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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와 오페라, 논의의 시작을 위하여1)

이가영(성신여자대학교, 조교수)

1. 들어가며

이 글은 선행연구의 끝자락에서 조우한 바흐와 그의 음악에 관한 새로운 국면을 다룬다. 새로운 

국면이라 함은 제목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바흐와 당대 극음악전통, 특별히 오페라에 관한 성

찰과 관련이 있다. 바흐담론에 친숙한 독자는(또는 설령 그러하지 않은 독자라 하더라도) 바흐와 당

대 오페라를 겹치고 포개어 인지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이미 도전으로, 심지어는 무의미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바흐는 전통적인 개신교 교회음악의 정점을 이룩한 루

터교 칸토르이고 교회라는 맥락 ‘외부’에 위치하는 당대 오페라 전통과는 무관해 보이는 음악가이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진행된 필자의 선행연구는 신앙적인 ‘경건함으로 무장한, 그가 속했던 음악문화

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서양음악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종착지인 작곡가 바흐’라는 국내외의 인식

을 그와 연계되어 있는 일련의 이미지 또는 상(想)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을 이미지로 규정한 이유는 

이들이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사료연구와 음악작품분석, 평가, 해석을 통해 드러난 그 무엇

이 아니라, 특정 바흐학자들의 ‘이념’에 의해 바흐담론 내부에서 구축된, 그리하여 그 자체가 비판과 

성찰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그 무엇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특정 바흐학자

들이 바흐의 이미지를 만들고 축적해 나가고 강화해 나가는 과정과 이들의 형태를 기술하였다.  

   한편, 19세기 이후, 서구, 특별히 독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바흐의 이미지를 추적해 

나가던 필자는 최근,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바흐담론 내부에서 감지되는 새로운 목소리에 주목하

게 되었다. 이 새로운 목소리는 바흐를 ‘외부’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방어하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1)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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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음악으로 상정해둔 기존의 바흐담론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

은 바흐와 그의 음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그를 18세기 초반의 특별한 음악적, 문화

적, 사회적 맥락 내부에서 설명하는 시도가 요구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의 우리 사회라는 개별

적이고 특수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바흐와 그의 음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질문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바흐담론이 다루는 일련의 연구 중 과거 바흐담론에 대한 가

장 대범한 도전으로 보이는, 그리하여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바흐와 그의 음악을 당대 극음악전

통이라는 맥락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예컨대, 2009년 1월 3일과 4일, 영국을 기반으로 하는 바

흐학자들의 모임, ‘바흐 네트워크’(Bach Network)가 내건 학술대회의 주제가 ‘극작가로서의 바

흐’(Bach the Dramatist)로 설정되어 있다든지, 2011년 출판된 『바흐를 보는 관점들』(Bach 

Perspectives)이 바흐와 당대 오라토리오 전통을 주제로 내걸면서, 당대 오라토리오를 ‘종교적인 오

페라’로 정의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바흐의 오라토리오를 새로운 각도로 조망했던 작업 등은 2000

년대 이후 변화하고 있는 바흐담론의 새로운 언어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움직임들이라 할 수 있

다.2)     

   이 글은 바흐와 그의 음악을 당대 오페라 전통이라는 맥락 안에서, 또는 그러한 맥락에 기대

2) ‘바흐 네트워크’는 2004년, 영국의 바흐학자인 존 버트(John Butt)와 라인하트 스트롬(Reinhard Strohm)등에 

의해 창립된 웹에 기반을 둔 바흐연구단체이다. 이것은 서구 뿐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바흐연구의 활

성화와 소통에 목적을 두고 창립되었으며, 전통적인 바흐담론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도전적이고 도발

적인 연구주제를 탐구하면서, 바흐가 속했던 당대 맥락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청

중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질문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별히, 이들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세계 바흐청중 및 학자들과의 소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지구적인 바흐 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한

다. ‘바흐 네트워크’의 설립, 그리고 청중, 학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이들의 노력은 2000년대 이후 바흐연구의 

방향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이들은 2006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

고 있으며, 웹에 기반을 둔, Understanding Bach라는 학술지를 발간해 오고 있다. 2009년, ‘극작가로서의 바

흐’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는 영국의 저명한 지휘자, 존 엘리어트 가디너(John Eliot Gardiner)가 기조

강연자로 참석하여, 바흐와 그의 아들 칼 필립 엠마뉴엘은 결코 오페라라는 장르를 등한시한 적이 없었다고 역

설하였다. 더불어 가디너는 바흐가 자신의 수난곡과 오라토리오 등에서 오페라와 유사한 미학적 장치를 고안하

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https://bachnetwork.org/dialogue-meetings/dialogue-meeting-2009/을 참고하라; 

Daniel R. Melamed, ed., Bach Perspectives 9: J. S. Bach and the Oratorio Tradi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1); 이 저서에 실린 논문 중 Christoph Wolff, “Under the Spell of Opera? 

Bach’s Oratorio Trilogy,” Daniel Melamed, “Johann Sebastian Bach and Barthold Heinrich Brokes,” 

Markus Rathey, “Drama and Discourse: The Form and Function of Chorale Tropes in Bach’s 

Oratorios,”등의 세 편은 바흐의 오라토리오를 종교적인 오페라로 정의하면서, 바흐가 어떤 방식으로 극적, 음

악적인 드라마를 창작해 나갔는지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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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목표를 상정해두고 있다. 이 글이 시도하는 것은 당대 오페라를 바로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현상의 일부로 설정하면서, 이것이 담겨 있는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문화

적 지형을 제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글은 작곡가 바흐와 그의 음악이 이 지형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부에 자리 잡고 있어,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

장한다. 이 문화적 지형의 중심에는 1700년대를 전후한 라이프치히라는 근대도시가 놓여있고, 당대 

작가들, 신학자들, 음악가들, 시인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가던 오페라와 전례음악을 포함한 음

악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음악문화에 관한 지적이고 비판적인, 또한 신학적이고 계몽주의적인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뒤따르는 논의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이러한 음악문화와 담론은 결코 명료하다거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거나, 또는 단순하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서로 상충되거나, 주장하는 바

가 다르거나, 모호하다. 그래서 바흐가 일했던 라이프치히의 음악문화와 담론의 속성은 불분명하고 

파편적지만, 동시에 오히려 탄력적이고, 유동적이기에 새로운 가능성과 논의에 열려있다. 이 글은 

지속적으로 대립되고, 팽창하던 라이프치히의 세속문화와 교회음악 담론, 그리고 그것을 껴안고 있

는 더 큰 지형 안으로 되돌아가, 이들의 특징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이 글이 18세기 전반부 라이프

치히의 음악적 지형을 완벽하게 모두 다룰 수 없으며, 그것을 시도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부분적

인, 그러나 충분히 열려있는 라이프치히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냄으로, 바흐가 이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바흐와 그의 음악을 오페라라는 문화로 충분히 설명해 나갈 수 있음을 이 글은 역설하고자 

한다. 

2. 라이프치히 장면 1: 칸토르와 오페라 작곡가

2009년, 라이프치히의 바흐 아카이브(Bach-Archiv) 연구원인 미하엘 마울(Michael Maul)은 

“토마스교회 칸토르 쿠나우의 오페라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새로운 증거들, 또는: 바흐는 오페라 작

곡을 허락받을 수 있었을까?”(New Evidence on Thomaskantor Kuhnau’s Operatic Activities, 

or: Could Bach have been allowed to compose an opera?)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3) 

언뜻 보기에 바흐의 전임자인 쿠나우와 관련이 있는 논문으로 보이지만, 마울의 최종 질문은, 과연 

3) Michael Maul, “New Evidence on Thomaskantor Kuhnau’s Operatic Activities, or: Could Bach have 

been allowed to composer an Opera?,” Understanding Bach 4 (2009):,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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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는 오페라를 작곡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다. 이 질문은 바흐라는 작곡가는 첫째, 오페라라는 

그가 전문적으로 학습하지 않았던 장르를 창작할 수 있었을까라는 바흐의 작곡역량에 관한 것임과 

동시에 둘째, 그가 속했던 다층적인 맥락이 과연 바흐에게 오페라 작곡을 허락 했을까라는 바흐를 

둘러싸고 있던 외부에 관한 진단이기도 하다.

   마울은 첫 번째 질문의 답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아마도, 이 침묵은 긍정의 의미에 더 가까

울 것이다. 그러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질문이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4) 두 번째 질문을 다루

기 위해 그는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주목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라이프치히는 이미 12세기부터 

상업과 무역의 중요한 통로였고, 15세기에 설립된 대학을 둔 학문의 도시이기도 하였으며, 독일 최

대의 출판도시이면서 동시에 독일 루터교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유서 깊은 성토마스 교회가 소재하

고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 유서 깊은 교회에서는 매주 독일의 명망 있는 작곡가들이 당대 최고

의 전례음악을 선보였다. 전통적인 바흐담론이었다면, 라이프치히에 관한 서술은 아마도 여기에 머

물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울은 이미 알려져 있는 라이프치히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도시의 오페라 문화를 통해 다시 한 번 라이프치히를 기록하고 있다. 

   전통적인 바흐담론은 라이프치히의 오페라 극장과 그것이 만들어낸 오페라 문화에 대해 크

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어

떤 작품이 연주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

이 칸토르 바흐와 그의 음악 이해와는 동떨어진 전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바흐를 라이프치히의 오페라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마울의 시도는 지극히 새로운 시각이

라 할 수 있다. 

   라이프치히에 오페라 극장이 처음으로 설립되는 것은 1692년의 일이다. 당시 드레스덴 궁정

의 카펠마이스터였던 니콜라우스 아담 스트룽크(Nicolaus Adam Strungck, 1640-1700)가 극장의 

책임자로 부임하였고, 사망하는 1700년까지 이 극장을 이끌어나갔다.5) 그리고 이 극장이 도시의 역

사에서 사라지는 시기는 1720년대 초반경의 일이다. 이러한 기록으로만 본다면, 바흐는 오페라 극

4) 실제로 첫 번째 질문, 즉 바흐는 당대 오페라를 작곡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두 번째 질

문과 함께 다루어질 수 없는, 또는 새로운 연구를 요하는 중요한 학문적 호기심이다. 작곡가가 당대 오페라라

는 음악실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또한 바흐의 작곡학습과정에서 오페라 작곡의 기술, 즉 극을 음악으

로 옮기는 기술은 어떻게 습득되었으며,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질문이 쌓여있는 문제이

기도 하다. 이 글 역시 이러한 질문들을 후속연구에 남기기로 한다.  

5) George Stauffer, “Leipzig,”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2001), 14: 

511-524. 1700년, 스트룽크의 사망 후 1704년까지 라이프치히 오페라를 이끌어가던 인물은 텔레만이었다.



바흐와 오페라, 논의의 시작을 위하여   15

장의 폐관과 거의 동시에 이 도시의 칸토르로 부임해 오는 것이다. 이 극장에서는 박람회 기간, 즉 

신년, 부활절, 성미카엘 축일 기간 동안 오페라를 연주하였으며, 그것이 존재하던 약 30여년의 기간 

동안 74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정확하게 이 극장에서 어떠한 작품이 연주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없지만, 이 극장에 오페라

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연주에 참여한 음악가들의 이름을 추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면, 

게오르그 필립 텔레만(Georg Philipp Telemann, 1681-1712)), 멜시오르 호프만(Melchior 

Hoffmann, 1679-1715), 그리고 요한 다비드 하이니헨(Johann David Heinichen, 1683-1729) 

등은 이 극장을 위해 오페라를 작곡하였고, 요한 프리드리히 파쉬(Johann Friedrich Fasch, 

1688-1758), 요한 게오르그 피젠델(Johann Georg Pisendel, 1687-1755) 등은 오페라 연주에 참

여하였다. 또한,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은 게오르그 프레데릭 헨델(George Frederic Handel, 

1685-1750)이 종종 오페라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 라이프치히를 방문하였다.7) 이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18세기 초반 독일을 대표하는 음악가들이다. 이것은 1700년을 전후한 시기의 라이프치히 오

페라가 당대 가장 유능한 음악가들을 영입해 들이고 있었다는 뜻이며, 이들을 통해 당대 가장 화려

한 오페라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마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토마스 교회와 학교의 칸토르이며, 바흐의 선임자인 쿠나

우를 논의 안으로 끌어들인다. 마울은 쿠나우가 1700년을 전후하여 두 편의 오페라를 작곡한 것으

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그가 이 작품들을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에서 연주하고 싶어했다 말한

다.8) 즉, 위에서 언급한 당대의 음악가들 집단에 칸토르 쿠나우를 포함시키면서, 그가 칸토르였기 

때문에 당대 오페라 문화를 거부하거나 또는 배척하였을 이유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마울은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의 폐관시기와 과정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

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 극장이 1720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급작스러운 폐관을 순순히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의 폐관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또한 

17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9) 그러니까, 바흐가 칸토르로 부임하는 1723년에

도, 라이프치히 청중이 자신들의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를 감상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며, 바흐 

6) Michael Maul, “New Evidence,” 9.

7) Michael Maul, “New Evidence,” 10.

8) Michael Maul, “New Evidence,” 10.

9) Michael Maul, “New Evidenc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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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러한 라이프치히의 음악문화를 목격하였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마울의 가설이다.  

    마울의 이러한 가설은 당대 라이프치히와 작센의 주도였던 드레스덴을 동시에 바라볼 때 더욱

더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1700년을 전후한 시기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아우구

스트 1세(Friedrich August I)의 아들이었던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바

흐가 1733년, 《나 단조 미사》의 키리에와 글로리아를 헌정하며 드레스덴의 궁정작곡가 직위를 간

청했던, 또한 작곡가가 라이프치히 교회당국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도움과 지원을 요청한 바로 그 

군주이기도 하다.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는 프랑스가 아닌 이탈리아 

음악을 동경했고, 특별히 당대 이탈리아 오페라에 크게 매료되었다. 청년시절 경험한 이탈리아 그랜

드 투어(1716-1717)는 그에게 오페라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후

일, 그는 이것을 자신의 궁정에 성공적으로 이식시켰다.10) 

   그랜드 투어를 마치고, 드레스덴으로 귀국하면서,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는 안토니오 로

티(Antonio Lotti, 1667-1740)와 위에서 언급한 하이니헨 등을 포함한 일련의 이탈리아 음악가들

을 자신의 궁정으로 초청하였다. 1719년, 드레스덴 궁정에 오페라 극장이 완성되면서, 왕자와 이탈

리아 출신의 음악가들을 고무시켰다. 그런데, 다음해인 1720년, 밝혀지지 않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

하여, 이 극장은 잠시 폐관을 맞이하는 불우한 역사를 겪는다. 1726년, 재개관이 이루어지면서 다

시금 부흥의 길을 가게 되는 이 극장은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특별히 1733년,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 요한 아돌프 하쎄(Johann Adolph Hasse, 1699-1783)를 이 궁정의 카펠마이스터로 초청

하면서부터 정점을 맞이한다. 

   마울은 드레스덴 궁정이 1720년부터 1724년까지 라이프치히 의회에 오페라 극장의 폐관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전하는 서신을 여러 차례 보냈다는 사실, 나아가 이것을 되살릴 방안을 촉구하라

는 뜻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11) 드레스덴 궁정이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을 유지하고 싶었

던 이유는 드레스덴뿐 아니라 드레스덴에 버금가는 문화도시인 라이프치히에도 그들이 매료되었던 

이탈리아 오페라 문화가 융성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공교롭게도 유사한 시기에 드레스덴의 

오페라 극장과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이 동시에 폐관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에 궁정은 최소

한 둘 중 하나라도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을 것이다.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의 요청 때문이었겠지만, 라이프치히 시당국은 오페라 극장의 유

10) Manfred Fechner, “Dresden,” in Grove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

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30907 [2019년 9월 13일 접속]. 

11) Michael Maul, “New Evidenc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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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1722년, 그러니까 극장의 폐관을 공식적으로 알린 이후에도 이것

의 보수공사를 위해 기금을 투자했고, 같은 해 베네치아의 흥행주, 안토니오 마리아 페루찌

(Antonio Maria Peruzzi, 1689-1763)가 극장을 인수하고자 했을 때도 그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후

원하였다. 마울은 라이프치히시와 드레스덴 궁정이 오페라 극장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 1724년까지

는 노력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12) 1724년은 바흐가 라이프치히에 부임해 온 그 다음해이다.

   과연 1723년 부임한 바흐가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에서 여전히 작품이 연주되는 상황을 목

격하였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남아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라이프치히의 교회당국이 오

페라 극장의 폐관을 적극 환영했다는 기록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오페라 극장 재건에 반대 입장

을 피력했다거나, 오페라 문화에 저항하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1720년대 이후 라

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을 그 누군가가 인수했더라면, 그래서 이 극장이 바흐의 부임이후에도 여전히 

오페라를 상연하고 있었다면, 바흐가 칸토르직을 유지하며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전례음악을 제공하면

서 동시에 오페라 극장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어

쩌면 그는 이것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미리 인지하였기 때문에), 1722년에 라이프치

히 칸토르직에 지원하였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18세기 초반 독일에서 루터교 교회의 칸토르이면서 동시에 오페라 극장의 감독직을 

수행했던 전례를 찾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당대 함부르크로 시선을 옮기면, 이곳에서 활동하던 

텔레만의 이력이 그러했다. 텔레만은 1701년부터 1704년까지 라이프치히에 머물렀다. 이곳에서 그

는 라이프치히 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콜레기움 무지쿰(Collegium Musicum)을 창단했고, 

1703년,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직을 맡았다. 1705년 이후 그는 라이프치히를 떠나 

아이제나흐, 고타, 드레스덴 등의 궁정에 음악을 제공하다가, 1721년, 작곡가 생애의 가장 긴 시간

을 보내게 되는 함부르크로 이주한다.

   텔레만이 함부르크로 이주하게 된 이유는 그가 요한네움(Johanneum)의 칸토르직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요한네움의 칸토르는, 라이프치히의 칸토르가 그러했던 것처럼, 요한네움의 학

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임과 동시에 함부르크의 주요 교회의 예배음악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했다. 그는, 바흐처럼, 매주 예배에서 필요한 칸타타와 수난곡을 작곡했다. 그런

데, 텔레만의 활동반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함부르크의 요한네움에 부임하면서부터 그의 관

심은 이 도시의 오페라 극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13) 교회당국은 자신들의 칸토르가 오페라 극장

12) Michael Maul, “New Evidence,” 17.

13) 함부르크의 오페라 극단은 1677년, 스트룽크, 요한 타일레(Johann Theile, 1646-1724), 그리고 요한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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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여하는 것을 처음부터 썩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교회당국의 탐탁지 않은 시선을 인지한 

텔레만은 이직을 결심한다.14) 그리고 그의 이직과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텔레만 문헌이 아닌, 바

흐문헌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1722년, 바흐의 생애를 다루는 대부분의 문헌이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텔레만은 쿠나우

의 사망으로 인해 공석이던 라이프치히 성토마스 학교와 교회의 칸토르직에 지원하였고, 칸토르 인

사위원회는 별다른 이견 없이 텔레만을 적임자로 선정하였다. 마울은 자신의 논문에서 라이프치히

의 인사위원회가 텔레만을 칸토르의 적임자로 선정한 이유는 그가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15) 바흐학자인 울리히 지겔

레(Ulrich Siegele) 역시 그의 논문에서 유사한 가설을 내세우고 있다. 지겔레는 당시 라이프치히 

인사위원회가 두 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고, 텔레만은 학교와 교회라는 반경을 넘어 라이프치히

시를 대표하는 유능한 음악가를 고용하고자 하는 분파, 즉 카펠마이스터 지지파가 가장 선호했던 지

원자였다고 기술하고 있다.16) 

   만약, 마울과 지겔레의 가설을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텔레만이 라이프치히의 칸토르에 지원

라인켄(Johann Adam Reincken, 1643-1722)등에 의해 창립되었고, 극장은 다음해인 1678년에 ‘거위시

장’(Gänsemarkt)라고 불리는 도시의 중심지에 건설되었다. (함부르크 오페라 극단 창설에 참여한 스트룽크는 

이후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의 감독으로 부임하는 바로 그 인물이다.) 칼 필립 엠마뉴엘은 자신의 아버지가 

스트룽크를 존경했고, 그의 음악작품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David Schenlenberg, “Strungck, 

Nicolaus Adam,” in Oxford Composer Companions: J. S. Bach, ed. Malcolm Boy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471; 스트룽크는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의 운영에 관여했다가, 드레스덴 궁정의 카펠

마이스터로 이직하게 되는 흥미로운 경력의 소유자이다. 한편, 라인켄과 청년바흐와의 인연은 바흐 문헌에 잘 

알려져 있다. 1700년부터 1702년, 바흐가 뤼네부르크(Lüneberg)의 성미하일(St. Michael) 학교에 재학할 당시 

그는 라인켄과 만나고 그에게 큰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ristoph Wolff, Johann Sebastain Bach: 

The Learned Musicia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0), 63-65를 참고하라. 함부르크의 오

페라 창립 당시, 교회당국, 신학자들, 문학가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르크 오페라는 당대 

독일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는다. 라인하르트 카이저(Reinhard Keiser, 1674-1739), 요한 

마테존(Johann Mattheson, 1681-1764) 등 당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던 오페라 작곡가들의 무대이기도 하고, 

청년 헨델이 오페라 작곡가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딘 바로 그 도시이기도 하다. Heinz Becker, 

“Hamburg,” in The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2001), 10: 715-722.

14) 텔레만의 생애는 Steve John, “Telemann, Georg Philipp,” in Grove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27635 [2019년 9월 15일 접속]을 

참고하라. 

15) Michael Maul, “New Evidence,” 17.

16) Ulrich Siegele, “Bach and the domestic politics of Electoral Saxon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Bach, ed. John Bu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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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는 이 도시에서는 칸토르와 오페라 극장 감독직 겸직이 가능하리라 여겼기 때문일 수 있다. 

그는 이미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 감독직을 역임한 경력을 지니고 있었고, 다시 이 도시의 칸토르

로 부임해 온다면 이 익숙한 도시에서, 전례음악을 작곡하고, 오페라 극장을 이끌게 될 것이라 판단

했을 것이다. 따라서, 오페라 작곡에 대한 야망을 본격적으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작곡가 텔레만에게 

역설적이게도 라이프치히 성토마스 학교의 ‘칸토르’는 매우 매력적인 직책이었을 것이다. 

   또한, 칸토르와 오페라 극장 음악감독의 겸직 허용에 관한 의견을 텔레만과 라이프치히 인사

위원회가 미리 주고받았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텔레만을 지키고싶어했던 함부르크

의 교회당국은 텔레만이 오페라 극장에 개입하여 일하는 것을 결국 허락하였고, 동시에 임금까지 인

상해주기로 결정한다. 이로 인해 텔레만은 더 이상 라이프치히로 이주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텔레만은 이후,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 감독직까지 맡게 되고, 이 극장이 폐관하는 1738년

까지 이 극장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오페라를 제공하면서 칸토르와 오페라 감독직을 성공적으로 수

행해나갔다.17)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예배를 위한 전례음악을 작곡하면서, 동시에 오페라를 작곡하거나 

또는 오페라 연주에 참여하는 일이 일상이었던 공간은 함부르크가 유일하지 않았다. 독일 바로크 

궁정문화의 본산이었던 드레스덴 역시 이러한 음악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17세기부

터 이 궁정의 카펠마이스터들은 궁정의 교회음악뿐 아니라 오페라의 작곡 및 연주 양편에 모두 참

여하고 있었고, 이들의 활동반경이 종교와 세속음악을 아우르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었다.18) 

특별히, 1693년,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을 개관하는 책임자였고, 1696년에는 라이프치히로 이주하

여, 1700년 사망할 때까지 이 극장을 이끌어나갔던 드레스덴 궁정의 카펠마이스터 스트룽크 역시 

17) Steve John, “Telemann, Georg Philipp,” in Grove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27635  [2019년 9월 15일 접속].

18) 드레스덴과 궁정의 음악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Manfred Fechner, “Dresden,” in Grove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30907 [2019년 9월 13일 접속]을 

참고하고, 이에 관한 보다 국문으로 된 논의는 이가영, “교회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과 음악가들 그리고 

18세기 전반의 드레스덴 궁정,” 『이화음악논집』 20/4(2016), 38-64; 이가영, “드레스덴 궁정의 교회작곡가, 

얀 디스마스 첼렌카와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리고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 『음악이론포럼』 23/2(2016), 

9-26을 참고하라; 드레스덴 궁정의 특별한 음악문화를 다루는 해외연구는 Ortrun Landmann, “The Dresden 

Hofkapelle during the Lifetime of Johann Sebastain Bach,“ Early Music 17/1(1989), 17-30; Mary 

Oleskiewicz, “For the Church as well as for the Orchestra: J. S. Bach, The Missa, and the Dresden 

Court, 1700-1750,“ Bach 38/2 (2007), 1-38; Janice B. Stockigt, A Bohemian Musician at the Court of 

Dresde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0)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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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 작곡가이면서 동시에 오페라 작곡가였다.19)

   슈트룽크의 뒤를 이어 드레스덴 궁정의 카펠마이스터로 일했던 하이니헨은 라이프치히 대학

교 재학시절이었던 1702년부터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과 콜레기움 무지쿰의 연주에 참여했을 것으

로 추정되며, 텔레만이 떠난 1709년에는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의 음악감독을 맡아 이 극장을 위

해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하이니헨은 본격적인 오페라 공부를 위해 베니스로 떠나는데 이곳에서 그

는 미래의 드레스덴 군주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고용주가 되는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를 만난

다. 그리고 1717년, 전술한 바와 같이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는 하이니헨을 자신의 궁정 카펠

마이스터로 초청하게 되는 것이다.20) 

   그런데 하이니헨이 드레스덴의 카펠마이스터로 부임해 온 후, 그는 더 이상 오페라를 작곡하

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이 궁정에서 집중적으로 창작하는 장르는 오페라가 아닌 궁정교회 음악, 예

컨대 미사와 마그니피카트였다. 그리고, 오페라와 교회음악 작곡을 넘나드는 그의 활동이 특이한 이

력으로 간주된다거나, 또는 당시 드레스덴 궁정의 고용원칙에 어긋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또

한, 하이니헨 이외에 드레스덴 궁정에 고용된 작곡가들의 면모를 살펴보아도, 예컨대 오페라 작곡가

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드레스덴 궁정의 카펠마이스터로 부임하는 하쎄 역시 이 궁정을 위해 오

페라와 가톨릭 예배를 위한 전례음악을 모두 작곡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화, 즉 칸토르가 오페라를 작곡하는 것, 그리고 카펠마이스

터가 오페라와 더불어 전례음악을 작곡하는 것은 독일 바로크 음악문화의 일부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함부르크에서도, 드레스덴에서도,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며, 따라서 라이프

치히 오페라 극장이 1720년대 초반, 폐관하지 않았다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바흐의 오페라 작

곡을 가로막는 기저는 없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이 주장하는 것은 독일 바로크 작

곡가들의 이러한 일상이 유독 바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독일 바로크의 음악문화, 그

리고 그것의 관행에서 바흐를 배제시킨 이는 당대 음악가도, 신학자도, 그리고 청중도 아닌 바로 바

흐학자들이었다.

19) Manfred Fechner, “Dresden,” in Grove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

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30907 [2019년9월 13일 접속].

20) George J. Buelow, “Heinichen, Johann David,”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12688 [2019년 9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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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프치히 장면 2: 성토마스 교회 내부

바흐학자들이 바흐를 당대 펼쳐졌던 음악문화, 특별히 오페라와 무관한 작곡가로 규정지은 이유 

중 하나는 그를 경건한 루터교인이라는 틀 안에 위치시키고, 당대 루터교가, 또는 보다 엄밀하게 말

하면, 당대 루터교의 엄격한 교리가 오페라가 대변하는 세속문화와 공존할 수 없었다는 바흐학자들

의 사고에 부분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흐가 라이프치히의 칸토르로 부임하면서 시의회에 제출

한 문서, 예컨대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너무 긴 음악, 그리고 오페라와 같은 인상을 

주는 음악을 지양할 것이며, 청중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음악을 기획”하겠다는 작곡가의 서약은 

학자들의 이러한 사고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데 기여했다.21)

   1723년 5월 5일, 제출한 이 계약서에는 칸토르 바흐가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총 14개의 항

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항목들이 어떠한 순서로 나열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바흐 스스로가 생각

하는 중요도를 반영한 것인지, 또는 시의회의 구미에 맞추어 바흐가 그 순서를 조작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다만, 이 목록에 따르면, 바흐가 의회에 약속하는 첫 번째 임무는 토마스 학교 학생들과 관

련된 것이다. 즉, 정직하고 온순한 학생들로 성장시키며, 학교를 위해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학생들

을 양심적으로 교육하겠다는 교사로서의 다짐이 바로 그것이다. 바흐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오페

라와 같은 인상을 주는 음악을 지양하겠다”는 다짐은 이 14개의 목록 중 중 일곱 번째 순서를 차지

한다. 

   그런데, 이 일곱 번째 항목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이것 역시 음악학적인 의

문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문서에서 말하는 “오페라와 같은 인상을 주는 음악”이란 실제

로 어떤 음악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렇다. 바흐가 라이프치히의 칸

토르로 부임해오기 이전부터 루터교 예배에서 연주되던 칸타타는 그 모양새가 당대 오페라와 매우 

유사했다. 루터교 칸타타는 다카포 아리아와 레치타티보, 이중창 등의 앙상블, 그리고 기악악장을 

포함하고 있었고, 시적인 내용의 운율을 가진 아리아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의 성부를 

통해 노래되고 있던 장르였다.   

   오페라를 닮은 이 칸타타 형식은 1700년경, 독일사회에 소개된 ‘새로운’ 것이었다. 이 시기, 

작센 마이닝겐의 제후였던 에른스트 루드비히(Ernst Ludwig, 1672-1724)와 함부르크의 자코비교

회(Jacobikirche) 목사로 활동했던 에르트만 노이마이스터(Erdmann Neumeister, 1671-1756) 등

21) Hans T. David and Arthur Mendel, ed., The New Bach Reader: A; Life of Johann Sebastian Bach in 

Letters and Document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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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통적인 독일의 루터교 칸타타, 다시 말하면, 성서와 코랄을 악장구분 없이 노래하던 성악음악

장르에 아리아와 레치타티보를 삽입하였고, 이들을 독립된 악장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22) 라이프

치히는 바흐가 칸토르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새로운 형식으로 재탄생한 칸타타 형식을 채

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페라와 같은 인상을 주는 새로운 형식의 칸타타가 특별한 저항 없이 라이

프치히에서 연주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흐의 서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는 과연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 더욱더 의문시된다.  

   그런데,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노이마이스터의 행적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23) 1715

년, 함부르크로 부임해 오는 그는 이 도시에서 진행되던 ‘오페라 논쟁’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오페라

관’을 피력한 작가이자 신학자이며 동시에 목사였다. 오페라 논쟁이란, 17세기 말, 이탈리아 오페라

가 독일 지역에 정착하면서 촉발시킨 (음악가들을 포함한) 당대 지식인들이 참여한 오페라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를 말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지역은 독일 오페라의 중

심지였던 함부르크였다. 당시 오페라 논쟁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은 오페라를 어떤 언어, 그러니까 이

탈리아어로 노래해야할지, 또는 자국어로 노래해야할지 등의 어찌 보면 무척 기본적인 질문부터, 오

페라라는 장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프랑스 고전주의의 극 이론을 존중하던 당대 지식인들의 오

페라 비판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독일의 종교적인 지형 안에서 세속음악을 상징적으로 대변하

는 오페라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 등의 어렵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이론적인 담론을 통해 고민

하였다.24)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 오페라 논쟁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다만, 이 글은 노이마이스터 역시 당시 진행되던 오페라 논쟁을 무심하고 무관하게 바라

보지 않았고, 오히려 여기에 참여하면서 오페라가 반드시 필요한 음악장르임을, 그리고 오페라는 전

22) Daniel Melamed, Listening to B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75-76; 에른스트 루드비히

는 1704년 이전에 두 개의 칸타타 사이클에 해당하는 가사집을 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아리

아와 레시타타보를 포함하고 있다. 바흐는 이 중 총 7개의 작품을 선택하여 칸타타를 작곡했다. Konrad 

Küster, “Ernst Ludwig,” in Oxford Composer Companions: J. S. Bach, ed. Malcolm Boy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59를 참고하라. 

23) 노이마이스터의 생애는 Kerala J. Snyder, “Neumeister, Erdmann,”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2001), 18: 791-792를 참고하라.

24) 1700년을 전후하여 독일지역에서 감지되는 오페라 논쟁을 다루는 가장 고전적인 문헌은 Gloria Flaherty, 

Opera in the Development of German Critical Thou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이

며 이 시기 등장하는 오페라 미학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은 Reinhard Strohm, Drama per Musica: Italian 

Opera Seria of the Eighteenth Century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7)이다. 특히, 후자의 경

우, 제4장(The crisis of Baroque opera in Germany)에서 독일 바로크 오페라의 양상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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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극’ 또는 ‘드라마’와 다르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별히 노이마이

스터는 오페라에 등장하는 아리아에 매료되었고, 그것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형식 등에 주목했다. 

그가 이러한 아리아를 당대의 가장 중요한 종교음악 장르 중 하나인 칸타타에 흡수시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노이마이스터가 자코비교회의 목사였으며,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페라에 매료

되고, 오페라의 일부를 칸타타로 흡수시켜 새로운 형태의 칸타타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은 18세기 초

반 정통루터교를 선택한 독일 도시에서 감지되는 경건과 경건하지 못함, 또는 경건과 세속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 둘 사이에 견고한 벽을 만들고, 결코 서로 

넘나들 수 없도록 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것은 전통적인 바흐담론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뒤따르는 논의는 경건과 세속의 관계, 그리고 교회음악과 세속음악의 관계가 전통적인 바흐

담론이 고집하는 바와 같이 서로 상충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다가가기 위해 18세기 초반, 독일의 신학적 지형으로 되돌아간다. 물론, 수많은 선행연구는 바흐가 

일했던 독일의 신학적 지형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이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첫째 이 지형이 

무척이나 복잡하고 탄력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둘째, 이러한 지형적 특성이 라이프치

히의 신학적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었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셋째, 이렇게 넓혀진 사고의 지

평 안에서 경건과 세속은 자유롭게 서로가 서로를 넘나들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마지막

으로 넷째, 바로 이러한 지형이 결코 바흐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선행연구와 다르다. 

    

4. 라이프치히 장면 3: 라이프치히의 신학적 지형

18세기 초반의 라이프치히는 작센 지역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다.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당대 독일 상업의 중심지로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고 있었고, 독일의 가장 중요한 대학 

중 하나인 라이프치히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었을 뿐 아니라 독일의 출판중심지이기도 하였

다.25) 타지역과 유사하게 이 시기의 라이프치히 역시 근대도시로 탈바꿈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25) George Stauffer, “Leipzig,”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2001), 14: 

511-524; 라이프치히 지형, 역사, 문화 등에 관한 논의는 Christoph Wolff, Johann Sebastian Bach: The 

Learned Musicia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0), 237-241; Robert Marshall, Exploring 

the World of J. S. Bach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6), 73-95를 참고하고, 바흐가 이 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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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도시의 외형적인 성장과 내적인 세련됨은 자칫 이것이 함의하는 신학적인 의미의 결들을 

간과하기 쉽게 만든다. 아래에서 논의되겠지만, 라이프치히의 이러한 외양은 이 도시만이 지닌 특별

한 문화적, 신학적 언어를 만들어내었고, 이러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바흐는 루터교 전례음악과 세

속음악을 작곡해나갔다. 

   캐롤 바론(Carol K. Baron)은 자신의 저서, 『바흐의 변화하는 세계: 커뮤니티의 목소리』

(Bach’s Changing World: Voices in the Community)에서, 1700년을 전후한 라이프치히의 신

학적 지형은 너무나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혼란스럽고, 모호하며 동시에 다양하기에 한마디로 정의

하기는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26) 바론의 정의를 수용하면서, 이 글은 이 도시의 신학적 지형이 

이러했던 이유를 아래 몇 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라이프치히의 신학적 지형이 복잡하게 얽혀있었던 이유는 이곳이 작센의 일부로 드레

스덴 궁정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드레스덴은 독일에서 가장 화려한 

궁정문화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해나간 특별한 도시였다. 1694년부터 1733년까지 드레스덴의 군주

였던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Friedrich August I), 그리고 이후 바흐가 《1733년 미사》를 헌

정하는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1733년부터 1756년까지 통치)에 의해 기획되고, 실

행에 옮겨졌던, 최상의 궁정문화 구축은 드레스덴뿐 아니라 라이프치히 역시 타 지역과 구분되는 무

늬와 색깔을 갖추게 했다.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는 폴란드의 왕이 되기 위해 1697년,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전

통적인 루터교 지역이었던 작센의 선제후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일은 이 지역의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가 개종한 이유는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이유

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그의 개종은 역설적이게도 작센 지역에 다양한 뉘앙

스와 지향점을 지닌 기독교의 지류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했다.27) 작센지역이 신학적으로 

열린사회로 나아가는데 선제후의 개종은 중요한 촉매제의 역할을 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변화, 즉 드레스덴이 허락한 종교적, 신학적 자유의 가장 큰 수혜자는 라이프치히였다.  

   라이프치히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도시가 제공하던 뿌리 깊은 지적 토

양 때문이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이프치히는 유서 깊은 대학도시였고, 이 대학을 

서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Ulrich Leisinger, Bach in Leipzig (Leipzig: Bach-Archiv, 

1998)을 참고하라. 

26) Carol K. Baron, Bach’s Changing World: Voices in the Community (Rochester: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6), 27, 35.

27) Baron, Bach’s Changing World,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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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당대 독일의 지식인들이 모여들었다. 당대 독일을 대표하던 가장 중요한 음악가였던 쿠나

우, 파쉬(Johann Friedrich Fasch, 1688-1758), 그라우프너, 텔레만, 하이니헨 등과 더불어 요한 

크리스토프 고트세트(Johann Christoph Gottsched, 1700-1766), 크리스티안 하인리히 포스텔

(Christian Heinrich Postel, 1658-1705), 노이마이스터, 요한 아돌프 샤이베(Johann Adolph 

Scheibe, 1708-1776), 요한 아브라함 비른바움(Johann Abrahm Birnbaum, 1702-1748), 고트프

리트 에프라임 샤이벨(Gottfried Ephraim Scheibel (1696-1759), 로렌쯔 크리스토프 미즐러

(Lorenz Christoph Mizler, 1711-1778)등의 신학자, 비평가, 작가 등도 모두 1700년을 전후하여 

라이프치히에서 수학하거나 또는 가르쳤던 인물들 중 일부이다. 

   또한 이들은 유사한 시기를 이 도시에서 보내면서 함께 음악을 연주하거나, 사제의 관계를 

맺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았다. 예컨대, 쿠나우는 청년 하이니헨의 음악적인 능력을 높이 

사, 자신의 악보사보를 맡기기도 하였고, 학생들의 연주단체였던 콜레기움 무지쿰(collegium 

musicum)에서 함께 활동했다.28)  텔레만 역시 마찬가지이다. 바흐문헌에 등장하는 ‘샤이베-비른바

움 논쟁’의 주역인 두 사람 역시 라이프치히 대학교를 거쳐 갔다.29) 18세기 전반부 독일문학비평가

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 고트세트는 샤이베와 미즐러 등의 제자를 길러냈다.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신학적, 문학적 감수성을 키워 나가면서 독일을 대표하는 지성들로 

성장해 나갔다. 

   위에서 열거한, 또는 채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음악가들과 당대 지식인들은 이 도시에서 출

판되고 유통되는 ‘다양한’ 결을 지닌 당대 문헌들을 읽고 즐기며 이들을 흡수하고 또한 비평했다. 당

시 라이프치히는 18개의 출판사와 수많은 서점과 인쇄소가 즐비했고, 이들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을 

위한 라틴어 서적뿐 아니라 대중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서적들을 자국어, 즉 독일어로 출판하고 있

었다. 이들 중에는 신교와 구교의 수많은 지류 신학을 표방하는 서적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라

이프치히의 독자는 이들 모두에 노출되면서, 당대 신학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논쟁에 대한 언어를 

습득했다.30) 이는 라이프치히에 허용된 상대적인 종교적 자유에 대한 방증이라 할 것이다.

28) George J. Buelow, “Heinichen, Johann David,”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12688  [2019년 9월 1일 접속].

29) 샤이베-비른바움 논쟁은 Hans T. David and Arthur Mendel, ed., The New Bach Reader: A; Life of 

Johann Sebastian Bach in Letters and Document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8), 

337-349에 실려 있다. 샤이베의 논쟁에 관한 가장 최근 논의는 Micahel Maul, “Bach versus Scheibe: 

Hitherto Unknown Battlegrounds,” in Bach Perspectives 9: J. S. Bach and His German Contemporaries, 

ed. Andrew Tall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3), 120-144를 참고하라.

30) Baron, Bach’s Changing World,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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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이프치히 장면 4: 경건주의가 남긴 것들

   18세기 초반, 라이프치히의 복잡미묘한 신학적 지형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신

학적 사건은 1700년대 전후, 이 도시에 침투한 경건주의와 관련이 있다. 경건주의의 정의와 성격, 

형태, 그리고 의미 등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을 뿐 아니라, 이 글의 논

지에서도 벗어나기에 생략하기로 한다.31) 다만, 경건주의는 독일의 30년 전쟁 후 시작된 정통루터

교 내부의 개혁 또는 각성 운동 중 하나였고, 이 개혁 운동은 지나치게 교리 중심적이고 이론적이며 

학문적이면서 동시에 권위적이고 딱딱한 정통루터교 신학과 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

며, 나아가 개개인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경건삶 속에서, 신앙적인 반성, 갱생, 그리고 실천이 일

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글의 목적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경건주의의 뿌리가 부분적으로 라

이프치히를 중심으로 성장해나갔다는 사실이다. 독일 경건주의는 세 사람의 영향력 하에 그것의 모

습을 갖추어가고, 독일 전역 뿐 아니라 해외까지 확장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정통루터교 신학자였던 

필립 야콥 스페너(Philip Jacob Spener, 1635-1705), 철학자이면서 법학자였던 크리스티안 토마지

우스(Christian Thomasius, 1655-1728), 가장 개혁적인 성향이 강했던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라이프치히에서 활동하거나 

이 도시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사고를 정리하고 확장해 나가며 경건주의를 라이프치히의 대

중과 지식인 모두에서 각인시켰다. 

   스페너는 경건주의 운동의 모태가 되는  《경건한 소원》(Pia Desideria)의 저자이다.32) 그

는 1686년, 드레스덴의 궁정 목사로 부임하였고, 이곳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33) 요한 게오로

그 3세(1680-1691)의 치정과 맞물리는 스페너의 드레스덴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커다란 상처와 보

31) 경건주의의 정의와 성격, 그리고 바흐의 관계는 이가영,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18세기 초 독일의 신학적 지

형: 아브라함 칼로프에서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까지,” 『음악논단』 27 (2012), 1-26; 이가영, “18세기 초 

라이프치히,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와 그 이후,” 『음악논단』 27 (2012), 23-44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차 

문헌, 즉 경건주의를 지향하는 신학자들의 저작은 Peter C. Erb, ed. Pietists: Selected Writings (New York: 

Paulist Press, 1983)에 출판되어 있다; 경건주의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2차 문헌은 독일의 신학자, 요하네스 

발만(Johannes Wallmann)의 저작들이다. 국문으로 된 번역이 주도홍 편저, 『교회의 개혁을 위한 독일의 경

건주의: 경건주의의 바른 이해를 위한 지침서』(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1), 9-36에 수록되어 있다.   

32) Philip Jacob Spener, Pia Desideria, trans. Theodore G. Tapper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4).

33) Manfred Fechner, “Dresden,” in Grove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

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30907 [2019년 9월 1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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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모두를 남긴 것이었다. 스페너가 받은 상처는 독일 최고의 화려한 궁정문화를 꿈꾸며 그것의 구

현을 위해 매진해온 작센의 절대왕정인 드레스덴과 개인의 절제되고 내면화된 신앙생활을 강조하면

서, 무분별적인 세속문화의 유입을 경계하던 스페너의 신학적인 사고의 충돌로 말미암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요한 게오로그 3세가 베르사이유 궁정과 일부 이탈리아의 궁정을 모델로 삼아 오페

라 문화를 즐기고 부흥시키기 위해 이탈리아 오페라 가수, 연주자, 작곡가들을 영입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때 스페너의 상처는 이미 드레스덴 궁정의 부임 이전부터 예고된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선

제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권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화려한 궁정문화를 반대한다

는 점에서, 처음부터 스페너가 썩 맘에 내키는 궁정목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드레스덴에서 벌어졌던 스페너와 요한 게오로그 3세의 갈등은 스페너가 프러시아의 수도였

던 베를린으로 이주하면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추방의 형태를 띠지는 않았지만, 드레스

덴을 명예롭지 못하게 떠나야했던 스페너는 베를린행을 그저 기쁘게 여기지 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베를린으로 떠나는 스페너는 자신의 분신을 드레스덴이 아닌 라이프치히에 남겼다. 그가 드

레스덴 궁정의 목사로 재직할 당시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서로를 지지했던 라이프치히 대학교 교수, 

토마지우스와 프랑케가 바로 그 인물들이다. 이들을 통해 스페너는 스스로가 아마도 의도치 않았던 

경건주의의 불씨를 이 도시에 남기게 된다. 

   전형적인 초기 독일의 계몽주의자로 평가받는 토마지우스의 행적은 1700년대 이후 라이프

치히의 신학적, 문화적 지형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만하다. 토마지우스는 독일 루

터교의 전반적인 시스템, 특별히 교회법정이 지닌 문제와 교회법의 비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법률가 및 철학자였다. 그는 작센지역의 성직자들이 권위적인 조직체계를 형성하는 것에 반대하면

서, 성직자들의 조직은 외부, 즉 평신도에 의해, 그리고 외부의 규칙에 의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34) 그는 성직자들의 현학과 특권을 비판했고, 회중을 교화시키는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하면서, 설교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5)

   토마지우스의 개혁적인 사고가 단순히 정통루터교의 교회법과 조직에만 머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독일어로 강의한 첫 번째 교수였고, 1688년부터 라이프치히에서 추방

되는 1690년까지 독일어 정기간행물인 『월간 대화』(Monatgespräche)를 출판하였다. 당대 지식

34) Tanya Kevorkian, Baroque Piety: Religion, Society, and Music in Leipzig, 1650-1750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6), 118.

35) Tanya Kevorkian, Baroque Piety: Religion, Society, and Music in Leipzig, 1650-1750, 119.



28  음악이론포럼 26집 제2호

인, 성직자, 귀족 등을 위한 텍스트가 아닌 일반대중을 위한 서적으로 기획된 이 출판물을 통해 토

마지우스는 스페너를 지지하면서, 제도화된 루터교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서술했다. 또한, 그는 이 

월간지에 당대 이슈가 되는 학문적인 논쟁 등에 대해서도 게재했다.36) 

   『월간 대화』를 통해 특권계층뿐 아니라 일반대중도 당대 독일의 학문과 신학과 과학과 철

학 등의 다양한 이슈를 접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도 익혀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캐롤 바론은 이 월간지의 출판을 독일의 ‘지적인 혁명’으

로까지 정의하고 있다.37) 따라서 1690년대 이후 라이프치히의 지적인, 신학적인 토양은 토마지우스

에게 부분적으로 빚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라이프치히의 중산시민계층에게 교회의 

권위와 특권에 대해 질문하고, 교회가 기대고 있는 전근대적인 법령의 부당함을 알린 것이다.

   스페너와는 달리 프랑케는 개혁성향이 강력했던, 또는 가장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던 18세

기 독일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교육자이며, 또한 목사이고 행정가였다.38) 그는 스페너의 

도움으로 성직자나 신학자들이 아닌 학생들과 일반 대중을 위한 ‘콜레기움 필로비블리쿰’(collegium 

philobiblicum)이라는 소그룹 모임을 이끌어나갔고, 이곳에서 성서를 가르치고 해석했다.39) 라이프

치히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그의 강의는 정통루터교의 형이상학적인 교리해석과 신학담론만을 설파

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신학의 실체에 가까이 가기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진솔하며 친밀한 

언어로 전달해나갔다.40)

   스페너, 토마지우스, 그리고 프랑케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또는 마치 예정되어 있었던 것

처럼 1690년 경 작센지역을 떠나게 된다. 스페너의 경우는 무척 불쾌하게 드레스덴을 떠나는 경험 

정도로 끝났지만, 토마지우스와 프랑케는 라이프치히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된다. 토마지우스와 

프랑케가 자리를 잡게 되는 도시는 프러시아의 중심지 할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할레 경건주의

로 잘 알려진 바로 그 도시이기도 하다. 이들은 할레 대학교 등에 자리를 잡고, 프러시아가 군사대

국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정신적인, 지적인 동력을 제공한다.41) 

36) Tanya Kevorkian, Baroque Piety: Religion, Society, and Music in Leipzig, 1650-1750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6), 119.

37) Baron, Bach’s Changing World, 49.

38) Carter Lindberg, The Pietist Theologians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5), 9.

39) 이가영,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18세기 초 독일의 신학적 지형,” 20.

40) 이가영, “18세기 라이프치히,” 30.

41) 경건주의가 프러시아를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이념으로 작동하였다. 이 과정은 

Richard L. Gawthrop, Pietism and the Making of Eighteenth-Century Prussia (Cambridge: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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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추방당한 이후의 라이프치히에서 만들어지는 신학적 

지형이다. 비록, 토마지우스와 프랑케는 라이프치히에 없지만, 이들이 남긴 개혁성향의 정통루터교 

신학은 여전히 이 도시에 남아 있었고, 역설적으로 라이프치히의 신학 언어에 더 깊숙하게 파고 들

었다. 이들의 영향력은 이미 형성되어 있던 라이프치히의 지적인, 신학적인 토양에 침투했고, 이들

과 교류하면서 18세기 초반 라이프치히의 신학적 지형을 더욱더 다채롭고, 유동적이며, 탄력적인 것

으로 만들어나갔다.    

   첨언하자면, 바흐가 소유하고 있던 일련의 경건주의 문헌들 역시, 18세기 초반 라이프치히의 

‘전형적’인 신학적 지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42) 또한, 바흐의 칸타타, 수난곡, 오라토리오 

등에 등장하던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표현들, 예컨대 기독교인 개인과 예수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비유하고 이 둘의 친밀한 관계를 부각시키며 감성과 감정에 더욱더 호소하는, 그리고 내세보다는 현

실 세계에 대한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현실 세계에서도 충분히 이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신학언어 등은 딱딱한 교리를 강조하는 정통루터교의 그것이라기보다는 경건주의

의 언어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3) 

   

5. 나가며

스페너, 토마지우스, 그리고 프랑케는 루터교 신학을 떠난 적이 없었던 당대 지식인들이다. 그러

나 이들은 전통적인 루터교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지나치게 이론적이며 교리 중심적이고, 그것 자

체가 권력과 규율이 되어 일반 대중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종교와 사회, 그리고 종

University Press, 1993)에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다.

42) 바흐가 소장하고 있던 도서목록은 Hans T. David and Arthur Mendel, ed., The New Bach Reader: A; 

Life of Johann Sebastian Bach in Letters and Document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8), 253-254에 기록되어 있다. 바흐는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자들의 문헌들, 예컨대 스페너와 요한 아른

트(Johann Arndt, 1555-1621), 하인리히 뮬러(Heinrich Müller, 1631-1675) 등의 저서를 소유하고 있었다.  

43) 이러한 언어가 등장하는 바흐의 종교성악작품은 수없이 많다. 《마태수난곡》,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칸타타 140번, 《나단조 미사》 등에 등장하는 신랑신부의 비유는 좋은 예이다. 마쿠스 라타이는 바흐의 종교

성악작품에 등장하는 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또는 경건주의적인 친밀한 언어에 주목하며, 바흐가 이러한 언

어를 음악적으로 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의 저서, Markus Rathey, Bach’s 

Major Vocal Works: Music, Drama, Liturgy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6)을 참고하라. 이 

저서는 바흐의 종교성악작품을 당대 극음악 전통의 작곡 관습을 통해 이해하려는 저자의 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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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과학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굳이 다시 생각해보지 않아도, 이들의 이러한 주

장은 충분히 ‘계몽적’이다. 이들의 주장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경건주의를 주관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중세의 신비주의 전통을 존중했던 전근대적인 분파의 하나로 간주하는 시각을 정면에

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정은 경건주의의 ‘계몽적’인 입장을 통해 라이프치히가 더욱더 비판적인 사회, 합리

적인 사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고, 종교와 법이 분리되며, 종교와 세속의 삶이 분리되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기에 매우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44) 신학적인 다양한 결을 

껴안고, 근대시민사회를 향해나가는 라이프치히에서는 분명 세속문화의 정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당대 오페라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또는 옹호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작곡하고 연주하

는 것도, 그들의 신학적 토양이 되는 루터교 교리의 어떤 점이 합리적이고 어떤 점이 그러하지 못하

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 가능했으리라 여겨진다. 

   바흐는 이러한 당대의 신학적, 문화적, 사회적 토양과 무관했던, 또는 이러한 토양에서 고립

되고 배제되어 홀로 견고한 성에서 살아갔던 작곡가가 아니라, 바로 이 안에서 일한 종교음악작곡가

이면서 동시에 세속음악작곡가였다. 바흐가 살아가고 일한 방식은 자신의 전임자였던 쿠나우나 스

트룽크와, 그리고 동시대 작곡가였던 하이니헨, 텔레만, 그라우프너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바흐

를 이들과 분리하는 순간, 그는 어떤 작곡가였고, 어떠한 작품을 창작했는지의 논의는 불가해질 수

도 있을 것이다.45) 

44) 조나단 아스라엘 역시 초기 유럽의 계몽주의를 종교에서 세속을 분리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Johathan I. Israel, Radical Enlightenment: Philosophy and the Making of Modernity, 1650-175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22.

45) 조이스 어윈은 자신의 저서, Neither Voice nor Heart Alone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3)

를 “요한 세바스찬 바흐-신학자가 아닌 음악가”(Johann Sebastian Bach-A Musician, not a Theologian)라는 

프롤로그로 마무리 짓고 있다. 이 제목은 마치 야로스라프 펠레칸(Jaroslav Pelikan)의 저서, 『신학자들 사이

의 바흐』(Bach Among the Theologians)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 같아 흥미롭다. 『신학자들 사이의 

바흐』는 바흐라는 작곡가의 삶과 작품을 정통루터교 안에서 이해하려는 저서이다. 펠리칸은 바흐의 ‘모든’ 삶

과 사고는 루터교의 틀 안에서 작동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바흐를 음악가가 아닌 신학자로 간주하

는 것이 더 적절하다 여기는 것이다. 물론, 어윈은 펠리칸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바흐가 신

학자라기보다는 당대 음악문화에서 만나는 음악가들 중 한사람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당대 신학에 관한 

바흐의 정통함, 또는 작곡가 바흐의 개인 신앙 등과는 무관한 기술이며, 다만, 조이스는 종교와 세속이 점진적

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는, 또는 자유롭게 넘나드는 18세기 초 라이프치히에서, 바흐는 당대의 유동적인 신학 언

어에 더 익숙하였으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Jaroslav Pelikan, Bach Among the Theologians 

(Eugene: Wipf & Stock Publishers, 197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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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오페라(opera),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칸토르(kantor), 신학(theology), 정통루터교

(Lutheranism), 라이프치히(Leipzig), 드레스덴(Dresden), 함부르크(Hamburg), 전례음악(liturgical music), 

성토마스 교회(St. Thomas Church),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Friedrich Augusut II), Prussia(프러시아), 

할레(Halle), 필립 야콥 스페너(Philip Jacob Spener), 크리스티안 토마지우스(Christian Thomasius), 아우구

스트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게오로그 필립 텔레만(Georg Philipp Telemann), 경건주

의(Pietism), 에르트만 노이마이스터(Erdmann Neume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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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 and Opera: Opening a Discussion

Ka Young Lee

This paper attempts to illustrate Bach and his music in terms of contemporary 

operas. Bach scholarship has long been considered Bach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presentative church musicians of the time (or Kantor) whose life and music confined 

within Orthodox Lutheranism, in a way, intentionally separating him from the musical 

context in which he worked. This paper argues that the social, cultural, and theological 

contexts of Leipzig at that time was rather highly flexible, complicated, and even 

ambiguous, thereby allowing Leipzig various types of intellectual discourses intermingle 

from one another. This further provides musicians with a rather expanded notion of 

church music, leading them to freely join in to work on secular music of the time. 

Bach, in this regard,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kind of musical culture that they 

enj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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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와 오페라, 논의의 시작을 위하여

이가영

이 글은 바흐와 그의 음악을 1700년대를 전후한 독일의 오페라 전통이라는 음악문화 안에서, 또

는 그것에 기대어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전통적인 바흐연구는 바흐가 속한 사회적 맥락을 경건과 

세속, 또는 교회와 그 외부로 엄밀하게 구분했고, 작곡가를 경건과 교회에 속한 루터교 교회음악가

로 규정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대 독일, 특별히 라이프치히의 지적, 

신학적 담론이 세속과 교회가 구분되는, 그리하여 서로 넘나드는 유동적이고 탄력적이며 다양한 문

화적, 사회적, 신학적 지형을 만들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이러한 지형 안에서 당대 작

곡가들은 전례음악과 오페라 모두를 넘나드는 작품을 작곡하였다. 이 글의 결론은 바흐 역시 당대

의 음악관습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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