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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쇼스타코비치(Dmitri Dmitriyevich Shostakovich 1906~ 1975)는 소

련 출신의 작곡가로서, 당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정치적 노선에 영

향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그의 작품인 『므첸스크의 맥베드 부인』은 스

탈린으로부터 ‘형식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쇼스타코비치는 『교향곡 제 5번』을 작곡하였고, 이 곡의 초연 

당시 정치수뇌부의 찬사를 받았다. 이후로도 독재정부의 간섭이 계속되

었으며 쇼스타코비치는 이러한 압박에 순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

의 리얼리즘에 충실하지 않는 음악을 작곡함으로서 이중적인 입장을 보

였다. 이러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적 양면성은 사회주의 체제와 스탈린

의 독재정치를 겪으며 형성되었고 이것은 훗날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 c# minor는 이러한 정치

적인 이유로 인한 양면성은 나타나지 않으나 기법적인 양면성이 드러난

다.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에서 고전적인 

협주곡 양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곡 내부의 음악적 요소들을 쇼스타코

비치 자신의 고유한 특징들로 구성하였다. 그 특징 중 하나는 그의 독일

식 이름에서 고안된 DSCH 동기이며, 이것은 여러 방식으로 변형되어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한다. 또한 가장 잘 어울리는 완전음정을 활

용해 무조성을 드러내는 것도 음악적 양면성을 더욱 깊게 만드는 특징이

다. 그 밖에 선법, 더블링, 행진풍의 리듬과 더불어 패러디의 흔적을 찾

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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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은 카덴차가 위치하는 지점이 고전 협주곡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협주곡의 제 1악장에서는 소나타 형식의 재현부 전이나 코다 전에, 제 

2악장은 카덴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코다 전에, 제 3악장은 7부분 론도

(A-B-A -C-A-B-A)를 예로 할 때 C부분 아니면 마지막 A의 코다 

전에 카덴차가 위치한다. 그러나 쇼스타코비치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

에서 벗어나 제 1악장의 재현부 시작부분, 제 2악장의 중간, 제 3악장은 

7부분 중 3번째 A부분의 시작에 카덴차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은 c# minor의 조

성에 뿌리를 두었으나 무조성의 음계와 선율들을 사용하고, 고전적 형식 

내에 현대적인 울림이 어우러진 양면성을 지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 쇼스타코비치, 양면성, 바이올린 협주곡 2번, DSCH 동기,  

        무조성, 카덴차

학  번 : 2017-2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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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17년 ‘볼셰비키 혁명’1)으로 인해 ‘소비에트 연방’2)이라는 사

회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 당시 집권하던 레닌

(Vladimir Il'ich Lenin)의 의문사와 함께 스탈린(Stalin, 본명은 Iosif 

Vissarionovich Dzhugashvili)의 독재정치가 시작되었다. 쇼스타코비치

(Dmitri Dmitriyevich Shostakovich 1906~1975)는 이러한 소련의 혼

란했던 정치적 역사와 맞물려 있는 작곡가이다.

 당시 스탈린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탄압하고 모든 분야의 글이나 작

품들을 검열하였으며, 정부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이 천명했던 사회주의 리

얼리즘3)에 따라서 체제선전용 작품을 내놓는 한편, 본인의 사상과 개

인적인 목적을 위한 작품을 동시에 쓰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은 쇼스타코비치 만년의 곡으로서, 바이올

리니스트 오이스트라흐(David Oistrakh)의 생일을 기념한 작품이다. 이 

곡은 전통적인 협주곡 양식을 적용하였으나 내용은 작곡가 특유의 서정

성이 드러나며 또한 사색적이고 의미심장한 작품이다. 

1) 레닌의 주도로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으로써 당시 러시아 제국이 사용
하던 율리우스력에 따라‘10월 혁명’이라고도 한다.

2) 공식 국가 명칭은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 - 한글로는 ‘소
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나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는 명칭
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후로 ‘소련’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다.

3) 1932년 ‘소련 연방 예술가’에 의해 채택된 창작방법론이다. 이 지침에서 벗어난 
작품은 ‘형식주의’로 몰려 사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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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이해하고 실제 연주에 필요한 해석

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먼저 그 당시 정치 사회적 구조가 쇼스타

코비치의 생애와 작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탐색하고, 쇼스타코비치

가 그의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했던 작곡 기법들과 특징들을 토대로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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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쇼스타코비치의 생애와 작품배경

 1. 소련과 쇼스타코비치

 쇼스타코비치는 기술자였던 아버지(Dmitri Boleslavovich Shostakovich)

와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Sofiya Vasilievna Kokoulina)의 슬하에서 자

랐다. 쇼스타코비치는 9세 때부터 어머니 소피아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

작하였는데, 소피아는 그의 아들이 작곡에도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뒤, 자신의 페테르부르크 음악원 시절 지도교수였던 로자노바(Elena 

Rozanova)에게 쇼스타코비치를 보냈다. 그 후, 쇼스타코비치는 13세가 되

던 해에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입학하여 작곡학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가 태어난 1906년부터 음악대학 입학의 해인 1919년까지는 세계 1

차 대전, 그리고 2월 혁명, 레닌의 10월 혁명까지 러시아 역사책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기로서, 그의 어린 나날의 기억들은 훗날까지 그의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한다. 

“우리 가정은 제1차 세계대전, 2월 혁명, 10월 혁명과 연이어 터지는 사

회적 사건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이 연대에 썼던 내 작

품에서 이미 무언가 실생활을 담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러한 ‘실생활을 담고 싶다’는 어린 마음으

로 만든 작품에는 피아노 소곡 《병사》, 《자유의 찬가》, 《혁명의 희

생자에게 바치는 장송 행진곡》이 있다." 4)

4) 음악세계 편집부,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26 : 쇼스타코비치』, 음악세계, 2004,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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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군대, 사회주의 체제 등에 대한 관심은 이와 같이 쇼스타코비치의 

유년시절부터 생겨난 것이었다.

 한편, 19살의 어린 나이에 『교향곡 제 1번』을 작곡하고, 제 1회 쇼

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도 참가하여 입상하는 등 예술가로서 입지를 다

져갔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쇼스타코비치는 얼마 안 되어 스탈린이

라는 독재자와 맞닥뜨리게 되며 그의 예술인으로서의 행보가 크게 변하

게 되었다.

 독재국가, 혹은 제 3자들에 의해 독재국가의 형태로 보이는 곳들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국가 지도자보다 더 많은 주목을 끌거

나 찬사를 받는 행위는 지도자에 대한 도전 혹은 국가에 한 도전으로 보

였기에, 국가와 지도자에 앞서는 종교는 그들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5)6) 이러한 환경의 독재국가에서 당시 예술가들은 어떤 입장이었

을지 쇼스타코비치를 통해 알아보겠다.

 쇼스타코비치의 곡들은 당시 브루노 발터(Bruno Walter), 레오폴드 스

토코프스키(Leopold Stokowsky)같은 위대한 지휘자들에 의해 순식간에 

유럽의 중심부를 강타하고 그의 나이 30대가 되기도 전에 멀리 미주 대

륙까지 그의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다. 소련 내에서도 작곡가 쇼스타코비

치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는 중이어서 여러 악기 연주자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작품들이 그의 젊은 시절에 

작곡될 수 있었다. 

5) 송희영, 「히틀러의 신격화와 종교 박해 - 히틀러의 우상화 <의지의 승리> 및 종교
탄압과 기독교의 저항운동」,『독어교육』,73호, pp.299~320.

6) 솔로몬 볼코프, 『증언』, 김병화 역, 온다프레스, 2019, 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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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혁명(1917) 이후 미래파, 입체파 등의 새로운 물결의 예술 

사조들이 러시아로 대거 들어와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형성하며 잠시 

동안 러시아의 예술이 번성하게 되었다. 레닌은 이 같은 현상에 관대하

였으며 당시 쇼스타코비치는 힌데미트, 크셰넥 등의 작곡가의 영향을 받

았다.7)

 그러나 1932년 스탈린이 집권한 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당의 기

본 방침으로 채택하여 예술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물은 비판당해 없어지거나 작품의 제작자가 “사라지게”(솔로몬 볼

코프, 2018) 되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란 모든 예술 분야에 적용되

며“인민 대중의 가장 절실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예술가가 인민 

대중의 …… 복지에 얼마나 공헌했는가에 따라 평가하는”8) 창작의 기

본이다.

 이러한 독재정치세력 하에서 결국 예술가는 본인이 추구하는 예술세계

로의 행로를 포기하고 독재자가 원하고 좋아하는 예술 스타일을 강제로 

접목시켜야 하는 현실에 마주하게 된다.9) 즉 당시 소련 예술가들은, 창

작하는 작품의 품질과 내용은 아주 좋아야 하나 스탈린이 선호하는 예술 

감성을 살려야 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국가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

를 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살아남아야 했다.10) 쇼스타코비치 또한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예술가였기에, 독재정권의 의도를 따르는 입

장을 취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그의 음악적 개성을 전부 포기하지는 않

7) 채혜연, 『20세기 전반기 소련의 음악』, 서울대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2005, 
p. 116

8) 『Masterpiece 대사전 III』, 한국이데아, 2006
9) 20세기 작곡가 연구회, 『20세기 작곡가 연구 Ⅲ』, 음악세계, 2003, pp.169~171.
10) 솔로몬 볼코프, op.cit., pp.54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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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므로, 그의 작품들에는 그만의 일관된 특징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스탈린 사후(1953년) 흐루쇼프(Nikita Khrushchyov)가 정권을 이어

받으면서 정치적 해빙기가 존재하였으나 사회주의 체제는 남아있었다. 

흐루쇼프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 13번 : 바비 야르(Babi yar)』

에서 베이스와 합창 파트의 가사를 문제 삼았다. 쇼스타코비치는 이 곡

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그 가사를 수정해야만 했고 그 외에도 스탈린의 

독재정권 시절 금지곡이었던 자신의『므첸스크의 맥베드 부인』(Lady 

Macbeth of Mzensk)등의 작품들도 금지 사면을 위해 일부 수정해야 

했다. 그리고 쇼스타코비치 본인은 가정사와 개인적인 문제에 직면하였

다. 오른손에 지병이 생겨 더 이상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었고, 첫 번째 

부인이 죽은 뒤 두 번째 부인과도 이혼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보내었다.

 세 번째 부인을 맞으면서 정서적 안정을 되찾았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를 정신적으로 괴롭힐 수는 없었”다.(20세기 작곡가 연구회, 2003)

쇼스타코비치는 더 이상 정부 선전용의 작품에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았으

며 죽기 직전까지 창작열을 불태워 많은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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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작품과 작품세계

 음악사에 족적을 남긴 많은 작곡가들과 비교해 볼 때 쇼스타코비치의 

작품 개수는 꽤 많은 편에 속한다. 그는 15개의 교향곡을 작곡하였고,  

15개의 현악 4중주, 6개의 협주곡, 10개 이상의 현존하는 교향악 모음

곡, 그 외에도 10개 이상의 영화 음악 등 Opus 작품 번호 기준으로만 

147개의 작품을 썼다. 

 이 중에는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초연이 미뤄졌던 『교향곡 제 4번』

이나 『교향곡 제 2번』,『교향곡 제 3번』,『교향곡 제 10번』등과 같

은 아방가르드적 작품들도 있고, 본인의 음악어법과 정치수뇌부의 의견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던 『교향곡 제 5번』, 『교향곡 제 7번』등의 작

품들도 있다. 또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제 1, 2번』, 그리

고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축전서곡』,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제 2번』과 같은 조성 음악까지 다양한 양식의 작품들

도 있다. 

 쇼스타코비치의 학창시절 주요 작품은 『교향곡 제 1번』이다. 이 곡은 

당시 작곡 담당 교수 슈타인베르크(Maximilian Steinberg) 문하에서의 

졸업 작품이었고, 니콜라이 말코(Nikolai Malko)가 소련 최고의 교향악

단 중 한 곳인 레닌그라드 필하모닉과 초연하였다. 

 1928년 스탈린에 의해 주도된 소련 국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1차 기

간이 시작되면서 문화 및 예술계에도 변화의 물결이 들어왔다. 예술 창

작가들은 추상적이고 본인의 개성이 묻어난 작품들이 아닌, 직접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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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인 예술 작품을 창작할 것을 강요받았고, 또한 작품을 국가사상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숙청되기도 하였다.

     “…1939년까지 7만명 이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되고 그 중

      수많은 사람들이 사살되었다.”11)

 쇼스타코비치는 1934년에 발표한 오페라 『므첸스크의 맥베드 부인』

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정치세력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12) 당 기관지인 프라우다(Pravda)에 “음악이 아니라 혼돈”이

라는 제목과 함께 서방의 형식주의적 성격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들

어맞지 않는다는 사설이 적힌 것이다. 그래서 쇼스타코비치는 초연을 코

앞에 둔 『교향곡 제 4번』의 공연을 취소하고, 『교향곡 제 5번』의 

작곡 진행에 박차를 가해 완성시킨다. 이 『교향곡 제 5번』은 쇼스타코

비치의 이전 작품들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고, 강한 조성적 느낌, 러시아 

민족의 강인함을 나타내는 힘찬 분위기 등의 요소 덕분에 스탈린 및 정

치수뇌부도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대중들의 열광적인 반응 또한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를 피하여 해외로 망명을 선택한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프로코피에프(Sergei Prokofiev),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등의 다른 소련 출신 작곡가들과 달리 쇼스타코비치는 

본인의 작풍을 변화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조국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진정으로 사회주의 체제와 스탈린을 찬양하는 곡들을 작곡한 것이 진실

11) 20세기 작곡가 연구회, op.cit., p.170
12) 스티브 존슨, 『쇼스타코비치는 어떻게 내 정신을 바꾸었는가』, 김재성 역, 풍월

당, 2019, 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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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아니면 압박을 이기지 못 하고 써 낸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지

금도 논쟁 중이다.13)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1년,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의 

고향인 레닌그라드가 독일군에 포위당하여 도시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살아있는 시민들 및 군인들을 위해 『교

향곡 제 7번 : 레닌그라드(Leningrad)』를 작곡하여 전쟁 중에 발표하

기도 했다. 이 작품으로 인해 쇼스타코비치는 소련의 대내외적 선전용 

작곡가로 자리매김하여 그의 위상이 높이 올라갔다.

 그는 자신이 직접 연주한 『피아노 협주곡 제 1번』을 제외한 나머지 

협주곡 5곡을 자신의 주변 인물들에게 헌정하였다. 이 5곡 모두 스탈린 

사후에 초연되었다. 이 중 바이올린 협주곡 2곡은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David Oistrakh)를 위해, 첼로 협주곡 2곡은 므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

비치(Mstislav Rostropovich)를 위해,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제 2

번』은 자신의 아들인 막심(Maxim Shostakovich)의 19세 생일을 맞아 

작곡하였고, 막심은 모스크바 콘서바토리에서 자신의 졸업연주로 이 곡

을 초연하였다.

13) 20세기 작곡가 연구회, op.cit.,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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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이올린 협주곡 2번

 고전시대의 협주곡 및 3악장 구성의 거의 모든 곡들은 빠른 악장 - 느

린 악장 - 빠른 악장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다. 그 후 낭만시대가 무르

익어가면서 협주곡의 악장 구성도 조금씩 고전시대의 유산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 2번』이 있

는데, 매우 긴 길이로 유명하고 일반 교향곡과 같은 4악장 구성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근대 음악으로 넘어오면서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이나 월튼의 『비올라 협주곡』 같이, 3악장 구성임에

도 느린 악장 - 빠른 악장 - 느린 악장의 구성을 갖춘 곡들이 등장하

였다.

 그의 협주곡 6곡 중 3곡은 4악장 구성이다. 흥미롭게도 각 악기의 협

주곡 1번들 즉,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바이올린 협주곡 제 1

번』, 『첼로 협주곡 제 1번』 모두 4악장 구성이다. 각 협주곡 1번의 

3악장에는 솔로 카덴차가 있고, 3악장의 카덴차에서 곡이 멈추지 않고 

4악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점까지 일치한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협주

곡 2번들은 모두 3악장 구성으로 비교적 짧다.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은 1번 협주곡과 마찬가지

로 바이올리니스트인 오이스트라흐에게 헌정되었고 그에 의해 초연도 진

행되었다. 특히 이 곡은 오이스트라흐의 60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쇼스

타코비치가 준비한 선물이다. (그러나 그 해는 60번째가 아닌 59번째 

해였다.)14) 

14) D. Shostakovich, Violin Concerto No.2, Hans Sikorski, 198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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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al interest is minimal, ……, and the results as effective 

as ever.(Norman Kay, 1968) 이 문장은 『바이올린 협주곡 제 2

번』에 대한 총평이라고 할 수 있다. 악장별로 소나타형식, 세도막형식, 

그리고 론도형식을 취함으로써 실험적 정신의 작품이 아닌 전통적인 3

악장 구성의 협주곡임을 보여주는 반면, 독주 악기가 화려하게 돋보여야 

되는 협주곡이라는 장르에서 내면적인 성찰이 두드러져 서정성이 돋보이

게 된다. 이런 독특한 면에서 『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과 비교되는

데, 1번 협주곡이 기술적 어려움과 화려함을 가졌다면 2번은 아름다운 

선율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15)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은 고전적

인 틀과 번득이는 내용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이제 쇼스타코비치가 사용했던 전형적인 작곡 기법들을 알아보고자 한

다. 사실 이전의 많은 작곡가들의 음악처럼, 쇼스타코비치의 음악도 듣

는 사람이 바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이라고 알아챌만한 특징들이 많다. 

이러한 특징들이 쇼스타코비치의 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

용되었는지 알아보겠다.

15) G. Abraham 외 4명The new grove : Russian Masters 2, Papermac, 
1986,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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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바이올린 협주곡 2번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

 1. 완전 5도

 완전 5도 음정은 음악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

이기에 어느 특정한 작곡가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는 힘들지

만, 쇼스타코비치는 이 완전 5도 음정으로 독자적인 방식의 사운드를 연

출해내었다.

 완전 5도의 고유한 특징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다. 아래는 배음렬을 나

타낸 악보이다. 

<악보 1> 배음렬

배음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이웃된 두 음의 불협화 정도는 위 악보의 

왼쪽에 위치할수록 가장 낮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있을수록 불협화 정도

는 증가한다. 즉 맨 왼쪽 완전 8도는 가장 잘 어울리고, 그와 반대로 배

음렬에서 가장 최후에 등장하는 2도 음정들은 불협화음의 대표주자이다. 

이 중 음 이름이 같은 음들로 구성된 1, 2번 음간의 음정을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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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분류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협화 09 98 15 96 89 13 99
불협화 91 02 85 04 11 87 01

사각형 표시된 완전 5도는 가장 잘 어울리는 서로 다른 두 음이다. 

서로 다른 역할의 성부끼리의 완전 5도 병행을 금지시킬 만큼 완전 5도 

음정은 그 자체로 잘 어울린다.

  (1) 완전음정의 paradox

 다음 표는 필자가 예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시행해온 설문의 중간 결과

이다. 특정 음정들을 들려주기만 하고 악보를 보여주거나 음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설문대상자에게 각 음정이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였다.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습득한 

사람들은 음정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문 대상의 대다수를 

음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로 선택하였다. 

<표 1> 음정에 대해 느끼는 감정 (단위 : %, 소수점 아래 반올림)

누적 실험자 : 40여명, 누적 실험 음정 표본 1500여개.

 음정은 각자의 전위된 음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3도(도->미)의 

전위 음정은 6도(미->도)인 것처럼 8도 이하의 모든 음정을 전위음정

과 함께 짝 지을 수 있다. 그 짝들은 당연히 성질도 동일하며, 불협화 

정도에 있어서도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표 1을 이 음정 짝 별로 

분류를 다시 해 놓은 다음 표 2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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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분류 1도 8도 5도 4도 3도 6도 7도 2도

협화 100 99 96 15 98 89 13 09

불협화 00 01 04 85 02 11 87 91

<표 2> 음정 짝들에 대한 감정 비교 (단위 : %, 소수점 아래 반올림)

 설문 조사에서 감 5도 혹은 증 4도는 제외한 결과이다. 평균적으로 3

도 음정에 대한 우호도가 5도 음정보다 다소 높았다. 누군가에겐 옥타브

가 불협화음으로 들렸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단 2도 마저 협화음으로 

들렸다는 것까지 모두 이해를 하려 해도, 증 4도를 제외하고 완전 4도

로만 진행한 설문에서 대다수가 완전 4도를 불협화음으로 느꼈다는 것

은 우연이 아니다. 

 3화음에서 완전 4도 음정이 가장 아래 위치하는 경우는 제 2전위 형

태, 즉 4ᆞ6화음이다. 그리고 예부터 음악가들은 4ᆞ6화음의 울림이 불

안정하다고 여겨 이 화음을 비화성음으로 처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함으로써, 그 화음이 음악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

렇듯 완전 5도는 그 자신과 성질이 확연이 다른 전위 음정인 완전 4도

를 발생시키는데, 쇼스타코비치는 이러한 대비되는 성질과 2전위 화음의 

용법 제한 등의 음악적 위험요소들을 지나쳐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이 두 

음정을 나란히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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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방식의 완전 5도 활용

 당구의 한 종목인 8볼, 흔히 포켓볼이라고 불리는 종목은 각자에게 주

어진 각 7개씩의 공을 구멍에 집어넣고 추가로 마지막 공 하나를 넣으

면 이기는 게임이다. 그러나 게임이 시작할 때에 아무도 그 어느 공도 

넣지 못한 상태를 ‘오픈상태’라고 하여, 어떤 선수가 어떤 7개의 볼을 

넣어야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악보 2> 화음의 오픈상태

 

 완전 5도는 두 종류의 3화음 즉, 장 3화음과 단 3화음을 모두 포함하

고 있으며, 그 완전 5도 사이에 3음이 어느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 화음의 성질이 정반대의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

하면 완전 5도 음정을 이루는 악보 2의 맨 왼쪽 화음은, 두 번째 화음

처럼 장 3화음일지, 마지막 화음처럼 단 3화음일지 정해지지 않은 ‘화

음의 오픈상태’라고 할 수 있다. 

 3음이 빠진 두 음은 실용음악의 영역에서 파워 코드(Power 

Chord)라는 이름의 특정 음악적 재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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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a> Power Chord 예시

     

    

<악보 3b> Power Chord's Progression on C7 chord

 파워코드의 개념을 클래식 음악으로 옮겨오면 ‘3음이 생략되었다’라

고 표현된다. 3음 생략은 직설적으로 조성 감각을 제공하지 않고 조성을 

숨기며 곡을 진행할 수 있는 음악적 재료이다. 아래 악보부분은 쇼스타

코비치 『교향곡 제 11번』의 시작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3음이 등

장하지 않아 정확한 조성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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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 11번』 오프닝

 2. DSCH 동기

 쇼스타코비치의 영어 이름은 Dmitri Shostakovich이지만, 독일식 이름

은 Dmitri Schostakowitsch이다. 그리고 쇼스타코비치는 그의 독일어로 

된 이름에서 착안하여 D. SCH(-ostakowitsch 생략)라는 네 개의 알파

벳을 독일식 음이름에 대입하여 D-Eb-C-B로 이어지는 하나의 짧은 

동기16)를 만들어내었다. 

16) 독일에서는 시-Si가 영미권과 달리 B가 아니고 H이다. 그리고 미 플랫-Eb을 Es
로 명명한다. 그리고 Es의 발음은 영어 알파벳 S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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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DSCH 동기

  (1) Tendency Tone

 음악에서 모든 음의 역할이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그 음악의 주

인 역할, 그리고 실질적인 지배자 역할 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

다.17) 그리고 어떤 음들은 다음 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음 음

에 대한 갈망 혹은 방향성을 강하게 지닌 음들을 Tendency Tone(경향

음)이라고 한다. 이 Tendency Tone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경

향을 악보 6과 같이 지니고 있다.

<악보 6a> 이끈음 - 이끈음은 으뜸음으로 진행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악보 6b> 7음 - 속7화음의 7음은 반음 하행을 통한 해결을 요한다.

17) 홍정수 외 2명, 『두길 서양음악사 2』, 나남, 2012. p.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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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음 간의 간격이 반음일 때 이러한 Tendency Tone 이 자연스레 형

성될 가능성이 크다. 쇼스타코비치는 본인의 이름에서 비롯된 4개음으로 

구성된 동기에서 Tendency Tone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다음 

악보 7은 DSCH 동기를 조작해본 것이다.

<악보 7> DSCH 동기 II

불협화음은 협화음으로 해결되려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악보 7, 둘째마디의 화음 진행이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 (두 번째 화

음은 장 3도로 들린다)

 바로크, 고전, 낭만 등 조성음악 시대를 통틀어서 거의 유일하게 쓰여 

온 2중 Tendency Tone 은 위와 달리 다음 악보 8과 같다.

<악보 8> Dominant 7th 화음의 진행

  

  이끈음은 으뜸음으로 향하고,

  7음은 반음 아래로 해결하려는 경향,

  이 둘을 모두 볼 수 있는 화음이

  각 조의 V7 화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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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 4 진행

 쇼스타코비치는 속7화음을 제외하면 그의 이전 작곡가들이 거의 쓰지 

않던 음정의 2중 Tendency Tone을 본인의 음악 재료 안에서 구상한

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완전 5도의 음정을 뒤집어 보면 완전 4도가 나

오는데, 이 둘은 느낌과 활용의 자유로움 등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악보 9a는 이 논문에서 중심적으로 보게 될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의 제 1악장 제 2주제의 현악파트이고, 악

보 9b는 악보 9a에서 현악파트가 연주하는 화음을 두 개의 성부로 간

추려 Tendency Tone과 같이 각 성부를 반음씩 반진행하여 연결해놓

은 것이다. 

<악보 9a>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에서의 예

             ( 제 1악장 95-96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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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b> DSCH의 확장된 형태

<악보 9c> DSCH 동기와 비교

 이와 같이 완전 5도에서 완전 4도로 진행하는 쇼스타코비치의 특유의 

움직임은 DSCH 동기의 변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쇼스타코

비치의 작품에서 자주 발견된다.

  (3) DSCH 동기의 다양한 변형들

 DSCH 동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변형되어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에 등

장한다. 가장 간단한 변형은 음정관계를 유지한 채 음높이를 옮기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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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a> DSCH 동기 변형 1

 다음 단계의 변형은, 음들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바뀐 순서

의 배열 중 하나는 악보 10b 와 같다. 

<악보 10b> DSCH 동기 변형 2

이렇게 DSCH의 순서를 변경했을 때 프리지안(Phrygian) 선법이나 로

크리안(Rocrian) 선법과 유사한 음계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음계에는 단 

2도 위의 웃으뜸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장 2도 아래의 이

끈음을 추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조는 필요에 의해 임의로 정하였다.

<악보 10c> DSCH 동기 변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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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c에서 도출된 B-C#-D-E는 바이올린 협주곡 2번 1악장 시작

부분의 음계와 일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계의 으뜸음, 즉 이 곡의 

시작부분의 으뜸음은 지금까지 유도해온 원리에 따라 C#이 되는 것이

다. 

 DSCH를 DS와 CH 두 개의 반음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 내에서 두 

음의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두 그룹 사이의 음정을 확대

해주면, 악보 9c에서 본 5-4진행을 유도해낼 수 있다.

<악보 10d> DSCH 동기 변형 4

 3. 무조성

  (1) 성부의 축소

 쇼스타코비치는 현대음악 양식에 대해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다. 그의 음악은 조성음악에 근간을 두었지만 무조성을 지닌 부분이 많

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더블링 된 성부들을 제외하면 2개 혹은 3개의 

성부로 압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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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제 1악장 

           47-52마디 압축악보

 해당 부분에서는 악보 11에 등장하는 음들의 옥타브 더블링 된 음들 

외에는 오케스트라 파트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의 다른 곡에서도 

이런 예는 아주 흔히 찾을 수 있다.

<악보 12a>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 5번』 제 1악장 6-9마디 압축악보

(색이 다른 음표-베이스 성부는 주어진 대선율을 캐논 형태로 따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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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b>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 제 8번』 제 4악장 36-52마디

 이 항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쇼스타코비치가 작곡한 

곡의 많은 분량은 세 가지 이하의 역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악보 13에서 볼 수 있는 두 개의 역할 중, 하나는 바이올린 솔로, 다른 

하나는 현악파트의 화음 어택이다.

<악보 13>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제 1악장의 

           276- 27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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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쇼스타코비치는 자칫 진부할 수 있는 ‘멜로디와 반주’, 이 두 

가지의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었다. 

                  

  (2) 선법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를 비롯한 후기 낭만파 작곡가들, 그리고 드뷔시(Claude 

Debussy)로 대표되는 프랑스 인상주의 등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끈음과 비화성음의 해결 유예, 감 7화음의 계속진행, 반음계적 화성과 

끊임없는 전조, 온음음계(Whole tone scale), 5음음계(Pentatonic 

scale), 증 3화음, 4도 구성 화음(Quartal chords) 등을 사용하여 조성

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무조음악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18)

 한편 쇼스타코비치는 무조적 음향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 중 선법을 사

용하였다. 그는 으뜸음과 웃으뜸음(제2음)의 간격을 기존의 장, 단음계 

체계에 따르지 않는 단 2도로 하여 그의 작품에 사용했다. 그리고 이끈

음과 으뜸음의 간격은 장 2도로 구성하고자 했다. 이 형태의 음계는 예

부터 존재해온 프리지안(Phrygian)과 로크리안(Rocrian) 선법이다.

18) Bruce Benward, Music in theory and practice, Wm. C. Brown Co., 1977 
p.3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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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두 가지 선법

 쇼스타코비치는 이 재료들을 이용하여 그만이 연출해 낼 수 있는 새로

운 음향을 만들어내었다.

<악보 15a>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제 1악장의 처음 부분

<악보 15b>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제 1악장

            286-28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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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리안 선법이란 으뜸음과 웃으뜸음의 간격이 단 2도이고, 으뜸음과 

딸림음의 간격이 완전 5도가 아니라 감 5도인 음계이다. 장․단음계 및 

모든 교회 정격 선법을 통틀어서 이끈음과 딸림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하는 유일한 음계인 것이다. 쇼스타코비치는 이와 유사한 음계를 자신의 

이름 동기인 DSCH와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악보15b에서 볼 수 있듯이 

솔로 바이올린을 제외한 나머지 현악파트에게 D-Eb-F-Gb- Ab의 음

계가 등장하는데, 첫 네음을 보면 DSCH와 음 간격이 일치하고 다섯 음

을 모두 보면 로크리안 선법에서 버금딸림음만 반음 내려간 모습이다. 

이러한 음계의 사용은 쇼스타코비치만의 독특한 음향을 들려준다.

 4. 그 밖의 요소 

  (1) 더블링

 음악에서 ‘더블링(Doubling)’이라는 개념은 어떤 선율을 강조하기 

위해 그 선율의 한 옥타브 혹은 특정 음정만큼 위나 아래에 그 선율과 

병행하는 선율을 추가하는 것을 뜻한다. 

<악보 16a> 첼로와 더블베이스 더블링 -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 20번』  

            제 1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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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라베이스는 실제 기록된 음표보다 한 옥타브 낮은 소리가 나므로 결

과적으로 첼로와 더블링 된다.

<악보 16b> 멜로디 더블링 -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 2번』 제 4악장

 

한편 쇼스타코비치는 더블링이라는 음악 재료를 본인만의 방식으로 사용

하였다.

 <악보 17a> 15도 더블링 -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제 1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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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곡들 중 피아노 파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8도가 아

닌 15도 간격을 두고 더블링 하였다. 보통 15도 간격까지 더블링이 필

요할 경우 앞의 악보 16b과 같이 그 사이의 음역도 더블링으로 채워주

는 반면에 쇼스타코비치는 그 사이를 과감히 비워서 독창적인 울림을 만

들어내었다.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더블링이 

악보 17b와 같이 나오는데, 음정 간격이 3옥타브에 달한다.

<악보 17b> 22도 더블링 -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제 2악장

 

대부분의 그의 관현악곡에서는 그 대상 악기가 피아노가 아니라면, 일반

적으로 15도의 간격 사이를 8도씩으로 양분하는 더블링 선율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 그 중에서도 쇼스타코비치의 목관악기를 사용한 더블링은 

그만의 캐릭터를 아주 잘 나타내줄 수 있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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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관악기의 더블링에서 쇼스타코비치만의 음향을 형성하는 요소는 ‘오

보에보다 높은 음역대의 클라리넷’이다. 클라리넷이 높은 음역대를 불

게 되면 악기 특성상 찢어지는 듯 날카롭고 큰 소리가 나는데, 쇼스타코

비치는 이러한 특성을 본인 음악의 특징 중 하나로 굳힌 것이다.

<악보 18a>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 4번』제 1악장

 

<악보 18b> 『교향곡 제 10번』 제 2악장 - 위부터 피콜로, 플루트 1·2,  

          오보에1·2, 오보에3, 클라리넷 in Eb, 클라리넷 in Bb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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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살펴볼 특징은 3도 병행이다. 멜로디의 더블링을 옥타브 더블링

에 그치지 않고 3도까지 추가 편성한다. 이 때 조성보다 음의 간격을 유

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쇼스타코비치의 곡에서 많이 발생한다. 

<악보 19>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 10번』 제 2악장 - 바이올린 I, II

  

  (2) 행진풍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의 작품인 『Solemn march』(1942), 『March 

of the Soviet Militia op.139』, 『Suite for Variety Orchestra』(op. 

posth.) 등에서 행진곡과 군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그는 전쟁

이나 사회주의 혁명 같은 내전들을 겪었고, 『교향곡 제 7번』등의 곡에 

전쟁을 묘사하는 행진 리듬을 이용하여 작곡하였다. 쇼스타코비치가 사

용한 행진풍의 리듬형태들은 다음 악보들과 같다.

<악보 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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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b>

 모두 평범한 행진곡 리듬이지만 쇼스타코비치는 이 리듬형태들을 듣기

만 해도 자신이 연상될 수 있도록 작곡하였다. 특히 악보 20b와 같이  

강박이 아닌 약박에 강세를 넣는 형태를 즐겨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리

드미컬한 느낌을 극대화 시켜주는 악기는 스네어 드럼(작은북)이었고 그

의 많은 작품에 쓰이게 되었다. 

  

  (3) 인용과 패러디

 쇼스타코비치의 곡들에서는 인용과 패러디가 종종 등장한다. 예를 들면 

그의 『교향곡 15번』이 있다. 이 곡의 제 1악장에서는 로시니의 『윌

리엄 텔』(Guillaume Tell) 서곡 중 Allegro vivace 부분이 인용되었

고, 제 4악장에서는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Der Ring des 

Nibelungen)중 ‘운명의 동기’를 인용하였다. 또한 『트리스탄과 이졸

데』(Tristan und Isolde)가 연상되는 음형도 등장한다. 한편 『피아노 

협주곡 제 2번』에서는 하농 연습곡을 패러디한 부분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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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a>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제 3악장 중 하농 음형

<악보 21b> 하농 연습곡 제 2번

 

그의 『교향곡 제 7번』 레닌그라드의 제 1악장 중반부에서는 그의 다

른 교향곡들의 1악장 중반부와 같이 행진곡 풍의 빠른 부분이 등장한다. 

이 행진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라벨(Maurice Ravel)의 『볼레

로』(bolero)를 패러디한 것이다.

￭ 일정한 길이의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난다.

￭ 선율을 담당하는 하나의 악기와 작은북으로만 진행되고 선율이 반복될  

  수록 악기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

￭ 작은북이 끊임없이 일정한 리듬패턴을 계속 연주한다.

￭ 끊임없이 크레셴도를 하며 분위기가 고조된다.

￭ 이 단순한 구성으로 10분 넘게 진행한 후 짧은 코다와 함께 이 부분을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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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패러디나 인용은 비평가들의 비판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시도이고, 그것을 알고 있던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에게 쏟아

지는 질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고 한다.

    I supposed that critics with nothing better to do will damn me 

     for copying Ravel's 《Bolero》. Well, let them. That is how I hear war
    내 생각에 비평가들은 내가 라벨의 《볼레로》를 베꼈다고 헐뜯을 것이다. 

     뭐 그러라고 하지. 전쟁이 내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걸.19)

19) Dmitri Shostakovich, Isaak Glikman, Story of a Friendship: The Letters of 
Dmitry Shostakovich to Isaak Glikman, Anthony Phillips,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p. xx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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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 석

 역대 작곡가들이 c# minor를 선택한 곡20)들은 손에 꼽을 수도 있을 

정도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조성이다. 쇼스타코비치 『바

이올린 협주곡 제 2번』의 제 1악장은 표면상으로 c# minor, 제 2악장

은 제 1악장의 조성보다 세온음(Tritone) 위인 g minor, 그리고 제 3

악장은 같은으뜸음조의 이명동음조인 Db Major 이다. 앞에서 설명했듯

이 순수한 조성이 아닌 여러 선법적 구성으로 작품이 진행되고 악보에는 

조표가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조성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

                                  

 언뜻 보면 음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 와중에, 제 

3악장을 관통하는 조성인 Db Major로 곡의 끝을 맺는 장면이 제 1악장 

시작의 c# minor와 도로 연결되며 통일성을 보이며 역설적이고도 아름

다운 순간을 느끼게 한다. 이 곡은 각 악장의 고전적인 형식 틀 내에서 

쇼스타코비치만의 음악어법을 볼 수 있고, 조성과 무조성이 반복되며 점

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악장의 형식은 고전 협주곡과 같이 제 1악장은 소나타 형식, 제 2

악장은 세도막 형식, 제 3악장은 론도이다. 그러나 각 악장의 카덴차의 

배치나 존재 여부는 특이하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전 협주곡

의 테두리 안에 쇼스타코비치의 독자적인 음악 전개 방식을 썼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뒤의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겠다.

  

20) 잘 알려진 곡으로는 말러의 『교향곡 제 5번』이나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제 14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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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139(제시부) 140~305 306~413(재현부)

부분 1주제 2주제 발전부 1주제 2주제

1. 제 1악장(Moderato) : 소나타 형식

<표 3> 제 1악장의 구성 표

   a. 제시부 제 1주제 : 1~79마디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의 첫 시작은 쇼스타코비치의 상징음렬로 

시작된다. 앞서 악보 10c의 두 번째 예시인 B-C#-D-E를 자리바꿈해 

만들어진 C#-D-B-E 주제는 제 1주제부 전체를 담당한다.

<악보 22> 제 1악장 제 1주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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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제 1악장 3~6마디의 선율과 오케스트라의 Unison

 오케스트라가 C#-D-B-E와 그의 변형된 진행을 계속 할 동안 솔로 

바이올린은 4마디와 6마디 각각 G#(Ab)-G-F-E, Gb-F-Eb-D로 

노래한다. DSCH를 음 순서대로 풀어보면 Eb-D-C-B인데 이 음계와

의 음정이 각각 완전 4도와 단 3도 차이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25

마디까지 꾸준히 제 1악장 테마로서 역할을 다한다. 

 

<악보 24> 제 1악장 31마디. 중간 음이 변형된 완전 4도 틀(D-C#-Bb-A)

 

 27마디부터 오케스트라가 3마디 솔로 바이올린 파트의 멜로디를 반복

하며 진행하는데,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DSC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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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의 음과 아래음의 음정이 감 4도지만 C#-D-B-E로 변형된 음

렬에서는 완전 4도가 된다. 이 틀을 이용하여 중간 음들을 계속 변형시

켜 등장시킨다. 그리고 완전 4도의 틀은 37-38마디나 42-43마디처럼 

독자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38-41마디의 반음계 진행에서 보이듯이 감 

4도의 틀로 다시 회귀하기도 한다.

<악보 25a> 제 1악장 37~38마디 , 42~43마디

 ,

<악보 25b> 제 1악장 38~41마디 

 반음계 스케일로 표현되는 이 부분은 네 음씩 짝지어서 D-C#-B- 

Bb(A#), Cb-Bb-Ab-G, E-F-G-Ab으로 DSCH 동기와 같은 모습

을 보이고 있다. 

 44마디부터 본격적으로 16분음표가 등장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악보

20에서 설명했던 8분음표 하나에 16분음표 2개로 구성된 이 행진풍의 

리듬은 제 3악장을 지배하는 리듬이고 또한 4분음표 하나와 8분음표 2

개로 구성된 리듬이 등장하는 제 2주제부를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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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제 1악장 44~46마디 - 행진 리듬 등장

    b. 제시부 제 2주제 : 80~139마디

 제 1주제(♩=84)와 제 2주제(♩=168)의 템포를 정확히 2배 차이 나

게 의도하여 마치 L'istesso Tempo의 느낌이 든다. 

 피콜로와 플루트가 제 2주제의 선율을 들려주고 4분음표 하나와 8분음

표 2개로 구성된 리듬이 등장한다. 80마디의 선율은 92마디의 솔로 바

이올린 파트와 같이 변형되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요소들 또한 

완전 4도의 틀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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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a> 제 1악장 80마디 - 목관 그룹과 솔로 바이올린

<악보 27b> 제 1악장 92마디 - 솔로 바이올린과 호른

 86마디부터 나오는 서정적인 성격의 진행 또한 DSCH의 변형된 모습

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98마디와 일맥상통한다.

<악보 28a> 제 1악장 86~8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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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b> 제 1악장 98~100마디

 악보 28a와 악보 28b는 B-A-G#-F#, Bb-A-G#-F#의 같은 음

소재를 사용했으나 리듬을 달리 하였고 86마디에서는 피콜로와, 98마디

에서는 클라리넷과 솔로 바이올린이 듀오를 이루면서 진행한다. 

 104마디에서는 호른이 솔로 바이올린 파트와 정반대 리듬을 가져가며 

대화한다. 이러한 특징은 124마디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악보 29a> 제 1악장 104~106마디

<악보 29b> 제 1악장 124~125마디 - 플롯과 솔로 바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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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마디는 솔로와 오케스트라의 phrase 시작점이 같다면 124마디는 마

치 돌림노래처럼 4분음표 하나만큼 밀려서 진행되는 모습이다.

 134~135마디 솔로 바이올린 파트에서 나오는 진행은 발전부 144마디

와 151마디에 나오는 요소로서 제시부와 발전부의 단단한 연계성을 보

여준다. 이 요소는 이미 62마디에서 오케스트라 파트에 사용되었던 것

이고, 또한 발전부의 변박동기로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악보 30a> 제 1악장 62마디

<악보 30b> 제 1악장 135~136마디 - 변박동기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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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발전부 : 140~305마디

 발전부의 진행을 살펴보면 새로운 요소로 곡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

라 제 1주제와 제 2주제 요소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D- 

C#-C-B-A는 발전부의 시작 동기로서 제 1주제에서의 솔로 바이올린 

선율인 G#-A-G#-G-F-E와 일맥상통하다.

<악보 31a> 제 1악장 제 1주제의 솔로 바이올린 파트

<악보 31b> 제 1악장 발전부 시작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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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템포가 바뀌고(Allegretto ♩=176) 급한 느낌으로 진행한다. 

러시안 왈츠를 연상시키는 3/4리듬으로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한 타악기 

톰톰이 처음 등장하여 음향에 변화를 준다.

 이 후 173마디부터 오케스트라가 제 1주제부를 연주한다.

<악보 32> 제 1악장 – 변박된 제 1주제 동기 

3/4으로 변박된 제 1주제 동기가 나타난다. 관악 파트도 같은 동기를 

연주하고 있다.

 176-177마디의 솔로 바이올린 파트를 보면 제 1주제부의 53마디와 

55마디를 상기시킨다. 183마디부터 나오는 8분음표들은 제 2주제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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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시키기도 한다. 그 뒤로 완전 4도 진행들을 포함해 제시부의 요소들

을 발전부에서 다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악보 33a> 제 1악장 176~177마디

<악보 33b> 제 1악장 53~55마디

<악보 33c> 제 1악장 183~18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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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제 1악장 196~199마디

 발전부에서 독자적인 선율의 등장이 예상되는 부분은 196마디인데 이 

부분 역시 DSCH의 변형이다. 결국은 F-Gb-(Eb)-D로 귀결된다.

 239마디부터 등장하는 솔로 파트와 오케스트라를 살펴보면 흡사 쇼스

타코비치의 『교향곡 제 5번』의 제 4악장 Finale 장면이 떠오른다. 

254마디에 이르면 다시 제 2주제와 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악보 35a> 제 1악장 241~24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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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b>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 5번』 제 4악장 마지막 장면

악보 35a, b의 공통점은 한 눈에 보인다. 같은 음의 지속반주와 선율의 

합이다. 매우 단순한 구성만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곡을 듣는 관객들은 

이것이 쇼스타코비치의 곡인 것을 알아챌 수 있다.

 265마디의 ff악상과 솔로 바이올린의 창의적인 테크닉은 새로운 요소

가 발전부에 등장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하나 이것은 제 1주제 솔

로 바이올린의 멜로디와 제 2주제의 리듬이 결합한 것뿐이다. 어떠한 

new section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곡의 긴장감을 끊지 않고 진행하는 



- 49 -

것이 이 곡의 특징이다. 솔로 바이올린이 265마디부터 어려운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으면 오케스트라는 276-281마디 같이 제 1주제와 제 2주

제를 계속 상기시킨다. 발전부의 치열한 분위기는 쇼스타코비치 자신의 

상징으로 정점을 찍는다. 그리고 298마디부터 재현부가 시작하기 전까

지 C#-D-B-E를 이용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다. 이

곳은 제 1주제 시작과도 맞닿아 있다.

<악보 36a> 제 1악장 265~268마디

<악보 36b> 제 1악장 276~28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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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제 1악장 298마디의 C#-D-B-E 동기

 제시부와 발전부의 가장 큰 차이는 변박의 빈도수이다. 144-145마디

에 등장하는 동기를 변박동기라고 칭하고 살펴보면 151마디, 194-195

마디, 225마디, 302-303마디까지 정말 많은 변박을 바로 이 동기가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악보 38을 통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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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a> 제 1악장 변박동기 - 144마디 

<악보 38b> 제 1악장 변박동기 - 151마디 3/4 -> 5/4 -> 3/4

<악보 38c> 제 1악장 변박동기 - 194마디 4/4 -> 3/4

<악보 38d> 제 1악장 변박동기 - 225마디 4/4 -> 3/2 -> 4/4

<악보 38e> 제 1악장 변박동기 - 302마디 4/4 -> 3/2 -> 5/4

 굳이 제시부와 발전부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은 이 곡의 제시부와 발전

부가 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실제 이 곡을 연주하거

나 감상하고 있으면 발전부의 분위기에 압도되는데 이러한 느낌이 전부 

제 1주제와 제 2주제의 요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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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재현부 제 1주제 : 306~349마디

 대부분의 협주곡 제 1악장의 카덴차(Cadenza)는 곡을 마치기 전, 코다 

전, 재현부 전21)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쇼스타코비치의 『바

이올린 협주곡 제 2번』은 재현부를 솔로 바이올린의 카덴차로 시작한

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제시부에서는 제 1주제

를 솔로와 오케스트라가 양분하였던 것을 재현부에서는 솔로 바이올린이 

혼자 이중음으로 연주한다. 

<악보 39> 제 1악장 카덴차 - 재현부 시작

21)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곡을 마치기 전의 예는 모차르트의 협주곡들을 말할 수 있고, 
코다 전은 브람스나 베토벤 협주곡, 재현부 전은 멘델스존이나 차이코프스키, 시벨리
우스 협주곡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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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덴차를 살펴보면 위 성부가 제 1주제의 선율을 노래하고 아래 성부가 

C#-D-B-E와 여러 DSCH의 변형들을 보여준다. 

 330마디부터 다시 오케스트라가 등장할 때는 제시부와는 다른 분위기

를 연출한다. 제시부의 27마디에서는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제 1주

제 시작동기를 연주하며 활발하게 움직여주었다면, 재현부에서는 페달포

인트(Pedal point)를 연주하는 듯한 현악과 더불어 호른 한 대만이 선

율을 담당한다. 

<악보 40a> 제시부와 비교 - 2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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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b> 제 1악장 330~332마디

   e. 재현부 제 2주제 : 350~413마디

 곧이어 350마디부터는 제시부의 제 2주제의 템포(♩= 168)보다 한 

단계 늦춰지고(♩= 138) 팀파니가 공허한 음향을 도와주며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 

 재현부의 제 2주제는 제시부와 같이 쇼스타코비치의 행진풍 리듬의 연

속이다. 그러나 템포를 늦춘 탓에 힘찬 행진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의 

힘없는 행진이나 패잔병이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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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제 1악장 350마디

 407마디부터 오케스트라의 C#과 솔로 바이올린의 G#이 반복하며 긴

장감이 흐른다. 412마디에서 악상과 화성의 변화로 잠시 주의를 집중시

키지만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며 조용히 종결한다. 

<악보 42> 제 1악장 411~41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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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57 58-140 141-188

부분 A1 B A2

 2. 제 2악장(Adagio) : 세도막 형식

<표 4> 제 2악장의 구성 표

 짧은 카덴차가 B부분에 삽입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반음계 진행과 완

전 4도 진행이 지배적인 악장이다. 솔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마치 

듀엣이나 트리오 같은 진행을 한다는 면에서 쇼스타코비치의 전형적인 

특징을 볼 수 있고 또한 매우 실내악적인 악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a. A1부분 : 1-57마디

 시작부분의 화성을 분석하면 단순한 1도-5도(Secondary Dominant) 

-1도-5도(Secondary Dominant) 진행인데 성부의 배치를 현악 저음 

파트와 솔로 바이올린으로 하였고, 전체 성부가 반음계진행을 하면서 의

미심장한 분위기를 들려준다. 솔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의 듀엣으로 

시작하고 15마디에서 플루트가 대위적으로 등장하여 트리오 진행을 하

는데, 현악 파트와 플루트와의 거리가 2옥타브 이상 떨어져 있어 음향적 

괴리감이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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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a> 제 2악장의 시작

<악보 43b> 제 2악장 15마디 - 플루트의 주선율, 솔로 바이올린의 

            대선율, 오케스트라의 베이스

 42마디부터 현악의 나머지 파트가 화성을 채워주면서 악상도 커지지만 

여전히 솔로와 오케스트라의 울림은 조화롭지 않다. 악보 44는 성부 중

복이 가장 많은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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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제 2악장 49~52마디

   b. B부분 : 58~140마디

 58마디에서 처음으로 깔끔한 3화음이 등장했을 때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물리친 전사가 아니라 마치 전쟁이 끝나고 발생하는 듯한 회의감

과 허탈감이 지배한다. 진행은 트리오에서 듀엣으로 변환된다.

<악보 45> 제 2악장 42~59마디의 주요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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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1마디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특징인 3화음 중 5음이 없고 3음이 

더블링 된 반주로 이끌어가나 가장 악상이 큰 72-73마디에서 3화음 중 

3음을 생략시킨 5-4 진행을 통해 텅 빈 울림을 들려준다. 이러한 울림

은 ‘체념’하는 어조를 분명하게 들려준다.22)

<악보 46> 제 2악장 70~73마디

 81마디부터 현악기의 피치카토가 등장하며 듀엣이 막을 내리고 다시 

트리오가 등장한다. 114-132마디는 솔로 바이올린이 팀파니와 함께 짧

은 카덴차를 연주한다. 122마디 첫 박의 D-E-C#-B, 123마디 첫 박

의 C#-D-B-E는 쇼스타코비치의 상징인 DSCH의 변형된 음계이다.

22) 리처드 화이트하우스, 『쇼스타코비치, 그 삶과 음악』, 김형수 역, 포노, 2017,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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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제 2악장 카덴차

   c. A2부분 : 141~188마디

 141마디부터 다시 A부분이 돌아와 같은 선율과 같은 악기 구성으로 

연주한다. 1마디와는 완전 5도 차이로 진행하는데 주목할 점은 1마디는 

g minor로 시작하는데 반해 141마디는 Bb Major로 진행한다. 1마디가 

솔로 바이올린과 베이스 파트의 2중주였다면, 141마디는 현악 파트 전

체가 3화음으로 솔로 바이올린의 선율을 돕고 있다. 이 3화음은 한 마

디마다 반음씩 상향 병진행 함으로써 긴장감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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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a> 제 2악장 141~143마디

 141마디의 첫 네 음인 D-Eb-F-Gb와 143마디의 E-F-G-Ab은 

DSCH 동기와 음 간격이 같다. 1마디의 첫 네 음은 G-A-Bb-C로 평

범한 단음계이지만, 이것 역시 1악장의 DSCH 동기의 변형인 C#-D-B 

-E = B-C#-D-E(순서 변경)와 일치한다.

<악보 48b> 1마디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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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바이올린 파트가 종료되고 173마디부터 제 3악장 전까지 오케스

트라의 짧은 간주가 있다. 173마디의 동기와 1마디의 동기간의 차이를 

살펴보자. 1마디는 최저성부가 반음계로 올라갔고 173마디는 화성이 반

음계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174마디와 176마디에 

각각 F#과 E를 쓰지 않고 5음인 A와 G를 썼다는 것이다. 2마디와 4마

디는 3음이 최저성부로 내려가서 정상적인 진행을 보여줬던 반면 174마

디와 176마디는 5음이 내려가서 고전적인 제 2전위의 사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준다.

<악보 49> 제 2악장 173~17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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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17 71 113 141 224 374 398

부분 Intro A1 B1 A2 C A3 B2 A4

 3. 제 3악장(Adagio - Allegro) : 7부분 론도

<표 5> 제 3악장의 구성 표

 제 3악장은 7부분 론도 형식이며, A 부분은 4번 반복되는 동안 매번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A3 부분에서는 카덴차가, A4 부분에서는 코

다가 포함되어있고, C 부분에서는 곡의 중심박자가 2/4 박자에서 3/8 

박자로 변박되는 등, ‘변화’의 요소가 두드러진다.

 악보 50는 솔로 바이올린의 제 3악장 시작 부분을 음계 분석한 것이다.

<악보 50> 제 3악장 시작 음계

A그룹은 DSCH와 음정 간격이 같은 음계를 이루고 있고, B그룹은 단음

계의 첫 네 음과 일치하지만, 제 1악장의 기본 동기인 C#-D-B-E 

-> B-C#-D-E 와 음정관계가 같은 음계이다. 즉 제 3악장은 DSCH 

동기의 두 가지 변형이 결합되어 시작한다. 그리고 직후에 나오는 4, 5

마디까지 한 프레이즈를 이룬 후 6마디부터 10마디까지 한 옥타브 위에

서 한 번 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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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제 3악장 4, 5마디와 9, 10마디 비교

 4-5마디는 G, Eb, Bb로 이루어진 장 3화음과, 이어지는 Bb, Gb, Db

의 장 3화음이 결합한 음형이며, Eb – Bb과 Gb - Db은 각각 완전 4

도 간격이다. 완전 4도는 언급했다시피 이 곡 제 1악장 맨 첫 음들인 

C#-D-B-E에서 제시된 이 곡의 핵심음정이다.

 그리고 9-10마디에서는 4-5마디에서 G음 다음에 등장한 Eb-Bb- 

Gb-Db 음이 순서가 바뀌어서, Db-Bb-Gb-Eb 순서로 나오고, 여기서 

제 3악장의 핵심 음정인 단 3도가 처음으로 제시된다.

<악보 52> 제 3악장 A부분으로의 유도

 악보 52의 사각형 표시된 음형23)에 의해 중심음이 악보의 가장 좌측 

F에서 오른쪽 끝의 Ab까지 점차 상승하며 Db Major 의 A1 부분을 준

비한다. 이 음형의 리듬은 앞에서 설명한 쇼스타코비치의 전형적인 행진

곡 리듬 형태 중 하나이다.

23) 첫 음표를 전타음(Appogiatura)으로 생각한다면, 이 음형의 2, 3번째 음이 실제 중심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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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1부분 : 17~70마디

<악보 53> 제 3악장 A1 부분의 주제

 A1 부분에서는 주제가 Db Major로 등장하며. 그 외에 두 가지의 다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사각형으로 표시한 악보에서 볼 수 있듯

이 쇼스타코비치의 작품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근음과 3음만으로 이루

어진 반주 화음이다. 

<악보 54> 5음 없이 진행되는 반주화음들 -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제 1번』 제 1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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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쇼스타코비치가 즐겨 쓰던 음악 재료인 5-4 진행이다. 악

보 53의 첫 두 마디 즉 제 3악장의 18-19마디의 외성을 요약해보면 

다음 악보 55과 같다. 

<악보 55> 제 3악장 18-19마디 멜로디와 베이스 요약

 

 그리고 악보 52와 53에서 살펴본 요소들이 A1 부분에서 3번 반복되

며 곡이 진행된다. 반복되는 동안 조금씩 변하며, 뒤에서 사용될 음악적 

재료들이 악보 56과 같이 등장한다.

<악보 56a, b> 제 3악장의 음악적 재료들

 비슷한 맥락이 3번 반복되는 동안 조성은 변하지 않으며, 3번에 걸쳐 

제 3악장의 주제 멜로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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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1 부분 : 71~112마디

 71~72마디에 걸쳐 나타나는 현악 반주로 인해 이 부분은 c# minor 

로 들리게 된다. 이는 제 3악장 A1 부분의 조성인 Db Major 와 큰 대

비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행진곡 리듬이 사라지고 비교적 평온한 분위

기의 리듬들이 지배한다.

<악보 57> 제 3악장 B1 부분 중 85마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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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부분의 음악적 재료가 모두 모인 부분이다. 행진곡 리듬이 끝나고 8

분음표로 진행되는 리듬, 호른과 현악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반음 진행 

및 완전 4도 진행, 직접적으로 조성을 공개하지 않는 솔로 바이올린이 

나온다. 

 95-104마디에서는 호른과 솔로 바이올린의 듀엣이 나온다. 마치 호른

이 멜로디를 담당하고 솔로 바이올린이 반주하는 듯 들리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3/4과 2/4 박자를 오가다가, 105마디에서 B1의 주제가 

다시 등장한다.

<악보 58> 제 3악장 95~10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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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2부분 : 113~140마디

 110마디부터 솔로 바이올린의 멜로디가 진행되는 중에 등장한 A부분

유도 음형(악보 52 참조)으로 인하여 A2부분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은 

A1 부분과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하다가 팀파니의 등장(129마디)으로 

인해  앞의 A1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악보 59> 제 3악장 129마디부터 - A 부분 유도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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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52에서 나타난 A부분 유도 음형이 이제는 악보 59의 사각형들에

서와 같이 여러 악기군에 분산 배치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d. C부분 : 141~223마디

<악보 60a, b> 제 3악장 141마디와 152마디 - 박자의 변화

 위 악보는 141마디의 솔로부분, 그리고 아래는 152마디의 솔로부분이

다. 각 사각형 안에는 이번 3악장의 주 재료중 하나인 악보 56a의 변형

들이 있다. 141마디의 점4분음표+8분음표 조합은 152마디의 변박에 

맞게 4분음표+8분음표의 조합으로 변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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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제 3악장 C부분 하이라이트

 악보 61은 C부분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만나는 지점이며,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을 통틀어 유일하게 솔로 바이올린이 장시간 등장하지 않

는 곳이다. 악보에 나오지 않은 현악파트들은 모두 바순들과 같은 음을 

연주한다. 바순과 현악의 음형은 A부분 유도부분의 음형과 일치하지만 

3/8박자에 맞게 조정이 되어 있으며, 사각형 부분의 호른은 악보 56a 

및 60a, b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음형이 다른 리듬으로 연주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A, B, 그리고 C부분을 각각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A : 주제, 조성 및 재료들 제시

B : 새로운 재료와 같은으뜸음조의 결합 

C : 지금까지 등장한 재료들로만 구성. 그러나 박자가 바뀌며 급박해진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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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 제 3악장 C부분의 종료 지점

 

 C부분이 끝나고 카덴차를 이용하여 A3로 넘어가는 부분이다. 이곳의 

주재료는 역시 A부분 유도음형과 같다. 앞에서 A부분 유도음형(위의 사

각형 표시)을 분석할 때 세 음 중에 첫 음을 전타음으로 놓고 그것이 해

결되는 2, 3번째 음을 중심음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부분의 중심음은 

C와 G가 된다. 이 두 음이 C Power Chord를 형성하여 이곳의 중심 화

음이 되며, C음은 바로 뒤따라 올 A부분의 조성인 Db Major의 이끈음

이기도 하다. 즉 악보 62는 C부분의 마지막을 C음으로 놓고 그 음까지 

매우 빠른 패시지로 달려가는 과정이고, 그 C음을 이끈음을 삼아서 다시 

원조인 Db Major로 회귀하는 극적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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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3부분 : 224~373마디

 분류상으로 A부분에 속하나 이 부분은 솔로 바이올린의 카덴차이다. 

이 A3부분에서는 A부분의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제 1악장의 주제가 변

형되어 나타나고 그 재료들끼리 섞이면서 곡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은 A3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음악 재료들이다.

<악보 63a> 제 3악장 카덴차의 구성 주재료들 1

악보 50과 51에서 설명한 제 3악장의 Intro 부분 구성을 그대로 따르면

서 단 3도를 유도해 내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일치한다.

<악보 63b> 제 3악장 카덴차의 구성 주재료들 2

 사각형 표시한 구역은 1악장 처음에 나오는 4개의 음이다. 첫 두 음을 

제외한 나머지 두 음의 음정인 완전 4도는 이 곡의 주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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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c> 제 3악장 카덴차의 구성 주재료들 3

사각형 표시한 음들은 DSCH 의 이조되어 순서가 바뀐 형태이다.

<악보 63d> 제 3악장 카덴차의 구성 주재료들 4

아래 성부에서 반복되는 완전 4도 진행은 악보 57에서 언급한 바 있다.  

                  

<악보 63e> 제 3악장 카덴차의 구성 주재료들 5

 각 사각형에는 제 1악장 처음의 4음인 C#-D-B-E 의 변형된 형태들

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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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B2부분 : 374~397마디

<악보 64> 제 3악장 377~387마디 - 오보에와 클라리넷

 카덴차가 끝난 후 조성과 반주 악기만 바뀐 채로 B부분이 반복되는 곳

이다. B1에 비해 길이나 규모가 매우 짧게 축소되어 있다. 오보에 둘과 

클라리넷 둘, 총 네 명의 목관 주자가 유니즌으로 멜로디를 연주한다. 

이러한 시도는 슈베르트가 그의 『교향곡 제 8번 : 미완성』 제 1악장 

제 1주제 멜로디를 오보에 한 명, 클라리넷 한 명에게 동시에 줌으로써 

새로운 목관 음색을 얻으려 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g. A4부분 : 398~497마디

 Db Major 조성으로 돌아와서 끝맺음을 하는 구간이다. A4부분에는 제 

1악장에 나왔던 소재가 다음 악보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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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5a> 제 3악장에서의 제 1악장 회상 장면

<악보 65b> 제 1악장의 61~6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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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 7번』, 『첼로 협주곡 제 1번』등 많은 

작품에서, 제 1악장의 주제 혹은 재료들이 마지막 악장에 다시 되풀이되

곤 하는데, 이 곡에서도 제 1악장의 61-64마디에서 나온 요소가 제 3

악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한다. 

 그 후 다른 A부분들과 같이 반복을 거듭하며 비슷하게 진행되는 가운

데 곡의 종료를 암시하는 부분이 463마디부터 등장한다.

<악보 66> C부분의 회상 - 461~464마디

 사각형 표시된 부분은 C부분에서 등장한 3/8박자 리듬의 재현이다. 이

제 이 곡에서 나온 재료들을 한 번씩 모두 다시 상기시키면서 곡의 종료

를 준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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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제 3악장 재료들끼리의 결합

 

 

 473마디부터 현악부분에서는 악보 47에 나온 ‘A부분 유도음형’에  

제 3악장의 핵심음정 중 하나인 단 3도를 결합한 형태가 연속으로 등장

한다.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음악적 재료들이 동원되어 그

들끼리 결합되고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요소와 요소들 간의 쉬는 

순간이 없이 곡을 진행시킨다. 이러한 형태가 모든 악기군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며 휘몰아치듯 곡을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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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들을 살펴보았고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을 분석하였다. 쇼스타코비치는 당시 소련의 

사회상과 밀접하게 얽혀있던 인물로서,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탄압을 받

고 자신의 작품을 독재자의 뜻대로 수정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자신만의 음악어법으

로 소련 최고의 작곡가로 추앙받았다.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을 분석한 결과 여러 음악

적 특징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특징들은 완전음정과 선법을 활용한 무조

성, DSCH 동기, 더블링과 행진풍 리듬, 그리고 인용이다. 또한 DSCH 

동기를 인위적인 Tendency tone으로 분석하였고, 완전 5도 간격의 두 

음이 반음씩 좁혀지면서 완전 4도를 형성하는 것 또한 Tendency tone

에 의한 DSCH 동기의 변형으로 보았다. 

 제 1악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요소들이 곡의 음악적 진행의 일

부를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이끌어 간다. 제시부에서 등장했던 

요소들이 발전부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곡의 각 부분의 연계성이 

뛰어나다. 제 2악장은 솔로 바이올린을 포함한 성부가 두 개 혹은 세 개

로 진행되어 듀엣이나 트리오가 연상되는 실내악적인 면이 보이며, 제 3

악장에서는 제 1악장의 요소가 되풀이되면서 곡 전체에 통일성을 가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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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스타코비치는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에서 고전 협주곡의 양식

을 사용하였는데 작곡가가 카덴차를 배치한 위치가 특이하다. 전 악장에 

각각 카덴차가 존재하는 것이 이 곡의 큰 특징인데, 제 1악장은 소나타

형식의 재현부, 제 2악장은 세도막 형식(A-B-A) 중 B부분의 중간에

서, 그리고 제 3악장에서 길고 난해한 카덴차가 론도의 C부분이 아닌 

그 다음 A부분에서 등장한다. 특히 제 3악장의 카덴차는 DSCH 동기의 

변형과 제 1악장의 주요한 음악적 특징들을 급하게 진행함으로써 쇼스

타코비치 특유의 긴장감과 비장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쇼스타코비치는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에서 고전적인 

양식 내에 현대적인 음악 전개 방식을 결합하여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

다. 이 논문이 향후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을 연구

하거나 연주하는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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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and Analysis on 

Shostakovich Violin Concerto 

No.2

Ganghyeon, Park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mitri Shostakovich (1906-1975) was a Russian composer who 

was influenced by socialist realism prescribed by the Soviet Union. 

As an example, his opera “Lady Macbeth of the Mtsensk District” 

was criticized by Stalin as being “formalistic.” To assuage this 

situation, he wrote the Fifth Symphony, which received praise from 

the political leaders. In response to continual pressure from the 

government thereafter, Shostakovich wrote music that seemed at 

times to comply, and at others show disregard. Such duality in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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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was developed under Stalin and the socialistic state, and 

significantly influenced his later music.

 

  His Second Violin Concerto in C# minor does not show such 

political duality, but a compositional one. He used a traditional 

concerto structure, but included his unique stylistic elements. 

One such example is the use of DSCH-motive, which originated 

from the German spelling of his name, and appears throughout 

the piece in various forms. Another element that heightens the 

compositional duality is the use of perfect intervals that enhance 

atonality. Furthermore, we can find the use of modes, doubling, 

march-like rhythms, along with parody.

 

  The placement of the cadenza differs from a traditional 

concerto. Normally in the first movement, the cadenza would 

appear before the recapitulation or coda in a sonata form; in the 

second movement, before the coda if at all; in the third 

movement, in a seven-part rondo for example (A-B-A-C-A-B 

-A), it would come before “C” the last “A” or coda. 

However, Shostakovich broke away from this pattern and placed 

the cadenza at the beginning of the recapitulation, the middle of 

the second movement, and at the beginning of the third “A” in 

the las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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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fore, the Second Violin Concerto by Shostakovich retains 

its tonal roots but uses atonal rows and melodies, and brings a 

duality through modern elements within a traditional structure.

………………………………………………………………………………

Keywords     : Shostakovich, Duality, Violin Concerto No.2,  

                DSCH motive, Atonality, Cadenza

Student Number :  2017-2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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