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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서양음악에서 이명동음적 동등성(enharmonic equivalence)은 음고와 화음뿐만 아니라 조성에

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C , C 장3화음, C 장조는 각각 “이명동음 표기”(enharmonic spelling)에 

의하여 D♭, D♭장3화음, D♭장조의 다른 명칭으로 기보가 가능하며, 서로 이명동음적으로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명동음 표기는 특별히 낭만주의 시대에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음

악적으로 분명한 목적이나 기능이 있을 때라면 그 이전 시대에서도 사용된다. 이명동음이 가장 많

이 활용되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경우 중 하나는 아마도 이명동음 전조(enharmonic modulation)에

서일 것이다. 예를 들어 C단조의 독일6화음(F , A♭, C, E♭)은 D♭장조의 딸림7화음(A♭, C, E♭, 

G♭)과 이명동음적으로 축화음이 되어 전조될 수 있는데, 이때 C단조의 인 F 은 독일6화음의 근

음으로 G의 해결을 기대하는 반음계적 음이지만, 새로운 조인 D♭단조에서 딸림7화음의 7음인 G

♭이 이명동음으로 해석되어 F음으로 해결하는 기능으로 나타난다.1) 즉, 이명동음 관계에 있는 F

과 G♭은 “이명동음 표기”에 의하여 각 조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조를 만들어낸다. 

감7화음을 통한 이명동음 전조에서 역시 이명동음 표기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C장

조(단조)의 vii°7(B, D, F, A♭)은 E♭장조(단조), F 장조(단조), A장조(단조)로 이명동음 전조를 할 

수 있다. 이때 B음은 C장조(단조)에서 vii°7의 근음이자 이끈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C로의 해결

+ 제1저자, * 제2저자

1) 본문에서 언급되는 “기능”은 으뜸화음,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의 화성적 기능이 아닌 화음의 구성음인 근음, 

3음, 5음, 7음 즉 “음”의 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음은 음계의 음도(scale degree)에 따른 으뜸음이나 딸

림음 그리고 이끈음과 같은 역할로도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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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대하지만, E♭장조(단조)에서 B는 이명동음인 C♭으로 표기되며 이를 통하여 B♭으로의 해결

을 요하는 이끈7화음의 7음으로 기능이 변화된다.2) 

이처럼 이명동음 표기는 이명동음 전조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조와 새로운 조의 축화음을 구성하는 모든 음들이 아닌 구성음 보다 “적은” 개수의 음들에

서 이명동음이 나타날 때 “재해석”(reinterpretation)이 가능하며 기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다.3) 그렇다면 구성음 모두 이명동음으로 표기되어 전조된다면, 이명동음 전조라고 볼 수 없는 것

일까? 지난 2019년 6월 22일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KMST)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교수법 세

미나: “전조”>를 개최한 바 있는데, 당시 우리 필자들은 전조에 대한 국내외 교재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4) 이 세미나의 토론 시간 중 가장 활발하게 언급되었던 토픽 중 하나가 바로 이명동음 전조

2) 음악학자 텔레스코(Paula Telesco)는 그의 논문에서 이명동음을 “동시의/즉각적인 이명동음주의”(simultaneous 

or immediate enharmonicism)와 “회고적 이명동음주의”(retrospective enharmonicism)로 분류한 바 있다. 

“동시의/즉각적인 이명동음주의”는 독일6화음 혹은 감7화음을 통한 이명동음 전조에서처럼, 한 시점에서 두 개

의 화음이 이명동음적으로 관련되어 전조되는 것을 말하며, “회고적 이명동음주의”는 그 시점에서는 음향적으로 

인지 못했던 화음들(혹은 음들)이 돌이켜 회고해보니 이미 이명동음적으로 재해석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D

♭단3화음이 C 단3화음으로 재해석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텔레스코에 따르면, “회고하는 이명동음주의”는 

19세기의 작곡 기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였지만, 18세기 고전 작품들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사용된다

고 언급하면서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작품을 중심으로 “회고하는 이명동음주의”를 연

구한다. Paula Telesco, “Forward-Looking Retrospection: Enharmonicism in the Classical Era,” The 

Journal of Musicology, 19/2 (2002), 332-373. 텔레스코가 고전주의 시대를 중심으로 이명동음주의를 연구

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낭만주의 시대를 중심으로 이명동음 전조와 이명동음 표기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이명동음 표기의 기능과 활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3) 최근 국내에서 출판된 송무경⋅안소영의 공동저서인 �후기낭만화성: 기법과 적용�에서 이들 두 필자는 이명

동음 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이명동음 전조는 화음 구성음 수보다 최대 하나 적은 수만큼 

이명동음으로 처리된다(n-1, n은 화성의 구성음 수).” 즉, 원조와 새로운 조의 공통화음인 축화음의 구성음이 

모두 이명동음으로 처리된다면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적은 수의 구성음이 이명동음 될 때에는 음

의 기능이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조가 바로 “진정한” 이명동음 전조라고 설명한다. 송무경⋅

안소영, �후기낭만화성: 기법과 적용� (서울: 심설당, 2019), 108.

4) 당시 우리 필자들은 우리나라 말로 된 국내에서 출판된 화성학 교재와 북미권에서 주요 화성학 교재로 사용

되고 있는 교재를 대상으로 교재연구를 진행하였다: 김홍인, �화성�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2010); 박재성, �

연주 전공생들을 위한 통합음악이론�(온라인 교재, 현재 진행 중). http://mtkr.anywiz.co.kr/; 백병동, �화성

학�, 17판 (서울: 수문당, 2014); 송무경,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분석� 1, 2, 개정증보판 (서울: 예솔, 

2018); 천광우, �대학화성학� 1, 2, (서울: 노래알, 2011); 허영한⋅한미숙, �조성음악의 화성진행� 1, 2판 

(서울: 예솔, 2002), �조성음악의 화성진행� 2, 3판 (서울: 예솔, 2015); 홍청의, �화성법� (경기: 음악세계, 

2018); Edward Aldwell, Carl Schachter, & Allen Cadwallader, Harmony and Voice Leading, 5th 

Edition (MA: Cengage Learning, 2018); Robert Gauldin, Harmonic Practice in Tonal Music, 2nd 

Edition (NY: W. W. Norton & Company, 2004); Stefan Kostka, Dorothy Payne, & Byron Almé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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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특별히 이명동음 전조와 이명동음 표기에 대한 구분이 쟁점화되었다. 이와 아울러 또 한 

가지 관련 이슈는 한 악곡에서 이명동음 관계의 조성이 등장하였을 경우, 예를 들면 C 단조가 D♭

장조로 이동되었을 때(혹은 반대의 경우) 이를 과연 이명동음 전조로 판단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것

이었다. 필자들은 이에 대한 문제가 이명동음 전조와 이명동음 표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 특별히 

이명동음 표기의 정의와 용법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이 본 논문을 기획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명동음 전조와 이명동음 

표기의 차이점을 논하고, 이명동음 표기가 전조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 

악곡에서 이명동음 관계로 이루어진 두 조성의 변화가 전조가 아닌 단순히 이명동음 표기로 나타

난다는 필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제 예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병행조가 일반적으로 작품에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고, 과연 병행조 관계의 

조성을 전조로 볼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다. 이후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와 슈만

(Robert Schumann, 1810-1856) 등의 19세기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이명동음으로 표기된 병행조 관

계의 조성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별히 성악곡의 음역대별 조성 비교

는 필자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데 중심이 될 것이다.  

2. 이명동음 표기 vs 이명동음 전조

전조는 화성학 수업에서 중요하고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것만큼, 학생들 역시 가장 어려워하는 

토픽들 중 하나이다.5) 전조 수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온음계적 전조(diatonic modulation)와 반음계

적 전조(chromatic modulation)를 공부한 후, 이명동음 전조를 다루게 되는데, 이들 중 이명동음 

Tonal Harmony with an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Music, 7th Edition (NY: McGraw-Hill 

Education, 2013); Gary White, The Harmonic Dimension (based on the works of Bruce Benward) 

(IA: William C Brown Communications, 1991). “국내외 교재연구”에 대한 결과는 2019년 6월 22일 한국

서양음악이론학회(KMST) <2019 교수법 세미나: 전조> 프로시딩, 5-52를 참고할 것.

5) 지난 2019년 6월 22일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KMST)에서 개최된 <교수법 세미나: “전조”>에 앞서 이미진 박

사는 2019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음악대학(혹은 음악과)과 음악교육과 학생들, 그리고 중등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화성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화성학 중 어떤 소주제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전조”가 가장 어렵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35%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미진, 

“설문조사 리뷰: 학생들이 체감하는 전조의 주제별 난이도,”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2019 교수법 세미나: 전

조> 프로시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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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는 교재 혹은 교수자에 따라 그 범위와 방법이 다르게 설명되기 때문에 전조 중에서 가장 논란

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 역시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교수자와 학습자는 전조의 축

화음(pivot chord)에 이명동음 표기가 적용되어 원조의 화음이 새로운 조에서 다른 화음으로 해석

되는 경우, 혹은 하나의 단락이 끝나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 이명동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이명동음 전조로 설명한다. 물론 이러한 정의 역시 이명동음 전조를 올바르게 묘사한 것이겠지만, 

앞에서 필자들이 강조한 “기능의 변화”가 간과된 정의임에는 틀림없다. 이처럼 기능의 변화를 강

조하는 이유는 이명동음의 근본적인 용례, 즉 동음이지만 다른 기능으로 인하여 음명이 다르게 표

현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쉽게 납득될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 교재를 조사한 결과, 이명동음 전

조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정의된다.6)

<정의1>에 의한 이명동음 전조는 축화음의 구성음(들)이 단순히 이명동음으로 표기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조에서 다른 화음으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기능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나타난

다.7) 반면 이명동음 전조를 <정의2>로 설명하는 교재에서는 축화음을 구성하는 음(들) 혹은 화음 

전체가 이명동음적으로 “기보”되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축화음에 대한 기능 변화에 대한 유무

는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재에서는 보통 <정의1>까지 포괄시켜 이명동음 전조

를 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 이명동음 전조를 <정의1>로 설명하는 교재에서는 이명동음 전

조를 “진정한”(true) 이명동음 전조로 명시하며, 이명동음의 과정에서 음의 기능에 변화가 없는 전

6) 이명동음 전조에 대한 정의를 교재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한 이유는 이들 중 어떤 정의가 더 우위에 있는지 

혹은 정의에 대한 진위(眞僞)를 가리기 보다는, 이명동음 전조와 이명동음 표기에 의한 전조를 분명하게 분

류하고자 하는 본 필자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 필자들은 국내와 국외에서 출판된 화

성학 교재에서 각 필자들이 설명하는 이명동음 전조에 대한 정의 혹은 설명 방식을 비판하자는 의도가 없음

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7) 이명동음 전조를 <정의1>로 설명하는 국내외 대표적 화성학 교재는 다음과 같다: 송무경, �연주자를 위한 조

성음악분석� 2; Aldwell, Schachter, & Cadwallader, Harmony and Voice Leading; Kostka, Payne, & 

Almén, Tonal Harmony with an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Music.

8) 이명동음 전조를 <정의2> 즉 화음의 기능 변화보다는 이명동음의 표기에 더 초점을 맞춘 국내 대표적 화성

학 교재는 다음과 같다: 백병동, �화성학�: 홍청의, �화성법�; 김홍인, �화성�; 천광우, �대학화성학�. 국외 

대표적 교재로는 Gauldin, Harmonic Practice in Tonal Music이 있다.

<정의1>: 축화음의 구성음(들)이 이명동음적으로 “재해석”(reinterpretation)되는 “과정”에서 음

에 대한 기능 변화가 반드시 나타남.

<정의2>: 구성음(들)에 대한 이명동음 표기가 나타나지만, 기능의 변화는 “선택사항”임.



낭만주의 시대의 이명동음 표기, 그 기능과 활용    13

조는 이명동음 전조가 아닌 단순히 “이명동음 표기”가 사용된 전조임을 확고히 한다.9) 이러한 이

명동음 표기는 고전주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낭만주의 시대에는 여러 작곡가들에 의하

여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악보1)은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의 ≪즉흥

곡≫(Impromptu, Op.90) 제2번으로 이명동음 전조와 이명동음 표기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예이다.10)

(악보1) 슈베르트, ≪즉흥곡≫, Op.90, No.2, 마디79-83

위의 예는 E♭단조에서 B단조로의 전조를 보여주는 예로, 마디82의 G♭장3화음이 이들 

전조의 축화음이 된다. 즉, 마디82까지 E♭단조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가 겹세로줄과 조표의 변화와 

함께 마디83부터 B단조로 갑작스럽게 조가 바뀐다. G♭장3화음은 원조에서 볼 때 온음계적 가온

화음이지만, 새로운 조인 B단조에서는 이명동음으로 F 장3화음 즉 딸림화음(F , A , C )이 되어 전

조를 유도한다. 이때 이명동음으로 해석된 축화음에서 각 음들의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G♭과 F

은 모두 화음의 근음이며, B♭과 A 은 3음, 그리고 D♭과 C 은 5음이다. 즉 (예1-1)은 앞에서 살펴

본 <정의1>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이명동음 표기”만 반영되어 있을 뿐 “진정한” 이명동음 전

조라고 볼 수 없다. (악보1)의 전조가 이명동음 전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가지 더 재

고해보아야 할 사항은 이명동음 표기가 전조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사용되었느냐이다. 사실 새로

운 조인 B단조는 단순히 C♭단조를 대체하는 이명동음적 조성으로, 원조인 E♭단조에서 볼 때 C♭

9) 올드웰, 샤흐터, 그리고 캐드월러더의 공동 화성학 교재 Harmony and Voice Leading에 따르면, 이명동음 

전조는 단순히 기보가 아닌 “진정한”(true) 이명동음이 사용된다고 말한다. “Enharmonic modulations 

involve true, rather than merely notational, enharmonics...” Aldwell, Schachter, & Cadwallader, 

Harmony and Voice Leading, 637.

10) (악보1)은 Kostka, Payne, & Almén, Tonal Harmony with an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Music, 

393의 Ex. 23-4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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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는 3도 아래의 조성이다. 따라서 “전조”가 실제로 나타날 때에는 이명동음이 사실상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전조가 일어난 이후 C♭단조가 “이명동음 표기”에 의하여 B단조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1)은 이러한 전조의 과정을 보여주는 예로, 악보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실제 전조의 과정

에 포함되어 있는 C♭단조의 딸림화음은 괄호로 표시하였다.

(그림1) 슈베르트, ≪즉흥곡≫, Op.90, No.2, 마디79-83, 전조의 과정

3도 관계의 전조는 베토벤부터 보편적이었지만, 슈베르트가 이처럼 C♭단조 대신에 이명

동음 관계의 B단조를 사용하여 내림조 조성을 올림조 조성으로 전조시킨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하

다. 그렇다면 슈베르트는 왜 C♭단조 대신 B단조를 사용한 것일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C♭단

조 대신에 두 개의 올림표로 구성된 B단조를 사용함으로써 연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

다. 즉 위의 패시지는 사실상 3도 아래의 “온음계적 전조”를 보인다.11) 즉, 전조 자체에서는 이명

동음이 연관되어 있지 않고 단지 연주 상의 편리를 위하여 “이명동음 표기”가 사용되어 C♭단조 

대신 B단조가 나타난 것이므로, 진정한 이명동음 전조라기보다는 이명동음 표기가 개입된 “온음계

적 전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12) 이명동음 표기를 사용한 전조의 또 다른 예는 바그너(Richard 

11) 올드웰, 샤흐터, 그리고 캐드월러더의 공동 화성학 교재 Harmony and Voice Leading에서는 축화음이 원조

와 새로운 조에서 온음계적 화음으로 나타나는 전조를 “온음계적 전조”로 정의한다. Aldwell, Schachter, & 

Cadwallader, Harmony and Voice Leading, 486. 그러나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온음계적 전조를 근친조

(closely related key) 관계에서의 전조가 일어날 때로 한정한다. 송무경,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분석� 1, 

192-193; 천광우, �대학화성학� 1, 219-221; 허영한 & 한미숙, �조성음악의 화성진행� 2, 84-85; Kostka, 

Payne, & Almén, Tonal Harmony with an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Music, 291-292; 

Gauldin, Harmonic Practice in Tonal Music, 483-486.  

12) 이처럼 이명동음 표기와 이명동음 전조를 구분하는 화성학 교재는 다음과 같다. Aldwell, Schachter, & 

Cadwallader, Harmony and Voice Leading, 634; Gauldin, Harmonic Practice in Tonal Music, 720-721; 

Kostka, Payne, & Almén, Tonal Harmony with an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Music, 393; 송

무경,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분석� 2, 163-164; 송무경⋅안소영, �후기낭만화성: 기법과 적용�, 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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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ner, 1813-1883)의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und Isolde, 1865), 제2막 “사랑의 이중

주”(Love Duet) 중 마디46-54에서 찾아볼 수 있다(악보2).13)

(악보2)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제2막 “사랑의 이중주” 중 마디46-54

이 예는 A♭장조에서 반음 위의 조성인 A장조로의 전조를 보여준다. 이때 축화음인 마디

49의 E장3화음은 이명동음으로 F♭장3화음으로 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조의 차용화음인 ♭

VI6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마디49에서 등장하는 급작스러운 A장조의 딸림화음은 사실상 B

장조의 딸림화음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바그너는 사실상 나폴리(Neapolitan) 조성인 B

장조로의 전조를 의도하였겠지만, B 장조라는 존재하지 않는 조성 때문에 이명동음 조성인 A장

조로 표기하였을 것이다.14) 즉 이 예는 원조의 ♭VI6가 B 장조의 V6와 축화음이 되는 “반음계적 

전조”를 보이며,15) 전조 “이후에” 이명동음 표기가 사용되어 A장조로 전조된 것이다(그림2).16) 

13) (악보2)는 Gauldin, Harmonic Practice in Tonal Music, 720의 Example 40.1에서 인용하였음.

14) (악보2)에 대한 분석은 골딘의 분석을 정리한 것으로 다음을 참고할 것. Gauldin, Harmonic Practice in 

Tonal Music, 720.  

15) 올드웰, 샤흐터, 그리고 캐드월러더가 공동으로 집필한 화성학 교재 Harmony and Voice Leading에서는 원

조 혹은(그리고) 새로운 조에서 축화음이 반음계적 화음으로 나타나는 전조를 “반음계적 전조”로 정의하며, 

본 논문에서는 반음계적 전조의 정의를 이 교재에서 따르고자 한다. Aldwell, Schachter, & Cadwall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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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제2막 “사랑의 이중주” 중 마디46-54, 전조의 과정

이처럼 이명동음 표기는 기보상의 이유, 즉 악보를 쉽게 읽기 위하여 이명동음 표기가 사

용되며 이명동음 전조와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올드웰, 샤흐터, 그리고 캐드월러더는 그들

의 화성학 저서에서 슈만의 가곡 ≪미르텐≫(Myrthen, Op.25) 중 제1번 ‘헌정’(Widmung)을 이명

동음 표기의 예로 들면서, 단락B에서 F♭장조 대신 E장조로 기보된 것은 순전히 “(연주자가) 독보

하기에 편하기 때문”(purely for convenience in reading)이라고 언급한다.17) 국내학자 송무경 역

시 A♭장조에서 E장조로의 전조를 예로 들면서, 이명동음 표기는 이명동음이 전조의 과정에 직접

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연주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언급한다.18) 코스트카와 

Harmony and Voice Leading, 633. 또한 허영한과 한미숙이 공동으로 집필한 화성학 교재 �조성음악의 화

성진행�에서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반음계적 전조를 정의한다. �조성음악의 화성진행� 2, 168-169. 이 외에 

코스트카, 페인 그리고 알멘이 공동으로 집필한 화성학 교재 Tonal Harmony에서도 같은 의미로 반음계적 

전조를 설명하며 이를 “반음계적 공통화음 전조”(alterd chords as common chords)라고 부른다. Kostka, 

Payne, & Almén, Tonal Harmony with an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Music, 302-303. 그러나 

이외의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축화음 없이 한 성부에서 온음계적 음도가 반음계적으로 변화됨으로써 “반음계

적 진행”을 보일 때 “반음계적 전조”로 정의한다. Gauldin, Harmonic Practice in Tonal Music, 392; Gary 

White, The Harmonic Dimension (based on the works of Bruce Benward), 194-195; 김홍인, �화성�, 

94; 박재성, �연주 전공생들을 위한 통합음악이론�, 제3-9장, ppt 13; 백병동, �화성학�, 188; 송무경, �연주

자를 위한 조성음악분석� 2, 51; 천광우, �대학화성학� 1, 229-231; 홍청의, �화성법�, 158. 

16)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위의 예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조성의 관련성이 나타난다. 즉 원조인 A♭장조에서 보

면, A장조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성관계이지만 이명동음 표기가 활용되기 전의 B 장조를 생각한다면 나폴리 

조성이 되는 것이다.

17) Aldwell, Schachter, & Cadwallader, Harmony and Voice Leading, 637.

18) 이명동음 표기를 통한 A♭장조에서 E장조로의 전조에 대한 송무경의 설명을 수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자 한다: “... 사실상 전조는 A♭장조에서 장3도 아래의 조성인 F♭장조로 이루어진다. 물론 방법은 차용된 

♭VI를 사용해서 그 화음을 새 조성의 I로 기능하게 하는 ‘차용화음을 통한 반음계적 전조’를 사용한 것이

다....여기에 사용된 이명동음의 개념은 매우 실용적이다. F♭장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이론상의 조로서 

모든 음에 내림표는 물론 이중 내림표도 포함하는 복잡한 조성이다. 참고로 8개의 내림표를 사용한다. 이러

한 경우 작곡가들은 F♭장조를 E장조로 바꿔 표기함으로써 표기상의 복잡성을 해결한다. 그 결과 F♭장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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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 그리고 알멘 역시 그들의 공동 저서에서 이명동음 표기는 “주로 귀가 아닌 눈을 위하여 겨냥

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악보 상으로만 이명동음이 관여되어 있을 뿐 귀로는 들리지 않음을 

주장하였다.19) 또한 최근에 송무경과 안소영이 공동으로 출판한 �후기낭만화성: 기법과 적용�에

서 이들 두 저자는 이명동음 표기와 이명동음 전조의 구별을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

한다.20)

“... 이명동음은 그 과정에서 기보의 단순함 즉, 연주자의 편의를 위해 다시 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명동음 표기’(enharmonic spelling)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명동음 표기를 이명동음 전조와 구분하기 위

해서는 화음 구성음 모두가 이명동음으로 표기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위의 인용에서 주목할 점은 축화음의 구성음이 얼마만큼 이명동음으로 표기되었는가에 

따라 이명동음 표기와 이명동음 전조가 구별된다는 것이다. 즉 이명동음 표기는 축화음의 구성음

이 모두 이명동음이므로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이명동음 전조에서는 화음의 구성음 

보다 적은 수의 구성음이 이명동음이기 때문에 전조의 과정에서 기능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나타나

게 된다. 즉 앞에서 살펴보았던 (악보1)과 (악보2)는 축화음을 더 쉽게 표기하기 위하여 모든 음들

이 이명동음 표기를 사용하였을 뿐, 전조의 과정에서는 이명동음적 재해석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

다. 따라서 이 곡에서 B단조와 C♭단조, 그리고 A장조와 B♭♭장조는 이명동음적으로 동등하며, 단

순히 표기만 다를 뿐 청각적으로는 동일한 조성으로 간주된다.21)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전조의 축

I화음은 E장조의 I로 표시되고 그 이하 화음들도 올림표 계통의 화음들로 다시 표기된다. 이러한 용도로 사

용된 이명동음을 이명동음 전조와는 구분하여 이명동음 표기라고 한다... 여기에 사용된 전조의 방법은 원 조

성에서 차용화음이 새 조성의 온음계적 화음으로 작용하는 ‘차용화음 전조’이다. 여기서 이명동음의 개념은 F

♭장조의 사용을 피해 연주의 편의를 도우려는 의도로 도입된 것이다.” 송무경,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분

석� 2, 163-164.

19) “The enharmonic spelling ... is intended primarily for the eye, not the ear.” Kostka, Payne, & 

Almén, Tonal Harmony with an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Music, 393.

20) 송무경⋅안소영, �후기낭만화성: 기법과 적용�, 108. 본 논문의 각주3을 참고할 것.

21) 이명동음 조성을 동등한 조성으로 사용한 예는 J.S.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평균율 

클라비어 I, II≫(Das Wohltemperierte Clavier I, II, 1722, 1740)와 쇼팽(Frédéric Chopin, 1810-1849)의 

≪전주곡≫(Prelude, Op.28, 1835-1839)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흐는 ≪평균율 클라비어≫의 프렐류드와 푸

가에서 이명동음 관계의 조성을 한 세트로 사용하는데, 제1권 8번(BWV 853)의 필사본에서 프렐류드는 E♭

단조로, 푸가는 이명동음 조성인 D 단조를 사용한다(Johann Sebastian Bach, Das Wohltemperierte 

Klavier I, Holograph manuscript (Staatsbibliothek zu Berlin (D-B): Mus. ms. Bach P 415, 1922-23)). 

이를 통하여 우리는 바흐가 E♭단조와 D 단조를 동일 조성으로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쇼팽 역시 그의 

≪전주곡≫ 제14번에서 제13번의 F 장조에 이어 나란한조인 D 단조 대신 이명동음 조성인 E♭단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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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을 구성하는 음들이 새로운 조와 원조에서 기능의 변화가 없으며, 또한 전조의 “과정”에서 이

명동음이 개입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기보의 단순함을 위하여 이명동음을 사용하는 경우를 이명동

음 표기로 간주하면서 이명동음 전조와 분명하게 구별하고자 한다. 

3. 이명동음 표기에 의한 병행조

낭만주의 시대의 이명동음 표기는 주로 성격소품이나 가곡 등에서 형식의 대조를 표현하는 도

구로 사용되었다. 다음은 쇼팽의 ≪왈츠≫(Waltz, Op.64) 중 제2번, 마디57-69로, C 단조로 구성된 

단락A의 마지막과 D♭장조로 이루어진 단락B의 시작을 보여주는 예이다.22) 

하였다.

22) (악보3) 이외에 C 단조와 D♭장조를 사용하여 단락 간의 대조를 표현하는 낭만주의 시대의 소품의 예로 쇼

팽의 ≪즉흥환상곡≫(Fantaise-impromptu, Op.66, 1834-35), ≪폴로네이즈≫(Polonaise, Op.26, No.1, 

1835), ≪마주르카≫(Maurka, Op.63, No.3, 1846), ≪전주곡≫(Preludes, Op.28, 1838-39) 제15번, ≪스케

르쵸≫(Scherzo, Op.39, 1839) 제3번, 그리고 슈베르트의 ≪악흥의 한때≫(Moment Musicaux, Op.94) 제4

번 등이 있다. 이처럼 이명동음 표기에 의한 장단조 조성의 사용에 있어 유독 C 단조와 D♭장조가 많은 것

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마지막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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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 쇼팽, ≪왈츠≫, Op.64, No.2, 마디57-69 

단락A는 빠른 템포의 올림표로 구성된 C 단조로 나타나는 반면, 단락B는 느린 템포의 내

림표로 구성된 D♭장조로 나타남으로써 대조를 보인다. 즉, 마디63-64는 C 단조의 딸림7화음에서 

으뜸화음의 완전정격종지를 보이며 이후 마디65에서 단락B의 D♭장조가 시작되는데, 이때 단락A

의 마지막 화음 중 C 과 G , 단락B의 첫 화음 중 D♭과 A♭은 공통음이 된다. 이들 C 단조와 D

♭장조는 이명동음적으로 병행조의 관계로, 이들 두 조성의 공통음이 되는 으뜸음과 딸림음은 동일

한 음향으로 음의 기능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명동음 전조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 

두 개의 단락 사이에서는 전조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먼저 병행조 간의 조성 변화

도 전조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먼저 병행조 간의 

조성을 전조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그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어 쇼팽의 ≪왈츠≫, 

Op.64, 제2번에서처럼 이명동음으로 표기된 병행조 관계의 조성이 낭만주의 시대에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3.1 병행조

병행조는 같은 으뜸음을 가진 장조와 단조의 관계를 말한다. 작곡가들은 병행조에서 나타나는 

장단조 혼용의 특수성, 즉 장조에서 단조의 화음을 빌려오거나 단조에서 장조의 화음을 빌려옴으로

써 음악에 색채적 대비를 표현한다. 이 기법은 바로크 시대는 물론이고 고전과 낭만시대에 이르기

까지 많은 작품에서 사용되며, 특별히 형식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악보4)는 하

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의 ≪피아노 소나타≫(Piano Sonata, Hob. XVI:5) 제2악장으

로, 미뉴엣-트리오-미뉴엣의 복합3부분형식의 곡이다. 미뉴엣은 A장조로 시작하여 완전정격종지(마

디17-18) 이후 A단조의 트리오로 이어진다. 3부분형식에서 중간에 위치한 트리오 부분은 텍스쳐의 

변화와 함께 색채감의 대조가 부여됨에 따라 대비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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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Hob. XVI:5), 제2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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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하이든의 예에서처럼 형식과 관련하여 새로운 단락에서 병행조로 이동했을 경

우, 우리는 A장조에서 A단조로 전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병행조 관계의 두 조성은 동

일한 으뜸음과 딸림음을 공유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조표를 가진다. 바로 이러한 병행조의 특

성은 병행조 관계에 있는 조성 역시 전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므로, 본 필자들은 국내외 교재에서 전

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았다. 국내외 화성학 교재에서는 전조를 다음과 같이 “조표”(key 

signature)에 근거하여 정의하거나 “조 중심의 이동”(shift of tonal center)을 강조하여 정의한다.

 <정의1>: “조표”(key signature)에 근거한 정의

 <정의2>: “조 중심의 이동”(shift of tonal center)을 강조한 정의

먼저, 전조를 “조표”(key signature)에 근거하여 정의한다면 병행조 관계의 두 조성은 서

로 다른 조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조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교재 중에서 김홍인, �화성�, 백

병동, �화성학�, 홍청의, �화성법�에서는 병행조의 관계를 근친조로 다루는 전조의 예들에 포함시

키며 특히 공통화음을 축으로 하는 온음계적 전조로 분류한다.23) 반면에 전조를 “조 중심의 이

동”(shift of tonal center)으로 정의한다면 병행조는 으뜸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조로 보지 않

을 것이다.24) 이와 관련하여 골딘은 “장조에서 단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나타나는 병행조의 관

계는 으뜸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조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25) 코스트카, 페인, 그

23) 병행조 관계의 두 조성을 전조로 취급하는 화성학 교재는 다음과 같다. 김홍인, �화성�, 99; 백병동, �화성학�, 

180; 홍청의, �화성법�, 148. 천광우는 그의 저서 �대학화성학�에서 병행조 관계의 두 조성에 대해서 “제26

장 음계혼용과 조바꿈”이라는 하나의 장에서 소개하며, “장조에서 단음계의 음을 집단적으로 씀으로써 같은 

으뜸음 단조로 조성을 바꾸어주듯이 그 역의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라고 언급한다. 천광우, �대학화성학� 2, 

94-95. 

24) 병행조 관계의 조성을 전조로 취급하지 않는 화성학 교재는 다음과 같다. Gauldin, Harmonic Practice in 

Tonal Music, 485; Kostka, Payne, & Almén, Tonal Harmony with an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Music, 289. 이 외에 올드웰, 샤흐터, 그리고 캐드월러더가 공동으로 집필한 화성학 교재 

Harmony and Voice Leading, 송무경의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분석�, 그리고 허영한과 한미숙이 공동으

로 집필한 화성학 교재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에서는 병행조와 관련한 전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병행조를 

전조 예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역시 병행조 관계의 조성을 전조로 취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5)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change of mode from major to minor or vice versa should not even be 

considered a modulation, since no tonic shift involved.” Gauldin, Harmonic Practice in Tonal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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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알멘 역시 그들의 공동화성학 교재에서 “병행조는 같은 으뜸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조성

에서 병행조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전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언급한다.26) 

다시 위에서 제시한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제2악장으로 돌아가 보자. A장조의 미

뉴엣은 마디17-18에서 완전정격종지로 마친다. 이후 트리오는 A장조의 조표가 모두 삭제된 A단조

로 나타나며, 미뉴엣과 마찬가지로 마디39-40에서 딸림화음과 으뜸화음을 통해 완전정격종지로 단

락이 마무리된다. 따라서 제2악장은 미뉴엣에서 트리오로 진행할 때 조표의 변화를 통하여 단락 간

의 전조가 나타난 듯 보인다. 그러나 “조 중심의 이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들 두 조성은 으

뜸음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전조가 개입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정의2>의 관점에서 전조

를 살펴보면, 병행조 관계의 조성은 실질적으로 으뜸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조가 아

닌 장단조 혼용에 의한 색채의 변화로 인식될 수 있다. 

3.2 이명동음 표기와 병행조 

병행조의 두 조성 관계를 전조로 보지 않는 코스트카, 페인, 그리고 알멘은 공동으로 집필한 화

성학 교재에서 “C 장조와 D♭장조는 이명동음적으로 동등하다. 만약 작곡가가 어떠한 이유에서 C

을 D♭으로 바꿔 쓰더라도 “으뜸음”(keynote)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병행조 뿐만 아니라 이명동음적으로 나타나는 D♭장조와 C 장조의 이동 또한 전조로 보

지 않는다.27) 이러한 점에서 (악보3)의 쇼팽의 ≪왈츠≫, 단락A와 단락B에서 등장하는 C 단조와 

D♭장조의 경우, 작곡가는 D♭장조 대신에 C 장조를 사용하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올림표 일곱 개

를 사용하는 C 장조 보다는 이명동음적 조성 즉, 내림표 다섯 개를 사용하는 D♭장조를 사용하여 

독보의 용이함을 확보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C 단조에서 D♭장조로의 이동은 이명동음 전

조가 아닌 이명동음 표기를 통한 색채적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본 필자들의 교재연구와 그동안 축적되어 온 화성학 지식을 바탕으로 얻은 것임에는 분명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필자들은 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들 두 개의 조가 전조가 아

485.

26) 원문은 다음과 같다: “Because parallel keys share the same tonic, we do not use the term 

modulation when talking about movement from one key to its parallel.” Kostka, Payne, & Almén, 

Tonal Harmony with an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Music, 289.

27) 원문은 다음과 같다: “C  major and D♭ major are enharmonically equivalent. If a composer for some 

reason respells C  as D♭, no modulation has occurred because the keynote is unchanged.” Kostka, 

Payne, & Almén, Tonal Harmony with an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Music,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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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단순히 이명동음 표기로 나타나는 것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D♭장조와 C 단조가 서로 이명

동음 관계이지만 마치 C장조와 C단조 혹은 G장조와 G단조 등의 병행조 관계처럼 사용되어 전조가 

아닌 장단조 혼용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실제 작품 예를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필자는 낭만주의 시대의 몇몇 작품을 선택하여, 원조와 음역대별 중⋅저

성용 악보의 조성을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이명동음 표기를 통한 병행조 관계가 단순히 장단조 혼

용의 관계로 나타날 뿐 전조와는 무관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예는 브람스의 ≪네 개의 

가곡≫(4 Lieder, Op.46, 1864–68) 중 제1곡 “화환”(Die Kränze)으로, 통절형식(ABC)의 곡이다. 

(악보5)는 각 부분의 시작부분을 보여주는 예이다.28)

   <단락A>

   <단락B>

28) (악보5)는 다음의 출판사의 악보를 재생산한 것이다: Johannes Brahms, Lider Sämtlich Werke, Band 24, 

ed. Eusebius Mandyczewski (Leipzig: Breitkopf & Härtel, 1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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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C>

(악보5) 브람스, ≪네 개의 가곡≫ Op.46 중 제1곡 “화환”

이 곡은 D♭장조로 시작하여 C 단조로 이동한 후 다시 원조로 복귀함으로써 단락의 구분

을 분명하게 한다. 이러한 조성의 변화를 통하여 브람스는 이명동음 표기를 활용하여 으뜸음을 D

♭에서 C 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형식의 변화를 분명하게 하고자 한 작곡가의 의

도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이명동음 표기를 사용하여 각 부분의 대조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브람

스와 달리, 이후 출판된 중성용이나 저성용 악보에서는 사뭇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즉 중성용 악

보에는 단락A와 C가 B장조(올림표 5개)로 나타나며 대조를 보이는 단락 B에 일반적인 병행조인 B

단조(올림표 2개)가 나타난다. 또한 저성용 악보에서 역시 A장조(올림표 3개)와 A단조(조표 없음)

의 병행조가 나타남에 따라 단락B에서 으뜸음이 그대로 유지된다.29) 이처럼 출판사에 의한 조성 

29) 중성용과 저성용 악보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Johannes Brahms, Ausgewählte Lieder für eine Singstimme 

mit Klavierbegleitung, ed. Max Friedlaender (Berlin: N. Simrock (In die Edition Peters 

aufgenommen),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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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식을 통하여 우리는 원 악보에서 등장하였던 D♭장조와 C 단조가 비록 이명동음 표기에 

의하여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행조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브람스는 원조를 C 장조로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D♭장조를 선택

한 것일까? 우선 단락B는 두 개의 절(마디23-37, 38-47)로 나뉘며, C 단조의 완전정격종지(마디

35-37) 이후 A장조로 전조된다. 만약 시작 조성이 C 장조였다면, 이 곡은 올림표만을 사용한 조성

만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브람스는 C 장조 대신 이명동음조성인 D♭장조를 시작 조성으로 사

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내림표 조성에서 올림표 조성으로의 전조를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대비의 

효과를 시각적으로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단락B를 시작하는 C 단조는 앞 단락의 

내림표 조성(D♭장조)과는 이명동음적 병행조로, 이후 등장하는 올림표 조성(A장조)과는 근친조 

관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C 단조는 단락A에서 단락B로의 전조를 유연하게 한다. 만약 브람스가 시

작 조성을 C 장조로 선택하였더라도 음향적 변화는 없었겠지만, D♭장조와 달리 이명동음을 통한 

시각적 대조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림3)은 슈만의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1840) 중 마지막 곡(제16곡) “옛날의 불

길한 노래”(Die alten, bösen Lieder)의 조성 구조를 보여준다.30) 

(그림3) 슈만, ≪시인의 사랑≫ 중 제16곡 “옛날의 불길한 노래”

이 곡은 여섯 개의 절(stanza)로 이루어진 통절형식의 가곡으로, 가사의 “내용”에 따라 크

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먼저, 제1절에서 제5절까지 화자는 “커다란 관”(großen Sarg)이 필요함

을 노래하면서 그 관을 묘사한다. 이때 각 절은 C 단조(제1절)에서 시작하여, E장조(제2절), F 단

조(제3절), G 단조(제4절)를 거쳐 다시 C 단조(제5절)로 마치는데, 이들 조성을 원조 안에서 거시

적으로 살펴보면, 으뜸화음에서 시작하여 가온화음과 중개화음을 거쳐 딸림화음과 으뜸화음으로 

30) (그림3)은 다음의 악보를 토대로 분석한 도표이다: Robert Schumann, Dichterliebe, first edition (Leipzig: 

C.F. Peters, ca.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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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전통적인 화성구조를 보인다. 이후 마지막 제6절에서 화자는 관이 왜 그리도 커야 하는지에 

대하여 밝히면서, 처음으로 “나의 사랑”(meine Liebe)과 (그 사랑에 대한) “나의 고통”(meinen 

Schmerz)을 언급한다. 흥미롭게도 작곡가는 다섯 개의 절을 노래하는 동안 청자에게 궁금증을 자

아내었던 커다란 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을 C 단조의 피카르디 조성인 D♭장조로 표현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곡이 C 장조가 아닌 D♭장조로 마친다는 것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절에서 C 단조의 피카르디 조성으로 C 장조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동음 조

성인 D♭장조가 사용되었다는 점은 슈만이 C 장조와 D♭장조를 이명동음적으로 동등하게 인식하

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후 출판된 저성용 악보는 장2도 아래로 이조됨에 따라, B

단조에서 시작하여 B장조로 마치는데,31) 이러한 조성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추측을 보다 분

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곡에서는 이명동음 표기를 통하여 피카르디 조성을 표현하였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악보6)은 브람스의 또 다른 ≪네 개의 가곡≫(4 Lieder, Op.43, 1864–68) 중 제1곡 “영원

한 사랑”(Von ewiger Liebe)으로, 해설자와 청년 그리고 청년의 연인이 등장하며 가사의 내용에 따

라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뉜다.32) 즉 해설자가 자연의 배경을 설명하는 단락A와 청년이 사랑의 고통

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락B는 모두 B단조이며, 청년의 연인이 우리의 사랑은 강철보다 강하며 영원

할거라고 이야기하는 단락C에서는 B장조로 바뀐다. 따라서 이 곡의 조성은 B단조와 B장조로 으뜸

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출판된 고성용 악보는 단락A와 단락B가 C 단조로 표기된 반면, 

단락C는 C 장조가 아닌 D♭장조로 조표에 변화가 생긴다.33) 단락C를 C 장조로 표기할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는 왜 D♭장조로 조성을 나타냈을까? 이는 악보를 읽기 편하도록 연주자의 

편의를 고려하였을 뿐 조성의 변화를 보인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31) 저성용 악보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Robert Schumann, Dichterliebe, ed. Max Friedlaender (Leipzig: C.F. 

Peters, ca. 1900). 

32) 원조 악보는 1869년에 출판된 첫 번째 에디션으로 다음을 참고하였다: Johannes Brahms, Vier Gesänge für 

eine Singstimme mit Begleitung des Pianoforte, first edition (Winterthur, Leipzig: J. Rieter-Biedermann, 

1869). (악보6)의 ≪네 개의 가곡≫ Op.43은 (악보5)에서 언급했던 ≪네 개의 가곡≫ Op.46과 마찬가지로 

네 개의 곡으로 구성된 동일한 제목의 모음집이지만 작품번호가 다르다.

33) 고성용 악보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Johannes Brahms, �Brahms I: 브람스 가곡집 1�, ed & rev. Tomotsu 

Kinoshita (서울: 태림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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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A>

   <단락C>

(악보6) 브람스, ≪네 개의 가곡≫ Op.43 중 제1곡 “영원한 사랑” (고성용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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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람스의 작품 중에서 성악곡 외에 기악곡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브람

스의 네 손을 위한 피아노곡 ≪21개의 헝가리안 무곡≫(21 Hungarian Dances, WoO 1, 1858-68 

(No.1-10), 1880 (No.11-21))은 21곡 중 열 두곡에서 병행조 관계의 조성이 사용된다.34) 이들 곡에

서는 임시표가 아닌 조표의 변화를 이용한 병행조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제6번은 D♭장조로 시작

하고 대비되는 단락B에서 C 단조가 사용된 후 재현되는 단락A’에서 다시 D♭장조로 복귀된다(악

보7).35) 브람스가 전체 21곡 중에서 반 이상이나 되는 곡에서 병행조를 즐겨 사용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제6번은 D♭장조 대신 C 장조로 시작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람스가 

D♭장조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이들 두 조성을 이명동음적으로 동등하게 인식하고자 한 작곡가의 

의도라고 판단된다.

   <단락A>

34) 전체 21곡 중에서 병행조가 사용된 곡은 제2번(D단조와 D장조), 제4번(F단조와 F장조), 제5번(F 단조와 F

장조), 제12번(D단조와 D장조), 제15번(B♭장조와 B♭단조), 제16번(F단조와 F장조), 제17번(F 단조와 F 장

조), 제19번(B단조와 B장조), 제20번(E단조와 E장조), 제21번(E단조와 E장조, E단조로 시작하여 E장조로 끝

남)이다. 제3번의 경우 시작조성은 F장조이나 중간에 D단조로 전조된 후 올림표 두 개의 조표가 사용된 D장

조를 통해서 병행조가 나타난다. 

35) 브람스의 필사본에서 제6번은 단락A(D♭장조)만 필사되어 있으나 1869년 첫 번째 에디션에서는 단락B(C 단

조)가 첨가된 3부분형식으로 출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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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B>

(악보7) 브람스, ≪21개의 헝가리안 무곡≫ 중 제6번

원래 피아노곡이었던 이 곡들은 이후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되는데, 독일 작곡가 패로우

(Albert Parlow, 1824-1888)에 의해 편곡된 제6번은 D장조(단락A)와 D단조(단락B)로 이조된다.36) 

이러한 이조를 통하여 우리는 원곡에서 사용된 D♭장조와 C 단조 간의 이동은 이명동음 전조가 

아닌 단순히 이명동음 표기에 의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이 곡의 원곡에서는 이명동

음 표기에 의한 대조적 조표가 악보에 담아있더라도 청자는 병행조가 사용된 다른 곡들과 마찬가

지로 전조가 아닌 장조 이후 단조가 사용되었을 때 느껴지는 색채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듣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은 작곡가들이 이명동음 표기를 활용하여 장단조혼용을 표현한 예들이

다.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색채적 대비를 나타내기 위해 병행조 대신 이명동음을 활용함에 따라 장

단조혼용의 사용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명동음 표기를 통한 색채적 대조는 어떤 

조성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명동음 표기는 12개의 각 장조와 단조를 올림표나 내림

표를 사용하여 먼 조성으로 표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C 은 이명동음인 D♭으로 

표기가 가능함에 따라 조성 관계에서도 이명동음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앞에서 언급했었다. 예를 

36) 총 21곡 중 세 곡(제1번, 제3번, 제10번)만 브람스 자신이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하였고, 나머지 곡들은 드보

르작 (Antonín Dvořák, 1841–1904), 슈멜링(Martin Schmeling, 1864–1943), 유온(Paul Juon, 1872–1940), 

패로우, 할렌(Andreas Hallén, 1846–1925)에 의해서 편곡되었다. 오케스트라 편곡에서 제6번 이외에 조성이 

변경된 곡은 제11번으로, 원곡의 A단조에서 D단조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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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올림표 일곱 개를 사용하는 C 장조는 내림표 다섯 개를 사용하는 D♭장조로 표기되었을 때 

시각적으로 악보를 읽기에 편리하다. 또한 올림표 네 개의 C 단조는 조성 표기가 불가능한 D♭단

조 대신 사용된다. 따라서 작곡가들은 C 단조와 D♭장조를 함께 사용하여 이러한 조성 표기의 문

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명동음 표기를 통하여 청각적으로 장단조 혼용의 색채적 표현

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이명동음 표기를 통한 장단조 혼용의 예로 C 단조와 D♭장조를 

중심으로 논하였지만 이들 조 이외에도 다른 조, 예를 들면 G♭장조와 F 단조, A♭장조와 G 단조

에서도 가능하다. G♭단조는 실제적으로 조표 표기가 불가능하므로 G♭장조의 병행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명동음적으로 F 단조의 조표가 필요하다. G 장조 또한 조표 표기가 불가능한 조성으로 

작곡가는 이명동음을 이용하여 A♭장조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A♭단조는 조표 표기가 가

능한 조성이지만 내림표 7개를 사용하므로 올림표 5개를 사용하는 G 단조로 표기했을 때 시각적

으로 읽기에 편리하다.37)

이에 대한 예로, 슈베르트 ≪백조의 노래≫(Schwanengesang, D.957, 1828) 중 제6번 “먼 

곳에서”(In der Ferne)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곡은 3부분으로 구성된 변형된 유절형식으로 각 부

분은 시의 절에 따라 나뉘는데, 제1-2절은 B단조(올림표 2개)이고 제3절은 B장조(올림표 5개)로 병

행조 관계가 나타난다. 그러나 앞 장에서 언급했던 브람스의 가곡과 마찬가지로 이후 출판된 저성

용 악보에서는 이명동음적 조성으로 표현된다. 즉 제1-2절은 G 단조로 표기된 반면, 제3절은 조표

로 표현이 불가능한 G 장조를 대신하여 A♭장조가 사용된다.38) 따라서 저성용 악보는 음역대에 

맞춰 단3도 아래로 내렸을 뿐, 조성은 G 단조에서 A♭장조로의 전조가 아닌 단지 장단조혼용을 통

한 색채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결론에 이른다.

37) 이명동음으로 표기할 필요가 없는 조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F 장조와 F 단조는 이명동음으로 장단조 혼

용의 사용이 의미가 없으며 음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올림표 6개를 사용하는 F 장조를 굳이 내림

표 6개를 사용하는 G♭장조로 바꾸어 표현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올림표 3개를 사용하여 읽기에 편리한 F

단조를 조성 표현이 불가능한 G♭단조로 대체할 이유도 없다.

38) 저성용 악보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Franz Schubert, Gesänge für eine Singstimme mit Klavierbegleitung, 

ed. Max Friedlaender (Leipzig: C.F. P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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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면서

일반적으로 이명동음 전조는 원조와 새로운 조의 축화음에 이명동음 표기가 적용되거나 단락 

사이에 이명동음이 포함되는 전조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6월 22일 한국서양음악이

론학회(KMST)에서 개최된 <교수법 세미나: “전조”>에서 이러한 이명동음 전조는 이명동음 표기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흥미로운 토론이 있었다. 이에 필자들은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 통용되

어왔던 이명동음 전조에 대한 재고와 함께 이들 두 개념에 대한 차이점과 용법을 명확하게 규명하

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화음 간에 음들의 “기능 변화”를 통한 “재해석”의 여부가 이명동음 전

조와 이명동음 표기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아울러 이명동음 표기

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예시를 통하여 제시하였고, 작품 예들을 통해서 이명동음 표기가 어떻

게 활용되는지 살펴보았다.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이명동음 표기를 사용하여 축화음을 통한 온음계적 전조는 물론이

고 반음계적 전조 또한 가능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 작곡가들은 형식과 관련하여 이명동음 동

등성을 적극 활용한다. 즉 작곡가들은 형식의 대조를 위하여 단순히 병행조 혹은 장단조 혼용의 색

채를 사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명동음적으로 대체 가능한 조표를 사용하여 그 영역을 확장시

킨다. 우리 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낭만주의 시대의 몇몇 가곡과 

기악곡을 대상으로 이명동음 표기가 전조를 위한 것이 아닌 장단조혼용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

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필자들의 주장은 실제로 음악을 들었을 때 더욱 확실해진다. 즉, 작

곡가들은 악보 상에서 이명동음 표기에 의한 병행조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올림표와 내림표를 혼

합하여 표기하겠지만, 청자들은 으뜸음의 변화를 못 느낀 채 단순히 장조와 단조의 색채감의 변화

를 통하여 대조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명동음적 조성을 전조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화성학의 전조 분야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주제이다. 본 연구는 이명동음표기를 체

계적으로 접근하여 이명동음적 조성이 전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뒷받침하

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이 화성학 수업 현장에 있는 학습자와 교수자

들, 그리고 앞으로 교재 집필을 계획하는 모든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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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전조(modulation), 화성학(harmony), 이명동음 표기(enharmonic spelling), 이명동음적 동

등성(enharmonic equivalence), 이명동음 전조(enharmonic modulation), 병행조(parallel 

key), 장단조혼용(mode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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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and Application of Enharmonic 

Spelling in Romantic Period

Ahn, So-Yung⋅Song, Se-R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enharmonic spelling in Romantic period: 

its definition, function, and utility. First, we have clarified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enharmonic spelling and the enharmonic modulation. Enharmonic spelling, 

different from the enharmonic modulation, is used when the pivot chord of the 

modulation does not show any change in harmonic function in the new key and it 

is enharmonically involved for ease in reading. Second, with some musical examples 

from art songs and instrumental pieces in Romantic period, we have examined that 

a change of key between two enharmonically equivalent keys such as C  minor and 

D♭ major is not a modulation but mode-mixture by enharmonic sp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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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주의 시대의 이명동음 표기, 그 기능과 활용

안소영⋅송세라

본 연구는 이명동음 표기에 대한 정의와 기능, 그리고 이러한 이명동음 표기가 낭만주의 시대

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명동음 

기보와 이명동음 전조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즉, 전조에서 축화음을 구성하는 음들이 새로

운 조에서 기능의 변화 없이 나타나고, 단순히 기보의 단순함을 위하여 이명동음이 사용되는 경우

를 이명동음 기보로 간주하면서 이명동음 전조와 분명하게 구별하였다. 또한 낭만주의 시대의 몇

몇 가곡과 기악곡을 예로 하여, 한 악곡에서 이명동음 관계로 이루어진 두 조성, 예를 들면 C 단

조와 D♭장조의 변화가 전조가 아닌 단순히 이명동음 표기를 통한 장단조혼용의 관계임을 피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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