반 선수기· 몰려드는 제자들에게 던지 

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 단순히 자세를 교정하고 근육을 살펴주고 몇 가지 상식척 

인 조언이나 해 주는 데 그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투원반 선수가 챙길 일 

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직관적으로 또는 눈을 통한 초보적 관찰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는 장비의 도움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35 
지식을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단순히 쪼개지만 해도 녹슬지 않는 지식의 전수가 

보장된다. 피아노 교사 한 사람이 학생들에게 이탈리아 버지날리스트부터 아방가 

31Consiglio Universitario Nazionale(CUN: 국가 대학명의회). Parere n. 1 - Legge di 
riforma dell’Accademia di belle arti, dell' Accademia Nazionale di arte drammatica, degli 
Istituti superiori per le industrie artistiche, dei Conservatori di musica e degli Istituti musicali 
pareggiati, 1998. 5.10 회 의 

32예를 들어 (콘서바토리의 이혼과 솔페지오 전공 학생들을 위한 몇몇 책에 나오는) 협화 
음 이론용 이용한 조성적 화성 전체의 부당한 ‘당연시’ 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러한 헤변온 조 

성이론에 반하는 모든 음악이론(비유럽， 중세의 선법)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난다 예률 들 
어 , 배음렬의 협화음은 산술급수로 표시되지만‘ 여기서 도출된 조성 음계는 기하급수로 표 
시되는 것이다 화음의 지-연적 구축에도 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일부 협화융올 선택척 

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당한 음고 보정과 축소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척 오류의 폭로 

가 프랑코 발라르디니의 명저 (F. Ballardini, Swedenborg e il falegname. Poetíca, teoría e filosofía 
deIla musíca ín Arnold Schönberg, Modena, Mucchi, 1988) 에 서 다루어 지 고 있다-

33L. Zanoncelli (a cura di) in Cartesio, Breviario dí musica, Firenze, Passigli, 1990, p. 8. 
34주9 참조 

35p. Rattalino, “ La didattica per i concertisti," in Trecento anni. Li dímostra? Editrice Cesare 
Nani, Como, 1999,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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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드까지 복잡한 해석적이고 역사척이고 문헌학척인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전수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인간을 모든 지식의 정점으 

로 생각한 낭만주의적 클리셰 (cliché)를 극복하고 음악연구플 모든 이데올로기척 

측면들로부터 해방시켜 연구의 대상， 도구， 절차를- 구축할 수 있융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음악연구를 여러 수준에서， 여러 다양한 입장에서， 고금의 여러 가지 

훈련도구로써 개혁할 수 있다. 훨씬 실용척으로도， 이 위대한 방법론적 확고성을 

통함으로써 프로페셔널의 더 쉬운 양성이 보장된다. 

수많은 사설 콘서바토리들이 복음처럼 고수하는， 대부분 인습적인 모텔을 힘l구 

화할 수는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라탈리노의 말은 정곡을 찌르는 바 있다. “심각 

한 교육적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콘서바토리 제도의 결함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여 

러 교육기관에서， 겨우 다섯 개 남짓한 국립 콘서바토리에 20명도 안되는 피아노 

교수가 었던 한 세기 전 이탈리아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오늘날 교육기관의 교 

사들도 과거 콘서바토리의 교사들 못지않게 우수한 자질을 인정받지만， 가르치는 

방법은 장인이나 다름없다 "36 한 번 더 물리학과 비교해 보자. 카롤로 루비아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툴리지 않다면， 루 

비아는 틀렴없이 제네바에서 연구해 몰두해 있을 것이고， 그게 더 그럴듯하다. 그 

런 천재가 자연의 신비를 벗겨내느라 씨름하고 있다는 소식은 더 나은 미래에 대 

한 희망을 준다. 바르나르드， 둘베코 들을 비롯，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전인류를 영 

화;롭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천재들의 이름올 더 들 수 있다 대학에는 그 대신 항구 

적인 지식의 전수를 목적으로 연구룰 수행하는 진지한 프로페셔널들야 있고， 게다 

가 노련한 스승들이 었다. 이런 상황은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이탈리아의 음악연 

구로 상황을 바꾸면， 머리 속에 그리는 콘서바토리의 교수진은 온통 폴리니 갇은 

사람들로만 기듀한 듯하다. 루비아와 마찬가지로 폴리니도 뛰어난 예술가 활동에 

몰입한 사람이다 건반의 천재가 된다는 것이， 교육전문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음악연구의 본질을 상투적인 고도의 장인정신이라는 개념적 범주에 

만 국한하려는 시도는 n번째 편견을 구성하며 , 이 편견을 캘 수 있는 것은 연구와 

학습과문화뿐이다. 

36p. Rattalino, ibid. , p.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