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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판타지아’(Fantasia)란 작곡가의 창의적 상상력이나 음악 외적 내용 등을 각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 양식에 반영시킨 장르이다. 초기 발전단계인 16세기 말에는 

당대의 전형적인 ‘일관모방 양식(Points-of-Imitation Style)’으로 작곡되는데, 

그 안에 자유로움을 포함하는 정도였으나, 차차 자유로움이 강화되는 쪽으로 진행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판타지아는 같은 시기에 등장했던 즉흥양식인 ‘토카

타’와 ‘카프리치오’에 밀려 쇠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건반음악 판타지아는 J. 

S. 바흐에 의해 명맥이 이어질 뿐 아니라 이후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인 W. F. 바흐와 C. P. E. 바흐는 이 유산을 바탕으로 건반 

판타지아의 전형을 성립시킨다. 즉, 이들의 양식은 모차르트와 베토벤 판타지아의 

출발점이 되고 19세기의 작곡가들에게도 전수된다.

이와 같이 건반 판타지아의 양식사적 연구에서 이들의 작품들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물론이고 J. S. 바흐의 판타지아조

차 아직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J. S. 바흐의 ≪반음계적 판타지아≫를 

제외한 다른 작품들의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고, W. F. 바흐의 건반 판타지아도 

10개에 이르지만 한 번도 심도 있게 논의된 적이 없다. C. P. E. 바흐의 경우에는 

18곡이 남아 있지만 그의 이론서에서 언급된 ‘판타지아’ 개념 또는 즉흥적인 요소 

정도가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데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J. S. 바흐의 판타지아 양식을 개괄해 본 다음, 그 결과 

도출된 4가지 양식적 유형을 바탕으로 W. F.바흐와 C. P. E. 바흐의 판타지아 

전곡을 비교분석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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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 타지아’(Fantasia)란 자유로운 즉흥성을 바탕으로 한 작곡가의 창

의  상상력이나 음악 외  내용 등을 각 시 의 지배 인 음악 양식에 

반 시킨 장르이다. 기 발 단계인 16세기 말에는 당 의 형 인 

‘일 모방 양식’ 안에서 자유로움이 보완되는 정도 으나, 차차 ‘엄격 

법’이 쇠퇴하면서는 자유작법이 상 으로 더 강화되는 쪽으로 

진행된다.1)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타지아는 같은 시기에 등장했던 

즉흥양식인 ‘토카타’(Toccata)와 ‘카 리치오’(Capriccio)에 려 쇠퇴하기 

시작하고, 존하는 당 의 타지아들 자체도 오르간용이 훨씬 많다. 

그러나 건반 타지아는 J. S.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에 의해 명맥이 이어질 뿐 아니라 이후 발 의 요한 이정표가 된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인 W. F. 바흐(Wilhelm Friedemann Bach, 1710- 

1784)와 C. P. E. 바흐(Carl Philipp Emanuel Bach, 1714-1788)는 이 유산

을 바탕으로 건반 타지아의 형을 성립시킨다.2) 즉, 이들의 양식은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와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타지아의 출발 이 되고 19세기의 작곡가들

에게도 수된다.3) 

이와 같이 건반 타지아의 양식사  연구에서 이들의 작품들이 요

1) 박윤경, “음악  타지에 한 소고,” 음악이론연구 18 (2012), 124-134; Peter 

Schleuning, Die Freie Fantasie (Göppingen: Verlag Alfred Kümmerle, 1973), 6-23; 

Christopher D. S. Field and E. Eugene Helm, “Fantasia,”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London: Macmillan, 2001), 8: 545-555.
2)  다른 아들로서 국에서 활동한 J. C. 바흐(Johann Christian Bach, 1735–1782)의 

경우는 타지아를  남긴 바 없다.
3) 오윤록, “베토벤 환상곡의 특징과 역사  의미,” 음악연구 25 (2001), 152; Hon-Lun 

Yang, “The ‘fantastic’ Beethoven and Stylus Phantasticus,” 音 藝術論壇 3 (1994), 

253-260; 최승 , “모차르트의 건반악기 환타지아에 한 소고,” 연세음악연구 3 

(199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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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물론이고 J. S. 바흐

의 타지아조차 아직도 체계 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J. 

S. 바흐의 ≪반음계  타지아≫(Chromatic Fantasia and Fugue BWV 

903, 1723 이 )를 제외한 다른 작품들의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고, W. 

F. 바흐의 건반 타지아도 10개에 이르지만 한 번도 심도 있게 논의된 

이 없다. C. P. E. 바흐의 경우에는 18곡이 남아 있지만 그의 이론서

(Versuch über die Wahre Art das Clavier zu spielen, 1753, 1762)에서 

언 된 ‘ 타지아’ 개념 는 즉흥 인 요소 정도가 부분 으로 다루어

진 데에 불과하다.4)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 로 J. S. 바흐의 타지아를 유형별로 분류하

여 그들의 음악  유산으로 개 하고 이에 기 하여 W. F.와 C. P. E. 

바흐의 타지아 곡을 비교분석해 보겠다. 

Ⅱ. J. S. 바흐 판타지아의 음악적 유산

16세기 말에 이탈리아와 뒤이어 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건반 타

지아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슈벨링크(Jan Pieterszoon Sweelinck, 

1562-1621)의 곡들에서 결합･발 되고 샤이트(Samuel Scheidt, 1587-1654) 

등의 독일 작곡가들에게 수된다.5) 그러나 그의 제자 던 샤이트는 

4) Philip T. Barford, “A Fantasia by C. P. E. Bach,” Monthly Musical Record 85 (1995), 

144-150; Douglas A. Lee, “C. P. E. Bach and the Free Fantasia for Keyboard: Deutsche 

Staatsbibliothek Mus. Ms. Nichelmann IN,” C. P. E. Bach Studies, ed. Stephen L. 

Clark (Oxford: Clarendon Press, 1988), 177-184; Diether de La Motte, “Spezialanalyse-Carl 

Philipp Emanuel Bach: Freie Fantasie für Klavier,” Musikalische Analyse, Mit kritischen 

Anmerkungen von Carl Dahlhaus 1 (1968), 95-105; 양경아, “C. P. E. Bach의 건반악

기 타지아 연구,” 피아노음악연구 1 (2007), 31-51; 이정윤, “C. P. E. 바흐의 Free 

Fantasia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11 (2013), 43-60; 최승 , “C. P. E. Bach의 건반악

기 즉흥연주에 한 ,”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10 (1993), 25-36.
5) 이탈리아의 경우 스코발디(Girolamo Frescobaldi, 1583-1643)의 모방양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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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간 타지아(4곡)만 남겼고, 그밖에 이탈리아･ 랑스･ 국 등에서 

국제 인 활동을 보 던 동시 의 로베르거(Johann Jakob Froberger, 

1616-1667)는 7곡의 건반 타지아를 남기기는 했지만 모두 모방 인 

기 양식 범주에 머무르는 것들이다.6) 이후 이탈리아나 랑스 작곡가들은 

물론이고 뵘(Georg Böhm, 1661-1733), 북스테후데(Dietrich Buxtehude, 

1637-1707), 헬벨(Johann Pachelbel, 1653-1706) 등 다음 세 의 독일 

작곡가들에서도 건반 타지아는 무할 정도이다.7) 바흐 동시 인들

의 경우에는, 텔 만(Georg Philipp Telemann, 1681-1767)이 매우 외

으로 37곡을 남겼는데, 단 당 에 리 유행하던 ‘궁정 오페라’(Opera 

seria)에서의 형 인 아리아 형식, 즉 ‘다 카포(Da capo)’ 형식 일색의 

단순한 호모포니  짜임새로 되어 있다.8)

반면 J. S. 바흐의 건반 타지아는 7곡에 불과하지만 상 으로 훨

씬 요하다(그밖에 8곡의 오르간 타지아도 있다).9) 왜냐하면 단순한 

타지아가 13곡이 있으나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건반악기 타지아가 거의 사라진다. 

국에서는 실내 타지아가 주를 이루다가 차차 건반 타지아로 체되고 버드

(William Byrd, ca.1540-1623) 등의 작품으로 표되는데, 모방기법 vs. 장식 ‧ 즉흥

인 호모포니 패세지의 조가 특징 이다(오윤록, “베토벤 환상곡의 특징과 역사  

의미,” 150). 슈벨링크는 이런 양식들이 결합된 18곡의 타지아를 남겼다.
6) David B. Boyden, “Froberger,”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8: 284-286; Kerala J. Snyder and Douglas Bush, “Scheidt,” 의 책 22: 452-453, 458; 

http://imslp.org/wiki/Category:Composers [2016. 3. 4. 속].
7) 헬벨의 경우에는 6곡의 건반악기 타지아가 있으나 모두 오르간을 한 작품이

다. 그리고 J. S. 바흐의  다른 동시  작곡가인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 1685- 

1759)의 건반악기 작품  타지아는 한 곡에 불과하다.
8) 슐로이닝(Peter Schleuning)은 텔 만의 타지아가 갖고 있는 템포 변화에 주목하며 

이탈리아의 실내소나타(빠름-느림-빠름)와 랑스 서곡(느림-빠름-느림) 형식으로도 

보았고, 호모포니  짜임새는 당시 독일 작곡가로서는 이례 인 것으로 언 하고 있

다. Schleuning, Die Freie Fantasie, 28-29.
9) J. S. 바흐 타지아의 총 개수에 해서는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를 들

어 양경아는 24개, 오윤록의 경우는 15개로 제시하고 있다. 논자의 경우는 The New 

Grove Dictionary의 Works List에서 Keyboard 장르  Fantasia 이름을 가진 작품만을 

고려하 다. 양경아, “C. P. E. Bach의 건반악기 타지아 연구,” 36; 오윤록,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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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번호

(BWV),
(연도)

조성과 

마디수
특징 비고

Ⅰ

(일 모방 

양식)

917
(1710 
이 )

(g, 61)
서주(mm.1-2) → 3성부 

모방진행(mm.3-61) : 
3개의 주제

16C 말 기 

타지아의 형. 
그러나 3개의 주제를 

가진 복잡한 형태

Ⅱ

(3부분 

토카타 양식)

922
(1714 
이 )

(a, 106)
즉흥  패세지 ⟶ 
모방진행 ⟶ 즉흥  

패세지

16C 말 메룰로 

토카타 양식의 형

Ⅲ

(복합 

형식  양식)

즉흥  

뉘앙스를  

수 있는 

변주형식이 

공통 으로 

포함됨

904
(1725)

(a, 111)

(4성부) 
리토르넬로(콘체르토) 
형식 + 변주형식:

A-B-A-B′-A-B″-A

 A: 호모포닉

 B: 모방

906
(1738 경)

(c, 40)
순환 2부분 형식 + 

변주형식:
 a b  a′b′a″

a: 호모포닉

b: 호모포닉

918
(1740 
이후)

(c, 134)

(2성부) 론도형식 + 
변주형식:

A-B-A′-B′

-A″-B″-A

 A: 호모포닉/모방 
 B: 모방

(A, B 차 으로 

변주 )

Ⅳ 903(*) (d, 79) A: 토카타 풍 서주 푸가 곡 앞에서 

호모포니  진행만이 아니라 역사  변천과정에서 차례로 등장하는 양

식들, 즉 일 모방 양식, 3부분 토카타 양식, 복합 형식  양식, 그리고 

자유즉흥 양식의 유형들을 다양하게 수용･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J. S. 바흐의 타지아 작품에서 나타나는 유형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J. S. 바흐 타지아의 유형별 작품분류

환상곡의 특징과 역사  의미,”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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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번호

(BWV),
(연도)

조성과 

마디수
특징 비고

(자유즉흥 

양식)

(1723 
이 )

B: 코랄 풍 아르페지오 

C: 치타티보
서주(Prelude)의 기능

944
(불명)

(a, 9) 코랄 풍 아르페지오

(*) : Chromatic Fantasia and Fugue 라는 표제를 가진 악곡

유형Ⅰ은 가장 옛 형태에 해당되는 일 모방 양식으로 된 것으로서 

한 곡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작곡 연도 한 1710년 이 으로 타지아 

작품  가장 먼  작곡된 것이다. 2마디의 g단조 하행 스 일로 된 즉

흥  패세지인 서주를 시작으로 3개의 주제가 모방 진행을 한다. 즉, 

기에 성악곡 편곡으로 등장했던 타지아와는 달리, J. S. 바흐의 경

우에는 매우 기악  뉘앙스의 복잡한 진행으로 발 되었음을 보여 다.

<악보 1> J. S. 바흐, Fantasia g-moll, BWV 917, 마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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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보를 보면, g단조 하행 스 일이 화려하게 시작된 후 간 간

에 쉼표가 삽입되며 3옥타 에 걸쳐 흘러 내려가면서 서주를 마무리한다. 

이후 3개의 주제가 도감 있게 순서 로(a⟶b⟶c) 제시되고 모방된다.

유형Ⅱ는 3부분 토카타 양식으로 메룰로(Clandio Merulo, 1533-1604)

의 16세기 말 토카타 방식을 타지아에 용한 로서 역시 J. S. 바흐

의 기에 속하는 이 흥미롭다.10) 제1부분과 제3부분이 즉흥 이고 

간부분이 이와 조 으로 인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자에

서는 한 두 개의 특정 음형이 지속 으로 진행하다가 갑작스러운 쉼표

나 페르마타, 그리고 화려한 스 일 진행 등이 나타나고, 후자에서는 

짧은 동기가 쉼 없이 모방되고 있다. 다음은 첫 번째 즉흥 인 부분 가

운데 시작과 끝부분을 보여 다.

<악보 2> J. S. 바흐, Fantasia a-moll, BWV 922, 마디 1-2와 32-33.

10) 메룰로 식의 토카타란 즉흥  성격의 자유로운 토카타 부분과 모방 인 법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악곡(즉흥 ⟶ 모방 ⟶ 즉흥의 3부분 는 즉흥 ⟶ 모방 

⟶ 즉흥⟶ 모방 ⟶ 즉흥의 5부분). J. S. 바흐의 음악  시기는 활동 지역에 따라 나

뉘는데, 기는 아른슈타트와 뮐하우젠(Arnstadt & Mülhausen) 시 (1703-1707)와 

바이마르(Weimar) 시 (1708-1717)이고 기는 쾨텐(Cöthen) 시 (1717-1723), 후

기는 라이 히(Leipzig) 시 (1723-17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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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보를 보면 특정음형이 지속 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이례 으

로 으뜸음에서 증4도 의 음에 페르마타가 나타나서 흐름을 갑자기 

정지시킨 후 화려한 스 일 진행으로 마무리된다. 다음은 짧은 동기가 

매우 활기차게 모방 진행되는 간 부분의 일부이다.

<악보 3> J. S. 바흐, Fantasia a-moll, BWV 922, 마디 34-41.

의 악보에 표시된 것처럼 짧은 음가와 2도 하행으로 된 동기가 넓

은 음역 에 걸쳐 지속 으로 이동반복과 모방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동기의 2도 하행 음들이 연결되면서 긴 이즈의 반음계  하행 선율

을 동시에 만들어 낸다. 

유형Ⅲ의 복합 형식  양식은 두 가지 형식이 결합된 형태를 말하는

데, 당 의 표 인 형식 틀에 즉흥  뉘앙스를  수 있는 변주 형식

이 공통 으로 포함되어 있고, 작곡 시기도 모두 성숙기인 ･후기에 

속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세 곡  BWV 904와 918은 모두 A-B-A⁽′⁾
-B′-A⁽″⁾-B″-A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단 자의 경우에는 A가 콘

체르토에서의 ‘투티’(tutti), B는 솔로 트를 연상시키는 이 다르

다.11) 이 두 곡에서 시작과 마지막은 동일하게 진행되는 반면 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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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변주를 일으키는데, BWV 904보다 10여년 이상 늦게 작곡된 

BWV 918에서는 리 인(Refrain)에 해당하는 A에서도 변주가 계속

으로 일어날 뿐 아니라 A와 B를 제외하고는 그 경계가 모호할 만큼 

변주가 더 두드러진다. 하지만 두 곡 모두 이런 부분들이 모방 진행으로 

되어 있어 즉흥성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도 하다. 다음은 이 두 곡 

 BWV 904의 A와 B부분의 일부이다.

<악보 4> J. S. 바흐, Fantasia a-moll, BWV 904, 마디 1-12. 

A부분은 병진행과 반진행하는 성부들 사이를 나머지 성부들이 채워

가는 방식으로 최  6성부로 진행하면서 합창 는 ‘투티’와 같은 효과

를 만들어 내고 있다. 반면 온쉼표 등 상 으로 울림이 어 솔로 

트를 연상시키는 B부분은 짧은 동기(♫♩)들이 각 성부들에서 한 번씩 

출 한 후에 지속 으로 모방하고 있다.

순환 2부분 형식과 변주 형식이 결합되어 있는 BWV 906은 오른손과 

왼손의 교차와 넓은 도약 등이 기교 인 연주 능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11) 양경아, “C. P. E. Bach의 건반악기 타지아 연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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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 바흐의 타지아  “가장 밝고 사랑스러운 작품”으로서 모차르트

와 베토벤의 타지아에도 향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곡이다.12) 

다음은 그 가운데 첫째 부분의 ‘a’와 둘째 부분에서의 변주 ‘a′’의 시작 

부분을 보여 다.

<악보 5> J. S. 바흐, Fantasia c-moll, BWV 906.

① a: 마디 1-2, 5-6.

② a’: 마디 17-18, 21-22.

12) Konrad Küster, Bach Handbuch, 800;  a b  a′b′a″  의 형식인 에서 도미니

코 스카를라티(Domenico Scarlatti, 1685-1757)의 소나타를 연상하게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인일, “J. S. Bach의 반음계  환상곡과 푸가(BWV 903)의 연주해석에 한 

연구,”  술논문집 18 (20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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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보를 보면, 높은 음역에서 시작되는 3화음  하행 아르페지오, 

연속 인 셋잇단음표, 두 옥타 가 넘는 상행 도약, 장식음 등이 곡의 

분 기를 유연하거나 밝게 만들고 있다. a와 a′의 시작 부분은 비슷하

지만, 간 부분(a의 마디 5-6과 a′의 마디 21-22)은 반진행, 3도 분산

하행, 반음계  음형, 지속 인 모방 진행 등과 함께 상 으로 많이 

변주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틀에 메이지 않는 자유즉흥 양식인 유형 Ⅳ는 카

덴차(Cadenza), 카 리치오, 류드, 토카타, 치타티보(Recitativo)

에 나타나는 ‘자유로운’ 작곡방식의 특성들이 다양하게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헬벨 등의 오르간 타지아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지만 

베이스(오르간 페달)가 흔히 긴 음으로 묶여있고 따라서 즉흥성은 그 

비 이 약하다.13) 반면 이에 해당하는 건반 타지아는 J. S. 바흐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14) 두 곡(BWV 903과 944)이 여기에 

해당된다. 모두 타지아 이후에 푸가를 포함하는 작품으로서 타지

아가 서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 인 부분으로 취 되기 쉽지

만, 특히 ≪반음계  환상곡≫은 매우 외 으로 토카타 풍의 서주(마

디 1-26), 코랄풍의 아르페지오(마디 27-49), 치타티보(마디 49-74), 

반음계  화성으로 진행하는 코다(마디 75-79)로 이루어져 있는 변화무

한 곡이다. 다음은 이 곡 특정 부분들의 일부이다. 

13) 헬벨의 내림마장조 < 타지아>(Fantasia in E♭) 등이 그 이다.
14) 양경아는 18세기 반 헬벨과 J. S. 바흐에 의해 이미 리 타지아가 형성되었

다고 하 다. 양경아, “C. P. E. Bach의 건반악기 타지아 연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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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J. S. 바흐, Fantasia d-moll, BWV 903. 

① 마디 1-4 (토카타풍 서주).

② 마디 32-52 (코랄풍 아르페지오와 치타티보 부분).

의 악보에서 서주를 시작하는 d단조의 빠르고 화려한 스 일 진행

은 유형Ⅰ의 BWV 917과 매우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스 일 진행 후에

도 토카타풍의 즉흥  성격이 유지된다. 두 번째 부분은 코랄풍의 아르

페지오로서 속7화음과 감7화음의 지배  진행이 곡의 긴장감을 고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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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후 a단조의 Ⅴ→ⅰ로 일단락되는 듯 보이다가 다시 치타티보로 

이어지면서  다시 반 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BWV 944는 그의 타지아 가운데 가장 짧은 것(9마디)

으로서 명실공히 서주의 역할을 한다. 다음은 이 악곡의 체이다. 

<악보 7> J. S. 바흐, Fantasia a-moll, BWV 944. 

체 으로 7, 9화음과 그 해결로 이루어져 있는 코랄 풍의 아르페지

오로서 바깥 성부들에는 반음계  진행도 포함되어 있는데, BWV 903

의 다양한 진행  아르페지오 부분에 해당하는 정도이다. 이와 같이 

J. S. 바흐는 그의 타지아에서 통을 수용하고 목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도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다.

Ⅲ. W. F. 바흐 vs. C. P. E. 바흐 판타지아의 유형별 
비교분석

W. F. 바흐와 C. P. E. 바흐의 타지아는 각각 10곡 이상이고 작곡시

기도 공통 으로 1750년 이후로서 이 둘의 타지아 연구는 18세기 후

반 ･북부 독일 타지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요한 단서가 될 것이

다.15) 이번 장에서는 이 둘의 타지아를 앞 장에서 제시한 J. S. 바흐 

15) W. F. 바흐의 건반악기 작품으로는 이밖에도 소나타 14곡, 폴로네즈 13곡, 푸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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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W. F. 바흐 (10곡) C. P. E. 바흐 (18곡)

번호(F.)
(연도)

마디수

(조성)
형식과 음악  

특징

번호(Wq.)
(연도)

마디수

(조성)
형식과 음악  

특징

Ⅰ / / / / / /

Ⅱ / / / / / /

Ⅲ

22(•) 
(1750)

48
(G)

3부분 + 변주:
 A A′A″

(짧은 모방 +)

63.6★
(1753)

23
(c)

3부분 + 변주: 
A B A′

(A: 즉흥 , 내부 변주 + 
B: 다감 )

20 
(1770)

66
(e)

론도 + 변주: A B 
A′B′A″

(A: 모방 +, 다감 양식;
B:호모포닉/선율 )

58.6★
(1779-
1782)

36
(E♭)

3부분 + 변주:
 A B A′

(A: 즉흥 ; 
B: 호모포닉; 
A, B 내부 변주 +)

14(•)
(1770-
1775)

64
(C)

순환2부분 + 변주:
 a b  c a′b′

(단순: 빠른 음형; 
c: 발 부  성격)

58.7★
(1779-
1782)

29
(A)

3부분 + 변주: 
A B A′

(A: 즉흥 , 다감 ; 
B: 단순, 내부 변주 +)

16★
(1770-
1775)

154
(c)

3부분 + 변주: 
A A′A″

(A[abc], 
 A′[a′b′], 

59.5★
(1779-
1784)

28
(F)

3부분 + 변주: 
A B A′

(A: 즉흥 ;
B: 호모포닉; 

타지아의 4가지 유형들을 근거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부친의 향과 

함께 이들 타지아의 공통 과 차이 을 조망해 보겠다. 다음은 유형

별 비교분석표이다.

<표 2> W. F. 바흐 vs C. P. E. 바흐 타지아의 유형별 비교분석표

곡, 조곡(모음곡)들과 소품들이 있다. C. P. E. 바흐의 경우는 150곡 이상의 소나타와 

12곡의 변주곡과 그 외에 다수의 소품들이 있는데, 그가 술한 이론서의 마지막 장

을 즉흥연주( 타지아)에 부 할애할 만큼 그에게 있어 타지아는 요한 장르

고 생애 마지막까지 작곡되었다. 그리고 이 둘의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W. F. 바흐

는 부 독일의 드 스덴(Dresden)과 할 (Halle), 그리고 북부의 베를린(Berlin)이고, 

C. P. E. 바흐의 경우는 북부의 베를린과 함부르크(Hamburg)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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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W. F. 바흐 (10곡) C. P. E. 바흐 (18곡)

번호(F.)
(연도)

마디수

(조성)
형식과 음악  

특징

번호(Wq.)
(연도)

마디수

(조성)
형식과 음악  

특징

A″[a″코다])
(a:모방, 다감 양식; 

b: 즉흥  arp.; 
 c: 모방, 선율 )

A, B: 다감 +, 
내부 변주 +)

17(•)
(1770-
1775)

28
(D)

3부분 + 변주: 
A A′A″

(단순: 빠른 음형)

59.6★
(1779-
1784)

141
(C)

3부분 + 변주:
 A B A′

(A: 다감 , 즉흥 ;
B: 모방 +;
A, B 내부 변주 + )

18(•)
(1770-
1775)

37
(d)

다카포 + 변주: A B A
(단순: 빠른 음형;

 B: 발 부  성격)

61.3
(1785-
1786)

115
(B♭)

론도 + 변주: 
A B A B′ A

(A: 6마디 도입부 기능;
B: 자유즉흥, 
내부 변주 +)

19
(1770-
1775)

136
(d)

론도 + 변주: 
A B A′B′A″

(A:즉흥 , 다감 양식;
B: 모방)

61.6
(1785-
1786)

215
(C)

론도 + 변주:
 A B A′C A″

(A: 동기  선율; 
B: 다감  ;  
C: 코랄풍 선율; 
A, B, C 내부 변주 +)

23
(1770-
1775)

73
(a)

2부분 + 변주: 
A  B  ⟶A A′B B′
(A: 즉흥 , 다감 ;
B: 모방)

67★
(1788)

46
(f#)

론도 + 변주: 
A B A′B′A″

(A: 즉흥  ; 
B: 선율  ; 
A, B 내부 변주 +)

Ⅳ

15
(1770-
1775)

424
(c)

즉흥 vs 모방 vs 
선율

119.7
(1754)

19
(c)

< 타지아와 푸가>: 
푸가 직 의 서주 

기능 

21
(1770-
1775)

184
(e)

즉흥 vs 선율
117.14
(1762)

1
(D)

스 일 vs. 
코드(arp.) 

/ / /
112.2(•)
(1765)

19
(D)

단순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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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W. F. 바흐 (10곡) C. P. E. 바흐 (18곡)

번호(F.)
(연도)

마디수

(조성)
형식과 음악  

특징

번호(Wq.)
(연도)

마디수

(조성)
형식과 음악  

특징

/ / /
112.8(•)
(1765)

12
(B♭)

단순한 진행

(부 , 장식음, 
다감  성격)

/ / /
112.15
(1765)

1
(F)

arp.와 분산음형

/ / /
113.3(•)

(1766)
7

(d)

단순한 진행

 (화려한 오른손 

패세지) 

/ / /
114.7
(1766)

1
(d)

arp.와 분산음형

/ / /
117.11(•)
(1770)

14
(G)

단순한 진행

 (화려한 오른손 

패세지) 

/ / /
117.12(•)
(1770)

14
(d)

단순한 진행

 (화려한 오른손 

패세지) 

/ / /
117.13
(1770)

1
(g)

분산, 반음계, 
스 일, arp. 

recit. 인 패세지들

(•): 교육용으로 보이는 악곡, 

★ : 유형Ⅲ 가운데 즉흥  음형도 많이 내포하는 악곡

+ : ‘포함’을 의미

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타지아의 기 형태인 Ⅰ과 Ⅱ 유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유형Ⅲ은 J. S. 바흐의 경우처럼 공통 으로 변

주 형식의 결합을 일 되게 보여주는 가운데 2부분 는 3부분 형식과 

론도 형식이 지배 이다(3부분 형식-9곡, 론도 형식-5곡, 2부분과 순환 

2부분 형식-2곡). 특히 W. F. 바흐의 경우 유형Ⅲ이 10곡  8곡(80%)을 

차지하는 가운데 그 반이 모방 기법을 포함하고 있는 에서 부친의 

타지아를 상당 부분 그 로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부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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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게 템포와 음형에서 별로 두드러진 조를 보이지 않는 단순한 

악곡(F.22, 14, 17, 18)과 조와 다양성이 포함된 악곡(F.20, 16, 19, 23)

으로 나 어지는데, 이런 구분이 시간  흐름과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다감 양식’의 출 ･발 과도 깊은 련이 있기는 하지만, 반 으로

는 부친의 타지아와 유사하다.16) 

다음은 후자에 속하는 네 곡들  F.16의 일부를 보여 다. 

<악보 8> W. F. 바흐, Fantasia c-moll, F.16.

① a(마디 1-3), a′(마디 45-47), a″(마디 114-119).

16) 다감 양식이란 1750-1770년 의 북부 독일을 심으로 활동한 W. F. 바흐, C. P. 

E. 바흐, 크반츠(Johann Joachim Quantz, 1697-1773), 벤다(Franz Benda, 1709-1786) 

등의 작곡가들에 의해 표되는 음악 양식으로 격정 이거나 변덕스러운 감정표

을 추구한다. Donald J. 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New York, London: W･

W･Norton, 1988),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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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마디 17-23), b′(마디 55-62).

의 악보에서 각 변주의 시작 부분 a, a′, a″는 조성(c⟶E♭⟶g)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고, b와 b′ 한 코랄 풍의 아르페지오 

음형을 그 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의 J. S. 바흐 타

지아 들(악보 6, 7)을 그 로 연상시킨다. 

유형Ⅲ에 속하는 마지막 곡 F.23의 경우에는 아직도 모방 진행을 포

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형 Ⅳ로의 과도기  특징도 보인다. 즉, 빠르기

의 변화와 음형의 조뿐만 아니라 무마디 의 변화로운 즉흥  패시

지들도 선보인다(시기 으로는 이미 C. P. E. 바흐의 타지아에서 선

보인 것). 다음은 이 악곡의 A와 B의 일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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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W. F. 바흐, Fantasia a-moll, F.23.

① 형식(A  B  ⟶A A′B B′)  A의 시작부분.

② B의 모방 부분 (마디 17-21)

A는 무마디 의 자유즉흥 인 부분으로 무언가를 갈망하듯이 숨차

게 상행하다가 페르마타로 멈추어 선 후 빠른 스 일 진행으로 하강한

다. 그리고 화성 으로 풍부한 Adagio의 다감  선율과 Allegro의 읊조

리는 듯한 즉흥 인 패시지가 조를 이룬다. 그러나 규칙 인 마디

과 함께 2성부로 모방 진행하는 B는 아직 J. S. 바흐의 유형Ⅲ에서 두드

러졌던 특성을 그 로 보여주고 있다.

C. P. E. 바흐의 유형Ⅲ 타지아도 8곡에 이르지만, W. F. 바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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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은 그 비 이 그의 체 타지아  반에 못 비치는 정도

(40%)인 것과 Wq.63.6(1753)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감 양식의 쇠퇴기인 

1780년 에 나타나는 것이다. 즉, 그의 경우는 기인 1750-1770년 에

는 다감양식의 유행과 함께 ‘자유즉흥 양식’(유형Ⅳ)에 집 한 반면, 이

런 양식이 쇠퇴하는 1780년 에 뒤늦게 유형Ⅲ이 등장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음악  특징에서도 모방 진행은 거의 사라지고 변주의 비

과 즉흥성은 상 으로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유형Ⅲ의 8곡 

 마지막 작품으로서 죽은 해에 작곡된 Wq.67의 시작부분(A)인데, 론

도 형식 안의 변주 형식이 W. F. 바흐보다 더 세 하게 결합되어 있는 

동시에 즉흥성과 다감성도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 다.

<악보 10> C. P. E. 바흐, Fantasia C-Dur, Wq.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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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보를 보면, 첫 두 마디에서 짧은 동기  음형이 제시된 직후 

마디 이 사라지면서 치타티보 인 자유로운 패세지가 ‘p’와 ‘f’의 교

와 함께 연속 으로 변주되며 등장하고,  곧 다른 리듬형이 출 하

는 등 즉흥성이 매우 변화무 하다. 그러나 ‘3d’에서 이런 진행이 다시 

변주로 재등장하면서 형식  틀도 고려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즉, 

즉흥성이 변주를 통해 효과 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Ⅳ는 W. F. 바흐의 경우에는 두 곡(F.15, 21)인 반면 

C. P. E. 바흐의 것은 반(10/18곡) 이상이 이 유형에 속한다. W. F. 

바흐의 두 곡은, 양 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유형의 곡들보다 

큰 규모로 되어 있고 치타티보와 아르페지오 등의 즉흥  음형과 다

감 양식  선율, 그리고 모방 기법 등의 다양한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F.15는 424마디에 이르며, F.21의 경우는 그의 작품  자유즉흥 양식이 

가장 돋보이는 작품이다. 다양한 성격의 선율들과 빠르기의 조로 극

 분 기가 고조되어 있는데, 구성이 Furioso – Recitativ – Furioso – 

Andantino – Grave – Prestissimo – Andantino – Recitativ – Andantino 

– Recitativ – Andantino – Recitativ – Andante – Prestissimo – Grave 

– Largo – Furioso로 매우 변화무 하다. 다음은 이 곡에서 동일한 빠르

기말이나 나타냄말을 가진 부분들의 일부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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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W. F. 바흐, Fantasia c-moll, F.21.

① Furioso : 마디 1-3, 16-18, 174-176.

② Andantino : 마디 30-35, 84-89,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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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Grave : 마디 48-50, 163-166.

④ Recitativ : 마디 7-9, 90-91, 107-108.

의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그룹들은 조성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단 치타티보 부분만 상 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이

처럼 즉흥성이 강조된 부분마 도 역시 마디 은 존재한다. 즉, W. F. 

바흐의 유형Ⅳ는 변화무 한 부분들의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각각은 아직도 변주의 틀을 거의 그 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유형Ⅳ에 속하는 C. P. E. 바흐의 타지아는 연습곡 성격의 교

육용으로 보이는 악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디 이 사라져 있다. 10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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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지아는 세부 으로 서주의 기능을 하는 타지아로서의 J. S. 

바흐 타지아(BWV 944)를 연상시키는 1곡(Wq.119.7, 19마디), 교육

용으로 보이는 5곡(Wq.112.2, 112.8, 113.3, 117.11, 117.12), 체 악곡

에서 마디  없이 진행되는 “ 리 타지아”17)에 해당하는 4곡(Wq. 

117.14, 112.15, 114.7, 117.13)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다음은 이 4곡 

 그가 자신의 이론서에 자유즉흥 양식의 로서 제시한 Wq.117.14 

악곡 체이다.

<악보 12> C. P. E. 바흐, Fantasia D-Dur, Wq.117.14.

17) 리 타지아는 C. P. E. 바흐가 직  언 한 명칭으로 그의 이론서에서 “다른 악

곡에서 사용하는 마디 분할과는 다르게 규칙 인 마디 분할이 없고, 기존의 악곡들

보다 다양한 조성으로 조된다. 하지만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 시작과 끝의 조성이 

동일해야 하며, 박자표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보통 4/4박자로 연주하며, 단조로운 음

색을 피하고 반음계  진행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C. P. E. Bach, Essay 

on the True Art of Playing Keyboard Instruments, Translated & Edited by William 

J. Mitchell (New York, London: W･W･Norton, 1949),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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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곡은 빠르게 상･하행하는 기교 인 스 일 진행과 즉흥  성격

의 아르페지오의 조가 반복 으로 변주되며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사실 마디 이 없다는 것 외에 이와 같은 진행 자체는 J. S. 타지

아와 별로 다르지 않다(악보 6의 ②). C. P. E. 바흐의 리 타지아는 

이 악곡 외에 3곡이 더 있는데, 이  2곡은 역시 시곡 수 의 단순한 

곡이고 나머지 한 곡인 1770년도의 Wq.117.13은 이러한 양식의 진수를 

보여 다. 다음은 이 악곡의 시작부분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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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C. P. E. 바흐, Fantasia g-moll, Wq.117.13,18) 악곡의 반부분.

 

의 악보를 보면 조 인 성격을 가진 2개의 음형(a¹, b¹로 표시)으

로 시작한다. a¹은 넓은 음역에 걸친 상행 방향의 펼침 화음 형태이고, 

이후 변주 반복(a²) 된다. 뒤이어 매우 조 으로 머뭇거리는 듯한 3도 

하행으로 시작되는 ‘b¹’과 이것의 변주(b²)가 왼손의 반음계를 포함하는 

오른손의 싱커페이션 음형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a¹과 b¹ 음형의 

18) Musikalisches Vielerley (no.7), Hamburg: Michael Christian Bock,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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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J. S. 바흐나 W. F. 바흐에서 볼 수 있었던 

변주의 한계를 훨씬 뛰어 넘는 즉흥성이 두드러져 있다. a³의 경우 즉흥

인 화려한 패시지로서의 성격은 유지되나, 하행 스 일로 음형 패턴

이 변하고 반복변주도 없다. b³부분 한 b¹의 시작부분에서 나타나는 

하행 진행은 사라지고 b¹의 리듬  요소만 존재하는 정도이다. 변주 b⁴ 

한 음형의 3도 복과 장식음의 등장, 반음계  진행이 사라진  등 

b²와의 공통 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변해 있다. 짧은 경과  패시지 이

후  다시 a¹이 변주 재 되는데( a⁴, a⁵) 코랄풍의 아르페지오는 a¹의 

펼침 화음을 연상하게 하지만 조성이 연속 으로 변화하고 길이도 확

장되어 있으며 b⁵ 한 반음계  진행의 방향이 바 어 나타나는 등 

b¹과 b²의 여러 요소가 자유롭게 결합되어 있다. 다음은 동일한 악곡의 

후반부를 보여주는데, 새로운 요소도 등장한다. 

<악보 14> C. P. E. 바흐, Fantasia g-moll, Wq.117.13, 악곡의 후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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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에서는 앞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 즉 긴 음가

의 화음으로 정지되는 치타티보  진행들이 조되는 다이나믹과 함

께 극음악  분 기도 연출한다. 그리고 이후 진행에서의 시각 인 흥

미까지 불러일으키는 경과구  패시지(  악보의 제3단) 등도 C. P. E. 

바흐 자신이 언 했던 ‘ 리 타지아’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Ⅳ. 나가면서
 

건반 타지아의 형을 성립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한 J. S. 바흐

의 작품을 체계 으로 정리한 후에 그 음악  유산을 바탕으로 W. F. 

바흐와 C. P. E. 바흐의 타지아를 4가지 양식  유형으로 나 어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J. S. 바흐는 16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유형 Ⅰ(일 모방 

양식의 BWV 917, 1710년 이 )과 Ⅱ(즉흥-모방-즉흥의 3부분을 가진 

토카타 양식의 BWV 922, 1714년 이 )를 그의 활동 기에 그 로 

는 상당히 복잡하게 구조화시킨 형태로 선보이다가, 차차 당 의 형식

들을 즉흥  뉘앙스를  수 있는 변주 형식과 결합시킨 유형Ⅲ을 거쳐 

자유즉흥 양식의 유형Ⅳ도 고안해낸다. 유형Ⅳ의 두 곡 가운데 하나로

서 토카타 풍의 서주, 코랄풍의 아르페지오, 치타티보, 반음계  화성

으로 진행하는 코다로 이어지는 변화무 한 ≪반음계  환상곡≫은 당

의 그 어느 작곡가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타지아의 새로운 

이정표이다.

W. F. 바흐의 10곡과 C. P. E. 바흐의 18곡은 모두 유형Ⅲ 는 Ⅳ에만 

해당되는데, 당 의 새로운 양식들, 특히 다감 양식이 요하게 취 되

어 있고, 처음으로 무마디 의 변화로운 즉흥  패시지들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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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의 유형Ⅲ 타지아는 같이 8곡이지만, C. P. E. 바흐의 경우는 

그의 기에 속하는 1750-1770년 에 다감양식의 유행과 함께 ‘자유즉

흥 양식’(유형Ⅳ)에 더 집 한 반면, 이런 양식이 쇠퇴하는 1780년 에

야 뒤늦게 유형Ⅲ의 타지아들을 내놓는다. 따라서 유형 Ⅲ에 속하는 

W. F. 바흐의 타지아들에서는 아직도 모방  짜임새가 비  있게 나

타나지만, 시기 으로 뒤에 속하는 C. P. E. 바흐의 곡들에서는 모방 

진행은 거의 사라지고 즉흥성은 상 으로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무

마디 의 경우만 해도 W. F. 바흐는 1곡이지만 C. P. E. 바흐는 체 

8곡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W. F. 바흐와 C. P. E. 바흐 타지아의 

근본 인 차이 은 유형Ⅳ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2곡과 10곡이라

는 분량의 차이만이 아니다. W. F. 바흐 타지아에서는 치타티보, 

아르페지오 등의 즉흥  음형과 다감 양식  선율 그리고 모방 기법 

등의 다양한 성격의 선율들과 빠르기의 조로 변화무 한 진행을 보

여주기는 하나, 각각은 아직도 변주의 틀을 거의 그 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C. P. E. 바흐의 타지아 , 특히 Wq.117.13은 변주의 한계를 

훨씬 뛰어 넘는 즉흥성과 조뿐만 아니라 긴 음가의 화음으로 정지되

는 치타티보  진행들이 조되는 다이나믹과 함께 8차례에 걸쳐 등

장하며 음악외 인 내용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등 타지아 양식의  

다른 경지를 보여 다. 이와 같은 C. P. E. 바흐의 타지아가 모차르트

와 베토벤 타지아의 출발 이 되고 19세기의 작곡가들에게도 감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주 제 어 타지아, J. S. 바흐, W. F. 바흐, C. P. E. 바흐, 변주형식, 

자유즉흥 양식, 다감양식 

Fantasia, J. S. Bach, W. F. Bach, C. P. E. Bach, variation, 

Free-Style, Empfindsamer S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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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Fantasias between 
W. F. Bach & C. P. E. Bach

Young Kim

Fantasia is considered as a genre or a musical composition that 

incorporates a contemporary composer’s creative imaginative power with 

a free or improvisatory nature or different styles. During the late 16th 

century, fantasia was composed in ‘points-of-imitation style’ in which it 

expressed at most freedom, but it much strengthened freedom over time.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fantasia was alternatively replaced by the 

comtemporary improvisatory styles such as ‘toccata’ and ‘capriccio’. 

Nonetheless, fantasia as keyboard music not only retained its life by J. 

S. Bach but also became a milestone for the following development. W. 

F. Bach and C. P. E. Bach solidified the achievement of J. S. Bach to 

establish the typical type of fantasia for the keyboard music. Namely, 

fantasia established by both W. F. Bach and C. P. E. Bach influenced 

Mozart’s and Beethoven’s fantasias, as well as 19th century composers. 

Although fantasia established by both W. F. Bach and C. P. E. Bach 

were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studying a type of keyboard fantasia, 

few existing studies have not systematically investigated fantasias 

established by J. S. Bach and his two sons. In other words, the existing 

studies did not discuss 10 fantasias composed by W. F. Bach in depth 

at all, and even C. P. E. Bach’s fantasias were slightly dealt with the 

definition of fantasia mentioned in his own theoretical book and 

fundamental improvisatory attributes at most. Therefore,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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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s to examine J. S. Bach’s fantasia thoroughly, and it employs 4 

stylistic types resulting from the analysis of J. S. Bach’s fantasias to 

comparatively analyze both W. F. Bach and C. P. E. Bach’s entire 

keyboard fantasi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