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면서

본 논문은 C. P. E. 바흐(Carl Philipp Emanuel 
Bach, 1714-1788)의 연구에서 예외적으로 거의 다루
어져 있지 않은 그의 푸가를 심도 있게 조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푸가는 대위적인 음악 가운데 짜임새가 

가장 정교한 음악으로 흔히 대조적 성격의 프렐류드나 
판타지아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는데, 그 대
표적인 예가 그의 부친이자 대위법의 대가인 J. S. 바흐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평균율곡
집》(Das Wohltemperierte KlavierⅠ, Ⅱ) 두 권
(1721, 1741)에서의 프렐류드와 푸가 48쌍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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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C. P. E. 바흐의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그의 푸가를 재평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푸가는 대위적인 음악 가운데 짜임새가 가장 정교한 음악으로 흔히 대조적 성격의 즉흥적 프렐류드나 판타지
아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다. C. P. E. 바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악곡을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장르를 하나의 음악으로 융합시키고자 하였다. 푸가의 기본 개념과 전형적인 형식적 틀은 
느슨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주제의 특징과 세부진행에서 그가 즉흥연주기법으로 피력한 바 있는 양식적 
특징이 비중 있게 결합 되어있는 것이다. 본고는 C. P. E. 바흐 건반 푸가 전곡(7곡)의 분석을 통해 그가 추구
한 즉흥연주기법과의 결합을 고찰한다.

■ 중심어 :∣C. P. E. 바흐∣푸가∣즉흥연주기법∣주제∣형식∣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more carefully studying C. P. E. Bach’s Fugues, which have been relatively 
less appreciated in his study. Fugue is the most sophisticated music with its highly contrapuntal 
texture, and it is often paired with the contrasting Prelude or Fantasia. C. P. E. Bach introduces an 
unprecedented attempt by merging seemingly contrasting Fugue and Improvisational passages into one 
piece of music rather than simply placing the two music pieces side by side. In his unprecedented 
attempt, the basic concept and typical form of Fugue are roughly maintained, but the insertion of 
improvisational performance techniques in both the subject and the detailed progression takes great 
importance. This Study examines the connection of C. P. E. Bach’s Fugue and Improvisational 
Techniques by analyzing his 7 Fugues.

■ keyword :∣C. P. E. Bach∣Fuga∣Improvisatioal Techniques∣Them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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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C. P. E. 바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악곡
을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장르를 하나의 
음악으로 융합하고자 하였다. 푸가의 기본 개념과 전형
적인 형식적 틀은 느슨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주제
와 세부진행에서 그가 즉흥연주기법으로 피력한 바 있
는 양식적 특징이 비중 있게 결합 되어있는 것이다.

그의 이런 시도는 단순함과 자연스러움이 추구되는 
고전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더 이상 푸가와 같은 복
잡한 짜임새의 음악이 선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장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푸가는 부친의《평균율곡
집》과 《인벤션》(Invention, 1723) 등의 학습 경험에서 
비롯된 대위적 음악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새 시대의 요구 모두에 충실하고자 했던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그는 부친의《푸가의 기법》(Die Kunst der Fuge, 
BWV 1080, 1748-1749)을 자비로 출판하였고[1], 두 
차례 출판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매우 저조 하자 곧이어 
자신의 푸가 총7곡을 집중적으로 작곡한다. 이 과정에
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인데, 당
시 거의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새로운 판타지아를 선보
이며 ‘즉흥연주의 대가’로 극찬을 받았던 그에게 자신의 
즉흥연주기법과의 결합은 매우 자연스러운 시도로 간
주된다[2].

그러나 C. P. E. 바흐의 푸가는 물론 그의 즉흥연주
기법과의 연관성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미비
한 형편이다. C. P. E. 바흐 건반 작품을 연구한 필립 
바포드(Philip Barford)가 매우 예외적으로 그의 푸가 
중 일부를 소개하는데(Wq.119.2, 4, 6), 이 가운데 특
히 Wq.119.2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3].

따라서 본고는 C. P. E. 바흐 건반 푸가 전곡(7곡)의 
분석을 통해 그가 추구한 즉흥연주기법의 적용을 고찰 
해보고자 한다. 그럼 먼저 그의 즉흥연주기법을 개괄한 
후 분석으로 들어가겠다. 분석은 주제와 형식 및 세부
진행으로 나누어진다.

Ⅱ. C. P. E.바흐의 즉흥연주기법 개요

약 5세기 전부터 시작되어 긴 역사를 갖는 ‘즉흥연주’
는 연주가로서의 재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이자 필
수 요소로서 특히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매우 중시
되었다[4]. 기악 즉흥연주는 바로크 시대에 질적 · 양적
으로 팽창하는데 이러한 연주 관행은 프렐류드, 판타지
아, 토카타, 카프리치오 등의 명칭으로 기록되기도 하였
다[5].

C. P. E. 바흐는 즉흥연주의 대가인 동시에 당시의 
건반 연주법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두 권의 저서 『올
바른 건반악기 연주를 위한 시론서』(Versuch über 
die wahre Art das Clavier zu spielenⅠ,Ⅱ 1753, 
1762)를 내놓는데, 당대 ‘4대 음악 논서’로 불리는 지침
서 중에서 예외적으로 마지막 장을 모두 할애하여 즉흥
연주기법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6-8]. 그뿐만 아니
라 판타지아 악곡을 통해 그 실현을 예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가 제시한 즉흥연주방식은 먼저 악곡의 조성과 특
정 화성진행을 갖는 통주저음(Basso Continuo) 선율
을 만든 후 그 위를 정해진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연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악적 레치타티보와 마디줄의 부
분적 해체를 통하여 즉흥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조
성, 화음, 음형에서의 다양하고 빈번한 변화도 추구한
다. 

첫째로 조성에서는 동일한 조성의 시작과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5도권을 기본으로 근친조와 원거리조를 혼
합하여 다양하게 전조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원활한 전
조를 위하여 감7화음을 활용을 제시한다.

둘째로 화음 연주는 펼침과 지속화음 형태를 기본으
로 다양한 템포와 여러 가지 분산화음 형태를 혼합하여 
다변화시키라고 한다. 이외에도 구성음에 속하지 않는 
이웃음 즉, 비화성음 활용과 반음계적 진행 등을 요구
한다. 다음은 비화성음을 포함한 펼침과 분산화음의 예
이다.

악보 1-a. 비화성음을 포함한 펼침과 분산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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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들에서 4개의 16분음표 묶음을 한 단위로 보
면, 펼침화음과 분산화음들 중 동일한 진행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음정 관계들이 조금씩 달라져 있다. 규칙
성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이다.

셋째로 음형 연주의 경우에도 다양한 변화를 필수조
건으로 보는데, “우리 귀는 변함없이 계속되는 패시지
나 지속화음 등에 지쳐 있다”라고 말하며 동일한 반복
을 피하고 특히 진행 방향을 다음과 같이 자주 바꾸도
록 권유한다[9].

악보 1-b. 진행 방향이 계속 전환되는 스케일 음형

위의 악보 예에서 b-1은 4개의 32분음표 단위에서 
갑자기 24개 조합으로 바뀌는데, 카덴차 연주처럼 템포
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주할 것을 암시한다. 
b-2는 상행과 하행하는 음들의 개수뿐만 아니라 음고
도 조금씩 다르다. b-3은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움직임
을 보여주지만, 동일한 리듬임에도 불구하고 음들이 묶
여진 개수가 4-1-3-2-3-4 등으로 매우 불규칙한 특징
을 보여준다.

Ⅲ. C. P. E.바흐 건반 푸가에서의 즉흥연주
기법 고찰

 C. P. E. 바흐의 푸가 전곡에 해당하기도 하는 건반 
푸가 7곡은 모두 1753년경-1755년 사이 2년 동안 집
중적으로 작곡되었다. 6곡(Wq.119.1-6)은 독립 푸가
임에 반해 마지막 Wq.119.7은 판타지아와 푸가
(Fantasia and Fuge)로 되어있다. 그러나 판타지아와 
푸가의 규모가 19마디 : 111마디로 사실 판타지아는 
푸가의 서주 정도이고, 푸가와 겹세로줄로 나누어져 있

지도 않아 앞의 6곡과 다른 부류로 취급될 정도는 아니
다. 성부 수는 두 개에서 네 개까지 다양하고(각2, 3, 2
곡), 조성 역시 3곡(Wq.119.1-3)에서 임시표가 한 개 
이하로 나타나는 등 단계적인 교육 의도를 느끼게 한다
(나머지 곡들에서도 임시표는 3개 이하이다). 장조 : 단
조가 3곡(F, A, E♭) : 4곡(a, d, g, c)으로 비등한 비율
을 보이는 것, 박자가 모두 홑박자에 국한되어 있는 것
(7곡 중 4곡이 4/4박) 등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곡들은 곡의 규모가 모두 100마디 이상으로 
가장 긴 곡(Wq.119.6)은 249마디에 이르는 등 규모 면
에서는 단계적이지 않다. 

그럼 이제 C. P. E. 바흐 푸가에 나타나는 그의 즉흥
연주기법을 고찰하기 위하여 각 푸가들의 주제와 형식 
및 세부진행을 분석해 보겠다. 주제는 푸가 악곡을 만
들어내는 핵심이고, 이것의 진행이 곧 형식을 이루기 
때문이다.

1. 즉흥 주제적 성격
C. P. E. 바흐 건반 푸가 7곡의 주제들은 J. S. 바흐를 

비롯한 이전의 푸가 주제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
다. J. S.바흐 평균율 푸가 주제는 대체로 2-4마디 정도
인 것에 반해 4-8마디의 길이와 8도 이상의 음역(8-11
도)으로 넓게 움직이는 가운데 모두 즉흥연주적 뉘앙스
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성격에 따라 긴 음가를 즉흥적
으로 짧게 분할하는 ‘디비젼’(Division),1)[10] 변주, 노
래선율 기초, 화성적 뼈대 진행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정
리될 수 있다. 그럼 유형별로 푸가의 주제를 하나씩 살
펴보겠다.

첫 번째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널리 유행했던 즉흥연
주기법인 ‘디비젼’을 연상시키는 Wq.119.1은 8마디 길
이로 C. P. E. 바흐의 푸가 중 가장 긴 주제를 가지며 
다음과 같이 분산과 순차 진행 등의 기악적 음형을 포
함하고 있다.

1) 17세기 영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크리스토퍼 심슨
(Christopher Simpson, 1605년경-1669)의 저서 The 
Division – Violist (1659)가 그 한 예인데, 비올(Viol) 연주자
들이 즉흥적 뉘앙스의 변주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다
양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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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C. P. E. 바흐의 푸가 Wq.119.1 주제

위의 악보를 보면, 무엇보다도 다른 푸가들의 2배에 
달하는 8마디 길이의 긴 주제가 독특하다. 선율선은 완
만한 하행과 상행으로 이루어진 유연한 구조로 되어 있
으나(원으로 표시된 A-G-F-E-F-G-A), 세부적으로는 
10도 음역 안에서 4, 8, 16분음표의 다양한 리듬과 함
께 분산화음, 아르페지오, 도약 및 순차와 반음계 상행 
등의 기악적 음형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C. P. E. 바흐의 즉흥연주기법 중 음형의 다양성 추구
와 연결된다. 물론 J. S. 바흐 등의 푸가들도 다수가 다
양한 음형들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리듬 패턴이 5
번에 걸쳐 미세하게 변하는 진행 역시 즉흥적 뉘앙스를 
배가시킨다. 

두 번째 유형인 변주는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하는 전
형적인 즉흥연주기법이다. 다음은 변주 방식의 주제 중 
첫 번째인 Wq.119.2이다.

악보 3. C. P. E. 바흐의 푸가 Wq.119.2 주제

위의 악보를 보면 마디1-3이 마디4-6에서 변주되는 
식으로 진행된다. 마디1-3에서는 짧은 아치형의 순차 
상 · 하행 음형이 쉼표를 포함하는 짧은 분산음 음형의 
이동 반복(Sequnce)으로 이어지는데, 이후의 마디4-6
의 진행에서도 그 앞의 아치형 윤곽과 이동 반복 형태
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만 음정 관계와 리듬이 변형되
어 있다. 이것은 C. P. E. 바흐가 즉흥연주에서 의도하
는 규칙성 배제의 예이다.

Wq.119.5도 역시 변주 구조의 주제를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악보 4. C. P. E. 바흐의 푸가 Wq.119.5 주제

위 예를 보면, 6도 도약 후 순차 하행하는 마디1의 음
형이 이후의 진행에서는 세부적으로 둘로 나뉘면서 재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다양한 위치에 쉼표가 삽입되는 
등 마디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주되어 즉흥적 뉘앙스를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마디별 리듬도 모두 다른 
패턴으로 다양하다. 이와 같이 특정 음형과 리듬이 연
속적으로 미묘하게 변형되어 나가는 진행은 위의 개요
에서 언급한 C. P. E. 바흐 특유의 즉흥연주기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아리아를 비롯한 당대에 유행하던 노
래선율을 기초로 하는 즉흥연주 방식이다[11].

역시 2곡의 주제가 여기에 속하는데, 먼저 세속 성악
곡이었던 샹송(Chanson)이 기악곡으로 편곡된 칸초나 
성격을 보여주는 Wq.119.3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12].

악보 5. C. P. E. 바흐의 푸가 Wq.119.3의 주제

위 악보를 보면, 전형적인 칸초나 리듬형( 𝅗𝅥 𝅘𝅥𝅘𝅥 )으로 
시작하는 4마디 길이의 주제는 아치형으로 된 성악적 
진행(마디1-2)과 이후의 6도 상행 도약을 포함하는 5
음으로 이루어진 이동 반복 패턴의 경쾌한 기악적 진행
(마디3-4)이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마디1-3을 보면 각 
마디의 리듬이 모두 다를 정도로 매우 다양하게 변화한
다. 

노래선율 뉘앙스의 또 다른 곡은 순차 하행의 유연한 
진행과 트릴 장식이 성악적 선율을 연상시키는 
Wq.119.4이다. 템포도 C. P. E. 바흐 푸가 대부분이 
Allegro임에 반해, 이 곡만이 유일하게 Allegretto로 
되어있다. 다음은 그 주제 제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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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C. P. E. 바흐의 푸가 Wq.119.4 주제

위의 악보를 보면, 주제의 흐름은 으뜸음으로부터 순
차 하행하는 a¹→a의 옥타브 음계로 되어있는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5도음(악보에 원으로 표시) 주변을 돌아 
내려가는 유연한 진행을 포함하고 있다. 즉, I-V-I도음 
진행의 뼈대에 즉흥적인 유연함이 가미되어 한 옥타브
를 내려가는 단순한 선율이다. 리듬도 4분음표의 지배
적인 진행이 다소 딱딱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등장
하는 2분음표가 당김음 또는 트릴을 포함하면서 단순
한 진행에 표현력을 가미시켜준다. 이러한 변화 추구 
또한 그의 즉흥연주기법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유형은 C. P. E. 바흐가 즉흥연
주기법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통주저음식의 화성적 뼈
대 진행이다. 역시 2곡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먼저 
Wq.119.6의 주제는 화성적 베이스 같은 가장 단순한 
선율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제의 단순함은 이 악
곡이 두터운 짜임새인 4성부 구성의 푸가인 것과 관련
이 있다.

악보 7. C. P. E. 바흐의 푸가 Wq.119.6 주제

위의 악보를 보면, Ⅴ음에서 시작하여 Ⅰ음으로 끝나
는 주제는 끝 음을 제외한 모든 음가가 2분음표로만 이
루어져 있고 중간에 5도 도약 음정을 두 번 포함한다. 
앞에서 언급된 다른 푸가의 주제에서 6도 도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5도는 전무 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경우는 베이스 음역에서 화성적 뉘앙스를 강화하는 주
제의 색다른 역할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러한 진행
이 C. P. E. 바흐의 즉흥연주의 실제라 할 수 있는 판타
지아에서 베이스로 놓여 있는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악보 8. C. P. E. 바흐의 판타지아 Wq.112.15, mm.1

위의 판타지아에서도 베이스는 2분음표만의 구성과 
옥타브를 포함하는 큰 도약들을 포함하고 있다. 덧붙여, 
이 곡은 윗 성부들도 모두 2분음표의 화음 진행으로 되
어있는데, 악보에 ‘arpeggio’로 표기되어 있듯이 실제 
연주에서는 베이스 음 위의 즉흥적인 선율 진행을 의미
한다.

화성적 뼈대 진행의 나머지 한 곡 Wq.119.7의 주제
에서는 Ⅴ→Ⅰ의 강력한 구조음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
형이 등장한다.

악보 9. C. P. E. 바흐의 푸가 Wq.119.7 주제

Wq.119.7의 악곡 제목은 ≪판타지아와 푸가≫로 위
의 악보는 푸가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쉼표로 시작하여 
뼈대를 이루는 Ⅴ→Ⅰ음(G-G-G-C) 사이를 동음 반복 
→ 상·하행 도약 → 쉼표 → 순차 하행 후 상행 → 단7
도, 장6도, 단6도 연속 도약 → 반음계적 상행 진행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음형들이 연
이어 등장하는 진행은 위에서 언급한 C. P. E. 바흐의 
전형적인 즉흥연주기법이다.

2. 형식 및 세부진행
푸가는 주제를 중심으로 악곡이 전개되지만, 그 전개 

방식은 곡에 따라 유연하다. 조성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적으로 으뜸조로 제시되는 주제가 Ⅴ도 조성이나 관계
조 등으로 전조 되다가 다시 으뜸조로 복귀하는 3부로 
이루어지고, 세부적으로는 한 성부에서 제시된 주제가 
나머지 성부들로 모방 진행된다. 이와 같은 진행을 의
미하는 용어들은 현재까지도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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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는 형편이지만[13-15]. 본고에서는 이 가운
데 편의상 주제가 성부 수만큼 제시 - 응답되는 제1부
분을 제시부(Exposition), 제시된 주제가 전조되며 재
등장하는 제2부분(들)을 ‘미들엔트리’(Middle Entries), 
주제가 원조로 돌아와 재등장 · 모방 되는 마지막 부분
을 재현부(Recapitulation)로 부르고, 그 사이들의 연
결 부분은 에피소드로 한다. C. P. E. 바흐의 푸가들의 
미들엔트리 안에 주제의 전조 부분들이 1개 이상 최대 
14개로 나타나므로 이 작은 단위들은 ‘중간부’로, 이것
들 사이의 작은 경과적인 패시지는 에피소드와 구별하
여 ‘소(小)삽입구’로 표기한다.

C. P. E. 바흐 푸가의 형식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표 1. C. P. E. 바흐 푸가의 형식 분석
작품
번호 성부수 3부의 마디수

(에피소드 제외) 비고

119.1 2 41 : 30 : 4 2개의 제시부, 중간부 
2개, 코다 부재

119.2 2 12 : 59 : 28
주제의 지속적 변주 형태, 

중간부 4개, 성부교환 진행의 
재현부

119.3 3 11 : 63 : 20 중간부 3개, 
카덴차적인 소삽입구

119.4 3 13 : 83 : 6 중간부 5개, 
중간부보다 큰 소삽입구 

119.5 3 14 : 73 : 18 중간부 3개, 갑작스러운 휴지부 
등의 즉흥적인 코다

119.6 4 17 : 189 : 29 중간부 14개 
(2중푸가: 새로운 주제 도입)

119.7 4 18 : 58 : 27 4개의 중간부;
 코다 앞의 카덴차

- 진한글씨는 불균형적으로 축소/확대된 부분을 표시한 것

위의 도표를 보면, 7곡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부수는 2-4 성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시부는 모
든 성부에 주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성부 수에 비례하여 
마디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Wq.119.1만은 2성부 
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제시부가 가장 긴 것을 알 
수 있다. 8마디 주제로 그 길이 자체가 길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2개의 제시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 곡의 재현부는 4마디에 불과해 사실 3부 형식
의 틀만 겨우 유지하는 상태이다. 

미들엔트리는 Wq.119.1을 제외한 나머지 곡들에서 
3부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미들엔트리가 제시부 10

배 이상의 규모인 189마디로 가장 큰 Wq.119.6에서는 
매우 예외적으로 14개의 중간부가 있을 뿐 아니라 새
로운 주제도 삽입되어 2중 푸가의 진행이 만들어진다. 
이 곡 그리고 유사하게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Wq.119.4에서도 심각한 형식적 불균형을 보이는데, 특
히 후자에서는 중간부 사이의 매우 확대된 소삽입구가 
즉흥연주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Wq.119.3에서도 악곡 
중간에 카덴차적으로 확대된 소삽입구가 포함되어 있
다. Wq.119.2는 주제의 특정 음형이 지속적으로 변주
되면서 역시 즉흥적인 뉘앙스를 준다. 

재현부에서는 길이가 각각 4마디와 6마디로 특별히 
짧은 2개의 예 외에, 즉흥적 진행이 비중 있게 포함된 
예도 2곡에서 나타난다(Wq.119.5와 7). Wq.119.2의 
경우는 전형적인 주제의 재등장과 모방 대신 주제의 일
부만 성부 교환 변주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어
떤 푸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이례적인 것으로 
그 전형적인 틀을 깨고 있다. 

그럼 제시부부터 세부진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제시부 세부진행

최상성부부터 아래로 1→2→3→4성부로 지칭

성부도입순서는 모두 인접 성부로 이어진다는 전통
적인 규칙을 따르고 있고, 대부분이 으뜸음으로 시작하
여 Ⅴ도음으로 받는 진정응답이 조성적 모방인 조적응
답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Wq.119.1은 제시부 규모
가 41마디까지로 확장되어 있는데, C. P. E. 바흐의 푸
가 중 유일하게 2개의 제시부를 가지고 있고 그사이에 
연결구(Bridge)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제
시부 진행 자체에서의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다.

작품번호
(마디수) 성부도입순서  응답의 

종류

연결구
(주제와 
응답
연결)

비고

119.1 (41)  2→1 (연결구) 
1→2  

진정

ㅇ 2개의 제시부

119.2 (12)  2→1  

x

/

119.3 (11)  3→2→1 /

119.4 (13)  2→1→3 /

119.5 (14) 2→1→3 /

119.6 (17) 4→3→2→1
조적

/

119.7 (18) 2→1→(연결구)→3
→4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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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시부와 비교하여 크게 확장된 미들엔트리
의 세부진행을 정리한 표이다.

표 3. 미들엔트리 세부진행

위의 도표를 보면, 앞에서 이미 개괄해 본 바와 같이 
중간부 개수가 다양한데, 전조 된 주제의 재등장이 응
답 없이 곧바로 또 다른 조로 전조 되며 다음 중간부로 
진행되는 경우도 다섯 곡에서 비중 있게 나타나고 있다
(Wq.119.1, 5 제외). 특히 Wq.119.4에서는 5개의 중
간부 모두 응답 없이 짧고, 대신 큰 규모의 소삽입구들
과 교대된다. 이러한 진행은 빠른 전조를 요구하는 C. 
P. E. 바흐의 즉흥연주기법과 일맥상통하다. 다음은 그 
일부분을 보여준다.

악보 10. C. P. E. 바흐의 푸가 Wq.119.4 미들엔트리 중 
mm.18-52

위의 악보를 보면, 3번의 중간부(b → D → E)는 모
두 응답 없이 한 번씩만 등장하는 가운데, 첫 번째 소삽
입구는 2마디에 불과하고 두 번째 소삽입구는 23마디
로 매우 불균형적이다. 특히 후자인 소삽입구2를 보면, 
병진행과 반진행이 매우 빠르게 교대되고 모방에서도 
세부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데, 변화가 두드
러지는 이러한 진행 역시 그의 즉흥연주기법의 일환이
다. 그러나 대위적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일한 음
가로 움직이는 성부들, 한 성부의 긴 휴지부 또는 긴 지
속음 등 어느 정도 단순화되어 있는 구조는 새 시대의 
음악적 경향도 반영하고 있다. 

Wq.119.3의 45마디에 이르는 소삽입부에서의 진행
은 즉흥연주의 극적인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음은 그것의 일부이다.

악보 11. C. P. E. 바흐의 푸가 Wq.119.3 소삽입구 중 
mm.47-71

작품
번호

중간부 
개수

응답 소삽입
구 개수 비고

유 무

119.1 2 1 1 1 /

119.2 4 1 3 3
중간부1 안의 연결구: 에피소드의 변주,
후반 에피소드는 생략, 재현부로 바로 

연결 

119.3 4 1 3 1 에피소드 없이 재현부로 바로 연결, 
소삽입부에 𝄐 도 등장

119.4 5 / 5 4 규모 큰 소삽입구들

119.5 5 3 2 4 /

119.6 14 4 10 11 2중 푸가적 진행(14개 중 12개)

119.7 4 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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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부분에 해당하는 소삽입구에서는 주제가 2개
의 독립적인 음형으로 나누어져 각각 이동 반복과 모방 
형태로 확장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음형(b로 
표시)의 변형인 4음 음형이 두 옥타브의 음역을 음계와 
이동 반복의 결합 형태로 연이어서 내려온 다음 바로 4
옥타브 위로 도약하고, 또다시 연이어 내려온 후 페르
마타로 갑자기 정지한다. 이 삽입부에 이어 마지막으로 
중간부4가 등장한 후 에피소드 없이 바로 재현부로 들
어가는 진행도 이러한 성격과 일맥상통하다.

Wq.119.2에서도 에피소드 없이 바로 재현부로 이어
지는데, 그 밖에도 눈에 띄는 것은 변주 진행이다. 주제 
자체에서 등장하는 분산 음형이 화성적인 반주형태로 
재등장하면서 에피소드와 중간부, 소삽입구들과 재현부
에 걸쳐 변주되고 있다. C. P. E. 바흐가 화음과 관련된 
즉흥연주 기법으로서 언급한 분산화음 형태의 다변화
가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이 곡
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대위적 진행기법에 속하는 성부 
교환도 매우 예외적으로 비중 있게 나타난다. 다음은 
그 악보 예이다.

악보 12. C. P. E. 바흐의 푸가 Wq.119.2 소삽입구1 
mm.20-31

위의 악보에서 소삽입구1의 상성부 진행은 주제의 일
부인 분산 음형([악보 3] 참조)이 쉼 없이는 하행으로 
변주된 다음 이동 반복되고, 마디26부터는 하성부로 성
부 교환된다. 동일한 부분인 마디22의 하성부 진행 또
한 4분음표로 된 6도 도약의 단순한 음형이 쉼표와 8분
음표 분할로 미묘하게 변주된 다음(마디24-25) 역시 
마디26에서 성부 교환되면서 계속 변주되고 있다. 주제 
일부가 파생되어 변주되고 이동 반복하는 이러한 진행
은 고전 시대의 대표적인 분산화음적 반주음형을 연상

하게도 한다.
Wq.119.6에서는 14개라는 중간부의 개수 자체부터 

매우 독자적인데, 이 가운데 12개가 2중 푸가 주제로 
진행된다. 순차 하행하는 다섯 음으로 구성된 새로운 
주제는 중간부의 3번째 소삽입구에서 처음 등장한 이
후 중간부들에서 화성적 베이스 성격의 원래 주제와 함
께 재등장한다. 그리고 모든 성부에 걸쳐 등장하는 새
로운 주제가 그 자체로는 주제 vs 응답의 전형적인 음
정 관계를 따르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응답이 없는 제
1주제와 서로 8도나 5도 관계로 등장하며 조성적으로
는 주제와 응답 형태를 만들기도 하는 독특하고 새로운 
특징을 보인다. Wq,119.6은 2중 푸가이지만 주제들 자
체의 리듬들이 4분음표와 2분음표를 중심으로 진행하
기 때문에 짜임새가 복잡하지는 않다. 다음은 2개의 주
제가 함께 진행하는 부분의 악보 예이다.

악보 13. C. P. E. 바흐의 푸가 Wq.119.6, mm. 196-214

위의 악보는 중간부 13과 14부분이다. 2개의 주제가 
앞에서는 엇박으로, 뒤에서는 동시에 등장하는데, 주제 
사이의 음정 거리가 각각 5도와 8도로서 이 거리 자체
는 주제와 응답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음은 재현부 부분을 정리한 표이다.

표 4. 재현부 세부진행
작품번호
(마디수)

주제도입
순서 응답 스트레

토 코다 비고

119.1
(4) 1→2 x

(모방도 
모두 주제)

ㅇ x 주제의 앞머리만 재현

119.2
(28) 1→2

x
ㅇ

이동 반복 vs 성부교환

119.3
(20) 1→2→3 ㅇ 코다: 지속음(딸림음)

119.4
(6) 1 x 코다: 지속음(으뜸음)

119.5 1→2→3 ㅇ ㅇ 스트레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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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를 보면, 재현부에서의 주제 제시와 모방은 
자기 성부수 만큼 이루어지며(Wq.119.4 제외) 도입 순
서는 제시부와 다르게 모두 제1성부부터 차례로 내려
가고 있다. 단 Wq.119.4는 주제의 모방 성부 자체가 
없으며, Wq.119.6의 경우에는 제2, 3성부에서 주제의 
모방이 부재하다. 주제의 응답은 7곡 중 3곡에서 나타
나고(Wq.119.3, 5, 7), 그 외 3곡(Wq.119.1, 2, 6)의 
경우에는 응답 대신 옥타브 음정 거리의 주제로 모방 
되고 있다. 근접모방 형태인 스트레토는 3곡
(Wq.119.1, 5, 7)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모두 주제의 앞
머리만 재현되고 Wq.119.5의 경우만 마지막 성부에서 
주제 전체가 재현된다. 코다는 Wq.119.1을 제외한 나
머지 전체에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
징들은 전통적인 푸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
다. 

반면 이 곡들에서 나타나는 예외적인 특징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Wq.119.2는 가장 독특한 진
행의 재현부를 갖고 있다. 이 악곡은 에피소드 없이 바
로 재현부로 이어지는데, 그 시작이 주제 일부만 등장
한 후 확장과 이동 반복하는 마치 즉흥적 뉘앙스의 소
나타 발전부와 같은 진행적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현부 전반부 진행은 일반적인 푸가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서 거의 그대로 성부 교환하여 변
주하는 진행 역시 이 악곡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점
이다. 다음은 그 전반부 악보 예이다.

악보 14. C. P. E. 바흐의 푸가 Wq.119.2 재현부 전반부, 
mm. 73-87 

위의 악보를 보면, 주제가 앞의 3마디만 재현된 후 
분산화음 음형만이 계속 반음계적인 하행으로 이동 반
복 한 다음에(마디75-79) 이 음형의 음정 관계가 6도
에서 5도→ 증4도 → 감5도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하여 
확장되고 있다(마디80-87: 분산화음의 다변화를 활용
한 즉흥 기법). 다른 성부도 그 음형들만을 모방 진행하
다가 마디81에서 주제의 첫 마디가 등장하지만, 전혀 
응답으로 해석할 수 없는 위치임은 물론이고, 그 한마
디만이 다시 연속적으로 이동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
은 주제의 취급은 푸가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예이다. 

이 악곡은 다음과 같이 재현부의 후반부도 역시 매우 
흥미롭다.

(18)
앞머리만 재현

코다: 즉흥연주적 성격 
강조

119.6
(29)

1→1→4
→1

x
(모방도 
주제)

x 코다: 지속음(으뜸음)

119.7
(27)

1→2→3
→4 ㅇ ㅇ

스트레토: 주제 
앞머리만 변형 재현,

코다 앞: 카덴차 패시지
코다: Gr.6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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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C. P. E. 바흐의 푸가 Wq.119.2 재현부 후반부, 
mm. 88-99

위의 악보에서처럼, 재현부의 후반부는 전반부를 거
의 그대로 성부 교환한 변주이다. 마디89-92는 동일하
고, 첫째 마디와 마디93 이후의 진행도 전체적인 흐름
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진행은 그 전형적 틀을 깨는 
것으로 다른 푸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로 가장 판타지아적인 코다를 가지고 있는 
Wq.119.5의 재현부이다.

악보 16. C. P. E. 바흐의 푸가 Wq.119.5, mm.92-114

재현부가 시작되는 마디97을 보면, 첫 번째 성부에서 
원조인 g단조의 으뜸음으로 시작된 주제는 스트레토로 
5도 아래의 버금딸림음으로 주제 앞부분만 모방된 후 
최하성부의 마디99부터는 주제가 온전한 형태로 재현
된다. 바로 이어지는 코다의 둘째와 셋째 마디에서 이
미 Ⅴ→ⅰ로 으뜸음이 확립되지만, 이후 다시 한 옥타브 
아래의 으뜸음으로 순차 하행하는 뼈대 위에 빠른 8도 
병행, 쉼표 위에서의 16분음표 하행 음계와 그 이동 반
복들, 두 차례에 걸친 감7화음(ⅶ/g, ⅶ/f) 위의 갑작스
러운 휴지부 등이 더해진다. 이러한 변덕스러울 정도의 
변화로운 진행은 푸가의 코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즉흥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구조도 대위적인 진행
과 거리가 멀다. 

독특한 코다를 갖는 또 다른 예로 다음은 화음만으로 

이루어진 코다를 보여주는 Wq.119.7의 재현부 악곡 
예이다.

 

악보 17. C. P. E. 바흐의 푸가 Wq.119.7, 마디 85-111

위의 악보는 Wq.119.7의 재현부 전체인데, 주제의 
앞부분만이 3개 성부에 걸쳐 스트레토로 등장한 이후 
동음 연타를 포함하는 음형이 20마디에 걸쳐 다양하게 
변형 진행되다가 Ⅵ도 음에서 페르마타로 정지한다. 이
와 같은 카덴차적인 패시지 이후 코다는 4마디에 걸쳐 
독일6화음(Gr.₆)을 포함한 화음들만으로 마무리하는데, 
즉흥연주를 암시하는 듯한 이런 진행도 이미 푸가 코다
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Ⅳ. 나가면서

C. P. E. 바흐의 즉흥연주기법은 규칙성을 배제하는 
파격적인 다변화 ·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것은 변화무쌍한 전조, 다양한 음형과 리듬 및 진행 방
향의 지속적인 변화 등을 통해 추구된다. C. P. E. 바흐
의 건반 푸가 총7곡을 분석한 결과 주제선율은 물론이
고 형식과 그 세부진행에서 C. P. E. 바흐의 즉흥연주
적 특징들이 심도 있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주제 선율은 디비젼(Wq.119.1), 변주(Wq.119.2, 
5), 노래선율 기초(Wq.119.3, 4), 화성적 뼈대 진행
(Wq.119.6, 7)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 
이 자체들은 당대까지 폭넓게 사용되어온 일반적인 즉
흥기법에 C. P. E. 바흐 자신이 선호한 원칙들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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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더해져 있다.
형식은 전통적인 특징과 즉흥연주기법 수용 목적의 

새로운 추구로 정리될 수 있는데, 전자로는 모두 3부로 
구분되는 전통적 구조 가운데 예외 없이 성부수 만큼의 
주제와 응답을 갖는 제시부, 2개의 제시부(Wq.119.1), 
2중 푸가(Wq.119.6), 스트레토 재현 등을 볼 수 있었
다. 반면 새로운 추구로는 유동적인 3부의 틀과 세부진
행에서의 즉흥연주기법들과의 적극적 결합을 들 수 있
다. 첫째는 미들엔트리 부분의 극대화 된 확장으로
(Wq.119.1 제외) 특히 Wq.119.6은 제시부 10배 이상
의 규모를 갖는다(17 : 189 : 29마디). 둘째는 4마디와 
6마디에 불과한 매우 짧은 재현부( Wq.119.1, 4)이다. 
이와 같은 진행은 불균형적 3부 구조를 초래하여 푸가 
형식에서의 파격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셋째는 극적이
고 즉흥적인 뉘앙스를 보여주는 확대된 소삽입부이다. 
Wq.119.3의 경우 45마디에 이르는 소삽입부에서 특정 
음형의 모방과 이동 반복이 4옥타브 음역으로 확장되
어 화려하게 펼쳐지다가 갑작스럽게 페르마타로 정지
하고, Wq.119.4 또한 불규칙적인 소삽입부 규모와 다
양한 음형을 포함한 진행을 선보인다. 넷째는 코다에서
의 즉흥연주적 성격이다. 반음계를 포함한 순차 하행의 
뼈대 위에 빠르게 전개되는 8도 병행의 이동 반복 음
형, 감7화음 위에서의 갑작스런 휴지부 등의 Wq.119.5 
코다, 그리고 카덴차적인 패시지 이후 온음표 화음만으
로 구성된 Wq.119.7의 짧은 코다는 이미 푸가에서의 
그 범주를 훨씬 벗어나고 있다. 마지막 다섯째는 매우 
독특한 재현부 진행이다. Wq.119.2의 재현부는 주제의 
재등장과 모방 대신 주제의 일부만이 이동 반복 · 확장
되면서 성부 교환되는데 역시나 음형의 세 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진행은 푸가보다 즉흥적 
뉘앙스의 초기 소나타의 발전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C. P. E. 바흐는 옛 양식으로 치부되어 버릴 수 있는 
푸가를 자신이 정리한 즉흥연주기법과의 결합을 과감
하게 시도함으로써 재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후 다시 푸가를 작곡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살펴본 
그의 푸가 작법들은 이후의 소나타와 판타지아 등에서 
부분적으로 계속 반영 · 활용되고 있다. 

약 250년 전에 활동한 작곡가인 C. P. E. 바흐의 푸
가 작곡 방식을 제한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 과정에서 

창의적 생각이 기존 콘텐츠들의 융합을 통해 ‘재창조’되
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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