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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현재 우리는 음악사를 배울 때에 고대로 시작하여 그 후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으로 이어져 현대에 이른다. 그 중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현 시대 한국에서 공부하는 음악 학도들이 연주자로서 시대적으로 처음 접

하는 음악이다. 하지만 바로크 시대 음악을 공부하고 연주하며 그 중요성이 

높다는 점에 비하면 바로크 시대 음악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더욱이 관찰과 시도를 통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본인이 느끼는 

바이다. 또한 오페라 장르라고 하더라도, 바로크보다는 고전 및 낭만 음악

에 치우친 연주 경향이 있으며 교회 음악 분야에서도 오라토리오 및 수난곡 

위주의 연주를 주로 볼 수 있고, 사실상 칸타타(Cantata)라는 장르의 연주

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그 이유가 타 장르에 비해 칸타타는 바흐 

이후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본인은 이러한 현

실 인식에 의문점을 가지고 바로크 시대 작곡가이자 칸타타를 절정에 올려

놓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칸타타 

작품에 대해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바로크 시대의 시대적 배경 및 칸타타의 기원과 발전 

양상에 관하여 이해하고, 바흐의 음악적 특징을 바흐가 활동했던 시기별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바흐의 작곡기법 및 칸타타 작품의 발전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바흐의 소프라노 솔로 칸타타 작품 중 

교회 칸타타인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Glücke>(BWV 84)와 세속 

칸타타인 <Ich bin in mir vergügt>(BWV 204), 이 두 작품을 선정하여 작

품의 텍스트와 구조, 화성 및 리듬 등을 분석하여 연주 및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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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은 18세기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칸타타 <Ich bin in mir vergnügt, 

(BWV204) 나는 만족합니다>와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Glücke 

(BWV84) 나의 행복에 만족합니다>에 대한 분석, 특히 이 작품의 아리아

에 집중한 분석 연구이다. 

 칸타타는 오페라, 오라토리오와 함께 바로크 시대 가장 중요한 성악 장

르 중 하나로 대두되었고 바로크 시대에 나타나 가장 크게 발전하여 그 인

기 또한 바로크 시대가 끝날 무렵 쇠퇴하였다. 17세기 초에 발생한 칸타타

는 이탈리아어 Cantare(노래하다)에서 파생되었으며 독창 및 중창과 합창, 

또는 기악 서주가 첨가되기도 한 성악 장르로서, 이탈리아에서 처음 발생하

여 독일과 프랑스는 그 영향을 받아 각각 발전하였다. 초기 칸타타 형식은 

특정한 형식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었으나 차차 발전하여 그 양식과 틀을 

확립해 나가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왕족과 귀족들의 연희를 위한 

실내 성악 음악으로 세속적 성격을 가진 칸타타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후 독일에서 발전한 칸타타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의 

모습과 쓰임새 등이 사뭇 다르게 되었으며 대부분 프로테스탄트의 교회음악

으로서 양상이 뚜렷해졌고 그 입지를 확고히 다지며 발전하였다. 근대 독일 

칸타타의 기원은 중부 독일 개신교 궁정에서 널리 쓰였던 문학과 음악이 혼

합된 장르에서 유래하였다. 이러한 장르의 음악들의 가사는 주로 성경과 찬

송가, 유절 아리아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콘체르토와 콘체르타토 모테트 음

악을 붙여 작곡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어떤 특정한 형식적 구도를 가지지

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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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칸타타는 예배의식의 중요한 순서를 담당하였으며, 하인리히 쉬츠

(Heinrich Schütz, 1585-1672), 디트리히 북스테후데(Dietrich 

Buxtehude, 1637-1707), 게오르그 필립 텔레만(George Philipp 

Telemann, 1681-1767) 등이 많은 칸타타를 작곡하였고 그 중 바흐의 칸

타타 작품은 현재 남아있는 작품이 200 여 곡 이상 되며 바흐가 독일 칸타

타의 절정을 이루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는 바로크 시대에서 사용되었던 양식들을 집

대성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바로크 시대

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양식과 형식을 칸타타에 사용하였고 칸타타

라는 양식을 교회 음악에서 하나의 중요한 장르로써 정립시키는데 주 역할

을 하였다. 바흐는 그의 전 생애를 통틀어 교회 음악에 몰두하였고, 그가 

재직하던 궁정이나 시의 교회의 예배를 위해 대부분의 칸타타를 작곡하였

다. 바흐가 작곡한 교회 칸타타들은 루터교 예배의식에서 음악적 설교의 역

할을 담당하였으며 없어서는 안 될 순서였다. 평생을 교회에서 일하면서 보

낸 바흐였지만, 소속되어 있던 시의 요구 등으로 세속 칸타타도 작곡하였으

며 그가 가장 오랜 기간 일하였던 라이프치히의‘콜레기움 무지쿰(Collegium 

Musicum)’의 감독직을 맡게 되면서 세속칸타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고 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세속 칸타타 작품은 20여곡 정도이다. 

본 논문을 통해 두 편의 소프라노 솔로 칸타타를 분석함으로써 바로크 시

대에 크게 발전한 성악 양식 중 하나인 칸타타에 대한 이해와, 요한 세바스

찬 바흐의 칸타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바흐의 칸타타의 실제 연

주 및 후행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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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바로크 시대

바로크(baroque)라는 용어는 프랑스어의 형용사로,‘이상한, 괴상한, 

모양이 고르지 못한’이라는 뜻을 가지며 포르투갈 어의‘barocco’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예술 분야에서‘비뚤어진 모양을 

한 진주’라는 뜻으로 쓰였고 16세기 유럽을 지배했던 르네상스 양식의 

붕괴 이후 17~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유행했던 유럽의 건츅, 조각, 

회화, 음악 등을 아우르는 예술 양식(사조)을 지칭하는 말로써 지금은 한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다. 

이전 르네상스 시대에서 인문주의적 관점, 이상적인 비례, 균형감의 중

시, 합리적 기법의 탐구, 예술의 명료성 등을 중요시 했던 점을 생각하면, 

바로크 시대에는 이러한 르네상스의 정적이고 명확한 형식을 탈피하여 그

에 비하여 불규칙한 특징으로서 대조되며, 또한 과장되고 왜곡된 형식, 지

나치게 장식적인 표현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1) 바로크 시대 음악 

바로크시대의 음악은 야코포 페리(Jacopo Peri, 1561~1633)가 1600

년 작곡한 오늘날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인 <에우리디체>와 1602

년 줄리오 카치니(Giulio Caccini, 1551~1618)의 솔로 성악음악 작품집

인 <신음악>1)으로 시작하여 1750년 바흐가 타계하는 해까지 약 150년

간 지속되었다. 17세기 문학, 미술, 음악 등 예술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1) 신음악 <Le Nuove Musiche>(1602) : 카치니가 쓴 콘티누오가 있는 솔로 성악음악 작품집
으로, 유절식 아리아와 마드리갈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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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져온 특징은 극적 효과를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바로크 미술이 

극화의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것과 같이 음악 분야에서 또한 극적인 것 위

주였기에, 극적 요소를 지닌 대표적 성악 양식으로는 오페라(Opera)를 

중심으로 오라토리오(Oratorio), 칸타타(Cantata) 등의 교회음악과 소나

타(Sonata), 푸가(Fuga) 등의 기악음악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2) 

1600년 경 지롤라모 메이, 바르디 공작, 빈첸초 갈릴레이, 페리, 카치니 

등의 여러 학자들과 음악가들의 아카데미 모임인 피렌체 지역의 카메라타

(Camerata)가 있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 관심을 갖고 부흥을 시

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악극인 오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모노디, 레치타티보, 아리아 등의 형태와 양식이 확립되었다. 이것은 르네

상스시대에 일반적으로 쓰여지던 복잡한 다성음악에 대한 반항으로 카메

라타 회원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창되었고, 시의 리듬과 가사의 내용을 중

시하여 시를 자유롭게 낭송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한 형식이다. 또한 

오페라 탄생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장르로는 전원극(Pastoral)3), 마드리

갈(Madrigal)4), 막간극(Intermedio)5)을 들 수 있다. 

바로크 시대 음악의 특징적 핵심은 모노디(Monody)와 통주저음

(Continuo)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노디란 그리스어 monos(단일의)와 

ode(노래)의 합성어로써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까지 사용되던 반주

가 첨가된 단선율 독창 성악곡을 포괄하는 말이다. 모노디의 베이스선율

은 화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통주저음이라 불린다. 통주저음이라는 

2) Donald J. Grout 외,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1」, (서울:이앤비플러스, 2009), 324p
3)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과 노래가 섞여 있는 시구로 된 연극. 신화적 인물의 목가적 사랑을 

이루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음악은 서정적이며 경쾌하다. 
4) 르네상스 시대에 성행한 대부분 세속적인 주제를 가진 여러 성부를 위한 성악곡.
5) 연극의 막간에 연주되는 간주곡으로 전원적, 비유적, 신화적 주제를 담고 있다. 마임, 춤, 

음악 등을 포함하는 공연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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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체계는 선율과 베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특징에 기초하며 주선율에 

대한 반주에 목적을 둔다. 당시의 연주자는 악보에 주어진 단선율과 베이

스 사이의 내성 또는 화음을 만들어 반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연주

자의 즉흥성과 기술,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는 대개 하프시코드, 

오르간, 류트 등의 악기로 연주되었다. 통주저음은 바로크시대 음악의 가

장 중요한 작곡 기법이 되었으며 숫자저음(figured bass)의 방식을 통해 

보다 빠르게 작곡하는데 기여하였다. 숫자저음이란 베이스 파트에 아라비

아 숫자를 적어서 상성부 음정 구성을 나타내며, 그것에 의해 오른손 파

트를 만들면서 연주하는 것이다. 만일 연주될 화음이 기본 위치의 평범한 

화음이 아닐 경우이거나 화음에 포함되지 않는 음이 있을 경우, 또는 임

시표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작곡가가 숫자나 플랫(♭), 샵(#)과 같은 기

호를 베이스 음 위나 아래에 적어 넣어 정확한 음을 표시해 준다.6) 또한 

독주파트가 쉴 때에도 이 저음파트는 악곡을 계속 연주하기 때문에 지속

저음, 계속 저음(Basso Continuo) 이라고도 불린다. 통주저음, 숫자저음, 

지속(계속)저음은 같은 의미로서 통용되며 이탈리아에서 발전하였기 때문

에 대개 이태리어인 콘티누오, 바소 콘티누오로 부른다. 통주저음은 18세

기 중엽 이후 차차 사용빈도가 감소하였으나 화성학의 일부로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여러 유럽 나라들 중 이탈리아가 가장 진보적으

로 발전하였으며 그 중심이 되었다. 1589년에 최초의 오페라 <다프네>가 

페리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악보는 소실되고 일부만이 남아있다. 1600년 

페리의 오페라 <에우리디체>가 현존하는 최초의 오페라이다. 1607년에는 

모노디, 막간극, 마드리갈 등의 원리를 융화시킨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6) Donald J. Grout 외,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1」, (서울:이앤비플러스, 2009), 330p



- 6 -

(Claudio Monteverdi, 1567~1643)의 오페라 <오르페오>가 완성됨으로

써 진정한 의미로써 최초의 오페라가 탄생하였다. 오페라는 처음 발생된 

피렌체에서 시작하여 베네치아와 로마, 나폴리 중심으로 발달하여 자리잡

게 되었고, 또한 오페라는 모노디의 원리를 통해 극적인 대화와 서정적인 

아리아를 중심으로 한 음악 장르로써 초기 바로크 이탈리아 음악은 성악 

양식이 크게 발전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오페라와 같은 모노디 양식에 

기초를 둔 칸타타(Cantata)가 등장하게 되었다. 17세기 중엽의 이탈리아 

바로크 성악 음악은 극음악 측면에서 벨 칸토(Bel Canto) 양식7)으로 확

대되었다. 또한 기악의 형식면에서는 실내 소나타(Sonata da Camera)와 

교회 소나타(Sonata da Chiesa) 형식이 성행하여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바로크 후기에 들어서는 바이올린주법의 발전으로 독주 협주곡

(Concerto)과 합주 협주곡(Concerto Grosso)의 형식이 확립된 시기였

다. 이 시기에 칸타타와 극음악은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Alessandro 

Scarlatti, 1660~1725)에 의해 나폴리악파(Scuola Napoletana)8)의 양

식으로 전환 되면서 아리아 부문에 있어서 A-B-A’형식의 다카포(Da 

Capo)9) 아리아 형식이 확립되었다. 또한 나폴리 악파는 레치타티보와 아

리아를 명확히 분리시켰으며 극의 진행 또한 레치타티보, 특히 레치타티

보 세코(Recitativo Secco)10)와 레치타티보 스트루멘타토(Recitativo 

Strumentato)11)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었다. 

7)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18-19c 초 소리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악 양식.
8) 17세기 말~18세기에 걸쳐 주로 나폴리를 중심으로 활약하였으며 A.Scarlatti, G.B.Pergolesi, 

G.Paisiello 등이 나폴리 악파 대표작곡가이며 새로운 오페라 양식을 고안함.
9) ‘처음부터’ 라는 뜻으로, 음악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는 지시어. 바로크 음악

의 아리아에서 흔히 사용되며 A-B-A’ 라는 형식을 가짐.
10) ‘secco’는 ‘건조한’ 이란 뜻. recitativo secco는 건반악기의 통주저음으로 연주되며 빠른  

 움직임으로 극의 줄거리를 진행시키는 역할을 함. 
11) ‘accompagnato’는 ‘반주되는’ 이란 뜻이며 다양한 관현악 악기로 연주됨. (= strument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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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는 발레 음악에 중점을 둔 궁정음악가 쟝 밥

티스트 륄리(Jean-Baptiste Lully, 1632~1687)에 의해 전성기를 이루

었는데, 륄리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이지만 프랑스로 건너가 루이 14세

의 총애를 받으며 귀족 칭호를 받고 프랑스인으로 귀화하여 음악활동을 

하였다. 17세기 프랑스 문화에 기여한 발레와 발레 음악은 후에 기악 분

야에서 중요한 춤곡 형식의 원천이 되었다. 륄리는 동시대의 극작가 쟝 

밥티스트 몰리에르(Jean Baptiste Moliere)와 함께 코미디발레

(Comedie-ballet)12)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내었다. 그는‘서정비극

(Tragédie lyrique)’13)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창안해 오페라에 대입시켰

고 그 당시 프랑스에서 오페라가 최고의 장르로 각광받도록 공을 세웠다. 

프랑스의 종교음악 측면에서는 륄리를 비롯한 왕실 예배당을 위한 곡을 

작곡하는 작곡가들이 궁정의 종교행사를 담당하였는데, 왕실 미사에 걸맞

는 화려한 곡이 주를 이루었으며 작곡가들은 그 중에서도 모테트(Mote

t)14)를 많이 작곡하였다. 미셸 리챠드 드 랄랑드(Michel-Richard de 

Lalande, 1657-1726)와 마크 앙투완 샤르팡티에(Marc-Antoine 

Charpentier, 1643-1704), 쟝 필립 라모(Jean-Philippe Rameau, 

1683~1764) 등이 활동하였다. 랄랑드는 70곡 이상의 그랑 모테트를 남

겼으며 이에 우아한 선율, 대담한 화성과 독창과 합창의 대조 등을 사용

하였다. 샤르팡티에는 오라토리오가 대표적 작품인데, 이탈리아풍의 오라

토리오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륄리의 프랑스식 아리아와 레치

타티보를 절묘하게 결합시켰으며, 극적인 대조와 가사표현을 중시하였다. 

12) 궁정발레와 코미디의 중간 형태를 지니며 궁정 연회를 위해 만들어진 장르이다. 희극적 성
격을 띠며 음악과 춤이 대사만큼 중요시되는 공연 형식.

13) 18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던 프랑스의 오페라 장르. 
14) 여러 사람이 같은 라틴어 가사를 함께 부르는 짧은 종교곡으로, 오르간 반주 또는 무반주

로 연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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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라모에 의하여 근대 화성학의 기초가 수립될 수 있었다. 기악곡 측

면에서는 프랑수와 쿠프랭(François Couperin, 1668~1733)과 쟝 앙리 

당글베르(Jean-Henri d’Anglebert, 1628~1691)와 같은 뛰어난 오르

가니스트와 쳄발리스트가 배출되었다.

독일의 바로크 음악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음악 양식들을 받아들이면

서 차차 발전하였다. 17세기 초에는 대체적으로 저명한 독일음악가의 활

약이 없었던 터라 이탈리아 음악가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 밖

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북부에서 17세기 중엽에 일어난 

‘30년 전쟁’(1618~1648) 즈음에, 세 사람의 작곡가의 활약에 의해 

독일 프로테스탄트(개신교) 음악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다. 그 세 사람으

로는 라이프치히(Leipzig) 지역의 요한 헤르만 샤인(Johann Hermann 

Schein, 1586~1630), 할레(Halle)의 사무엘 샤이트(Samuel Scheit, 

1587~1654) 그리고 ‘독일 근대 음악가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드

레스덴(Dresden) 지역의 하인리히 쉬츠(Heinrich Schütz, 1585~1672)

가 있다. 그 중 특히 쉬츠는 전통적 대위법과 새로운 화성법을 더하여 요

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itan Bach, 1685~1750)와 게오르그 프

리드리히 헨델(George Friedrich Händel, 1685~1759)에 이르는 독일

의 바로크 음악의 연장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바흐의 대

작 중 하나인 수난곡 형식의 선구자라는 점에서 중요 의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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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칸타타의 이론적 배경

 1) 칸타타의 기원

17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성악 음악 장르로 등장한 칸타타

(Cantata) 양식은 초기에 콘티누오로 반주되는 성악 독창을 위한 실내 세

속 음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칸타타는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이탈리아의 

모노디에서 탄생한 아리아, 레치타티보에 중창, 합창 등이 더해져 점차 구

성되었으며 다양한 악기들의 반주를 동반한 다악장의 대규모 성악곡 양식으

로 발전하였다. 

칸타타(Cantata)의 어원은 이탈리아어의‘Cantare’로,‘노래부르다’ 

라는 뜻을 지니며, 기악 소나타(Sonata)의 어원인 ‘Sonare(울리다, 연주

하다)’와 대응되는 단어이다. 칸타타는 가사의 내용과 쓰임, 연주되는 장

소에 따라 세속 칸타타 (Cantata da Camera)와 교회 칸타타 (Cantata da 

Chiesa)로 나뉘어진다. 

 1602년 알레산드로 그란디(Alessandro Grandi, 1590∼1630)에 의해 쓰

여진 <독창용 칸타타와 아리아 (Cantata et Arie a voce sola)>는 유절식 

변주 형태로 작곡된 아리아 곡집이며 이 때 처음으로 칸타타라는 용어가 특

정한 양식을 지칭하게 되었고 표제로써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이

탈리아 가수이자 작곡가로 활동했던 죠반니 펠리체 산체스(Giovanni 

Felice Sances, 1600∼ 1679)는 오스티나토 베이스와 유절 형식과 통절 

형식을 사용하여 작곡을 하였는데, 그의 몇 작품들을 칸타타라고 명명하였

다. 대표적으로 <Cantata a voce sopra la ciaccona>와 <Cantata a voce 

sopra la passacaglia>가 있으며 이러한 곡들이 작곡된 이후부터 칸타타라

는 용어가 점차 명확한 양식으로 구체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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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칸타타의 발전

칸타타는 17세기 초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당시 사적

인 모임에서 연주되는 세속 성악음악을 지칭하였고, 이는 17세기 후반에 이

르러서 대중적인 양식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당시 로마는 훌륭한 가수와 작

곡가를 배출하였고 또한 그런 음악가들을 지지하는 부유한 귀족층이 있어 

칸타타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칸타타는 작은 규모

의 선별된 청중 앞에서 연주하기 위한 작품이었고 무대나 무대장치, 의상 

없이 작은 방에서 연주되었다.15) 단순한 유절 형식 아리아와 다양한 변주

곡들, 모노디 양식으로 쓰여진 마드리갈 등을 포함하였으며 많은 행사들과 

관련된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17세기 말 대표적인 칸타타 작곡가로 약 150곡 정도 칸타타를 작곡한 쟈

코모 카리씨미 (Giacomo Carissimi, 1605~1674)가 있다. 이 후 알레산드

로 스카를라티(Alessandro Scarlatti, 1660~1725)는 17세기 말 칸타타를 

작곡한 대표적 인물로, 그는 600곡에 달하는 칸타타를 작곡하였는데 그 중 

500곡 이상이 성악 독창을 위한 곡이며 대개 소프라노와 현악 통주저음으

로 구성된다. 그는 대체로 아리아에 다 카포 형식(Da Capo aria)을, 레치

타티보에는 레치타티보 세코(Recitativo Secco)를 사용하였다. 1700년대 

칸타타의 양상은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의 구별이 더욱 뚜렷해졌고, 리토르넬

로(Ritornello)16)가 자주 포함되었으며 레치타티보(R)-아리아(A)-R-

A…와 같이 레치타티보와 아리아가 번갈아가며 나오는 형식을 갖추게 되었

다. 대부분의 작품은 독창 성부와 콘티누오를 위한 칸타타였지만, 두 성부 

또는 그 이상의 성부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15) Donald J. Grout 외,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1」, (서울:이앤비플러스, 2009), 419p
16) 17세기 이탈리아의 오페라나 칸타타에서 노래의 전주, 간주, 후주로서 반복되는 기악구.   

 삼호뮤직 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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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칸타타 발전은 초기에 이탈리아 양식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교

회 음악의 양식으로서 발전하였고 이러한 발전된 형태는 이탈리아의 칸타타

와는 독립적이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자 시인인 에르트만 노이마이스터

(Erdmann Neumeister, 1671~1756)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시를 선보이면

서 이것을 이탈리아 용어로 칸타타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그는 교회력에 따

라 각 절기에 맞는 칸타타 대본을 출판하였다. 17세기 동안 루터교 작곡가

들은 성경과 코랄(찬송가)의 텍스트에 음악을 붙인 모테트와 종교 콘체르토 

등의 작품을 창작하였으며 노이마이스터는 여기에 새로 만든 시구를 첨가하

여 레치타티보, 아리아, 아리오조 등의 형식을 사용하여 칸타타를 발전시켰

다. 

칸타타는 당시 교회 음악의 중심이 되었다. 교회 칸타타는 복음 낭독 후

와 설교 전,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 연주되었는데 이는 루터교 예배의식

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음악적 설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코랄 칸타타로 불리는 것은 코랄 가사와 선율을 이용하여 작곡된 칸타타 

작품을 뜻하는데, 이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편곡되었으며 마지막 곡으로 

반드시 코랄(찬송가) 형식이 위치하였고 이 마지막 코랄노래는 성도들이 함

께 제창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간결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작곡되었다. 

독일에서도 세속적 내용의 칸타타 또한 작곡, 연주되었으나 그 비중은 교

회 칸타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바로크 시대 독일 칸타타의 대표적 작곡가로는 하인리히 쉬츠(Heinrich 

Schütz, 1585~1672), 요한 헤르만 샤인(Johann Hermann Schein, 

1586~1630), 디트리히 북스테후데(Dietrich Buxtehude, 1637~1707),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텔레만

(Georg Philipp Telemann, 1681~1767)등이 있다. 



- 12 -

3. J.S.Bach의 음악과 삶

 1) J.S.Bach의 생애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는 1685년 3월 2일 중부 

독일의 튀링엔(Türingen) 지역의 소도시인 아이제나흐(Eisenach)에서 태

어났다. 그의 아버지 요한 암브로지우스 바흐(Johann Ambrosius Bach, 

1645~1695)는 아이제나흐의 음악가였으며 그의 삼촌 요한 크리스토프 바

흐(Johann Christoph Bach, 1642~1703)는 아이제나흐에 있는 성 게오르

크 교회에서 활동하는 오르가니스트였다. 바흐의 가문은 16세기부터 음악가

들이 탄생하였고 증조부, 조부, 아버지에 이은 수많은 친척들로 구성된 음

악가 가문에서 태어난 바흐는 가족들과 연관된 도제와 직인, 동료음악가 등

의 전문음악가들과의 만남이 또한 많았기에 자연스레 음악가의 길로 들어서

기가 용이한 환경에서 자랐다.   

 바흐가 9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그 다음해인 1695년에 아

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그 당시 오르트루프(Ohrdruf)의 교회 오르가니스

트였던 맏형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Johann Christoph Bach, 1671~1721)

와 살면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되었다. 크리스토프는 에르푸르트 지역의 요한 

파헬벨(Johann Pahelbel, 1653~1706)에게 사사받은 실력이 뛰어난 음악

가였으며 바흐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건반악기 연주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

다. 1700년 3월, 바흐는 오르트루프를 떠나 고향 튀링엔에서 멀리 떨어진 

뤼네부르크(Lüneburg) 지역의 성 미하엘 학교로 전학하여 합창단 장학생

으로 입학하였다. 바흐가 고향인 튀링엔 지역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중 또 

하나는, 뤼네부르크를 포함한 북부 독일의 한자동맹(Hansa) 도시들은 대부

분 대규모 오르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흐는 이러한 그랜드 오르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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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절 바흐는 북독일 오르간 악파의 대가인 라인켄(Johann Adam 

Reinken, 1623~1672)에게 관심이 있었다. 라인켄은 훌륭한 연주는 물론 

이론적으로도 뛰어난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였다. 그는 바흐에

게 북독일 오르간 문헌의 주요 작품들과 오르간의 원리, 오르간과 다른 악

기들의 관계, 오르간 연주법 등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었고 이를 통하여 

바흐의 오르간에 대한 이론과 실용성의 기준 등의 생각은 라인켄에 의해 정

립될 수 있었다. 또한 바흐는 뤼네부르크의 성 요한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있던 작곡가 게오르크 뵘(Georg Böhm, 1661~1733)을 만나게 된다. 바흐

는 뵘을 통해 그 당시 일반적으로 유행했던 춤곡 장르와 프랑스 음악, 특히 

프랑스 음악의 연주 실제에 관하여 자세히 접할 수 있었으며 뵘의 강점 중 

하나인 코랄변주곡 뿐 아니라, 그를 포함한 다른 북부 독일 작곡가들의 프

렐류드와 푸가 작품들을 접하였다. 

 1703년 바흐가 18세가 되던 해 아른슈타트에서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한 

것이 그의 첫번째 직업으로 음악적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으며 1707년 뮐하

우젠으로 옮겨 활동하였다. 1708년 바이마르 공작의 궁에서 궁정 음악가로 

봉직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궁정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후에는 콘체르트 

마이스터(악사장)으로 활동하였다. 1717년 쾨텐 안할트의 레오폴트 공작의 

궁정에서 카펠마이스터로 임명받아 6년간 활동하였다. 마지막으로 1723년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학교의 칸토르(합창장)와 라이프치히 4개 교회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하였는데 바흐 생애에 가장 긴 시간동안 칸타타와 수난곡 

등을 비롯해 아주 많은 작품들을 창작해냈던 시기였다. 

 오르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바흐는 초기 시절에 거의 오르간에 관해서

만 활동하였으나 점차 쳄발로, 클라비어 등의 건반악기들과 현악, 목관악기 

등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섭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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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 성악적 능력이 뛰어났던 그는 칸타타와 수난곡 등 

많은 성악 작품의 창작에도 매진하였다.   

 바흐는 1707년 마리아 바바라(Maria Barbara)와 결혼 후 1720년 사별

하기 전 까지 7명의 아이를 두었다. 1721년 쾨텐의 궁정가수였던 안나 막

달레나 빌케(Anna Magdalena Wilcke, 1701~1760)와 재혼하여 1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7명을 잃었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던 바흐는 쉬지 않고 음악 공부와 작품 활동에 매진하

였는데 그는 당뇨로 추정되는 병을 앓고서 시력이 점차 나빠졌다. 1749년 

봄부터 바흐의 건강상태는 급격히 나빠져 눈 수술을 받았으나 그 결과가 좋

지 않았으며, 머지않아 직접 음악을 쓰는 일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졌다. 

1750년 7월 28일 저녁 8시경 9명의 자녀들과 부인을 남겨놓고 향년 66세

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바흐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에 대하

여 자신의 온 정신과 열정을 쏟았으며 또한 깊은 신앙심을 가진 기독교 신

자이자 교회음악 작곡가였다. 하지만 그의 음악이 종교음악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그 외의 음악들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2) J.S.Bach의 음악적 특징과 칸타타

 바흐는 독일의 여러 도시를 거치며 오르가니스트, 카펠마이스터, 교회음악

감독, 칸토르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음악 작품활동에 힘썼다. 

 바흐가 활동했던 지역에 따라 그의 음악적 활동을 다음과 같이 시대별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아른슈타트(Arnstadt) 시기 (1703-1707)

 1703년 18세가 되던 해에 바흐는 바이마르에 반년 간 요한 에른스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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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의 궁정에 봉직하였다. 아른슈타트(Arnstadt)의 노이에교회(Neuekirche)

에서 새로 만든 오르간에 대한 감정을 정식적으로 요청받았으며, 그 오르간

에 대한 헌정 기념 연주를 맡아 실력을 인정받게 되어 노이에교회의 오르가

니스트로써 일하게 되었다. 

 1705년 12월 바흐는 뤼벡(Lübeck)지역의 작곡가인 북스테후데를 방문하

여 그의 두 편의 오라토리오를 관람하였으며 그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성악 장르와 스타일, 그리고 연주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당시 북스테후

데의 음악은 복잡한 장식음, 코랄의 으뜸조를 벗어난 전조를 사용하였는데, 

바흐는 북스테후데를 방문한 이후 즉흥적인 특징과 참신한 조바꿈 등을 사

용하여 코랄 프렐류드 등의 작곡 기법 및 기악적 화려함이 두드러지는 작품

들을 만들었다. 이 시기의 바흐는 북스테후데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작품

인 <토카타와 푸가 D단조>(BWV 565) 뿐 아니라 코랄 파르티타와 크고 

작은 코랄 프렐류드와 같은 여러 종류의 오르간 코랄을 완성하였으며 이 밖

의 작품에도 하프시코드를 위한 독립적인 푸가, 판타지아, 프렐류드, 토카타 

등이 있다. 

 한편 바흐는 북스테후데의 오라토리오 작품을 통해“레치타티보”(Recitativo)

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흐의 칸타타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나, 바흐 초기 칸타타 작품에서는 발견 할 수 없다. 이 시기 바흐의 칸

타타들은 대개 기악 신포니아(Sinfonia)나 소나타(Sonata) 또는 소나티네

(Sonatine)로 시작되며 또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악 앙상블과 오케스트

레이션을 사용하였다. 바흐는 이와 같이 북스테후데를 만난 이후부터 오르

간 또는 건반악기를 위한 작품의 작곡과 연주에 힘쓰는 동시에 성악 음악 

또한 열심히 작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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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뮐하우젠(Mühlhausen) 시기 (1707-1708)

  바흐는 1707년 6월 튀링엔 지역에 위치한 뮐하우젠(Mühlhausen)의 성 

블라지우스교회(Blasiuskirhe)의 오르가니스트와 시 음악감독을 겸하여 취

직하게 되었다. 

 1708년 2월 4일에 시 의원의 선출을 축하하는 연례취임식에서 성악과 기

악이 어우러지는 그의 첫 대규모적인 곡, 칸타타 <하나님은 우리 왕, Gott 

ist mein König>(BWV 71)을 연주하였다. 이 칸타타의 2악장은 아리아와 

합창을 어우러지게 하였고 3악장은 푸가 기법을, 4악장에는 샤콘느를, 6악

장에는 프랑스 양식의 코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악장에 서

로 다른 종류의 기법을 구사하여 다채로운 짜임새를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

다. 전체적인 조성구조로는 올림조와 내림조 모두를 사용하였고 2박자와 3

박자의 다양한 리듬패턴을 고안하였다.17)

 바흐가 뮐하우젠에서 활동할 때 작곡한 칸타타는 총 6곡으로 전해지며 연

대순으로 보았을 때 작품번호 BWV 4, 13, 106, 71, 196, 150번이다. 그 

중 북스테후데에게서 영향이 두드러지는 칸타타 작품은, 시편 칸타타 <주

여, 당신을 원하나이다, Nach dir, Herr, verlanget mich, BWV 150>, 장

례식을 위한 칸타타 <하나님의 세상이 최고의 세상, Gottes Zeit ist die 

allerbeste Zeit>(BWV 106), 결혼식을 위한 칸타타<주는 우리를 마음에 

두시도다, Der Herr denket an uns>(BWV 196), 부활 칸타타 <그리스도

는 죽음의 포로가 되셨다가, Christ lag in Todes Banden>(BWV 4) 가 

있다. 

 이 시기의 칸타타에서는 아직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의 결합을 찾아볼 수 없

17) Christoph Wolff, 「Johann Sebastia Bach」, 변혜련 역,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19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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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합창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독창이 등장하기는 하나, 다 카포 

형식의 아리아가 아닌 아리오소이다. 가사적 특징으로는 창작시가 아닌 대

부분 성서의 시구나 코랄의 인용을 사용하였다. 바흐의 초기 칸타타에서 코

랄이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독일 프로테스탄트의 음

악사는 마틴 루터의 시대부터 코랄과 함께 발전하였고 모테트에도 코랄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1700년경 독일 중부에서는 칸타타에 코랄을 사용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되었다. 바흐는 이러한 주변 상황에 상관

하지 않고 정통 루터파의 정신으로 돌아가 그의 칸타타 창작의 중심에 코랄

을 기본으로 하여 작곡하였다. 

 바흐가 뮐하우젠 시기 이후에 완성한 성악곡 중 그의 생전에 출판된 작품

은 한 곡도 없다. 그는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되었을 때, 뮐하우젠을 떠나

게 된다.

  (다) 바이마르(Weimar) 시기 (1708-1717)

바흐가 궁정 오르가니스트로 일하였던 바이마르 궁정교회는 힘멜부르크

(Himmelburg, 천국의 성)이라고 불린다. 그가 맡은 직책에 따라 이 시기 

바흐의 공식적인 활동 또한 오르간 음악에 중점을 두었으며 찬송가 반주와 

코랄 프렐류드, 한 곡의 포스트류드 연주에만 국한된 예배 연주가 주 임무

였다. 바흐의 <추도문>에 따르면 그는 대부분의 오르간 작품을 바이마르 시

기에 완성하였다고 한다.18) 바흐는 오르간을 디자인, 재건축, 보수하는 작

업과 같은 여러 종류의 일에 관심을 가졌으며 다수의 오르간 제작자들과의 

만남과 그의 호기심과 탐구정신 등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오르간에 대한 사

랑과 관심을 보였다. 

18) Christoph Wolff, 「Johann Sebastia Bach」, 2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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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3~1714년 즈음에 그는 이탈리아 협주곡들을 오르간이나 쳄발로 독주

곡으로 편곡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근대 이탈리아 협주곡 양식

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비발디(Antonio Vivaldi)의 <화성의 영감, L’Estro armonico, 

Op.3 (1711)>의 일부 곡들을 오르간과 하프시드코드 작품으로 편곡하였고

(BWV592~596, 972~987), 이 외에도 베네데토 마르첼로와 쥬셉페 토렐

리 등의 협주곡을 편곡하였다. 그 중 비발디에게서 특히 음악적 영감을 받

았으며 1715년 경 작곡된 칸타타 <오라, 달콤한 죽음의 시간이여, Komm, 

du süße Todesstunde>(BWV161)가 그 대표작으로 볼 수 있겠다. 

 1714년에는‘콘체르트 마이스터(Concert-Meister, 악사장)’라는 직위

를 부여받아 승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 달에 한 번씩 궁정을 위한 칸

타타를 새로이 연주해야만 했다. 바흐는 이 때 자신의 취임 기념 칸타타로 

<하늘이시여, 어서 오소서>(BWV182)를 연주하였다.

 바흐는 학식이 풍부했던 바이마르 궁정시인 살로모 프랑크(Salomo 

Frank)와 함께 공동작업을 많이 하였고, 1714년 이후 바이마르 시기 칸타

타는 대부분 프랑크의 가사에 음악을 붙였다. 프랑크의 가사를 사용하는 것

은 바흐에게 있어서 칸타타의 본질적 개념의 변화를 가져왔고, 칸타타 작곡

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바이마르 시기에 작곡된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사냥 칸타타, 

Jagdkantate>(BWV 208)는 1713년 2월에 작센 바이쎈펠스의 크리스찬 

공작의 생일 축하연을 위한 궁정 만찬음악으로 의뢰되었다. 살로모 프랑크

가 이 작품의 대본을 완성하였고, 그가 바흐와 합작한 첫 작품이었다. 총 

15악장으로 구성된 대규모 작품으로 4명의 독창자의 극적대화에 풍부한 기

악 반주와 대규모 콘티누오 그룹이 반주한다. 4명의 독창자가 함께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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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창부 또한 감미로운 화성적 텍스쳐부터 다성 텍스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되었다.19)

 시인 에르트만 노이마이스터(Erdmann Neumeister)의 종교시 모음집은 

이탈리아 오페라와 대본에 나타나는 시 유형의 운율과 각운을 사용하여 오

페라 대사법을 도입하였고 이는 즉 아리아와 레치타티보를 사용하였다는 의

미이기도 하다. 이는 자유롭고 다채로우며 17세기 마드리갈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바흐는 노이마이스터와 프랑크의 가사를 택하여 다수 작품을 작곡하였고 

그 결과, 오페라와 같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성경과 찬송

가(코랄) 가사 뿐 아니라 극적인 내용의 가사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에 더하여 북스테후데의 영향으로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의 결합된 모양을 가

진 오페라의 전통을 기초로 한 칸타타를 창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칸타타의 성악 부분, 즉 합창 파트와 독창 악장 모두 무척 매력적

이고 다채로웠다. 합창 부분에는 콘체르타토 모테트, 코랄 모테트, 푸가, 자

유로운 협주곡 양식과 확장된 2부 형식 등이 사용되었고, 독창 부분은 레치

타티보와 아리아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대부분의 칸타타 작품이 실내악적인 성격으로 작은 규모의 앙상블로 작곡, 

연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색채감이 매우 뛰어났다. 바흐의 작품번호 BWV 

12, 18, 21, 31, 152, 182 등을 포함한 다수의 칸타타는 정교한 신포니아 

또는 소나타로 시작하였으며 모든 작품의 아리아에는 장식과 기교가 풍부한 

기악 오블리가토가 포함되었다. 

 바흐가 바이마르 시기에 작곡했던 작품들 중에 현존하는 칸타타는 총 24

곡으로 전해진다. 바흐가 바이마르 시기에 작곡한 칸타타에는 성악과 기악 

음악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작곡기법을 시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는 장

19) Christoph Wolff, 「Johann Sebastia Bach」, 2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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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형식, 작곡기법, 악기편성, 텍스쳐와 같이 넓은 차원뿐 아니라 박자, 리

듬패턴, 조성의 선택, 화성적 구도와 같은 좁은 차원 모두를 체계적으로 탐

구했다고 할 수 있다. 

  (라) 쾨텐(Cöthen) 시기 (1717-1723)

 바흐는 1717년 쾨텐 궁정의 카펠 마이스터(Capelle Meister)로 부임하게 

된다. 이 시기 바흐는 칸타타는 거의 작곡하지 않았으며 궁정악단을 위한 

협주곡 또는 실내악 작품들을 작곡하였는데, 쾨텐 궁정은 칼뱅파로, 복잡한 

교회음악은 최대한 제한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바흐의 활약은 주로 

세속적 영역에 한정되었으며 음악을 좋아하는 영주를 중심으로 한 실내악단

을 운영하여 다양한 행사를 위한 곡들을 많이 작곡하였다.  

 이 시기 바흐는 건반악기의 교재에도 관심을 가져 제작하기 시작하였는데, 

W.E.Bach를 위한 <클라비어 소곡집>과 <프랑스 모음곡>의 일부, <인벤션 

1720>과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제 1권>, <좋은 기초교본> 등이 대표적이

며 또한 바흐의 두번째 부인인 안나 막달레나를 위해 1722년 작곡한 <안

나 막달레나를 위한 클라비어 소곡집>을 출판하였다.

 이 밖에도 <브란덴부르크 협주곡>(BWV 1046~1051)는 크리스티안 루트

비히 폰 브란덴부르크에게 헌정한 것으로 쾨텐 시기 바흐의 화려한 실내악 

연주 레퍼토리를 볼 수 있으며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

타> <무반주 첼로 모음곡> 등의 독주곡 걸작이 탄생하였다. 

 이 시기의 바흐의 대표적인 칸타타로,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

고> (BWV 22)와 <당신은 참 하나님, 다윗의 후손>(BWV 23) 등이 있다.

 쾨텐 시기에 작곡된 대부분의 많은 성악곡들은 소실되었지만, 그 특징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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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손에 꼽힌다. 세속 작품의 성악 성부는 독창자로 한정하였으며 간혹 

2명이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관현악 파트는 성부 편성이 규격화 되었다. 

또한 아리아와 합창의 리듬, 박자 짜임새는 주된 세속적 기능에 따라 다양

한 춤곡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지그, 파쎄피드, 파스토랄, 부레, 

폴로네이즈, 가보트, 미뉴엣 등이다.20)

  (마) 라이프치히 (Leipzig) 시기 (1723-1750)

 바흐는 1723년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에서 칸토르(Cantor, 교회 합

창장) 직책을 부여받으며 동시에 라이프치히의 4대 교회 (성 니콜라스교회, 

성 토마스교회, 노이에교회, 바르퓌서교회)의 음악을 총괄하는 음악감독으

로 취임하였다. 

 종교개혁 이래 지속된 라이프치히 교회의 전통으로 예배 중의 모든 찬송가

는 칸토르의 권한으로 매주 성경 내용에 맞는 찬송가를 선정하도록 되어있

었다. 그 중 바흐가 선호했던 것은 전통적인 찬송가 레퍼토리였는데, 마틴 

루터의 찬송가나 종교개혁 당시의 시인, 또는 종교개혁 이후의 시인들이 쓴 

찬송가들이 주를 이루었다.

 칸토르가 된 바흐는 자신의 칸타타 작품을 매주 주일 예배에 연주할 계획

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흐의 교회 칸타타 창작은 1723년에서 1729년 사이 

즈음에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칸타타 작품으로는 <가난한 자

들이 배부르게 먹을 지어다, Die Elenden sollen essen>(BWV 75)와 <하

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Die Himmel erzählen die Ehre 

Gottes>(BWV 76)가 있는데, 이 두 작품은 비슷한 구조와 편성으로 작곡

되었다. 4명의 합창단 솔리스트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가 연주되며, 악기편

20) Christoph Wolff, 「Johann Sebastia Bach」, 3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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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는 트럼펫, 오보에, 현악기와 콘티누오가 구성되었다.

 바흐는 1723~1729년 기간 동안에만 140여 곡 이상의 교회칸타타를 작

곡하였으며, 칸타타 작품 이외에도 <마태수난곡>(BWV 244)과 <마그니피

카트>등을 작곡하였다. 

 <추도문 Nekrolog>에 요약된 작품 목록에는“매 주일과 모든 축일을 위

한 교회음악의 다섯 개 칸타타 싸이클”이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1723년 

삼위일체 다음 첫 주일, 바흐는 첫번째 연중 칸타타 싸이클(JahrgangⅠ)을 

작업하였다. 이 첫번째 싸이클에는 바이마르 시기의 칸타타 레퍼토리부터 

쾨텐 시기의 칸타타를 개작한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라이프치히에서 재연

주된 바이마르 시기의 칸타타는 바이마르에서 연주되었을 당시의 버전에 새

로 작곡한 합창과 기악 앙상블을 추가하여 규모가 커졌고, 악기 편성 또한 

더욱 세련되어졌다. 합창, 아리아와 레치타티보, 코랄 등 기존의 전통적 형

식들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음악장르로써 칸타타를 개척해 나갔다. 첫번째 

싸이클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도입합창’이다. 이 웅장한 도입합

창은 합창 악장이 확장된 것이며 칸타타가 대규모 형식으로 발전할 가능성

을 다시 한 번 제시하였다. 

 1724년 6월 11일부터 1725년 3월 25일까지의 작품들은 제 2차 싸이클

에 포함되며, 이 시기에 바흐는 그의 생애 가장 활발하게 칸타타 작곡에 몰

두하였다. 모든 칸타타는 절기에 따른 요구에 부합해야 했으며, 교회력에 

따른 찬송가에 기초해야만 했다. 찬송가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은 칸타타의 

첫 악장과 끝 악장에 사용 되었으며, 나머지 가운데 절들은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에 사용되었다. 

 또한 제 3차 싸이클은 1725년 부활절부터 시작되었다. 1726년 즈음 바흐

는 오르간 오블리가토(Obbligato)를 첨가하여 칸타타와 결합시키기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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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정신을 보였다. 이는 오르가니스트이자 합창장인 바흐가 할 수 있었던 

기발한 아이디어였으며 교회의 대표적인 악기인‘오르간’을 인상적으로 부

각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세번째 칸타타 싸이클에서 그는 독창적인 작곡

가, 기악 연주자인 동시에 오르간 연주가로써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싸이클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실되었기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1729년 3월, 44세의 바흐는 라이프치히에서 가장 명성 높은 콜레기움 무

지쿰(Collegium Musicum)의 감독을 맡게 되었다. 이 콜레기움은 18세기 

초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Georg Philippe Telemann, 1681~1767)이 새

로 만들었으며, 대체로 대학생들로 구성되었고 아마추어로서의 연주자들의 

모임이었다. 그는 이후 1737년에 콜레기움 무지쿰을 잠시 휴직하였다가 

1739년 10월부터 다시 복직하여 지휘하였다. 바흐는 콜레기움 무지쿰을 위

하여 정기적인 연주회와 특별 연주회 등에 사용할 작품을 다수 작곡하였고, 

자신의 교회음악 프로젝트에서도 콜레기움 무지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더불어 콜레기움 무지쿰의 지휘자로서 당대의 흥미롭고 다양한 음악 작품들

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가끔 바흐는 라이프치히가 아닌 타 도시의 연주회를 위해서 세속음악 작곡

을 위촉받기도 하였는데, 칸타타 <새 어르신을 모시게 되었네유>(BWV 

212)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남부 작센 사투리로 이루어진 텍스

트가 사용된 것이 특징이며 후에 ‘농부 칸타타’로 불리게 되었다. 또한 

이 작품은 바흐의 마지막 세속 칸타타 작품이자 콜레기움 무지쿰과 함께하

는 마지막 연주이기도 했다. 속칭 ‘카페 칸타타’ 또는 ‘커피 칸타타’로 

불리는 <Schweige stille>(BWV 211)은 당시 카페의 유흥 풍습에 대하여 

풍자하는 내용으로 쓰여졌으며,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바흐는 당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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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문화의 소재를 유연하게 다루기도 했다. 

 세속 칸타타 중에서 특정의 사적 행사를 위한 작품은‘헌정 칸타타’로 분

류되는데, 여기에는 헌정 대상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기도 하고, 같은 행사

는 다시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

품이 재 연주 되는 것은 금지되었다. 하지만 세속 칸타타와 교회 칸타타는 

사실상 형식면에서 차이가 없기에 바흐는 텍스트를 변경하여 세속칸타타를 

교회칸타타로 편집하기도 했다. 바흐는 여기에 패러디 기법 등 다양한 기법

을 사용하여 특정 행사를 위한 칸타타 작품을 교회칸타타로 개작하였다. 세

속 칸타타를 패러디하여 개작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1734/35년 작곡된 <크

리스마스 오라토리오>(BWV248)는 본래 왕가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

일축하 칸타타 <음악을 위한 드라마, Drama per musica>(BWV 

213~214)였으며 대부분의 합창곡과 독창 아리아의 음악을 거의 그대로 차

용하였고 레치타티보와 코랄만을 새로 작곡하여 원래의 가사 내용이나 음악

적 순서를 다르게 배치하였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의 곡들은 원작의 조

성과는 완전히 다른 조성으로 전부 바뀌었으며 악기편성 또한 변경되었다. 

이렇듯 본래의 작품을 패러디 기법을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것

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음악적 재료들을 수정, 보완하여 좀 더 오

래 보관하기 위함이었다. 

 1736년에는 “선제후 작센과 폴란드 왕정의 궁정 작곡가” 라는 칭호를 

수여 받을 정도로 바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또한 견고히 하였다. 1740년 

이후에 새로 작곡된 칸타타는 <BWV 200> 단 1곡뿐이었으며 교회 칸타타 

영역에서는 기존 작품을 개작한 것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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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S.Bach의 솔로 칸타타

 하나의 성악 성부(때로 두 개에서 세 개 성부까지)와 콘티누오 및 여러 오

블리가토 악기와 작은 규모의 현악단, 관현악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솔로 칸

타타로 지칭한다. 바흐의 솔로 칸타타는 교회 칸타타 54개, 세속 칸타타는 

13개의 작품으로 총 67개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30 여 작품

이 라이프치히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작곡되었다. 이는 1730년 경 바흐가 

시의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당시에 충분한 기량

을 가진 연주가들의 인원이 부족하여 합창단의 규모가 작아짐으로 인해 작

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바흐는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

고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솔로 작품에 치중하여 작곡하게 된 것으로 전

해진다.21)

 바흐의 솔로 칸타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가사의 가변성 및 유동성, 또 선율과의 적합성이다. 선율이 반복될 때에 다

른 가사와도 적합하게 되어 있으며 악구의 위치를 본래의 가사 부분에서 변

형시킬 수 있다. 이는 주제의 반복 또는 다 카포 형식과 같은 반복이 들어

있는 복합적인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22) 둘째, 그의 대부분 성악 솔로곡은 

건반악기 뿐 아니라 다양한 오블리가토 악기들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성악 

파트와 반주부로 나뉘는 형태가 아닌 성악 파트와 연주되는 악기들이 동등

한 중요성을 갖으며 앙상블을 이룬다. 셋째, 바흐의 솔로 성악곡은 연주자

들에게 고난도의 연주 테크닉을 요구한다. 특별히 바하가 솔로 칸타타를 작

곡하게 된 동기는 당시 훌륭한 몇 솔리스트들을 위하여 칸타타 전곡을 연주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23) 보이 소프라노용의 솔로곡 보다 여성 소프라노를 

21) T. David, A. Medel, 「The Bach Reader」, New York : Norton, 1966, 120-124p
22) 조효임, 「바흐 성악 작품의 구조적 특성 : 바흐 탄생 3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 5p
23) Dickinson.A. E. F.,  「The Art of J.S.Bach」, 14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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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솔로곡이 훨씬 기교적인 기술을 요하는 곡이 많았다. 넷째, 바흐의 솔

로 칸타타는 리듬 및 박자, 선율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면서도 경직되지 

않은 유연함을 요구하며, Rubato등의 과장된 음악표현을 절제해야만 한다. 

 다음의 표는 바흐의 하나의 성부를 위한 솔로 칸타타를 각 성부별(소프라

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분류한 것이다.24) 

24) 세광음악출판사편, 「음악 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1996, 649-65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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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BWV 작곡 
년도 제목 용도

교회 
칸타타

51 1730

Jauchzet Gott in allen

Landen!

(모든 나라여 하나님을 환호하라!)

삼위일체절 
후 15번째 

주일을   
위한 곡

52 1726

Falsche Welt, der trau ich nicht

(거짓된 세상이여, 

내 너를 의지하지 않으리니)

삼위일체절 
후 23번째 

주일을   
위한 곡

84 1727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Glücke

(나의 행복에 만족하도다)

부활절 전 
3번째 주일을 

위한 곡

199 1714
Mein Herze Schwimmt in Blut

(내 마음은 괴로움 속에 잠겼도다)

삼위일체절 
후 11번째 

주일을   
위한 곡

세속 
칸타타

202 1730
Weichet nur, betrübte Schatten

(이제 사라져라, 슬픔의 그림자여)

결혼 축하를 

위한 곡

204
1726-
1727

Ich bin in mir vergnügt

(나의 마음은 만족합니다)
.

209 1734 경 
Non sa che sia dolore

(슬픔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졸업식을 

위한 곡

210 1746 경
O holder Tag, erwunchte Zeit

(오 화평한날, 갈망하던 시간이여)

결혼 축하를 

위한 곡

210a
1738-
1740

O angenehme Melodie

(오 즐거운 선율이여)

Joachim 

Friedrich를 

위한 곡

<표1> Soprano를 위한 솔로 칸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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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BWV 작곡년도 제목 용도

교회 
칸타타

35 1726
Geist und Seele wird verwirret
(마음도 영혼도 어찌할 바 모르오

니)

삼위일체절 후 
12번째 주일
을 위한 곡

54 1730
Wirderstehe doch der Sünde

(자, 죄악과 싸워라)

삼위일체절 후 
7번째 주일을 

위한 곡

169 1726
Gott soll allein mein Herze 

haben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나니)

삼위일체절 후 
18번째 주일
을 위한 곡

170 1726
Vergnugte Ruh, beliebte 

Seelenlust
 (평온함과 마음의 기쁨을 가져라)

삼위일체절 후 
6번째 주일을 

위한 곡

200 1740 경
Bekennen will ich seinen Namen 

(나, 그의 이름으로 고백하리니)
성촉절

분류 BWV 작곡년도 제목 용도

교회 
칸타타

55 1726
Ich armer Mensch, ich Sünden 

knecht
(나는 불쌍한 죄의 노예)

삼위일체절 후 
22번째 주일
을 위한 곡

160 ?
Ich Weiss, dass mein Erloser 

lebt
(나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노라)

부활절 제 1일
을 위한 곡

189 ? Meine Seele ruhmt und preist
(나의 영혼이 찬양하리니)

마리아의 방문 
축일용

분류 BWV 작곡년도 제목 용도

교회 
칸타타

56 1726
Ich will den Kreuzgtab gerne 

tragen
(나 기꺼이 십자가를 지노라

삼위일체절 후 
19번째 주일을  

 위한 곡

82 1727
Ich habe genug

(나는 흡족하도다)
성촉절

158 1723-
Der Friede sei mit dir

(평화가 그대와 함께 있기를)
부활절 제 3일

을 위한 곡

세속 
칸타타 203 1718-

1723
Amore traditore
(사랑의 배신자) .

<표2> Alto를 위한 솔로 칸타타

<표3> Tenor를 위한 솔로 칸타타

<표4> Bass를 위한 솔로 칸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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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S.Bach의 칸타타 BWV84 분석

이 칸타타 작품은 바흐가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의 칸토르로 재직하던 시

절, Septuagesima25)(칠순절) 주일을 위해 작곡하였으며, 1727년 2월 9

일 초연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프라노를 위한 솔로 교회 칸타타로 구분되

며 오보에, 현악기, 콘티누오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앙상블로 반주된다. 

제 1곡부터 5곡까지 아리아 - 레치타티보 - 아리아 - 레치타티보 - 코랄의 

순서로 총 5개 곡으로 구성되며 마지막 코랄은 찬송가 “Wer weiß, 

wie nahe mir mein Ende”의 12번째 구절을 사용하였다. 바흐는 이전

에 이미 Septuagesima 주일을 위한 칸타타를 작곡하였었는데, 1724년의 

<BWV 144>와 1725년에 작곡한 코랄칸타타 <BWV 92>가 그것이다. 

이 작품의 정확한 대본가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칸타타의 텍스트는 

피칸더(Picander)라는 필명을 쓰는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헨리치

(Christian Friedrich Henrici, 1700~1764)가 1728년도에 출판한 가사

집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Stande>와 밀접하게 유사하며, 두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 대본이 피칸더에

게서 직접적으로 유래한 것인지, 또는 이 칸타타가 작곡될 당시 피칸더의 

대본이 이미 존재했던 것인지, 수정하여 재작업 후 출판한 것인지 또는 

바흐 자신이 창작하였는지 등에 대한 여부를 오늘날의 우리는 정확히 알

기 힘들며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26)

바로크 시대의 독일의 교회 칸타타 텍스트는 성경 내용과 연관되어야만 

했으며, 이 작품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당시 루터교 교회의 전례 의

식에는 칸타타가 연주되기 전에 성경을 낭독하는 순서가 예정되어 있었는

25) 칠순절 : 부활주일 전 제 9주일
26) A. Dürr, 「The Cantatas of Bach」, Oxford Uniersity Press, 2005, 2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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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내         용

1
천국은 마치 품군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군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

고

3 또 제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

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5 제 육시와 제 구시에 또 그와 같이 하고

6 제 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

리를 품군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군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데, 이 칸타타 작품이 연주되기 전에는“포도밭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낭

독되었다. 이 비유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

지의 내용이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스스로 만족해야 하

며 나보다 더 큰 행복을 가진 이가 있어도 비교하거나 그를 시기하지 말

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표5> 칸타타 <BWV 84>가 연주되기 전 낭독 되었던 

       마태복음 20장 1-16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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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

씩 받은지라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

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

이 내 뜻이니라 

15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

이 내 뜻이니라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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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아리아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Glücke”>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Glücke,

Das mir der liebe Gott beschert.    

Soll ich nicht reiche Fülle haben, 

So dank ich ihm vor kleine Gaben

Und bin auch nicht der selben wert.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Glücke,

Das mir der liebe Gott beschert.

나의 행복에 만족합니다.

이 행복은 나의 사랑하는 주가 내게 주신 것.         

나는 넉넉한 부요함을 가져선 안될지라도,        

이 작은 선물로 인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 조차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나의 행복에 만족합니다.

이 행복은 나의 사랑하는 주가 내게 주신 것. 27)     

27) 가사 번역 :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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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는 이 시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A부분, A’부분

[a]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Glücke,

Das mir der liebe Gott,

Das mir der liebe Gott beschert. 

Ich bin vergnügt, 

vergnügt, 

Ich bin vergnügt, 

[b]

Ich bin vergnügt,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Glücke,

Das mir der liebe Gott,

Das mir der liebe Gott beschert.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Glücke,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Glücke,

Das mir der liebe Gott. beschert.

B부분

[a]

Soll ich nicht reiche Fülle haben, 

Soll ich nicht reiche Fülle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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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dank ich ihm für kleine Gaben

Und bin auch nicht der selben wert.

[b]

Soll ich nicht reiche Fülle haben,

So dank ich ihm für kleine Gaben,

Und bin auch nicht der selben wert.

Und bin auch nicht der selben wert

der selben wert.

Und bin auch nicht der selben wert.

 A 부분의 “Ich bin vergnügt(나는 기뻐합니다)”의 문장이 계속 반복되

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바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곡의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바흐는 핵심 단어인 vergnügt, meinem, liebe, Glücke를 마

디의 첫 박에 배치하였다.

‘beschert’는 이 곡의 프레이즈를 종결하는 곳에 총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32마디)와 두 번째 사용된 곳(42마디)은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

에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기 위해 Dominant 화음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 부

분(52마디)은 Bm의 Tonic으로 종결되는데, 이것은 다 카포 아리아의 B 

섹션으로 넘어가기 위한 종지로 볼 수 있다. 

 제 1 아리아는 전체악기 앙상블을 요구하며 느리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

낸다. 넓은 움직임을 자랑하는 오보에 콜로라투라 기교를 포함한다.

  이 곡의 아리아 주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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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1~4마디 : 아리아 주선율 

<악보 2> 25~28마디 : 아리아 주선율

  이 주선율은 곡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형식이 

나뉘는 곳에 이 주선율이 쓰이고 있으며 성악성부가 아닌 반주부에도 이 주

선율이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또, 주선율에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리듬, 

즉, 붓점이 있다. 이 붓점은 이 곡의 리듬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곧 다루겠지만, BWV 204의 세 번째 아리아와 마찬가지로 이 곡에서도 

지속저음이 쓰이고 있다. 둘의 공통점은 종지적으로 이 지속저음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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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조성적으로 확립이 필요할 때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악보 3> 32~36마디 : 지속저음

이 곡의 주요 부분을 악보로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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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 BWV84의 제 1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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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리아의 형식은 다 카포 아리아형식으로 1~66마디까지 A, 67~106

마디까지 B, 107~157마디까지 A’로 구성되어있다. 이 아리아의 조는 

Em로 1~47마디까지 Em, 48~68마디까지 Bm, 69~75마디까지 Am, 

76~88마디까지 DM, 89~92마디까지 Am – Em로 짧게 전조한 후에 93마

디부터 CM로 전조가 된다. 이후 104마디에서 본래의 조인 Em로 돌아오고 

144마디에서 157마디에 이르는 후주를 끝으로 곡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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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레치타티보, “Gott ist mir ja nichts schuldig”>

 제 1 레치타티보는 반주부에 오직 콘티누오만 사용되며, 명확하게 선언하는 

조로 이야기된다. 제 2곡에는 melismatic의 장식도 없고 아리오조로의 확장이 

결여되어 비교적 간단하고 담백한 느낌을 준다. 

Gott ist mir ja nichts schuldig, und wenn er mir was giebt,    

so zeigt er mir, dass er mich liebt;

ich kann mir nichts bei ihm verdienen;

denn was ich thu; ist meine Pflicht.

Ja! wenn mein Thun gleich noch so gut geschienen,

so hab’ich doch nichts Recht es ausgerich’t.

Doch ist der Mensch so ungeduldig, dass er sich oft betrübt,

wenn ihm der liebe Gott nicht überflüssig giebt.

Hat er uns nicht so lange Zeit um sonst ernähret und gekleid’t,

und will uns einsten seliglich in seine Herrlichkeit erhöh’n?

Es ist genug für mich, 

dass ich nicht hungrig darf zu Bette geh’n.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빚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주실 때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그로부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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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시지 않으실 때

사람은 참을성이 없어 스스로 슬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으며, 

미래에는 축복을 내려주시며 또 그의 영광으로 인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배고픈 채로 잠들지 않는 것, 그것으로 나에겐 충분합니다. 28)      

 이 레치타티보는 제 1 아리아와 제 2 아리아를 연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 1레치타티보의 화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5> BWV84의 제 1 레치타티보

 

28) 가사 번역 :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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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치타티보의 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GM 또는 Em의 조표와 관계없

이 제 1 아리아와 제 2 아리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제 1 아리아가 

Em로 끝나고 제 2 아리아는 GM으로 시작한다. 이 레치타티보의 시작은 

Bm, 끝은 DM이다. 제 1 아리아의 조인 Em와 제 1 레치타티보의 시작조

인 Bm의 관계는 5도 위 관계, 즉, Tonic과 Dominant 관계이다. 그리고 제 

1 레치타티보의 종결조인 DM와 제 2 아리아의 GM는 5도 아래 관계로 

Dominant와 Tonic이다. 이는 바흐가 이 레치타티보를 제 1 아리아와 제 2 

아리아를 연결하는 용도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코드는 GM의 

Dominant로서 제 2 아리아를 염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아리아의 조성진행은 Em - Bm - D – Am – Em이다. Bm에서 D로 

나란한조 진행을 제외하고는 5도 위 진행으로 1차관계조 안의 범위 내에서 

전조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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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아리아, “Ich esse mit Freuden mein weniges Brot”>

 제 2 아리아는 생기 있는 춤과 같으며 노래와 같은 선율의(song-like 

melody) 멜로디가 연주된다. 이 아리아는 텍스트의‘즐거움’뿐 아니라 중

간 섹션의 단어인 ‘즐거운 영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까지 포함하여 이 작품의 주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특히 매력적인 

것은, 오블리가토 악기인 오보에와 솔로 바이올린으로, 이들은 처음에는 조

화를 이루며 곧 분리되었다가 후에 다시 만나게 되어 서로 끊임없는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룬다. 

 

Ich esse mit Freuden mein weniges Brot

Und gönne dem Nächsten von Herzen das Seine.  

Ein ruhig Gewissen, ein fröhlicher Geist,

Ein dankbares Herze, das lobet und preist,  

vermehret den Segen, versüsset die Not.  

Ich esse mit Freuden mein weniges Brot

Und gönne dem Nächsten von Herzen das Seine. 

나는 기쁨으로 작은 빵 한 조각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부터 이웃에게 아끼지 않고 베풀겠습니다.  

차분한 의식, 생기 넘치는 영혼,

감사드리는 마음, 찬미와 찬양,

더욱 축복 내려주시고, 고난을 달게 받게 하소서. 

나는 기쁨으로 작은 빵 한 조각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부터 이웃에게 아끼지 않고 베풀겠습니다.  29) 

29) 가사 번역 :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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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는 이 시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A부분

[a]

Ich esse mit Freuden mein weniges Brot

Und gönne dem Nächsten von Herzen das Seine.

Ich esse mit Freuden 

mein weniges Brot

[b]

Ich esse mit Freuden mein weniges Brot

Und gönne dem Nächsten von Herzen das Seine. 

Und gönne dem Nächsten von Herzen das Seine. 

Ich esse mit Freuden mein weniges Brot

Und gönne dem Nächsten von Herzen das Seine, 

von Herzen das Seine.

B부분

[a]

Ein ruhig Gewissen, ein fröhlicher Geist,

Ein dankbares Herze, das lobet und preist, 

Vermehret den Segen, versüsset die Noth. 

Vermehret den Segen, versüsset die N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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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in ruhig Gewissen, ein fröhlicher Geist,

Ein ruhig Gewissen, ein fröhlicher Geist,

Ein dankbares Herze, das lobet und preist, 

Vermehret den Segen, versüsset die Noth. 

Vermehret den Segen, versüsset die Noth. 

 바흐는 제 1 아리아와 같이 바흐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시구를 배열하였다.  

제 2 아리아의 주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아리아와 마찬가지로 

주선율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악보 6> 1~8마디 : 아리아 주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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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24~32마디 : 아리아 주선율

“mein weniges Brot” 와 “und gönne dem Nächsten”은 다음 

악보와 같이 동일한 음형 반복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곡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작은 빵’과‘이웃에게 베풀겠다’는 것을 

상응하는 표현으로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8> 27~30마디 : 동일한 멜로디와 리듬 반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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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37~43마디 : 경과구로 사용된 부분

 

  위 악보에서 보면 이 곡의 첫 번째 문장 자체를 경과구로써 사용하고 있

다. 특히‘mein weniges Brot’, 즉‘빵 한 조각’에 함축된‘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프레이즈의 호흡을 짧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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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109~113마디, 149~152마디 : 멜리스마적 사용

  위 악보를 보면, 이 부분에서는 특히 고통을 뜻하는 단어인 ‘Noth’를 

A부분 뿐 아니라 b 부분에서 가장 긴 프레이즈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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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주요 부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1> BWV84의 제 2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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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리아의 형식도 제 1 아리아와 마찬가지로 다 카포 아리아형식이다. 

1~95마디까지 A, 96~160마디까지 B, 161~258마디까지 A’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리아의 조는 GM로 1~68마디까지 GM, 69~100마디까지 DM, 

101~132마디까지 Em, 133~160마디까지 Bm로 전조되었다가 A‘로 돌

아올 때는 본래의 조인 GM로 돌아와 곡을 맺는다. 이 아리아의 조성진행을 

살펴보면 G – D – Em – Bm – G로 G와 G의 5도 관계인 D의 나란한조를 

중심으로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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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레치타티보 ,“Im Schweisse meines Angesichts...” >

 제 2 레치타티보는 콘티누오에 현악기를 더한 편성을 사용하여 텍스쳐와 

형식면에서의 확장을 보여주면서 제 1 아리아의 엄숙한 분위기로 다시 되

돌아오는데, 이것은 첫 곡에 대한 균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 2곡의 레치타티보처럼 아리오조 첨가는 여전히 부재한다. 

Im Schweisse meines Angesichts 

will ich indess mein Brot geniessen, 

und wenn mein Lebenslauf, mein Lebensabend wird beschliessen, 

so theilt mir Gott den Groschen aus, da steht der Himmel drauf. 

O! wenn ich diese Gabe zu meinem Gnadenlohne habe, 

so brauch’ich weiter nichts. 

내 이마에 땀이 맺히면, 나는 그동안 내 빵을 즐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코스에서, 저녁이 끝날 때 즘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 나의 은혜로운 보담의 이 선물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2 레치타티보는 제 1 레치타티보와 마찬가지로 앞뒤의 아리아를 연결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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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BWV84의 제 2 레치타티보

 제 2 아리아의 조인 GM와 제 2 레치타티보의 시작조인 Em의 관계는 나

란한조이다. 제 2레치타티보의 종결조인 F#m와 코랄의 조인 Bm의 관계는 

Dominant와 Tonic이다.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제 1 레치타티보와 

마찬가지로 제 2 레치타티보는 제 2 아리아와 코랄을 연결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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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랄>

 마지막으로 제 5곡은 찬송가 “Wer weiss, wie nahe mir mein Ende”

의 12번째 구절인 “Wer nur der lieben Gott walten”를 코랄로 만든 

곡이다. Bm로 시작하여 피카르디 종지로 칸타타의 끝을 맺는다. 

Ich leb’ indess in dir vergnüget      

und sterb’ ohn’ alle Kümmernis,    

mir g’nüget, wie es mein Gott füget, 

ich glaug’ und bin es ganz gewiss;   

Durch deine Gnad und Christi Blut     

machst du’s mit meinem Ende gut.  

나는 당신 안에서 만족합니다. 

또한 아무런 문제없이 죽습니다. 

주가 게획하심에 만족합니다. 

나는 완전히 확신합니다;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의 마지막을 좋게 해주십니다. 30)                               

30) 가사 번역 :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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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BWV84의 코랄

  이 아리아의 마지막 곡인 코랄의 조성진행은 Bm – D – Bm로 나란한조

만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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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S.Bach의 칸타타 BWV204 분석

 이 칸타타는‘Vergnügtsamkeit’로‘기쁨’또는‘기뻐하는 사람’이라는 

표제를 지닌 작품이다. 이 작품은 소프라노를 위한 세속 칸타타로, 바흐가 

1726년에서 1727년 사이에 작곡한 것으로 추측되며, 정확한 작곡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칸타타는 가사의 내용과 쓰

임 또는 연주되는 장소에 따라 세속 칸타타와 교회 칸타타로 분류될 수 있

다. 이 작품의 가사 분석을 살펴보면, 앞서 작품번호 84번의 칸타타의 소재

가 비슷하나, 성경의 내용이나 코랄 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기독교

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에 세속칸타타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무엇이 온전

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이 바흐의 가족

들 또는 친구들, 또는 당시 활동하던 콜레기움 무지쿰(Co l leg ium 

musicum)과 함께 연주하기 위한 실내 음악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작품의 대본은 Christian Friedrich Hunold(1681~1721)가 썼다. 

 앞서 Septuagesima 주일을 위한 칸타타(BWV84)와 관련하여 보았던 것

처럼, 우리에게 닥친 이 운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이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좋아하고도 많이 쓰이는 주제 

중 하나였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이는 가정 안에서 도덕적인 내용으로써 사

용되며, 재미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교화하는 내용으로 이 칸타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만족함에 대한 기쁨’과‘자급자족함’을 찬양하고 있다. 

 바흐는 레치타티보 – 아리아로 된 네 쌍의 세트로 이 작품을 구성하였다.  

악기 파트의 앙상블은 플룻과 두 개의 오보에, 현악기, 콘티누오로 구성되

며, 바흐는 이 작품의 아리아들을 위해 다양한 오블리가토 악기들을 선택하

였다. 첫번째 아리아에는 두 개의 오보에, 두번째 아리아에는 솔로 바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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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세번째 아리아에는 플룻을 선택하였고 오직 네번째 아리아만이 전체 악

기를 요구한다. 현악 앙상블은 두개의 오보에와 플룻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때로는 독립적이기도 하며 협주되기도 하였다.

 바흐는 레치타티보 셋팅을 다양화 시켜서 나타냈다. 첫번째 레치타티보는 

순수한 레치타티보 세코(Recitativo Secco)를, 두번째는 현악기로 연주되

는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Recitativo Accompagnato)를 사용하였다. 또한 

세번째 레치타티보는 단어의 함축적 의미를 나타내는 콜로라투라 기교가 포

함된 세코 레치타티보, 네번째 레치타티보는 아리오조(Arioso)로 자연스럽

게 이어지는 세코 레치타티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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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레치타티보, “Ich bin in mir vergnügt...”> 

Ich bin in mir vergnügt, Ein andrer mache Grillen,

Er wird doch nicht damit den Sack noch Magen füllen.

Bin ich nicht reich und groß, Nur klein von Herrlichkeit,

Macht doch Zufriedensein in mir erwünschte Zeit.

Ich rühme nichts von mir: ein Narr rührt seine Schellen;

Ich bleibe still vor mich: Verzagte Hunde bellen.

Ich warte meines Tuns und lass auf Rosen gehn,

Die müssig und darbei in großem Glücke stehn.

Was meine Wollust ist, ist, meine Lust zu zwingen;

Ich fürchte keine Not, frag nichts nach eitlen Dingen.

Der gehet nach dem Fall in Eden wieder ein

Und kann in allem Glück auch irdisch selig sein.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다른 누군가는 불만을 일으키나,

그의 주머니와 위장을 아직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나는 부유하지도 위대하지도 않지만, 

오직 작은 영광이, 그토록 바라던 시간에 나를 만족하게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자랑치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종을 치켜세웁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머무릅니다 : 의기소침한 개가 짖습니다. 

나의 일을 하고자 하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운이 가득한 장밋빛 길을 가

도록 합니다. 

나의 욕망은, 극복하려는 나의 열망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헛된 물건을 구하지 마세요. 

추락하고 난 뒤에는 또 다시 낙원에 갈 것이며, 모든 운명들은 지상에서 행

복할 수 있답니다.31) 

31) 가사 번역 :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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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BWV204의 제 1 레치타티보

 이 레치타티보는 BbM로 시작하여 FM, Cm, Dm를 거쳐 다시 BbM로 돌

아오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BbM로부터 가까운 관

계인 1차관계조 안에서 조성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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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아리아, “Ruhig und in sich zufrieden”> 

Ruhig und in sich zufrieden ist der grösste Schatz der Welt.

Nichts geniesset, der geniesset,

Was der Erden Kreis umschliesset,

Der ein armes Herz behält.  

이 세상 가장 큰 보배는 평화와 스스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어느 것도 향유치 않으며 

세상 모두를 에워싸시며

또한 가엾게 여기십니다. 32)            

   

 제 1 아리아는 두 개의 오보에와 콘티누오의 트리오가 성악 성부와 함께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결합된 시칠리아노33) 스타일의 곡이다. 바흐는 종종 

자신의 작품에‘시칠리아노’를 붙여 곡을 썼는데, 대표적으로 <무반주 바

이올린소나타 No.1 g minor, BWV 1001>의 3악장, <플룻 소나타 No.6 E 

Major, BWV 1035>의 3악장, <쳄발로 협주곡 No.6 E Major, BWV 

1053>의 2악장 등이 있다. 바흐는 평생을 교회에서 음악가로 일하며 종교

적 작품의 창작에 몰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춤곡에 관심을 두어 많

은 춤곡을 작곡하였다. 바흐의 이러한 면이 이 세속 칸타타 작품의 제 1  

아리아에 나타난다. 

32) 가사 번역 : 박수진 
33) 시칠리아노(또는 시칠리아나) : 17-18세기 경 바로크 시대에 시작된 음악 스타일,

장르. 대개 중간 속도의 템포로, 12/8, 6/8박자로 되었으며 목가적 분위기를 가
지고 선율은 대부분 점 리듬의 붓점(dotted rhythm)으로 연주되는 서정적인 선
율이다.



- 61 -

 바흐는 이 시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A 부분, A’부분

[a]

Ruhig und in sich zufrieden 

Ruhig und in sich zufrieden 

in sich zufrieden

ist der grösste Schatz der Welt.

[b]

Ruhig und in sich zufrieden 

in sich zufrieden

ist der grösste Schatz der Welt.

Ruhig und in sich zufrieden 

ist der grösste Schatz

ist der grösste Schatz der Welt. 

Ruhig und in sich zufrieden 

Ruhig und in sich zufrieden 

Ruhig und in sich zufrieden 

Ruhig und in sich zufrieden 

ist der grösste Schatz der Welt.

ist der grösste Schatz der Welt. 

B부분

[a]

Nichts geniesset, der geniesset,

Was der Erden Kreis 

umschliesset,

Der ein armes Herz behält. 

[b] 

Nichts geniesset, der geniesset,

Was der Erden Kreis 

umschliesset,

Der ein armes Herz behält. 

ein armes Herz, 

ein armes Herz 

Der ein armes Herz behält. 

Nichts geniesset, der geniesset,

Was der Erden Kreis 

umschliesset,

Der ein armes Herz behält. 

Der ein armes Herz,

Der ein armes Herz behält. 



- 62 -

 앞서 BWV 84 에서 보았듯이 가사 반복을 살펴보면 소문자 [b]부분은 

[a]부분을 토대로 텍스트적인 측면과 음악적 측면 모두에서 확장되었다. 

 이 아리아의 주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15> 1~4마디 : 아리아 주선율

<악보 16>  39~41, 51~54마디 : 성악부의 지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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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흐는 Ruhig 단어에 지속음을 사용하여 단어의 뜻인 ‘평안한’ 

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51~54마디 부분에서는 지속음을 성악부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한편 반주부에서는 주선율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17>  145~152마디 : 성악부의 지속음 사용

 마찬가지로 <악보 17>에서도 성악부에서 지속음을 8마디 동안 길게 사용

하는 것이 흥미로우며, 반면 반주부는 이곡의 모티브를 사용하여 환기시키

고 있으며 이 곡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곡의 특징적인 화성으로는 바흐에서 잘 쓰이지 않는 N6가 보인다는 

점이다. <악보18>에서 N6는 Ⅴ-ⅰ로 이어져 정격종지로 쓰였다. 다음은 

N6가 쓰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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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137마디 : N6

<악보 21>은 B부분이 마치는 부분은 피카르디 종지로 곡을 맺고 있으며, 

이 피카르디 종지는 A부분의 Dominant와 같은 화음이다. 

<악보 19> 173마디 : 피카르디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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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주요 부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20>  BWV204의 제 1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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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작품 BWV84와 마찬가지로 이 아리아의 형식은 다 카포 아리아 형

식이다. 107마디까지 A, 108~173마디까지 B,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07마디까지 A’로 연주하고 곡을 맺는다. 제 1 아리아의 조를 확인해보

면 1~32마디까지 Gm, 33~46마디는 Dm로 전조가 되었다가, 47~117마

디까지는 다시 Gm로 돌아온다. 118마디에서 B부분이 시작될 때 EbM로,  

137마디에서 다시 Gm로 전조되었다가, 143~155마디는 Dm, 156~170마

디까지는 Gm로 전조된다. 171마디에서 다시 Dm로 돌아와서 피카르디 종

지로 곡을 맺는다. 이 피카르디 종지는 Gm의 5도와 같다. 이후 다시 처음

으로 돌아가서 Gm로 곡을 맺는다. 이 곡의 전체적인 조성은 Gm이다. Dm

는 Gm의 버금딸림조 관계, EbM는 Gm의 나란한조의 버금딸림조 관계이다.  

이 곡 또한 1차관계조 안에서 조성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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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레치타티보, “Ihr Seelen, die ihr ausser euch”>

Ihr Seelen, die ihr ausser euch stets in der Irre lauft und vor ein Gut, 

das Schattenreich, den Reichtum des Gemüths verkauft;

die der Begierden Macht gefangen hält: 

durchsuchet nur die ganze Welt!

Ihr suchet, was ihr nicht könnt kriegen, und kriegt ihr's, 

kann's euch nicht vergnügen; vergnügt es, wird es euch betrügen

und muss zuletzt wie Staub zerfliegen.

Wer seinen Schatz bei Andern hat, ist einem Kaufmann gleich,

aus Andrer Glücke reich.

Bei dem hat Reichtum wenig statt, 

der, wenn er nicht oft Bankerott erlebt,

doch solchen zu erleben in steten Sorgen schwebt.

Geld, Wollust, Ehr sind nicht sehr in dem Besitztum zu betrachten,

als tugendhaft sie zu verachten, ist unvergleichlich mehr.

오류의 과정 안에 노력하고 있는 당신의 영혼들은 

선을 위해 마음의 부유함을 팔 것입니다. 

욕망의 능력에 사로잡힌 당신: 이 세상에서 찾으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얻지 못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얻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기만하고 먼지처럼 흩날려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행운이 가득한 상인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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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재물은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는 파산을 겪지 않았음에도 파산에 대한 근심을 끊임없이 겪을 것입니다. 

돈, 쾌락, 명예는 소유물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들을 경멸하는 유덕한 것은 비길데 없이 더 많습니다. 34)    

<악보 21> BWV204의 제 2 레치타티보>

34) 가사 번역 :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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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레치타티보는 2차적 Dominant로 시작한다. 이 2차적 Dominant가 

레치타티보의 시작 조성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앞서 본 제 1 아리아와 연

계하여 보면, 제 2 레치타티보의 조성이 Gm은 VI 화음과 관련이 있다. 이 

VI 화음을 Ab으로 진행하는 2차적 Dominant로 만들고 이후 Db, Bb으로 

진행하는 2차적 Dominanat를 거친 후, Cm로 정격종지한다. Cm 이후에 

Gm, Dm를 거쳐 FM로 곡을 맺고 있다. 이 FM는 이후에 나올 제 2 아리

아의 조인 FM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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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아리아, “Die Schätzbarkeit der weiten Erden”> 

Die Schätzbarkeit der weiten Erden

Laß meine Seele ruhig sein.

Bei dem kehrt stets der Himmel ein,

Der in der Armut reich kann werden. 

세상의 귀중함이여

나의 영혼이 평온하도록 내버려두어라

천국은 언제나 돌아온다

가난 속에서 부유할 수 있는 그를 위해서. 35)                    

 

바흐는 이 시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A부분

[a]

Die Schätzbarkeit der weiten Erden,

Die Schätzbarkeit der weiten Erden,

Lass meine Seele ruhig sein,

[b]

Die Schätzbarkeit der weiten Erden,

Lass meine Seele ruhig sein,

Die Schätzbarkeit der weiten Erden,

35) 가사 번역 : 박수진 



- 72 -

Lass meine Seele ruhig sein,

ruhig, 

Die Schätzbarkeit der weiten Erden,

Lass meine Seele ruhig sein,

B부분

[a]

Bei dem kehrt stets der Himmel ein,

Der in der Armuth reich kann werden, 

Der in der Armuth reich kann werden, 

Bei dem kehrt stets der Himmel ein,

Der in der Armuth reich kann werden, 

Der in der Armuth reich kann werden,

Bei dem kehrt stets der Himmel ein, 

Der in der Armuth reich kan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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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리아는 앞서 살펴본 아리아와 달리 아르페지오 반주형이 나오는 서정

적인 곡이다. 그리고 이 곡에서 특징적으로 쓰이고 있는 리듬은 당김음이

다. 이 곡의 음형과 리듬은 기본적으로 당김음에서 시작된다. 

<악보 22> 3마디 반주부: 당김음이 사용된 부분

<악보 23> 9마디 성악부: 당김음이 사용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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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의 화성적 특징을 보면 Dominant 7화음의 사용이 다른 곡들과는 다

르다. <악보 7>을 살펴보면, 성악부의 7음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된다. 다른 

곡들에서 가장 윗성부의 7음이 경과적으로 쓰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악보 24> 25~27마디 : Dominan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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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48~50마디 : Dominant 7

  <악보 26> 75~77마디 : Dominan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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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부분에 사용된 가사 처리 방식은 Syllabic이 아니라 Melismatic이

다. 바흐가 생각하기에 ‘ruhig’라는 단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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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BWV204의 제 2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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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아리아의 형식을 살펴보면 37마디까지 A, 38마디부터 54마디까지 

B, 55마디부터 88마디까지 A’로 다 카포 아리아 형식이다. 이 아리아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아리아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 다른 아

리아들의 B부분은 아리아 – 간주 – 아리아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BWV 

204>의 제 2 아리아는 B부분이 중간에 간주 없이 아리아로만 이루어져있

다는 특징이 있다.이 아리아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아리아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 다른 아리아들의 B부분은 아리아 – 간주 – 아리아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BWV 204>의 제 2 아리아는 B부분이 중간에 간주 없

이 아리아로만 이루어져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아리아의 조성을 확인해보

면 1~28마디 FM, 29~39마디는 FM의 버금딸림조인 CM, 39~56마디는 

FM의 나란한조인 Dm가 사용된다, 조성을 확인해보면 FM, CM, Dm가 사

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곡 또한 1차관계조 안에서 조성이 확립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곡과는 달리 전조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요약된 악보를 살펴보면 ‘weiten’에 멜리스마 선율이 있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단어가 ‘넓은, 확장된’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사들처럼 Syllabic이 아닌 바흐는 멜리스마 선율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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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레치타티보, “Schwer ist es zwar...”>

Schwer ist es zwar, viel Eitles zu besitzen

Und nicht aus Liebe drauf, die strafbar, zu erhitzen;

Doch schwerer ist es noch, 

dass nicht Verdruss und Sorgen Centnern gleicht, 

Ja, ein Vergnügen, welches leicht ist zu erlangen,

Und hört es auf, so wie der Welt und ihrer Schönheit Lauf,

So folgen Centner Grillen drauf.

In sich gegangen, in sich gesucht,

Und sonder des Gewissens Brand den Himmel sein Gesicht gewandt,

Da ist mein ganz Vergnügen, der Himmel wird es fügen.

Die Muscheln öffnen sich, wenn Strahlen darauf schießen,

Und zeigen dann in sich die Perlenfrucht:

So suche nur dein Herz dem Himmel aufzuschließen,

So wirst du durch sein göttlich Licht

Ein Kleinod auch empfangen,

Das aller Erden Schütze nicht vermögen zu erlangen. 

많은 무의미한 것들을 소유함은 어렵습니다.

그들에 대한 유죄의 사랑으로 뜨겁게 달구지 마십시오. 

그러나 불평과 염려를 피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한 기쁨은 쉽게 얻어지고, 

그것이 끝나면 세상과 그 아름다움을 질주하는 길은 

그 다음에 큰 격변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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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가고자 하면, 스스로 구하고자 하면, 

양심없이 불타는 그의 얼굴을 천국으로 돌리는 것은, 

모두 나의 기쁨입니다. 

하늘이 그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조개가 스스로 열리는 그때에 빛이 쏘아지며,

그 자체의 열매인 진주를 드러냅니다. 

그때에 천국에서 당신의 마음을 열고 찾아보세요. 

그로 인하여 당신은 신성한 그의 빛을 통해 

이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보물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36)

36) 가사 번역 :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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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BWV204의 제 3 레치타티보

 

 이 레치타티보는 감7화음을 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악보에 있는 표시

들은 감7화음을 나타낸다.) 이 감7화음을 제외하고 화성을 분석해보면 흐름

을 파악하기 수월해진다. 조성진행을 살펴보면 Dm - Cm - Ab - Dm로 

진행한다. 다른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와는 다르게 1차관계조 범위에서는 벗

어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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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아리아, “Meine Seele sei vergnügt”> 

Meine Seele sei vergnügt,  

Wie es Gott auch immer fügt.     

Dieses Weltmeer zu ergründen,

Ist Gefahr und Eitelkeit,

In sich selber muss man finden

Perlen der Zufriedenheit.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넓은 세상 바다의 깊이를 재는 것은

위험하고도 자만한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그 자체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만족함의 진주는. 37)                                             

 

바흐는 이 시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37) 가사 번역 :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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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

[a]

Meine Seele sei vergnügt, 

sei vergnügt, 

sei vergnügt, 

vergnügt,

Meine Seele sei vergnügt, 

Meine Seele sei vergnügt, 

Wie es Gott auch immer fügt. 

sei vergnügt,

Wie es Gott auch immer fügt. 

sei vergnügt, 

vergnügt,

Meine Seele sei vergnügt, 

Wie es Gott auch immer fügt. 

[b]

Meine Seele sei vergnügt, 

sei vergnügt,

Wie es Gott auch immer fügt. 

Meine Seele sei vergnügt, 

Wie es Gott auch immer fügt. 

B부분

[a]

Dieses Weltmeer zu ergründen,

Ist Gefahr und Eitelkeit,

Dieses Weltmeer zu ergründen,

Ist Gefahr und Eitelkeit, 

und Eitelkeit,

Dieses Weltmeer zu ergründen,

Ist Gefahr und Eitelkeit, 

Ist Gefahr und Eitelkeit, 

Dieses Weltmeer zu ergründen,

Ist Gefahr und Eitelkeit.

[b]

In sich selber muss man finden

Perlen der Zufriedenheit. 

Perlen der Zufriedenheit. 

In sich selber muss man finden

Perlen der Zufriedenheit. 

In sich selber muss man finden

Perlen der Zufriedenheit. 

 [A]부분에서 Meine Seele sei vergnugt, sei vergnugt, vergnugt 로 문

장을 쪼개어 점차 좁혀나가면서 나의 영혼이 기쁘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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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곡인 세번째 아리아는 솔로 플룻의 오블리가토가 스케일 음형으로 퍼

져나가며 연주한다. 이 곡은 1곡과 비슷하게 대위적인 푸가 형태로 되어 있

다. 1곡과 다른 점은 주선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 곡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흐가 강조하고 싶은 가사의 리듬을 의도적으

로 늘렸다는 점이다. 다음의 악보를 보자.

<악보 29> 8~9마디 : 의도적으로 늘려진 리듬

 이 부분에서 주목해서 봐야할 가사는 'gnügt'이다. 이 단어의 리듬만 떼어

서 보면 8분음표 단위로 리듬이 점진적으로 늘어난 후에 완전히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이 칸타타 작품의 부제가 ‘Vergnügtsamkeit’인 만큼, 이러

한 장치를 통하여 바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이 곡에서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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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곡에서 볼 수 있는 화성적 특징은 대위적인 텍스쳐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화성음과 그 해결이다. 다음의 악보를 확인해 보자.

<악보 30> 18~19마디 : 비화성음의 해결

 

 이 부분을 보면 정박에서 나오는 선율을 바로 그 다음 박자에서 성악선율

이 받으면서 생성된 비화성음이 해결된다. 그 후 [b]섹션이 시작하는데 첫 

박이 아닌 두 번째 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리아 전체에 걸쳐서 플룻 오블리가토가 계속해서 반주되며, 또

한 지속저음은 곡 중간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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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1~3마디 : Fl obbligato, 지속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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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BWV204의 제 3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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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아리아는 28마디까지 A, 29마디부터 52마디까지 B, 53마디부

터 82마디까지 A’인 다 카포 아리아 형식이다. 조성진행을 살펴보면 1마

디부터 12마디까지는 Dm, 13마디부터 16마디까지는 Dm의 나란한조인 F, 

17마디부터 34마디까지는 Am, 35마디부터 45마디까지 Gm, 46마디부터 

56마디까지 Bb, 57마디부터 끝까지 Dm로 구성되어있다. 정리해보면 Dm – 

F – Am – Gm – Bb- Dm으로 1차관계조 범위 안에서 전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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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레치타티보, “Ein edler Mensch ist Perlenmuscheln gleich”>

Ein edler Mensch ist Perlenmuscheln gleich,

In sich am meisten reich,

Der nichts fragt nach hohem Stande

Und der Welt Ehr mannigfalt;

Hab ich gleich kein Gut im Lande,

Ist doch Gott mein Aufenthalt.

Was hilft's doch, viel Güter suchen

Und den teuren Kot, das Geld;

Was ist's, auf sein' Reichtum pochen:

Bleibt doch alles in der Welt!

Wer will hoch in Lüfte fliehen?

Mein Sinn strebet nicht dahin;

Ich will nauf im Himmel ziehen,

Das ist mein Teil und Gewinn.

Nichtes ist, auf Freunde bauen,

Ihrer viel gehn auf ein Lot.

Eh wollt ich den Winden trauen

Als auf Freunde in der Not.

Sollte ich in Wollust leben

Nur zum Dienst der Eitelkeit,

Müßt ich stets in Ängsten schweben

Und mir machen selbsten Leid.

Alles Zeitliche verdir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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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Anfang das Ende zeigt;

Eines lebt, das andre stirbet,

Bald den Untergang erreicht.

고귀한 사람은 진주 홍합과 같습니다. 

대부분 그 자체로 가장 부유하며,

더 높은 지위와 세상의 다양한 명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신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많은 재물을 찾는다면 무엇을 얻습니까?

귀한 배설물과 돈! 

모든 것은 이 땅에 남아 있을 뿐! 

누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겠습니까?

내 감각은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부이며 승리입니다. 

친구와 사귀는 것도 공허하며 많은 것은 변덕스럽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 친구보다 바람을 신용할 것입니다.

쾌락 안에서 살아간다면,

오직 허영심 가득한 일들과 두려움에 끊임없이 빠져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의 처음은 끝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살고, 다른 하나는 죽으며, 곧 침몰에 도달할 것입니다. 38)

38) 가사 번역 :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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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BWV204의 제 4 레치타티보

 제 4 레치타티보는 다른 레치타티보와는 다르게 Arioso가 포함되어 있다. 

이 레치타티보는 앞서 살펴본 제 2 레치타티보와 <BWV 84>의 레치타티보

들과 같이 아리아들을 연결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시작하는 조는 F이

고 끝나는 조는 Bb이다. 제 3 아리아의 조인 Dm와 이 아리아의 시작조인 

F의 관계는 나란한조이다. 그리고 이 아리아의 끝나는 조와 제 4 아리아의 

조는 모두 Bb으로 같다. 이 레치타티보의 조성진행을 살펴보면 F – Cm – 

Dm – C – Gm – Bb이다. 사용된 조성을 살펴보면 F와 Bb조의 1차관계조

에 속해있는 조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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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아리아,“Himmelische Vergnügsamkeit”>

Himmelische Vergnügsamkeit, 

Welches Herz sich dir ergibet,

Lebet allzeit unbetrübet und genießet der güldnen Zeit,

Himmlische Vergnügsamkeit.

Göttliche Vergnügsamkeit, 

Du, du machst die Armen reich, 

Und dieselben Fürsten gleich, 

meine Burst bleibt dir geweiht.

하늘의 만족함이여, 

만족함이란 마음은 당신에게 밝혀줄 것이다,

그는 언제나 슬프지 않으며 황금의 시간을 향유하면서 살아간다. 

하늘의 만족함이여

신성한 만족함이여,

너, 너는 가난한 부요함을 만들어라.

왕좌와 같이 나의 가슴은 당신에게 헌신하며 머무릅니다.39)       

39) 가사 번역 :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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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1~7마디 : 아리아 주선율

<악보 35> 7~16마디 : 아리아 주선율

이 아리아는 앞서 살펴본 두 개의 주선율이 곡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은 이 곡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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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BWV 204의 제 4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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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의 구성을 살펴보면 66마디까지 A, 67마디부터 105마디까지 B, 

106마디부터 끝까지 A’로 앞서 살펴본 아리아들과 마찬가지로 다 카포 

아리아이다. A부분의 전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주선율과 두 번째 주선율을 

경계로 Bb에서 F로 전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리아

를 시작할 때 다시 Bb으로 돌아온다. 31마디에서 F로 다시 전조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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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간주를 거쳐 B부분을 시작할 때 Gm로 전조된다. B부분의 조성은 Gm 

– Eb – Cm – Gm로 진행된다. 이 Gm의 조성은 A’부분의 간주부와 아리

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124마디에서 Eb으로 전조가 된다. 그리고 139마

디에서 다시 이 곡의 조인 Bb으로 회귀한다. 161마디에서 페르마타로 잠시 

정지 후 상행선율과 함께 극적으로 아리아를 맺는다. 후주는 전주와 비슷하

지만 두 번째 주선율에서 Bb에서 F로 전조가 되지 않고 완전 5도 아래로 

선율을 이도하여 Bb으로 곡을 맺고 있다. 이 아리아에서 사용된 조성을 살

펴보면 Bb, F, Gm, Eb, Cm으로 모두 Bb의 1차관계조 범위 안에서 전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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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바로크 시대 성행하였던 성악 장르인 칸타타의 기원 및 발

전 과정과 독일에서 칸타타가 고유의 양식으로서 자리잡히게 된 과정 및 이

를 절정에 올려놓은 바흐의 칸타타의 역사와 그의 음악적 특징의 흐름에 대

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바흐의 칸타타 작품을 탐구해보고자 하였으

며 소프라노 솔로 칸타타 중 교회 칸타타와 세속 칸타타 각각 한 작품씩을 

선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칸타타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Glücke (BWV 84), 나의 행복에 

만족합니다>는 교회 칸타타로, 루터교 교회력에 의한 Septuagesima 주일

을 위하여 작곡되었다. 아리아-레치타티보-아리아-레치타티보-코랄 총 5

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루터교 예배 의식의 순서로 칸타타가 연

주되기 전, 복음 낭독의 순서가 있었으며 이에 <BWV 84>가 연주되는 날

에는 마태복음 20장이 낭독되었다. 

 칸타타 <Ich bin in mir vergnügt (BWV 204) 나는 만족합니다>는 성경

적 내용이나 코랄 또한 첨가되어 있지 않은 점, 바흐의 가족이나 지인들, 

콜레기움 무지쿰 등과 연주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속 칸타타 작품이다. 총 8

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레치타티보와 아리아가 한 쌍으로서 총 4개

의 세트가 반복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칸타타 작품의 아리

아에서는 춤곡과 유사한 성격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BWV 84>는 예배 순서에 낭독되는 복음서와 관련하여 만족함이라는 주

제를 사용하였다면, <BWV 204>는 ‘세상을 살기 위한 만족함에 대한 기

쁨’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작품으로, 당시 ‘만족함’에 관한 주제는 교

회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육 및 교화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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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전주 성악 간주 성악 간주 성악 간주 성악 후주

a + b a b a + b

있었다. 또한 <BWV 84>는 1727년, <BWV 204>는 1726년에서 1727년 

사이에 작곡되었으므로 두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것을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이 일

터인 교회의 안과 밖에서 모두 연주할 수 있는 칸타타 작품을 작곡한 것으

로 미루어 보아, 바흐가 당시 자신의 음악과 삶에 감사함으로 만족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칸타타의 아리아들의 형식은 모두 다 카포 형식으로 이 형식을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6> BWV 84와 BWV 204에 나타난 다 카포 아리아 형식

  칸타타 <BWV 84>와 <BWV 204>의 다 카포 아리아는 A – B – A’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성악부를 두 부분(a, b)으

로 나눌 수 있다. B부분이 성악부로만 이루어진 <BWV 204>의 제 2 아리

아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형식을 맞추어 보면 A부분의 전주 – 성악부(a+b) 

- 간주, B부분의 성악(a) - 간주 – 성악(b), 다시 A’부분의 간주 – 성악

(a+b) - 후주로 볼 수 있다. 본래 시의 형식과 견주어 봤을 때 바흐는 행

과 연을 재구성하여 다 카포 아리아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치타티보는 대체로 아리아와 아리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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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V 84>의 레치타티보 조성진행을 살펴보면 아리아들을 조성적으로 연

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WV 204>의 조성진행의 경우에는 <BWV 

84>만큼은 아니지만 제 2 레치타티보와 제 4 레치타티보에서 볼 수 있듯

이 아리아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BWV 204>의 제 3 레

치타티보와 제 3 아리아는 조성이 같고, 제 1 레치타티보와 제 1 아리아와

의 조적인 관계도 나란한조이기 때문에 다른 레치타티보들처럼 아리아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조성진행을 살펴보면 <BWV 204>의 제 3 레치타티보를 제외

하고는 1차관계조 안에서 전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BWV 84>의 레치타티보가 각 아리아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BWV 84>의 조성관계를 제 1아리아와 제 2 아리아 그리고 마지막 

곡인 코랄로 압축할 수 있다고 본다. 정리해보면 제 1 아리아 – 제 2 아리

아 – 코랄의 조성관계가 Em – G – Bm로 3도 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BWV 204>의 조성관계도 압축해보면 Bb – Gm 

– F – Dm – Bb으로 정리할 수 있다. Bb과 Bb의 Dominant관계인 F사이에 

각각의 나란한조가 삽입되어 있다. <BWV 84>와는 다르게 Bb으로 다시 회

귀한다. 

 노래 연주를 위하여 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음악적 특징, 또한 작곡가와 

작사가의 의도를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

요한 일이다. 더욱이 현대 사회와 시기적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고(古)음

악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 시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작

품일수록 당시의 시대를 더욱 세심하게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바로크 시대 성행하였던 음악 장르중 하나인 칸타타에 

대한 이해와 바흐의 그의 음악적 특징을 잘 이해하여 이를 통해 바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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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노 솔로 칸타타 <BWV 84>와 <BWV 204>의 연구 및 실제 연주에 도

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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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J.S.Bach’s Cantata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Glücke> (BWV 84) and <Ich bin in 

mir vergnügt>(BWV 204)

SuJin Park

Department of Music (Major in Vocal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conduct an in-depth study 

of the cantata of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a Baroque 

composer and who developed cantata to its peak. At present in the 

education of music history, it starts from ‘Ancient Times’ and 

leads to ‘Modernity’, ‘Renaissance’, ‘Baroque’, ‘Classical’, 

‘Romantic’ and ‘Contemporary’. Among them, for the present 

Korean music scholars, as performers, the Baroque period music is 

a first encountered music, in terms of time. However,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Baroque’s time of music and studies, the 

interest and studies to Baroque period music is considerably low. 

Therefore, see the necessity to study and research through 

observations and attem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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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in opera genre, its music tends to be biased to classical and 

romantic music than the Baroque music. This also applies to the 

church music. We mainly see  both the performance of oratorio and 

infant passion music and yet cantata music is hard to find. Of 

course, one of the reason is because cantata has not developed 

much since the Bach’s time compared to other genres. 

Nevertheless, due to where cantata stands – would like to conduct 

an in-depth study of the Bach’s cantata.

 For this research, I will analysis and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Baroque period and the origins, concepts and development of 

the cantata. In addition, I will classify into chronological time 

periods to examine and study the Bach’s composition techniques 

and developments of cantata works accordingly.

 In this research paper, church cantata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Glücke> (BMV 84) and the secular cantata <Ich bin in mir 

vergnügt> (BWV 204) are selected from the works of Bach’s 

soprano solo cantatas – to thoroughly analysis and study the text, 

structure, harmony and rhythm, in order to help enhance in 

performance and research.

Keywords: Baroque, Bach, Solo cantata, Religion, Secular, Soprano

Student Number: 2016-2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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