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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비공통관습적인 현대음악은 작품의 음조직 및 화성체계의 개별성으로 인

해, 화성적 맥락의 파악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난점에 따라, 여러 새로운 분

석방법이 시도되었으나, 이전의 공통관습체계의 작품에 대한 분석모델과 

같은 악곡 전체에 대한 화성적 유기성의 고려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죄르지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의 ⟪피아노 에튀

드⟫ (Études pour piano)를 대상으로, 화성적 주요지점 중 하나인 종지에 

나타나는 화성적 측면을 동적구문론적 관점에 기초하여 유형화를 시도함

으로써, 비공통관습음악에서의 화성적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점

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을 시도한다. 

  화성적 양상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기준이 될 화성적 기본원리를 먼저 조

명하고, 리게티 에튀드 전곡에 나타나는 각 범주의 화성적 소재에 대해 화

성적 기본원리에 견주어 고찰하였다. 종지에서의 화성적 양상을, 곡에서 

형성되는 음조직 및 화성체계의 구조에 견주어 동적구문론의 관점에서 어

떠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가에 따라, 기본적 유형과 복합적 유형으로 분

류하고, 각 분류 내에서 세부적인 화성양상의 차이를 반영한 하위분류를 

포함하여, 그에 따른 음악적 의미의 세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공통관습음악에 있어서도 음 및 화성소재의 상호관

계 및 조직에 따라, 화성이 종지라는 중요한 음악적 국면에서 세밀하게 분

화된 음악적 의미를 형성함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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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음악에서는 공통관습체계에서 벗어나 작곡가마다, 그리고 작

품마다 상이한 화성요소와 음조직, 화성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이1

로 인해 조성이나 선법에 의한 작품에서와 달리 악곡 내의 화성요소 

내지 음조직의 구성요소가 어떤 맥락을 형성하는지 분석 또는 파악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접근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음악

작품 속에서 음과 화음은 (쉽게) 파악되지 않기에 개연성 없이 (의도

적으로 무작위성을 음악에 도입한 우연성 음악을 제외하고) 무작위

적으로 구성(작곡)된 것이 아니며, 그 음조직과 화성체계는 단지 감

각적인 측면의 다양성에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구성 

및 음악구문론적인 측면과 연계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비공통관습음악인 현대음악에서 음조직 및 화성체계 내의 

화성소재의 조직organization, 그리고 개별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역할 및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언어적 구문의 문장구조는 구문을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에 따른 문

장요소를 구분하며 그에 따른 배열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

음악적 구문은 소리 자체에 구체적인 의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

 “화성이 이제는 공통된 언어의 바탕이 아니라 개인 양식의 문제(…)(Griffiths, 1

1994, p.22)”

 문장은 하나의 주어(주어부)와 하나의 서술어(서술부)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다. 2

주어는 단독으로 또는 구와 절등이 관형어와 함께 '주어부'를 이루며, 서술어는 목
적어·보어 등과 함께 '서술부'를 이룬다(“문장(언어학)”, 위키백과, 2020).

1



    
장구성요소의 의미와 그에 따른 품사에 의한 구조가 아닌, '음악적 대

상' 간의 관계성 자체 에 따라 형성되는 '시간논리'라고 할 수 있다.  3 4

19세기에 형식미학을 주창한 에두아르트 한슬릭

(Eduard Hanslick, 1825-1904), 나아가 20세기의 진보

적인 작곡가들이 말하듯이 음악을 순수한 음향적 대상으

로서만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소리와 소리 사이의 통사론

적 관계성은 음악에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정은, 2004, p.217) 

  음조직 및 화성은 이 소리 간 관계성을 구성하는 음악의 한 영역으

로, 시간논리에 음 간의 관계를 통한 음향논리를 결부시킨다는 점에

서, 음악적 구문의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앞서 5

언급했듯, 현대음악에서 소재 간 관계성과 화성체계 및 조직이 개별

 음악적 통사론은, 언어적 통사론과의 사이에 그 구성요소인 추상적인 소리 어휘3

로 인한 근본적인 차이를 형성한다. 언어적 구문론은 구문을 구성하는 단어의 의
미에 따른 문장요소를 구분하는데, 이는 어휘의 품사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에 따른 구문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음악의 구성요소인 소리는 그 자체로는 구
체적인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소리의 자체적 의미와 그에 따른 범주—문장성분
과 같은—에 의해 음악적 문장의 구조가 파악될 수 없다.

 언어에서도 품사에 따른 것이 아닌 단어의 인접에 따른 연관성을 갖는다는 관점4

에서 문장구조에 대해 연구하는 인지구문론이라 지칭되는 이론이 존재한다. 그러
나 이 이론은 언어적 통사론의 보편적/전통적 관점과는 다르다.

 쉥커이론이나 그 이전의 악구의 형식구조적 구분에서 나타나듯 음조직적 전제 5

하에서 음도를 통해 악구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나, Generetive Theory에서 화음
을 통해 악구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과 같이, 음조직과 화성은 음악적 구문론의 관
점에 따른 구문 파악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2



    
화된 점으로 인해 그 명확한 파악이 어려워졌는데, 이는 음악적 구문

의 구조 파악 또한 어렵게 하는 점이다.  6

  음악적 구문은 소리 간—음과 화성소재 간의 연관성에 의해 형성되

며, 화성소재 간의 연관성은 또한 화성체계 및 조직이기도 하므로, (전

통적으로 음악적 구문론에서 취했던 방법인) 이미 규명된 (조성이라

는) 화성체계를 통하여 음악적 구문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역으

로 구문구조를 통하여 (비전통적인) 화성체계에 접근하는 것 또한 가

능하리라는 전제 하에, 종지라는 한정된, 그러나 구문론적 주요지점

에서의 화성적 양상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화성의 조직성 및 화성소

재의 기능의 파악하는 것 또한 유의미하리라 본다. 

  종지는 악구라는 하나의 실제적 악상substantial musical thought

의 물리적 종결로서 그 경계를 형성하며, 악구 내에서 악상musical 

thought의 변화·발전가능성이 ‘닫히는’—끝나는 지점으로서, 화성적 

역할·기능과 강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형식적 지점이다(Taruskin, 

2009). 따라서 종지의 화성적 양상 및 다른 부분과의 화성적 관계성

을 조명함으로써, 음조직 및 화성체계 상의 음 및 화음의 실제적인 

작용, 역할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화성적 조성

체계에 기반한 공통관습음악에서는 종지의 유형을 종지구간에서의 

 과거에 화성적으로 무질서한 또는 비논리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atonal6

이라 불렸던 음악에서도, 현대에는 그 조직 및 체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작곡가 
및 작품 사이에서도 어법적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아직 갖추지 않은 채 고전적인 화성과도 더 이상 무관한 
종류의 음악은 무조적이라고 불렸다. 이러한 음악은 임의적이고 무질서하다는 비
판을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되돌아볼 때 1915년경의 음악에는 놀랄 만한 
통일성과 일관적인 화음 형성 방식이 존재해서, 스크리아빈과 쇤베르크와 같이 서
로 관계가 먼 작곡가들을 분석해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de 
la Motte, 1976/2005, p.401).”

3



    
화성—화음 및 특정 화음진행을 통하여 구분하기도 하였으며

(Rockstro, Dyson, Drabkin, Powers, & Rushton, 2001), 따라서 비

공통관습체계에서의 화성의 조직 및 기능 파악의 초석으로서, 본고

에서도 이와 같이 화성적 종지형의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현대음악을 대상으로 종지라는 제한된 지점에서의 화

성적 상황을 유형화하고 그 작용과 그에 따른 역할에 대해 연구함으

로써, 현대음악에서 화성적 측면이 어떠한 방식으로 음악적 맥락에 

관여하고 있는가를 원론적으로 탐색하고, 공통관습체계 외에서도 화

성적 기능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

와 같이, 현대음악에서는 작품마다도 다른 화성어휘, 화성어법에 의

해 쓰여진 경우도 많아, 화성적 요소가 형성하는 음악적 맥락에 대

해 현대음악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피상적인 결과 밖에

는 얻을 수 없을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한 작곡가의 특정 작품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연구대상이 되는 작품의 작곡가로는 20C 중반 이후에 활발히 활동

하고 당대의 작곡가들과 영향을 주고받아, 과거의 양식을 답습하거

나 현대의 경향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은 작곡가를 선정하고자 하

였으며, 작품군을 선정은, 첫째로는 앙상블이나 관현악법적 측면 등

의 화성 외적인 측면이 가능한 배제될 수 있는 독주악기를 위한 작품

일 것, 둘째로는 화성적 측면에 관한 연구이기에 선율악기가 아닌 화

성악기를 위한 작품일 것, 셋째로는 동일 작품군에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수의 작품이 존재할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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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죄르지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 의 ⟪피아노 7

에튀드⟫ (Études pour piano) 1~3권의 No.1에서 No.18까지의 전

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의 ⟪피아노 에튀드⟫는 독주편성이자 화성악

기인 피아노를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화성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연

구하기에 가장 적절한 편성이며, 에튀드라는 장르의 특성 상 특정 음

형이 반복되어 음형의 변주와 변형, 모티브의 주제적 전개 등 연구

의 대상이 되는 측면이 적게 나타나 화성적 측면을 조명하기에 적합

하고, 총 18곡—No.14a를 포함하면 19곡—으로 다수의 작품이 존재

하기에, 해당 작품을 연구대상으로서 적합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는 음소재적 측면이나 화성소재의 운용방

식, 작곡기법, 양식적 특성, 연주법 등 여러 각도에서 연구된 바 있으

나, 화성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음조직 및 화성조직이 음악적 맥락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있게 연구된 바가 없

다. 

  본고에서는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 내의 종지에서의 화성적 양

상의 판단에 필요한 기본적 원리를 먼저 살펴본 후, 화성적 양상을 

구성하는 소재 및 관계성을 화성적 원리에 따라 규명하고, 그에 따

른 종지에서의 화성적 유형을 분류, 그 음악적 의미를 논할 것이다.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를 대상으로 한 본고의 이러한 시도는, 

현대음악에서 ‘종지’라는 음악적 구문 내의 주요국면에서 음조직 및 

 리게티는 초기에는 헝가리에서 벨라 바르톡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경향7

을 보였으나, 이후 독일과 프랑스 등을 오가며 동시대의 작곡가들과 교류하고, 전
자음악 및 그로부터 비롯된 기법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등, 20C 중후반의 작곡계
의 경향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마이크로폴리포니나 견고한 음조직 등 작곡기법의 
영역을 넓히고 고유한 스타일을 확립한 20C의 주요한 작곡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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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적 소재가 어떻게 다른 부분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음악적 맥락

을 형성하여, 각 소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지점을 

조명하게 되므로, 비공통관습양식의 음악에서의 소재나 그 운용방법

을 넘어서 화성의 작용 및 기능에의 접근 및 그에 따른 음악적 맥락

의 의미를 보다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비조성음악—비공통관습음악

의 음악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II. 본론 

 1. 원리 

  각각의 화성적 원리는 그 대상이 되는 소재의 범주나 층위, 종합적

인 화성적 양태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에 따른 세부적 원리는 다양하

나, 크게 다음의  다섯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지의 화성적 

양상에 대한 판단은 이에 준거한다. 

• 상관화relativization—동·이질성similarity/difference 및  

협·불협화성consonancy/dissonancy 

• 조직화organization와 위계hierarchy 

• 결합combining과 공간화spatialization 

• 방향성directivity과 운동motion 및 진행progression 

• 안정화stabilization 및 안정·불안정성stability/instability 

6



    

  화성 개념은 방대하여 몇 개의 짧은 서술로 화성의 모든 측면을 포

괄하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화성의 사전적 정의 및 서술로부터 위의 

화성적 원리의 각 범주에 대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화성학은 여러 음에 의한 동시적 울림의 질서를 연구하

는 것(분야)이며, 수평적(순차적) 요소인 리듬 및 선율과 

대조적으로 음악의 수직적(동시적)인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  8

화음을 구성하기 위하여 음들을 동시적으로 결합하는 

것, 아울러 화음진행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를 연속적으

로 결합하는 것  9

음악에서 화성이란 들음으로써 분석되는 개별적이거나 

중첩된 소리의 진행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화성은 동시적

으로 발생하는 주파수나 음고 또는 화음을 의미한다.  10

 “Sie(Harmonik) beschäftigt sich mit der Ordnung des Zusammenklangs 8

mehrerer Töne und kann als vertikale (zeitgleiche) Komponente der Musik 
angesehen werden, im Unterschied zu den horizontalen (zeitseriellen) 
Komponenten Rhythmus und Melodie.(de.wikipedia.org, 2021)” 

 “The combining of notes simultaneously, to produce chord, and successively 9

to produce chord progression(Cohn, Hyer, Dahlhaus, Anderson, & Wilson, 
2001).”

 “In music, harmony is the process by which the composition of individual 10

sounds, or superpositions of sounds, is analysed by hearing. Usually, this 
means simultaneously occurring frequencies, pitches(tones, notes), or 
chords(en.wikipedia.or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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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C 이후의 비공통관습체계 이전의 화성체계, 공통관습체계

common practice system인 조성체계tonal system로부터도, 조성체

계의 구체적으로 양식화된 측면을 배제하고, 화성체계의 근본적 측

면에서 화성원리의 근거를 참조할 수 있다. 

조성은 지각된 관계, 안정성, 지향성과 방향성에 의한 위

계에 대한, 음악작품에서의 음고 및 화음의 적용이다.(…) 

조성은 (장음계나 단음계의 음들처럼) 음의 조직화된 체

계로, 체계 내에서 한 음(으뜸음)이 나머지 음들에 대해 

중심점이 된다. 다른 음들은 조성작품에서 으뜸음에 대

해 제한된 관계성을 가진다.  11

조성의 원리 및 절차procedure와 일치하며 음고나 화음, 

조가 관계의 거리를 설정하는 이론적 모델.  12

  ‘여러 음에 의한 동시적 울림의 질서mit der Ordnung des 

Zusammenklangs mehrerer Töne’, 구성요소Komponente, ’결합

combining’, ’진행progression/process’, 위계hierarchy, 지각된 관계

perceived relations, 안정성stabilities, 방향성directionality, 조직화

organized, 체계system, 중심점central point, 관계성relationship, 거

 Tonality is the arrangement of pitches and/or chords of a musical work in a 11

hierarchy of perceived relations, stabilities, attractions and directionality. (…) 
Tonality is an organized system of tones (e.g., the tones of a major or minor 
scale) in which one tone (the tonic) becomes the central point for the 
remaining tones. The other tones in a tonal piece are all defined in terms of 
their relationship to the tonic(“Tonality”, en.wikipedia.org, 2021).

 “A theoretical model setting forth ‘distance’ relationships between pitches, 12

chords or key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Tonality.
(“Tonal space”, Moone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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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distance, 일치accordance 등과 같은 개념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각각은 상기한 화성적 원리의 다섯가지 범주에 관련된다. 

  각각의 원리는 개별적, 상호배타적으로가 아닌, 상호관계적으로 작

용하여, 각 원리가 다른 원리에 의한 화성적 양상에 대해 다시 그 작

용이 나타난다. 가령 상관화 원리는 소재 간에서 뿐만 아니라 음조

직 또는 화성체계 간에, 음고공간 간에, 진행음정이나 음운동, 화음

진행 간에, 각 부분의 안정적인 정도 간에 그 특성 및 정도에 따른 관

련성을 형성한다. 또한 안정성은 소재의 양태 뿐만 아니라 관계 안정

성, 위계 안정성, 공간안정성, 진행안정성으로 나타나는 등 다른 원

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 작용양상이 나타난다. 

  가령 일련의 화음에 의한 진행에서, 화성진행을 형성하는 화음 간 

관계성 및 거리에 따라 다른 화성적 양상이 형성되는데, 이와 같이 

여러 원리가 복합적으로 화성적 양상을 형성한다. 이에 관련하여 화

음 연결에서 화음 간 근친성에 따른 구분이 존재하며, 화음 관계 및 

거리를 집중적으로 다룬 네오리만 이론, 화음 간 관계성 및 거리에 

대한 엠마누엘 비간드(Emmanuel Bigand), 리차트 판컷(Richard 

Parncutt, 1957~), 프레드 러달(Fred Lerdahl, 1943~)의 

“Perception of musical tension in short chord sequences: The 

influence of harmonic function, sensory dissonance, horizontal 

motion, and musical training”(1996)와 같은 연구가 있다. 

  다섯가지 범주의 화성적 원리들은, 이론적 측면에서의 화성에 대

한 정의 및 기술, 음악사적 사례 뿐만 아니라 음악심리학 또는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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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형태심리학,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인지심리학과 

그 인접영역 , 인간의 일반인지능력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13

는 인지발달론 및 인지신경과학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 상관화relativization 원리 

  음 또는 소재가 상호 간에 그 성질을 기반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관계를 맺게되는 원리이다. 음 또는 소재의 성질은 소재 상호간에 형

성되는 관계의 유형을 좌우하므로 중요성을 갖는다. 그 관계는 음

고  및 음정구조 에 있어서의 동·이질성similarity/difference  및 14 15 16

협·불협화성consonancy/dissonancy에 따라, 동일, 동질, 유사, 이질

적인 관계로 파악되며, 구성음을 공유하는 정도 및 구성음 간의 협·

불협화도에 따라 그 근친적인 정도를 달리한다. 

 형태지각에 관한 게슈탈트 이론gestalt psychology으로부터 비교적으로 출발하13

여 음악에서의 청각적 형태지각을 연구한 학자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Leonard B. Meyer, Susan Denham, Istvan Winkler가 있다.

 “음의 높이 · 길이 · 강약 · 음색 중에서 음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음높이 뿐이14

다(Michels, 1985/2000, p.87).”

 음정구조는 음고에 대해 파생적이나, 음정은 음 간의 거리로서 음고 자체와는 15

다른 차원을 형성한다.

 “다시 말하면 음악의 현전이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이 형태들이 관계를 가지기 16

위해서는 같음-다름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때 그 같음의 판단이 우리의 논리적 사
고의 세계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할 것이
다. 논리적 사고의 근원은 동일률과 모순율이다. 음악적 형태의 관계의 파악 역시 
동일률과 모순율에 근거하는 것(…)(서우석, 1997,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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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호관계의 원리는 전통적으로도 주요한 화성원리로서, 음 간

의 협화·불협화의 구분은 피타고라스의 이론에서부터 나타나며,  조17

세페 짜를리노(Gioseffo Zarlino, 1517~1590)의 3화음의 음정구성 

및 성질에 따른 화음의 장과 단의 구분의 이론에서는 음정구성에 따

른 동·이질성 구분이, 조성체계에서의 3도 관계 화음의 근친성 개념

에서는 구성음의 공통 및 구성음 간의 불협화도 양자 모두가 나타난

다. 

  이와 같이 동·이질성 및 협·불협화의 구분은 주요한 원리이나, 다만 

협·불협화의 개념은 감각적인 것으로서, 완전4도와 같이 시대양식적

이거나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클러스터와 같이 그 18

불협화도를 지각하기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편차가 존재

할 수 있다. 

  동·이질성 및 협·불협화의 성질에 따라, 음이나 소재는 서로 동일한 

음 또는 소재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동일판단 또한 화성적으

로 중요한 세부원리가 된다. 다른 옥타브의 음 간의 동등성(또는 등

가성)octave equivalence 은 이미 오랜 시간 논의 및 연구된 바 있으19

 피타고라스(Pythagoras, c.570~c.495 BC)에서보다 정교화된 분류는 팅토리스17

(Johannes Tinctoris, c.1435~c.1511)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대위법은 한 음이 다른 한 음과 반대위치에 놓여질 때 일어나는 예술적인 음의 배
합을 말하며, 여기서 Contrapunctus라는 용어, 다시 말하면 음 대 음이라는 말이 
파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위법은 음의 배합이다. 이 배합 또는 혼합체가 듣기에 
기분좋은 음을(소리를) 낸다면, 그것을 어울림이라 부르고, 그 반대로 거칠고 귀에 
거슬리는 음이(소리가) 난다면 안어울림이라 부른다(Jeppesen, 1991, pp.9~10).”

 “모든 증·감음정 외에도 2도, 4도, 7도, 9도 등이 안어울림음(정)으로 구분된다. 18

그러나 4도는 매우 특별한 개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어울림음(정)과 안어울림음
(정) 사이를 왕래하는데, 나중에 논하게 될 어떤 상황 하에서는 어울림음(정)으로 
처리될 수가 있다(Jeppesen, 1991, p.91).”

 서우석(1997, p.32)에 의하면 옥타브 동등성은 추상화의 기제에 의한 것으로 주19

장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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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외에도 음정 및 화음 등의 다른 화성소재 에 있어서도 동일성 20

또는 동등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  21

  물리적 인접에 의해, 또는 기억에 의해 간접적으로,  음악의 소재 22

또는 청각적 대상물 간의 성질 상의 유사 등에 준거한 상호관련성 

및 동일성 판단이 일어나는데, 동·이질적 성질에 따른 관계형성이 주

요한 화성원리로서 자리한 것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배경으로는 게슈

탈트 이론의 유사의 원리를 참조할 수 있으며,  협·불협화가 주요한 23

화성원리로서 자리한 것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배경으로는 청각적 

측면억제 의 기제를 꼽을 수 있다. 24

 화음의 동일성 또는 동등성에 대해서는 라모의 근본저음에 따른 다른 배치의 화20

음을 같은 화음의 다른 상태로 보는 관점이 하나의 이론화된 사례이다.

 음악에서의 동일성, 등치성에 대해서는 서우석(1997, p.123~132)참조.21

 청각적 감각기억은 다른 감각기억보다 오래 잔여하여, 시간적으로 직접 인접하22

지 않아도 관계성이 인지될 수 있다.  
“음향기억의 파지기간은 영상기억의 파지기간 1/4초보다는 훨씬 긴 약 2초로 추
정되었다. … 두 번째 국면은 3~4초로 훨씬 오래 지속되었다(Crowder, 1982: 
Kellogg, 2015/2016에서 재인용, p.125).”

 유사한 성질을 띠는 대상들을 묶어 지각하는 원리. 게슈탈트 이론의 청각적 적23

용에 대해서는 Meyer(1956), Winkler & Denham(2015) 참조.

 인접한 음고의 자극이 억제되는 기제. 심한 불협화음정인 단2/단9/장7도 등과 24

트라이톤의 경우—단2도의 경우는 특히 직접적으로—억제되어야 할 인접음을 배
음으로 가지면서 기제를 거스르는 울림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불편함을 야기시
켜 ‘불협화적’으로 인지되는 것일 수 있다. 자연적 기제를 거스르기에 뇌신경이 과
활성화되므로 자동적으로 (감상자에게) 더 큰 주의를 끌게 된다(Baars, B. J. &  
Gage, N. M., 200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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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화organization 및 위계화hierarchization의 원리 

  음 또는 소재가 그 관계를 기반으로 (인지적으로) 조직화되고 위계

가 형성되는 원리이다. 음악작품 내에서 시간 상에 배치된 소리(음)

들은 단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소재 각각의 특성을 기반

으로 소재와 간의 관계성을 형성하며, 관계성이 고정적, 반복적으로 

인식되어, 감상(청취)에서 여러 관계구성요소를 하나의 조직 또는 체

계로 인식하는 것을 음이나 화성소재의 조직화라고 한다. 또한 조직

화된 구성요소들은 그 성질 및 양태에 따라 역할 및 중요도를 달리하

며, 그에 따라 위계화된다. 

  조직화 원리 역시 전통적으로도 주요한 화성원리로서, 고대 그리스

의 테트라코드tetrachord나, 아레쪼의 귀도(Guido d’Arezzo, 

c.991~c.1050)의 이론 등에서 조직화의 원리를 볼 수 있으며, 국소

적으로는 전전최종음antipenultima-전최종음penultima-최종음

ultima, 이끈음-해결음이나 불협화음(정)과 해결로서의 협화음(정)

과 같이 음이나 소재들이 조직화된—그에 따라 양식화된—관계가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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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화의 원리 또한 팅토리스 및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의 이론가들

에게서는 음정의 위계적 차등 이, 라모의 근본저음 이론에서는 화25

음 구성음 간의 위계적 차등이, 공통관습체계인 조성체계에서는 화

음 간의 위계적 차등이 나타나며,  앞서 살펴본 전전최종음-전최종26

음-최종음의 관계 또한 위계적인 차등이 드러나있다. 

  이에 관한 보다 음악사적인 예시로는, 중세음악의 어울림음정으로

만 악곡을 시작해야 한다는 프랑코니안 법Franconian Low, 르네상

스 음악에서의 불협화를 해결함에 있어 즉각적인 완전협화로 해결되

는 대신 불완전협화로 해결되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드러운 경사

도’  및 여러 단계의 음정적 변화로 이루어진 종지(Meier, 1992, 27

pp.25~31)’ 참조.—성부 간 음정에서 불협화음정에서 완전협화음정, 

 “그(Tinctoris)는 어울림음(정)을 여러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도 특25

히 완전어울림과 불완전어울림으로 분류한다. 완전어울림음에는 완전 1도, 4도, 5
도와 옥타브를 포함시키고, 그 자신이 말한대로 이들은 모든 작곡에 두드러지며 
주요 부분이 된다고 한다. 불완전어울림음(정)에는 장·단3도와 6도를 포함시키고 
그는 이들이 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Tinctoris는 제2편에 안어울림음(정)
의 목록을 수록했는데, 이들이 거슬리는 음을 내는 배합이라고 짤막하게 정의했
다. 그는 이들 중에 단·장2도, 증4도, 단·장9도 등이 포함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중
에 완전4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에서 언급하고, 고대에서
는 이것이 어울림 음으로 취급되었지만, 훈련받은 음악가의 귀에 너무 거슬리는 
음을 내기 때문에 5도음(정) 위에 나타날 때만 사용될 수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
게 함으로써, 4도를 가장 낮은 성부와 관련시키지 않고 중간 성부에만 관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Jeppesen, 1991, p.9)”

 조성체계를 어떠한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든, 음도화성에서는 I 또는 i, 기능화26

성에서는 tonic으로 지시되는, 공통적으로 중심center이 되는 음 및 화음이 존재하
며, 국소적으로, 따라서 위계적으로 중심보다 낮은 위계를 갖는, 한시적인 중심화
의 경우에 대한 으뜸음화tonicization의 개념 또한 존재한다.  

“1700년에서 1850년 사이의 모든 음악에서 이 세 화음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리만(Riemann) 시대 이래로 세 가지 주요 화성기능이 논의되고, 다른 모든 
화음들은 그 대리 화음으로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모든 화음들은 조적 중심으로서
(T), 또는 중심을 향한 긴장으로서(D), 혹은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긴장의 완
화로서(S) 기능한다.(de la Motte, 1976/2005, p.54)”

 부드러운 경사도는 2,4,7도의 불협화음정에서 1,5,8도의 완전협화음정 대신 3,627

도의 불완전협화음정으로 해결됨으로써 나타나는 완만한 변화를 완만한 ‘경사도’
로 표현하고 있다(de la Motte, 1981/2013, pp.116~117).

14



    
그 중에서도 특히 완전1/8도로의 단계적 진행이 나타나는 것—에

서, 음정 간 위계적 차등을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꼭 불협화의 해

결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 불협화음정과 협화음정 사이의 차등 외28

에도, 불완전협화음정과 완전협화음정 사이의 차등, 그리고 완전협

화음정 내에서도 완전5도와 완전8도 사이의 차등이 존재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Jeppesen, 1991; de la Motte, 1981/2013). 

 조직화와 위계형성에 따른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은, 음이나 소

재의 맥락에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역할을 인식하게 하는데, 이는 단

성선법(특히 시편창법Psalm tone)에서의 낭송음 및 마침음과 종지

형의 개념, 그리고 후고 리만(Hugo Riemann, 1849~1919)의 이론

에서의 기능개념이 이를 잘 보여준다(Blutner, 2017). 

조직화 및 위계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그러나 중요한 원리로서, 중심

성centricity이 있다. 이 원리를 통해 특정 음 또는 소재가 조직 및 위

계체계의 구심점으로 작용한다. 

  전통적인 공통관습음악에서는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다른 방법으

로 특정음이 타닉으로 느껴지게 하는 감각이 있다. (...) 조성 이후 음

악에서도 역시 음들을 중심으로 확정시키는 여러 방법이 있다. (...) 

 페로탱(Perotin, 1160~1230)의 비데룬트 옴네스 Viderunt Omnes (c.1198), 기28

욤 드 마쇼(Guillaume de Machaut, c.1300~1377)의 노트르담 미사 Messe de 
Nostre Dame(c.1365) 참조. 불협화와 협화의 구분은 나타나고 있으나, 곡에 나타
난 불협화가 대위법이나 화성법의 규칙에 따른 ‘해결’을 보이지 않고 있다(de la 
Motte, 198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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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타닉과 조성보다 중심음 및 중심성으로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

다.  29

  공통관습체계를 벗어난 20C이후의 음악에서는 조직성 및 위계성

이 옅은 음체계 또는 화성체계 또한 존재하나, 조직성 및 위계성이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는 적어도 두가지 근거가 존재한다. 첫째로 인간의 일반인지

능력에서 많은 정보를 다루는 고차원적 인지에는 조직화 및 위계화

의 기제가 존재하며, 둘째로 슬렌드로적 음계 로서 자체적인 구조30

적 차등과 그에 의한 위계성을 갖지 않는 온음음계에 의한 무작위적

인 음고나열패턴에서도, 조적중심을 발견한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

는 점 또한 무의식적(부주의적인—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일어나

는) 음조직 및 화성체계의 조직화를 뒷받침한다(Rosenthal, & 

Hannon, 2016).   

 

 “In traditional, common-practice tonal music, the sense that a particular 29

note is the tonic is felt in several different and intertwined ways. Think, for 
example, about E♭ as the Tonic of Beethoven's Symphony No.3. It is 
simultaneously the root of E♭-major triad (the tonic among triads) and the 
first degree ( ) of the E♭-major scale (the tonic among the scale degree). 
Functional harmonic progressions (from pre-dominant, to dominant, to tonic) 
are directed toward it; other tones and harmonies embellish and lead to it. In 
all of these senses, we say that this piece is in the key of E♭ major, and that 
E♭ is the piece's tonic. 
  Post-tonal music also has ways of establishing notes as central, but in the 
absence of traditional harmonic functions and voice leading, it is more 
accurate to speak if centric tones and centricity than tonic and tonality. There 
is no absolute boundary between traditional tonality and post-tonality 
centricity. Rather, we find a range of centric effect, from music in which 
centricity plays no significanct role, through music in which the sense of 
centricity is vague or contested, to music that is vividly organized with respect 
to one or more centric tones(Straus, 2016, pp.228~229).”

 de la Motte(1976/2005) 중 ‘XI. 1.슬렌드로와 온음음계’ 참조.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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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심리학 및 인접영역들에는 인간의 인지과정에서의 조직화 및 

위계화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및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어 조직

화 및 위계화의 원리에 대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3) 결합combining과 공간화spatialization의 원리 

  동시적인, 또는 동시적이지 않더라도 상호연관성이 인식된 일련의 

음은 집합적인 하나로 결합되며, 이것이 결합combining의 원리이

다. 서양음악의 일반적 화성소재 중 하나인 화음이 결합의 원리에 의

한 것인데, 일정한 진동수비의 여러 음의 결합, 혹은 여러 음정의 결

합, 또는 음과 음정 및 화음의 이종적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화음은 

동시적으로 울리는 여러 음에 의해 구성되기도 하지만, 음형에 따라 

구성음 내지 구성요소가 동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

다.  31

  관계성이 인식된 일련의 음 또는 화성소재에 의해 형성되는 일종

의 집합체는, 하나의 음악적 대상이기도 하지만,  공간을 형성하기도 

한다. 가령 음계의 경우, 스케일 음형이 아니더라도 작품에 나타나

는 일정한 진동수비의 여러 음 간의 관계성의 지각을 통해 그 인식

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음악적 공간 관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이는 청각적 감각기억의 다른 감각기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유지시간과 관련31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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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공간은 관계의 공간이다. (…) 음악적 공간은 우리

의 의식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개의 음들이 각각 관계를 만

듦으로써 시작되었다(서우석, 1997, p.69). 

모든 음악은 음체계, 즉 밖으로부터 음들에 적용되지 않

으며 그렇다고 음들이 단순히 끼워맞추기보다는 음들 자

신으로부터 진행하며 모든 다른 것을 배제하는 귀와 음

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질서체계에 기반을 둔다. 그러므

로 음체계는 청각적인 것의 질서, 즉 청각적 공간의 질서

이다.(Zuckerkandl, 1956/1992, p.260) 

  가장 대표적이며 보편적인 공간은 음공간Tonraum으로, 소리 자체

의 기본적 요소인 높이에 기반하고 있기에 개별 작품 내에서 드러나

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전제된다(서우석, 1997, p.49). 화음을 ‘쌓는

(legen)’것, 또는 높이 쌓인 화음hoch-liegender Akkord 등의 관념 

및 개념 등은, 실제로는 동시성을 띠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공간

Tonraum에 기댄 공간적 비유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

간의 공간비유적 이해가 시간예술인 음악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 음공간 외에도, 러달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는 조성공간

tonal space등의 개념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화음 및 음계와 옥타브 

등을 ‘공간적 질서’의 예로 들고 있는 빅토르 주커칸들(Victor 

Zuckerkandl, 1896~1965)의 서술, ‘음체계는 청각적인 것의 질서, 

즉 청각적 공간의 질서’(1956/1992, p.260)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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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음공간은 그 자체로 단일하지 않고, 실제적인 소리-음에 의한 질

서에 의해, 나아가 화성소재 간의 질서에 의해, 또 다른 공간, 부분공

간이 형성된다.  32

  소리-음에 의한 공간은, 공간 자체 외의 다른 개념을 파생시키는

데, 위치point, 방향direction, 거리distance 등과 같은 개념이다.  33

  위치의 경우는 성부나 화음의 구성음, 또는 화성소재 자체의 배치

의 측면과 연관된다. 실제 악곡의 사례로는 조스캥 데 프레(Josquin 

Deprés, c.1440~1521)나 팔레스트리나(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c.1525~1594)의 미사곡과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을, 

페로탱의 비데룬트 옴네스나 기욤 드 마쇼의 노트르담 미사와 같은 

중세의 작품과 비교하며 성부의 음역을 통한 청각적 공간에서의 구

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한 편으로 20C의 클34

러스터, 그리고 음층음악에서 나타나는 음층 또한 위치와 배치, 나아

가 밀도나 넓이 등의 개념을 통하여 소재가 공간적 개념과 결부됨을 

보여준다. 밀도의 개념은 전통적인 화성학에서도 밀집위치와 개리위

치 등의 개념을 통하여 이미 간접적으로 존재해왔으며, 이는 분명히 

공간성이 전제된 개념이다. 이는 또한 화음 구성음의 배치, 다시 말

해 화음 각 구성음의 위치의 측면과도 연관되며, 이는 음도화성에서

의 전위개념과 연결되며, 화음의 상태와 연결된다. 

 가령, 각각의 조나 음체계는 전체 음공간에 대해 부분공간이다. 보다 전통적인 32

사례로는, 온음계는 두 개의 테트라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귀도에 의한 계명창
법solmization의 경우, 헥사코드의 음정구조를 이용하여 음역을 확장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져 있다.

 “a model for relating all the degrees of a scale not only melodically but also 33

harmonically to the tonic, and measuring the harmonic “distance” both among 
the degrees within a single scale and between scales(Taruskin, 2009, ex5-4).”

 성부 배치와 관련하여 Meier(1992, p.20~31) 참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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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에 의한 음공간 및 부분음공간 외에도 음정이나 화음 등

에 의한 공간 또한 형성될 수 있는데, 가령 조성에서 특정 조의 부분, 

또는 장조와 단조의 구분이나 짜를리노의 장단구분에 의한 장선법 

및 단선법의 구분에 따른 서로 다른 부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간으

로 표현될 수 있다. 가령, 계속변주형식의 악곡에서 다른 조 혹은 다

른 선법에 의한 변주부분. 계속변주이므로 형식적 분절이 선명히 나

타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나, 다른 조/다른 선법에 의해 다른 성질

의 공간이 형성된다. 가령 프레스코발디(Girolamo Frescobaldi, 

1583-1643)의 ⟪일백 부분의 파사칼리아(Cento Partite Sopra 

Passacagli)⟫에서는, d단선법과 D장선법, F장선법과 f단선법 등이 나

타나며, 각각의 부분이 꼭 프레이징 단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성질 및 다른 구성음의 일련의 화음에 의

해 (형식 외적으로) 구분된다.  35

  그 외에도, 르네상스 시대의 이론에서, 음정의 불협화-불완전협화

-완전협화의 구분과 함께 범주의 인접성이 고려되어, 불협화에서 불

완전협화를 건너뛴 완전협화로의 해결을 지양하고 불완전협화로의 

해결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이것이 ’부드러운 경사도’와 같이 

표현되는 것에서도, 음 외의 소재에 의한 공간화의 예시를 볼 수 있

다(de la Motte, 1981/2013, p.117). 

 통상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어떤 조(또는 선법)’에on’ 있다고 표현하며, 조가 35

바뀌는 것을 어느 조’에서from’ 다른 조’로to’ 갔다고 표현한다. 공간비유적 이해
는 음악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추상화 및 관념화의 기제에 의해 여러 영역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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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및 공간화의 원리는 여러 구성요소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조직

화 및 위계화의 원리와 유사점이 존재하나, 결합 및 공간화의 원리

에 의해서는 새로운 음악적 의미가 개별적 구성요소 대신 그 집합적 

전체에 형성되므로, 체계를 이룬 각 구성요소의 개별성이 유지되며, 

개별적 요소가 여전히 음악적 의미를 갖는 조직화 및 위계화의 원리

와는 다르다. 이와 관련된 형태심리학 이론의 원리로 유사의 원리, 

인접의 원리, 공동운명의 원리, 전경과 배경 조직화 등이 있으며, 일

반인지능력에는 군집화grouping의 기제가 관련된다. 이는 여러 정보

에 동시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우므로, 한정된 주의를 효과적

으로 이용하게 하는 기제로, 많은 음으로 구성된 음악작품의 이해에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기제라 할 수 있다. 

 4) 방향성directivity과 운동motion 및 진행progression의 

원리 

  음악은 시간예술로서, 음악작품에는 시간의 흐름 또는 순서에 의

한 자연적인 방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열

된 일련의 음 또는 화성요소는 변화change 또는 과정process으로 인

식되며, 음운동 또는 화성진행으로 지칭된다. 시간연속이 변화로 인

식되는 것이 운동motion의 원리, 또는 진행progression의 원리이다.

한편 조직화된 위계와 공간화를 통하여 시간흐름 또는 시간순서와

는 다른 방향성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방향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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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나 소재의 배열이 감상(청취)에서 운동 또는 진행으로 인식되

는 현상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술을 참조할 수 있다. 

 한슬릭이 음악을 울리면서 운동하는 형식으로서 정의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형식과 운동이라는 이 두 개념

의 훨씬 풍부한 결합을 현대의 가장 위대한 음악이론가

인 솅커Heinlich Schenker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는 음악작품을 복잡한 운동의 유기체로서 이해하였다. 

그 출발의 근원 자체가 다르며 다른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쿠르트는 “모든 음악적 현상은 운동과정과 그 내적

인 역동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솅커

와 일치한다.(Zuckerkandl, 1956/1992, p.74~75) - (베

르그송의 인용과 함께) 공간적인 운동의 길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운동 자체에 해당되어야만 하며, 그 공간적인 

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운동에 해당되지 않

을 것이다. (…) 그러한 모순과 역설은 운동이 공간적, 장

소적 사항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공간

적인 길에 공간적인 관계조직을 살짝 빠져 나가 버리는 

것이 정확히 운동의 본질성이다(Zuckerkandl, 1956/

1992, p.113). 

음악적 관계는 운동의 관계인 역동적 관계이다. 음들은 

그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넘어서 흐르는 운동의 전달자

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는 한에서 음악적 관계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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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운

동이다(Zuckerkandl, 1956/1992, p.70). 

  이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선율, 성부진행, 화성진행 등이 운동 및 

운동의 원리에 대한 예가 될 것이다. 

  한편 운동은 위치 또는 성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운동에 

앞서 방향의 개념이 전제된다.  

  기본적으로 음공간에는 '높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여, 악구의 시작

음 등의 특정 음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방향이 형성된다. 그러나 

높이 외에도 음이나 화성소재에 있어서 음조직 및 화성체계 준한 방

향성이 존재하는데, 그 예시로서 르네상스의 다성적 종지형에 나타

나는 음정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르네상스 악곡의 종지에서는 불협화

음정에서 불완전협화음정으로, 그리고 다시 완전협화음정으로 진행

하여, 불협화음정에서 협화음정으로의 진행방향을 보여준다(Meier, 

1992; de la Motte, 1981/2013). 방향은 앞에서와 같이 일련의 화성

요소의 연속에 의한 진행, 또는 음운동의 형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드

러나는데,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음 또는 화성요

소에 의해 조직화된 체계에 의해 그 방향성이 형성된다.  36

 운동은 실제로는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흐르는 공간’이라는 용어는 … 36

더욱이 물리학자들의 사고개념 속에서 공간은 그 자체로서의 물리적 사건에 얽혀 
들어간 듯 보인다(Zuckerkandl, 1956/1992, p.256). 

그러나 지각과정에서 운동하는 대상은 공간인식과 분리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는 형태심리학의 ’전경과 배경’ 구분의 기제, 청각적으로는 ‘칵테일 파티 효과’, 청
취에 대한 Bregman 모델의 흐름stream 지각 및 흐름 분리Stream segregation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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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소재에 의해 체계화된 방향성은, 기본적인 음공간의 높

이에 따른 (위/아래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성을 형성하는데, 이는 음

정에서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부터의 화음진행의 정격/변격의 구분

에서도 볼 수 있다.  37

  운동 및 진행의 원리에 관계된 형태심리학적 이론으로는 좋은 연속

성의 원리가 존재하며, 추가적으로 폐합의 원리가 물리적으로 불연

속적인 경우에서도 운동이나 진행으로 파악하는 것을 설명해준다. 

5) 안정화stabilization 및 안정·불안정성stability/

instability의 원리 

  안정·불안정화의 원리는, 음 및 소재 간의 관계나 그 조직, 공간 등

의 관계 및 화성적 진행양상에 있어서의 고정적인 부분이, 해당 소재

나 관계, 체계 및 구조의 항상적 특성으로서 인식되는 원리이다. 그

에 따라 음악적 정보의 정상성, 특이성 및 일탈성, 운동성, 조직 및 그 

위계에 대한 부합도 등이 판별된다. 

 가령 C장3화음 에서 F장3화음으로 진행하면, 실제 구성음들의 진행이 상행인37

가 하행인가와 상관없이 정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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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적 안정성은 선율에 내재하며,  이는 진행 및 변동성38

variability(또는 역동성)과 관련되는데, 다음의 서술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역동성은 더 이상 곡 전체를 통해 같은 음들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음은 역동성을 바꿀 수 있으며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더욱이 매번 변화할 때마다 조성 

자체와 그 음들의 음악적 특질이 일시적 불안정상태에 있

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불안정상태는 연장될 수 

있으며, (…) (Zuckerkandl, 1956/1992, p.40) 

  위의 서술에 관련된 음악의 실제는 조적 불안정성의 개념이며, 위

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화음 등의 소재에도 또한 불안정성이 나타

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전위 개념이 화음의 불안정성 관련된 것이

다(전상직, 2017, p.114). 조적 불안정성은 (위의 서술을 따르자면) 

그 체계의 음악적 특질이 (국소적 양상에 의해) 불확실한 것이므로, 

화음의 불안정 또한 화음의 특질이 불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9

  이와 같이 안정성과 역동성은 (길항의 반대가 뭐더라)하는 관계이

나, 감상에 있어서는 이를 파악하는 과정이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무

 Bigand(1997)의 연구에서는 온음음계의(조성의) 선율에 대해서만 언급되나, 체38

계에 대한 특정성만을 배제하면, (인지가능한) 음조직에 기반한 모든 음악적 맥락
에 대해 적용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화음의 불확실성은 구성음이 많은 화음에서의 전위, 5도구성화음의 전위 등을 39

고려하면 배치의 복잡성에 따라 그 인식이 어려워지므로, 3화음 및 3도구성화음에
서의 전위가 아니더라도 화음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전위 뿐
만 아니라 배치와 관련된 모든 측면들이 화음의 (인식의) 확실·불확실성에 관여한
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브람스나 슈만의 악곡에서 드러나는 3도하행 연속진행에 의
한 화음불확실성은 화음 구성음의 시간적 배치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de la 
Motte, 1976/2005, pp.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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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으로—부주의 상태로—든 일어나므로, 화성적 상태의 유지에 

의해서도 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정화의 원리 및 변동성과 안정성의 관계에 대한 관련된 심리학적 

원리 및 기제로는, 경쟁과 선택competetion and selection, 그리고 

인지발달론의 적응adaptation, 동화와 조절assimilation and 

accommodation이 있다. 

  이러한 여러 화성원리에 의한 모든 작용의 총체는 그 조직성에 의

해 위상학적으로, 방향 및 거리 등의 공간성에 의해 화성적 지형 또

는 지형학geomorphology 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양상 

  화성적 양상은 소재와 소재 간 관계에 의한 조직체계에 의해 조성

된다. 

1) 소재 

  소재라는 음악적 어휘는 전통적으로 음고(음조직에서)와 음정, 화

음 등으로 나타나는데, 단음의 경우는 음고적인 측면만 존재하지만, 

음정과 화음, 음계 등의 경우에는 구성하는 음들 사이의 음정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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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소재 간의 관계 파악의 기반이 되는 동

질성·이질성 판단에 있어서 음고의 측면과 음정관계의 측면, 두가지

가 존재하게 된다. 

  소재는 음고적 측면과 음정구조적 측면을 가지며, 화성적 기본원리

에 따라 의미화된다. 음고와 음진행의 음정, 화성적 음정 및 화음, 그

리고 음계와 음고공간으로 나누어 소재들을 살펴볼 것인데, (음고를 

제외한) 각각의 소재의 범주에서 음고와 음정관계, 두 가지의 측면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두 측면에 따른 소재의 관계양상들을 살펴볼 것

이다. 소재는 동질성 및 이질성에 기반하여 다른 소재와 관계를 형성

하며, 이 관계성 자체가 소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앞

서 원리로 살펴본 동질성·이질성 및 협-불협화, 조직화와 위계적 관

계형성, 연합과 공간성, 운동성과 안정성 등은 소재의 상호관계 형성

에 작용한다. 

(1) 음고 

  음고는 악곡의 진행을 통해 나타나는 다른 음들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음고에 대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전 주요

지점의 음에 대한 음고 자체의 동일성 자체도 음조직적·화성적 판단

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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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 처음의 선율에서는 C음으로 시작하며 첫 마디의 마지막 음 

또한 C음으로 동일하다. 섹션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C음으로 마치고 있다. 이러한 음고의 동일성은 C음을 중요하게 인

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마지막 종지에서의 선율음이 동질

성에 기반한 종결감이 형성될 수 있게 한다. 

  한편 선율의 중간에 나타나는 다른 C음들은 동일한 옥타브가 아닌 

다른 옥타브에서 나타남으로써, 옥타브 동등성에도 불구하고 옥타브

의 차이에 의한 비동일성을 이용하여 종지음의 종결성을 더욱 더 선

명히 하고있다. 

  이와 같은 음고의 동질성—동음의 반복이나 동음으로의 회귀는 베

이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악보1] 리게티 ⟪피아노 에튀드⟫ No.15에 나타나는 주(主)음고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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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즈의 마지막 음 뿐만 아니라 몇 개의 음들이 그룹을 지어 나

타나는 경우도 있다. 

 

   위 악보에서 첫 번째 소 프레이즈의 마지막 세 음 C, G, F음은 이

어지는 후반부 프레이즈에서 반복된다. 

  나타나는 순서는 C-G-F에서 F-G-C로 역순으로 되어나타나고 

있으나, C음은 악곡 처음의 시작의 B음, 그리고 첫 번째 종지의 F음

에 화성화되어 함께 나타나고 있어, 프레이즈의 시작-끝이라는 중요

시점의 음에 대해 동질성을 가진다. 

  동질성-이질성의 판단은 한두 음에 국한되지 않고 악곡의 전개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지점에 관계되는 여러 음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악보2] No.1의 베이스에 나타나는 음고의 동질성

[악보3] No.17의 전경부에 나타나는 음고의 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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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의 두 프레이즈에서는 D♭과 G♭음이 시작과 끝에서 중요하

게 나타나고 있고, 세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앞서의 프레이즈에서와 

달리 E♭음이 종지음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의 선율 전체

를 살펴보면,  

 

  (첫 번째 프레이즈를 제외한) 각 소 프레이즈들의 마침음들은 이전

에 두드러지는 지점에 나타났던 음들이다. 특히 두 번째의 G♭, 네 

번째의 D♭, 다섯 번째의 E♭은 앞서 프레이즈의 시작이나 끝이라

는 프레이즈 상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나타났던 음으로, 세 번째의 E♭

이나 마지막의 F의 경우는, 클라이막스와 같이 선율 윤곽 상에서 두

[악보4a] No.11 시작의 상성부에 나타나는 음고의 동질성(일부)

[악보4b] No.11 시작의 상성부에 나타나는 음고의 동질성(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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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질 수 있는 지점에서 나타났던 음인데, 세 번째 E♭의 경우는 그

에 앞선 두 번의 종지가 모두 G♭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조

적인 상황이며, 마지막 F의 경우에도 직전 다섯 번째 프레이즈의 

E♭나, 네 번째 프레이즈의 시작과 끝, 그리고 마지막 프레이즈의 시

작에 D♭이 나타나고 그와 다른 음에서 끝났다는 점에서, 전후 맥락

상 이질적인 음으로서 작용한다고 하겠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 음들 사이에서도, 동질적인 것으로 인식되

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연결망 상에서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데,  그에 따라 보다 더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는 음과 덜 중심적인 40

위치를 가지는 음, 중심적인 위치를 갖는 음과 그에 대해 대립적인 

위치를 갖는 음 등으로 위계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의 No.2의 예에서는 악곡의 첫부분에 두 개의 음고가 제시되

고 악곡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서마다 반복되는데, 그 중 하나인 A음

은 중심이 되는 음으로, 다른 하나인 B♭음은 그에 대해 대립적인 관

계의 음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A와 B♭음이 나타나는 No.2의 주요

지점들이다. 

 조성의 타닉-도미넌트, 그리고 서브도미넌트나, 선법의 테노르-피날리스가, 각 40

체계에서 중요한 음들이면서 서로 분명하게 다른 음, 다른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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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a] No.2 첫 번째 섹션의 시작에 나타나는 주요지점

[악보5b] No.2 첫 번째 섹션의 종지에 나타나는 주요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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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c] No.2 두 번째 섹션의 시작에 나타나는 주요지점

[악보5d] No.2 클라이막스에 나타나는 주요지점

[악보5e] No.2 코다로 들어가는 시점에 나타나는 주요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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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고는 (의미화 과정 중에서)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정 순서의 

음고진행 자체가 기억될 수도 있다. 

  No.16의 첫 번째 섹션은 기본적으로 6개의 음(B♭, C, D♭, E♭, 

F, 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B♭음의 경우, 선율에서

의 대부분의 경우 G♭-F로 진행하고 있어 하나의 음고패턴을 형성

한다. 이는 섹션의 후반부에서 예외적으로 B♭-G♭-E♭으로 진행

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곧바로 다시 B♭-G♭-F로 진행함으로써 

원래의 음고진행패턴으로 정정된다. 

[악보5f] No.2 종결에 나타나는 주요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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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 No.16 첫 번째 섹션에서 상성부 선율에 B♭음이 나타나는 모든 경우와 

다른 층위에서 B♭- G♭- F의 음고패턴이 나타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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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F의 패턴으로는 21번 나타나고, 중간에 옥타브가 바뀌

거나 G♭-F의 순서가 바뀐 경우 및 사이에 다른 음 하나가 삽입된 

경우가 5번이 나타나고 있으며, 악곡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선율 

외의 층위에서 해당 음고진행패턴이 나타나고 있어, 이 진행이 중요

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악곡의 시작에 나타나는 ‘D♭-C-B♭’가 나

타나는 횟수를 살펴보면 총 6번만 나타나고 있어, 이와 비교하면 

B♭-G♭-F의 음고진행패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나타나는 음들이 그 중요도의 비중과는 상관없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 해당 음고들의 집합에 의한 음고 공간pitch space이 형성된다.  41

  음고공간에 대한 동질성·이질성의 작용이 나타나는 예로 No.15을 

들 수 있다. 다음은 No.15에 나타나는 음을 시간에 따라 표로 만든 

것이다. 

 새롭게 들은 음이 들었던 음인가의 판단은, 감각기억 및 작업기억에 남아있는 41

음의 스펙트럼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소리의 감각기억은 다른 
감각에 비해 오래 저장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러번 나타난 음에 대한 기
억은 일종의 반복학습으로 인해 보다 오래 저장된다. 아는 정보인가—즉 나타났
던 음인가—아닌가를 판단하는 과정은 인간의 일반 인지과정에서 의식하지 않고
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새롭게 들린(감각된) 음이 나타났던 음인가 아닌가
에 대한 판단은 의식하지 않고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일회
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감각기억에 비해 훨씬 오래까지 작용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난 음들을 묶어, 그렇지 않은 음으
로부터 구분하는 음고 공간 개념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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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은 전체가 피아노 흰 건반의 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곡이며, 

이에 대한 예외적인 음은 곡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야 나타난다. 

이 때, 기본바탕이 되는 음과 예외음 사이에 동질성·이질성에 기반

한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동질성·이질성에 대한 판단

은 음계 구성음에 의한 내부적 체계구조와 무관하며, 이전에 나타나

던 음들이 형성하는 집합-음고공간에 대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음

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앞서 형성된 음고공간에 대한 이질성을 갖는

다. 

  보다 앞서 살펴본 No.16의 예시에서, 섹션 전체에 걸쳐 6개의 음, 

B♭, C, D♭, E♭, F, G♭에 의한 음고 공간이 나타나는데, 한 번, 혹

은 두 번 씩만 나타나는 4개의 예외적인 음 A, E, A♭, G는 모두 종

지 직전 구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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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의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음고가 나타나는 경우가 전혀 없으

므로, 그 전까지는 음고적으로 극히 안정된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예외음의 이질성이 더욱 부각된다. 또한 이 곡에서는 

No.15와 달리 예외적인 음들이 사라진 상태로 종지하고 있어, 음고

의 동질성이 이질성에 의해 더욱 부각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2) 진행음정 

  선율 또는 하나의 성부를 구성하는 음들은 진행 상의 방향성을 포

함한 음정을 형성하며, 이 진행음정 간에 동질·이질성이 작용한다. 

 

  첫 음 C로부터 둘째 음 A의 관계에서 형성된 3도 하행음정이 이후

의 진행에서의 기준이 된다. 이어지는 상행과 하행이 교차되는 선율

에서 3도의 음정은 배제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E음으로부터 C음으

로 진행하며 다시 3도 하행음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음고 자

체의 회귀와 동시에, 진행음정의 도수 및 방향성에 있어서도 처음 제

시된 음정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악보7] No.15 첫마디의 시작과 끝에 나타나는  
진행음정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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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음고에 의한 위계지형 상에서의 진행방향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데, 선율의 시작과 마침 모두의 음고로서 주요한 음고가 되

는 C를 기준으로 하여, 첫 진행음정은 C음이라는 중심으로부터 벗

어나는 방향으로의 3도이며, 마디의 마지막 진행음정은 C음이라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3도가 된다. 따라서 동일한 3도 하행의 진

행음정임에도, 중심음과의 관계에서 ‘나가는’ 방향과 ‘들어오는’ 방

향의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방향성은 

분명히 음의 높낮이에 의한 방향과는 다른 것으로, 음고의 중요도 

및 그에 대한 근친적 관계에 따라 새롭게 거리가 설정되는, 음조직

적 공간이 형성된다. 

 

  방향 및 도수에 따른 진행음정 간의 동질·이질성 및 유사성과, 그에 

따른 진행음정 간의 근친성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있다. 

 

[악보8] No.15 중심음을 기준으로 한,  

동일 진행음정의 방향성의 차이

[악보9] No.6 첫 번째 섹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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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의 시작에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선율이 나타나는데, 대부

분의 진행의 음정이 2도 하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 번째 악구에

는 부분적으로 상행 및 도약진행이 나타난다. 

  기본적인 골격은 반음의 하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로부터 이탈하

는 상행과 원래의 진행으로 돌아가서 이루어지는 하행이 교대되고 

있어 이탈과 (음진행에 대한) 회귀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상행도약 후 하행도약 및 반음의 하행순차진행이 나타나 온전히 원

래의 진행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에서 단2도의 하행이 중심진행음정이 되고 있으며, 장2도 하행

은 동일한 진행방향 및 도수로 인해 근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달리 상행은 중심진행음정에 대해 이질적이고 먼 관계의 요소인데, 

그 중에서도 단2도 상행은 도수 및 성질의 동일성으로 인해 상대적

으로 보다 근친적이고, 단3도 상행은 중심진행음정인 단2도 하행에 

대해 공통적인 측면이 없어 가장 이질적이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악보10] No.6 첫 번째 섹션 선율에 나타나는 진행음정의 동질성과 이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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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된다. 

  특정 음정진행의 지속적 반복은 하나의 인지적 공간을 형성한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진행음정에 의한 공간성이 나타나는 예

시이다. 

[표3] No.6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진행음정조직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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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에서는 반음 하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하행스케일의 중

첩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에서 음형이 반복되는 간격이 좁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2도 상행은 m.13에서 처음으로, 직접적인 

반음계 상행은 m.28에서야 처음으로 나타나는 등, 상행은 극히 제한

적으로만 나타나면서, 반음계적 순차하행이 기본바탕이 되는 공간

을 형성하고 있다. 이 속에서 상행은 그에 대해 대조적이면서 이례적

인 것으로 인식된다. 

[악보11] 반음하행의 연속으로 구성된 No.9의 시작부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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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는 진행음정은 꼭 하나에 국한되지는 않으

며, 다음에서 두 가지의 음정으로 구성된 공간의 예를 볼 수 있다. 

 

  No.2의 진행에서 나타나는 음정들은, 악곡의 처음, mm.1~2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완전5도와 단2도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섹션에

서는 이러한 진행음정에 따른 연속적인 진행들을 보이고 있는데, 때

로 이러한 연결과는 다른, 이질적인 음정에 의한 연결이 나타난다. 

[악보12] No.9 간접적인 2도 상행(m.13, m.28)

[악보13] 완전5도와 단2도의 진행음정으로 구성된 No.2 시작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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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진행 상의 이질적 음정 유형은, 주요음고인 A와 E음, 그리

고 그로부터 반음 관계인 A♭과 B♭음에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어, 

음고와 음정의 두 가지 정보가 엮여 동질성과 이질성의 차이에 의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진행음정의 성질에 따른 구분은 그에 따른 관계 및 위계를 

형성한다. 

[악보14] No.2 첫 섹션에 나타나는 진행음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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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선율의 하행음정들만을 살펴보면, 3도와 2도의 도수에 따른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이 선율의 시작과 끝에는 3도의 하행진행음

정이, 나머지 부분에는 2도의 하행진행음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

작과 끝이라는 위치의 인지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3도가 2도 보다 중

요한 위치를 점한다. 

  이러한 관계성은 보다 계층적으로도 나타난다. 

 

  네 개의 작은 악구로 이루어진 이 선율에는 2도와 3도, 4도의 세 가

지 진행음정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 음정 간의 차이가 진행음정에 의

한 체계를 형성한다. 

[악보15] No.15 첫마디의 진행음정의 구성

[악보16] No.8 첫부분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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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악구의 시작에 제시되는 2도의 진행은 각 악구의 끝에서는 나타

나지 않다가, 마지막 네 번째 악구에 이르러서야 마지막 진행음정으

로 나타난다. 첫 번째 악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또한 첫 

번째 악구 뿐만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악구에서도 시작에서 반복

되어 나타나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2도는, 네 번째 악구에서는 오히

려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최종적인 진행음정으로 나타남으로써, 그 

차이와 동일에 의한 이질성, 동일성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이 전체 선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진행음정으로 자리매김한다. 

[악보17] No.8 시작부분의 진행음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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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4도의 진행음정은 주요한 진행음정인 2도에 대해 (3도와 함

께) 차이를 갖는, 나아가서 도수에 의한 성질 상 주음정인 2도에 가

장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음정이다. 

  이 4도의 진행음정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악구에서 마지막 진행음정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의 첫 악구의 마지막 진행음정인 3도보다 

큰 음정이기도 하여, 시작의 2도로부터 3도의 중간단계를 거쳐 4도

에 이름으로써, 점진적으로 유도된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는 두 번째 악구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악구는 2도의 진

행이 반복되다 F에서 D로의 3도의 이질적인 진행이 나타난 후 다시 

D-C의 2도의 진행이 나타나지만, 그 후 다시 C에서 E♭과 B♭으로, 

3도와 4도의 진행이 이루어지면서 앞선 첫 번째 악구의 3도보다 큰 

4도의 진행음정에 단계적으로 이르게 된다. 

[악보18] No.8 선율의 구조에 대한 두가지 해석(m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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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악구의 종지의 진행음정인 3도와 두 번째 및 세 번째 악구

의 종지의 4도는, 중심이 되는 2도에 대해 이탈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만, 그 중에서 4도는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3도는 그 사이의, 중

간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그에 따라 2도와 3도, 4도는, 위계적인 관

계체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위계적 관계지형 상에서 각 프레이즈의 진행을 추적하여 동

적구문론적dynamic syntactic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표4a] 관계도 상에서 나타낸 각 악구의 음정의 변화

 이화병, (1995), “음악의미론의 이해”, ⟪음악과 민족⟫, 2. 음악의미론의 개념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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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세 번의 악구에서는 항상 중심이 되는 2도로 시작하여 그로부

터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며, 네 번째 악구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

째 악구에서의 도달점인 4도로부터 다시 2도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심이 되는 2도의 진행과 그에 명확히 대립적인 관계의 4도

진행,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하는 3도의 중간성, 그리고 그 사이의 거

리들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두 번째 프레이즈의 F-E♭사이를 오가는 장2도 상하행의 펜듈럼

pendulum진행에서, 중간에 E♭ 대신 D로, 그리고 C로의 단3도-장

2도 하행이 나타난다. 첫 번째 프레이즈의 마지막 부분과 비교했을 

때, 장2도 하행과 단3도 하행으로 구성된 것은 동일하나, 그 순서가 

달라졌으며, 그에 따라 중간과정으로 나타나는 음이 달라지게 되었

다. 음고적으로 사라진 E♭은 F-D-C의 진행 이후에 추보적으로 나

타나는데, 그에 더하여 B♭으로의 완전4도 하행이 나타난다. 이 완전

4도는 앞의 두 하행음정 단3도 및 장2도의 합인 음정으로, 첫 프레이

즈에서 나타나는 F에서 C로의 완전4도를 큰 단위로 한 일회적인 진

[표4b] 관계도 상에서 나타낸 각 악구의 음정의 

변화 - 축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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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이어,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의 F에서 C에 이은 E♭에서 B♭으

로의 두 번째 진행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된다. 

  해당 부분 마지막 프레이즈에서는 진행음정의 동질·이질성과 그에 

따른 위계적 관계에 의한 음악적 맥락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의 구조는 진행음정의 생략으로 보는 관점과 큰 진행음정에

서 변이로 보는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어느 관점

으로 보든 프레이즈의 중간, 종지 직전에 이질적인 지점이 나타난다. 

  동질·이질성에 기반한 진행음정의 관계는 이와 같이 보다 큰 단위

에서 형성되기도 하는데, 큰 단위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다음

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반음과 장3도의 진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다 상

위의 단위로 A-D-G-C의 완전5도(또는 자리바꿈으로 완전4도)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C-A♭의 단6도의 음정관

[악보19] No.16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상위 단위의 진행음정의 동질·이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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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앞서 5도관계의 진행으로부터 이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세부적으로, 진행음정 자체의 변화를 통한 진행 또한 나타

날 수 있다. 다음은 그에 관한 예시이다. 

 

  처음 시작에서는 4도와 2도가 교대되고 있으나, 점차 4도의 빈도가 

줄고 2도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4도 대신 3도가 나타나고, 최종적으

로는 2도의 진행만이 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진행음정의 도수가 감

소하면서 운동성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보이고 있다. 

  한 편으로는 인지적인 연결성을 갖는 2도 단위로 음들을 묶어 보

다 큰 단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3도 간격으로 진행되다 2도

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1도로 그 간격이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에 관해서, 그보다 앞에 나타나는 인접음 없는 G음까지를 포함하여, 

4도로부터의 단계적인 감소로 볼 수도 있다.) 

[악보20] No.18 첫 번째 프레이즈 진행음정의 단계적 변화를 보이는 진행

53



    

 

  이러한 진행음정의 변화는, 운동성과 안정성의 상호배타적 관계에 

따라 불안정성을 야기하기도 하며, 반대로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진

행음정이 안정적인 화성적 양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의 두 예는 진행음정에 따른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예시이다. 

 

[악보21] No.18 첫 프레이즈 진행음정의 축소

[악보22] 동일진행음정의 반복·유지에 의한 안정성을 보이는 No.9의 시작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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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의 첫 번째 예에서는 반음하행하는 음정만이 나타나며, 새로

운 성부가 도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정된 상태이다. 

  한편 보다 큰 단위에서는, 항상 같은 음에서 반복이 시작되는 고정

성 또한 보이고 있는데, 이후 m.15에서부터 새로 도입되는 성부의 

시작음이 점차 반음씩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 부분의 동음에서 

시작하는 관계를 ‘완전1도의 간격’이자, 단위 사이에서 음정관계적

으로 진행성이 없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악보23] No.8 상성부 선율 비교(mm.4~5, mm.5~6, mm.36~38, mm.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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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예시인 No.8에 나타나는 진행음정의 유형차 및 변동이 얼

마나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차이를 보여준다. 각 부분은 동

일한 리듬패턴으로 되어있으나, 진행의 방향 및 정도에 따른 진행감

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 규칙성에 따라서 안정·불안정성을 띠

고 있다. 제자리에 머물거나, 방향성이 고른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의 

mm.4~5, mm.5~6의 예에서는 진행성의 차이는 있으나 안정적이

며, 세 번째 단 역시 반음계적이긴 하나 진행음정에서 반복적인 패턴

이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것에 반해, 네 번째 단의 예는 오히려 온

음계적임에도 진행음정이 불균일한 패턴을 보여 불안정하다 할 수 

있다. 

(3) 화성적 음정 및 화음  43

  화성적 음정 및 화음은 음악의 주요한 소재 중 하나로서, 이를 통하

여 다양한 화성적 양상이 드러나며, 앞서 살펴본 원리를 통하여 화성

적 음정 및 화음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를 규명할 수 있다. 

 (화성적) 음정과 화음은 다르게 정의되지만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음들이 ‘수직43

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이 장에서는 화성적 
음정과 화음을 함께 다룰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MGG)의 “Akkord” 항목에서는 “Zwei simultan erklingende Töne 
können hier zwar als Teil eines Akkordes aufgefaßt werden, sind aber von der 
Definition her ein Intervall.”, 위키백과의 “Interval” 항목에는, ‘In music theory, 
an interval is a difference in pitch between two sounds. An interval may be 
described as horizontal, linear, or melodic if it refers to successively sounding 
tones, such as two adjacent pitches in a melody, and vertical or harmonic if it 
pertains to simultaneously sounding tones, such as in a chord.’, Glove Music 
Online의 “Chord” 항목에는 “The simultaneous sounding of two or more notes. 
Chords are usually described or named by the intervals they comprise, 
reckoned either between adjacent notes or from the lowest.”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청각적보의 인지에 있어서 시간의 동시성에 따른 연결 및 그룹화의 기
제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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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동일한 음으로 동일하게 구성된 화성적 음정 및 화음은 동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동일한 화성적 음정의 예이다. 다른 음

정을 사이에 두고, 같은 음들로 구성된, 완전히 동일한 화성적 음정

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화음에서도 동일하다. 아래는 No.5 시작의 화음 및 그와 같

은 음들로 구성된 화음이다. 

 

[악보24] No.1 전경에서 나타나는 동일음정(mm.1~2)

[악보25] No.5 시작의 화음과 동일한 구성음으로 구성된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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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여러 음으로 구성된 화음에서는, 소위 ‘같은 화음’이더라도 음

정과 달리 항상 동일한 구성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음이 부

가되거나, 일부 구성음이 변화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다

음은 같은 곡에서 시작화음과 공통구성음을 가지는 화음의 예시이

다. 

 

  어떤 화음의 경우에는 구성음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화

음, 또는 동일한 구성음을 기반으로 한 동등성equivalence을 가진 것

으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그와 반대로 공통음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다른 화음으로 여겨지는 화음도 있다. 다음의 화음들을 살펴보자. 

[악보26] No.5 시작화음의 공통구성음을 포함한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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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두 화음은 배치가 다르며, 이후에 화음들에서는 배치 뿐만 아

니라 추가된 구성음에 의한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다섯 번째와 여

섯 번째 화음에서는 일부 구성음이 제외되어 있기도 하다. 그 외에

도 구성음의 중복이나, 보다 화성적 양상에 크게 작용하는 최저음(베

이스) 또는 최고음으로의 음의 배치에 있어서도 화음 간에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화음 간의 차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드러나는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화음 간에도 동일한 화

음으로 여겨지는 화음들이 존재한다. 동일화음의 인지적 범주는, 진

행 상에서 어떤 화음이 나타났을 때 동일화음으로 인식하여 ‘돌아온’ 

것인가, 다른 화음으로 인식되어 아직 진행과정 중에 있는가 등의 음

악적 맥락의 이해에 관여하므로 중요하다. 

  음정에 있어서는, 앞서 No.1의 시작의 음정 D#-B의 경우 프레이

즈의 끝인 m.4에서는 D#-A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는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음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악보27] 화음의 동일성에 관련하여 No.5로부터 발췌한 화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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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추가되어 3개의 구성음을 가지면 음정으로 부르지 않으며, 음

이 제거되어 단음만 남게 되면 음 간의 거리가 형성될 될 수 없으므

로, 음정에 있어서는 구성음의 변화, 또는 차이만이 고려의 대상이

다. 그러나 음정을 형성하는 음이 변화되면 기존의 음정구조는 유지

될 수 없으므로, 음정 동일성의 범주는 명확하다. 그러나 화음은 보

다 많은 구성음을 가지며,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가지 요인

들이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식 상에서의 하나의 화음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는 복

잡한 것이 된다. 

  이 화음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를 보다 제한된 범주의 화음들이 나

타나는 No.4를 통해 살펴보겠다. 

  다음의 화음은 No.4 시작(m.2)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화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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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9에서는, 

  

로 나타난다. 두 화음 사이에는 (모든 구성음이 동일하게 한 옥타브 

간격이 차이나므로) 한 옥타브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옥타브 동등성

octave equivalent에 의해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화음이다. 

  모든 구성음이 동일한 구조로 각 옥타브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다

시 말해 배치에 따라 구성음 간에 전위가 일어나더라도, 이 동일성

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44

[악보29a] No.4 시작
(m.2)에 나타나는 화음

[악보29b] No.4 m.19에 
나타나는 화음

 배치의 측면을 제외하고 구성음에 따른 동일성, 그리고 나아가 동질성이나 차44

이, 구성음에 의한 음정구조적 측면 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옥타브 동등성이 반영
되어 있는 프라임 폼prime form의 개념이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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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29c] No.4 구성음에 따른 화음의 동일성 

  그러나 배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화음으로 간주된다고 하

여 항상 동일한 화성적 상태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No.15의 동일

한 구성음으로 이루어진 화음이나 상이한 배치를 보이는 다음과 같

은 예에서는, 배치에 따른 화성적 상태를 차이를 볼 수 있다. 

 

  두 가지 배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화음의 최저음, 

베이스로 어떤 음이 왔는가이다. C음이 베이스인 경우에 B음과는 불

협화음정이나 E음과는 장3도의 불완전협화음정을 이루지만, B음이 

베이스에 배치된 경우에는 그와 달리 E음과도 완전4도의 불협화음

정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전자는 장7도의 날카

[악보30] No.15 동일한 구성음을 갖는 두 화음 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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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불협화음정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강한 불협화라고는 할 수 없

지만, 후자의 경우는 협화인 완전5도 대신 불협화인 완전4도를 포함

하여, 화음구성음 간에 형성되는 음정에서 불협화음정의 비율이 협

화음정보다 높게 된다. 또한 그 전체 구조에 있어서도, B음을 베이스

로 한 완전4도와 단9도의 구조가, C음을 베이스로 하여 그 위로 장3

도와 장7도의 구조에 비해 자연적인 배음구조에서 더 멀기 때문에 

불협화적으로 들리게 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동일한 화음이더라도 배치에 따른 상이한 불

협화도가 나타나 다른 화음과의 관계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동일한 화음으로 인식이 되더라도, 그 상태에 따라 역할 및 

작용이 항상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배치, 전위의 문제는 음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데, 구성음이 보다 많은 화음에 비하여 음정은 구성음이 둘 밖에 없

으므로, 그 화성적 상태가 화음에서보다 배치 및 전위에 민감할 수 

있다. 다음은 그에 관한 No.16의 예시로, 동일한 구성음에 의한 자리

바꿈 관계의 음정이 프레이즈의 시작과 끝에 나타나고 있지만, 동일

한 음정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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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서, 배치에 따라 화음 내에서의 구성음의 위계가 변하는 경

우, 울림의 바탕이 되는 최저음 및 그에 대한 다른 음의 음정관계, 또

는 중심이 되는 음과 보조적인 음이 뒤바뀌는 경우에는 옥타브 동일

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화음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은 동일 구성음의 배치에 의한 화음의 동일성 판단의 예가 될 

수 있는 No.4의 한 부분이다. 

 

[악보31] No.16 첫 번째 단에 나타나는 자리바꿈음정의 비동일성

[악보32] No.4 mm.63~73의 선율을 반영한 화음 리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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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의 화음은 C, D♭, F, A♭의 4개의 구성음을 가진 화음으로 제

시된 부분에서 서로 다른 배치들을 보이고 있다. 위 부분은 악곡의 

중간부분으로서, 곡의 앞부분에 이 화음의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

는 두 화음이 존재한다. 

 

  두 화음은 가장 중심이 되는 화음은 아니지만, 각 섹션의 2차적인 

중심 또는 대립의 역할을 하는 중요도가 높은 화음으로서 중요한 위

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에, C-D♭-F-A♭ 화음은 이 두 가지 

화음 모두에 기대어 인식가능하다. 

  앞서 C, D♭, F, A♭의 4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어떤 화음으로 인식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악보33] No.4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두 화음과 곡에서의 실례(實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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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화음에서 배치에 따라 화음의 음고 상(음공간에서) 바깥 경

계 를 형성하는 가장 부각되는 화음의 최고음 및 최저음은, 감상자45

의 주의를 끌어 자연스럽게 각 실제화음에서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이

에 따라서, 첫 화음은 D♭과 F음이 주요한 화음 구성음이 되기 위해 

화음의 인식에서 D♭-F-A♭에 C가 추가된 것으로, 세 번째 화음

은 F와 C음이 주요구성음이 되기 위해 F-A♭-C화음에 동일성을 가

지며 D♭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화음과 네 번째 화음의 경우는 보다 복잡한데, 두 번째 화

음에서, A♭과 C를 중요한 음으로 하자면, D♭과 F 모두 적절하지 

않으나, A♭에 있어서 불협화음정인 D♭이 존재하며, D♭은 최고음 

C에 대해서도 불협화음정으로, 불협화에 의해 부각되게 되는 음이

[악보34] No.4 구성음의 음고에 따른 

 화음윤곽의 경계를 형성하는 음

 서우석(1997)은 ’윤곽'의 동일성 형성에의 관련성에 관해 설명하는데, 그러나 동45

일한 윤곽을 가지는 두 화음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구성음의 동일 또는 유사
가 동일성 판단에 있어 더 중요하며, 화음은 음고 상의 최고음 최저음에 의한 윤곽
보다, 구성음 및 구성음 간의 음정관계, 수직적 음정구조가 더 중요하므로, 윤곽은 
동일성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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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D♭음은 베이스인 A♭에 대해 완전4도로서, 화음 구성음

의 조화—일체화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상 배음구조와 어긋

나게 되는 주요한 음정이기에, 화음에서 일차적으로 괴리를 일으키

게 된다. 이런 측면들에서 D♭이 부각되면서, 위치와 상관없이 D♭

음이 중요한 음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 화음은 F-A♭-C가 아닌 

D♭-F-A♭화음에 대해 동일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네 번째 화음의 경우, 최고음F와 최저음 C가 완전4도의 불협화음

정을 형성하여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최고음 F가 다른 구성음 D♭, 

A♭과 협화음정을 이루고 음향적으로 조화되어 있는데 반해, C의 

경우 D♭과 불협화음정을 형성하며 괴리를 일으키고 있다. 그에 따

라 최고음 및 다른 구성음에 대해 불협화적인 최저음이 괴리된, 일원

적이지 않은 부조화된 울림을 형성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성음의 

연합에 의한 상부가 D♭-F-A♭ 화음과 구성 상 동일하므로, 화음 

자체는 D♭-F-A♭ 화음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C음은 부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화음 동일성의 판단에 관련한 배치의 문제는, 배치에 의해 어떤 구

성음 내지 화음을 구성하는 어떤 음정이 더 부각되고, 따라서 ‘어떤 

화음구성음이 중심이 되는가’ 가 근간이 되는데, 그에 따라 최상성46

 인간의 기억은 세부를 하나하나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들을 성질이46

나 요소 등에 따라 연결하며 군집화(청크화)시키고, 그 가운데 덜 중요한 정보로 
여겨지는 세부들을 탈락시키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화음의 기억도, 구성음 전체
나 화음의 배치 등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화음에서 보다 부각되어 중
요하다고 여겨질만한 구성음 내지 화음의 일부구조를 기반으로 전체를 통합적으
로, 다르게 말하자면 ‘대략적으로’ 기억한다. 화음의 기억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으나, Baars, B. J. &  Gage, N. M.(2007/2010, p.320)는 기억에 있어서 세부를 
탈락시키며 정보를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는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67



    
부 내지 베이스 등의 화음의 음고적 윤곽을 형성하는 위치에 배치되

거나, 다른 음과 2도로 직접적으로 부딪히도록  배치되거나, 또한 47

화음 구성음이 많은 경우, 동일성 판단에 있어 모든 구성음을 감각

에 의해 동등하게 고려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윤곽적 위치나 다48

른 구성음과 형성되는 불협화의 정도, 다른 구성음과의 2도의 인접 

등 배치와 관련된 측면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49

 

[악보35] No.4 불협화음정을 형성하는 음과 보다 감상

자의 주의를 끄는 주성부에 속하는 최고음 간의 관계

 (미분음이 아닌)2도가 7도나 9도보다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으로 인식되는 47

것은, 물리적 현상(물리적 부딪힘)으로서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불협
화음정이 ‘부딪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은 발성체가 물리적으로 인접해있는가와 무
관한 현상이다. 2도가 7도나 9도 등과 다른 점은, 음이 인접해 있어서 이를 담당하
는 신경세포가 서로 인접해있고, 그에 따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편, 어
떤 감각자극을 수용할 때 인접한 신경세포는 억제되는 측면억제의 기제로 인해, 
한 쪽은 억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부딪히는’ 것으로 느끼
는 것일 수 있다. 신경지도 상에서 청각정보의 음높이를 담당하는 세포들은 음고
와 동일하게 음높이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어 측면억제의 기제에 관한 이론
이 잘 들어맞는다(Baars, B. J. &  Gage, N. M., 2007/2010, pp.191-200).

 정보과잉의 경우 모든 정보를 동등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48

“정보의 과잉부하에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각각의 입력정보를 가볍게 처리해버리
는 방식도 있고, 우선순위가 낮은 정보는 무시해버리는 방식도 있으며, 어떤 감각
정보는 아예 차단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Reed, 2000, p.62).”

 감상자의 주의가 어떤 음으로 더 기울어지는가에 관해서는 음량이나 음색 등도 49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러한 영역은 음조직 및 화성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고에서
는 다루지 않는다. 한 편으로 화음을 하나의 음향체로 인식하여 화음을 구성하는 
특정 음고 내지 음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음조직 및 화성
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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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세 화음의 경우, 최고음이 화음 내 다른 구성음과 단2도 또는 

장7도의 날카로운 불협화음정을 형성하고 있다. 불협화음정은 그 특

성으로 인하여 (역치를 넘기지 않는다면) 협화음정에 비해 주의를 끄

는 측면이 있으며, 불협화의 정도가 심할 수록 더 큰 주의를 끌게 되

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위 화음은 단2도 관계의 C와 D♭ 두 구성음

을 포함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날카로운 불협화음정을 포함하는 화음

이므로, C음과 D♭음은 상대적으로 다른 음에 비해 감상자의 주의

를 끌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의 세 화음은 이 두 음 중 한 음이 최고

음에 배치되어, 배치 상 화음에서의 위치에 따른 주의를 끄는 음과, 

불협화음정을 형성하여 주의를 끄는 음이 일치하고 있다. 

  그와 달리 4번째 화음에서는 불협화음정을 형성하는 음과 주성부

에 속한 최고음이 달라, 구성음의 중요성 판단에서 두 가지 측면이 

인지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배치에 따른 화음의 음정구조는 

베이스음으로부터 단6도, 단9도, 완전4도(완전11도)로 배음구조와 

상이하여, 베이스가 화음의 음향적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어 화음의 

구조가 분열적이게 되는데, 주의가 먼저 기울여지는 선율음 F는 불

협화음정을 형성하는 두 음 중 D♭과 인접해 있으므로, F가 D♭과 

연합하여 화음의 중심이 되고 C는 서로 협화적인 음정관계로서 연결

되는 A♭-D♭-F(A♭은 D♭과 완전4도의 불협화음정이나, F와는 

장6도의 협화음정으로 조화를 이룬다)에 대해 괴리되어 갈등을 일으

키면서도 화음 내 구성음의 위계에 있어서는 비중심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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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와 관련된 측면으로, 화음의 불협화, 구체적으로 화음 내에서 

다른 구성음과 불협화를 형성하는 음이 어떤 음인지 또한 작용하는

데, 불협화음정을 형성한다는 것은 여러 음의 결합에 의해 하나의 청

각적 대상auditory object을 형성함에 있어서 감각적인 정보 상에서 

통일된 음향성의 인식에 어려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자리바

꿈관계인 완전4도 및 완전5도와 같이 배치에 따라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 음관계가 존재하므로, 음의 배치는 구성음의 공통에 의한 동질

성을 넘어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음의 인접에 의해, 화음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인접음이 50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한 전통적인 화음의 용례는 부

가음을 포함한 화음 및 높이 쌓은 화음, 장단화음의 구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부가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접하여 배치하지만, 

구성음이 많아 7도가 형성된 화음의 경우, 가령 Dominant 9th화음

같은 경우에, 근음과 7음, 9음을 2도로 인접하여 배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51

  이러한 현상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는 No.8의 후반부를 볼 수 있

다. 이 곡에서는 완전5도의 화성적 음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곡의 전

개에 따라 완전5도에 다른 인접음들이 부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도(특히 단2도) 로 인접해 있는 경우, 인접음은 신경적으로 붙어있는 세포에서 50

처리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마치 음고가 하나인데 부정확하여 둘로 갈라지거나 
흔들린 것처럼, 하나를 중심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주의를 더 기울이는 음이 중
심이 되고, 다른 음은 부가적(부수적/종속적)인 음이 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첫 
번째 화음(m.64)의 경우, C와 D♭이 단2도로 인접해 있어 (두 음이 부딪히면서
도) 인지(지각) 상에서 둘 중 한 음을 중심으로 인식판단이 처리될 수 있다.

 “V9는 일반적으로 기본위치가 주로 사용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전위될때는 극51

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b)는 상3성이 2
도 간격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하고, (…) (백병동, 2013,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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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구성화음의 전위와 배치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2도

의 인접한 두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음이 나타난다. 2도로 인접한 두 

음은 보다 강하게 부딪히며 다른 화음구성음들에 비해 부각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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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도로 인접한 두 음 중 한 음은 중요하지 않은 음으로 지각될 52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화음의 구성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53

  배치에 있어서 동음, 정확히는 다른 옥타브의 동일한 음을 중복하

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해당 중복된 음이 부각되

게 되므로,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던 음이 강조되면 다

른 화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배치와 관련된 측면으로 중복의 문제가 있다. 다음은 그에 관한 예

시이다. 

 [악보37] No.4 중복과 화음 동일 판단 문제(m.66(65~67))

 2도가 7도나 9도보다 더 불협화적으로 느껴지거나,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으52

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물리적 현상은 (2도가 아니라 미분음적 불일치에 
의한 맥놀이 외에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불협화음정이 ‘부딪히는’ 것
으로 느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인접해있는가와 무관한 현상이다. 2도가 7도나 9
도 등과 다른 점은, 음이 인접해 있어서 이를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서로 인접해있
고, 그에 따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편, 감각된 정보에 의해 활성화된 
신경세포에 인접한 세포가 억제되는 측면억제의 기제에 따라서 부딪히는 음정을 
형성하는 두 음 중 한 음은 억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리적 기제
를 거슬러서 불편한, ‘부딪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일 수 있다. 신경지도 상에서 청
각정보의 음높이를 담당하는 세포들은 음고와 동일하게 음높이의 순서에 따라 배
열되어 있어 측면억제의 기제에 관한 이론이 잘 들어맞는다.

 이는 인식 Recognization 의 문제이므로, 구성음이 적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53

우보다, 구성음이 많아 정보처리에 시간이 걸려 인식이 어렵고 전후맥락에 의존해
야하는 경우에 더 크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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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화음은 화음 구성음으로 F, A, C, E음을 가지고 있어, 이 화음은 

F-A-C 또는 A-C-E 화음과 관련하여 인식될 수 있다.  

  이 화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중복으로 인해 A음이 부각되어 있고, 

강한 불협화음정인 단2도를 형성하는 두 음 E와 F 중에서 A음은 E

음과 더 완전한 협화음정을 형성하며, 베이스음 C로부터도 완전4도 

관계의 F보다 E음이 더 협화적이기에, 이 화음에서는 F음이 다른 구

성음보다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없고 A와 E음이 중요성을 가진다. 

  한가지 더 특기할 점은, F와 E음이 2도로 인접하고 있어, 두 음이 

지각에 있어 묶음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F음은 E음과의 불협54

화로 부각되고, 베이스음 C로부터 완전4도로 괴리되지만, E음은 나

머지 음들과 협화음정을 형성하며 조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 화음 내

에서 구조적 중요도를 갖고 있다. E음과 단2도 관계로 인접한 F음은 

화음 내에서 부조화-불협화를 일으키는 음이면서, E음에 종속적이

게 된다. 그에 따라 F음이 중요성을 갖는 F-A-C 보다 A-C-E화음

에 동일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화음은 동일한 구성음을 갖는 m.38의 화음과 비교해볼 수 있

다. 이 화음은 동일하게 F와 E가 불협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두 음이 

2도로 인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F음이 부조화적이면서도 인접음으

로 묶이지 않아, 이 부조화가 오히려 F음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작

용하고, 그에 따라 F가 화음에서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 외에, 전후에 형성되는 화성적 맥락 또한 구성음의 배치와 함께 

화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인접한 

 신경학적인 근거: 음고지각세포 및 측면 억제효과. 두 음이 인접음으로 충돌하54

면서, 신경적 긴장을 일으키는데, 측면 억제의 작용기제를 고려하면, 신경세포의 
작용은, 둘 중에 하나의 음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다른 음은 부수적으로 취급하여 
활성상태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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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에 의해 형성되는 화성적 맥락에 따른 화음 동일성-비동일성의 

예이다. 

.

 

  표시한 두 화음은 동일한 구성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배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직전에 나타나는 화음(의 구성음)과의 관계 또한 다르

다. 첫 번째 예에서는 직전의 화음과 공통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B

음에서 B♭음으로 반음관계의 인접음이 존재하여 B♭음이 부각되

고 있다. 두 번째 예에서는 직전의 화음과 D음과 A음이 공통음이며, 

같은 옥타브에 배치되어 있어, 그 울림 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음이 

배치되어 있다. 그에 따라, 전자의 경우 B♭음이 중요한 음이 되고 

B♭-D-F 화음에 동일성을 갖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D와 A음이 화

음에서 중요한 음이 되어 D-F-A 화음에 동일성을 갖는다. 

  이러한 배치의 문제 외에도 구성음과 동일성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두 음으로 구성되는 (화성적) 음정과 달리 통상적으로 셋 이

상의 구성음을 가지는 화음의 경우 여러 음으로 구성되기에, 구성음

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동일한—혹은 동등한equivalent—화

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악보38] No.4 전후의 인접화음에 따른 화음 동일성 판단의 예 

(mm.40~42, mm.43~45)

74



    

  다음은 시작화음의 구성음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른 구성음을 더 

추가적으로 가지는 화음의 예시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 곡의 첫 화음과 베이스 뿐만 아니라 최

고음 또한 동일하므로, 동일성이 더 부각될 수 있는 배치이며, 두 번

째와 네 번째의 경우에는 최고음이 원형이 되는 화음과 다를 뿐만 아

니라, 새로 부가된 음이 부각되는 상황이 되므로, 동일성이 약화되

고, 맥락에 따라서 다른 화음으로 인식될 수 있다. 

  맥락에 따라 같은 화음으로 인식되는 첫 번째 화음 및 다른 화음으

로 인식되는 네 번째 화음이 나타나는 전후맥락은 다음과 같다. 

[악보39] No.4 시작화음과 동일한 구성음 외에 

다른 음을 포함하는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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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첫 번째 화음의 경우, 악곡 시작의 화음에 비교하여 B음이 추

가되어 있는데, 또한 동일성의 비교대상이 되는 악곡 시작의 화음과 

유사하게 최저음으로 C, 최고음으로 E가 배치되어 있으며, B음은 화

음의 중간에 배치되어 있어 화음 내에서 특별히 부각될만한 맥락에 

있지 않다. 또한 B음이 형성하는 날카로은 불협화음정을 베이스인 C

음과 이루고 있어, 동일화음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음인 C음이 여

전히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의 네 번째 화음, 이 예에서 세 번째 마디의 C-E-G-A

의 화음에서는, 악곡 시작의 화음에 없는 A음이 최고음으로 배치되

어 있으면서, 이 화음이 나타나기 이전의 선율에서 선율에서 A음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71의 A음 직후의 A♭음에 의한 수평

적 불협화를 해결하는 상황의 음이라는 점으로 인해, A음이 단지 부

수적으로 부가된 음으로 보기에는 음악적 맥락에서 중요하게 부각되

는 음이 된다. 그에 따라 악곡 시작의 화음에는 없던 음이 화음에서

도 중요한 음이 되어, 화음 내부적인—화음의 구성음 사이의—음위

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같은 화음으로 인식하기 어려워진다. 

[악보40] No.4 선율을 포함한 화음 리덕션(mm.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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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음이 생략되거나 분산되지만 동일 화음인 경우 또한 존

재한다. 

 

  위에서 앞의 세 개의 예는 각각의 8분음들을 개별적인 화음으로 보

면 구성음이 생략된 것이, 비화성음을 포함한 하나의 화음으로 보면 

구성음이 분산된 것이 되는 예이다. 이 곡의 시작화음에서 최저음(베

이스의 음) 및 최고음(선율의 음)으로서 중요했던 C와 E음이 보존되

는 경우에는, G음 없이도 동일한 화성적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E음이 생략된 경우, 비중있던 구성

음 하나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원래의 구성음 간의 구조에서 보다 

비중이 높은 3/6도 음정이 사라지므로, 성질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원래와 성질이 같은 화음이 전후에 나타나 감상자가 해당 화음과 악

곡 시작의 화음 사이의 차이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는가 등에 

따른 맥락적 측면이 작용하게 된다. 

  위의 마지막 예에서는 전후에 세 음 또는 그 이상의 구성음에 의한 

화음이 아닌, 두 음에 의한 음정이 나타나면서 인접한 맥락에서 원래

의 화음구조를 상기시키지 않으므로, 동일화음과의 차이에 덜 민감

할 수 있고, 따라서 동일 ‘화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직전 마디

[악보41] No.4 시작화음의 구성음 중  

일부가 생략되거나 분산되어 나타나는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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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트라이톤은 악곡의 중심이 되는 시작에 제시된 화음과는 전혀 다

른 성질이므로, 이 이질성이 역으로 동질성 판단에 있어서의 이질적 

요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해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위의 네 번째 예는 인접위치에 생략된 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순

수하게 일부 구성음만이 나타나는 예이다. 이 예에서는 화음에서 가

장 중요한 음이 윗음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강조되어 있기에, 동일

한 화음이 부분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이 가능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C음이 생략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예는 이 곡 No.4에서 

단 두 번만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에서와 같이 생략된 C음이 직전에 

강조되어 있으며, C음 없이 E음과 G음을 포함하는 화음, 예를 들어 

E-G-B와 같은 화음이 주요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곡 시작

의 C-E-G 화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악보42a] No.4 주요구성음이 생략된 동일화음 1(m.130(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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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C음 없이 E음과 G음을 포함하는 화음의 또 다른 예이다. 

 

  앞서의 예와 같이, 화음이 나타나기 직전에 생략된 C음이 (다른 화

음 안에서) 강조되어 있는 한 편으로, E와 E♭음 사이의 수평적 불협

화에 의해 E음이 부각된다. 이 예에서는 C음의 제외와 함께, 시작화

음의 구성음이 아니었던 D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D음의 추가에

도 불구하고 주요 구성음 중 하나였던 E음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인

해, 시작화음과의 동일성을 유지한다. 

  구성음의 추가와 생략이 동시에 나타나는 예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

다. 

[악보42b] No.4 주요구성음이 생략된 동일화음 2(m.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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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음들을 악곡 시작의 C-E-G 화음과 동일한 화음으로 본다면, 

구성음 G는 제외되고 B♭음이 추가된 화음이 된다. 앞서 다른 음이 

부가된 동일화음의 예로 보았던 C-E-G-B나 C-E-G-A의 경우, B

음은 기본적으로 C음과만 불협화를 형성하며, 화음 내에 다른 기본

적인 불협화 관계의 구성음이 없다는 점, 그리고 A음은 G음과 불협

화를 형성하지만, 강하게 주의를 끄는 날카로운 불협화음정은 아니

라는 점에서 위의 C-E-B♭ 화음과 다르다. 이 화음은 B♭음이 C음

과 불협화를 형성하지만, E음과도 트라이톤의 불협화음정을 형성하

며, B♭과 C음 사이의 불협화음정이 단7도/장2도의 날카롭지 않은 

불협화로서, 강하지 않은 불협화들 사이에서 주의가 분산된다. 특히, 

동일화음으로 볼 때 원래의 주요구성음이 되는 C음이 B♭과만 불협

화를 형성하는 것과 달리, B♭음이 더 많은 구성음에 대해 불협화음

정을 형성하고 있는 점도 주의가 분산되는 요인이다. 

  위의 첫 번째 예에서는 D음이 경과적인 것으로, 그에 따라 G음이 

분산되어 나타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시작에 B♭음이 포함된 

것과 달리 마지막에는 B♭음이 없으므로, B♭음 자체를 부수적인 

[악보43] No.4 동일성이 불확실한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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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또는 비화성음적 예외로 간주할 수도 있어, 악곡 시작의 화음과 

동일성을 유지한다. 

  위의 두 번째 예에서는 B♭음이 다른 음으로 진행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머무르며, 그에 따라 B♭음 및 B♭음이 형성하는 원래와 다른 

이질적인 음정—트라이톤 및 단7도—도 인식될 수 있지만, 배치로 

인해 시작화음과 동일하게 C와 E음이 보다 강조되는 측면이 있으므

로, 동일성이 어느정도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

화음으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

황이 되므로, 그에 영향을 미칠만한 전후의 요소에 따른 맥락이나 이

전에 형성된 화성어휘에 따라 동일화음으로의 판단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세 번째 예에서는 배치가 달라 동일성이 감소하여 (맥락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다른 화음으로 인식될 수 있다. 

  네 번째 경우는 배치 상으로는 두 번째 예와 비슷하지만, 짧은 음가

에 의해 오히려 경과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면서 원래와 다른 역할에 

의해, 화음의 인식에 따라 역할이 파악되는 대신 역으로 역할을 통

해 다른 화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앞에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음 없

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점, 그리고 직전에 나타나는 B음과의 수평

적 불협화 등을 통해 B♭음이 강조되고 있어 구성음의 관계 상에서 

원래의 화음과 다른 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또한, 화음 내부에 배

치되었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B♭음이 A음으로 순차로 연결되

고 있는 점에서도 악곡 시작의 화음과는 다른 작용을 하고 있어, 다

른 화음으로 인식될 요인이 된다. 

  그 밖에 구성음이 변화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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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음의 변이에 의해 변화된 화음 역시, 음의 부가나 생략과 같이 

항상 기준이 되는 화음과 동일하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이 되

는 화음의 배치 및 그에 따른 구조, 화음 구성음 간의 위계적 관계 등

으로부터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다음은 같은 곡에서 강조되는 음이나 울림의 기반이 되는 음 등이 

달라, 기준이 되는 화음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화

음들이다. 

 

[악보44] No.4 주요화음의 구성음의 변화

[악보45] No.4 시작화음과 공통음을 포함하면서도 비동일성을 갖는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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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화음은 수직적·수평적인 불협화 및 배치로 인하여 곡의 시작화

음 C-E-G와 다른 구성음인 A음이 부각되고 있어, 시작화음과 동일

화음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화음이다.  

  곡에서 화음의 어떤 측면을 중심으로 맥락화되었는가에 따라 중심

적인 요소가 보존될수록 동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불

협화도보다 성질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구성음의 변

화로 성질이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경우, 그 성질의 차이로 인해 동일

하지 않은, 다른 화음으로 인식될 수 있다. 

  가령 C-E-G에 의한 화음과 C-E♭-G에 의한 화음은 관련성은 인

지되지만 다른 화음으로 인식된다. 

 

  악곡 시작의 화음인 첫 번째에 대해 (세 번째 화음과 배치 상으로 

유사한) 두 번째 화음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 번째 화음의 경

우에는 그 성질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특

히 이 경우에는, 전경으로 부각되는 층위에서 E음으로부터 E♭음으

[악보46] No.4 성질과 비동일성에 관한 비교(m.2, m.177, m.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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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어, 구성음 상의 차이인 E-E♭이 더욱 부각

되고 있어, 두 화음 간 비동일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난다. 

  상이한 성질의 화음은 동일화음으로 판단되기 쉽지 않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구성음 차이로 인

한 화음의 성질의 차이를 보이는 화음 관계이면서도, 동일화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이다. 

 

  m.90의 경우, 배치 상으로는 C음이 화음의 내부에 놓이게 되나 실

제로는 전경의 최고음이자 선율에 속하는 음인 경우로, 베이스인 F

음과 함께 크게 부각되어, m.2의 F-A-C 화음에 대한 동일성을 보이

고 있다. 이 동일성 판단에 대해서는, 음역 상 C음과 A♭음의 거리가 

13도로, A♭이 C음의 제3배음보다 더 멀리 분리되게 배치되어 있

[악보47] No.4 비중심화음의 성질의 차등 및 동일성 판단에 관한 예 

(mm.2~5, mm.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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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 또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질이 달라지더라도, 다른 

여건에 따라 동일화음으로 간주되는 것이 가능하다.  55

  이러한 차이는 해당 화음의 위계적인 위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

다. 곡 내에서 나타나는 화음의 관계 상에서 중심적인 화음일수록 차

이에 민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심적인 화음은 음악적 맥락의 인56

지적 판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기에, 다른 역할 및 위계의 화음의 

경우보다 그 성질적 차이 등에서도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57

  동일화음의 인식에 관하여 메이나드 뮬러(Meinard Müller)의 

“Chord Recognition”(2015)와 같은 연구가 있으나, 음향적 측면에 

 다만 이 경우에서는, 음량에 의해 원래의 F-A-C화음에서 중요한 F와 C음이 더 55

부각되는 측면의 영향 또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는 조성음악에서도 도미넌트와 서브도미넌트가 여러 변화화음을 가지는데 비56

해 타닉의 경우에는 변화화음이나 높이 쌓은 화음 등의 경우 종종 다른 화음으로 
분석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가령, 도미넌트와 서브도미넌트는 단7도의 부가음
을 가지고도 원래의 기능을 가진 동일한—적어도 동등한—화음으로 파악되지만, 
타닉의 경우에는 서브도미넌트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 화음으로 파악되며, 많
은 공통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화음으로 파악된다. 또한 화음의 성질이 변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브도미넌트의 경우는 쉽게 같은 화음의 변형으로 받아들여지
고, 후기낭만, 민족주의 음악에서도 마이너 도미넌트 화음을 종종 찾아볼 수 있으
나, 기본위치의 마이너 타닉 화음은 동주음조로의 전조 상황이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다. 반대로 단3화음이 장3화음으로 변화되는 경우는 르네상스-바로크음악에
서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장3화음과 단3화음의 차이를 ‘오차’ 
개념으로 설명한  관점에서 보면, 배음 기준으로 배음과의 오차의 수정이 발생하
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감각적으로 보다 ‘명료한’ 울림의 상황으로 변화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마치 시각적으로 ‘화질이 선명한’, 또는 ‘화질이 흐리다가 선명
한’ 경우보다, ‘화질이 흐린’, 또는 ‘화질이 선명하다 흐려지는’ 경우 더 인식의 어
려움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생각하면, 음질적으로 자연배음렬에 가까워
지는, ‘선명해지는’ 경우에 연관성(동일성)이 인지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연관
성(동일성)의 인지가 어려운 것이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중심적이지 않은 화음에 대해, 동일성 판단의 범주를 보다 넓게 포용적으로 적57

용할 경우, 세부적으로 작은 차이를 갖는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정보
량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자원
으로도 간주되는 ‘주의’를 덜 분산시킬 수 있다. 
“지각의 (이러한) 선별성은 정보의 과잉부하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Reed, 
2000, p.62.)” 

“주의는 우리의 의식/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많은 자극 중에서 특정 자극을 선별하
고, 선택된 자극에다 우리의 인지자원(또는 정신적 노력)을 집중하는 일을 일컫는
다(Kellogg, 2015/2016, p.77).”

85



    
더 집중되어 있으므로, 음악이론 및 음악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잠정적으로, 동일화음으로의 판단의 문제는, 화음의 여러 측면들 

및 화음이 나타나는 맥락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판단에 의해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가 하는 인지적인 문제이며, 절대적으로 동일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음 자체에 속한 성질이나 상태의 조건은, 완

전히 동일한 음고에 동일한 배치 및 구조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경우에도 충분조건으로

서 작용할 뿐, 음악에 있어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이를 수반

하는 화음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성에 필요조건은 확정적이지 않으

며, 나타난 화음과 전후맥락 및 악곡에 쓰인 화성어휘 및 화성어법

을 상호참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동일화음의 판단은 화성적 맥락에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화성

적 맥락은 화성어휘를 형성하는 음, 음정, 화음 등의 상호관계형성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동일성 외에 동질성 및 유사성, 그리고 이질성 

또한 화음 및 화성적 음정의 인식, 그리고 화성적 맥락의 파악에 중

요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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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화성적 음정의 동질성이 나타나는 예시로, No.7의 시작부

분의 표기한 분석악보이다. 

 

  위 악보에서 정리된 화성적 배경의 리덕션에서 볼 수 있듯이, 화음

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경에서는 장6도와 단3

도의 동질적인 음정들이 형성되고 있다. 

  화성적 음정의 동질성을 통하여, 다양한 화음들 사이의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음정의 동질성을 통해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

고 있다. 

  동질성에 의한 화성적 맥락 형성은 시간적으로 인접한 경우에만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악보48] No.7 시작 전경에 나타나는 음정 간의 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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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화성적 음정의 동질성에 대한 또 다른 예시이다. 

 

  악곡 시작의 D#과 B음에 의한 단6도 음정은, 이후 세 번째 프레이

즈의 시작에 다른 음도에서 다시 나타남으로써, 다른 선율 간에 화성

적 맥락에 의한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다. 

[악보49] No.1 한 부분 내 여러 동질적 음정(m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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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는 동질적 음정은, 인접해서 또는 하나의 부

분 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적 간극과 함께 나타나기

도 한다. 다음은 시간적 간극 이 존재하는 화성적 음정의 사이의 동58

질성에 대한 예시이다. 

 

  위 악보의 부분들은 각각 No.15의 첫 번째 섹션의 시작과 두 번째 

섹션의 시작, 그리고 8분음에 의한 무궁동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섹

션 내에서 처음으로 긴 음가의 음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세 부분 모

두 형식구조 상에서 중요한 위치이다. 이 세 부분에 나타나는 음정들

은 모두 단2도(세 번째의 경우는 겹음정인 단9도로, 홑음정으로 변환

하여 나타내면 단2도)로 동질성을 띠고 있어, 이 곡에서 중요한 음정

임을 알 수 있다. 

  곡 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화성적 음정의 동질성은, 나타나는 시

간적 간극에 의해 감상에서 의식적으로 인식되거나 기억하기는 어려

울 수 있다. 그러나 의식되지 않더라도 각 부분 상호간에 감각적 차

[악보50] No.15 세 주요지점에 나타나는 음정의 동질성

 청각적 감각기억은 통상 4초로 알려져 있으나,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경58

우, 일회적으로도 장기기억에 저장될 수 있으며, ‘초두 효과’와 같이 특정한 위치에 
의해서 기억이 향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긴 시간적 간극이 사이에 존재하는 두 동
일하거나 동질적인 화음이라도, 그것이 제시되는 맥락에 따라 감상에 있어서도 유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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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 유사한 화성적 양상을 통한 내적 연관성을 형성한다. 이러

한 동질성에 의한 맥락형성은 화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다음은 화음의 동질성에 관한 No.5의 첫 번째 프레이즈의 예시이

다. 

 

  각 화음의 구성음에 의한 음정구조를 프라임 폼으로 나타낸 것에

서 알 수 있듯이, 프레이즈 내 대부분의 화음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음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동질성을 통하여 화성적 맥락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악보51] No.5 첫 프레이즈에 나타나는 화음 간의 동질성

90



    

  화음의 동일구조를 통한 동질성 외에도, 구조 상의 유사, 또는 구성

음의 유사에 따른 화성적 음정 및 화음 간의 유사성 또한 작용한다.  

  다음은 화성적 음정의 구조에 따른 유사성에 관한 예시이다. 

  No.1의 첫 프레이즈의 전경이 형성하는 음정은 단6도, 트라이톤, 

장3도의 세 가지 종류가 나타나는데, 단6도와 장3도는 모두 불완전

협화음정이면서, 서로 자리바꿈음정인 관계로, 둘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 화성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도 중심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

다. 

  No.1의 두 번째 프레이즈의 시작에서는 F#과 A음에 의한 단3도 

음정이 나타나는데, 이 음정은 단6도와 장3도의 관계와 달리 직접적

으로 자리바꿈음정의 관계는 아니지만, 역시 불완전협화음정에 속하

며 도수 상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단6도-장3도-단3도의 세 음정이 형성하는 관계는, 도수나 음정

성질 등의 세부적인 차이—어떤 측면에서는 그 차이가 존재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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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 격차가 점차 증가하도록 되어있는 배열—에도, 불완전협화

음정이라는 큰 범주에서의 유사성을 통해, 기본적인 화성적 중심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음정구조를 통한 유사성 역시 화음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살펴볼 부분은 No.15의 첫부분으로, 카논으로 진행

되는 두 층위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화음 사이에서, 몇몇 프레이징 상

의 주요지점 간 화음 유사성이 나타난다. 

 [악보53] No.15 주요 프레이즈 위치간 화음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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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살펴볼 예는, 화음의 (배치를 고려한) 음정구조가 유사하

지는 않지만, 구성음의 음고의 프라임 폼 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No.12의 예이다. 이원적인 두 층위—상부와 하부, 혹은 상부와 하부

에 더해 전경과 후경으로 이중으로 이원화된 다중적인 층위—로 된 

No.12의 첫 번째 섹션 중에서도, 상부의 전경과 하부의 전경이 동시

에 시작하여 서로 다른 리듬으로 분산되었다가 다시 처음으로 리듬

적 유니즌이 나타나기까지의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음

가의 그루핑을 보이는 두 층위의 박절적 차이로 인해  음이 부분적59

으로 변하면서 계속 다른 화음들을 형성하고 있다. 이 다양하고 서

로 완전히 동일한 화음은 나타나지도 않는 화성진행에서도, 화음 간

의 유사성을 통한 화성적인 맥락이 형성되고 있다. 

 [악보54] No.12 음정구조 상의 화음유사성(mm.1~12)

 리게티의 여러 다른 에튀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곡 또한 폴리메터로 보아야 59

하며, 박자 및 마디줄은 단지 연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No.12와 가장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No.7에 대한 작곡가의 Performance Note
를 인용한다: ‘The time 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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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한 부분의 화음들은 서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완전5도, 

감5도, 단7도 등의 음정이 동일한 관계로 결합된 구조를 보이고 있

다. 이를 프라임 폼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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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No.12 유사화음들의 프라임 폼 비교(mm.1~12)



    
  화음 구조들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면서도, 5~6개의 음으로 구

성된 화음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바탕으로 하나 혹은 많게

는 두 음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 상에서의 부분적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성적 다양성이 드러나면서도 내재된 화음 구조에 의

한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화음 구조 사이의 유사성은 화음의 일부인 음정에 의

한 구조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화음을 화음보다 많은 음을 가진 음계

의 구조의 일부로 놓고 파악할 수도 있다. 

 [악보55] No.7에 나타나는 몇 개의 화음(m.8, 12, 1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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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서, 동일 화음 구조에 의한 동질성이 아니라, 속한 음계의 특

성에 따른 동질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음계 또한 음정관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음계를 구성하는 특징적인 음정이 해당 음계에 의한 화음

[표6] No.7 음계를 통한 화음 유사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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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  이는 화음 자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동일60

성이 아니므로, 단순명료한 음정구조의 조건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유사성을 갖게 된다.  

  다음은 화성적 음정의 공통구성음에 따른 유사성에 관한 예시이다. 

 

[악보56] No.12 상부층위로 E음을 포함한 모든 음정과  

하부층위로 D♭음을 포함한 모든 음정(mm.1~12)

 화음의 음계의 부분으로서의 측면을 통한 연관성은, 감상에서 분명하게 인식하60

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음계의 특성에 따른 대략적인 감각적인 측면을 형성하므
로, 화음 간에 언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감각적인 유사성을 제공한다. 혹은 음계
가 화음 간의 연관성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음계를 구성하는 기
본단위로서의 음정 또는 특징적인 음정이, 음계를 기반으로 구성된 화음에도 포함
되게 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령 온음음계의 경우 구성음 사이의 트라이톤이나 증
음정이 형성되고 단2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온음음계의 구성음
을 결합하여 구성한 화음에서도 트라이톤이나 증음정이 포함되고 단2도의 음정은 
배제된 음정구조가 나타난다.  
이러한 음계의 부분으로서의 화음 간의 유사성은, 특정 음정을 통한 구조와 그에 
따른 성격을 가진 음계(또는 음체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구성음 
간의 관계가 제각각이고 그 음정구조가 극히 불균등한 음계이거나 할 경우, 음계
로부터 어떤 구성음을 취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정구조, 다른 성질을 가진 
화음들이 형성될 것이므로, 화음 간 유사성이 그 소속된 음계를 통하여 파악되려
면 화음 구성음의 바탕이 되는 음계는, 특정 음정으로 구성되거나, 등분분할에 기
반한 음정구조를 지니고 있는 등으로 음계 자체의 구조가 내부적으로 일정한 구조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는 음계가 곡에서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일정한 구
조를 가진 음계로 가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음 구성의 바탕으로서의 작용(또
는 가정)이 가능한 음계는 5음음계pentatonic scale, 온음계diatonic scale, 온음음
계whole-tone scale, 옥타토닉octatonic scale 등이다. 3~4음으로 구성된 음계, 또
는 반대로 반음계는 아니면서 10~11음으로 구성된 음계, 내부적으로 불균등한 구
조를 가진 음계(가령 헝가리 음계) 등은, 화음을 통하여 해당 음계의 특징을 유추
해내기 어려우며, 따라서 화음 간의 연관성의 연결고리가 될 수 없다. 앞서 포함시
킨 온음계의 경우, 완전히 균등하지 않고 그 구성원리와 무관하면서도, (반음계적
이지 않은, 증감음정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3도구성화음이 온음계, 정확히는 공통
관습적인 조성음악을 상기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어느정도 양식화된 측면이 
작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화음에 관련된 관습 및 양식에 대한 것은 본고의 주제를 
완전히 벗어나므로, 음계로부터 화음의 형성 또는 반대로 화음으로부터의 음계의 
(의식적이지 않은) 지각에 있어서 관습과 양식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정도로만 언
급하고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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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mm.1~12의 상부층위와 하부층위를 살펴보면, 시작의 음

정 D♭-E와 구성음을 공유하는 일련의 음정을 통하여 주기성을 형

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통구성음에 따른 유사성은 화음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구성음

이 둘 뿐이어서 서로 다른 음정에서 가질 수 있는 공통구성음이 하

나 뿐인 화성적 음정과 달리, 화음은 여러 개의 공통구성음을 가질 

수 있다. 화음의 구성음을 둘 이상 공통으로 포함하는 경우, 필연적

으로 공통구성음 간의 음정을 포함하게 되므로, 구성음의 공통은 음

정구조적인 연관성 또한 가질 수 있다.  61

  다음은 화음의 공통구성음에 따른 유사성에 관한 예시이다. 

 정확히는 프라임 폼적 구조 상의 공통이며, 배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통구61

성음이 꼭 동일한 부분구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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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7] No.12 시작화음과 공통구성음을 공유하여 유사성을 가지는 화음(mm.1~9)



    
  동일한 구성음을 포함함으로써 음고적으로—감각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구성음 간의 음정인 단3도, 단6도, 트

라이톤이 각 유사화음에 포함됨으로써, 화음성질 간의 유사성 또한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화음의 동일성/동질성/유사성의 한 곡 내에서의 예이다. 

 

  음정구조를 통한 동질성을 갖는 화음들로, 구성음에 따른 유사성

을 가지며, 공통음 및 수평적 불협화를 일으키는 구성음의 여부에 따

라 근친적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여섯 화음에 대한 동일화음이 

곡의 여러 지점에 나타난다. 

[악보58a] No.4 시작의 구조적 동질성을 갖는 화음 간의  

구성음에 따른 근친적 정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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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화음들에 대한 구성음 상의 약간의 차이를 갖지만 동일성을 띠

는 화음들 또한 같이 나타나고 있다. 

[악보58b] No. 4 시작의 화음들에 대해 동일성을 갖는 화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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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적 음정 및 화음 간의 동질성 및 유사성을 살펴보았는데, 앞서 

살펴본 음고나 진행음정에서와 동일하게 화성적 음정 및 화음 간의 

이질성 또한 화성적 맥락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음은 화성적 음정의 이질성의 예시이다. 

 

  위 예에 나타나는 모든 음정은 2/7/9도로 동질적이나, 2도는 7/9도

와 달리 음이 직접적으로 인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7/9도와 차이를 

갖는다. 그에 따라 음정 사이에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음정성질 또한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단과 장으로 성질

을 달리하고 있어, 음정 간에 차이가 나타나며 구간이 구분되고 있

다. 

  다음으로는 도수가 관여하는 음정 간 이질성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

다. 아래는 No.12에 나타나는 음정 간 이질성의 예시이다. 

[악보59] No.15 두 번째 섹션 시작부분의  

음정 간 이질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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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에 제시된 부분의 시작과 끝에서는 3도의 불완전 협화음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나타나는 음정은 모두 8도와 5도의 완전

협화음정으로 구분된다. 이 이질성이 프레이징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음 간 이질성은 화음의 음정구조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악보60] No.12 시작부분의 음정 간 이질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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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1] No.12 음정구조에 의한 화음 간의 이질성(mm.1~9)



    
 다음으로는 화음이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는 예를 살펴보겠다. 

 

  위 악보를 보면 장7화음의 프라임 폼 구조의 화음들을 기본으로 하

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첫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이 장7화음 사이

에 단 하나의 이질적인 구조의 화음이 나타나는데, 프레이즈 시작의 

화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에 나타남으로써 그 화성적 변화가 더

[악보62] No.5 장7화음 프라임 폼 구조의 화음들 사이  

이질적인 구조의 화음(m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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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조되고 있다. 두 번째 프레이즈의 시작 및 끝에 나타나는 화음 

또한 각기 다른 구조의 이질적인 화음으로, 동질적인 화음 사이에서 

이질성을 띤 화음의 등장이 화성적인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보다 큰 단위, 하나의 부분 단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No.4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 장3화음의 프라임 폼 구조의 화음들만

이 나타나다가, 두 번째 섹션에 들어서서는 단3화음의 프라임 폼 구

조의 화음들이 나타나고, 다시 세 번째 섹션에서는 장3화음이 7화음

과 함께 섞여 나타나면서, 중간에 위치한 두 번째 섹션의 화음의 음

정구조에 의한 화성적 특성이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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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3] No.5 두 번째 프레이즈에 나타나는 이질적 구조의 화음(mm.2~3)



    

 

  한편 화음은 화성적 음정의 조합이기도 하므로, 화음을 구성하는 

화성적 음정에 따라서 동·이질성 및 유사성이 형성될 수 있다. 다음

은 화음의 화성적 음정의 조합으로서의 구성에 따른 동질·이질성에 

관한 예이다. 

[악보64] No.4 세 섹션 화음의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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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5] No.7 mm.3~8 공통된 화성적 음정으로 인한  
여러 개별적 화음 간의 유사성



    
  이 곡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온음음계로 각기 구성된, 두 개의 층위

로 이루어진 곡으로, 각 화음의 상부와 하부를 구성하는 음이 각각

의 음계에 속한 음이며,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화음구조가 제한적이

게 된다. 

 [표7a] No.7 상부의 음계 및 그에 따라 상부에 나타날 수 있는 음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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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b] No.7 상부에서 가능한 음정의 종류에 따른 분류

[표7c]  No.7 하부의 음계 및 하부에 나타날 수 있는 음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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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에서 위의 두 개의 표 각각에 속한 두 음정의 결합의 구조를 

갖는 여러 4화음Vierklang이 나타나고 있는데, 곡에 사용된 온음음

계의 특성에 따라, 상부와 하부에 나타날 수 있는 음정은 장2도, 장3

도, 트라이톤, 단6도, 단7도, 옥타브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총

합은 12음이 되어 음정이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결합양

상에 따라서 다양한 화음이 도출된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화음들 사

이에, 구성음 관계 상의 동질·이질성이 존재한다. 

  화음이 포함하고 있는 음정의 유형—완전어울림음정, 증음정 및 감

음정, 3도/6도의 성질 등—에 따라 화음의 구성에 크게 관여하는 음

정이 다른 화음에 없는 경우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화음 간의 공통의 구성음에 의한 거리의 차등이 형성되는 것처럼, 

화음 내지 화성적 음정의 음정구조 및 성질이 그 동질성 및 이질성

에 따라 계층화되어, 그에 따른 거리감distance을 형성할 수 있다. 

[표7d] No.7 하부에서 가능한 음정의 종류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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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화성적 음정의 계층화에 관한 No.12의 예시이다. 

 

  화성적 음정의 도수에 따른 완전협화-불완전협화-약한 불협화-강

한 불협화의 성격이 구별되며, 그에 따른 단계와, 음정간의 거리가 

형성되고 있다. 

  전통적인 구분과 유사하나, 분류와 달리 완전4도는 그 불협화적 성

질로 인해 약한 불협화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음정 성질의 동일성, 동질성, 유사성에 따라 화성적 음정 

간의 거리감을 형성하는데, 화음구성음 간의 음정을 화음을 구성하

는 또 하나의 구성요소로 보아, 화음공통음에 따른 근친성을 파악하

듯 화음의 공통구성음정에 따른 거리감 또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그에 관한 No.14의 예시이다. 

[악보66] No.12에 나타나는 음정의 계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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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화음에 포함된 음정은 두 개의 완전5도와 장9도 음정으로, 이 

두 음정을 포함하는 화음은 거리가 가깝고, 이질적인 음정을 포함하

지만 이 두 음정을 포함하는 화음은 그보다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종지 직전의 화음에서는 장7도, 트라이톤, 단3도, 장6도 등, 시작의 

화음과 공통인 구성음정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화음의 음정

구조 상 거리가 가장 멀다고 할 수 있다. 

[악보67] No.14 화음 구조에 따른 거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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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피아노 흰건반의 제한된 7음만이 나타나는 No.15의 예시

로, 구성음의 음고 상의 이질성이 적게 나타나며, 그에 따라 음정구

조적 유사성 및 이질감에 의한 거리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 

 

  위 예시에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화음구성음정에 따른 계층성은 

불협화도와도 관련된다. 

[악보68] No.15 음정구조에 따른 유사성 및 이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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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No.11의 시작부분의 화음들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완전5

도, 단2도/장7도/단9도의 날카로운 불협화, 트라이톤의 특징적인 음

정의 포함여부에 따라 화음의 구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화음은 여

러 개의 음정으로 구성되므로, 화음은 이 구분에 따라 몇가지 항목으

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음정의 포함여부 및 포함된 수에 따

라 화음 상호간의 거리감이 달라지는, 일종의 화성적 지형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다음은 앞서 살펴본 음고와 음정구조적 측면 그리고 화음 간 거리

의 측면 모두를 살펴볼 수 있는 No.5의 예시이다. 

[악보69] No.11에 포함된 음정에 따른 화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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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0] No.5 첫 프레이즈의 화음들 

[표8] No.5 공통음 및 수평적 불협화에 따른 화음간 근친적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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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G-B♭의 경우 앞의 E-G-B-C 화음과 직접적으로 수평

적 불협화가 나타나, 2개의 공통구성음을 가짐에도 거리가 먼 화음

이 된다. 

  D-E♭-G-B♭ 화음은 하나의 공통음을 가지지만, 직접적으로 연

결되면서 드러난 상태는 아님에도 C-E♭-G-B♭ 화음을 통하여 간

접적으로 수평적 불협화의 가능성이 나타나 있고, 그에 따라 가까운 

화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B♭-D-F-A 화음은 공통구성음이 없지만, 수평적 불협화의 가능

성이 없어, 차후의 직접적인 연결에 따른 근친가능성이 존재한다. 

  D♭-F-A♭-C 화음은 하나의 공통 구성음을 가진, 멀지도 가깝지

도 않은 화음이다. 

  프레이즈의 종지화음인 D#-E-G#-B의 경우, 두 개의 공통구성음

을 가짐에도 포함된 구성음 상 시작의 E-G-B-C 화음과 수평적 불

협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간적 간극 동안의 이질적인 구성음

을 포함한 여러 화음들로 인해 맥락상 오히려 공통구성음을 가지는 

측면이 강조되어, E-G-B-C 화음에 근친적인 화음으로 나타난다. 

그에 따라, 먼 거리의 화음으로의 급격한 진행 이후, 점차 시작화음

에 더 많은 공통음을 갖는 가까운 화음으로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

다. 

  악곡 내에서는 시간에 따른 배열 및 인접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

소 간 거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악곡 내에서 형성되는 음악적 

맥락을 고려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수평적 불협화의 작용은 인

접 여부에 따라 그 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접여부 전후의 진행 

및 순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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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화음은 곡 내에서 다음과 같이 원 구성음을 유지하면서도 나타나

고,  

 

  다른 구성음을 포함하거나 일부만 나타나는 경우와도 연관된다. 

[악보71] No.5 주요화음의 악곡 내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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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음의 추가 및 삭제에 따라 변화되는 음정구조에 의해, 다시 거

리감이 달라진다. 

  동질성과 이질성의 인식은 요소 간 중심과 대립의 관계를 형성한

다. 화성적 음정의 중심-대립 관계의 예는 No.10의 시작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악보72] No.5 주요화음에 대해 동일성을 갖는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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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은 ‘prestissimo’의 극도로 빠른 템포에 ‘staccatissimo’로 음

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첫 번째 섹션에서는 실질적으

로 분산된 클러스터broken cluster로 나타난다. 처음에 G와 A음으

로 시작하여 새로운 음고가 하나씩 추가되는데, 이후 다시 하나씩 제

외되면서 B와 C의 두 음이 남아, 처음과 같이 2도의 클러스터 또는 

음정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시작에서 나타난 장2도의 성질, 그

리고 중간에 추가된 음인 B가 A와 형성하는 음정 역시 장2도로서, 

마지막의 B와 C의 단2도가 이질적인 음정이 되어 앞서의 맥락과 충

돌하게 된다. 장2도와 단2도의 서로 다른 성질의 대립적인 두 음정

은 이후 악곡의 전개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보다 일반적인 화성적 음정의 중심과 대립의 관계의 예는 No.1에

서 볼 수 있다. 

[악보73] No.10 화성적 음정의 이질성에 의한 대립(mm.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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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부분의 처음 두 마디에서는 단6도를 중심으로 트라이톤 음

정이 이질적인 음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어지는 프레이즈 내 다

음 부분에서도 트라이톤과 장3도가 교대되면서 그 성질의 대조를 보

이고 있는데, 그에 따라 3/6도와 트라이톤이 중심과 대립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후의 프레이즈들에서 여러 음정들이 나타나긴 하

지만, 이 대립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에 나타나는 여러 음정들은 완전히 개별적인 것으로 

인지되지 않고, 유사한 음정끼리 각각의 관계를 형성한다. 중심이 되

는 단6도와, 그에 대해 대립적인 트라이톤을 축으로 하여, 다른 음정

들이 그 성질적 유사에 따라 군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74] No.1 첫 섹션 음정의 동질성, 유사성 및 이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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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두 음정이 대조적인 관계에 그치지 않고 대립적인 관계를 형

성하는 것은, 처음 관계를 형성하는 단6도의 D#-B 음정과 트라이톤

인 F#-C 사이에서, B와 C음이 반음관계 로서, 연결되지 않고 음정62

의 구성음 간의 관계가 F#은 D# 및 B음과 협화적인 관계인데 B음

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음정 인식의 긴장이 발생한다. 

  중심과 대립의 관계형성은 화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다음의 예

는 No.4에서 나타나는 화음 간 대립관계의 예시이다. 

 측면 억제 효과에 의해, 반음관계 자체가 이끈음 관계, 경향음을 형성하는 것이 62

아니라, 충돌하고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성음악에서, 이끈음이 해결 또는 
인접되지 않고도 여전히 작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연적으로 이끈음의 효과를 갖
기보다 양식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반음계적인 수식—반음계적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수평적 불협화를 형성하는 음으로서, 이끈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
이 아니더라도 긴장과 그에 따른 이완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끈
음이 반음 관계의 인접 때문에 나타나는 작용이라면, 장7도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해결감이 들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de la Motte, 
1976/2005, pp.303~307). 특히 선율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단성선법에서 마침
음이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 옥타브 동등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소위 ‘이끈음'으로 불리는 음, 또는 중요음과의 반음관계의 음이 가진 효과는, 음 
간의 충돌이 해소되어 이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끈음 또는 음이 방향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나, 이
끈음의 원리에 대한 규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관해서 주커칸들 또한 음이 방
향성을 갖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비판 또한 참조할 수 있다. 인접음의 연결성은 반
음이 아닌 온음이라도 형성되며, 이에 관해서는 음악심리학의 순차진행의 특수한 
연결성에 대한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반음의 진행이 온음보다 특별하게 인식되
는 것은, 뇌신경학적으로 보자면 인접음고를 다루는 세포는 서로 인접해있어 시냅
스연결이 다른 관계보다 깊게되어 있어서, 그리고 한 편으로는 상기한 측면억제효
과로 인해 담당세포가 억제되어 있다가 활성화되어 그 자극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끈음이 아니라도 반음관계의 음들 사이에서는 
모두 나타나는 측면이므로, 이끈음이라는 반음진행과 구분되는 특수한 기능은 자
연적이라기 보다 양식화된 측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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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첫 번째 프레이즈의 주요지점인 시작과 끝에 나타나는 두 화

음, C-E-G와 A♭-C-E♭화음의 구성음의 음고측면에서 관계를 살

펴보면, C의 공통구성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E음과 E♭음

이 수평적 불협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에 따라 두 화음은 서로 갈등

을 일으킨다. 

  곡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화음 간의 대립관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75] No.4 첫 섹션 대립관계의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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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6a] No.4 대립관계의 두 화음(1)

[악보76b] No.4 대립관계의 두 화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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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예에서는 화음이 아니라 화성적 음정으로 나타나고 있지

만, C-E-G 화음과 A♭-C-E♭화음에 대해 동일성을 갖는 음정임

을 바로 알 수 있고, 프레이즈의 시작과 끝에 나타남으로써 화성적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위 예가 화음의 음고적 측면에 의한 대립이었다면, 화음의 음정구

조적 측면에 따른 화음성질에 의한 대립의 경우도 있다.  

 

[악보76c] No.4 대립관계의 두 화음(3)

[악보77] No.4 세 섹션에 나타나는 화음의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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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No.12의 첫 부분에 나타나는 화음 간 대립관계이다. 

 

  화성적 음정 및 화음 요소들은, 음고들의 연속이 하나의 선율로 이

해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만 파악되

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진행을 형성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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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8] No.12 온음음계적 화음과 감음정 및  
날카로운 불협화 음정을 포함한 화음의 대립



    
  다음은 화성적 음정의 변화를 수반하는 진행의 예이다. 

 

  이는 화음진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79] No.12 화성적 음정의 단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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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음구성음에 의한 동질성 및 유사성, 이질성은, 그에 따른 화음 간

의 근친적 정도를 의미하며, 점진적인 화성진행에는 이 근친성에 따

른 화음 간의 거리감이 반영된다. 다음은 화성적 거리가 변화되는 진

행에 관한 No.5의 예시이다. 

 

  No.5는 구성음 E, G, B, C의 화음으로 시작하는데, 위에 제시된 부

분의 첫 화음은 구성음이 G, B, E, C로 No.5의 시작의 화음구성음과 

동일하다. 위 악보의 아랫단을 살펴보면, C, E, G, B음의 비중이 점

진적으로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화음으로까

지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구성음의 음고에 따른 화성적 근친성

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다시 말해 점차 거리가 먼 화음으로 진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80a] No.5 화음 구성음 E, G, B, C 비중의  

화성진행에 따른 점진적 감소(mm.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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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에서는 반대로 곡 시작의 화음 구성음 E, G, B, C의 비중이 점

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중심이 되는 화음으로부터 먼 지점에

서 가까운 지점으로, 그리고 중심으로까지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악보80b] No.5, m.6 시작의 화음 구성음 E, G, B, C 비중의 

화성진행에 따른 점진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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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1] No.5의 시작부분에 나타나는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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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 마디에는 이질적 화음이라도 적은 차이만 가진 화음이 나타나

는 반면, 곡이 어느정도 진행되면서 이질적인 화음의 유형이 다양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증음정 또는 감음정을 포함하는 화음은 

m.4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m.6에는 앞의 화음구성의 단위인 

3도로는 구성되지 않는 화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표9] No.5 시작부분 각 프레이즈에 포함된 이질적 화음과 그 비율

128



    
  그에 따라 처음에는 적었던 불협화도의 변동이 점차 커지는데, m.6

에서는 불협화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과정이 보다 분명

하게 나타난다. 

 

  화성적 음정 및 화음은 때때로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아래는 

믹스쳐에 의한 부분으로, 그 성질의 단계적인 변화의 진행을 보여준

다. 

[악보82] No.5 m.6에서 나타나는 불협화도의 증가와 감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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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No.9, mm.1~15부분의 리덕션이다. 이 곡에서는 반음계하행 

음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여러 성부의 중첩에 따라 국소적으

로 서로 다른 믹스쳐가 형성된다. (구분을 위하여 아래 악보의 마디

선은 원곡에서와 달리 서로 다른 믹스쳐의 음정구조를 구분하기 위

해 쓰였다.) 

  곡의 처음에는 6도 믹스쳐와 5도 믹스쳐의 차이가 나타나며, 후에 

완전음정에 의해 서로 유사성을 갖는 믹스쳐들과, 3/6도 및 3화음에 

의한 믹스쳐들이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4화

음의 믹스쳐들은 완전4도와 3도라는 각기 다른 음정군에 속하는 두 

[악보83] No.9 시작부분에 나타나는 믹스쳐의 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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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정이 섞여서 나타남으로써, 불협화도에 있어서는 이질적이면서도 

음정구조에 있어서는 중간적인 성질로 나타난다. 

  정리하자면, 각 믹스쳐의 음정구조에 의한 믹스쳐 간 동질성과 이

질성,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 병진행의 믹스쳐로 구성된 위 부분에

서, 수직적인 음정구조에 단계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다음의 유사한 예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보다 방향성있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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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진행은 국소적, 직접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단위에서 간접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악보84] No.13 화음 음정구조 변화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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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는 음고들에 의하여 음고공간이 형성될 수 있듯이, 음고 외

의 다른 중심적인 소재에 의해서도, 어떤 소재 또는 소재의 특정 성

질이 반복되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일종의 공간이 형성되고, 

공간감을 줄 수 있다.   63

  다음은 음정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의 예이다. 

[악보85] No.8 각 섹션 종지화음의 불협화의 단계적 증가

 자유 오르가눔에서 완전4도나 완전5도의 병진행이 일어나는 부분이 다른 음정63

에 의한 부분과 대조되며, 다른 부분임이 인식될 수 있듯이, 장3화음에 의한 장조 
또는 장선법과, 단3화음에 의한 단조 또는 단선법의 부분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듯
이, 또한 조성음악에서 3화음을 중심으로 한 부분과, 그 위로 3도를 더 쌓는 방식
의, 3도구성화음체계를 이용하며 불협화를 형성, 그에 따른 맥락을 형성하며, 두 
부분이 구분되듯이, 음고 외의 소재들도 일종의 인지적인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소재의 일정한 체계에 의한 하나의 형식부분을 형성하기도 하므로 형식감을 
형성하는 것과도 혼동될 여지가 있지만, 두 다른 체계에 의한 부분들의 병치나 체
계의 점진적 변화 및 체계 간 혼화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형식 자체와 직
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형식에 결부되는 요소는 아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프레스코발디의 곡 ⟪Cento Partite Sopra Passacagli⟫ 참조. 변주가 계속되
지만, 장선법에 의한 부분과 단선법에 의한 부분이 교차되며, 온음계적인 부분과 
반음계적인 부분 또한 교차된다. 장선법에 의한 부분과 단선법에 의한 부분이, 그
리고 온음계적인 부분과 반음계적인 부분이 인지적인 연관성을 갖게 된다. 하나
의 형식부분 내에서 선법의 성질이 변화되기도 하므로, 장선법에 의한 부분과 단
선법에 의한 부분의 교대가 형식과 관련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F장선법에서 F 단
선법으로 변하는 등 무지카픽타를 통한 선법의 성질의 변화도 나타나므로, 구성음
에 의한 변화가 아닌 음계 및 화음의 성질 차이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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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도의 음정이 주로 나타나, 전체적인 바탕이 되는 하나의 공간

을 형성하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음정들은 이 전체 바탕에 대해 이

질적이게 된다. 

  이러한 화성적 공간은 보다 짧은 단위로도 형성될 수 있는데, 이를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악보86a] No.15 2/7/9도에 의한 화성적 음정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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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6b] No.15 완전5/4도의 화성적 음정 공간 



    

 

  동일하게 성부진행voice leading적으로 유도되지만, 믹스쳐가 유지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고, 이는 공간의 안정성으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예로 No.9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행

하는 반음계 음형의 중첩에 따른 화성적 음정 및 화음의 믹스쳐가 나

타난다.  

[악보87] No.13 화성적 음정 공간의 안정과 불안정 상황의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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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믹스쳐는 화음과 같이 하나의 수직적인 음정구조를 갖기도 

하지만, 이러한 음정구조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작은 공간적 

단위이기도 하며, 다시 그 상위로도, 완전5도 및 그 자리바꿈음정인 

완전4도에 의한 구간과, 3도 및 3화음, 7화음에 의한 구간으로 묶여 

나타나고 있다. 

   화음에서도 이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악보88] No.9에 나타나는 화성적 음정 - 화음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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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섹션에서는 모든 화음들이 장3화음으로, 두 번째 섹션에서

는 모든 화음들이 단3화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공간을 형성하는 화성적 음정이 그 자체로서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화음의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곡의 첫 부분 외에도 악곡의 전반에 걸쳐 완전5도의 사용이 반복되

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인지적 공간을 형성하여, 곡의 말미에 나

타나는 완전5도 외의 트라이톤, 증5도 등에 의해 구성된 부분이 이질

적으로 느껴짐과 동시에, 마지막의 완전5도로 구성된 화음들에 의하

여 원래의 공간으로의 회귀감이 느껴지게 된다. 

[악보89] No.4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에 나타나는 화음공간

[악보90] No.8 화성적 음정에 의한 공간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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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음의 성질 내지 음정구조 자체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화음의 음

정구조를 형성하는 일부가 동일하여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기도 한

다. 

 

  2/7도 음정을 계속 포함하여, 음정구조 및 불협화도 상의 유사성이 

유지됨으로써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악보91] No.8 화성적 음정에 의한 공간의 불안정

[악보92] No.15 시작부분에 계속적으로 포함된  
동질적 음정에 의한 화성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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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고나 성질의 변화, 내지는 소재의 역할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고정되면 그 화성적 양상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화

성적 음정 내지 화음에 의한 화성적 양상의 안정성은, 화성적 음정

과 화음의 구성음 내지 음정구조, 불협화도 등의 특성의 고정적 출현

에 의해 형성된다. 

 [악보93] No.4 구성음에 따른 화음성질의 안정 및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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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계 

 음계는 “음고의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된 일련의 음표의 연

속” 으로, 전통적으로 음계는 하나의 체계system가 되기도 하나, 음64

형으로도 나타나는 또 하나의 소재material이기도 하다. 음계 간에서

도 음고 및 음정관계적 측면에 따라 유사성이나 동질성 및 이질성이 

나타난다. 

  다음은 구성음에 의한 동질·이질성의 예시이다. 

  공통음의 비율, 그리고 각 음계에 해당되는 공통음의 중요도에 따

라, 음계 간의 근친적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공통구성음의 비율이 좀 더 높더라도, 중심음 등의 주요구성음의 

포함 여부에 따라, 맥락적으로 근친성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표10a] No.10 공통 구성음의 비율에 따른 음계 근친성

 “A sequence of notes in ascending or descending order of pitch.” (“Scale”, 64

Drabki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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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계는 그 음정관계에 의하여 음고적 측면과 별개로 동질성을 갖기

도 한다. 

  다음은 음정관계에 의한 동질성의 예시이다. 

 

 

  음계의 음정구조적 측면에 따라서도 음계 간의 유사성이 나타난다. 

[표10b] No.10 중심음의 포함여부에 따른 음계 근친성

[악보94] No.10 음정관계에 의한 음계 간 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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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계의 동질·이질성은, 완전히 동일한 음계의 경우를 제외하면, 공

통구성음을 통한 음고적 동질성과 함께 음정관계적 측면의 이질성

을 갖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난다. 가령 어떤 음계의 이도형은 

음정관계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구성음은 이도형이기에 상당히 이질

적일 수 있다. 

  다음은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음계 간의 관계에 대한 예시이다. 

 

  첫 번째 단의 음계는 No.3의 시작에 나타나는 음계로, mm.52~55, 

75에 그 이도형이 나타나는데, 그 음계가 위 두 번째 단의 음계이다. 

[표12] No.3 음계 간 음고공통성 및 음정구조적 이질성,  

음고이질성 및 음정구조적 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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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No.10 음계 간 음정구조적 유사성



    
이도형이면서 F와 B의 두 음(만)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단의 음계는 여러 공통된 구성음이 나타나지만, 

그 음정구성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임을 볼 수 있다. 

  이도형이면서 구성음도 같은 경우, 보다 특정하자면, 음고 구성과 

음정관계는 동일하고, 구성음 간의 조직만 다른, 등분분할 음계에서 

이도형이 회전rotation형과 같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 구성음 간의 관계 및 조직은 달라지게 되므로, 구성음 및 음정구

조에 의한 동질성과 조직성에 의한 이질성을 갖게 된다.  

  다음은 유사한 구성음을 갖는 두 음계에 의한 서로 다른 부분의 예

이다. 

 

  두 부분의 음계는 거의 동일한 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음정관계를 인식하는 기준이 되는 중심음이 다르며, 그에 따라 

인지되는 음정구조 또한 다르게 된다. 

[악보95] No.17 유사한 구성음을 갖는 두 음계에 의한 서로 다른 부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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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에서의 음의 역할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배열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음계를 중심이 되는 음으로부터 배

열하고 그 음정구조를 비교하면, 

 

이와같이 반음과 온음이 나타나는 구조가 서로 다르게 된다. 이는 또

한 각 음의 주음으로부터의 음정관계를 다르게 하여, 다음과 같은 차

이를 보인다. 

[표13a] No.17의 시작과 중간에 나타나는 두 음계의 비교

[표13b] No.17의 시작과 중간에 나타나는 두 음계의 음정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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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공통구성음이 많다고 해서 항상 유사하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서로 다른 측면에서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

존하게 된다. 

  한편 등분분할 음계이면서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악곡 내

에서 중심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 내부의 구성음들 간의 관계가 동등

하고 조직성이 느슨하여 슬렌드로slendro음계와 같은 부유성을 갖

는 경우, 일부 이도형과 원형이 구분되지 않게 된다. 

[표13c] 각 음계에서 중심음과 다른 음 간에 형성되는 화성적 음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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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음계의 동질·이질 다중성에 대한 예이다. No.17에는 주제음

형이 여러가지로 변형되는데, 그에 따른 여러 음계가 나타난다. 

 

 

[표14a] No.17 원형과 변형

[표14b] No.17 원형과 순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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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음계가 서로 음고적으로 유사하면서 음정

구조적으로도 유사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음고적으로 서로 유사한 

음계가 음정구조적으로는 다른 경우도 있으며, 음정구조적으로 유사

한 음계가 음고적으로 구성이 다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음계 간의 

[표14c] No.17 원형과 이도형

[표14d] 각 음계의 음정구조 및 음고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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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이질성에 따른 근친적인 정도는 음고적 측면과 음정구조적 측

면을 모두에 대해 통합적으로 판단된다.  65

   이러한 음계의 동질·이질성을 바탕으로 한 근친성을 통하여, 음계

는 곡 내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은 관계성에 따른 음계의 역할에 관한 예시이다. 

 [표15a] No.3에 나타나는 음계 일부

 다만 인접한 서로 다른 음계의 근친도는 구성음의 유사에 더 영향을 받는 경향65

이 있는데, 이는 감각기억의 작용 때문이다. 음계의 음정구조에 의한 유사성은, 감
각정보 자체가 아니라 개개의 음고들을 구조화하여 이루어진, 즉 지각과 인지의 
단계를 거친 정보이기 때문에, 감각기억의 작용이 강할 때에는 구성음 각각의 음
고의 측면이 부각되어, 음정구조가 같더라도 다른 음고가 주는 감각 때문에 이질
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음에는 차이가 있지만 음정구성은 유사한 
관계의 두 음계의 유사성·근친성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나타날 때 
더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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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첫 번째 음계는 악곡의 처음에 나타나는 음계로, 곡의 중심이 

된다. 두 번째에 제시된 음계는 구성음 상의 차이를 보이긴 하나, 중

심음계와 공통된 주요음을 가지면서 동일한 음정구조 또한 나타나기

에, 중심음계를 상기시킨다. 이 음계는 곡의 세 번째 섹션의 시작에, 

그리고 네 번째 섹션의 초반의 중요한 위치에 나타나, 각 섹션의 기

준이 되고 있다. 

  위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제시된 음계는 각각 곡의 첫 번째 부분

의 끝과 세 번째 부분의 끝에 나타나는 음계로서, 곡의 중심음계와 

구성음상의 차이 및 음정구조적인 차이를 보이며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세 번째 음계는 중심음계와 공통음이 하나 뿐이며, 

음정구조 상으로도 온음과 반음이라는 음정구성원리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으로 강한 대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음계는 중심

음계의 전위형으로서, 전위형이라는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공통구성

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음정구조 상으로도 이질적이므로, 중심음계

와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두 음계는 각각 한 섹션의 끝에 

[표15b] No.3의 일부 음계 간 구성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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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다르게 말하면 한 섹션의 전개의 끝에 도달하는, 중심음계

에 대해 대조적인 다른 지점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음계는 각 음계가 속한 섹션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음계로, 중심음계의 구성음들을 여럿 포함하면서도, 중심

음이 되는 B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다른 중심음을 갖는 

경우이다. 특히 5번째 음계의 경우, 진행에 따라 음계가 옥타브 이상

으로 확장되며, 원래의 중심음인 B는 한옥타브 위의 음만을 포함하

는데, 옥타브 동등성 때문에 같은 음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원래의 

한옥타브 아래에서와 같은 중심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

다. 그보다는 G#, A, B♭이 해당 부분에서 중요한 음이 된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음계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음계와 달리 중심

음계에 대해 구성음의 수 및 음역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넓게 

확장되면서도 불균질적인 특성으로, 제한되어 있는 음계에 비해 동

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각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섹션의 중

후반의, 각 섹션 내에서 보다 폭넓은 전개가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나

타나고 있다. 이 음계들은 다양한 음정 및 구성음에 의한 혼합된 성

질로 인해, 곡 전체에서 음조직적·화성적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일조

하고 있지만, 바로 그러한 특성 때문에 자체로서 아주 높은 중요도

를 갖지는 않는다.  

  이렇게 동질·이질성에 따라 형성된 음계 간의 관계 및 음계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도, 악곡의 진행을 통해 형성되는 맥락에 따라 각 음계

는 역할 및 상대적 중요성을 달리한다. 위계적 중요도는, 시간간격

을 둔 반복을 통하여서도 높아지지만, 형식구조적인 위치에 따라서

도 달라지는데, 음계 변이의 중간과정으로서 나타나는 음계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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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한 부분 또는 곡의 시작과 끝에 나타나는 음

계는 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형식구조적 위치가 어떤 소재

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서 음이나 음정, 화음에서 작용하

는 방식과 동일하다. 

  No.3에는 진행에 따라 다양한 음계가 나타나는데, 그 중 첫 번째 

섹션에서 제시되는 B와 B♭의 대립에 의해 이후의 음계에서 이 주요

음을 포함하는가 포함하지 않는가에 따른 중요도 및 역할의 차이가 

나타난다. 

 

[표16] No.3에 나타나는 음계의 중심음 및 대립음의 포함여부에 따른  

중요도의 차등 및 역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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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의 음계들에서는 B음이 포함될 뿐 만 아니라 중요하게 포함되

기도 하는 음들이며, 오른쪽 음계의 경우는 반대로 B음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대립적인 B♭음은 포함하는 경우의 예들이다. 가운데 위

치한 음계들에서는 B음과 그에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B♭음을 모두 

포함하거나, 둘 다 포함하지 않는 경우이다. 

  중심음계에 대해 근친적인 음계에서는 그 중심음계에 얼마나 구성

음 상에서 그리고 구조적으로 유사한지, 반대로 대립적인 음계들에

서는 중심음계에 대해 얼마나 이질적인지에 따라 음계의 성격과 역

할, 중요도가 대략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각 음계는 중심음 또는 대립음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둘 다 포함하거

나 혹은 반대로 둘 다 포함하지 않는지에 따라 중요도 및 그 역할이 

달라지며, 중심음·대립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음계 내에서 중요한 

음인지, 부수적인 음인지 등에 따라 다시 음계의 위계적 구조에 있어

서의 근친성과 그에 따른 중요도에 차등이 발생한다. 위의 음계들은 

근친성에 따른 어떤 범주들을 형성하면서도, 다시 그 안에서의 위계

적 차등이 발생한다. 

  한편, 서로 다른 음계들은 항상 ‘다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

며, 시간적 관계에 따라 한 음계가 변화하는 것으로도 인식될 수 있

는데, 음계에 있어서도 앞서 다른 요소들에서와 같이, 어떤 일련의 

관계성을 갖는 음계들의 시간순서의 배치 또는 제시가 점진적인 진

행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다음은 음계의 운동에 관한 예시들로, 구성

음의 점진적 추가 및 제외에 의한 음계변화, 회전에 의한 음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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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적 변화, 부분에서 전체로의 단계적 제시에 의해 드러난 음계

의 변화, 한 음계에서 다른 음계의 단계적인 이행의 예시들이다. 

  먼저, 아래는 구성음의 점진적 변화에 의한 음계변화의 예이다. 

 

[표17a] No.3의 첫 번째 섹션에 나타나는  

구성음의 점진적 변화에 의한 음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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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에서는 위의 순서대로 음계가 나타나는데, 구성음 상 유사한 

음계들로 되어 있어 점진적으로 음계가 변화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단계적인 경과를 통한 이질적인 음계로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각 부분의 음계구성음들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구성음의 추가에 의해 점차 이질적인, 시작음계에서 먼 

구조가 되어감을 볼 수 있다. 

[표17b] No.3의 첫 번째 섹션에 나타나는 여러 음계의 구성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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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반대로 구성음이 제외되면서 음계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

다. 다음은 그에 관한 No.10의 예시이다. 

 [악보96] No.10 구성음의 제외에 의한 음계의 점진적인 변화(mm.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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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는 특히 음계의 변화에 따른 방향성이 명확한 예로서, 일정하

게 구성음의 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진행하면서, 또한 보다 불협

화적인 반음계에서 협화적인 5음음계로의 진행방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음계(구성음)의 순환에 의한 음계변화의 예시이다. 

 

  No.1의 하성부에 나타나는 음고는 검은 건반의 음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일정하게 국소적으로 중심이 변화되면서 음계도 순환되고 

있다. 

[표18] No.1 하성부 5음음계의 순환에 의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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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예는, 음계 구성음이 한번에 나타나 전체 음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도입되면서, 전체 음계의 윤곽이 점

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이다. 

 

  진행 중에 이전까지의 음에 의한 내부 대칭의 일시적 음계 등이 나

타나며,  

[악보97] No.7 음계의 단계적인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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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는 감화음, 선율선에 의한 B-E♭-G에 의한 증3화음의 

화음윤곽 등 또한 나타난다. 마지막에 이르기 전까지 온전한 음계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중간과정에서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음계 또는 화음의 윤곽 또한 일종의 변화로 인식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두 음 씩 하나의 화성적 음정으로 

묶여 나타나면서, 주성부인 선율의 구성음이 나타나는 상부의 온음

음계가 보다 부각되며, 최종적으로 두 종류의 온음음계가 위계적으

로 중첩된 구조가 드러난다.  

  음계 또한 변동성을 띠는가 그렇지 않고 고정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안정성을 논할 수 있다. 

  No.15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피아노 흰 건반의 음들만이 완전히 

고정적으로 나타나, 안정된 음고공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첫 

부분 전체(선율)에서 음계의 중심이 C로 고정되어 있으며 각 구성음

의 역할 및 구성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으므

로, 음계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 

[악보98] No.7 음에 의한 내부 대칭의 음계(m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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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반대로, 앞서 음계의 점진적 변화의 예로 살펴본 No.3 첫 부

분에서는 음계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며 이후 구성음 또한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쉬는 부분 없이 진행되므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다 하겠다. 

  진행에 따른 경우 외에도, 동시에 서로 다른 음계가 나타나 충돌하

는 경우 또한 음계에 의한 이원적 구조의 인지적인 해결을 요하므

로, 불안정한 측면을 가진다.  

 

[표19] No.15 첫 번째 섹션에 나타나는 음에 의한 음계와 안정성

[악보99] No.11 시작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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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은 두 개의 헥사코드 각각으로 이루어진 상부와 하부, 2중의 

층위로 구성된 곡이며, 전개에 따라 상부와 하부가 음계를 교환하거

나, 좁은 음역에서 서로 더 밀접하게 충돌하거나 하는 등의 음악적 

상황이 벌어진다. 

 

 

[악보100a] No.11 mm25~26, mm.30~31에 나타나는  

상부와 하부의 음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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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음계가 더 중심이 되는지, 그리고 

음계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이 혼란스럽게 

되므로 인지적인 불안정이 나타나며, 위계의 확고화를 통한 인지적

인 해결, 또는 일원화를 통한 정리 등의 해결을 가질 수 있다. No.11

에서는 불안정이 화성을 통하여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전

개된다. 

 

  No.10에서는 개념적으로는 일원화에 해당하지만 층위 간의 음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갑작스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악보100b] No.11 좁은 음역의 두 음계의 충돌(mm.18~20)

[악보100c] No.11 일원화에 따른 새로운 구성원리의 화음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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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하부에서 나타나던 5음음계로의 전환을 통하여—그에 

따라 충돌하던 온음계의 소재는 사라짐을 통하여—위계의 확고화를 

통한 인지적 해결이 이루어진다. 이 해결은 갈등양상을 일으키던 한 

쪽의 소재—여기서는 음계—가 조화를 이루는 대신 사리지게 되므

로, 이 해결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시 나타남으로써 다시 음

악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해당 섹션의 끝에서는, 온음계에 속하던 A와 B음이 등장하며 이러

한 잠재화된 갈등양상이 다시 재점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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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직후에 다시 흰 건반 음에 의한 온음음계에 속한 음과 검은 건

반 음에 의한 5음음계에 속한 음들이 나타나며 불협화를 형성하는 

지점으로 이어진다. 

[악보101] No.10 음계 간 충돌 및 해소 재점화(mm.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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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에 따른 음계의 변화 또는 음계 간의 충돌 뿐만 아니라, 음계 

자체가 내부에 수평적 불협화를 형성하는 서로 충돌하는 구성음을 

가진 경우, 그리고 진행방향 및 다른 조건이나 맥락에 따라 변동성

을 띠는 음을 포함한 음계 등 또한 자체적인 불안정성을 가진 음계라

고 할 수 있다. 

  방향 및 인접음에 따른 조건을 가진 경우는 No.17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옥타브가 넘는 음역에 의해, 내부적으로 간접적인 불협화와 구성음

의 충돌을 갖는 음계의 예는 No.3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악보102] No.17 불안정 음계

[악보103] No.3 옥타브가 넘는 음역의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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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organization 

  음이나 화성소재가 일정한 관계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관계성 자

체가 인식되어 음 또는 화성소재의 조직이 인식된다. 화성조직은 

음, 음정, 화음, 음계 등 모든 화성소재의 범주에서 형성될 수 있고, 

구성음의 음고 및 음정관계의 측면에서 서로 상호작용한다. 

  화성조직이 인식될 수 있도록 화성조직의 연결망 전체가 제시된 이

후의 음악적 양상들은 연결망에 비추어 판단되고 음악적 의미가 구

체화된다. 그러나 화성조직의 연결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진행에 따라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의 화성조직의 연결망에 

맞지 않는 진행이 나타날 경우 음악적 갈등이 형성되며 화성조직의 

연결망이 불안정해지거나 해체되기도 한다. 

  비공통관습체계에서 화성조직·연결망은 감상에 앞서 파악되어 있

지 않으므로, 화성조직 및 그 연결망은 시간에 따라 형성되며,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 불안정화될 수 있고, 내부 요소 간 연결방

식에 있어서의 충돌, 그리고 재안정화 등 또한 나타날 수 있다. 

  No.2에서는 균등한 음관계에 의한 음조직을 볼 수 있다. 이 곡은 (다

른 음정관계도 나타나긴 하지만) 완전5도와 반음(단2도)을 주요음정

관계로 하고 있어, 전통적인 방법인 5th circle이나 chromatic circle

에 의한 순환적 음연결망으로 그 음조직을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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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04] No.2 첫 번째 섹션의 두 가지 주요음정관계

[표20] No.2 두 가지 순환적 음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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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완전5도와 반음(단2도)의 두 가지 연결방식 모두가 주요하

게 나타나기에, 위의 방식으로는 한 가지 연결방식이 보조적으로 표

현될 수 밖에 없으므로, 두 가지가 동등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순환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동일음고가 나타나

는 지점들을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연결하면, 이중으로 된 서로 교

차되는 두 개의 물결선이 결합되어 두 개의 순환적인 고리를 형성하

는 온전한 연결망으로 표현된다. 

[표] 2번 다중 물결선형의 음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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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No.2 서로 교차점들을 갖는  
이중의 물결선-고리 형태의 음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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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의 경우 곡 전반에서 대개 균등한 음정관계를 따라 이동하여, 

부분에 따라 이 균등성에 의해 중심이 명확하지 않고 부유하는 특성

이 나타나지만, 균등한 관계와 순환성 및 무한성이 나타나지 않는, 

제한적이고 불균등한 음조직에 의한 곡도 존재한다. 

 다음의 No.13의 두 번째 섹션에 나타나는 선율의 음조직에서는 제

한적 불균등 음조직망을 볼 수 있다. 먼저 그 선율을 살펴보면, 

 

  첫 프레이즈에서 시작의 C음과 끝의 G음이 주요음고로 주어지며, 

이 구조는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도 반복된다—두 번째 프레이즈에

서 C음은 선율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나, 그 직후 음이 하나에서 둘로 

[악보105] No.13 두 번째 섹션의 선율 및 분석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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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어 연속성이 깨어지기 때문에, 뒤의 E♭음과 함께 C음이 중간

적 도달 위치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후의 단위들에서의 종지시점의 음들은 B♭과 A음으로, 이 음들은 

앞서 중요한 음들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중요한 위치

에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의 중간과정으로서의 음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다섯 번째의 종지시점의 음고로 주어지는 A음에서는 상황

이 달라지는데, 우선 직전의 프레이즈에서 이미 A음으로 마쳤던 상

황이면서, 또한 다섯 번째의 프레이즈에서 A음으로 종지하기 직전

에 A♭음에서 주요음인 G음으로 하행진행한 상황으로서, 이 주요음

으로 진행한 상황에서 진행방향이 바뀌면서 나타난 음으로서 대립적

인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C와 G음 사이에서 보조적인 위계음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음

이 있는데, E음이 그에 해당하는 음이다. 

이 음은 앞서 첫 번째 프레이즈에서 시작의 C음과 같이 단2도의 D#

음이 부가되어 있고, 전후의 단음에 대해 연속성이 깨어진 이질적인 

음으로서 부각된다. 첫 번째 프레이즈 내에서 선율음에 다른 음이 화

성화되어 있는 음은 C와 G음과 함께 E음이 유일하다. 또한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도 마지막에 G음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주요음인 C

와 G음에 대한 이러한 유사성을 갖게 하는 상황들을 통하여, E음은 

보조적으로 중요한 위계를 획득한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음조직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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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이 되는 C와 그에 근친적인 G, E가 중심음군을 형성하고, 그 

각각의 음에 반음관계의 수식적인 음들이 보조적 음군을 형성한다. 

한 편 D와 A, B♭음은 중심음군의 음 C, E, G에 대해 반음관계가 아

닌 음들로, A는 중심음군에 대해 보조적인 음 A♭과 수평적 불협화

를 형성하면서, 중심음군 및 그 보조음군 전체에 대해 대립적인 관계

를 형성하고, D와 B♭음은 A음에 대해 근친적, 보조적 관계를 형성

하지만, 중심음군에 대해 대립적이지 않고 중간적이거나 간접적 수

식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 곡에서 부분에 따라 서로 다른 음조직망이 운용되기도 하는데, 

No.13에서도 부분에 따라 각기 다른 음조직망이 운용된다. 위의 

No.13 두 번째 섹션에서는 C음이 중심인 음조직망이 나타나고 있는

데, 앞선 첫 번째 섹션, 곡의 시작에서는 B음이 중심인 음조직망이 

나타난다. 

[표22a] No.13 두 번째 섹션의 음조직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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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06] No.13 첫 번째 섹션의 전경

[표22b] No.13 첫 번째 섹션의 음조직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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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섹션의 음조직망을 비교해보면, 중심음군 및 보조음군이 각각 

동일·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하나의 음조직망은 여러 다른 부분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No.13의 첫 번째 섹션의 음조직의 중심인 B음 및 중심음군에 속한 

F#의 관계는, F와 C의 관계와 같고, G#과 C#의 관계와는 전위의 관

계이다. 첫 번째 섹션의 음조직망에서는 이러한 하위의 음관계, 또

는 부분음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표22c] No.13 두 번째 섹션과 첫 번째 섹션의 음조직망의 비교

175



    

 

  직전의 예는 부분에 따라 다른 음조직이 나타나지만, 한 곡 내에서 

서로 다른 음조직망이 동시에 운용되기도 한다. No.1에서 그러한 예

를 볼 수 있다. 

[표22d] No.13 부분음조직을 포함한 음조직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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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의 일련의 예에서는 음조직(화성조직)의 인식 자체를 불확실하

게 하는 요소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여러 요소 및 요소 간 관계가 중

요도를 경쟁 하며 음조직(화성조직)의 인식 자체를 불확정적이게 66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예는 No.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악보107] No.1 첫 번째 섹션 전경의 두 음조직

 제한된 주의 자원에 의해 지각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 정보의 선별 및 감각66

정보의 조직화는 상반되거나, 상충, 상이한 정보에 의해서는 그 처리가 어려워진
다(Baars &  Gage, 2010, pp.72~74). 또한 이에 관하여 Winkler & 
Denham(2015, p.6)는 경쟁competition과 선택selection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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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음으로 시작하며, 곧바로 왼손에서 이탈해나가다 돌아오는 패시

지가 나타나 C가 중심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m.2에서 C, E, G음, 그

리고 F, A, C음이 동시적으로 결합하여 화음을 형성함으로써 중심화

음군을 형성한다. 그러나 m.3에서는 C음이 E♭, A♭음과 결합하여 

형성한 화음이 앞서 C-E-G, F-A-C 두 화음과 수평적 불협화를 일

으킨다. 그에 따라 각 화음에 중심음인 C음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수

평적 불협화로 인한 갈등관계로 인해 화음 간 중심적 위치에 대한 경

쟁이 발생한다. 

 

[악보108] No.4 시작부분에 나타나는 소재 간 인지적 충돌

[표23a] No.4 첫 번째 프레이즈 화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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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먼저 나타나며 또한 오스티나토의 음의 그

룹과 연관된 C-E-G화음이 중심적인 것으로 여겨지나, mm.3~4의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C-E-G화음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A♭-C-E♭화음은 종지시점이라는 중요위치에 한 번 더 나타남으

로써,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된다. 그에 따라 A♭-C-E♭화음 및 그 화

음군이 C-E-G화음 및 그 화음군과 중심적 위치에 대해 경쟁하는 

상황이 된다. 

 

  네 번째 프레이즈에 이르러서는 A♭-C-E♭화음이 프레이즈의 시

작과 끝이라는 중요위치들을 모두 점하여 나타남으로써 확정된다. 

(그러나 해당 섹션에 대해서만 확정—안정화된 것일 뿐, 이후의 진행

에 대해서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악곡 전체를 고려하면 여전히 잠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위 부분의 화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된다. 

[표23b] No.4 두 번째 프레이즈까지의 화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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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시작에서 C-E-G화음이 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던 것을 고

려하면, 화음조직의 변화로 볼 수도 있다. 그 경우, 네 프레이즈로 구

성된 위 부분의 시작과 끝의 화음조직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

다. 

[표23c] No.4 첫 섹션 화음조직의 연결망

180



    

 

  첫 프레이즈에서 중심인 C-E-G 화음에 대해 A♭-C-E♭ 화음이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것처럼, 마지막 프레이즈에 이르러서는 

A♭-C-E♭ 화음에 대해 E-G#-B 화음이 (F-A-C 화음과 함께)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에 따라 중심화음-대립화음, 중심화음

군-대립화음군의 관계가 역전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음·화음조직은 곡 내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갈등과 

해결의 화성적 양상을 형성하는데 있어 주요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종지’라는 구문론적 위치는 음·화음조직의 변화가 확정되는 시점이

면서, 또한 종지의 화성적 양상은 음·화음조직에 준하여 판단된다는 

점에서, 종지 음·화음조직과 상호작용한다.


3. 유형 

  종지의 유형은 화성적 원리에 입각하여 음조직적·화성적 소재 및 

그 상호 간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23d] No.4 첫 섹션 내 화음조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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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밝혔듯이, 리듬이나 선율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 종지가 발생

하며, 종지에서의 화성적 양상은 그 의미를 구체화한다. 화성적 종지

형의 분류는 화성이 종지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아니

라, 화성적 측면이 구문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는가에 초점

을 맞추어, 즉, 작품 자체에 형성된 화성어법 및 화성적 원리에 준거

하여 분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음조직 및 화성소재 상호 간의 관계성*을 바탕

으로, 화성적 중심으로부터의 이탈과 중심으로의 회귀, 이러한 진행

의 방향성 및 화성적 위치의 차원에서 회귀 또는 이탈의 명확한 양상

이 나타나지 않는 중간적인 종지로 구분하였다. 상대적으로 간단해 

보이는 이 세가지 기본적 종지유형에 더하여, 주요요소나 그 성질, 

주요요소 간의 관계 등의 변화를 통해 형성된 종지, 그리고 성부나 

층위 각각에 나타나는 요소의 차이로 인해 혼합된 양상을 보이는 종

지 등 두 유형을 더하여 다섯가지 범주로 종지유형을 구분하였다. 

1) 회귀종지 

  회귀종지는 종지 구간에서 악구 혹은 부분의 중심이 되는 음조직적

·화성적 요소로 회귀함으로써 형성되는 종지를 말한다. 한두 측면에

서 중심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여러 층위에서 중심이 되는 요소

의 중첩을 통해 구성되며 그에 따라 종결성 Finality 이 높고 형식적·

구문론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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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적 요소의 재현정도 및 유도된 정도에 따라, 완전, 불완전, 중

간, 돌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완전 회귀종지 

  완전 회귀종지는 여러 주요요소가 돌아오는 사이에 부분적으로 중

심요소가 아닌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유형이다. 약간의 이질적 요소

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전경이 아닌 후경에서 나타나는 등, 전체적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만큼의 중심성을 유지한다. 

  이에 대한 예로 No.2의 최종종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주요요소가 

제시되는 첫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악보109] No.2 첫부분에 나타나는 주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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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음이 중심으로, B♭음은 그에 대한 대립음으로 나타나며, 완전5도

와 단2도가 주요음정으로 쓰이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이 곡의 최종종지를 살펴보면, 

 

  악곡의 마지막 섹션에서는 중심 A로 회귀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립

적인 B♭과 직간접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에 이르

[악보110] No.2 최종종지의 종지유형에 관여하는 여러 음조직 및 화성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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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하나의 화음으로 통합되어 갈등이 해소되고, 완전히 A(와 E)음으

로 수렴되는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곡 전체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두 가지 진행, 완전5도와 단2도가 화음구성원리 및 

진행원리로서 나타나며 통합되고 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베이스(마지막 단)에서는 중

심음인 A를 향해 반음계적으로 하행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중심음 

A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중심을 향한 일관된 방향성 또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 위에 나타나는 선율과 모티브(첫째 단)에서는, 최종종지 전

에 이미 중심음인 A가 나타나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심음 A가 나

타나는 시점에는 베이스로 완전5도관계이지만 다른 음, 또는 대립적

인 B♭음이나 그와 연관된 음이 베이스로 나타나고 있어, 중심으로 

회귀한 상황이 아니다. 이는 종지 전에 나타나는 선율의 A와 베이스 

B♭음 사이의 괴리가, 두 음 사이로 완전5도 관계의 음들로 채워지

며 완전5도 구성화음이라는 일원적인 화음을 형성함을 통하여 통합

된다. 

  이 일원화된 화음에 앞서서는, 주요음인 A와 B♭ 각각을 중심으로 

완전5도에 의해 구성된 화음들이 중첩되어 이원적 양상으로 나타나

고 있어 화성적 배경에 있어서도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7

번째 단, 그리고 8번째와 9번째 단 참조), 이 이원성에서 비롯된 불안

정성이 전최종화음penultimate chord이 되는 B♭ 위의 A음을 포함

하는 완전5도구성화음을 통해서 일원화되어 안정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B♭ 위의 화음에서 A로 진행함으로써, 음고적으로도 

중심인 A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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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체과정을 통해 텍스쳐를 구성하는 세 개의 층위가 화성적으

로 조화되고 있으며, 화성적 측면에서도 주요한 음정이었던 완전5도

와 단2도 또한 전종지화음을 통하여 하나로 통합되고, 또한 중요한 

대립지점으로 나타난 B♭음 및 화음, 관계음들로부터, 악곡의 중심

인 A로 회귀함으로써, 음정관계 및 음고의 양 측면 모두에서도 수렴

이 이루어져 완전한 회귀종지를 형성하고 있다. 

(2) 불완전 회귀종지 

  불완전 회귀종지는 여러 주요요소가 돌아오는 사이에 부분적으로 

주요요소가 아닌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유형이다. 종합적으로는 회

귀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포함된 이질적인 요소가 대립적인 요소가 

아니거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만큼 다른 정보와 충돌을 일으키지

는 않는 경우이다. 

  

  다음은 불완전 회귀종지에 해당하는 No.5 mm.1~2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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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의 측면으로는, 첫째로 선율의 앞부분의 B에서 진행하는 B♭

음은 첫화음으로부터 반음계적으로 벗어나는 음으로 분명하게 이질

적이지만, 마지막에 다시 첫 화음에 속한 B음이 나타남으로써, 선율

에 회귀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며(위 악보 첫째 단 참조), 둘

째로 악곡 첫 화음과 종지화음 간에 중요한 음인 E를 포함한 공통음

이 나타나 동질성을 형성하고 있다(넷째 단 및 다섯째 단). 셋째로, 

화성진행의 골격을 형성하는 완전5도의 병진행이 E-B로부터 하행

으로 시작하여, 다시 하행으로 E-B로 도달한다는 점도 분명한 회귀

[악보111] No.5 첫 번째 프레이즈 종지의 종지유형에 
관여하는 여러 음조직 및 화성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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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다섯째 단). 이에 더하여 화성진행에서 나타

나는 반음계적 하행과 5도권 상행의 두 가지 진행방식이 마지막 화

음으로의 진행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이원적 진행원리의 통합이

기도 하다(여섯째 단 및 일곱째 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시화음 및 

악구 내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화음과 동일한 구성음관계의 화음이 

종지시점에 나타나기도 하고 있다. 

 

 위 종지에서의 회귀적 측면을 불완전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선율의 

종지음으로 첫 화음에 속하기는 하지만 시작음이 아닌 두 번째의 음

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과, 화음의 구성 상 화성진행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질적인 요소인 E♭음이 종지화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 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종지시점에서 장7도나 단9도가 아닌 직접

[표24] No.5 첫 번째 프레이즈의 시작화음과 종지화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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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딪히는 단2도가 화음의 하부에서 나타나 울림 상의 이질성

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주성부인 선율에서 음고의 회귀구조가 나타난다는 점, 2도 

관계의 D#음이 부가되어 있긴 하지만 시작의 베이스 음인 E음이 마

지막 화음에서도 저음부에 나타나고 있는 점, 그리고 배경의 화음에

서 종지 이전의 세 화음들에 비해 보다 많은 공통음을 포함하고 있

어 이 역시 회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과, 화성진행 상 시작지점으

로부터의 이탈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나 반대의 방향에서부터 원

래의 시작점으로의 회귀가 나타난다는 점(다섯째 단 참조) 등, 각각

의 층위에서 회귀로 여겨질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인식에 따른 전체적인 화성적 양상에 대한 판단 역시 회귀로 결론내

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다른 양상을 보이는 측면들은 단지 종지의 

회귀성을 불완전하게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중간 회귀종지 

  중간 회귀종지는 회귀되는 지점이 음조직적·화성적 주요지점 자체

가 아닌 그와 연결된 지점으로 회귀하는 종지이다.  

  회귀로 작용하기 위해서, 다른 소재가 나타남에도 중심요소를 향

한 진행이 나타나 회귀과정임이 인식되고, 음조직적·화성적 요소(음

고·음정·화음·음고공간·음계) 중 일부 중심요소가 아닌 연관요소가 

나타나는 한 편으로 다른 중심요소로의 회귀가 나타나 인식될 수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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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요소의 중심요소에 대한 연관요소로의 인식은, 악구의 시작

의 다음 지점으로 제시된다던가 하는, 중심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결

되는 진행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적인 연결이 곡의 진

행 상에서 나타나거나 단계적인 변화과정이 나타나 그 중간적 단계

가 중심요소로부터 어느정도의 단계화된 거리를 갖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론적으로 두 요소를 연관지을 수는 있으나 이를 

감상을 통하여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회귀종지로 작용하기 어렵

다. 

  완전 회귀종지를 기준으로 차이를 갖는다는 점에서 불완전 회귀종

지와 유의점이 있는데, 둘 사이의 차이는, 종지시점에 중심요소의 변

형이 나타났는가, 아니면 곡의 중심요소에 연결되어 나타난 다른 소

재가 나타났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간요소로의 회귀종지의 예를 볼 것이

나, 종지 시점에 나타나는 요소의 역할 및 위계의 파악을 위하여 필

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 

  다음은 No.4의 시작부분으로, 이 곡에서 나타나는 화음 간 근친관

계의 원형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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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의 시작의 C장3화음에 이어 F장3화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C화

음은 이 곡의 주요화음 중 하나이며, F화음은 그에 대해 2차적인 관

계를 형성하고 있다. 

  위 부분에서 나타나는 화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형성

한다. 

 

[악보112] No.4 화음 간 근친관계의 원형

[표25] No.4 첫 번째 프레이즈에서 제시되는 화음 및 그 관계

중심화음 및 그 근친화 대립화음 및 그 근친화

제 3의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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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타나는 D♭과 A♭ 장3화음에 비해 두 번째로 

나타남으로써 중심화음인 C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구성

음 상으로도 수평적 불협화를 형성하는 음이 없으며 공통음을 포함

하여, 중심이 되는 C장3화음에 대해 근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F장3

화음은, 그 관계성으로 인해, 이 곡에서 중간적 회귀종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종종 나타난다. 

 

   중간적 회귀종지의 예는 No.4 mm.46~50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위에 나타나는 세 개의 프레이즈 중 첫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이 곡

의 시작에서와 유사하게 C 위의 E음으로 시작하며, 그 다음은 F장3

화음과 구성음적 연관성을 갖게 되는 F 위의 A로, 그리고 프레이즈 

마지막에는 A♭음과 A♭장3화음의 구성음인 C음이 나타나고 있

다. 여기서도 역시 F는 C화음(또는 음정)과 A♭화음(또는 음정) 간

의 대립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F위의 음 A와 A♭ 사이의 수평

적 불협화로 인해 A♭보다는 중심인 C에 대해 근친적이다.  

  세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회귀가 나타나고 있는데, 셋째 프레이즈 

시작은 C#(D♭)이라는 먼 관계의 음 및 음정으로 시작하며, 베이스

[악보113] No.4 중간적 회귀종지(mm.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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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C음이 나타나는 중간부분에서는 선율에 G#(A♭)의 이질적·대립

적인 음이 나타나, 음조직적 · 화성적 측면에서 중심에 대해 먼 위치

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F 위의 A는 첫 번째 프레이즈의 두 번째 박(네 

번째 8분음)에 나타났던 음이, 역시 동일한 위치에 나타났던 베이스

와 함께 돌아온 것인데, 주요화음인 C에 대해, 2차적인 관계인 F화음

과 공통의 구성음만을 가지는 음정으로, 그 앞에 오는 음정 및 화음

들보다 C에 대해 근친적이다. 

따라서 이 종지는 큰 범주에서 중심에서 먼 지점에서 중심을 향해 진

행하는 회귀종지이나, 중심에 도달하지 않고 중심요소에 관계된 2차

적인 요소이자 회귀과정의 중간지점이 되는 화음(음정)에서 종지하

고 있다. 

(4) 돌발 회귀종지 

  돌발 회귀종지는 중심요소를 향한 진행과정이 없는, 진행연속성의 

부재로 인한 의외성과 함께 중심요소가 나타나, 중심요소의 회귀에

도 불구하고 안정감 및 종결감이 낮은 종지이다. 

  다음은 돌발 회귀종지에 해당하는 No.5 mm.9~11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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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의 시작과 비교해보면, 첫 선율적 종지음인 B가 여기서도 나타나

며, 종지의 화음 또한 음의 구성 측면에서 곡 시작의 화음과 구성음 

측면에서 유사하며, 구성에도 유의점이 있다. 그로인해 불완전한 회

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재현된(여기 나타난) 종지요소로의 진행이 

이 악곡의 진행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곡의 진행은 반음의 순차진행이 주를 이루나, A에서 B♭을 거쳐 

B로 도달한 것이 아니라 A♭(G#)으로 진행했다가 B로 들어가고 있

다. 곡의 첫 악구 선율에 나타나는 동기의 전위형으로의 재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위로 바뀐 형태는 회귀가 아니게 되며, 동기는 기

본적으로 감상자에게 인식되는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형태’이지 진

행이 아니기에 회귀의 ‘과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악보114] No.5 m.11의 종지에 관여하는 여러 음조직 및 화성적 측면의 요인들

mm.9~11m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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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진행에 있어서도,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완전5도의 병진행

이 이 곡의 화성진행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진행이며, 상성부에서 

그 전위된 형태인 E&A에서 E♭&A♭로의 진행이 나타나지만, 그 

후에 이어져야 할 D&G 대신 F#&B가 나타나, 종지음(및 종지시점

에 선율음을 포함한 화성적 음정)에까지 진행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는다.  

  화음의 구조에 의한 성질도, 그에 앞선 A-C#-E-G#(chromatic 

circle에서 시계열 순으로 정리)의 화음은 곡의 첫 프레이즈에서의 화

음들과 동일한 구성음관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종지에서는 이 구

조에 어긋나있고, 또한 그 사이의 화음에서도 부가음을 가져, 중심적

인 화음구조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

로, 회귀가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베이스의 진행 또한 G#-A#-B에 이어 G로 들어가므로, 종지시점 

이전에는 이 곡의 진행원리(반음의 순차적 관계에 의한)에 기반한다

고 할 수 있지만, 종지시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순차진행

의 연속도, 이전에 나타난 종지에서와 동일한 진행패턴도 아니게 되

어, 역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유일하게 악곡의 진행원리와 관련된 지점은 하부레이어의 화성적 

배경에 내재한 B-F#에서 C-G로의 반음계적 완전5도 병진행이나, 

이 또한 진행방향이 악곡의 기본적 진행이 하행인 것과 달리 종지시

점으로 들어가는 진행은 상행하고 있으므로, 방향성이 어긋나있다. 

  따라서 이 악구의 종지는 선율의 주요음 및 주요화음으로의 회귀에

도 불구하고, 개연적인 과정이 수반되지 않은 재현으로 인해 돌발적

인 회귀종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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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탈종지 

  이탈종지는 종지 구간에서 악구 혹은 부분의 중심이 되는 음조직적

·화성적 요소로 진행하며 이루어지는 종지이다. 한두 측면에서 중요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여러 층위에서 중심이 되는 요소의 중첩

을 통해 구성되며, 형식적·구문론적 중요도가 높지만, 종결성finality

은 낮으며, 대체적으로 큰 긴장을 형성하는 종지이다. 

  중심으로부터 이탈한 진행의 양상 및 에 따라, 일탈, 진행, 대립, 회

피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된다. 

(1) 일탈적 이탈종지 

 일탈적 이탈종지는 이전 맥락에 대해 이질적이면서 화성적 갈등양

상을 형성하지만, 이전에 특별히 조직화되지 않은 요소와 함께 이루

어지는 종지이다. 또한 프레이즈 내에서 이어지던 화성적 진행방향

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질적, 대립적 요소의 종지에서의 출현이 과

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은 No.12에 나타나는 일탈적 이탈종지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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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층위와 하부층위에 나타나는 음계가 다른 곡으로, (조표가 바

뀌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지시점에 음계의 변화가—보다 정확

히는 이후의 부분을 고려하면 음계의 교환이 발생하는데, 그에 따라 

종지시점에 갑작스런 이질성이 발생하고 있다. 

  음계의 변화에 따라 전경의 두 층위를 구성하는 음들이 바뀌게 되

는데, 화음 또한 바뀌기는 하지만, 여러 부분들에서 이미 상부와 하

부 양쪽으로부터 구성음을 취한 화음들이 나타났었기에, 화음 자체

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음정구조적 측면에 있어서도, 앞서서

도 종지화음과 유사한 음정구조의 화음들이 나타나 있었기에, 특별

히 이질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당장 종지화음을 전종지화음과 비

교해보아도, 그 구조적 유사성이 나타난다. 

[악보115] No.12 갑작스런 변화에 의한 일탈(mm.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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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음계의 교환에 의한 것이므로, 구성음 자체가 생소한 것도 아

니다. 그러나 음계의 교환에 의해, 전혀 나타나지 않던 선율음이 나

타나게 되는 점, 그리고 또한 화음의 음향적 기반이 되는 베이스 음

으로도 새로운 음이 나타나기에, 화음의 음정구성이나 구성음에 큰 

차이가 없더라도 그 울림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종지시점의 

화음이 이질성을 가진다.  

  이질성을 유발하는 종지 시점의 음계의 교환은, 점진적인 중간과

정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났기에, 이 부분의 종지는 일탈성을 갖는다. 

  그 직전의 진행이 상부의 상행과 하부의 하행, 그리고 각각의 진행

음정이 커지고 있던 것에 반해 갑작스럽게 방향이 전환되고, 그 음

정 또한 크기에, 마지막 음(화성적 음정)이 불연속적으로, 이전의 진

행에 대해 갑작스럽고 동떨어진,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마지막 종지시점에 나타나는 음정은 트라이톤으로, 종지직전의 

단7도, 단9도의 음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곡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음정은 7/9도이긴 하나, 트라이톤 및 증감음정 또한 반복

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두 음정이 서로 완전히 대립적인 관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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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려운데, 대부분 층위가 구분되어 나타나 직접적으로 두 종류

의 음정 간의 이질성이 부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곡의 첫부분에서 sfz로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은 트라이톤과 증

감음정인데, 그럼에도 트라이톤이 이 곡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

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트라이톤의 화성적 음정은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음고까지 동일한 경우는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강조되어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양손의 8분음 간격으로 나타나는 카논

의 선율적 주제이며, 그에 따라 화성적 음정이 곡의 가장 중심이 되

는 소재는 아니다. 또한 진행음정의 경우에도, 트라이톤보다 2도가 

더 중심적인 진행음정이며, 트라이톤은 2도와 이질성을 갖는 음정이

다. 여러 측면에서 트라이톤은 중심적 소재가 아닌 중심적인 소재에 

대해 성질의 차이를 갖는 대조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트라이톤의 재현은, 중심으로의 돌발적인 회귀가 아닌, 진행과정으

로부터 벗어나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일탈성의 이탈의 의미를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악보117] No.17 시작부분

199



    
  이 일탈적 측면을 분명히 하는 것에는 음고적 측면도 있는데, E♭

은 곡의 시작음이자 중요한 음이기는 하나, 함께 나타난 A음은 곡의 

아주 처음부터 나타나는 음이 아니라, 음계의 다른 음들에 의한 진행

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후에 나타나는 음이다. 그러한 A음이 포함된 

점에서도, E♭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정이 중심적이지 않음이 부각되

고 있다. 

  그렇기에 곡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E♭-A의 음정은, 중요한 음 및 

음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중심적인 특성이 선명하지 않고, 그보다 

진행방향에서의 이탈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탈

종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는 선명하게 나타나는 진행방향으로 인해 그 일탈성이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곡의 일반적인 전개에서는 항상 극단적으로 

대비가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그 일탈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은 보다 완만한 일탈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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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종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선율음의 등장, 선율에서 

국소적으로 나타나던 E♭-D♭-E♭-…의 패턴으로부터의 이탈, 최

저음 A♭의 돌발적인 변화, 또는 돌발적인 화성적 배경의 변화 등으

로, 종합적으로는 그 강도가 크지는 않으나 분명히 일탈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모든 측면에서 일탈적인 것이 아니라, 동질성, 연속성을 

띠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종지화음의 음정구조가 이전에 전경

화 화성적 배경이 함께 형성하는 음정구조와의 유사성이 첫째이며, 

종지 전의 일련의 전경의 화성적 음정의 아래음에서 보여지는 종지

화음의 베이스 음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이 둘째이다. 그러나 화음의 

구성음에 새로운이 포함되고 그 배치가 다르며, 또한 종지 이전의 상

[악보118] No.7 일탈성 이탈종지(mm.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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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는 전경과 배경이라는 분리된 층위의 총합에 의해 만들어지

는 간접적인 화음구조인데 반해 종지시점에서는 명확하게 전경으로 

화음구조가 드러나므로 그 구조의 동질성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다. 또한 저음의 일관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음정도수로는 일관되

지 않고, 상하행에 따른 방향성만 일관되게 나타나며, 종지화음으로

의 도달이 트라이톤이라는 이전에 적게—단 한 번—등장하던 진행음

정을 통해서라는 점도, 명확한 점진적 과정으로서의 인지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다. 

  이에 더하여, 진행의 음정적 측면을 보자면 선율에서 나타나는 단6

도(악보 상으로는 증5도) 상행의 음정이 이전의 작은 음정들에 대해 

이질적임과 동시에 큰 도약에 의한 긴장을 보이고 있고, 베이스의 진

행에 따라 도달한 E음이 선율에서 보다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E♭음

에 대해 수평적 불협화를 일으키고 있어, 종지화음의 이전 맥락에 대

한 대립성을 보이고 있다. 

  감상자의 화성적 양상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고려하면, 일부 연속

적이거나 동질적인 요소는 이 예에서 나타나는 종지의 화성적 양상

을 일탈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진행적 이탈종지 

  진행적 이탈종지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또는 단계

적으로 근친적 관계를 거쳐서, 중심 혹은 그와 연계된 부차적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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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진행의 끝에 나타나는 종지로, 종지시점의 

비중심성이 나타나는 종지이다. 이 종지유형은 종지시점에 명확한 

대립성 또한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데, 종지시점에 대립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 대립적인 요소의 중요성 때문에 도달점이 중요지점

으로 여겨져, 진행보다 도달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탈과 회귀의 근본구문형식구조 상, 화성적 운동방향의 전환

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추후 설명할 대립적 이탈종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진행적 이탈종지의 예시이다. 

 [악보119] No.10 mm.45~53(mm.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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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의 화성적 상황이 피아노 흰건반의 온음계적인 음고공간에서 

반음계적인 음고공간으로, 그리고 다시 수식적인 반음관계의 음이 

붙은 이중구조의 온음음계적 음고공간으로 변화하고, 선율에서도 흰

건반의 음으로부터 점차 이질적이면서 최종적으로는 수평적 불협화

를 일으키는 음까지, 단계적으로 이질성이 높아지는 음으로 진행하

고 있다. 

  선율의 종지음이나 화성적 배경에서 새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음계

는 이 곡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탈적이라기엔 선율

에서 나타나는 종지음 또는 선율 마지막 음이 나타나는 시점에 형성

되는 화음 등은 연속적이고 점짐적인 과정을 거쳐 도달하였기에, 일

탈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선율에서 나타나는 종지음 자체나 종지음이 다른 음

과 형성하는 트라이톤, 완전5도, 3화음 등의 음정 및 화음, 그리고 세 

층위로 구성된 텍스쳐의 하부에서 형성되는 음계 등은 곡에 처음 나

타나는 것이며, 곡의 시작에 나타나는 음이나 음계에 대해 이질성을 

띤다는 것 외의 어떤 구체적인 화성적/음악적 의미를 형성하지 않고 

있다. 

  해당 부분에서 음의 역할이나 위계가 명확하게 형성된 음은 C가 유

일한데, 중심음으로서 선율의 종지음 G♭과 트라이톤으로 불협화음

정을 형성하고 있지만, C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층위의 텍

스쳐의 중간 층위가 B와 C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트라이톤으로 부

딪히는 상황과 완전5도로 협화적인 상황 사이를 빠르게 오가게 된

다. 그에 따라 G♭음이 명확하게 대립을 이루는 음은 동시적으로 나

타나는 C음이 아닌, 선율에 보다 먼저 나타났던 G음이 된다. G음은 

이 곡의 시작음이기는 하지만, 곡의 중심음은 G가 아닌 C이며, 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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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부분에 바로 이어 나타나는 이 선율에서는 시작음도 중요음도 아

니다. 오히려 중심음 C음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선율의 시작음 E가 

C에 형성하는 3도의 관계를 연장하여 C-E-G-B♭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중간적인 음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G♭음이 가지는 대립성은 중간적인 음에 대

한 것으로서, 불협화에 의한 긴장을 형성한다는 것 외에는 그 음조직

적/화성적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로, 이후의 진행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에 따라 이 종지시점의 화성

적 위치는 점진적인 진행에 따라 유도된 지점이며, 갈등양상 또한 나

타나고는 있지만, 중심에 대해 대립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

태에 있어, 진행적 이탈종지라고 할 수 있다. 

(3) 대립적 이탈종지 

  대립적 이탈종지는, 종지 시점에 중심에 대한 대립적인 요소가 중

점적으로 나타나는 종지이다. 단지 중심요소와 성질이 다른 것이 아

닌, 분명히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가 나타나야 하며, 중심요

소와의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으로 불협화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불

협화도의 측면에서 중심요소에 대해 이질적인 요소여야 한다. 이전

에 나타난 적이 없더라도 악구 내에서 대립요소가 중심요소와 불협

화를 일으키거나, 이전에 이미 중심요소와 불협화를 일으키는 것으

로 나타나 조직화·위계화되었다면 (해당 악구 내에 중심요소가 나타

나지 않더라도) 과정은 무관하게 대립적인 종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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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지의 대립적인 요소를 향한 진행성이 전혀 없어서 돌발적

이고, 중심과의 대립적 연결을 통한 역할의 부각이 이루어지지도 않

는 경우, 대립적이기보다 그 돌발성으로 인해 일탈종지라고 할 수 있

다. 

  대립요소가 중심요소에 대해 대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남아있

는 것이 아니라, 악구 내의 진행을 통해 중심적인 위치로 변화될 경

우는 대립적 종지가 아닌 (이후 설명할) 변화종지라고 할 수 있다. 

(4) 회피적 이탈종지 

  회피적 이탈종지는 중심 자체와의 연결성이 드러나거나, 그에 대

한 명백한 방향성을 가지지만, 화성적 중심이 나타난 후 지나치거나 

변이를 통해 중심으로부터 이탈되어, 종지시점이 화성적으로 중심

이 아닌 지점인 종지이다. 

  이 유형의 종지로 판단하는데는 중심을 향한 방향성과 비중심적 위

치의 확정성이 모두 중요하다. 가령 중심을 향한 방향성이 드러나 있

지만 중심에 도달하기 전에 중지되는 경우—중심에 도달하기 ‘전’으

로 인식될 만한 화성적 맥락으로 나타나는 경우—계속 진행되었을 

때의 도달여부를 확증할 수 없으므로 미결인 상태로 남게 되어, 이

는 (추후에 설명할) 중단적인 중간종지로 보아야 한다. 

  다음은 회피적 이탈종지의 예인 No.4의 마지막 종지이다. 

206



    

 

 중심음이 C에 중심화음이 C-E-G, 그 근친화음이 F-A-C인 곡으

로,  마지막에 C-F#에서 A-F, G-C로 중심화음 및 그 근친화음과 67

부분으로서의 동일성을 갖는 음정이 나타난다. 그러나 종지는 G-C

이 아닌, 이를 지나쳐서 D-B♭에서 이루어지는데, B♭-D-F 화음도 

중심에 F-A-D를 통한 간접 근친성을 갖는 화음이기는 하나, 중심화

음보다는 분명히 중심에서 벗어나있는 화음이므로, 중심에 도달한 

후 이탈하는 상황이 된다. 

  경과과정에서 중심을 아무런 표시 없이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회피가 될 수 있다. 

[악보120] No.4 중심에 도달한 후 이탈하는 종지

 본고의 3. 유형 1)회귀종지 중 (3)중간 회귀종지 참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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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예는 중심을 지나치면서 또한 곡의 대립음인 B♭(A#)에 도달

하는 경우로, 종지가 회피적 이탈종지면서 또한 대립성이 같이 나타

난다. 

  그 외에, 특정 음고 패턴에 관련된 회피도 가능하다. 

 

  위 부분의 선율에서 나타나는 E-F-D-D♭은 곡의 몇 부분에서 유

사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형은 곡의 처음부분에 나타난 E-

F-D-C의 패턴이다. 이 음고패턴은 C의 근친적인 음 E에서 C로의 

[악보121] No.2 회피적 이탈종지(m.26)

[악보122] No.4 회피적 중간종지(mm.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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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으로부터 변형되어 종지로서 쓰인 패턴으로, 보다 근원적으로 

곡의 맨 첫마디 오스티나토에서 중심음 C로부터 이탈하는 진행을 역

행시켜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진행이다. 

 

  이러한 진행을 변형시키는 것은 곧 회귀의 진행을 변형시키는 것

이 되는데, mm.43~45의 종지구간에서는 이와 같은 선율의 음진행, 

그리고 변형되었지만 공통음을 다수 포함하는 화음으로 상당히 유사

하게 나타나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 음이자 중심음인 C 대신 D♭

음이 나타나고 있어, 회귀의 과정으로부터 이탈된다. 

3) 중간종지 

  중간종지는 종지 구간에서 악구 혹은 부분의 중심이 되는 음조직적

·화성적 요소로 진행하며 이루어지는 종지이다. 한두 측면에서 중요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여러 층위에서 중심이 되는 요소의 중첩

[악보123] No.4 E-C, E-F-D-C의 진행(m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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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구성되며, 종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형식적·구

문론적 중요도가 낮은 종지이다. 

  중간적 위치가 나타나는 맥락에 따라, 지연, 주변, 중단적 세부유형

으로 구분된다. 

(1) 지연적 중간종지 

  지연적 중간종지는, 화성적으로 어떤 변화가 없이 제자리에 머물

러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종지이다.  

  변화가 있더라도 극히 미미하여 그것이 감상자에게 유의미한 변화

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내부적으로 변화를 포함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작과 같은 위치로 돌아가면서 전후의 악구에서 나타나는 화성적진

행방향으로는 아무런 진행이 없는 경우, 화성적 배경이 존재하면서

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등으로 변화가 억제된 양상이 직접적으로 드

러나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다음은 No.7에 나타나는 지연적 중간종지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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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적 배경에 온음음계에 의한 슬렌드로 적 상태가 나타나고 있68

어, 화음 등에 의한 화성적 위계 및 화성진행의 방향성이 모호하다. 

그에 따라 전경 선율 및 그에 나타나는 음조직이 보다 큰 비중을 차

지하는데, 선율은 처음 두 번의 프레이즈에서 변화로 인식될만한 구

성음 및 선율윤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E음으로 마치고 있

어, 유의미한 지점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다시

말해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을 주게 된다. 

  내적인 변화가 아예 부재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화성적 지점으로

의 진행, 또는 화성적 방향성이 부재하는 상황이므로, 지연적 중간종

지로 볼 수 있다. 

  비슷하지만 음에서 차이가 나는 같은 곡의 하나의 예를 더 살펴보

겠다. 

 온음음계는 등분분할에 의해 음 간의 위계적 관계가 모호한 상태로 나타나기 쉽6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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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와 달리 선율 종지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프레이즈 간에 차

이를 보인다. 종지음으로 나타나는 음은 E♭음과 A음, 그리고 부분

적으로 B음으로, 이 세 음은 곡의 시작에서 중심음과 이탈적인 음, 

첫 악구의 시작음으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었으나, 위에 제시된 부분

에서는 선율 각 프레이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화성적 배경이 연속

적으로 하강/상승하는 과정, 또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상황에 슬렌드

로적 무중심음계의 특성이 더해져, 종지의 화성적 양상을 중심적이

거나 대립적인 것보다는 과정적이거나 중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

다. 특히 배경이 완전히 제자리에 머무는 m.56, m.58의 두 종지는 

음악적 전개에 필요한 변화와 지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보류되는' 상

[악보125] No.7 지연적 중간종지(mm.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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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 두 지점의 종지는 지연적 중간

종지로 분류된다. 

  한편, 선율 등의 전경의 진행에서 제자리에 있지 않고도 지연적으

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화성적 변화의 억제에 따른 지연

적 중간종지의 예시이다. 

 

  처음의 장2도를 제외하면 단2도의, 전체적으로는 2도하행의 일관

된 진행을 보이는, 4음으로 구성된 짧은 선율이다. 이 선율은, 선율보

다 먼저 시작되는 배경의 E♭음의 단2도 인접음(Fb&D)으로 시작하

여 그로부터 반음씩 점차 멀어지고 있는데(D-D♭-C), 먼저 나타난 

E♭음이 안정되어 있어 이 부분의 화성적인 중심을 형성하고 있고, 

그로부터 일관되게 벗어나는, 화성적 지형 상에서 중심에서 바깥으

로의 이탈적인 과정 중에서의 종지로 보인다. 또한 그 앞서부터 나타

나있는 배경의 E♭음에 대하여 선율의 각각의 구성음들이 단2도(단

9도), 단2도(장7도), 장2도(단7도), 단3도(장6도)의 음정을 형성하

여, 불협화도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악보126] No.6 화성적 변화의 억제에 따른 지연적 중간종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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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선율이 진행하고 작은 종지를 형성하는 동안, 화성적 배경

은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E♭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배경이 종지에 

대해 화성적인 작용을 더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극도

로 안정된 화성적 상황을 제공하면서, 또한 동일하게 고정된 E♭음

의 배경 위에 나타나는 다음 프레이즈,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그 다

음 세 번째 프레이즈의 전반부까지를 하나의 맥락으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달한 지점(C음이나 B음)에서 다른 화성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의미를 더하였다면 이 지점은 앞에 대해 일탈적이거나 대립

적인 지점으로 여겨졌을 수 있겠지만, 배경 등에서 어떠한 화성적 변

화도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중심이 아니면서 화성적 지형 상의 대

립적인 바깥 지점도 아닌, 그 중간지점에서의, 중간과정 상의 휴지로

서의 종지가 이루어진다. 

  화성적으로 거의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위의 선율을 통해 형

성되는 종지는 단지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의미만을 갖는다. 

(2) 주변적 중간종지 

  주변적 중간종지는 종지시점이 중요도가 낮거나, 중심적이지도, 대

립적이지도 않은 화성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명백하지 않은 화성

적 양상을 보여주는 종지이다. 종지의 화성적 위치가, 중심이든 대립

이든 주요 화성적 정보가 부재하므로, 종지시점이 주요위치로 나타

나지 않고 주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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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주변적 중간종지에 해당하는 No.4 mm.5~6(mm.2~6)의 

예시이다. 

 

  위에 제시된 악보의 마지막 프레이즈로, D음에서의 종지를 베이스 

F음 위에서 F-D-B♭ 화음과 함께 하고 있다. 먼저 이전의 선율에

서 중요하게 나타난 음은 C와 E음, 그 중에서도 C음이며, 세 번째 프

레이즈의 종지음 D는 직전 프레이즈에서 종지음으로 나타난 중심

음 C 직전의 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음이 중심음 C로 ‘향하는’ 

음인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며, D음이 나타난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 

전후로 F 및 C음과 협화적인—수평적 불협화를 형성하지 않는—관

계를 맺고 있어 중심음에 대해 근친적인 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도

이다. 

[악보127a] No.4 mm.5~6(mm.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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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지의 화음에 있어서도, F-D-B♭의 화음이 나타나는데, 이는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 중심화음에 대한 근친화음으로 나타난 F-A-C 

화음에 (C-E-G와 F-A-C 화음의 관계를 모방한) 다시 근친적인 관

계를 형성하는데, 그에 따라 화음의 위계에서 3차적인 화음으로서 

자체적인 중요도가 크지 않다. 베이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화음

들이 형성되는 세 음, C, F, A♭ 중 앞서 주요위치에는 한 번도 나타

나지 않아 가장 중요도가 낮은 F음이 베이스로 나타나고 있어, 종지

의 화성적 구성요소들이 중심에 대한 간접적인 근친성은 가지고 있

으나 화성적 위계 상의 중요도가 높지 않은 요소들로만 구성되어 있

다. 

  형식적 위치 상에서도, 다음 프레이즈에서 해당 섹션의 마지막 종

지가 나타나며, 위의 세 번째 프레이즈는 섹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

다. 

[악보127b] No.4 프레이즈 종지의 음조직 및 화성적 측면(m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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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단적 중간종지 

  중단적 중간종지는 프레이즈 내에 형성된 분명한 화성적 진행방향

성에 의한 움직임이 종지시점에까지 이어지지만, 종지시점에 어떤 

주요지점에 도달하거나, 종지구간에 다른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나

지 않는 경우이다. 방향성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연적이거나, 주변적

인 종지유형으로 나타난다. 또한 종지가 화성 외적인 요인에 의해 마

치 물리적인 중단처럼 인식되는 경우이더라도, 종지시점에 주요요소

가 나타나거나, 주요요소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요소가 나타난다면, 

중단적 중간종지로 볼 수 없다. 

  종지에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분명한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

은, 표현 상으로는 명확한 종지지향성으로 인해 강한 종지감이 형성

될 것 같지만, 이는 이탈과 회귀라는 음악적 문장의 근간을 이루는 

화성적 작용이 부재하는 것으로, 오히려 굴곡없이 매끄러운 명백한 

지향성이 (이탈과 회귀에 의한) 긴장-이완의 작용, 그리고 그에 의한 

종지감의 형성을 저해한다. 

  한편으로, 분명한 진행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맥락이 단

절보다 지연 등으로 이해되므로, 이 유형의 종지 전의 구간에는 분명

한 방향성이 나타나야 한다. 또한 종지시점에 주요요소가 나타나거

나, 주요요소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요소가 나타난다면, 이에 의거하

여 주요지점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진행의 중간단절로 인식되지 

않기에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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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적인 종결성이나 구문적 중요도가 낮은 종지이나 예측불가능

성에 의한 음악적 사건으로서의 표현적이고 강렬한 성격으로 인해 

악곡의 최종 종지 또는 섹션의 전환 등 형식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

여 형식적 중요도를 갖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No.14a에 나타나는 중단종지의 예시이다. 

 

  No.14a의 마지막 부분은 악보에 지시되어 있듯이(‘suddenly’, 

‘plötzlich’) 갑작스럽게 중단된다. 이 마지막 부분의 화성적 양상은, 

앞부분부터 고려하자면 방향성 있게 나타나기는 하나, 화성적 주요

지점에 도달하지는 않고 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C음은 이 곡의 시작에서도 나타난 주요음으로, 

그에 앞선 세마디 가량을 점진적으로 상행하는 윤곽을 그리며 윗 단

에서는 마지막 마디 초반에, 아랫단에서는 마지막마디 직전에 C음

[악보128] No.14a 중단적 중간종지인 최종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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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presto possibile’로 화음이 빠

르게 변화하는 이 곡에서 C음과 그 주변음이 빠르게 교차되고 있는 

양상은 중심음 C에 의한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음층

에 가까운 울림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음층적 특성을 보이는 이 부

분의 아래쪽 윤곽을 형성하는 일련의 최저음은 점진적인 상행을 통

해 C음에 인접한 B♭음까지 도달하지만, C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인상적이게도 마지막 직전에 왼손에서 C음이 나타나는 지점에는 음

정이 아닌 단음만이 나타나고 있어 전후의 최저음과 연결되며 나타

나는 것이 아니게 될 뿐만 아니라, 왼손의 음정 또는 양손 총합에 의

해 형성되는 두터운 음면에 비해 엷게 되고, 상대적인 두터움의 차이

에 의해 도달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빈, 이질적인 상태를 나타내게 된

다. 

  이렇게 상부의 C가 나타남에도 C가 전체적인 화성적 양상의 총합

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되거나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또한 마지막 마

디에서는 동시에 연주되는 음들 중에서 동음—정확히는 옥타브를 이

루는 두 음—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 다른 특정 음이 강조되는 상

황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직적인 음정구조에 있어서도, 두 

층위의 종합에 의해 형성되는 각각의 화음은 그 구성음이나 음정구

조 등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장7도나 단2도의 날카로운 불

협화음정을 계속 포함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불협화도가 유지되고 있

지만, 곡에서의 주요한 음정구조의 화음—시작의 5음음계 화음이나 

온음음계 화음 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화성적 방향성에 있어

서도, 마지막 마디에서는 음들이 좀 더 수직적으로 밀집되거나 하는 

등의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더 상행하거나 C음에만 머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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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고 3도 이상의 넓은 의미에서의 주변음들을 포함한 음들이 함

께 나타나고 있다. 

  이 음층적인 부분에서 유일하게 명확한 화성적 양상은 그 윤곽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위쪽 경계선에서 불안정하게나마 C를 나타내고 있

고, 아래쪽 경계선은 점친적으로 상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

고 이 아래쪽 경계선의 상행을 통한 수렴이 나타나면서 진행에 방향

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명확한, 이전과 구분되는 특징적

인 화성적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채로 끝나면서, ‘중단’으로서의 효

과를 더하고 있다. 

 

  갑작스런 전환에 의해 앞부분이 단절되어 형성되는 종지를 보여준

다. 중심음 B와 그 인접음 A# 및 C까지 수렴하고 맨 마지막 음은 B

음이긴 하나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다음 섹션으로 전환된

다. 종지에 도달하는 상행 진행은 m.17에서부터 이어졌으며, m.22

에서 이미 최고음 C에 도달해 음들이 점차 높은 음역에서 수렴되는 

동안 C음이 반복되고 있어, B음보다 C음이 더 부각되어 있는 상태에

서 B음으로 마치므로, 이 또한 화성적 단위의 비례 측면에서 불안정

한 요인이다. 

[악보129] No.13 전환에 의한 중단적 종지(m.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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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방향성과 함께 나타나는 m.25의 끝부분의 불안정한 화성

적 상태는, 갑작스러운 전환과 맞물려 진행의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

한 상태, 다시 말해 아직 중간적인 과정의 상태로 여겨지며, 그에 따

라 이 종지는 화성적으로도 중단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중단적 중간종지의 다른 양상으로, 프레이즈의 진행 중에 선율 등

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과 같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성부 또

는 레이어에 비해 음량이 상대적으로 훨씬 작아져 청각적으로 인식

하기 어려운 경우, 음량적으로 극도로 작게 연주되다 점진적인 디미

누엔도에 의해 사라지는 것처럼 표현되는 경우, 또는 서로 다른 방향

으로 움직이던 성부에 포섭되는 경우 등 물리적으로 소실되는 양상

과 함께, 음형이나 윤곽적으로 분산 또는 파편화 되거나 음의 빈도

가 낮아지는 등 음악적 정보가 크게 감소되는 경우 포함한다. 단절

의 경우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끊어져 중단 직전의 상황이 명백한 경

우이나, 소실의 경우는 그 중단지점에서 청각적으로 화성적 양상에 

대한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단절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종결성이나 구

문적 중요도가 낮은 종지이면서도 중요한 위치에 놓여 형식적 중요

도를 갖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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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의 마지막 부분은 음형이나 리듬 등의 측면에서 명확히 종지

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는데, 화성적 양상 

또한 특멸히 중요성을 띤 음이나 화음, 진행이 나타난다고 말하기 어

렵다. 왼손에 나타나는 전경에서 G♭(=F#), E, D로 진행하여 진행

에 방향성이 있고, 전경에서 곡의 중심음 E♭의 반음관계의—부분

에 따라 수평적 불협화를 일으켰던—두 음 E와 D가 나타나지만, D

음이 명확히 대립적 중요성을 가진 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전경에서 나타나는 음진행의 방향성이 진행적 제스쳐인지 화성

적으로 특정지점을 향해 움직이는 것인지도 확정하기 어렵다. 

  악보에 표기된 지시를 살펴보면 작곡가의 의도는 더욱 명확한데, 

다이나믹 상으로도 무음에 이르기까지 작아지도록, 정확히는 ‘사라

지도록’  연주하게 되어있으며, 특히 최종적인 쉼으로의 전환을 지69

[악보130] No.7 끝부분의 소실

 ‘poco a poco morendo al nient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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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 되어 있기까지 하므로, 마지막으로 나타70

나는 음은 최종적인 음이라기보다는 사라지는 과정 중의 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시를 보면 곡의 끝에서 사라지는 것이 작곡가 자신의 의도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화성적 상황을 살펴볼 정확한 종지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정확한 종지위치의 소실과 함께 이루어지

는 종지가 이 분류에 속하는 종지이다. 

  종지시점을 확정할 수 없어 종지 자체의 화성적 양상은 아니나, 사

라지는 과정 중 청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마지막에는 주요음이 특

별히 인식되도록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 화성적 상황이 불분명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이 단계적으로 하강하고 있어, 모호한 지향

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성이 나타나기는 하므로, 지연적 중간종

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No.7에 사용된 등분분할에 의한 온음음계의 슬렌드로적 특성이 

이 화성적 모호성을 더 강화한다. 

  이 화성적 모호성에 관하여 하나의 예를 더 살펴보겠다. 

 [악보131] No.3 마지막 부분의 소실

 “Here to soft, that the transition to the final rest is inperceptable.”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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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호한 양상에 더하여, 음 간의 간격이 급격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곡의 마지막 음이 나타난 후에도 감상자는 새로운 음이 

더 나타날 것인지 그렇지 않고 마지막 음이 연주되었는지를 악보를 

통하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 종지를 인식하기 전에 악구가—그

리고 곡이—끝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종지의 화성적 양

상을 판단할 이 부분의 종지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화성적 양상의 파악에 있어서 종지 시점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 그 

양상 또한 불명확하도록 되어있다. 우선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음 

D#과 C#은 곡에서 중심음이나 대립음이 아니며, 마지막의 2도의 클

러스터 또한 곡에 종종 나타나고는 있으나, 주요소재보다는 보조소

재로 나타나고 있다.  

  그보다 앞의 진행을 살펴보면, 두 음 씩 묶인 일련의 음정으로 이루

어져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음이 낮아지고 있지만, 뒷부

분에서는 E♭(D#)-E-D#으로 음이 제자리를 돌고 있고, 아래 음에

서는 일찍부터 D, D#, E음 사이를 맴돌아, 하강하는 움직임의 방향

성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수렴으로 보기에도 위 악보의 

두 번째 마디에서 이미 2도가 형성된 후 끝까지 2도가 유지되고 있으

며, 전체 양상을 유지 또는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에도 마지막

에 가장 낮은 C#음이 이 부분 처음으로 나타나 작은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 이렇게 화성적 양상이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케일 

음형으로 된 곡의 시작부분과 달리, 2도의 클러스터가 마지막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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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음고를 명확하게 들려주지 않는 점 또

한 화성적 모호성에 일조한다. 

  여러 측면에서 화성적 양상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우나, 그 

운동성 자체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만큼은 명확하며, 리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음고의 변화에 의한 운동성의 측면 또한 점차 완만

해지므로 종지적 양상을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이것이 과

정적으로 나타나고, 화성적 정보가 점차 축소되어 모호해져가는 상

태로서, 감상자에 따라 중심음인 B를 향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중단

으로 이해할 수도, 단지 진행이 소실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등, 화성적 양상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중단에 의

한 종지임은 분명하며,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화성적으로 모호하

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 종지유형의 화성적 특징임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소실의 제스쳐가 나타난다고 하여, 항상 화성적으로도 

소실적 양상의 중단적 중간종지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는 사

라지는 제스쳐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화성적으로 소실적 중간종지가 

아닌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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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부분에서는 상부층위의 상승과 하부층위의 하강이 나타나며 동

시에 음량의 감소 또한 나타나고 있지만, 화성적 배경에서는 F음이 

주요하게 반복되며, 선율에서는 음역대의 변화 외에는 슬렌드로적 

온음음계에 의한 음조직적 방향성의 부재하는 등으로 인해, 소실이 

아닌 지연의 상황으로 종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132] No.9 소실적 양상에도 불구하고  
화성적으로 지연적 양상을 보이는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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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쳐와 화성적 양상 자체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실적 양상

의 중단적 중간종지 역시, 모든 소실적 제스쳐에 적용될 수 없고, 그 

화성적 양상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필요하다. 

4) 변화종지 

  변화종지는 주요요소의 성질 및 관계성과 관련한 변화를 수반하는 

종지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소재의 연결망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

거나, 그러한 맥락이 이미 형성되어 그것을 확정하는 작용을 하게 된

다. 

(1) 변형적 변화종지 

  변형적 변화종지는 주요요소가 나타나는 종지이나 그 구성이나 성

질 등의 변화를 수반하는 종지이다. 주요요소의 성질의 변화의 정도

가 작아 일종의 변주로 인식되는 경우나, 변화가 있더라도 유사성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반대로 주요요소가 성질적으로 

달라짐으로 인해 분명하게 다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유

형에 포함되지 않으며, 변형을 통해 원형과의 관련성이 애매해진 경

우를 포함한다. 

  이 애매성은 종지에서 나타나는 요소가 주요화성요소 중 중심요소

와 대립요소 어느 한 쪽이 아닌 양자 모두에 관련성을 가지게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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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나, 한 쪽에만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이질적인 구성요소를 여럿 포

함하고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예시가 되는 프레이즈는 종지의 화음을 악곡 시작의 음들과 

비교해보면 음정적으로도 완전5도를 포함한다는 유사점이 있지만 

음고적으로 더 분명하게 그 유사성이 나타난다. 예시 프레이즈에서

는 B♭-E-F-E♭-G-B♭ 화음과 F-B-C 화음으로 마치고 있는데, 

그 중 완전5도를 형성하는 B♭-F, E♭-B♭, F-C는 곡의 시작부분

에 중요하게 나타난 음정들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곡의 시작부분과 달리 단2도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불협화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위 종지부분의 화음은 곡

의 시작 뿐만 아니라 예시가 되는 프레이즈 내의 다른 화음들과 비교

해 보아도 상대적으로 불협화도가 높아, 음고나 음정구조의 부분을 

보아 회귀했다고 말하기에는 불협화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더군다나 불협화도가 점차 높아지는 이 곡의 전개방향을 생각하면, 

[악보133] No.8 mm.1~2와 mm.34~36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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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음의 회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양상에서 회귀인가는 불분명해

진다. 

  이와 같이 중심소재와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회귀로 언급하

기에(불완전 회귀로 언급하기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다르

게 말하면 종지시점의 소재가 주요소재에 대해 동일소재로서 인식하

기에 그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에 해당한다. 

  변형적 변화종지와 불완전 회귀종지의 차이는, 불완전 회귀종지는 

중심이 아닌 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지만, 변형적 변화종

지는 중심인 요소에 같은 범주의 다른 요소가 더해져 변형되는 것이

다. 예를 들자면 화음은 같으나 베이스로 배치된 음에 차이가 있거

나, 같은 화성적 배경에 전경에 다른 음이 나타나면 불완전  

  추가된 구성음에 의한 화음 구조의 차이를 보여주는 앞의 예와 달

리, 동일한 화음 구성음의 배치 차이와 그에 따른 화음구조의 차이

로 인한 변형적 종지도 있다. 다음은 그에 해당하는 No.12의 예시이

다. 

 [악보134] No.12 마지막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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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지화음인 완전5도구성화음과, 곡의 초반이나 중간에 나타났던 5

음음계적인 화음에는 구성음 관계에서의 유사점이 있어 회귀의 일종

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비교로 제시된 곡의 첫부분 악보의 마지막

에 나타나는 E♭-B♭-C-G-F음으로 구성된 화음은, 곡의 마지막

에 나타나는 화음과 구성음이 동일하다. 그러나 완전5도는 자리바꿈

으로 불협화인 완전4도가 될 뿐만 아니라, 완전5도의 중첩으로 형성

되는 장9도 또한 직접적으로 음이 부딪히는 장2도와 울림의 차이가 

큰 편으로, 앞서 다른 부분에 나타난 적이 없던 순전한 완전5도구성

의 배치에 의한 종지화음은 곡의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화음과 그 울

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전

종지화음이나 그 이전의 화성적 배경을 형성하던 트레몰로 음형의 

화음 또한 5음음계적 화음이기도 하면서 그 전위적 상태나 밀집배치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배치에 의한 차이가 더욱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종지는 회귀가 아닌 변형적 변화종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악보135] No.12 비교부분으로서의 첫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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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적 변화종지 

  전환적 변화종지는 요소 간 중심·대립·주변·수식 등 역할의 전환 또

는 교환에 따른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이미 일어난 역할변화를 

확정시키는 종지이다. 대립적인 역할을 하던 요소가 중심적인 역할

을 하게 되는 경우, 종지적 역할을 한 적이 없는 요소가 종지 구간에

서 진행의 방향성 등의 화성적 상황을 통해 종지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주요하지 않은 요소가 종지시점에 나타나면서 감상자의 주목

을 받게되어 위계적 변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은 전환적 변화종지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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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두 프레이즈에서 시간간극이 있는 수평적 불협화를 통해 간접

적으로 나타난 F#과 F의 대립이, 이 프레이즈에서는 한 음 만을 사이

에 두고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F#음으로 진행하는 음은 앞선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 B음, 세 번째 

프레이즈 시작의 D음인데, B음은 세 번째 프레이즈에서 시작한 후 

이내 F로 연결되고, D음으로부터는 마지막에 연결된다. 대립적이던 

F#과 F에서 F#에 관계된 음들이 이번엔 모두 F에 대해 연결되고 있

다. 

[악보136] No.4 종지유형에 관여하는 여러 음조직 및 화성적 측면(mm.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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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앞선 두 프레이즈에서 A와 A♭(G#), E와 E♭의 수평적 불협

화를 통한 대립이 형성되는데, E와 E♭은 세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A와 A♭(G#)음은 나타나 있으며, 한 프레이

즈 내에서 보다 인접하여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앞서 A♭음이 

B에 연결되었던 대신, 이번에는 D와 F로 연결되고 있다. 

  음 관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표26] No.4 음 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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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티나토와 저음의 전경성부 간에 형성되는 화성적 음정 및 화음

에 있어서도 전환이 일어나는데, 시작에는 트라이톤이 나타나지만 

진행음정으로서의 완전음정과, 수직적 울림인 화성적 음정으로서의 

트라이톤이 역할이 바뀌면서 진행음정에 있어서는 나타난 적 없던 

트라이톤이 나타나고, 수직적 음정에 있어서는 완전음정을 포함하

고 트라이톤은 포함하지 않은 화음으로 종지한다. 

  한편 선율에 내재된—선율이 그리는 윤곽에 의한 화음 또한 다르

게 나타나게 되는데, 위 예시의 첫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F#-B-D로 

진행하며 단3화음적인 윤곽을 그리고 있고,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

는 E♭-A♭-B(C♭)으로 음은 다르지만 마찬가지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단3화음의 분산화음적 형태

로 시작하여, 이내 F#-B-F의 완전4도와 트라이톤, 그리고 다시 한 

번 A-D-G#의 완전4도와 트라이톤이 형성되는 진행을 보이고 있

다. 그리고 마지막 세 음에 의해서는 D-F-G#(A♭)의 감3화음의—

트라이톤을 포함하고 완전4도는 포함하지 않는—윤곽을 형성하고 

있어, 화성적 음정이 선율의 진행음정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3) 이도적 변화종지 

  이도적 변화종지는 종지시점의 요소와 종지구간의 다른 요소의 관

계가, 곡의 중심요소와 그에 관련된 다른 요소간의 관계와, 음정적·

음도적으로 같거나 유사하게 되는 종지로, 중심과 그에 대한 관계가 

음정적·음도적으로 이도되어, 다른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관계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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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모방/재현되는 그 관계성은 음정적으로 동

일할 수도, 음정적으로는 다르고 음도적으로만 동일할 수도, 음정적·

음도적으로 같지는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유사한 정도에 그칠 수도 

있지만, 동질적인 관계성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여러 요소로 구성된 보다 복잡한 조직을 형성하는 관계들에서는 모

든 요소 간의 관계들이 적용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모방적일 수 있

다. 

  다음은 No.18에 나타나는 이도적 변화종지의 예시이다. 

 

  곡 시작과 끝부분은 음고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시작과 

끝의 최고음을 기준으로 구성음들을 살펴보면 거의 같은 음정구성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곡 시작에 온음계적으로 형성되는 음

고공간이, 곡 마지막 부분에서 반음의 차이를 보이며 재현된다. 

[악보137] No.18 첫 섹션의 마지막 부분과 그 비교대상인 시작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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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곡 시작에 상부층위에서 나타나는 진행

이, 부분적으로 바뀐 음이 존재하지만 그대로 상부층위에서 나타나

는데, 정확히는 원래의 진행의 단2도 아래에서의 역행으로 되어있

다. 주제선율의 반복은, 그 자체로는 화성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

나, 역행에 따라 진행음정이 뒤집어진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

서는 중요하다. 앞서 시작음에서부터 이탈하던 진행을, 반대적으로 

되짚어 중심으로 회귀하는 진행이 되게하는 것이다. 

  또한 카논으로 된 이 곡에서 진행의 역행은 곧, 화성진행에 따라 나

타나는 화음의 음정구조 역시, (자리바꿈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역으

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마지막에 진행할 수록 곡의 처음에 나타난 화

음의 음정구조와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크게 바뀌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음고적 측면으로, 섹션 마

지막 종지구간의 일련의 음들이 시작에서 나타나는 음들과 전체적으

로 단2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도적 변화종지에 의해 기존의 요소가 원래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전환적 변화종지는 이미 이전의 맥락 상 

체계화·위계화된 요소들 간의 역할교환이 일어나고, 이도는 이전의 

맥락에서 체계화·위계화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소재의 연결망 상

에서의 관계성의 이도가 일어나야 함. 이도형의 경우는 이도의 결과

에 따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될 수 있으나, 관계전환은 

기존의 요소를 대상으로 일어나므로 새로운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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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의 mm.1~8 중 네 번째 프레이즈가 두가지 측면이 모두 부분

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시작에서 중심이었던 C-E-G 화음이 F-A-C 화음과 근친적인 관

계를 가진 것처럼, A♭-C-E♭ 화음에 대해서는 D♭-F-A♭ 화음

이 근친적인 관계를 가진다. 또한 C-E-G 화음에 A♭-C-E♭ 화음

이 대립적인 것처럼, 위의 마지막 프레이즈에서는 A♭-C-E♭ 화음

[악보138a] No.4 mm.2~8(mm.1~8)

[악보138b] No.4 mm.2~8의 리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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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E-G#-B 화음이 처음 등장한 시점에서와 달리 연결에서 

수평적인 불협화를 일으키며 대립적인 관계를 가진다. 

 

  화음 뿐만 아니라 선율에서도 음정적으로 동일한 음 관계가 나타나

는데, 중심음 C에 대해 E가 근친적이며, E♭음이 수평적 불협화를 

일으키는 대립적인 음이었던 것처럼, 위의 네 번째 프레이즈의 마침

음 A♭에 대해서도 그 앞에 단3도 관계의 음과 장3도 관계의 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단3도 관계의 음 B(C♭)는 A♭-C-E 화음과 수평

적 불협화를 일으키면서 대립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몇

몇 음과 소재들에 의해 장3도 관계의 이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선율의 구성음의 일부 관계나 화음의 일부 관계가 음정적으

로 정확한 이도의 관계이기는 하나, 중심에 대한 대립이 중심이 되면

서, 중심적인 요소가 대립적인 역할로 전환되는 변화(가령 2차적 중

심화음인 F-A-C화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곡의 시작에서 나타

나는 것은 중심화음 C-E-G와 그 근친화음 F-A-C에 대하여, A♭-

C-E♭ 화음과 그 근친화음 D♭-F-A♭의 두 개의 화음군에 의한 

대립이었으나, 이 관계가 이도되어 A♭-C-E♭ 와 D♭-F-A♭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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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중심이 되면 그 대립화음군은 E-G#-B와 A-C#-E가 되어야 

하나, A♭-C-E♭에 대해 대립적인 화음은 E-G#-B와 F-A-C로, 

앞서부터 존재한 요소 간의 관계가 전환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혼합종지 

  혼합종지는 종지에 나타나는 요소들 또는 그 성질이나 역할 등이 

섞여서 나타나는 종지이다. 그에 따라 종지에서의 화성적 상황에 대

한 판단을 통합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양상으로 드러나는 종지이지

만, 항상 정보들이 뒤섞여 혼란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혼합을 통해 새로운 화성적 요소가 출현하거나 하는 경우도 포함된

다. 항상  갈등양상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

로 인지적인 긴장을 수반하는 종지유형이다. 

(1) 상충적 혼합종지 

  상충적 혼합종지는 서로 상반된 역할을 하는 요소, 특히 대립적인 

관계의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종지이다. 대립적인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므로, 강한 인지적 긴장이 수반되며, 그 화성적 위치성에서 중

심적인지 대립적인지에 대한 충돌이 일어난다. 대립적인 관계의 요

소가 나타나더라도 한 쪽이 명백하게 강화 또는 약화되어 있는 경

우, 화성적으로 충돌양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충적 혼합종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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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상성부 선율과 하성부의 베이스, 그리고 화성적 배경의 세

가지 층위에서 서로 대립적인 관계의 음들로 구성된 상충적 혼합종

지의 예이다. 

 

  베이스의 오스티나토의 진행에서 C음의 중심 및 그에 연결되어 중

심근친적인 음들이 나타나고, 또한 중심에 대해 대립적인 구조를 형

성하는 대립음군, 또는 대립음 및 대립점에 근친적인 음들이 나타난

다. 선율에서 나타나는 음들은 오스티나토의 음계 구성음과 동일하

지는 않으나, 선율에서 중심음군은 오스티나토의 중심을 이루는 C

와 그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음들이 형성하는 부분음군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악보139] No.4 상충적 혼합종지(m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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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티나토에서 C로부터 벗어나 상행하여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

는 것과 같은, 중심으로부터의 이탈과 회귀의 구조가 선율에서도 나

타난다. 첫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시작음이자 중심음군에 속하는 E

에 대해 수평적 불협화를 형성하며, 음계 상에서도 이질적인 음인 

E♭으로 이탈하고 있는데, 첫 프레이즈의 시작에 나타나는 2차적 중

심음인 E로부터 중심음인 C로의 진행이, C음에서 마치지 않고 연장

되어 E♭으로 이탈되었던 진행을,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 E로 시작하

여 C로 끝나는 선율을 통하여 중심적 형태로 ‘복구’시키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프레이즈의) 화음의 진행에서는 이와 달리 C-E-

G의 화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첫 프레이즈의 선율 진행 상에

서의 이탈 지점인 E♭음이 나타난 지점의 화음 A♭-C-E♭으로 마

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배경의 대립화음과 선율의 중심음이 서로 인

지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2) 유사 혼합종지 

  유사 혼합종지는 서로 근친적인 관계에 있고 대립적이지 않은 둘 

이상의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종지이다. 포함되는 근친적 관계의 

요소 중에는 중심 혹은 대립적인 중요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인식될 필요도 있는데, 중요요소 없이 주변적 요소만 나

타나는 경우, 중간종지로 인식되게 되기 때문이다. 근친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크게 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심 혹은 대립의 명확한 화

241



    
성적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대략적인 군으로 나타나, 그 불명확성

에 따른 약한 인지적 긴장이 수반된다. 

  다음은 유사 혼합종지의 예시를 볼 수 있는 No.18의 한 부분이다. 

 
[악보140] No.18 시작부분에서 종지유형에 관여하는  

여러 음조직 및 화성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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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베이스를 살펴보면, F음으로 시작하여 다시 F음으로 돌아오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진행음정 또한, 앞서 완전4도 및 단2도 중 

단2도를 통하여 돌아오고 있으므로, 베이스에 국한시켜서는 완전한 

회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음에 의한 성부—선율을 살펴보면, A음으로 장2도의 

하행을 통해 돌아오고 있는데, 2도 진행음정의 성질에서 차이가 있

으며, 특히 A음은 맨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음이다. 시작의 F-C

의 화성적 음정에 대해, (왼손에 의한) 하부층위에서 세 번째로 나타

나는 F-C의 화성적 음정과 동시에 울림으로써 중심에 대한 근친성

은 형성되나, A음이 중심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종지시점에 두 층위에 의해 형성되는 배경적 화음의 경우, 음

정구성 상에서는 우선 2도와 3도에 의한 분명한 이질성을 보이는데, 

최저음 F로부터 G음 사이에 형성되는 장9도는 완전5도의 중첩에 의

해 형성되는 화음으로서 큰 이질성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A음과 G

음 사이의 단7도 역시 음정구성이 이질적으로 변화하는 단계적 화음

진행 상에서 네 번째(처음의 두 화성적 음정까지 고려하면 여섯 번

째)화음에 나타나고 있는 음정으로서, 9(11)번째 또는 11(13)번째 

화음에 비해서는 아주 이질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구성음 상으로는 

F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성을 가지면서, 시작과 동일한 저음을 가지

는 5번째 8분음에 의해 형성되는 화음 F-C-A-E에서와 A음이 공통

이고, 다른 측면으로 구성음 F, G, A가 시작의 F-C에 대한 불협화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성음 상에서 약한 근친성과 비대립성을 보이

며, 종합적으로는 제3의 화음이라고 할 수 있다. 

243



    

  이와 같이 중심이 되는 최저음 F와, 근친적인 선율의 구성음, 그리

고 비대립적이나 크게 근친적이지는 않은 제3의 화음에 의해 종합적

으로 형성되는 종지의 화성적 양상은, 중심성과 근친성 및 그 미세

한 이질성의 혼합으로 인해, 이완 중에 약한 이질성에 의한 긴장이 

잔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다원적 혼합종지 

  다원적 혼합종지는 여러 소재와 그에 따른 음악적 정보의 혼합이 

나타나는 종지이다. 서로 다른 역할 및 위계를 가진 여러 소재로 인

해 그 화성적 양상이 불분명한 경우로, 앞서 서술한 상충적 혼합종지

의 경우는 소재와 정보의 혼합이 나타남에도 전반적 양상은 대립적 

관계의 요소 간 충돌이 일어나는 양상이 형성되는 경우이나, 다원적 

혼합종지는 서너가지 역할과 그룹으로 나뉜 요소들이 종지에서 동시

에 나타남으로써, 갈등적 양상이 아닌 혼재된 화성적 양상이 형성되

어, 어느 쪽으로도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다음은 다원적 혼합종지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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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부는 중심음이고, 상성부는 새로운 제3의 음이면서, 둘 간의 화

성적 음정으로는 대립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진행적으로는 하성부가 완전4도의 상행을 통해 이탈한 지점

으로부터 다시 그 반대의 진행을 통해 중심음으로 돌아오는 동안, 상

성부는 새로운 음으로의 새로운 진행음정이 나타나고 있으며, 화성

적 음정의 진행에 있어서는 자리바꿈음정의 동질성을 인정하는가 그

렇지 않은가에 따라 중심으로의 회귀의 중간단계이거나 이탈의 방향

이 갈라지는 등 대립적 관계의 요소에 의한 분명한 충돌의 양상이 아

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요소 여러가지가 섞여서 화성적 양상

의 맥락을 불분명하게 하고 있다. 

(4) 결합성 혼합종지 

  서로 이질적인 두 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한 요소가 출현하는 종지

이다. 특히 서로 대립적인 관계의 두 요소로부터 새로운 요소가 출현

하는 경우, 두 요소 모두에 관계성을 가짐과 함께 대립적인 상황을 

[악보141] No.1 상성부 및 하성부의 전경과 그 사이의 화성적 음정(m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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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는 일원적인 요소이지만, 이전에 없던 이질적인 성질을 가지

는 요소라는 점에서 이전의 소재의 연결망에 비추어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에, 인지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화성적 상황을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킨다. 

  다음은 결합성 혼합종지의 No.11에서의 예시이다. 

 

  이 곡에서는 상부와 하부를 구성하는 두 텍스쳐 층위 각각에 나타

나는 두 헥사코드가—그리고 그에 의한 음고공간이—중첩된 기본 공

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성부 및 층위의 인접이나 교차 등

에 의한 불협화와 음의 이탈 등이 발생한다. 

[악보142] No.11 최종종지로서 나타나는 결합성 혼합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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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이 전개될수록 두 음계가 점차 빈번하게 교차되며, 불안정한 화

성적 공간에 의한 긴장이 더해지는데, 최종적으로는 원래의 상황으

로 안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악보143] No.11 상부와 하부 간 음계의 교환

[악보144] No.11 최종적 종지의 음계, 그리고 화성적 음정 및 화음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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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 음계의 구성음이 뒤섞이면서 소재가 되

는 음계가 변화되다, 마지막으로 음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최종적으

로는 이원화된 음고공간으로부터 구성음을 취하지만 일원적 구성원

리에 의해 형성된 화음이  나타난다. 

  이 최종종지화음은, 화음의 구성원리에 있어서는 일원적이나, 그 

이전의 이원적인 맥락, 그리고 기존의 요소에 대해서는 이질적인 것

이며, 종지화음과 직전의 화음(음정) 사이에 수평적 불협화 또한 형

성되고 있다. 구성원리에서 악곡 시작의 화음과 유사한 측면도 있으

나, 실제 구조가 동일한 화음이 나타난 적은 없으며, 음의 구성에 있

어서도 큰 유사성 띠는 화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곡 전체에서 악곡 

시작의 화음이 가장 유사하지만, 다섯 개의 구성음 중 B와 C#음만 

공통이며 나머지 음은 모두 다르다. 두 음은 최종종지화음의 최고음

과 최저음이지만, 반대로 화음의 내부의 음들은 모두 다른 음이라는 

의미이므로, 공통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큰 유사성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구성원리에 따라 회귀로 보기에는 음고적 측면에서의 

근친성이 크게 떨어진다. 

  종지화음이 두 대립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졌으나, 그에 따

라 이전에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요소가 되고 종지 직전의 맥락에 대

해서도 이질적이게 되어, 인지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모든 종지유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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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유형 구성요소 및 
화성적 위치

연결성 및 
진행 종지유형 구성요소 및 

화성적 위치
연결성 및 진

행

회귀

완전
중심요소, 
그에 따른 
중심위치

악곡의 주
요진행의 
특징

변화 

변형 동일성의 약화. 
위치성 모호. 주요진행성

불완
전

중심요소  
+ 일부 주변적 
비중심요소 

중심위치

전환

요소의 역할변화-> 
지형변화. 

음정이나 음도에 
기반한 관계성 자
체를 옮기는(모방
하는?) 것이 아니
라, 요소들의 관계
를 전환하는 것.

연결성의 변
화. 

요소들의 음고
적 측면은 같
고, 관계변화
와 역할 변화.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님. 
음정관계적 측
면도 변할 수 
있음.

중간

2차적 중심요
소. 

중심근친적 위
치

돌발

일정 이상의 중
심요소 또는 근
친요소, 그에 
따른 중심적 위

치

연결성 없
음

이탈

일탈

비중심적 위치. 
그러나 이질성. 

또는  
즉발적 대립성.

진행연속
성이나 주
요진행으
로부터 예
외적으로 
벗어나기.

이도

새로운 영역, 또는 
새로운 요소가 관
계요소와 함께 새
롭게 정의

새로운 소재관
계.  

음정구조적 측
면이 중심과 
같고, 음고적 
측면이 주요 
연결망(조직/
체계)와 다를 
수 있음. 

모든 구성요소
의 관계와 역
할이 주요화성
조직에 비례적 
또는 모방적으
로 변화.

진행 비중심적 위치
진행연속
성, 탈중심 
운동.

대립
대립요소,  

그에 따른 대립
위치

주요진행
성

회피
중심요소로부
터 벗어난 지

점.

주요진행
성의 불완
전화

혼합

상충 이원적,  
위치정보 대치

주요진행성. 
또는 진행도 
이원화.

중간

지연 무관. 아무 위
치. 비진행성 유사 다원적, 근친변두리

성(주변성)

주요위치지향
성—중심지향
성 또는 대립
지향성. 

주변

주요요소 제외. 
제3의 영역 또

는  
중요하지 않은 

위치

무관. 
그러나 비
진행성은 
제외.

다원 다원적,  
위치정보혼재

무관 또는 진
행도 다원적

중단 주요요소 제외.  
불확정적 위치

진행연속
성의 상실 결합

요소의 결합, 
새로운 요소 출현 
위치정보 없음.

무관, 또는 결
합의 과정.

[표28] 종지의 유형

*종지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중심요소 또는 주요요소가 중요하면 파란색, 주요요소 중 대립요소에 

국한되어 중요하면 빨간색, 섞이거나 모호하게 혼재되면 보라색. 무관하면 남색으로 나타내었다. 

**연결성 및 진행에 있어서, 주요진행성은 파란색, 진행성으로부터의 이탈은 빨간색, 새로운 요소

나 관계, 진행방식이 도출되는 유형은 밝은 귤색, 정체된 것은 어두운 갈색. 진행연속성 및 지향성

이 중요한 경우는 초록색으로 나타내었다.



    
III. 결론 

  리게티 ⟪피아노 에튀드⟫에서 나타나는 종지의 화성적 유형을 구별

하면서, 그 의미를 세부적으로 가름할 수 있을 만큼 정교화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지에 특정하여 살펴보았지만, 음조직 및 화성을 통한 종지의 음

악적 의미는 종지 외적인 부분과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종

지 외에도 악곡 전반에 일반 인지능력에 비추어 작동하는, 감상 자에

게 이해가능한 음조직 및 화성체계와 구문구조가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리게티의 악곡에서는 때로 공통관습어법의 개별어휘가 부분적으

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와는 다른 연관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공통관습어법에 기대지 않으면서도 감상을 통해 이해(인지) 가능한 

음악작품의 내적원리가 존재한다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비공통관습어법의 음악에서의 통계적이거나 형태적인 분석을 넘어

서 작용과 기능에 대한 분석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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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 No.15 첫마디의 시작과 끝에 나타나는 진행음정의 동일성 

[악보8] No.15 중심음을 기준으로 한, 동일 진행음정의 방향성의 차이 

[악보9] No.6 첫번째 섹션 선율 

[악보10] No.6 첫번째 섹션 선율에 나타나는 진행음정의 동질성과 이질성 

[악보11] 반음하행의 연속으로 구성된 No.9의 시작부분의 예시 

[악보12] No.9 간접적인 2도 상행(m.13, m.28) 

[악보13] 완전5도와 단2도의 진행음정으로 구성된 No.2 시작부분 

[악보14] No.2 첫 섹션에 나타나는 진행음정의 구조 

[악보15] No.15 첫마디의 진행음정의 구성 

[악보16] No.8 첫부분의 선율 

[악보17] No.8 시작부분의 진행음정의 구성 

[악보18] No.8 선율의 구조에 대한 두가지 해석(mm.5~6) 

[악보19] No.16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상위 단위의 진행음정의 동질·이
질성 

[악보20] No.18 첫번째 프레이즈 진행음정의 단계적 변화를 보이는 진행 

[악보21] No.18 첫 프레이즈 진행음정의 축소 

[악보22] 동일진행음정의 반복·유지에 의한 안정성을 보이는 No.9의 시작
부분 

[악보23] No.8 상성부 선율 비교(mm.4~5, mm.5~6, mm.36~38, 
mm.8~9) 

[악보24] No.1 전경에서 나타나는 동일음정(mm.1~2) 



[악보25] No.5 시작의 화음과 동일한 구성음으로 구성된 화음 

[악보26] No.5 시작화음의 공통구성음을 포함한 화음 

[악보27] 화음의 동일성에 관련하여 No.5로부터 발췌한 화음들 

[악보28] No.1 시작부분 전경의 화성적 음정의 음고적 동일성과 비동일성 

[악보29a] No.4 시작(m.2)에 나타나는 화음 

[악보29b] No.4 m.19에 나타나는 화음 

[악보29c] No.4 구성음에 따른 화음의 동일성 

[악보30] No.15 동일한 구성음을 갖는 두 화음 간의 차이 

[악보31] No.16 첫번째 단에 나타나는 자리바꿈음정의 비동일성 

[악보32] No.4 선율을 반영한 화음 리덕션(mm.63~73) 

[악보33] No.4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두 화음과 곡에서의 실례(實例) 

[악보34] No.4 구성음의 음고에 따른 화음윤곽의 경계를 형성하는 음 

[악보35] No.4 불협화음정을 형성하는 음과 보다 감상자의 주의를 끄는 주
성부에 속하는 최고음 간의 관계 

[악보36] No.8 곡의 전개에 따른 음의 부가 

[악보37] No.4 중복과 화음 동일 판단 문제(m.66) 

[악보38] No.4 전후의 인접화음에 따른 화음 동일성 판단의 예
(mm.40~42, mm.43~45) 

[악보39] No.4 시작화음과 동일한 구성음 외에 다른 음을 포함하는 화음 

[악보40] No.4 선율을 포함한 화음 리덕션(mm.70~73) 

[악보41] No.4 시작화음의 구성음 중 일부가 생략되거나 분산되어 나타나
는 화음 

[악보42a] No.4 주요구성음이 생략된 동일화음 1(m.130(129~130)) 

[악보42b] No.4 주요구성음이 생략된 동일화음 2(m.141) 

[악보43] No.4 동일성이 불확실한 화음 

[악보44] No.4 주요화음의 구성음의 변화 

[악보45] No.4 시작화음과 공통음을 포함하면서도 비동일성을 갖는 화음 

[악보46] No.4 성질과 비동일성에 관한 비교(m.2, m.177, m.17) 

[악보47] No.4 비중심화음의 성질의 차등 및 동일성 판단에 관한 예
(mm.2~5, mm.88~90) 



[악보48] No.7 시작 전경에 나타나는 음정 간의 동질성 

[악보49] No.1 한 부분 내 여러 동질적 음정(mm.1~11) 

[악보50] No.15 세 주요지점에 나타나는 음정의 동질성 

[악보51] No.5 첫 프레이즈에 나타나는 화음 간의 동질성 

[악보52] No.1 첫 프레이즈 시작과 두번째 프레이즈의 시작음정의 동질성 

[악보53] No.15 주요 프레이즈 위치간 화음 유사성 

[악보54] No.12 음정구조 상의 화음유사성(mm.1~12) 

[악보55] No.7에 나타나는 몇 개의 화음(m.8, 12, 18, 24) 

[악보56] No.12 상부층위로 E음을 포함한 모든 음정과  하부층위로 D♭
음을 포함한 모든 음정(mm.1~12) 

[악보57] No.12 시작부분, 시작화음과 공통구성음을 공유하여 유사성을 
가지는 화음 

[악보58a] No.4 시작의 구조적 동질성을 갖는 화음 간의 구성음에 따른 근
친적 정도의 구분 

[악보58b] No.4 시작의 화음들에 대해 동일성을 갖는 화음들 

[악보59] No.15 두 번째 섹션 시작부분의 음정 간 이질성의 예 

[악보60] No.12 시작부분의 음정 간 이질성의 예 

[악보61] No.12 음정구조에 의한 화음 간의 이질성(mm.1~9) 

[악보62] No.5 장7화음 프라임 폼 구조의 화음들 사이 이질적인 구조의 화
음(mm.1~2) 

[악보63] No.5 두 번째 프레이즈에 나타나는 이질적 구조의 화음 

[악보64] No.4 세 섹션 화음의 구조 비교 

[악보65] No.7 공통된 화성적 음정으로 인한 여러 개별적 화음 간의 유사
성 

[악보66] No.12에 나타나는 음정의 계층화 

[악보67] No.14 화음 구조에 따른 거리감 

[악보68] No.15 음정구조에 따른 유사성 및 이질성 

[악보69] No.11에 포함된 음정에 따른 화음의 분류 

[악보70] No.5 첫 프레이즈의 화음들 

[악보71] No.5 주요화음의 악곡 내 출현 



[악보72] No.5 주요화음에 대해 동일성을 갖는 화음 

[악보73] No.10 화성적 음정의 이질성에 의한 대립(mm.1~29) 

[악보74] No.1 첫 섹션 음정의 동질성, 유사성 및 이질성 

[악보75] No.4 첫 섹션 대립관계의 화음 

[악보76a] No.4 대립관계의 두 화음(1) 

[악보76b] No.4 대립관계의 두 화음(2) 

[악보76c] No.4 대립관계의 두 화음(3) 

[악보77] No.4 세 섹션에 나타나는 화음의 구조 비교 

[악보78] No.12 온음음계적 화음과 감음정 및 날카로운 불협화 음정을 포
함한 화음의 대립 

[악보79] No.12 화성적 음정의 단계적 변화 

[악보80a] No.5 화음 구성음 E, G, B, C 비중의 화성진행에 따른 점진적 
감소(mm.9~10) 

[악보80b] No.5, m.6 시작의 화음 구성음 E, G, B, C 비중의 화성진행에 
따른 점진적 증가 

[악보81] No.5의 시작부분에 나타나는 화음 

[악보82] No.5 m.6에서 나타나는 불협화도의 증가와 감소 

[악보83] No.9 시작부분에 나타나는 믹스쳐의 유형분류 

[악보84] No.13 화음 음정구조 변화의 방향성 

[악보85] No.8 각 섹션 종지화음의 불협화의 단계적 증가 

[악보86a] No.15 2/7/9도에 의한 화성적 음정 공간 

[악보86b] No.15 완전5/4도의 화성적 음정 공간 

[악보87] No.13 화성적 음정 공간의 안정과 불안정 상황의 교대 

[악보88] No.9에 나타나는 화성적 음정 - 화음 공간 

[악보89] No.4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에 나타나는 화음공간 

[악보90] No.8 화성적 음정에 의한 공간의 안정 

[악보91] No.8 화성적 음정에 의한 공간의 불안정 

[악보92] No.15 시작부분에 계속적으로 포함된 동질적 음정에 의한 화성
적 공간 

[악보93] No.4 구성음에 따른 화음성질의 안정 및 불안정 



[악보94] No.10 음정관계에 의한 음계 간 동질성 

[악보95] No.17 유사한 구성음을 갖는 두 음계에 의한 서로 다른 부분의 
예 

[악보96] No.10 구성음의 제외에 의한 음계의 점진적인 변화(mm.81~90) 

[악보97] No.7 음계의 단계적인 드러남 

[악보98] No.7 음에 의한 내부 대칭의 음계(mm.1~6) 

[악보99] No.11 시작부분 

[악보100a] 상부와 하부의 음계 교환 

[악보100b] No.11 좁은 음역의 두 음계의 충돌(mm.18~20) 

[악보100c] No.11 일원화에 따른 새로운 구성원리의 화음 출현 

[악보101] No.10 음계 간 충돌 및 해소 재점화(mm.64~97) 

[악보102] No.17 불안정 음계 

[악보103] No.3 옥타브가 넘는 음역의 음계 

[악보104] No.2 첫 번째 섹션의 두 가지 주요음정관계 

[악보105] No.13 두 번째 섹션의 선율 및 분석악보 

[악보106] No.13 첫 번째 섹션의 전경 

[악보107] No.1 첫 번째 섹션 전경의 두 음조직 

[악보108] No.4 시작부분에 나타나는 소재 간 인지적 충돌 

[악보109] No.2 첫부분에 나타나는 주요 요소 

[악보110] No.2 최종종지의 종지유형에 관여하는 여러 음조직 및 화성적 
측면 

[악보111] No.5 첫 번째 프레이즈 종지의 종지유형에 관여하는 여러 음조
직 및 화성적 측면 

[악보112] No.4 화음 간 근친관계의 원형 

[악보113] No.4 중간적 회귀종지(mm.46~50) 

[악보114] No.5 종지에 관여하는 여러 음조직 및 화성적 측면의 요인들
(m.11) 

[악보115] No.12 갑작스런 변화에 의한 일탈(mm.53~54) 

[악보116] No.17 마지막 종지의 일탈 

[악보117] No.17 시작부분 



[악보118] No.7 일탈성 이탈종지(mm.1~8) 

[악보119] No.10 mm.45~53(mm.43~54) 

[악보120] No.4 중심에 도달한 후 이탈하는 종지 

[악보121] No.2 회피적 이탈종지(m.26) 

[악보122] No.4 회피적 중간종지(mm.43~45) 

[악보123] No.4 E-C, E-F-D-C의 진행(mm.1~4) 

[악보124] No.7 작은 규모의 종지들이 나타나는 부분(mm.26~29) 

[악보125] No.7 지연적 중간종지(mm.53~61) 

[악보126] No.6 화성적 변화의 억제에 따른 지연적 중간종지의 예 

[악보127a] No.4 mm.5~6(mm.2~6) 

[악보127b] No.4 프레이즈 종지의 음조직 및 화성적 측면(mm.5~6) 

[악보128] No.14a 중단적 중간종지인 최종종지 

[악보129] No.13 전환에 의한 중단적 종지(mm.43~45) 

[악보130] No.7 끝부분의 소실 

[악보131] No.3 마지막 부분의 소실 

[악보132] No.9 소실적 양상에도 불구하고 화성적으로 지연적 양상을 보
이는 종지 

[악보133] No.8 mm.1~2와 mm.34~36의 비교 

[악보134] No.12 마지막 종지 

[악보135] No.12 비교부분으로서의 첫부분 

[악보136] No.4 종지유형에 관여하는 여러 음조직 및 화성적 측면
(mm.75~81) 

[악보137] No.18 첫 섹션의 마지막 부분과 그 비교대상인 시작부분 

[악보138a] No.4 mm.2~8(mm.1~8) 

[악보138b] No.4 mm.2~8의 리덕션 

[악보139] No.4 상충적 혼합종지(mm.1~4) 

[악보140] No.18 시작부분에서 종지유형에 관여하는 여러 음조직 및 화성
적 측면 

[악보141] No.1 상성부 및 하성부의 전경과 그 사이의 화성적 음정
(mm.1~4) 



[악보142] No.11 최종종지로서 나타나는 결합성 혼합종지 

[악보143] No.11 상부와 하부 간 음계의 교환 

[악보144] No.11 최종적 종지의 음계, 그리고 화성적 음정 및 화음의 측면 

표목록 

[표1] No.15 첫번째 섹션의 구성음과 그에 의한 음고공간 

[표2] No.16 첫 섹션 마지막 부분 예외음 예시 

[표3] No.6 첫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진행음정조직의 도식화 

[표4a] 관계도 상에서 나타낸 각 악구의 음정의 변화 

[표4b] 관계도 상에서 나타낸 각 악구의 음정의 변화 - 축약형 

[표5] No.12 유사화음들의 프라임 폼 비교(mm.1~12) 

[표6] No.7 음계를 통한 화음 유사성의 예 

[표7a] No.7 상부의 음계 및 그에 따라 상부에 나타날 수 있는 음정 표 

[표7b] No.7 상부에서 가능한 음정의 종류에 따른 분류 

[표7c]  No.7 하부의 음계 및 하부에 나타날 수 있는 음정 표 

[표7d] No.7 하부에서 가능한 음정의 종류에 따른 분류 

[표8] No.5 공통음 및 수평적 불협화에 따른 화음간 근친적 정도 

[표9] No.5 시작부분 각 프레이즈에 포함된 이질적 화음과 그 비율 

[표10a] No.10 공통 구성음의 비율에 따른 음계 근친성 

[표10b] No.10 중심음의 포함여부에 따른 음계 근친성 

[표11] No.10 음계 간 음정구조적 유사성 

[표12] No.3 음계 간 음고공통성 및 음정구조적 이질성, 음고이질성 및 음
정구조적 동질성 

[표13a] No.17의 시작과 중간에 나타나는 두 음계의 비교 

[표13b] No.17의 시작과 중간에 나타나는 두 음계의 음정구조 비교 

[표13c] No.17 각 음계에서 중심음과 다른 음 간에 형성되는 화성적 음정
의 비교 



[표14a] No.17 원형과 변형 

[표14b] No.17 원형과 순환형 

[표14c] No.17 원형과 이도형 

[표14d] 각 음계의 음정구조 및 음고구성 비교 

[표15a] No.3에 나타나는 음계 일부 

[표15b] No.3의 일부 음계 간 구성음 비교 

[표16] No.3에 나타나는 음계의 중심음 및 대립음의 포함여부에 따른 중요
도의 차등 및 역할의 차이 

[표17a] No.3의 첫 번째 섹션에 나타나는 구성음의 점진적 변화에 의한 음
계변화 

[표17b] No.3의 첫 번째 섹션에 나타나는 여러 음계의 구성음 비교 

[표18] No.1 하성부 5음음계의 순환에 의한 변화 

[표19] No.15 첫 번째 섹션에 나타나는 음에 의한 음계와 안정성 

[표20] No.2 두 가지 순환적 음연결망 

[표21] No.2 서로 교차점들을 갖는 이중의 물결선-고리형태의 음연결망 

[표22a] No.13 두 번째 섹션의 음조직망 

[표22b] No.13 첫 번째 섹션의 음조직망 

[표22c] No.13 두 번째 섹션과 첫 번째 섹션의 음조직망의 비교 

[표22d] No.13 부분음조직을 포함한 음조직망 

[표23a] No.4 첫 번째 프레이즈 화음 관계 

[표23b] No.4 두 번째 프레이즈까지의 화음 관계 

[표23c] No.4 첫 섹션 화음조직의 연결망 

[표23d] No.4 첫 섹션 내 화음조직의 변화 

[표24] No.5 첫 번째 프레이즈의 시작화음과 종지화음의 비교 

[표25] No.4 첫 번째 프레이즈에서 제시되는 화음 및 그 관계 

[표26] No.4 음 관계의 변화 

[표27] No.4 요소 간 역할 및 위계의 전환 및 이도적 관계 



Abstract 

Possibility of Organicity in Atonal Harmonic System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Harmonic Cadence 

in Ligeti’s Piano Études 

Seungy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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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non-traditional, contemporary music, it has become 
difficult to determine the harmonic context due to its individual 
harmonic system. Although, this difficulty generates several new 
analysis approaches, they are still inefficient to explain the 
harmonic organicity in the whole piece compared to the previous 
common method in analysis to tonal music. 

  The aim of this study is approaching the harmonic aspect in 
cadences by researching ⟪Études pour piano⟫ by György Ligeti 
(1923~2006), to derive one point of the harmonic aspect in non-
conventional music and explore it in detailed way, by classifying 
the several categories of the harmonic aspects in cadence based 
on the perspective of Dynamic syntax. 

  In order to approach the harmonic aspect, the basic principle to 
be used as a standard in this research is explored first and 
considered in the basic principle of harmony of each category in 
Ligeti’s etudes. The harmonic aspects in cadences are categorized 
as fundamental type and multiplicative type by the structure of 
tone and harmonic system in the piece and how they are possible 
to be interpreted in the respect of Dynamic syntax. In addition, 
subclassifications are derived from respective categories by subtle 



differences in harmonic aspects. Therefore, it also reflects the 
detailed difference of musical meanings.    

  This research suggests the harmony creates detailed musical 
aspects in the cadence which is the significant element in the 
perspective of music by the organic relationship by tone 
organization and harmonic system in non-traditional music.  

Keywords: Cadence, Atonal harmony and tone organization,  
                 Harmonic context, Types of harmonic cadence,  
                 György Ligeti’s Piano Étude 
Student Number: 2011-2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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