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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중세시대 주요 다성음악 장르를 방대하게 담고 있는 몽펠리에

필사본(Montpellier Codex)은 현존하는 13세기 악보집 중 가장 많은

수와 다양한 종류의 모테트를 수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몽펠리에

필사본의 모테트 중 텍스쳐 및 성부 간 관계가 3성부 모테트에 비

해 한층 더 복잡하고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한 4성부 프랑스어

모테트 열여섯 곡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13세기 모테트는 불규칙성과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며 일관된

형식이나 작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테트의 가사와 음악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모테트에서 구조를 찾으려는 일부 학자들의 시

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테노르의 구조와 상성부의 관계에 초점

을 맞춰, 열여섯 곡의 4성부 모테트를 2회 반복 테노르, 다수 반복

테노르, 부분적 반복 테노르, 반복 없는 테노르, 아이소리듬적 테노

르를 가지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몽펠리에 필사본의 4성부 프랑스어 모테트들은 상

성부의 선율반복을 포함해 프레이즈 구조, 선율동기 및 음형의 배

치, 선율의 대립 및 응집의 관계, 종지, 가사의 내용, 각운, 주요 단

어, 숫자 상징, 가사의 유니즌-분리 구조 등 곡마다 다른, 다양한 방

식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열여섯 곡 모두 여러 음악적 요소

들과 성부 간 관계를 토대로 하는 구조적 통일성이 있었고, 한 곡을

제외한 모든 곡에서 이러한 구조는 테노르의 구조에 기반하고 있었

다. 이는 13세기 모테트에서 테노르 성부가 곡 전체의 구조를 결정

하는 핵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주요어: 4성부 모테트, 몽펠리에 필사본, 테노르 반복, 중세 모테

트, 프랑스어 모테트, 콰드루플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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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대상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몽펠리에 필사본(Montpellier Codex)은

13세기의 가장 중요한 다성음악 필사본이다. 정식 명칭은

‘Montpellier, Bibliothèque Interuniversitaire, Section Médecine H

196’이며, 오르가눔, 콘둑투스, 호케트, 모테트 등 중세시대의 주요

다성음악 장르들을 방대하게 담고 있다. 몽펠리에 필사본에 수록된

다성음악은 총 336곡으로, 이 중 318곡이 모테트이다. 13세기 모테

트를 찾아볼 수 있는 주요 필사본으로는 이 외에도 밤베르크,1) 볼펜

뷔텔 1,2) 볼펜뷔텔 2,3) 피렌체,4) 토리노,5) 라스 웰가스,6) 라 클레이

예트7) 등이 있으나, 현존하는 13세기 모테트 악보집 중 가장 많은

1) Bamberg Staatsbibliothek Lit. 115(Ba). 프랑스 동부에서 제작되었으며, 13세기 후반

(c.1260-80)의 라틴어 모테트 44곡, 프랑스어 모테트 47곡, 라틴어(M)-프랑스어(Tr) 모테

트 9곡을 수록한다. 이 중 4성부 모테트는 한 곡이다.

2) Wolfenbüttel Herzog August Bibliothek Cod. Guelf. 628 Helmst(W1). 13세기에 스코틀
랜드에서 제작되었으며 노트르담 악파 초기 레퍼토리(오르가눔, 콘둑투스-모테트, 콘둑투

스, 클라우줄라, 모테트)를 수록한다. 2곡의 4성부 콘둑투스-모테트와 4곡의 3성부 모테

트를 수록하고 있으며 모두 테노르가 없는 콘둑투스 형태이다.

3) Wolfenbüttel Herzog August Bibliothek Cod. Guelf. 1099 Helmst(W2). 프랑스에서 제

작되었으며 13세기 노트르담 레퍼토리(오르가눔, 콘둑투스, 모테트)를 수록한다. 170여곡

의 2성부 모테트, 40곡의 3성부 모테트, 1곡의 4성부 모테트가 수록되어 있다.

4) Florence Biblioteca Medicea-Laurenziana MS P luteus 29.1(F). 13세기에 프랑스에서

제작되었으며 노트르담 악파의 레퍼토리(오르가눔, 클라우줄라, 콘둑투스, 라틴어 모테트

와 콘둑투스-모테트)를 수록한다. 2곡의 4성부 콘둑투스-모테트, 26곡의 3성부 콘둑투스-

모테트, 40곡의 2성부 모테트, 3곡의 3성부 모테트를 수록하며, 4성부 모테트는 없다.

5) Turin Biblioteca Reale Vari 42(Tu). 1300년 경 리에쥬에서 제작되었다. 네 권으로 구성
된 필사본 중 네 번째 부분에 해당되며, 13세기 말에 만들어진 31곡의 3성부 모테트를

수록한다.

6) Burgos, Monasterio de Las Huelgas(Hu). 1300년 경 제작되었으며 주로 13세기 말 콘

둑투스, 라틴어 모테트(2성부 콘둑투스-모테트와 3성부 모테트), 기타 교회음악을 수록한

다. 4성부 모테트는 없다.

7) Paris Bibliothèque Nationale nouvelles acquisitions françaises 13521(Cl). 13세기에 제작
되었으며 13세기 전반의 음악을 수록한다. 이 필사본에 수록된 55곡의 모테트 중에는 라

틴어 3성부 모테트(6곡), 라틴어 4성부 모테트(1곡), 프랑스어 2성부 모테트(2곡),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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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다양한 종류의 모테트를 수록하는 것은 몽펠리에 필사본이다.

따라서 13세기 모테트의 분석을 위해서는 몽펠리에 필사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몽펠리에 필사본은 13세기에 모테트의 중심지 파리에서 총 여

덟 권으로 제작되었다. 여덟 권의 분책은 각기 다른 유형의 음악을

담고 있다. 분책 1권(ff. l-22
v
)에는 오르가눔과 클라우줄라, 호케트,

콘둑투스 등의 다성 전례음악이 수록되어 있다. 분책 2~6권에는 다

양한 유형의 모테트가 성부 수 및 가사의 언어에 따라 분류되어 있

다. 분책 2권(ff. 23v-62v)에는 프랑스어 4성부 모테트 열여섯 곡과

라틴어 4성부 모테트 한 곡이 수록되어 있다. 분책 3권(ff. 63-86v)에

는 라틴어 모테투스와 프랑스어 트리플룸을 가지는 11곡의 3성부

모테트가, 분책 4권(ff. 87-110v)에는 22곡의 라틴어 3성부 모테트가

수록되어 있다. 분책 5권(ff. 111-230v)에는 100곡의 프랑스어 3성부

모테트가 수록되어 있으며, 분책 3권과 5권의 부록에 추가로 각각 4

곡과 1곡의 모테트가 있다. 분책 6권(ff. 231-269v)에는 75곡의 프랑

스어 2성부 모테트가 수록되어 있다. 분책 7권(ff. 270-349v)과 8권

(ff. 350-397v)에는 각각 39곡과 42곡의 13세기 말 프랑스어, 라틴어,

라틴어 모테투스와 프랑스어 트리플룸, 프랑스어 모테투스와 라틴어

트리플룸의 3성부 모테트가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분책 2

권의 4성부 프랑스어 모테트 열여섯 곡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13세기의 4성부 모테트는 3성부 모테트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고 대다수의 곡이 3성부 구성으로도 남아있다. 때문에 13세기 모

테트 연구는 주로 3성부 모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테트족

(motet family) 연구처럼 3성부 모테트와 연계하지 않고 4성부 모테

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극히 드물다.8) 이렇게 4성부 모테트에

어 3성부 모테트(26곡), 프랑스어 4성부 모테트(7곡), 라틴어 모테투스와 프랑스어 트리플

룸으로 이루어진 3성부(8곡)와 4성부(5곡) 모테트가 있다.

8) 13세기 4성부 모테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예로 몽펠리에 필사본 분책 2권(34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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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콰드루플룸 성부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13세기 3성부 모테트에 집중

하는 연구자들 가운데 마크 에버리스트는 『13세기 프랑스어 모테

트(French Motets in the Thirteenth Century)』에서 콰드루플룸

성부는 대개 나머지 세 성부와 음정이 중복되거나 세 성부에서 부

족한 음정을 채워주고, 모테투스와 트리플룸 성부의 리듬을 따르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음

악적 추가라기보다는 가사의 추가라고 주장한다.9) 또한, 케빈 몰은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모테트, 샹송, 미사의 4성부 작법을 연구

한 논문에서 14세기 말까지도 대다수의 경우에 네 번째 성부는 곡

에서 없어도 무방한 성부였으며, “이는 종종 해당 악곡이 네 번째

성부가 없는 형태로도 현전한다는 점을 통해 입증된다”10)고 주장한

다. 에버리스트와 몰의 이러한 설명은 콰드루플룸 성부나 4성부 곡

에 대한 그간의 인식을 대변한다.

에버리스트는 콰드루플룸 성부에 음악적 중요성이 없다는 것

을 보여주기 위해 몽펠리에 필사본의 19번11) 모테트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모테트를 살펴보면, 에버리스트의 주장과 달리 콰

모테트 ‘Joliment en douce desiree / Quant voi la florete / Je sui joliete, sadete,
pleisnas / APTATUR’를 분석한 클라크의 논문과, 몽펠리에 필사본 분책 2권과 5권의

모테트 전곡의 가사를 연구한 로빈 스미스의 『몽펠리에 필사본의 프랑스어 3성부와 4성

부 모테트: 가사 편집, 번역, 해설』이 있다. Suzannah Clark, “‘S'en dirai chançonete’:

Hearing text and music in a medieval motet,” (P lainsong and Medieval Music, 16:1,
2007), 31-59; Robyn E. Smith, French Double and Triple Motets in the Montpellier
Manuscript: Textual Edition, Translation and Comentary, (Ottawa, Canada: The
Institute of Medieval Music, 1997).

9) Mark Everist, French Motets in the Thirteenth Century: Music, Poetry and Gen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51.

10) Kevin N. Moll, "Paradigms of Four-Voice Composition in the Machaut Era," (Journal
of Musicological Research, 22, 2003), 349.

11) 본 논문에서는 매번 네 성부의 인치피트를 모두 열거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

단하여 편의상 몽펠리에 필사본에 수록된 순서로 칭한다. 모테트 ‘Qui la vaudroit long

tans / Qui d'amors velt bien joïr / Qui longuement porroit / NOSTRUM’는, 몽펠리에

필사본의 19번째 곡이므로 ‘19번’이라 칭한다.



4

드루플룸 성부에 가사를 추가하는 것 뿐 아니라 음악적 기능도 있

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번 모테트에서는 24번째 완전형

(perfection)까지 트리플룸, 모테투스, 테노르의 휴지부 위치가 규칙

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콰드루플룸 성부는 나

머지 세 성부와 휴지부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트

리플룸 성부가 테노르와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세 성부 간

프레이즈 관계가 복잡해지면, 반대로 콰드루플룸 성부의 휴지부 위

치가 테노르 혹은 다른 상성부와 일치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같은

모테트족에 속하는 3성부 곡과 비교했을 때 4성부 곡은 1~24 완전

형 부분의 음악 텍스쳐가 더 복잡하다. 음악과 가사의 복잡한 텍스

쳐가 13세기 모테트의 주된 특징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9번 모

테트에서 텍스쳐를 복잡하게 만드는 콰드루플룸 성부의 음악적 기

능은 주목할 만하다(그림 1).

몰이 언급한대로 13세기 4성부 모테트 대부분이 3성부의 형태

로도 현존한다. 몽펠리에 필사본 분책 2권의 4성부 프랑스어 모테트

역시 16곡 중 14곡이 3성부 곡으로도 남아있다.12)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콰드루플룸 성부에 음악적 기능이 없다기보다는, 모테트가 3

성부 구성으로도 충분히 완성된 음악으로 여겨졌음을 의미한다. 4성

부 모테트는 이렇게 이미 완성된 것으로 여겨졌던 3성부 곡에 굳이

성부 하나를 더 얹은 것이다. 그 결과 텍스쳐 및 성부 간 관계가 한

층 더 복잡해진다. 이러한 사실은 4성부 모테트가 13세기 당시 모테

트를 만들고 들었던 사람들이 모테트로부터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

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며 가장 모테트다운 모테트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4성부 모테트 연구는 모테트라는 장르를 이해하는 데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4성부 모테트는 가사와 음악 모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부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보다 풍

12) 이 중 몽펠리에 필사본 분책 2권 모테트의 테노르-모테투스-트리플룸 구성으로 남아있

는 곡이 11곡, 테노르-모테투스-콰드루플룸 성부의 구성으로 남아있는 곡이 3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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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리라고 기대된다.

 <그림 1> 19번 프레이즈 구조

세로줄은 휴지부의 위치를, 가로줄은 프레이즈의 길이를 나타낸다.

몽펠리에 필사본은 레이노(1880년대), 록세트(1930년대), 티쉴

러(1978년) 등에 의해 현대악보로 출판되었다.13) 본 연구에서는 이

13) Gaston Raynaud, Recueil de motets français des XIIe et XIIIe siècles, publiés
d'après les manuscrits avec introduction, notes, variantes, et glossaires, (Pari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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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최근에 출판되었으며 록세트의 편집본을 수정, 보완한 티쉴

러의 편집본을 사용하였다. 모테트의 가사 해석은 티쉴러 편집본에

수록된 영어 번역과 로빈 스미스의 『몽펠리에 필사본의 프랑스어

3성부와 4성부 모테트: 가사 편집, 번역, 해설(French Double and

Triple Motets in the Montpellier Manuscript: Textual Edition,

Translation and Comentary)』, 휴오트의 『옛 프랑스 모테트의 알

레고리적 유희(Allegorical P lay in the Old French Motet)』의 영

어 번역을 참고하였다.14)

Vieweg, 1881-83); Yvonne Rokseth, Polyphonies du XIIIe siècle. La manuscrit H 196
de la Faculté de Médecine de Montpellier, (Paris: Éditions de l'oiseau-lyre,
1935-36); Hans Tischler, ed. The Montpellier Codex, (Madison, WI: A-R Editions,
1978).

14) Robyn E. Smith, French Double and Triple Motets in the Montpellier Manuscript:
Textual Edition, Translation and Comentary, (Ottawa, Canada: The Institute of
Medieval Music, 1997); Sylvia Huot, Allegorical P lay in the Old French Motet: the
Sacred and the Profane in Thirteenth-Century Polyphony,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1997). 스미스는 몽펠리에 분책 2권의 모테트 전곡의 시행을 구분하고 각운

체계를 소개하며, 영어 번역을 제공한다. 휴오트는 모테트 가사를 해석하면서 몽펠리에

분책 2권 모테트의 일부 가사를 영어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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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번호

폴리오 

번호 
인치피트

19 ff. 23
v
-25

r
Qui la vaudroit lonc tans / Qui d'amors velt bien

joïr / Qui longuement porroit / NOSTRUM

20 ff. 24v-27r
Celui en qui je me fi / La bele estoile de mer /

La bele en qui je me fi / IOHANNE

21 ff. 26v-28r
Plus bele que flor / Quant revient et fuelle et flor

/ L'autrier jouer m'en alai / FLOS

22 ff. 27
v
-30

r
Par un matinet l'autrier / Hé sire! que voz vantés

/ Hé, berchier! si grant envie / EIUS

23 ff. 29
v
-37

r
Dame, qui j'aim et desir / Amors vaint tot fors /

Au tans d'esté / ET GAUDEBIT

24 ff. 36
v
-39

r
A Diu commant / Por moi deduire / E[n] non Diu,

que que nus die / OMNES

25 ff. 39
v
-40

r
Chançonnete, va t'en tost / Ainc voir d'amors ne

joï / A la cheminee / PAR VERITÉ

26 ff. 40v-41r
Viderunt. Pou peu ne sui / Viderunt. Por peu li /

Viderunt. Par pou le cuer / VIDERUNT OMNES

27 ff. 40v-42r

Trois serors... La jonete / Trois serors... La

moiene / Trois serors... L'aisnee /

[PERLUSTRAVIT]

28 ff. 41
v
-44

r
Li doz maus m'ocit / Trop ai lonc tens en folie /

Ma loiautés m'a nuisi / IN SECULUM

29 ff. 44
v
-45

r

Dieus! mout me fet sovent / Dieus! je fui / Dieus!

je n'i puis / ET VIDE ET INCLINA AUTREM

TAUM

<표 1> 몽펠리에 필사본 분책 2의 4성부 프랑스어 모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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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ff. 45v-47r
Cest quadruple sans reison / Voz n'i dormirés

jamais / Biaus cuers renvoisiés / FIAT

31 ff. 46
v
-50

r
Qui voudroit femme esprover / Deboinerement /

Quant naist la flour / TANQUAM

32 ff. 49
v
-52

r
Le premier jor de mai / Par un matin me leva[i] /

Je ne puis plus durer sans voz / IUSTUS

33 ff. 51
v
-55

r
Ce que je tieng pour deduit / Certes mout est

bone vie / Bone compaignie / MANERE

34 ff. 55v-58r
Joliment en douce desiree / Quant voi la florete /

Je sui joliete, sadete, pleisnas / APT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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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제기

모테트는 복잡한 텍스쳐와 불규칙성을 특징으로 하는 장르다.

클라우줄라의 선율 프레이즈의 길이가 불규칙적이었기 때문에 클라

우줄라를 모태로 탄생한 모테트의 음악 프레이즈와 시행의 길이 역

시 불규칙적일 수밖에 없었다. 기존 클라우줄라를 가져다 쓰지 않고

상성부들을 새로 작곡하게 되었을 때에도 음악 프레이즈와 시의 불

규칙성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이는 13세기가 지나서까지도 모테트라

는 장르를 결정짓는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키드웰에 따르면 초기 2

성부 라틴어 모테트에서부터 발견되는 “수평적 불규칙성”은 성부 수

가 늘어나면서 “수직적 불규칙성”으로 확장되었으며, 초기 라틴어

모테트에서 확립된 이러한 음악적 특성이 계속해서 이 장르의 성격

으로 남았다.15) 스펙 역시 모테트가 내적 갈등을 선호하는 장르임을

밝힌 바 있다.16)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모테트를 기본적으로 복

잡하고 실험이 많이 이루어졌던 장르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13세

기 모테트에서는 어떤 일관된 형식이나 작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모테트가 복잡성을 추구하는 장르라는 근거로 13세기 모테트

의 프레이즈 구성 방식이 자주 언급된다. 여러 성부가 동시에 휴지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음악 프레이즈가 계속해서 ‘오버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3세기 모테트에서 성부들의 휴지부의 위치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휴지부는, 그리고 프레이즈의 길이는

곳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성부에서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또한, 모든 성부가 거의 같은 프레이즈 길이로 진행하며 휴지

15) Susan A. Kidwell, "The Selection of Clausula Sources for Thirteenth-Century

Motets: Some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Aesthetic Implications," (Current

Musicology, 64, 1998), 99.

16) Linda Jean Speck, Relationships Between Music and Text in the Late
Thirteenth-Century French Motet, (diss., University of Michigan, 1977),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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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계속해서 일치하는 곡도 있다. 이렇게 곡마다, 그리고 때로는

한 곡 안에서도 세부적인 부분마다 프레이즈 구성 방식이나 휴지부

의 배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데에는 분명히 음악적인 이유가 있으리

라고 생각된다. 어느 음악이나 그렇듯이 13세기 모테트에도 곡에 응

집성을 부여해주는 음악적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

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음형이나 선율동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요

소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음악적 구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13세기 모테트의 가사와 음악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구

조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몽펠리에 필사본에 수록된 16곡의

3성부 모테트를 가사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에반스는 가

사와 음악이 하나의 통일된 구조를 만든다고 주장한다.17) 스펙은 13

세기 모테트가 내적 갈등을 선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양한 구조

적 요인들 간에 연합(alliance)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18)고

말하면서 13세기 모테트의 가사와 음악에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스펙의 분석은 각각의 음악적 요

소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그쳤고, 에반스의 연구는 음악보다는 가

사에 치중되어 있다.

음악을 위주로 13세기 모테트의 구조를 분석한 예로는 몽펠리

에 필사본 분책 7권과 8권의 모테트를 연구한 에버리스트의 논문이

있다. 에버리스트는 프랑스어 세속노래를 테노르 선율로 사용하는

13세기 말 모테트들을 연구하면서 테노르 선율의 샹송 형식과 상성

부의 선율반복 사이의 연관성을 밝힌다. 그는 테노르에서 선율이 반

복될 때 상성부에서도 선율반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테트가 롱도

등 세속노래의 구조를 갖게 되며, 이러한 유형의 모테트가 1300년경

17) Beverly J. Evans, The Unity of Text and Music in the Late Thirteenth-Century
French Motet: A Study of Selected Works from the Montpellier Manuscripts,
Fascicle VII,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3).

18) Speck, Relationships Between Music and Text,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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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 샹송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보다 이른 시기에 작곡

된 ‘옛 악보집(old corpus)’19)의 모테트에 대해서는 테노르 구조와

곡의 전체 구조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옛 악보집의 모테트에서도 테노르의 선율이 반복될 때 상성부

에서 선율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곡의 중간지점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한다.20)

그러나 정선율을 사용하는 모든 음악은 곡의 토대가 되는 정

선율 즉, 테노르 성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라틴어 단성 성가를

테노르 선율로 사용하는 옛 악보집의 모테트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

서 에버리스트의 주장과 달리 고정된 형식이 있는 샹송을 테노르

선율로 차용한 곡 뿐 아니라 13세기 중반에 작곡된 4성부 모테트에

서도 테노르 구조와 상성부의 음악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사와 음악의 다양한 요소들에 있어서

테노르와 상성부들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13세기 4성부 모테트에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구조가 테노

르의 구조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9) 몽펠리에 필사본의 분책 1~6권은 일반적으로 ‘옛 악보집(old corpus)’이라 불린다. 13세

기 말의 모테트를 수록한다고 알려진 분책 7, 8권과 그보다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모테

트를 수록하는 분책 1~6권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20) Mark Everist, "Motets, French Tenors, and the Polyphonic Chanson ca. 1300," (The
Journal of Musicology, 24:3, 2007),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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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테노르 유형별 4성부 모테트 분석

13세기 모테트에는 미사의 알렐루야와 그라두알, 성무일도의

레스폰소리 성가가 자주 테노르 선율로 사용되었다. 이 음악들이 교

회음악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복잡하여 다성화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몽펠리에 필사본 분책 2권의 모테트 중에는 다섯 곡에서

알렐루야 성가의 선율을, 다섯 곡에서 그라두알 성가의 선율을, 다

섯 곡에서 레스폰소리 성가의 선율을 사용한다.

오르가눔과 모테트의 테노르에 사용된 성가는 그 출처에 따라

M(미사에서 부르는 성가)과 O(성무일도에서 부르는 성가)로 구분하

여 표기하며, 선율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다. 예를 들어 부활절 일요

일 미사에서 부르는 알렐루야의 선율은 M14로 표기한다. 이러한 분

류와 번호는 프리드리히 루드비히가 다성음악의 테노르에 사용된

성가들의 출처를 연구하면서 정리한 것으로,21) 대다수의 모테트 학

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로빈 스미스 역시 『몽펠리에 필사본의 프랑

스어 3성부, 4성부 모테트』에서 몽펠리에 필사본 분책 2권과 5권의

가사를 연구한 루드비히의 분류번호에 따라 성가의 출처를 소개한

다.22) <표 2>는 스미스가 밝힌 루드비히 성가번호와, 티쉴러와 휴

오트가 제공하는 각 성가의 구체적인 출처이다.23)

21) Friedrich Ludwig, Repertorium organorum recentioris et motetorum vetustissimi
stili, (NY: The Institutue of Mediaeval Music: 1964).

22) Robyn E. Smith, French Double and Triple Motets, 40-47.
23) Hans Tischler, The Style and Evolution of The Earliest Motets(to Circa 1270), vol.2,
(Henryville: Institute of Mdiaeval Music, 1985); Sylvia Huot, Allegorical P lay in the
Old French Motet: the Sacred and the Profane in Thirteenth-Century Polyphony,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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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번호 출 처 성가 번호

19 부활절 일요일 미사 알렐루야 M14

20 세례요한축일 미사 알렐루야 M29

21 성모승천축일, 성모탄생축일 성무일도(만과) 레스

폰소리
O16

22

23 승천과 강림 사이 시기에 부르는 미사 알렐루야 M24

24 크리스마스 미사 그라두알 M1

25 성모승천축일 미사 그라두알 M37

26 크리스마스 미사 그라두알 M1

27 성령강림절 미사 알렐루야 M25

28 부활절 미사 그라두알 M13

29 성모승천축일 미사 그라두알 M37

30
삼위일체 축일, 예수성심 축일, 또는 성령강림절

이후 세 번째 일요일 성무일도의 레스폰소리
O50

31 크리스마스 성무일도(조과) 레스폰소리 O2

32 동방박사축일 미사 알렐루야 M53

33 제자요한축일 미사 그라두알 M5

34 성윈녹축일, 성니콜라스축일 성무일도 레스폰소리 O45

<표 2> 몽펠리에 필사본 분책 2권의 테노르 출처

위의 성가들이 테노르 성부에 차용될 때는 기존 성가 그대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선율 전체 혹은 일부가 반

복되었다. 성가선율을 반복하는 관습은 단성 성가에서부터 발견된

다. 켈리에 따르면 레스폰소리 성가의 멜리스마 부분에 가사를 붙이

는 과정에서 멜리스마 선율의 일부분이 반복되어 원래는 AB의 구

조로 이루어진 선율이 ABB나 AAB 구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

다.24) 다성음악에서 테노르 선율을 반복하는 관습은 노트르담 오르

24) Thomas Forrest Kelly, "The Structuring of Responsory Prosas,"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30:3, 1977), 36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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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눔과 클라우줄라에서도 나타난다. 노먼 스미스는 테노르에서 선율

이 반복되는 오르가눔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 유형

은 비교적 초기 노트르담 오르가눔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테노르의

각 선율이 테노르와 두플룸 성부의 휴지부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된

다. 이보다 후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유형은, 테노르에서 선율이 반

복될 때 두플룸 성부에서 휴지하지 않음으로써 악곡이 하나로 연결

되는 것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첫 번째 유형은 단순히 기존 클라우

줄라나 오르가눔 부분에 새 클라우줄라를 붙이는 데 그친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두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킴으로써 이음매 없는

통일된 악곡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25) 이처럼 노트르담 오르가

눔에서 테노르 선율이 반복된다는 것은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었음

을 의미했다. 이는 다시 말해 테노르의 선율 반복이 곡 전체의 구조

와 연관이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비록 스미스가 연구한 노트르

담 후기 오르가눔보다도 그 모습이 더 복잡해졌지만, 모테트에서도

테노르 선율의 반복은 곡 전체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테노르 성부에 성가를 차용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성

가선율을 변형시키는 경우도 잦았다. 클라크에 따르면 몽펠리에 분

책 4권의 모테트에도 성가선율을 변형시켜 사용한 테노르의 예가

있으며, 14세기에 이르면 작곡가의 의도에 맞게 성가 선율을 조작하

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다.26)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테노르에 차용된

선율의 원곡을 찾아내거나, 테노르 선율과 원래 성가의 선율이 어떻

게 다른지 비교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의 선율에 변형을 가했건

아니건, 어떤 식의 선율 반복을 사용했건(혹은 안 했건), 테노르 성

25) Norman E. Smith, "Tenor Repetition in the Notre Dame Organa.," (Journal of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19:3, 1966), 329-351.

26) Alice V. Clark, The Tenor in the Fourteenth-Century Motet, (Princeton University,
199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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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사용된 이상 그것은 그 자체로 고정된 구조를 가지며, 원곡과

테노르 선율의 차이를 밝히는 일은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테노르 성부의 선율반복 방식에 따라 모테트를 분

류하고 테노르 구조와의 연관성에 토대하여 상성부를 분석할 것이

다. 이를 통해 13세기 4성부 모테트에서 구조를 찾고 그 구조의 근

거가 테노르의 구조임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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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회 반복 테노르

몽펠리에 필사본 분책 2권의 모테트는 테노르 성부에서 선율

이 반복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

째 유형은 테노르에서 성가 선율 전체를 두 번 반복하는 2회 반복

테노르이다.27) 2회 반복 테노르는 AA의 2부분 구조를 가지며, 몽펠

리에 4성부 모테트 중 22, 28, 30, 31, 33번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테노르에서 선율이 반복될 때 마지막 한 음이 생략된 31번을 제

외한 네 곡은 전체 선율의 음과 리듬이 그대로 반복되어 전반부와

후반부가 정확히 같은 길이를 갖는다.

1) 22번

Par un matinet l'autrier / Hé sire! que voz vantés / Hé,

berchier! si grant envie / EIUS (ff. 27
v
-30

r
)

이 곡은 테노르에서 20 완전형 길이의 선율이 두 번 제시된다.

이때 테노르 선율의 첫 번째 제시 부분과 두 번째 제시 부분의 같

은 지점에 위치하는 상성부 선율들이 있다. 1~3 완전형 부분의 콰

드루플룸 선율이 21~23 완전형에서, 5~6 완전형 부분의 트리플룸

선율이 25~26 완전형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상성부의 이러한 선율

반복은 테노르 성부의 선율반복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진다.

27) 티쉴러는 테노르에서 선율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부분을 악보에 겹세로줄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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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 22번 1~6P

  <악보 2> 21~26P

22번에서는 또한, 상성부에서 선율동기가 제시되는 방식의 차

이에 따라 곡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구분된다. 선율동기의 사용은 가

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2번의 가사는 한 양치기의 사랑 방식에

대한 세 화자의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콰드루플룸의 화자는 어느

이른 아침에 한 양치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밤을 보냈다고 자랑하는

노래를 들었다고 전한다. 이 화자는 양치기의 사랑은 부도덕하다고

비난하며 자신은 누구보다 충실하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모테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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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역시 양치기의 노래를 들었다. 하지만 콰드루플룸의 화자와 달

리 양치기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양치기가 진정한 사랑

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트리플룸의 화자는 바로 그 양치기다.

양치기는 콰드루플룸과 모테투스 화자의 말을 받아친다. 그는 스스

로 충실한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자랑하는 콰드루플룸의 화자

를 오히려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자신도 진정한 사랑을 했노라고 말

한다. 콰드루플룸의 화자는 궁정식 사랑을, 트리플룸의 양치기는 육

체적 관계를 동반하는 전원적 사랑을 추구한다. 모테투스의 화자는

궁정식 사랑을 하고는 있지만 기회가 있다면 양치기처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28)

콰드루플룸

Par un matient l'autrier

oï chanter un fou berchier:

s'en sui esmeü,

qu'il se vantoit qu'il ot geü tout nu

entre les deus bras s'amie.

Il se vantoit de folie,

car tele amour est vilaine;

més j'aime certes plus loiauent que nus:

puis que bele dame m'aime,

je ne demant plus.

어느 이른 아침에 정신 나간 양치기의 노래를 들었다. 나는 정말

불쾌했다. 그 양치기가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 안겼다고 자랑했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자랑을 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런 사랑은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

는 누구보다 충실하게 사랑한다.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그것 이외에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28) Huot, Allegorical P lay in the Old French Motet,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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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룸   

Hé, sire! que voz vantés que vous avez

deservie cortoisie et loiautez!

Tel folie ne dites mie qu'en vostre amie

tel vilanie aiés trové,

car reprové

m'avés fausement,

qu'onques amor nul jor ne servi loialment:

n'onques nul ne les senti les maus

d'amors se com je sent.

어이, 이 양반아! 스스로 정중함과 충실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랑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그런 부도덕함을 발견했다

는 어리석은 말씀은 마세요. 내가 한 번도 충실하게 사랑한 적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나만큼 사랑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도 없습니다.

모테투스

Hé, berchier! si grant envie j'ai de toi,

de ce que si bele amie29) as envers moi,

qu'onques loiauté ne foi trover n'i poi'

la ou je l'ai deservie;

et toi, qui de riens servie

n'as amors, joïr t'en voi

et vanter y'oi:

《En l'aunoi, gui en l'aunoi/

es bras m'amie! 》

어이, 양치기! 나는 네가 정말 부러워. 너는 나에 비해 너무나 아

름다운 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나는 내가 받아 마땅할 때

에 충성과 신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너는, 사랑

에 충실한 적이 결코 없는데도, 나는 네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듣지. “오리나무 숲에서, 나는 오리나

무 숲에서 사랑하는 여인의 품 안에 누웠다네.”

29) 로빈 스미스는 이 부분의 가사를 ‘bele amie(아름다운 애인)’라고 한 반면, 휴오트와 티

쉴러는 ‘bon(n)e vie(좋은 삶)’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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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펠리에 필사본에는 22번의 테노르, 모테투스, 콰드루플룸으

로만 이루어진 3성부 곡도 남아있다(분책 5권 145번). 휴오트는 4성

부 곡에서는 양치기의 목소리가 추가되어 기존 두 성부의 말에 반

박함으로써 두 가지 사랑 관습의 대조가 강화된다고 해석한다.30) 3

성부 곡에서는 궁정식 사랑을 옹호하는 화자와 그 이면의 성적 환

상을 드러내는 화자,31) 그리고 마리아를 암시하는 테노르 선율로 인

해 궁정식 사랑이 주가 되었다면, 4성부 곡에서는 그 환상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인물이 나타남으로써 두 가지 사랑 관습이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다.

가사에서 나타나는 모테투스-콰드루플룸과 트리플룸의 대립

구도는 음악에서도 나타난다. 곡의 시작부분을 살펴보면 트리플룸과

모테투스, 트리플룸과 콰드루플룸의 선율이 번갈아 중복된다(악보

1). 처음부터 6 완전형 지점까지 트리플룸은 항상 다른 성부와 중복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세 개의 선율을 가진 3성부 곡이다.

즉, 트리플룸의 선율과 모테투스-콰드루플룸 선율이 대립 구도를 이

루는 것이다. 4성부 곡의 이러한 선율 대조가 양치기의 목소리의 추

가로 인한 모테투스, 콰드루플룸 화자와의 대립과 함께 발생했다는

점은, 트리플룸의 작곡가가 기존의 두 화자와 양치기의 대립을 음악

으로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한 선율 구성을 계획했을 가능

성을 생각하게 한다. 나아가 트리플룸 선율은 양치기가 부르는 노래

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콰드루플룸의

가사는 “Par un matinet l'autrier oï chanter un fou berchier”(어느

이른 아침에 정신 나간 양치기의 노래를 들었다)이다.

30) 휴오트는 양치기의 목소리가 더해진 4성부 곡이 한 층위에서는 세 화자의 사랑 방식을

통해 사랑이라는 주제의 변주를 제시하면서, 더 깊은 층위에서는 궁정식 사랑을 비판하

고 있다고 말한다. 양치기의 입장에서는 성적 욕망의 성취가 성공적 사랑을 의미하며, 성

적 욕망을 성취하지 못하는 궁정식 사랑은 실패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Huot, Allegorical
P lay in the Old French Motet, 46.

31) 휴오트는 육체적 사랑은 궁정식 사랑의 이면에 있는 환상이며 궁정식 사랑을 하는 자의

딜레마라고 말한다. Huot, Allegorical P lay in the Old French Motet,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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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동기의 사용에 있어서도 트리플룸 성부와 모테투스-콰드

루플룸 성부는 대립을 이룬다. 곡을 시작하는 모테투스의 선율(1~3

완전형)은 변형, 확장되어 콰드루플룸의 6~9 완전형과 모테투스의

14~17 완전형에 차례로 등장하며 테노르의 첫 제시 부분의 절반을

차지한다(이하 선율동기 a). 그러나 트리플룸 성부에서는 선율동기

a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트리플룸 성부에는 선율동기

b(8~12 완전형)와 그 변형(16~20 완전형)이 있다. 선율동기 b 역시

테노르 첫 제시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트리플룸이 모테투스-

콰드루플룸 성부와 선율동기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앞서 1~6 완전

형 부분에서 표현된 선율적 대립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표 3> 22번 프레이즈 구조와 선율동기32)

32) 프레이즈 길이 및 휴지부의 위치는 이러한 화자들의 대립 구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모테

투스와 트리플룸의 프레이즈 구조가 유사한 반면 콰드루플룸 성부는 독자적으로 진행하

는 모습이다. 그 이유는 인칭대명사에서 찾을 수 있다. 콰드루플룸의 화자는 지난 새벽의

일을 떠올리며 양치기를 3인칭으로 이르는 반면, 트리플룸과 모테투스의 화자는 처음부

터 2인칭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다. 비록 양치기가 모테투스와 콰드루플룸의 화자 모두에

게 반박하고 있기는 하지만, 트리플룸과 모테투스의 화자는 서로를 향해 말을 건네며 대

화하고, 콰드루플룸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홀로 (혹은 제4의 인물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구조를 갖는 모테투스-트리플룸의 프레이즈와 콰드루플룸의

대립은 두 화자의 대화와 한 화자의 독백이라는 대립 구도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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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곡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모테투스-콰드루플룸과 트리플

룸의 이러한 대립은 사라진다. 후반부에는 선율동기 a나 b가 더 이

상 등장하지 않으며, 1~6 완전형과 같은 선율의 대립도 없다. 대신

a'음에서 d'음 또는 c'음까지 순차 하행하는 음 진행, 즉 동기 c가

세 상성부에서 번갈아 등장한다. 동기 c는 테노르 선율의 첫 번째

제시 끝 지점(20 완전형)과 두 번째 제시 시작 지점(21 완전형)에

걸쳐 모테투스 성부에서 처음 등장하면서 곡 후반부를 시작한다. 이

후 각 성부에서 동기 c를 제시하는 위치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동기 c는 곡 후반부 전체에 넓게 펼쳐져 있다. 특히 29~32 완전형

과 36~40 완전형 부분의 경우 콰드루플룸이나 트리플룸 성부에서

동기 c를 제시하면 모테투스 성부에서 그것을 받아 곧바로 반복하

여 동기 c가 부각된다. 동기 c의 음 진행은 곡 전반부의 트리플룸

성부에서 등장한 선율동기 b의 음 진행과 매우 유사한데, 동기 c가

세 상성부에서 공유되는 모습은 곡 전반부에서 선율동기 b가 모테

투스-콰드루플룸과의 선율적 대립을 이루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악보 3> 35~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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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2번 모테트는 선율동기의 배치를 기준으로 곡의 전반

부와 후반부로 구분된다. 곡의 전반부가 세 화자의 대립 구도를 음

악으로 드러냄으로써 곡의 분위기를 확립하는 부분이었다면, 곡 후

반부는 세 상성부가 같은 선율 동기를 공유하여 대립되기보다는 응

집되는 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2부분 구조는 테노르의 AA 구조에

기반하며, 상성부의 선율반복에 의해 보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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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번

Li doz maus m'ocit / Trop ai lonc tens en folie / Ma loiautés

m'a nuisi / IN SECULUM (ff. 41v-44r)

28번의 테노르에서는 24 완전형 길이의 선율이 변형 없이 두

번 반복된다. 이때 상성부의 선율 반복의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테노르 성부에서 성가 선율 전체가 반복될 때 상성부에서도

같은 위치에서 선율이나 음형이 반복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테노르

의 선율 내에서 동일한 음 진행이 반복해서 등장할 때 상성부에서

도 같은 선율이나 음형을 반복하는 것이다. <표 4>에서 대문자 A,

B, C로 표시한 부분이 테노르 선율 내에서 음 진행이 반복되는 부

분들이다. 알파벳 소문자는 상성부의 선율 반복을 나타낸다. a~f 선

율은 테노르 선율 내에서 음 진행 반복이 나타날 때 상성부에서 반

복된다. 이 중 c와 e는 테노르에서 전체 선율이 반복될 때 다른 성

부에서 다시 등장한다.

<표 4> 28번 테노르와 상성부의 선율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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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노르의 C부분 위에서는 상성부의 선율 반복이 다소 복잡하

다. 우선, 테노르 선율 내에서 음 진행 C가 반복될 때 상성부에서도

함께 선율을 반복하는 부분은 j 뿐이다(그러나 앞의 절반만, 다른 성

부에서 반복한다). j 이외에 g, h, i 부분은 테노르 선율의 두 번째

제시 때 다시 등장한다. 그러나 c나 e처럼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반

복되지 않는다. g는 같은 자리에서 2도 낮은 음으로 제시되며, h와 j

는 두 번째 C대신 첫 번째 C 위에 있다. 반대로 j의 전반부는 첫 번

째 C 대신 두 번째 C 위에 있다. i는 같은 자리(첫 번째 C)에서 4도

낮은 음으로도 제시되고, 두 번째 C 위에서 후반부만 제시되기도 한

다. 4도 낮은 i의 후반부는 j의 전반부와 동일하다. 두 음형은 39~41

완전형 부분의 모테투스 성부에서 연결되어 있다.

  <악보 4> 15~22P

  <악보 5> 39~46P



26

테노르 선율 자체 내에서 일부 음 진행이 반복되는 것은 몽펠

리에 분책 2권의 25번과 29번에서도 나타나는 일이다. 그러나 25번

과 29번의 테노르 성부에는 선율 전체의 반복이 없다. 따라서 선율

전체의 반복과 동시에 테노르 선율 내부에서 나타나는 음 진행의

반복이 상성부 음악에도 반영되어 있는 경우는 28번이 유일하다. 테

노르와 함께 상성부 선율을 반복하는 것은 대부분의 모테트에서 나

타나는 일반적인 음악적 장치이지만, 이렇게 선율 내부 반복까지 상

성부에서 정교하게 반영하는 것은 28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8번의 모테투스와 트리플룸 성부의 프레이즈 구조에도 테노

르 선율의 음 진행 반복이 반영되어 있다. 모테투스 성부의 프레이

즈는 테노르의 A, B, C의 영역을 구분한다. 트리플룸 성부는 최초의

‘Trop ai lonc tens’(1~12 완전형) 프레이즈33)만 제외하고 모테투스

와 프레이즈 길이가 동일하다. ‘Trop ai lonc tens’ 프레이즈는 테노

르의 A와 B부분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선율 반복 방식이 같은

A와 B의 영역을 하나로 묶어준다. 모테투스와 트리플룸의 프레이즈

중 A, B, C의 경계를 넘는 것은 없다. 반면 콰드루플룸의 프레이즈

길이 및 휴지부는 모테투스, 트리플룸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모

테투스와 트리플룸 성부의 선율반복과 프레이즈 구조, 휴지부 위치

의 일치가 테노르의 구조를 강조하는 반면 콰드루플룸 성부의 프레

이즈 구조는 그러한 규칙성과 통일성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콰드루플룸 성부에서는 한편으로 최저음을 통해 테노

르 두 번째 제시의 시작이 강조되기도 한다. 콰드루플룸 성부에서는

‘Sa grant biauté’ 프레이즈(20~25 완전형)가 f'음으로 하행하면서

마친다. 그런 다음 26 완전형에서 f'음으로 시작하는 새 프레이즈부

터 음이 다시 상행한다. f'음은 콰드루플룸 성부의 최저음으로, 25,

26 완전형 지점에서만 등장한다. 즉, 최저음 도달함으로써 테노르

33)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특정 프레이즈를 지칭할 때 해당 가사의 인치피트를 사용한다.



27

선율의 두 번째 제시의 시작 지점을 알리는 것이다.

<표 5> 28번 프레이즈 구조

이와 같이 28번은 테노르에 사용된 성가 선율의 구조 및 테노

르 성부의 2부분 구조가 선율반복, 프레이즈 구조, 최저음 등을 통

해 상성부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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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번

Cest quadruple sans reison / Voz n'i dormirés jamais / Biaus

cuers renvoisiés / FIAT (ff. 45v-47r)

30번은 세 상성부에서 두 개의 6 완전형 길이 프레이즈를 두

번 연달아 제시하면서 시작한다. 그 결과 6 완전형 지점에서는 세

상성부가 동시에, 12 완전형 지점에서 테노르까지 네 성부가 함께

휴지한다. 곡 전체에서 모테투스와 트리플룸, 콰드루플룸이 동시에

휴지하는 지점, 그리고 테노르까지 네 성부가 함께 휴지하는 지점은

이 두 곳뿐이므로 두 개의 6 완전형 길이 프레이즈는 뒷부분의 다

른 선율들에 비해 부각된다.

<표 6> 30번 프레이즈 구조

콰드루플룸 성부에서 이 두 프레이즈는 선율적으로도 유사하

다. 30번에서는 c''-b♭'-a'-b'음으로 하행하는 동기(이하 선율동기

a)가 세 상성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중 콰드루플룸 성부

에는 3~4 완전형과 9~10 완전형 지점에서 선율동기 a가 총 2회 제

시된다. 이는 6 완전형 길이를 갖는 ‘Cest quadruble’ 프레이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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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 pas fet’ 프레이즈에서 같은 지점(세 번째와 네 번째 완전형 지

점)에 해당한다(악보 6). 따라서 ‘Cest quadruble’과 ‘n'ai pas fet’ 프

레이즈를 한 쌍으로 볼 수 있다.34) ‘Cest quadruble’ 프레이즈와

‘n'ai pas fet’ 프레이즈는 마지막 단어의 발음도 유사하다. 각 프레

이즈의 마지막 단어는 ‘reison’과 ‘seison’으로, 첫 음절 ‘rei’와 ‘sei’가

선율동기 a의 두 번째 완전형 지점에 위치한다. 이렇게 유사한 발음

의 두 단어가 각 프레이즈 끝에 배치된 것 역시 두 프레이즈를 한

쌍으로 연결해주면서 강조한다.

이어지는 트리플룸과 콰드루플룸의 프레이즈 진행은 테노르의

2부분 구조와 관계가 있다. 트리플룸과 콰드루플룸은 이후 12 완전

형 길이와 8 완전형 길이의 프레이즈로 진행한다. 12 완전형 길이

프레이즈는 앞의 6 완전형 길이 프레이즈들의 두 배 길이를 갖기

때문에 대조를 이루어 6 완전형 프레이즈 진행이 더욱 두드러진다.

테노르에서 선율 반복을 시작하는 지점에 이르면 두 성부에서 다시

6 완전형 길이의 프레이즈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 이후부터 트리플

룸과 콰드루플룸의 프레이즈 진행이 달라진다. 트리플룸 성부에서는

곡의 시작부분과 마찬가지로 6 완전형 프레이즈가 한 번 더 제시된

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두 6 완전형 프레이즈들은 선율적으로도 유

사하다. 우선 ‘Voz n'i’ 프레이즈(1~6 완전형)와 ‘las quant’(33~38

완전형) 프레이즈가 d''음에서 시작해 a'음으로 하행한 뒤

g'-c''-d''음으로 다시 상행하며 마치는 동일한 진행을 보인다.

‘vilains treschetis’(7~9 완전형)와 ‘et je gisoie en-’(39~41 완전형)

부분은 리듬에 변화가 있으나 f''-f''-e''-d''-c''의 동일한 음으로

34) 선율동기 a는 콰드루플룸의 첫 두 프레이즈 이외에도 모테투스에서 3회(3~4, 13~14,

27~28 완전형), 트리플룸에서 1회(15~16 완전형) 등장하며, 그 외의 여러 곳에서 변형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원형과 리듬은 같지만 음고는 다른 형태로 15~16 완전형 부분의 콰

드루플룸(트리플룸 원형과 병행)과 19~20, 58~59 완전형 부분의 트리플룸에서 등장하며,

그 외에도 8~9, 46~47 완전형 부분의 모테투스와 53~54 완전형 부분의 콰드루플룸에서

변형된 선율동기 a가 나타난다. 그러나 선율동기 a와 그 변형들이 등장하는 위치가 테노

르 선율의 구조와 특별한 개연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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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 즉, 33~44 완전형 부분의 트리플룸은 곡 처음 부분의 두

프레이즈(‘Voz n'i,’ ‘vilains treschetis’)와 길이가 같고 선율 윤곽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악이 반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모테투스 성부에서도 7~8 완전형 부분의 선율이

39~40 완전형 부분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

 <악보 6> 1~12P

 <악보 7> 33~44P

이후 트리플룸 성부는 대조적으로 긴 20 완전형 프레이즈로

곡을 마치는데, 곡을 마치는 60~64 완전형 부분과 전반부 끝부분인

26~32 완전형 부분이 c''-c''-d''-e''-d''-d''-c''-d''의 동일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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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한다. 두 부분의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음들이 테노르

의 음 위에 배치되는 위치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테노르 선율이

끝날 때 트리플룸에서도 같은 음으로 끝맺기 때문에 테노르의 선율

반복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콰드루플룸 성부에서는 후반부의 시작 부분에서 트리플룸과

동일하게 6 완전형 길이 프레이즈가 제시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트

리플룸과 더 이상 프레이즈 길이와 휴지부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며,

테노르와 함께 반복되는 선율도 없다. 대신 콰드루플룸 성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구분된다. 테노르의 두 번째 제시

가 시작될 때 콰드루플룸에서는 앞부분과 대조적으로 좁고 낮은 음

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테노르 선율의 두 번째 제시 부분이 첫 번째

제시 부분과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콰드루플룸 성부는 곡 초반

인 1~24 완전형에서는 주로 g'음과 f''음 사이에서 진행한다(예외적

으로 d'음이 한 번 등장한다). 그 뒤에 전반부 마지막 프레이즈인

‘N'aim pas’(25~32 완전형) 프레이즈가 c''음에서 시작해 c'음으로

하행한 뒤 d'음으로 2도 상행하여 마친다. 후반부의 시작지점인 33

완전형부터 56 완전형까지는 주로 c'음에서 g'음 사이에서 진행하

며, 예외적으로 ‘et en atent’(47~52 완전형) 프레이즈가 d''음까지

상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의 ‘Quant se bele’(57~64 완전형) 프레이즈

에서 다시 상대적으로 높은 음역(f'~c'')으로 돌아와서 곡을 마친다.

트리플룸 성부는 큰 변화 없이 g'~f''의 음역 안에서 진행하며 모테

투스 성부 역시 대부분의 프레이즈가 d'~d''의 음역을 갖는다.35) 그

러나 콰드루플룸에서는 테노르의 첫 번째, 두 번째 제시의 시작부분

에 해당하는 1~24 완전형과 33~56 완전형 부분의 음역에 확실한

35) 모테투스의 ‘biauté tres’(47~54 완전형) 프레이즈만 c'~g'로 음역이 상대적으로 좁다. 그

러나 모테투스 선율은 전반적으로 d'~d'' 사이의 음역 안에서 음을 골고루 사용하기 때

문에 ‘biauté tres’ 프레이즈의 낮은 음역이 음악 구조와 관련시킬 수 있을 정도로 특징적

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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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역의 차이가 테노르 선율의 첫 번

째와 두 번째 제시 부분을 구분해준다. 즉 콰드루플룸 성부에서는

전반부에서 트리플룸 성부와 같이 규칙적이고 통일성 있는 진행을

보이다가, 후반부에서는 대조적으로 프레이즈 구조가 복잡해지고 음

역이 낮아짐으로써 두 부분이 구분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트리플룸 성부는 프레이즈 구조

및 선율반복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닮은꼴로 한 쌍을 이루는 AA'

구조를, 콰드루플룸 성부는 두 부분이 대조를 이루는 AA' 구조를

갖는다. 모테투스 성부에서도 곡의 시작부분에서 6 완전형 프레이즈

로 진행하며, 테노르와 함께 선율이 반복되기 때문에 30번은 전체적

으로 AA'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이 구조는 테노르의 2부분 구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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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번

Qui voudroit femme esprover / Deboinerement / Quant naist la

flour / TANQUAM (ff. 46
v
-50

r
)

31번의 테노르에서는 성가 선율이 27 완전형 단위로 2회 반복

되는데, 두 선율 사이에 독립된 한 음 오르도로 e'음이 제시되기 때

문에 총 길이는 55 완전형이다.

31번에서도 테노르가 반복될 때 상성부에서 선율 반복이 나타

난다. 우선 모테투스의 3~6 완전형 부분의 선율을, 31~32 완전형의

모테투스 성부와 33~34 완전형의 콰드루플룸 성부(변형된 형태로)

가 나누어 제시한다. 모테투스에서는 또한 13~14 완전형의 선율이

41~42 완전형에서 반복된다. 트리플룸과 콰드루플룸의 선율반복은

테노르 선율 끝에서 나타난다. 트리플룸의 22~24 완전형의 선율이

50~52 완전형에서 변형된 형태로 다시 등장하고, 콰드루플룸의

24~27 완전형의 선율이 52~55 완전형에서 반복된다. 테노르 성부에

서는 선율 전체의 반복 이외에도 선율 내부에서 첫 10음이 반복되

지만 이 반복은 상성부 음악에 반영되지 않았다.

테노르와 함께 상성부의 선율이 반복되면서 테노르 구조가 강

조되는 것은 몽펠리에 분책 2권의 모테트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

는 방식이다. 그런데 31번에서는 테노르 구조와 무관한 지점에도 주

목할 만한 선율 반복이 있다. 콰드루플룸 성부에서 10~12 완전형

부분과 28~30 완전형 부분의 선율이 한 음을 제외하고 동일한 것이

다. 12 완전형과 30 완전형 지점은 이 곡에서 단 두 번 네 성부가

동시에 휴지하는 곳으로, 테노르의 구조와는 무관한 지점들이다. 테

노르 선율 내부에서 반복이 일어나는 부분은 1~10, 11~20 완전형

부분이며, 테노르 선율 전체가 반복되기 시작하는 지점은 29 완전형

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네 성부의 동시 휴지와 함께 선율 반복

이 일어난다는 점으로 미루어 두 지점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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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지점 모두 이 곡의 종지음인 F로 정

종지하는데, 특히 30 완전형 지점은 테노르의 음이 c''임에도 불구

하고 성부교차를 통해 모테투스를 최저음으로 F종지를 한다. 따라서

두 지점을 기준으로 31번을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트리

플룸 성부에서는 11~12 완전형 부분과 곡의 제일 끝에 해당하는

54~55 완전형 부분의 선율이 동일하다. 이를 통해 12 완전형 지점

이 곡의 끝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트리플룸의 선율반복은 콰드루

플룸의 선율반복과 함께 1~12, 13~30, 31~55 완전형의 세 부분 구

조를 강조한다.

  <악보 8> 31번 9~12P

 <악보 9> 31번 27~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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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0> 31번 51~55P

에버리스트는 몽펠리에 필사본 분책 7, 8권의 모테트를 연구한

논문에서, 보다 이른 시기에 작곡된 분책 2권의 모테트에서도 테노

르와 함께 상성부 선율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곡의

중간지점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36) 그러나 31번은

분책 2권 모테트의 상성부에서 나타나는 선율 반복이 단순히 중간

지점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곡에서는

상성부에서 테노르의 반복에 상응하는 선율 반복을 통해 테노르의

구조가 드러나면서도, 전체 휴지부를 통해 테노르와 무관한 세 부분

구조가 새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 부분 구조는 콰드루플룸

과 트리플룸의 선율반복으로 강화된다. <표 7>은 상성부의 선율 반

복을 보여준다.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테노르 반복과 함께 나타나는

상성부의 선율 반복을, 빗금은 네 성부 동시 휴지에 따른 세 부분

구조를 강조하는 선율 반복을 나타낸다.

36) Everist, "Motets, French Tenors, and the Polyphonic Chanson,"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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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31번 프레이즈 구조와 상성부 선율 반복

31번 모테트는 28번과 달리 테노르 선율의 내부 반복이 아닌

전체 선율의 반복, 즉 AA의 2부분 구조만이 상성부에 반영되어 있

다. 이러한 차이는 테노르의 구조를 각 곡의 작곡가가 수용하는 방

식이 모테트의 상성부에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테노르와 무관한 새로운 3부분 구조가 전체 휴지부를 통해 형성되

어 있다는 것은, 모테트의 상성부들이 반드시 테노르 구조만을 따르

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조적 통일성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음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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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3번

Ce que je tieng pour deduit / Certes mout est bone vie / Bone

compaignie / MANERE (ff. 51
v
-55

r
)

33번의 테노르에서는 48 완전형 단위의 선율이 2회 반복된다.

테노르 선율이 반복될 때 상성부 선율이 함께 반복되는 부분은 네

곳이다. 모테투스를 시작하는 1~2 완전형 부분의 선율이 테노르의

반복 시작과 함께 49~50 완전형에서 유사하게 제시된다. 모테투스

의 5~6 완전형 부분의 선율도 이와 동일한데, 테노르의 두 번째 제

시 때는 변형되어 모테투스 대신 콰드루플룸에 등장한다(53~54 완

전형). 7~10 완전형의 트리플룸 선율은 55~58 완전형의 트리플룸

선율과 유사하다. 21~22 완전형의 모테투스 선율과 21~24 완전형의

트리플룸 선율, 41~45 완전형의 모테투스와 41~42 완전형의 콰드루

플룸 선율 역시 테노르의 두 번째 제시 때 같은 위치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표 9).

33번의 프레이즈 구조에는 독특하게도 대칭 구조가 있다. 테노

르, 모테투스, 트리플룸 성부는 일정한 간격으로 동시에 휴지하는데,

그 간격은 <표 8>과 같다. 이 간격은 테노르의 첫 번째 부분에서

16-8-8-16 완전형, 두 번째 제시 부분에서 12-8-8-12 완전형으로

대칭 구조를 갖는다.

<표 8> 33번 프레이즈 대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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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드루플룸의 프레이즈는 대체로 모테투스, 트리플룸과 일치하

지 않도록 진행한다. 그러나 곡 처음에 배치된 16 완전형, 8 완전형

길이의 프레이즈들이 모테투스-트리플룸의 프레이즈 구조를 강조한

다. 그 이후부터는 콰드루플룸 성부의 프레이즈 구조가 모테투스-트

리플룸의 프레이즈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콰드루플룸 성

부와 나머지 세 성부가 동시에, 즉 네 성부가 동시에 휴지하는 지점

을 살펴보면 또 다른 대칭 구조가 있다. 콰드루플룸은 아래 세 성부

와 총 네 번 함께 휴지하는데(16, 24, 68, 76 완전형 지점), 이 휴지

부의 위치가 <표 8>에서처럼 대칭을 이룬다. 이는 모테투스-트리플

룸 프레이즈 관계의 두 개의 대칭 구조를 포괄하는 대칭 구조이다.

프레이즈 대칭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마지막 부분은 모테투스에서

후렴37) 가사가 제시되는 부분이다.

<표 9> 33번 프레이즈 구조와 상성부 선율반복

37) 13세기 모테트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모테트나 세속 노래의 한 부분을 인용하는 관

습이 있었다. 이렇게 인용된 부분을 후렴(refrain)이라고 하는데, 13세기 모테트의 후렴은

한 곡 내에서의 선율이나 가사의 반복과는 관계가 없다. 잘 알려진 작품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는 관습은 13세기 음악 뿐 아니라 문학에도 널리 퍼져 있었으며, 모테트의 경우

인용이 가사나 선율만 단독으로 이루어졌는지, 가사와 선율이 항상 함께 인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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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31번은 독특한 대칭 구조를 통해 확립된 A(1~48 완전

형), A'(48~88 완전형), B(89~96 완전형)의 세 부분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이 세 부분 구조의 토대는 지금까지 살펴본 곡들에서와 마

찬가지로 테노르의 구조이다.

선율 전체가 2회 반복되어 테노르가 AA의 2부분 구조를 갖는

다섯 곡은 모테트의 전체 구조가 기본적으로 테노르 성부의 구조를

토대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테노르의 반복 구조는 다섯 곡에서

공통적으로 상성부의 선율반복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2번 모테트에서는 선율동기의 배치와 선율의 대립 및 응집의 관계

를 통해 2부분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28번에서는 선율 전체의 반복

이외에 선율 내부에서 음 진행이 반복될 때에도 상성부에서 선율

반복이 일어남으로써 테노르 성부의 반복구조 및 그 선율의 세분화

된 구조가 곡 전체로 확장되어 있다. 30번에서는 6 완전형 길이 프

레이즈의 반복을 중심으로 하는 프레이즈 구조가 상성부 선율반복

과 결합되어 AA' 구조가 나타난다. 33번은 성부 간 프레이즈 관계

가 대칭구조를 이루어 테노르의 AA 구조에 기반한 AA'B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31번의 경우에는 선율반복을 통해 테노르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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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부에 반영 되어있지만, 독특하게도 그와 동시에 테노르 구조와

무관한 새로운 세 부분 구조가 발견된다. 31번 모테트는 모테트의

상성부들이 전체적으로 구조적 통일성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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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 반복 테노르

다수 반복 테노르는 성가 선율 전체가 세 번 이상 반복되는

것으로, 24번과 34번이 해당된다.

1) 24번

A Diu commant / Por moi deduire / E[n] non Diu, que que nus

die / OMNES38) (ff. 36
v
-39

r
)

24번의 총 길이는 52 완전형으로, 테노르 성부에서 8 완전형

길이의 짧은 선율이 여섯 번 반복되고 마지막에 4 완전형 길이의

프레이즈가 추가되어 있다.

24번의 상성부에도 선율반복이 있는데, 2회 반복 테노르를 갖

는 모테트와 달리 반복이 매우 불규칙적이다. 그러나 24번에서도 상

성부의 선율반복은 테노르의 선율 반복에 근거하고 있다. 테노르에

서 선율이 반복될 때마다 상성부에서도 여러 지점에서 선율이 함께

반복함으로써 테노르의 여섯 번의 제시가 하나로 응집되는 것이다

(표 10).

24번에는 반복되는 선율동기가 있다. 이 선율동기는 f''-e''-

d''-c''음으로 진행하며, 리듬에는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① 기본형 ♪♪♪♪

② 축소형 ♪♬♪

③ 종지형 ♪♪♪♩

38) 24번 테노르 선율의 음은 원래 성가보다 4도 낮다. ‘Omnes’는 ‘모두가’라는 뜻으로, 그리

스도의 탄생을 모두가 보았다는(VIDERUNT OMNES) 구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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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24번 선율반복과 선율동기

<표 10>에서 빗금은 이 선율동기를,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테노르

선율과 함께 반복하는 상성부의 선율 혹은 음형들을 나타낸다. 선율

동기는 선율반복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곡 전반에 걸

쳐 끊임없이 등장한다.

테노르의 여섯 번째 선율이 시작되면, 선율동기가 콰드루플룸

과 트리플룸 성부에서 잇달아 등장한다(41~42 완전형). 그런 다음

44 완전형의 트리플룸에서 다시 선율동기가 제시되면서 선율동기의

시작음인 f''음에서 시작해 f'음까지 한 옥타브 하행한다(44~46 완

전형). 곧이어 모테투스 성부에서 리듬이 변형된 선율동기가 제시된

다(45 완전형). 49 완전형 지점부터는 콰드루플룸 성부에서 선율동

기가 제시되면서 f'음까지 한 옥타브 하행하고, 바로 이어서 51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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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지점에서는 트리플룸 성부에서 또 다른 리듬으로 변형된 선율

동기가 등장한다. 테노르의 여섯 번째 제시와 함께 상성부에서 선율

동기가 연달아 제시되고, 한 옥타브 하행한 뒤 선율동기가 다시 제

시되기를 두 번 반복함으로써 곡에 종결부가 형성된다.

곡 전반에 걸쳐 등장했던 선율동기가 종결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선율동기가 곡을 구성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라는 사

실을 보여준다. 선율동기는 곡에 음악적 통일성을 부여하며 테노르

의 각 부분들을, 그리하여 곡 전체를 이음매 없는 하나의 악곡으로

응집해주는 음악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악보 11> 41~52P

24번은 프레이즈 구조에서도 전체 악곡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것이 두드러진다. 이 곡은 라 클레이예트 필사본에 테노르-

모테투스-트리플룸으로 구성된 3성부 곡으로도 남아있다. 콰드루플

룸 성부가 없는 3성부 곡에서는 12 완전형까지 모테투스와 트리플

룸의 휴지부가 일치하다가 13 완전형부터 끝까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4성부 곡에서는 콰드루플룸 성부로 인해 1~12 완전형 부분

에서 기존의 세 성부가 함께 휴지하던 곳이 가려져 모든 성부가 함

께 휴지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노먼 스미스는 2성부 노트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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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가눔에는 테노르 선율이 반복될 때 모테투스 성부가 테노르와

함께 휴지한 뒤에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는 유형과, 모테투스가 휴지

하지 않고 진행함으로써 테노르 선율이 구분되는 지점을 가리는 유

형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중 후자는 하나의 통일된 악곡을 만들기

위해 두 테노르 선율이 연결되는 지점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39) 24번 콰드루플룸의 프레이즈 진행은 음악 텍스쳐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스미스가 연구한 모테투스 성부와 같은 맥락으로

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24번 프레이즈 구조

39) Norman Smith, "Tenor Repetition in the Notre Dame Organa," 33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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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4번

Joliment en douce desiree / Quant voi la florete / Je sui

joliete, sadete, pleisnas / APTATUR (ff. 55v-58r)

34번의 총 길이는 108 완전형으로, 테노르 성부에서 32 완전형

길이의 선율이 세 번 반복되고 네 번째에는 선율의 앞부분 일부(12

완전형 길이)만 제시된다. 상성부들에서는 테노르가 반복될 때 테노

르의 같은 부분 위에서 선율 반복이 나타난다. 그러나 24번과 마찬

가지로 테노르에서 선율을 제시할 때마다 반복되지는 않는다. 34번

에서는 상성부의 선율이 주로 바로 앞이나 뒤의 테노르 선율과 관

련되어서 반복한다. 우선 테노르 첫 번째 선율의 모테투스 성부와

테노르 두 번째 선율의 트리플룸 성부에서 선율 a가 제시된다. 테노

르 두 번째 선율의 콰드루플룸 성부의 선율 b는 테노르 세 번째 선

율의 모테투스 성부에서 재등장한다. 또한, 콰드루플룸 성부의 선율

d가 테노르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선율에서 반복 등장한다. 테노르

두 번째와 네 번째 선율에서 모테투스 성부의 선율 c가 반복되며,

테노르 세 번째와 네 번째 선율에서 트리플룸 성부의 선율 e가 반

복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테투스 성부가 테노르 두 번째와 네 번

째 선율을 연결해주고 트리플룸은 테노르 첫 번째와 두 번째 선율,

세 번째와 네 번째 선율을 연결해준다. 콰드루플룸 성부는 테노르

두 번째와 세 번째 선율의 연결을 강화한다(표 12).

34번은 밤베르크 필사본(49번)에 3성부 형태로도 남아있다. 3

성부 곡의 경우 모테투스와 트리플룸의 프레이즈 관계가 ‘일치-불일

치-일치’(1~40, 41~62, 63~108 완전형)의 세 부분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이즈 구조 역시 24번과 마찬가지로 콰드루플룸

성부로 인해 무효화된다. 콰드루플룸 성부의 프레이즈는 테노르-모

테투스-트리플룸 성부가 동시에 휴지하는 부분들을 가리며, 콰드루

플룸 성부의 휴지부는 75~86 완전형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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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투스, 트리플룸 성부와 일치하지 않는다.40) 결과적으로 34번에서

는 각 성부들의 프레이즈 길이와 휴지부가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복잡하게 교대한다. 따라서 34번은 24번과 같이

여러 부분으로 구분될 수 없는 하나의 통일된 악곡으로 볼 수 있다.

테노르에서 선율이 여러 번 반복되는 24번과 34번 모테트는

테노르의 각 부분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하나로 응집되는 경

향을 보인다. 두 곡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음악적 특징은 테노르 반

복의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다섯 곡이 테노르 구조에 따라 곡

전체가 2부분 구조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테노르 선율 전

체가 반복되더라도 테노르가 AA의 2부분 구조를 갖는지, 24, 34번

처럼 여러 부분을 갖는지에 따라 상성부에 테노르의 구조가 투사되

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수 반복 테노르를 갖

는 모테트에서도 음악적 응집은 우선적으로 상성부의 선율 반복을

통해 테노르의 각 부분들이 연결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뚜렷한

2부분 구조를 갖는 곡에서나 여러 부분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곡에서나 테노르의 구조가 음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0) 클라크는 콰드루플룸 성부의 프레이즈 길이와 휴지부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모테투스,

트리플룸과 일치하는 이유가 이 부분의 가사가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

다. Suzannah Clark, ‘S'en dirai chançonete,’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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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34번 프레이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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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적 반복 테노르

세 번째 유형은 테노르에서 성가 선율의 일부만 반복하는 부

분적 반복 테노르이다. 그 결과 20번의 테노르 성부는 AA'B 구조

를, 21번과 32번은 ABB 구조를 갖게 된다.

1) 20번

Celui en qui je me fi / La bele estoile de mer / La bele en qui

je me fi / IOHANNE (ff. 24
v
-27

r
)

20번의 테노르 선율은 총 43 완전형이며, 1~16 완전형 부분과

19~34 완전형 부분의 선율이 동일하다. 테노르 선율에서는 오르도

길이가 매우 불규칙적이어서 동일한 음이 반복되면서도 휴지부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르도 길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

에 이는 리듬과 선율의 패턴이 각각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서로의

단위가 엇갈리는 아이소리듬 기법과 차이가 있다.

  <악보 12> 20번 테노르 

1~16 완전형과 19~35 완전형 부분의 선율 사이에는 d'음과 f'

음이 있다. 삽입된 두 음은 16 완전형 지점에서 d'음으로 마친 선율

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첫 음인 a'음으로 갑자기 도약하지 않고 자

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준다. 선율 반복이 끝날 때는 원래의 d'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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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치지 않고 d'음 뒤에 추가된 g'음으로 마친다. 이 음은 테노르

선율이 종지음인 D음으로 마치지 못하도록 종지를 회피함으로써 선

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8 완전형 길이의 선

율이 제시되고 나면 테노르가 마침내 다시 d'음으로 종지하는데, 이

때 1~16 완전형의 선율과 동일하게 e'-c'-d'음으로 진행한다. 1~16

완전형 부분을 선율 A라고 하면, d', f', g'음이 더해진 17~35 완전

형 부분을 선율 A', 마지막 8 완전형 길이의 프레이즈를 선율 B라

고 할 수 있다.

20번 역시 테노르 선율의 반복과 함께 상성부에도 선율반복이

나타난다. 트리플룸 성부에서 10~13 완전형의 선율은 28~31 완전형

의 선율과 동일하며, 14~16 완전형의 선율은 32~34 완전형에서 4도

낮은 음으로 반복된다. 이때 콰드루플룸은 32~35 완전형 부분의 트

리플룸 선율을 중복한다. 콰드루플룸 성부에서는 또한, 10~12 완전

형(A부분)과 28~30 완전형(A'부분)의 음 진행이 유사하다.

  <악보 13> 10~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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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4> 28~35P

20번에서는 선율반복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테노르의

구조가 상성부에 투사된다. 우선 두 상성부의 선율이 중복되거나 병

행하는 몇몇 지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3~5 완전형 부분에서는 콰

드루플룸과 트리플룸의 선율이 옥타브 병행하고, 10~13 완전형에서

콰드루플룸과 트리플룸의 선율이 거의 같다(제시되는 음은 동일하지

만 첫 세음의 리듬이 다르다). 23 완전형 지점에서는 트리플룸과 모

테투스가 5도 병행한다. 25 완전형 지점에서는 콰드루플룸과 트리플

룸이 4도 병행하다가 26 완전형 지점부터 같은 음으로 진행한다(26

완전형 지점에서 콰드루플룸은 a'-b'-c''-d''-d''로, 트리플룸은

a'-b'-c''-d''로 진행하며, 리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28~35 완전형 부분에서 콰드루플룸과 트리플룸이 유사한 선율로 진

행한다. 이 중 가장 유사하게, 그리고 가장 길게 선율이 중복되는

부분은 10~13, 28~35 완전형의 콰드루플룸-트리플룸 중복으로, 이

두 부분은 A와 A'부분에서 테노르 선율과 함께 두 성부의 선율이

반복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두 성부가 선율을 중복하면 텍스쳐에 변

화가 생기기 때문에 콰드루플룸과 트리플룸의 선율 중복은 구조적

으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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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선율동기 a와 음형 b 역시

테노르의 구조를 반영한다. f''(e'')-e''-f''-g''-f''-e''-d''(-c'')음으

로 진행하는 선율동기 a와 그 변형은 세 상성부에서 여러 차례 등

장한다. 선율동기 a는 제시될 때마다 리듬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지

만 구성음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공통적으로 g''-f''-e''-d''의 진

행이 다음의 두 종류의 리듬으로 하행한다.

<선율동기 a의 리듬>

유형 ① ♪ ♪ 유형 ② ♪ ♪

선율동기 a는 테노르의 A와 A'부분에만 등장하며, B부분에서는 전

혀 발견되지 않는다. A부분에서 선율동기 a와 그 변형은 트리플룸

에서 3회, 콰드루플룸에서 2회, 모테투스에서 2회 등장한다. 이 중

트리플룸에서는 첫 음이 e''음으로 바뀐 채로 1~2 완전형 부분에

제시되며, 11~13 완전형에서는 원음으로, 14~15 완전형에서는 2도

낮은 음으로 제시된다. 콰드루플룸에서는 5~6 완전형 부분에서 한

옥타브 낮게 제시되고, 11~13 완전형에서 트리플룸을 중복한다. 모

테투스에서는 2~3 완전형 부분에서 일부만(f''-g''-f''-e''-d''), 그

리고 10~11 완전형에서 2도 낮은 음으로 제시된다. A부분에서 선율

동기 a나 그 변형이 나타나지 않는 곳은 4 완전형 지점과 7~9 완전

형 부분뿐이다. A'부분에서는 테노르에 추가된 d', f'음이 있는

17~18 완전형 부분의 트리플룸 성부에서 5도 낮은 음으로 1회 제시

되며, 이후 30~33 완전형 부분에서 상성부 선율반복과 함께 트리플

룸과 콰드루플룸에서 다시 등장한다.

선율동기 a와 그 변형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A부분과 달리

19 완전형 지점부터는 선율동기 a나 그 변형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다. 대신 19~27 완전형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음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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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음형 b). 음형 b는 현대악보로 16분음표 두 개와 8분음표 하

나로 구성된 짧은 음형으로, 2도 상행한 후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2도 하행한 뒤 제자리로 돌아오는 선율동기 a

의 첫머리가 전위된 모습과 같다. 음형 b는 모테투스에서 4회(19 완

전형 지점의 e''-f''-e'', 22 완전형의 d''-e''-d'', 23, 26 완전형 지

점의 a'-b♭'-a') 등장하고 트리플룸에서는 모테투스와 같은 위치에

서 1회(23 완전형) 등장한다.41) 음형 b는 A'부분의 전반부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므로, A부분이 끝나고 새로운

부분(A'부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악보 15> 19~27P

선율 A'의 시작 부분은 종지로도 구분된다. 20번 뿐 아니라 분

책 2권에서 전반적으로 종지는 주로 테노르를 최저음으로 한다. 그

런데 때때로 성부교차가 일어나서 모테투스나 트리플룸 성부가 최

저음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20번에서는 A'의 시작부분이 여기

에 해당한다. 20번의 종지음은 D음으로, A부분에서는 프레이즈마다

테노르 음을 최저음으로 하여 G음과 D음으로 번갈아 종지한다. 그

41) 트리플룸은 21 완전형 지점에서 e''-f''-e''음을 8분음표 세 개로 구성된 리듬으로 제시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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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A'부분이 시작되면 첫 두 종지에서 모테투스의 음이 테노르보

다 낮게 내려가는 성부교차가 일어나면서 20 완전형 지점에서는 F

종지, 24 완전형 지점에서는 C종지를 한다. 그런 다음 27 완전형 지

점에서 테노르를 최저음으로 하는 D종지로 돌아온다.

20번에서는 이렇게 상성부의 선율동기 a와 음형 b, 그리고 성

부교차가 일어나는 종지를 통해 A부분과 A'부분이 구분된다. 그 뒤

에 이어지는 B부분은 동기 a와 음형 b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테노

르의 선율도 새롭기 때문에 A, A'부분과 구분된다. B부분은 테노르

의 새 선율과 더불어 모테투스와 콰드루플룸 성부에서 동일한 후렴

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20번에서 콰드루플룸 성부는 B부분 이

외의 여러 곳에서 모테투스 성부의 가사를 중복한다(en qui je me

fi, qu'ele son(est) ami, souffrir, l'amour, reclaime 등). 이렇게 두

성부에서 중복됨으로써 강조되는 가사가 구조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령 ‘reclaimer’는 A'부분이 끝나는 지점

에 위치한다) 중복되는 가사들과 음악 구조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후렴 가사는 B부분 전체에 걸

쳐 모테투스와 콰드루플룸 성부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B부분이 A,

A'부분과 구분되도록 해주는 구조적인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B부분이 A, A'부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

다. 일반적으로 한 부분을 마치며 종지를 할 때 최저음과 최고음의

음정이 옥타브가 되는 데 반해, A'부분을 마칠 때 세 상성부에는 테

노르의 g'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g''음이 없다. 35 완전형 지점에서

최고음과 최저음의 음정은 옥타브가 아닌 완전 5도이다. 이는 종지

를 회피하도록 만드는 테노르 g'음의 성격이 상성부들에도 반영되

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부분 끝의 이러한 진행은 아직 음악

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또한, A'부분의 후반부(28~35

완전형)와 B부분은 공통적으로 모테투스와 콰드루플룸 성부의 마지



54

막 가사가 ‘aime’라는 동일한 발음을 갖는다(두 성부의 A'부분 마지

막 단어는 ‘reclaime’이고 B부분 마지막 단어는 ‘aime’이다). A'의 후

반부와 B부분의 상성부 가사의 음절수도 동일하기 때문에 두 부분

은 각운의 측면에서 짝을 이루고 있다.

한편 B부분은 끝에서 ‘aime’라는 단어가 강조되면서 끝마친다.

내내 나머지 두 성부와 다른 각운 소리로 진행하던 트리플룸 성부

도 B부분 마지막 단어는 두 성부와 같기 때문에 이 단어는 더욱 강

조된다. ‘aime’는 프레이즈의 분리를 통해서도 강조된다. 시행 중간

임에도 불구하고 40 완전형 지점에서 모든 성부가 함께 휴지하는데,

이로 인해 B부분은 5 완전형과 3 완전형 길이의 두 프레이즈로 나

뉜다. 이 휴지 이후에 모테투스와 콰드루플룸에서는 화자의 심장(마

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설명해주는 ‘qui bien l'aime’(그것을 살뜰

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가사가 나온다. 곡을 마치기 전에 이 지점

에서 모든 성부가 휴지하는 것은 화자의 심장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밝히는 동시에 ‘aime’이라는 마지막 단어가 더욱 두드러지게 만든다.

이렇듯 B부분은 한편으로는 A, A'부분과 구분이 되면서도 각운과

불완전한 종결로 인해 앞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 일종의

코다 같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테노르의 AA'B 구조는 음악 뿐 아니라 가사에도 반영되어 있

다. 20번의 세 상성부는 각운 구조가 동일하다. 모테투스와 콰드루

플룸은 각운의 소리와 구조, 시행의 음절수가 동일하다. 트리플룸은

다른 두 성부와 각운의 소리는 다르지만 각운 구조와 시행의 음절

수가 같다. 세 성부 모두 테노르의 A부분까지는 각운 a가 제시되다

가 A'부분의 시작과 함께 각운 b로 전환된다. 27 완전형 지점까지

각운 b가 연달아 세 번 제시된 후에는 다시 각운 a로 잠시 돌아갔

다가 A'부분과 B부분이 각운 c로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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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부 각운>

Q & M a(-i) b(-or/-our) c(-me) : a a a a a b b b a c C

Tr a(-er) b(-oi) c(-ne) : a a a a a b b b a c A C

이렇게 세 성부의 각운 구조와 음절수가 같고, 그 중 두 성부

는 각운 소리까지 같은 경우는, 성부마다 서로 다른 가사와 각운 체

계, 시행의 길이를 갖는 모테트에서 매우 드물다. 20번처럼 세 상성

부의 각운 구조가 같은 모테트에서는 상성부의 프레이즈 구조도 유

사하여 동일한 각운 소리들의 위치가 수직적으로 일치한다. <표

13>을 보면 네 성부의 프레이즈 길이가 대부분 일치하며, 따라서

네 성부가 함께 휴지하는 지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이즈 구조는 추가된 d', f', g'음이 A' 선율의 영역에 포

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표 13> 20번 프레이즈 구조

20번은 상성부의 선율 반복, 선율동기와 음형, 종지, 가사, 프레

이즈 구조를 통해 곡 전체에 테노르와 동일한 AA'B 구조가 확립되



56

어 있다. 나아가 A'부분은 성부교차로 인한 F, C종지와 각운 b, 음

형 b의 제시를 통해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17~27 완

전형 부분과 A부분의 음악적 요소들이 돌아오는 28~35 완전형 부

분으로 구분된다. 테노르 성부가 가진 구조적 틀이 상성부를 통해

정교하게 완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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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번

Plus bele que flor / Quant revient et fuelle et flor / L'autrier

jouer m'en alai / FLOS (ff. 26
v
-28

r
)

이 곡의 총 길이는 36 완전형이며, 테노르는 6~20 완전형과

21~36 완전형 부분의 선율이 동일한 ABB 구조이다. 21번에도 테노

르의 선율반복과 함께 상성부에 나타나는 선율반복이 있다. 콰드루

플룸 성부에서는 6~12 완전형의 선율이 21~27 완전형의 선율과 유

사하다. 모테투스의 9~11 완전형 부분 선율은 테노르가 반복될 때

24~25 완전형에 다시 등장한다. 이때 선율의 전반부는 트리플룸 성

부에서, 후반부는 모테투스 성부에서 제시한다.

  <악보 16> 5~12P

  <악보 17> 21~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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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투스 성부는 처음부터 잇달아 6 완전형 길이의 프레이즈

로 진행하며 줄곧 테노르와 휴지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테노

르의 첫 제시를 마치는 20 완전형 지점 직전에 갑자기 2 완전형으

로 프레이즈 길이가 짧아지면서 처음으로 테노르와 함께 휴지한다.

<표 14> 21번 프레이즈 구조

21번에서는 테노르의 선율반복 뿐 아니라 테노르에 사용된 성

가 선율의 가사도 곡의 구조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테노르 선

율의 출처는 성모 승천 축일 및 성모 탄생 축일의 만과에서 부르는

레스폰소리이다. 이중 시편 부분의 가사는 “Virgo dei genetrix

virga est, flos filius ejus”(성모는 가지이고 그녀의 아들은 꽃이로

다)로, 21번 모테트 테노르 성부의 인치피트 ‘flos’는 꽃을 뜻한다. 21

번의 상성부들은 서로 다른 가사를 가지면서도 테노르 선율에서 암

시되는 ‘꽃(flor)’이라는 단어로 서로 연결된다.

모테투스 성부는 남성 화자가 “꽃을 따러 과수원으로 들어갔다

(En un vergier m'en entrai pour queillir flor)”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는 내용이다. 꽃을 딴다는 것은 육체적 관계를 상징한다.42)

42) Huot, Allegorical P lay in the Old French Motet, 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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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조적으로 콰드루플룸 화자의 사랑은 성모 마리아를 향한다.

콰드루플룸 성부에서 꽃은 여인의 아름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

준으로(“Plus bele que flor” 꽃보다 아름다운), 또, 마리아를 묘사하

는 수단으로(“la flor qu'est de paradis” 천국에서 자라는 꽃) 사용

된다. 트리플룸의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은 모호하다. 트리플룸 성부

역시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지만, 이 사랑이 모테투스 성부

에서처럼 세속적인지, 콰드루플룸 성부에서처럼 마리아를 향한 사랑

인지는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휴오트는 트리플룸 가사의 이러한 모

호성이 모테투스와 콰드루플룸 성부를 연결해준다고 해석한다.43) 트

리플룸 성부에서는 여름에 다시 핀 꽃이 화자로 하여금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리게 한다.

‘flor(꽃)’라는 가사는 콰드루플룸, 트리플룸, 모테투스, 그리고

다시 콰드루플룸의 순서로 총 4회 등장한다. 모테투스에서는 12 완

전형 지점, 트리플룸에서는 4 완전형 지점, 콰드루플룸에서는 3 완

전형과 21 완전형 지점에 등장한다(표 14에서 빗금으로 표시된 부

분). 21번에서는 숫자 3과 4가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flor’라는 단어

가 등장하는 지점들은 모두 3과 4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테노르

반복이 시작되는 지점 역시 3의 배수인 21 완전형 지점이다. 콰드루

플룸 성부는 보기 드물게 일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3 완전형 길

이의 프레이즈로 진행한다. 테노르 성부도 처음과 끝을 제외하면 3

완전형 단위의 프레이즈로 진행한다. 교회에서 3은 하늘을, 4는 땅

을 상징하는 수라는 점과 관련지으면,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

는 콰드루플룸 성부와 성가선율을 차용한 테노르 성부가 3 완전형

단위로 진행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우연인지 의도된 것인지 분명하

지는 않지만, 세속적 사랑과 종교적 사랑 사이에 모호하게 존재하는

트리플룸 성부에서는 3, 4 완전형 길이 프레이즈가 섞여 있다.

43) Huot, Allegorical P lay in the Old French Motet,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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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노르 선율과 함께 반복되는 상성부 선율, 모테투스와 테노르

의 휴지부 일치, 그리고 유일하게 ‘flor’라는 단어가 두 번 제시되는

콰드루플룸 성부에서 두 번째 ‘flor’를 테노르의 반복이 시작되는 21

완전형 지점에 배치한 것은 모두 테노르의 반복 구조를 강조한다.

그러나 21번에는 테노르 구조와 관계없는 또 하나의 구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구조는 세 상성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1~24 완전형이 첫 번째 부분이고, 25~36 완전형이 두 번째 부분이

다. 25 완전형 지점은 모테투스 가사에서 여인이 노래를 부르기 시

작하는 부분이며, 콰드루플룸에서 여인의 정체가 바로 마리아였음을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44) 가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음악적 변화가 나타난다. 콰드루플룸과 모테투

스는 1~24 완전형까지 6 완전형 단위로 서로 휴지부 위치가 일치했

으나, 25 완전형 지점부터는 전혀 휴지부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다. 또한, c''-b'-a'-g'-a'음으로 진행하는 음형 a가 1~24 완전형

부분에서만 등장한다(표 14에서 진하게 칠해진 부분). 음형 a의 원

형은 트리플룸에서 3회(5~6, 17~18, 24~25 완전형), 모테투스에서 2

회(9~10, 11~12 완전형) 제시되며, 리듬이 변형된 형태로 모테투스

에서 2회(14~15, 22~23 완전형) 제시된다. 트리플룸 성부에서 세 번

째로 제시된 음형 a가 25 완전형 지점에서 끝나면, 그 이후에는 음

형 a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누어진 두 부분의 길이

는 각각 24 완전형과 12 완전형이다. 24와 12 두 숫자 모두 3과 4의

공배수라는 사실로 미루어 테노르에 따른 두 부분 구조와 가사에

따른 두 부분 구조 모두 3과 4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의한 설계의

일부분으로 해석된다.

44) 콰드루플룸 성부의 가사는 전반부에서 일반적인 세속적 사랑에 관한 내용인 것처럼 진

행하다가 화자가 말하는 여인이 마리아임이 시 후반부에 가서야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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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번

Le premier jor de mai / Par un matin me leva[i] / Je ne puis

plus durer sans voz / IUSTUS (ff. 49
v
-52

r
)

32번의 테노르는 선율의 마지막 일부가 한 번 더 반복되는

ABB 구조를 갖는다. A부분의 길이는 28 완전형, B부분은 12 완전

형으로, 총 길이는 52 완전형이다. 32번에서도 테노르가 B선율을 반

복할 때 상성부에 선율 반복이 있다. 우선 트리플룸이 29~30 완전

형 부분을 41~42 완전형 부분에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33~36 완전

형 부분을 45~48 완전형 부분에서 유사하게 반복한다. 모테투스도

35~36 완전형과 47~48 완전형 부분에서 같은 음, 다른 리듬으로 진

행한다.

<악보 18> 1~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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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에서 독특한 점은 상성부의 선율반복이 A부분과 B부분

사이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첫 번째 B부분(이하 B1)을 시작하는

콰드루플룸 선율(29~35 완전형)은 A부분의 5~11 완전형 선율과 유

사하다.

  <악보 19> 29~36P

마찬가지로, 두 번째 B부분(이하 B2)을 시작하는 모테투스, 트리플

룸 선율(41~42 완전형)은 A부분의 17~18 완전형 선율과 유사하다.

콰드루플룸 선율과 모테투스, 트리플룸 선율은 각각 A부분이 끝나

기 17 완전형, 10 완전형 전에 끝맺는다. 이는 B1과 B2부분을 하나

의 B부분으로 보았을 때, 두 선율이 각각 B부분이 끝나기 17, 10 완

전형 전에 끝맺는 것과 같다(표 15). 32번의 상성부 선율 반복은 B1

부분과 B2부분의 반복 구조를 강조할 뿐 아니라, 테노르 선율을 공

유하지 않는 A부분과 B부분을 연결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31번과 마찬가지로, 상성부 선율반복이 곡의 중간지점을, 즉

테노르 선율의 반복을 표시하는 것 이상의 구조적 기능이 있음을

증명한다.

<표 15> 32번 프레이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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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부의 프레이즈 구조 역시 테노르 구조와 동일하다. 모테투

스와 트리플룸 성부의 첫 프레이즈의 길이는 6 완전형이며, 이 프레

이즈를 마치는 6 완전형 지점에서 네 성부가 동시에 휴지한다. 1~6

완전형 부분은 유일하게 네 성부가 함께 휴지하는 곳이며, 테노르에

서 단 두 번 등장하는 예외적인 리듬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1~2,

5~6 완전형, 악보 18). 따라서 이 부분은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과

구분되는 일종의 도입부로 볼 수 있다.

이어서 7~22 완전형 부분에서는 모테투스와 콰드루플룸의 프

레이즈 길이 및 휴지부가 일치하고 트리플룸은 두 성부와 다르게

진행한다. 그러다가 테노르 A선율이 끝나는 28 완전형 지점에서 모

테투스와 트리플룸 성부가 동시에 휴지한다. 이어서 B1 부분 내내

모테투스와 트리플룸 성부의 프레이즈 진행이 일치하고 콰드루플룸

이 다르게 진행한다. B1 부분이 끝나는 40 완전형 지점에서는 모든

성부가 함께 휴지한다. 32번에서 네 성부가 함께 휴지하는 곳은 6

완전형 지점과 40 완전형 지점뿐이다. 40 완전형 지점에서의 휴지는

반복되는 선율이 이제 시작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B2 부분이

시작되면 트리플룸과 콰드루플룸 성부의 진행이 일치하고 모테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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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노르 A 테노르 B1 테노르 B2

1~6P 7~28P 29~40P 41~52P

세 성부 일치 M, Q ↔ Tr M, Tr ↔ Q Q, Tr ↔ M

<표 16> 상성부 프레이즈 관계 

가 다르게 진행한다. 요약하자면, 32번은 A, B1, B2의 각 부분마다

두 성부가 짝을 이루어 프레이즈 길이와 휴지부가 일치하도록 진행

하면서 남은 한 성부와 대조를 이루는 프레이즈 구조를 가지고 있

다.

부분적 반복 테노르를 가지는 세 곡의 모테트에서는 테노르

성부가 가진 구조적 틀이 상성부를 통해 정교하게 완성되어 있다.

20번의 경우 상성부의 선율 반복, 선율동기와 음형, 종지, 가사를 통

해 곡 전체에서 테노르와 동일한 AA'B 구조가 나타나며, 종지, 각

운, 음형을 통해 A'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21번에서는

상성부 선율반복이 테노르의 구조를 강조하고, 주요 단어 ‘flor’가 상

성부와 테노르의 결속을 강화하고 구조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사용

된다. 동시에 모테투스-콰드루플룸의 프레이즈 관계 및 가사, 특정

부분에서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음형 등을 통해 테노르와 무관한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21번 모테트에서는 독

특하게도 3과 4가 주요 숫자로 사용되어 테노르의 선율반복, 주요

단어 ‘flor’, 콰드루플룸과 테노르의 프레이즈, 상성부에 의한 새로운

구조를 모두 하나로 응집해준다. 이는 31번과 마찬가지로 모테트의

성부들이 전체적으로 구조적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을 말해준다. 32

번 역시 테노르 선율반복과 함께 상성부에서도 선율반복이 일어나

며, 테노르에서 같은 선율을 공유하지 않는 A부분과 B부분 사이에

도 상성부에서 선율이 반복됨으로써 ABB 구조가 확립된다. 또한,

네 성부가 동시에 휴지하는 두 곳을 제외한 부분들에서는 성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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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즈가 끊임없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프레이즈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성부 간 프레이즈 관계를 살펴보면 이 복잡한 프

레이즈 구조가 테노르의 구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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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복 없는 테노르

네 번째 유형은 선율을 반복하지 않는 테노르이다. 몽펠리에 4

성부 모테트 중 25, 26, 27, 29번이 여기에 해당된다. 선율을 반복하

지 않기 때문에 선율 반복에 따른 구조는 기본적으로 한 부분 구조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곡에서 테노르 선율이 두 개 이상의 부분으

로 구분되며 이 구조가 곡 전체 구조와 연관성을 가진다.

1) 25번

Chançonnete, va t'en tost / Ainc voir d'amors ne joï / A la

cheminee / PAR VERITÉ45) (ff. 39
v
-40

r
)

25번 테노르의 선율은 다섯 개의 프레이즈로 구성된다. 이 중

첫 번째인 ‘Parverité’ 프레이즈를 테노르 A 선율이라고 한다면, 시

작음만 다른 네 번째 프레이즈(‘passent roinnas’)는 A' 선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Parverité’ 프레이즈와 시작음은 다르지만

f'-g'-f' 진행이 확장되어 있는 다섯 번째 프레이즈(‘et touz vins

aucerrois’)는 A'' 선율이라고 할 수 있다. 25번의 테노르는 주요 선

율인 A 선율에서 시작해 두 번째, 세 번째 프레이즈를 거치며 A 선

율의 f'-g'-(f')음을 반복한 후, A'와 A'' 선율을 통해 주요 선율을

다시 강조하면서 끝맺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테투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테노르와 프레이즈 길이가 일치

한다. 트리플룸 성부는 24 완전형까지, 콰드루플룸 성부는 8 완전형

까지 아래 성부들과 프레이즈 길이 및 휴지부가 일치한다. 그러므로

45) 25번의 테노르 선율은 성모승천축일 미사 그라두알 성가 중 ‘Veritatem’ 선율을 패러디

한 것이다. Robyn E. Smith, French Double and Triple Motets,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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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완전형 지점에서는 네 성부가 전부, 16 완전형과 24 완전형 지점

에서는 콰드루플룸을 제외한 세 성부가 함께 휴지하게 된다. 1~8

완전형 부분은 테노르에서 선율을 차용한 부분이면서 테노르에서

원곡 테노르 가사의 ‘Veritatem’(진실)과 같은 뜻을 가진 ‘verité’라는

가사가 등장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8 완전형 지점에서만 유일하게

모든 성부가 휴지하는 것은 테노르의 주요 선율을 부각시키는 효과

가 있다. 이때 매우 단순하게 호모리듬적으로 진행하는 콰드루플룸

과 트리플룸의 리듬은 이 부분을 뒤에 오는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

으로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

25번은 비록 테노르에 선율 반복은 없지만, f'-g'음이 반복적

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 음 진행이 등장할 때마다 모테투스에서는

선율동기를 제시한다. 선율동기는 f''-e''-d''-c''-b♭'음으로 하행하

는 선율로, 이 과정에서 일부 음이 반복되기도 한다. 모테투스에서

선율동기가 제시될 때, 처음 세 프레이즈에서는 언제나 테노르의

f'-g'음과 함께 등장한다(3~6, 9~12, 17~20 완전형). 그러나 네 번

째, 다섯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선율동기의 제시 방식이 다르다. 네

번째 프레이즈에는 테노르의 d'음 위에서 모테투스 선율동기의 후반

부가 제시된 뒤(25~26 완전형), f'-g'음 위에서 전체 음이 다시 반

복된다. 다섯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f''음이 생략되고 f''음 대신 e''

음이 반복된다(33~36 완전형). 네 번째, 다섯 번째 프레이즈는 테노

르의 선율 A가 변형되어 돌아오는 부분들이다. 따라서 모테투스의

선율동기의 원형과 변형의 배치는 테노르의 주요 선율 A의 제시와

A가 재현되는 A', A''라는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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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0> 25번 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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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룸과 콰드루플룸에서는 선율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러나 트리플룸 성부는 처음 세 프레이즈를 모두 c''-b'음으로 하행

하면서 시작한다. 남은 두 프레이즈는 각각 a'-g', a'-b'-c''음으로

시작한다. 첫 세 프레이즈는 길이도 동일하기 때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프레이즈와 구별된다. 네 번째 프레이즈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 역시 테노르의 선율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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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번

Viderunt. Pou peu ne sui / Viderunt. Por peu li / Viderunt. Par

pou le cuer / VIDERUNT OMNES46) (ff. 40
v
-41

r
)

26번의 테노르 선율은 크리스마스 미사의 그라두알 성가 중

‘Viderunt Omnes’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테노르 성부는 ‘Viderunt’

부분(1~4 완전형)과 ‘Omnes’ 부분(5~15 완전형)의 두 프레이즈로

구성된다. 따라서 선율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테노르가 AB의 2부분

구조를 가진다.

26번의 전체 구조 역시 테노르의 ‘Viderunt’와 ‘Omnes’와 동일

한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로, 곡을 시작하는 프레이즈에서 세

상성부가 동시에 ‘Viderunt’라는 단어를 노래한다. 그리고 ‘Viderunt’

부분이 끝나는 4 완전형 지점에서 트리플룸 성부가 최저음으로 내

려오면서 F종지를 한다. 이는 곡 끝에서 트리플룸 성부가 테노르의

c'음보다 낮은 f음으로 내려오면서 종지하는 것과 동일하다. 4 완전

형 지점에서 (다른 모테트에서 흔히 그러듯) 테노르 음에 따라 c'음

으로 종지하지 않고 최종종지와 같은 방식으로 종지하는 것은, 테노

르의 인치피트이기도 한 ‘Viderunt’(보았노라)라는 가사를 음악적으

로도 강조한다.

다섯 번째 완전형부터는 상성부들의 가사가 달라진다. 26번은

또한 20번처럼 세 상성부의 각운 구조가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프레

이즈 구조도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각운이 수직적으로 같은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46) 26번의 테노르 선율은 24번 테노르와 출처가 같다. 그러나 24번에서는 ‘Omnes’부분의

선율만을 차용한 반면 26번에서는 ‘Viderunt Omnes’에 해당하는 선율을 차용했으며, 24

번과 달리 원래 성가와 동일한 음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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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드루플룸

Viderunt: Por peu ne sui departis de cele dont n'avrai congié.

(보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떠날 뻔했다네, 내가 결코 떠나지 않

을 그녀를.)

트리플룸

Viderunt: Por peu li cuers ne me parti qu'ele me fit douner

congié.

(보았노라: 내 심장이 떨어져 나갈 뻔했다네, 그녀가 나를 떠나보

냈을 때.)

모테투스

Viderunt: Par pou le cuer ne me parti, quant a la bele pris

congié.

(보았노라: 내 심장이 떨어져 나갈 뻔했다네, 내가 아름다운 그녀

에게 작별을 고했을 때.)

<악보 21> 26번 전곡



72

테노르의 ‘Omnes’ 부분에서는 세 상성부의 가사가 서로 다르

지만, 동시에 같은 단어를 제시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곡의 마지막

에서 세 상성부가 함께 ‘congié’(작별)라는 단어로 마친다. ‘congié’는

마지막 단어이기 때문에 곡을 시작하는 ‘Viderunt’만큼이나 두드러진

다. 곡 중간에 등장하는 ‘parti’(떠난)는 다른 방식으로 강조된다. 26

번의 상성부는 모두 제1 리듬선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르도가

끝나는 지점에는 현대악보로 4분음표와 8분쉼표가 온다. 그런데

‘parti’라는 가사가 등장하기 직전인 8 완전형 지점에서 모든 성부가

1 완전형 길이의 음(현대악보로 점4분음표)을 제시한다. 곡의 첫 음

을 제외하면 26번에서 유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는 이 부분이

휴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 성부가 휴지를 하는 것 같

은 효과를 주며, 따라서 이 뒤에 등장하는 ‘parti’라는 단어를 강조하

는 기능을 한다. ‘Viderunt’가 A부분을 특징짓는 단어라면, ‘parti’와

‘congié’는 B부분을 특징짓는 단어인 것이다.

이와 같이 26번은 세 상성부가 같은 단어를 제시하는 부분과

서로 다른 가사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테노르

의 선율 구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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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7번

Trois serors... La jonete / Trois serors... La moiene / Trois

serors... L'aisnee / [PERLUSTRAVIT] (ff. 40
v
-42

r
)

27번 상성부의 가사는 26번과 마찬가지로 상성부들이 같은 가

사로 진행하는 부분과 서로 다른 가사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구분된

다. 1~6 완전형 부분은 세 상성부가 “Trois serors, sor rive mer,

chantent cler”(세 자매가 해변에서 또렷하게 노래하네)라는 가사를

공유하며, 프레이즈 길이와 휴지부 위치가 같다. 세 자매 각각의 이

야기가 시작되면서 상성부들의 가사가 달라지는 7 완전형 지점부터

는 프레이즈 길이도 각각 다르다. 휴오트는 사랑을 기다리는 세 자

매를 성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제자들로, 가사의 유니즌을 제자

들의 한 가지 언어로, 자매의 서로 다른 노래는 성령 강림과 함께

쏟아져 나온 방언으로 해석한다.47)

27번의 테노르에는 선율 반복이 없을 뿐 아니라 26번처럼 확

연히 눈에 띄는 구조도 없다. 그러나 26번과 같은 방식으로 가사의

유니즌과 분리, 그리고 그와 조화를 이루는 프레이즈 구조에 의해

27번은 2부분 구조를 갖는다.

26번(15 완전형)과 27번(22 완전형)은 몽펠리에 필사본 분책 2

권의 모테트 중 가장 짧은 곡이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가장 길이가

짧은 두 곡이 가사와 음악 모두에 있어서 같은 구조를 가진다. 테노

르에 선율 반복이 없고 곡 전체 길이도 짧은 26번과 27번에서는, 음

악적으로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대신 상성부 가

사의 유니즌과 분리를 통해 곡의 구조가 확립된다. 특히, 26번의 경

우 구조에 대한 설계가 테노르 선율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27번에서는 오로지 상성부의 프레이즈와 가사에 의해 구조가

47) Huot, Allegorical P lay in the Old French Motet,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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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 이 두 곡은 이처럼 매우 짧고 테노르에 선율 반복이 없는

곡에서도 가사와 프레이즈 구조를 통해 형성된 일정한 구조가 있음

을 보여준다.

<악보 22> 27번 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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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9번

Dieus! mout me fet sovent / Dieus! je fui / Dieus! je n'i puis /

ET VIDE ET INCLINA AUTREM TAUM (ff. 44
v
-45

r
)

29번의 테노르에서 선율반복은 나타나지 않지만, 1~3 완전형

부분이 24~26 완전형 부분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때 세 상성부

에서도 함께 선율이 반복된다.

테노르의 이러한 선율 구조는 모테투스 가사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모테투스 가사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후렴이 인용되어 있는

‘후렴 인용-새 가사-후렴 인용’의 세 부분 구조를 갖는다. 이때 마지

막 후렴 부분이 테노르에서 음 진행이 반복되는 지점에 해당된다.

이 부분에서 모테투스 성부의 선율도 반복하기 때문에 두 후렴 부

분은 같은 선율로 시작한다. 즉, 29번은 테노르 선율에서 음 진행이

반복되는 부분과 모테투스 가사의 3부분 구조가 결합된 ABA'(1~5,

6~23, 24~28 완전형) 구조를 가지는 곡이다.

그러나 테노르와 모테투스 성부만으로는 ABA' 구조가 완성되

지 않는다. 모테투스 성부는 후렴이 등장하기 직전인 23 완전형 지

점에서 휴지를 하지 않고, 따라서 음악적으로 ABA'의 구조가 가사

만큼 뚜렷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음악적으로 더욱 분명하

게 드러내는 것은 트리플룸과 콰드루플룸 성부이다. 트리플룸과 콰

드루플룸이 23 완전형 지점에서 휴지를 하며, 따라서 이 지점에서

모테투스를 제외한 세 성부가 동시에 휴지한다. 또한 트리플룸과 콰

드루플룸 성부 역시 24완전형 지점에서 선율이 반복되며, 이는 테노

르 선율과 모테투스 가사의 세 부분 구조를 더욱 뚜렷하게 강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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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3> 1~5P

  <악보 24> 24~28P

29번은 세 상성부의 각운 소리와 각운의 순서가 동일하다. 다

음은 세 상성부의 각운이다.

<29번 상성부 각운 구조>

a(-ir) b(-oi/ai) c(-eille) : a b b c a (a) c c

20번과 26번에서도 보았듯이 이러한 각운 구조를 가진 모테트의 특

징은 상성부들이 거의 동일한 길이의 프레이즈로 진행하여 동일한

각운 소리의 위치가 수직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이다.48) 29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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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5P       2P 2P 4P

5P       2P 2P 4P

5P       2P 2P 4P

3P 2P 2P 2P 2P 2P

Q

Tr

M

T

  16                    20                           28

4P 6P 5P       

4P 6P 5P       

4P 11P                           

2P 2P 2P 2P 2P 3P 2P

Q

Tr

M

T

<표 17> 29번 프레이즈 구조

역시 세 상성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길이의 프레이즈로 진행

하며, 짧은 곡 길이에 비해 네 성부가 함께 휴지하는 곳이 많다. 복

잡하지 않은 프레이즈 구조는 네 성부의 선율 반복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준다.

반복 없는 테노르를 가지는 모테트들은 테노르에서 선율이 반

복되지는 않지만 대체로 테노르 선율 자체에서 구조를 찾을 수 있

으며, 이 구조가 곡 전체의 구조와 연관성이 있다. 25번의 테노르는

다섯 개의 프레이즈를 기준으로 다섯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테

노르의 다섯 프레이즈의 구성음, 테노르와 상성부들의 프레이즈 구

조, 모테투스에서 선율동기의 반복 및 배치, 트리플룸의 프레이즈

시작음 등을 기준으로 곡을 작게는 다섯 부분으로, 크게는 테노르의

48) 몽펠리에 필사본 분책 2권의 20, 26, 29번 이외에도, 휴오트는 라 클레이예트 필사본에

수록된 3성부 모테트‘Quant define la verdour / Quant repaire la dolçor / FLOS

FILIUS EJUS’의 두 상성부의 각운이 일치하고 가사에서 유사한 단어가 자주 사용되며,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이 수직적으로 위치가 일치하도록 배치되어 있어 모테트에서 동시

에 소리 난다고 말한다. Huot, Allegorical P lay in the Old French Motet,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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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프레이즈와 4~5번 프레이즈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6

번의 테노르는 원래 성가의 가사 및 그 선율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

로 구성되며, 프레이즈 구조 및 상성부 가사의 유니즌-분리”49) 구조

가 테노르 선율의 구조를 따름으로써 곡 전체의 구조도 테노르와

동일한 2부분으로 구분된다. 27번의 경우 테노르에서는 명확한 구조

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26번과 마찬가지로 상성부 가사와 프레

이즈의 유니즌-분리 구조로 인해 곡이 분명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

된다. 29번은 테노르에 반복되는 음 진행이 있어서 여기에서 상성부

의 선율이 반복되고, 이 구조가 모테투스의 가사 구조와 결합됨으로

써 곡 전체가 ABA'의 3부분 구조를 가진다. 이처럼 반복 없는 테노

르를 갖는 모테트에서는 테노르에 선율 반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성부의 음악 및 가사의 요소들에서 명확한 구조가 나타나며, 27번

을 제외하면 모두 곡의 구조가 테노르 선율의 구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49) Huot, Allegorical P lay in the Old French Mote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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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소리듬적 테노르

다섯 번째는 테노르에서 아이소리듬 기법이 사용되는 유형으

로, 19번과 23번이 해당된다. 두 곡 모두 탈레아는 짧은 단위로 여

러 차례 반복되는 반면 콜로르는 단 두 번 반복된다.

1) 19번

Qui la vaudroit lonc tans / Qui d'amors velt bien joïr / Qui

longuement porroit / NOSTRUM (ff. 23
v
-25

r
)

19번의 테노르에서는 20개의 음으로 구성된 콜로르가 두 번

제시된다(1~32, 35~68 완전형). 두 콜로르 사이에는 콜로르에 포함

되지 않는 f'음과 e'음이 있다(33, 34 완전형). 제5 리듬선법으로 진

행하는 탈레아는 8 완전형 단위로 8번 반복되고 마지막으로 리듬패

턴의 후반부가 1회 더 제시된다. 하나의 리듬 패턴 안에는 다섯 개

의 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f', e'음의 삽입으로 리듬과 음의 단위가

엇갈린다.

19번에서는 콜로르가 두 번 제시되기 때문에 곡에서 2부분 구

조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콜로르 부분에서 상

성부의 선율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테노르에서 음과 리듬이

동일한 부분이 있을 때 상성부에서도 선율이 반복된다. 5~9 완전형

과 21~25 완전형 부분의 트리플룸 성부, 5~14 완전형과 53~62 완

전형 부분의 콰드루플룸 성부, 29~32 완전형의 콰드루플룸 성부와

65~68 완전형의 트리플룸 성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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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5> 5~14P

  <악보 26> 21~36P

  <악보 27> 53~68P



81

테노르와 상성부의 이러한 선율 반복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타나거나 탈레아나 콜로르의 반복구조와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른 음악적 요소들에 의해 이 지점들이 강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곡에 어떤 구조가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율반복은 테노르에서 탈레아와 콜로르의 단

위가 엇갈리면서 진행되고 상성부의 프레이즈 구조도 복잡한 19번

에 어느 정도 음악적 일관성을 부여한다.

19번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로 연결된 악곡이

다. 이는 앞서 설명한 선율반복의 방식에서도 드러나며, 전체 프레

이즈 구조 역시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모테투스 성부

의 프레이즈는 처음부터 40 완전형 지점까지 8 완전형 길이의 짧은

프레이즈로 규칙적으로 진행하다가 41 완전형 지점부터는 매우 긴

프레이즈로 진행한다. 또한, 40 완전형 지점까지는 테노르와 휴지부

의 위치가 일치하지만 41 완전형 이후부터는 일치하지 않는다. 트리

플룸의 경우에는 테노르와 20 완전형 지점까지 휴지부가 일치한 뒤

21 완전형부터 끝까지 단 한번을 제외하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모테투스와는 휴지부의 위치가 일치하는 지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두 성부의 프레이즈는 테노르 프레이즈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각각

2부분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콰드루플룸 성부에 의해 19번의 프레

이즈 구조는 복잡해진다.50) 콰드루플룸 성부는 콜로르의 첫 번째 제

시가 끝나는 32 완전형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4 완전형 지점을 제

외하고) 다른 세 성부와 휴지부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32 완전

형 지점에서 테노르, 모테투스와 함께 휴지한 뒤부터는 끝까지 반드

시 테노르, 모테투스, 트리플룸 중 최소한 한 성부와 휴지부 위치가

일치한다. 만약 전반부에서 휴지부 위치가 일치하고 후반부에서는

휴지부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모테투스, 트리플룸 성부에서 나타나

50) 19번은 볼펜뷔텔 2 필사본(ff.204
v-
205)과 토리노 필사본(19번)에 테노르-모테투스-트리

플룸의 3성부 형태로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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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테노르와의 일치-불일치’라는 구조가 강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전반부에서 휴지부가 거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콰드루플

룸 성부에는 상대적으로 규칙적이고 단순한 곡의 앞부분을 더 복잡

하게 만든다.

<표 18> 19번 프레이즈 구조 

만약 트리플룸과 테노르의 휴지부가 엇갈려 진행하기 시작하

는 21 완전형 지점에서 콰드루플룸의 ‘불일치’ 진행이 멈추었다면,

혹은 테노르, 모테투스, 트리플룸 세 성부의 휴지부가 전혀 일치하

지 않기 시작하는 41 완전형 지점에서 ‘일치’ 진행으로 바뀌었다면,

콰드루플룸 성부에는 단순히 음악의 텍스쳐를 복잡하게 만드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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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콰드루플룸 성부에서 ‘불일치’ 진행이

‘일치’ 진행으로 바뀌는 기점은 32 완전형 지점이며, 이는 테노르에

서 첫 번째 콜로르가 끝나는 지점을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

32 완전형 지점 전후에 있는 10 완전형 길이의 ‘et loiauté’ 프

레이즈와 2 완전형 길이의 짧은 두 프레이즈(‘bien,’ ‘li’ 프레이즈)도

주목할 만하다(악보 26). 나란히 있는 이 프레이즈들은 콰드루플룸

성부에서 가장 길고 짧기 때문에 대조를 이룬다. ‘et loiauté’ 프레이

즈의 전체 가사는 “et loiauté et bonté et largeté et gaieté”이다.

‘그리고’를 뜻하는 단어 ‘et’와 요운 ‘té’가 반복됨으로써 이 프레이즈

는 긴 길이 뿐 아니라 발음(가사)의 측면에서도 여타의 프레이즈들

보다 두드러진다. 이후에 이어지는 ‘bien’ 프레이즈와 ‘li’ 프레이즈는

한 음, 한 음절로 이루어져있다. 이 두 프레이즈는 앞서 유사한 발

음이 여러 번 반복되던 ‘et loiauté’ 프레이즈와 대조를 이룬다. 이로

인해 32 완전형 지점 이전과 이후의 부분은 프레이즈 길이 뿐 아니

라 가사를 통해서도 대조를 이룬다.51)

19번에서는 콜로르가 두 번 제시되며 두 콜로르 사이, 즉 곡의

중간 지점이 콰드루플룸 성부를 통해 강조된다. 그러나 그 외에는

테노르의 콜로르나 탈레아의 반복 구조가 상성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19번은 다수 반복 테노르를 가지는 모테트처럼 하나로 통일된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통일성이 테노르와 상

성부의 관계에 의해 확보된다. 그러나 선율반복이나 프레이즈 등에

있어서 그 관계가 테노르의 구조와는 무관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콜로르와 탈레아가 엇갈리면서 반복하는 아이소리듬적 테노르는 명

확한 구조를 갖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51) 로빈 스미스는 이 부분의 음악과 가사를 연관시키면서 “이 시대에 만들어진 400여개의

가사 중 [음악의] 휴지부에 의해 시행이 분절되는 것은 실로 드문 일이며, 여기에는 언제

나 음악적인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Robyn E. Smith, French Double and Triple
Motet,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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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번

Dame, qui j'aim et desir / Amors vaint tot fors / Au tans

d'esté / ET GAUDEBIT (ff. 29
v
-37

r
)

23번 역시 콜로르와 탈레아가 엇갈리면서 반복한다. 콜로르는

1~69 완전형, 70~140 완전형에서 한 번씩 제시되며, 총 43음이 반

복되고 두 번째 제시 때 a'음이 하나 추가된다.

23번에서도 곡의 중간지점 즉, 첫 번째 콜로르가 끝나고 두 번

째 콜로르가 시작되는 지점이 강조된다. 이 지점에서 우선 탈레아에

변화가 일어난다. 23번 테노르에서 탈레아의 길이는 8 완전형이며,

하나의 탈레아는 다시 리듬 a와 b로 구분할 수 있다.

<탈레아의 리듬 a와 b>

리듬 a  리듬 b    

65~76 완전형 부분에 이르면 리듬 a와 b가 교대하면서 반복하던 탈

레아 패턴에 변화가 일어난다. 65~72 완전형 부분에서는 a-b 대신

b-a의 순서로 진행하며, 73~76 완전형 부분에서는 리듬 b가 생략되

고 리듬 a만 제시되는 것이다. 탈레아 패턴은 77 완전형 지점부터

정상화된다. 탈레아의 이러한 변화는 두 번째 콜로르가 시작되는 지

점 전후로 일어나기 때문에 콜로르의 반복구조가 강조된다.

곡의 중간지점에서 콰드루플룸 성부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콰

드루플룸 성부에서는 39 완전형 지점부터 4 완전형 길이 프레이즈

가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프레이즈 길이의 규칙성은 매 프레이즈 끝

에 오는 각운 c(-or)의 발음으로 강조된다. 그런데 62 완전형 지점

부터 갑작스럽게 2 완전형 길이의 짧은 ‘qu'on-ques’ 프레이즈와

‘n'ot joi’ 프레이즈가 제시된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Nul loial’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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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와 ‘ne ja mes’ 프레이즈에서 다시 4 완전형 길이로 돌아간다.

‘qu'on-ques’와 ‘n'ot joi’ 프레이즈와 그 뒤에 이어지는 ‘Nul loial,’

‘ne ja mes’ 프레이즈 모두 각운 c로 마치기 때문에, 프레이즈 길이

의 변화는 각운 소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악보 28).

이때 음악 프레이즈와 시행의 길이 변화와 함께 특징적인 리

듬도 사용된다. 현대악보로 16분음표 두 개와 8분음표 두 개로 이루

어진 이 리듬형 a는 앞서 언급한 ‘qu'on-ques,’ ‘n'ot joi,’ ‘Nul loial,’

‘ne ja mes’의 네 프레이즈의 첫머리에 등장한다. 23번에서는 16분음

표가 포함되는 리듬형 자체가 드물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프레이즈

의 첫머리에 사용되는 경우는 앞에서 단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콰

드루플룸 50 완전형 지점). 따라서 이 리듬형은 23번에서는 독특한

리듬이며, 테노르의 반복이 시작되는 부분이나 곡이 끝나는 종결부

(트리플룸의 경우)처럼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등장한다.

<리듬형 a> ♪ ♪ ♩

콰드루플룸 성부에서 프레이즈/시행 길이의 축소와 정상화, 그

리고 리듬 a의 제시가 끝나면 각운 d가 등장한다. 각운 d가 처음으

로 제시되는 위치가 테노르의 리듬패턴이 정상화되는 77 완전형 지

점이라는 사실은 앞서 일어난 변화가 테노르 구조와 연관이 있음을

증명한다.

<콰드루플룸 성부의 각운>

a(-ir) b(-er) c(-or) d(-ent)

1~32 완전형 a b a b a b a a a b

33~73 완전형 c c c c c c c c c c c

74~140 완전형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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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57~8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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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에서는 19번과 마찬가지로 프레이즈 구조가 여러 부분으

로 구분될 수 없게 복잡하게 ‘오버랩’된다. 또한, 콜로르의 반복과 함

께 상성부 선율이 반복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여타의 음악적

요소들도 테노르의 콜로르나 탈레아의 반복 구조를 강조하지 않으

므로, 23번은 19번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구분할 수 없는 하

나로 연결된 통일된 악곡이라고 할 수 있다.

19번과 23번에서는 콜로르가 두 번 제시되며, 2회 반복 테노르

를 갖는 모테트와 마찬가지로 곡의 중간지점이 상성부에 의해 강조

된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19번과 23번은 전체적으로 여러 부

분으로 구분할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된 구조를 가진다. 탈레아와 콜

로르의 단위가 엇갈려 진행하는 19번과 23번에서는 음이 반복될 때

리듬이 달라지기 때문에 콜로르가 두 번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테노

르가 명확하게 2부분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

조를 가진다. 아이소리듬적 모테트에서는 이러한 테노르의 구조적

특징이 상성부에 투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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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몽펠리에 필사본의 4성부 프랑스어 모테트들은 상성부의 선율

반복을 포함해 프레이즈 구조, 선율동기 및 음형의 배치, 선율의 대

립 및 응집의 관계, 종지, 가사의 내용, 각운, 주요 단어, 숫자 상징,

가사의 유니즌-분리 구조 등을 통해 곡마다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모든 곡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곡이 표면적으로 불규칙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 음악

적 요소들과 성부 간 관계를 토대로 구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성부를 모두 같은 사람이 작곡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 통일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모든 성부가

구조적 통일성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13세기 모테트의 중요한 작

곡논리였음을 말해준다.

모테트 곡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구조는 대부분의 경우 테노르

의 구조와 일치한다. 성가 선율을 2회 반복하여 테노르 성부가 2부

분 구조를 갖는 다섯 곡의 모테트 중 네 곡이 테노르 성부와 동일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31번 모테트는 테노르와 무관한 새로운 구

조가 나타나지만, 상성부에서 여전히 테노르와 함께 선율이 반복됨

으로써 테노르의 구조가 상성부에 투사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다수 반복 테노르를 갖는 24번과 34번의 경우 곡 전체가 구분

되는 부분들 없이 하나로 연결되지만, 이 연결이 테노르의 각 선율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부분적 반복 테노르를 갖는 세 곡의 모테트

역시 테노르와 동일한 구조가 상성부에서도 발견된다. 더불어 이 세

곡은 2회 반복 테노르나 다수 반복 테노르를 가진 모테트보다 상성

부에서 더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테노르의 구조를 강조하고 곡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테노르에 선율 반복이 없는 모테

트에도 상성부의 음악 및 가사의 요소들을 통해 명확한 구조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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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으며, 27번을 제외하면 이 구조는 테노르 선율 자체에 내

재하는 구조와 일치한다. 아이소리듬적 모테트는 콜로르와 탈레아의

단위가 엇갈려 진행함으로써 테노르가 명확하게 2부분으로 구분되

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상성부에도 투사되어 있다.

13세기 모테트는 그 가청성이 끊임없이 논의의 대상이 될 정

도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특

히 성부의 수가 더 많은 4성부 모테트는 3성부 모테트보다 훨씬 복

잡한 텍스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13세기 4성부 모테트

가 단지 불규칙성이나 복잡성만을 가진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몽펠리에 필사본 분책 2권의 4성부 프랑스어 모테트 열여섯

곡에는 구조적 통일성이 있고, 한 곡을 제외한 모든 곡에서 테노르

의 구조가 상성부에 투사되어 있다. 이는 13세기 모테트에서 테노르

성부가 곡 전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핵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더불어 그간 불필요한 성부로 여겨져 온 콰드루플룸이 곡의

구조 확립에 기여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콰드루플룸 성부

자체에, 또는 다른 성부와의 관계에 테노르의 구조가 반영되어 있

고, 특히 아이소리듬적 모테트에서는 테노르의 콜로르 반복을 강조

하는 유일한 성부가 콰드루플룸이다. 몽펠리에 분책 2권 30번 모테

트에서 콰드루플룸 성부의 가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C'est quadruple sans reison n'ai pas fet en tel seison qu'oisel

chanter n'ose.

새들도 감히 노래하는 이 계절에 나는 이유 없이 이 콰드루플룸을 만

들지 않았다.

30번의 콰드루플룸 화자의 노래처럼, 13세기 4성부 모테트에서 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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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플룸은 결코 불필요한 성부가 아니었다. 13세기 모테트는 테노르

성부를 토대로 모든 성부가 구조적 통일성을 가지고 쌓아올려진 견

고한 “다성적 건축물”52)이었다.

52) Huot, Allegorical P lay in the Old French Motet,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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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 Triple Motets

in the Montpellier Co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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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ntpellier Codex contains a vast number of major medieval

polyphonic music including 318 motets, which is the largest

number of motets to be contained in a thirteenth century

manuscript. The subject of this thesis is the sixteen French triple

motets in the Montpellier Codex, which have more complex

texture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four voices and which

allows richer interpretation then double motets.

The motet of the thirteenth century is characterized as

irregular and complex music and considered as having no

common form or method of composition. However,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find a structure in a thirteenth century

motet while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music and

text. In this thesis, the sixteen triple motets are categorized into

five types, and its analysis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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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e of the tenor and the upper voices.

All of the sixteen French triple motets in the Montpellier

Codex have a structural unity, although in different ways, and in

all but one, the structure of the whole song is based on the

structure of its tenor. This clearly shows that, in the thirteenth

century motet, the tenor played a core role in determining the

structure of a work.

Key Words: Triple Motet, Montpellier Codex, Tenor Repetition,

Medieval Motet, French Motet, Quadrup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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