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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푹스(J. J. fux)에 의해 성립된 종별대위법은 작곡을 가르치기 위한

대위법 이론의 규정적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체계로서 후대 이론가들에게

꾸준히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대위법 이론은 교수법적인

기능 외에도 악곡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

었다. 필자는 이러한 대위법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푹스의 규정적 대위

법이 20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또는 유의미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푹스의 대위법 이론서인 『파르나소스로 오르는 계

단』(Gradus ad Parnassum)을 개관하고 그것의 특징들을 살펴본 후, 이

것이 20세기 대위법 이론서들에서 나타나는 푹스 수용되었는지 그 양상을

고찰하였다. 특히 이 시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가였던 쉔커(H.

schenker)의 대위법에 주목하여, 그의 이론서에서 푹스가 어떻게 수용되

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필자는 먼저 20세기에 시작된 분석적 대위법 이론은 푹스

의 종별 체계와 엄격한 규칙이 아닌, 음악 작품 또는 양식 자체를 중요시

하는 비종별 대위법이라는 새로운 경향으로 표방되었으며, 이는 푹스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푹스의 비판적 수용

을 통한 대위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종별 전통의 계승과 함께 20세기 대

위법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와 확장을 증명하며, 이를 통해 20세기의 푹스

수용이 이전 시대와는 다른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쉔커의 푹스 수용은 단순한 ‘과거의 재구성’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었다는 점에서 동시대 다른 이론가들의 수

용과 구별되었다. 동시대 이론가들의 푹스 수용은 종별 체계 자체에 제한

된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수용이었다면, 쉔커는 푹스 대위법의 규칙들과

예시들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푹스의 오류와 한계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원리를 제시하는 등 보다 체

계적이고 심층적인 수용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심층적 수용을 통한 쉔

커는 대위법의 규정적 성격과 분석적 성격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

었고, 결과적으로 이를 자신의 조성음악 분석 이론의 초석으로 삼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쉔커에게 푹스 수용은 필연이었

고, 단순한 전통의 답습이 아닌 발전의 계기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세기의 새로운 대위법은 결국 푹스의 영향

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푹스가 단순히 20

세기 대위법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대위법

의 새로운 경향 속에서 그의 규정적 대위법을 뛰어넘는 또 다른 역할과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분석적 대위법은 푹스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시작될 수 있었고, 두 성격을 동시에 갖는 쉔커의 대위법에서는

도구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푹스 이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이러한 푹스의 영향력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푹스의 유산을 재조

명하고 그의 이론사적 위상의 재고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본다. 그

리고 본 연구에서 밝힌 푹스 수용에 따른 20세기 대위법의 새로운 경향과

그 역사적 의미는 20세기 대위법과 특히 쉔커 이론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

해하는 영향사적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한 시대와 하나의

이론을 역사적 맥락 안에서 고찰하는 중요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적 상관관계 연구의 출발점이자 다양한 가능

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어: 푹스, 종별대위법, 『파르나소스로 오르는 계단』, 대위법의

기능, 비종별대위법, 쉔커

학 번: 2009-2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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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위법은 화성학과 함께 서양음악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이론으로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성립, 발전되었다. 이는 서양음

악을 대상으로 작업하는 모든 작곡가와 이론가, 연주자가 반드시 학습해

야 하는 핵심적인 이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대위법 이론의 초기 형태부터 이후의 발전과정을 되짚어 볼 때, 가장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종별대위법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종별대위법

은 점대점, 음대음 개념에서 출발한 대위법 이론이 16, 17세기 불협화에

대한 처리 및 조성적 화음에 대한 사고와 만나게 되면서 오르가눔의 발생으

로부터 짜를리노까지 이어져 온 그동안의 대위법 규칙들을 체계화시키고,

그 결과 이론뿐만 아니라 음악 실제를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획기적

인 도구로 등장했다. 이 작업의 중심에는 18세기 이론가 푹스(J. J. Fux,

1660-1741)의 이론서인 『파르나소스로 오르는 계단』 (Gradus ad

Parnassum, 1725)이 있다.1) 『파르나소스로 오르는 계단』은 출판되자마

자 당시의 음악가와 학자들을 필두로 이후 오랜 시대를 거쳐 대위법 이론

의 고전(canon)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었다. 심지어 이 이론서에서

확립된 종별대위법은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대위법 교재에서 음악을 이

해하고 작곡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푹스의 종별대위법은 그 도구적 성격 때문에 그동안 교수법

적인 목적에 의해 많이 수용되어 왔다. 특히 대부분의 16세기 대위법 교

재들이 이 종별 체계를 채택하고 있을 만큼 그의 대위법은 16세기 다성

음악을 이해하는 열쇠로 볼 수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수용 양상을 역사적

1) 푹스는 『파르나소스로 오르는 계단』에서 16세기 팔레스트리나의 양식을 바탕으로 기

존의 여러 가지 종류의 종에서 5개의 종으로 통합하였고, 또한 복잡한 규칙들 대신 4

개의 기본적인 협화음정 진행 규칙들을 제시하여 그간의 전통적인 대위법 이론들을 체

계화 시켰다.

2) 16세기 양식을 대상으로 하는 몇몇 종별대위법 교재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K. Jeppesen, Counterpoint : the polyphonic vocal style of the six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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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푹스의 대위법에 대한 수용이 일률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대뿐만 아니라 19세기를 거쳐 20세기에 이르기

까지 교수법적인 도구로서의 표면적인 수용 이외에도, 각 시대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비판적 견해 또한 오랜 시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의 역사적 비판 역시 푹스와 그의 이론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는 것이라는 페더호퍼(H. Federhofer)의 주장은 푹스의 이론사적 지

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3) 이렇듯 푹스의

수용은 음악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세기에도 더욱 다

양한 관점으로 지속되어 왔다.4)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들에 비추어 볼 때, 푹스의 이론이 20세기에도

과연 유효한가 또는 유의미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된다. 여기서 20세

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기의 대위법 이론이 이론사적 배경 안에서 이

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경향이

란 ‘20세기 대위법 기능의 변화’로 표현되는데, 이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작곡교육을 목적으로 했던 대위법 이론이 작곡 외에도 분석방법을 교육

하거나 더 나아가 분석 그 자체를 위한 목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었

음을 의미한다.5)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푹스의 영향력이 지속된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92).

O. Swindale, Polyphonic Composition: An introduction to the art of composing
vocal counterpoint in the sixteenth-century styl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G. Trythall, Sixteenth-Century Counterpoint (Madison, Wis. : WCB Brown &

Benchmark, 1994).

S. Roberts & I. Fischer, A Handbook of Modal Counterpoint (New York: Free,

c1967).

김홍인, 『대위:16세기 양식』 (서울, 수문당, 2009).

3) H. Federhofer, “Fux's "Gradus ad Parnassum" as Viewed by Heinrich Schenker” in

Music Theory Spectrum, Vol. 4(1982), 66.

4) T. Christensen(ed.),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595-597.

5) 대위법의 개념은 14-15세기 초반까지 즉흥연주를 포함한 다성음악을 만드는 법이었고,

팅크토리스 이후 작곡법의 기초로 확립되었다. 20세기에 들어 쿠르트와 쉔커의 이론에

의해 대위법은 ‘점 대 점’ 이 아닌 ‘선율’의 문제로 재인식되었고, 또한 연구방법론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예퍼슨 에 의해 대위법 개념이 작곡의 기초에서 양식분석

의 결과로 변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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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는가? 과연 20세기 이론가들에게 푹스는 어떤 존재인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문들을 가지고, 푹스 대위법의 20세기 수

용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재고해보는 것을 목

적으로 계획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푹스의 『파르나소스로 오르는 계

단』에 대해 개관하고 그 구체적 특징을 살펴본 후, 이것이 20세기 대위

법 이론서들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그 양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특히

이 시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가인 쉔커(H. Schenker, 1868-1935)에 주

목 하여 그의 대위 법 이 론 서 (『 대 위법 』Ⅰ ,Ⅱ (K o n t r a -

p u n k t Ⅰ ,Ⅱ / 1 9 1 0 , 1 9 2 2 )에서 푹스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쉔커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째, 쉔커의 분석 이론에

있어 대위법 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성부 진행 이론) 둘째,

쉔커는 『대위법』에서 푹스 외에도 여러 이론가들을 인용하였는데, 그

중 푹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쉔커 대위법

이론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두 이론가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바 있기 때문이다.6) 다만, 필자는 이러한 기

존 연구의 관점과는 다르게, 앞서 언급했던 20세기의 달라진 대위법 이론

의 경향 안에서 쉔커가 푹스에게 받은 영향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석 및

논의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푹스의 종별대위법이 대위법을 가르치는 하나의 틀로서

단편적인(또는 일률적인) 수용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시각과 시도가 수

김연, 『음악이론의 역사』 (서울: 심설당, 2006), 136-138.

6) 두 이론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 라슨(S. Larson)은 교수법적인 관점 안에서 쉔커

가 푹스에게 받은 영향에 대하여 논하였고, 페더호퍼(H. Federhofer)는 푹스를 인용한

몇 가지 영역들을 제시하면서 쉔커의 대위법 이론이 푹스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주장

을 제기하였다. 한편 벤트(I. Bent)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쉔커 대위법의 특징과 특히

푹스의 종별 체계를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서술하였다.

S. Larson, “Another look at Schenker's Counterpoint” in Indiana theory review,
15/1(1994).

H. Federhofer, “Fux's ‘Gradus ad Parnassum’ as Viewed by Heinrich Schenker” in

Music Theory Spectrum, Vol. 4 (1982).
T. Christensen(ed.),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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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었던 20세기 대위법 이론의 경향들을 개관하고, 특히 푹스를 인용한

쉔커의 대위법 이론의 분석을 통해 푹스의 이론사적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푹스의 영향력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전반적인 대위법 이

론을 푹스의 대위법에 대한 이해와 이론사적 맥락 안에서 재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본다. 더불어 20세기 대위법 이론의 생성과 발전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용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과거 이론과

상호 연관됨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현재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오는 푹스

의 유산들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수용연구의 주제가 작곡가나 작품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

구에서는 이론적 영역에서 시도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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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푹스의 대위법: 『파르나소스로 오르는 계단』

(Gradus ad P arnassum, 1725)

1.1. 구성 및 특징

푹스(Johann Joseph Fux, 1660-1741)의 『파르나소스로 오르는 계

단』(Gradus ad Parnassum)7)은 172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판된 이후

로8) 지금까지 엄격대위법의 이론적 그리고 교육적 문헌으로서 최고의 평

가를 받아왔다. 이 문헌이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이 책이 푹스의 대위법

이론, 즉 종별대위법의 시초라는 점에서였지만, 사실 종별대위법 자체의

시초는 푹스가 아니었다.9) 그러나 그는 이전의 모든 종별대위법 유형을

7) 『파르나소스로 오르는 계단』이라는 제목은 수도사 알러(P. Aler, 1656-1727)의 시소

러스(1686)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는데, 푹스 이후로도 여러 음악 교재 또는 작품 모

음집 등에서 차용되었다. 이는 때때로 원제인 라틴어 “Gradus ad Parnassum”에서 ‘단

계’를 의미하는 “Gradus”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본고에서도 이 책의 원제를 모두 기

입하지 않고 『그라두스』로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 위키피디아 온라인 백과사

전, ‘Gradus ad Parnassum’ 항목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Gradus_ad_Parnassum)

8) 푹스는 1715년 1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26년간 찰스Ⅵ세(Charles Ⅵ, 1685-1740)의

궁정악장으로 재직했고, 1725년 『그라두스』를 그에게 헌정하였다.

G. Diruta
『트란실바니아인』

제2부 (1593, 1609)

6가지 유형의

엄격대위법과

자유대위법

1:1, 1:2, 1:2의 협화음 당김음,

1:2의 불협화음 당김음, 1:4, 자유

A. Banchieri
『음악의 악보』

(1613)
6가지 유형

1:1, 1:2, 1:4, 당김음,

모방기법을 사용하는 푸가토,

반복음형 사용하는 오스티나토

L. Zacconi
『음악의 실제』

제2부 (1622)
6가지 유형

1:1, 1:2, 당김음, 1:4, 자유

(이상 오늘날의 5종),

고정선율 없는 모방

G. Bononcini
『음악의 실제』

(1673)

단순대위법과

혼합대위법

1:1,1:2,1:4,(이상 단순)

혼합 당김, 푸가토(이상 혼합)

A. Berardi 『음악잡록』(1689) 12종 대위법 -

9) 푹스 이전의 종별대위법의 확립과정은 다음과 같다. (김연, 『음악이론의 역사』,

123-129; T. Christensen(ed.),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566
참고.)



- 6 -

확립하고 이를 가장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종별대위

법의 상징적인 존재로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있다.

『그라두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사변적 음

악(musica speculativa)이론, 두 번째는 규정적 음악(musica practica)이론

으로 분리해서 다룬다. 사변적 이론에서는 르네상스와 고대 그리스 이론

전통을 기반으로 수학적 시각(비율)으로 음정을 분석하는 등의 내용이 포

함되었다면, 규정적 이론에서는 종별 체계에 의한 대위법, 푸가, 이중 대

위법이 주된 내용으로 제시되고, 이후 음악 취향, 교회음악 작곡, 아카펠

라 양식과 레치타티보 양식 작법 등에 대해 짧게 논의되었다. 이상 이 이

론서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아래 표에서 제시하고, 이 중 종별대위법을 다

루고 있는 부분을 표시하였다.

[표1. 『파르나소스로 오르는 계단』의 목차]

제1권. 일반적인 체계들

제2권. 대화

제1부. 2성 대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2부. 3성 대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3부. 4성 대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4부. 모방

제5부. 푸가: 일반적인 규칙들, 2성, 3성, 4성

제6부. 이중 대위법: 10도, 12도

제7부. 선법, 다양한 푸가 주제들, 취향(De Gusto), 교회양식(De

Stylo Ecclesiastico), 아카펠라 양식(De Stylo á Capella), 혼합 양식

(De Stylo mixto), 레치타티보 양식(De Stylo recitat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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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스는 그의 이론서에서 종별대위법을 통해 16세기 팔레스트리나(G.

P. Palestrina, 1525-1594) 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주목표로 삼는다. 18세기

동시대 음악이 아니라 무려 200년 전의 음악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은 그의 음악적 경향과 이 이론서의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당대에 이미 확립되었던 장단조 체계가 아니라 선법을

비롯한 계명창법, 정량기보법 등의 16세기의 장치를 사용하였고, 무엇보다

도 이론서 전체를 라틴어로 집필하였다는 점에서 그 보수적인 성향은 더

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푹스의 이론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보수적인 흔적들은 동시대 사람

들에게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푹스가 이

책을 집필한 진정한 의도는 단지 과거의 음악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대 작곡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

기 위함이었다.10) 이러한 그의 교육적 열망은 가장 먼저 이 이론서의 제

목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라두스』는 아폴론과 뮤즈들이 살고 있는 파르나소스의 험난한

산을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 최종적으로 선택된 음악가가 뮤즈로부터

관을 받게 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계단’은 이 산을 잘 오

를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로써 이 책의 정체성과 목표를 잘 보여준

다.11) 또한 푹스는 이 이론서 전체 텍스트를 대화체로 구성하였는데, 이러

한 대화체는 5세기 초 플라톤의 대화체에서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교육

방법이었다.12) 푹스는 특히 팔레스트리나를 상징하는 스승 알로시우스

(Aloysius)13)와 푹스 자신을 상징하는 제자 요제푸스(Josephus), 동시에

10) 김연, 『음악이론의 역사』, 135.

11) ‘파르나소스 산’이라는 이미지는 알러(P. Aler)의 이론서에서 이미 사용된 바 있다. 알

러는 예수회 신도였고 푹스 또한 예수회 대학에서 교육 받고 교회에서 활동하였다. 알

러의 저술은 1721년 찰스 6세에 의해 출판되었는데, 당시 카피본이 빈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T. Christense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555.

12) 음악에서 ‘대화체’는 짜를리노(1571), 갈릴레이(1581), 디루타(1593, 1609), 보트리가리

(1594), 몰리(1597), 아르투지(1600), 방키에리(1611, 1614), 베라르디(1681) 등의 저술에

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

위의 책,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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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스 자신이 해당되는 알로시우스와 독자에 해당되는 제자 요제푸스라는

가상 대화의 주체를 설정하고, 실제로 레슨을 받는 것처럼 문답식으로 논

의를 전개해 나간다.14) 푹스는 이러한 대화체라는 방식을 통해 권위 있는

전통적 교육 방식을 계승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상징적인 측면들 외에도 이 이론서의 구성방식 및 표면적

인 장치 등 또한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존재한다. 앞서 제시했던 목

차에서 제1권과 제2권의 제7부(양식적 내용)를 제외한 제2권의 모든 내용

들은 규정적 성격의 음악 실제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 이 내용들은 2성부터 4성,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단계적인 유형

들로 구성된 종별대위법이라는 실용적인 도구를 통해 구현되고, 이 때 푹

스는 이러한 종별 체계가 현대적 ‘파닉스’(phonics)와 유사한 알파벳

(letter)-음절(syllable)-단어(word)의 단계와 대응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나는 수년전에 아이들이 먼저 알파벳을, 이후 단어를, 그리고 단어

들의 조합을, 마침내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과정과 유사한 방법을 연

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무익한 것이 아니었다. 이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사용했을 때 나는 짧은 기간 안에 놀랍게 발전하는 제자를 발견하게 되

었다.16)

13) 벤트(I. Bent)는 『그라두스』에서 나타나는 푹스와 팔레스트리나의 관계가 단테의 신

곡에 등장하는 단테와 버질의 관계를 상기시킨다고 말한다. 신곡에서 버질은 “현대적”

중세 시인을 지옥의 순환고리에서 이끌어주며 고대 고전 세계를 구현하는 한편, 『그

라두스』에서 팔레스트리나는 종별 대위법을 통해 동시대 “현대적”(동시대) 작곡가를

자유로운 작곡의 실현으로 이끌어준다. 단테에게 버질은 “모든 시인들의 영광이고 빛”

이었던 것처럼 푹스에게 팔레스트리나는 바로 “가장 빛나는 음악의 빛”이었다. : 위의

책, 554-555.

14) 김연, 『음악이론의 역사』, 133-134.

15) 음악 실제에 대한 이론의 중요성은 푹스의 서문에서 강조된다. : “이 책에서는 사변적

인 음악에 대한 내용은 매우 적게 다룰 것이다. 반면 음악 실제에 대해서는 다른데, 왜

냐하면 더 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에 더 많이 집중할 것이다.” : J. J.

Fux (trans. A. Mann), The Study of Counterpoint (J. M. Dent & Songs, 1965), 18.

16) 위의 책,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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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체계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대화체 또한 이 책에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푹스는 스승과 제자의 대화에 있

어 단순한 문답식이 아니라 과제를 내어주고, 그것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스승이 제자에게 답을 제시하는 대화

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진리에 대

한 깊이 있는 논의들이 생겨나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차근차근 작곡 법

칙들을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이론가들은 하나의 법칙을

제시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배열하는, 소위 ‘예증’(paradigmatic)

이라는 방식에 만족해왔지만17), 푹스는 스승과 제자의 생생한 대화를 통

해 학생 중심의 교육적 목표에 한발 짝 더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론사적 측면에서 18세기는 작곡 교육을 위한 교수법적 성격을 가

진 이론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였다. 이 때 많은 이론가들은 자신의

저술에서 사변적인 내용보다는 훨씬 더 규정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였다.18) 푹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라두스』

의 처음과 마지막을 관통하는 것은 오직 ‘교육’이었다.

이 수업들은 연주가 아닌 연습을 위해 고안되었다. 즉, 음절을 발음하는 것

은 읽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연습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같은

방법으로, 종별대위법은 오직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19)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푹스의 『그라두스』에서 나타나는 단계적

이고 규정적 성격의 이론, 보수적 장치와 실용적 설계 및 구상은 궁극적

으로 교육적 목적을 향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대위법

17) 예증이라는 방식의 전통은 16세기 초부터 발전해왔다. 마르티니의 경우 예시를 먼저

싣고, 그에 대한 조언을 각주로 넣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 T. Christense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559.

18) B. J. Williams. "Music Composition Pedagogy: A History, Philosophy and Guide".

the Degree Doctor of Musical Arts in the Graduate School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2010, 27.

19) J. J. Fux (trans. A. Mann), The Study of Counterpoint,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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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개념을 곧 작곡의 기초로 여겼던 18세기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

해할 수 있다. 동시에 다음 장에서 논의할 (20세기 이전까지) 푹스 이론의

수용과 영향력 역시 이러한 동일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발휘되었던 것으

로 생각된다.

1.2. 기존의 수용과 영향력

푹스의 『그라두스』는 18세기의 대위법 이론의 교수법적 결과물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저술임에 틀림없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종별 체계와 여러 대위법 규칙들은 푹스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것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엄격대위법의 확고한 기준으로서 많은 사

람들이 빠르게 받아들였다. 이러한 푹스의 당대 영향력은 특별히 이 책이

번역본으로 출판되었다는 사실과 학습교재로 수용되었던 사실에서 나타난

다. 먼저 번역본 출판과 관련하여 아래 제시된 표는 『그라두스』의 라틴

어 초판 이후(1725) 약 50년 동안 유럽 각지에서 출판된 번역본의 목록이

다.20)

20) S. Wollenberg, Unknown Gradus, Music & Letters, Vol. 51, No. 4 (October, 1970),
423.; D. Damschroder & D. R. Williams, Music Theory from Zarlino to Schenker:
A Bibliography and Guide (Pendragon Press, 1990), 93-94.;
http://www.musicologie.org 중 Biographies: fux 항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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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역자 제목 도시/년도
재판

도시/년도

독일어

L. Mizler

Gradus ad Parnassum

oder Anführung zur

regelmässigen musikali-

schen Komposition

Leipzig,

1742

Leipzig,

1797

F. J. Haydn

(with

F. C.Magnus)

Elementarbuch der verschie-

den en Gattungen des

Kontrapunkts, aus dem

größeren Werke des

Kappelmeister Fux

Budapest,

1789
-

이탈리아

어
A. Manfredi Salita al Parnasso

Carpi,

1761

Bologna,

1972

영어 J. Welcker
Practical Rules for

Learning Composition

London,

1768

London,

1778-87

프랑스어 P. Denis
Traité de Composition

Musicale

Paris,

1773

Paris,

1780

[표2. 18세기에 출판된 『파르나소스로 오르는 계단』의 번역본 목록]

하지만 이 번역본들은 푹스의 원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대부분

당시의 음악적 환경, 즉 장단조 체계를 배경으로 축소 또는 발췌하는 등

다양하게 수정, 변형되어 출판된다.21) 특히 미쯜러(L. Mizler, 1711-1778)

는 자신의 번역본에서 모든 푹스의 음악 예들을 삽입하고 또 그의 이론서

에 대해 “작곡을 위한 이 방법론적 가이드는 우리가 가진 실제적인 음악

과 그것의 작곡을 위한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22)고 극찬하면

21) 푹스 번역본에 대한 연구는 S. Wollenberg, Unknown Gradus in Music & Letters,
51/4 (1970). 를 참고할 것. 이 논문은 각 번역본들에서 생략된 부분(푹스가 당대의 음

악실제에 대하여 논한 섹션) 또는 변형된 번역본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변형

된 번역본의 예로 웰커(J. Welcker)는 대화체를 사용하지 않고 푹스의 규칙들만 정리

하여 제시하였음을 보여준다.(p.423) 한편 생략된 당대의 음악 실제에 대한 푹스의 논

의들은 그의 전통 추구가 시대착오적이고 맹목적인 것이라는 오해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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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음정 및 화성 등에 대한 푹스의 관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였

다. 또한 그는 다른 번역본들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조성적 사고를 반영한

화성 개념을 삽입하였고,23) 특히 수학적 관점이 투영된 그의 이론적 사고

를 보여주는 많은 주석과 설명들을 첨부하였다.24)

한편 『그라두스』는 이론가들의 번역 작업 외에도 당대의 고전주의

대가들의 학습 교재로 수용되고 유포되었다. 이 중 하이든(F. J. Haydn)

과 푹스의 관계는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1750년대 초반에 『그라두

스』의 카피본을 소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18세기 음악을 기초로

한 마테존(J. Mattheson)의 이론서도 역시 같은 시기에 유포되었기 때문

에 하이든이 그의 이론을 알고 있었을 테지만 그는 푹스의 대위법을 선택

했다. 하이든은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대위법 교습을 위한 『그

라두스』의 압축본(Elementarbuch, 1789)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푹스의 음

악 예시들을 많이 차용하였고 몇몇은 수정하고 새로 추가시키기도 하였

다.26) 이러한 그의 이론적 작업 외에도 실제 음악 작품에서도 푹스의 흔

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올렌버그(S. Wollenberg)는 하이든이 『그라두스』

의 엄격 양식을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장르들, 즉 트리오나 현악사중주

에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16세기 대위법의 재창조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한

다.27) 결국 그는 푹스를 스스로 학습하고 또 제자들을 교육한 동시에, 작

22) L. Mizler, Gradus ad Parnassum oder Anführung zur regelmässigen musikalischen
Composition (Georg Olms Verlag, 2009), 2.

23) 당시의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장단조 체계를 채택했을 때, 바흐(J. C. Bach)와 모차르

트(W. A. Mozart)의 스승이었던 마르티니(P. G. Martini, 1706-1784)는 선법에 기반한

정선율이 여전히 모든 음악적 훈련에 기초임을 주장했다. : T. Christense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579.
“우리는 푹스의 그것 외에는 다른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마르티니의 이 주장은 만의 번역본에서도 인용된다. : A. Mann, The Study of
Counterpoint, ⅻ.

24) T. Christense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576.

25) A. Mann, “Beethoven's Contrapuntal Studies with Haydn” in The Musical
Quarterly, 56/4, (1970), 719.

26) T. Christense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580.
27) 올렌버그는 이러한 시도를 하이든만의 특별한 ‘표현적(espressive) 대위법’으로 보았다.

S. Wollenberg, “Haydn’s Baryton trios and the ‘Gradus’” in Music&Letters, 54/2,
(1973),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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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자체를 훈련의 기회로 삼아 『그라두스』의 대위법적 기술을 자신의

음악적 언어로 흡수하여 대위법 규칙 자체를 당시의 자유로운 음악 양식

에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든 외에도 모차르트(W. A. Mozart)

는 그의 아버지와 마르티니(P. G. Martini)를 통해 『그라두스』를 학습했

고 말기에는 이를 발췌하여 제자 아트우드(T. Attwood)를 가르쳤다. 또한

베토벤은 하이든과 쉔크(J. B. Schenk), 알브레히츠베르거(J. G.

Albrechtberger)에게 『그라두스』를 배웠는데28), 이후 그는 교습용으로

『푹스의 대위법 연구 입문』(Introduction to Fux’s Study of

Counterpoint, 1809)을 쓴 바 있다.29)

그러나 조성 체계가 더욱더 확산되는 한편 화성적 관점이 대위법에

완전히 침투되고 바흐의 자유대위법이 대위법 이론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

게 됨에 따라 선법을 기초로 한 푹스의 16세기 대위법은 그 영향력이 다

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바흐의 제자였던 키른베르거(J. P.

Kirnberger)는 『푸가에 대한 준비로서 작곡을 가르치는 색다른 방법들에

대한 고찰』(Gedanken über die verschiedenen Lehrarten in der

Komposition als Vorbereitung zur Fugenkenntis, 1782)에서 푹스의 대

위법 규칙은 지나치게 엄격해서 예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

28) 알브레히츠베르거의 대위법(『작곡입문』(Anweisung zur Composition), 1790)은 푹스

의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 화음에 대한 중요성을 음정관계보다 더 우위에 두

면서 전통적인 관점과는 다른 당대의 자유대위법적 관점에 더 치중하고 있다. 알브레

히츠베르거와의 대위법 학습을 통해 형성된 베토벤의 대위법적 관점은 두 가지 방향으

로 논의된다. 알브레히츠베르거의 제자였던 자이프리트(I. R. von Seyfried)는 베토벤의

대위법 노트를 출판하면서 베토벤에게 끼친 알브레히츠베르거의 영향력에 대해 중요하

게 보았지만, 5년 후 막스(A. B. Marx)는 이를 비판하고 베토벤은 전통 이론의 영향을

받은 작곡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19세기의 노테봄(G. Nottebohm)은 역시 베토벤의 대

위법 학습 흔적들을 근거로 그가 동시대적인 언어 즉, 장단조 체계를 기반으로 한 알

브레히츠베르거의 자유대위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만(A.

Mann)은 베토벤이 자신의 대위법 연구에서 푹스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든의 지도

를 매우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 이것이 두 작곡가(하이든과 베토벤)의 대위법에 대한

동일한 태도와 관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T. Christense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583-584.; A.
Mann, “Beethoven’s Contrapuntal Studies with Haydn” in The Musical Quarterly,
56/4, (1970) 참고.

29) 김미옥, “화성법과 대위법의 결합 이론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음악이론연구』 14집,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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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푹스의 푸가는 ‘화성들의 단순한 울림’이며, 통일성이 부족하고 바흐의

대위적 성부와 비교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바흐의 방식이 항상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단계적으로 진행 한다’고 주장하였다.30)

이후 19세기 초에는 라모의 화성 이론이 확산되면서 조성에 의한 화

성적 개념이 성부 간의 독립적인 관계성(폴리포니)보다 우세해지는 경향

을 보인다. 그러나 19세기 중반부터는 다시 전통적인 대위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이론가들은 무엇보다도 작곡에 있어 엄격한 규칙과

규범에 대한 학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다시 말해,

푹스가 『그라두스』 서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규칙을 원하지 않는

작곡가들에 대한 회의적인 한탄’이 약 100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푹스 전통을 지지하는 이론가 중 덴(S. Dehn)은 『대위법,

캐논, 푸가 교재』(Lehre vom Kontrapunkt, dem Kanon und der Fuge,

1869)에서 “현시대가 종(species)을 비난하고 이를 다락방에 처박아둘지라

도 ... 나는 우리 선조들의 방식으로 대위법을 나눌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선율을 기초로 한 종별대위법의 부활을 가장 먼저 선포한다.31) 또한 벨

러만(H. Bellermann)은 『대위법』(Der Kontrapunkt, 1862)에서 “이 시대

에 작곡되는 것은 더 많고 더 훌륭하고 더 다양하지만, 필수적으로 학습

되어야 할 성부 진행, 즉 작곡기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찾게 되는

것은 더욱 드물다”라고 당대의 음악적 분위기를 비판한다. 그는 『그라두

스』 제1권(일반적인 측면들)을 대위법의 필수적인 기본 원리를 제시하는

서론적인 챕터로 대체하고 장단조 대신 선법을 사용하였으며, 당시의 이

론가들이 캐논을 푸가의 필요조건으로 여기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중대위

법을 푸가 전에 배치하였다.32) 이러한 벨러만의 작업은 엄격대위법의 기

본적인 장치나 규칙들뿐만 아니라 푹스 이후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대위

법 학습의 순서까지도 푹스가 구상한 원래의 형태로 복귀시킨 것으로 볼

30) T. Christense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582-583.

31) 위의 책, 591.

32) H. Bellermann, Der Kontrapunkt, oder Anleitung zur Stimmführung in der
Musikalischen Composition (Berlin, Verlag von Julius Springer(reprint by Nabu
Press), 1862),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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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편 버슬러(L. Bussler)는 『작곡에 있어서 엄격 대위법』(Der

strenge Satz in der musikalischen Kompositionslehre, 1877, 1905)에서

벨러만과 같이 조성 대신 선법을 사용하고, 종은 6개로 그리고 모든 엄격

양식들을 가르친다.33)

19세기 중후반에는 이러한 이론가들의 저술 외에도 브람스(J.

Brahms)의 『그라두스』 카피본이 하이든의 교본(『그라두스』의 압축

본)과 함께 주목받았다. 또 노테봄과 만디체프스키(E. Mandyczewski)와

같은 비엔나 이론가들의 저술을 통해 푹스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기도 하였다.34)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그라두스』가 출판된 당대부터 19세기 후반

까지 약 150년 동안, 이론가들의 푹스 수용 관점은 시대와 음악적 양식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 관점이 긍정적이든지 부

정적이든지 간에 푹스의 대위법은 작곡을 위한 법칙으로서, 그리고 작곡

교육적인 목적 안에서 그 역할과 영향력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별히 19세기 초반 화성에 주도권을 빼앗긴 대위법이 19세기

후반 엄격대위법의 부활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쉔커와

그의 이론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준다.

다음 장에서는 20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게 되는 대위법 이론의

개념과 그로 인한 푹스의 수용양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배경으로

한 쉔커의 푹스 수용을 심도 있게 고찰하도록 하겠다.

33) T. Christense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592.

34) A. Mann, The Study of Counterpoint,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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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푹스 수용 관점에 따른 20세기 대위법의 경향

20세기에 들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음악양식이 나타났음에

도 불구하고,35) 작곡을 배우기 위한 기초이론으로서 대위법의 개념은 변

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특히 대위법 이론이 다루는 양식적 범위와 유형에

있어 16세기 음악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 대위법과 18세기 음악을 대상으

로 하는 자유 대위법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확립되고, 이는 모두 규정적

성격의 전통적인 대위법으로 고착된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들어서, 한편

으로는 대위법에 이러한 규정적 성격의 이론이 아닌 분석적 성격의 이론

이 적용되면서 대위법 기능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적 기능은 교육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이론 그 자체의 영역 안에서 이

해될 수 있을 만큼 교수법적인 성격과 분리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전통적인 푹스의 이론이 규정적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

운 대위법 이론에서 푹스는 여전히 중요하게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 장에서는 20세기 대위법 문헌들에서 나

타나는 푹스의 수용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푹스에 대한

각 저자들의 긍정적 또는 비판적 관점에 따라 문헌들을 분류할 것이다.

물론 이들의 관점을 단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푹스 대위법의 핵심인 종별 체계의 수용 유무를 표면적인 기준으로 두어

1차적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문헌들을 분류하고 이후 각각의 특징과 푹스

수용 양상을 다각도로 고찰하여 이를 통해 20세기에 나타나는 푹스의 영

35) 특별히 18-19세기 음악을 주도했던 기능화성이 20세기에 와해된 것은 대위법의 위치

와 중요성을 재부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복조성 또는 다조성과 같은 기법의

발전은 ‘현대적 대위법’으로서 음악 양식 속에서 새로운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곧 화

성적이고 수직적 개념을 중시하는 18세기 바흐의 대위법에서, 수평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16세기 팔레스트리나 대위법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20세기 중반 대위법은 더욱 다양하고 급진적인 음악적 시도 안에서 청각이

아닌 시각적 요소로써 활용되기도 하였다. :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 Oxford University Press. : counterpoint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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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목 출판정보

S. Jadassohn

A Manual of single, double,

triple and quadruple counter-

point

New York: G.

Schirmer, 1902

H. Schenker

(translated by

J. Rothgeb and

J. Thym, edited

by J. Rothgeb)

KontrapunktⅠ, Ⅱ

Ⅰ: Stuttgart: J.
G. Cotta,
1910

Ⅱ: Wien:
Universal
Edition,
1922

R. Stöhr
Praktische Leitfaden der

Kontrapunkts

Hamburg:

Benjamin, 1911

향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교본적(규정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

는 문헌의 경우, 저자들의 교수법적 방법론에 대한 견해와 목표를 분석하

고, 이것이 문헌 전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종별 전통의 지속

푹스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의 전반적인 양상은 먼저 작곡을 위한 기

초이론이라는 대위법의 전통적 개념을 전제로 하며, 푹스의 종별 체계의

수용과 엄격한 규칙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으로

는 각 저자들마다 주안점을 두는 부분들이 서로 다르고, 각각 자신의 관

점에서 푹스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서들의 강조점이 상이하게 나타

난다. 다음은 푹스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대위법 이론서의 목록이다.

[표3. 푹스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20세기 대위법 이론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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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Kitson Counterpoint for beginn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7

K. Jeppesen

(translated by

G. Haydon)

Counterpoint: The Polyphonic

Vocal Style of the Sixteenth

Century

E n g l e w o o d

Cliffs, NJ:

PrenticeHall, 1939

H. Lemacher

&H. Schröder
Lehrbuch des Kontrapunkts

Mainz, West:

Schott, 1950

E. Tittel Der neue Gradus
Wien: Verlag

Doblinger, 1959

O. Swindale

Polyphonic Composition:

An introduction to the art of

composing vocal counterpoint in

the sixteenth-century styl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A. Schönberg

(edited and with

a forword by L.

Stein)

Preliminary exercises in

counterpoint

London: Faver

and Faber, c1963

H. Owen
Modal and Tonal Counterpoint

-from Josquin to Stravinsky-

New York:

Schirmer Books,

1992

G. Trythall Sixteenth-Century Counterpoint

Madison, Wis. :

WCB Brown &

Benchmark, 1994

긍정적인 수용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보다도 대위법 이론의 교육적

목적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는 19세기 중반 엄격한 푹스 전통을 부활시

킨 독일 이론가들의 관점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슈퇴어(R. Stö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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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6)의 이론서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는 대위법 학습에 있어 ‘법칙’의

중요성, 특히 이 법칙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 ‘꾸준히 훈련‘하는 것의 필

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일정한 체계는 곧, 푹스의 종별대위법이며 그는

지금까지 이 체계를 넘어서는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위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많은 성부가 함께 울리는 올바른 소리

(zusammenklang)를 만드는 법칙을 배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 성부가 아

름답고 선율적으로 흐르는 데 더하여, 전체와 독립성을 가지는 기교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각 요소들이 함께 움직이면 모든 음악적인 사람들의 귀를 만

족시키는 최고의 기술적인 완성을 인상짓게 하는데, 고급 영역에서의 작곡은

이러한 완성이 없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기술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적인 법칙에 대한 모든 지식 외에, 특히 장기간 계속되

는 실습이 필요하다. 이 실습은 철저히 고려된 일정한 체계에 따라 추구되

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다

름 아닌 푹스가 대위법의 기술을 가르치고 유포한 바로 그 방법인 것이다.

다른 학문과 비교했을 때 대위법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기술적 완성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목적을 가지는 교과서의 대부분은 200년 전에 최초로

푹스가 그의 저작에서 그 기초를 이루어 놓은 것을 이어받는 데 지나지 않

고, 그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7)

종별대위법이 대위법의 교수법적인 도구로서 유일무이하다는 평가는

티텔(E. Tittel)38)의 이론서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티텔은 푹스의 제목을

자신의 이론서 제목(『새로운 ‘그라두스’』, Der neue Gradus)으로 직접

36) Richard Stöhr(1874-1967): 오스트리아 작곡가이자 음악이론가이다. 35년간 비엔나 콘

서바토리에서 대위법과 화성학, 형식론을 가르쳤는데 이 때 제자가 페더호퍼(H.

Federhofer)와 번스타인(L. Bernstein)이었다. 대위법 외에도 화성학(Praktische
Leitfaden der Harmonielehre, (Vienna: UE, 1906))과 형식론(Musikalische
Formenlehre, (Leipzig: Kistner & Siegel, 1911)), 전조(Praktische Modulationslehre
(Leipzig: Kistner & Siegel, 1915))에 관한 이론서가 있다.

37) R. Stöhr, Praktische Leitfaden der Kontrapunkts, (Hamburg: Benjamin, 1911).; 대학
음악저작연구회 역, 『대위법입문』, (서울: 삼호출판사, 1989), 7-8.을 수정 인용하였음.

38) Ernst Tittel (1910-1969): 오스트리아 작곡가 및 오르가니스트, 음악이론가로, Vienna

Musikhochshule에서 작곡과 이론을 가르쳤으며 특히 오스트리아의 교회음악

(Österreichische Kirchenmusik (Gerasdorf, 1961))에 대한 수많은 아티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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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스 (Gradus ad Parnassum, 1725) 티텔 (Der neue Gradus, 1959)

제1권. 일반적인 체계들 제1부: 기초

제2권. 대화

제1부. 2성 대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2부. 3성 대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3부. 4성 대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2부: 일반적인 가르침

1. 2성 작법 :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외)

2. 3성 작법 :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3. 4성 작법 : 제1종, 제2종,

(제3종 제외) 제4종, 제5종

제4부. 모방 제3부: 모방

제5부. 푸가: 일반적인 규칙들,

2성, 3성, 4성

제4부: 인위적인 대위법

(이중대위법)

제6부. 이중 대위법: 10도, 12도

제5부: 푸가

(*이중대위법과 푸가의 순서가 뒤

바뀜)

제7부. 선법, 다양한 푸가 주제

들, 취향, 교회양식, 아카펠라 양

식, 혼합 양식, 레치타티보 양식

제6부: 자유로운 Satz에 대한 길

인용하였고, 또한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푹스의 단계적 구성을 그대로 따

르고 있는데, 두 이론서의 목차를 비교해보면 거의 모든 항목들이 푹스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배열 또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4. 푹스와 티텔의 목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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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쇤베르크(A. Schönberg)39)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역사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 그는 대위법은 법칙의 예술이었으나 바흐 시대에 이

것이 부정됨에 의하여 결국 음악적 양식 즉, 폴리포니와 호모포니 모두에

해를 끼치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 대위법의 본질이 부정되어 버렸음을 지

적한다. 그러므로 그는 대위법을 이론이 아닌 훈련의 방법으로 간주하여

학습자가 작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적 견지에서 자신의 대위

법 저술을 집필함을 명시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위법이 불변의 진

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것에서 가장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오

직 학습자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40)

한편 푹스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20세기 대위법 문헌들 가운데 위와

같이 종별 체계의 단계적인 틀을 수용하면서도, 한편 세부적인 구성과 내

용에 있어서는 변형된 형태를 사용하는 저술들을 더 많은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변형 또는 수정된 푹스 수용이 두 번째 특징이다.

야다손(S. Jadassohn)41)은 종별 체계를 사용하는 대신, 2성-3성-4성

순이 아닌 4성-3성-2성 순으로 나열하였고, 리듬(음가)의 분할에 따라 제

1종을 ‘균등(equal)’으로, 제2종부터 제5종을 모두 ‘불균등(unequal)’으로

분류하여 정선율에 대한 대위선율의 리듬적 독립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9) Arnold Schönberg(1874-1951): 쇤베르크의 이론가로서의 활동은 그의 작곡가로서의

명성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는 매우 영향력있는 작곡 교수였는데, 알반 베르크(A.

Berg), 안톤 베베른(A. Webern), 한스 아이슬러(H. Eisler), 존 케이지(J. Cage) 등 많

은 주요 음악가들이 그의 제자였다. 그의 교육적 이론서로는 『화성학』

(Harmonielehre, Vienna, 1911), 『작곡 입문자를 위한 모델』(Models for Beginners
in Composition, Los Angeles, 1942), 『화성의 구조적 기능』(Structural Functions of
Harmony, London, 1954), 『작곡의 기초』(Die Grundlagen der musikalischen
Komposition, London, 1967) 등이 있다.

40) A. Schönberg(ed. and with a forword by Leonard Stein), Preliminary exercises in
counterpoint (London: Faver and Faber, c1963), 221-222.

41) S. Jadassohn, A Manual of single, double, triple and quadruple counterpoint (New
York: G. Schirmer, 1902).

Salomon Jadassohn(1831-1902): 독일의 작곡가이자, 라이프치히 콘서바토리의 피아노

및 작곡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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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 야다손의 균등(equal)과 불균등(unequal) 분류의 예시]

(2성부 equal형: ex.176 p.68)

(3성부 unequal형: ex.182,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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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레마허(H. Lemacher)와 슈뢰더(H. Schröder)42)는 성악음악 외

에도 기악음악을 종별 체계에 적용한 예시들을 제시한다.

[악보2. 3성 변형된 제4종(당김음:1:1=플루트:정선율:첼로)의 예시 : ex.123

p.67]

한편 슈퇴어는 3성과 4성에서 각각의 종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새로

운 형태의 종을 추가하였다. 푹스 역시 이러한 혼합 종의 예시를 보여준

적이 있지만, 슈퇴어처럼 이를 기존의 종과 동등한 유형으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다양성에 있어서도 슈퇴어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 다음

슈퇴어의 목차(일부)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 종이고, 그

중 하나의 악보 예를 제시한다.

42) Heinrich Lemacher(1891-1966) & Hermann Schröder(1904-1984), Lehrbuch des
Kontrapunkes (Mainz, West: Schott, 1950). 두 저자 모두 독일 작곡가이자 교수이며,

슈뢰더는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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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슈퇴어,『대위법 입문』목차]

Ⅰ. 서론: 대위법 개념과 본질, 교회선법, 옛 음자리표의 사용

Ⅱ. 2성 작법: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Ⅲ. 3성 작법: 제1종, 제2종, 제3종, 제2종과 제3종의 혼합(1:2:4),

제4종, 제2종과 제4종의 혼합(1:2:당김음), 제3종과

제4종의 혼합(1:4:당김음), 제5종

Ⅳ. 4성 작법: 제1종, 제2종, 제3종, 제2종과 제3종의 혼합(1:1:2:4),

제4종, 제2종과 제4종의 혼합(1:1:2:당김음), 제3종과

제4종의 혼합(1:1:4:당김음), 제2종과 제3종, 제4종의

혼합(1:2:4:당김음), 제5종, 모든 3성 대위성부의 제5종

(1:자유:자유:자유) ...

[악보3. 제3종(1:4)과 제4종(1:당김음)의 혼합 예시: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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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슨(C. H. Kitson, 1874-1944)43)은 그의 저술에서 2성부 대위만을

종별 체계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가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성부간의

화성적 느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성부간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푹스

전통의 엄격대위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각 성부

들이 “견고한 화성적 기초를 가질 때, 대위법 학습은 성공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44)고 주장하면서, 독립적인 성부들 사이의 음정관계보다는 두

음정관계에 내재하는 화성적 암시에 중점을 둔다. 다음 악보는 키슨이 제

시한 2성부 선율의 (화성적 암시를 갖고 있는)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보여

주는 예시이다. 첫 번째 예는 성부 간의 간격이 적당하고 다양한 음정관

계로 풍부한 화성적 암시를 주는 반면, 두 번째 예는 3도 음정의 연속으

로 인해 진부한 느낌을 주고, 성부 간의 간격이 옥타브 또는 그 이상으로

벌어짐으로 인해 명확한 화성적 암시를 전달받을 수 없다.

[악보4. 키슨의 제1종 예시: p.16]

43) Charles Herbert Kitson(1874-1944): 영국의 오르가니스트이자 교수이다. 본고에서 다

루는 대위법 이론서 외에도 화성학과 대위법에 관한 다른 문헌들이 영미권의 대학교재

로 사용되었다. The Art of Counterpoint, and its Application as a Decorative
Principle (Oxford, 1907, 2/1924) The Evolution of Harmony (Oxford, 1914, 2/1924),
Elementary Harmony (Oxford, 1920–26, 2/1941)

44) C. H. Kitson, Counterpoint for beginner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2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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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스의 긍정적인 수용의 세 번째 유형으로는 저자 자신의 독자적인 개

념을 종별 체계에 적용하는 것이다. 쇤베르크(A. Schönberg)는 자신의 화

성이론에서 제시한 중화(neutralization), 권(region)45)의 개념들을 대위법

에 끌어와 적용시켰는데, 그는 이를 통해 조적인 정선율이 전조 되는 과

정을 보여주고, 이것이 성부별로 작곡에 응용되는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

준다.

[악보5. F장조(F권)에서 d단조(d권)로 전조하는 정선율과 2성부 대위법의

작곡에의 응용 : pp.118-119 ex.c와 ex.43-a]

지금까지 푹스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20세기 문헌들의 특징들

을 살펴본 결과, 각 문헌들이 푹스의 종별 체계를 큰 틀로 삼고, 이를 전

제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변형된 과정과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을 제시하는 등 개성적인 수용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대위법 이론의 엄격한 규칙과 꾸준한 학습에 대한 강조,

그리고 푹스 전통에 대한 신뢰와 계승의 필요성은 모든 저자들에게 공통

적인 견해로 나타난다.

45) 여기서 ‘권’은 기능화성에 의해 확립된 하나의 조성적 영역을 의미하고 ‘중화’는 어떤

권에서 다른 권으로 옮겨지는(전조되는) 과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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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목 출판정보

E. Kurth

Grundlagen des linearen Kontra-

punkts: Einführung in Stil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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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e: M. Drech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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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로운 분석적 기능의 발생: 비종별 대위법과 선적

대위법

푹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대위법 문헌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대위법 이론의 규정적 성격을 기초로 한 교재로서의 유

형, 둘째는 20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분석적 성격의 이론서 유형이다. 이러

한 두 유형의 문헌들 모두 푹스의 종별 체계를 따르지 않는데, 심지어 16

세기 대위법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래 표

에서 발견할 수 있다.

[표6. 푹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20세기 대위법 이론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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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Bassett
Manual of Sixteenth Century

Counterpoint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1967

T. Benjamin
The Craft of Modal Counterpoint:

A Practical Approach

New York:

Schirmer Books,

1979

M. Merriman
A New look at 16th-century counter-

point

Lanham : Univ.

Press of America,

c1982

R. Gauldin
A Practical Approach to

Sixteenth-Century Counterpoi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4

C. Smith
A manual of sixteenth-century

contrapuntal style

London : Associated

Univ. Press, c1989

K. W. Kennan Counterpoint

New Jersey:

Prentice-Hall,Inc.,

1972

푹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대위법 문헌들의 첫 번째 유형인 대위법

교재들은 먼저 종별대위법(species counterpoint) 대신 이 체계에 반하는

비종별 대위법(non-species counterpoint) 또는 양식적 대위법(stylistic

counterpoint)46)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들의 주된 교육 목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체계보다는 분석적 접근을 통해 특정 시대의 실제

음악(양식)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종별대위법은 종별

46) 20세기의 종별과 비종별 대위법을 비교하는 선행연구로 <이내선 공저, “16세기 다성

음악 양식에 관한 대위법의 비교연구”, 『음악이론연구』, 1998.>가 있다. 이 논문은

20세기 각 대위법 방식에 따른 문헌들을 16세기 ‘규칙’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분석 하였

다. 본고에서는 개별적 규칙 분석이 아닌 20세기의 저자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대위법

개념에 대한 관점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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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스 골딘

(Gradus ad Parnassum, 1725)
(A Practical Approach to

Sixteenth-Century Counterpoint, 1984)

제1권. 일반적인 체계들

제2권. 대화

제1부. 2성 대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2부. 3성 대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3부. 4성 대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4부. 모방

제5부. 푸가: 일반적인 규칙들,

2성, 3성, 4성

제6부. 이중 대위법: 10도, 12도

제7부. 선법, 다양한 푸가 주

제들, 취향, 교회양식, 아카펠라

양식, 혼합 양식, 레치타티보 양

식

1. 기초지식: 기보법, 리듬, 선법,

라틴어

2. 흰음표(white notes)를 사용한

선율작법

3. 검은음표(black notes)를 사용한

선율작법

4. 기타 2성 구조

5. 2성 악곡 분석의 예

6. 흰음표를 사용한 3성 구조

7. 3성의 종지, 그 밖의 흰음표 불협

화음정

8. 검은음표를 사용한 3성 구조

9. 패러프레이즈 기법

10. 3성 악곡 분석의 예

11. 일반적 4성 구조: 파밀리아레 양식

12. 4성 구조에서의 모방과 재도입

13. 4성 악곡 분석의 예

14. 5성과 6성 구조: 3박자 계통

15. 모테트: 패러디 기법

16. 5성과 6성 악곡 분석의 예

17. 8성 구조: 다합창 양식

대위법을 ‘체계’로, 반대로 스스로를 ‘방식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차이는 각각의 이론서의 구성과 배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다음 표는

푹스와 비종별 대위법 문헌 중 하나의 예로 골딘의 목차를 비교한 것이다.

[표7. 푹스와 골딘의 목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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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성 악곡 분석의 예

19. 16세기 후반의 기타 추가적 화성

구성법

20. 무지카 픽타의 확대 사용과 반음

계주의

한 시대 안에서 작곡가에게는 그만의 고유한 규칙으로 또는 수많은 양식들 속

에서 선택하여 작곡을 할 자유가 주어진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텅 빈 악

보는 초보자들을 위협한다. 영감이 완전히 메말랐을 때는 무엇보다도 순전한

장인성(craftsmanship)이 가장 요구될 뿐이다. 그러나 운 좋게도 장인성은 배

위와 같이 푹스와 골딘의 목차 구성을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두 구성 모두 단순한 리듬에서 복잡한 리듬

으로, 2성에서 더 많은 성부수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배열로 이루어져 있

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리듬의 표현에 있어서 푹스는 이를

‘종’(species)에 의해 유형화하였고, 골딘은 흰음표와 검은음표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푹스는 성부 간의 관계를 기초로 리

듬(음가)의 분할이 진행된다면, 골딘은 리듬의 분할로 인한 대위선율 자체

의 작곡 방법(선율작법)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특

히 이 선율작법은 최종적으로 각각의 다성 악곡의 “분석”과, 16세기 음악

양식에 대한 고찰로 이어진다. 골딘의 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비종별

대위법의 구성 내용과 배열 방식은 종별대위법의 유형화로 인한 획일적인

구성 방식과 표면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며 이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비종별 대위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비종별 방식 역

시 종별 체계처럼 대위법의 규정적 성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작곡을 위

한 대위법의 지속적인 학습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

음 메리만(M. Merriman)의 서문에서 학습에 대한 저자의 강한 의지를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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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으로 얻어질 수 있다. …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훌륭한 대가였던 조스캥은,

“그(팔레스트리나)는 음들의 주인이다. 음들은 그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만 한

다. 그러나 다른 작곡가들은 음들의 의도에 따라 움직여야만 한다.”라고 말했

다. 이러한 경지는 영감에서 오지 않는다. 음들이 프레이즈로, 프레이즈들이

작품으로 결합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고, 이것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연습이 필요하다. 바흐의 성실함은 과도하게 겸손한 그의 진술에서 명

백하게 알 수 있다. “나에게는 근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와 같이 근면하다

면 누구나 동일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47)

이러한 측면에서 종별 체계와 비종별 방식의 출발점은 동일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종별 방식의 저자들은 종별 체계에 대

해 이것이 교육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순적

으로 실상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이러

한 비판은 종별 체계를 전통으로 고수하려는 저자들의 푹스에 대한 찬사

보다 더욱 강하고 구체적이다. 이는 각 저자들의 다양한 견해로 표명된다.

앞서 인용한 메리만은 대위법 학습의 목표는 ‘문제해결’보다는 ‘음악

만들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종별 체계를 ‘현

학적’이고 ‘비음악적’(non-musical)인 방법으로 보았다.48) 또한 모리스(R.

O. Morris)는 엄격대위법의 여러 규칙들과 실제 16세기 음악 사이의 모순

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위법 학습에 있어 음악 실제를 다루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둔다.49) 메리트(A. Merrit) 역시 규칙이 아닌 음악 자체로서의 대

위법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옛 체계(종별 체계)와 푹스, 그리고

푹스를 따르는 현대 대위법 문헌들을 비판하였다.50) 한편 골딘(R.

Gauldin)은 목차 구성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성부들의 인위적인 결합

보다는 실제 음악에서 나타나는 선율에 집중하고, 이 선율의 음악적 유연

47) M. Merriman, A New look at 16th-century counterpoint (Lanham : Univ. Press of
America, c1982), ⅸ.

48) 위의 책, ⅹ.

49) R. O. Morris, Contrapuntal Technique in the Sixteenth Centu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2), 2-6.

50) A. Merrit, Sixteenth Century Polyphony: A Basis for the study of counterpoi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9.), ⅸ-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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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추구한다.51)

이렇듯 비종별 대위법은 학습 대상 및 목표에 있어 실제 음악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규칙을 기초로 하는 종별 체계와 분명

히 다르다. 물론 푹스의 경우, 팔레스트리나 음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만, 이 때 푹스는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얻어지는 특징들(예를 들면 불협

화 당김음은 순차 하행 해결해야 한다는 규칙 등)을 선별하여 이를 규칙

화 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종별 방식은 작품에서 발견되는

각각의 요소들(음계, 리듬, 화성, 불협화음, 음정, 임시표, 가사, 박자 등)을

규칙화하기 보다는 분석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당대의 양식으로 곡

을 쓰는 데 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작업을 위해 기본적인

음악요소들 외에도 모방, 푸가, 미사, 모테트와 같은 그 시대의 양식에 대

한 포괄적인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종별 방식의 교육 목표는

문제해결이 아닌 음악 만들기의 추구로 요약할 수 있다. 아래 제시한 메

리트의 연습문제는 이러한 비종별 방식의 관점에 대한 예증이 된다.

[악보 6. 메리트의 연습문제 예시: p.163]

Q.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술들(비화성음의 처리, 리듬, 선율(ex. 노

타 캄비아타), 종지, 모방, 전조 등)을 적용하여 하나의 모테트를 완성할 것

51) R. Gauldin. A Practical Approach to Sixteenth-Century Counterpoi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4.), ⅶ-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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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비종별 대위법의 ‘음악 만들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악 ‘분석’을 전제로 하며, 이는 대위법이 작곡뿐만 아니라 분석 작

업을 위한 이론으로서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된 대위법 이론의 패러다임은 쿠르트(E. Kurth)에

의해 더욱 명확해진다. 그는 자신의 이론서 『선적 대위법의 기초』

(Grundlagen des Linearen Kontrapunkts, 1917)에서 19세기에 시작된 형

태 심리학(게슈탈트 심리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선적 대위법’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여기서 ‘선’은 “창조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정신적 에

너지의 음향적 구체화”이다. 그러므로 ‘선율’은 하나의 “운동 에너지”이자

“정신적 에너지의 근본적인 구현”인 것이다.52) 그래서 그의 “선적 대위

법”은 “둘 이상의 운동 선율적 가닥들(strands)이 서로 보완되어 결합될

때 나타나는 결과”로 정의된다.53) 이는 대위법의 기초를 성부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음정’이 아닌 ‘선율’에 둔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위법 개

념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54)

쿠르트는 이러한 그의 개념을 제시하는 데 있어 그 근거를 푹스와

그로부터 진화된 대위법을 비판하는 것으로 삼았다.55) 그는 푹스의 종별

체계에 대해, 이는 선율선들의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깨트려버리며, 결과적

으로 이 체계의 지나친 경직스러움으로 인해 독창성을 없는 음악적 결과

를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그는 ‘점 대 점’이라는 전통적인 대위

법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데, 즉 제1종(‘음 대 음’)은 본질적으로 화성 개념

에 속하며, 그러므로 ‘점 대 점’ 원리는 선율 작곡이 아닌 화성 작곡의 시

작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체계는 진정한 작곡기법인 선적 조직의 발생

가능성을 방해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위법 이론의 첫 번째 조건은 점 대

52) L. A. Rothfarb, Ernst Kurth : selected writing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24.

53) 위의 책, 24.

54) 이러한 쿠르트의 개념은 선율 자체와 선율의 유기적 구조에 초점을 맞춘 골딘의 관점

과 유사하다. 본고의 22쪽의 표와 24쪽을 참고할 것.

55) 쿠르트는 『선적 대위법의 기초』를 총 다섯 파트로 구성하였는데, 이 중 한 파트를

푹스의 체계와 이로부터 진화된 대위법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는 데 할애하였다. (Part

2. The problem of Counter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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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원리가 아닌 선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6) 이러한 관점은 푹스

로부터 계승된 대위법의 관습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 자체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쿠르트는 진정한 선적 대위법의 표본을 푹스가 아닌 바

흐의 다성 음악에 둔다.57) 이에 대해 당시의 많은 이론가들은 바흐의 대

위법이 화성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쿠르트의 화성에 대한 부정은 바흐

음악의 구조적 기초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대

해 쿠르트는 화성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도한 화성적

관점에 균형을 잡기 위해 선율적 관점으로부터 대위적인 구조를 조명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58)

이러한 쿠르트의 논의는 기존 대위법 개념의 부정과 그 대안으로서

선율에 대한 강조로 요약된다. 이는 비종별 대위법이 푹스의 체계에 대해

실제음악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 방식에

있어 ‘음악 만들기’를 위한 선율작법을 우선시 했다는 점과 연결될 수 있

다. 이러한 두 유형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위법의 개념이 하나의 음정 또

는 하나의 화음의 단편적인 구조가 아니라, 음악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56) 쿠르트의 20세기 선적 대위법이 이후 이론가들에게 큰 관심을 모은 가운데, 로치(D.

Loach)는 선율 보다는 리듬이 대위법에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선율

은 모호하고 불완전하므로 리듬과 연합할 때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선율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리듬의 독립성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있을 때 화성에 대한 문제도 해

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16세기 엄격대위법을 음정이 아닌 리듬적 측면에

맞추고 있음을 다음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 Donald Loach, “A Stylistic

Approach to Species Counterpoint” in Journal of Music Theory, 1/2 (1957), 181-182.

57) 바흐 양식의 대위법을 따르는 또 다른 예는 켄난(K. W. Kennan)의 이론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푹스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동안 푹스에 비해 바흐의 공헌에 대

해 소홀히 평가해왔음을 지적한다. 때문에 그는 종별 체계라는 큰 틀은 유지한 채 세

부적인 내용은 모두 바흐의 대위법과 그의 양식으로 구성한다. 켄난은 무엇보다도 대

위법 개념이 바흐의 대위법과 같이 화성적 관점을 반드시 수반해야하며, 화성과 대위

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한 가지를 고려하는 두 개의 다른 시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K. W. Kennan, Counterpoint (New Jersey: Prentice-Hall,Inc., 1972), 2-3.
58) 쿠르트에게 화성은 먼저 제시되는 개념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선들의 결과’이다. 진

정한 대위법에서 화성은 선율들의 움직임 속에서 화음으로 “잡혔을 때” 발생되는 “잠

재적 에너지”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다성 음악을 들을 때, 흐르는 선율적 힘(운동

에너지)과 응결된 화성적 힘(잠재적 에너지) 사이의 균형을 듣게 된다. L. A. Rothfarb,

Ernst Kurth : selected writing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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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작곡뿐만 아니라 분석을 위한 영역에도 속하

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59) 즉, 20세기 푹스의 비판적 수용은

대위법의 영역을 규정적 이론에서 분석적 이론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0세기 대위법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푹스의 수용은 어떠한 관점에서

든지, 『그라두스』에서 사용된 음악 예(exercise)들, 또 그가 작곡한 정선

율을 인용한 것으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수

용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종별 대위법에 대한 수용, 특

별히 이 체계의 비판적인 수용일 것이다.

사실 종별 체계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20세기에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제2장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종별 체계와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에 대한 비판은 바흐의 자유대위법이 융성했던 18세기 후반부터 있어

왔다. (제2장 10쪽 참고) 게다가 19세기의 화성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음

정관계를 기초로 하는 종별 접근에 더욱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도록 만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의 비판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비판의 근거에 있어 이전 시대의 규칙의 엄격성 또는 화성적인 관점

역시 지속되면서도, ‘음악의 선적 진행의 개념’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

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세기 푹스에 대한 부정적인 수용은 비판자체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새로운 대위법의 의미와 영역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59) 대위법의 분석적 기능의 또 다른 예로 예퍼슨의 16세기 대위법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푹스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트리나의 음악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의 음악 작품을 분

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대위법 규칙들을 이끌어낸다. 여기서 예퍼슨의 규칙은 작곡

을 위한 규정적 성격이 아니라 16세기 다성 음악의 방식을 보여주는 설명(기술)적 성

격의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즉, 예퍼슨의 작업은 대위법의 양식 분석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김연, 『음악이론의 역사』, 138.

한편 예퍼슨은 종별 체계를 수용했지만 푹스를 비판하는 이론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첫째 종별 체계의 가치를 푹스에게서 두지 않았고(푹스 이전부터 이미 성립된 것으로

여김), 둘째 푹스가 서술한 팔레스트리나 양식에 대해 이는 16세기 양식이 아니라 그가

살던 시대인 18세기 양식이며, 그러므로 푹스에게서 팔레스트리나 전통은 찾아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 K. Jeppesen, Counterpoint : the polyphonic vocal style
of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9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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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쉔커의 푹스 수용

“새로운 음악이론들과 판타지” (New Musical Theories and

Fantasies, Neue Musikalische Theorien und Phantasien) 시리즈 중 두

번째 이론서인 쉔커의 『대위법』(Kontrapunkt)은 총 두 권으로, 제1권은

1910년에, 제2권은 1922년에 출판되었다.60)

그는 이 책의 집필 작업을 『화성론』(Harmonielehre)을 출판한

1906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였는데, 이 기록은 그의 일기와 『화성론』의

서문에 언급되어 있다.61)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화성론』 서문에서

쉔커는 앞으로 집필할 대위법 이론에 대해 “my Psychology of

Counterpoint” 라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쉔커가 대

위법 이론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실제로

『대위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단순한 규칙의 나열이 아닌 규칙을 위한

원리의 제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이 표현

60) 『대위법』 제 1권과 제 2권의 독일어 원본에 대한 출판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제1권)

-Title Page:

KONTRAPUNKT | VON | HEINRICH SCHENKER | ERSTER HALBBAND: |

CANTUS FIRMUS UND ZWEISTIMMIGER SATZ | [publisher's device] |

STUTTGART UND BERLIN 1910 | J. G. COTTA'SCHE BUCHHANDLUNG

NACHFOLGER

-Dedication: DEM ANDENKEN MEINES VATERS [To the memory of my father]

-Printer: Druck der Union Deutsche Verlagsgesellschaft in Stuttgart

-Publication Number: UE 6867

(제2권)

-Title Page:

KONTRAPUNKT | VON | HEINRICH SCHENKER | ZWEITER HALBBAND: |

DREI- UND MEHRSTIMMIGER SATZ | ÜBERGÄNGE ZUM FREIEN SATZ |

UNIVERSAL-EDITION A. G. | WIEN [–] 1922 [–] LEIPZIG

-Dedication: DEM ANDENKEN MEINER MUTTER [To the memory of my mother]

-Printer: Universitäts-Buchdrückerei "Styria", Graz

-Publication Number: UE 6868

61) 웹사이트 Schenker documents online 중 “Kontrapunkt” 항목 참고

(http://www.schenkerdocumentsonline.org/profiles/work/entity-001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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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역자 서문

저자 서문

도입 (Introduction)

Ⅰ. 대위법 이론의 옛 학파의 기본적인 오류

Ⅱ. 대위법 이론의 현대 학파에 의한 복합적인 오류

Ⅲ. 잘못된 인식들의 제거

Ⅳ. 본 방법에 따른 대위법 이론의 원리와 가치

Ⅴ. 본 작업의 시놉시스

제1부. 대위법 학습의 기초인 정선율

제1장. 일반적 정선율의 조건과 제한

제2장. 특정 정선율의 구조

제2부. 2성 대위

제1장. 제1종: 음 대 음

제2장. 제2종: 두 음 대 음

은 출판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제1권에서는 정선율과 2성 대위를 다루고, 제2권은 3성 대위와 4성

대위, 그리고 종별 유형에 의거한 다성 구조에서 자유 작법(free

composition)으로 가는 단계적 과정에 대해 다룬다. 다음은 제1권과 제2권

의 간단한 목차이며, 이후 본고에서 다루는 쉔커의 이론서는 독일어 원본

이 아닌 영어 번역본(trans. by J. Rothgeb & J. Thym, Counterpoint,

1987)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표8. 쉔커 『대위법』Ⅰ, Ⅱ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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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3종: 네 음 대 음

제4장. 제4종: 당김음

제5장. 제5종: 이전 종들의 혼합

notes (역자 주)

부록 A. 하인리히 쉔커의 저술

부록 B. 인용된 참고문헌

제2권

저자 서문

제3부. 3성 대위

제1장. 제1종: 음 대 음

제2장. 제2종: 두 음 대 음

제3장. 제3종: 네 음 대 음

제4장. 제4종: 당김음

제5장. 제5종: 이전 종들의 혼합

제4부. 4성 대위

제1장. 제1종: 음 대 음

제2장. 제2종: 두 음 대 음

제3장. 제3종: 네 음 대 음

제4장. 제4종: 당김음

제5장. 제5종: 혼합된 대위법

제5부. 5, 6, 7 그리고 8성 대위법

제6부. 자유작법으로 가는 다리

섹션1. 정선율을 기초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다섯 종의 결합

제1장. 제2종의 2성 또는 3성 대위선율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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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3종의 합병

제3장. 당김음 종이 결합된 유형에 합병됨

제4장. 제5종의 결합된 형태로의 합병

섹션2. 불협화음으로부터 당김음이 되는 예

섹션3. 자유 작법으로 가는 다리로서 성부의 생략

각 챕터의 세부적인 구성은 종별 체계를 사용하지 않는 5성 이상 대

위법, 자유작법 부분을 제외하고, 2-4성까지는 먼저 각 종에 따른 ‘일반적

인 원리들’(General Aspects)을 제시하고, 이 종의 음악 예시를 세 부분

(Beginning, Main Body, Cadence)으로 나눠 ‘부분별 구조와 규칙’을 설명

한 후, 마지막에 음악 예시(Exercise)들과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공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히 마지막 음악 예시들은 쉔커가 이 저

술에서 인용하고 있는 네 명의 옛 이론가인 푹스(J. J. Fux, 1660-1741),

알브레히츠베르거(J. G. Albrechtsberger, 1736-1809), 케루비니(L.

Cherubini, 1760-1842), 벨러만(H. Bellermann, 1832-1903)의 음악 예시들

을 그대로, 또는 변형시켜 인용하였고, 여기에는 쉔커 자신이 만든 예시도

포함되어 있다.

3.1. 서문(Preface)과 도입(Introduction): 동시대 음악의

비판과 대위법의 진정한 개념

앞서 1장(1.2. 기존의 수용과 영향력)에서 필자는 19세기 중반 이후

몇몇 이론가들의 동시대 음악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는 19세기 초 라모의 화성이론에 의해 음악의 수직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대위법 전통과 엄격한 규칙의 학습이 무시되는 당대의 음악적 상황들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들의 비판과 회의는 20세기까지 이어지고 특별히 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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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에 와서 정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쉔커가 지적하는 구체적인 내용들

은 이전 시대의 비판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쉔커의 동시대

음악에 대한 견해와 그의 예술적 가치관은 『대위법』 제1권 서문에서 잘

나타난다.

서문(Preface)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시대 음악에 대한 쉔커의 비판

의 핵심은 “20세기 음악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쇠

퇴의 원인을 일차적으로는 음악적 행위를 하는 연주자와 아마추어 음악

가, 작곡가, 이론가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올바른 이론, 대작들에 내재해 있는 진정한 기법의 고갈에 있다고

지적한다. 즉 진정한 작곡기법의 고갈로 인해 작곡가는 가치 있는 음악을

쓸 수 없고, 연주자는 화려함과 명예만 중요시할 뿐 대작들에서 나타나는

심오한 것들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어 깊이 있는 연주를 하지 못하며,

오로지 자기를 위해 예술을 오락으로 삼는 아마추어 음악가들로 인해 예

술의 고귀한 가치가 상실되고, 이론가들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평

준화된 교육을 추구할 뿐, 더 높은 이상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이론적 오

류들만 양산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당대 예술의 침체로 인해 음악이

희생되고 있다고 보았다.62)

이러한 비관적인 상황에서 쉔커는 여전히 음악적 진리는 필요하며

이를 부활시키고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곧 ‘성부 진행’(voice

leading)원리이다. 그는 이 성부 진행 원리의 토대 중 하나로 푹스의 대위

법을 내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푹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

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쉔커는 푹스의 종별대위법에 대해 성부 진행

의 교수법적 도구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푹스

가 성악음악에만 이 방식을 한정했다는 사실, 즉 기악음악을 배척함으로

인해 성부 진행 원리가 성악뿐만 아니라 기악음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음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보았던 것이다.63)

62) H. Schenker,(translated by John Rothgeb and Jürgen Thym, edited by John

Rothgeb), Counterpoint (New York: Schirmer Books, 1987), xvii-xxii.

63) 위의 책, 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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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스는 기악음악이 널리 퍼지는 것을 반대했다. 그의 이론은 순전히 성악 음

악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성악음악에 적용된) 그 방법에 대한 가

치를 확신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그와 동시대)의 예술가들이 기

악음악으로부터 돌아서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악음악을 위험한 것으로

생각했고 다시 성악음악으로 원상복귀 시키고자했다. ... (그래서) 그는 불행

히도 기악음악으로 향하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측면을 보

지 못했다. 즉, 모든 성부 진행은 최종적인 분석에서 동일한 것으로 남는

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기악음악이라는 새로운 모양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S: p. xxvii)

그는 성부 진행이라는 음악적 진리는 모든 장르의 음악에 적용된다는 사

실을 푹스를 비판함을 통해 드러낸다. 그는 서문 전체에서 이와 같이 기

존의 이론가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방식(쉔커는 이를 ‘오류 제거’라고 표현

한다.)을 통해 ‘진정한 기법’으로서의 성부 진행의 진면목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의 이론에 대한 ‘오류 제거’하기는 이후 도입부(Introduction)에

서도 이어진다. 여기서 제시되는 기존 이론의 ‘오류’는 “대위법 개념 자체

에 대한 혼동”이다. 쉔커는 법칙으로서의 대위법 이론과 형식으로서의 대

위적 작품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는 푸가 형식을 예로 들어, “이는 하나

의 독립적인 형식이지 이론이 아니며 그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푸가

의 작품으로서의 성격까지 훼손되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푸가는 대

위법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64) 결과적으로 쉔커는 이론(법칙)으로서의 대

위법과 작품(형식)으로서의 대위법을 구별해서 다루어야 하며, 이 때 대위

법의 진정한 개념은 실제 음악(작품 또는 형식)과 분리된 성부 진행을 위

한 법칙으로서의 이론임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쉔커는 자신의 이론서의 목표를 첫째로 성부 진행의

순수한 이론(대위법)과 자유 작법(작품) 사이의 경계를 구분 짓는 것으로

64) 이러한 잘못의 예로 쉔커는 막스(A. B. Marx)의 예를 제시한다. 쉔커는 막스가 대위

법을 폴리포니와 결합하였고 그는 항상 “대위법” 대신 “폴리포니”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다고 지적한다. 위의 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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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한다. 그에게 대위법의 목적은 특정한 작곡양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들의 귀를 음악의 본질적인 문제, 즉 성부 진행의 이해로 이끌어 가

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론과 작품 사이의 경계를 확실히 지

은 이후에 이론과 실제가 연결됨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마지막 목표이

다.6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서문에서 제시된 쉔커의 음악과 예술에

대한 가치관은 이전시대의 관점과 연관지어 논의될 수 있으며, 도입부에

서 밝힌 그의 대위법 개념은 동시대 안에서 다른 경향들의 관점과 논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쉔커는 19세기 화음 위주의 음악, 즉 진정한 기법

이 고갈된 음악으로 인해 음악이 쇠퇴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는 점을 자신

의 주장의 큰 전제로 하였다. 여기서 음악의 쇠퇴, 즉 동시대 음악에 대한

비판은 19세기 이론가들의 화성 중심의 음악에 대한 비판, 대위법 이론의

부활이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해결방법에

있어 19세기 이론가들은 단순한 푹스 전통으로의 회기, 복귀를 주장했

고, 쉔커는 푹스 전통을 중요시하되 그에게서 발견되는 오류들을 비판

하고 이를 수정함으로써 진정한 기법인 성부 진행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관점의 비판의 결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대위법의 진정한 개념에 대하여 그는 먼저 많은 기존의 이론가

들에게 발견되는 대위법 개념에 대한 혼동의 사례들을 비판하였고, 이론

으로서의 대위법과 작곡양식으로서의 대위법을 구분하여 이 때 이론으로

서의 대위법이 곧 성부 진행의 기초이며 이것이 자신의 이론이자 모든 음

악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동시대 많은 대위법 이론서에

서 나타나는 비종별(양식적) 대위법의 관점과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3장

에서 다루었듯이 비종별 대위법은 푹스의 종별 대위법과 엄격한 규칙들을

비판하고, 무엇보다 대위적인 양식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음악 사례들

을 통해 그 시대의 음악을 경험하고 이것을 작곡에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양식적 분석을 기초로 한 비종별 방식의

65) 위의 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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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은 쉔커가 비판한 작곡 양식으로서의 대위법 개념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동시대 안의) 상반된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3.2. 정선율 (Part One. The Cantus Firmus as the

Foundation of Contrapuntal Studies : 대위법 학습의 토

대인 정선율)

쉔커는 가장 먼저 정선율(Cantus Firmus)을 다루는 것으로 그의 대

위법 이론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간다.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에게

있어 정선율은 대위법 학습의 시작이자 기초이다. 그는 이 장에서 무엇보

다도 이러한 정선율의 정체성과 목적성을 강하게 제시한다.

쉔커는 먼저, 정선율은 리듬 또는 화성을 기초로 만들어진 음들의

모임, 즉 자유로운 선율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작품의 일부, 특히 코

랄 선율을 정선율로 삼는 이론가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선율을 구성

하는 음들은 리듬으로부터 또한 화성적 측면에서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즉 쉔커에게 있어 정선율은 “각각의 음들이 완전한 균형

(equilibrium)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하나

의 선율이 모든 음악적 요소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연결된다. 이는

결국 (특히 조성음악을 배경으로 했을 때) 하나의 정선율을 구성하는 방

법에 있어 자유로운 처방보다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수반하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66) 이러한 규칙들의 엄격성은 정선율의 목적이

작품이 아닌 학습을 위한 것이라는 쉔커의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쉔커는 이 장에서 올바른 정선율의 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과 제한들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아래 제시한 제1부의 목차

66) 쉔커의 정선율 제한점들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리듬은 가장 단순한 형태

(즉 온음표), 화성은 하나의 화음을 인지하게 만드는 아르페지오 등의 선율 형태를 금

지한다. 길이는 15-16마디 내로 제한한다. 위의 책,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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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적인 정선율의 조건과 제한

1. 목적에 의해 정해지는 정선율의 구성

2. 정선율의 리듬적 균형

3. 화성적 측면에서 음들의 균형

4. 길이의 “제한”

5. 선법에 대한 의문

제2장. 특정한 정선율의 구조

Beginning

1. 시작부분의 구성

Main Body

2. 음역

3. 동음반복 “금지”

4. 반음계 진행의 “금지”

5. 온음계 음정만이 허용됨

6. 몇 개의 온음계 음정은 “제외”됨

7. 믹스처로 만들어진 음정들의 “제외”

8. 감3도와 증6도의 “금지”

9. “금지”되는 음정들에 대한 결론

10.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음정들

11.~16. 허용되는 음정들의 본질에 대한 특정한 의견들

17. 큰 음정이 허용되는 특별한 조건들

18.~19. 연속적인 도약

20. 선율적 유려함의 조건

에서 표시한 “제한”, “금지” 등의 표현은 쉔커의 정선율 구성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표9. 제 1부: 대위법 학습의 기초인 정선율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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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모노토니의 “금지”

22. 전조에 대하여

Cadence

23. 종지형에 대하여

예시 (Exerceise)

일반적 측면들

(General Aspects)

Ÿ 리듬

Ÿ 선법

구조 Beginning

그렇다면 위의 규칙들 속에서 푹스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사실

푹스는 쉔커처럼 정선율 자체에 대한 부분을 그의 저술에서 따로 두지는

않았다.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쉔커에게 인용된 푹스는 정선율에 대한

쉔커의 주장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유의미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표는 정선율 챕터에서 푹스가 인용된 항목들을 나열한 것

이다.68)

[표10. <정선율>에서 푹스가 인용된 항목들]

67) 만(A. Mann)의 영어 번역본에는 제1종에서 역자가 선율 작법(melody writing)에 대해

각주로 간단히 언급하였다.: J. J. Fux (trans. A. Mann), The Study of Counterpoint,

27.

68) <푹스와 쉔커의 인용구 제시에 관한 설명>

1. 쉔커는 푹스의 『파르나소스로 오르는 계단』을 인용할 때 미쯜러(L. Mizler)의 독

일어 번역본을 사용하였지만 본고에서는 현재 더 널리 출판되어 있는 만(A. Mann)의

영어 번역본을 토대로 인용 위치(페이지와 악보 예시 번호)를 제시하겠다.

2. 인용구에 들어 있는 괄호 안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추가로 삽입한 것

임을 밝혀둔다.

3. 본고에서 사용하는 각 주제별 제목은 쉔커의 제목을 번역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내용을 반영하여 의역된 것도 있다. 괄호 안에 원어를 삽입하였다.

4. 모든 인용구에 대해 쉔커의 인용구는 S로, 푹스의 인용구는 F로 표시하기로 한다.

5. 푹스와 쉔커의 인용구 끝에는 각각 해당 문헌의 페이지를, 악보 예시에는 ex./fig.번

호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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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Body

Ÿ 음역

Ÿ 동음반복 금지

Ÿ 금지되는 몇 가지 온음계적 음정

Ÿ 금지되는 음정들에 대한 결론

Ÿ 허용되는 음정 중 6도

Ÿ 전조

Cadence

예시 (Exerceise)
Ÿ 정선율 예시 인용: Lydian, transposed to

Mixolydin, Ionian, transposed to Aeolian

대위법 이론의 출발점인 정선율을 논하는 데 있어 쉔커가 가장 먼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항목 중 하나는 [음계]69)에 관한 측면이다. 그는

이 이론서의 모든 음악적 예시를 조성체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대위법 학습에 선법체계를 사용해 온 것에 대해 그는 강하게

비판한다.

선법의 문제로 돌아가, 나는 정선율 연습에 있어 옛 선법으로 학생들을 고

문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S: p.20)

그는 대위법 학습에서 선법을 사용하는 것을 마치 고문처럼 여길 정도로

이 음계 체계를 거부하고 있다.

쉔커는 선법에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이 체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

지는 않는다. 단지 선법의 역할은 선법이라는 체계가 필요했던 그 시대에

서만 유효할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즉 선법은 주어진 선율들을

범주화 하고, 기억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일 뿐 장단조라는 예술적이고

이론적인 체계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푹스는 쉔커에 의해 예술적이고 진정한 이론적 체

69) 정선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계에 관한 문제는 제1부 제1장 5. 선법의 문제 (5. The

question of modes) 20-32. 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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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율은 반드시 10도 음역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인간의 일

반적인 음역에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넓은 음역

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이기도 하다. 푹스는 이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엄격

계로 여겨지는 당시의 새로운 조성적 사고를 거부하고 “옛 선법에 견고하

게 그 기초를 둔 중요한 이론가”라는 점에서 쉔커의 주요 비난 대상 중에

하나로 인용된다. 쉔커는 그의 저술에서 그리스의 것(Greek one), 즉 푹스

에게서 찾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선법 음계를 버리고 이를 두 가지 음계

유형, 즉 온음계와 반음계로 축소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70)

한편 쉔커는 푹스가 대위법 연습에 온음계만을 사용한 것을 언급하

면서,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선택이 대위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

유작법에까지 이어지는 오류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한다.

푹스가 정선율을 포함한 대위법 연습에서 오직 온음계만을 사용할 것을 요

구한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정선

율 연습과 자유작법의 셋팅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음계로만 제한하고자 했던 목표를 너무 멀리 자유 작법에까지

적용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바흐의 코랄 셋팅, 모테트, 그 밖의 형식들에

대해, 만약 푹스의 제한이 이러한 대위법적 연습 자체의 영역 밖에서 적용

된다면, 이는 얼마나 지지될 수 없는 것인가. (S: p.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쉔커는 푹스가 기악 음악보다 성악 음악에서 반음계를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고, 이러한 신중함

은 오늘날의 작곡가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결핍되어 있다고 또한 비판한다.

정선율 작법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중 쉔커는 [음역]71) 항목

에서 푹스의 언급을 인용하는데, 그러나 이 때 인용된 푹스는 앞선 인용

과는 무척 다른 어조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70) 여기서 온음계와 반음계는 해당 음계 상의 임시표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는다.

71) 정선율의 음역에 관한 문제는 제1부 제2장 2. 10도 음역 (2. The ambitus of a tenth)

41-42. 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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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을 고수한다.: “게다가 이러한 작곡의 경우, 절대적인 필요를 제외하

고 (보표의) 5줄을 넘어서는 안된다.” (F: p.79)

여기서 푹스가 가온음자리표(C-clef)를 사용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는 연습문제를 전체적으로 성악양식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각 성부가 노래

부를 수 있는 음역들을 5줄을 넘기지 않도록 요구한다. 우연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온음자리표의 중요성을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확고히

한 푹스의 탁월한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다. (S: p.41)

쉔커는 대위법 예시들이 기본적으로 성악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푹스의 관점과 동일하다. 또한 구체적인 음역에 대해서도 쉔커는

10도 이내로, 푹스는 오선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이다.

쉔커는 이러한 맥락에서 위와 같이 푹스를 인용하고 (이전의 비판적 시각

과는 다른) 긍정적인 평가를 삽입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정선율은 온음계 음정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기본인데, 쉔커는

이러한 음정의 측면에 있어 특별히 [연속적인 온음계 음정으로 인해 만들

어지는 불협화음]72)을 경계한다. 그는 온음계음정이라 해도 3-4개의 연속

적인 음정들로 이루어진 결과가 불협화(즉, 펼쳐진-unfolded- 불협화음73))

를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을 제공하면서, 이는 사람의 귀가 연속적인 음에

서도 화성적 관계를 찾아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감각적 원리를 푹스의 정선율에 적용하였는데, 여기서 쉔커

는 푹스가 장단조 체계를 거부한다고 하지만 그의 도리아 정선율에서 d

72) 몇 개의 연속적인 음정들로 만들어지는 수평적 화음에 관한 문제는 제1부 제2장 6.

몇몇 온음계 음정들은 제외됨 (6. A few diatonic intervals are excluded) 52-67. 을 참

고하였다.

73) [악보7. “펼쳐진 불협화음”의 예시] (S: ex.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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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를 들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악보8. 푹스의 정선율 ‘도리아’ 인용] (S: ex.40)

3.3. 2성 대위 (Part Two. Two-Voice Counterpoint)

3.3.1. 제1종: 음 대 음 (Chapter 1. The First Species:

Note Against Note)

쉔커는 정선율을 대위법의 기초로 여기고 다양한 각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진정한 대위법의 개념은 2성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대

위법의 개념은 정선율의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한 두 번째 성부”라는 쉔커

의 이러한 정의는 대위법 이론에 있어 2성의 역할과 비중이 다른 어떤 다

성 구조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장르나 형식 등의 실제 음악 자

체를 대위법의 핵심으로 다루는 비종별 대위법과는 달리, 음 대 음(또는

성부 대 성부) 구조를 기초로 하는 종별(엄격)대위법의 영향 아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성 구조가 학생들의 음악적 감각을 세련되게 하기 위한

시험대로서의 역할을 제공한다는 쉔커의 언급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앞서 다루었던 정선율의 구성에 필요한 조건 및 제한들이 모두 수평

적인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었다면, 2성 대위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요

소는 음정(interval)이며 이것을 잘 통제하는 것이 2성 대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쉔커 역시 이와 같은 목표를 2성 대위 전체를 구성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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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측면들

1. 대위법의 개념

2. 허용되는 음정들

3. 수직적 4도가 금지되는 이유

4. 허용되는 협화음정들 사이의 좀 더 세부적인 차이

5. 3가지 종류의 성부들의 상대적인 움직임

6. 2성 대위에서 완전 협화음정을 향한 유사 진행의 금지

7. 금지된 유사 진행들의 용어

8. 일반적으로 완전 협화음정을 향한 유사진행이 금지 되는 이유

9. 1도와 8도 병행

10. 5도 병행

11. 완전 협화음정을 향한 비병행적인 유사 진행

12. 8도와 5도 병행이 동일한 이중-법칙을 입증해주는 주장의 반증

13. 2성 이상의 유사 진행 금지에서 엄격 대위법의 영향에 대한 첫 번

째 도입

14. 자유 작법에서 금지 상태에 대한 첫 번째 일견

15. 일반적으로 완전 협화음정에서 출발한 선법

16. 1도로부터 시작되는 선법의 특별한 경우

17. 불완전 협화음정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18. 두 개의 장3도 연속의 금지

19. 불완전 협화음정에서 출발한 선법

20. 성부의 움직임에 대한 규칙들의 전통적인 형태 고려

제1종에서는 음정의 성질, 이로부터 파생되는 제한 및 조건, 그리고 이것

들의 원리를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

한 규칙들의 제시는 단순히 특정 규칙들만 나열하는 방식의 기존의 대

위법 이론서와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아래 제시한 2성 제1종의

목차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표10. 제 2부: 2성 대위/제1장. 제1종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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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측면들

(General Aspects)

Ÿ 수직적 4도의 금지

Ÿ 1도로 시작되는 경우

구조

Beginning

Main Body
Ÿ 불완전 협화음정의 선호

Ÿ 금지되는 완전 협화음정

Beginning

21. 시작 부분의 구성

Main Body

22. 완전 보다 불완전 협화음정의 선호

23. 완전 협화음정의 사용과 그 안에서의 몇 개의 예외들

24. 두 성부 간의 공간

25. 정선율 규칙에 의해 지속되는 추가된 성부

26. 추가된 성부의 독립성에 대한 결과: (a) 반복음의 허용

27. (b) 성부 교차의 허용

28. 전조와 대사관계(cross-relation)

Cadence

29. 종지의 구성

예시 (Exerceise)

앞의 연습들에 대한 조언

한편 2성 제1종에서 푹스가 인용된 부분은 전체 항목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다음은 2성 제1종에서 푹스가 인용된 항목들

이다.

[표11. <2성 제1종>에서 푹스가 인용된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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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수직적 음역

Cadence

예시 (Exerceise)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성 제1종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음정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오직 협화음정만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규칙에 대한 근거를 제1종의 ‘음 대 음’이라는 구조의 특성, 더불어 이

를 협화음정과 불협화음정(dissonance)의 본성을 밝히는 것으로 설명한

다.74)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그는 수평적 범위 내에서는 협화음정으로

여겨졌던 4도를 수직적 범위 내에서는 불협화음정으로 취급하고 금지시킨

다. 그 이유는 [수직적 4도]75)는 5도의 전위 형태이지만 이것이 수직적으

로 울렸을 때에는 5도와 같은 완전성이 결핍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는 이러한 원리에 뒤이어 푹스의 수직적 4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인용한다.

74) “이 종에서는 항상 협화음정만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제1종의 구조의 특성

과 관련이 있다. 음도(연속적인 음들의 진행)와 풍성한 대위적(폴리포니) 진행의 부재

로 인해, 제1종은 불협화음정의 진정한 느낌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힘이 부족하다.

... 그렇다면 왜 협화음정이어야 하는가? 이는 그것의 본성과 역할 때문이다. ... 협화음

정은 그 자체를 나타낸다. 이는 듣기 좋은 소리일 뿐 아니라 그 자체의 출발과 결말에

의해 의미가 있어진다. 하지만 불협화음정은 사정이 다르다. 이것의 존재는 항상 더 많

은 정의를 필요로 한다. 그 자체로 평화로 남아있기도 어렵고, 오직 협화음의 실체와

관련되어 이해될 수 있다. ... 이러한 점에서, 협화음정은 절대적이고, 반대로 불협화음

정은 그저 상대적이고 파생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작은 협화음정이어야 한다! 협화

음정은 근본적이고 불협화음정은 종속적이다! ... 시작이 협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

유 작법(조성음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S: pp.110-111)

여기서 쉔커의 핵심은 제1종이 독립적인 성격의 음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는 제1종이 한 음에 머무르지 않는 두 성부의 음들의 끊임없는 진행으로 인해 각각의

음정이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협화음정

에 종속적인 불협화음정이 그 자체로, 구성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75) 2성에서 4도음정을 금지하는 규칙에 관한 문제는 제2부 제1장 3. 수직적 4도가 금지

되는 이유(3. Why the fourth is prohibited in the vertical direction) 112-124. 를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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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 푹스의 수직적 4도 예시 인용] (S: ex.162, F-Mizler: Ⅰ,2)

그 누가 (위의 악보)를 4도가 아니라 5도와 옥타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음정은 중간 요소가 아니라 베이스 음(Grundton)으로부

터 계산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누군가 이를 4도로 본다면, 그것은 산술

적인 분할(옥타브 분할)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협화

음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나 우리는 실제

를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4도가 오직 당김음 또는 리가투어

와 같은 불협화음에서만 유래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

기 때문이다. 물론 4도가 다른 불협화음정보다 불쾌감을 덜 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귀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다. (S: p.119 / Fux-Mizler: p.38)

쉔커는 이 인용문을 통해 푹스 역시 4도 자체에 대한 주체적인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푹스는 쉔커와 다르게 4도의

협화성을 옥타브 분할에 의해 개념적으로 접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실제적인 울림은(경험에 의한) 불협화적이라는 모순적인 사실에서

푹스가 쉔커 자신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이러

한 4도의 모순적 성격에 대해 쉔커는 푹스가 매우 섬세하게 접근하고 있

다고 평가하면서,76) 자신이 앞서 제시한 규칙에 대한 원리와 관점을 긍

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쉔커의 이러한 시도는 성부 간의 [수직적 공간]77)의 문제에서도 유

사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두 성부의 음정 도수가 작아서 그 다음 성

부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대위성부를 6도 도약하여 성부를 분리시

76) “푹스는 4도가 불협화음정이 되는 것에 대한 (깊게 묻혀있는) 미스터리를 섬세하게 파

고든다. 그는 4도가 단지 5도의 전위 일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귀를 “완전하게 만족

시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언급하고 있다.” (S: p.120)

77) 작은(도수의) 음정으로 인해 두 성부 사이의 공간이 좁아질 때 제공되는 처방에 대해

서는 제2부 제1장 24. 수직적 공간 (24. Spacing of the two voices) 162-163. 을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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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반진행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제안과 유사한 푹스의 설명과 예시를 덧붙인다.

둘째, 만약 두 성부가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반진행 할 수 없다면 다

음의 예시와 같이 ‘단6도 또는 옥타브 도약’에 의해 반진행 할 수 있는 상

황을 만들 수 있다. (S: p.162 / F: p.45)

[악보10. 성부간의 좁은 공간에서 푹스의 해결 예시 인용] (S: ex.219 / F:

fig.34)

쉔커는 푹스의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푹스가 이

원리를 제1종에서만 적용하고 이후에는 스스로 이 규칙을 위반한다고 지

적한다.

3.3.2. 제2종 : 이 대 일 (Chapter 2. The Second Species:

Two Notes Against Note)

제1종에서 다성 구조에 의한 수직적 음정으로 시작했다면, 제2종은

대위 성부의 음가가 반으로 나누어짐에 따른 리듬의 발생이 가장 핵심적

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쉔커의 2성 제2종은 리듬의 발생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한 마디에 두 개의 음으로 구성되는 제2

종의 대위성부의 규칙과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쉔커는 이 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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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측면들

1. 강박과 약박

2. 약박의 불협화음

3. (a) 불협화음을 향한 순차진행의 조건

4. (b) 순차진행의 방향

5. (c) 경과적 2도와 보조음의 현상

6. 경과적 불협화음의 심리적인 특성

Beginning

7. 시작부분의 구성

Main Body

8. 다양한 약박처리

9. 두 성부 사이의 공간

10. 약박에서 금지되는 유니즌

11. 병행과 비병행 유사진행의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연장

12. ottava battuta

13. 약박에서 화음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14. 음의 반복 금지에 대한 재언급

15. 음의 수가 증가함에 까라 발생될 수 있는 몇몇 오류들

16. “모노토니”의 금지

Cadence

17. 종지의 형태들

요한 항목들에서 푹스를 적절히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다.

[표12. 제 2부: 2성 대위/제2장. 제2종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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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측면들

(General Aspects)

Ÿ 강박과 약박

Ÿ 경과음과 보조음의 현상

구조

Beginning

Main Body

Ÿ 수직적 음역

Ÿ 강박끼리 또는 약박끼리의 병행 그리고

약박과 강박 사이의 은복진행 (cf. 병행

및 비병행 유사진행)

Ÿ ottava battuta

Ÿ 모노토니의 금지

Cadence Ÿ 종지의 형태

예시 (Exerceise)

예시 (Exerceise)

연습 예시들에 대한 조언

쉔커: 제2종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두 개의 박(beat)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강박으로, 두 번째는 약박으로 불린다. 이는 박을 세는 행동에서

유래되었는데, 첫째 박은 강하고, 손이나 지휘봉을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가리키고 둘째 박은 약하고, 올리는 동작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

“강박”은 옛 용어인 “thesis”로, “약박”은 “arsis”로 번역되는 것이 확실

히 더 바람직하다. (S: p.176)

[표13. <2성 제2종>에서 푹스가 인용된 항목들]

쉔커는 리듬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 [강박과 약박의 개념]78)

을 가장 먼저 제시한다. 그리고 곧바로 푹스의 인용구를 삽입하여 그가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푹스의 정의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78) 음가의 분할로 발생하는 강박과 약박의 개념에 관해서는 제2부 제2장 1. 강박과 약박

(1. Downbeat and upbeat) 176.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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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스: “이 종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두 개의 시간적 조직체를 다루

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 마디는 두 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데, 첫 번째는 손을 아래로 내리는 동작에 해당되고, 다른 한 부분은 올

리는 동작에 해당된다. 내리는 동작은 그리스어로 thesis로, 올리는 동작

은 arsis로 부른다. 우리는 이 두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S: p.176 / F: p.41)

쉔커가 푹스의 개념에 동의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인용하는 사례는

[약박의 불협화음 중 경과음(경과적 2도)79)과 보조음의 현상]80)의 설명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특히 여기서 과거의 모든 뛰어난 저술들이 이

두 비화성음의 원리를 설명하지 않아왔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푹스는 경과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 있고, 그것은 이 현상의 원리를 유

일하게 제공해준다고 주장한다.

이 종에서는 3도 떨어진 두 음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불협화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장식(diminution)에 의해 채워지는 이 음은

협화음이든 불협화음이든 중요하지 않다. (S: p.180 / F: p.41)

[악보11. 경과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푹스의 예시 인용] (S: ex.244 / F:

fig.24)

한편 쉔커는 제2종에서 약박이 추가됨에 따라 [성부간의 병행 및 은복진

행]81)이 새로운 차원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여기서 새

79) ‘경과적 2도’라는 표현은 도약하는 경과음과 분리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이를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현상으로 보는 관점의 증거가 된다.

80) 비화성음 중 경과음의 원리에 관해서는 제2부 제2장 5. 약박의 불협화음 중 (c) 경과

적 2도와 보조음의 현상 (5. The dissonance on the upbeat, (c) The phenomena of

the passing second and the neighboring note) 178-183. 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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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차원(상황)이란 강박끼리 또는 약박끼리의 병행, 그리고 세로줄을 사

이에 둔 약박과 강박의 은복진행을 말하는 것인데, 쉔커는 이를 아래와

같은 3가지 유형(bracket)으로 계층화 시킨다.

[그림1. 제2종의 3가지 유형] (S: p.197)

[악보12. 3가지 유형에 따른 음악 예시] (S: ex.278(B), ex.279, 291(a))

81) 세로줄을 사이에 둔 강박 및 약박끼리의 병행과 은복에 관한 규칙은 제2부 제2장 11.

병행과 비병행 유사진행의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결과로서, 발생

가능한 확장 (A possible extension, resulting from new situations that now arise, of

the prohibition of both parallel and nonparallel similar motion) 197-206. 을 참고하

였다.

여기서 ‘비병행 유사진행’이란 ‘은복진행’(hidden parallel)을 뜻하는데, 이 용어를 사용

하지 않지만, 본고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사용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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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시우스:) 10마디부터 11마디까지, 너는 상성부는 하행하고 하성부는 상

행하는 순차진행하여 두 성부가 10도가 옥타브로 모아지도록 만들어 놓았구

위의 3가지 진행은 모두 금지되며, 쉔커는 이후 푹스가 제시한 ‘강박끼리

의 병행 현상’의 원리를 인용하여 앞의 규칙을 보완한다.

대위선율의 3도 도약은 강박끼리의 두 개의 5도나 8도의 연속을 막아낼 수 없

다. 약박에 위치한(강박 사이에 놓인) 음은 음가가 짧고, 음정이 작기 때문에 존

재하는 음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우리의 귀는 두 개의 연속된 5도나 8도를 인

지할 수 없도록 도와주지 못한다. … (하지만) 큰 음정의 도약은 다르다. 예를

들면, 4도와 5도 또는 6도까지 두 음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 우리 귀는 두

번째 음으로의 도착에 의해 첫 번째 강박에서 나왔던 음은 이미 잊어버리고

만다. (S: p.205 / F: pp.43-44)

[악보13. 푹스의 강박끼리의 병행 예시 인용] (F: fig. 29, 30)

쉔커가 제시한 3가지 유형 중 약박과 강박 사이의 은복진행(비병행)은

[‘오타바 바투타’(ottava battuta)]82)라는 용어로 다시한번 강조된다. 이는

아래 성부가 순차진행하고 윗 성부는 도약진행으로 옥타브를 향해 반진행

하는 진행형으로 쉔커는 이는 ‘비어있는 느낌’을 발생시키는 좋지 않은 진

행으로 금지시킨다. 그는 특별히 이 유형에 대한 푹스의 설명과 예시 모

두(전문)를 인용하여 보여준다.83)

82) 금지되는 진행인 오타바 바투타에 관해서는 제2부 제2장 12. 오타바 바투타 (12. The

so-called ottava battuta) 206-213. 을 참고하였다.

83) 본고에서는 푹스 인용구의 일부분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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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옥타브를 이탈리아어로 ‘battuta’, 그리스어로 ‘thesis’라고 부르는

데 이것은 금지되는 것이란다. 내가 그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보았

지만, 이 오류의 본질과 다음과 같은 옥타브 예(밖으로 벌어지는 옥타브)

가 허용되는 이유는 찾지 못했구나. (S: p.210 / F: p.37)

푹스는 위와 같은 언급을 제1종에서 제시한다. 이것은 그것 자체로 이미

ottava battuta의 오류를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제1종에서는 (이 진행으로

인한) 옥타브의 “비어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

진행은 강박과 약박의 구별에서 오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푹스로부터 하성부가 아닌 상성부가 도약했을 때 발생하는

[악보14. 푹스의 오타바 바투타 예시] (F: fig.15)

엄밀히 말해서 쉔커와 푹스의 오타바 바투타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일

치하지 않는다. 쉔커는 상성부가 도약할 경우에, 푹스는 상성부 역시 순차

진행할 경우에 이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에도 불

구하고 앞서 언급한대로 쉔커는 오타바 바투타에 대한 푹스의 내용을 모

두 다 인용할 만큼 그의 논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84) 하지만 그는 푹스가 이 개념을 제2종이 아닌 제1종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이 진행이 왜 금지

되는지 그 원리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그의 논의에는 근거가 불충분

하다고 비판한다.

84) 쉔커는 푹스를 인용하기 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푹스의 오타바 바투타에 대한 논의는 확실하게 명료하다. 그러므로 그의 전문을 인용

하겠다.” (S: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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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경우의 ottava battuta가 금지되는 것인

지 배우지 못했다. 이것은 단지 2성부 이상 의 대위법에서 그러한 성부 진

행이 용인될 수 없다는 그의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S: p.211)

푹스에 대한 쉔커의 비판적인 태도는 [모노토니의 금지]85) 항목에서

더욱 강도 높게 나타난다.

음들의 증식(proliferation)은 통일된 모티브, 선율적 주제 형태를 만들어버

리는 위험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다시한번 강력하게 이러한

형태에 대해 경고한다. 그러나 알브레히츠베르거와 푹스의 예를 보면 그들

은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모노토니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S: p.217)

[악보15. 푹스가 사용한 모노토니 예시 인용] (S: ex.323, F: fig.124)

3.3.3. 제3종: 사 대 일 (Chapter 3. The Third Species:

Four Notes Against Note)

제3종의 핵심은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음(음표)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전 종보다 더욱 ‘다양한 선율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쉔커의 제3

종 목차를 검토해보면 그 역시 이 종에서 4분음표라는 새로운 음가의 사

85) 금지되는 선율 유형인 모노토니를 사용한 푹스를 비판한 예는 제2부 제2장 16. “모노

토니”의 금지 (16. The prohibition of “monotony”) p.217 를 참고하였다. 여기서 “모노

토니”는 음의 반복 또는 동일한 음정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단조로운 선율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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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측면들

1. 4분음표 리듬의 경과적 불협화음의 원칙

2. 보조음의 사용

Beginning

3. 4분쉼표의 허용

Main Body

4. 유니즌 사용의 증가

5. 병행과 비병행적 유사 진행의 금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

6. 잘못된 3도 도약

7. 노타 캄비아타

8. 몇몇 이전 원칙들의 재조합

Cadence

9. 종지의 구성

예시 (Exerceise)

연습 예시들에 대한 조언

용, 그에 따른 선율형 등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4. 제 2부: 2성 대위/제3장. 제3종의 목차]

이 중 푹스가 인용된 항목들은 이전 종들의 경우보다 적은 수이지만, 이

종의 핵심적인 항목들에서 역시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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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2성 제3종>에서 푹스가 인용된 항목들]

일반적 측면들

(General Aspects)
Ÿ 보조음의 사용

구조

Beginning

Main Body

Ÿ 강박끼리 또는 약박끼리의 병행 그리

고 약박과 강박 사이의 은복진행

Ÿ nota cambiata

Cadence

예시 (Exerceise)

쉔커는 제3종에서 음의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장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상황은 [보조음]86)의 필요성라고 말한다. 특히 세로줄을 사이에 두고

네 번째 4분음표에서 첫 번째 4분음표로 이어지는 제3종의 맥락에서 이

비화성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맥락에서보다 선율적 유려함을 획

득하는 데 이점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쉔커는 보조음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엄격 대위법에서는 보조음

사용을 기피하는 것에 대해 그는 비판적으로 판단한다. 이때 특히 푹스가

보조음을 피하라는 규칙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시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쉔커는 매우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된다.

푹스 역시 2성 제2종에서 인용한 그의 주장대로, 보조음 사용을 전적으로 반

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는 다음 5종

연습에서와 같이 보조음을 황송하게도 써 주시는 것(deign)을 볼 수 있다.

(S: p.230)

86) 비화성음 중 하나인 보조음의 사용에 관한 논의는 제2부 제3장 2. 보조음의 사용 (2.

Use of the neighboring note) 230-231.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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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6. 푹스의 보조음 사용 예시 인용] (S: ex.338, F: fig.86)

[노타 캄비아타(Nota Cambiata)]87)는 대부분의 대위법 이론서의 2성

제3종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선율형이다. 쉔커는 이 선율형을 역시 현

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원리를 제공해줌으로써 규칙자체만 나열하

는 다른 이론서들과 차별되는 독자성을 보여준다. 그는 이 현상을 “5개의

음들로 구성된 구조적 단위(organic unit)”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세

가지 원리로 설명하는 데, 그 중 첫 번째는 2개의 경과음이 서로 연동되

어(interlocking) 움직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4도(의 공간)를 채우는 경과

음들이 혼재되어있는 형태로 보는 것이다. 마지막 원리는 화성적 관점을

전제로 보조음 (또는 경우에 따라 강박의 경과음) 진행으로 해석하는 것

이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쉔커가 제시한 다음 음악 예시를 통해 좀 더 명

확해진다.

[악보17. 노타 캄비아타의 세 가지 원리]

(1) 두 개의 경과적 순차 선율의 연동 (S: ex.347)

87) 2성 3종에서 제시되는 대표적인 선율형인 ‘노타 캄비아타’의 원리에 관해서는 제2부

제3장 7. 노타 캄비아타 (7. Nota Cambiata) 236-248.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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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도(C-G)를 채우는 경과음들(A와 B)의 혼재 (S: ex.355)

(A)=(B)∪(C)

(3) 화성적 관점이 내재된 경우 보조음으로의 해석 (S: ex.359)

쉔커는 자신의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한 후 푹스의 정의와 원리88)를

인용하면서 노타 캄비아타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푹스에 대한 평가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쉔커는 푹스의 설명이 전혀

체계적이지 않고 교육적인 가치에도 근접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면서, 이

를 통해 위와 같은 자신의 관점에 대한 가치와 우월함을 내비친다.

88) 쉔커가 인용한 푹스의 노타 캄비아타 설명:

“(이 음형은) 음이 변화(changing)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부터 유래된 것

으로, 이탈리아인들에 의해 cambiata라고 불린단다. 이것은 두 번째 음인 불협화음

이 협화음인 다음음으로 도약할 때 발생하며, 아래와 같은 예에서 살펴볼 수 있

지.(악보18–a)

두 번째 음에서 세 번째 음으로 향하는 이 3도 도약(C-A)은 원래는 첫 번째 음에

서 두 번째 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단다.(D-B) 왜냐하면 두 번째 음은 6도로 된 협

화음으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니까. (악보18–b)

만약 이 3도를 채운다면, 결과는 이렇게 되겠지. (악보18–c)

하지만 이 종에서는 8분음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옛 대가들은 첫 번째 예

(악보18-a)를 허락한 것이란다. 여기서 두 번째 음은 7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노래 부르기 더 쉽기 때문이야.”(S: pp.242-243 / F: pp.51-52)

[악보18. 푹스의 노타 캄비아타 원리 설명 과정을 인용] (S: ex.361, 362, 363 / F: fig.50,

51, 52)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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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마지막 말들은 -아아, 슬프도다!- 얼마나 자신

없고 소심한 해답인가! 푹스의 과정은 나에게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전혀 매

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때문에 나는 그의 방법을 거절할 것이다. 오히

려 나의 처리 방법이 노타 캄비아타의 또 다른 현상들을 포괄하는 더 넓은

원칙들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 구별되고 차별되는 의미를 제공해준다고

본다. (S: p.243)

한편 [성부간의 병행 및 은복진행]89)을 설명하기 위해 쉔커가 제2종

에서 시도했던 (세로줄을 사이에 둔) 강박과 약박끼리의 계층화는, 제3종

에서 총 4가지 유형(bracket)으로 구성된다. (그림.2 참고) 그는 제2종과의

차이점으로 제3박(bkt.4)간의 병행이 허용된다는 규칙을 제시하며, 이 때

푹스의 (허용된) 예시를 인용함으로써 그의 제안에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림2. 제3종의 4가지 유형] (S: p.232)

4. 약박과 약박(제3박)간의 4번 유형에서, 병행5도와 8도의 금지가 완전히 해

제된다. 푹스와 알브레히츠베르거 모두 “후박(afterbeat)”에서의 옥타브 또는

5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연습문제에서도 이 병행을 자유롭게 사용한

다. 다음 예들을 비교해보라. (S: p.233)

89) 2성 제3종의 병행과 은복에 대한 규칙에 관해서는 제2부 제3장 5. 병행과 비병행적

유사 진행의 금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 (5. The prohibition of parallel

and nonparallel similar motion may have still wider application) 232-234. 을 참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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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측면들

1. 당김음의 개념

2. 당김음의 분류

3. 협화적 당김음

4. 불협화 당김음의 본성

5. 엄격 대위법에서 불협화 당김음의 하행 해결 법칙과 당김음 유형들

에 대한 제한들

6. 하행 해결되는 당김음에서도 절대 금지되는 것 또는 허용되는 것

7. 하성 대위성부에서 7-8 당김음의 금지

8. 상성 대위성부에서 2-1과 9-8 당김음을 제한해야 하는 필요성

9. 하성 대위성부에서 4-5 당김음을 제한해야 하는 필요성

[악보19. 푹스의 제3박 간의 병행 예시 인용] (F: fig.55)

3.3.4. 제4종: 당김음 (Chapter 4. The Fourth Species:

Syncopation)

제4종에서는 당김음의 개념과 유형, 해결과 중단을 다룬다. 특히 쉔

커는 당김음 또한 하나의 현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에서의 규

칙 자체보다는 계류(suspension) 현상에서 파생되는 원리에 더 집중한다.

[표16. 제 2부: 2성 대위/제4장. 제4종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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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측면들

(General Aspects)

Ÿ 당김음 개념

Ÿ 불협화 당김음의 본성

Ÿ 불협화 당김음의 하행 해결 법칙

Ÿ 하성(lower) 대위 선율에서 7-8 당김음 금지

10. 결론

Beginning

11. 시작부분의 구성

Main Body

12. 협화음보다 불협화 당김음에 대한 선호

13. 불완전 협화음에 대한 선호

14. 강박에서 유니즌의 사용

15. 병행과 비병행적 유사진행

16. 리가투어의 중단 가능성

17. 음의 반복 금지

Cadence

18. 종지의 형태

19. 전통적인 화성이론에서 당김음의 잘못된 처리

예시 (Exerceise)

연습 예시들에 대한 조언

이러한 원리는 ‘정선율 구성부분’(beginning-main body-cadence)보

다는 개관적인 내용을 다루는 ‘일반적인 원칙’ 부분에 많이 포함되는데,

푹스 역시 이 부분에서 주로 인용되었다.

[표17. <2성 제4종>에서 푹스가 인용된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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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상성(upper) 대위 선율에서 2-1(9-8) 당김음

을 제한해야하는 필요성

Ÿ 하성(lower) 대위 선율에서 4-5 당김음을 제

한해야 하는 필요성

구조

Beginning

Main Body

Ÿ 불협화 당김음에 대한 선호

Ÿ 병행과 비병행적인 유사진행

Ÿ 리가투어(ligature)의 중단 가능성

Cadence

예시 (Exerceise)

푹스는 당김음을 “하나의 전체 박에 대한 두 개의 반박(half-beats)이 세

로줄을 사이에 두고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붙임줄로 마디 너머의 음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한 마디 내에서) 첫 번째 음은 반드시 약박이고,

두 번째 음은 강박이어야 한다.”라고 정의한다. (S: p.258)

쉔커는 [당김음의 개념]90)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이 장을 시작한

다. : “한 마디 안에서 약박에 놓인 협화음이 다음 마디에 나오는 강박까

지 연장될 때, 붙임줄에 의한 특정한 연결을 나타내게 되는 결과적 현상”

그는 이에 덧붙여 푹스의 당김음 정의를 인용, 자신과 동일한 푹스의 관

점을 소개한다.

당김음 현상에 대한 쉔커와 푹스의 유대적 관점은 [불협화 당김음의

본성]91)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쉔커는 대부분의 당김

음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불협화 당김음’이 ‘불협화 경과음’과 동일한 원

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두 현상 모두 <협화음-불협화음-협화

음>이라는 같은 구조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92)

90) 제4종의 당김음의 개념에 관해서는 제2부 제4장 1. 당김음의 개념 (1. The concept of

syncopation) 257-258. 을 참고하였다.

91) 당김음의 원리에 관해서는 제2부 제4장 4. 불협화 당김음의 본성 (4. The nature of

the dissonant syncope) 260-261. 을 참고하였다.

92) 만약 우리가 제2종에서 불협화 당김음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불협화 경과음을 비교



- 70 -

여기서 불협화음들은 우연적으로 또는 이전 종들에서처럼 (단지) 큰 음정 사

이를 채우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박에서 필수적(A.

Mann의 번역: 기능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불협화는 따라 나오는 협화음에 의해 즉시 해결됨

으로써, 그 자체의 아름다움(A. Mann의 번역: 듣기 좋은 소리)을 가져오게

되지. (F: pp.55-56)

[악보20. 불협화 당김음과 불협화 경과음의 구조적 유사성] (S: ex.393)

그러므로 쉔커는 위와 같은 두 현상의 구조적 유사성은 불협화 당김

음이 기본적으로 불협화 경과음의 하나의 유형이며, 불협화의 일반적인

문제들 중 한 부분임을 주장한다. 이는 곧 불협화 당김음도 불협화 경과

음처럼 협화음에 의해 존재하는 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불협화 당김음의 내적 본질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을 시도했

던 유일한 이론가로서 푹스를 인용한다.

즉, 쉔커는 불협화 당김음을 불협화 경과음의 하나의 유형으로 여김

으로써 이 두 유형의 비화성음이 결과적으로 협화음에 종속적인 존재라는

해본다면, 우리는 둘 다 공통된 성격, 즉 불협화 요소가 두 개의 협화음들 사이에 위

치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 이러한 현상은, 두 협화음들이 당김음에서

는 약박에 놓여있고, 불협화 경과음에서는 강박에 놓여있다는 차이점보다, 두 현상 모

두 협화음-불협화음-협화음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에 더 집중하게 된다. (단, 당김

음의 강박은 약박의 협화적 예비음과 같지만 불협화 경과음은 두 박이 서로 다른 음으

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S: pp.26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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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밝혔고, 푹스 역시 불협화 당김음의 필연적 출현은 뒤이어 나오는

(해결되는) 협화음의 존재에 의해 완성된다는 점을 언급한다. 쉔커는 이

렇듯 푹스 역시 불협화 당김음을 협화음의 관점으로부터 파악하고 있

다는 사실을 인용구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원리와 관점을 더욱

명확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불협화 당김음이 하행 해결되어야 하는 원리]93)에서 또한, 쉔커는

푹스의 관점을 인용한다. 여기서 쉔커는 당김음이 하행으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당김음이 놓인 강박 위치에 원래 있어야 할 음은 그 다음

박인 약박의 해결음인데, 이것이 이전의 음, 즉 예비음에 대체(substitute)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94) 아래의 악보에 의하면 둘째마디 강박에

놓일 원래 음은 A음인데(“희생된” 협화음) 이는 첫째마디 B음으로 대체

된 것이다.

[악보21. 당김음 하행 해결 원리: 대체] (S: ex.401)

한편 이 문제에 대해 푹스는 불협화 당김음은 해결음이 지연된 결과

로 보고 있고, 쉔커는 이를 위와 같은 자신의 원리와 함께 제시한다.

93) 당김음이 하행 해결되어야 하는 규칙에 관한 원리 제시는 제2부 제4장 5. 엄격 대위

법에서 불협화 당김음의 하행 해결 법칙과 당김음 유형들에 대한 제한들 (5. The law

of downward resolution of the dissonant syncope in strict counterpoint and the

limitations it imposes on the types of syncopes) 261-270. 을 참고하였다.

94) 강박에서 희생된 협화음은 이전 마디의 약박 협화음으로 대체된 것으로 발견하게 된

다. 붙임줄로 묶인 이러한 대체음은 불협화음으로, 선행되는 협화음의 정체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7도 당김음이 만들어진다.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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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불협화음을 해결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붙임줄은 다음 음

의 지연(delaying)이란다. 왜냐하면, 불협화음들은 항상 가장 가까운 협화

음으로 순차 하행하여 해결되기 때문이지. (악보27–a) 그리고 이 지연이 제

거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단다. (악보27–b) (F: p.56)

[악보22. 푹스의 당김음 하행 해결 원리 인용] (S: ex.403, 404 / F: fig.63, 64)

(a) (b)

위에서 다루었던 항목 외에도 제4종의 주된 개념과 규칙들을 설명하

는 데 있어 쉔커는 푹스의 관점과 원리를 많은 부분 인용한다. 이 때 푹

스에 대한 쉔커의 가치 평가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지만, 주목할 것은 쉔

커는 어떤 개념과 규칙을 제시하는 데 있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원리

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였고, 이를 위해 푹스의 관점을 인용(첨부)하

여 자신의 원리를 보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3.3.5. 제5종: 이전 종들의 혼합 (Chapter 5. The Fifth

Species: Mixture of the Preceding Species)

쉔커는 제5종에서 엄격한 규칙보다는 종들의 혼합으로 인해 발생되

는 다양한 리듬형을 제시하는 것에 주력한다. 이는 또한 당김음 해결의

다양한 형태의 발생으로까지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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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측면들

1. 제5종의 목적

2. 8분음표 음가가 포함됨

Beginning

3. 시작부분의 구성

Main Body

4. 각 종들이 혼합 대위법의 형태로 섞일 때의 균형의 조건

5. 적용의 연장: (a) 혼합 대위법에서 제1종의 사용

6. (b) 혼합 대위법에서 제2종의 사용

7. (c) 혼합 대위법에서 제3종의 사용

8. 한 마디 안에서 2분음표와 두 개의 4분음표가 혼합될 수 있는 3가지

형태

9. 새로운 당김음 형태

10. 혼합 대위법에서 8분음표

11. 종의 혼합으로 인해 첫 번째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불협화 계류음에

대한 새로운 해결 형태: (a) 4분음표의 경우

12. (b) 4분음표와 8분음표의 경우

13. 몇몇 이전 원칙들의 재조합

Cadence

14. 종지의 구성

예시 (Exerceise)

연습 예시들에 대한 조언

[표18. 제 2부: 2성 대위/제5장. 제5종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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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규칙

(General Aspects)
Ÿ 제5종의 목적

구조

Beginning Ÿ 시작부분의 구성

Main Body

Ÿ 2분음표 한 개, 4분음표 2개가 혼합되는 3가

지 조합

Ÿ 새로운 당김음 형태

Ÿ 혼합대위법에서 8분음표

Ÿ 불협화 계류음의 새로운 해결 형태 중 4분음

표와 8분음표의 조합

Cadence

예시 (Exerceise)

푹스의 제5종에서는 다양한 리듬형에 대한 체계적인 언급을 찾아 볼

수 없지만 쉔커의 맥락에서 역시나 많은 부분 인용되고 있음을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19. <2성 제5종>에서 푹스가 인용된 항목들]

종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 푹스의 관점은 [제5종]95)에서도 인용

된다. 쉔커는 제5종을 “앞에서 배운 모든 종들의 자유로운 혼합”으로 정

의하고, 푹스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이 종은 장식 대위법으로 불리는데, 왜냐하면 모든 꾸밈음, 장식적 움직임,

다양한 변주들의 모든 방법들이 마치 화원과 같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S: p.310 / F: p.64)

95) 제5종의 개념에 관해서는 제2부 제5장 1. 제5종의 목적 (1. The purpose of the fifth

species) 310.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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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의 혼합의 결과로써, 쉔커는 [2분음표와 두 개

의 4분음표로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리듬형]96)을 분류하여 제시한다. 그

는 이 리듬형들의 성격과 원리를 설명하면서 푹스에게서 나타나는 각각의

유형들을 예시로 인용한다.

첫 번째 조합인 2-1-1형( )은 강박에 긴(2) 음가, 약박에 짧은(1)

음가가 심리적인 조화를 만들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조합이다. 쉔커

는 푹스가 제5종에서 이 유형만을 사용한다고 언급한다.

두 번째 조합인 1-1-2형( )은 첫 번째 조합에 역행하는 형태로,

약박에서의 갑작스러운 2분음표(2)의 등장으로 인해 리듬적 움직임의 안

정 상태를 느끼게 된다.97) 이로 인해 우리 귀는 강박의 4분음표(1)의 박

절은 잊게 되고 “중간휴지”(caesura)라는 모순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

이다. 여기서 쉔커는 이 문제를 2분음표의 당김음 처리로 극복할 수 있음

을 푹스의 설명과 예시를 통해 보여준다.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 이야기는 규칙보다는 좋은 조언이란다. 마디의 첫 부

분에서 붙임줄 없이 두 개의 4분음표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이는 마치 막

종지하려는 모습일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곡 중간에) 쓰고 싶다면 붙임

줄을 사용하거나 여기에 두 개의 4분음표들을 추가하여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더 좋겠구나.” (S: p.317 / F: p.67)

[악보23. 푹스가 제안한 1-1-2 유형의 적용 인용] (S: ex.469 / F: fig.89)

96) 제5종에서 사용가능한 리듬 유형에 대해서는 제2부 제5장 8. 한 마디 안에서 한 개의

2분음표와 두 개의 4분음표가 혼합될 수 있는 3가지 조합 (8. The three possible

combinations of a half-note with two quarters in the same bar) 315-321. 을 참고하

였다.

97) 이는 강박에 놓인 짧은 음가(4분음표)가 약박에서도 같은 길이, 즉 한 박의 길이로 연

장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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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쉔커는 위의 인용구에서, “좋은 조언”이라는 단어는 푹스가 이 문

제를 어떤 절대적인 규칙으로 단언할 만큼 본질적인(심리적) 원리를 근거

로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푹스의 설명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조합인 1-2-1 형( )에서 쉔커는 이 유형이 엄격

대위법에서는 절대 적절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신 자유 작법에서의 예를

제시한다.98)

3.4. 3성 및 4성 대위 (Part Three & Four. Three &

Four-Voice Counterpoint)

3.4.1. 제3부. 3성 대위

쉔커는 3성 대위의 개념을 “2성 대위의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성

부 한 쌍에 세 번째 성부 하나가 추가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3

성 대위 역시 2성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며, 실제적인 규칙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쉔커의 3성 대위 전반의 핵심 중 하나이다. 그는 이러한

3성 대위의 핵심을 2성 대위의 하나의 “연장된 현상”으로 표현한다. 이

98) [악보24. 자유작법의 1-2-1 유형] (S: ex.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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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1종 (1:1)

일반적인 측면들

2성을 기초로 한 성부 진행은 3성 대위에서도 존재함

2. 협화음정 원칙의 연장(prologation)

3. 6/5-, 6/4-, 5♭/3 울림(sonority)의 금지

4. 3성 대위에 요구되는 원칙으로서 3화음의 완성

5. 3성 대위에서 2성 대위의 성부 진행 법칙의 연장

6. 조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3화음의 불완전함

7. 3성 대위의 외성에서, 2성 대위의 원칙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속,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8. 일반적으로 3화음적인 가능성을 위한 외성간의 음정들의 구분

9. 3화음적 가능성: (a) 외성이 유니즌일 때

10. (b) 외성이 옥타브일 때

11. (c) 외성이 5도일 때

12. (d) 외성이 3도일 때

13. (e) 외성이 6도일 때

14. 위의 사항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

15. 엄격대위법과 자유 작법의 울림(sonority)의 의미 차이

16. 음의 반복 역시, 엄격대위법의 울림의 순수한 성부 진행 특성에 의

연장된 현상은 그 자체로 모든 3성 대위법의 수직적, 수평적 원리들을 만

족시키며, 이를 2성 대위와 비교했을 때 수직적 원리는 하나의 음정에서

울림(sonority 또는 화음)이라는 단위로 변화되었고, 수평적 원리는 여전

히 성부 진행이라는 공통된 범위를 전제로 한다. 아래 제시한 목차는 2성

에서 연장(지속)된 3성 대위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표20. 제 3부: 3성 대위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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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정됨

17. 절대적인 의미 안에서 성부 진행의 본질적인 독립성이 어떻게 음정

의 중복이라는 개념을 산출해내는가

18. 상행하는 이끈음의 중복 금지

Beginning

19. 시작부분의 구성

Main Body

20. 몇몇 옛 원칙들의 재조합

21. 개리위치와 밀집위치에 관하여

22. 허용되는 비병행 유사진행

23. 6/3 화음에 대한 몇 가지 특별한 언급

24. 두 개의 장3도의 연속

25. 전조와 성부 대사(cross-relation)

26. 부분(반) 종지

Cadence

27. 종지의 구성

예시 (Exerceise)

앞의 연습들에 대한 조언

제2장. 제2종 (2:1)

일반적 측면들

2. 강박의 수직적 화성과 수평적 2분음표 간의 관계, 특히 약박의 협화

또는 불협화에 대하여

3. 5-6(6-5): 화성의 변화인가 협화적 경과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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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4. 시작부분의 구성

Main Body

5. 몇몇 옛 원칙들의 재조합

6. 그 밖의 강박 사이에서 금지된 병행5도나 병행8도는 3도 도약에 의

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나?

Cadence

7. 종지의 구성

Exercise

앞의 연습들에 대한 조언

제3장. 제3종 (4:1)

Main Body

1. 4분의 1의 공간에 관하여

2. 몇몇 옛 원칙들의 재조합과 연장

3. 병진행

Cadence

4. 종지의 구성

예시 (Exerceise)

앞의 연습들에 대한 조언

제4장. 제4종 (당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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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원칙

1. 3성 대위의 당김음 역시, 외성의 셋팅은 2성 작법의 지속적인 매개

체로 남아있다.

2. 2성의 당김 원리에서 유래된 결과의 리뷰와 분류

3. 3성 대위가 어떻게 불협화 당김의 하행해결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

고 확고하게 하는가

4. 2성 대위에서 유래된 당김음 개념이 3성 대위에서 엄격하게 적용되

면서 나온 결과들: (a) 당김음 개념의 완전한 동일성

5. (b) 3성 대위에서도 변하지 않는 당김음 개념의 순수한 표현으로서

의 이중 해결음 금지

6. 개별적인(각각의) 당김음 유형들에 관한 다양한 소견

Beginning

7. 시작부분의 구성

Main Body

8. 3성 셋팅의 조건이 어떻게 당김음 종에서 실현되는가

9. 5도의 연속

Cadence

10. 종지형

Exercise

앞의 연습들에 대한 조언

제5장. 제5종 (혼합)

1. 몇몇 옛 원칙들의 재조합과 연장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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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연습들에 대한 조언

제1종

Ÿ 다양한 3화음적 가능성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

Ÿ 엄격대위법과 자유 작법의 울림(sonority)의 의미 차이

Ÿ 음의 반복 역시, 엄격대위법의 성부 진행 특성에 의해 결

정됨

Ÿ 상행하는 이끈음의 중복 금지

Ÿ 시작부분의 구성

Ÿ 몇몇 옛 원칙들의 재조합

Ÿ 허용되는 비병행 유사진행

Ÿ 6/3 화음에 대한 몇 가지 특별한 언급

Ÿ 두 개의 장3도의 연속

Ÿ 종지의 구성

제2종

Ÿ 강박의 수직적 화성과 수평적 2분음표 간의 관계

Ÿ 시작부분의 구성

Ÿ 그 밖의 강박 사이에서 금지된 병행5도나 병행8도는 3도

도약에 의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나?

Ÿ 종지의 구성

위에서 제시한 3성 대위의 내용 전체는 궁극적으로 ‘수평적 성부

진행’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3성 구조에서 발생하는 수직적 울림

(sonority)이 하나의 화음(3화음)의 개념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든 규칙들이 정선율에 대한 대위선율의 선적 움직임 자체에 더 큰 의미

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쉔커의 3성 대위는 연장된 2성 규칙을

토대로 성부 진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규칙들이 주된 내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쉔커는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원리를 보완하고,

규칙의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도구로서 푹스를 인용한다. 다음은 푹스

가 3성 대위에서 인용된 항목들이다.

[표21. <3성 대위>에서 푹스가 인용된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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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스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알로시우스: 우선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화성적 3화음

(harmonic triad)은 각 마디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종 Ÿ 병진행(푹스의 음악예시만 인용)

제4종

Ÿ 개별적인 당김음 유형들에 관한 다양한 소견

Ÿ 시작부분의 구성

Ÿ 5도의 연속

제5종 (인용 없음)

3성 대위의 규칙들이 2성 대위의 연장이자 수평적 성부 진행을 위한

것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부분은 [3성 대위를 구성하는 울림(화음)의

유형들]99)에 대한 처방이다. 쉔커는 여기서 유니즌, 3도, 5도, 8도로 구성

된 완전협화음 외에도 6도를 포함하는 6화음 형태의 협화음(6/3 또는

6/1)을 3성 대위에 포함시킨다.100) 그는 특히 6화음 형태의 울림에 대해

이는 이미 2성 대위에서 얻어진 6도의 우수성을 3성에서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며, 울림 자체가 화성적 범위를 연상시키는 것이라 해도 이는 2

성 구조를 토대로 한 순수하게 대위법적인 결과물임을 강조한다.

[악보25. 3성 대위에 허용되는 울림의 유형들] (S: ex.4)

이 규칙에 대해 쉔커는 푹스의 3성 첫 대화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99) 3성 제1종에 포함될 수 있는 울림의 음정 구조, 그리고 6도의 사용에 관한 문제는 제

3부 제1장 14. 위의 사항(유니즌, 3도, 5도, 옥타브, 6도로 인해 만들어질 수 있는 3화음

적 가능성)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 (14. Conclusions drawn from the above

considerations) 9-14. 을 참고하였다.

100) 6도를 포함하는 형태 중 6/4 는 4도의 불협화적 성격 때문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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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제푸스: 화성적 3화음이 무엇입니까?

알로시우스: 그것은 3도와 5도로 구성된 체계101)를 말하지.

요제푸스: 하지만 이 3화음의 사용을 방해하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알로시우스: 때때로 더 나은 선율선을 위해서 3화음에 속하지 않은 협화음

인 6도와 옥타브를 사용하게 되지. 더 자주는 3화음은 두 개의 5도나 8도의

연속 진행(병행)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되어야만 하는데, 이 때 5도 대신, 6

도나 옥타브가 사용될 수 있단다. (S: pp.10-11 / F: pp.71-72)

[악보26. 선율선을 위해 사용한 푹스의 6도 예시 인용] (S: ex.6 / F: fig.91)

위의 인용문은 푹스 역시 6도를 포함한 3화음을 3성 대위에서 사용하였

고, 이는 더 나은 선율선 또는 병행 5도와 8도를 피하기 위한 수평적 성

부 진행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푹스가 물론 3화

음이라는 용어는 사용했지만 그의 목적은 3화음적 울림이 아닌 2성을

기반으로 한 선율적 움직임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수평적 성부 진행뿐

만 아니라 3성 역시 2성의 연속으로 보는 쉔커의 관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3성에서 3화음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제2종에서 쉔커는 [약박에 나오는 음의 성질]102)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즉

101) 만(A. Mann)은 ‘체계’(system)를 ‘조합’(combination)으로 번역하였다.

102) 약박을 통한 3화음의 완성에 관한 문제는 제3부 제2장 2. 강박의 수직적 화성과 수

평적 2분음표 간의 관계, 특히 약박의 협화 또는 불협화에 대하여(2. The relationship

of hte vertical harmony of the downbeat to the half-notes of the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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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박이 협화음일 경우 강박에 나온 3화음의 화성을 지속시키거나 변화시

키지만 약박이 불협화음일 경우 오히려 그 화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쉔커는 수평적 성부 진행을 통해 수직적 3화음의 존재를 부각시

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27. 약박에 의해 결정되는 3화음의 예] (S: ex.91)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푹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인용한다.

대위법의 모든 종에서 강박에 떨어지는 음은 주목을 얻게 된다. ... 하지만

네가 화성적 3화음을 강박에서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두 번째나 세 번

째 박에서 채워 넣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단다. (S: p.59 / F: p.91)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푹스는 약박을 통해 한 마디 안에서 (온전

한) 3화음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규칙을 제시하고 있고, 쉔커는 푹스 역

시 3성에서 화음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푹스 자신이 이러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한 마디 안에서 3화음을 완성하지 못한 예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는 푹스에 대한 지적으로 보이지만, 이 오류는 오직 성부 진행의 일관

성이라는 그의 목표 때문이었다는 쉔커의 언급을 통해 쉔커가 여전히 울

림보다는 성부 진행에 우선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용을 통해 쉔커는 3성 대위의 모든 규칙들이 2성 대위의

엄격한 규칙들의 연장103)이며, 개별적인 울림(화음) 자체 보다는 수평적

direction, specifically to the consonant or dissonant upbeat) 55-60.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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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1종 (1:1)

일반적인 측면들

1. 중복(doubling)에 관하여

2. 4성 대위의 토대가 되는 외성간의 2성 대위의 정당성

3. 개리위치와 밀집위치

4. 두 개의 하성에서 연장된 3도의 연속이 주는 효과

Beginning

5. 시작부분의 구성

Main Body

6. 성부교차(voice crossing)에 관하여

7. 비병행 유사진행에 관하여

Cadence

성부 진행을 모든 규칙과 원리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자신의 관점이

푹스와 일정 부분 상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2. 제4부: 4성 대위

[표22. 제 4부: 4성 대위의 목차]

103) 2성 규칙의 연장이 강조되는 부분은 특히 병행금지 규칙에 관한 것인데 이 때 쉔커

는 푹스 역시 동일하게 병행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병행이 사용된 연습예시가 여

전히 발견됨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비판한다. 아래 인용문은 3성 제4종의 병행 금지 부

분에서 발견되는 쉔커의 푹스 비판이다.

“푹스와 알브레히츠베르거 모두 여러 가지 당김음 유형으로부터 발생하는 병행5도의

사용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보이지 않는다.” (S: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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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지의 구성

Exerceise

제2장. 제2종 (2:1)

1. 몇몇 옛 원칙들의 재조합

Exerceise

제3장. 제3종 (4:1)

1. 어떤 옛 원칙들의 재조합

Exerceise

제4장. 제4종 (당김음)

1. 몇몇 옛 원칙들의 재조합

2. 불협화 당김음에 수반되는 성부들

Exercise

제5장. 제5종 (혼합)

Exercise

제1종

Ÿ 시작부분의 구성

Ÿ 성부 교차

Ÿ 비병행 유사진행

[표23. <4성 대위>에서 푹스가 인용된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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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인용 없음)

제3종 Ÿ 옛 원칙들의 재조합

제4종 Ÿ 불협화 당김음에 수반되는 성부들

제5종 (인용 없음)

4성 대위 역시 수평적 성부 진행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

쉔커는 먼저 3성에서 한 성부가 더 추가됨에 의해 발생하는 [중복

(doubling)]104)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시작 부분에서 네 성부 각각의 [구성

음의 수직적 배열]105)에 관한 문제를 푹스를 인용하며 다룬다. 그리고 이

러한 내용을 기초로 성부 진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규칙들을 계속해서

제시한다. 그 중 한 가지 예는 [성부 간의 교차(voice-crossing)]106)에 대

한 쉔커의 언급과 푹스 인용 예시이다.

4성에서 성부교차는 좋은 성부 진행을 만들고 많은 오류를 예방할 수 있

다. 푹스 역시 정선율인 베이스와 테너를 종종 교차시킨다. (S: p.132)

104) 4성에서 중복될 수 있는 음에 관한 문제는 제4부 제1장 1. 중복(doubling)에 관하여

(1. About doublings) 124-127. 을 참고하였다.

쉔커는 4성 텍스처에서 한 음의 중복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 때 옥타브 중복이 가

장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그는 푹스 역시 4성에서 한 음의 중복의 불가피함에 대해 언

급하고, 이 때 옥타브 중복은 잘못된 것이며, 3도나 5도가 중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음을 인용을 통해 보여준다. 그러나 쉔커는 푹스가 그의 연습예시에서 옥타브 중복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05) 시작부분에서 사용해야 할 3화음의 유형에 관한 문제는 제4부 제1장 5. 시작부분의

구성 (5. Construction of the beginning) 131-132. 을 참고하였다.

쉔커는 4성에서도 시작부분의 구성을 강조한다. 특히 4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때 3화음은 자연스러운 배열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6/4

형태는 제외한다. 이 때 쉔커는 푹스 역시 첫 번째 마디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언급한

다. 첫째 마디를 잘 조직했을 때 다음 마디들이 쉽게, 오류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

급한 푹스를 인용하였다.

106) 성부간의 음역 교차는 제4부 제1장 6. 성부교차에 관하여 (6. About voice-crossing)

132-133.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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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8. 푹스를 인용한 성부 교차의 예시] (S: ex.221 / F: fig. 165)

또한 [최상성부(upper voice)의 처리]107) 문제에서 역시 성부 진행의 중요

성은 강조된다. 쉔커는 선율의 유려함(좋은 성부 진행)은 특히 상성에서

더 큰 주목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 때 쉔커는 상성부와 베이스의 관계,

상성부와 그 밖의 성부와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푹스를 인

용하여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푹스): ... 진행 규칙들은 가능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특히 상성부와 베

이스의 관계, 그리고 그것들(상성부에 수반되는 그 밖의 성부) 사이에서의

상성부의 관계는 주목해야 한다. (F: pp.109-110)

(쉔커): 우리는 그의 연습 예시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 예시에서 베이스가 4도, 5도, 6도로 움직이는 데 대하여 상성부는

2도로 움직여 결과적으로 잘못된 진행을 보여준다. (S: pp.133-134)

[악보29. 상성부의 잘못된 진행 예시 인용] (S: ex.223 / F: fig.163, 168, 167)

107) 4성 구조에서 상성부의 중요성은 7. 비병행 유사진행에 관하여 (7. About nonparallel

similar motion) 133-140.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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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시우스: 리가투어를 각 성부에서 한 마디 동안 온음표와 함께 울리게 한

다면, 이 종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란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 리가투어

마디에서 만약 7도가 5도와 함께 사용된다면 여기서 불협화가 발생하기 때

문이지.

(S: ex.252 / F: fig.190)

여기서 붙임줄로 묶인 음이 해결될 때 이 음은 테너와 불협화를 이루고 이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란다.

요제푸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로시우스: 테너의 온음표를 반드시 분할해야 하겠구나.

(S: ex.253, F: fig.191)

요제푸스: 하지만 이 종에서 온음표를 분할하는 것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로시우스: 맞아, 가능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지. 하지만 네가 위의 예에

서 보았듯이, 많은 경우에서 필요에 의해 분할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단

4성에서 쉔커가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은 제4종의 [불협화 당김

음에 수반되는 성부]108)에 관한 규칙이다. 그는 푹스가 불협화 당김음에

수반된 다른 성부를 2분음표로 분할하는 경우를 제시한 내용 전문을 인용

하였는데,109) 푹스의 이 제안은 쉔커 자신이 다음 장에서 다룰 ‘자유 작법

으로 가기 위한 결합된 종의 기초이자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8) 제4종에서 당김음 성부를 제외한 세 성부의 용법은 제4부 제4장 2. 불협화 당김음에

수반되는 성부들 (2.Accompanying voices for the dissonant syncopes) 155-161.을 참

고하였다.

109) 본고에서는 푹스 전문 중에 분할의 개념을 설명하는 일부분만 제시함을 밝힌다. 쉔

커는 개념 설명에 이어 이 개념이 화성적 맥락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모두 인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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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리가투어와 세 개의 온음표를 써야하는 상황의 규칙은 그렇게

엄격하게 준수될 수 없단다.

(S: p.156 / F: p.129)

쉔커는 위와 같은 푹스 (전문)인용을 통해 위와 같은 분할 개념에 대한

세부적인 원리와 과정, 그리고 중요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개념이 푹스에 의해서 확립된 것 역시 인정한다. 그러나 그의 시각에

서 볼 때 푹스는 이 개념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내적인 일관성이 없기 때

문에 여러 가지 모순과 혼동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주

장한다. 푹스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 그리고 이로부터 제기된 부분적인 비

판의 내용들은 마지막 장인 ‘자유 작법으로 가는 다리’에서 쉔커의 방식으

로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110)

3.5. 자유 작법으로 가는 다리 (Part Six. Bridges to

Free Composition)

앞 장에서 제시한 푹스의 ‘분할’된 종의 예시는 쉔커의 마지막 챕터

에서 “자유 작법으로 연결시키는 예술적이고 논리적인 다리(bridge)”로 응

용된다. 쉔커의 논리에 의하면 이는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원리와 법칙

중 선택된 소수들로부터 만들어진 합(synthese)이다.111) 그러므로 푹스의

시도로부터 시작된 쉔커의 “다리”는 곧 모든 종의 결합이자 각각의 종

별 구조들이 자유 작법의 형태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푹스를 비롯한 『대위법』 전권에서 인용하였던 옛 이론가

110) 제6부 자유 작법으로 가는 다리 이전에 제5부에서 쉔커는 5-8성 대위에 대해 간략하

게 언급한다. 그는 성부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본적인 대위법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푹스 4성의 마지막 장을 인용하면서 언급한다.

“...4성에서 더 많은 다성 작품을 만들어갈 때 규칙의 엄격함은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

다.” (S: p.168 / F: p.139)

111) H. Schenker, Counterpoint Ⅱ, 18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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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성부수 구성 유형

제2종의 결합

3성 정선율+(제2종x2)

4성

정선율+제1종+(제2종x2)

정선율+(제2종x3)

제3종의

(결합된 유형과)

합병

3성 정선율+제2종+제3종

4성

정선율+제1종+제2종+제3종

정선율+(제2종x2)+제3종

3성 정선율+(제3종x2)

4성

정선율+제1종+(제3종x2)

정선율+제2종+(제3종x2)

정선율+(제3종x3)

제4종의

(결합된 유형과)

합병

3성 정선율+제2종+제4종

4성

정선율+제1종+제2종+제4종

정선율+(제2종x2)+제4종

3성 정선율+제3종+제4종

들이 이러한 다리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합의 유형

들을 제공한다.

[표24: 자유 작법으로 가는 다리, 즉 각 종(species)의 결합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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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정선율+제1종+제3종+제4종

정선율+제2종+제3종+제4종

정선율+(제3종x2)+제4종

3성 정선율+(제4종x2)

제5종의

(결합된 유형과)

합병

4성

이상
자유 작법의 형태 -

쉔커는 이러한 유형들을 제시하면서 특히 푹스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푹스의 규칙과 원리들이 전반적으로 탁월하지만 그 탁월함

이 자유 작법에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었으며,

이것이 교육자로서의 푹스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가 추구하

고자 했던 명쾌함과 유용함이라는 교육적 목표에 한계를 가져다주는 결과

를 낳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

실은 쉔커가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적 결과들이 푹스의 규칙과 원리를 토

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바꾸어 말하면 쉔커의 업적은 푹스의 이

론적 결과물에 대한 심층적인 수용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

라고 하겠다. 즉, 궁극적으로 쉔커는 반드시 푹스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고 이는 둘 사이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관계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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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논의

지금까지 쉔커의 『대위법』에서 푹스가 인용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

하여 푹스 인용의 특징과 쉔커의 관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쉔커

와 푹스의 관계에 있어, 쉔커가 푹스를 왜 인용하게 되었는지, 쉔커는 푹

스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그리하여 자신의 이론(저서)에서 나타나는 수

용의 결과와 의미는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었다.

1. 쉔커의 진정한 원리: 성부 진행(voice leading)

쉔커가 제1권 서문에서 밝혔듯이 그가 푹스를 인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이론적 원리의 초석이자 본질이 푹스의 엄격한 이론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곧 20세기의 혼란스러운 음악

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성부 진행 이론’이며, 여기서 쉔커가 푹스를

필두로 옛 이론가들의 대위법에서 발견되는 모든 오류와 한계점들을 찾아

내고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도한 것은 바로 성부 진행이라는 진정한 이

론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쉔커의 푹스 수용은 그가 자신

의 성부 진행 원리를 하나의 절대적 진리로써 서양음악의 역사적 정당성

과 권위를 획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2. 푹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 수용

앞서 밝힌 푹스 수용의 근거는 쉔커가 푹스에 대해 양면적인 수용양

상을 보인다는 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는 우선 푹스 대위법이 자신

의 이론의 초석이라는 전제하에 푹스의 많은 엄격한 규칙들의 개념과 원

리를 인용하였다. 단,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념

과 원리를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리를 보완

하는 것으로 사용하였고, 한편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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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게서 나타나는 오류와 한계점들을 지적하면서 이를 자신의 주장의 근

거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때 쉔커가 지적한 푹스는 그의 규칙 자

체가 아니라 규칙에 대한 추론 과정 또는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을 주로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용양상에서 특히 비판적 수

용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푹스의 오류를 제거하는 작업이 곧 이 이론

서에서 쉔커가 목표로 하는 자신의 (진정한 원리인) 성부 진행을 보여주

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쉔커 스스로가 서문에서 강조하였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3. 푹스를 통해 비추어 본 쉔커의 대위법: 푹스의 진화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푹스 수용에 의한 쉔커 대위법 이론의 결

과와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중 첫째는 쉔커에게서 발견되는 대위법 개념의 독자성이다.(4.1.

서문과 도입부 참고) 먼저 쉔커는 엄격한 규칙의 기준을 푹스를 수용함을

통해 제시하였고, 이러한 규칙과 대위법 양식(작품)의 철저한 분리를 강력

하게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푹스를 비판하는 동시대 양식적(비종별) 대위

법이 추구하는 방향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그는 푹스 전통

을 따르면서도 대위적인 양식(푸가, 모테트 등)을 결부시켜 규칙들을 전개

하는 푹스에 긍정적인 수용 경향과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

에서 쉔커는 동시대 대위법의 푹스 수용이 긍정과 비판이라는 이분법적으

로 양분된 양상 속에서 푹스 전통에 대한 독자적인 대위법 개념을 제시하

였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쉔커가 푹스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수용했고, 이를 통

한 발전의 단계까지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동시대 일반적인 푹스 수용의

쟁점은 주로 푹스의 종별 체계를 중심으로 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피

상적 수용이었다. 그러나 쉔커는 푹스 이론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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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위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쉔커의

작업을 통해 기존 이론의 오류와 한계를 제거한 순수한 ‘성부 진행 원

리’, 즉 자신의 총체적인 분석 이론의 출발 및 핵심을 보여주었다는 점

에서 푹스를 수용한 동시대 이론가들과 차별됨과 동시에 푹스의 이론적

업적을 뛰어넘는 발전의 계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쉔커는 푹스의 이론을 자신의 이론의 핵심인 ‘근본구조

의 들음’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쉔커의 성

부 진행 원리는 궁극적으로 분석을 위한 구조의 들음112)을 추구한다.113)

즉, 푹스의 종별 대위법을 기초로 하는 음악의 절대적인 근본구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쉔커는 2성, 3성, 4성으로 조합

된 음정들의 구조가 단순한 음정의 병렬이 아니라 현상과 원리에 입각

한 규칙들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근본구조의 ‘진화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 푹스의 이

론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쉔커 대위법에 있어 푹스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쉔커의 푹스 수용은 단순히 작곡을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 및 도구로서의 수용을 넘어선, 푹스를 통한 쉔커 자신의

이론의 독자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써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12) 여기서 들음이란 장식(축소)되어 있는 작품 자체에서 그 안에 숨어있는 구조적 관계

로 향한다는 점에서 대위법 이론의 분석적 성격 면모를 나타내는 예로 볼 수 있다.

113) Felix Salzer(임우상;전지호 공역), 『음악의 구조적 들음』(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

사, 198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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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20세기 대위법 이론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이 시기의 대위법 이론서들에 나타나는 푹스의 수용 양상을 살펴

보고 그의 영향력을 재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푹스의 『파르나소스에 오르는 계단』(Gradus ad Parnassum)은 작

곡을 위한 학습의 기초이론서로 출판된 이후 대위법 이론의 역사적인 흐

름 속에서 다양한 면모로 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푹스 수용에 대한 관

점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긍정적 또는 비판적으로 지속되어 왔고, 이론

사적 흐름상에서 볼 때 20세기 이전까지의 수용은 규칙과 교육을 중요시

하는 대위법의 규정적(prescriptive) 기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20

세기에도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지속되었으나 수용의 결과물은 이전 시

대와 큰 차이점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양상의 통시적 그

리고 공시적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 20세기 대위법 이론서와 특히 쉔커의

이론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새롭게 발견

할 수 있었다.

첫째, 20세기에 시작된 분석적(descriptive) 대위법 이론은 푹스의 종

별 체계와 엄격한 규칙을 거부하고 음악 작품 또는 양식 자체를 중요시하

는 비종별/양식적 대위법이라는 새로운 경향으로 표방되었으며, 이는 푹

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푹스의 수용이 중단된

것이 아니다.) 즉 푹스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대위법 이론의 새로운 패러

다임의 변화는 종별 전통을 계승한 경향과 함께 20세기 대위법의 성격과

기능이 변화하고 확장되었음을 증명하며, 20세기의 푹스 수용이 이전과는

다른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맥락 안에서 20세기 이론가 쉔커 역시 푹스를 중요하

게 다루고 있지만, 그의 푹스 수용은 단순한 ‘과거의 재구성’이 아니라 과

거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었다는 점에서 동시대 다른 이론가들의 수용

과 구별된다. 구체적으로 수용의 방법에 있어서 동시대 푹스에 대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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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접근방식은 종별 체계와 규칙의 엄격성 자체에 제한된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수용이었다면, 쉔커는 세부적인 푹스 대위법의 규칙(원리)들과

예시들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한편으로는 푹스에게서 발견

되는 오류와 한계점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원리를 제시하는 등 보다 체

계적이고 심층적인 방법으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러한 심층적 수용을 통한 쉔커의 대위법은 푹스의 엄격

한 규칙을 강조하되 이를 기초로 대위성부의 선적 진행(voice-leading)을

궁극적인 이론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대위법의 규정

적 기능과 분석적 기능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었고, 또한 푹스의

오류와 한계점의 제거를 통해 제시된 그의 대위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만의 이론적 체계(조성음악 분석이론)의 초석을 세우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쉔커에게 있어 푹스 수용은 필연적이었고, 단

순한 전통의 답습이 아닌 더 나아간 차원에서 발전의 계기로 삼았다는 점

에서 쉔커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세기의 푹스 수용 양상은 푹스의 영향력이 이 시기까

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푹스가 단순히 20세

기 대위법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등장한

대위법 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푹스의 (완고한) 규정적 대위법이

더 이상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일 수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서, 푹스의 또 다른 역할과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분석적 성

격의 비종별(양식적) 대위법은 푹스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시작될 수 있

었고, 규정적 그리고 분석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쉔커의 대위법에서는 푹

스 대위법의 도구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푹스의 영향력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전통으로

서 푹스의 유산을 재조명하고 그의 이론사적 위상, 그리고 대위법 이론의

역사적 재고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푹스 수용의 관

점에 따른 20세기 대위법 이론의 경향 분석과 이를 통해 밝혀낸 그 역사

적 의미는 20세기 대위법, 특히 쉔커의 대위법과 그의 이론 전반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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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과거는 역사 형성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현재의 이해는 그 가운데 존재하는 과거의 이해를 반드

시 수반해야 한다는 영향사적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생각한

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한 시대와 하나의 이론을 역사적 맥락 안에

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적 상관관계 연구의 출발점이자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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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ception of

Fux’s Counterpoi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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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Schenker’s Counter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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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pecies counterpoint established by Fux is a system that is in

the best accordance with the prescriptive characteristic of counterpoint

theory for composition teaching and had been consistently accepted by

later theorists. But in the 20th century, counterpoint has extended its

boundary further as the fundamental theory for music analysis, besides

having instructive function. Having such paradigmatic shift of

counterpoint as the background, I have come to the question of

whether Fux’s prescriptive counterpoint had been still valid in the 20th

century and started the inquiry on the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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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 thoroughly review Fux’s publication ‘Gradus ad

Parnassum’, point out its notable features, and contemplate how such

features of Fux were applied in the counterpoint of the 20th century. I

especially pay great attention on the counterpoint by Schenker, who

had been the most influencial theorist at the time, and analyze how

Fux’s counterpoint was received in his theory.

As a result, I discovered that the descriptive counterpoint

started in the 20th century was adopted as the new tendency called

non–species counterpoint that considers the musical pieces or styles

themselves as important elements, rather than the strict rules and

Fux’s species system, and this new tendency was premised on the

criticism against Fux. In other words, the new paradigm in

counterpoint through critical and selective acceptance of Fux verifies

the change and expans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counterpoint of the 20th century along with the succession of the

tradition of species counterpoint, and through this fact can it be seen

that the reception of Fux’s counterpoint in the 20th century conveys

historical significance, unlike in the preceding era. Especially,

Schenker’s reception of Fux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other

theorists of the same time in that it is not a simple reconstruction of

the past but active respond to the past. If the reception of Fux of

other theorists of the time was a mere superficial and passive

reception, Schenker went a step further and analyzed rules and

examples of Fux’s publication and modified his ow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and simultaneously showed more systematic and deeper

reception by criticizing Fux’s errors and limitations and suggesting his

principles. Schenker has presented both prescriptive and analytic

characteristics of counterpoint through having more profound 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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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s a consequence, he could confirm that he had this as the

cornerstone of his analytic theory for tonal music. Therefore, for

Schenker to receive Fux was something inevitable, and it may be

considered particularly significant in that it was actually an

opportunity of growth rather than a mere imitation of the tradition.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reception of Fux’s counterpoint in the

20th century in fact provides evidence regarding the fact that Fux’s

influence was still active during the time era. This is not solely based

on the fact that Fux exists in the counterpoint of the 20th century,

but there are also other notable roles and meanings found that exceed

his traditional prescriptive counterpoint in the new trend of the 20th

century. Thus, analytic counterpoint could start out with having

criticism against Fux’s counterpoint as its premise, and in Schenker’s

counterpoint, which possesses both characteristics simultaneously, there

may be found a new potential of Fux’s counterpoint that exceeds its

limit as a mere instrument.

Such an extensive research on Fux’s influence and power is a

necessary task for the re-illumination of Fux’s legacy and

reconsideration of his status in the history of music theory. And the

new trend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20th century counterpoint

with respect to the reception of Fux discovered in this research will

serve as a crucial piece of evidence for understanding the counterpoint

of the 20th century, especially Schenker’s theory overall. Therefore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s the importance of

influencial-historical research which attempts to understand the present

through past, and suggests an important method that contemplate a

specific historical period and a theory in the context of entire history.

And along with it, this research may serve as a initiation poi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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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historical correlation research to which such methodology

mentioned in this paper may apply and also be motivation for seeking

other various potentials.

Keywords: J. J. Fux, Species Counterpoint, Gradus ad P arnassum,

Function of Counterpoint, Non-species Counterpoint, H. Sche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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