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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베토벤 만년 작곡기법 총체인 현악4중주 Op. 133 대푸가의 

박자와 리듬기법 특징을 연구한 것이다. 이 작품의 2중 푸가에서 당김음

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당김음의 체계적인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의 부재로 인해 2중 푸가의 명확한 해석은 어려웠다. 

   그러나 박자와 리듬에 대한 최근 이론인 해럴드 크렙스(Harald Krebs, 

1955~ )의 박자 불협화(metrical dissonance) 이론으로 당김음의 체계적 전

개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이 이론을 사용하여 Op. 133  2중 푸가의 박

자와 리듬기법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그 주요한 특징은 주로 조성에 관련된 주제, 동기 발전 기법이 박자, 

리듬에도 정교하게 적용된 것과 2중 푸가의 주제에 새겨진 박자 불협화가 

점차 체계적으로 강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점차 강화된 주제의 박자 불협

화는 발전부에서 정점에 도달했지만 박자 협화로 해결되지 않았고, 재현

부에서도 유지, 강화되고 있었다. 즉 박자 불협화를 박자 협화로 해결하

는 원리와 박자 불협화들의 병존 형태를 대립시킴으로써 형식상 상충의 

의미를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나타난 형식의 확장 가능성도 이 작품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이렇게 베토벤은 Op. 133의 2중 푸가에서 박자와 리듬을 혁신적이며 

독창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논의는 크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론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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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목적

본 논문은 베토벤 현악4중주 Op. 133의 박자와 리듬기법의 특징을 연구한

다. 현악4중주 Op. 133 대푸가는 베토벤 만년 작곡기법의 총체이며, 그 독

창성으로 인해 많은 화제를 낳았던 후기 작품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작품

의 리듬은 그의 다른 어떤 작품에서 나타난 것보다도 특이해서 당시 청중

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베토벤은 이 작품의 2중 푸가에서 당김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

다. 그러나 이전에는 당김음을 사용한 작품의 체계적인 전개 과정을 설명

할 수 있는 도구의 부재로 인해, 2중 푸가의 명확한 해석은 어려웠다. 즉 

이 작품의 명쾌한 해석이 어려웠던 지점은 바로 당김음의 체계적 전개를 

논의할 이론의 부재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작품의 리듬

과 박자에 대한 논의는 단편적인 내용이거나 거의 전무했다. 그러나 리듬

과 박자에 대한 비교적 최근 이론인 해럴드 크렙스(Harald Krebs, 1955~ )

의 박자 불협화(metrical dissonance) 이론으로 당김음의 체계적 전개에 대

한 설명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 작품의 리듬과 박자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박자 불협화 이론을 2중 푸가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 작품의 현저한 리듬 성격인 당김음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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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은 이러한 리듬 특징을 소나타 형식의 전개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

는지를 논의하며 더 나아가 이런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추구했던 것

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워런 커켄데일(Warren Kirkendale, 1932~ )은 그의 논문“The Great 

Fugue Op. 133: Beethoven's Art of Fugue”에서 베토벤은 이전의 이론으

로부터 대푸가의 시작점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비범하고 독창적

인 곡을 작곡했다고 보았다. 커켄데일은 특히 이 작품의 당김음에 주목했

다. 베토벤은 스승인 알브레히츠베르거가 사용한 확대, 축소, 생략, 당김음 

그리고 스트레토 등의 모든 푸가기법들을 여기에서 사용했지만 이들 기법 

중 특히 당김음 사용은 18세기 후기 기악앙상블을 위한 푸가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였다1). 베토벤은 대푸가에서 정상적인 음가와 축소 음가 두 가

지 모두 당김음을 사용했다. 다음 악보는 대푸가에 나타난 주제(<악보 

1>), 정상적인 음가의 당김음(<악보 2>)과 축소 음가의 당김음(<악보 3>)을 

보여준다. 특히 주제 그 자체가 당김음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악보 2>는 

이중 당김음(double syncopation)이라는 것이 커켄데일의 견해이다. 즉 커

켄데일은 푸가 주제의 리듬을 당김음으로 간주하고 이것의 변형을 베토벤

이 사용했다고 서술한다.

1) Warren Kirkendale, “The ‘Great Fugue’ Op. 133: Beethoven's ‘Art of Fugue’.” 
Acta Musicologica, 35(196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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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                                     

         Op. 133 마디 31~32, 주제 A의 당김음        

           

    <악보 2>

         Op. 133 마디 111~112, 주제 A의 이중 당김음 

     <악보 3>   

          Op. 133 마디 139~140, 주제 A의 축소음가 당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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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커켄데일의 주장처럼 베토벤은 이 작품에서 당김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김음의 전개를 논리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도구의 부재로 인해, 이 작품의 명확한 해석은 어려웠다. 

   커켄데일 외에도 다니엘 츄아(Daniel Chua, 1966~ ) 역시 위 부분을 혼

란스럽다고 보았다.2) 츄아는 주제 선율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비논리적

인 간격으로 줄어들면서 푸가의 대위적 선율들 사이의 맥락 없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고 했다. <악보 1>에 나타난 대위적 선율들은 1박으로 

<악보 2>에서는 1/2박의 간격을 두고 배치되었으며, 그 결과 주제와 대주

제는 정수 박자에 대항하는 당김음으로 나타나서 좀 더 어색하게 삐딱해

져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박자로 주제를 되돌려 해결하는 대신 베

토벤은 해결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마지막 단계에서 주제는 당김음적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으

로 압축되어 있다. 그 결과 두 개의 대위적 선율들은 전혀 다른 비율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첫 번째 푸가의 정상적인 대위법 진행이 점차 어려워

진다. 신중하게 대위법을 파괴함으로써, 베토벤은 푸가를 셈여림 조직의 

충돌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이런 셈여림 조직의 충돌은 소나타 형식의 

조성적 긴장감에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처럼 같

은 패시지에 대한 해석에서 츄아는 당김음 외에도 혼돈, 셈여림 충돌 등

의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런 용어로 이 작품의 리듬을 설명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편 코피 아가우(Kofi Agawu, 1956~ )는 커켄데일의 주장에 대해 조

언의 문구를 남겼다.3) 커켄데일은 대푸가에 대한 언급에서“작곡가로서의 

2) Daniel K. L Chua, The “Galitzin” Quartets of Beethove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234.

3) Kofi Agawu, “The First Movement of Beethoven's Opus 132 and the Clas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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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성취도와 그것의 독창성은 오직 전통의 배경 앞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독창적 구조로서 대푸가가 얼마나 논리 정

연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분석의 중요성은 그 

이전 시대 음악의 자료(절차와 재료 모두)를 설명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이것이 커컨데일의 대푸가 연구의 한계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단 밝

혀진 자료들은 적당한 문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논리(또는 논리의 결핍)를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가우의 의견은 Op. 133에 대한 커켄데일의 전반적인 논의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었고, 그 중 리듬과 박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사실 

Op. 133의 리듬과 박자를 다룬 논의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는 이 작품

의 박자와 리듬에 대한 언급들의 소개였지만, 작곡가가 이 작품에서 중요

하게 다루었던 박자와 리듬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리듬과 박자에 대한 이론인 해럴드 크렙스(Harald Krebs, 1955~ 

)의 박자 불협화(metrical dissonance) 이론으로 이러한 논의가 가능할 것

이다. 우선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Op. 5에 박자 불협화 이론을 적

용하여 이 이론의 기본 개념 및 효용성을 알아본 후, 베토벤의 Op. 133 

대푸가에 박자 불협화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Style.”College Music Symposium. 27(1987): 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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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Op. 133  2중 푸가에 대한 워런 커켄데일이나 다니엘 츄아의 언급에

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Op. 133의 당김음에 대한 해석은 이중 당김음

이나 혼란스럽다는 표현만 있었다. 그러나 이중 당김음이나 혼란스럽다는 

표현으로 베토벤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당김음을 설명하는 것은 다소 부족

해 보인다. 이러한 당김음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해럴드 크

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론이다.   

  크렙스(Harald Krebs, 1955~ )의 박자 불협화(metrical dissonance) 이론

은 음고의 논의에 적용하던 불협화(dissonance)라는 용어를 음가(리듬, 박

자)를 논하는 데에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이론에서는 음고의 불협화

가 협화로 해결되듯이, 박자의 불협화도 협화로 해결되어야 함을 그 전제

로 한다. 즉 박자 불협화의 전개로 갈등을 일으킨 곡이 궁극적으로 환원

되어야할 목표는 박자 협화이며, 이는 조성음악에서 으뜸화음으로의 회귀

와 유사하다. 

   크렙스는 서로 다른 시간 단위로 움직이는 성부들4) 사이의 충돌(헤미

올라 리듬) 또는 같은 시간 단위로 움직이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평행하게 

나타나는 성부들 사이의 충돌(당김음 리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변

화무쌍한 만화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상 또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

시(複視) 효과를 암시하는 것 같은 이런 논의를 통해, 그는 박자와 리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필자는 우선, 이러한 크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론을 브람스의 초기 작

품인 피아노 소나타 3번 Op. 5  1악장에 적용해서 당김음 및 헤미올라 리

4) 크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론에 따르면 해석층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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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의 전개와 박자 불협화가 박자 협화로 해결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이 이론의 효용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소나타 형식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갈등 구조가 

박자와 리듬을 통해 나타난다. 제시부 앞부분에 나타난 헤미올라의 리듬 

성격은 곡 전체를 통해 반복 출현한다. 또한 동일한 박자 단위가 마디 내

에서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출현하여 강박들이 서로 상충하는 갈등 효과

도 일으킨다. 이것은 당김음 리듬 형태이며, 헤미올라 리듬과 더불어 이 

작품의 주요한 리듬 특징이다.

   이 작품의 리듬 특징은 헤미올라 리듬과 당김음 리듬으로도 설명 가

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헤미올라나 당김음이라는 용어로 박자나 리듬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작품이 박자나 리듬의 체계적인 구조

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소위 이런 체계적 구조를 지닌 정

전(Canon)이라 불리는 작품들이나 점차 박자, 리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 박자 이론들의 출현은 필연적이었을 것

이다.    

   이제 앞서 논의된 이 작품의 리듬에 크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론을 적

용해보자. 3/4박자인 이 곡은 4분음표를 기본 단위로 한다. 그러나 곡의 

진행 중 보다 빠른 패시지로 움직이는 부분은 4분음표 보다 더 분할된 음

가를 기본 단위로 할 때 더 쉽게 박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4분음표와 이것의 분할인 8분음표 등은 박자를 세는 기본 단위가 된다. 

이것을 박층(pulse layer)이라 한다. 이렇듯 박층(pulse layer)은 가장 빠르

게 움직이는 층이며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층을 해석층(interpretive 

layer)이라고 한다. 그리고 바로 이 해석층에서 박층에 대한 박자 해석이 

이루어진다. 즉 3/4박자의 기본적인 박자 악센트(강 약 약)와 일치해서 진

행하는 (선율의) 층이 발생할 수 있고, 3/4박자의 기본적인 박자 악센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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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하며 진행하는 (선율의) 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해석층

이라고 한다. 해석층의 하나의 강박(주기 단위의 시작지점, attack)5)부터 

그 다음 강박까지 (박층의) 박의 수를 그 층의 주기 단위(카디널리티, 

cardinality)6)라 부른다. 

    박자 불협화를 하위분류7)하면 그룹 불협화(grouping dissonance)와  

5)  크렙스는 강박을 설명하기 위해 attack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Harald Krebs, “Some Extensions of the Concepts of Metrical                   

  Consonance and Dissonance.”Journal of Music Theory, Vol. 31 No. 1(Spring,  
  1987), 101-103.

   Fred Lerdahl and Raymond Jackendoff. A Generative Theory of Tonal 
   Music.  Cambridge, MA: MIT Press, 1983: 68-104.
   - 레르달과 자켄도프의 박자선호규칙
    [Metrical Preference Rules(MPR)-강박의 판별 근거 규칙] 
    박자선호규칙(Metrical Preference Rules)을 MPR로 표기, 요약은 다음과 같다. 
    MPR 1 병행규칙(parallelism), MPR 2 초두효과(Primacy effect), MPR 3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Event)에 강박 위치, MPR 4 강조(Stress) 규칙, MPR 5 긴 사건이 시작되
는 부분에 강박 위치 MPR 6 베이스 규칙- 안정된 베이스가 나오는 지점에서 강박이 
나온다고 듣기 쉽다는 것.  MPR 7 종지규칙- 종지가 강박에 나오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 MPR 8 계류 규칙- 불협화인 계류음은 강박에 위치하며 그 해결음은 약박에 위치
한다는 것. MPR 9 시간폭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 MPR 10 이원적 규칙성(Binary 
Regularity)이다. 

    
   Harald Krebs, “Metrical Dissonance and Metrical Revision in Beethoven's     

String Quartets.”University of Illinois Press.(2006): 32-35.
  - 크렙스는 베토벤 작품의 박자불협화 원인이 되는 강박 판별의 근거를 다이내믹 악센   

  트 (dynamic accents), 음가 악센트(durational accents), 밀도 악센트(density      
 accents), 선율 리듬(melodic rhythm)과 복합 변위 불협화(compound               
displacement dissonance) 등으로 보고 있다. 

6)  Krebs, 101-103.
    크렙스가 사용한 cardinality(수학에서 ‘기수’의 뜻)는 Richard Cohn의 용어로는       

periodicity로 설명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주기 단위’로 부르기로 한다.
7) 크렙스는 박자 불협화를 유형 A 불협화(type A dissonance)와 유형 B 불협화(type B 

dissonance)로 하위분류한다. Harald Krebs, “Some Extensions of the Concepts of 
Metrical Consonance and Dissonance.”Journal of Music Theory, Vol. 31 No. 
1(Spring, 1987),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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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 불협화(displacement dissonance)로 나뉜다. 그룹 불협화(grouping 

dissonance)는 해석층들의 주기 단위가 다른 것에서 비롯된다. 주기 단위

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층 강박(attack)의 많은 부분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서로 다른 주기 단위 x, y를 갖는 두 개의 해석층이 있다면, 각 한 개의 

일치하는 강박에 대해 (x+y)-2개의 일치하지 않는 강박이 생기게 된다. 예

로 해석층들의 주기 단위가 서로 다른 2와 3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주기 

단위 2와 3의 결합은 각 한 개의 일치하는 강박에 대해 세 개의 일치하지 

않는 강박이 생긴다.8) 그리고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강박의 출현으로 불

협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해석층에서 3:2라는 충돌로 

인해 불협화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그룹 불협화(grouping dissonance)라고 

부르며 G3/2(♩)로 표기한다. 

    그리고 그는 유형 A 불협화라는 용어 대신 카민스키(Peter Kaminsky)가 사용한 그룹 
불협화(grouping dissonance)라는 용어를, 유형 B 불협화라는 용어 대신 카민스키
(Peter Kaminsky)가 사용한 변위 불협화(displacement dissonance)라는 용어를 채택했
다고 밝힌다. 

   Harald Krebs, Fantasy Pieces: Metrical Dissonance in the music of Robert 
Schuman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31-33.

8) Harald Krebs, Fantasy Pieces: Metrical Dissonance in the music of Robert 
Schuman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32.

   크렙스는 박자불협화를 설명하기 위해 점표기법(dot notation)을 사용했다.  J. Brahms 
피아노 소나타 3번 Op. 5 1악장 마디 12~13(그룹 불협화 G3/2)를 그의 방법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은 점표기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주기단위(카디널리티) 2와 3의 결합은 각 한 개의 일치하는 강박(attack)에 대해 세 

개의 일치하지 않는 강박이 생긴다. 네모는 한 곳에서 나타난 일치하는 강박의 위치를, 
동그라미는 세 곳에서 나타난 일치하지 않는 강박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강박의 출현으로 불협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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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위 불협화(displacement dissonance)는 같은 주기 단위를 갖는 두 개 

이상의 해석층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의 겹침(superimposition)으로 인해 발

생한다.9) 이들 해석층들 간의 강박(attack)은 전혀 일치하지 않게 되고,  

      
        < J. Brahms 피아노 소나타 3번 Op. 5 1악장 마디 12~13, 그룹 불협화 G3/2 >

9) 주기 단위(카디널리티, cardinality)가 같은 두 개 이상의 해석층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겹치는 것을 점표기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J. Brahms 피아노 소나타 3번 Op. 5 1악장 마디 193~196,  변위 불협화 D3+2(♩) >

   3/4박자인 이 곡의 기본박은 4분음표이며 박층은 ♩♩♩로 움직인다. 이 박층에 대한 박
자해석이 이루어지는 해석층은 악보에 나타난 피아노의 오른손 성부와 왼손 성부이다. 
오른손 성부는 악센트가 붙은 강박에 의해 마디 세 번째 박부터 다음 마디 두 번째 박까
지 점2분음표 의 단위로 움직인다. 즉 오른손 성부 선율의 강박은 악센트에 의해 마디
의 세 번째 박에 나타난다. 그리고 주기 단위(카디널리티,  cardinality)는 첫마디의 세 
번째 박과 그 다음 마디의 세 번째 박까지의 박의 수에 해당함으로 3이 된다. 그리고 왼
손 성부는 마디 첫 번째 박부터 세 번째 박까지 점2분음표 의 단위로 움직인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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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협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주기 단위를 갖는 두 층이 서로 어긋나 불협화가 발생하

는 변위 불협화는 Dx+a로 표기된다. 이 표기에서 D는 변위(displacement)

를 나타내고 x는 해석층들의 동일한 주기 단위(카디널리티, cardinality)를, 

+a는 앞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을 나타낸다.10) 

   그룹 불협화와 변위 불협화는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3번 Op. 5의 갈등 

전개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극적인 특징을 갖는 

소나타 형식의 갈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제시부의 제2

주제부에서 나타난 그룹 불협화[G3/2(♩)]는 재현부에서도 그대로 재현됨

으로써 이러한 박자 특징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발전부에서 

피아니시모로 표현된 변위 불협화[D2+1(♪)]는 이 작품의 극적 절정 부분 

바로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작품의 절정 부분과는 성격적으로 극명한 대

조를 이루며, 파도를 일으키기 전의 고요한 바다처럼 작품의 긴장감을 고

조시키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작품의 극적 절정은 재현부에서 제1주제가 

피아니시모로 재현되면서 해결된다. 박자 불협화의 성격을 지닌 이 작품

은 코다에서 다시 한 번 그 특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즉 변위 불협화

[D3+1(♩)]는 코다(coda)를 향하는 과정에서 점차 고조되고, 코다에서는 변

위 불협화[D3+1(♩)]와 그룹 불협화[G3/2(♩)]가 모두 나타나 이 작품의 박

자 불협화 성격을 한 번 더 드러낸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박자 불협화 

패시지들은 기본 박자(3/4박자) 마디 단위인 점2분음표 음가가 마디의 첫 

박에 안정적으로 반복 출현함으로써 박자 협화로 종결된다. 

왼손 성부 선율의 강박은 3/4박자 셈여림 강 약 약에서 첫 번째 박에 나타난다. 그리고 
주기 단위는 3이 된다. 즉 해석층들의 주기 단위는 모두 3으로 박층과 비교 시 더 긴 음
가로 움직이고 있다.

10) Harald Krebs, Fantasy Pieces: Metrical Dissonance in the music of Robert     
Schuman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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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 작품에서 그룹 불협화와 변위 불협화는 극적인 특징을 갖는 소나

타 형식의 갈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런 박자 불협화

를 도구로 사용한 작품의 극적 절정 부분은 재현부에서 해결되었다. 또한 

코다 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된 박자 불협화적 패시지들은 마지막 종지의 

박자 협화적 패시지로 해결되었다.  

   이처럼 박층, 해석층, 주기 단위 등의 용어와 강박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표기 등을 사용한 크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론을 통해 충돌하는 강박

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선율의) 층들이 서로 얼마만큼 어긋나서 박자 

불협화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박자 불협화가 박자 협화로 

해결되는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박자와 리듬의 진행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박자 불협화 이론을 사용한 설명이 

당김음이나 헤미올라 리듬 특징의 단적인 설명보다 더 다양한 해석을 가

능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Op. 5에 나타난 불협화적인 박

자와 리듬 특성의 전개와 이로 인해 나타난 갈등의 해결 과정을 크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론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이 이론이 

합리적인 해석을 유도해냄으로써 유용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앞선 언급처럼 베토벤은 Op. 133  2중 푸가에서 당김음을 중요하게 다

루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의 박자와 리듬 분석에도 크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이론을 통해 

2중 푸가에서 나타나는 박자와 리듬의 논리적 전개와 박자 불협화가 박자 

협화로 해결되는 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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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2중 푸가에 박자 불협화 이론을 적용하는데, 우선 박자 불협화

의 수평적 전개로 푸가 주제의 전개 양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그 다음

은 박자 불협화의 수직적 전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박자 불협

화의 수평적, 수직적 전개의 병존, 상충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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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박자 불협화의 수평적 전개

   1) 제시부: 푸가 주제에 새겨진 변위 불협화

    현악4중주 Op. 133의 1악장(마디 1부터 158까지)은 도입부와 2중 푸

가로 구성된다.11) 2중 푸가(주제 A와 주제 B)는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부분(마디 31~57)과 마지막 부분(마디 139~158)은 모두 4성부의 

주제와 응답으로 이루어진 푸가(B♭- F - B♭- F장조로 구성)이며 중간 

부분(마디 58~138)은 주제 A, B가 발전적 모습으로 전개됨으로, 이 2중 푸

가는 푸가라는 제목을 갖지만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로 구성된 소나타 형

식이다. 

11) 본 논문은 베토벤 현악 4중주 Op. 133 Grosse Fuge의 앞부분인 2중 푸가
(Overtura~Allegro, 마디 1부터~158까지. 이 곡을 다악장 구조로 보았을 때 1악장에 해
당하는 부분)를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한다. Op. 133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아래 도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 중 박자 불협화에 대한 논의 대상은 1악장(마디 1부터~158까지)
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중 푸가를 다악장 구조로 보았을 때 1악장에 해당하는 부
분으로 파악한 것은 Lewis Lockwood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Lewis Lockwood, Beethoven The Music and the Life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2005), 46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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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부(마디 31~ 57)는 2중 푸가로 시작된다. 2중 푸가의 주제 A는 이

미 도입부(Overtura, 마디 1~ 30)에서 소개되었고, 주제 A는 푸가 전체를 

이끄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푸가 주제의 중요성에 의해 도입부에

서 먼저 출현한 주제를 A라고 한다면(<악보 4>), 2중 푸가(B♭장조)는 또 

다른 주제인 주제 B에 의해 마디 31부터 시작된다(<악보 8>). 그리고 제1

바이올린의 주제 B에 대응해서 비올라가 주제 A를 연주한다. 제시부에 나

타난 리듬을 박자 불협화 이론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4> Op. 133 도입부 마디 1~10 - 주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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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박자인 2중 푸가의 기본박은 4분음표이며 따라서 박층은 ♩♩♩♩

단위로 움직이거나 이것의 분할인 ♪♪♪♪♪♪♪♪으로 움직이는 층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기본박인 4/4박자에서 자연스럽게 묵시적으로

도 이 박층을 감지하게 된다. 2중 푸가 시작 부분의 박층은 ♩♩♩♩단위

로 움직인다.(<악보 5>)

  <악보 5> Op. 133, 마디 31~34 - 주제 A의 변위 불협화 D2+1(♩)

   이 박층에 대한 박자해석이 이루어지는 해석층은 악보에 나타난 제1바

이올린 층과 비올라 층이다. 제1바이올린은 2분음표  (♪♪ - 4/4

박자의 셈여림, 강 약 중강 약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박을 기준으로 2박씩 

나누어 볼 때)의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 비올라도 2분음표 (♪♪ )의 단

위로 움직인다. 즉 두 층 모두 2분음표 단위이며 박층과 비교할 때, 이 

두 해석층들은 더 긴 음가로 움직이고 있다.12)  

12) 이처럼 같은 주기 단위를 갖는, 두 개 이상의 해석층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의 겹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협화를 변위 불협화라고 한다. 이는 이미 서론부분에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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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악보에서 제1바이올린의 강박(attack)은 4/4박자 셈여림 강 

약 중강 약의 첫 번째 박(강)과 세 번째 박(중강)까지의 박의 수에 해당한

다. 또한 이들 사이의 박의 수, 즉 강박 사이의 박의 수는 2박으로 주기 

단위(카디널리티, cardinality)는 2가 된다. 비올라의 강박13)은 스포르찬도

와 포르테인 다이내믹 악센트로 표시된다. 이러한 스포르찬도와 포르테로 

표시되는 강박은 마디의 두 번째와 네 번째 4분음표 박에 위치한다. 그리

고 이들 사이의 박의 수, 즉 강박 사이의 박의 수는 2박으로 주기 단위는 

2가 된다. 

   제1바이올린 층의 강박은 박자표에 제시된 기본박의 강박 위치와 일치

하는 곳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앞선 설명처럼 주기 단위는 2가 된다. 이 

주기 단위는 악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층인 비올라 층

의 첫 강박은 다이내믹 악센트(박자 불협화를 일으키는 층위의 강박을 결

정하는 요인)로 표기되어 4분음표 1개 이동한 마디의 두 번째 4분음표 박

부터 나타난다. 앞선 설명처럼 비올라 성부의 주기 단위는 2이고, 따라서 

변위 불협화 D2+1(♩)로 나타내며, 이것을 비올라 성부에 표시한다. 

박층의 강박 위치와 주기 단위는 보표의 가장 아래에 표기된 숫자에 의해 확인할 수 있
다. 박층의 강박 위치와 같거나 어긋나서 출현하는, 동일한 주기 단위를 갖는 해석층들
의 강박의 위치와 주기 단위는 해당 음표에 인접해서 숫자로 표기된다. 이런 표기로 해
석층의 강박의 위치와 이와 어긋나서 강박이 출현하는 또 다른 해석층의 강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표기된 숫자는 주기 단위를 나타냄으로 이것도 동시에 파악이 
가능하다. 이로써 같은 주기 단위로 움직이는 해석층들이 서로 얼마만큼 어긋나서 박자 
불협화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13)  Fred Lerdahl and Raymond Jackendoff. A Generative Theory of Tonal 
   Music.  Cambridge, MA: MIT Press, 1983: 68-104.
   - 레르달과 자켄도프의 박자선호규칙

    Harald Krebs, “Metrical Dissonance and Metrical Revision in Beethoven's     
String Quartets.”University of Illinois Press.(2006):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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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해석층 제1바이올린의 강박(박자표에 제시된 기

본박의 강박과 일치해서 나타나는) 위치와 이와 어긋나서 출현하는 또 다

른 해석층인 비올라의 강박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표기된 숫자

는 주기 단위를 나타냄으로 이것도 동시에 파악이 가능하다. 이로써 해석

층들이 어떤 단위나 주기성을 갖고 움직이며, 서로 얼마만큼 어긋나서 박

자 불협화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주기 단위 2를 갖는 제1

바이올린과 비올라 두 층이 서로 어긋나 불협화를 형성한다.14) 그리고 주

제 A의 변위 불협화를 점표기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 제시부에 나타난 주제 A의 변위 불협화, D2+1(♩)

14) 해석층들(제1바이올린과 비올라)의 강박(attack)이 서로 어긋나 불협화를 형성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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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4/4박자, 2중 푸가의 박자표에 제시된 기본박으로 움직이는 

박층을 가장 아래에 점으로 표기했다. 박층은 4분음표(♩) 단위로 움직인

다. 제1바이올린의 주기 단위는 2(2분음표, )로 그 강박의 위치는 박층

의 강박 위치와 일치한다. 비올라는 바이올린과 같은 주기 단위 2(2분음

표, )이지만, 그 강박의 위치는 제1바이올린의 강박 위치와 비교할 때 4

분음표 하나 만큼 이동한 곳에 자리한다.  

   이곳에서 주목해야할 사실은 2중 푸가의 주제 A가 도입부에서 여러 

차례 변형, 반복되어 출현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 주목할 사실은 푸가 주제 A 자체가 변위 불협화(displacement 

dissonance)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푸가 주제의 특징이 

앞으로 이 대가의 손길을 통해 어떻게 전개될지 강한 궁금증으로 다가온

다. 이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음악이론가들은 각자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 

중 크렙스(Harald Krebs 1955~ )는 주제에 새겨진 박자 불협화적 특징(특

히 변위 불협화)은 J. S. 바흐, 하이든의 몇몇 악장을 제외하고 베토벤의 

창조물이었다고 언급했다.15) 또한 커켄데일(Warren Kirkendale, 1932~ )은 

기악앙상블을 위한 푸가 주제에 당김음을 사용하는 것은 극도로 드문 경

우이며, 베토벤과 그의 스승인 알브레히츠베르거가 사용했다고 한다. 커켄

데일은 푸가 주제의 변위 불협화 D2+1(♩)을 당김음으로 표현했다.16) 

15) Harald Krebs, “Metrical Dissonance and Metrical Revision in                  
Beethoven's String Quartets.”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6): 39. 

16) Warren Kirkendale, “The ‘Great Fugue’, Op.133: Beethoven's ‘Art of Fugue’”, 
Acta Musicologica, 35 (196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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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전부: 주제 변위 불협화와 리듬 동기의 발전

   발전부에서는 제시부의 주요 요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된다. 2중 

푸가 주제의 주요한 당김음 특징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는지 박자 불협

화 이론에 적용해서 알아본다. 발전부의 중간 부분을 보면, 변위 불협화 

D2+1(♩)의 특징을 갖던 주제 A는 기본박의 강박 위치로부터 8분음표 만

큼 이동한 곳에서 출현한다(제1바이올린 성부, <악보 6>). 그리고 이를 감

지하기 위해, 이 부분부터 기본 박층은 기본박(박자표에 제시된 4/4박자의 

기본박인 ♩)의 분할박인 8분 음표 단위 ♪♪♪♪♪♪♪♪로 설정된다. 그

리고 이 기본 박층 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해석층인 제2바이올린, 비올라

와 첼로 성부는 기본 박의 강박과 일치해서 나타난다. 즉 4분음표의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 즉, 4분음표의 분할박인 8분음표의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박의 위치에 강박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기본박이 8분음표로 변경

된 상태에서 4/4박자의 강박이 출현하는 위치는 8분음표 4개 간격으로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기 단위는 4가 된다. 

     <악보 6> Op. 133, 마디 111~114 - 주제 A의 변위 불협화 D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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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본박과 충돌을 일으키는 해석층인 제1바이올린 성부는 기본 박

층 보다 8분음표 1개 이동된 곳에서 주제를 시작한다. 그리고 제1바이올

린의 강박은 8분음표 4개 단위마다 다이내믹 악센트에 의해 나타난다. 따

라서 강박 발생지점 사이의 간격은 8분음표 4개에 해당하는 길이로 주기 

단위는 4가 되고, 제1바이올린 성부는 변위 불협화 D4+1(♪)로 표기된다. 

이렇게 동일한 주기 단위 4를 갖는 제1바이올린과 다른 성부들의 두 층이 

서로 어긋나 불협화를 형성한다.17) 박층의 강박 위치와 동일한 곳에서 발

생하는 해석층(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강박 위치와 주기 단위는 악

보 아래에 나타난다. 이와 상충하는 해석층인 제1바이올린의 강박 위치와 

주기 단위는 바이올린 선율 위에 표시된다. 그리고 이렇게 기입된 숫자를 

통해 해석층들이 어떤 주기 단위를 갖고 움직이며, 서로 얼마만큼 어긋나

서 박자 불협화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다. 이곳에서는 해석층들이 8분음

표 4개인 주기 단위 4이며, 두 해석층이 8분음표 1개만큼 어긋나서 박자 

불협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제의 리듬[D2+1(♩)]은 푸가적으로 각 성부에서 출현함

으로써 반복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또한 발전부에서도 주제의 리듬은 한 

층 더 발전된 형태[D4+1(♪)]로 반복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박자 불협화  

17)  해석층들(제1바이올린과 다른 성부들)의 발생시점(attack, 강박)이 서로 어긋나 불협화
를 형성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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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의거한 숫자와 위치로 표기함으로써, 단순히 당김음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서로의 상관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발전부의 제1바이올린 성부에서 나타나는 주제의 변위 불협화 D4+1

(♪)은 제시부 마디 31에서 등장한 주제의 변위 불협화 D2+1(♩) 보다 기

본 박과 더 가까이 인접해서 충돌이 발생한다. 제시부 보다 (기본 박과) 

더 인접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발전부의 주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이

런 배치를 사용함으로써 베토벤은 과연 어떠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가? 

필자는 이로 인해 박자 불협화 강도(dissonance intensity)가 더 높아진 사

실을 알아냈다. 즉 푸가 주제 A 자체의 박자 불협화가 발전부에서 발전, 

강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불협화 강도가 더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

은 다음과 같은 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크렙스는 자신의 논문에서 박자 불협화와 음고 불협화의 유사성에 대

해 언급했다.18) 그는 박자 불협화(박자 불협화 중 변위 불협화)와 음고 불

협화를 비교하는데, 완전음정에 인접한 장, 단2도 또는 장, 단7도가 더 불

협화인 것처럼, 곡의 기본박이 되는 단위의 음가와 인접해서 발생하는 박

자 불협화의 불협화 강도(dissonance intensity)가 더 높다고 한다. 따라서 

주제 A의 변위 불협화 D2+1(♩)과 이것의 변형인 변위 불협화 D4+1(♪) 

중 후자의 불협화 강도가 더 높다고 판단된다. 이 내용은 점표기법으로 

나타낸 <그림 1>과 <그림 2>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의 

점(파란색)은 <그림 1>의 점(파란색)보다 기본박이 되는 단위의 음가와 더 

인접해서 나타났고 불협화 강도가 더 높다. 특히 <그림 1>과 <그림 2>의 

붉은 점선 안의 파란 점들을 비교할 때, <그림 2>의 점이 <그림 1>의 점 

보다 기본박이 되는 단위의 음가와 더 인접해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변위 불협화 D4+1(♪)이 D2+1(♩) 보다 불협화 강도가 더 높은 

18) Harald Krebs, “Robert Schumann's Metrical Revisions.” Music Theory 
   Spectrum, Vol. 19, No.1 (Spring, 199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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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발전부에 나타난 주제 A의 변형된 변위 불협화, D4+1(♪)

   [박층과 해석층의 발생시점 비교 시, D4+1(♪)의 해석층의 박이 <그림 1> 

D2+1(♩) 해석층의 박보다 기본박이 되는 단위의 음가와 더 가까운 곳에서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D4+1(♪)의 박자 불협화 강도가 D2+1(♩)보다 

더 높다]

   즉, 곡의 박자 불협화 강도가 증가했다. 앞선 언급처럼 푸가 주제에 변

위 불협화를 새겨 넣는 것은 기악 앙상블에 있어서는 극도로 드문 경우인

데, 제시부에서 알 수 있듯이 2중 푸가 주제에는 이미 변위 불협화 D2+1

(♩)이 새겨져 있었고, 이것이 발전부에서 한 단계 더 변형, 발전된 변위 

불협화 D4+1(♪)로 출현된 것으로 보아 베토벤이 특별한 박자 전략을 고

안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발전부에 나타난 주제의 변위 불협화가 변형, 발전되어 그 불

협화 강도가 증가한 사실 이외에도, 발전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변위 불협

화가 나타난다. <도표 1>은 이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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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1> 

<도표 1>의 왼쪽 세로 측에는 변위 불협화의 종류가 작품에 나오는 순서

대로 위쪽부터 차례로 나열되어 있다. 이 작품에 사용된 변위 불협화는 

D2+1(♩), D4+1(♩), D4+1(♪), D4-1(♪) 그리고 D2+1(♪)이다. 전체 곡에서 

파악할 수 있는 변위 불협화 중 재현부에 나타나는 D2+1(♪)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발전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표의 

왼쪽 세로 측에 나타난 모든 변위 불협화들은 주제의 변위 불협화인 

D2+1(♩)의 리듬 동기에서 발전된 것이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변위 불협화 D2+1(♩)은 제시부의 주요한 푸가 주제 선율에서 이

미 나타났고, 발전부에서도 조성을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비올라 



- 25 -

성부에서 E♭장조로 나타나는 주제선율의 변위 불협화 D2+1(♩)은 제1바

이올린 성부에서 B♭장조로 제2바이올린 성부에서 G장조로 나타난다. 또

한 주제 선율이 아닌 연결구에서도 변위 불협화 D2+1(♩)이 암시되고 있

다. <악보 7>은 이것의 예를 보여준다. 악보 아래에 표시된 숫자는 박층의 

강박 위치와 일치해서 나타나는 해석층의 강박 위치와 주기 단위를 나타

낸다. 이와 상충하는 해석층의 강박 위치를 원으로 표시하고 그 위에 주

기 단위를 표시한다. 우선 마디 75에서는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의 각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이 강박이며, 마디 76에서는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

올린의 각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이 강박이다. 그리고 이들 강박들의 

주기성은 4분음표 2개에 해당함으로 주기 단위는 2가 된다. 또한 각 마디

의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에 나타남으로 박층의 강박과 비교 할 때 4분음

표 한 개 이동한 곳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변위 불협화 D2+1(♩)로 표

기된다. 이로써 주제의 변위 불협화 D2+1(♩)이 발전부에서도 나타나고, 

연결구에서 암시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 7> Op. 133 마디 75~76  

        - 변위 불협화 D2+1(♩)을 암시하는 연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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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 불협화 D4+1(♩)은 마디 89~92에서 확인할 수 있다.(<악보 8>) 이곳

의 박층은 4분음표 단위로 움직인다. 첼로를 제외한 다른 성부들로 이루

어진 해석층은 박층의 강박과 일치하여 마디의 첫 박에서 강박이 나타난

다. 그리고 주기 단위는 4이다. 첼로 성부는 각 마디의 두 번째 4분음표 

박에 포르테(다이내믹 악센트)로 표기된 강박이 위치한다. 또한 선율의 최

저음도 이곳에 위치함으로써 강박의 효과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또 다른 해석층인 첼로 성부는 포르테와 최저음으로 인해 강박이 (박층의 

강박과 비교 시 4분음표 하나 이동한) 마디의 두 번째 4분음표 박에서 강

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연이어 나타나는 마디들에서도 같은 위치에 같은 

형태로 강박이 출현한다. 따라서 이들 강박 사이의 주기 단위는 4가 되고, 

변위 불협화 D4+1(♩)로 표기된다. 이렇게 변위 불협화 D4+1(♩)로 표기되

는 첼로의 해석층은 다른 성부들의 해석층과 강박이 엇갈려 나타남으로써 

불협화를 형성하게 된다. 악보 아래에 표시된 숫자는 박층의 강박 위치와 

일치해서 나타나는 해석층의 강박 위치와 주기 단위를 나타낸다. 이와 상

충하는 해석층의 강박 위치를 원으로 표시했고, 그 위의 숫자는 주기 단

위를 나타낸다.

 <악보 8> Op. 133 마디 89~92  변위 불협화 D4+1(♩)19)

19) 그림으로 나타낸 변위 불협화 D4+1(♩) - 각주 20)은 각주 19)의 음가 축소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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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위 불협화 D4+1(♪)은 앞부분에서 다룬 (발전부에서) 푸가 주제 A의 

변형, 발전된 모습을 논의할 때 언급했었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 작품의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리듬 동기 발전이라는 일관성 있는 

전개를 여러 각도로 조명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1바이올린에 나타나는 

주제 A는 변위 불협화 D4+1(♪)로 표기되는데, 제시부에서 나타난 주제 A

의 변위 불협화 D2+1(♩)이 변형, 발전된 형태이다(<악보 9>). 주기 단위와 

해석층들 간의 충돌, 악보에 기입된 숫자와 위치에 대한 해설 등은 앞에

서 이미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악보 9> Op. 133 마디 111~113  변위 불협화 D4+1(♪)20)

        
20)  그림으로 나타낸 변위 불협화 D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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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위 불협화 D4+1(♪)의 강박 위치는 변위 불협화 D4+1(♩)의 주기 단

위가 1/2로 축소된 곳에서 나타난다. <악보 8>에 나타난 첼로의 강박 위치

는 첼로의 최저음과 포르티시모, 포르테의 다이내믹 악센트에 의해 결정

된다. 최저음과 다이내믹 악센트,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마디의 2

번째 4분음표에 해당하는 박이다. 앞선 설명처럼 주기 단위는 4(온음표 길

이)가 되고, 변위 불협화 D4+1(♩)로 표기된다. <악보 9>의 변위 불협화 

D4+1(♪)로 표기되는 제1바이올린의 강박 위치는 첼로 D4+1(♩) 주기 단

위의 1/2에 해당하는 곳(즉 2분음표 마다)에 자리한다.21) 또한 D4+1(♪)의 

강박 위치는 박층의 강박과 8분음표 떨어진 곳에, D4+1(♩)의 강박 위치는 

박층의 강박과 4분음표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즉 D4+1(♪)은 D4+1(♩)의 

축소 형태이다. 

   변위 불협화 D4-1(♪)은 변위 불협화 D4+1(♪)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강박의 위치만 다르게 나타난다. 이 두 변위 불협화들은 박층의 강박과는 

8분음표 간격을 두고 강박이 발생하는 유사점이 있다. 변위 불협화 D4+1

(♪)은 선행하는 박층의 강박과 8분음표 만큼 떨어진 곳에서, 변위 불협화 

D4-1(♪)은 후행하는 박층의 강박과 8분음표 만큼 떨어진 곳에서 강박이 

발생한다. 즉 8분음표 4개의 주기 단위를 갖는 해석층에 8분음표 1개의 

길이만큼 미리 앞당겨져 강박이 나타남으로써 변위 불협화 D4-1(♪)로 표

기된다. 이렇게 강박이 미리 앞당겨져 나타나는 것은 화성의 변화와 다이

내믹 표시로 추정할 수 있다.22) 그리고 이 내용은 <악보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박층은 8분음표 단위로 움직인다. 제1바이올린과 비올

라 성부의 해석층은 박층의 강박과 일치하여 마디의 첫 번째 8분음표와 

다섯 번째 8분음표 자리에서 강박이 나타난다. 그리고 주기 단위는 4이다. 

21) 각주 19)와 20) 참고
22) Harald Krebs, Fantasy Pieces: Metrical Dissonance in the music of Robert     

Schuman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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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 성부는 각 마디의 네 번째 8분음표와 여덟 번째 8분음표 박에 포르

테피아노(다이내믹 악센트)로 표기된 강박이 위치한다. 이는 각 마디의 박

층의 첫 번째와 다섯 번째 8분음표의 강박에 비해 8분음표 1개의 길이만

큼 먼저 앞당겨져 강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강박 사이의 

주기 단위는 4이다. 이렇게 변위 불협화 D4-1(♪)로 표기되는 첼로의 해석

층은 다른 성부들의 해석층과 강박이 엇갈려 나타남으로써 불협화를 형성

하게 된다. 악보 아래에 표시된 숫자는 박층의 강박 위치와 일치해서 나

타나는 해석층의 강박 위치와 주기 단위를 나타낸다. 이와 상충하는 첼로 

성부 해석층의 강박 위치를 원으로 나타냈고 그 위에 주기 단위가 표기된

다. 이렇게 변위 불협화 D4-1(♪)은 변위 불협화 D4+1(♪)과 유사하지만 

다른, 이런 강박의 위치를 제외하면 변위 불협화 D4+1(♪)과 더불어 변위 

불협화 D4+1(♩)의 축소 형태로 파악 가능하다. 

 <악보 10> Op. 133 마디 118-119  변위 불협화 D4-1(♪)

    

  

   또한 변위 불협화 D4+1(♪), D4-1(♪)과 축소, 확대의 관계에 있는 변

위 불협화 D4+1(♩)은 변위 불협화 D2+1(♩)로 분할가능하다. 즉 <악보 

11>에 나타난 첼로의 변위 불협화 D4+1(♩)은 변위 불협화 D2+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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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가능하다.(<악보 11>) 이렇게 분할이 가능한 것은 선율의 최고음과 

최저음에 강박이 위치할 수 있고, 점선으로 나타낸 최고음들의 음가가 이

후 나타나는 4분쉼표와 더불어 2분음표라는 상대적으로 긴 음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긴 음가에 강박이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마디의 두 

번째 4분음표의 박에 최저음과 포르테로 인해 강박이, 마디의 네 번째 4

분음표 박에 최고음과 포르테로 인해 강박이 위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들 강박 사이의 주기 단위는 2가 된다. 또한 박층의 강박 위치보다 4분 

음표 한 개 이동한 곳에 강박이 자리하게 되며, 이로써 변위 불협화 

D2+1(♩)로 표기될 수 있다.  

 <악보 11> Op. 133 마디 89~92  

       변위 불협화 D2+1(♩)로 분할 가능한 변위 불협화 D4+1(♩)

  

   이로써 발전부에 나타난 변위 불협화 D2+1(♩), D4+1(♩), D4+1(♪), 그

리고 D4-1(♪)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냈다. 주제의 변위 불

협화 D2+1(♩)은 발전부에서 전조(E♭→B♭→G장조)되어 나타났고, 연결

구에서는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변위 불협화 D4+1(♪)과 

D4-1(♪)은 변위 불협화 D4+1(♩)의 축소 형태이었다. 또한 변위 불협화 

D4+1(♩)은 변위 불협화 D2+1(♩)로 분할이 가능했다. 즉 발전부에 나타난 



- 31 -

변위 불협화들은 모두 제시부 주제 A의 변위 불협화인 D2+1(♩)의 리듬 

동기에서 발전된 것이었다.  

   이렇게 논의된 내용은 상대적인 음의 길이나 비율만으로 파악할 수 있

는 것은 아니었다. 크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론을 사용하여 박층의 강박과 

이와 상충하는 해석층들의 강박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3) 재현부: 주제 변위 불협화의 체계적 강화 

   재현부에서는 주제 선율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비논리적인 간격으로 

줄어들면서 푸가의 대위적 선율들 사이의 맥락 없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

워진다고 다니엘 츄아는 설명했다. 그리고 온전한 박자로 주제를 되돌려 

해결하는 대신 베토벤은 해결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츄아가 혼란스럽다고 해석한 이 부분에 크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

론을 적용하면 어떤 해석이 나올지 논의해보자. 

   재현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주제 A와 주제 B는 모두 리듬이 변형되

는데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던 주제 B의 리듬에 변화가 부여된

다. 마치 푸가 주제의 리듬축소(하지만 전통 푸가의 정량적 음가축소는 아

닌)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주제 B는 3연음부로 나타나 전체 길이는 4마디

에서 2마디로 축소되었다. 더 주목할 점은 주제 A의 변형된 모습이다.(<악

보 12>) 주제 자체에 존재하던 쉼표가 제거되고 선율들이 촘촘히 붙어 출

현하면서 긴장감을 자아내는데 주제 A도 전체 길이가 4마디에서 2마디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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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Op. 133, 마디 138~140 -주제 A의 변위 불협화 D2+1(♪)

   

   이곳의 기본 박층은 8분음표 단위 ♪♪♪♪♪♪♪♪이다. 그리고 이 

기본 박층 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해석층은 제1바이올린 성부에서 기본박

의 강박 발생지점과 일치해서 나타난다. 즉 8분음표의 첫 번째, 세 번째 

박과 다섯 번째 박 등의 위치에 강박이 발생하게 된다. 강박이 출현하는 

위치는 8분음표 2개 간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주기 단위는 2가 된다. 

   한편 이와 충돌을 일으키는 해석층인 비올라 성부는 기본 박층 보다 8

분음표 1개 이동된 곳에서 주제를 시작한다. 그리고 비올라의 강박은 8분

음표 2개 단위마다 다이내믹 악센트에 의해 강조되며, 강박 사이의 주기 

단위는 2가 된다. 따라서 비올라 성부는 변위 불협화 D2+1(♪)로 표기된

다. 이렇게 동일한 주기 단위 2를 갖는 비올라와 제1바이올린의 두 층이 

서로 어긋나 불협화를 형성한다.23) 그리고 제1바이올린 성부에서 나타나

23) 해석층들(제1바이올린과 비올라)의 발생시점이 서로 어긋나 불협화를 형성하는 것을 그
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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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제의 변위 불협화 D2+1(♪)은 발전부에서 등장한 주제의 변위 불협

화 D4+1(♪) 보다도 불협화 강도(dissonance intensity)가 더 높아진다. 불

협화 강도가 더 높아진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변위 불협화들에 있어서, 기

본 박층(metrical layers)과 이에 상반하는 층들(antimetrical layers)인 해석

층 사이의 충돌이 잦을수록 불협화는 더 강하다고 한 산타(M. Santa)의 이

론24)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 내용도 점표기법으로 나타낸  

24) Matthew Santa, Hearing Rhythm and Meter: Analysing Metrical Consonance   
and Dissonance in Common-Practice Period Music. New York,   New  York ;

   London : Routledge, 2020: 67-69.

<박자불협화들의 강도비교>M. Santa는 박자불협화들의 상대적인 강도를 5가지로 분류 설명한다. 

1. 오랫동안 지속되는 불협화일수록 더 강하다. 
2. 그룹불협화들에 있어서 충돌하는 층위들 사이에 정렬되지 않은 비트들이 많을수록 불협
화는 강하다. 예로 G5/3이 G3/2보다 불협화도가 더 강하다.
3. 변위불협화들에 있어서, 기본 박층(metrical layers)과 이에 상반하는 층들(antimetrical 
layers) 사이의 충돌이 잦을수록 불협화는 더 강하다. 예로 D2+1이 D3+1보다 불협화가 더 
강하다.

4. 직접적 불협화가 간접적 불협화 보다 불협화도가 더 강하다.
5. 여러 개의 박자불협화가 동시에 출현하면 불협화도가 더 강하다.  
   - 아래 악보에서는 G3/2와 D3+1이 동시에 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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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의 가장 아래에 표

기된 박층의 점들과 이에 상반하는 위층 점들과의 충돌은 <그림 2>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2배 많다. 따라서 변위불협화 D2+1(♪)이 D4+1(♪)보다 

불협화 강도가 더 높다.

 <그림 3> 재현부에 나타난 주제 A의 변형된 변위 불협화, D2+1(♪)

   - <그림 3>에 나타난 기본 박층과 이에 상반하는 층들 사이의 충돌이 

     <그림 2>보다 2배 많아졌다. 즉 <그림 3>이 박자 불협화 강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변위 불협화 D2+1(♪)의 밀도 있는 불협화로 표현된 주제 A는 

3연음부로 리듬이 바뀐 주제 B와 함께 다급한 긴장감을 조성한다. 바로 

이곳에서 베토벤이 특별한 박자 전략을 고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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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시부의 주제 자체는 변위 불협화 D2+1(♩)로, 발전부에서는 이것의 

발전 형태인 변위 불협화 D4+1(♪)로, 재현부에서는 한 층 더 강화된 변위 

불협화 D2+1(♪)로 변형, 발전된 것이다. 즉 곡 전체를 통해서 주제 자체

에 새겨진 박자 불협화인 변위 불협화(displacement dissonance)의 리듬 특

성은 점차 체계적으로 강화된 것이었다.25) 

   또한 앞서 발전부에서 논의한 변위 불협화들 중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변위 불협화 D2+1(♪)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악보 13>은 <악보 12>

의 4중주 중 비올라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비올라의 변위 불협화 D2+1

(♪)은 앞에서 이미 분석하였다. 강박을 결정하는 다이내믹 악센트는 4분

25) 이와는 다른 예로 Op. 18 No. 1, 1악장에서 베토벤은 제1주제에는 불협화 요소를 사용
하지 않았고 제2주제의 변위불협화인 D2+1(♪)을 재현부에서도 그대로 사용했다. 즉 주
제의 변위 불협화를 변형, 발전시키지 않았다. 아래 도표는 논문에서 크렙스가 분석한 
Op. 18 No. 1. 1악장의 박자 불협화를 토대로 필자가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Harald Krebs, “Metrical Dissonance and Metrical Revision in Beethoven's  
   String Quartets.”University of Illinois Press.(2006):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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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표(8분음표 2개)의 음가마다 나타난다. 이것은 <악보 14> 주제 A의 2분

음표의 음가마다 나타나는 다이내믹 악센트에 비해 정량적으로 1/2 축소

된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D2+1(♪)은 D2+1(♩)의 축소 형태이다. 또한 

D2+1(♪)의 강박 위치는 박층의 강박과 8분음표 떨어진 곳에, D2+1(♩)의 

강박 위치는 박층의 강박과 4분음표 떨어진 곳에 자리함으로써 이곳에도 

1/2축소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발전부에 나타난 변위 불협화들 모두

가 제시부 주제 A 자체의 변위 불협화 D2+1(♩)의 리듬 동기에서 발전된 

것처럼, 재현부의 주제에서 나타난 변위 불협화 D2+1(♪)도 제시부 주제 

A 자체의 변위 불협화 D2+1(♩)의 리듬 동기에서 발전된 것이다. 

   <악보 13> Op. 133 마디 139~140  변위 불협화 D2+1(♪)26)

 

  

26)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변위 불협화 D2+1(♪)

  - 각주 26)은 각주 27)의 음가 축소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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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4> Op. 133 마디 31-33  변위 불협화 D2+1(♩)27)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이 작품에 사용된 변위 불협화들은 서로 

연관되어있으며, 이 모든 것은 주제 A 자체의 변위 불협화인 D2+1(♩)에

서 비롯되었다. 이렇듯 베토벤의 만년 작품들이 갖는 특징 중 하나인 주

제와 동기를 잠재적인 가능성의 극한에까지 의식적으로 전개시키는 발전 

기법을 조성에 관련된 것 외에 박자, 리듬에도 정교하게 적용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필자는 크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론을 적용하여 2중 푸가의 제시부, 발

전부, 재현부를 거친 논의와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첫 번

째는 곡 전체를 통해서, 주제 자체에 새겨진 변위 불협화 강도가 점차 체

계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제시부, D2+1(♩) → 발전부, D4+1(♪) → 재현

부, D2+1(♪)]이고 두 번째는 (주로 조성에 관련된) 주제, 동기 발전 기법

이 정교하게 박자, 리듬에도 적용된 사실이다. 

   이렇듯 2중 푸가의 박자와 리듬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크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론을 사용하여 박층의 강박과 이와 상충하는 해석층들의 강박 

27)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변위 불협화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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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를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박자 불협화를 사용한 

2중 푸가의 리듬 해석은 이전의 이중 당김음이나 혼란스러움으로 설명되

던 것과는 다른 상세한 논의였다. 즉 크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론을 통해

서 2중 푸가의 주제 자체에 새겨진 변위 불협화 강도가 점차 체계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과 주제, 동기 발전 기법이 정교하게 박자, 리듬에도 적용

된 것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가능했다.   

   

    <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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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도표 2>는 Op. 133 2중 푸가(마디 31부터~158까지)의 박자 불협화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면서 견인 역할을 하는 주

제 A는 제시부의 첫 부분에 변위 불협화 D2+1(♩)로 나타난다. 그리고 주

제 A의 변위 불협화 D2+1(♩)은 발전부 스트레토 패시지 후에 변위 불협

화 D4+1(♪)의 변형,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후 재현부에서 더 변

형, 발전되고 강도가 강화된 모습인 주제 A의 변위 불협화 D2+1(♪)로 나

타나는데, 이는 <도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변위 불협화 D4+1(♪)과 변위 

불협화 D4-1(♪)이 겹쳐 나타나는 패시지 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주제 A 자체의 변위 불협화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를 통해 체

계적으로 강화, 발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표 2>의 왼쪽 세로 측에 제시된, 이 작품에 나타난 변위 불

협화 D2+1(♩), D4+1(♩), D4+1(♪), D4-1(♪) 그리고 D2+1(♪)는 모두 푸가 

주제 A 자체의 변위불협화 D2+1(♩)에서 파생, 발전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A의 변위 불협화 D2+1(♩)은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시부  뿐

만 아니라 발전부에서도 나타났고, 연결구에서도 암시되어 나타나고 있었

다. 또한 변위 불협화 D4+1(♪)의 강박 위치는 변위 불협화 D4+1(♩)의 주

기 단위(온음표)가 1/2로 축소된 곳(2분음표)에서 나타났고, 앞서 논의된 

내용처럼 변위 불협화 D4+1(♪)은 변위 불협화 D4+1(♩)의 축소 형태로 

파악되었다. 변위 불협화 D4-1(♪)은 변위 불협화 D4+1(♪)와 유사한 형태

이지만 강박의 위치만 다르게 나타났다. 변위 불협화 D4+1(♪)는 선행하는 

박층의 강박과 8분음표 만큼 떨어진 곳에서, 변위 불협화 D4-1(♪)은 후행

하는 박층의 강박과 8분음표 만큼 떨어진 곳에서 강박이 발생했다. 이렇

게 변위 불협화 D4-1(♪)은 강박의 위치를 제외하면 변위 불협화 D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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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변위 불협화 D4+1(♩)의 축소 형태로 파악 가능했다. 또한 

변위 불협화 D4+1(♪), D4-1(♪)와 축소, 확대의 관계에 있는 변위 불협화 

D4+1(♩)은 변위 불협화 D2+1(♩)로 분할이 가능했다. 그리고 앞선 논의에

서 알 수 있듯이 변위 불협화 D2+1(♪)은 변위 불협화 D2+1(♩)의 축소 

형태이다.

   이처럼 <도표 2>의 왼쪽에 기입된 변위 불협화들 모두는 푸가 주제 A 

자체의 변위 불협화 D2+1(♩)에서 파생, 발전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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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자 불협화의 수직적 전개 

   1) 발전부: 복합 변위 불협화

    앞서 설명된 변위 불협화의 수평적 전개는 주제 A 변위 불협화의 체

계적 강화와 주제 A 변위 불협화에서 파생, 발전된 변위 불협화들에 대한 

논의였다. 제시부의 주제 A의 변위 불협화 D2+1(♩)은 단일성부에서 나타

난다. 즉 제시부에서 B♭- F - B♭- F장조로 주제가 조성을 바꿔 출현할 

때마다 단일성부에서 주제 A의 변위 불협화가 나타나며, 발전부에서 주제

가 조성을 바꿔 출현(E♭- B♭- G장조)할 때도 마찬가지로 단일성부에서 

주제 A의 변위 불협화가 나타난다.   

    변위 불협화의 수직적 전개에 대한 논의는 발전부에 나타난 스트레토 

패시지(마디 97~101) 다음부터 시작된다. 이 푸가의 스트레토는 전형적인 

푸가 스트레토의 역설적인 해석을 보여준다. 즉 전형적인 푸가에서 스트

레토는 곡의 후반부에 나타나며 주제나 대주제의 출현 시간차를 점차 좁

혀서 밀도 있는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스트레토(주제 B 요소)는 곡의 중간 부분(발전부)에 위치하며 아이러니하

게도 이런 스트레토 부분이 박자 협화적 성격으로, 박자 불협화의 특성을 

갖는 이 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모습이 역설적이다(<악보 15>). 이미 이 

스트레토 앞, 뒤 부분의 박자 불협화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에 나타난 전형적인 푸가 기법의 스트레토 특성인 긴장감이 무색하게 적

용되고 있다. 스트레토 패시지에서 강박을 강조하는 어떤 방법도 파악되

지 않음으로써, 전통 푸가 스트레토 기법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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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의 트릭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논리

를 베토벤의 재치로 표현한 듯하다. 이 스트레토의 역설적인 해석은 오히

려 그 다음 패시지에 의해 그 해석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악보 15> Op. 133, 마디 97~100 

           - 주제 B의 박자 협화적 성격의 스트레토 

   2중 푸가 전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주제 A 자체의 리듬 특성인 변

위 불협화 D2+1(♩)은 스트레토 다음에 나오는 패시지에서 모든 4성부의 

수직 중복에 의해 강화된다. 이 때 변위 불협화 D2+1(♩)은 주제 A가 아

닌 주제 B의 리듬 패시지에서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악보 16>) 주제 

A와 주제 B의 교묘한 결합을 통해 두 주제의 특징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

는 부분이다. 이런 탁월한 방법에 의해 강화된 박자 불협화의 수직적 중

복은 앞서 나타난 주제 B의 리듬 특성이 강한 스트레토의 박자 협화적 성

격을 다시 약화시킨다. 마치 박자 협화적 패시지로 제자리에서 광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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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 위, 아래로 도약하는 주제 B에 주제 A의 변위 불협화 D2+1(♩)이 더

해져, 수직적으로만 도약하던 주제 B가 수평적인 위상 변화 또는 공간 이

동 효과도 같이 보여주면서 선행했던 스트레토 부분의 협화적 성격을 크

게 약화시킨다. 

   이 패시지에서 전형적인 푸가의 절정인 스트레토 보다 더 강한 긴장감

을 유발할 수 있는 박자의 변위, 강박의 위상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기존 

스트레토의 의미가 무색해졌을 뿐 아니라,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주제 A 변위 불협화와 주제 B 부

점 리듬 성격의 결합, 박자 불협화 강도의 강화 등을 사용한 이러한 논의

는 박자 불협화 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악보 16> Op. 133, 마디 105~106

           - 주제 B의 리듬 특성으로 이루어진 4성부에 

             주제 A의 변위 불협화 D2+1(♩)이 출현, 중복 강화



- 44 -

마디 105~106의 2마디에 걸쳐 출현하는 이 패시지의 박층은 ♩♩♩♩단위

로 움직인다. 박층의 강박은 마디의 첫 번째와 세 번째 4분음표 박에 위

치하며 이에 따르는 해석층의 주기 단위는 2가 된다. 이 숫자는 악보의 

아래에 표시된다. 그리고 이 해석층과 충돌하는 모든 4성부의 강박은 마

디의 두 번째와 네 번째 4분음표 박에 위치하며, 주기 단위는 2가 된다. 

이 숫자는 악보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박층의 기본 박을 기준으로 

4분음표 한 개 이동된 곳에 강박이 위치함으로 변위 불협화 D2+1(♩)로 

표기된다. 악보의 아래와 위에 기입된 숫자로, 4/4박자 박층의 강박과 변

위 불협화 D2+1(♩)의 위치가 얼마나 어긋나서 박자 불협화를 형성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변위 불협화 D2+1(♩)의 박자 불협

화 강도는 선행했던 스트레토 패시지보다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스트레토 패시지는 협화적으로 들린 것이다.  

   이제부터 논의되는 발전부의 변위 불협화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

으로 나타난다. 즉 여러 종류의 변위 불협화들이 수직적으로 배치되어 서

로 상충함으로써 박자 불협화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직적

으로 나타나는 변위 불협화들의 중첩을 복합 변위 불협화(compound 

displacement dissonance)라고 부른다.(<악보 17>) 

   마디 117~118의 기본 박층은 8분 음표 단위 ♪♪♪♪♪♪♪♪이다. 해

석층인 제1바이올린, 비올라 성부의 강박은 기본 박의 강박 발생지점과 

일치해서 나타난다. 즉 8분음표의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박의 위치에 강박

이 발생하게 된다. 강박이 출현하는 위치는 8분음표 4개 간격으로 나타나

고 있으므로 주기 단위는 4가 된다. 이것은 악보 아래에 표시된다.

   한편 이 층과 충돌을 일으키는 해석층인 제2바이올린 성부는 기본  박

층보다 8분음표 1개 이동한 곳에 강박이 위치한다. 그리고 제2바이올린의 

강박은 8분음표 4개 단위마다 다이내믹 악센트에 의해 표기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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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 발생지점 사이의 간격은 8분음표 4개에 해당하는 길이로 주기 단위

는 4가 된다. 즉 제2바이올린 성부는 변위 불협화 D4+1(♪)로 표기된다. 

이렇게 같은 주기 단위 4를 갖는 제2바이올린과 다른 성부들(제1바이올린

과 비올라)의 두 층이 서로 어긋나 불협화를 형성한다. 

  <악보 17> Op. 133, 마디 117~118 

        - 복합 변위 불협화(compound displacement dissonance)

 

   또 다른 해석층인 첼로 성부는 기본 박층 보다 8분 음표 1개 길이만

큼 미리 앞서 강박이 위치한다. 그리고 강박은 8분음표 4개 단위마다 다

이내믹 악센트에 의해 표기되며, 주기 단위는 4가 된다. 따라서 변위 불협

화 D4-1(♪)로 표기28)되며, 동일한 주기 단위 4를 갖는 다른 성부들 (제1

바이올린과 비올라)과 층이 서로 어긋나 불협화를 형성한다. 또한 제2바이

28) 이렇게 강박이 미리 앞당겨져 나타나는 것은 화성의 변화와 다이내믹 표시로 추정할 수 
있다. 각주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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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의 변위 불협화 D4+1(♪)과 첼로의 변위 불협화 D4-1(♪)도 서로의 

층이 어긋나 불협화를 형성한다. 이렇게 복합 변위 불협화에 의해 다중으

로 불협화가 형성되어 불협화의 강도가 증가한다.  

   점차적으로 강화된 수직적 박자 불협화의 강도는 발전부의 끝부분에서 

최고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즉 두 층위 이상으로 확대된 복합 변위 불협

화에 레르달과 자켄도프의 박자선호 규칙29) 중 강한 규칙에 속하는 계류

규칙(MPR 8)이 더해졌고, 첼로의 최저음과 제1바이올린의 옥타브로 이루

어진 최고음도 이 부분의 박자 불협화 정점에 기여함으로써 전체 작품 중 

박자 불협화의 최고 정점을 이루어내고 있다.(<악보 18>) 

 <악보 18> Op. 133, 마디 129~130: 박자 불협화의 정점

        - 복합 변위 불협화와 동시에 출현한 불협화 강화 요소들

29) 각주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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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위 불협화 D4+1(♪)과 변위 불협화 D4-1(♪)의 3성부 중첩으로 인해 

2중 푸가의 박자 불협화는 정점에 도달했다. 다이내믹 악센트인 포르티시

모에 의해 강박이 표현된 변위 불협화 D4+1(♪)은 외성부의 제1바이올린

과 첼로성부에서 나타나며 변위 불협화 D4-1(♪)은 비올라성부에서 나타

난다. 

    부연 설명하면, 양외성의 제1바이올린과 첼로, 내성의 비올라에서 다

이내믹 악센트로 나타나는 변위불협화 D4+1(♪)과 D4-1(♪)은 악보에 파

란 숫자로 표시된다. 각각은 기본 박층보다 8분음표 1개 뒤로 밀린 곳인 

마디의 두 번째와 여섯 번째 8분 음표 위치와 8분 음표 1개 앞당겨진 곳

인 마디의 네 번째와 여덟 번째 8분음표 위치에서 강박으로 나타나며 기

보된 박자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마디 129에서 비올라 성부는 C

음으로 인해 첼로 성부의 B♭음과 9-8계류의 강한 불협화(붉은 원으로 표

기)를 형성한다. 즉 마디 129의 4, 5번째 8분음표(예비-계류)와 이 마디의 

8번째 8분음표, 그 다음 마디의 첫 번째 8분음표(해결) 박에 계류규칙

(MPR 8)이 나타난다. 또한 양 외성의 최고음과 최저음도 출현(파란 원으

로 표기)한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복합 변위 불협화인 D4+1(♪)과 

D4-1(♪)에 더해져서 박자 불협화 강도의 증가에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박자 불협화의 최고 정점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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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현부: 강화된 변위 불협화의 수직 중복

   2중 푸가 주제 A 자체에 새겨진 변위 불협화의 강도에 대한 내용은 

이미 본론의 앞부분에서 논의했었다. 즉 주제 A의 변위 불협화는 제시부

→ 발전부 → 재현부를 걸쳐 D2+1(♩) → D4+1(♪) → D2+1(♪)로 점차 강

화되었다. 그리고 재현부에서 불협화 강도가 가장 강화된 변위 불협화 

D2+1(♪)은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 두 성부에서 수직으로 동시에 나타나 

그 강도가 더욱 증가한다.(<악보 19>와 <악보 20>)  

  <악보 19> Op. 133 마디 139~140  변위 불협화 D2+1(♪)

  <악보 20> Op. 133 마디 151~152  변위 불협화 D2+1(♪)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의 2성부에서 동시출현.  D2+1(♪)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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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부에서 주제 B 자체의 리듬 요소는 변한다. 곡의 시작부터 두 옥

타브 이상의 간격까지 도약하던 부점 리듬의 주제 B는 발전부까지 고집스

럽게 그 형태를 고수했었다. 특히 수직적으로 겹쳐 진행하는 스트레토 부

분에서 상대적인 박자 협화적 성격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푸가 스트레토의 

절정을 의심하게 했었다. 즉 스트레토 후, 4성부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강

한 변위 불협화의 특징으로 기존의 푸가 스트레토의 긴장감은 오히려 박

자 협화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이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재현부에서 

주제 B의 3연음부 리듬 변화이다. 그리고 이 3연음부의 각 첫 음은 기본 

박층의 강박과 일치해서 나타남으로서 수직적으로 여러 성부에서 그 리듬

이 중복되어 나타나더라도 박자 불협화적 요소를 띠지 않는다는 것이

다30). 스트레토와 3연음부 리듬은 기존의 음악에서는 긴장감을 유발시키

는 요인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이들은 긴장감이 없는 박자 

협화적 성격이 부여되었다. 곡의 초반부터 광기에 드리워져 도약하던 주

제 B의 강박은 기본 박층의 강박과 일치하는 곳에 놓여서 그 광기의 확장

이 통제되었고, 더 나아가 주제 B를 이용한 스트레토와 3연음부 리듬의 

긴장감조차도 협화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30)

   재현부(마디 139~ 140)의 주제 B는 3연음부의 리듬이다. 이곳에서 기본 박층은 8분음표
로 움직이며, 주기 단위(카디널리티, cardinality)는 2이다. 기본 박층의 강박의 위치와 
주기 단위는 악보아래에, 제1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3연음부의 강박의 위치와 주기 단위
는 악보 위에 숫자로 표시된다. 두 지점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재현부
의 주제 B는 박자 불협화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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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작품에서 다양한 종류의 박자 협화적 패

시지가 도약하는 특성을 지닌 주제 B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보다 더 다양

한 종류의 박자 불협화적 패시지가 보다 안정적인 특성을 지닌 주제 A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재현부의 시작 부분에 나타난 주제 A의 가장 강화된 변위 불협화 

D2+1(♪)은 비올라를 시작으로 첼로, 제2바이올린 그리고 제1바이올린의 

단일 성부(각 성부에서 B♭- F - B♭- F장조로)에서 나타난다.  그 이후 

변위 불협화 D2+1(♪)은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 성부에서 동시에 수직 중

복으로 나타나 더욱 강화된 형태로 질주, 주제 B의 리듬 변화인 3연음부 

수직 중복의 협화적 패시지와 동행하며 곡의 후반부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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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합 변위 불협화와 강화된 변위 불협화의 병존

   소나타 형식은 드라마틱한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한다. 여러 요인에 의

해 일어난 갈등은 발전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재현부에서 해결된다. 이

러한 해결 원리를 앞서 논의된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Op. 5의 1악

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여러 요인 중 박자 불협화적 성격을 갈등

의 한 요인으로 사용한 이 작품에서도 박자 불협화는 박자 협화로 해결되

었다.  

    그러나 Op. 133의 2중 푸가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

다. 2중 푸가의 발전부 끝부분에서 복합 변위 불협화에 의해 형성된 박자 

불협화적 갈등은 계류음과 최고음, 최저음의 출현으로 인해 더욱 고조된

다. 그리고 이런 극적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재현부에서 주제 A의 가장 

불협화 강도가 높은 변위 불협화 D2+1(♪)로 연결된다. 그 이후 변위 불협

화 D2+1(♪)은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 두 성부의 수직중복에 의해 그 강도

가 더욱 강화되면서 계속 열린 상태로 상승, 질주한다. 즉 박자 불협화의 

박자 협화로의 해결이 아닌, 발전부의 복합 변위 불협화와 재현부의 강화

된 변위 불협화의 병존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작품의 박자 

불협화(특히 변위 불협화)는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었는지 알아본다. 앞서 

논의한 2중 푸가 주제에 새겨진 변위 불협화의 수평적 전개와 그에 따른 

박자 불협화 강도에 대한 내용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낸 것이 있었다. 

주제 자체에 새겨진 변위 불협화 강도가 점차 체계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제시부, D2+1(♩) → 발전부, D4+1(♪) → 재현부, D2+1(♪)]과 주제, 동

기 발전 기법이 정교하게 박자, 리듬에도 적용된 사실이었다. 즉 이 작품

에서 리듬동기 발전 기법이 적용된 변위불협화 D2+1(♩), D4+1(♩), D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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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1(♪) 그리고 D2+1(♪)은 모두 푸가 주제 A 자체의 변위 불협화 

D2+1(♩)에서 파생, 발전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의 주

제에서 나타난 변위 불협화들은 점차 그 불협화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중 푸가에 나타난 모든 변위 불협화의 상대

적 강도를 비교해 본다면 이 작품의 박자에 대한 전략에 접근해볼 수 있

을 것이다. 

   우선, 변위 불협화 D4+1(♩)은 그 주기 단위가 4분음표 4개에 해당하는 

온음표의 음가마다 강박과 상충함으로 (같은 조건 하에서) 이들 중 가장 

불협화 강도가 낮다. 그리고 변위 불협화 D2+1(♩)은 주기 단위가 4분음표 

2개에 해당하는 2분음표의 음가마다 강박에 상충하며, 이 푸가 자체의 주

제이기도 하다. 또한 발전부에서 주제의 변위 불협화 D4+1(♪)은 박층의 

음가에 보다 더 인접해서 발생함으로 변위 불협화 D2+1(♩) 보다 불협화 

강도가 더 높아진다. 재현부에서 주제의 변위 불협화 D2+1(♪)은 기본 박

층과 이에 상반하는 층들 사이의 충돌이 변위 불협화 D4+1(♪) 보다 더 

많이 나타남으로 불협화 강도가 더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변위 불협화 

D4+1(♪)과 변위 불협화 D4-1(♪)을 비교할 때, 변위 불협화 D4+1(♪)이 

새롭게 출현할 때 변위 불협화 D4-1(♪) 보다 박층의 음가에 더 인접해서 

발생함으로 변위 불협화 D4+1(♪)의 불협화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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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협화 

강도 

(강한  순서)

변위 불협화 

종류
유     형

1 D2+1(♪)

2 D4+1(♪)

3 D4-1(♪)

4 D2+1(♩)

5 D4+1(♩)

     

    <도표 3>  2중 푸가에 사용된 변위 불협화의 상대적 강도  

앞의 내용에 의해 불협화 강도가 가장 높은 D2+1(♪)은 <도표 3>의 가장 

위에, 다음으로 D4+1(♪)과 D4-1(♪)이 순서대로 나열되었다. 그리고 이들

보다 불협화도가 낮은 D2+1(♩)과 D4+1(♩)이 차례로 나열되었다. 2중 푸

가에 나타난 변위 불협화들의 상대적 강도는 <도표 3>의 방법처럼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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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 불협화의 강도를 비교하는 것 외에 변위 불협화들이 수직적으로 중

첩되는 복합 변위 불협화의 강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변

위 불협화와 복합 변위 불협화 등이 2중 푸가의 어떤 장소에 나타나는지

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4>)

   <그림 4>  변위 불협화들이 나타난 위치와 그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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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의 세로축은 변위 불협화의 강도가 약한 것부터 강한 순서로 배열

되어 있다. 가로축은 2중 푸가의 시간에 따른 진행으로 제시부부터 재현

부까지 주요한 마디수를 보여준다. 또한 각 변위 불협화들이 나타나는 곳

과 빈도수를 그 해당 위치에 숫자로 나타내면, (변위 불협화들이 수직적으

로 중첩하는) 복합 변위 불협화의 출현 위치와 그 빈도수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즉 <그림 4>의 그래프를 통해 2중 푸가의 박자 불협화(특히 변위 불

협화)가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주제 A의 변위 불협화는 제시부에서 D2+1(♩), 발전부에서 D4+1(♪) 

그리고 재현부에서 D2+1(♪)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제 A는 각각

에 해당하는 세로축의 변위 불협화와 가로축의 마디에 대응하여 (그 지점

의 중앙에 회색 사각형으로) 그 해당 위치에 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세 지점을 연결하면 가로축과 세로축의 비례관계를 알 수 있다. 즉 이 작

품의 박자 불협화(변위 불협화) 강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수평적으로 

점차 증가하도록 배치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전부의 후반부를 향하면서 변위 불협화들의 출현빈도가 많아지

고, 변위 불협화들의 수직적 중첩에 의한 복합 변위 불협화의 형태로 나

타나서 박자 불협화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절정은 강한 강박

을 형성하는 불협화음인 계류음과 제1바이올린의 최고음과 첼로의 최저음

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붉은 점선 표기는 불협화를 더욱 증가시키는 계

류음31)이 출현하는 곳이다. 계류음은 강한 변위 불협화들이 중첩된 곳에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중 푸가의 박자 불협화(특히 변위 불협화)가 어떻게 배치되었는가에 

대한 위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전부에서 최고의 절정에 이른 박자 

불협화는 박자 협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재현부에서 주제 A의 가장 

31) 각주 5)MPR 8 계류 규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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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협화 강도가 높은 변위 불협화 D2+1(♪)로 연결된다. 물론 이 글의 처음

에 언급했듯 소나타 형식으로 제시부의 푸가가 그대로 재현부에서 화성적

으로 반복(B♭- F - B♭- F장조)되고 있지만, 주제의 박자 불협화 성격이 

강하게 다가와 재현부의 해결을 망각하게 된다. 즉 박자 불협화의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박자 불협화로의 연결은 발전부의 복합 변위 불협화와 재현

부의 강화된 변위 불협화의 병존 형태로 드러난다. 

   이것은 푸가 주제 A의 박자 불협화(변위 불협화)가 제시부-발전부-재

현부를 거치면서 계속 불협화도가 강화, 발전된 것처럼 발전부의 박자 불

협화로 인한 갈등의 절정도 재현부를 거치면서 계속 상승, 질주하는 형태

로 나타난다. 그리고 박자 불협화를 박자 협화로 해결하는 원리와 박자 

불협화들의 병존 형태를 대립시킴으로써 형식상 또 다른 상충의 의미를 

부여하여 형식의 확장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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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본 논문은 베토벤 현악4중주 Op. 133  2중 푸가의 박자와 리듬기법의 

특징을 연구한 것이다. 2중 푸가는 당김음이 중요한 리듬 특징이었다. 그

리고 당김음의 체계적인 전개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크렙스의 박자 불협

화 이론을 사용하여 이 작품의 박자와 리듬기법의 특징을 밝힐 수 있었

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박자 불협화 이론이 2중 푸가의 박자와 리듬기법의 

특징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밝혀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주로 조성에 관련된 주제, 동기 발전 기법

이 박자, 리듬에도 정교하게 적용된 것과 2중 푸가의 주제에 새겨진 리듬 

특징인 박자 불협화(변위 불협화)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를 거치면서 

점차 체계적으로 강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점차 강화된 주제의 박

자 불협화는 발전부에서 정점에 도달한 박자 불협화를 협화로 해결하지 

않고, 재현부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질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선, 주로 조성에 관련된 주제, 동기 발전 기법이 정교하게 박자, 리

듬에도 적용된 사실은 발전부에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변위 불협화 형

태에서 알 수 있었다. 즉 이 작품에 나타난 변위 불협화들은 서로 연관되

어있었고 이 모든 것은 주제 A 자체의 변위 불협화에서 비롯되었다. 이렇

듯 베토벤의 만년 작품들이 갖는 특징 중 하나인 주제와 동기를 잠재적인 

가능성의 극한에까지 의식적으로 전개시키는 발전 기법을 조성에 관련된 

것 외에 박자, 리듬에도 정교하게 적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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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중 푸가의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를 거치면서 주제 자체에 새겨진 

변위 불협화(당김음)의 강도가 점차 체계적으로 강화된 것은 제시부에서 

변위 불협화 D2+1(♩)의 형태로, 발전부와 재현부에서는 각각 D4+1(♪), 

D2+1(♪)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었다. 즉 D4+1(♪) 해석층의 

박이 D2+1(♩) 해석층의 박보다 기본박이 되는 단위의 음가와 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함으로써 불협화 강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크렙스의 이론에 

의해서 알 수 있었고, D2+1(♪)의 기본 박층과 이에 상반하는 층들 사이의 

충돌이 D4+1(♪) 보다 2배 많아졌기 때문에 불협화 강도가 더 높다는 사

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자 불협화 이론을 통해 2중 푸가의 박자 전개 과정을 수평적 

측면과 수직적 측면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수평적 전개는 2중 푸

가 주제 A의 발전 양상에서 나타났다. 제시부에 제시된 주제 A는 그 자체

가 박자 불협화(변위 불협화)의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 주제 A는 발전

부에서 강도가 더 높아졌다. 특히 이 작품에 특별한 박자 전략이 적용되

고 있다는 것을 재현부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주제 A의 

변위 불협화는 발전부에서 등장한 것보다 불협화 강도가 더 높아진 형태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박자 불협화 이론을 적용하여 곡 전체를 

통해서 주제 자체에 새겨진 변위 불협화의 리듬 특징은 점차 체계적으로 

강화된 것을 알았다.  

   또한 박자 불협화의 수직적 전개는 복합 변위 불협화로 설명 가능했

고, 복합 변위 불협화를 통해 박자 불협화의 절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즉 발전부의 변위 불협화들은 여러 종류의 변위 불협화들이 

수직적으로 배치되어 서로 상충하는 복합 변위 불협화로 나타나서 박자 

불협화의 강도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두 층위 이상으로 확대된 복합 변위 

불협화에 레르달과 자켄도프의 박자선호 규칙 중 계류규칙이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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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의 최저음과 제1바이올린의 옥타브로 이루어진 최고음도 박자 불협화 

정점에 기여함으로써 전체 작품 중 박자 불협화의 최고 정점에 도달했다. 

   수직적 전개의 한 측면으로, 수평적 전개에서 논의된 불협화 강도가 

가장 강화된 주제의 변위 불협화가 재현부에서 수직 중복으로 나타나 그 

강도가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불협화의 

강도는 재현부 끝부분까지 지속됨으로써 (발전부의) 박자 불협화의 절정

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열린 상태로 상승, 질주하고 있었다. 

   2중 푸가의 박자와 리듬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크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론을 사용하여 박층의 강박과 이와 상층하는 해석층들의 강박 사이와의 

관계를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박자 불협화 이론에 의거한 숫

자와 위치를 표기함으로써, 단순히 당김음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서로의 

상관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박자 불협화를 사용한 2중 

푸가의 리듬 해석은 이전의 이중 당김음이나 혼란스러움으로 설명되던 것

과는 다른 상세한 논의였다. 

   분석 결과 베토벤은 푸가 주제의 리듬 모티브 발전 기법을 사용함으로

써 리듬 특징으로도 곡의 체계적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작곡가

임을 알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제에 새겨진 리듬 특징인 변위 불협화

는 연속적으로 강화되었고, 이렇게 점차 강화된 주제의 박자 불협화는 발

전부에서 정점에 도달한 박자 불협화를 협화로 해결하지 않고, 재현부에

서도 계속해서 상승,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내용으로 베

토벤이 박자와 리듬을 혁신적이며 독창적인 방법으로 사용했고, 박자 불

협화를 박자 협화로 해결하는 원리와 박자 불협화들의 병존 형태를 대립

시킴으로써 형식상 또 다른 상충의 의미를 부여하여 형식의 확장 가능성

도 보여준 선구적 작곡가였다는 사실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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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베토벤의 현악4중주 Op. 133 2중 푸가의 박자에 대해 논의

했다. 이 모든 논의는 크렙스의 박자 불협화 이론을 통한 것이었다. 그리

고 이 이론을 통해 이 작품의 박자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그 이상의 유

추도 가능했다. 필자는 이런 분석을 통해 작곡가 자신의 분석을 뛰어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분석은 작곡가, 연주

자, 감상자 또는 연구가로서의‘우리의’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하퍼-스코

트의 언급32)처럼, 이 작품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박자 불협화 

이론이 우리 시대의 음악에도 적용됨으로써 작품에 대한 더 좋은 해석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32) J. P. E. Harper-Scott and Jim Samson, 『음악학 개론』 민은기 옮김 (서울: 음악세
계, 201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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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현악4중주 Op. 133 2중 푸가에 나타난 변위 불협화의 수평적 전개

[주제 A의 D2+1(♩), D4+1(♪)와 D2+1(♪)]와 수직적 전개  그리고 

점표기법(dot notation)으로 나타낸 그 출현 위치와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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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hythm and Meter 

of Grosse Fuge Op. 133

    - Focusing on Krebs' Metrical Dissonance -

Yoonsuk Yeon

Musicology·Music Theory, Dep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ter and rhythm 

technique of Grosse Fuge Op. 133. In the double fugue of this work, 

syncopation plays a very important role, but a clear interpretation of the 

double fugue was difficult due to the absence of a tool that could 

explain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syncopation.

   However, a recent theory on rhythm and meter, Harald Krebs' 

metrical dissonance, can explain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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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opation.  And using this theory, it was possible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rhythm and meter technique of double fugue of 

Op. 133.

   Its main characteristics were that the composition technique of the 

theme and motive mainly related to tonality was elaborately applied to 

the rhythm and meter, and the dissonance of the meter engraved in the 

theme of the double fugue was gradually strengthened systematically. 

And although the metrical dissonance of the gradually strengthened 

theme reached its apex in the development section, it was not resolved 

by metrical consonance, and was maintained and strengthened in the 

recapitulation as well. In other words, by opposing the principle of 

resolving metrical dissonance with metrical consonance and the 

coexistence of metrical dissonances, the possibility of extension of the 

form was also revealed by giving the meaning of a formal conflict. This 

was also a major characteristic of the work.

   So Beethoven uses rhythm and meter in an innovative and original 

way in double fugue of Op. 133, and all these discussions were possible 

through Krebs' metrical dissonance (theory) in time.

Keywords: L. v. Beethoven, Grosse Fuge Op. 133, Harald Krebs,     
           Metrical Dissonance, Displacement Dissonance,           
           Compound Displacement Dissonance  
Student Number: 2017-2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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