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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8음 음계는 어원에 따르면 여덟 개의 음으로 구성된 모든

음계를 일컫지만, 현재 반음과 온음(혹은 온음과 반음)이 교대되는

특정한 구조의 음조직을 일컫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이는 19세기 반음계적 화성의 일부로 나타나며 20세기 초

이후 스크랴빈(Alexander Scriabin, 1872-1915), 라벨(Maurice Rav

el, 1875-1937), 버르토크(Béla Bartók, 1881-1945), 스트라빈스키(I

gor Stravinsky, 1882-1971),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

등의 작품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고는 8음 음계의 구조적 특성 및 그 활용 유형을 통시

적·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19세기 장·단조 체

계 내에 나타나는 8음 음계의 양상(반음계적 비화성음, 옥타브 4등

분할 관계)’, ‘그것이 20세기 8음 음계 양상에 미친 영향’, ‘8음 음

계에 기반한 화음의 유형’, ‘다양한 텍스처에서의 활용’, ‘타 음소재

와의 상호작용’ 등 8음 음계의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 양상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였다.

주요어: 8음 음계, 음소재, 20세기 음악, 옥타브 등분 분할

학번: 2012-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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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8음 음계octatonic scale’는 ‘octa(Latin, Greek: ‘8’)’와 ‘tonic

(Greek: ‘음의’)’의 합성어로서 어원에 따르면 8개의 서로 다른 음을 사용

하는 모든 음계를 지칭한다. 하지만 1964년경 아서 버거(Arthur Berger,

1912-2003)가 온음과 반음이 교대되거나 반음과 온음이 교대되는 구조에

특정하여 정의한 이후 이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1) 현재 동일한 음조직을

두고 ‘octatonic collection’, ‘diminished scale(mode)’와 ‘코르사코프 음계

Korsakovian scale’ 등 특정 작곡가의 기법과 관련한 명칭이 혼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칭하여 ‘octatonicism’ 혹은 ‘the octatonic’이라고도 한다.2)

8음 음계는 18-19세기, 특히 19세기 음악의 반음계적 경향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 의미의 8음 음계는 1880년대

이후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 스크랴빈(Alexander Scriabin,

1872-1915), 라벨(Maurice Ravel, 1875-1937), 버르토크(Béla Bartók, 188

1-1945),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 메시앙(Olivier Mes

siaen, 1908-1992)3) 등 넓은 의미의 조성음악4)을 추구한 작곡가들을 중

심으로 나타나 보편적인 음소재로 자리매김하였다.

8음 음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또한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였는데,

1879년 무렵(추정) 에드몽 드 폴리냑(Edmond de Polignac, 1834-1901)의

비공식 논문 “온음과 반음 교대의 연속(장·단음계)에 대한 연구Etude

1) A. Berger, “Problems of Pitch Organization in Stravinsky”, Perspectives of

New Music 2, No. 1 (1963), 11-42.

2) 아서 버거(Arthur Berger)와 판 덴 투른(Pieter Van den Toorn)은 ‘컬렉션’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앨런 포르테(Allen Forte)와 드미트리 티모츠코(Dmitri Tymocz

co)는 ‘the octatonic’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한편 스티븐 바우어(Steven Baur)는

‘octatonicism’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의역하면 ‘8음 음계 경향’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고 해석에 따라 ‘8음 음계주의’ 등의 용어 또한 가능하겠다.

3) 메시앙의 총렬주의total serialism적 기법은 넓은 의미의 조성과 다른 양상이지만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4) 협의狹義의 조성은 장·단조 체계를 말한다면 중심음을 갖는 모든 음소재를 광의

廣義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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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 les successions alternantes de tons et demi-tons(Et sur la gamme

dite majeure-mineure)”가 최초의 학술 연구로 간주되고 있다.5) 이후 버

르토크를 이론적으로 연구한 에르뇌 렌드버이(Ernö Lendvai,

1925-1993)와 자신의 음악 어법을 스스로 정리한 메시앙을 비롯한 다양

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스트라빈스키의 8음 음계 활용에 관한 음

악학자들의 논의는 20세기 중·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6)

지금까지의 8음 음계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대체로 특정 작곡가

나 특정 작품을 개별적으로 탐구한 것으로 이를 통시적으로 정리한 연구

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8음 음계의 용례 전반 및 그에 대한 기

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8음 음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찰

하고 선율적, 화성적 활용 양상을 유형별로 개괄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

정 작곡가·특정 작품에 대한 개별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19세기까지의 장·단조 음악에서 나타나는 8음

음계의 유래를 살펴보고 이를 반음계적 비화성음에 의한 악구와 옥타브

4등분 관계의 조적 진행, 화음 진행으로 나누어 20세기 초 용례와의 관

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20세기 초 이후로 8음 음계와 관련해

많이 언급되는 스크랴빈, 라벨, 버르토크, 스트라빈스키, 메시앙 등의 작

품을 중심으로 화음을 구성하고 화성적 문맥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론

을 살펴보았다. 또한 8음 음계의 자체적 가능성 외에도 타 음소재와 상

호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수평적으로는 음소재의 변이變移로서,

수직적으로는 복선법(복조)이나 다른 음조직과의 혼용으로서 나타나는

이 결합 양상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음소재적, 화성적 측면에

서 고찰하였다.

5) S. Kahan, In Search of New Scales: Prince Edmond de Polignac, Octatonic
Explorer. Rochester: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9, 38-44.

6) Richard Taruskin(1945-), Pieter van den Toorn, Dmitri Tymoczko(1969-)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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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8음 음계의 구조적 특징과 명칭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8음음계는 어원에 따르면 8개의 음으로

구성된 모든 음조직을 가리키지만, 실제 통용되는 의미의 8음 음계는 특

정 구조를 의미하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8음 음계의

주요 명칭 또한 이 여러 특징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편의상 C를 시

작음으로 이를 설명한다.

1. 온음과 반음의 교대 혹은 반음과 온음의 교대

[악보 1] 온음과 반음의 교대(위)와 반음과 온음의 교대(아래)

온음과 반음(혹은 반음과 온음)의 교대는 8음 음계의 가장 기본

적인 특성이다. 렌드버이는 작곡가 버르토크의 음악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 8음 음계를 반음과 온음이 교대되는 특성으로 해석하여 ‘1:2 모델

model’이라 칭하였다. 이는 그가 제시한 세 가지 ‘디스턴스 모델distance

model’7) 중 하나이다. 집합이론set theory8)으로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낼

7) 평균율 상에서 ‘반음’을 숫자 ‘1’에 대응시키고 음정의 등차성을 수로 환원한 것으

로, 렌드버이는 ‘1:2’, ‘1:3’, ‘1:5' 모델을 ‘피보나치 수열Fibonacci numbers에 의한

세 개의 모델'이라 칭한 바 있다. 이 중 ‘1:5 모델’은 ‘1:2 모델’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다.: E. Lendvai, Einführung in die Formen und Harmonienwelt Bartoks. In:
Bela Bartok. Weg und Werk, Schriften und Briefe(LV8) (Budapest: Corvina V

erlag, 1957), 118.

8) 평균율 상의 어떠한 조합이라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는

시도에서 1960년대 앨런 포르테(Allen Forte, 1926-2014)에 의해 정립된 무조음악

분석 이론이다. 음악적 집합의 원소들을 음악적 기보법이 아닌 정수integer로 표

기함으로써 음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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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포르테 넘버Forte number 8-28로 분류된다.9)

원형prime form 음정류interval class

온음과 반음의 교대 0235689e 21212121

반음과 온음의 교대 0134679t 12121212

[표 1] 8음 음계의 원형와 음정류10)

8음 음계는 동일한 구성음을 갖더라도 음악적 맥락에 따라 ‘온음

과 반음의 교대’와 ‘반음과 온음의 교대’가 구분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8음 음계는 단3도 단위로 순환하는 구조를

띤다는 면에서 위계가 부재하지만, 그 단위 내에서 온음과 반음이 양립

한다는 면에서 위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

면성은 이 음소재를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게끔 하는 특질이 된

다. 가령 음 간의 특정한 관계를 띠고 있는 맥락에서의 8음 음계는 위계

질서를 전제한 용어인 ‘음계scale’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이고, 음 간의 특

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맥락에서의 8음 음계는 단순 ‘소재material’

혹은 ‘집합set’으로서의 의미만 지닐 것이다.11) 전자의 경우 토닉tonic, 도

미넌트dominant, 종지음finalis,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근음root, 베

이스 음 등을 중심으로 음 간의 위계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그것을 기준

으로 음소재의 구조를 달리 볼 수 있다.12)

하지만 현재 8음 음계를 지칭하는 데 있어 위계질서를 전제하고

되는 분석방법론이다.

9) Schuijer, Michiel. Analyzing Atonal Music: P itch-Class Set Theory and Its
Contexts, 2008;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pitch-class_sets 참고.

10) 집합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원형은 같은 이름을 갖는 음고끼리 묶어 집합화한

‘음고류 집합’을 숫자 ‘0’ 즉 C 음에서 시작하도록 한 것이다. ‘음정류’는 원형 음

고류 간의 음정을 의미한다. ‘t’와 ‘e’는 각각 숫자 ‘ten’, ‘eleven’을 의미하며 ‘a’,

‘b’로 표기되기도 한다.

11) 메시앙은 그의 ‘이도가 제한된 선법’에 대해 작곡가는 어떤 조에 우위를 준다든

지 또는 부유하는 조적 인상을 부여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O. Messiaen

(최동선 번역), 『메시앙음악어법』.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1), 114.

12) 이에 따라 각 음의 이명동음enharmonic tone 표기 또한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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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용어인 ‘음계’가 위계질서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되기도 하며13), 반

면 같은 어원을 기반으로 한 명칭이더라도 ‘음계’로서의 음소재와 ‘집합’

으로서의 음소재를 구분하여 ‘8음 컬렉션octatonic collection’이라고 일컫

기도 한다. ‘컬렉션’이라는 용어는 음소재를 구성음의 ‘집합’으로 간주하

여 음 간의 위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14) 이러한 구분과 상관없이 통칭

하여 ‘the octatonic’이나 ‘octatonicism’이라고도 한다.

2. 두 감7화음diminished seventh chord의 결합

위처럼 온음부터 시작하는 경우와 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구

분하면 하나의 감7화음이 각각 다른 두 감7화음과 결합한 결과로서 나타

낼 수 있다. [악보 2]는 C 감7화음에 각각 다른 감7화음을 결합한 것이

다. (일부음은 이명동음 표기로 보기 쉽게 대체하였다.)

[악보 2] C 감7화음, C# 감7화음의 결합(위),

C 감7화음과 D 감7화음의 결합(아래)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diminished scale’이라는 명칭이 재즈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온음/반음 dimin

13) 온음음계whole-tone scale는 음 간의 위계가 전혀 없는 음소재이지만 ‘음계’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통용된다.

14) 특히 공통관습 시대common practice period 후에 등장한, 음소재의 구성음 간의

구조가 균등한 분할을 기반으로 한 대칭적 음계symmetrical scale에 대해 ‘음계’

라는 용어 대신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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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ed’, 반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반음/온음 diminished’로 일컫지만 대개

의 경우 ‘diminished scale'이라고만 표기하며 온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5)16)

3. 세온음 관계의 두 마이너 테트라코드minor tetrachord의 연접

[악보 3] C 마이너 테트라코드와 F
#
마이너 테트라코드의 연접

단음계minor scale, 에올리안 선법aeolian mode, 도리안 선법

dorian mode의 아래쪽에 놓인 마이너 테트라코드(음계의 아래에서부터

1, 2, 3, 4번째 음)를 세온음 관계로 연접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테트라코드는 세온음 단위로 순환된다.

이와 유사하게 세온음 관계의 메이저 테트라코드major tetra-

chord가 연접되어 있는 음계도 존재하며 엄밀히 이 또한 여덟 개의 음으

로 구성되어 있기에 8음 음계의 일종이다. 메시앙은 그의 ‘이도가 제한된

선법(프: Modes à transposition limitée, 영: the modes of limited

transposition)’ 중 ‘제6번’으로 이를 제시한 바 있다.17) 단, 이는 통용되는

의미로서의 8음 음계는 아니다.

15) M. Levine, The Jazz Theory Book. Petaluma: Sher Music, 1995. 참고.
16) 볼레슬라프 야보르스키(Boleslav Yavorsky, 1877-1942)는 위에서 언급한 ‘dimini

shed scale’과 별개로 감5도가 안정적으로 취급된다는 이 음소재의 특성에 착안

하여 ‘diminished mode’라고 일컬은 바 있기도 하다.: R. Taruskin, "Chernomor t

o Kashchei: Harmonic Sorcery; or, Stravinsky's 'Angle'". Journal of the Amer

ican Musicological Society 38, no. 1(1985), 111-113.

17) O. Messiaen(최동선 역), 『메시앙음악어법』,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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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C 메이저 테트라코드와 F# 메이저 테트라코드의 연접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8음 음계는 총 세 가지

의 이도transposition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메시앙은 자신이 사용한 ‘이

도가 제한된 선법’ 일곱 개 중 8음 음계를 (반음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 ‘제2번’으로 명명하였다. 추가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이도

형 또한 제시하였다.

[악보 5] 메시앙이 제시한 ‘이도가 제한된 선법 제2번’의

세 가지 이도형(위부터 제1, 2, 3 조옮김)18)

메시앙은 위 세 가지 가능성을 각각 제1 조옮김, 제2 조옮김, 제

3 조옮김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는 octatonic collection I, II, III19)나

C#(E, G, B♭) diminished, D(F, A♭, B) diminished, C(E♭, F#, A)

diminished20)로 지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명칭들은 학자마다 상이

18) Ibid., 104.

19) 버거(Berger)를 비롯한 음악 이론가들이 octatonic collection I, II, III으로 구별

하고 있다. A. Berger, “Problems of Pitch Organization in Stravinsky(1963)" 참

고.

20) 정확한 표현을 위해 온음/반음이라는 표기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온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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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용되어 아직 학계의 합의된 공식 명칭은 없다.

한편 작곡가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Nikolai Rimsky-Kors

akov, 1844-1908)를 8음 음계의 선구자로 여겨 ‘코르사코프 음계Korsako

vian scale(mode)’ 혹은 ‘Rimsky-Korsakov scale(mode)’라는 명칭 러시

아를 중심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지금까지 8음 음계의 특성에 따라

살펴본 명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명칭 유래 혹은 사용범위

8음 음계

octatonic scale(collection),

the octatonic, octatonicism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diminished scale(mode) 혹은

symmetric diminished mode

두 상이한 감7화음의 결합이라는 특

성(혹은 감 5도가 안정적으로 취급된

다는 특성)에 착안하여 현재 재즈 음

악을 중심으로 두루 사용

림스키-코르사코프 음계

Korsakovian scale(mode),

Rimsky-Korsakov scale

러시아에서 8음 음계를 선구적으로

보여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이름을

따 지금까지 러시아를 중심으로 사용

1:2 모델

1:2model

렌드버이가 버르토크의 음악을 설명

하며 언급되어 두루 사용

이도가 제한된 선법

modes of limited transposition

제2번

메시앙이 자신의 작곡법을 소개하며

언급한 이후 그의 음악 관련한 용어

로서 사용

[표 2] 8음 음계의 주요 명칭

이러한 여러 가지 명칭 중에서 필자는 본고에서 특정 작곡가의

시작하는 음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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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용어를 비롯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8음

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더불어 각 이도형에 대한 지칭은 명확한

이해를 위해 ‘시작음+반음/온음(혹은 온음/반음) diminished’로써 표기하

였다. 또한 그 구조에 대한 해석은 음악적 문맥에 따라 달리하였다.

나아가 8음 음계가 내포하고 있는 음정 벡터interval vector21)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

음정류 C 반음/온음 diminished 기준 해당 음정 개수

1 (C, C♯), (D♯, E) (F♯, G), (A, B♭) 4

2 (C♯, D♯), (E, F♯), (G, A), (B♭, C) 4

3
(C, E♭), (C♯, E), (D#, F#), (E, G),

(F♯, A), (G, B♭), (A, C), (B♭, D♭)
8

4 (C, E), (F♯, B♭), (E♭, G), (A, C♯) 4

5 (C♯, F♯), (B♭, E♭), (G, C), (E, A) 4

6 (C, F♯), (E♭, A), (C♯, G), (E, B♭) 4

[표 3] 8음 음계의 음정 벡터(C 반음/온음 diminished 기준)

21) 음정 벡터는 음정류 1, 2, 3, 4, 5, 6에 해당하는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며 c는 12

개를 의미한다.

22) 등가equivalence의 관계에 있는 전위 음정interval complement은 개수로 산입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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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8음 음계의 음정 벡터(C 반음/온음 diminished 기준)

위와 같이 8음 음계는 모든 음정류를 4개 이상씩 포함하고 있으

며 특히 어떤 구성음이든 위, 아래로 음정류 3과 6, 즉 단3도(장6도)와

세온음의 음정을 갖는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사용된 주요 음

소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원형 음정류 음정 벡터

8음 음계

octatonic scale
[0,2,3,5,6,8,9,e] [2,1,2,1,2,1,2,1] <4,4,8,4,4,4>

온음계

diatonic scale
[0,2,4,5,7,9,e] [2,2,1,2,2,2,1] <2,5,4,3,6,1>

온음음계

whole-tone

scale

[0,2,4,6,8,t] [2,2,2,2,2,2] <0,6,0,6,0,3>

5음 음계

pentatonic scale
[0,2,4,7,9] [2,2,3,2,3] <0,3,2,1,2,0>

12음계

dodecatonic

scale

[0,1,2,3,4,5,

6,7,8,9,t,e]

[1,1,1,1,1,1,

1,1,1,1,1,1]
<c,c,c,c,c,6>

[표 4] 19세기 말-20세기 초 주요 음소재 원형, 음정류, 음정 벡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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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8-19세기 8음 음계의 양상

19세기 초까지의 8음 음계는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나타

나며, 이 또한 굳이 8음 음계와 결부 시켜 설명해야 할 당위성을 갖춘

예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19세기에는 반음계적 변화가 점차

더 잦아지면서, 원거리 조, 화음의 관계까지 기능적 확장 또한 이루어지

고 8음 음계와 상관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예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반음계적 비화성음에 의한 악구와 옥타브 4등분할 관계의 조적 진행, 화

음 진행에 의한 악구로 대별된다.23)

1. 반음계적 비화성음에 의한 8음 음계적 악구

반음계적 비화성음에 의한 8음 음계는 장식에 의한 결과로, 음, 화음 간

의 주종 관계가 전제되어 장식음(화음)은 해결음(화음)에 종속된다.

1.1. 반음계적 비화성음에 의한 장식

도미넌트7화음, 감7화음 등 세온음을 포함하고 있는 도미넌트 계

열의 화음을 전타음appoggiatura이나 경과음passing tone 등의 비화성음

non-harmonic tone이 반음계적으로 수식함으로써 나타나며, 이는 주로

단조를 배경으로 한다.24) 반음계적 비화성음에 의해 나타나는 8음 음계

적 악구는 대부분 의도 하에 사용되기보다 우연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23) Jean-Micahel Boulay는 8음 음계를 ‘장식적인 8음 음계decorative octatonicism’

와 ‘구조적인 것structural octatonicism’으로 구분하고 있다. J. M. Boulay, “Octat

onicism and Chromatic Harmony”, Canadian University Music Review 17(1), 4

1-42.

24) 8음 음계는 메이저 테트라코드major tetrachord가 부재하기 때문에 음계의 아래

쪽에 놓인 테트라코드를 공유하는 단조와 호환성이 더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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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래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작품은 선율

적, 화성적 골격이 되는 음을 기준으로 8음 음계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

된다. 강박에 놓인 반음계적 전타음이 각각 도미넌트 9화음과 7화음으로

해결되는 예로, 반음계적 비화성음이 도미넌트의 5음과 7음을 수식하고

있다. 8음 음계 외의 음들이 비화성적으로 혼용되고 있어 물론 이는 결

코 의도 하에 사용된 8음 음계는 아니다.

[악보 7] 베토벤(Beethoven)《피아노 소나타 제11번 B♭장조》

(Piano Sonata No. 11 in B
♭
) 2악장 마디 31-33

아래 쇼팽(Frédéric François Chopin, 1810-1849)의 경우 또한 유

사한 원리에서 나타나는 8음 음계 악구로, E
♭
단조의 도미넌트 9(7)화음

을 배경으로 하는 가운데25) 오른손 내성의 선율이 반음계적 비화성음으

로 인해 8음 음계의 선적 진행을 보인다. 화음의 구성음인 B♭, D, F를

반음계적 비화성음(C♭, C#, E♮)이 수식하고 있다. 여기서 C♭은 보조음

neighboring tone으로 근음인 B
♭
을 수식하다가 마디 130에서 9화음의 9

25) E
♭
장조를 향하는 악구이지만 동주음조인 E

♭
단조의 도미넌트로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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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기능하며, C
#
, E

♮
은 각각 화음의 3음과 5음인 D, F를 반음 아래

에서 수식하는 전타음으로 기능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성은 직관적

선택에 의한 것이고 의도적인 8음 음계는 아닐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악보 8] 쇼팽(Chopin)《발라드 제1번》(Ballade No. 1) 마디 128-132

아래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의 예시에서 네모로 표

시한 부분에 나타나는 선적 진행은 F 장3화음, 즉 B♭장조 도미넌트 화

음으로의 방향성을 띠지만, 화성적 리듬을 고려했을 때 이에 내재하는

화음은 강박에 놓인 D
♭
부터 분산화음으로 나타난 D

♭
-E
♮
-G-B

♭
의 감7

화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중간에 놓인 E♭과 F#이 각각 E♮, G

를 향한 전타음 혹은 경과음으로 기능하면서 감7화음 분산화음을 수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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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슈만(Schumann) 《빈 사육제의 어릿광대》

(Faschingsschwanck aus Wien) ‘피날레(finale)’ 마디 253-255

1.2. 화음 단위의 장식

1.2.1. 두 감7화음의 결합

앞서 두 감7화음을 결합한 형태로서 8음 음계를 설명한 것과 같

이 두 감7화음이 함께 나타날 경우 이는 8음 음계로 환원된다.26)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는 하나의 감7화음을 또 다른 감

7화음으로 수식하여 사용하고 있다. 아래 두 예시는 모두 하나의 감7화

음을 또 다른 감7화음이 장식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다른 감7화음(왼:A# 감7화음, 오:G#감7화음)이 나타나며,

분산화음으로 나타나는 왼손 감7화음의 A
#
, C

#
, E, G는 오른손 감7화음

의 B, D, F, G
#
을 각각 수식하면서 장식적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예시는

마찬가지로 두 감7화음의 결합이지만 분산되지 않고 두 화음 모두 수직

적인 울림으로 나타나 C
#
감7화음과 G

#
감7화음이 교대되면서 병진행하

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C# 감7화음은 반음 아래에서 G# 감7화음에 전

타적 화음으로 기능하며 종속된다.

26) 서론 pp. 6-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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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리스트(Liszt)《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죽음의 무도’》

(‘Totentanz’ for Piano and Orchestra) ‘카덴차(cadenza)’

[악보 11] 리스트(Liszt)《단테 교향곡》(Dante Symphony)

1악장 ‘지옥(Inferno)’ 마디 27-29(피아노 버전)

다음 예시 또한 32분음표 두 개 단위로 보면 감7화음 두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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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되는 진행이지만 하나의 감7화음(F#-A-C-E
♭
)이 다른 감7화음

(E-G-B♭-D♭)을 반음 관계로 수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동형진행의

단위(32분음표 네 개)를 묶어 살펴보면 오른손과 왼손에 상이한 두 단7

화음minor seventh chord의 분산화음이 각각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분음표의 단위로 화성적 리듬이 인지되지 않게 음형을 8분음표

단위로 반복시킴으로써 8음 음계를 부분적으로 구사한 예이다.

리스트의 용례로 살펴본 두 감7화음의 병용은 20세기 초 수직적

중첩으로 귀결되어 강력한 불협화로 나타난다.27)

[악보 12] 리스트(Liszt)《초절기교 연습곡》

(Etude d'exécution transcendante) 마디 7-8

1.2.2. 기타 화음 단위의 장식

장식화음, 해결화음 간의 관계가 상이한 종류의 화음으로 이루어

27) IV. p.4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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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도 한다. 아래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의 예시는 F
#
반

감7화음과 E♭ 도미넌트7화음을 교대시키면서 8음 음계적 악구를 형성하

는 경우이다. 베이스의 E
♭
지속음 상에서 F

#
반감7화음은 전타적 화음으

로 E
♭
화음을 수식하고 있으며, F

#
, A, C, E

♮
은 각각 G, B

♭
, D

♭
, E

♭
에

대한 전타음으로 기능하여 종속된다.

[악보 13] 바그너(Wagner)《신들의 황혼》(Götterdämmerung)

1막 ‘Hagen’s Watch’ 마디 9-10(축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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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타브 4등분할 관계에 의한 8음 음계적 악구

보다 8음 음계와 체계적인 연계를 보이는 것은 옥타브 4등분할

에 의한 단3도와 세온음 관계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장식적, 종속적 양

상과 달리 균등하게 분할되어 동등한 관계에 있는 음, 화음, 조의 병치로

나타나며, 이는 8음 음계의 단3도, 세온음 순환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나란한 관계’와 옥타브를 균등하게 나누는

‘옥타브 등분 분할(독:Distanzprinzip)’28), 그중에서도 옥타브 4등분할 원

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1. 나란한 관계와 옥타브 4등분할

18세기까지의 장·단조 체계 음악에서 5도 관계가 거시적, 구조적

측면의 조적 설정과 화음 진행에 있어서 바탕이 되었다면, 베토벤부터

점차 3도 관계, 즉 장3도(반나란한 관계)나 단3도(나란한 관계)로 기능의

확장을 보이며, 이는 반음계적 3도 관계chromatic mediant relationship로

더욱 확장된다.29) 장화음, 단화음 어떤 것이든 한 가지 화음을 기준으로

총 여덟 가지의 3도 관계가 존재한다. [표 5], [악보 14], [표 6], [악보

15].

28) Z. Gárdonyi, H. Nordhoff, Harmonik (Wolfenbüuttel: Möseler Verlag, 2002), 1
91-218.

29) 공통음의 개수가 1개이거나 없는 경우를 반음계적 3도관계라고 한다. 이를 두고

빌헬름 말러는 ‘먼 3도권 관계(독:Entfernte Terzverwandtschaft-Medianten)’라고

하고 있으며 앨런 포르테는 공통음이 없는 3도 관계에 대해서는 ‘두 배로 반음계

적인 3도doubly-chromatic mediant’라고 지칭하고 있다. W. Maler(백병동·장정익

공역), 『화성, 구조 및 기능』(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6), 64.; A. Forte, Tona
l Harmony. 3rd edition. (Holt, Rinehart, and Wilson, 1979), 9,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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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 관계의 유형
C 장3화음

기준

Tonic 기준

화음기호30)

공통음

(개)

나란한 화음

relative chord
a Tp, Sg vi

2
반나란한 화음

counter relative chord
e Tg, Dp iii

변성화음의 나란한 화음

relative chord of variant chord
E♭ tP, sG ♭III31)

1

변성화음의 반나란한 화음

counter relative chord of

variant chord

A♭ tG, sP ♭VI

나란한 화음의 변성화음

variant chord of relative chord
A TP,

SG VI

반나란한 화음의 변성화음

variant chord of counter

relative chord

E TG,
DP III

변성화음의 나란한 화음에 대한

변성화음

variant chord of relative chord

of variant chord

e♭ tp, dg ♭iii

0
변성화음의 반나란한 화음에

대한 변성화음

variant chord of counter

relative chord of variant chord

a♭ tg, sp ♭vi

[표 5] 장3화음을 기준으로 한 3도 관계의 유형

30) 장·단조 체계 내 화성분석에 있어 기능이론Functional theory과 음도이론Scale-

degree(Stufen) theory의 화음 기호를 병기하였으며 전자에 있어 독일 음악이론

가 후고 리만(Hugo Riemann, 1849-1919)의 기능이론을 계승·수정한 빌헬름 말러

(Willhelm Maler, 1902-1976)의 화성 분석 방법론을 따랐다. 이후 장·단조 관려

내용의 화성분석에 있어서도 말러의 이론을 사용하였다. W. Maler(백병동·장정익

공역), 『화성, 구조 및 기능』참고.

31) 음도이론에서 근음의 반음계적 변화를 나타낸 임시표 ♯,♮,♭은 조에 따라 다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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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C 장3화음을 기준으로 한 3도 관계의 유형

3도 관계의 유형
c 단3화음

기준

Tonic 기준

화음기호

공통음

(개)

나란한 화음 E♭ Tp, Sg III
2

반나란한 화음 A
♭

Tg, Dp VI

변성화음의 나란한 화음 a tP, sG ♮vi

1
변성화음의 반나란한 화음 e tG, sP ♮iii

나란한 화음의 변성화음 e
♭

TP, SG iii

반나란한 화음의 변성화음 a
♭

TG, DP vi

변성화음의 나란한 화음에 대한

변성화음
A tp, dg ♮VI

0
변성화음의 반나란한 화음에

대한 변성화음
E tg, sp ♮III

[표 6] 단3화음을 기준으로 한 3도 관계의 유형

[악보 15] C 단3화음을 기준으로 한 3도 관계의 유형

이 중 근친성과 관계없이 나란한 관계, 즉 단3도 관계가 옥타브

4등분할과 직접적 연관을 갖는다.

18세기 이전 음악에서 완전 5도가 악장, 부분, 악구 간의 조 설



- 21 -

정에 있어서까지 여러 차원에서 근간이 되는 것처럼 3도 관계 또한 악

장, 부분, 악구, 화음 등 여러 차원에서 관계로서 발견된다. 먼저 조 설정

으로서 나타나고, 19세기에 점차 작은 단위의 관계 즉 화음 진행으로서

도 빈번히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3도 관계는 연쇄적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하여 옥타브를 등분

분할한 구조를 띠게 되는데, 옥타브를 2등분한 세온음 관계, 3등분한 장3

도 관계, 4등분한 단3도 관계, 6등분한 장2도 관계 중 2등분, 3등분, 4등

분이 모두 3도 관계의 연쇄적 적용이다. 졸트 가르도니(Zsolt Gárdonyi,

1946-)는 옥타브를 원으로 시각화하여 등분 분할을 설명하고 있으며32)

C를 기준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가르도니(Gárdonyi)가 원으로 도식화한

‘옥타브 등분 분할(독: Distanzprinzip)’과 C를 기준으로 나타낸 그 관계

32) Z. Gárdonyi, H. Nordhoff, Harmonik (Wolfenbüuttel: Möseler Verlag, 2002),
191-218.



- 22 -

등분 분할 원리는 교회선법과 장·단조 체계 내에 존재하던 음

간의 위계질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이 중 옥타브 2등분

할, 4등분할이 세온음, 단3도로 순환하는 구조를 갖는 8음 음계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이 원리의 적용은 마찬가지로 조적인 관계와 화음

진행에 있어 모두 쉽게 발견된다.

2.2. 조적 관계로서의 적용

조 설정에 있어 등분 분할 원리는 거시적 차원의 조적 설정보다

진정 동형진행real sequence을 비롯하여 악구 간의 관계로 등장하는 경

우가 많다. 이는 특정 조에 안착하지 않고 불안정하게 부유하는 부동(浮

動) 조성fluctuating(floating) tonality33)을 띠게 된다. 4등분할의 원리가

적용되는 모든 악구가 8음 음계로 환원되지는 않으며 부분적으로 8음 음

계의 특성을 띠게 된다. 다음 두 예시는 각각 다른 선행 연구에서 인용

한 것으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8음 음계적 특

징을 띠는 경우로 이해된다.

타루스킨(Taruskin)은 8음 음계의 원류 중 하나로서 요한 제바

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

다.34) 이 악구는 단3도 관계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단3

도 하행 전조로 인한 일시적인 8음 음계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33) 독일어 “schwebende Tonalität"에서 유래된 용어로 A. Schönberg에 의해 사용

되기 시작하였다. A. Schönberg, Harmonielehre 3rd edition (Vienna: Universal-
Edition, 1922), 444.

34) R. Taruskin, Stravinsky and the Russian Tradition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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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타루스킨(Taruskin)이 제시한 ‘바흐(Bach)《English Suite

No. 3》‘사라방드(Sarabande)’ 마디 17-19에 나타나는 8음 음계’

물론 바흐의 전반적인 어법을 고려했을 때 마디 17에서 최상 성

부가 순차적으로 하행했다면 바흐가 과연 F단조의 도미넌트 음인 C 대

신 굳이 C
♭
을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에 C

♭
이 생략되었다는 그의 주장은

어폐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3도 관계 전조의 과정에 있어 한 음 혹은

두 음을 제외하고는 8음 음계와 흡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다음 스카를라티(Domenico Scarlatti, 1685-1757)의 예는 Agmo

n, Eytan이 제시한 것으로35) 18세기 곡임에도 불구하고 옥타브 4등분

할의 원리가 조적으로 적용된 진보적 모습을 보이며 순차 하행하는 베이

스 라인이 8음 음계를 보여주고 있다. F
#
장조의 도미넌트7화음을 시발점

으로 하여 온전한 조성확립 없이 단3도 단위로 연쇄적으로 하행하는, 불

안정한 전조과정을 보이는데 베이스 진행에 있어 이 단3도 간극이 메워

지면서 8음 음계 베이스 진행이 형성된다. 사용된 음 전체를 종합하면 8

음 음계와 무관하지만 8음 음계 베이스 진행으로 화성적 뼈대를 구축한

용례이다.

35) E. Agmon, “Equal Divisions of the Octave in a Scarlatti Sonata." In Theory

Only 11, No.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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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아그먼(Agmon)이 제시한 ‘스카를라티(Scarlatti)

《피아노 소나타 K.　319》(Piano Sonata K. 319)

마디 62-80에 나타나는 8음 음계 베이스’

아래 바그너와 브루크너(Anton Bruckner, 1824-1896)의 두 예시

는 모두 단3도 관계의 진정 동형진행에 해당한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트리스탄 화음Tristan chord36)과 도미넌트 7화음의 진행이 옥타브를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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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단3도 관계로 상행(G
♭
(F
#
)단조->A단조->C단조)하며 진정 동형

진행한다. 전조 과정에 있어 세온음이 전후 간의 공통음pivot tone 역할

을 하여 온음계적 원리에 의한 유기적인 진행을 만들어내며 반음계적 선

율 또한 전후 간의 화성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단3도

동형진행을 많이 사용한 브루크너의 경우 바그너의 예와 달리 전조 과정

없이 원거리 화음으로 바로 진행하며 의도적으로 화음 간의 단절을 의도

하고 있다.37)

두 예시 모두 직접적으로 8음 음계가 드러나지 않지만 인접한

화음 간의 관계가 아닌 격 단위로 화음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각각 서로

다른 8음 음계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예시를 8음 음계적

악구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옥타브 4등분할한 관계로 장3화음, 단3화음, 도

미넌트7화음, 반감7화음이 인접되는 경우 8음 음계를 이루게 됨을 암시

한다.

36) 바그너의 악극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주곡 첫 화음에서 유래한 화음으로 구성은

반감7화음half-diminished seventh chord과 동일하지만 그 이전의 방식과 다르게

이명동음적으로 진행한다.

37) 이는 화성 어휘에 있어 7화음조차도 동시대 작곡가보다 절제해서 사용하면서 화

음 간의 연결에서는 원거리를 빈번히 이용하는 그의 전형적인 화성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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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바그너(Wagner)《트리스탄과 이졸데》

(Tristan und Isolde) 2장 마디 17-27(축약형)

[악보 19] 브루크너(Bruckner)《교향곡 제8번 C단조》

(Symphony No. 8 in c) 4악장 마디 463-468(축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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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리스트의 경우 화성적 배경 없이 8음 음계의 선적 진행이

등장하고 있으며 앞 D단조의 맥락에서 시작된 이 순차 상행이 종국에

D
#
에 도달하여 G

#
단조의 반종지half cadence와 같은 기능을 하나 다시

완전5도 하행시킴으로써 C
#
단조로 이어진다. 세온음 관계인 D단조와 G

#

단조의 테트라코드가 연접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악보 20] 리스트(Liszt)《단테 교향곡》(Dante Symphony)

1악장 ‘지옥(Inferno)’ 마디 5-12(피아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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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음 진행

직접적으로 8음 음계적 악구를 형성하는 것은 단3도(장6도)나 세

온음 관계가 인접한 화음 간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에 있어 단3도 관

계의 화음 진행이 상대적으로 먼저 발견되며, 중세, 르네상스에는 금기시

하고, 장·단조 체계에서는 가장 먼 관계로 간주하던 세온음 관계의 화음

진행은 sN-D의 진행을 제외하면 더 늦게 나타난다.

2.3.1. 단3도 관계의 연쇄적 화음 진행

아래 차이콥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의 경우

는 옥타브 4등분할의 구조로 하행하는 양상이지만 F# 단3화음은 A의 ‘온

음계적’ 나란한 화음으로 세온음 사이를 메워주고 있다. 따라서 원거리에

놓인 단3도 관계가 전혀 아니기에 화음 간의 충격은 E
♭
장3화음이 등장

하는 순간 두드러질 것이다. 동형진행의 단위 또한 세온음 관계로 이루

어져 베이스 진행에 나타난 마이너 테트라코드가 세온음 위에서 등장하

면서 선적으로도 8음 음계를 완전히 드러낸다.

[악보 21] 차이콥스키(Tchaikovsky)《교향곡 제4번 F단조》

(Symphony No. 4 in f minor) 4악장 마디 47-48(축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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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리스트의 예시는 베이스 진행에서 순차 하행하는 8음 음계

를 보여주면서 단3도 등분 분할의 관계의 놓인 장3화음들이 병렬되어 있

다. 약박마다 베이스에 7음이 경과적으로 나타나면서 도미넌트7화음이

되기 때문에 옥타브 4등분할 관계에 놓인 도미넌트7화음 네 개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첫 화음과 마지막 화음이 원조인 D♭장조의 토닉임을 고

려하여 토닉의 기능권에서 움직이는 3도권 진행으로 해석하였다.

[악보 22] 리스트(Liszt)《3개의 연주회용 연습곡》

(Trois études de concert) 제3번 ‘탄식(Un sosp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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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예시는 모두 단3도 하행의 연속으로 정격 진행authentic

progression했다면, 아래 차이콥스키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예시는 모

두 단3도 상행하는 변격 진행plagal progression진행을 보여주어 기능적

긴장을 제고하고 있다. 차이콥스키의 경우 화음의 형태로 단3도 상행을

여과 없이 드러내어 충격을 선사하는 동시에 최상 성부 선율의 진행 또

한 마디 115의 D
♭
을 제외하고는 8음 음계를 이룬다. 한편 림스키-코르

사코프의 예시에서는 옥타브를 단3도로 등분 분할한 원리로 네 가지 장3

화음(F#, A, C, E♭)이 2전위 형태로 병렬되는데 후에 스트라빈스키에 의

해 이러한 아이디어가 발전되어, 네 가지 화음이 진행(혹은 병렬)되지 않

고 수직적 중첩으로 귀결된다.38)

[악보 23] 차이콥스키(Tchaikovsky)《교향곡 제4번 F단조》

(Symphony No. 4 in f minor) 2악장 마디 114-121(축약형)

38) IV. p.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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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림스키-코르사코프(Rimsky-Korsakov)

《사드코》(Sadko) 1막 2장 마디 8-9(축약형)

림스키-코르사코프(Rimsky-Korsakov)는 장3화음 이외의 어휘를

대상으로도 상행하는 단3도 관계 관계를 구상한 바 있으며 아래 그의 스

케치는 각각 옥타브 4등분할 관계에 놓인 네 가지 단3화음과 네 가지 반

감7화음을 병치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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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림스키-코르사코프(Rimsky-Korsakov)의 스케치북39)과

그 축약형

타루스킨은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기법을 가리켜 ‘3화음적 8음 음계triadic octatonicism’라고 언급하고 있

다.40)

2.3.2. 세온음 관계의 화음 진행

단3도 관계의 연쇄적인 화음 진행은 8음 음계를 야기하지만 세

온음 관계의 화음 진행은 그 결과로서 8음 음계의 부분집합을 야기하며

그 부분집합은 화음의 구성음에 따라 달라진다.

두 장3화음이 증4도 관계로써 진행하는 것은 이미 전통적으로

나폴리 6화음Neapolitan 6th chord(sN,, N6)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화

39) N. Rimsky-Korsakov, Sketchbooks (Notnye zapisnye knizhki): Polnoe sobrani
e sochinenii: Literaturnye proizvedeniia i perepiska, IV, suppl. (Moscow, 1970),

230.

40) R. Taruskin, “Chernomor to Kashchei: Harmonic Sorcery; Or, Stravinsky's

“Angle"”,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38 (1),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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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원형인 6화음은 단조의 s6(ii°6)에서 증4도를 순화하려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독립된 장3화음의 형태(SN)로 전위를 통해 어휘가 확

장됨으로써, 변화음을 수반한 변화화음altered chord이 아닌 세온음 관계

의 두 화음으로서 나타난다. 이 진행의 결과로서 8음 음계의 부분집합인

헥사코드hexachord를 형성한다.

[악보 26] C장조(단조)에서 SN-D 진행으로 형성되는 헥사코드

이는 이미 바로크 시대부터 드물게 사용되었으며, 아래 헨델

(Georg Friedrich Händel, 1685-1759)의 경우 나폴리 6화음이 장3화음의

2전위로서, 그리고 베토벤과 쇼팽의 경우 장3화음의 기본위치로서 어휘

가 확장된 용례이다.

[악보 27] 헨델(Händel)《오라토리오 ‘메시아’》(Oratorio ‘Messiah’)

‘기뻐하라(Rejoice Grea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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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베토벤(Beethoven)《피아노 소나타 제17번 D단조》

(Piano Sonata No. 17 in d) 3악장 마디 16-20

[악보 29] 쇼팽(Chopin)《전주곡 제20번》(Prelude No. 20) 마디 9-13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온음 관계의 화음 진행은 양극단에 놓인,

가장 먼 두 화음(조) 간의 관계로 간주하며 그것이 주는 충격과 단절은

상당하다.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 1803-1869)는 그의 오페라 ‘파우스트

의 겁벌’ 4막 19장 ‘대혼란’의 혼란한 정황을 묘사하면서 B 장3화음을 F

장3화음의 1전위 형태로 진행시키는 충격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화

성에 있어서는 8음 음계적 특징을 보이지만 음소재에 있어서는 32분음표

로 나타나는 저음부에서 B장조와 F장조의 음계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면

서 극심한 조적 괴리에 의한 충격을 야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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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베를리오즈(Berlioz)《파우스트의 겁벌》

(La damnation de Faust) ‘대혼란(Pandemonium)’ 마디 2-3

8음 음계적 기법을 다양한 차원에서 보여준 리스트 또한 세온음

관계의 G
#
화음과 D 화음을 교대시키며 시계추 진행을 보여주는데, 극심

하게 단절된 진행 가운데 D 화음은 3음이 생략된 open 5th로서 나타나

음역, 배치, 악기(G
#
화음은 금관, D 화음은 현과 목관) 화음 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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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뿐만 아니라 음향적 대비 또한 의도하고 있다.

[악보 31] 리스트(Liszt)《단테 교향곡》(Dante Symphony)

1악장 ‘지옥(Inferno)’ 종결부

드보르자크(Antonín Dvořák, 1841-1904)는 그의 교향곡 제9번 2

악장 서주에서 첫 화음인 E 장3화음을 기준으로 B♭ 장3화음과 D♭ 장3

화음, 즉 단3도와 세온음 관계로의 진행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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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드보르자크(Dvořák)《교향곡 제9번》

(Symphony No. 9 in e) 2악장 마디 1-4(축약형)

다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의 예시

는 단3화음 간의 관계로 세온음을 활용하고 있다.

[악보 33]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 Strauss)《엘렉트라》(Elektra)

마디 14(축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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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온음을 공유하고 있는 화음 간의 연결은 장3화음, 단3화

음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래 바그너의 예시에서는 5음 하향 변화한

F
#
도미넌트 7화음이 단 한 음만의 변화(F

#
-G)로 C 도미넌트 7화음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에 있어 세온음이 공통음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원

거리 진행임에도 나머지 성부의 순차 진행만으로 매끄럽게 유도된다. 이

에 따라 8음 음계의 부분집합으로서 개수가 오히려 세온음 관계의 장3화

음 간 진행이나 세온음 관계의 단3화음 간 진행에서보다 적다.41)

[악보 34] 바그너(Wagner)《뉘른베르크의 명가수》

(Die Meisteringer von Nürnberg) (축약형)

특히 5음이 하향된 도미넌트 7화음은 세온음 관계로 이도하여도

동일한 구성음을 갖기 때문에 완벽히 동치를 이루며, 이러한 세온음 관

41) 이러한 이유로 장3화음이 도미넌트7화음의 부분집합이지만, 세온음 관계의 두

장3화음 진행이 세온음 관계의 두 도미넌트7화음 진행보다 더 심한 단절을 야기

하며 두 진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음의 전체집합은 동일하다. 또한 도미넌트7화

음, 반감7화음, 13화음, 5음이 하향 변화된 도미넌트7화음 등 상호 세온음을 공유

하는 어휘 간의 세온음 관계는 모두 매끄러운 연결로서 나타나며 화성적 기능 또

한 동치성equivalence를 지니기 쉽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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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동치에 대한 발상은 20세기 초에 렌드버이의 중심축 이론과도 상통

한다.

[악보 35] 5음 하향 변화된 도미넌트7화음과 세온음 관계의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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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0세기 8음 음계 양상

20세기에 나타나는 8음 음계는 음소재로서의 의미와 화성 소재

로서의 의미로 나뉜다. 즉 3도 구성 화음이 8음 음계 내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장·단조 체계 내에서 화성 소재로서 8음 음계를 사용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음소재로서, 화성소재로서 모두 나타나기도 한다. 또

한 이는 호모포니homophony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텍스

처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낳기에 다양한 맥락 속에서 8음 음계와 그

화성적 양상을 발견할 수 있고, 더불어 여러 타 음소재와의 융합으로 문

맥과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1. 8음 음계 화음

8음 음계 상에서 구성 가능한 화음 어휘의 범위는 기능화성에서

의 3도 구성 화음을 대부분 포괄하며 8음이 모두 사용된 화음까지 많은

경우의 수를 갖는다.

1.1. 3도 구성 화음

[악보 36] C 반음 diminished 상에서 구현 가능한 주요 3도 구성 화음

(장3, 단3, 도미넌트7, 반감7, 단7화음, 5음 하향 변화된 도미넌트7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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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통적인 3도 구성 화음만으로 전개되는 8음 음계적 악

구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앞서 다룬 것과 같이 19세기 음악에서도 흔

히 발견되는 모습이며 이것이 보다 발전되어 나타난 것이다.

라벨의 아래 두 예시는 19세기 음악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옥타

브 4등분할 관계의 화음들이 진행의 축이 되어 3도 구성 화음만으로 진

행되는 악구이다.

첫 번째 예시는 A, F
#
, D

#
도미넌트7(9)화음이 병렬되며, 두 번째

예시는 G#, B 단3화음과 G#, D 도미넌트 7화음이 병렬되어 두 경우 모

두 8음 음계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 지극히 전통적인 화음을 어

휘로 하지만 장·단조의 맥락을 절제하기 때문에 음소재로서의 의미가 강

하다. 물론 두 곡 모두 조표가 암시하듯 거시적 측면에서는 장·단조 체

계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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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라벨(Ravel)《소나티네》(Sonatine) 3악장 마디 2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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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라벨(Ravel)《기괴한 세레나데》(Serenade grotesque)

마디 45-50

1.2. 복화음polychord

20세기 초 금기시되던 불협화가 용인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존

어휘의 수직적 중첩이 출현하는데 그 일부는 8음 음계적 양상과 관련된

다. 이를 크게 두 감7화음을 중첩하는 경우와 그 부분집합, 옥타브 4등분

할한 관계로 장3화음이나 단3화음을 중첩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으

며42), 이는 앞서 살펴본 19세기의 8음 음계적 양상이 수직적 중첩의 방

42) 때로 두 방식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방법론적인 차이에서 이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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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으로 나타난 것이다. 8음 음계가 화성소재로서 의미를 지니는 경우

또한 중요한 양상이기에 8음 음계의 맥락이 아닌 다른 음소재 상에서 화

성적으로 8음 음계 구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포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2.1. 두 감7화음의 중첩과 그 부분집합

절대적인 이론이라 할 수는 없지만 렌드버이는 그의 논문 “벨러

버르토크의 형식과 화성에 대한 입문”에서 8음 음계를 1:2 모델로 지칭

하면서 버르토크의 음소재와 화성 어휘를 정리한 바 있으며, T, D, S 음

과 이 각 세 음의 옥타브 4등분할 관계에 놓인 음(중심축)들을 각 기능

권 상에 놓으며 정리한 중심축 이론axis system을 제시하였다.43)44)45) 그

리고 그는 각각의 축 내에서 일차적 음과 이차적 음으로 나누고 있다.

43) E. Lendvai, Einführung in die Formen und Harmonienwelt Bartoks In: Bela
Bartok. Weg und Werk, Schriften und Briefe(LV8) (Budapest: Covina Verlag,

1957), 91-93.

44) 전상직은 이 이론이 결코 버르토크에 의한 것도 그의 음악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며, 단지 버르토크의 화성어법은 본질적으로 기능화성의 연장선상

에 놓여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화음 구성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전상직, 『Bartók Béla 작곡기법 입문:

Mikrokosmos 제6권을 중심으로』(서울: 수문당, 2006), 7.

45) 렌드버이의 중심축 이론은 그가 단3도, 세온음 관계에 놓인 음들끼리 같은 기능

권으로 묶인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를 반증하는 예, 정확히는 세온음이 기존

완전5도 관계를 대체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가령 제1주제와 제2주제의 관계가

세온음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거나, 푸가의 응답을 세온음 관계로 설정하는 등)가

많기 때문에 폴 윌슨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 Wilson, The Music of
Béla Bartók.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37; 버르
토크 스스로 또한 그의 현악사중주 5번을 설명하면서 ‘B

♭
(tonic) and E(dominant

like’라고 지칭한 바 있다.: B. Bartók, Essays. Edited by Benjamin Suchoff.
(London: Faber and Baber,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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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렌드버이(Lendvai)의 중심축 이론axis system46)

tonic subdominant dominant

1차 축
primary
axis

2차 축
secondary
axis

1차 축
primary
axis

2차 축
secondary
axis

1차 축
primary
axis

2차 축
secondary
axis

C, F♯ A, D♯ F, B D, G♯ G, C♯ E, A♯

[표 7] C가 토닉일 경우 T, S, D의 일차적 음과 이차적 음47)

렌드버이는 버르토크의 화성어휘를 설명하면서 두 축의 결합, 즉

두 감7화음이 중첩된 화음을 α(알파)화음이라 명명하고, 그리고 그 부분

집합인 β화음, γ화음, δ화음을 제시하고 있다.48)49)

[악보 39] 두 개의 감7화음이 중첩된 α화음과 그 부분집합 β, γ, δ50)

46) E. Lendvai, Einführung in die Formen und Harmonienwelt Bartoks, 91-93.
47) Ibid.

48) Ibid.

49) 폴 윌슨(Paul Wilson)은 α화음을 ‘8음 음계가 두 감7화음으로써 수직적으로 조

직된 상태a vertically organized statement of the octatonic scale as two

diminished seventh chords’로 언급하고 있다.: P. Wilson, The Music of Béla
Bartók, 7.; III. p. 14-16 참조.

50) E. Lendvai, Einführung in die Formen und Harmonienwelt Bartoks, 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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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에서 나타나는 화음은 각각 C를 근음으로 하여 C α화음,

C β화음(5-31B, [0,2,3,6,9], C γ화음(5-32B [0,3,5,8,9]), C δ화음(5-32A

[0,1,4,6,9])으로 각각 지칭된다. 각 화음의 부분집합들은 신빈악파의 장7

도 음정을 축으로 하는 화성 어휘와도 상통하며, β화음은 도미넌트 9화

음의 4전위 형태와 동일하며, γ화음의 부분집합은 장·단3화음major-min

or chord(4-17 [0,3,4,7])으로도 불린다. 구성음의 수가 많을수록, 또 동시

적으로 울릴수록 개개의 음괴cluster에 가까워진다.51)

아래 버르토크의 예시는 8개의 음을 모두 사용하여 α화음을 보

여주며, 음괴에 가까운 불협화적, 타악기적 울림으로 일관한다. 그 효과

를 극대화하고자 모든 손이 다섯 개의 음을 타건하는 것 또한 이러한 의

도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선적으로는 8음 음계와 무관히 반음계로 반진

행하고 있다.

51) 전상직은 대단히 심한 불협화를 피하고자 분산화음 형태로도 많이 사용되고 불

협화도에 따라 구성음을 일부 생략할 수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전상직.

『Bartók Béla 작곡기법 입문: Mikrokosmos 제6권을 중심으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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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버르토크(Bartók)《두 대의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소나타》

(Sonata for Two Pianos and Percussion) 2악장(α화음)

아래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α화음이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방법론

에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8음 음계가 아닌 맥락에서 화성 어휘로서만

나타나며, 제1피아노와 제2피아노가 서로 세온음 관계로 γ화음, 그중에

서도 장·단3화음을 중첩하고 있다. 배치와 응집도에 차이가 있어 음향적

결과가 세밀하게 다르지만 위 예시에서처럼 음괴와 같은 강력한 효과임

은 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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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버르토크(Bartók)《두 대의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소나타》

(Sonata for Two Pianos and Percussion) 1악장 (α화음, A γ+E♭ γ)

아래 스트라빈스키의 예시는 β화음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전

후보다 강력한 불협화를 구사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 α화음과는 달리 특정 음이 청각적으로 주되게 인지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심이 되는 음을 근음 삼아 지칭하며 아래의 경우 B♭ β화음

이라고 일컫는다.

[악보 42] 스트라빈스키(Stravinsky)《페트루슈카》(Petrushka)

제2장면 (B
♭β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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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스크랴빈의 경우 C# β화음이 길게 지속되며 화성적 배경으

로 기능하며 극심한 불협화를 내는 수단으로 사용된 버르토크, 스트라빈

스키의 경우와 달리 부드러운 색채로서 나타나고 있다.

[악보 43] 스크랴빈(Scriabin)《피아노 소나타 제6번》

(Piano Sonata No. 6) 마디 1-12

β화음은 3도 구성 화음의 배치로 환원하면 도미넌트 9화음이 된

다. 이는 β화음과 구성 방식 상 차이가 있지만 아래 예에서 쇤베르크는

오른손에 주되게 나타나는 감7화음(E, G, B
♭
, D

♭
)에 다른 감7화음(C, E

♭
, F

#
, A)을 베이스 성부의 분산화음으로 진행시키며 네 개의 도미넌트

9화음을 진행의 축으로 삼고 있어 두 감7화음의 중첩이라는 측면에서 방

법론적으로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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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쇤베르크(Schönberg)《제인 그레이》(Jane Grey) 마디 33-35

아래 호소카와(Toshio Hosokawa, 1955-)의 예시는 E
♭β화음이

고음부에서 지속음으로서 나타나 화성적 배경이 되어 첼로의 선적 진행

이 전개되는 호모포니적 악구이다. 첼로는 미분음적 진행을 포함하지만

E
♭
반음/온음 diminished를 선율적, 화성적 골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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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호소카와(Hosokawa)《‘Landscape I’ for string quartet》

마디 86-91

다음 [악보 46]에서 나타나는 악구는 γ화음의 부분집합인 장-단3

화음이 분산화음으로 사용된 예이다. 마디 6-7은 왼손의 A
♭
장-단3화음

과 오른손의 B
♭
장-단3화음이 수평적으로 병치되고 마디 8-9는 왼손의

C 장-단3화음과 오른손의 D 장-단3화음이 수평적으로 병치되고 있다.

이를 장-단3화음들의 수평적 병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양손이 한 방

향의 분산화음으로 이어져 등장한다는 점에서 복화음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악보 46] 버르토크(Bartók)《미크로코스모스 제143번》

(Mikrokosmos No. 143) 마디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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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옥타브 4등분할 관계에 있는 3도 구성 화음의 중첩

이는 19세기에 살펴본 옥타브 4등분할과 같은 이치이지만 20세

기 초엽 작곡가들은 이를 이용해 수직적 중첩으로써 어휘를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예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단3도 관계의 E 장3화

음과, D♭ 장3화음을 복화음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엘렉트라 화음

Elektra chord으로 일컬어진다.

[악보 47]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 Strauss)《엘렉트라》(Elektra)

마디 15와 엘렉트라 화음Elektra chord

라벨은 《물의 희롱Jeux d'eau》에서 세온음 관계에 놓인 두 장

3화음을 분산화음으로써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동일한 화음이 스트라빈

스키가 《페트루슈카Petrushka》에서 사용하여 기념비적인 예로서 주목

받았는데, 《물의 희롱》(1901)이 작곡된 시기가 더 앞서지만, 스트라빈

스키의 《페트루슈카Petrushka》(1911)의 제목에서 유래하여 ‘페트루슈

카 화음Petrushka chord’이라고 불린다. 사실 이로써 스트라빈스키는 8

음 음계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엄밀히 《물의 희롱》에서

도, 《페트루슈카》에서도 8음 음계는 음소재가 아닌 화성 소재로서 사

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페트루슈카》의 경우 복조적polytonal 기

법의 일환으로 등장한 복화음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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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라벨(Ravel)《물의 희롱》(Jeux d'eau) 마디 72

[악보 49] 스트라빈스키(Stravinsky)《페트루슈카》(Petrushka) 제2장면

앞서 라벨이 옥타브 4등분할 관계의 화음들을 수평적으로 병치

하는 두 예를 살펴보았는데 그는 수직적으로 중첩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스페인 광시곡》의 카덴차를 보면 저음부 E
♭
도미넌트7화음 상에서

다른 화음을 고음역에 분산화음으로써 중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산화

음은 3도 구성 화음이 아닌 A β화음, A γ화음, F# β화음, F# γ화음의

특성을 모두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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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라벨(Ravel)《스페인 광시곡 M.54》(Rapsodie espagnole)

제1번 ‘밤의 전주곡(Prélude à la nuit)’ 카덴차cadenza

다음 악구에서는 B
♭
도미넌트 9화음의 지속음 상에서 단3도 위

의 C
#
장3화음과, 증4도 위의 E 장3화음이 부가되는 화성적 배경을 보여

주며, 마찬가지로 선율 자체도 8음 음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 55 -

[악보 51] 라벨(Ravel)《스페인 광시곡 M.54》(Rapsodie espagnole)

제1번 ‘밤의 전주곡(Prélude à la nuit)’ 카덴차cadenza52)

다음 스트라빈스키의 예시는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즐겨 사용했

던 네 개의 장3화음이 단3도 관계로 연달아 진행하는 것을 수직적으로

52) Baur의 논문에서 축약형 악보를 차용하였다. S. Baur, "Ravel's Russian Period:

Octatonicism in His Early Works, 1893-1908”,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52, No. 1(1999),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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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한 것으로53), 각 3화음이 마치 분산화음의 개개의 음이 된 것처럼

나타나 결과적으로 하나의 화음처럼 기능한다.

[악보 52] 스트라빈스키《봄의 제전》

(불:Le Sacre du Printemps, 영:The Rite of Spring)

‘유괴 의식(프: Jeu du rapt, 영: Ritual of Abduction)’ 마디 42-43

스트라빈스키에게 있어 8음 음계는 음소재보다는 화성 소재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 스트라빈스키는 대표적 8음

음계 작곡가로 알려졌지만 그에게 이를 음소재라 칭하기엔 극히 일부 악

53) III. p.33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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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8개의 음(혹은 그 부분집합)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기보다 8음 음계적 화음이 두 화음을 중첩하는 방법

론, 즉 복화음적 사고의 부산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

아가 8음 음계는 복화음이나 복조의 필요조건 또한 아니며, 단3도, 세온

음 관계의 두 3화음(7화음)이 결합하는 경우, α화음처럼 두 감7화음이

결합하는 경우, 감7화음과 일부 장3화음, 단3화음이 중첩되는 경우 등은

8음 음계 화음의 결과를 낳고, 이외에는 제3의 결과를 낳는다.

아래 《페트루슈카》는 B♭ β화음과 B♭ γ화음을 결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분산화음의 형태는 B 감7화음과 B
♭
단3화음의 결합으

로 나타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봄의 제전》의 예시는 각각 D, E
♭

장3화음의 결합, D 단3화음과 교대되며 나타나는 E♭, C# 단3화음의 결

합이며, 두 경우 모두 단2도 관계의 화음들이 중첩되어 있어 두 개 이상

의 화음을 중첩하려는 복화음적 방법론만 보일 뿐 8음 음계 화성과는 무

관하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복화음적 방법론이 발견되며, 스트라빈스키

가 의도한 음향적, 문맥적 기능은 크게 상이치 않다고 판단된다.

[악보 53] 스트라빈스키(Stravinsky)《페트루슈카》(Petrushka)

제2장면(B
♭β+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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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 스트라빈스키(Stravinsky)《봄의 제전》(The Rite of Spring)

‘희생의 춤(프: Danse sacrale (L'Élue), 영: Sacrificial Dance)’(축약형)

[악보 55] 스트라빈스키(Stravinsky)《봄의 제전》(The Rite of Spring)

제2부분 ‘희생(프: Le Sacrifice, 영: The Sacrifice)’ Introduction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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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도 구성 화음

4도 구성 화음은 20세기 초 3도 구성 원리로 체계화된 기능화성

과 다른 방식으로 화음을 구성하려는 시도 가운데 사용되었으며 어떤 종

류의 4도를 중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C음 상에서 완전4도,

증4도, 감4도를 조합하여 4도 구성 화음을 형성하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악보 56] 8음 음계 상에서 C를 근음으로 하는 4도 구성 화음의 가능성

(위부터 3, 4, 5성부)

4도 구성의 원리를 활용하여 복화음적 구성 또한 가능한데 스트

라빈스키는 복화음을 구성하는 데 있어, 반드시 3도 구성 화음만을 대상

으로 삼지 않고 있다. 다음은 두 개의 4도 구성 화음(빈 트라이코드

Viennese trichord, [0,1,6]), 즉 (F
#
, B

#
, E

#
), (D

#
, G

#
, C

##
)의 수직적 중첩

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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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 스트라빈스키(Stravinsky)《봄의 제전》(The Rite of Spring)

‘어린 소녀들의 신비로운 원(프: Cercles mystérieux des adolescentes,

영: Mystic circles of the young girls)’

1.4. 메시앙의 완전 화음perfect chord과 화음 진행

화음 구성과 화음으로 문맥을 형성하는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하

지만 몇 가지 메시앙의 방식을 추가로 제시한다. 그는 제2선법에 있어

스스로가 사용한 화음과 화음 진행을 소개하면서 화음에 전통적인 부가

음added tone 장6도와 더불어 증4도를 부가한 화음을 제시하였고 제2선

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전형적인 화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유사

한 구성의 다른 배치를 자신의 완전 화음으로 명명하였다.54)

[악보 58] 메시앙(Messiaen)이 제2선법의 전형적 화음으로 제시한

화음(좌)과 완전 화음(우)55)

54) O. Messiaen(최동선 역), 『메시앙음악어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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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앙은 이와 함께 자신의 작품에 나타나는 몇 가지 종지형과

화음 진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56)

[악보 59] 메시앙(Messiaen)이 제2선법의 종지형으로 제시한

화음 진행과 《처녀와 아이》(La Vierge et l'Enfant)

그는 주선율에 나타나는 세온음 하행(E
♭
-A)이 대표적인 선율적

종지형이라고 정의하면서,57) 이에 화성을 덧붙인 것이라고 첨언하고 있

다. 아래 세 가지 예시는 그가 제시한 또 다른 화음진행이다.

55) Ibid., 105-6.

56) Ibid.

57) 그는 F
#
은 C 배음렬 상에서 명확히 감지되는 음이고, 정상적인 해결음인 C를

향한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를 F#-C 선율 진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Ibid.,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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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 메시앙(Messiaen)이 제시한 제2선법의 세 화음 진행58)

그는 종지형과 화음 진행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지극히 자의

적 정의일 뿐 종지형은 화음 진행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징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화음 진행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5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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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음 음계 화성의 선적 활용

20세기 초부터 8음 음계는 다양한 화성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양

상을 보이는데, 이를 선적인 활용으로 범주화하여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

다.

2.1. 단선율

20세기 초부터 8음 음계는 선율적 소재로도 빈번히 사용되는데

경우에 따라 자족성을 띤 단선율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타케미

츠(Tōru Takemitsu, 1930-1996)의 예시에서 8음 음계로 제시된 선율은

마디 4 E
♭
후, 마디 10에서 B

♭
후 전조되며 마디 12에서는 반음계로 파

생된다.

[악보 61] 타케미츠(Takemitsu)《Distance de Fée》

다음 스트라빈스키의 예시에서는 피아노의 반복적 음형과 인성

의 결합으로 8음 음계가 형성된다. 특징적인 것은 소프라노의 선율이 E

♭과 D♭의 반복, B♭에서 E♭으로의 완전 5도 관계 꾸밈음, 그리고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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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D
♭
로의 증2도 진행 등 음 간의 특정한 관계를 나타내 색다른 뉘앙

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구성음이 동일하더라도 그 운용방식에 따라 선율

적 결과가 크게 다름을 시사한다.

[악보 62] 스트라빈스키(Stravinsky)《결혼》(Les noces)

알레간트(Brian Allegant), 레비(John Levy), 루빈(Howard Lubi

n)이 공저한 루이지 달라피콜라의 12음 음악에 나타나는 8음 음계’에서

달라피콜라(Luigi Dallapiccola, 1904-1975)가 12음 음악을 음렬화하는 데

있어 8음 음계가 단위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하나의

감7화음과 또 다른 감7화음의 두 음의 결합, 즉 β화음과 γ화음이 결합된

구성인 포르테 넘버 6-27, (원형으로 환원하는 경우) [0,1,3,4,6,9]로 세분

화되는 경향을 언급하며 여러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59) 위 경우와 마찬

가지로 아래 예시 또한 동일한 단위(6-27)의 헥사코드를 다른 배열로 하

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12음이 12 음렬로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12음 음악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도 어폐가 없지 않다.60)

59) B. Alegant, J. Levey, H. Lubin. "Octatonicism in Luigi Dallapiccola's

Twelve-Note Music." Music Analysis 25, No. 1/2, 39-87.

60) 공통관습 시대의 음악에서도 12음이 한 곡 내에 모두 사용되는 경우는 많기에

12음을 모두 사용했다는 것보다 어떻게 조직하여 운용하는지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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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달라피콜라(Dallapiccola)《샤콘느》(Ciaccona) 마디 93-101

P6과 I11이 암시하듯 원형으로서 두 헥사코드 h1과 h2를 제시하

고 I11에서 이들을 각각 전위inversion시킨다. h1와 h2는 다른 배열로 나

타나지만 원형으로 환원하면 6-27로 일치하게 된다.

[악보 64] 알레간트, 레비, 루빈의《샤콘느》

(Ciaccnoa) 마디 93-96 분석61)

61) Ibid., 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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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믹스처mixture(병진행parallel motion)

믹스처는 오르간의 스톱stops 사용과 관련하여 유래한 용어로

62) 한 성부에 병진행하는 다른 성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하는 음

색적 작업을 의미한다.63)64) 이는 중세 후기 포부르동fauxbourdon65)에서

출발하여 공통관습에도 발견되며 특히 드뷔시와 메시앙이 화성 기법으로

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메시앙에게 믹스처는 그의 모든 선법을

소재로 활용되며 대개 믹스처만 나타나지 않고 다층적인 악구 내에서 하

나의 층위로서 기능한다.

아래는 하나의 8음 음계에서 장3화음과 단3화음를 조적 믹스처

tonal mixture로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62) 영어권 화성 이론에서 일컫는 장·단조 혼용으로서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

63) D. d. l. Motte(서정은 역), 『화성학』 (서울: 음악춘추사, 2005), 391-392.

64) 이 기법이 화성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 음 또는 한 성부의

음색적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개별적인 성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병진행’보다 ‘믹

스처’가 더 적합한 용어라고 밝히고 있다.: 전상직.『메시앙 작곡기법 "아기예수를

향한 20개의 명상(瞑想)"을 중심으로』(서울: 음악춘추사, 2008), 18.

65) 중세 후기와 르네상스 초기 기욤 뒤파이(Guillaume Dufay, 1397-1474)를 비롯한

부르고뉴 악파Burgundian school에 의해 사용된 기법이다. 1전위의 3화음이 병

진행하는 형태로 이해된다.: "fauxbourdon." wikipedia. 2020년 12월 1일 수정, 20

21년 1월 6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Fauxbou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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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5] C 반음/온음 diminished(메시앙 제2번 선법 제1조옮김)

상에서 구현 가능한 장3화음, 단3화음의 믹스처66)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의 8음 음계 상에서 장3화음의 기본

위치 형태는 2전위된 단3화음과, 단3화음의 1전위 형태는 2전위된 장3화

음과, 단3화음의 기본위치 형태는 1전위된 장3화음과 각각 교대되는 병

진행, 즉 믹스처가 가능케 된다.

전통적인 어휘 외에도 메시앙은 다음과 같이 화음 구성음이 4개

인 경우의 전형적 화음과 이의 연속된 순차상행으로 형성되는 병행화음

적 진행을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67)(제2선법의 제1조옮김), 이는 증

4도를 첨가음added tone을 수반한 장3화음의 2전위와 장6도 첨가음을

수반한 도미넌트 7화음(응집된 배치의 도미넌트 13화음)이 교대되는 결

과를 낳는다.

[악보 66] 메시앙(Messiaen)-4개의 성부로 구성된 믹스처

(제2선법의 제1조옮김)68)

66) 감3화음은 8음 음계의 구조상 모든 음에 쌓을 수 있으므로 논외로 한다.

67) O. Messiaen(최동선 역)『메시앙음악어법』,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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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4성부가 2성부씩 나뉘어 반진행하는 병진행 또한

제시한 바 있다. 아래와 같은 장3도에서 출발하여, 단7화음, 5음 하향 변

화한 도미넌트7화음이 경과적 울림으로서 나타나며, 두 개의 장3도(C, E

와 F
#
, A

#
) 사이에 있는 세 가지 화음은 음향적 측면에서 가운데 F

#
, B

♭

을 축으로 좌우 대칭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악보 67] 메시앙(Messiaen)-제2선법의 동일한 장3도에서 출발하여

반진행하는 2성부 그룹의 두 믹스처69)와 그 개별 화음의 성질

2.3. 다성적(다층적) 텍스처

두 개 이상의 성부 혹은 레이어의 결합으로 8음 음계가 나타나

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래 두 버르토크의 예시는 서론에서 두 테트라코드의 연접으로

8음 음계를 정의할 수도 있다고 한 것처럼 두 성부에서 나타나는 세온음

관계의 마이너 테트라코드가 결합함으로써 1:2 모델을 이루는 경우이다.

두 예시에서 모두 같은 두 마이너 테트라코드(A, E
♭
)를 복선법적으로,

68) Ibid.

6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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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푸가나 캐논과 같은 엄격한 규칙에 의한 진

행은 아니지만 서로 간 모방적 제스처를 갖는 텍스처로 불완전 협화 음

정, 세온음을 주된 화성적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수직적 통일성을 유지하

고 있다.

[악보 68] 버르토크(Bartók)《미크로코스모스 제101번 ‘감5도’》

(Mikrokosmos No. 101 ‘Diminished fifth’)(위)와

《바이올린 이중주 제33번 ‘풍년가’》

(Violin Duo No. 33 ‘Harvest Song’)(아래)

다음의 예시는 1:2 모델의 부분집합인 1:5 모델의 대위적 결합으

로써 1:2 모델을 이루는 경우로 왼손에서 제시된 주제subject가 오른손

에서 전위되고 이도되어 모방적으로 나타난다. 위 두 예시와 마찬가지로

두 성부가 동시적으로 타건하는 순간, 강박 등 화성적으로 중요성을 띠

는 순간에 불완전 협화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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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 버르토크(Bartók)《미크로코스모스 제10번 ‘발리 섬으로부터’》

(Mikrokosmos No. 10 ‘From the Island of Bali’)

파스칼 뒤사팽(Pascal Dusapin, 1955-)은 아래 곡의 첫 부분에

왼손과 오른손에 각기 다른 테트라코드를 배치하며 다성적 텍스처를 형

성하였고 오른손의 선적 진행은 내성에 E
♭
지속음을 수반한 화음으로써

두텁게 나타난다.

[악보 70] 뒤사팽(Dusapin)《피아노를 위한 7개의 연습곡》

(Sept études pour piano) 제2번 마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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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곡의 후반부에서 이 주제가 변주되어 나타나는데 첫 부분

에서와 달리 동일한 음 G♯(A♭)을 양손이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왼손에

서의 G
#
은 A-B-C로 연결되는 음으로 첫 부분의 네 음이 음역적으로 분

산된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오른손의 A
♭
은 B-C로 연결되어 증2도를

강조하게끔 설정되어 있다. 이로써 C 화성단음계harmonic minor scale의

모습을 띠게 되며 양손이 같은 음소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기

선율의 구조적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복선법과 같은 결과를 창출해내고

있다.

[악보 71] 뒤사팽(Dusapin)《피아노를 위한 7개의 연습곡》

(Sept études pour piano) 제2번 마디 96-101

다음 네 가지 예시는 모두 메시앙의 경우로 화성이라는 전통적

요소의 범주에서 음향의 범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두 예시는 협화음을 저음부에 지속시키며 그 위에 분할되는

리듬으로 화음 진행이 중첩된 경우로 고음부의 화음 진행으로 화성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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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적 변화를 부여하고 있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완전 5도의 저음부 지

속음 상에서 제2선법 제3조옮김에 의한 화성이 전개되며 오른손과 왼손

의 화성적 리듬이 달라 오른손의 움직임과 함께 화음 구성이 달라진다.

두 번째 예시는 제2조옮김을 바탕으로 하며 E 장3화음의 1전위를 저음

상에서 옥타브로 나타나는 증4도 선율과 3화음 믹스처가 교대되며 전개

되고 있다.

[악보 72] 메시앙(Messiaen)《하나님의 자녀》(Les Enfants de Dieu)

[악보 73] 메시앙(Messiaen)《비둘기》(La colom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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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시 또한 피아노가 제2선법에서의 3화음으로 화성적 배경

이 되고 그와 함께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의 선율적 전개를 보이지만 피아

노의 화성적 리듬이 불규칙적, 비박절적임과 동시에 화성적 측면에서 악

기 간 상호 결속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70)

[악보 74] 메시앙(Messiaen)《세상의 종말을 위한 4중주》

(Quatuor pour la fin du temps)

7악장 ‘시간의 종말을 고하는 천사들을 위한 무지개의 착란

(Fouillis d'arcs-en-ciel, pour l'Ange qui annonce la fin du Temps)’

같은 곡의 다른 부분으로 첼로와 클라리넷의 오스티나토ostinato

패턴, 피아노에서의 화음 믹스처, 바이올린의 분산화음까지 각 층위의 패

턴은 박절과 맞물려있지만, 악기 간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다층 구조가

70) 두 번째 보표는 B
♭
클라리넷으로서 실음은 기보된 음보다 장2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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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적 문맥이나 개별적 성부, 레이어로 인지되어 의미를 지니기보다 하

나의 음향체를 이루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

다.

[악보 75] 메시앙《세상의 종말을 위한 4중주》

(Quatuor pour la fin du temps)

7악장 ‘시간의 종말을 고하는 천사들을 위한 무지개의 착란

(Fouillis d'arcs-en-ciel, pour l'Ange qui annonce la fin du Temps)’

다음 크리스토프 베르트랑(Christophe Bertrand, 1981-2010)은 8

음 음계 작곡가라고 칭하기엔 그리 단면적으로 음소재를 운용한 작곡가

는 아니지만, 아래 《‘Vertigo’ for Two Pianos and Orchestra》의 도입

에서 두 피아노가 모방적 제스처로 마이크로폴리포니micropolyphony71)

를 형성하는 데 8음 음계가 그 소재가 된다.72)

처음에는 부분집합으로 출발하여 점차 8음 음계를 이루고, 이에

D
♭
과 G의 추가로 반음계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후 오케스트라의 다른

71) 마이크로폴리포니는 리게티에 의한 다성적 텍스처의 일종으로, 서로 다른 리듬

으로 움직이는 여러 성부의 조밀한 캐논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수직적으로 음층

을 형성한다.: "micropolyphony." wikipedia. 2019년 10월 26일 수정, 2021년 1월

6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Micropolyphony.

72) 이를 마이크로폴리포니라고 정의하는 것은 각각의 선적 진행조차 여러 도약, 아

티큘레이션 등을 통해 입체성을 띠고 있어 어폐가 될 수 있지만, 최소한 진행의

주축으로서 마이크로폴리포니가 기능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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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군이 배경적 층위로서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점층적 성장을 보이며

다층화되고 하나의 음향체를 이룬다.

이러한 마이크로폴리포니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

매 순간의 수많은 음향을 창출해내고 있기에 음소재를 논하는 것 또한

막연하지만, 구성하는 음 개수와 종류에 따라 음향적 결과물이 형성하는

수직적, 수평적 불협화도의 범위나 색채적 스펙트럼을 좌우할 것이다. 여

기서 마이크로폴리포니의 단위로서 8음 음계를 선택한 것은 ‘온건한’ 수

준의 수직적, 수평적 불협화를 구현할 수 있는 음소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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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6] 베르트랑(Bertrand)

《두 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선회’》

(‘Vertigo’ for Two Pianos and Orchestra) 마디 25-26

이러한 텍스처를 구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 화음으로서 단일한

울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듬과 성부의 수, 음 선택 등 많

은 매개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 순간의 창출되는 음향을 좌우하게

된다.73)

73)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텍스처를 형성하는 데 있어 단일한 음소재만 사용

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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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음소재와의 결합

8음 음계는 장·단조 체계에서 이미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것

처럼 전통적 소재와도 지속해서 상호작용해왔고, 20세기에도 이 소재를

단일하게 운용하는 경우보다 타 음소재와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

다. 이에 있어 8음 음계는 표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정도로 미미한 효

과를 내는 용례까지 존재하기에 수많은 결합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3.1. 수평적 결합(음소재의 변이)

수평적 결합은 음소재의 변이로 엄밀히 이도, 전조를 하는 경우

를 포함해 모든 음소재의 변화를 포함한다. 음소재의 변이로써 부여된

변화감이나 일탈적 효과는 내재적인 구조로서 기능한다.

다음 버르토크의 《Harvest Song》은 두 대의 바이올린이 세온

음 관계에 있는 두 마이너 테트라코드를 각각 소재로 하여 대위적으로

진행하는데 이 결과로서 8음 음계를 이루는 세온음 캐논canon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Tempo 기호를 형식적 구획으로 삼아 다른 테트라코드

로 전조되면서 전개된다. 음소재에 초점을 맞춰 전체를 살펴보면 Lento

와 Tempo II는 상성부와 하성부가 전위된 관계라 볼 수 있고, Più mo

sso parlando,♩=88와 첫 번째 Tempo I 또한 엄밀히 테트라코드의 이

동이 있었지만, 같은 8음 음계를 형성하기에 동일한 8음 음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른 8음 음계로 전조했다가 회귀하는 구조를 띠는

이 악곡은 시종일관 불완전 협화음정(3도, 6도)과 세온음을 화성적 소재

로 삼아 전개되어 단순한 기법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종결구(두 번째 T

empo I)에서 Vn.II이 단2도 낮춘 테트라코드로 이동하면서 E♭에올리안

선법aeolian mode으로 종지를 맺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한 일탈로써 종지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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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7] 버르토크《바이올린 이중주 제33번 ‘풍년가’》

(Violin Duo No. 33 ‘Harvest Song’)

섹션에 따른 음소재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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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 Violin I Violin II 전체

Lento
A minor

tetrachord

D# minor

tetrachord

D# 온음/반음

diminished

Più mosso

parlando,♩=

88

D minor

tetrachord

G# minor

tetrachord

G# 온음/반음

diminished

Tempo I
F minor

tetrachord

B minor

tetrachord

B 온음/반음

diminished

Tempo II
E♭ minor

tetrachord

A minor

tetrachord

A 온음/반음

diminished

Tempo I
E♭ minor

tetrachord

A♭ minor

tetrachord

E♭(hypo)

Aeolian mode

[표 8] 버르토크(Bartók)《바이올린 이중주 제33번 ‘풍년가’》

(Violin Duo No. 33 ‘Harvest Song’)의 음소재 추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질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에서

Vn.I의 E
♭
마이너 테트라코드를 공통음 삼아 전후 간의 유기적인 연결

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장·단조 기능화성에서 공통화음이나

공통음을 통하여, 즉 온음계적 원리로 전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연결하

려는 방법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온음계적 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펜데레츠키의 경우 D 베이스 지속음 상에서 합창 성부가

유니즌으로 나타나고 선율이 전개됨에 있어 각 성부가 각기 다른 음을

지속하면서 분화된다. 이로써 음층을 형성하는 양상이며 이는 종지 직전

에 8음을 모두 사용하는 음층으로 고조된다. 이는 이후 베이스의 옥타브

유니즌만 남으며 극단적 협화로 해결감을 보인다. 이와 동시에 8음 음계

로 전개되던 선율이 종지 직전에 E
♭
의 출현으로 로크리안 선법locrian

mode의 특성을 띠면서 종지음인 D 위에도 이끎음을 배치한 효과를 주

어 종지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74)

74) 프리지안 선법phrygian mode와 로크리안 선법은 이끎음을 종지음 위에 갖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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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8] 펜데레츠키(Penderecki)《창조주 오셨네》

(Veni Creator) 종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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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 시편 교향곡에서는 처음 e단3화음 이후 단3도 관계에

놓인 B♭ 도미넌트 7화음과 G 도미넌트 7화음이 병치되며 8음 음계를

암시하고 마디 5부터 3도 구성 화음 체계를 벗어나게 됨으로써 범온음계

pandiatonic적으로 변모한다.75) 분산화음과 선율의 영역을 넘나드는 유동

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점차 A♮, F♯, C가 출현하며 반음계적 변화

를 보인다. 이 중 C의 출현은 마디 12 E
♭
장음계로의 점진적 변화 과정

이 되며 8음 음계와 E
♭
장음계 진행 간의 공통음(F, G, A

♭
, B

♭
, D)을 통

해 큰 단절을 보이지 않는다. 이후 E 프리지안 선법이 출현할 때에도 E

♭
장음계와 E 프리지안 선법 간의 공통음(F, G, C, D)을 통해 자연스러

운 연결감을 갖는다.

이처럼 E 반음/온음 diminished, E단조, E♭장음계, E 프리지안

선법을 오가는 데 있어 E 단3화음과 음소재 간의 교집합들이 그 매개가

되고 있다. 나아가 상행하는 E
♭
음계는 이 곡의 중심인 E를 빗겨 가는데,

이것이 이끎음인 D에서 정지했다가 E♭이 아닌 첫 화음 E 단3화음으로

의 회귀하는 진행은 청자의 예상을 깨뜨리는 장치로 보인다.

75) 범온음계주의는 온음계 상에서 기존 3도 구성 화음뿐만 아니라 일곱 개의 음 중

어느 것이라도 화음 구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향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형

태로 6음, 7음, 2음 등의 첨가음added tone을 수반한 3화음을 들 수 있다.: "pandi

atonicism". Grove Music Online. 2001년 1월 20일 수정, 2021년 1월 6일 접속, h

ttp://lps3.doi.org.libproxy.snu.ac.kr/10.1093/gmo/9781561592630.article.2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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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9] 스트라빈스키(Stravinsky)《시편 교향곡》(Psalm Symphony)

1악장 마디 1-17(축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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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0] E 반음/온음 diminished과 E
♭
장음계의 공통음 관계와

E
♭
장음계와 E 프리지안 선법의 공통음 관계

앞서 스트라빈스키의 8음 음계는 화성적 방법론으로서 기능하게

됨을 언급한 것처럼, 전후 맥락은 필히 여타 음소재와 연결되는데, 판 덴

투른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가리켜 ‘온음계와 8음 음계의 상호작용

octatonic-diatonic interaction’이라 하면서76), 이를 두고 스트라빈스키만

큼 광범위한 맥락에서 8음 음계를 사용하는 작곡가는 거의 없다고 하고

있다.77) 그만큼 그의 음악이 전통적 소재들과의 관계로써 다양한 맥락을

창출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라벨의 물의 희롱 주제부에서는 화음의 성질에 따라 두 종

류의 화음에 기인한 이원적 전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마디 1의 E장

조 T
9
, S

7
시계추 진행이 이와 대구를 이루는 마디 3에서 S

7
, D

5>
,11
<
로

변하며, 이때 D
♮
을 근음으로 하는 화음이 세온음을 띠게 되어 앞과 다

른 성질 변화를 일으킨다. 첫 화음을 비롯한 화음들의 울림과 세온음을

띤 울림을 각각 a, b로 가정하면, a는 장3도, 단3도가 교대되며 화음이

쌓인 장7화음의 고배음렬화로, b는 세온음을 포함한 도미넌트7화음의 고

배음렬화로 정의될 수 있다(b와 그 파생되는 변화는 아래 악보에 네모로

표시). 그 음향적 차이는 세온음의 유무에 기인하며 a, b 화음이 갖는 음

정의 이질적 특성을 기반으로 이후 a는 완전5도가 근간이 되는 5음 음계

로, b는 세온음이 근간이 되는 온음음계와 8음 음계로 파생된다.

76) 메시앙은 스트라빈스키의 8음 음계를 두고 ‘소극적인 묘사 단계에 지나지 않으

며, 그 효과는 모두 기존 음소재로 흡수된다’고 하고 있다.: O. Messiaen(최동선

번역), 『메시앙음악어법』.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1), 104.

77) P. Van den Toorn, The Music of Igor Stravinsk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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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라벨《물의 희롱》(Jeux d'eau) 마디 1-4

마디 15에서는 5음 음계적 양상을 볼 수 있으며 a에서의 완전5

도를 열린 5도로 더욱 강조하면서 음향적 특성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

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악보 82] 라벨(Ravel)《물의 희롱》(Jeux d'eau)

마디 15-18(5음 음계적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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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의 파생 양상은 마디 5에서 이미 온음음계로서 나타나

며 화음의 소재로 사용된 온음음계가 순차적으로 등장하면서 음소재로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곡의 후반부에서 주제가 재현될 때에는

b는 페트루슈카 화음으로 변모하면서 8음 음계적 화성을 보여준다.

[악보 83] 라벨《물의 희롱》(Jeux d'eau)

마디 5-6(온음음계적 파생)

[악보 84] 라벨(Ravel)《물의 희롱》(Jeux d'eau)

마디 72(페트루슈카 화음)

아래 메시앙의 예시는 그가 제시한 선법의 조옮김 양상이다.78)

F
#
장조의 도미넌트 7화음을 배경으로 한 첫 번째 마디는 제2선법의 제2

조옮김에 의한 것이며, 다음 마디에 제2선법의 제1조옮김으로 변화하는

데 여기에 E#(F)은 후자에 속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오버랩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두 제2선법(8음 음계) 간에는 필연적으로 공통음 네 개

를 공유하는데, 여기서 C
#
, E, G, A

#
가 공통음이 된다. 특히 C

#
과 A

#
이

이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로 인해 큰 변화감을 주

78) Messiaen, Olivier, 『메시앙 음악어법(The Technique of My Musical

Language)』,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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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고 있다.

[악보 85] 메시앙(Messiaen)《하늘의 연회》(Le Banquet céleste)

아래 두 예시는 메시앙의 설명 중 발췌한 것으로 그는 특히 그

의 제2선법과 제3선법을 빈번히 혼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예시의 A에서는 제3선법의 제4조옮김, B는 제2선법의

제1조옮김, C는 장음계, D는 제3선법(A로 회귀)으로 구간마다 선법을 달

리하지만, 그는 전반적으로 G장조에 인상을 주려 했다고 밝히고 있다.79)

제3선법은 장2도, 단2도, 단2도가 장3도의 단위로 순환하는 구조로서 기

본형을 기준으로 제2선법과 6개의 음을 공유하게 된다. 이로써 한 음 혹

은 두 음의 반음계적 변화만으로 선법 간의 이동이 가능하기에, 제2선법

과 제3선법은 상호 호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79) Ibid.,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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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6] 메시앙《축복받은 성찬 찬송》

(Hymne au Saint-Sacrement)(축약형)

제3선법의 제4조옮김과 제2선법의 제1조옮김

아래의 예시에서도 마디마다 선법이 변화하며 마디 11에서는 동

형진행을 통해 반 마디 단위로 변화한다. 제3선법 제3조옮김(마디 8)->

제2선법 제1조옮김(마디 9)->제3선법 제2조옮김(마디 10)->제2선법 제2

조옮김(마디 11)->제2선법 제3조옮김(마디 11)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그가 밝힌 것으로 이를 개별적으로 인지하여 각 선법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고 그가 상이한 선법을 병치하며 운용하는 방법론

에 있어 공통음을 4개에서 6개 갖는 제2선법과 제3선법을 빈번히 혼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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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7] 메시앙(Messiaen)《처녀와 아이》( La Vierge et l'Enfant)

3.2. 수직적 결합

3.2.1. 복선법(복조)

음소재과 변화하는 차원의 수평적 결합이 아닌 복선법적(복조적)

방법론으로서 두 개 이상의 음소재를 수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래 라벨의 경우 (Vn.I, Vn.II), (Va.와 Vc.)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C# 온음/반음 diminished와 D# 온음/반음 diminished로 나타나 복

선법적 악구를 이루며 이는 마디 115에서 하나의 8음 음계로 합일된

다.80) 하지만 이는 복선법적 악구가 더 불협화적인 울림으로 나타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상행하는 단7도 병진행을 주축으로 진행되기에 반감7화

음, 도미넌트7(9)화음이 주요 어휘가 된다. 따라서 음소재의 중첩으로 인

한 수평적 불협화와 불안정성을 띤 악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이 안

정화되면서 긴장이 해결되는 예이다.

80) 비올라 파트의 B♭은 전타음으로 사용된 반음계적 변화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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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8] 라벨(Ravel)《현악 4중주》(String Quartet) 1악장 마디 110-6

달라피콜라는 8음 음계의 부분집합으로서 헥사코드를 추

출하여 음렬화, 주제화하고, 이를 단위로 한 수직적, 수평적 병치를 통해

제3의 결과를 형성하는 방법론을 빈번히 사용한다. 아래의 예시에서는

아치형 음형의 상행과 하행에 각각 다른 헥사코드를 배치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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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하는데, 이것이 다성적 아이디어로써 복선법화되어 나타난다. 마

디 536에서 등장한 음형은 마디 545에서 단2도 카논으로 모방된다. 이를

통해 중첩되는 상이한 헥사코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마디는 때

로는 8음 음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여덟 가지 음으로 구성된

음조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헥사코드를 단위를 중첩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 성부 중첩의 결과는 포르테 넘버 8-17과

8-28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성부가 더 많아짐에 따라 그 가능성은 확장

된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제시한 예시와 마찬가지로 12음 음악에서 파

생되어 지엽적으로 나타나는 어법이지만, 음소재로서 12음 음악보다 8음

음계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악보 89] 달라피콜라《죄수》(Il prigioniero) 마디 536-539(축약형)

[악보 90] 달라피콜라《죄수》(Il prigioniero) 마디 544-547(축약형)

아래 스트라빈스키의 예시에서는 F# 베이스 상에 C 도미넌트7화

음과 E
♭
도미넌트 7화음을 중첩하여 8음 음계적 화성을 배경으로 선율

적 소재로서는 A 도리안 선법dorian mode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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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F
#
, G은 음소재 간 공유하는 교집합이 되는데, 즉 공통음이 된다.

[악보 91] 스트라빈스키(Stravinsky)《봄의 제전》(The Rite of Spring)

‘유괴 의식(The Ritual of Abduction)’(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버전)

아래 메시앙의 예시는 마이너 테트라코드를 기반으로 한 제2선

법과 메이저 테트라코드를 기반으로 한 제6선법을 중첩하여 사용한 것으

로 다른 종류의 8음 음계를 동시에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는 제2선법 상에 있는 저음역의 화음 외 고음역에 등장하는 화음 진행

을 공명효과에 따른 두 ‘화음의 방’이라고 일컬었는데(오른손: 제6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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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옮김, 왼손: 제2선법 제2조옮김) 화음의 형태로 호모포닉하게 나타

나기 때문에 각 선법의 정체성은 가시화되지 않고 하나의 음향으로 인지

될 것이다.

[악보 92] 메시앙(Messiaen)《고뇌의 종소리와 이별의 눈물》

(Cloches d'angoisse et larmes d'adieu)

한편 아래 메시앙의 예시는 오른손의 리듬을 왼손이 4분음표 단

위로 모방하는 리듬 캐논에 의한 악구인데, 여기서 오른손과 왼손은 각

각 그의 제3번 선법 제2조옮김, 제2번 선법 제1조옮김을 사용하고 있다.

양손은 모두 해당 선법에서의 3화음을 소재로 진행하며, 리듬과 별개로

오른손은 6개의 화음을 단위로, 왼손은 5개의 화음을 단위로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반복적인 진행임에도 상호 주기가 달라, 오른손의 화음과

왼손의 화음 결합이 매 순간 달라진다. 이는 14세기 아이소리드믹 모테

트isorhythmic motet에서 리듬의 단위인 탈레아talea와 선율의 단위인

콜로르color가 다른 반복 주기로 인해 매 순간 다른 결과를 낳는 원리를



- 93 -

다른 매개변수에 달리 적용한 것으로 해석되며81), 이 진행은 두 단위의

최소공배수인 30에서 만나 정지하게 되며, 마디 6에서는 제6번 선법으로

변화한다.

[악보 93] 메시앙(Messiaen)《추수 감사절》(Action de grâces)

81) 그는 《Quartet for the end of time》의 I. ‘Litugie de crystal’의 피아노, 첼로

파트에서 실제로 이러한 기법을 리듬과 화성을 대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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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다른 음조직과의 복합적 사용

다음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의 예시는 지금까지 살펴

본 지금까지 논의의 대상인 8음 음계는 아니지만, 사전적인 의미에 따르

면 이 또한 다른 구성의 8음 음계라고 볼 수 있다. 메시앙 또한 제6선법

으로서 이 음소재를 사용했는데, 이는 마이너 테트라코드의 연접이 아닌,

메이저 테트라코드의 연접이라 볼 수 있으며, 반음과 온음의 교대인 8음

음계와 달리 온음 두 개와 반음 두 개의 결합(마찬가지로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세온음을 순환의 단위로 한다. 이처럼 다소 결이 다른 음

소재일 수 있지만, 화성적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일반적 8음 음계에도 충

분히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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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4] 리게티(Ligeti)《피아노 연습곡 제4번 ‘팡파레’》

(Piano Etude No. 4 ‘Fanfares’) 마디 1-8과 그 화음 진행

왼손에 오스티나토는 8분음표 여덟 개를 두 테트라코드로 취급

하지 않고 3개, 2개, 3개로 조합하여 반복의 소재로 삼으며, 오른손이 이

오스티나토 선상에서 화음으로 방점을 찍는 것을 전개의 주된 원리로 삼

는다. 이 과정에서 오른손의 화음이 왼손과 만나는 순간마다 왼손의 음

을 포함하는 장3화음을 형성한다. 이로써 모든 지점에서 각각 다른 장3

화음을 배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최상 성부의 선율선 또한 형성된다.

화음이 울리는 순간을 발췌하여 도식화해보면 왼손은 박절에 해당하는

특정 지점에서만 오른손과 만나기에 F 단3화음이 분산화음된 것과 같은

베이스진행이 되며 이 위에 여섯 개의 장3화음(C, F, B
♭
, D

♭
, A

♭
, E)이

전위형을 달리하며 등장한다.

오스티나토와 오른손의 선율, 수직적 소재가 모두 상이하여 개별

적으로 인지될 수도 있지만, 이 양손이 유리된 채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3화음이라는 어휘를 매개로 상호 결속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기법은

이후 전개에 있어 7화음 이상의 어휘로써 복잡화되며 발전적 면모를 보

인다.

다음 구바이둘리나(Sofia Gubaidulina, 1931-)의 예시는《쿼시 호

케투스》(Quasi Hoquetus) 마디 132-167의 피아노 파트 진행을 축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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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위 리게티와 비슷한 방법론을 보여주며 최상 성부에 8음

음계 순차 하행 선율이 넓은 음역으로 파편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화음 간의 간격이 넓고 불규칙하게 등장하여 이 관계가 전면

에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8음 음계와 무관한 듯 보이는 화음 진행 또한

격 마디로 화성을 해체해보면 앞서 림스키-코르사코프나 스트라빈스키

가 보여주었듯 단3도 관계에 놓인 같은 성질의 화음이 병렬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기 다른 8음 음계가 한 마디씩 단절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E♭-C-A-F#-E♭-C......’와 ‘G-E-D♭-B♭’, 각기 다른 8음 음계의

이원적 구조가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물론 이를 굳이 8음 음

계와 결부 시키지 않고 두 마디 단위로 하행하는 진정 동형진행으로 해

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장·단조 체계의 용례에서 살펴본

단3도 단위의 동형진행과 유사하다.82) 8음 음계를 수직적 체계와 분리해

선율적으로 사용한 예라 하겠다. 참고로 이 전후에서는 동일한 방법론을

온음음계 선율로써 적용하고 있다. 피아노의 이러한 진행을 배경으로 비

올라와 바순은 음향적 효과를 수반한 선율을 전개해나간다.

82) III. p.26-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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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5] 구바이둘리나(Gubaidulina)

《거의 호케투스》(Quasi Hoquetus) 마디 153-188(피아노 파트 축약본)

아래 아데스(Thomas Adès, 1971-)의 선율은 육안으로는 단성이

지만 이에 내재하는 3성 구조를 띠는데, 이는 도약을 통한 음역 구분으

로써 개별화하여 분석해볼 수 있다. 상성은 반음계로(1, 1, 1, 1, 1) 내성

은 1:2 model로(1, 2, 1, 2, 1), 하성은 1:3 model로(1, 3, 1, 3, 1) 상성부

에서 하성부으로 등차 수열화되는 구조로서의 체계를 갖는다. 이 오보에

선율은 다른 목관악기와 모방적으로 진행하며 대위적 텍스처를 형성한

다.

[악보 96] 아데스(Adès)《피난처》(Asyla) 2악장 마디 11-18의 오보에

선율과 이에 내재하는 각 층위의 음소재(위부터 1:1, 1:2, 1:3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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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반음과 온음(혹은 온음과 반음)의 교대되는 구조의 8음 음계는

19세기에 반음계적 화성의 일부로 나타나며 20세기 초부터 보편적인 음

소재이자 화성적 방법론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본고는 8음 음계의 구조

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19-20세기에 나타나는 용례 전반을 유형별로

정리하였으며 통시적·공시적 고찰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19세기까지 장·단조 체계 내에서 나타나는 8음 음계적 양

상은 크게 반음계적 비화성음의 장식에 의한 것과 옥타브 4등분할 관계

의 조적 진행, 화음 진행에 의한 것으로 양분되며, 수평적으로 나타나던

이 두 양상이 20세기 초 수직적 중첩으로 발전되어 나타나 화성적 소재

로 기능하고 있다.

둘째, 8음 음계는 선율적,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는 데 있어, 용례

간 선율적, 화성적 색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8음 음계 내 수많은 음 조합의 가능성 중 작곡가가 선율적으로, 화성

적으로 어떠한 부분집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또 이에 어떠한 질서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음악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며, 따라서

작곡가의 기법적 의도가 곧 그 맥락의 8음 음계를 정의한다.

셋째, 8음 음계는 타 음소재와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많은 양상 속에서 발견되며, 특히 장·단조 체계에서 8음 음계의 유

래를 찾아볼 수 있듯이 20세기에도 8음 음계와 테트라코드를 공유하는

교회 선법이나 장·단조의 맥락이나 메시앙의 ‘제3선법’ 등 많은 공통음을

갖는 타 음소재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음조직 속에 일부로서 사용되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음조

직 속에 흡수되어 있는 가능성까지 살펴보면 여전히 새로운 맥락에서 8

음 음계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음 음계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색하고



- 99 -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음소재라는 음악적 매개변수와 그것의 화

성적 양상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복합양식stylistic

pluralism을 비롯해 장·단조 체계의 연장선상의 어법을 연구하고 그것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작업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이에 부족한 면을 보완해줄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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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 1] 가르도니(Gárdonyi)가 원으로 나타낸 ‘옥타브 등분 분할’과 C를

기준으로 나타낸 그 관계

[그림 2] 렌드버이(Lendvai)의 중심축 이론ax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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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ctatonicism in the

19th-20th centuries

Woong-jae Yoo

Composition Major,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its etymology, octatonic scale refers to all scales

composed of eight notes. However the term is currently used to refer

to a specific structure in which semitones and wholetones (or whole-

tones and semitones) are alternated.

Octatonic scale appeared as a part of chromatic harmony in

the 19
th
century's major/minor system, and composers in the early

20
th
century, including Alexander Scriabin (1872-1915), Maurice Ravel

(1875-1937), and Béla Bartók (1881-1945), Igor Stravinsky (1882-1971)

and Messiaen (1908-1992) used it systematically as both tone material

and harmonic methodology. It has since been used in various

context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octatonic scale, this paper classifies its use by type and outlines

the general use cases that appear in the 19th-20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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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identifies the correlation be-

tween the octatonic patterns that appeared in the major/minor sys-

tem(with chromatic non-harmonic tones or the progressions using the

relationship of equally divided octave into four) and in the octatonic

cases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addition, the study confirms the

applicability of octatonic scales as tone material and harmonic meth-

odology by examining the organization method of chords, the usages

in various textures, as well as interactions with other tone materials.

This diachronic study holds significance in understanding octatonicism

in a historical context.

keywords : octatonic scale, octatonicism, harmony, ton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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