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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부분의 화성학 교재의 첫머리에 소개되는 배음은 그것이 가진 음악적 가치를 간과하고 과학적 수치

에 근거한 자연적 현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배음이 가진 음악적인 중

요성을 메이저 스케일의 Diatonic Chord와 Chord Scale을 중심으로 재조명 하고자 한다.

1. 서론

Overtone(배음)이란 어느 한 음이 울리면 그 음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자연현

상을 일컫는다. 이는 연주된 음이 울릴 때 그 발음

체의 전체가 진동함과 동시에 1/2도 진동하고 나아

가 1/3, 1/4, 1/5,.......등도 함께 진동함으로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 같은 물리적 사실에 근거하여 발음체

의 진동들이 가진 음 값을 수치적으로 환산해보면

1/2의 발음체에서는 2배의 진동수로 된 음이 나오고

1/3의 발음체에서는 3배의 진동수로 된 음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2배, 3배, 4배,......등으로 울리는 각각의

음들을 Overtone이라 하며 C음을 기음으로 하여 이

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Overtone은 사람의 귀로 식별가능한 제

16배음까지만 표기되며 이들 중 몇몇의 Overtone들

은 수학적으로 계산된 음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각각의 Overtone들은 진동의 배수에 따라

숫자를 붙여 제1배음, 제2배음, 제3배음,....등으로 불

려 지며 그중 제1배음의 진폭이 가장 넓고 크게 울

리기 때문에 이음을 고유한 음으로 듣게 된다.

[그림 1] 배음

지금까지 소개된 Overtone에 대한 정의는 거의 모

든 화성학 교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

들로서 배음이 가진 음악적 또는 화성학적 측면보다

는 과학적 수치에 근거한 자연적 현상으로만 다루어

진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Overtone을 재조

명 함 으로서 그것이 가진 음악적인 중요성과 화성

학적 가치를 메이저 스케일의 Diatonic System과

연관 지어 설명 하고자 한다.

2. 본론

C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들로만 3도씩 쌓아 코드

를 만들면 7개의 서로 다른 코드가 완성되며 이들을

Diatonic Chord라 부른다.

[그림 2] 다이아타닉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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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Diatonic Chord들은 첫 번째 단계로서 가장 기

초적인 기능별로 분류되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들을 각각 주요화음과 부화음 이라 칭한

다. 주요화음은 그 조성의 주인역할을 하는 코드들

로 Imaj7, IVmaj7, V7등을 의미하며 부화음은 그 조

성의 주인인 Imaj7, IVmaj7, V7등을 대리하여 사용

되는 코드들로 II-7, III-7, VI-7, VII-7(b5)등을 포함

한다. 두 번째 단계로서 주요화음의 기능을 세분화

하기 위해 Imaj7, IVmaj7, V7등에 각각 Tonic(으뜸

화음), Sub Dominant(버금딸림화음), Dominant(딸림

화음)기능이라 이름 부치고 부화음들인 II-7, III-7,

VI-7, VII-7(b5)등을 각각의 성질에 맞도록 주요화

음의 3가지 기능들에 포함시켜 분류하면 Diatonic

Chord들의 기능별 분류가 완성된다.

Tonic SubDominant Dominant

Imaj7 IVmaj7 V7

III-7 II-7 VII-7(b5)

VI-7

[그림 3] 코드의 기능별분류

클래식과 재즈를 막론하고 위와 같은 3가지의 기능

별 분류는 Diatonic Chord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와 같은 결과의 타당성을 화성학적 이

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

인 논리로는 공통음의 많고 적음과 이끈음(메이저

스케일의 7번째음)의 포함여부가 있다. 이를테면 두

코드 사이에 공통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질이 비슷

하다거나 이끈음을 포함하는 코드는 Dominant기능

을 가진다라는 식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

에는 3가지 기능으로 분류된 결과와 모순되는 점이

있다. 단적인 예로 III-7의 경우는 공통음으로서

Tonic의 Imaj7보다는 Dominant의 V7에 가깝고 이

끈음인 B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Dominant기능 이

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들을 피해 3

가지 기능의 분류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새로

운 논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그 해법은

Overtone의 원리에서 찾아진다.

[그림 4] 공통음

배음들에 붙여진 1에서 16까지의 숫자들은 기음인

제1배음과의 화성적 친밀감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기음과 다른 음들 중 숫자가 높은 배음일수록 기음

과는 화성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1배음과 제2배음의 만남은 완전8도로서 가장 완벽

한 협화음을 이루는 반면 제1배음과 제5배음의 만남

은 장3도로서 불완전 협화음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

들 16개의 배음들 가운데는 중복되는 음들이 많으므

로 이들을 생략하고 서로 다른 음들로서만 기음인

C음과의 화성적 원근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기음과의 원근관계

위의 결과를 아래의 C 메이저 스케일과 연관 지어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6] C메이저 스케일

C 메이저 스케일은 7개의 구성음을 가지며 그중 F

음과 B음은 반음계로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C 메이

저 코드의 구성음인 E음과 C음으로의 해결이 불가

피한 음들이다. 다시 말해 F음과 B음은 C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들 가운데 으뜸음인 C음과 화성적

으로 가장 가깝지 않은 불안한 음들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C 메이저 스케일이 C를 기음으로 한

Overtone과 마찬가지로 C음을 으뜸음으로 만들어진

사실에 기초하여 이 둘을 비교했을 때 C 메이저 스

케일의 구성음들 중 B음은 16배음들 중 기음과 가

장 먼 제15배음에 위치하고 F음은 16배음들 안에

존재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C 메이저 스케일 안에서 화성적 불안을 조성

하는 대표적인 음은 F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7] 배음과 장음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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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리에 입각하여 Diatonic Chord들의 기능별

분류에서 소개된 3가지의 기능들을 살펴보면 해결이

필요치 않는 안정된 사운드를 상징하는 Tonic(으뜸

화음) 기능의 경우 Imaj7, III-7, VI-7 코드들 모두

가 F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해결이 필요한

Sub Dominant(버금딸림화음)의 IVmaj7, II-7과

Dominant(딸림화음)기능의 V7, VII-7(b5) 모두는 F

음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Overtone안

에 존재하지 않는 음 F가 Diatonic Chord들의 기능

분류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진 것이

다.

[그림 8] F음을 포함하는 코드

F음과 달리 B음은 기음으로부터 멀기는 하지만 그

나마 제15배음으로서 Overtone안에 존재하는 까닭

에 그음의 포함여부 만으로는 Diatonic Chord들의

기능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과

거 B음은 이끈음으로서 Dominant(딸림화음)기능의

상징으로 취급되어왔지만 현대화성에서의 B음은 해

결이 필요치 않는 Tonic(으뜸화음)기능의 Imaj7,

III-7과 해결이 필요한 Dominant(딸림화음)기능의

V7, VII-7(b5) 양쪽 모두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으

므로 안정과 불안정의 기능을 분류하기 위한 잣대로

는 부적합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불안정한 코드 그룹인 Sub Dominant(버금딸

림화음)와 Dominant(딸림화음)사이의 기능 분류에

있어 B음은 결정적인 키노트로 사용되어진다. 딸림

과 버금딸림 이라는 말뜻에서 알 수 있듯 Dominant

기능이 Sub Dominant보다는 더 불안정하여 해결감

이 강한 속성을 갖고 있다. 이는 Dominant기능인

V7과 VII-7(b5)가 F음에 더해 B음을 포함함으로서

2음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9] B음을 포함하는 코드

3. 결론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축약해 열거하면 어떤 메

이저 키에서라도 4음(C 메이저의 F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Tonic(으뜸화음)기능이 되고 4음만 사용하면

Sub Dominant(버금딸림화음)기능이 되며 4음과 7음

(C 메이저의 B음)을 동시에 사용하면 Dominant(딸

림화음)기능이 된다 할 수 있다. 결국 그 어떤 모순

점도 없이 완벽하게 3가지의 기능별 분류에 대한 설

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Overtone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인지하는 것 외

에 본 논문에서 다룬 3가지 기능별 분류와 같은 화

성학의 기초지식과 더불어 Chord Scale의 Avoid

Note나 4th Voicing등과 같은 진일보한 화성학적 기

법들을 연구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