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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유대인 작곡가 에르네스트 블로흐(Ernest Bloch, 1880

-1959)가 1912-16년에 작곡한 ‘유대 연작’의 여섯 작품 중 첼로와 오케

스트라를 위한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에 대한 연구이다. 유대 연작

중 가장 널리 연주되고 블로흐의 일생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에

속하는 《셸로모》에서 발견되는 여러 다양한 성서적, 유대 전통적, 랩

소디적 음악 요소들을 고찰하며, 여기 내재된 표현적 특성에 대해 연주

자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우선 블로흐의 생애사적 연구를 통해 그의 심적 변화를 들여다

보고, 유대적 정체성 발견을 계기로 변화된 그의 음악경향을 살펴본다.

또한 작품 속에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성서적 요소나 전통적인 유대 음악

요소, 그리고 부제 ‘히브리 랩소디’를 나타내는 요소 등을 중심으로 작

품을 분석한다.

특히 독주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인 만큼, ‘솔로몬의 음

성’을 표현하는 독주악기의 사용과 ‘그의 시대, 세계, 경험’을 반영하는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 사용을 통해 작곡가가 어떻게 음악외적

인 요소들을 음악적 요소들로 표현했는지 살펴본다. 이를테면 성서를 바

탕으로 하여 블로흐 자신이 언급한 “탄식”, “나른한 춤”, “야만적 화려

함”, “명상”과 같은 어휘를 음악화한 패시지들과 그 외의 표현적 패시지

“비유대 여성의 춤”, “우는 목소리” 그리고 “독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

고, 연주자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또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유대 전통적 특성’이 드러나

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연주 해석을 제시한다. 예컨대, 민족

주의적 성격의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성서 구절의 ‘나팔’

을 뜻하는 이스라엘 전통 관악기 ‘쇼파르’의 사운드를 현악기인 첼로로

표현하는 방법, 히브리어의 강세를 표현한 ‘블로흐 리듬’의 연주법을 제

시하였다. 그리고 《셸로모》에 잦은 빈도로 사용되는 유대 전통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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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보 음계(Ahaboh-rabboh scale)에서 비롯된 증2도와 단2도 음정을

포함하는 패시지들에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Pablo Casals)가 공식화

한 ‘표현적 인토네이션(Expressive Intonation)’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유대적 색채가 더욱 강화된 연주법을 제안한다. 또, 표현적 특성이 두드

러지는 패시지들을 중심으로 기존 연주자들의 음반을 분석하고, 이를 통

해 기존 연주의 해석적 다양성을 살펴본다. 그 외에도 독주첼로의 주관

적 연주가 두드러지는 넬소바의 특정 패시지 연주에 대한 분석·고찰과,

랩소디라는 작품 특성에 따른 연주 방식을 제언한다.

《셸로모》는 유대적 가치관과 연관된 블로흐의 ‘유대 정신’을

시사한다. 음악내에 투영된 ‘유대 정신’은 《셸로모》를 연주자로 하여

금 표현적 특성에 걸맞도록 연주하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바, 이 논문에

서는 이의 발현 방식에 주목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기존 연주자들에

의한 표현적 패시지를 논평한다. 이를 토대로 한 필자의 연주자적 해석

은 연주실제에서의 효과적 표현을 위한 지표를 제공한다.

주요어 : 에르네스트 블로흐,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 전도서,

연주분석과 해석, 표현적 인토네이션, 첼로 연주 기법, 유대 연작.

학 번 : 201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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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서유럽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던 서양음악사 안에서도 서유럽 외의

음악 문화를 표현하려는 작곡가들의 시도가 있어왔다. 이를테면 자민족의

“민요나 춤곡에 있는 고유한 음계ㆍ리듬ㆍ형식을 예술 음악에 도입”1)한 움

직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을 지닌 작곡가들을 흔히 ‘민족주의2) 작곡

가’라고 부른다. 이들은 명확한 자의식을 가지고 민족 고유의 음악어법이나

제재를 사용하여 작품 속에서 민족적인 감각을 기반으로 한 양식을 창조하

였다.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사실상 독일의 자문화중심주의에서 파생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독일은 자신들의 음악을 서양음악사의 흐름을 이끄

는 정통하고 순수한 것으로 여겼고, 이러한 “독일음악의 패권에 대한 반작

용”3)은 19세기 후반 독일 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경향으로 이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민족주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
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B%AF%BC%EC%A1%B1%EC%A3%BC%EC%9
D%98 [2019년 9월 25일 접속]

2) 민족주의의 의미는 물론 ‘민족’의 정의에 따라 좌우되는데, 다양한 정의가 존재
한다. 단, 분명한 것은 ‘민족’은 ‘국가’와 달리 반드시 정치적으로 독립될 필요
는 없다는 사실이다. 왕조나 지역적인 구획으로도 규정되지 않고, 오직 이 공동
체의 정치적인 지위(Political Status)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자기들을 스스로 묘
사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언어적인 것, 윤리적인 것, 종교적인 것, 문화적
인 것 사이에서 관계의 합의가 중요하다. Taruskin, R. (2001). “Nationalism.”
Grove Music Online.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
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
0000050846. [2019년 9월 16일 접속]

3) 독일의 음악적 우월감을 피력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는 바그너인데 그는 프라이
게당크(K. Freigedank)라는 필명으로 1850년 음악에서의 유대주의(Das Judenthum
in der Musik)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이 저서에서는 유대인들이 단지 문화적이
나 종교적으로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즉 생물학적으로 비유대인 기독교인과 구
별되는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비유대인의 음악 전통을 약화시킬 뿐 결코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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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이러한 독일 중심적 음악의 흐름에 대한 반발은 시오니즘에서 대표

적으로 찾을 수 있다.4) 시오니즘5)은 유럽 중앙과 동유럽에 거주하던 유대

인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음악사적으로는 20세기의 유대적 레퍼토리에서도

발견된다.6) 특히 1915년대부터 민족주의 음악과 비견되는 ‘유대 민족주의

음악’을 창조해내는 움직임이 생기는데, 스위스 태생의 유대인 작곡가 에르

네스트 블로흐(Ernest Bloch, 1880-1959)는 바로 이러한 움직임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었다.7) 그가 활동한 시기는 바로 독일, 오스트리아권이 중심이

되었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에서 벗어나 현대로 향하는 때였다.8) 그

는 당시 서양 클래식 음악의 최전선에 유대 민족의 음악 유산을 배치하는

것을 자신의 중대한 임무로 여겼다.9)

통에 기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오
직 서로를 타락시키는 혼합물만 있을 뿐이다. 유대인이 멘델스존처럼 기독교인
으로 개종할 수는 있지만 결코 진정한 비유대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
은 결코 독일인이 될 수 없다.’며 유대인을 배척하였다(Taruskin, 위의 글). 민
족주의 운동은 독일에서 존재하지 않았고, 서양음악사의 주요국가였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Willi Apel ed., Harvard Dictionary of
Music, 2nd ed.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564-5; Taruskin, 위의 글에서
재인용).

4) Taruskin, 위의 글.
5) 19세기 말 유대인들에 대한 배척과 적대감이 증대되고 반유대주의가 팽배해지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민족 공동체의 특질을 지녀 정상적인 경
제, 사회 구조, 민족의식, 영토를 갖춘 고향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획득하는>
시오니즘을 모색하게 되었다. 안진태, 『역사적인 민족 유대인』(서울:새문사,
2011), 164-165.

6) Taruskin, “Nationalism.” Grove Music Online.
7) Willi Apel, 위의 책, 447.
8) 당시에는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던 아널드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를 비롯한 러시아의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
오스트리아의 알반 베르크(Alban Berg, 1885-1935), 그리고 안톤 베베른(Anton
Webern, 1883-1945)의 음악들이 유명했다.

9) https://www.prestomusic.com/classical/products/7987907--bloch-israel-nigun
-schelomo [2019년 9월 3일 접속]. 본디 서양음악사 안에서 유대 음악의 중요성
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다수의 학자들에 따르면 유럽 고전 음악의 가장 초
기 발현이었던 그레고리오 성가의 기원은 성전과 회당의 유대인 합창 음악이었
다. 이렇듯, 서양의 음악사 흐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골격이 되고있는 교회음악
은 ‘유대 음악(Jewish Music)’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구도 있다. Stanley Sadie,
“Chant.” The Grove Concise Dictionary of Music (London: Macmillan, 1988). T
he relevant passage Archived 2005-08-27 at the Wayback Machine is reprod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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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흐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유대계 작곡가 아널드 쇤베르크

(Arnold Schönberg, 1874-1951) 역시 그의 일생의 음악어법의 발전 과정에

유대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존재하였으나,10) 블로흐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

에서 유대적인 요소를 사용한 고유의 작품세계를 전개하였다. 그는 초기에

는 유럽에서 공부하여 서구적인 음악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점차 유대 전통

의 음악적 요소나 유대적인 표현으로 자신만의 음악 경향을 구축해 나가,

유대 합창음악의 권위자 조슈아 제이콥슨(Joshua Jacobson)11)에 의해 “20세

기 유대적 음악의 가장 위대한 창조자”12)라 불리기에 이른다.

블로흐의 이러한 경향이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난 작품이 ‘유대 연

작(Jewish Cycle, 猶太連作)’이라고 볼 수 있다. 작곡가 개인의 유대인으로

서의 정체성이 담긴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인 것이다. ‘유대 연작’은 풍

부한 표현력, 이국적 색채, 섬세하고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의 사용 등으로

특별한 인상을 주며, 블로흐의 전체 작품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음악적인 가치를 지닌 ‘유대 연작’의

유대적인 표현요소와 그것의 발현 방식에 주목한다. ‘유대 연작’이라는 용

어는 1917년 5월 3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연주회의 타이틀 ‘Cycle

Juif’13)를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그는 성공적이었던 ‘유

대 연작’ 시기의 이후에도 몇몇 유대적인 작품들을 계속적으로 작곡하였

ed on the Internet Archive, archived March 26, 2005 from the site of Reich
College of Education, Appalachian State University, North Carolina. Wikipedia
“Secular jewish music.” https://en.wikipedia.org/wiki/Secular_Jewish_music
[2019년 9월 14일 접속] 재인용; http://www.kocw.net/home/cview.do?mty=p&kem
Id=1162139&ar=relateCourse [2019년 7월 29일 접속]를 참고함.

10) 유대적 배경을 띤 미완성 오페라 《모세와 아론》(Moses und Aron, 1930-32/19
51-)과 칸타타 《바르샤바의 생존자》(A survivor from Warsaw, 1944-47) 외에
는 거의 없으며, 이 두 작품에서도 음악내적으로 특별히 블로흐처럼 유대 선율
이나 악기를 묘사하는 등 유대 음악적 성격과 어법(요소)을 중요하게 사용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조슈아 제이콥슨 박사는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합창 지휘자이자 음악교수이며,
헤브루 대학의 유대 음악과 객원교수이다.

12) https://zamir.org/about/e-notes/nfz-spring05/ [2019년 9월 26일 접속]
13) 영어 “Jewish Cycle”의 프랑스어식 표현. 본고에서는 ‘유대 연작’으로 번역한

다. 이 연주회는 ‘유대 연작’의 다섯 작품으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연주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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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 다음 인용문은 ‘유대 연작’에 나타난 블로흐의 음악어법이 유대 전통

에 직접적으로 기반을 두었거나 민속음악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을 설명한다. 블로흐는 유대적 주제 선정의 동기, 유대 정신에 기반을 둔

작품세계 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대 음악을 ‘재건’하거나 유대적인 선율을 토대로 음악을

쓰는 데 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나는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좋은 음악, 참된 음악을 쓰는 것이 나의 최우선적인 목표이다.

나는 유대의 정신에 매료되었는데, 그것은 복잡하고 빛나며 흥

분된 영혼이다[...] 나의 내면에서 듣고자 애쓰는 것, 나의 음

악에서 기록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15)

본고에서는 이러한 음악적 의도 위에 작곡된 ‘유대 연작’ 중에서도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Schelomo: Rhapsodie hébraïque, 1915-16)를 주

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작품은 오케스트라를 동반한 대규모의 작품들

중 가장 마지막에 작곡되었으며 ‘히브리 랩소디’라는 부제에 걸맞게 히브리

적 정서와 그 표현으로 유대 정신을 농축시킨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독특한 작품성으로 초연과 동시에 많은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음악학자 에르네스트 뉴먼(Ernest Newman, 1868-1959)에 의해 “본 작

품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상상력과 기술력을 둘 다 갖춘 사람이

다”16)라고 극찬받았다.

14) 이러한 그의 노력과 공로는 미국 내에서 받은 많은 수상내역으로도 증명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상은 National Jewish Welfare Board Frank L. Weil Award
(1956)이다. 당시 블로흐는 많은 음악인들로 하여금 높이 존경 받았고, 실제로
평생동안 그를 바흐, 베토벤 및 브람스와 함께 네 번째로 훌륭한 “B”로 간주하
는 주석가가 있을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다. “Alexander Knapp at London 2007:
Ernest Bloch in the USA”. http://www.ernestbloch.org/usa/ [2019년 9월 3일
접속]

15) 미국에서 1925년에 블로흐에 의해 편찬된 설명서(prospectus)에 수록된 글로,
From a prospectus compiled by and published for Bloch, in America, 1925.
Ernest Chapman “Ernest Bloch,” The Musical Times, 75/1092 (1934), 1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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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유대 정신을 담은 것뿐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매우 독특

한 양상을 지녔다. 우선 독주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음악사 안에서의 전형적인 첼로협주곡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서양 조성

에 의거한 작품이라 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다시 말해 블로흐가 사용한

음악의 외적 장치는 서양의 전통적인 첼로협주곡으로, 서유럽 클래식 음악

의 외적 구조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음악학자 리처드 타루스킨

이 말하는 20세기 유대음악의 특징, 즉 “지역의 민속음악(local folklore)

을 통한 그 당시의 현실 반영”과 “인위적인 오리엔탈리즘 어법(artificial

Orientalist idiom)”17)이라는 양면성이 블로흐의 《셸로모》에서도 엿보인

다.

이처럼 다원적인 특징을 지닌 《셸로모》는 작곡기법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연주자로서의 해석적 흥미를 불러일

으킨다. 연주자 입장에서 타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에 근간을 둔 작품들에 대

한 해석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사항들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하고

어떠한 연주해석적 관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좋은 실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이라 예상되는 점이 연주자로서의 필자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다. 만약

프랑스인 첼리스트가 한국의 아리랑을 연주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훈련될 수 있겠는가?

또, 스위스 태생의 유대인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을 한국인 첼리스트가 연주

한다면 어떠한 이론적, 음악사적, 작곡기법적 이해가 요구되는가? 본 연구

는 이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예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서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유대 정신이

구체적으로 《셸로모》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하며, 이

러한 특징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주실제에서 드러날 수 있는지 그 표현적 특

16) Alex Cohen, “Ernest Bloch – A Biography" in The Music of Ernest Bloch :
A Program Manual (New York: National Jewish Music Council, 1955), 45.

17) 타루스킨은 시오니즘이 제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어쩌면 해결될 수 없는 질문들이 몇 곡 안 되지만 의미심장한 20세기 유대민족
주의 음악에 반영되었다고 말한다. Taruskin, R. (2001). 위의 글. 여기서 ‘인위적
오리엔탈리즘’의 의미는 자연발생적인 민속음악과 달리 작곡가의 창작활동에 의한
작품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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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중심으로 연주분석한다. 《셸로모》는 블로흐가 구약성서의 전도서에

깊이 몰입하면서 지은 작품이므로 우선은 블로흐가 지닌 사상의 중심이었던

성서를 통하여 접근할 때 가장 적확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블로흐가

작품 속에 투영한 유대 정신에 대한 적절한 연주 해석을 위해 작곡가가 직

접 언급한 말을 토대로 하여 작품분석한 후, 기존 연주자들의 음반을 연주

분석하여 유대정신을 드러내는 표현적 특성을 고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연주법을 제안할 것이다.

본고는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본론의 제Ⅱ장에서는 블로흐

의 생애에 대해 서술하면서, 연대순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의

심정이 드러나는 서신들을 살펴본 후, 작품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 그

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서술한다. ‘유대 연작’의 음악 경향과

특징, 이에 해당하는 개별 작품 소개하며 각 작품별 배경과 작곡년도,

초연정보 등 간략한 정보, 예술사적 의의, 나아가 연작 시기 이후에 작

곡된 유대적 특성을 갖는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

다.

제Ⅲ장에서는, 《셸로모》를 작품분석한다. 작품의 작곡배경을

알아보고, 배경의 기초가 된 ‘유대인의 정서’와 《셸로모》의 매개의 역

할을 하는 구약성서의 전도서 내용을 살펴본 후 블로흐가 직접 남긴 글

을 토대로 이 ‘전도서’와 《셸로모》와의 연관성을 연구한다.

또, 작곡법을 분석함과 함께 블로흐가 ‘유대 정신’을 작품으로

표현하려 했음을 염두에 두어 작품 속에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전통적인

유대 음악 요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랩소디’라는 작품의 부제가 반영된 대표적인 예를 ‘히브리’와 ‘랩소디’

를 보여주는 요소들에서 찾고, 음악내적 연구를 통하여 다각적이자 심층

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IV장의 핵심내용은 표현적 패시지와 연주와의 관계를 보여주

는 것이다. 먼저, 각 패시지의 악보를 연주자의 시각으로 분석한 후 기

존 연주자들의 연주 경향과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음반을 면밀히 청취하

고 분석하겠다. 또, 이를 토대로 필자의 입장에서 논평하며 본 작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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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필자 나름의 해석을 제언하려 한다. 즉 음악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

과들을 토대로 작품이 가진 표현적 특성이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연주

방법을 논할 것이다.

제IV장의 연주분석에서 살펴본 패시지들은 제Ⅲ장에서 분석된

패시지들을 기초로 하되 부분적으로는 달리한다. 제IV장의 연구는 첫째,

성서의 서사를 반영하였거나 성서적 맥락의 특성이 함축된 부분, 둘째,

유대 전통과의 연관성을 띤 요소가 사용된 부분, 셋째, 연주자 해석에

의해 악보와 달리 연주될 수 있는 부분 등으로, 연주실제에 적용 가능하

다고 판단되는 패시지들이 분석대상이 된다. 다양한 연주들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본고에서는 블로흐와 넬소바가 직접 연주한 음반과 셔

머출판사의 악보를 택하였다.18)

이렇듯, 본 연구는 《셸로모》 안에 다양하게 표현된 음악외적

요소를 ‘유대인의 정서’ 관점에서 짚어본다. 작품 전체 구조와 음악적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유대적 요소에 관련된 표현적 특성이 잘 드

러나는 특정 부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면밀한 분석을

연주실제에 반영할 뿐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 유대적 색채를 새롭고 체

계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테크닉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민족주의

작품의 한 획을 그은 20세기 블로흐 작품의 다각적 연주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목표이다.

18) 연주자 개개인의 나이, 성별, 연주시 상황, 연주의 즉흥성 등 여러 다양한 요인들
그리고 연주장소나 악기 등 연주외적 요인들이 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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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에르네스트 블로흐와 ‘유대 연작’

1. 에르네스트 블로흐의 생애19)

작곡가 에르네스트 블로흐는 1880년 7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서 출생, 유대 전통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에

르네스트의 조부 마이어 블로흐(Meyer Bloch)는 렝나우(Lengnau) 지역

유대인 공동체의 회장이었고, 그의 부친 모리스 블로흐(Maurice Bloch,

1832-1913) 역시 한 때 랍비가 되려 했을 정도로 회당 전통에 정통하였

을 뿐 아니라20)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21) 어

린 시절 아버지가 불러 주었던 히브리어 노래는 후에 그의 음악에 중대

한 영향을 끼쳤다.22)

19) 블로흐의 생애는 David Z. Kushner, The Ernest Bloch Companion (London: Gre
enwood Press, 2002), 1-176; Alex Cohen, “Ernest Bloch – A Biography" in
The Music of Ernest Bloch: A Program Manual (New York: National Jewish Mu
sic Council, 1955), 44-49; Suzanne Bloch and Irene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New York: Jewish Music Council of
the National Jewish Welfare Board, 1976), 3-8; David Z. Kushner, “Bloch,
Ernest(USA).” Grove Music Online. 31 Jan. 2014. http://lps3.www.oxfordmus
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
0.001.0001/omo-9781561592630-e-1002257441. [2019년 3월 26일 접속]; Ernest
Bloch Legacy http://www.ernestbloch.org/; Robert Strassburg, Ernest bloc
h: Voice in the Wilderness (Los Angele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197
7), 1-99; Ernest Bloch Legacy Project, Ernest Bloch Composers in Nature’s
University(2018) http://www.ernestbloch.org/wp-content/uploads/2018/08/Er
nestBlochBookCover_7-18-1.pdf, 1-7을 참고하여 작성함.

20) Kushner, 위의 책, 1; Henri Shaffer Minsky, “Ernest Bloch and His Music”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19
45), 210. Strassburg, 위의 책, 6. 재인용. 을 참고하여 작성함.

21) Knapp, “The Jewishness of Bloch: Subconscious or Conscious?,” Proceedings
of the Royal Music Association 97 (1970-71), 99-100.

22) 《셸로모》에서도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드러난다. 이에 대해 본고의 Ⅲ장 3.2.
항에서 상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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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블로흐의 가정환경은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버지는 관

광 상품 판매원23)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음악과는 무관한 인물이었다. 그나

마 유일하게 그에게 음악적 영향을 준 것은 누이였다. 블로흐는 누이를 통

해 스위스의 민속 선율, 유명 오페라의 발췌곡, 살롱 음악 등을 접한 바 있

었으나24)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블로흐가 유대적 특징을 가진 음악을 써서

저명한 작곡가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10세 무렵 바이올린을 통해 음악에 입문한 블로흐는 어린 시절

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제네바에서 알버트 고스(Albert Goss, 185

2-1942)25)와 루이 에티엔느 레이에르(Louis Rey, 1852-1915)에게 바이

올린을, 쟈크 달크로즈(Jaques-Dalcroze, 1865-1950)에게 솔페지와 작

곡을 배웠다. 대표적으로 10대 시절 작곡한 《오리엔탈 심포니》(Symph

onie orientale, 1896)는 유대적 특징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아버지에

게서 들은 유대의 전통 선율을 토대로 한 것이 특징이다.26)

블로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스승은 바이올리니스트 마르

탱 피에르 마르시크(Martin Pierre Marsick, 1847-1924) 였다. 그는 18

96년 블로흐의 바이올린 연주와 블로흐가 작곡한 《현악사중주》를 본

후 블로흐의 음악적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가족에게 유학을 권유

하였고,27) 이를 받아들인 블로흐는 그 후 약 8년에 걸쳐 벨기에, 독일,

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는 다양한 문화적 체

험과 함께 음악적 역량을 성장시켰다. 블로흐의 유학과 음악 교육에 대

한 전반적 흐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3) Alexander Knapp, “The Jewishness of Bloch: Subconscious or Conscious?,” 100.
24) 블로흐에게는 형 아놀드도 있었으나, 그는 네 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25) Joseph Lewinski and Emmanuelle Dijon, Ernest Bloch sa vie et sa pensée Tome Ⅰ

Les années de galères(1880-1916) (Genève: Editions Slatkine, 1998), 47.
26) Alexander Knapp, “The Jewishness of Bloch: Subconscious or Conscious?,” 100;

Lewinski and Dijon, 위의 책, 47.을 참고함.
27) 마르탱 마르직(Martin Marsick, 1848-1924)은 블로흐의 가족에게 블로흐의 음악적

자질과 소명을 알리고 설득하여 브뤼셀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친구 외젠
이자이(Eugéne-Auguste Ysaye, 1858-1931)에게 교육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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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블로흐가 받은 음악 교육28)

국가/도시 교육 시기 스승 (음악 분야)

스위스/제네바 1894-95

알버트 고스29)(바이올린),

루이 에티엔느 레이에르(바이올린),

쟈크 달크로즈(음악이론, 작곡)

벨기에/브뤼셀 1896-99

유진 이자이(바이올린),

프랑수아 라세(작곡),

프란츠 쇠르그(바이올린, 실내악)

독일/프랑크푸

르트
1899-1901 이반 크노르(작곡)

독일/뮌헨 1901-03 루드비히 튈레(작곡)

프랑스/파리 1903-04
드뷔시의 영향으로

인상주의 스타일 흡수30)

그가 1903-4년 파리에 머물던 당시 재정적 지원 없이는 전문 음

악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하기 어려웠고, 1904년 8월 13일 마거리트 슈나

이더(Marguerite Schneider, 1881-1963)와 결혼하게 되면서31) 파리를

떠나 스위스로 돌아가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아버지의 사업에 합류하여

꾸준한 수입을 얻게 된다. 이 때에는 소중한 여가 시간을 자신의 오페라

《맥베스》(Macbeth, 1909)의 완성에 쏟았다.

《맥베스》 작곡 중이었던 1906년 1월, 블로흐는 젊은 시인 베

28) David Z. Kushner, “Bloch, Ernest(USA).”; David Z. Kushner, The Ernest Bloch
Companion, 2.; Andrea Olmstead, Roger Sessions: A Biograph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40. 을 참고함.

29) Lewinski and Dijon, Ernest Bloch sa vie et sa pensée Tome Ⅰ Les années de
galères(1880-1916), 47.

30) David Z. Kushner, The Ernest Bloch Companion, 3; 1969년 11월 26일의 편지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rness, 17-18. 재인용. 위 두
문헌을 참고함.

31) Kushner, 위의 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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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릭스 로데(Béatrix Rodé)와 잠시동안 사랑에 빠졌었고, 이로 인해

아내 마가레테와의 불화와 이혼소송 등 그가 겪은 개인적인 커다란 위기

속에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32) 이러한 상황 속에 “아마도 당시 ‘드

레퓌스 사건(Dreyfus Affair, 1894-1906)’33)에 높은 관심을 가졌었던

친구 에드몽 플레(Edmond Fleg, 1874-1963)34)의 영향을 받은 것”35)이

그가 유대 신앙과 성서에 몰두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추측한다.

블로흐는 그에게 보낸 서신36)을 통해 자신이 읽은 구약성서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다음은 1906년 블로흐가 플레에

게 쓴 그 서신에서 발췌한 것이다.

“모세가 나오는 몇 부분들을 읽을 때 엄청난 자부심이 나를

덮치는 것 같았어. 내 안의 모든 것들은 경외감으로 전율했고

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 내 자신에 대해서 매우 엄청난 사실

을 발견하게 된 것 때문에 엄습한 두려움이었지. [...] 나는 유

32) Description of Ernest Bloch 《Prelude & 2 Psalms, for soprano & orchestra
(or piano)》 by Joseph Stevenson, https://www.allmusic.com/composition/pr
elude-2-psalms-for-soprano-orchestra-or-piano-mc0002486861 [2019년 05월 09일
접속]; 1907년 10월 그는 로데와의 관계를 끝냈고, 그의 결혼 생활과 가족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Ernest Bloch Legacy http://www.ernestbloch.org/ [2019년
10월 1일 접속]

33) 1894년 10월부터 1906년 7월 최고재판소로부터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프랑스에
서 유대인 사관 알프레드 드레퓌스(Alfred Dreyfus, 1859-1935)의 간첩 혐의를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사건. 『두산백과』 인터넷 자료 “드레퓌스
사건.”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
AS_IDX=101013000753162 [2019년 10월 18일 접속]

34) 에드몽 플레로 알려진 Edmond Flegenheimer는 유대인 프랑스 작가로, 1904년부터
1920년까지 성공한 극작가였다. 후에 블로흐의 ‘유대 연작’에 해당하는 시편의
일부를 히브리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은 드레퓌스
사건으로 야기된 교란, 바젤에서 열린 제 3의 시온주의자 의회(Third Zionist
Congrss)에 참가한 것과 집단 학살의 보고(report of pogroms)에 영향을 받았다.
Wikipedia “Edmond Fleg.” https://en.wikipedia.org/wiki/Edmond_Fleg [2019년
9월 14일 접속]을 참고함.

35)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rness, 20.
36) Lettre autographe inédite de E. B. à Edmond Fleg, 30 novembre 1906. Joseph

Lewinski and Dijon, Ernest Bloch sa vie et sa pensée Tome Ⅰ Les années de
galères(1880-1916),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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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으로서의 내 자신을 찾아야 했어.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고

말이야. [...] 이 음악이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는 음악을 통

해 유대민족의 위대함과 우리의 운명을 표현하고 보여주어야

해... 구약성서의 구절들을 읽으며 나의 말하는 수단이 음악밖

에 없는 것이 아쉬워.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음악을 이해할

수 있어. 우리는 빨리 이걸 깨달아야 해.”37)

이처럼 1906년의 서신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드러낸다.

<그림 Ⅱ-1> 연표: ‘유대 연작’ 시기를 중심으로

블로흐는 1911년 플레에게 또 다른 서신을 보낸다. 이 서신에서

블로흐는 1912년에 시작할 ‘유대 연작’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데, 이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음악적 방향에 근거한 것이다.38) 다음은 서신의 요

약이다.

37) The letter, dated November 30. 1906, is quoted in Suzanne Bloch’s program
notes for the Lincoln Center performance of the Sacred Service by the Sym
phonic Choral Society of New York/Camerata Singers and Symphony Orchestra
(December 7, 1969), 8. David Z. Kushner, The Ernest Bloch Companion, 29.
영어번역본 재인용. 이에 대해 Ⅱ장의 2.2.항에 상술하겠다.

38) Lewinski and Dijon, Ernest Bloch sa vie et sa pensée Tome Ⅰ Les années de
galères(1880-1916),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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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여기저기에 주제들을 스케치하고 있어. 그것은 내가

본능적이면서 의식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나는 아직은 유대인들에게 제공할 어떤 것도 완성된 것이 없지만,

때가 되면 자연의 순리를 따라 이러한 일을 하게 될 순간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기다리고 있어. 《관현악을 위한 유대인

광시곡》을 쓸 것이며, ‘유대인들의 시’, ‘춤들’, ‘가사가 없는

성악가를 위한 시’가 있으나, 나는 이들이 유대적이길 바랬어.

나의 ‘음악 성서’(Musical Bible)가 탄생할 것이고, 인류와 민족

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유대인의 영혼을 울릴 나의 세속 노

래(Secular Chants)를 부르려고 해. (종교음악을 쓰려고 한 것

이 아니라 세속 음악으로서 유대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려 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고 분명하며 화려하고 풍성한,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식을 사용할 거야. 나는 신실한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있는 회당에서 불릴 노래를 쓸거야.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싹트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 이것이 바로 유대인으

로서 내 삶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힘이 아닐

까 싶어. 한가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겉모습의 장벽이 없어야 그

것을 찾을 수 있고, 영혼이 더 자유로워지며, 제한 없이 다가오게

할 수 있어.”39)

위 글은 1911년 에드몽 플레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사명감

과 앞으로의 작곡관을 설명한 것이다. 1906년부터 구약성서를 읽다가 받

은 영감을 통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성(Jewishness)’에서 찾고

이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어지는 항에서는 본격적으로 작곡 활

동을 한 시기이자 본고의 연구주제인 블로흐의 《셸로모》가 속해있는

1912년부터 1916년까지의 ‘유대 연작’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39) 플레에게 보낸 1911년 7월 16일의 서신. Suzanne Bloch, Program Notes, 2. St
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rness, 28-29. 재인용. 이에 대해
Ⅱ장의 2.2.항에 상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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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대 연작’ 시기(1912-16)

블로흐는 1912년 6월 제네바 음악원의 작곡과 교수로 임명되었

다. 그는 ‘유대 연작’ 시기 동안 《전주곡과 시편 137, 114》(Prelude

and two Psalms 137-114, 1912-14), 《시편 22》(Psalm 22, 1914),

《세 개의 유대시》(Three Jewish Poems, 1913), 《이스라엘》(Israël

Symphony, 1912-16),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Schelomo: Rhapsodie

Hébraïque, 1916), 그리고 《현악 4중주 1번》(String Quartet No. 1,

1916)을 작곡하였다.

특히 1916년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블로흐의 최종 완성작인40)

《셸로모》(1916년 2월에 완성)는, 음악 평론가 귀도 가티(Guido M. Ga

tti, 1892-1973)에 의해 “위대한 왕 솔로몬(Schelomo)의 이름을 지닌

이 작품은 블로흐의 음악적 완성에 이르렀다”41)라 평가받은 바 있다.

블로흐는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어,42) 친

구 알프레드 포숑(Alfred Pochon, 1878-1959)을 통해 모던댄스 무용

단43)의 미국 순회공연을 위한 지휘자로 고용되어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하였다.

40) 《현악사중주 1번》은 미국 이주 시기인 1916년 7월 이전인 5월에 시작하여 첫
세 악장을 완성하고 미국 이주 시기 이후에 마지막 악장을 작곡하여 9월에 완성
되었기 때문에, 《셸로모》를 이 시기 마지막 작품이라 보겠다. Walter Simmons,
Voices in the Wilderness: Six American Neo-Romantic Composers (Maryland,
Toronto, Oxford: The Scarecrow Press, 2006), 56.을 참고함.

41) Guido M. Gatti and Theodore Baker, “Ernest Bloch,” The Musical Quarterly
7/1 (1921), 31.

42) Alex Cohen, “Ernest Bloch – A Biography" in The Music of Ernest Bloch: A
Program Manual, 45.

43) 피아니스트가 된 여배우, 댄서 및 안무가인 캐나다의 모드 앨런(Maud Allen,
1873-1956)의 무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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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대 연작’ 시기 이후(1917-59)

미국 이주의 시기 동안에는 《셸로모》를 포함한 ‘유대 연작’의

다섯 작품이 1917 년 5월 3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초연된다. 당시 저명

한 음악가들은 이에 즉각적으로 깊은 관심과 존경을 표했고, 그는 미국

음악계의 주요 인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44)

또, 제네바에서 시작해 뉴욕 도착 직후 마지막 악장을 완성한

《현악사중주 1번》이 1917 년 12월 말에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음악

교육자 겸 연주자인 토비아스 매티(Tobias Matthay, 1858-1945)에 의해

“베토벤의 죽음 이후 가장 위대한 실내악 작품” 이라 평가받았으며, 블

로흐는 이 작품을 계기로 뉴욕 음악계에 또 한번의 커다란 인상을 주게

되면서 ‘새로운 천재’로 칭송받게 되었다.45)

이후에도 블로흐는 유년기의 유학 생활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찾아낸 자신만의 유대적 음악어법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다음 제시하

는 유대적 주제를 가진 작품들을 때때로 작곡한다.46)

또, 앞서 언급한 1917 년 5월에 카네기홀에서 열린 초연과 《현

악사중주 1번》의 초연 외에도 1년 후에는 이와 유사한 연주가 필라델

피아 심포니(Philadelphia Symphony)와도 있었으며, 1919 년 《비올라

모음곡》(Viola Suite, 1918/19)으로 쿨리지 상(Coolidge Prize)47)를

받게 되면서 블로흐는 미국 안에서 더욱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블로흐는 활발한 음악 활동뿐 아니라 교육가로서도 역량을 발휘

하였다. 1917-20 년에는 데이비드 매네스 스쿨(David Mannes School)48)

44) “Alexander Knapp at London 2007: Ernest Bloch in the USA”. http://www.ern
estbloch.org/usa/ [2019년 9월 3일 접속]

45) 《현악사중주 1번》의 초연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Alex Cohen, “Ernest Bloch
– A Biography" in The Music of Ernest Bloch : A Program Manual, 46; David
Z. Kushner, The Ernest Bloch Companion, 45. 에서도 확인됨.

46) Alexander Knapp and Norman Solomon, “King Solomon and Baal Shem Tov” Erne
st Bloch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171.

47) 미국의 피아니스트 Elizabeth Sprague Coolidge(1864–1953)가 수여하는 상.
48) 1916년 창립한 뉴욕의 음악학교. 메네스 음대의 전신이었으며, 현재의 Mannes

School of Music의 전신이다. Wikipedia “Mannes School of Music.” htt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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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직하며 개인 레슨을 병행했고, 1920 년에는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교편을 잡게 된다. 이 시기에도 1920-25 년에 두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와 《바알 솀 모음곡》49)을 작곡하였다.

1924 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1925-29 년에는 샌프란시스

코 음악원의 소장으로 일하였다. 이 때, 블로흐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엠마누엘 개혁 유대인 회당(Emanuel congregation)50)의 칸토어(Cantor)

인 르우벤 린더(Reuben Rinder, 1887-1966)와 교제하게 되었고51) 이를

계기로 《신성한 예배》의 작곡을 위촉받았다. 블로흐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 토요일 아침 예배를 위한 유대의 회당음악과 히브리어 텍스트를 공

부하였을 만큼 ‘유대’에 몰입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그 해에 유럽으로 돌아와 스위스 티치노에 잠시 머물며

《신성한 예배》의 대부분을 작곡하였다.52) 그 외에도 《유대인의 삶으

로부터》, 《히브리 명상》, 《예배》, 《광야에서의 외침》, 《비전과

번영》등 유대적 특성을 가지는 많은 작품들이 작곡되었다.

전 유럽에 걸쳐 히틀러의 반유대정책이 극에 달한 1939년 봄, 정

치적 압박에 시달리던 블로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53) 이듬해인 1

940년, 그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

keley)의 교수로 부임하였고54) 그 이후 생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서 거

주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36년 이후 전쟁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던

n.wikipedia.org/wiki/Mannes_School_of_Music [2019년 9월 10일 접속]
49) 《바알 솀 모음곡》은 세 악장으로 구성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

며, ‘유대 연작’ 시기 이후에 작곡된 유대적 특성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50) 1880년에 설립된 미국 시카고의 개혁 유대인 회당. Wikipedia https://en.wiki

pedia.org/wiki/Emanuel_Congregation [2019년 10월 1일 접속]
51) 영국의 대중적인 역사가이자 저널리스트 폴 비드 존슨(Paul Bede Johnson, 1928-)

에 따르면, 유대 음악 전통은 유럽의 어느 누구의 것보다도 오래되었다. 음악
은 유대교 예배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였으며, 칸토는 랍비와 같은 지역 유대
인 사회에서 거의 중추적인 인물이었다. Paul Johnson, A History of the Jews
(London: Hachette UK, 2013), 439.

52) 음악 그룹 Olla-vogala 계정의 글 https://www.youtube.com/watch?v=bdsLTXUUXgE
[2019년 9월 10일 접속]

53) David Z. Kushner, “Bloch, Ernest(USA).” Grove Music Online.
54) Kushner, 위의 글.



- 17 -

유대적 성격의 작곡도 4년 만에 재개되었다.

1951년, 말년의 블로흐는 건강이 악화되었다. 경련성 비염이 재

발되었고, 두 달 동안 네 번이나 의식을 잃었다.55) 그는 건강상태가 좋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모음곡》을 완성하였는데, 이것은 마

지막 그의 유대적 작품으로 남게 된다. 1952년 3월 말에는 미국 유대인

총회에서 그에게 스티븐 와이즈 상(Stephen Wise Award)56)를 수여하였

는데57) 이로써 명실상부한 유대 작곡가로서의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1923년에서 1955년 사이에 남긴 대표적인 유대적 작품58)은 다음

과 같다.

⦁《‘바알 솀’ 모음곡》(‘Baal Shem’ Suite, 1923)

⦁《유대인의 삶으로부터》(From Jewish Life, 1924)

⦁《히브리 명상》(Meditation Hébraïque, 1924)
⦁《예배》(Abodah (God’s Worship), 1929)59)
⦁《신성한 예배》(Avodath Hakodesh (Sacred Service), 1930-33)
⦁《광야에서의 외침》((Voice in the Wilderness), 1936)

⦁《비전과 예언》(Visions et Prophéties
(abridgment of Voice in the Wilderness)60), 1936)

⦁《여섯 개의 회당을 위한 오르간 프렐류드》

(Six Organ Preludes for the Synagogue, 1949),

⦁《네 개의 결혼 행진곡》(Four Wedding Marches, 1950)61)

55) Ernest Bloch Legacy http://www.ernestbloch.com/
56) 랍비 스티븐 사무엘 와이즈(1874-1949)가 수여하는 상.
57) Ernest Bloch Legacy http://www.ernestbloch.com/
58) 냅이 세운 유대적인 작품의 기준은 유대음악과의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블로흐의 작품 중 1/5이 이 유대적 작품에 해당한다고 서술하였다.
Alexander Knapp, “The Jewishness of Bloch: Subconscious or Conscious?,” 103.
의 의견을 고려하고 필자의 의견을 더하여 제시함.

59) Avodah는 히브리어 어휘(עֲבוֹדָה)로, “일, 예배, 의식”을 의미한다. Wikipedia
“Avodah.” https://en.wikipedia.org/wiki/Avodah [2019년 9월 11일 접속]를
참고함.

60) 6번의 원곡에서 발췌한 작품.
61) 제시한 유대적 작품들 중 《네 개의 결혼 행진곡》은 그 유대적 특징이 제목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품은 “유대 전통적인 노래의 일반적인 특성을 따
르는 등 무의식적으로 블로흐의 음악 어휘에 나타나며, 유대 음악에서 쉽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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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 모음곡》(Suite Hébraïque for viola or violin and Orchestra, 19

51)

⦁《선포》(Proclamation for Trumpet and Orchestra, 1955)

《셸로모》는 초연 이후 지속적으로 연주되었을 뿐 아니라, 블

로흐가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던 1951년 이후까지도 수

십 차례 연주되며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1951-59년의 대표적인

연주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견되는 명확한 출처의 모티브를 직접 인용했다”고 밝혀진 바 있다. 냅 뿐 아니
라 저술가 글렌다 애브람슨(Glenda Abramson, 1938- )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네 개의 결혼 행진곡》을 ‘명백한 유대적 작품’으로 분류했다. Alexander Kn
app, “The Jewishness of Bloch: Subconscious or Conscious?,” 103; Glenda A
bramson, Encyclopedia of Modern Jewish Culture, (New York: Routledge, 200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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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1951-59년의 《셸로모》 연주 사례62)

연주국가 연주일시 첼로 지휘자 오케스트라

미국-뉴욕 1951. 4.
레너드 로즈
(Leonard Rose)

드미트리
미트로폴로스
(Dimitri
Mitropoulos)

뉴욕 필하모닉
(New York
Philharmonic-
Symphony
Orchestra63))

영국 1952. 3.
자라 넬소바
(Zara Nelsova)

비토리오 구이
(Vittorio Gui)

BBC 교향악단
(BBC
Symphony
Orchestra)

스위스 1955. 2. 자라 넬소바

에르네스트
앙세르메
(Ernest
Ansermet)

스위스 로망드
관현악단
(Orchestra of
the Suisse
Romande)

미국-
필라델피아,
리치몬드,
워싱턴,
발티모어

1955. 3.
론 먼로
(Lorne Munroe)

유진 오르먼디
(Eugène
Ormandy)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Philadelphia
Orchestra)

이스라엘

1954. 12.

그레고르
퍄티고르스키
(Gregor
Piatigorsky)

하인츠
프로이덴탈
(Heinz
Freudenthal)64)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IPO)

1957. 10.
폴 토르틀리에
(Paul
Tortelier)

레너드 번스타인
(Leonard
Bernstein)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Philharmonic
Orchestra of
Israel)65)

62) 나라별, 연대순 기재. Ernest Bloch Legacy http://www.ernestbloch.com/ 을 참
고함. 한 연주자가 다양한 곳에서 연주했다면,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대한
다양한 나라에서의 연주를 택하여 제시함. 블로흐가 살아 있을 당시 《셸로모》를
연주한 유명 연주자는 레오나드 로즈, 자라 넬소바,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 폴
토르틀리에, 모리스 장드롱이 있다.

63) The New York Philharmonic은 공식적으로 the Philharmonic-Symphony Society
of New York, Inc.,이며 세계적으로는 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 (N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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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로모》는 위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연주되며 인기를 누렸

고, 이 외에도 많은 연주 사례가 있었다.

블로흐의 딸 수잔(Suzanne Bloch, 1907-2002)은 아버지의 생애

를 회고한 글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선(line)을 따라가야” 한

다고 했던66) 아버지 블로흐가 자신의 말처럼 “타인의 의견에 관계없

이67) 자신이 써야하는 것을 썼고, 결코 자신이 가고자 했던 선을 벗어

나지 않았다”라고 서술하였다.68) 이처럼 블로흐는 세상의 평가나 비난

에 굴하지 않고 유대인 음악가로서의 자신을 고집스럽게 드러낸 작곡가

라고 할 수 있다.

O) 또는 New York Philharmonic-Symphony Orchestra로 알려져있다. 이는 뉴욕
시 소속(based in New York)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이다. Wikipedia “New York
Philharmonic.” https://en.wikipedia.org/wiki/New_York_Philharmonic [2019
년 10월 18일 접속]

64) 참고자료에 명시된 바 없으나, 하인츠 프로이덴탈의 지휘로 추정됨.
65) 참고자료에 명시된 바 없으나, 윗 칸과 동일한 오케스트라(IPO)로 추정됨.
66) 프랑스어 원문은 “Il faut suivre sa Ligne”, 영어로는 “One must follow one’s

line”로 번역됨.
67) 블로흐의 작품은 때때로 부정적인 평가가 가해졌다. 이에 대해 Ⅱ장의 2.2.항

에 상술하겠다.
68)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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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경향: 유대적 특징을 중심으로

2.1. ‘유대 연작’ 개요 및 전반적 특징

블로흐는 1912년에서 1916년 동안 자신이 작곡한 몇 개의 유대

성을 띠는 작품들을 ‘Jewish Cycle’, 즉 ‘유대 연작(聯作)’69)이라 여겼

다.70) 이 명칭은 대부분의 블로흐 관련 문헌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등장

한다.

이는 첫째, 1912-16년에 작곡한 것이라는 시기적 의미를 포함하

며 둘째, 1917년에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Cycle Juif(Jewish Cycle, 유

대 연작)’라는 타이틀이 붙은 연주회에서 초연(혹은 연주)되어 블로흐에

의해 간접적으로 ‘유대 연작’이라 발표된 작품들을 말한다. 셋째, 블로

흐의 음악에서 드뷔시의 영향을 받은 파리 유학시기를 거쳐 새로운 음악

적 정체성에 대해 분투하며 탐구한 결실71)이라 할 수 있어 위 세 가지

의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대 연작’에 포함되는 정확한 작품목록에 대해서는 학

자들간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를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9) 이 때 ‘사이클(Cycle)’은 독일어로 ‘치클루스(Zyklus)’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어떤 작곡가의 많은 작품을 몇 회로 나누어서 계속 연주하여 나가는 연속 연주
나 연주회. 혹은 일련(一連)의 가곡집을 뜻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치클루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
&searchKeyword=%EC%B9%98%ED%81%B4%EB%A3%A8%EC%8A%A4 [2019년 9월 10일 접속]
이를 근거로 본고에서는 ‘연작’으로 번역하겠다.

70)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rness, 26; Wikipedia “Schelomo.”
https://en.wikipedia.org/wiki/Schelomo [2019년 9월 14일 접속]를 참고함.

71) David Z. Kushner, Ernest Bloch: A Guide to Research. (New York: Garland,
1988), 7-8.



- 22 -

<표 Ⅱ-3> 주요 연구자료들에 따른 ‘유대 연작’ 포함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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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에서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학자들의 분류기준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위 <표 Ⅱ-3>에서 학자별 포함작품에 따라 알 수 있

듯, 1912-16의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유대 연작’ 시기를 넓게 바라보

았던 연구가 있으며(알렉산더 냅, 1970-71; 2016.72)), 그중에서는 기본

다섯 작품 외에 1～2개의 작품을 ‘유대 연작’에 추가하여 포함시킨 것이

발견된다(냅, 1970-71). 한편, 스트래스버그는 유대적 음악 경향의 관

점에서 ‘유대 연작’을 분류하였는데, 기본 다섯 작품 외에도 심포니와

《맥베스》, 《신성한 예배》를 더한 총 8개73)의 유대적 특성이 담긴

작품을 언급하였다.74)

<표 Ⅱ-3>에서 나타난 이러한 학자들마다의 혼란스러운 주장 속

에서도, 그나마 발견할 수 있는 양상은 <표 Ⅱ-3>에 기재한 기본 다섯

개의 작품은 뉴욕 카네기홀 ‘유대 연작’ 연주회에서 연주된 바, 위 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시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최근 연구로 다가올수록 여섯 개의 작품들로 점차

좁혀지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 사이에 《현악사중주 1번》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냅의 이전연구(1971)와 최근 연구(2005)를 비교해보면, 시기

가 1912-18년에서 1912-16년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여

섯 개의 서사시’75)라 새롭게 규정하며 《현악사중주 1번》 작품도 그

72) 알렉산더 냅은, “1911년과 1918년 사이에 쓰여진 모든 작품은 총칭하여 ‘유대
연작’으로 알려져 있다”고 서술하였다. Knapp, “The Jewishness of Bloch: Sub
conscious or Conscious?,” 103.

73) 《세 개의 유대시》, 《시편 22》, 《전주곡과 시편 137, 114》, 《이스라
엘》, 《셸로모》, 《현악사중주 1번》, 《맥베스》, 《신성한 예배》.

74) 스트래스버그는, “유럽의 주류 음악에서 소외된 느낌이 들었던 심포니와 《맥
베스》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유대 연작이 시작되었으며, 《신성한 예배》에서
강렬한 유대성이 드러난다”고 서술하였다.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rness, 26-27. 클라라 모리츠 역시 《이세벨》의 맥락에서 ‘유대
연작’의 중요성에 대해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세벨》이 미완성작이기 때문
에 이상적인 본래의 음악적 이미지, 정화된 유다이즘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
았으나, 알려진 것은 《이세벨》과 밀접하게 연결된 그의 ‘유대 연작’ 들이었
고 여기에서는 오페라에서 작업하면서 생각한 주제와 음악 표현을 사용한다”고
언급하며 ‘유대 연작’에 녹아있는 블로흐의 유다이즘에 대해 설명했다.

75) 냅은 최근연구에서 ‘여섯 개의 서사시’라 규정한 바 있으나 ‘서사시’의 특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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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서 제외시킨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필자는 앞서 설명한 ‘유대 연

작’의 세 가지 조건(1912-16년, 유대 연작 연주회, 유대적 어법)을 고

려하여 《현악사중주 1번》도 포함시키는 의견에 따라 분류하려 한다.

설명하자면, 《현악사중주 1번》 역시 1916년에 작곡되었고, 음

악내적으로 보았을 때 ‘유대 연작’의 대표적인 작품 《셸로모》의 한 프

레이즈와 선율진행이 매우 유사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점76), 또,

《현악사중주 1번》이 냅이 언급한 대로 ‘히브리 사중주’77)라는 별칭으

로 알려져, 유대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블로흐의 딸인 수잔 블로흐 역

시 “아버지 블로흐가 유대 연작의 하나로 간주했다.”고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악사중주 1번》은 ‘유대 연작’ 연

주회에서 단순히 편성의 문제로 제외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추측하는 바,

‘유대 연작’을 다음 제시하는 여섯 작품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의거한 작품 분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단지 서사적인 작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듯 보인다.

76) 이에 대해 Ⅱ장 2.3.6.항에 상술하겠다.
77) Knapp, “The Jewishness of Bloch: Subconscious or Conscious?,”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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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본 연구의 ‘유대 연작’ 분류 – 총 여섯 작품

No. 작품명 작곡년도 편성 초연/연주78)

1 《세개의유대시》
1913년 10월 완성

(1913년 8월-10월)

대편성

오케스트라

1914.2.28.

1악장초연

1917.3.23.-24.

2,3악장 초연

2 《시편 22》
1914년 4월 완성

(1913년9월-14년4월)

바리톤과

오케스트라

1917. 5. 3.

뉴욕 카네기홀 초연

3
《전주곡과

시편 137, 114》

1914년 5월 완성

1912년 9월 완성

(1912년-14년)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

4 《이스라엘》
1916년 1월 완성

(1912년-16년 1월)

2 소프라노,

2 콘트라알토,

1 솔로 베이스,

오케스트라

5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

1916년 2월 완성

(1915년12월-16년2월)

독주첼로와

대편성

오케스트라

6
《현악사중주 1번》

B단조 ‘히브리콰르텟’

1916년 9월 완성

(1916년 5월-9월)
현악사중주

1916.12.31.

에올리안 홀

한편, 앞서 언급한 ‘유대 연작’이라는 타이틀의 1917년 5월 3일

뉴욕 카네기홀 연주회는 프렌즈 오브 뮤직 협회(Society of the Friend

s of Music)의 주최 하에 지휘자 아르투 보단스키(Artur Bodanzky, 187

7-1939)와 에르네스트 블로흐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78) 1917년 4월 22일 일요일 게재된 기사, The Sun. [Volume] (New York [N.Y.]) 1
916-1920 The New York Public Library, Astor, Lenox and Tilden Foundation
https://chroniclingamerica.loc.gov/lccn/sn83030431/1917-04-22/ed-1/seq-25
/ [2019년 5월 29일 접속]; Olmstead, Roger Sessions: A Biography,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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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유대 연작’ 연주회 정보79)

프로그램

구분
독주자/ 작품

1부

(보단스키 지휘)

《세 개의 유대시》(전 악장) 초연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초연

첼리스트: 한스 킨들러((Hans Kindler, 1892-1949)

《전주곡과 시편 137, 114》 초연

소프라노: 멜라니 커트(Melanie kurt, 1880-1941)

《시편 22》 초연

바리톤: 칼 브라운(Carl Braun, 1886-1960)

2부 (블로흐 지휘) 《이스라엘》교향곡 초연

79) Ernest Bloch Legacy http://www.ernestbloch.org/2018/08/16/biographical-19
10-1919/ [2019년 5월 8일 접속]



- 27 -

2.2. ‘유대 연작’의 음악 경향

블로흐는 ‘유대 연작’을 통해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내려 했다. ‘유대 정신’을 매개로 하여, 히브리적 사상을 음악에 담

아 드러내는 자신만의 특별한 음악경향을 보여준 인물이다. 다음 인용문

을 살펴보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의 미덕과 결점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장 유대인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곡한다고 확신한다.”80)

-(Boston Post) 1916. ‘유대 연작’을 작곡한 이후 Ernest Bloch

“나는 유대인이며, 유대적인 음악을 쓰기를 갈망하지만,

이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생명력과 중요성을

지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일(유대 연작 작곡)을 할 수 있다.”81)

-1917. Ernest Bloch

“생명력, 진실 그리고 의미를 가진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는

거의 없다. 극소수의 하나는 가장 깊은 블로흐이다.”82)

-1926. 10. 30. Olin Downes

‘유대 연작’ 작곡 시점의 블로흐는, 성서를 접한 후에 유대 민

족의 위대함과 민족의 운명을 표현하는 새로운 종류의 음악을 자신이 시

작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혔으며, 유대 민족의 위대함과 민족의

80) https://zamir.org/about/e-notes/nfz-spring05/ [2019년 9월 26일 접속] 재인용
81) Gdal Saleski, Famous musicians of a wandering race: biographical sketches
of outstanding figures of Jewish origin in the musical world (Bloch publi
shing company, 1927), 6. 이러한 측면에서, 성서에서 받은 영감으로 작곡하였
더라도 자신의 유대 혈통을 드러낸 작곡가는 거의 없으며, 블로흐와 같은 유대계
혈통의 작곡가였을지라도 주요 경향이 유대적인 작곡가는 거의 없다. 때문에 블
로흐의 음악경향은 타 작곡가들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82) Saleski, 위의 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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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표현하는 새로운 종류의 음악이 그에게서 시작되리라는 점을 인

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음악에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담으

려 했다. 또, 성서적 영감을 받은 이 작품들이 쓰여질 당시에는 엄밀하

게 말해서 유대인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적인 음악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블로흐 자신만의 개념과 해석이 표현되었

다.83) 다시 말해, 앞서 언급한 칸토 르우벤 린더나 블로흐의 가족들 등

여러사람들에게 받은 영향을 토대로, 그것을 통해 그만의 몇몇 유대적

색채의 요소를 고안하고 구축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의 유학기간 동안 블로흐는 타국의 문화를

깊고 다양하게 체험하였을 것이며, 그의 서신에서 알 수 있듯 성서를 통

해 자신이 가졌던 음악에 대한 근본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음악어

법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블로흐의 ‘유대 연작’ 시

기 이전의 음악경향은 대표적으로 《가을시》(Poèmes d' automne,

1906)와 《맥베스》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이른바 ‘유대적 색채의 요

소’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양음악에 가까운 음악경향을 보이고

있다.

쿠쉬너는 “블로흐는 《가을시》를 통해 프랑스와의 연결을 확고

히 확립하였으며, 《맥베스》는 바그너풍의 라이트모티프84)부터 드뷔시

의 색채 그리고 무소르그스키의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Boris God

unov, 1868-73)와 관련된 긴박하고 깊이있는 특징의 분위기까지 즉, 외

견상으로 정반대의 요소들의 굉장히 아름다운 합성의 예를 보여주었

다”85)고 서술하였고,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해럴드 숀베르그(Harold C.

Schonberg, 1915-2003)의 기사에 따르면, 《맥베스》는 “드뷔시의 영향

을 많이 받았고 매우 독창적이며, 심지어 자극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요소들이 사용”86)되었다는 것이다.

83) Kushner, Ernest Bloch: A Guide to Research., 7-8.
84) Leitmotiv, 원문의 lietmotifs는 출판오류로 보인다.
85) Kushner, The Ernest Bloch Companion, 4.
86) https://www.nytimes.com/1973/05/11/archives/macbeth-blochs-1909-opera-has

-a-premiere-here.html [2019년 10월 1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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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 제시되는 수잔 블로흐의 글로 미루어 보아, ‘유대

연작’의 이전과 이후 시대에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던 작품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전과 이후의 작품들 중 많은 수가 ‘유대 연작’에 가려졌

다. 그의 일부 작품들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데까지 35년이 걸렸

다고 나의 아버지 블로흐는 말했다. 이는 매우 모순적이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매우 ‘불협화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반면, 1930

년대 작품들에 대해서는 ‘현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또, 《신성한 예배》에 대해서는 ‘유대적인 성격이 부족하다’라

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었던 반면, 유대적인 성격을 의도 하지 않

은 작품에서 ‘히브리적 주제’를 발견한 학자들도 있었다. 그의

작품 중 일부는 음악계에 수용되는 데 35년 이상이 걸렸다.”87)

그녀는 아버지 블로흐가 일부 비평가들에게 받았던 비난은 상당

히 모순적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모순적 비난에 대하여 “시간과 관점이

이러한 모든 질문에 답해줄 것”88)이라 언급하는 유대 종교적 관점으로

의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87)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7.
88) 위의 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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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유대 연작’ 여섯 곡의 작곡시기

한편, 위 <그림 Ⅱ-2>에 나타난 시기 동안 그가 추구한 새로운

음악어법은 ‘유대 연작’에 총체적으로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아

내와의 불화가 있던 블로흐가 처한 상황에 더해, 친구 플레가 드레퓌스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며 유다이즘에 눈뜨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영

향을 받아 성서를 읽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 성서를 통한 모세의 구

절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하게되고, 그것이 유

대적인 ‘유대 연작’ 음악경향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배경으로 보인다.

블로흐가 성서로부터 받은 이러한 큰 영향은, 이전까지는 특별

히 인식하지 않았던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변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후 ‘유대 연작’을 통해 유대인으로서 스스

로를 재발견한 사실을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였다.89)

앞서 살펴본 1906년 플레에게 보낸 블로흐의 서신에서 당시 그

의 심리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좋지 않은 사건

들을 맞닥뜨리며 “성서를 읽으려는 생각”90)이 난 것을 넘어, 블로흐가

89)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rnes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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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밝혔듯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시”

를 받았다고 느끼기까지 했다. 그는 당시 모세오경(Pentateuch)을 읽었

거나 시편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는데91), 그 계시에 동

요되어버려 구절을 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느껴졌고, 자긍심

이 커져가면서 자신이 유대임인 것을 깨달았다. 그 의미를 부여하여 유

대인로서의 운명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음악의 필요성과 중요성, 유대인

은 음악을 완벽하게 섭렵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다. 또, 해당 성

서구절이 자신과 플레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될 것이라 생

각했다.

한편, 1911년 7월 16일에 쓴 또 다른 서신에서는 ‘랩소디’와

‘춤’곡, ‘성악곡’에 대한 음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블로흐

는 이 작품들이 ‘구조를 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자연스러운 ‘유대 정신

이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세속적인 노래”가 유대인의

영혼이 온전하게 진동하는 곳인 블로흐 안에서 노래하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92) 여기서 ‘세속적인 노래’는, ‘종교음악(Jewish religious

music)’93)과는 차이가 있는 유대 음악(Jewish music)의 한 장르이다.

당시 블로흐는 종교적인 유대인은 아니었다.94)

‘유대 연작’의 완성 이후, 1925년에 그는 자신의 음악어법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90)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45.
91) 블로흐가 1912-14년 《전주곡과 시편 137, 114》를 작곡한 바, 이 작품은 모세

의 출애굽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시편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
다. 한편, 시편은 많은 성서 편집자들에 의해 때때로 ‘다윗의 시’라는 해설이
덧붙여진다.

92) Ernest Bloch Legacy http://www.ernestbloch.com/
93) 앞서 언급한 《신성한 예배》가 여기에 속함. Wikipedia “History of religious

Jewish music.”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religious_Jewish_
music#Contemporary_Jewish_religious_music [2019년 9월 10일 접속]

94) Cecil Bloom, “Three Jewish Composers: An Ashkenazic, Sephardic, and Prove
ncal Trio,” Midstream 53/4 (2007) https://www.questia.com/magazine/1G1-16
6933961/three-jewish-composers-an-ashkenazic-sephardic [2019년 9월 10일
접속]

http://www.ernestblo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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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음악을 “재건”하거나 유대적인 선율을 토대로 음악을

쓰는 데 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나는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좋은 음악, 참된 음악을 쓰는 것이 나의 최우선적인 목표이다.

나는 유대의 정신에 매료되었는데, 그것은 복잡하고 빛나며 흥

분된 영혼이다. 나는 성서를 읽는 내내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

다. 열두지파 이야기의 신선함과 종족의 순수함, 예언서의 격렬

함, 유대인들이 정의에 대해 보여준 야만적일 정도로 지독한 사

랑, 전도서에 나타난 절망, 욥기의 슬픔과 거대함, 감각적인 아

가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나

의 가장 선한 부분에 있다. 나의 내면에서 듣고자 애쓰는 것,

나의 음악에서 기록하기를 원하는 것이다.”95)

위의 글로 미루어 보아, 그가 ‘유대 연작’ 작품들에서 표현한

것은 구약성서의 곳곳에 나타난 여러 유대인들의 모습들에서 강하게 느

낀 ‘유대 정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유대 정신’이란, 시오니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스라엘 땅에

대한 신의 약속”96)을 기초로 한다.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것을 중요

한 문제로 여기며, 유대주의와 끈을 놓지 않은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

땅 밖의 도시에 사는 주민들 대다수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이스

라엘 땅에서 살아야 한다”97)는 탈무드의 규정이 있듯이, 블로흐의 ‘유

대 연작’ 중에서는 《전주곡과 시편 137, 114》98), 《이스라엘》에 이

러한 이스라엘 땅의 중요한 의미를 가사 혹은 제목에 직접적으로 담았

다.

95) 미국에서 1925년에 블로흐에 의해 편찬된 설명서에 수록된 글로, Ernest Chapm
an “Ernest Bloch,” The Musical Times, 75/1092 (1934), 122.에서 재인용

96) Rabbi Joseph Telushkin, The Jewish Wisdom 김무겸 역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에게 물어라』 (서울: 북스넛, 2013), 629-630. 시온(유대교의 상징으로
서의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한 듯하다고 서술되
어 있음.

97) 위의 책, 632.
98) 작품과 ‘유대 정신’의 연관성에 대해 본장의 2.3.2.항에 상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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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의 시편 연주는 주로 지휘자와

회중이 ‘응창’ 하는 형식으로 연주되었으며, 이 시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세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99)고 전해진다.

이는 ‘유대 정신’이 음악안에서 전해지는 방식이며, 블로흐의 음악에서

는 ‘유대 연작’ 의 《전주곡과 시편 137, 114》 그리고 《시편 22》가

이러한 측면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다.

또, 1912년의 블로흐가 플레에게 보낸 서신에서 “나는 정말로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러나 성서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았고 그들 중 3/4은 불쾌한 유대인이기에 나는 내가 찾고 있는

유대 정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두렵다”라 덧붙였듯100) 자신의 뚜렷한

‘유대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주력한 ‘유대 연작’은, 유대

의 종교음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Ⅱ-3> 유대 음악(Jewish music)의 종류101)

99) http://www.kocw.net/home/cview.do?mty=p&kemId=1162139&ar=relateCourse [20
19년 8월 8일 접속]

100) Klára Móricz, “Sensuous Pagans and Righteous Jews: Changing Concepts of
Jewish Identity in Ernest Bloch’s Jezabel and Schelomo,”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54/3 (2001), 445

101)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an-overview-of-jewish-music [2019년
9월 1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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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음악102)은 크게 종교음악, 세속음악, 회중노래로 나뉘며,

문화적 다양성에 의해 전형화되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많은 문화의 자원

을 활용한다. 유대 음악의 독창성은 유대인 음악가들이 전통적인 틀에

외부 영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방식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음

악은 혁신적이고 활기차며 적응력이 풍부한 많은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와 공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확고한 기반 위에 있다.103)

《셸로모》의 경우, 작품 일부분에 미세하게나마 종교음악적인

요소가 간접적으로 인용된 듯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블로흐가 의

도적으로 직접 인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림 Ⅱ-3>에

나타나듯 《셸로모》를 포함한 《세 개의 유대시》, 《현악사중주 1번》

은 기악음악, 《전주곡과 시편 137, 114》, 《시편 22》, 목소리가 있

는 《이스라엘》교향곡은 기악반주가 함께하는 노래로서 모두 세속음악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블로흐의 작품 중에는 <그림 Ⅱ-3>의 ‘종교음악’에 해당하는 작

품도 있다. 그가 1911년의 서신에서 “언젠가 나는 신앙심 가득한 신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있는 유대교회당에서 불리어지게 될 노래를 작곡할

거야.”라고 언급한 바 있고, 1913년 플레가 유대인의 의식을 음악에 넣

는 것을 제안했던 바, 약 20년이 지난 후 《신성한 예배》라는 작품으로

완성시킨 것이 그것이다.104)

《신성한 예배》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시편

137편의 배경) 시대에 생겨난 유대의 종교음악(Devotional) 중 ‘회당음악

(Synagogue music)’105)의 한 종류로 보인다. 이후 회당의 작곡가들에게

102) 넓은 의미에서 보면, 종교음악, 세속음악, 회중 노래 모두 유대 민족에 관련
된 민속음악(Folklore)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ruskin, “Nationalism.”
Grove Music Online; Wikipedia “Folklore.” https://en.wikipedia.org/wiki/
Folklore [2019년 10월 4일 접속]

103)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an-overview-of-jewish-music [2019년
9월 11일 접속]

104) Ernest Bloch Legacy http://www.ernestbloch.com/; Seth Ward, “The Liturgy
of Bloch’s Avodath Ha-Kodesh,” Modern Judaism 23/3 (2003), 243.을 참고함.

105) http://www.kocw.net/home/cview.do?mty=p&kemId=1162139&ar=relateCourse [2
019년 9월 1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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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을 불어 넣어 준 《신성한 예배》는 “가장 진보된 음악 스타일을 보

여준 칸토, 합창단, 오케스트라 및 내레이터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

가된다.106)

이렇듯, ‘유대 연작’ 시기의 블로흐의 목적은 민속적인 선율이

나 유대 종교적인 요소들을 사용함으로 유대 민속주의의 정점에 일으키

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블로흐는 ‘민족주의’라는 명목하에 전통의 유

대인과 그 지역에 순화된 유대인의 인종과 종교적 관점을 자유롭게 혼합

했기 때문에, 개념적인 필요 요소들 없이도 그의 음악어법은 받아들여졌

다.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통해 블로흐는 특별히 “유대적 작곡가”의 화

신이 되었다.107)

106) Joshua S. Walde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ewish Music (Cambridge Uni
versity Press, 2015), 95.

107) Kushner, The Ernest Bloch Compan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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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대 연작’의 개별 작품들

본항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유대 연작’ 시기

의 작품들을 개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블로흐의 작품활동을 살펴보

는 것 외에 유대적 관점으로의 생애사적 연구에서도 이 ‘유대 연작’ 시

기의 작품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본항에서는 이 점을 고려

하여 해당 작품들에 대한 작곡 연도, 악기편성, 헌정된 인물, 악장 구성

등의 제반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각 작품에 명확하게 드러나

는 유대적인 특성들, 그리고 당시 평론가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

다.108)

2.3.1. 《세 개의 유대시》(Three Jewish Poems, 1913)

《세 개의 유대시》는 1913년 작곡되었으며, ‘유대 연작’ 시기

작품별 분류109)에서의 첫번째 완성작품이라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마지막 악장은 ‘블로흐가 유대인의 혈통을110) 이어받

108) 한편, ‘유대 연작’의 음악내적인 공통점에 대해, 유타주 샌디에서 자란 첼리
스트 트레이시 D. 프라이스(Tracie D. Price)는 대표적으로 증2도, 4분음, 유
대 노래와의 연관성, 대사 진행, 선법적인 색채 등의 선율적 특성, 블로흐 리
듬의 사용, 잦은 박자･템포의 변화, 축소되는 음가를 특징으로 하는 반복적

패시지 등의 리듬적 특성, 대위적 텍스쳐, 병행 6
4 화음, 해결되지 않는 불협

화음, 병행 4도와 5도,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단순 3화음의 사용, 강조를 위
한 유니즌 보이싱 등의 화성/텍스트적 특성 등을 언급하였다. Tracie D. Pric
e, “A Brief History and Analysis of Ernest Bloch's Schelomo” http://www.
cello.org/newsletter/articles/schelomo.htm [2019년 5월 22일 접속]

109) 악장별로 분류하여 보았을 때는 《전주곡과 시편 137, 114》 중 제 2번 시편
114가 1912년 완성으로, 최초의 완성 악장이다. David M. Schiller, Bloch,
Schoenberg, and Bernstein: Assimilating Jewish Music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6. 을 참고하여 작성함.

110) 김종빈에 따르면, “유대인 스스로도 유대인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모호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첫째, 유대교를 믿고 그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하는 사람.
둘째, 부모가 유대인인 사람. 셋째, 유대인의 전통 문화유산과 그 관습에 젖
어 있으며 유대인 사회의 일원으로 행세해온 사람 등을 유대인이라고 한다.
다시말해, 종교적⦁인종적⦁문화적인 세 가지 범주로 보는 것이다. 시너고그
에 등록을 한다든가 유대교의 제반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사람 역시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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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은 해 3월 세상을 떠난 부친에게 헌정되었다. 이는 아버지를 기리

기 위한 것이었다.

블로흐는 “음악은 글로 표현되기 어렵기에 이 작품의 프로그램

노트를 쓰는 것은 나에게는 버거운 일이었다. 나는 곡의 제목만으로도

청중에게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111)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작품은 유대 전통의 음악적 요소보다는, 자신의 태

생적인 유대 정신의 표현을 절절하게 투영하였으며, 이는 각 악장의 제

목으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1악장 춤곡(Danse), 2악장 의식(Rite),

3악장 장례 행진곡(Cortege funebre) 등의 독립적인 제목들이 그것이

다.

다음 인용문은 블로흐가 이 작품에 대해 다른 유대 연작과의 비

교를 중심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이 작품은 [...]‘유대 연작’ 시기의 첫 번째 작품이다. 나는

이 작은 단편에 의해서 내 전체가 판단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작품은 아직 그만한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속작

《시편》, 《셸로모》, 《이스라엘》 등이 훨씬 더 내 음악을 대

표할 만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내 본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폭풍과도 같은 열정을 담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세 개의

유대시》에서 나는 새로운 화법을 시도해 보고 싶었다. 이 화법

의 색채는 미래의 표현에 걸맞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거기에

는 어떠한 한계점이 있었다. 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났고 오케스

트레이션도 신중하게 썼다. 《세 개의 유대시》는 새로운 시대

의 작품이기 때문에 시편 작품들이나 《이스라엘》 교향곡처럼

완숙한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112)

위의 글에는 긴 연작 시기의 첫 작품이기에 나타날 수 있었던

인의 범주에 넣게된 것 같다.” 김종빈, 『갈등의 핵』 (파주: 효형출판,
2001), 219-220.을 인용함.

111)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47.
112) 위의 책,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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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미성숙을 아쉬워하는 블로흐의 심정이 드러난다. 다시말해, 새롭

고 미래지향적인 음악어법을 구축하고 싶었지만 완숙함이 부족하다는 아

쉬움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 작품의 각 악장에 대해 다음 <표 Ⅱ-6>

과 같이 말했다.

<표 Ⅱ-6> 《세 개의 유대시》 악장별 설명113)

한편, 이 작품에서 유대적인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은 2

악장의 금관파트이다.114) 구약성서 텍스트에 ‘나팔’로 자주 언급되는 유

대 전통의 악기 쇼파르(Shofar)의 사운드가 다음 <악보 Ⅱ-1> 패시지에

113) 위의 책, 47.
114) Boris Fernbacher, Vom Jerusalemer Tempel nach New York 3000 Jahre jüdische

Musikgeschichte (Baden-Baden: Demand GmbH, 2018), 221.

악장
I. Danse.

(춤)

II. Rite.

(의식)

III. Cortege Funebre.

(장례 행진곡)

내용

“이 음악은 모두

채색되어 있다.

다소 칙칙하고,

신비스럽고,

나른한 색조”

“이 악장은 더 감

정적이지만, 컬트

의 의식처럼 엄숙

하고 고립되어 있

다.”

“이 악장은 더 인간적이다. 아

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시는 그

에 대한 기억 속에 바쳐졌다.

고집스럽게 반복하는 리듬에는

대단히 엄격한 무언가가 있다.

마지막에는 슬픔이 터지며, 영

원한 이별이라는 생각 앞에서

영혼이 무너져 내린다. 그러나

매우 간결하고 고요한 멜로디

는 오케스트라의 깊은 내면에

서부터 위안, 진정됨, 부드러

운 믿음처럼 다가온다.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

지 않는다. 그는 우리 가슴속

에 영원히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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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되어 있다. 쇼파르의 사전적 의미는 숫양이나 염소의 뿔로 만든 관

악기로, 구약성서 출애굽기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쇼파르는 유대교의 축

일과 속죄일에 사용되며 자연재해와 전쟁을 알리는 등 유대인들의 역사와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악기였던 바,115) 그는 작품에 이러한 쇼파

르를 표현한 사운드를 사용하여 유대적인 특성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악보 Ⅱ-1> 《세 개의 유대시》 ‘Rite’에 나타난 쇼파르 사운드

보리스 페른바허(Boris Fernbacher, 1963- )는 “고대 이스라엘

의 관점에서 고대 관악기인 쇼파르 요소를 마디25-30의 호른, 트럼펫,

튜바 파트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쇼파르 사운드는 많

115) 쇼파르는 성서 내에서 총 72번 등장한다. 가장 최초는 출애굽기이며, 대표적
으로 민수기, 여호수아 사무엘하 역대하 등에 언급되어 있다. 이보경 외 2인,
『악기백과』 (사)음악사연구회 “쇼파르.” https://terms.naver.com/entry.nh
n?docId=3432173&cid=60476&categoryId=60476 [2019년 9월 11일 접속]을 참고
함; 쇼파르 연주 자격증을 보유한 유대인 쇼파르 전문가 로버트 웨인거(Robert
Weinger, 1951- )는 김종철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쇼파르는 성서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나팔이라 설명하며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 있어 매우 중요함
을 갖는 악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로버트 웨인거 하나님의 악기 쇼파르(양각
나팔), 어떻게 부는 것인가? (2015)”. https://youtu.be/zLq36q6wVK0 [2019년
2월 27일 접속]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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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 작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호출의 신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116) 필자는 이러한 음형을 쇼파르 주법 중 ‘테키아’ 주법의 모

티브로 본다. 이에 대해 Ⅲ장의 3.1.항에서 상술하겠다.

한편, 1923년 1월 13일 런던 퀸즈 홀에서 열린 지휘자 헨리 우

드 경이 이끄는 뉴 퀸즈 홀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대한 평론가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의 특유함 뒤에는 어두우면서도 어떠한 조짐이 보이

는데, 이는 굳건한 민족의 기원을 바탕으로 두면 납득할 수 있

는 부분이다. 이 시들은 서구적 사고방식으로 공감하기는 불가

능에 가까울 정도로 심오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이 세 개의

시 ‘춤, 의식, 그리고 장례식’을 작곡한 블로흐는 자신의 노련

함으로 순화시킨 이들 주제를 가지고 관현악적인 색채로 독특하

게 표현해냈다. 그러나 이런 표현양식의 의미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작품의 길이에 비해 작품에 대

한 논의는 매우 적다고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한

논의에 비해 작품이 다소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짐작

컨대 아마도 사람들은 동양적인 배경과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

갈 때 무언가 모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사실 이러

한 음악을 들을 때 관중들이 매우 만족스러워 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공공연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직적인

전개 과정의 흔적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헨리 우드 경은 작품이

지닌 영리함을 빛나는 표현력으로 포착하였다.”117)

116) Fernbacher, Vom Jerusalemer Tempel nach New York 3000 Jahre jüdische
Musikgeschichte, 220-221.

117) H. F., “Bloch’s Three Jewish Poems,” The Musical Times 64/960 (192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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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전주곡과 두 개의 시편》,

(Prelude and Two Psalms for soprano and orchestra,

1912-14)

이 작품은 전주곡으로 시작하여 1번 시편 137장, 2번 시편 114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로흐는 제네바 음악원의 교수로 임명된 이후

플레에게 받은 “프랑스어로 번역된 시편 137장을 음악에 맞추기 위한 훌

륭한 번안(adaptation)”118)을 토대로 본격적인 작곡을 시작한다. 이 작품

은 플레와 그의 아내 마들렌 플레(Madeleine Fleg, 1887-1976)에게 헌

정되었다.

이스라엘 역사상 시편은 본래 지휘자가 초반절을 영창하고 회중

이 반복, 최초의 초반절은 노래 전체의 후렴이 되었다. 둘째, 지휘자가

한 번에 반구절을 노래하고 회중은 즉각적으로 방금 선창된 구절을 반복

하는 형식(단순히 선창자를 따라 연주하는 것) 셋째, 지휘자가 끝까지

노래하고 회중이 그 구절의 둘째 행으로써 응답하는 ‘응창’의 형식으로

연주되었다. 당시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실제로 기독교

가 생겨난 초대교회에도 시편은 지속적으로 연주되었다. 방법도 마찬가

지로 영창의 형식이었고, 악기는 사용하지 않았다.119)

그러나 이 작품으로 작곡된 시편에서는 오케스트라와 독창자 사이

주고받음은 없으며, 오케스트라와 독창자가 유니즌으로 연주되는 부분이

미세하게 존재하나 이 경우는 독창자의 멜로디를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

적 요소로만 사용된다. 전반적으로 오케스트라가 오로지 반주로써 계속적

으로 등장하며 독창자가 전경에 드러나도록 작곡되었다. 블로흐에 내재된

유대적 성격을 성서의 구절을 바탕으로 한 가사를 통해 음악으로 보여준다.

118) http://www.ernestbloch.org/2018/08/16/biographical-1910-1919/; 프랑스어
로 패러프레이즈된 시편 22장, 114장 그리고 137장은 에드몽 플레에 의해 만
들어졌으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텍스트는 월도 프랭크에 의한 것이다. Ern
est Bloch Legacy http://www.ernestbloch.org/prelude-and-two-psalms-137-
and-114-for-soprano-and-orchestra-1914-21/ [2019년 12월 25일 접속]

119) http://www.kocw.net/home/cview.do?mty=p&kemId=1162139&ar=relate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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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시편120) 137장(바빌론의 강가에서)121)

가사에는 시편 구절이 의미하는 ‘나라를 잃은 슬픔’과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잃어버린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시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과 슬픔의 감정이 곳곳에 투영되어 있다.

시편 137장의 구절들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프랑스어 가사로

노래되며, 월도 프랭크에 의해 영어로 번역된 가사 텍스트와 해당 성서

구절122)을 제시하자면 다음 <표 Ⅱ-7>과 같다.123)

120) 시편 중 다윗의 시라고 되어있는 것들이 많은 이유는 다윗을 위대한 음악가이자
시인, 위대한 왕으로 보는 전통에 따라 시편의 시들의 작자를 다윗으로 올렸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시편 18:50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
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
에게로다”; 시편 72:20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시편 78:70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에서 언급되었다. 다윗의
인생역정을 볼 때 이 시점에 이런 시가 나오기 적절하다고 여겼던 시편 편집자
들이 다윗이 쓴 시라는 기록을 히브리어 성서에 적어두었다.

121) 괄호 안의 설명은 Schiller, Bloch, Schoenberg, and Bernstein: Assimilating
Jewish Music, 16.에 서술되어 있음.

122) 개역개정.
123) 다음 제시되는 <표 Ⅱ-7>, <표 Ⅱ-8>, <표 Ⅱ-9>에서 작품의 텍스트와 성서구절

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작곡을 위해 텍스트 일부를 추가,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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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시편 137장 작품 속 가사와 성서 구절 비교

작품《Psalm 137》의가사(영어)124) 구약성서 시편 137장 구절
Reclined by the waters of Babel,
our harps were hung upon the
willows by the shore.

But all our thoughts dwelt with
Judea’s palms, and we wept.


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Our ravishers cried unto us to
sing, oppressing us, to give them
joy. “Sing to us, sing us of

israël!”


3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How shall I sing Jahveh in the
land of the strange? Far best,
that I forget, O Jerushalaim,

O Jerushalaim!

May my hand lose its strength,
And my tongue cleave to my

throat, If I no longer place thee
at the height of my joys!

4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Jahveh! Jahveh! Recall to thee
how Edom’s son cried at the final
day of Jerushalaim: “Blot out!
Blot out even her memory!”


7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 버리라
헐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

버리라 하였나이다

Daughter of Babel, who destroys,
Blest they who shall see thy
death and bring thee thy reward,
Blest they who shall lay hands
upon thy brood And dash their
brains against the stones!


8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9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Beside the waters of Babel thus
singeth Israel In the land of the

strange.
(해당 성서 구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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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약성서 시편의 137장 5-6절에 대해 랍비 조셉 텔루슈킨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시편의 이 맹세는 유대인이 바빌로니아에서 최초의 망명 생

활을 한 시기인 기원전 6세기에 쓰였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매일

식사 후 기도의 처음에 이 시편 구절을 암송한다(안식일 및 기타

성일은 제외하고)[...] (이 암송을 통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맹세하며, 이 맹세는 너무

나도 유명한 것이라서 가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성스러움을

표현하려는 사람들은 이 맹세를 다소 변형해 선언하기도 한다”125)

스트래스버그는 제 1번 시편 137장 악장에 대해 “감정의 범위가

넓고, 화성과 오케스트라의 색채가 풍부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어지는

시편 114를 포함한 작품 전 악장에 대해서는 “유대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과 태도에 대한 블로흐의 깊은 이해를 제시한다”126)고 언급했다.

124) 제시된 <표 Ⅱ-7>, <표 Ⅱ-8>, <표 Ⅱ-9>에서는 작품의 가사(프랑스어)를 번
역한 영어 텍스트와의 비교를 제시하였다.

125) 텔루슈킨이 언급한 내용들은 Telushkin, Jewish Wisdom 김무겸 옮김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에게 물어라』, 631쪽을 인용함.

126)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rness,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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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시편 114장(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때에)127)

제2번은 시편 114장의 내용을 토대로 한 프랑스어 가사로 노래

된다. 이를 영어로 번역한 텍스트와 성서 구절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표 Ⅱ-8> 시편 114장 작품 속 가사와 성서 구절 비교

127) 괄호 안의 설명은 Schiller, Bloch, Schoenberg, and Bernstein: Assimilating
Jewish Music, 16쪽 참조.

작품《Psalm 114》의 가사(영어) 구약성서 시편 114장 구절128)

Snatched away by Jahveh from the
land where they served, Behold
the seed of Jacob come forth from

Mizraim.


1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2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The sea beholds, and flees.

River Jordan turns back in amaze.
 3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The hills leap up like unto
bounding lambs; Like unto rams
leap the mountains about.

Why, hills, do you leap up? O
mountains, why do you skip?


4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6 너희 산들아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놂은 어찌함인가

Why dost thou flee, O sea?

And Jordan thou, why turnest thou about?
 5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Because we bow down in fear of
the Lord! We behold the Lord, the

Lord of Israel!”


7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8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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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사는 ‘환호’129)를 표현하며, 억압과 고통의 애굽 땅으로

부터의 탈출과 유대인 해방을 다루고 있다. 이는 “‘홍해’ 와 함께 표현

되는 출애굽 사건에 관한 야성적인 음악적 표현과 오케스트라 효과 등이

큰 특징130)인데, 이 때 오케스트라는 출애굽기의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요단강이 다시 환상적으로 되돌아가고 언덕들이 높이 솟은” 장면을 묘사

한다.131)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의 탈출을 성공한 기적을 표현하

는 자유적 성격의 “하늘을 향한 승리의 함성”132)과 함께, “기쁨(환희)

으로 음악이 끝나는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133)

2.3.3. 바리톤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시편 22》(Psalm 22

for baritone and Orchestra, 1914)

이 작품은 단악장 구성으로, 1914년 완성되어 친구 로맹 롤랑

(Romain Rolland, 1866-1944)134)에게 헌정되었다. 《시편 22》는 바리톤

과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되었으나, 최근 재능있는 젊은 이스라엘 지휘자

요아프 탈미(Yoav Talmi, 1943- )에 의해 챔버 오케스트라 버전이 편곡

되기도 했다.135)

128) 괄호 안의 성서 구절은 가사로 사용하지 않음.
129)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rness, 34.
130) 출애굽 사건이란 시편 114의 전반적인 내용 즉,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가 갈

라지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고 쫓아온 군대는 바다에 빠진다는
사건을 말한다. Asu Karadut, “Narratives in Music: Schelomo Hebraic Rhaps
ody for Cello and Orchestra,” (D.M.A. diss., Louisiana State University,
2007), 22. 이 논문의 본래 제목은 “Narratives in Music: Schelmo Hebraic R
hapsody for Cello and Orchestra”이다. 필자는 ‘Schelmo’를 표기오류로 판
단, 본고에서는 ‘Schelomo’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31)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45.
132) 위의 책, 45.
133) Karadut, “Narratives in Music: Schelomo Hebraic Rhapsody for Cello and O

rchestra,” 22.
134)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사상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로맹 롤랑.” http

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102235&searchKeywor
dTo=3 [2019년 9월 11일 접속]

135)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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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9월 블로흐는 플레로부터 성서의 시편 22장을 음악으로

바꾸기 위한 각색136)을 받았고, 그 가사를 토대로 작곡하였다.137) 내용

은 ‘절망’을 노래하지만, 곧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

으며, 울부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승리의 찬양으로 끝난다.138)

이전의 시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어로 노래되며, 작품의

가사를 영어로 번역한 텍스트와 개역개정의 성서 구절을 대조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36) 시편은 에드몽 플레에 의해 프랑스어로 패러프레이즈 되었다. Ernest Bloch L
egacy http://www.ernestbloch.org/psalm-22-for-baritone-or-alto-and-orche
stra-1914-21/ [2019년 12월 25일 접속]

137) Psalm 22 악보의 가사는 성서의 KJV(King James Version)와 가장 유사함.
138)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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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시편 22장 작품 속 가사와 성서 구절 비교139)

139) 가사와 관련된 시편의 구절만을 제시하였다.

작품《Psalm 22》의 가사 (영어) 구약성서 시편 22장의 구절140)

Elohim! Elohim! Why hast thou
thus forsaken me?

I cry at day, thou hearest not;
I cry at night, and thou art dumb.

Elohim! Elohim! Why hast thou
thus forsaken me?



1 내 하느님이여 내 하느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 내 하느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And still art thou God, Thy
throne is upon the prayers of
Israel! When our fathers were
aggrieved thou didst hear their
grif; when our fathers sought thy
grace, thou madest them free!


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All the day I cry, thou hearest
not; All night do I cry, and thou

art dumb!

Elohim! Elohim! Why hast thou
thus forsaken me?


1 내 하느님이여 내 하느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The accursed surround me;
Shackles upon my wrists, shackles

upon my feet.
(해당 성서 구절 없음)

They cry, glowering o’er me: “Let
him come, thy God! Let him save
thee, since he loves thee!”

 8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And like in to war, my heart
melts within my bosom, and my
strength doth sink into dust and

into death.


15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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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시편 22편, 개역개정

Elohim! Elohim! Why hast thou
thus forsaken me?


1 내 하느님이여 내 하느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Rescue me! Rescue me!

Show thy face!
 11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Preserve my soul from the sword,
and my strength from destruction!  20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Praise, ye God, ye, the seed of
Jacob!

Oh, glorify Jahveh, ye children
of Israel!


23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He holds not is disdain them who
weep and implore: When I cried
unto Him, He revealeth his

face!


24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Ye shall be filled with joy, who
now languish with drouth; And ye
shall eat his bread, who have

hungered for Right!

Ye shall drink in joy and ye
shall eat his bread!


26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Praise ye Jahveh with the nebel!

Praise ye Jahveh with the kinnor!

Sing ye his glory in the day’s
light and in the dust of Death!

(해당 성서 구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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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22》의 음악을 두고 이탈리아 작곡가 알프레도 카셀라

(Alfredo Casella, 1883-1947)는 “블로흐 이전에 아무도 유대인의 영혼

을 음악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예술은

때때로 미켈란젤로의 조각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위엄과 근엄을 지

닌다” 라고 말했다.141)

이외에도 세 개의 시편 작품, 137-114-22장 모두에 대해 “블로

흐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당

시 유대인들의 절망적인 심정을 대변하는 듯 그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하여 만든 작품”142)이라 평가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블로흐의

손에 의해 음악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대 예언서”143)라 설명되기도

하였다. 덧붙여, 이 작품은 “구슬프면서도 힘 있고, 통찰력 있는 모습이

마치 히브리인 선지자의 강직한 모습을 형상화한 듯 느껴진다”144)고 언

급되듯 블로흐에 내재된 유대 정신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다.

이를 통해 작곡가로서의 블로흐는 “씁쓸하고 거칠고 격렬함을

‘음’을 통해 슬픔, 냉담, 야만적인 자존심과 증오심으로 수많은 세부적

인 표정들을 특유의 기법으로 창조해낸 독특하고도 대담한 상상력을 가

진 사람”145)라 평가된 바 있다.

141) Ernest bloch, Biography and Comment (Michigan University, 1925), 16.
142)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rness, 34.
143)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44-45.
144) 위의 책, 44-45.
145) 위의 책,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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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관현악과 다섯 명의 독창자를 위한 《이스라엘》 교향곡

(Israël Symphony for Orchestra and five solo voices,

1912-16)146)

이 작품은 다섯 명의 성악 솔리스트(2소프라노, 2알토, 1베이스)와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연주되는 작품으로, 4년간의 ‘유대 연작’ 시기에

걸쳐 제네바에서 작곡되었다.147)

블로흐는 본래 이를 ‘Fetes Juives(유대인의 축제)’라 이름 지

으려 했으나, 블로흐 음악의 지지자였던 작가 로맹 롤랑의 제안에 따라

‘이스라엘’로 하게 되었다.148) 앞서 언급한 ‘유대 연작’ 뉴욕 초연을 후

원한 프렌즈 오브 뮤직(Friends of Music)협회의 리더 래니어 부인에게

헌정되었고, 작품의 가사는 블로흐에 의해 프랑스어와 영어버전으로 쓰

여졌다. 작품의 구성에 관한 블로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 교향곡은 단악장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느린 도입부인 아다지오 몰토(Prayer of the Desert 사막의 기도)에

이어 즉각적으로, 맹렬하고 야만적인 성격의 주요 주제와 함께

알레그로 아지타토 (Yom Kippur 속죄의 날149))가 이어진다. 짧은

전환은 격렬한 클라이맥스 이후에 목소리를 동반하는 둘째 부분인

모데라토(Succoth 장막절 축제)를 이끌어낸다. 이는 마치 일종의

기도처럼 더 사색적이고, 고요하다.”150)

수잔에 따르면, “블로흐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사용되는 목소

리가 오케스트라의 앞에 놓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 목소리들은 반드시

극도로 신중해야 하고, 은은함에 가까우며 신비로워야 하고, 절대 오페라

146) 본래는, 작품의 제목에 ‘다섯 명의 독창자’ 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필자가 이 작품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편성을 참고하여 쓴 것이다.

147) Ernest Bloch Legacy http://www.ernestbloch.com/home.cfm?dir_cat=80566
148)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48.
149) 유대교의 속죄일.
150)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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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처럼 불러서는 안되며, 극도로 평온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라며, 오직 베이스 솔로의 특정 패시지에 대해 블로흐가 이처럼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그가 “그 목소리는 반드시 거의 광적인 정도의

강조와 엄청난 따스함, 그리고 확신의 감정에 휩싸이게 해주어야 하고,

오케스트라가 합류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력를 동반해야 한다”고 설명했

음을 밝혔다.151)

블로흐는 이처럼 연주에 필요한 음악적 표현을 직접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작곡 단계에서부터 연주 시 주의사항을 매우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패시지에서 텍스트를 통한 직접 전달보다는 오케

스트라와 성악 목소리가 합쳐져서 궁극적으로 들리게 되는 음색을 음악

으로 표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수잔은 “블로흐가 플레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에서도 드러나듯 마지

막 악장을 추가하려 했”으며, 그것은 “마지막 패시지에서 유대인들의 이스

라엘로의 귀환을 그려내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크나큰 기쁨을 표현하

고자 전 인류에 대한 그의 영원한 희망을 담아내는 악장을 추가하려 했다”고

밝혔다.152)

그러나 이를 포기하게 되면서 블로흐는 직접 ”전쟁(세계 1차대전을

의미)이 끝나고 난 뒤, 진정한 공포와 이 세계의 도덕적 퇴폐가 인류에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듯, 그가 “매우 큰 환멸을 느꼈고, 이에 기쁨

과 구원을 표현하려 했던 두 번째 파트는 영영 작곡되지 않았다”고 서술하

였다.153)

다음 제시하는 <악보 Ⅱ-2> 는, 《이스라엘》에 성서의 ‘아가서

(雅歌, Song of Songs) 영창(詠唱) 모드’를 인용한 사실을 보여준다.154)

151) 위의 책, 48.
152) 위의 책, 48.
153) 위의 책, 48.
154) Kushner, “Bloch, Ernest(USA).” Grove Music Online; Kushner, The Ernest B

loch Companion, 5; 12 From Alexander Harkavy, Pentateuch, New York, 192
8, 5.(of the music section) Knapp, “The Jewishness of Bloch: Subconsciou
s or Conscious?,” 106-1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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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Ⅱ-2> 아가서 영창 모드가 인용된 《이스라엘》의 패시지들

1. 아가서 영창 모드155)

2. 《이스라엘》의 마지막 악장 소프라노 파트

3. 《이스라엘》 제 1악장 오케스트라 파트

이는 유대음악 중 종교음악에 해당하는 성서의 영창을 인용한

것이다.156) <악보 Ⅱ-2, 1>과 <악보 Ⅱ-2, 2>, <악보 Ⅱ-2, 3>의 비교

를 통해 본래의 선율과 인용된 선율의 선율선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로흐는 《이스라엘》에서 아가서의 영창 모드뿐 아니라 모세

오경의 영창 모드에서 파생된 선율 역시 사용157)하여 유대 종교음악과

유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155) Kushner, 위의 책, 5; 12 From Alexander Harkavy, Pentateuch, New York, 19
28, 5.(of the music section) Knapp, 위의 글, 106-107. 재인용

156) Kushner, “Bloch, Ernest(USA).” Grove Music Online.
157) Knapp, “The Jewishness of Bloch: Subconscious or Conscious?,”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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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Ⅱ-3> 모세오경 영창 모드 선율158)과 《이스라엘》의 패시지들

1. 모세오경의 영창 모드

2. 《이스라엘》교향곡의 선율

위 <악보 Ⅱ-3, 1>과 <악보 Ⅱ-3, 2>의 비교를 통해 모세오경의

영창 모드와 《이스라엘》 1악장의 도입 선율의 유사점이 확인된다.

<악보 Ⅱ-3, 2>의 프레이즈는 1악장의 중반부에서도 대부분의

현악기의 파트에 걸쳐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악보 Ⅱ-3,

3>의 점선 표시 부분을 살펴보자.

158) <악보 Ⅱ-3, 1, 2>는 Three motifs-mahpak, qadma’, w'azla; from Chant, New
York, 1959, pp. 34-36 Knapp, 위의 글, 106. 재인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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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악장 중반부에 나타나는 모세오경의 영창 모드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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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Ⅱ-4> 선지자의 선고에서 파생된 ‘성서에 대한 축복’ 모드와

《이스라엘》교향곡 마지막 악장 선율의 유사성159)

1. 선지자의 선고에서 파생된 ‘성서에 대한 축복’

2. 《이스라엘》교향곡 마지막 악장 패시지

또, <악보 Ⅱ-4>와 같이 ‘성서에 대한 축복 모드’와 《이스라엘》의

한 패시지에서도 동일한 선율선이 드러난다. 클라리넷Ⅰ,Ⅱ로 연주되는

<악보 Ⅱ-4, 2>에서는 원래의 선율보다 텍스쳐가 두터워진 특징이 발견된

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종교음악의 특성을 반영하

는 요소들이 두드러진다. 앞서 2.3.1.항에서 언급한 쇼파르의 사운드가

오보에에 의해 연주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작품의 마디409의 프레이즈

에서는, 앞서 언급한 작품 《세 개의 유대시》와 달리 쇼파르 사운드가

아홉 개의 동음 반복, 즉 ‘테루아’ 주법으로서 나타난다. 쇼파르의 다양

한 주법과 사용에 대해서는 Ⅲ장의 3.1.항에서 상술하겠다.

159) Pašṭā’, sōp happārāšāh; from Max Wohlberg, Analysis of the minor modes
(unpublished). Knapp, 위의 글, 1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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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잦은 단2도의 사용과 같은 비서양적인 선율 진

행으로 이국적 분위기가 매우 잘 드러나며, 동음반복이 눈에 띄게 등장

한다는 특징도 있다. 앞서 인용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블로흐는 이

작품의 음악적 완성도를 《세 개의 유대시》와 비교하며 “나의 음악적

대표성을 띠는 작품” 이라 언급한 바 있다.

2.3.5. 독주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

(Schelomo: Rhapsodie Hébraïque, 1916)

‘Schelomo’는 솔로몬을 뜻하며, 영어 음역(번역)은 ‘Shelomo’이

지만,160) 알렉산더 냅은 블로흐가 솔로몬의 히브리어를 자신의 나름대로

독일어답게 만든 언어”라고 정리하였다.161) 알파벳 Sch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매우 독일어다우며, 이는 블로흐가 민족주의 음악의 선구자로서

독일 중심의 음악이 융성함에 따른 그의 생각이 담겨있는 것이라는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162)

독일어와 유사하게 만든 블로흐의 단어 ‘Schelomo’와 히브리어 ה
(솔로몬)의 발음은 서로 유사하다. 한 예로 변순복의 『히브리어 분해대조

성경(역사서)』163)에는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 열왕기서164)

160) The Oxford Dictionary of Music, 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s.v. “Schelomo.”

161) Knapp and Solomon, “King Solomon and Baal Shem Tov” Ernest Bloch Studie
s, 171. 이 단어를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블로흐의 설명은 Ⅲ장
의 1절에서 제시하겠다.

162) 독일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으나 이는 ‘유대 연작’ 시기 이전의 시기이다. 당
시의 블로흐가 독일어가 아닌 불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에
서, ‘셸로모’라는 어휘가 솔로몬을 독일어답게 바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블로흐만의 단어라 여기는 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163) 변순복, 『히브리어 분해대조성경(역사서)』 (용인: 로고스, 2013), 1113.
164) “솔로몬의 즉위에서 시작하여 남북조의 붕괴까지 기록하고 있다. 열왕기상 3-

11장에는 솔로몬의 치세가 기록되었다. 솔로몬의 지혜, 그의 통치 특징, 성전
의 건축, 외교적인 업적, 솔로몬의 부와 명성, 그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가
기술되어 있다.” 정형철, 『아가페 성경 사전』 (서울: ㈜아가페출판사, 201
8), “열왕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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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9:10-11절에 등장하는 ‘솔로몬’이라는 단어를  쉐로모”라ה“ 기재하였
고, 히브리어 발음을 표기한 영어권의 자료를 확인해보면  šə-lō-mōh라ה
표기된 것을 알 수 있다.165) 이 두 단어 역시 서로 유사한 발음이다.

이처럼 《셸로모》라는 작품의 제목에 명시되었듯, 블로흐는 솔

로몬이 저작하였다고 알려진166) 구약성서의 전도서(Ecclesiastes)의 내

용을 기초167)로 하는 단악장의 랩소디를 작곡, 1916년 2월에 완성하여

바르얀스키 부부에게 헌정하였다.

앞서 설명된 ‘유대 연작’의 타 작품들 중 《전주곡과 시편 137,

114》, 《시편 22》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사가 있으므로 오케스트라

와 성악이라는 편성을 가지나, 이 작품은 오케스트라와 독주첼로의 편성

으로 협주곡(Concerto)을 연상케168)한다.

성서적으로 유명한 일화인 솔로몬의 일대기를 토대로 하여 작곡

한 몇몇 패시지들은, 음악과 서사간의 상관관계로 음악을 전개해가는 것

을 가능케 했음을 보여준다. 평론가 귀도 가티는 본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블로흐는 어떠한 전개나 형식의 일관성과 가사의 해석에 구

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싶은대로의 자유로운 전개를 내보였

다. 이는 주마등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을 창조함으로써 근엄한 권좌 그리고 이에 대한

묘사를 설정한 이후, 위대한 사원을 설립한 솔로몬의 다양한 면

모를 보여주고 있다. 풍성하게 짜인 악구의 선율과 훌륭한 서정

성을 지닌 첼로, 그리고 열정적이고 강렬하면서도 극적인 첼로

의 대비가 이루어져 솔로몬 뒤에 서 있는 다수의 노예들 그리고

165) https://biblehub.com/text/1_kings/9-11.htm [2019년 9월 11일 접속]
166) ‘솔로몬 저작설’에 기초하였다. 솔로몬 저작설에 대한 주석은 Roland E. Murp

hy,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23A Ecclesiastes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2), 김귀탁 옮김, 『WBC 성경주석』 23A 전도서 (서
울: Solomon Christian Press, 2008), 68.

167) Oxford Reference. “Schelomo." https://www.oxfordreference.com/view/10.10
93/oi/authority.20110803100445383 [2019년 5월 22일 접속]

168) 이에 대해 Ⅲ장의 4.2.항에서 상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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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들과 함께 그의 수천명의 아내와 첩에 둘러싸여 영광스러웠

던 시대에 있던 솔로몬의 환생을 보여주고 있다. 엄숙한 침묵

속에서 솔로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의 지혜로운 심판들

이 마치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마음속에 내려 앉는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지혜가 많으면 번민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 법이다.” 격정적이고 아주 투명한 관현악

기법으로 인해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로 요동치는 오케스트라

가 파도소리와 하나되어, 거대한 소용돌이가 위로 솟구치면서

무수히 떨어지는 물의 모습처럼 보인다.”169)

블로흐는 이 작품을 통해 그의 음악창작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

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1.항의 인용글에서 나타나듯 ‘유대

연작’은 그의 일생동안의 작곡 업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든 작품이 그가 담고 싶었던 음악적 완성도를 담아내지는 못했다. 그

러므로 ‘유대 연작’의 초기 작품보다는 후기의 작품, 그 중 《셸로모》

는 이 ‘유대 연작’을 깊이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오케스트라를 동

반하는 5개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작곡된 곡이기에 비교적 완성

도 있는 음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셸로모》 악보는 셔머출판사(G. Schirmer Inc.)를 통해

1918년에 최초로 출판되었으며. 그 이후 타 출판사에 의해서도 셔머출판

사의 악보를 재출판하는 형태로 출판된 바 있다. 2013년에는 첼리스트인

야노스 슈타커(Janos Starker, 1924-2013)와 에밀리오 코롱(Emilio col

on, 1963- )170)의 에디션으로 루드비히 마스터즈 퍼블리케이션즈(Ludwi

g Masters Publications) 출판사에서 첼로의 테크닉적 요소(손가락번

169) Gatti and Baker “Ernest Bloch,” 31.
170)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첼리스트. http://info.music.indiana.edu/faculty/curr

ent/colon-emilio.shtml [2019년 5월 28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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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줄의 사용) 등을 표기한 악보가 출판되었다.171) 셔머출판사 악보의

일부는 본고의 Ⅲ, Ⅳ장에서, 슈타커 에디션 악보의 일부는 본고의 Ⅳ장

에서 슈타커의 연주분석시에 사용되겠다.

2.3.6. 《현악사중주 1번》(String Quartet No. 1 in B minor

‘Hebrew Quartet’, 1916)

《현악사중주 1번》의 첫 세 악장은 제네바에서 작곡되었고,

1916년 9월 5일, 8일 만에 뉴욕에서 마지막 악장이 완성되었다.172)

총 네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있는 이 작품은 1악장 Andante

moderato, 2악장 Allegro frenetico, 3악장 Andante molto

moderato(Pastorale) 마지막 악장 Vivace의 빠르기로 작곡되었다.

이 작품을 헌정받은 프론잘리 콰르텟(Flonzaley Quartet)173)은,

그에게 뉴욕으로의 이주를 권했던 알프레드 포숑이 제 2 바이올린 주자

로 속해있는 현악사중주단이다. 그들이 1916년 12월 31일 뉴욕의 에올리

안 홀(Aeolian Hall)에서 블로흐의 《현악사중주 1번》을 초연하였다.174)

171) Ernest Bloch, Schelomo: Rhapsodie Hébraïque for Violoncello and Piano. ed.
Janos Starker (Florida: Masters Music Publications Inc., 2003) (M3647)
한편, 2015년에는 미국의 첼리스트 주일 베일리(Zuill Bailey, 1972-) 에디션
의 악보가 출판된 바 있다. Ernest Bloch, Schelomo(Solomon) Rhapsodie
Hébraïque for Cello and Piano, ed. Zuill Bailey (Florida: Ludwig
Masters, 2015) (ISBN-10: 1633611760, ISBN-13: 978-1633611764)

172) Ernest Bloch Legacy http://www.ernestbloch.com/
173) 프론잘리 사중주는 미국의 현악사중주단이다. Aldrich, Richard, and Robert

Philip. 2001. “Flonzaley Quartet." Grove Music Online. http://lps3.www.o
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
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09842 [2019년 5월 23일 접속];
멤버는 제 1 바이올린: 아돌포 베티(Adolfo Betti, 1875-1950), 제 2 바이올린:
알프레드 포촌(Alfred Pochon, 1878-1959) 비올라: 우고 아라(Ugo Ara, 1876-1936)
1917년까지; 대체 루이스 베일리(Louis Bailly, 1882-1974) 1924까지; 펠리 디부
(Félicien d' Archambeau, - ) 1925년까지; 니콜라스 몰다밴(Nikolas Moldavan,
1891-1974), 1928년 해산할 때까지, 첼로: 이반 아르챔보(Iwan d' Archambeau,
1879-1955)이다. 멤버에 대한 출처는 Wikipedia “Flonzaley Quartet.” https:
//en.wikipedia.org/wiki/Flonzaley_Quartet [2019년 9월 14일 접속]를 참고함.

174) Olmstead, Roger Sessions: A Biography, 137; http://www.ernestblo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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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의 성공적인 초연은 블로흐의 삶에서 중추적인 사건이 된다.175)

음악내적으로의 대표적인 특징은, 작품 첫 부분의 화성이 불협

화적이며 이 텍스쳐가 폴리포닉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작품의 한 부분에서 《셸로모》와 공유되는 선율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악보 Ⅱ-5>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의 선율과의 비교

1.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 마디71-72

2018/08/16/biographical-1910-1919/ [2019년 9월 11일 접속]
175) Kushner, The Ernest Bloch Companio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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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악사중주 1번》의 첼로, 바이올린 파트

<악보 Ⅱ-5>는, 《셸로모》에 제시된 선율과 《현악사중주 1

번》의 첼로 파트 마디17-29의 동일한 선율선을 보여준다. <악보 Ⅱ-5,

2>의 첼로로 연주된 해당 프레이즈는 다시 바이올린 파트에 의해 연속적

으로 반복하며 연주된다.

《현악사중주 1번》의 중반부에는 조성적으로 서양음악의 느낌

이 드러나는 부분이 잠시동안 등장하고, 전반적으로는 불협화음이 많이

생성되며 음악내적으로 유대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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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접근을 통한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

연구

1. 작곡배경

《셸로모》가 작곡된 1916년 무렵의 유럽은, 1914년 8월 발발한

제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한 분위기였다.

블로흐는 이 시기에 제네바에 거주하였다. 그의 조국 스위스가 중립 국

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로흐는 전쟁의 불행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절망

에 휩싸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뿐 아니라 블로흐의 개인 생활도 평탄

치 못하였다. 앞서 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06년에 아내와의 불화

가 있었고, 그가 열망하였던 로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자리가 그의 제

자에게 넘어가면서 경력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는 심각한 재정

적 궁핍으로 이어져 그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다.176) 블로흐는 이로 인

한 심리적 동요와 불안함을 유대교 신앙을 통해 극복하려 하였다.177)

《셸로모》 작곡 이후 블로흐가 1916년 당시의 자신의 음악경향을

회상하면서 “나는 글로 설명할만한 작곡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나는

성서 텍스트에 몰두해 있었고, 항상 그러했듯 인류의 비애에 관해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었다”178)라고 밝힌 바, 인류의 전망에 대해 가장 잘 요약된 ‘전

도서’에 깊이 감명받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179) 이러한 블로흐의 감정

은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셸로모》 안에서 발산할

수단을 찾게 된다.180)

176)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49.
177)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rness, 35.
178)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50.
179) Steven Isserlis, (2012) booklet. Bloch, Ernest. Schelomo: Rhapsody Hebra

ique. Recorded by Steven Isserlis, Hugh Wolff and Deutsches Symphonie-Or
chester Berlin. BIS-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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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블로흐가 작성한 《셸로모》의 프로그램 노트이다.181)

“이것은 셸로모의 이야기이다. 수년간 나는 전도서의 음악적

배경을 스케치하고 있었지만, 프랑스어도 독일어도 영어도 내

목적에 어울리지 않았고 나는 히브리어를 충분히 알지 못했기

에,182) 스케치는 쌓여갔다. 1915년 말, 제네바에 있었던 나는

어느 날 첼리스트 알렉산더 바르얀스키183)와 그의 아내184)를 만

나게 되었다.185) 나는 바르얀스키의 첼로 연주를 들었고 우리는

바로 친구가 되었다. 나는 아직 누군가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는 못했던 《세 개의 유대 음조시》, 《이스라엘》, 그리고 시

편 작품들의 미출판 상태의 자필악보를 그들에게 연주해주었다.

그러는 동안 작은 연필과 종이 한 장을 빌린 바르얀스키 부

인186)은 작은 동상을 스케치했고, 직접 ‘조각으로 새긴 감사

(Gratefulness in Sculpture)’라 썼듯 그녀가 느낀 감사함은 조

각으로 표현되었다. 이로써 나는 끔찍한 외로움 속에서 마침내

진실되고 따뜻한 친구를 찾았다. 나의 희망, 그리고 이 놀라운

첼리스트를 위한 작품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되살아났다. 내 전

180)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rness, 35.
181) 블로흐가 《셸로모》를 작곡한지 17년이 지난 1933년 1월, 로마 아우구스테오

(Augusteo in Rome)에서 열린 연주회를 위해 직접 쓴 프로그램 노트이다. 이
연주는 자신이 직접 지휘하고 헌정자 바르얀스키가 연주한 처음이자 마지막이
었던 것으로, 로마에서 큰 성공을 거둔 연주회이다. Ernest Bloch Legacy htt
p://www.ernestbloch.com/

182) 스티븐스에 따르면, “블로흐가 히브리 언어의 소리를 좋아했지만, 작곡을 진
행할 만큼 언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느꼈다”고 한다. Lewis Stevens,
Composers of classical music of Jewish Descent (London, Portland, OR:
Vallentine Mitchell, 2003), 135.

183) 첼리스트 알렉산더 바르얀스키 Alexander Barjansky 1883-1946
184) 캐서린 바르얀스키 (Catherine Barjansky, 1890-1965)
185) 바르얀스키 부부는 “제네바의 콘서트에 나폴리의 여왕과 함께 식사 자리에 초

대받게 되고, 거기에서 블로흐를 만난다.” Catherine Barjansky in collabora
tion with Elinore Denniston, Portraits with Backgrounds (New York: The M
acmillan company, 1947), 35.

186) 수잔 블로흐에 따르면, “그의 아내 캐서린 바르얀스키(Catherine Barjansky,
1890-1965)는 당시 유럽에서 제일가는 조각상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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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위해 범위가 제한된 성악가 대신, 어떤 언어보다 더 깊

고 풍부한 음성인 그의 첼로 소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어떠한 프로그램과 계획도 없이 스케치를

잡았고, 거의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른 채로, 매일 랩소

디를 작업했다. 알렉산더 바르얀스키는 내가 작곡 하는대로 독

주 파트를 복사한 후 그것을 공부했고, 동시에 바르얀스키 부인

은 나를 위한 선물로 예정된 조각상을 작업했는데, 처음에는 예

수를 조각하려고 하였지만, 나중에 솔로몬으로 결정했다. 우리

는 거의 같은 시간에 작업을 마쳤다. 내 전도서는 몇 주 후에

완성되었고, 전설에서 전도서는 솔로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나

는 그것을 ‘셸로모’라고 칭하였다.”187)

첼로를 연주했던 알렉산더 바르얀스키는 당시 연주자로서 최고

의 기량을 자랑하던 때였고, 매우 풍부하게 감정을 뒤흔드는 톤과 놀라

울 정도의 감정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188)고 한다. 그는 라이프치히

음악원189)에서 율리우스 클렝겔(Julius Klengel, 1859-1933)과 공부했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Gewandhausorchester Leipzig)의 유

명 솔로 첼리스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90)

187) Mary Tibaldi Chiesa, Ernest Bloch (Torino: G. B. Paravia & C., 1933), 47
-48.에서 인용된 1933년 1월 22일 로마 아우구스테오에서의 셸로모 연주회를
위한 블로흐가 직접 쓴 프로그램 노트(이태리어); Kushner, The Ernest Bloch
Companion, 35.(영어번역본);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
rness, 35-36(영어번역본); Sam Morgenstern, ed., Composers on Music: An A
nthology of Composer’s Writings from Palestrina to Copland (New York: Pa
ntheon Books Inc., 1956), 413-414.을 참고함.

188)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50; “바르얀스키의 첼로는 현재 영국의 첼리스트 줄리언 로이드 웨버(Julian
Lloyd Webber, 1951- )가 사용중인, 바르얀스키 스트라디바리우스(Barjansky
Stradivarius)로 알려진 뛰어난 악기였다.” Wikipedia “Alexandre Barjansk
y.” https://en.wikipedia.org/wiki/Alexandre_Barjansky [2019년 9월 12일
접속]

189) Conservatoire de Leipzig(프), 현재의 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F
elix Mendelssohn Bartholdy" Leipzig의 전신. Wikipedia “라이프치히 음악연
극대학교.” https://ko.wikipedia.org/wiki/%EB%9D%BC%EC%9D%B4%ED%94%84%EC%
B9%98%ED%9E%88_%EC%9D%8C%EC%95%85%EC%97%B0%EA%B7%B9%EB%8C%80%ED%95%99%E
A%B5%90 [2019년 6월 2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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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글에서 알 수 있듯, 1915년 제네바를 방문한 러시아의 유

대인191) 바르얀스키 부부와의 만남은 《셸로모》의 작곡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첼리스트 부부와의 만남은 블로흐가 완성도 높은 《셸로모》를

작곡하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원래 텍스트가 있는 성악 작품으

로 계획했던 것을 첼로 작품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솔로

몬 조각상에서 영감을 받아192) 자신의 랩소디에 그와 유사한 “셸로모”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이다.193) 또한 그들은 블로흐가 유대적 작품을 통해 성

공하리라는 가능성을 미리 알아본 인물들이기도 하다.194)

다음 제시되는 사진은 블로흐가 직접 촬영한 캐서린 바르얀스키

의 솔로몬 조각상이다.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을 남기기도 했

다.

190) Lewinski and Dijon, Ernest Bloch sa vie et sa pensée Tome Ⅰ Les années
de galères(1880-1916), 679.

191) Klára Móricz, Jewish Identities: Nationalism, Racism, and Utopianism in
Twentieth-Century Music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137.

192) Móricz, “Sensuous Pagans and Righteous Jews: Changing Concepts of Jewish
Identity in Ernest Bloch’s Jezabel and Schelomo,” 477. 필자의 견해로는
이뿐 아니라 당시 바르얀스키 부부와의 만남 자체에서 받은 영감도 포함될 수
있겠다고 추측한다.

193) Steven Isserlis, (2012) booklet. Bloch, Ernest. Schelomo: Rhapsody
Hebraique. Recorded by Steven Isserlis, Hugh Wolff and Deutsches
Symphonie-Orchester Berlin. BIS-1992.

194) Móricz, Jewish Identities: Nationalism, Racism, and Utopianism in Twenti
eth-Century Music, 137.



- 67 -

<그림 Ⅲ-1> 블로흐가 촬영한 캐서린 바르얀스키가 만든 솔로몬

조각상(1916년경) 사진195)

“왕은 검은 벨벳의 옥좌에 앉아있으며, 온 몸에 검고, 황금빛의 헐

렁헐렁한 의복을 입고 있다; 머리, 손 그리고 발은 왁스로 칠해져 있

고, 황금, 반지 그리고 수수하고 평범한 동양풍의 치장품들로 장식되어

있다. 특히 손과 발은 경이로울 만큼 표현이 잘 되어있다. 손은 내가

이제껏 내가 본 것 중에 보기 드문 정교함으로 표현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었다. 이마는 강렬했고, 눈은 예리하면서도 깊이가 있었고, 입술

은 육감적이면서도 매서웠으며, 압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체념하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명의 천재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유대인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거기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196)

195) 모리츠는 한 학술지 논문에 애리조나 대학교 크레이티브 포토그래피 센터라
출처를 밝히며, 1916년경에 블로흐가 직접 촬영한 위 사진을 게재하였다.
Móricz, “Sensuous Pagans and Righteous Jews: Changing Concepts of Jewish
Identity in Ernest Bloch’s Jezabel and Schelomo,” 478.

196) 1916년 1월 24일 블로흐가 플레에게 보낸 글, LC Ernest Bloch Collection.
위의 책, 477-47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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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클라라 모리츠(Klára Móricz, 1962- )는 위 조각상에서 “검은

색과 금색, 감각적이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나타나는 장엄한 오리엔탈리즘

을 볼 수 있다.”197)고 언급했다.

다음은 블로흐가 작곡을 마친 후 바르얀스키에게 헌정할 때에 서술

한 글 중에서 첼로와 오케스트라의 소리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언급한 부분

을 발췌한 것이다.

“작품을 완성한 훨씬 후에 내가 내 작품에 담긴 심리를 분석

하게 되었는데, 악보를 그린 후 잡았던 전반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아마도, 독주첼로의 소리를 솔로몬의 음성으로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케스트라의 그 복합적인 음성은 그의 시대, 그

의 세계, 그의 경험의 소리다. 독주첼로가 그의 말을 들려줄 때

오케스트라 음성은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

이 있다.”198)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성서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의 일대기 또한

성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위 블로흐의 글로 미루어 본다면, 솔로몬의 시

대, 세계, 경험은 구약성서에서의 화자(話者)였던 ‘전도서’ 뿐 아니라, ‘열

왕기상’ 등에도 그 서사적 이야기가 상세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어

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197) 위의 책, 477.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성서의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용기와
신앙심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같은 강력한
적들에 맞서 정면으로 대결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으므로 그녀가 있는
동안에는 늘 이스라엘의 신이 바알에게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가 높았다.” J. 스티븐 랭, 남경태(옮긴이), 『바이블 키워드』(서울: 도서출
판 들녘, 2007) “엘리야.”; “예후는 바알을 끝장낸 사나이이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역사에 보기 드물 정도로 타락한 지배자들이었다.
그 사악한 가족을 끝장낸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준 예후다. 예
후는 아합 왕실에 대한 복수로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둘 다 죽였다.
이세벨 왕비는 궁전 창문에서 예후를 사납게 노려보았으나 예후의 명령을 받
은 그녀의 하인 두 명이 왕비를 밀어 떨어뜨렸다.” 위의 책, “예후.”

198)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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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구조와 분석: 성서적 맥락에서의 분석

<그림 Ⅲ-2>《셸로모》의 구조

먼저 이 작품은 형식구조적 측면에서 크게 A, B, C의 세 부분으

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199) 사실상 마디1부터 주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마디1-11를 도입부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도

입부는 몇몇 핵심적인 모티브의 씨앗을 담고 있다”고 그가 말했듯,200)

이 첫 부분은 주요 주제 혹은 앞으로 등장할 모티브들을 소개하는 부분

으로 첼로 외 다른 파트들이 아직 거의 전경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

적인 점들로 미루어 보아 이를 도입부라 볼 수 있다. 마지막 부분인 C는

코다(Coda)를 포함하게 되겠다.201)

이어지는 항에서는 ‘전도서’를 중심으로 한 성서적 맥락에서 본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199) Jonathan Schneider(Jean-Claude Poyet 번역). Liner notes of CD: Sol Gabet
ta, Leonard Slatkin and Orchestre National de Lyon. Sony Music Entertain
ment Germany GmbH 88875053142.

200)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50.
201) 필자는 구약성서 연구 전문가 롤랜드 머피(Roland E. Murphy)의 설명을 참고,

“전도서의 12:9-14가 종결부라는 주석가들의 의견”을 따라 블로흐의 본 작품
이 전도서와 형식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본장의 2.2.항에
상술하겠다. 23A 전도서, Murphy, 김귀탁 옮김,『WBC 성경주석』,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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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도서와 ‘허무(Vanity)’

블로흐가 밝힌 《셸로모》와 성서의 대표적인 연관성은, ‘허무’

를 말하는 전도서의 1:2구절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202) 당시 블로흐

가 몰입해 있던 전도서는 ‘코헬레트(Qohelet, 전도자)’ 솔로몬203)의 인

생사에 대한 말년의 심정이 기록되어, ‘허무’ 혹은 ‘헛됨’의 표현 외에

도 그가 주는 교훈과 조언 등이 전체 내용을 이룬다.

“Vanity of vanities, saith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204)

Eccleciastes 1:2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도서’는 전반적으로 ‘허무’라는 키

워드가 압도적으로 중요시 다루어졌다.205) 전도서의 구조는 타 성서에 비해

매우 모호한 편이나,206) 전반적인 내용의 파악을 위해 구약학자 민영진이

나누어 본 전도서의 내용은 다음 네 부분과 같다.

202)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50.
203) 머피에 따르면, “유대교와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전도서의 저자는 통칭 히브

리어 ‘코헬레트(Qoheleth)로 알려져 있다. 70 인역은 이 단어 를 익숙한 이름
인 ‘전도자‘(Ecclesiastes)로 부른다.“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블로흐가 솔로몬과
전도서 두 키워드를 함께 거론한 문서의 존재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아, 구체
적으로는 블로흐가 ’솔로몬 저작설’에 기초한 성서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곡하
였다고 필자는 추측한다. 이러한 추측의 또 다른 이유는 ”솔로몬에게 귀속되
기 때문에 ‘셸로모’라고 칭한다.“는 블로흐의 말 때문이다. Murphy, 김귀탁
옮김, 『WBC 성경주석』, 24.

204) King James Version
205) “‘헤벨’ הבל) ‘헛됨’). 이 말은 전도서에서 38번(또는 37번) 등장한다(성경

전체 가운데 약 절반 이상이 전도서에 나온다). 이 말은 핵심 단어이다. 일반
적으로 그 의미는 부정적- 무익한, 무가치한- 이다.” Murphy, 김귀탁 옮김, 『W
BC 성경주석』, 82.

206) 민영진,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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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민영진의 성서주석에 따른 ‘전도서’의 구조207)

한편, 유대음악 평론가 아브라함 솔테스(Abraham Soltes, 1917-83)208)는

전체 12장의 전도서 중 1장을 《셸로모》와 관련시켜 해석한 바 있다.209)

그 발췌는 다음과 같다.210)

2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207) 위의 책, 50.
208) 1983년 5월 25일 뉴욕 타임즈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유대 문화 문제의 저

자이자 주요 인물인 아브라함 솔테스는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미국 육군 사관
학교의 유대교 목사였다. 그는 유대적 예술, 음악 및 문학을 해석하는 많은
문화 및 교육 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전국 유대 음악
위원회 (National Jewish Music Council)의 의장을 지냈으며 1967 년부터 197
2년까지 전국 유대인 도서위원회 (National Jewish Book Council) 이사회 멤
버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Walter H. Waggoner, “Rabbi Avraham Soltes, 6
6, Dies; Served as Chaplain at West Point,” The New York Times Archives
(May 25, 1983), 00024.

209) Avraham Soltes, “Choral Reading: “Ernest Bloch Has Said”” in The Music o
f Ernest Bloch : A Program Manual (New York: National Jewish Music Counc
il, 1955), 14-16.

210) 개역개정을 발췌하였다. 솔테스의 글에 따라, 본고에서는 연구의 중심이 되는
1장만을 발췌하였다.

장:절 내용

1:1 – 2:26 모든 것이 헛되고,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일이 많다

3:1 - 11:6 그러나 주어진 삶은 하나님(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11:7 - 12:8
젊은 날부터 창조주 하나님(하느님)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을 즐겨야 한다

12:9 –12:14 끝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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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

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8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

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9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0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12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

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5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16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17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구체적으로, 이러한 ‘허무’의 원인은 앞서 본 장의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솔로몬의 일대기가 실린 구약성서의 열왕기서에서 확인이 가능하

다.

열왕기상 중 1장-11장은 곧 솔로몬의 생애사에 대한 기록이담겨

져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되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자 과거에 하

느님의 은혜를 받아 부와 명예를 누리는 지혜로운 왕이었다. 그러나 다

른 신을 섬기는 이방여인들211)을 ‘결혼’을 통해 인정하고 맞이하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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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이 따르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212), 하느님께 불충실함으

로213)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가 수천명의 첩을

거느려 보고,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214) 그러한 삶

을 살았던 솔로몬이 다 겪어보니 즐거움을 포함한 ‘모든 것이 헛되다’로

도달한 그의 말년의 심정이 서술된 것이 바로 전도서이다.

그러므로 블로흐가 전도서뿐 아니라 위 솔로몬의 생애 사이의

서사가 담긴 열왕기상215)을 고려하여《셸로모》안에서 표현하였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211)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
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열왕기상 3:1- 대표적) 민영진, 『성서주석』, 74.

212) 열왕기상 11장을 참조함.
213) 열왕기상 11:4-6을 참조함.
214)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의 딸 외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여자를 데려와 처첩으로 삼았다.”(열왕기상 11:1) 그래서 솔로
몬은 무려 칠 백 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렸고 그 외에 수청(守廳) 드는 여자
가 삼백 명이나 되었다.”(열왕기상 11:3-5)

215) 블로흐는 자신의 《셸로모》 관련 글에 ‘나른한 춤’, ‘이방인의 화려함’과 같
이 표현하였는데, 이는 성서에는 없는 텍스트이며, 열왕기상의 단서들을 토대
로 블로흐가 만들어낸 어휘인 것으로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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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와 성서 텍스트의 음악적

연관성

그렇다면 음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필자가 제시

하는 글과 음악,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구약학자 민영진 박사

의 『성서 주석』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앞서 언급한 형식이나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겠다. 그는 “전도서 자체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

이 아니다. 따라서 주석들마다 전체적인 내용 구분이나 개요, 내용 소개

가 일치하지 않는다.”216)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셸로모》의 양식인

‘랩소디’의 보편적인 특성인 “형식 ·내용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217)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다. 서민정 역시, “성서에서의 서

술은 엄격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랩소디에 가까운 보다 자유로운 형식

구조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218)고 서술한 바 있다.

이처럼 《셸로모》가 성서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 성서와 형식적

유사성이 있지만, 둘 사이의 음악 구조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

에 서로 느슨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총 여섯 개의

패시지에서 발견되며, 이에 대해 이어지는 여섯 개 항에서 악보와 함께

살펴보려 한다.

216) 민영진, 『성서주석』, 50.
217) 『두산백과』 인터넷 자료 “랩소디.”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

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62412 [2019년 9월 12일 접속];
본 작품의 랩소디적 성격을 띠는 요소에 대해 본장의 4.2.항에 상술하겠다.

218) Minjung Seo, “Ernest Bloch’s Musical Style From 1910 to 1929 a Shift From
Judaic Identity to Modern Identity,” (D.M.A. Diss., Greensboro. 20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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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작품 내 성서적 패시지 정리

항 성서적 주제
작품내 마디번호

(대표적 패시지)

2.2.1.
주제 : 솔로몬의

‘탄식(Lamentation)’
마디1-5

2.2.2. 주제 : 비(非)유대 여성의 춤
마디6-9

마디234-237

2.2.3. 주제 : 솔로몬의 ‘독백’

독주 첼로 카덴차:

마디13-19

마디125-132

2.2.4.
주제 : ‘나른한 춤

(Languorous Dance)’

마디20-25

마디20-21 비올라 악보

마디31-34

(오보에 Ⅰ&Ⅱ,

트럼펫 Ⅰ&Ⅱ, 트롬본Ⅰ&Ⅱ)

마디51-54

(오보에 Ⅰ&Ⅱ,

잉글리시 호른 파트,

트롬본 Ⅰ&Ⅱ 파트)

2.2.5.
주제 : ‘이방인의 화려함

(Barbaric Splendor)’
마디51, 52-55, 59-60

2.2.6.
주제 : 독주첼로 주제와 우는

목소리, ‘명상(meditation)’

마디272-289

“독주첼로 주제”

마디300-304(바이올린Ⅰ&Ⅱ)

마디35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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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주제 : 솔로몬의 ‘탄식(Lamentation)’

다음은 본 작품에 대한 블로흐의 언급 중 일부분이다.

“몇몇 핵심적인 모티브의 씨앗을 포함하는 도입부는 통곡이자

탄식이며, (‘고통의 가치를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감정적이고 거의 생리적인 반응에

가깝다”219)

제시한 위의 인용문은 앞서 살펴본 성서 텍스트와 《셸로모》의

연관성을 블로흐의 해석으로 보여주는 글이다. 그는 도입부가 곧 ‘탄식’

이라 밝혔으며, 학자 클라라 모리츠는 자신의 논문에서 마디1-2를 제시

하며 “하행하는 선율을 통한 ‘탄식’(Lamentation)”이라 서술한 바 있다.220)

<악보 Ⅲ-1> 마디1-5 주제

219)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50.
220) Móricz, “Sensuous Pagans and Righteous Jews: Changing Concepts of Jewish

Identity in Ernest Bloch’s Jezabel and Schelomo,” 47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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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1>과 같이 ‘탄식’은 하행선율로 표현된다. 위 인용문

에서 블로흐가 언급한 ‘핵심적인 모티브’는 ‘탄식’ 프레이즈를 구성하는

하행하는 선율 모티브로 추측된다. 모리츠는 마디1-2만을 제시하였으나,

이어지는 마디4-5에서도 표시한 바와 같이 핵심적인 모티브와 유사하게

하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마디1-5 전반에 걸쳐 사용된 연속적인 붙임줄

로 다섯 마디가 이어져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마디1-5를 주

제 로 볼 수 있겠다.

주제 에서 마디1-2는 독주첼로 선율이 A4221)로 시작하여 약

두 마디에 걸쳐 세 번 동안 순차하행한다. 마디4의 경우 순차하행은 아

니나, 순차하행하였던 마디2의 리듬을 그대로 사용하고 두 구간의 선율

선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마디4 또한 동일한 요소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음악수사학(修辭學, Rhetoric)적으로, 보통 바로크시대의 오페라

나 칸타타에서 슬픈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성악 작품들은 기악 성부의

하행선율(descending tetrachord ostinato) 위에 있었으며 이는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222) 이것이 위 블로흐의 《셸로모》 패시지에

서도 ‘탄식’의 표현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주제 의 독주첼로 선율에는, 붙임줄을 걸고 끌려가

며 당김음(syncopation)을 생성하였으므로 본래의 강박을 뒤로 이동시

키려는 작곡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다소 수동적이면서도, 하행으로 인한

비탄의 정서가 들어있는 느낌을 준다. 또, 정박에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는 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 첼로 선율의 구성음과 같으므로 하행선율을

잘 지지하여 연결시켜준다. 다시 말해, 오케스트라 악기 중 일부는 첼로

선율의 해당 음을 미리 연주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서로 잘 어우러지

며, 첼로 선율과 대조되는 느낌보다는 전적으로 배경의 역할을 연주한

221) ASPN(American Standard pitch notation)의 음이름 표기 방식을 사용함. Wiki
pedia “Scientific pitch notation.” https://en.wikipedia.org/wiki/Scienti
fic_pitch_notation [2019년 7월 2일 접속]

222) Rosand, Ellen. "Lamento." Grove Music Online. 2001. http://lps3.www.oxfo
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
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15904. [2019년 12월 19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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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느끼는 ‘헛됨’은, 하행하는 선율과 도약, 박자

체계 등을 통해 ‘탄식’하는 심정으로 잘 표현되었다.

2.2.2. 주제 : 비(非)유대 여성의 춤

‘탄식’ 주제에 뒤이어 등장하는 주제 는 미완성 블로흐의 오

페라 《이세벨》과 《셸로모》의 스타일에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듯

하다.223) 오페라 《이세벨》은 성서적 특성224)을 가진 오페라이며, 오

페라 여주인공 이세벨225) 배역의 캐릭터는 성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비

유대교의 여성이었다.226)

모리츠는, 블로흐가 이전의 한 작품에서 이세벨과 그녀의 이교

도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특정한 음악 표현을, 이후에 《셸로

모》를 쓸 때도 반영하였다227)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이세벨》의 맥락

에서 본 모리츠는, 마디6-9의 패시지를 두고 “구불구불한 선율선과 리듬

이 ‘이세벨의 감각적인 춤’을 연상케 한다.”228)고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로흐의 두 작품 모두에서 동일한 리듬이 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바, 그의 의도에 의해 본래의 ‘이세벨’ 주제와 위

223) 이 둘 사이에 개념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으나 그 스타일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Móricz, “Sensuous Pagans and Righteous Jews: Changing Concepts of
Jewish Identity in Ernest Bloch’s Jezabel and Schelomo,” 477.

224) 블로흐가 《이세벨》에서 성서에 나오는 예후와 이세벨을 연인으로 설정하였
다고 알려져있으나 이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 성서적 접근이라 말할 수 있겠다.

225) 구약성서의 한 인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이다.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인
이 여자의 악행과 잔인성은 아합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으며(열왕기상 21:25),
후대에 속담거리가 되고 있다.(열왕기상 16:31-32) 정형철, 『아가페 성경 사
전』 (서울: ㈜아가페출판사, 2018), “이세벨.”

226) Móricz, Jewish Identities: Nationalism, Racism, and Utopianism in Twenti
eth-Century Music, 116. 또, 모리츠는 열왕기하 9:30-37에 나오는 이세벨의
난폭한 죽음 이야기를 《이세벨》에서 다루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이세벨과 그의 이교도 세상 묘사를 사용했다.” Móricz, “Sensuous Pagans and
Righteous Jews: Changing Concepts of Jewish Identity in Ernest Bloch’s J
ezabel and Schelomo,” 477.

227) 위의 책, 477.
228) Móricz, 위의 글, 47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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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지에 투영한 의미가 충분히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해당 리듬은 명백히 블로흐의 음악에서만 통용되는229) 것이겠으며, 필자는

이 리듬이 사용된 마디6-9의 패시지를 ‘주제 : 비유대 여성의 춤’으

로 지칭하겠다.

<악보 Ⅲ-2> 마디6-9 주제

위 주제는, 독주 첼로 파트의 부점리듬(♪/♪)이 규칙

적인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마디234-235에서 다시 바

이올린과 비올라 파트에서 부분적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229) 성서에는 이세벨이 춤을 춘 내용이 없으며, 이세벨이 솔로몬과 직접적인 연관
또한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솔로몬 왕 이후의 시대에 이세벨이 살았지
만, 블로흐의 해석에 의해 위 패시지의 위치에서 솔로몬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를 성서상 가장 심하게 저지른 대표적인 인물인 이세벨을 상징하는 테마를
작곡했을 수 있겠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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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3> 마디234-237

1. 현악파트

2. 관악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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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시한 <악보 Ⅲ-3>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리듬뿐 아니라,

<악보 Ⅲ-3, 1>과 <악보 Ⅲ-3, 2>의 비교를 통해 선율선의 유사함도 발

견할 수 있다. 표시한 부점 모티브가 포함된 첫 마디의 끝 음과 다음 마

디의 첫 음의 진행이 그 대표적인 유사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들은

<악보 Ⅲ-2>와의 비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악보 Ⅲ-2>는 하

행했던 반면, <악보 Ⅲ-3>은 상행한다. 후자가 조금 더 선율적으로 확장

된 느낌을 준다.

<악보 Ⅲ-4> 마디7-13

한편, 위 <악보 Ⅲ-4>는 주제 와 주제 로의 연결구를 보여

준다. 표시된 마디9의 셋째 박부터 마디12가 그것이다. 이는 <악보 Ⅲ-2>

패시지부터 이어져 도입부의 주제 로 도달하게 한다. 이러한 연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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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제 패시지가 끝나고 <악보 Ⅲ-4>와 같이 긴 음가와 짧은 음가

로 이루어진 두 종류의 부점 리듬(16분음표-32분음표, 32분음표-64분음

표)으로서 하행한다. 중심이 되는 음이 B♭4에서 D2까지로 비교적 긴 프

레이즈를 갖기 때문에, 이는 마치 주제 로 향하는 장면의 전환을 위

한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230)

<악보 Ⅲ-5> 마디250-256

1. 관악파트

230) Móricz, “Sensuous Pagans and Righteous Jews: Changing Concepts of Jewish
Identity in Ernest Bloch’s Jezabel and Schelomo,” 479-480.



- 83 -

2. 바이올린Ⅰ 파트

이러한 하행하는 부점으로 구성된 연결구는 <악보 Ⅲ-5>와 같이

본 작품의 두 번째 부분 B를 마무리하기 이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플룻, 오보에,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파트에 의해 연주되는 이 연결

구를 통해서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는 주제 선율(마디259-265)로 자연

스럽게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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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주제 : 솔로몬의 ‘독백’

앞서 본장의 1절에서 인용했듯, 《셸로모》의 첼로 소리는 솔로

몬의 음성, 오케스트라는 그의 시대, 그의 세계, 그의 경험, 즉 그의 생

각을 반영한다. 주제 는 독주첼로에 초점이 맞추어진 카덴차로, 블로

흐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첼로 카덴차는, ‘모두 헛되다’라는 이러한 비관적인 철학을

언어에 담아낸다. 이 시작은 독백(Soliloquy)이다” 231)

블로흐의 말로 미루어 보아, 첼로 카덴차에서는 ‘솔로몬의 독

백’으로서 “비관적인 철학을 언어에 담아”232)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는 본래의 카덴차 특성에 따라 오케스트라가 배제된 채 독주첼로가 유일

하게 자유로운 템포(ad lib.)로 연주하므로, 청자로 하여금 ‘솔로몬의 독

백’이 보다 집중적으로 들리게 되는 효과를 보여준다.

주제 는 마디12-19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마디12-19는 작품

의 초반 부분으로, 이처럼 작품의 초반부터 카덴차가 등장하는 경우는

당시 서양음악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었으나, 블로흐의 《셸로모》

에서는 잘 두드러지는 특징이 되었다. 앞서 살펴본 주제 에서 주제

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은 작품의 도입 부분부터 솔로몬의 서사를 빠르

게 전개하여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보다 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요약의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초반에 등장한 주제 는 마디125-132에

서 다시 반복된다.

231)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50.
232) Karadut, “Narratives in Music: Schelomo Hebraic Rhapsody for Cello and O

rchestra,” 35.



- 85 -

<악보 Ⅲ-6> 마디12-19233)

위 <악보 Ⅲ-6>은 첫 번째 ‘솔로몬의 독백’ 주제이다. 주로 D음

(D2, D3, D4, D5)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표시된 바와 같이 마디13-14의

두 번째 박까지는 모티브 a-b-a의 순서로 배치되었다. 모티브 b는 삼연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리듬이 마디14-15와 마디18에서는 모티브

b'의 선율로서 반복된다. 그 중 마디14-15의 세 번 동안 반복되는 모티

브 b'는 D₂를 시작음으로 하여 D3, D4, D5까지 옥타브를 넘나들며 세 번

에 걸쳐 도약한다.

마디16에서는 감4도로 하행하는 선율이 발견되며, 마디17-18에

서는 B♮2에서 A♭2로 진행하는, 《셸로모》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

나는 증2도 음정234)이 생성된다.

233) 본고에서는 모든 카덴차 패시지의 점선으로 표시된 마디줄을 실선의 마디로
간주하였음. 이에 대해 본장의 4.2.항에 상술하겠다.

234) 증2도의 연주에 대해 Ⅳ장의 2.2.항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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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7> 마디125-132

위 패시지 역시 카덴차로, 두 번째 ‘솔로몬의 독백’을 나타낸

다. 전반적인 선율의 흐름과 리듬이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솔로몬의 독

백’ 주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패시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첫번째 주제 가 D2로 시작된 것과 달리, 두 번째 주제 는 E2로 시

작되어 역시 그 음(E2, E3, E4, E5)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이전

의 마디108에서 E단조로 이미 전조되었으므로 중심이 되는 음 또한 변화

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마디129-132 구간 내에서 이전의 그것과는

전반적인 진행의 유사성 안에서 비교적 단순한 선율과 리듬으로 변형되

고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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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8> 주제 오케스트라 연주 패시지

1. 마디234-241의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파트235)

235) 위 악기 외에도 동시에 금관악기(베이스 클라리넷, 파곳 Ⅰ,Ⅱ, 콘트라 파곳,
호른(F) Ⅰ,Ⅱ,Ⅲ,Ⅳ)가 함께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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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는, 독주첼로 파트 뿐 아니라 위 <악보 Ⅲ-8>에 표시한

오케스트라의 파트(모티브 a-b-a-b’-b”)에서도 연주된다.236) 위 <악보

Ⅲ-8>는 첼로와 더블베이스 파트로 시작하여 마디235에서 236으로 이어

질 때 비올라파트가 더해지며, 다음 진행에서 바이올린 파트들이 한 파

트씩 더해지며 발전하다가 마디240-241에서는 모든 현악파트가 연주하

게 된다.

마디237-239에서는 앞서 첼로 카덴차에서 연주되었던 b’모티브

와 유사한 선율선의 모티브가 매 마디마다 구성음을 달리하며 총 5번 반

복한다. 이 때 다섯 번째 모티브의 마지막 세 음은 계속적으로 상행하며

반복한다. 이를 b”라 할 수 있겠다. 현악파트들이 연주되는 동안, 다음

제시되는 <악보 Ⅲ-8, 2>와 같이 관악파트 역시 더해져 대규모의 스케일

로 해당 패시지가 표현된다.

236) Karadut, “Narratives in Music: Schelomo Hebraic Rhapsody for Cello and O
rchestra,”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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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디234-241의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콘트라바순, 호른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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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군의 경우 파트가 점차 추가되는 것이 아닌 음역을 확장

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스 클라리넷- 파곳 Ⅰ,Ⅱ- 콘트라 파곳-

호른(F) Ⅰ,Ⅱ로 연주되던 것에 호른 Ⅲ,Ⅳ 파트가 더해진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살펴본 <악보 Ⅲ-8, 1, 2>의 패시지들은 점진적으로 규

모를 확장시키는 것이 특징이며, 클라이맥스로 가는 크레셴도를 보다 효

과적으로 하여 극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도입부의 주제 를 종합하자면, 주제 의 하행하는

프레이즈는 솔로몬의 탄식을 표현하고, 뒤이어 등장하는 규칙적 리듬의

주제 는 솔로몬을 유혹하는 비유대 여성의 춤을 표현하며, 마디7-12에

서 약 세 마디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행한다. 독주첼로 카덴차인 주제

에서는 ‘솔로몬의 독백’이 표현된다. 이 세 주제 는, 곡

흐름의 순서로 도입부 전반(마디1-19)에 걸쳐 연결되므로 유기적인 관계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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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주제 : ‘나른한 춤(Languorous Dance)’

블로흐는 주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새롭고 중요한 모티브, 비올라가 등장했다! 절망적인 분위

기가 잠시 잦아든 듯하다 —여기에 그의 삶이 있고, 그의 세계

가 있다. 저자가 우리에게 그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던 그 셸로

모가 맞는가? 여기에는 나른한 춤의 리듬이 있다. 열정의 상징?

랩소디는 말한다. ‘나는 모든 것을 맛봤어… 그리고 이것 또한

역시 헛되다!’”237)

<악보 Ⅲ-9> 마디20-25238)

먼저, 위 인용문에 언급된 ‘나른한 춤’은 위 <악보 Ⅲ-9> 마디

20-21의 비올라 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시한 ‘나른한 춤’의 a 선율은

6
4화음의 병진행 b와 두 마디에 걸쳐 주고받듯 연주된다.

237)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50.
238) Karadut, “Narratives in Music: Schelomo Hebraic Rhapsody for Cello and O

rchestra,” 37.의 의견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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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10> 마디20-21 비올라 악보

모티브 a, 즉 비올라로 연주되는 ‘나른한 춤’은 본절의 2.2.2.

항에 언급된 ‘주제 : 비유대 여성의 춤’(<악보 Ⅲ-2> 참조) 리듬과는

별개의 것이며, 주제 에서 사용된 반복되는 리듬과 부분적으로 유사

한 면이 있으나 명백한 차이가 있다.

위 <악보 Ⅲ-10>은 약음기를 장착하고 연주하기를 지시해놓아

이 패시지에 돌입하기 이전의 연주와 음색이나 음향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 ‘나른한 춤’ 주제는 작품이 전개되는 동안 관

악파트에서도 여러차례 나타나며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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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11> 마디31-34

표시된 바와 같이, 오보에 Ⅰ&Ⅱ와 트럼펫 Ⅰ&Ⅱ, 트롬본 Ⅰ&Ⅱ에

의해 완전5도 높은 A의 음으로 시작하는 ‘나른한 춤’ 주제가 한 번 더

연주된다.239) 이 때, 트럼펫과 트롬본 파트는 이전의 <악보 Ⅲ-10>과

같이 ‘약음기를 끼고(con sord.)’ 연주하게 되며, 이 역시 작곡가가 음

색 혹은 음량에 변화를 필요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듬면에서는 <악보

Ⅲ-10>에 비해 다소 단순화된 것이 발견된다.

239) 위의 글,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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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12> 마디51-54

1. 오보에, 잉글리시 호른 파트

2. 트럼펫, 트롬본 파트

마디51의 여린박부터 54까지는 ‘나른한 춤’이 오보에 Ⅰ&Ⅱ와

잉글리시 호른 그리고 트럼펫 Ⅰ&Ⅱ와 트롬본 Ⅰ&Ⅱ에 의해서 연주된다.

<악보 Ⅲ-11>에 비해 단3도 아래에서 연주되는 것과 두 패시지가 박자를

달리하는 점, 그리고 위 패시지에서는 금관파트를 ‘약음기 없이(senza

sord.)’ 연주하는 점240) 등의 차이가 발견된다. 마디54에서는 표시된 것과

240) 여기에서 다시 음역뿐 아닌 음색, 음향적으로의 변화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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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우선 ‘나른한 춤’의 앞부분 리듬적 요소(부점 3연음)와 3분할된

박절 조합의 모티브가 등장하고, 마지막 박에서는 3분할 된 리듬이 다시

4분할 되어 에코처럼 나타난다. 한편, ‘나른한 춤’과 유사한 리듬은 독

주 첼로로도 연주된다.

<악보 Ⅲ-13> 마디71-75 ‘나른한 춤’ 독주첼로 연주 패시지

마디71의 여린박-72로 시작하여, 마디73, 74, 75의 각 셋째, 넷째

박에 등장한다. 이는 반주파트가 같은 모티브를 연주하여 연결시켜 주고

있어 긴장감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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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14> 마디 330-334 ‘나른한 춤’ 금관파트 연주 패시지

또, 마디330-334에 이르러서는 금관악기군에 의해서도 ‘나른한

춤’ 주제가 나타나는데, 마디330-331의 트럼펫 Ⅰ,Ⅱ,Ⅲ, 그리고 마디

332-334의 트롬본 Ⅰ,Ⅱ,Ⅲ과 튜바 파트가 그것이다. 이것은 《셸로모》의

클라이맥스를 담당하며 매우 웅장하게 연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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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주제 : ‘이방인의 화려함(Barbaric Splendor)’

블로흐는 앞서 서술한 ‘나른한 춤’ 주제와 본항에서 다루게 될

‘이방인의 화려함’241)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242)

“그리고는 다시 혐오감: 결국엔 무엇을 위해? 헛됨? 랩소디가

지적한다. 더 부드럽고, 더 외롭게… 솔로몬의 부서진 이상에

대해, 나른한 춤이 다시 다가왔지만, 솔로몬은 이를 뿌리친다.

그랜드 투티– 소동- 이방인의 화려함, 힘—그리고 솔로몬, 그

리고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243)

<악보 Ⅲ-15> 마디51의 첼로 파트244)

먼저, ‘이방인의 화려함’은 독주 첼로가 <악보 Ⅲ-15>의 상행

선율을 연주하면서 최고음(最高音)에 도달한 후 시작된다. 마디52-60에서

다양한 악기들로 연주되는 ‘이방인의 화려함’ 패시지는 다음 <악보 Ⅲ

-16>과 같다.

241) Barbaric을 번역하면 ‘이방인의’ 혹은 ‘야만적인’의 뜻을 의미한다.
242) 블로흐가 “나른한 춤이 ‘다시’ 돌아왔지만”이라는 부분을 마디 51-53의 관악

파트(<악보 Ⅲ-12>)로 보았고, 이를 “솔로몬은 이를 뿌리친다”를 본 패시지
‘이방인의 화려함’ 모티브로 보았다. 블로흐의 말 ‘나른한 춤이 다시 다가왔
다’는 의미는 해당 주제가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한다.

243)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51.
244) 독주첼로 파트보의 경우 16음표들에 테누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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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16> 마디52-55의 ‘그랜드 투티’

먼저, 위 <악보 Ⅲ-16>과 같이 마디52-55에서는 관악파트와 현

악파트가 ‘이방인의 화려함’을 연주한다. 마디52부터 세 마디 동안 가장

최초로 베이스 클라리넷과 첼로파트가 짝을 이루어 첫 두 박자에서 상행

과 하행 선율을 연주한다. 각 세 마디의 마지막 두 박자에서는 바이올린

Ⅰ,Ⅱ와 비올라 그리고 하프와 첼레스타가 뒤이어 연주한다. 마디54의

셋째 박부터 2/4로 변박이 되는 마디55는 셋째 박에 등장하였던 악기들

로 인해 오로지 상행선율만이 연주된다. 필자는 이 상행선율 역시 ‘이방

인의 화려함’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마디52-54의 두 번째 박까지 나타나는 ‘이방인의 화려함’의 음

구성은 순차상행하여 시작음으로부터 최고음에 도달한 후 다시 순차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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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통적인 선율선을 보인다. 해당 구성음의 개수가 마디를 거듭할수록

점차 늘어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로인해 ‘화려함’이 점점 부각된다. 위

패시지가 지난 후에는 마디59-60에서 다시한번 클라리넷군과 하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연주된다.

<악보 Ⅲ-17> 마디59-60 클라리넷군 + 하프

위와 같이 클라리넷군과 하프 파트에서 다시 ‘이방인의 화려함’

을 상징하는 요소가 나타난다. 이 때는 9음과 10음의 조합으로 둘째, 셋째

박에서 두 마디에 걸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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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18> 마디51-55 ‘나른한 춤’ + ‘이방인의 화려함’

이는 앞서 2.2.4.항에서 제시된 <악보 Ⅲ-12>의 피아노리덕션

버전이자, <악보 Ⅲ-15>와 <악보 Ⅲ-16>에 표시된 ‘이방인의 화려함’이

보여지는 패시지이다. 마디51의 여린박부터 마디54까지는 ‘나른한 춤’

에 대응한 ‘이방인의 화려함’의 교차진행 뿐 아니라, 다양한 임시표와

악기의 사용으로 화려한 색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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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주제 : 독주첼로 주제와 우는 목소리, ‘명상’245)

주제 에 대해 블로흐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오케스트라는, 평화와 정의와 사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세계를 떠난다. 솔로몬은 꿈

으로 빠져들지만, 이는 길지 않다. 권력의 찬란함과 왕위는 사라

져간다. 마치 썩어 문드러진 줄기(fanes)처럼, 솔로몬은 마치 그

의 목소리처럼, 오케스트라를 통해 생각하고, 독주첼로는 저주를

울부짖는다. 오케스트라는 그의 생각을 강화한다”246)

<악보 Ⅲ-19> 독주첼로 주제와 변주

1. 마디272-289 ‘독주첼로 주제’

245) Karadut, “Narratives in Music: Schelomo Hebraic Rhapsody for Cello and
Orchestra,” 48-49;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51.

246) Bloch and Heskes, 위의 책,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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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Coda)의 시작지점에 위치한 위 패시지는 중저음의 프레이

즈로 연주되는 마디273-289의 ‘독주첼로 주제’로, 오케스트라의 비중은

확연이 줄어들면서 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독주첼로 파트가

전경에 드러난다. 오케스트라와 독주첼로는 표시한 바와 같은 증4도의

선율적 진행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독특한 색채가 만들어진다.

2. 마디300-304

<악보 Ⅲ-19, 1> 마디273-278의 독주첼로 주제는 <악보 Ⅲ-19, 2>

의 마디 300-304에서 확인할 수 있듯 2～3 옥타브 상승된 음역에서 바이

올린Ⅰ&Ⅱ 파트에 의해 유니즌으로 연주, 반복된다.

그러나 모든 음이 동일하지는 않다. 독주첼로 프레이즈 중 마디

277-278은 A3- G♯3- E3- G3- F3- E3- C♯3- D3- E3 로 D단조로 진행하는

반면, 바이올린 프레이즈의 마디303-304에서는 Ⅰ파트가 A6- G6- F♯6-

A6- G₆- F♯6- C♯6- D6- E6, Ⅱ파트가 A5- G5- F♯5- A5- G5- F♯5- C♯5-

D5- E5 의 D장조 선율로 진행하므로 분위기가 전환되었다.

또, ‘독주첼로 주제’가 비교적 낮은 음역의 단선율이었던 것에

반해 바이올린 Ⅰ&Ⅱ파트는 비교적 높은 음역에 텍스쳐 또한 두터워지는

차이를 보인다. 이 패시지는 ‘오케스트라는 그의 생각을 강화’한다는 블

로흐의 인용글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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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20> 마디282-286 미분음의 사용

이 패시지에서는 음을 1/4로 나눈 4분음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마디284의 두번째 박 독주 첼로 파트에는 두 개의 이명동음 D♭5 와 C♯5

가 등장하는데, 이 중 C♯5 의 상단에는 ‘1/4 de ton’247)(음의 1/4)이라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248) 당시에는 4분음 표기법이 아직 널리 사용

되지 않았으므로, 그가 명백한 지시를 기재함으로써 단 하나의 4분음을

표기하였다.249)

<악보 Ⅲ-20>에 표시된 바와 같이 마디283과 마디284, 각 두 마

디는 C5에서 시작하여 A4로 도착한다. 마디283의 비교적 간결한 네 개

음으로 이루어진 선율이 마디284에서는 네 개의 구성음을 모두 포함하며

247) 스코어 악보의 경우“del tuono”. 같은 뜻으로 추정됨.
248) 피아노 리덕션 악보는 이 지시가 괄호 안에 기재되었고, 첼로 파트보의 경우

+1/4 di tuono라 기재되었다. 자필악보의 경우 +1/4 de ton이라 표기된 바,
위 제시된 악보는 +가 생략 되었으므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249) “첼로 솔로 음악에서 1/4 음색을 사용하는 서양 작곡가의 초기 사례 중 하나
는 1916년에 작곡된 블로흐의 《셸로모》이다. 블로흐는 리허설 #36 이전의
전체 음원에 단 한 개의 4분음만 쓴다. 당시는 4분음 표기법이 아직 널리 사
용되지 않았으므로, 그는 명백한 지시를 썼다.” Modern Cello Techniques- Qu
artertones: Examples From the Repertoire http://www.moderncellotechnique
s.com/left-hand-techniques/quarter-tones/qts-examples-from-the-repertoir
e/ [2019년 9월 1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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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개수인 아홉 개의 음으로 전개 또는 발전된다.

이는 앞서 인용한 블로흐의 언급 중 “독주 첼로는 저주를 울부

짖는다”는 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위 4분음 패시지는

“함축된 감정을 표현하는 솔로몬의 우는 목소리”250)가 된다.

블로흐가 4분음을 사용한 것은 음악사적으로도 뜻깊은 의미가

있다. “독주첼로 작품에서 1/4의 음색을 사용하는 서양 작곡가의 가장 오

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1916년에 작성된 블로흐의 《셸로모》”이다.251)

트레이시는 “현 시대에서 미분음을 사용하는 것은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

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음조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현의 수단

일 뿐이다”252)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우는 목소리’ 혹은 ‘울음’

은 미분음이라는 일종의 ‘표현적 장치’를 통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

다.253) 한편, 《셸로모》의 코다 부분에 대해 블로흐는 다음과 같이 언

급한다.

“이 때 종지(Cadence)는 몰락하고, 고요함만이 남는다.

솔로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나의 작

업의 어두운 면 마저도 결국 희망으로 끝이 난다. 이 작품 홀로는

완벽한 부정(부인)으로 끝이 난다. 그러나 이 작품의 주제가 이

희망을 요구한다. 희망의 메시지는 오직 솔로몬의 명상 이후에

나타난다. 그것은 언젠가 인간은 그들의 형제애(인류애)에 대해 알

게 될 것이고, 조화로움과 평화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열렬한 기도의 희망적 단어였다”254)

250) Karadut, “Narratives in Music: Schelomo Hebraic Rhapsody for Cello and
Orchestra,” 49. 필자 역시 이 의견들에 동의하여, 위 패시지를 ‘함축된 감정
을 표현하는 솔로몬의 우는 목소리’라 지칭하였다.

251) Modern Cello Techniques- Quartertones: Examples From the Repertoire htt
p://www.moderncellotechniques.com/left-hand-techniques/quarter-tones/qts
-examples-from-the-repertoire/ [2019년 9월 12일 접속]

252) Price, “A Brief History and Analysis of Ernest Bloch's Schelomo”
253) 필자는 트레이시가 말하는 ‘현 시대’를, 미분음을 포함했던 유대전통음악 시

대가 아닌 현대 기보법의 시대로 보았다.
254)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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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21> 마디350-363

위 패시지의 마디352-358은 G4에서 시작하여 G를 중심으로 진행

한다. 그 이후 마디359-363에서는 D2를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G를 으뜸

음으로 하는 조성으로 종결하였다. 점선으로 표시한 마디355-358에서는

앞서 제시된 주제 ‘솔로몬의 독백 2’의 프레이즈와 동일한 선율선이 나

타난다. 이 프레이즈가 위 패시지에서는 이어지는 마디363까지 연장되어

하행하고, D2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위 <악보 Ⅲ-21>의 마디362-363의 화음은 3음이 생략된 G화음(G와

D음)으로, G단조로 진행하던 조성적 배경을 이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모

호하게 하면서 단조와 장조가 공존하는듯한 열린 조성적 결말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 블로흐가 언급한 두 가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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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스럽게 연관시켜보자면, 단조와 장조의 중의적 화음은 이른바 ‘희망의

메시지’를 한편에서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255) 반면, 미국의 유대

계 첼리스트 로렌스 레써(Laurence Lesser, 1938- )는 작품의 마지막이

자 위 패시지의 말미가 “솔로몬의 죽음”을 표현한 것256)이라 해석하였

고, 마디358-360의 표시한 하행하는 짧은 음가의 선율에 대해 이스라엘

출신의 첼리스트 인발 세게브(Inbal Segev, 1974- )257)는 마치 솔로몬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너희들은 모두 죄가 많아”258)라고 꾸짖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절에서 작품과 성서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패시지들을 연구해

본 바, 블로흐가 이 작품을 작곡함에 있어 그에게 내재된 음악외적 아이

디어는 이러한 성서적 선택들이 기반이 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5) 이 화음 중 독주첼로로 연주되는 마디362-363의 D2를 ‘솔로몬의 명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선율진행의 변화가 없는 긴 음가의 D2는 고요한 명상을 연상케
한다.

256) “Laurence Lesser: “The Arts Have Always Been in Trouble”,” WHRB Classical
September 19, 2018 https://www.whrb.org/archive/laurence-lesser-arts-hav
e-always-been-trouble [2019년 9월 12일 접속]

257) 이스라엘에서 자란 첼리스트.
258) 마스터클래스 영상을 참고함. “Ernest Bloch's Schelomo: Rhapsodie Hébraïque

- Musings with Inbal Segev”. https://youtu.be/WFXzmd92xqw [2019년 7월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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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대 전통과의 연관성을 띤 요소들

《셸로모》에는 성서적 요소 외에도 <표 Ⅲ-3>에 정리된 세 가지

사례로 미루어 볼 수 있는 유대 전통의 음악적 요소가 확인된다.259)

<표 Ⅲ-3> 작품 내 유대 전통적 요소 정리

259) Malcolm Miller, “The Shofar and its Symbolism,” Historic Brass Society J
ournal 14 (2002), 98; Montagu, Jeremy. 2001. “Shofar." Grove Music Onlin
e.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
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25658.
[2019년 9월 12일 접속]

260) 쇼파르 사운드 요소는 쇼파르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된 것으로 에드워드 엘가
에 의해 음악사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음. 1903년, 엘가의 작품 《사
도들의 부름》(“The Calling of the Apostles” from the oratorio The Apostl
es, 1903)을 통해 최초로 연주됨. Jonathan L. Friedmann, Joel Gereboff, Qo
l Tamid: The Shofar in Ritual, History, and Culture Kees van Hage, “Sam
e Signals, Different Meanings The Shofar in Compositions by Elgar and Be
rio” (Claremont: Claremont Press, 2017), 221.

항 유대 전통의 음악적 요소 작품내 마디번호(대표적 패시지)

3.1. 쇼파르 사운드260)

마디117-121

마디135-145 바순, 오보에 파트

마디152-157

마디163-166 독주첼로 파트

마디234-239

3.2. ‘아버지의 아침 기도’ 선율 마디140-151의 오보에, 바순 파트

3.3. 아하보-라보 음계
마디9-11 클라리넷, 독주첼로 파트

마디214-217의 첼로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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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쇼파르 사운드(Shofar Sound)

먼저, 블로흐는 유대 전통악기인 쇼파르의 사운드를 구현하여

자신의 유대성을 표현하였다. 《셸로모》를 연구한 다수의 학자들에 의

해 이러한 사실이 종종 언급되었고, 이는 거의 상식처럼 되어버렸기에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된다.261)

<그림 Ⅲ-3> 이스라엘의 ‘쇼파르’ 사진262)

261) Malcolm Miller, “The Shofar and its Symbolism,” Historic Brass Society J
ournal 14 (2002), 100; Kushner, The Ernest Bloch Companion, 5; Montagu,
“Shofar." Grove Music Online.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
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
81561592630-e-0000025658; Aaron Klaus, “Ernest Bloch’s “Exotic Shofar”:
Jewish Identity in Proclamation for Trumpet and Orchestra,” (Master of M
usic Diss., Towson University, 2016), 31; Fernbacher, Vom Jerusalemer Te
mpel nach New York 3000 Jahre jüdische Musikgeschichte, 220-221; Karadu
t, “Narratives in Music: Schelomo Hebraic Rhapsody for Cello and Orchest
ra,” 46. 등의 연구를 참고함.

262) 영국 런던의 호니먼 뮤지엄(Horniman Museum)에 전시되어 있음. Montagu, “Sh
ofar." Grove Music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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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르란, 숫 양의 뿔로 만든 관악기로,263) 성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악기로 알려져

있다.264) 이는 성서 이후의 시대에도 경보의 용도뿐 아니라 자연재해 혹

은 인위적인 재앙이 있을 시 상징적인 신호로 널리 사용되고, 기쁨과 환

희의 경우에도 역시 사용된 악기이다.265)

쇼파르의 음고는 악기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266) 비교적 길이가

긴 쇼파르가 저음역, 짧은 쇼파르가 고음역을 맡게 된다. 블로흐는 《셸

로모》에서 대표적으로 작품의 두번째 부분인 B에서, 금관악기인 트럼펫

을 통해 쇼파르를 표현하였다.267)

트럼펫의 고음역대와 저음역대 음색이 각각 쇼파르의 두 종류,

즉 짧은 쇼파르 그리고 긴 쇼파르 사운드와 서로 매우 닮아있다는 점268)

에서, 쇼파르 사운드를 구현할 악기로 트럼펫을 선정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쇼파르의 주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의 음형과 의미

는 다음 제시된 <악보 Ⅲ-22>와 같다.

263) Montagu, “Shofar." Grove Music Online.
264)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여호수아 6:16)/ 이에 백성은 외치
고 제사장 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여호수아 6:20)

265) Montagu, “Shofar." Grove Music Online.
266) 위의 글.
267) 이외에도 오보에, 첼로 등으로 표현한 바 있다.
268) 웨인거의 인터뷰에 따르면, 두 종류의 쇼파르에 대해 소개했다. 하나는 숫 양

의 뿔로 만든 유대 전통적인 악기인 짧은 길이의 쇼파르이고, 다른 하나는 예
멘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긴 모양의 쇼파르이다. 시대적으로는 작은 쇼파르가
먼저 사용되었다고 밝힌다. https://youtu.be/zLq36q6wV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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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22> 쇼파르 주법269)

1. 쇼파르 주법과 각각의 의미

2. 그로브 음악사전에 제시된 쇼파르 주법270)

269) 본고에서는 웨인거의 영상을 토대로 필자가 직접 청음한 악보를 제시하였고,
의미 역시 위 영상을 참고하였다. https://youtu.be/zLq36q6wVK0; Miller, “T
he Shofar and its Symbolism,” 94; Montagu, “Shofar." Grove Music Online.
을 참고함.

270) 용어의 철자가 상이한 사실 등 쇼파르의 연주기법에 대한 자료들의 내용은 완
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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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연주기법이 각각 의미하는 바는 다양271)하나, 일반적으로 이

중 테키아, 쉐바림, 그리고 테루아는 보통의 날 로쉬 하샤나(Rosh Hashana,

유대교의 신년제) 예배에 항상 연주되며,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주의 깊게

듣도록 되어있다.272)

위 <악보 Ⅲ-22>에 제시된 두 악보를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 쇼파르 사운드의 ‘경보’는 각 유대인 공동

체의 전통, 회당, 연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73) 위 <악보 Ⅲ-22>

중 네 번째 주법은 관습에 따라 실제 연주가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세파르디(Sephardi)회당274)에서는 일반적으로 테키아 그돌라(teqi'ah

gedolah) 대신 테루아 그돌라(teruah gedolah)로 연주된다.275)

‘테키아 그돌라’는 블로흐가 1955년 작곡한 《트럼펫과 오케스

트라를 위한 선포》 마디1-3에서 나타난 음의 진행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 제시하는 <악보 Ⅲ-23>에 표시한 부분에 나타난 5도와 4도 진행,

그리고 전타음과 긴 음은 트럼펫을 통해 표현된 쇼파르 사운드로 볼 수

있다.

271) Miller, “The Shofar and its Symbolism,” 94.
272) Klaus, “Ernest Bloch’s ”Exotic Shofar”: Jewish Identity in Proclamation

for Trumpet and Orchestra,” 32.
273) 위의 글, 32. 예를 들어, 테루아 주법은 종종 아쉬케나지 회당에서 <악보 Ⅲ-

22, 2>대로 연주 되었던 바 있고, 때때로 ‘낮은 배음에서는 플러터 텅잉으로
불 것’이라 지시되어 있기도 하다. Montagu, “Shofar.” Grove Music Online.

274) 예루살렘의 올드 시티(Old City) 내 유대인 지구(Jewish Quarter)에 위치한
회당. https://en.wikipedia.org/wiki/Four_Sephardic_Synagogues [2019년 11월
29일 접속]

275) 위의 글. 한편 ‘그돌라’는 great 이나 big을 의미한다. Wikipedia ”Gadol.”
https://en.wikipedia.org/wiki/Gadol [2019년 10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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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23> 테키아 그돌라 주법의 예276)

한편, 앞서 제시한 쇼파르의 기법 중 《셸로모》에서 표현된 사

운드는 ‘테루아’277) 주법에 가깝다.278) 이에 해당하는 패시지는 총 다

섯 군데이며,279) 악보와 함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6) 참고한 Aaron Klaus의 논문에는 위 패시지가 ‘Tekiah’ 주법과 유사하다고 서
술되어 있으나, 필자는 ‘테키아 그돌라’ 주법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다.

277) Miller, “The Shofar and its Symbolism,” 87. “성서의 레위기 23:24 “이스라
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레위기 25:9 “일곱째 달 열
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
며”, 민수기 29:1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제시한 세 개의 구절 모
두에서 ‘테루아’라는 알람 신호 유형이 사용된다.”

278) 밀러 역시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위의 글, 100.
279) 많은 연구에서는 마디140부터 나오는 오보에 파트만을 중심으로 쇼파르 사운

드가 설명되었으나, 필자는 《셸로모》의 오보에 파트를 포함, 이전에 나오는
바순파트 그리고 <악보 Ⅲ-24>에 나타난 마디120의 트럼펫 파트, 마디140의
오보에 파트 이후의 클라리넷 파트 모두 쇼파르의 연주법 중 테루아 패턴을
묘사한 패시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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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24> 《셸로모》에 나타난 최초의 테루아 주법

<악보 Ⅲ-24>의 표시한 부분은 《셸로모》에서 가장 최초로 명

확히 드러난 쇼파르 사운드이다.280) 9개 혹은 10개의 짧은 동음을 사용

하여 표현한 테루아 모티브는, 트럼펫Ⅰ 파트에서는 10개의 반복으로,

트럼펫Ⅱ와 Ⅲ은 9개의 반복으로 드러났으며, 앞서 살펴본 ‘테키아 그돌

라’의 특성을 보여주듯 길게 지속한다. 이 패시지에서 연주되는 트럼펫

의 음역의 경우 길이가 긴 쇼파르와 음색이 유사하다.

280) <악보 Ⅲ-24>에 나타난 동음의 반복은 위 패시지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
며, 이전에도 현악기군과 타악기군에 의해 주로 등장했었던 패턴이다. 그러나
이전의 패턴들은 청각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그 사운드가 다른 성부들에 의해
덮여져 전경에 드러나지 않았으며, 오로지 반주를 위한 패턴이라 볼 수 있다.
마디102-103의 바이올린 Ⅰ&Ⅱ파트에서 나오는 6연음의 동음 반복을 포함한
타 동음 반복의 부분들은 쇼파르의 표현보다는 단순한 반주 요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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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25> 테루아 모티브(모티브 s)

1. 마디136-144 바순, 오보에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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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36부터는 바순, 마디140부터는 오보에를 통해 테루아 모티

브의 특징을 반영한 리듬적 변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전의 <악보

Ⅲ-24>, 트럼펫 파트는 같은 음가의 짧은 동음 반복으로 명확한 박절감

을 가지고 테루아 모티브를 연주하지만, 위 패시지 <악보 Ⅲ-25, 1>의

변주는 분할방식에서 상이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박절적인 의미가 비교적

모호한 긴 프레이즈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 패시지에서는 동음의 반복이 균등분할이 아닌 특정 리

듬 패턴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테면, 마디136부터 138까지

는 바순에 의해 테루아 모티브의 특징을 보여주는 변형된 리듬이 연주된

다. 바순의 선율이 끝난 후 마디140부터는 오보에가 3연음과 6연음을 동

반한 리듬형태로 테루아를 연주하게 된다. 이를 ‘모티브 s’라 하겠다.

이후에는 테루아의 특성을 보여주는 5연음으로 연주하다가(마디

142), 3연음으로 변형시키기도 하며(마디143), 부점이 동반된 리듬(마

디144)으로 다양하게 연주한다.

테루아의 특징이 반영된 음들뿐 아니라, 표시된 완전4도로 상행

하는 선율선 역시 쇼파르가 기본적으로 완전5도와 완전4도의 음정을 가

지는 악기라는 점을 작곡가가 잘 파악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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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디152-157

<악보 Ⅲ-25, 1>의 ‘모티브 s’는 <악보 Ⅲ-25, 2>에서 거의 유사

하게 나타난다. 이 패시지는 ‘모티브 s’의 선율 그대로 클라리넷, 바순,

튜바에 의해 유니즌으로 연주된다. 이 선율은 다음 항에서 설명될 ‘아버

지의 노래’ 패시지이기도 하다.281)

3. 마디234-239

281) 다음 이어지는 Ⅲ장의 3.2.항에서 상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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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25, 3>에서도 호른과 트롬본 파트에 의해 ‘모티브 s’

가 나타난다.282) 결과적으로 <악보 Ⅲ-25>의 세 패시지는 서로 동일한

선율을 공유한다.

<악보 Ⅲ-26> 독주첼로의 테루아 모티브

앞서 <악보 Ⅲ-25>에서 살펴본 ‘모티브 s’는 <악보 Ⅲ-26>과 같이

독주첼로로도 연주된다. 그러나 이전과 상이한 박자표와 함께 첫 음이

8분음표가 아닌 4분음표로 총 두 마디에 걸쳐 있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두 번째 부분 B의 주제에서는 쇼파르의 사운드가 더욱 광범위하

게 발전되고 명확히 변주되는283) 만큼, 특정한 의미를 시사한다. 밀러는

“작품 내에서의 쇼파르의 상징은 주제인 다윗 왕에게 장엄함을 부여하고

그의 특징을 그리는 극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며, 이러한 ‘테루아’의 ‘경

보’에 대한 예리한 의미는 이제 칼을 쟁기로 바꾸는284) 예언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음악적 표현의 특성을 부여받았다”285)라고 해석하

였다.

282) Karadut, “Narratives in Music: Schelomo Hebraic Rhapsody for Cello and
Orchestra,” 46.

283) <악보 Ⅲ-23>∼<악보 Ⅲ-26> 참조.
284) 주검위리(鑄劍爲犁)
285) Miller, “The Shofar and its Symbolis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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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양한 악기파트를 통해 리듬 패턴을 변화시키며 때때로 등

장하는 ‘테루아’ 주법에 따른 그 구체적 의미 역시 다양하게 해석이 가

능하겠다. 웨인거는 “‘테루아’는 악한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경외를 심어

줌으로 자신의 영혼 가운데 느껴지는 원수가 이 소리를 듣고 달아나는

것 같다”고 밝히며, “테루아는 ‘승리’를 뜻한다”고 믿었다. “이는 마치

기관총을 발사하는 소리 같은데, 저항이 느껴질 때 쇼파르를 불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되는 것을 느낀다”고 전했다.286)

286) 웨인거의 인터뷰 영상. https://youtu.be/zLq36q6wVK0 이에 대해 Ⅳ장의
2.1.1.항에서 악보와 함께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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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버지의 아침 기도’ 선율

본항에서는, 앞서 살펴본 쇼파르 사운드 패시지에 이어지는, 유

대 전통적인 ‘아버지의 아침 기도’ 선율이 인용된 패시지를 다룬다.

블로흐는 작곡을 마치고 본 작품이 초연되기 며칠 전 미국의 음

악 평론가 크레빌287) 과의 인터뷰에서, 아침 기도로 노래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여 멜로디로 사용한 패시지에 대해 언급했다.288) 아버지가

종종 유대의 선율(Hebrew Melody)을 노래하였었는데, 그것이 작곡가 블

로흐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이다.289) 이는 작품의 두 번째 부분 B에 나

타나며, 해당 패시지는 블로흐가 전통적인 유대 음악 출처의 멜로디 요

소를 가져와 ‘유대 연작’에 통합시켰다고 인정한 《셸로모》의 유일한

부분이다.

287) Henry Edward Krehbiel, 1854-1923. The New York Tribune의 음악편집자이자
Tribune, Scribner’s Monthly 및 기타 저널에 많은 기사를 저술한 영향력 있
는 음악 평론가이다. Wikipedia “Henry Edward Krehbiel.” https://en.wikipe
dia.org/wiki/Henry_Edward_Krehbiel [2019년 7월 15일 접속]

288) Krehbiel, 위의 기사;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51.

289) Henry Shaffer Minsky, “Ernest Bloch and His Music," (Unpublished ph.D.
diss.,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1945), 210.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rness, 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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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27> ‘아버지의 아침 기도’ 선율(마디140-152, Ob., Bsn.)

위 <악보 Ⅲ-27>에 대해 블로흐가 직접 밝혔던 크레빌과의 뉴욕

트리뷴 기사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아침 기도로 부르던 노래 모티브를 사용

하여 작곡하였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부르던 이 노래의 가사의 의

미를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히브리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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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쓰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매우 정확하게 이

것을 썼다고 확신한다. 나는 이 곡을 쓸 때 마치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290)

냅은, <악보 Ⅲ-27>의 표시한 멜로디와 “막스 볼베르크(Max

Wohlberg)291)의 미출판 저서에서 언급한 두 개의 분리된 전통적인 성가

모티브292)가 서로 유사하다”293)고 밝히며, ‘아버지의 아침 기도’ 선율

의 출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다음 <악보 Ⅲ

-28>을 제시하였다.

290) Krehbiel, “Ernest Bloch’s Experiment In the Music of Jewry,” 1917년 4월
29일 일요일 New York Tribune 기사.

291) 전례학자이자 작곡가. Robert Mcg. Thomas Jr. “Article 1996042600000080926
-- No Title,” The New York Times 1996년 4월 26일 기사 https://www.nytimes.
com/1996/04/26/nyregion/080926.html [2019년 9월 13일 접속]

292) 모겐 오보스(Mogen ovos) 음계로 작곡된 두 개의 전통적인 성가 모티브. 모겐
오보스 음계는 유대 전통 음악의 음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Ⅲ장의 3.3.항
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Baruch J. Cohon, “The Structure of the Synagogue
Prayer-Chant,”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3/1 (1950),
26-9

293) Knapp and Solomon, “King Solomon and Baal Shem Tov” Ernest Bloch
Studies, 18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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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28> 냅이 밝힌 볼베르크의 성가와 셸로모의 연관성 악보 제시294)

이처럼 냅은 볼베르크의 성가 (a)와 《셸로모》의 패시지 (b)를

연관시켰는데, 필자 역시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당시 작곡가

블로흐의 아버지가 볼베르크가 정리한 성가를 노래했다고 추측하는바,

<악보 Ⅲ-26> 중 (a)에 나타난 ‘유대의 선율’을 작곡가 블로흐가 기억

294) 위의 책, 189. (a)의 가사는 “우리를 그의 계명으로 축복하신 분, 그는 크고
거룩한 하느님과 왕이니라.”로 번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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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선율선을 큰 틀로 한 변주법적 작곡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악보 Ⅲ-28> (a)의 가사 역시 기도문의 하나로 보인다.295) 그러

나 블로흐가 작곡하는 데 있어 가사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

이다.296) 한편, 작곡가 블로흐는 본 패시지에 담긴 자신의 심리를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나는 다음 에피소드를 묘사할 수 없다. 이것이 무에진297)의 부

름인가? 이 바순의 이상한 모티브가 오케스트라로 스며든다. 이

것은 성직자들인가? 처음에 솔로몬은 이를 견뎌내는 것처럼 보

인다. 곧 그는 이에 합류한다. 이것은 군중들인가? 그들의 기도

인가? 다시 한 번 그들의 탄식을 듣고, 그들의 불안은 뜨거워지

고 번민에 차올라간다.”298)

295) 스트래스버그와 냅은, 이 선율을 제모라 니군(gemora nigun, 탈무드 멜로디)
이라 언급했다. “제모라 니군은 탈무드의 학생들이 서로 교창식으로 종종 선
포되던 티칭 멜로디의 한 장르이다.” 위의 책, 187, 189; “블로흐가 밝힌 ‘아
버지의 노래’는 티칭 멜로디의 한 장르인 제모라 니군이며, 셸로모의 두번째
부분의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장악했다.”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
n the Wilderness, 37.

296) Krehbiel, “Ernest Bloch’s Experiment In the Music of Jewry,” 기사.
297) (보통 회교 사원 탑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람. Oxford Advanced Learne

r’s English-Korean Dictionary “muezzin.” https://www.oxfordlearnersdicti
onaries.com/definition/english/muezzin?q=muezzin [2019년 11월 12일 접속]

298)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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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하보-라보 음계(Ahavoh-rabboh scale)

전반적인 《셸로모》의 선율은, 이국적 색채를 띤다는 면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국적 색채의 느낌은 일반적인 서

구 음악과는 다른, 증2도나 단2도로 진행하는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서양음악에서의 단2도는 명확한 이끔음(leading tone)의

역할을 하며 조성을 확립시키는데 기여하지만 본 작품에서의 단2도는 이

를 거스르면서 어떠한 방향성도 갖지 않는다. 또, 증2도는 본 작품에서

총 51회의 높은 빈도로 등장함으로 매우 특별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299)

블로흐는 타 작품에서도 증2도를 종종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디카 뉴린은 “‘동양화’ 시키기 위한 특성으로서 블로흐가 사랑하는 증2

도를 활용한 것”이라 언급했다.300) 이러한 잦은 증2도의 사용은 유대 전

통 음계와 《셸로모》를 연관시킨 것에서 그 출처를 찾을 수 있으며,301)

《셸로모》는 블로흐가 유대 전통의 음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

으로 응용, 융화시켜 작곡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302) 다음 제시하

는 <표 Ⅲ-4>는 유대 전통의 음계들과 그것을 언급한 학자, 학자들이 붙

인 각 음계의 명칭을 정리한 것이다.

299) 증2도의 개수는 주요음들의 음정이 증2도인 경우를 포함함. 서양음악에서의
증2도에 대해서는 본 항 말미에 서술하겠다.

300) Dika Newlin and Ernest Bloch, “The Later Works of Ernest Bloch,” The
Musical Quarterly 33/4 (1947), 451-452.

301) 블로흐의 다른 작품 《발 솀》의 1악장 ’Vidui(Contrition, 회개)’과 2악장‘n
igun(improvisation, 즉흥곡)’의 일부에도 아하보-라보 음계가 반영되었고, 3
악장 ‘Simchas Torah(Rejoicing, 크게 기뻐함, 축하)의 일부는 아도리움 몰로
흐(Adolium moloch)음계로 작곡되었다. Knapp and Solomon, “King Solomon an
d Baal Shem Tov” Ernest Bloch Studies, 195, 200, 202.

302) 스티븐스 역시 “블로흐는 본 작품에서 미분음과 같은 히브리 음악에서 볼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를 ‘유대 전통 음계’로 본다.
Stevens, Composers of classical music of Jewish Descent,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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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유대의 대표적인 음계303)

303) 코혼이 나열한 ‘회당 기도 성가의 음계들’(1950); 이델존(Abraham Z. Idelsohn,
1882-1938)이 나열하고 필자가 사보한 ‘미분음을 동반한 중동 음악의 가장 일
반적인 음계들’(1992); 냅이 나열한 ‘아쉬케나지 기도 노래의 모티브에 사용
된 음계(상행)’(2016)을 요약하였다. 이델존의 음계들은 미분음을 다수 포함
하는 특징이 있는데, 제시된 음이름을 필자는 오선 위에 사보하였다. Cohon,
“The Structure of the Synagogue Prayer-Chant,” 20, 25, 26, 30; Abraham
Z. Idelsohn, Jewish Music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92), 25-26; K
napp and Solomon, “King Solomon and Baal Shem Tov” Ernest Bloch Studies,
182.

언급한 학자 명칭의 다양성 음계의 특징

음계(현대/미분음)

1

코혼, 이델존, 냅 아하보-라보 음계
증2도를 포함

이델존: 미분음사용304)

코혼

이델존

냅

2

코혼 아도노이 몰로흐 음계
6-7음 단2도,
7-8음 장2도

이델존 Ⅲ번 미분음사용

냅 아도솀 몰로흐 음계
6-7음 단2도,
7-8음 장2도

코혼, 냅

이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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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미분음이 나타난 음계들의 음정관계 중 1과 1/4는 넓어진 장2도, 1과 1/2의
경우만 증2도로 보았다.

3

코혼, 냅 모겐오보스 음계 2-3음과 5-6음 단2도

코혼, 냅

4

코혼 시편-모드 음계 모겐오보스와 거의
같으나 으뜸음 아래에
♯을 포함하는 다섯
음이 더 있음냅 시편 음계

코혼, 냅

5

냅
아브호라차밈 음계
(미셰베이라흐 음계)

우크라이니안 도리안,
‘집시’ 음계

냅

6

이델존 Ⅰ번
미분음사용, 1-2음과
5-6음의 간격이 1/4음

이델존

7

이델존 Ⅱ번
미분음사용, 1-2-3음이
정확한 2등분, tonic과
upper tonic이 다름

이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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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룩 요셉 코혼(Baruch Joseph Cohon, 1926- )은 1950년 한 학

회지에서 5개의 회당 기도 성가(Synagoge Prayer Chant)를 구성하는 음

계를 정리한 바 있고, 이델존은 1992년 저서에서 셈족305)의 중동 노래

(Semitic Oriental Song)에서 가장 보편적인 4개의 음계(mode)를 정리

한 바 있다.306) 또, 냅의 연구에서는 코혼의 음계를 토대로 한 “동부 유

럽의 아시케나지307) 성가 음악(Eastern Ashkenazi cantorial music)에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음계”가 5개로 정리되었다.308) 이러한 음계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였을 것이며, 사용하는 사람과 그 용도도

달랐을 것이다.

《셸로모》에는, <표 Ⅲ-4>에 제시된 총 일곱 개의 서로 다른 음

계 중 1번, 코혼과 이델존 그리고 냅이 제시한 공통된 ‘아하보-라보 음

계’의 특성이 반영되었다.309) <표 Ⅲ-4>와 같이 아하보-라보 8음 구성음

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델존과 코혼의 ’아하

보-라보’ 음계를 보았을 때 후반부 4개 음은 증2도를 포함하지 않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나 냅의 아하보-라보 음계에서는 2-3음은 물론, 6-7음

에도 증2도가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이 있다.

이를 통해 때때로 아울로스310) 테트라코드(Aulos Tetrachord)를

305) “그와 나머지 가족들은 노아와 함께 방주를 타고 홍수에서 살아 남았다(창:
7:13;9:18).”“셈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간주되는데, 그 주변의 대부분의
셈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의 조상이기도 하다(10:21-31;11:10-26; 눅 3:36)”
“셈족은 인족학적 용어라기 보다는 언어학적 용어로, 셈의 후손으로 간주되는
근동의 여러 민족들을 표현하기 위해 A.D. 18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노
아의 세 아들 중 장남인 셈, 셈족의 음악을 semitic music이라 이름 붙인 것으
로 추측한다. 정형철, 『아가페 성경 사전』 (서울: ㈜아가페출판사, 2018),
“셈.”; “셈족.”

306) Idelsohn, Jewish Music, 24, 26.
307) 디아스포라 역사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중유럽 및 동유럽에 퍼져 살

았던 유대인. 『두산백과』 인터넷 자료 “아시케나지.” https://terms.naver.
com/entry.nhn?docId=2839634&cid=40942&categoryId=31641 [2019년 7월 11일
접속]

308) Knapp and Solomon, “King Solomon and Baal Shem Tov” Ernest Bloch
Studies, 181-182.

309) 위의 책, 194.
310) 고대 그리스의 관악기. 앞으로 부는 악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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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으로 한 구성음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311) 아하보-라보 음계는 아

울로스 테트라코드 한 개 혹은 두 개로 이루어진 음계가 된다.

<악보 Ⅲ-29> 아하보-라보 음계와 아울로스 테트라코드

먼저, 아하보-라보 음계에서 전반 테트라코드는 아울로스 테트

라코드와 유사하며,312) 단2도-증2도-단2도의 진행에 따라, 2-3음의 음

정관계가 증2도의 특징을 갖는다. 이에 명확히 증2도를 포함하는 특징이

확인된다. 앞서 언급했듯 증2도의 사용은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유

대음악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토대로 한 조성적 측면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아하보-라보 음계의 특징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패시

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311) Idelsohn, Jewish Music, 26.
312) 위의 책,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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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30> 마디9-11 클라리넷 파트, 독주첼로 파트

첫째, 마디10-11의 B♭ 클라리넷은, 표시된 첼로의 주요 음과

함께 (A♭)₄-G₄-F♯₄-E♭₄-D₄-C♯₄-B♭₃-A₃-(G♯)의_순차하행

프레이즈를 유니즌으로 연주한다. 이는 ‘아하보-라보’ 음계의 특징적 사

운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D를 중심으로 이른바 ‘아울로스 테트라코드’의

반음-증2도-반음 구조가, <그림 Ⅲ-4>와 같이 상행과 하행이 서로 대칭

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림 Ⅲ-4> 마디9-11 상·하행 대칭

<악보 Ⅲ-31> 마디214-217 독주첼로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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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30> 패시지에서도 B♭₄-A₄-G♭₄-F₄ 진행과, F₄-E

₄-D♭₄-C₄에서, 단2도-증2도-단2도의 아울로스 테트라코드의 구조가

나타난다. <그림 Ⅲ-5>에서는 F₄를 중심으로 한 두 개의 아울로스 테트

라코드 구조가 다시 상행과 하행의 대칭적 구조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다.

<그림 Ⅲ-5> 마디215-217 상·하행 대칭

한편, <악보 Ⅲ-31> 패시지에 대해 냅은 코혼이 학술지에서 정

리한 ‘아하보-라보 음계로 작곡된 모드(노래)’313)와 《셸로모》를 연관

지어 설명, “이 두 선율이 서로 유사하다”314)고 언급한 바 있다.

313) Cohon, “The Structure of the Synagogue Prayer-Chant,” 25. 에서는 A-D-E-F
-E-D-C♯-B♭-A로 나와있으므로, 냅은 이를 이조 시킨 것을 제시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314) Knapp and Solomon, “King Solomon and Baal Shem Tov” Ernest Bloch
Studies,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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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32> 아하보-라보 모드(노래)와 《셸로모》 선율의 유사성315)

<악보 Ⅲ-32>의 (a), (b)는 D♭₅ -C₅ -B♭₄-A₄-G♭₄-F₄을
중심음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하보-라보 음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같

은 색채를 공유한다는 면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

다만 증2도의 음정관계는 유대음악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

다. ‘아하보-라보’ 음계는 증 2도를 두 번 포함하는 서양음악의 ‘더블

하모닉 스케일(Double harmonic scale)’과 유사하며, 비잔틴(Byzantine),

아랍(Arabic), 혹은 ‘집시(Gypsy major)스케일’의 색채와도 비슷하다.316)

<표 Ⅲ-4>에 나타난 이델존이 제시한 ‘중동 음악의 가장 일반적

인 음계’들은 모두 미분음을 동반한 7음계 체계였던 바, 그의 저서에 제

시된 음계는 서양음악사에서 고대 그리스의 음악이론부터 존재했던 4분

음이 포함되므로,317) 솔로몬 왕의 시대인 기원전 900년경에 사용되었을

315) (b)는 Cohon, “The Structure of the Synagogue Prayer-Chant,” 25; 위의 책,
194. 위 냅의 저서에 제시된 <악보 Ⅲ-31>은 첫 음에 테누토가 없는 것, 마지
막 음에 테누토가 있다는 점에서 자필악보나 본고에서 사용하는 셔머 출판사의
악보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인쇄오류로 보인다.

316) Wikipedia “Double harmonic scale.” https://en.wikipedia.org/wiki/Double_
harmonic_scale [2019년 9월 13일 접속] C-D♭-E-F-G-A♭-B-C 을 참고함; Wik
ipedia “Hungarian Gypsy scale.” https://en.wikipedia.org/wiki/Hungarian_
gypsy_scale [2019년 9월 13일 접속] C-D-E♭-F♯-G-A♭-B♭-C 에서도 아하보
-라보 음계와 마찬가지로 증2도가 나온다.

317) 『파퓰러음악용어사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파주: 삼호뮤직, 2002), “미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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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중세시대 이후에 바로크 시대를 거치면서 평

균율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평균율은 이전

에 사용되었던 순정률 혹은 피타고라스 조율법 등의 체계와는 다르기 때

문에, 현재에 쓰이는 도리안 모드의 평균율 음정관계는 중세, 고대, 셈

족과 다를 수 밖에 없다.

본항에서 살펴본 《셸로모》의 특성과 일반적인 서양음악과의

차이점은 이처럼 ‘미분음을 사용’하는 음고의 차이, 그리고 증2도 음정

의 잦은 사용과 단2도가 갖는 방향성에 대한 차이로 볼 수 있겠다. 그러

므로 첼로연주자들이 이 두 가지 특징을 숙지하여 실제로 서양음악과 차

이를 두어 연주하는 것을 권한다. 증2도 음정관계를 기준으로 몇몇 패시

지들의 선율을 더욱 미분음에 가깝게 연주한다면 유대 전통의 음계 특성

과 유사한 색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Ⅳ장의 2.2.항

에서 미분음 표기법 사용과 함께 상세히 서술하겠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776&cid=60517&categoryId=60517
[2019년 7월 1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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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제 ‘히브리 랩소디’ 에 대한 고찰

본항에서는, 블로흐가 《셸로모》에서 부제로 내건 ‘히브리 랩

소디’ 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앞서 살펴본 ‘유대 정신’을 담았다는

사실을 부제의 ‘히브리’로 표현하였다는 피상적인 해석은 가능하다. 그

러나 본항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부제가 의미하는 바를 ‘히브

리’318)와 ‘랩소디’ 각 단어가 담고 있는 음악적 요소를 통해 고찰하려

한다.

<표 Ⅲ-5> 히브리, 랩소디적 요소와 작품 내 위치

318) 히브리란, 히브리어의 이브리(ibri；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
이다. 원래 외국인들이 유대인을 멸시하여 부른 말, 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 예컨대 노예계층 사람들을 가리킨 말이었다. 유대인이 그들 자
신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것은 유수기(幽囚期；BC 6세기) 이후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유대·구약성서 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거나,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히 유대교와 같이 쓰이는 경우에는 포수기(捕囚期) 이전의 이
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두산백과』 인터넷 자료 “히브리.” http://www.do
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0
823 [2019년 9월 13일 접속]

항 ‘히브리’, ‘랩소디’ 요소
작품내 마디번호

(대표적 패시지)

4.1. 히브리적 요소: 블로흐 리듬 마디35-39

4.2. 랩소디적 요소: 변박과 비대칭 박자

마디61-82

마디1-5, 7-13, 25-34

마디214-225



- 134 -

4.1. 히브리적 요소: ‘블로흐 리듬’

본 작품의 부제 중 ‘히브리’의 예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블로흐 리듬’이다. 이는 “16 분음표처럼 음가가 짧은 음표가 점

이 찍힌 긴 음 앞에 오는 역부점의 형태로 된 리듬”을 지칭한다.319) 블

로흐를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이 ‘블로흐 리듬’을 언급하였고, 이는 작

곡가가 높은 빈도로 사용한 리듬이라는 뜻에서 ‘블로흐 리듬’이라는 별

칭을 붙인 것이다.320)

블로흐는 본 작품에서 유대 민족의 고유 언어321)인 히브리어를

‘블로흐 리듬’으로서 표현했다.322) 《셸로모》 안에서 ‘블로흐 리듬’을

통해 히브리어의 강세적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그렇다면 히브리어의 리듬적 특징은 ‘블로흐 리듬’과 어떠한 연

관성이 있을까?

<그림 Ⅲ-6> 히브리어와 발음 예시323)

(<) (<) (<)
아/담 아브/라/함 엘/로/힘

319) Newlin and Bloch, “The Later Works of Ernest Bloch,” 448.
320) 위의 글, 448; Kushner, “Bloch, Ernest(USA).” Grove Music Online. 31 Jan.

2014. [2019년 3월 26일 접속]
321) 『두산백과』 “히브리어.”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

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68052 [2019년 10월 11일 접속]
322) Price, “A Brief History and Analysis of Ernest Bloch's Schelomo”
323) “히브리어 문법 : 음절법칙 - 소피아 원어성경연구원” https://www.youtube.c

om/watch?v=Bpeuibkk7r4 [2019년 10월 18일 접속]; “히브리어 문법 - 액센트
- 소피아 원어성경연구원” https://www.youtube.com/watch?v=VYb2F7EQQRQ [20
19년 10월 18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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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 언어에서는, 강세가 존재하는 모든 히브리어 단어의 80∼

90%가 마지막 음절에 강세를 두는 특징이 있다.324) <그림 Ⅲ-6>과 같이 이

는 히브리어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강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

을 정도이다. 반면 그 외의 음절에 강세가 올 경우에는 반드시 강세 표기

(<)를 해준다.325)

첼리스트이자 음악학자인 트레이시는 《셸로모》에 나타난 ‘블로흐

리듬’과 히브리어 특성의 깊은 관계에 대해, “히브리어는 단어의 마지막 음

절에 악센트를 두는 경향을 보이고, 블로흐의 리듬 패턴으로 히브리어를 모

방하는 효과를 구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326) 다음은 《셸로모》 내 ‘블

로흐 리듬’이 사용된 패시지이다.

<악보 Ⅲ-33> 작품 내 블로흐 리듬

1. 《셸로모》 마디35-39, 독주 첼로

위 패시지에서 16분음표와 점 8분음표로 이루어진 역부점 리듬

으로 히브리어의 강세가 표현되었다. 뒷 음절에 악센트가 붙는 히브리어

의 특성을 따라 뒷 음의 음가가 길게 작곡 된 데다 음에 테누토를 추가

로 사용하기까지 하였고, 에서 로 다이내믹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324) “히브리어 문법 - 액센트 - 소피아 원어성경연구원” 위의 영상.
325) 또, “두 단어를 연결하는 연결표시로서 마켚이라는 (-, 연결표시)것을 사용할

경우, 앞 단어 악센트를 잃어버린다. 즉, 연결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앞 단어
와 뒷 단어는 한 단어로 인식이 되고, 항상 뒤쪽으로 악센트를 넘겨준다”,
“두 명사가 연계관계로 쓰일경우 한 단위로 인식이 되어 뒤쪽 단어의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가 온다.” “히브리어 문법 - 액센트 - 소피아 원어성경연구원”
위의 영상.

326) Price, “A Brief History and Analysis of Ernest Bloch's Schel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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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되는 리듬들의 흐름을 더욱 강조하였다.

2. 《셸로모》에 나타나는 블로흐 리듬의 변용

위 패시지에서는 겹점으로 구성된 역부점 리듬 패턴들이 나타난

다. <악보 Ⅲ-33, 1>을 기본적인 블로흐 리듬으로 보았을 때, <악보 Ⅲ-3

3, 2>에서는 앞의 음은 32분음표로 더 짧고, 뒤의 음은 겹점 8분음표로

더 길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필자는 이 리듬 또한 ‘블로흐 리듬’에 해

당하며, 기본적인 ‘블로흐 리듬’의 변용이라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블로흐는 이러한 방식으로 히브리적 요소를 음악으

로 표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셸로모》의 ‘히브리 랩

소디’는 명확히 드러낸 역부점 형태의 블로흐 리듬을 통해 대표적인 ‘히

브리’적 예시를 보여준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블로흐는 《셸로모》 외 다른 작품들에서도

역부점 리듬을 종종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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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34> 《황야의 외침》 1악장 마디1-6 오케스트라 첼로 파트327)

대표적으로, 첼로 작품 《황야의 외침》(Voice in the Wilderness,

1936) 마디 1-6 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악보 Ⅲ-34>의 마디 1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른바 ‘블로흐 리듬의 기본구성’ 과 같은 모양을 취하며,

마디 3에서는 이것이 역부점이 아닌 부점으로 나타났다가 마디 4-5에서는

블로흐 리듬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짧

은 음가와 긴 음으로 이루어진 리듬이 나타난다.

뉴린은, “독주 오케스트라 첼로 파트가 연주하는 표현이 풍부

하고 심금을 울리는 소리는 유대인 특유의 친밀한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

가 되었다. 선법적인 색채, 동양적인 증 2도와 어둡고 낮은 옥타브 중음

주법(이것은 나중에 블로흐 특유의 병행 5 도와 병행 4 도로 옮겨간다)을

특징으로 하는 ‘블로흐 리듬’은 작곡가가 지닌 가장 개인적인 표현 형식

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328)

327) 악보 출처는 Newlin and Bloch, “The Later Works of Ernest Bloch,” 456.
Ex. 26을 인용함.

328) 위의 글,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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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랩소디적 요소: 변박과 비대칭 박자

본항에서는, 부제 ‘히브리 랩소디’의 또 다른 관점인 ‘랩소디’의

측면에서 작품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랩소디’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랩소디329)란, 일반적으로 서사시의330)한 부분이라는 뜻의 ‘광시

곡(狂詩曲)’으로, 음악에서의 랩소디는 사전적으로 세 가지의 특성을 가

진다. 첫째로는 자유로운 형식의 악곡, 둘째로는 민속적인 면을 포함,

마지막으로는 시적인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이하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다.

￭ 자유로운 형식의 악곡

즉, 대략의 형식을 지정한 큰 틀 아래에 그에 따른 자연스러움을

지니는 ‘즉흥연주의 산물’331)이라 말할 수 있다.332) 앞서 Ⅲ장 2절에서

서술한 바, 《셸로모》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세 부분 A, B, C로

나뉘어지는데, 이를 형식적인 큰 틀로 볼 수 있겠으며 이러한 구조 위에

변박이나 5연음의 사용, 혹은 점선 마디줄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용되었다.

329) 음악사적으로 랩소디는 19세기 후반까지는 주로 서정적인 피아노 작품에서 나
타났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후로는 전 기악 분야로 확장되었고 특히 오케
스트라 랩소디가 인기 장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공식적인 형식은
명료한 가곡의 형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자유로운 환상곡이나 정해지지
않은 파트가 이어지는 완전히 변주된 메들리에 가까워졌다. Willi Kahl,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Allgemeine Enzyklopädie der Musik, (K
assel-Basel-London-New York: Bärenreiter, 1963), 368. s.v. “Rhapsodie.”

330) 『동아 프라임영한사전』 6판 (서울: 동아출판(주), 2008), “Rhapsodic.”
331) Kahl,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Allgemeine Enzyklopädie der

Musik, 367. s.v. “Rhapsodie.”
332)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rnes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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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랩소디의 자유로운 형식

그 중 ①은 변화하는 박자이다. 《셸로모》에서는 총 118번의

변화하는 박자가 등장하며 총 119의 박자를 제시한다.

<악보 Ⅲ-35> 61-82 피아노, 첼로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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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변박 요소의 대표적 예로, 다음 <악보 Ⅲ-35>를 들 수 있다.

마디61-82에서는 3/4- C(common time, 4/4박자)- 3/4- 2/4- 5/4- 4/4-

3/4- 4/4 로 변화하는 ‘랩소디’적인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를 볼 수 있다.333)

333) 독주 첼로로 연주되는 변박 패시지, 특히 긴 프레이즈의 패시지 중에서 변박
과정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최초의 패시지인 마디61-82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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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36> 8분음표 계열의 박자와 4분음표 계열의 박자의 비교

1. 마디1-5의 박자

2. 마디7-13의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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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디25-34의 박자

《셸로모》내에서는 이와 같이 유연하게 변박이 이루어진다. 이

러한 변박과 동시에 <악보 Ⅲ-36>에서는 작품의 처음 부분에는 단위박이

8분음표였다가334) 점차 4분음표로 변화335)하는 특징이 있다. <악보 Ⅲ-

36, 1, 2>의 전반 부분에 나타나는 9/8, 12/8 등의 8분음표 계열의 박

절과 <악보 Ⅲ-36, 3>의 3/4, 4/4박자는 유사한 박자이지만, 각각 겹박

자, 홑박자인 것으로 차이가 있다. 이는 곧이어 설명하게 될 랩소디의 두

번째 사전적 특징인 민속주의적 어법의 관점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패시

지이다.

<악보 Ⅲ-37> 5연음들의 예

1. 마디180-184

334) <악보 Ⅲ-36, 1>부터 <악보 Ⅲ-36, 2>의 마디9까지.
335) <악보 Ⅲ-36, 2>의 마디10부터 <악보 Ⅲ-3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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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디214-225

3. 마디298-299

위 <악보 Ⅲ-37>에는 앞서 제시한 <그림 Ⅲ-7>의 ②, 5연음이 발견

된다. 블로흐는 박자뿐 아닌 리듬 분할에 있어서도 여러 마디에 걸쳐서

5연음, 8연음 등으로 음가를 나눔으로써 청취자로 하여금 박절감을 모호

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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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38> 카덴차 패시지의 점선 마디줄

1. 마디13-22 독주 첼로 파트

2. 마디125-132 독주 첼로 파트

<그림 Ⅲ-7> 의 ③, 블로흐는 <악보 Ⅲ-38>과 같이 카덴차에서

몇몇개의 점선 마디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박절이 갖는 강

약을 없애고 모호하게 하여 프레이즈를 연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패시지에서 블로흐는 느리면서도 ‘자유롭게 연주(ad lib.)’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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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를 통해 청취자로 하여금 박절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우 자

유로운 카덴차의 느낌을 끌어낼 가능성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비서구적인 음악적 아이디어로 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블로흐가 가

진 유대성은 형식과 구조의 측면에서 위 세 가지의 요소로 작곡되고 표

현되었다.

￭ 민속적인 면을 포함336)

《셸로모》에서 나타나는 민속적 요소들은 유대적인 것은 아니

며, 그가 유대의 민속음악(folk music)을 작곡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 작품에서 ‘랩소디’와 ‘유대성’은 분리되어야 하겠다.

먼저, 민속음악은 분할의 조합이 불규칙하거나 비대칭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의 벨라 바르톡(Béla Viktor János Bartók, 18

81-1945)과 러시아의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Fyodorovich Stravinsky,

1882-1971)는 서양(유럽)의 박자 개념과는 다른 그들만의 새로운 박자

체계를 따라 작곡하였다. 변화하는 박자와 무질서한 주기, 그것이 계속

적으로 바뀐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한 양상은 다음 <악보 Ⅲ-39>과 같이

《셸로모》에서도 나타난다.

336) Kahl,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Allgemeine Enzyklopädie der
Musik, 368-369. s.v. “Rhapso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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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39> 5, 7, 11박자 등장하는 악보

1. 마디156-169, 7박자 9박자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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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디293-305, 11박자의 등장

<악보 Ⅲ-39>에서는 블로흐가 받은 비서구권의 민속적 박자체계337)

에 대한 영향을 랩소디로 확인시켜준다. 대표적인 민속적 예는 우선 비

대칭 박자에서 볼 수 있다. 비대칭 박자(홀수박)의 등장은 박자 설정의

개념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서양의 음악과 그 외 음악의 차이점이다. 블

로흐는 주로 《셸로모》에서, 마디 내 음가를 분할하는 방식의 서양 전

통 박자 체계와 더불어 음을 추가로 더하는 방식의 5박자, 7박자, 11박

자를 함께 등장시키는, 앞서 언급한 민속주의적 어법을 적절히 섞어 이

루어낸 박자를 <악보 Ⅲ-39>와 같이 설정하였다.

337) 아프리카뿐 아니라 헝가리, 동유럽, 동양(서유럽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는, 3
+3+2와 같이 박자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할방법은 불규칙적임과 동시
에 그 조합이 대칭이 아닌 것이 특징이며, 3+3에 2를 더하는(add) 형식의 개
념이다. 이것은 현대의 프랑스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Olivier Messiaen, 19
08-92)이 주로 사용하였던 ‘더해진 리듬(added rhythm)’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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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적인 내용을 담음338)

앞서 Ⅱ장에서 언급한바, 《셸로모》가 성서적 내용의 서사를

담고 있고, ‘유대 연작’에서 유일하게 서사시적인 특징을 갖는 랩소디

(Rhapsody)로 작곡되었듯 작곡가가 솔로몬이라는 주인공을 내세워 그의

유대 정신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랩소디’는, 독주첼로가 랩소디스트를 맡는

다. 솔로몬을 하나의 영웅으로 등장시켜, 솔로몬의 목소리와 그를 둘러

싼 시대, 세계, 경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셸로모》는 마치 리하르트 슈

트라우스339)의 교향시, 《돈키호테》(Don Quixote)에서 보여지는 오케

스트라와 독주첼로처럼 나타난다.340)

그러나 Ⅲ장에 인용한 블로흐의 프로그램 노트에는 블로흐가 바

르얀스키 부부를 만나고 자신의 ‘전도서’는 전설에서 솔로몬 왕에게 귀

속되기 때문에 ‘셸로모’라고 칭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블로흐는 작품에

대해 “나는 솔로몬 왕을(의 어떤 부분을) 묘사하거나 서술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나는 내가 항상 공감을 했었던 그 세계의 불행에 대한 성서

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341)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솔로몬을 통한

‘유대 정신’의 표현으로, 슈트라우스 돈키호테와의 부분적인 차이를 보

여준다.

338) 19세기 초에 서정적인 피아노곡이 그 가치를 얻기 시작했던 기악 영역에서 최
초로 랩소디가 나타난다. 이는 프라하의 바츨라프 얀 토마셰크(Vaclav Jan To
masek, 1774-1850)에게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는 당시 피아노곡들이
깊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시학(poetics)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
었다. 이 “시학으로의 귀의”는 토마셰크에게 자신의 목가시, 디오니스 찬가,
1813년 이후에는 랩소디를 포함한 옛 창작의 재해석을 의미한다. Kahl, Die M
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Allgemeine Enzyklopädie der Musik, 367.
s.v. “Rhapsodie.”

339) Richard Strauss, 1864-1949
340) Móricz, Jewish Identities: Nationalism, Racism, and Utopianism in Twenti

eth-Century Music, 138; Jeffrey Solow, “Ernest Bloch: Schelomo Hebraic R
hapsody for Violoncello Solo and Full Orchestra,” http://www.jeffreysolo
w.com/writingnew.html [2019년 9월 13일 접속]

341) Program notes by Bloch for a performance of Schelomo at the Augusteo in
Rome on January 22, 1933, Mary Tibaldi Chiesa, Ernest Bloch (Torino: G.
B. Paravia & C., 1933),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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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의 연주자적 해석

본 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작품분석적 연구를 토대로 표현

적 특성342)이 드러나는 패시지들에 대해 연주자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효과적인 작품 연주를 위하여, 악보에 표기된 기호 혹은 나타냄말 등을

살펴봄과 동시에, 필자의 연주자적 해석343)을 추가하여 제시할 것이다.

다음 <표 Ⅳ-1>은 현재 확인 가능한 대표적 《셸로모》 음반과 영상들의

목록이다.

342) Ⅳ장에서는 연주로 드러내었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몇 가지 패시지를 재선정
하여 해석하였다.

343) 그 방법으로는, 음가 혹은 음고 조절 등의 정도(수치)를 우선적으로 설정한
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왼손의 운지, 활 테크닉의 고안과 연주자의 해석적 아
이디어를 접목시키기 위한 그 외 다양한 테크닉적 접근 등이 있겠다.

No. 구분

연주정보 음반·영상 정보

연주자 지휘자
녹음
(연주)
연도

발매
연도
(게시
일자)

레이블(또는
Youtube 주소)

1
Vc. Emanuel Feuermann

Leon
Barzin

1941 1990 420 776-2 PLC
Orch. National Orchestral Asso

ciation

2

Vc. Zara Nelsova
Ernest
Bloch

1949 1997
Jewish Music
Heritage
RecordingOrch.

London Philharmonic Choir
and Orchestra

<표 Ⅳ-1> 음반 정보 목록 (녹음·연주연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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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c. Leonard Rose

Dmitri
Mitropoulos

1951 2004
BIDDULPH
80209-2(MONO)Orch.

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

4
Vc. Zara Nelsova

Ernest
Ansermet

1955 2004
TESTAMENT
SBT 1361Orch.

London Philharmonic Orc
hestra

5
Vc. Gregor Piatigorsky Charles

Munch
1957 1964

RCA LSC 2109
RED SEAL(LP)Orch. Boston Symphony Orchestra

6
Vc. George Neikrug Leopold

Stokowski
1959 1994 EMI 5 65427 2

Orch. Symphony of the Air

7
Vc. Georges Miquelle

Howard
Hanson

1960 1991
MERCURY 432
7182Orch.

E a s tm a n -R o c h e s t e r
Orchestra

8
Vc. Leonard Rose Eugene

Ormandy
1961 1992

SONY SBK
48278Orch. Philadelphia Orchestra

9
Vc. Andre Navarra

Karel
Ancerl

1964 2004
SUPRAPHON
SU3687ー2011Orch.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10
Vc. Pierre Fournier Alfred

Wallenstein
1966 1999

Deutsche
Grammophon
457 761-2Orch. Berliner Philhamoniker

11
Vc. Zara Nelsova Maurice

Abravanel
1967 1991

VANGUARD
08 4047 71Orch. Utah Symphony Orchestra

12
Vc. Janos Starker Zubin

Mehta
1969 1970

DECCA SXL
6440
SEL-0352(LP)Orch.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13
Vc. Mstislav Rostropovich

Leonard
Bernstein

1976
2017.
2. 1.

Warner
Classics
190295892234Orch.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14
Vc. Mischa Maisky Leonard

Bernstein
1988 1989

Deutsche
Grammophon
427 347-2Orch.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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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위 <표 Ⅳ-1> 중에서 다섯 개의 CD와 두 개의 LP음

반 그리고 하나의 영상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15
Vc. Ofra Harnoy Charles

Mackerras
1990 1991 RCA RD 60757

Orch.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16
Vc. Torlief Thedéen Lev

Markiz
1990 1993 BIS CD 576

Orch. Malmö Symphony Orchestra

17

Vc. Yo-Yo Ma
David
Zinman

1993.
3.

1994
Sony Classical
SK 57961Orch.

Baltimore Symphony
Orchestra

18

Vc. Maria Kliegel
Gerhard
Markson

1993.
5.

1994
NAXOS
8.550519Orch.

National Symphony
Orchestra of Ireland

19
Vc. Anne Gastinel Emmanuel

Krivine
1996 1999 NAÏVE V 4786

Orch. Lyon National Orchestra

20
Vc. Nina Kotova Constantine

Orbelian
2001 2002

DELOS DE
3305Orch. Russian Philharmonia

21

Vc. Truls Mørk
Paavo
Järvi

2003 2005
VIRGIN
CLASSICS 5
45664 2Orch.

Orchestre Philharmonie de
Radio France

22

Vc. Steven Isserlis
Hugh
Wolff

2012 2013 BIS-1992
Orch.

Deutsches Symphonie-Or
chester Berlin

23
Vc. Sol Gabetta

Leonard
Slatkin

2012.
10.

2014
Sony Music Ent.
Germany GmbH
88875053142Orch. Orchestre National de Lyon

24

Vc. Jan Vogler
Eliahu
Inbal

2016 2016
https://youtu.be/
RRGMPCXS_yMOrch.

Hr-Orchester–Frankfurt
Radio Symphony

25
Vc. Laurence Lesser Hugh

Wolff
2018

2018.
10. 25.

https://youtu.be/
wDaAJCqnbi0Orch. NEC Philhar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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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선정의 기준은 첫째, 전반적인 연주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독창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고려하였고 둘째, 연주자들의 민족적 배경,

이를테면 중동국가의 연주자나 유대인 연주자들의 음반을 우선적으로 택

한 후 최대한 다양한 나라의 연주 음반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트라드(The Strad)’ 등 현악전문지

나 기타 음반 리뷰에서 좋은 평을 받는 음반들 역시 반영하였다.344) 이

를 통해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음반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344) Julian Haylock, “Cello Journey: the best recordings of Ernest Bloch’s Sc
helomo,” The Strad (Feb. 2018) 인터넷 자료 https://www.thestrad.com/revi
ews/cello-journey-the-best-recordings-of-ernest-blochs-schelomo/7509.art
icle [2019년 9월 13일 접속]를 참고함.



- 153 -

<표 Ⅳ-2> 연구대상 음반 리스트

No. 연도 구분 연주자345) 지휘자 선정이유

1 1949

Cello Zara Nelsova
Ernest

Bloch

∙유대인 독주자

∙블로흐 직접 지휘Orch.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2 1969

Cello Janos Starker
Zubin

Mehta

∙유대인 독주자

∙이스라엘오케스트라Orch.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3 1976

Cello Mstislav Rostropovich
Leonard

Bernstein

∙특정 패시지에서

독창적인 해석 보임

∙유대인 지휘자Orch.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4 1988

Cello Mischa Maisky
Leonard

Bernstein

∙유대인

(독주자, 지휘자)

∙이스라엘오케스트라
Orch.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5 1993

Cello Yo-Yo Ma
David

Zinman

∙독주자의 음색의

독창성Orch.
Baltimore Symphony

Orchestra

6 1993

Cello Maria Kliegel
Gerhard

Markson

∙랩소디적인 표현을

잘 보여주었다고

판단
Orch.

National Symphony

Orchestra of Ireland

7 2012

Cello Steven Isserlis

Hugh

Wolff

∙유대인 독주자

∙음반 리뷰에서

추천됨346)
Orch.

Deutsches

Symphonie-Orchester

Berlin

8
2018

(영상)

Cello Laurence Lesser
Hugh

Wolff

∙유대인 독주자

∙특정 패시지에서

독창적인 해석 보임
Orch. NEC Philharmonia

345) 이탤릭체: 유대계 연주자나 연주단체. 유대계 첼리스트에 대한 정보는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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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의 일곱 개 음반과 한 개의 영상을 토대로, 주요 패시

지에 대해 독창적인 해석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되는 1～4명의 기존연주자

의 음반을 예를 들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때, <표 Ⅳ-2>의 1번 음반

인 첼리스트 자라 넬소바(Zara Nelsova, 1918-2002)와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347)은 작곡가 블로흐의 지휘로 연주되었다는 점에서

각 패시지별 연주분석을 위한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

상한다.

한편, 기존 연주자들이 연주시 사용한 악보는 음반상에 기재된

정보로는 모두 확인되지 않는 바, 본고에서는 Ⅲ장과 마찬가지로 공식적

으로 출판된 셔머출판사의 악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확인되

는 셔머출판사의 1918년 초판은 다음 <그림 Ⅳ-1>에서 보이듯 블로흐의

자필악보와 언어상의 차이가 있다.348)

www.jinfo.org/Cellists.html[2019년 9월 16일 접속]; http://www.jinfo.org/
Conductors.html[2019년 12월 13일 접속]을 참고함.

346) Haylock, “Cello Journey: the best recordings of Ernest Bloch’s Schelomo”
[2019년 9월 13일 접속]

347) 블로흐가 “넬소바는 곧 나의 음악”이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Tim Janof, “Co
nversation with Zara Nelsova,” http://www.cello.org/Newsletter/Articles/
nelsova.htm [2019년 9월 13일 접속]

348) 빠르기말과 나타냄말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서로 상이한 것에 대해, 셔머
출판사 측은 필자와의 메일에서 “다양한 언어로 출판된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단지 판본들의 판매 지역에 따라 다른 언어로 출판된 것이라
고 추측한다”고 밝혔다(필자와의 이메일 2019-03-11). 셔머출판사의 피아노
파트보와 첼로 파트보는 하나의 악보로 묶여 함께 출판되었음에도 각 파트의
언어는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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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의 악보349)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의 악보

자필악보(Autograph) (1916) 셔머(G.Schirmer)에디션 (1918)

스코어 스코어
피아노

리덕션350)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피아노&첼로파트:

프랑스어
독주첼로파트:

이탈리아어

본절에 사용될 악보는, 셔머출판사의 피아노리덕션 악보에 더해

앞서 Ⅱ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2003년의 이른바 ‘슈타커 에디션’이다.

셔머출판사의 것은 연주를 위한 운지법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슈타커

에디션에서는 그가 제안하는 운지법이 추가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그가

본 작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349) 본고에서는 더 널리 통용되는 이태리 음악용어를 토대로 설명하겠다. 예컨대,
en measure: misurato(일정하게), Tres librement, comme une cadence: a bene
placito, quasi cadenza(카덴차처럼), intensement expressif: con somma exp
ressione(부가적인 표현을 동반한)으로 보겠다.

350) Ernest Bloch, 《Schelomo: Rhapsody Hebraique》 cello and piano. 피아노
리덕션 버전도 블로흐가 직접 작곡한 것으로 추측된다. 셔머 출판사 측의 의견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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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본장에서 사용될 요소별 표기 색상

No. 색상 구분

1 시간적 요소(템포, 아고긱351) 등)

2 박자 요소

3 음량 요소

4 활 사용 요소

5 왼손 운지와 비브라토 요소

6 표현적 요소

351) “(메트로놈 템포가 아닌) 템포가 작고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연주에 아고
긱이 없으면 죽은 연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표현을 하는 연주
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다이내믹 없는 연주가 없듯이
아고긱 없는 연주는 없다”고 설명되어 있다. Hermann Erpf, Die Musik in Ge
schichte und Gegenwart: Allgemeine Enzyklopädie der Musik. (Kassel, Base
l, London, New York: Bärenreiter, 1963) 156, 158; “음악적 클라이맥스, 전
개부(transition), 제 2 주제들(secondary themes), 재현부(reminiscences)와
종결부(conclusions) 등 음악의 통사론적 기능은 충분한 아고긱을 통해서만
(아무리 적은 움직임이더라도) 실현될 수 있다.” Matthias Thiemel, “Agogi
c.”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
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00296; “하프시코드 및 오르간과 같은
음량의 변화를 통해 다이내믹 악센트를 생성할 수 없는 악기는, (음을) 연장
하거나 (음이 나타나기) 이전에 침묵을 사용하는 것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효과를 줄 수 있다.” Da Costa, Neal, “Accent.” The Oxford Companion to Mu
sic, Oxford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
ticle/opr/t114/e37; “아고긱 악센트는, 지속 시간의 연장 또는 아티큘레이션
이전에 잠시동안 침묵하는 것이다.” Matthias Thiemel, “Accent.” Grove Musi
c Online, Oxford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
er/article/grove/music/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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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본 장에서 사용될 연주기법 기호 Ⅰ

No. 기호 의미 추가 설명

1 프레이징 프레이즈의 나눔

2 비적용
본래 표기된 사항을

배제하여 연주

3 , 아고긱

템포를 통한

미세한 뉘앙스 변화

(느려짐)/ (빨라짐)

4 성부의 연결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파트가 마치 하나의
성부처럼 연결됨

5 부드러운 악센트 활의 스윙을 통해 구현

6 활 끊음
활을 공중으로 들었다가
이어지는 연주에서 착지

7 ,
길고 짧은

테누토352)
음 강조의 정도(단계)

8 , 글리산도
음과 음 사이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림

9 , 온음, 반음 장2도, 단2도의 음정

10 0,1,2,3,4 손가락번호
왼손의 운지

손가락 번호를 나타냄

352) 악보상(작곡시)의 테누토 기보 여부에 관계없이, 연주자의 해석과 필요에 의
해 실질적으로 음가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 부분(혹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추가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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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본 장에서 사용될 연주기법 기호 Ⅱ- 비브라토 기호

단계 기호 설명

1 폭이 넓고 속도 느림

2 폭이 넓고 속도 빠름

3   폭이 좁고 속도 느림

4   폭이 좁고 속도 빠름

5 가변성이 있는 비브라토, 폭넓고 빠르거나( )
폭넓고 느린( ) 비브라토의 연결

<표 Ⅳ-6> 미분음 기호

표기 의미

고정음의 음고

1/4 올림

1/2 올림

3/4 올림

1/4 내림

1/2 내림

3/4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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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서적 맥락의 표현 패시지

1.1. 하행하는 선율을 통한 ‘탄식’

1.1.1. 연주자 시각에서의 악보 분석

<악보 Ⅳ-1> ‘탄식’- 연주자 시각의 악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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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악보 Ⅳ-1>에서는 ‘탄식’을 나타내는 표현적 특성과 더

불어, 복합박자와 변박, 변화하는 템포의 요소들이 발견된다.

￭ 복합박자와 변박

먼저, <악보 Ⅳ-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독주첼로와 반주파트는

복합박자(Polymeter)로 이루어져 있다. 두 파트가 각각 9/8박자와 3/4

박자(마디1-4), 6/8박자와 2/4박자(마디5), 그리고 12/8박자와 4/4박자

(Common time)(마디6-12)를 동시에 사용한다. 이는 작곡가가 4분음표

가 아닌 8분음표 단위를 통해 독주첼로 파트에 분할된 박절감을 부여한

것으로, 더욱 세밀한 음가 등의 표현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복합박자

들은 위 패시지 내 총 두 차례 변박(Changing meter)한다.

￭ 다양한 템포 변화353)

본래 기재된 빠르기말354)이나 나타냄말, 표기된 페르마타 외에

도, 앞서 서술한 복합박자들의 변박을 기점으로 연주자의 아고긱355)이

353) 빠르기말이나 나타냄말 그리고 표기된 페르마타 등
354) Lento moderato, 오케스트라 총보에는 ♩=66으로 연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355) “(메트로놈 템포가 아닌) 템포가 작고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연주에 아고

긱이 없으면 죽은 연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표현을 하는 연주
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다이내믹 없는 연주가 없듯이
아고긱 없는 연주는 없다”고 설명되어 있다. Hermann Erpf, Die Musik in Ge
schichte und Gegenwart: Allgemeine Enzyklopädie der Musik. (Kassel, Base
l, London, New York: Bärenreiter, 1963) 156, 158; “음악적 클라이맥스, 전
개부(transition), 제 2 주제들(secondary themes), 재현부(reminiscences)와
종결부(conclusions) 등 음악의 통사론적 기능은 충분한 아고긱을 통해서만
(아무리 적은 움직임이더라도) 실현될 수 있다.” Matthias Thiemel, “Agogi
c.”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
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00296; “하프시코드 및 오르간과 같은
음량의 변화를 통해 다이내믹 악센트를 생성할 수 없는 악기는, (음을) 연장
하거나 (음이 나타나기) 이전에 침묵을 사용하는 것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효과를 줄 수 있다.” Da Costa, Neal, “Accent.” The Oxford Companion to Mu
sic, Oxford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
ticle/opr/t114/e37; “아고긱 악센트는, 지속 시간의 연장 또는 아티큘레이션
이전에 잠시동안 침묵하는 것이다.” Matthias Thiemel, “Accent.” Grove Musi
c Online, Oxford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
er/article/grove/music/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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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디5를 향하는 마디4의 여린박(G4- F♯4- F4-

E4- E♭4) 즉 하행하는 16분음표들과, 마디6을 향하는 짧은 음가의 상행

선율인 4연음(A2- D3- A3- D4)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이 4연음은,

본 패시지가 하행하는 선율(마디2, 4)과 상행하는 선율(마디3, 5)이 교

차하며 나타나는 상황에 더해 마디5의 하행선율 이후에 변박을 준비하는

지점에 등장하는 바, 엄격한 템포에서 벗어난 4연음의 상행선율이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된다.

￭ 당김음과 선율선의 유사성, 템포설정.

이 패시지의 전반적 템포는 렌토 모데라토(Lento moderato)로

지시되어 있으며, ‘일정하게(misurato)’ 라는 나타냄말이 기재되었음에

따라 연주자에 의한 템포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들리게 되는 지점은 마디

2가 되겠다. 이는 블로흐가 좀 더 엄격한 템포를 지시하여 불안정하거나

무너지는 템포를 피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디2에서 반주파

트가 4분음표로 박절을 지시하는 것 역시 독주첼로 파트가 일정한 템포

를 더욱 수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다. 이 4분음표는 마디2

와 4의 정박에 등장하면서 첼로의 주요 음을 함께 연주해주고 있으므로,

독주첼로의 강조음이 변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시키는 바, 이에 동

반되는 당김음 생성이 두드러진다.

이렇듯 마디2와 4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시

한 바와 같이 마디2-3과 4-5에는 일정한 선율선이 반복되는 양상 또한

보이는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마디1의 A4와 마디3의 페르마타를 동반

하는 D5가 기준점이 되는 두 개의 유사한 프레이즈가 나타난다.

마디2와 4에는 각각 ‘일정하게’와 ‘본디 빠르기로(a tempo)’로

시간적 요소의 기재사항에 차이를 보이지만, ‘본디 빠르기로’는 마디3의

페르마타에 의한 것이겠으며, 마디4가 마디2와 매우 유사한 선율선을 갖

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템포로 연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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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2> 하행 테트라코드와 테누토의 사용

위 <악보 Ⅳ-2>는 마디2와 4의 ‘탄식’ 모티브이다. 마디2의 경

우 순차적으로 반음 2개-반음 1개-반음 0개를 포함하고, 감4도-완전4도

-증4도 범위를 갖는 테트라코드의 연속이다. 이는 2.2.4.항에서 설명될

인토네이션 조절 측면에서 유의해야 하겠다.

또, 마디4에서의 하행 모티브들은 순차하행하던 마디2의 선율이

변형된 양상으로, 단3도 혹은 장3도 하행 도약의 모습을 취하며 도약 지

점에 테누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첫 음 A4

‘탄식’ 패시지의 시작음이자 작품의 첫 음인 A4에는 악센트,

, 헤어핀 등의 다이내믹에 관련한 기호뿐 아니라, 페르마타와 나타냄

말이 기보되어 있다. 첫 음을 연주할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수인 것으

로 볼 때, 기존 연주자의 연주해석 비교에 매우 핵심적인 음이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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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A4음이 하나의 이음줄로 이어져있는 바, 정석적 연주라 볼 수

있는 하나의 내림활 스트로크로 연주하는 것을 연주자들이 지향할 것이

라 예상하지만, 특정 표현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첫 음의 활 스트로크 선

택과 방법을 다양하게 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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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음반을 통한 연주분석

◆ Nelsova(Cello), Bloch(Conductor), London Philharmonic

Choir and Orchestra.

<악보 Ⅳ-3> 마디1-6 넬소바와 블로흐의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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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성부처럼 연주, 템포설정

넬소바는, 매우 미묘하게 작곡된 본 패시지의 리듬적 경향을 부

각시켰다. 특히 마디2와 4에서 8분음표 기준의 독주첼로의 박절감과 4분

음표 기준의 반주파트의 박절감을 모두 고려한 듯 두 파트간의 상이한

박자를 강조한 연주를 보여주었다. 마디2가 약 ♪=90, 마디4는 약 ♪

=99로356) 진행감 있는 템포 안에서 마치 오케스트라 파트를 독주첼로 파

트가 이어받는 듯 연주하여, 템포가 다소 쳐지거나 느려지지 않도록 주

의를 기울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는 높은 진행감으로 인해 ‘탄식’의 표

현처럼 느껴지지 못한 역효과를 낳았다.

￭ 연주적 자유 지향, 박자확장과 리듬변형

그녀는 이 패시지에서 아고긱과는 거리가 먼, 작곡된 리듬에서

탈피한 약간의 자유로움을 지향하였다. 설명하자면, ‘일정하게’를 지켜

주어 다소 엄격한 연주를 보이나 리듬을 변형시켜 <악보 Ⅳ-3>에 표시한

바와 같이 연주하였다. 이로 인해 9/8박자가 10/8로 확장되거나(마디2

와 4), 6/8의 박자가 5/8로 연주되는(마디5) 독창성이 드러난다.

￭ 아고긱

마디4의 마지막 박에서, 점 4분음표() 길이의 박을 2분할 한

후 표시한 3연음과 유사하게 연주하는 자연스러운 아고긱을 보여주었다.

마디5 역시 표시한 바와 같이 ‘포코 리타르단도(poco rit.)’에 준하는 아

고긱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마디6부터 시작되는 보다 자연스러운 주제

로의 연결을 가능케 하였다.

356) 본고에서는, 템포의 정확한 측정치를 나타냄으로써 연주자마다의 해석적 다양
성과 미세한 차이를 비교해보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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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Ⅳ-1> 넬소바: 첫 음 A4의 표현

마디1의 첫 음 A4는 5초 이전 지점부터 10초까지 약 5초의 길이

로, 악보 상 표기된 기호에 충실한 연주라 말할 수 있겠다. 특이점은 날

카로운 악센트 대신 둥근 음색의 악센트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강조한 것

이다. 유지된 음은 약 8초 지점에서 가장 큰 다이내믹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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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iegel(Cello), Markson(Conductor), National Symphony

Orchestra of Ireland.

<악보 Ⅳ-4> 마디1-6 클리겔과 마크슨의 연주

￭ 템포설정

그녀는 오케스트라와 독주첼로 파트가 갖는 박자의 상이함을 보

다 크게 부각시켜 연주하였다. 본 패시지에 8분음표 기준 약 ♪=4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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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는 매우 느린 템포를 적용함으로, 넬소바와는 상반되는 더딘 진행

감을 보여주었다.

￭ ‘탄식’의 표현

그녀는 마디2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각 하행 모티브의 가장 최

고음을 길게 늘이고, 폭이 넓고 속도가 빠른 비브라토로 강조하여 세 번

의 굴곡 있는 음형을 만들어 연주하였다. 마디4의 그것 역시 같은 굴곡

을 가지지만 마디2보다는 비교적 짧은 길이의 테누토로 연주하였다. 이

러한 방식은 마디2의 하행선율에서 충분한 ‘탄식 선율’을 들려준 바, 진

행감을 더욱 부여하여 반복한 것이겠다.

그녀는 낮은 템포 뿐 아니라 하행하는 테트라코드에 지속적인 테

누토 적용과 비브라토를 조절함으로 ‘탄식’의 느낌에 걸맞는 표현을 보

여주었다. 흔히 사용될 수 있는 악센트 등을 배제하여 박절감을 드러내

지 않았으며, 프레이즈를 오케스트라와 무관하게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 박절의 주기는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해

석에서는 ‘탄식’의 극적 표현과 나타냄말을 모두 고려한 점이 드러난다.

￭ 리듬적 측면에서의 연주적 자유로움 지향

임의적인 리듬 변형은 넬소바의 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

이 ‘랩소디’임을 상기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두 연주자의 음가 확장

과 축소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클리겔은 마디2에서 악보와 동일한 리듬

을 표현하였으나, <악보 Ⅳ-4>에 표시한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박자를

축소하거나(마디3,5)357), 확장하는 경향(마디4)358)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이 패시지의 특징인 변박의 요소들과는 관계없는 아고긱이며, 박

절에 얽매이지 않은 해석이다. 같은 맥락으로, ‘일정하게’라는 나타냄말

을 따르되 타 연주자들처럼 이를 시간적인 요소에 중점을 둔 ‘오케스트

357) 마디3의 9/8 박자를 7/8처럼, 마디5의 6/8 박자를 5/8에 준하도록 바꾸어 연
주한 것.

358) 마디2에서는 작곡된 대로 9/8박자로 연주하였고, 마디4에서는 9/8박자를 11/8
에 준하도록 확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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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의 합주’를 위한 측면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은, 클리겔의 해

석의 독창적인 점이 될 수 있겠다.

<그래프 Ⅳ-2> 클리겔: 첫 음 A4의 표현

약 2.5초 이후 지점부터 8.5초까지 유지된 첫 음은 3초 지점에

서 한차례 강조된 후 3.5초 지점에서 작아졌다가 약 5.5초에서 7.5초로

향하면서 폭넓은 크레셴도가 도출되었다.

첫 음 A4는 넬소바의 그것과 같이 둥근 악센트로 연주, <악보 Ⅳ

-4>에 표시한 것처럼 내림활로 판단되는 한 스트로크를 사용하여, 크레

셴도에서 활에 압력을 가한 에스프레시보를 동반한 헤어핀을 강조하였

다. 한 스트로크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약 7초라는 긴 음가 유지가 가능

했으며, 활 사용 속도의 저하로 전반적인 음량이 작을 수 있다는 단점

역시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다이내믹이 잘 표현된 연주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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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sky(Cello), Bernstein(Conductor),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악보 Ⅳ-5> 마디1-6 마이스키와 번스타인의 연주

마이스키의 연주는 기본적으로 넬소바의 연주와 같이 반주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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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독주첼로 파트가 잘 융화되어 나타난다.

￭ 음가 축소, 확장

그의 연주 중 가장 큰 독창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악보 Ⅳ-5>과

같이 마디3에 표기된 페르마타를 배제하고, 본래의 음가인 점8분음표를

축소하여 위 표시한 바와 같은 리듬으로 연주한 것이다. 마디4에서는 음

가를 표시한 바와 같이 변형, 본래의 박자인 9/8에서 10/8박자로 확장시

켜 연주한 것이 특징이다.

￭ 하행 모티브의 리듬 변형과 프레이징

마디2의 하행 프레이즈는, 네 개의 16분음표와 한 개의 8분음표

로 구성된 리듬이 두 번 반복된 후 세 번째 박에서 역행(retrograde)하

는 리듬으로 표현되었다. 표시된 바와 같이 B♭4와 G4에 각각 폭이 넓은

비브라토와 좁은 비브라토를 동반한 테누토로 약간의 변화를 주어 탄식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효과를 주었다. 또, E4- D4- C4- B♭3를 네 개의 1

6분음표로 연주하여 비교적 단순한 리듬패턴을 만들었다. 이로인해 마디

3의 첫 음이 강조되었고, 또 이를 통해 마디4를 향하는 마디3의 D2-A2-D3-

E♭3-A3-D4-E♭4-A4(연결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였다.359)

￭ 탄식의 표현

박절감이 다소 불안정하게 느껴졌던 마디2에 반해, 마디4에서는

안정을 찾게 되며 박절을 점진적으로 분화시킴으로써 더욱 깊어가는 허

무를 표현하였다. 설명하자면, 첫째 박은 정확한 분할로 연주, 둘째 박

은 비브라토를 통한 표현, 셋째 박은 비브라토가 더해진 음가 확장을 통

한 표현이 된다. 결과적으로 마디4에서 변박을 향한 넓은 폭의 아고긱이

표현되었고 여기에서는 모든 음에 운지를 바꾸면서 연속되는 비브라토를

사용하여 음과 음을 보다 연결시킴으로 긴 호흡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359) 마디3의 첫 음 A3이 페달톤의 역할로서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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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Ⅳ-3> 마이스키: 첫 음 A4의 표현

2초 이후 지점 악센트로 시작된 음이 약 11초까지 유지, 약 8초

지점에서 가장 큰 다이내믹이 도출되었다. 첫 음에 적용한 악센트는 위

그림과 같이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활 스트로크를 분할한 만큼

음을 여유롭게 지속시켜 집중된 소리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마디1은 다

양한 지시사항이 기보되었으므로 한 스트로크 안에 이러한 모든 기법적

요소들을 담고 그것을 여유롭게 연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한 듯 그는 활 스트로크를 분할함으로써 음가에 상응하는 표현적 요소들

에 더 많은 가능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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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ker(Cello), Mehta(Conductor), Israel Symphony Orchestra.

<악보 Ⅳ-6> 마디1-6 슈타커와 메타의 연주360)

￭ 활 사용을 통한 ‘탄식’의 독창적 표현

슈타커는 위 <악보 Ⅳ-6>과 같이 마디2와 마디4에 나타난 ‘탄식’

모티브들의 연속에서 한 모티브를 연주한 후, 활을 떼었다가 내리치면서

다음 모티브로 명확히 구분하여 연주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매우 독창

360) 악보는 Ernest Bloch ed. Janos Starker, “Schelomo Rhapsodie Hébraїque” (F
lorida: Masters Music Publications, 2003). 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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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러한 프레이징은 부분적인 악센트 생성으로 인해 강하고 날카로

운 음색을 표출하게 됨으로 인상적이고도 색다른 성격의 ‘헛됨’을 표현

하게 하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프 Ⅳ-4> 슈타커: 첫 음 A4의 표현

한편, 그의 연주에서 첫 음 A4는 위 제시하는 그림과 같이 표현

되었으므로 뚜렷한 특징은 드러나지 않았다. 악센트 없이 시작한 첫 음

은 1.5초 지점에서 시작되어 약 8초까지 지속, 헤어핀이 아닌 크레셴도

로만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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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연주분석을 토대로 한 필자의 해석 제시

<악보 Ⅳ-7> 필자의 ‘탄식’ 패시지 해석

￭ 프레이징

앞서 1.1.1.항에 서술한 바와 같이, 마디1의 A4와 마디3의 페르

마타를 동반하는 D5가 기준점이 되고, 이를 통해 생성된 서로 유사한 두

개의 프레이즈를 염두하여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 강조음을 통한 ‘탄식’의 표현

주제 는 전도서의 핵심적인 의미와 구절을 반영하는 패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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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어지는 주제 와의 서사적 대비가 필요해보인다. 이러한 맥락에

서 위 패시지에서는 비교적 한탄하듯이 깊이 있게 연주하는 것이 적합하

겠으며 이어지는 비유대 여성의 춤 패시지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연주되

는 것이 어울리겠다.361)

마디2와 4의 하행 모티브 구성음들(예: B♭4- A4- G4- F♯4)을 강

조할 것인지, 혹은 길게 머무는 음들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지 즉, 주요

강조 지점을 어디에 두게 될지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하행

모티브가 등장하는 프레이즈가 ‘탄식’이라는 서사적 의미를 두지 않는다

면 긴 음을 강조하는 것이 적합하겠으나, 본 작품에서는 앞서 살펴본 표

현적 특성에 따라 하행 모티브들을 더욱 강조하여 ‘탄식’을 표현하는 것

을 권한다.

￭ 완전5도 진행을 통한 공허함의 표현

또 다른 요소 중 하나는 완전5도 도약진행(마디3, 5)이다. 거의

순차적으로 하행하다가(마디2, 4) 큰 폭으로 하행한 후(12도 도약) D음

과 A음을 중심으로 상·하행하는(마디3, 5) 선율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완전5도를 통해 ‘솔로몬이 느낀 공허함’이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

다. 완전5도로 도약하는 음들에 보다 큰 울림을 주고자 표시한 바와 같

이 테누토로 연주할 것을 권장한다.

￭ 강조음에 따른 활 사용

활 스트로크에 따른 일반적인 방식이 내림활 스트로크에서 무거

운 압력을 가하고 올림활 스트로크시 가벼운 압력을 주는 것이라면, 본

패시지에서는 예외적으로 내림활 스트로크를 가볍게 하고, 반대로 올림

활 스트로크를 무겁게 연주하는 방법이 좋겠다.362) 그러나, 마디4의 경

우는 내림활로 연주하는 하행 도약 음에 테누토가 기보되었음에 따라 다

361) 이에 대해 본장의 1.2.3.항에 상술하겠다.
362) 무겁게 연주하거나 가볍게 연주하는 것은 활에 전달하는 오른팔의 압력에 비

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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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하게 될 수 있겠다.

9/8로 작곡된 마디2를 살펴보면, 마지막 박에서 세 개의 8분음

표에 준하는 박절이 5로 나누어져 있다. 이전부터 각 박의 최고음에 테

누토를 적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셋째 박의 E4에도 테누토를 주어 표시

한 바와 같은 리듬으로 연주될 수 있겠다. 이 때, 마디2에 표시한 바와

같이 내림활로 D4- E4를 연주 후 D4- C4- B♭3을 올림활로 연주한다면,

아고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마디3의 A3으로 진행하는 하행선율을 보

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 활 분할

악센트와 헤어핀을 동반한 첫 음에 대한 음량 와 활 스트로

크의 물리적 길이에 대해 고찰하자면, 악보에 표기된대로 한 활로 모두

를 표현하는 것은 분명 가능할 것이나, 연주 홀의 음향적 환경을 배제한

다 하더라도 연주자로 하여금 충분한 길이의 음가표현과 악센트, 헤어핀

까지 모두 충족시키는 결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때문에 활을 제외한 지시사항들에 초점을 맞춘 해석을 지향, 날

카로운 악센트와 음의 지속성, 다이내믹을 포함한 표현까지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악보 Ⅳ-7>에 표시한 바와 같이 올림활로 시작하여 내

림활로 나누는 방식 역시 제시될 수 있겠다.

이 때, 활이 나누어지더라도 비브라토는 끊이지 않아야 하겠으

며, 이어지는 모든 음들 역시 연주시 부주의로 인한363) 흐름의 끊김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결과적으로 본 작품의

첫 음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지시사항이 포함되었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권장한다.

363) 왼손 운지 모양이나 활 압력의 조절 등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음의 강조가 없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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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센트 표현

첫 음 A4의 악센트 표현에서 오른손이 기억하여야 할 것은 첫째,

활의 밀착과 활 스트로크가 시작될 시 오른손 검지에 가하는 압력, 그리

고 활 사용의 속도이다.

먼저, 활을 줄에 밀착시킨 후 정지 상태를 유지하다가, 활을 잡

은 오른손 검지에 팔의 무게를 전달시켜 순간적으로 눌러줌으로써 표시

한 올림활 스트로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검지를 누르는 압력으로

활은 반동하며, 그 반동으로 인해 빠른 속도의 스트로크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악센트를 더욱 강해지도록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악보 Ⅳ-7> 마디3에 표시한 바와 같이 최고음에서 초반

에 속도를 빠르게 하여 강한 악센트가 나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 템포설정과 복합박자의 고려

앞서 1.1.1.항에서 언급했던 오케스트라 총보에 제시된 ♩=66의

템포는, 탄식의 분위기를 다각적으로 표현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므로 본

고에서는 기본적인 템포를 약 ♪=85로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겠다.364)

마디3의 페르마타는 제외하더라도, 마디2, 4의 ‘본디 빠르기로’를 포함

한 모든 마디는 ♪=85의 템포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길 권한다. 8분

음표 측정치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기준으로 박절감을 갖는 방식은 바람

직한 방법이 아니라 판단되며, 보다 긴 흐름의 프레이징과 방향감을 위

해 오케스트라 파트가 제시하는 박절에 따르는 것을 추천한다. 이 패시

지에 나타나는 복합박자는 결과적으로 2와 3의 결합이라 말할 수 있으므

로, 정확한 리듬으로의 연습 후 오케스트라 파트의 박자를 고려하여 독

주첼로 파트를 보다 3연음답게 연주하는 방식을 권한다.

364) 진행감을 떨어뜨리는 너무 느린 템포 역시 지양하며, 제시한 템포는 모든 표
현적 요소들을 포함하기에도 적당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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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긱 표현

표시한 바와 같이 몇몇 부분은 연주자의 아고긱에 의해 자유롭

게 표현될 수 있겠다. 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마디2는 순차하행에

따른 진행감을 주고, 마디4는 하행 도약 음(<악보 Ⅳ-2> 참조) 이전의

음에 약간의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아고긱을 표현하여 충분한 음가를 통

한 차별성을 줄 수 있겠다. 마디1, 3, 5에서도 역시 연주적 자유 즉 방

향성이나 템포, 음가의 미세한 조절이 일부 허용되는바, 이 점을 고려하

여 연주한다면 작곡가의 의도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생명력있는 연주가

될 수 있겠다.

또, 마디5의 4연음은 선율 진행 패턴이 급변하는 부분이며, 빠

르기말과 박자가 크게 변화되는 다음 패시지(마디6-)로의 연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박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아고

긱을 표현할 수 있겠다.365)

￭ 첫 음 A4의 운지와 중지 손끝마디관절의 모양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많은 연주자들이 왼손의 2번 손가락, 즉

중지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첼로 지판의 구조

와 왼손 손가락들의 모양과 길이에 따른 운지법 선택이 되겠으며 가장

적합한 운지법이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왼손의 운지 모양이며, A4음에 연주자들은 개

개인의 운지법 설정에 왼손의 손끝마디관절 모양에 대해 염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손끝마디관절의 모양을 조절하여 줄에 닿는 손

가락의 면적을 좁거나 넓게 선택함으로 음색적으로 더욱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설명하자면, 편평하게 관절을 편 모양은 줄에 닿는 손가

락의 면적이 넓어지게 하고 그에 따라 도출되는 음색은 구부린 것에 비

해 깨끗하지 못한 단점은 있으나, 희미하며 불투명한 음색의 연주가 가

365) 이 4연음 음형은 하행하는 프레이즈 사이에 짧게 등장하는 상행선율이며, 하행
이후 상행하는 선율에 대한 아고긱 표현의 유사한 예는 본장의 3.3.항에서 추
가로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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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겠다. 다음 제시하는 <그림 Ⅳ-2>는 왼손 중지의 관절을 구부리거나

편 상태의 운지 모양을 보여준다.

<그림 Ⅳ-2> 왼손 손끝마디관절을 구부린 모양과 편 모양

레써 역시 《셸로모》 연주에 관한 인터뷰에서 이 손끝마디관절

을 구부리는지 펴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고전주의 스타일(하이든 협주곡

에서 권장)의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고전주의 외의 곡에서 권장)로

나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본 작품 연주시의 ‘왼손의 손가락 관

절’에 대해 “셸로모의 도입에서, 나는 더 편평하고 강도가 높은 손가락

모양으로 연주하였다”366) 라고 설명하였다.

또 그는 “손끝마디관절의 모양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연주자가

구사하는 테크닉이 음악을 충실히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술적인 이

상을 성취하게 해주는지가 중요한 것이다.”367)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필자의 의견은 《셸로모》의 첫 음이 보이는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레써가 설명하는 두 음색을 모두 활용할 것을 권하는 바

다. 이른바 ‘고전주의 스타일’의 또렷하고 명료한 사운드로 악센트를 표

366) Tim Janof, “Conversation with Laurence Lesser,” http://www.cello.org/New
sletter/Articles/lesser/lesser.htm [2018년 11월 15일 접속]

367) Janof,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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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 후 뒤이어 희미하게 등장하는 음색으로, 분명하지만 무엇인가 헤매

는 듯 서사적인 음악으로 진입하기 위한 사운드를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

다.

방법은, <그림 Ⅳ-2>의 두 모양을 A4라는 한 음 안에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음의 시작 지점에서는 악보 상에 표기된 악센트에 집중하

여 손 끝으로 전달되는 무게를 집중적으로 전달시키기에 용이하도록 왼

손 관절을 구부리고, 음이 길게 지속됨에 따라 중지의 손끝마디관절을

서서히 펴서 손 끝 면적이 넓어지게 만듦으로 그 힘을 분산시켜 음색의

변화를 끌어냄과 동시에 비브라토를 하기 용이하게 하고자 함이다. 그러

나, 한 음 안에서 손끝마디관절의 사용이 변형되더라도 음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같은 특성을 갖는 마디3의 D5의 경우, 이어지는 진행에서는 음역

이 넓고 선율이 급격하게 하행 도약하기 때문에 손끝마디관절을 구부린

견고한 음색을 나타내는 것이 어울리겠다.

덧붙여, 본 패시지에서는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이른바 ‘유대

적 색채’를 효과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카잘스의 ‘표현적 인토네이션

(Expressive intonation)’ 기법을 적용하는 연주를 추천한다.368) 이에

대해서는 2.2.3.절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368) 음고 조절을 통해 특정음들 사이의 간격을 과장시켜, 청중에게 보다 잘 도달
하게 하는 카잘스의 연주법. Pamela Hind O’malley, “Cellist Pablo Casals o
n expressive intonation,” The Strad (2017년 6월) 인터넷 자료 https://ww
w.thestrad.com/playing/cellist-pablo-casals-on-expressive-intonation/143
4.article [2019년 9월 13일 접속]; 한편, “《셸로모》가 만들어진 후, 예정
된 독주자 파블로 카잘스가 작곡가와 함께 악보를 열심히 연구했지만 외부 환
경으로 인해 이 작품을 포기”한 바 있었다. Lewinski and Dijon, Ernest Bloc
h sa vie et sa pensée Tome Ⅰ Les années de galères(1880-1916),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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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방인의 세상을 표현한 비(非)유대 여성의 춤

1.2.1. 연주자 시각에서의 악보 분석

<악보 Ⅳ-8> 비유대 여성의 춤- 연주자 시각의 악보 분석

본 패시지에는, 위 <악보 Ⅳ-8>에 표시한 바와 같이 빠르기말에

해당되는 ‘più animato(더 활기차게)’와 그 외 나타냄말 ‘intensement

expressif(최대한의 표현으로)’369) 그리고 ‘libre, sans presser(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370)등이 기재되어 있다.

￭ 템포설정 ‘더 활기차게’

‘더 활기차게’를 효과적으로 연주하기 위한 템포를 설정해야 하

겠다. 이는 이 패시지만의 표현적 특성에 걸맞는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

369) 첼로 파트보의 경우 ‘최대한의 표현으로(con somma espressione)’
370) 첼로 파트보의 경우 ‘서두르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disinvolto senza acceler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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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도록 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 나타냄말 ‘최대한의 표현으로’

마디6에 기재된 ‘최대한의 표현으로’라는 지시어는 앞서 Ⅲ장에

서 살펴본 바 비유대 여성의 춤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

다. 본래의 강박인 1, 3박을 강조할지, 테누토가 가미된 2, 4박을 강조

할지의 선택에 따라 그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본 패시

지에서는 부점 리듬의 음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사하는지의 여부도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

￭ 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

<악보 Ⅳ-8>에서는 자유롭게 연주하기를 지시함에 따라 정석적

연주에 얽매이지 않은 연주자만의 프레이징, 아고긱 등이 표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고긱은 대표적으로 마디7의 마지막 박에서, 이어지는 마디8

의 변박을 위한 준비시에 표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설정된 활

기찬 템포 안에서 활의 압력을 최소한으로 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바,

활의 압력을 조절한 음량의 굴곡을 고려하여 연주한다면 비유대 여성의

춤에 어울리는 “구속받지 않고 살랑거리는 느낌”371)의 표현도 가능해질

것이라 예상한다.

371) 세게브의 마스터클래스에는 ‘Breezy’ 즉 ‘살랑거리게’ 연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세게브 마스터클래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FXzmd92x
qw [2019년 8월 2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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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음반을 통한 연주분석

◆ Nelsova(Cello), Bloch(Conductor), London Philharmonic

Choir and Orchestra.

<악보 Ⅳ-9> 마디6-9 넬소바와 블로흐의 연주

￭ 엄격한 템포유지와 아고긱

넬소바는 ‘더 활기차게’의 템포를 약 =70로 설정, 엄격하게

템포를 유지함으로 방향감을 과하게 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다소 급한

느낌이 드러나는 바, 그녀가 이 패시지를 춤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고

단지 거시적 차원에서 본 작품의 첫 카덴차(마디13-19)로 향하는 연결구

정도로만 보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마디7에서는 표시한 바와 같이 변박 이전의 지점에서 방향감을

바꿔주었는데, 이 때 오케스트라는 엄격한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하였으

므로 독주첼로에만 미세하게 아고긱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두 그룹, 전

경과 후경 간의 시간적 흐름 차이는 청자로 하여금 조절된 아고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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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확연히 지각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마디8-9에서는 다시 본래의 템

포로 회귀하여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372)

￭ 다이내믹 유지

다이내믹의 유지 역시 방향감을 가지도록 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녀는 1, 3박이나 2, 4박에 줄 수 있는 어떠한 강조도 없이 위 <악보

Ⅳ-9>에 기보된 부점 리듬에만 충실하게 연주하였다. 다소 편평한 느낌

을 주는 이러한 방식의 연주는 음량의 굴곡 또한 없애어 긴 호흡의 프레

이징을 두드러지도록 의도한 해석으로 보인다. 이는 청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춤의 표현방법 그리고 악보에 표기된 사항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연주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해석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면, 넬소바는 한 인터뷰에

서 ‘소리의 연속성 유지(음량을 지속하는 연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한 바373)있다. 이는 활의 압력과 굴곡에 대한 논의의 한 부분이며, 위

패시지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그것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듬에 굴곡을 준 사운드를 피하고자 극단적인 활의 울렁거림을

배제하고, 활에 닿은 오른손 검지의 무게를 조절함을 통해 활의 압력을

고르게 분배하여 일정한 다이내믹을 유지한 것이다. 이는 견고한 사운드

를 내려는 데에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해석된다.

372) 오케스트라는 마디7의 변박 이전의 아고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엄
격한 박자로 해당 패시지를 연주했다. 이 때, 마디8의 첫 박에서 첼리스트와
오케스트라간의 박절감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넬소바가 오케스트라에
자신의 연주를 맞추기 위해 두 번째 박에서 살짝 급하게 나오는 것이 확인되
나 이것은 서두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373) Janof, “Conversation with Zara Nels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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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erlis(cello), Wolff(Conductor), Deutsches Symphonie-

Orchester Berlin.

<악보 Ⅳ-10> 마디6-9 이설리스와 울프의 연주

￭ 템포와 아고긱

먼저, 이설리스는 ‘더 활기차게’의 템포를 =50으로 설정하였

다. 이러한 기본적 템포 안에서 시간적 흐름의 큰 변화는 <악보 Ⅳ-10>

에 표시된 바와 같이 마디7의 여린 박, 그리고 마디9의 둘째 박에서 나

타난다.

이 두 아고긱은 확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먼

저, 첫째 아고긱은 변박 이전의 것으로, 엄밀히 말해 변박을 충분히 준

비하기 위한 장치가 된다. 마디9의 둘째 박에 나타나는 아고긱은, 마디8

부터 이어진 반복되는 음형에 따라, 그 표현을 점층적으로 강조한 것이

겠다. 다시 말해, 마디9의 둘째 박에서 도약하는 음정이 넓어진 바 해당

음들의 표현을 과장한 것이다.

￭ 강조 박과 다이내믹

그는 주로 2, 4박을 강조하였다. 이는 단순히 음량만을 크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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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는 아니며, 글리산도를 사용374)하거나(마디6) 왼손 대신 활 기법을

사용하는 등(마디7) 다양하고도 특징적인 방법으로 강조를 시도한 것이

다. 표시한 바와 같이 크레셴도와 디크레셴도의 조합으로 설정된 다이내

믹은 두 개의 박절마다 반복되어 비교적 규칙적으로 연주되었다.

￭ 활의 사용

이 패시지의 활 스트로크의 선정을 내림활로 시작하여 올림활

로, 즉 강박을 드러내기 용이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설정하였다고 간주하

였을 때, 그의 연주는 활의 구조에 따라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다이내믹

과는 반대되는 다이내믹을 구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른바 ‘소리

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 활의 압력을 조절한 것으

로, 해당 활 스트로크 선정의 단점을 잘 커버한 연주를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올림활로 시작한 것처럼 판단되지는 않으며, 활의 무게 중심 지

점에 음량이 미세하게 강조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내림활로 시작하였

다고 추측된다.

374) 보다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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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iegel(Cello), Markson(Conductor), National Symphony

Orchestra of Ireland.

<악보 Ⅳ-11> 마디6-9 클리겔과 마크슨의 연주

￭ 템포설정과 아고긱

그녀는 마디8에 기재된 ‘자유롭게 연주’를 위 패시지 시작지점

부터 적용하여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아고긱을 통해 시간적 흐름에서의

자유로움을 드러내었다. 앞서 살펴본 연주자들에 비해 현저히 느린 템포

인 약 =48의 빠르기로 시작하여 마디7에서는 약 ♪=136의 측정치에 준

하도록 하였다. 해당 음들은 템포 내에서 연주되다가 변박 이전의 지점

에서 대략 ♪♪정도로 음가가 확장되는 아고긱을 보여준다. 그녀의 연

주는 다소 느린 템포와 강조 박절의 부재로 춤을 표현한 듯 보이지는 않

는다. 한편, 프레이즈를 자주 나누지 않고 긴 호흡으로 확장시켜 진행감

을 준 것이 특징이다.

￭ 강조 박과 다이내믹

그녀는 리듬보다는 선율 흐름에 초점을 맞춘 듯 박의 강조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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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제한 채, 패시지 전반적으로 폭 넓은 다이내믹을 사용하는 데 주력

한 매우 독창적인 해석을 보여주었다. <악보 Ⅳ-11>에 표시한 바와 같

이, 마디6에서 마디7로의 연결에서 한층 더 큰 음량으로 연주하였고, 고

음이 더욱 잘 뻗어 나가도록 하였다. 이렇듯, 음역이 높아짐에 따라 모

든 표현적 기법 요소들의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첼로 연주시 고음에서의 음량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요소

를 빼 놓을 수 없으나 그녀는 특별한 노력을 통해 그 단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크레셴도를 가하는 연주를 보여준다. 이는 춤의 표현과는 별개의

요소인 바 어떠한 해석적 목적보다는 음향적인 이유로 보인다.

◆ Yo-Yo Ma(Cello), Zinman(Conductor), Baltimore Symphony

Orchestra.

<악보 Ⅳ-12> 마디6-9 요요마와 진먼의 연주

￭ 다이내믹 변화

그는 앞서 언급한 클리겔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다이내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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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 특히 마디6-7에서는 음역이 높아지거나 낮아짐에 따라 변화하

는 해석을 보여준다.

￭ 리듬변형을 통한 독창적 춤의 표현

춤의 표현에서 리듬적으로 가장 독창적인 해석을 보여주는 연주

자는 요요마이다. <악보 Ⅳ-12>에 표시한 바와 같이 그는 부점을 명확하

게 연주하지 않고 모호하게 둘째 박에서 세 개의 8분음표에 준하는 음가

로 연주하였다. 이는 본 작품 전체 그의 연주에 있어 가장 큰 특이점으

로 꼽을 수 있으며, 춤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 Maisky(Cello), Bernstein(Conductor),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악보 Ⅳ-13> 마디6-9 마이스키(첼로)와 번스타인(지휘)의 연주

￭ 앞서 살펴본 다양한 기법적 요소를 포함

미샤 마이스키의 연주에서는, 미세한 차이점은 있으나 앞서 연

주자들이 사용한 다양한 기법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보인다. 그는 마디7에서 변박 이전의 아고긱을 표현하여 <악보 Ⅳ-13>에

표시된 리듬으로 연주하였다. 아고긱을 표현한 지점에서는 subito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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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음역이 높아질수록 큰 다이내믹으로 연주하

여 마디6-7에 비해 마디8-9에서 보다 견고하고 지속력있는 사운드가 나

타난다.

또, 부점을 포함하는 모든 박을 강조하였고 왼손의 명확한 아티

큘레이션으로 선율을 진행시켰으며,375) 이설리스의 경우처럼 글리산도를

사용하였다. 다만 글리산도는 마디7의 아고긱이 드러나는 여린박에 적용

하였으므로 그 사용지점에는 차이가 있다.

375) 본 패시지의 슈타커의 연주를 분석한 결과를 서술하자면, 특별히 독창적인 해
석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왼손의 명확한 아티큘레이션을 통한 선율의 표
현과, 모든 박을 강조한 것이 특징으로 드러났다.



- 192 -

1.2.3. 연주분석을 토대로 한 필자의 해석 제시

본항에서는, 비유대 여성의 춤의 관점에서, 필자의 연주적 해석

을 템포와 아고긱 - 표현적 관점 - 활의 압력과 굴곡을 중심으로 한 기

법 순으로 설명하겠다.

<악보 Ⅳ-14> 템포, 아고긱을 중심으로 한 연주법 제시

먼저, 템포는 약=55로 설정할 것을 권한다. <악보 Ⅳ-14>에

기재된 ‘더 활기차게’ 연주하라는 지시와 마디8의 ‘서두르지 않고’라 지

시된 것을 함께 고려한 템포의 설정으로, 안정된 느낌을 갖는 동시에 활

기찬 진행감을 모두 충족시키기에 적절해 보인다.

마디7의 변박 이전의 박 혹은 마디8-9에서 2연음으로의 리듬 변

화를 통한 흐려진 박절감이 나타나기 이전 박에서 아고긱을 표현, <악보

Ⅳ-14>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된 바와 같은 정도의 음가로 연주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또, 마디8의 둘째 박에서는, 이어지는 음형들이 주는

흐려지는 박절감을 준비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이어지는 주요 음들이

나타내는 하강하는 선율로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도 아고긱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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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겠다. 이는 규칙적 리듬에서 벗어난 새로운 리듬의 등장을 더욱

부각시키기에도 적합하다.

같은 맥락으로, <악보 Ⅳ-14>에 표시한 바와 같이 마디9의 셋째

박부터는 새로운 템포 설정을 권장하는 바, 둘째 박에서는 이어지는 새

로운 템포의 시퀀스를 연주하기 이전에 준비하는 의미로서 충분한 시간

을 가질 수 있겠다. 또 이러한 방식은 선율적 관점에서, 마디8에서의

G4- C5, 완전4도의 진행이 마디9에서 G4- D♭5, 감5도로 확장되면서 도약

하는 유사 진행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아고긱에 의한 자연스러운 프레이즈는 표시한 바와

같이 마디6-7, 마디8, 마디9-12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다.

<악보 Ⅳ-15> 표현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연주법 제시

‘탄식’ 패시지에서 비유대 여성의 춤 패시지로의 자연스럽고 효

과적인 장면 전환과 연결을 위해, 먼저 <악보 Ⅳ-15>에 표시한 바와 같

이 글리산도를 통해 본 패시지로 도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디6의 첫 음은, 글리산도로 비롯된 울림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비브라토가 생략되는 것이 좋겠다. 이 때, 활의 속도는 높이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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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낮추어 다소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겠다.

한편, 둘째 박에서는 표시된 비브라토 기호처럼, 폭이 좁고 빠

른 비브라토와 넓고 느린 비브라토를 결합하여 사용함으로 음 굴곡의 밸

런스를 맞추는 것을 권한다. 설명하자면, 글리산도를 동반하여 비유대

여성의 춤 패시지로 도입하자마자 좁고 빠른 비브라토로 연주한다면 지

나치게 격앙된 음색을 만들며 사운드가 불안정376)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선율 진행에 안정을 찾은 이후에는 가변성이 있는 비브라토로 음에 약간

의 굴곡을 주는 음색을 찾는 것이 좋겠다.

앞서 Ⅲ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악보 Ⅳ-15> (a)와 (b)의 리

듬은 부분적으로 ‘역행(retrograde)’하는 듯한 음형 구조를 띤다. 선율

적으로도 단2도 상행요소와 단2도 하행요소를 포함하는데, 이는 기존 서

양음악에서의 음의 진행 방식을 벗어난 듯한 매우 동양적 느낌을 자아내

는 선율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주를 권한다.

그러므로, 마디6 첫 박의 비브라토 생략과 셋째 박의 넓은 비브

라토를 제외하고는,377) 기본적으로 장2도와 단2도 진행에서 비브라토를

구분하는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 <악보 Ⅳ-15>의 표시한 바와 같

이, 온음 상행에는 넓고 느린 비브라토, 반음 상행에는 넓고 좁은 비브

라토가 적합하겠으며, 비교적 규칙적이라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비브라

토의 사용으로 안정감을 주기를 권한다.

춤의 표현에 있어 가장 중요시될 수 있는 요소는, 강조 박절의

선정이다. <악보 Ⅳ-15>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마디6-7에서 둘째 박과

넷째 박의 첫 음에 테누토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해당 박자를 강조하여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마디8-9 역시 같은 맥락으로 연주하는 것이 정석

이겠으나 필자는 이국적인 색채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악보 Ⅳ

-15>에 표시한 강조 방식을 권한다. 이는 단2도의 연속 등장으로 발견되

는 비서양적 진행을 고려한 강조 방식이 되겠다.

376) 불안정함을 유발하는 요소 중에는 활 사용 속도의 변화도 있다.
377) 제외하는 이유는 이전 패시지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서서히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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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15> 마디6-7의 1, 3박은 비브라토를 사용함으로 왼손

을 통해 강조, 2, 4박은 활의 양과 압력, 속도, 즉 활의 사용에 의해 강

조되는 것으로 1, 3박과 2, 4박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권한다.

<악보 Ⅳ-16> 활 스트로크의 방향378)과 압력, 그에 따른 음량 변화를

중심으로 한 연주법 제시

기본적으로 내림활 스트로크시 활에 압력을 일정하게 가했을 경

우, 설계된 일반적인 활 구조에 따라 활의 끝부분 즉, 프로그(Frog)379)

로부터 멀리 이동할수록 자연적으로 음량이 작아질 수 있다.380)

먼저, 춤의 표현을 위한 음의 굴곡을 만들기 위해 <악보 Ⅳ-16>

와 같이 활의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적합한 다이내믹을 만드는 것을 제안

378) 오른쪽을 향하는 화살표는 내림활, 왼쪽을 향하는 화살표는 올림활을 의미하
는 것이다. 명도가 높을수록 높은 압력을 가한다.

379) 현악기에 사용되는 활에서, 머리카락을 고정하고 하단에서 선수가 활을 잡는
위치에서 활 스틱으로부터 떨어져있는 장치. Boyden, David D. “Frog (ii).”
Grove Music Online. 2001.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
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
61592630-e-0000010299. [2019년 9월 7일 접속]

380) 일반적인 활의 설계는 끝으로 갈수록 가벼운 무게를 가진다. 그에 더해 프로
그로부터 멀어진 활 끝은, 활을 잡고있는 오른손과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 음량은 작아지는 것이 자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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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운율에 따라 맞춘 다이내믹 설정 방식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앞서 언급한 활 사용의 기본적이고도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르기도 하는

반면 이용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악보 Ⅳ-16> 화살표 기호의 다양한 명도로써 표시

된 다이내믹(음량)을 표현하기를 권장한다. 제안하는 바는, 색의 명도와

활의 압력이 비례하는 해석이다. 표시한 다이내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활을 쓸 때 더해지는 오른팔의 무게, 즉 활에 가하는 압력에 집중하여야

하겠다.

<악보 Ⅳ-16>의 이해를 위해서는 연주시 활 프로그 무게에 준하는

압력을 추가로 가하여야 균일한 음량이 유지 된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패시지에서는 앞서 서술한 넬소바의 언급381)처럼 음

을 지속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다.

내림활의 크레셴도를 위해서는, 서술한 고려사항에 원하는 음량

의 사운드를 위한 노력을 추가로 더해야 한다. 첫째, ‘균일한 음량 유

지’와 ‘크레셴도를 위한 것’, 두 가지를 고려하여 활 끝 부분에서 추가

적인 압력을 주는 방법으로 활을 잡고 있는 오른손 모양의 각도를 활의

방향으로 틀어 오른손 검지에 팔의 무게를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둘째, 더 큰 효과를 위해서는 활을 쓰는 방향의 반대방향

으로 몸을 움직여주어 ‘다리의 도움이 더해진 활 분할(Bogeneinteilung

mit Hilfe der Beine)’382)로써 활에 압력을 돕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덧붙이자면, 내림활을 그을 시 프로그에서 소리를 낼 때에는,

본래의 무거운 프로그의 무게에 자연적인 팔 무게가 직접적으로 전달되

어 의도치 않은 큰 음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림활 음량과의 균형

을 위해 오른팔 무게가 프로그에 덜 실리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본 패시지의 활의 스트로크는 내림활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

381) Janof, “Conversation with Zara Nelsova”
382) 활 분할 뿐 아니라 활 강도를 위해 다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표현적인

특성을 만들고자 할 때 적용됨. Kliegel, Mit Technik und Fantasie zum
künstlerischen Ausdruck, 16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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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음인 점 8분음표는 활의 양383)을 많이, 활 사용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거침없는 활 사용으로 스윙이 생기면서 글리산도와 어우러지

기에 충분해보인다. 또, 테누토가 표기된 2, 4박자의 첫 음을 무겁게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테누토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행되어야 하는

‘자연적인 현상’에 따른 활 압력에 대한 작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같은 맥락으로 1, 3박자를 올림활로, 2, 4박자를 내림활로 연주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2, 4박의 무거운 느낌을 내기에는 물리적으

로 더 용이하나, 각 마디의 첫 박마다 수반되는 디크레셴도 스윙의 느낌

을 표현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등의 장단점을 포함한다.

마디8의 나타냄말부터는 표시된 화살표의 명도에 따라 연주하

되, 활의 압력을 전체적으로 낮추어 <악보 Ⅳ-16>에 표시한 바와 같이

- - -  범위의 다이내믹에 머무를 것을 권한다.

본 패시지에 대한 필자의 연주적 해석은, 본항에서 살펴본 템

포, 아고긱을 중심으로 한 <악보 Ⅳ-14>, 표현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악보 Ⅳ-15>, 활 스트로크의 방향384)과 압력, 그에 따른 음량 변화를

중심으로 한 <악보 Ⅳ-16>의 해석적 아이디어가 모두 적용될 시 극적인

비유대 여성의 춤 패시지가 표현될 수 있겠다.

383) 활 전체 길이 중 상당 부분.
384) 오른쪽을 향하는 화살표는 내림활, 왼쪽을 향하는 화살표는 올림활을 의미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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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유로움이 허용된 솔로몬의 ‘독백’

1.3.1. 연주자 시각에서의 악보 분석385)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바, 마디13-19와 마디125-131에서는 독주

첼로의 카덴차가 등장하며 이는 ‘솔로몬의 독백’ 패시지라 불릴 수 있

다. 다음 제시하는 <악보 Ⅳ-17>과 <악보 Ⅳ-18>를 살펴보면 마디의 일

부가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작곡된 것이 특징인데, 이는 블로흐가 긴 호

흡의 프레이즈를 통해 특정 강조 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카덴차의

느낌을 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악보 Ⅳ-17> ‘독백 1’- 연주자 시각의 악보 분석

385) 악보를 살펴봄에 앞서, 위 패시지에서는 악보 종류에 따라 몇 가지의 차이점
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가령, 마디13의 페르마타 이후 3연음이 시작되
는 부분, 피아노 악보와 자필악보에는 ‘Lento’라 기재되어 있으나 첼로 파트
보의 경우 빠르기말이 미기재 되었다. 이는 인쇄 오류로 인한 차이로 보인다.
둘째, 자필악보와 첼로파트보에 표기된 마디15의 두 번째 숨표도 피아노 악보
의 경우 미표기 되었다. 셋째, 마디18의 A♭2는 첼로 파트보의 경우 헤어핀이
표기되어 있으나, 피아노 파트보에는 미표기 되었고, 자필악보의 경우에는 세
음의 헤어핀이 모두 미표기 되어있는 대신 모두 테누토만 표기되어 있다. 또,
마디128의 F4 역시 첼로 파트보에는 어떠한 표기사항도 없으나, 피아노 파트
보와 자필악보의 경우 헤어핀이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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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독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주자적 시각에서

의 주요 논점은 총 세 가지이며, 이 ‘독백’을 구성하는 작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솔로몬왕의 독백 1을 표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디13 3연음 음형의 분할 다이내믹 그리고 아고긱

마디14-16의 (a)386)-(b)387)-(c)388)가 등장하기 이전, 잠시동안

예고되는 마디13에 표시된 2개의 3연음 음형이 짧은 구간의 다이내믹이

에서 로 폭넓은 크레셴도 기호가 표기된 것이다. 이 상행선율에 가

미된 다이내믹 변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아고긱 역시 표현될 수 있겠으

며, 이로 인해 해당 음형이 박자 안에서 어떻게 분할되고 확장되는지 살

펴보겠다.

￭ 동형진행 (a)-(b)-(c)과 최고음 길이

마디16의 최고음으로의 D5로 도달하기 전의 프레이징 방법에 대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상행하는 동형진행인 (a)-(b)-(c)가 그것이다.

이는 2개의 숨표를 통해 옥타브를 거듭 올리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

이 특징이다. 마디16의 최고음 길이 역시 연주자마다의 해석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하행 도약 선율의 강도

최고음으로의 도약 이후로부터 패시지의 마지막으로 다다르기 전

마디17-18에 위치한 세 음 E♭3- B♮2- A♭2 의 단계적인 강도 변화이다.

386) D2- E♭2- G2- A♭2- F♭2- D3
387) D3- E♭3- G3- A♭3- F♭3- D4
388) D4- E♭4- G4- A♭4- F♭4-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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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18> ‘독백 1’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 ‘독백 2’ 분석389)

<악보 Ⅳ-18>는, ‘독백 1’과 유사성을 띠는390) ‘독백 2’의 패시

지로, 앞서 살펴본 세 개의 논점이 되는 요소를 바탕으로 이전과 변화된

점을 연주자의 관점으로 기재한 것이다.

￭ 기보된 다이내믹의 차이

먼저 <악보 Ⅳ-18>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마디125의 둘째, 셋째

박 다이내믹에서 미세한 차이가 발견된다. ‘독백 1’에서는 에서 로

의 극단적 다이내믹 변화가 있었으나 위 패시지에서는 크레셴도가 배제

된 채 만이 기보되었다. 이에 따라, 다이내믹 표현에 따른 분할 방법

이 연주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고음의 음가 변화

마디128의 최고음 음가가 점 8분음표()와 8분쉼표의 조합으로

389) 앞서 언급한 독백 1에서 다룬 네 가지 요소는 배제하고 전체적 관점에서의 차
이점을 나타냄.

390)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바, 두 패시지의 각각의 조성은 상이하나 리듬과 선율
선, 다이내믹은 유사한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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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된 것이다. 이는 4분음표(♩)로 작곡된 ‘독백 1’의 최고음과는 차이

를 보이고 있다. 또, ‘독백 2’의 종결에서는 ‘독백 1’과 상이한 선율진

행으로 작곡되었다.

￭ 아니마토(animato)

‘독백 1’에서는 기재되지 않았던 마디128의 나타냄말 ‘아니마

토’는 일반적으로 ‘생기있게’라 번역되는데, 연주시 어떠한 표현을 돕는

지 살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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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음반을 통한 연주분석

본항에서는, 기존 연주자들의 두 ‘솔로몬의 독백’ 패시지를 면

밀히 분석하여, 각 패시지의 표현과 두 패시지 사이의 뉘앙스 차이에 초

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 Nelsova(Cello), Bloch(Conductor), London Philharmonic

Choir and Orchestra.

<악보 Ⅳ-19> 독백 1 넬소바와 블로흐의 연주

넬소바는, <악보 Ⅳ-19>는 넬소바의 연주를 나타낸 악보이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음색의 ‘독백’을 표현하였다.

￭ 마디13 3연음 음형의 분할 다이내믹 그리고 아고긱

마디13의 마지막 박에 위치한 3연음은, 표기한 바와 같이 16분

음표 두 개와 8분음표 하나로 구성된 리듬으로 대체하여 연주하였다. 이

러한 넬소바의 분할 방식은, 보편적으로는 연주시 크레셴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용되기도 하겠으나, 표시한 바와 같이 그녀는 크레셴도를

배제한 채 아고긱을 표현하며 방향감만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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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형진행 (a)-(b)-(c)과 최고음 길이

그녀는 <악보 Ⅳ-19>에 표시한 바와 같이 (a)-(b)-(c)의 프레이

즈를 점점 아첼레란도 하였다. 또, (b)와 (c) 사이에 존재하는 숨표를

F♭3과 D4사이로 이동시켜, 표시한 바와 같이 (a): D2- E♭2- G2- A♭2-

F♭2- D3 (b): D3- E♭3- G3- A♭3- F♭3 (c): D4– D4– E♭4- G4- A♭4-

F♭4- D5 로 프레이징하였다. 이러한 프레이징은 고음을 향하는 진행감

을 돋보이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으며, 명확한 아티큘레이션을 동반하

였기 때문에 그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녀는 마디16으로 향하는 F♭4에서 D5로의 이동에 있어, 도약 이

전의 음인 F♭4를 충분히 길게 연주하여 준비된 도약을 하였다. 이는 왼

손의 테크닉적 방법으로, 길게 머무르는 동안 왼손 검지의 힘을 풀어주

어 도약과 같은 유사 진행들에서 사용된다. 이는 수월한 시프팅(shifting)

을 돕는다. 또, 마디16의 최고음 D5는 4분음표의 길이로서 솔로몬의 강

하고 명료한 목소리를 표현하였다.

￭ 하행 도약 선율의 강도

최고음 이후에 나타나는 E♭4-B3-D4 진행에서 매우 명확한 왼손

아티큘레이션391)으로의 연주를 보이는데, 이러한 해석은 선율 진행 방향

에 의한 전체적인 프레이즈의 분위기와 표기된 다이내믹과는 다소 어울

리지 않는 모습이다. 마디17-18의 세 음의 강도는 모두 동일하게 연주하

였다.

391) 넬소바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잡음 없이 명료한 아티큘레이션을 만들어지게
하는’ 왼손 아티큘레이션. Janof, “Conversation with Zara Nels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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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20> 독백 2 넬소바와 블로흐의 연주

￭ 템포설정과 진행감

‘독백 2’에서는, ‘독백 1’ 패시지에 비해 비교적 엄격하게 템포

를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그녀는 마디125의 셋째 박에 위치한 E2-F2 를

이전 패시지의 그것에 비해 좀 더 진행감이 나타나게 연주하였다. 이전

패시지에서는 긴 테누토와 짧은 테누토를 사용하였다면, 위 패시지에서

는 짧은 테누토만을 사용하여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 다이내믹과 3연음 분할에서 보이는 ‘독백1’과의 통일성

<악보 Ⅳ-20>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마디125-126에 표기된 다이

내믹을 배제하여 연주한 사실과 마디125의 넷째 박에 위치한 3연음에서

두 개의 16분음표와 한 개의 8분음표로 분할한 것은 ‘독백 1’의 그것과

통일성을 보인다. 해당 음들은 모두 C현에서 연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데,392) 이는 보다 굵은 음색의 ‘솔로몬의 독백’을 표현하고 그 음색을

마디125-126의 한 프레이즈 동안 유지하고자 한 의도로 추측된다.

392) 마디125의 F2-A2 로의 진행에서 C현을 사용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글리산도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G현으로 옮겨간 것으로 혼동할 수 있으나, 마
디125에서 126으로 진행 시 C3-E2 에서 글리산도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C현에
서 연주되었을 확률이 크다고 본다. 1962년 넬소바와 번스타인과의 카네기홀
연주의 경우 C현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Zara Nelsova, Leonard Bernstein
- Bloch: Schelomo at Carnegie hall 1962” https://www.youtube.com/watch?r
eload=9&v=RlJM3PsG12M [2019년 9월 1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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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의 프레이징

그녀는 ‘독백 1’에서와는 달리 ‘독백 2’의 (a)-(b)-(c)에 표기

된 두 개의 숨표를 모두 각각의 위치에 맞게 적용시켰다. 이는 두 패시

지 간의 프레이징393)에 의도적으로 차이를 두고자 시도한 것으로 보이

며, 결과적으로는 ‘독백 1’에 비해 ‘독백 2’의 진행감이 다소 떨어진다.

한편, 마디128의 최고음 E5로의 도약을 위해 이전 마디의 마지막

음 F♯4를 충분한 길이로 테누토 한 것과 최고음 E5의 음가는 ‘독백 1’의

그것과 유사하게 연주되었다.

￭ ‘생기있게’의 표현

위 첼로파트보에는 표기되지 않았으나394) 피아노리덕션 악보와

자필악보에는 표기되어 있는 마디128의 F4 상단의 헤어핀(강조 표기)을

적용함을 통해 생기있는 음을 표현하여 종결로 향하는 연주를 보여주었다.

393) 숨표의 위치에 의해 프레이징이 나누어진다.
394) 이는 출판오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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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iegel(Cello), Markson(Conductor), National Symphony

Orchestra of Ireland.

<악보 Ⅳ-21> 독백 1 클리겔과 마크슨의 연주

￭ 활 사용을 통한 음색변화 유도

클리겔은, ‘독백 1’ 패시지로의 도입음인 D2가 연주되기 이전395)

에 활을 공중으로 띄운 후 강하게 내리쳐서 긋는 기법396)을 사용, 그로

인해 생성되는 첫 음의 액센트로서 강렬하고 거친 음색을 가진 솔로몬의

목소리를 표현하였다.

￭ 3연음 음가조절과 다이내믹

그녀는 마디13의 음들 중 페르마타를 동반하는 D2를 악보에 표기

된 디미누엔도와는 반대되는 크레셴도로 대체하여 연주한 것이 특징적이

다. 이를 통해 방향감을 가미하여 동일한 마디의 셋째, 넷째 박에 나타

난 3연음 표현시 기보된 다이내믹 표현에 용이하도록 하나의 8분음표와

두 개의 4분음표의 조합으로 음가를 확장시켜 연주하였다. 이러한 방식

은 카덴차 특성의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며 여유와 호소력이 있는 크

레셴도를 만들기에 적합해보인다.

395) 이는 위 패시지로 향하는 부점 패시지를 점점 리타르단도 한 것과 연결된다.
396) 이는 강한 악센트를 생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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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의 연주

그녀는 마디14-16의 표시된 (a)-(b)-(c) 프레이즈를 정확하게 3

등분하여, 동형진행의 반복이 청자로 하여금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a)는 불명확하고 흐린 음색으로 느리게, (b)는 보통 빠르기

로, 이 때 마지막 음을 하모닉스 처리하여 (c)로 가는 D현에서 A현으로

의 줄바꿈에 여유를 주었다. (c)는 매우 밀착된 활을 사용, 거친 음색으

로 빠르게 연주한 후 도약 시 글리산도를 가미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사

이사이의 숨표의 길이가 시간적으로 점차 짧아져 가속이 붙은 듯한 진행

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분된 (a), (b), (c)는 각기 다른

성격을 지녔으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적절한 타이밍에 도약이 이루어

졌다. 그녀가 박절감에 따른 프레이징을 한 바는 없어보이나, 자신의 저

서에서 직접 언급한 ‘힘을 빼고 손가락에 무게를 실어 운지하는 아티큘

레이션(Impulsgebung in die Luft)’397)의 표현을 박절감에 따라 적용한

듯 보인다.398)

￭ 최고음의 길이

최고음의 길이와 울림은 총 두 박자에 걸쳐 연주되었다. 해당

음을 다소 무게감 있게 마무리함으로써 크고 위엄 있는 소리로 명령하는

듯한 솔로몬의 독백을 표현한 듯하다.

￭ 마디16-18에 나타난 하행 도약 선율의 표현

한편 그녀는 마디16-17의 E♭4-B3-D4 를 크고 강한 음색으로 표

현하였는데, 특히 이 세 음 중 D4는 최고음 D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활

에 무게감을 주는 마무리를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명령하는 듯한

397) 이와 유사한 모든 손가락이 단단히 고정되어 눌려있는 상황에서 다음 음으로
의 전환과 포지션 이동을 위해 연결고리가 되는 특정 손가락의 운지를 강하게
하는 Drückgebung과는 차이가 있다. Kliegel, Mit Technik und Fantasie zum
künstlerischen Ausdruck, 168.

398) 박절감이 동반된 경우에 따라 아티큘레이션을 주었기 때문에 청각적으로 식별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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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색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또, 그녀는 이어지는 마디17-18의 E♭3-B2-A♭2 를 표시한 바와

같이 ‘감미롭게(dolce)’ 연주하였으며, 마치 마디16-17의 E♭4-B3-D4 에

대한 에코(echo)처럼 간주한 듯 어떠한 강조도 없도록 표현하였다.

<악보 Ⅳ-22> 독백 2 클리겔과 마크슨의 연주

￭ 음색적 통일성

그녀는 ‘독백 2’ 패시지에서도 역시 활을 공중에서 내리침으로

써 생성되는 강하고 거친 음색으로 솔로몬의 목소리를 표현하였다.

￭ 3연음 음가조절과 다이내믹

앞서 1.3.1.항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녀는 ‘독백 1’

패시지의 도입음이자 중심음인 D2에서 발전된 위 패시지의 E2로의 전환

에서, 전반적으로 E 음들이399)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유도하는 듯 저음인 E2에 강한 울림을 주어 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를 통해 앞선 패시지와의 명확한 차별성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악보 Ⅳ-22>에 표시된 바와 같이 마디125의 페르마타를 동반하

는 E2는 기보된 다이내믹이 배제된 채 연주되었다. 페르마타 이후에 뒤

이어 등장하는 표시된 또 다른 E2의 표현에서는, 왼손의 비브라토를 배

제하여 활을 밀착400)시킴으로 오로지 활만으로 강조한 후 바로 힘을 뺀

399) (a)-(b)-(c) 프레이즈에 나타나는 E2, E3, E4, E5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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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그녀의 용어 ‘속도의 밸런스를 위한 무게, 압력

의 양 그리고 활의 사용 위치(Gewicht, Druck und Strichstelle im

Verhältnis zur Geschwindigkeit)’401)의 테크닉적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입체적인 다이내믹을 만들기 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2 이후에 등장하는 3연음 A2-B2-C3 은 ‘독백 1’ 패시지의

그것과 같이 하나의 8분음표와 두 개의 4분음표 길이로 음가를 확장하여

연주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느낌으로 표현되었다. 또, 해당 부분

은 앞서 살펴본 넬소바의 연주와 마찬가지로 모두 C현에서 연주한 것으

로 추측되며, 이는 해당 프레이즈 동안 일관성 있는 음색의 솔로몬의 목

소리를 표현하기에 좋은 해석으로 보인다.

￭ (a)-(b)-(c)의 프레이징과 최고음

한편, 그녀는 위 패시지에서 (a)-(b)-(c) 사이사이에 표기된 숨

표를 배제한 것이 발견된다. 이것은 앞선 ‘독백 1’ 패시지 연주와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숨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공간 혹은 틈을

없앰으로 하나의 긴 프레이즈를 만들고자 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는 비

교적 풍부한 진행감을 주기 위함으로 추측된다. 최고음 길이의 경우 표

시한 바와 같이 연주된 것으로 분석되며, ‘독백 1’과 유사하게 두 박자

의 길이에 부합하는 시간 동안 울림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다.

￭ 강조음

그녀는 마디128-129의 F4-C♯4-E4 중 F4에 강한 악센트를 가미하

였고, E4는 점점 넓어지는 비브라토를 통한 크레셴도로 연주하였다. 이

는 ‘생기있게’를 표현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며 단순히 해당 음의

강조를 중요시한 듯 보인다. 반면, 뒤이어 등장하는 F3-C♯3-B♭2-F2-C♯2-E2

는 특별한 강조 없이 연주하였다.

400) 클리겔의 용어로는 in der Seite
401) Kliegel, Mit Technik und Fantasie zum künstlerischen Ausdruck,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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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연주분석을 토대로 한 필자의 해석 제시

<악보 Ⅳ-23> 독백 1 연주법 제시

￭ 음색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 따른 템포설정

먼저, 위 패시지는 솔로몬의 장엄한 목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보다

견고한 음색으로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본 작품은 랩소디이며 특히 위 패

시지는 연주자의 기교를 드러내는 카덴차 부분이다. 이를 충분하고도 수월

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약 ♩=52 측정치의 템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여기

에서는 연주자에게 최대의 연주적 자유가 주어질 수 있기에 기계적인 템포

에 얽매이지 않아도 무방하겠다. 또, 전반적으로 박절감을 줄이고 나타냄말

에 주의를 기울여 섬세한 ‘독백’을 표현하는 것을 권한다.

￭ 3연음의 분할법, (a)-(b)-(c)의 프레이징, 최고음

마디13의 마지막 박에 나타난 3연음은 표시한 바와 같이 균등분할

하여 패시지 초반 진행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를 권한다.

마디14-16의 (a)-(b)-(c)에서는 악보에 표기된 숨표를 기준으로 프

레이징하여 본격적인 진행감을 끌어낼 것을 권한다. 표시한 바와 같이 보통

- 보다 빠르게- 빨랐다가 느리게 순으로 연주하여 완급 조절하는 것이 좋겠

으며, 특히 마디15의 셋째, 넷째 박은 기재된 포코 리타르단도를 ‘매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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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단도(molto rit.)’로 대체하여, 마디16 최고음으로의(F♭4-D5) 보다 극

적이고 폭넓은 도약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 테크닉적으로 도약 이전의 음들을 충분히 연

주하여 왼손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도약시의 음정 실수를 보다 큰 확률

로 방지하고 수월한 시프팅을 돕는 방식이다. 이러한 완급 조절에 더해진

프로그와 가까운 위치에서의 활의 사용으로 보다 폭넓어지는 다이내믹을 준

다면, 청자에게 음정 도약을 예고할 수 있으며 진행감에 따른 긴장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는 음악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a)-(b)-(c)가 모두 동일한 음형이라는 것을 청자가 인지하도

록 드러내어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운지법

은 되도록이면 1-3-4-1(0-1-3-4-1 포함)번을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통일

시켜, 동일한 선율 진행에 따른 음색적 통일성을 줄 것을 권한다.402)

마디16의 첫 박인 최고음 E5의 길이는 작곡된 바와 같이 한 박자를

유지하는 것을 권한다. 해당 음을 연주한 후 즉시 활을 공중으로 들어주어

울림을 준다면, 마치 높은 음고로 치닫는 ‘솔로몬의 독백’이 효과적으로 표

현 될 수 있겠다.

￭ 최고음 이후

이어지는 마디16의 E♭4는 헤어핀 기호에 따라 비교적 손가락의 강

도가 높은 2번으로의 운지가 적합하겠으며, B3으로의 이동은 2-1로 진행하

여 글리산도를 가미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표시한 마디17-18의 하행 도약 선율은, 활의 속도 조절, 즉 빨랐다

가 느려지는 기법으로 생성되는 스윙을 통해 세 음을 동일한 강도로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방식은 표기된 헤어핀을 균형있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402) 마지막은 경우에 따라 악상이 커지는 상황에 맞추어 3-4-1보다는 비교적 손가
락 강도가 센 2-3-1을 선호하는 연주자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필자는 운
지를 3에서 1로 진행할 시 불필요한 스트레칭으로 손가락에 피로를 줄 수 있
는 가능성을 피하고자 3-4-1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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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24> 독백 2 연주법 제시

￭ 전반적인 음색과 템포설정

위 패시지는 이전 ‘독백 1’에 분위기나 뉘앙스에 변화를 주어

그 연주적 차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데 목적을 두고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403) 다만, 위 패시지는 ‘독백 1’과 동일하게 약 ♩=52 정도의

템포를 유지하여 전체 작품 내에서의 통일성은 지켜줄 것을 권한다.

‘독백’ 패시지 각각의 시작음들인 D2와 E2를 포함하여, 패시지를

구성하는 음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어 음

색적 차이를 위한 분위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 도입(마디125)의 연주

위 패시지의 도입인 마디125의 E2-D♯2는 테누토를 가미하여 한

음 한 음 강조하고, 단2도간 음정 진행을 더 부각시키길 권한다. 울림이

있는 솔로몬의 목소리 표현을 위해서라면 이어지는 E2는 표시한 바와 같

이 크레셴도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겠다. 이 때 운지법은 3-2-3보다는

손가락의 높은 강도를 활용한 2-1-2로 하여 견고한 음색 표현이 수월하

403) 차이점 서술의 기준은 ‘솔로몬의 독백 1’ 패시지이며 그에 따른 비교를 서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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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할 수 있겠다.

￭ 센차 페르마타 음의 다이내믹 변형과 3연음의 음가확장

마디126의 셋째 박 E2는 마디125의 동일한 음과 달리 ‘센차 페르마

타(페르마타를 배제하여 연주)’로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한 바와 같이

크레셴도를 통한 다이내믹의 전환을 통해서 다음 (a)-(b)-(c) 프레이즈로의

연결과 진행감을 주는 것이 좋겠다. 다시말해, 본래는 해당 음들에 디미누

엔도가 표기되어 있어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기에 용이한 다이내믹으로 작곡

되었으나, 연속되는 다음 프레이즈로의 진행을 위해서 크레셴도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필요에 따라 마디125의 3연음은 표시한 바와

같은 음가 확장을 통해 크레셴도를 동반하는 상행선율을 더욱 강조하는 방

법도 있을 수 있겠다.

￭ (a)-(b)-(c)의 프레이징과 뱡향성, 최고음의 길이

(a)-(b)-(c) 프레이즈는, 최고음으로 향하며 상행하고 반복되는 선

율에 따라 점차 가속시켜 연주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는 마디127의 아니만

도(animando)의 나타냄말에 주의를 기울인, 리타르단도를 배제한 해석이

다. ‘독백 1’ 패시지에서 D5를 향한 마지막 도약을 강조하기 위해 이전음인

F♭4에 ‘몰토 리타르단도(molto rit.)’를 추천했던 바, ‘독백 2’ 패시지에서

는 그와 상이한 뉘앙스의 표현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독백 2’에서는

도약이 있더라도 시간적 측면에서 느려지지 않고 도약음으로 곧장 향하고,

그 후 16분쉼표에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 방향감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효

과적이겠다. 이에 대한 손가락 번호는 1-2-3-4-1을 거듭 사용하다가 마지막

에는 1-2-2-3- 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겠다.404) 한편, 마디128의 최고음

길이는 다음 표시한 바와 같이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404) 위 패시지는 세 프레이즈의 통일된 운지법이 불가피하다. ‘독백 1’에서도 엄
지를 쓰는 방법이 있으나, 제시한 바와 같은 운지법을 지향하는 이유는 음악
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액션을 최대한으로 피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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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음 이후 특정 음색 구현을 위한 기법

마디128의 F4는 ‘독백 1’과 달리 헤어핀이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상

행하던 날카로운 음색과 상반되도록 둥글고 따뜻하게 음색으로 연주하는 것

을 권한다. 이에 느린 속도의 활 사용과 더불어 4번 운지를 권한다. 반면,

마디129에 이어지는 E4는 표시된 특정 비브라토의 사용을 통해 생기와 울림

이 있도록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마디129-131은, 따뜻한 느낌의 비브라토를 통해 테누토를 드러

내기를 권한다. 그 밖에도, 마디131의 C♯2를 페르마타로 간주하여 음가

를 확장시킴으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이어지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

다리기를 권한다. 독주첼로와 오케스트라의 매끄러운 연결을 위해 E2는

표시한 특정 비브라토를 사용한 레가토로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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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분음을 통한 솔로몬의 ‘우는 목소리’ 표현

1.4.1. 연주자 시각에서의 악보 분석

<악보 Ⅳ-25> 미분음 패시지- 연주자 시각의 악보 분석

<악보 Ⅳ-25>에는 마디284의 미분음 전후로 활 사용 위치에 대한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마디283부터는 ‘술

타스토(Sul tasto)’405)를 기재하여 활을 지판 쪽으로 옮기기를 지시하

였고, 마디284에서는 ‘모도 오르디나리오(modo ordinario)’406)를 기재

405) 현악기 연주시, 활을 지판 가까이 혹은 지판 위에서 연주하라는 지시. “Sul t
asto.” 2001. Grove Music Online.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
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
-9781561592630-e-0000041703. [2019년 9월 14일 접속]

406) mòdo: 방식 ordinàrio: 보통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태리어과, 『이태리어-한
국어사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mòdo.”, “ordinàrio.” ht
tps://dict.naver.com/itkodict/#/entry/itko/c98b27551bf9402f8ec0b707dea90
240 [2019년 9월 14일 접속]; https://dict.naver.com/itkodict/#/search?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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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시 보통의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을 지시하였다.407) 이러한 기재

사항들은 《셸로모》 안에서 최초로 나타난, 현에서의 활 사용 위치에

대한 지시사항이며, 이는 음색의 변화를 위해 활의 위치를 이동시키기를

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마디284에서 발견되는 ‘1/4 de ton’은 영어로는 ‘1/4 of tone’

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으로, ‘음의 1/4’, 즉 음고 조절을 통한 4분

음408) 연주를 지시한 것이다. 자필악보와 동일하게 스코어와 첼로 파트

보의 경우에도 해당 지시사항에 ‘+’가 추가적으로 붙어있으므로, 피아노

파트보인 <악보 Ⅳ-25>는 ‘+’가 미표기 된 출판오류로 추측된다.409)

위 패시지에는,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는 단 하나의 4분음이

포함되는 바, 연주에 있어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결과적으로 첼로 선율이 하행하는 16분음표 네 음 중 마지막 음을 전 음에

비해 1/4만큼 내려야하는지, 올려야하는지에 대한 기존 연주자들의 분분한

해석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ge=all&query=ordin%C3%A0rio [2019년 9월 14일 접속]
407) 첼로파트보에는 각각 sulla tastiera, modo ordinario로, 스코어 악보의 첼로

파트 경우 sulla tastiera, 괄호 안의 al solito로 기재되어 있다.
408) 정지영, 홍재성, 『동아 프라임불한사전』 (서울: 동아출판(주), 2015), “qua

rt de ton.” https://dict.naver.com/frkodict/#/search?query=4%EB%B6%84%E
C%9D%8C [2019년 9월 14일 접속]

409) 또 다른 오류는, 마디283의 템포 ‘조금 더 많이 느리게(poco più lento)’ 역
시 피아노파트보에서는 미기재 되었지만 마디285의 ‘본디 빠르기로’ 는 기재
되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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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음반을 통한 연주분석

냅은, “거의 한 세기에 가깝도록 첼리스트와 지휘자는 C♯5보다

높은 음을 잡는 데에 집중했다. 블로흐의 진짜 의도가, C♯5을 조금 더

높여서 D♭5에 가깝게 연주해야하는지, 아니면 C5에 가깝게 맞추는 것을

원했던 것인지. 질문을 던졌지만 악보는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

은 1949년 자라 넬소바의 연주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410)라고 서

술한 바 있다.

◆ Nelsova(Cello), Bloch(Conductor), London Philharmonic

Choir and Orchestra.

<악보 Ⅳ-26> 넬소바의 미분음 표현 연주분석411)

연주분석 결과, 블로흐와 자라 넬소바는 결과적으로 <악보 Ⅳ-26>

과 같이 네 개의 16분음표를 단계적으로 하행시켜 음고가 점차 낮아지도록

연주한 것이 확인되었다.412)

한편, 일반적인 순정률 방식의 연주에서는 D♭5보다 C♯5의 음고가

더 높게 맞춰진다. 그러나 작곡가가 ‘+’를 추가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넬

소바의 연주에서는 D♭5보다 오히려 낮아진 C의 로 연주하였기 때문에 악

보와 일치하지 않아 보인다. <악보 Ⅳ-26> 에 나타나듯 선율선이 점차 하행

410) Knapp and Solomon, “King Solomon and Baal Shem Tov” Ernest Bloch Studies,
185.

411) 음반을 청음하여 미분음 기호로 표기하였다.
412) 위의 책, 185.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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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C♯5를 C 5로 연주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자면, 넬소바는 C♯5의

+1/4를 결과적으로 C♮5의 +1/4로 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이와 반대되는 연주해석을 보인 대표적인 연주자는 야노스 슈타커

이다. 그의 에디션 악보를 통해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악보 Ⅳ-27> 야노스 슈타커 에디션의 악보

위 <악보 Ⅳ-27>의 4분음을 뜻하는 지시사항은 <악보 Ⅳ-26>과

동일하나 표시된 바와 같이 ‘-’라는 기호를 통하여 음의 연결을 권하는

차이점이 확인된다.413) 2003년 악보로 출판된414) 이러한 해석적 아이디

어는 그의 1968년 연주에서도 이미 적용되었다.

‘–’의 기호는 연주자의 관점에서 글리산도를 의미한다. 슈타커

가 글리산도를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넬소바의 연주와 같이 하행하는 선

율선의 미분음 표현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인 즉,

일반적으로 3에서 2로의 운지는 발생되는 음이 낮아지는 것이며, 손가락

의 두께와 3과 2로 운지된 좁은 지판상의 음정 간격을 감안하였을 때 글

리산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3번 운지를 통해 D♭5까지 연주된 상황에서는 글리산도를

통하여야만 상행할 수 있는 바, 글리산도를 통해 2번으로 C 5까지 상행

하는 것이 그가 의도한 것일 확률이 매우 높다.

413) ‘di tono’라 기재한 사실과 괄호를 생략한 것, ‘modo ordinario’가 생략된 점
역시 확인 가능.

414) Ernest Bloch ed. Janos Starker, “Schelomo Rhapsodie Hébraїque” (Florida:
Masters Music Publication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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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과 악보의 분석을 통해, 슈타커가 미분음을 C♯에 +가 더해

진 C 5에 해당하는 음고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다. 음고의 상·하행 여

부와는 별개로 글리산도를 가미하였을 때 우는 목소리가 더욱 확연히 표

현되는 경향이 보인다.415)

앞서 1.4.1.항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넬소바와 슈타커

간의 연주적 차이 외에도, 많은 기존 연주자들의 각기 다른 해석적 경향

이 나타난다. <표 Ⅳ-7>은, 미분음의 음고가 전 음에 비해 높아지는 경

우와 낮아지는 경우, 그리고 거의 동일한 음고로 연주하는 경우의 세 개

의 방식을 중심으로 연주자마다의 해석을 분류한 표이다.

415) 이에 대해 이어지는 1.4.3.항에서 상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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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연주자별 미분음 표현의 다양성416)

No.
음반

발매연도
첼리스트

C♮5기준

약3/4↑

( )

약2/4↑

(♯)

약1/4↑

( )

1 1949 Zara Nelsova ○

2 1964 Gregor Piatigorsky ○

3 1990 Emanuel Feuermann ○

4 1994 Maria Kliegel ○

5 1994 Yo-Yo Ma ○

6 1999 Pierre Fournier ○

7 2003 Janos Starker ○

8 2004 André Navarra ○

9 2009 Mischa Maisky ○

10 2013 Steven Isserlis ○

11 2017 M. Rostropovich ○

12 2018 Laurence lesser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 <표 Ⅳ-7>과 같이 구분된다. 먼저 넬

소바와 유사하게 C5 을 사용해 선율선을 하행시키는 연주자는 피아티고

르스키, 마이스키, 레써가 있었으며 정도의 차이는 달랐다.

416) 필자는 미분음 표현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앞서 선정한 8개의 음반들보다 더
많은 기존 연주자의 음반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연주분석에 추가한 음반은
Emanuel Feuermann(Vc.) Leon Barzin(Cond.) National Orchestral Associatio
n 420 776-2 PLC/ Gregor Piatigorsky(Vc.) Charles Munch(Cond.) Boston Sym
phony Orchestra RCA LSC 2109 RED SEAL(LP)/ Andre Navarra(Vc.) Karel Ance
rl(Cond.)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SUPRAPHON SU3687ー2011/ Pierre Fo
urnier(Vc.) Alfred Wallenstein(Cond.) Berliner Philhamoniker Deutsche Gr
ammophon 457 76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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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클리겔, 요요마, 슈타커, 나바라, 이설리스는 선율선을

올려 연주하였다. 여기에서도 나바라에 비해 이설리스와 요요마는 적게

올리는 등 정도의 차이는 발견되었다.

슈타커와 클리겔은 상행 음고를 매우 강조하였다. 앞서 살펴본

슈타커의 해석·기법적 측면으로 긴밀한 유사함을 보이는 클리겔의 연주

에서도 글리산도를 사용하여 상행하는 특징이 발견된다. 그녀는 음을 올

리기 시작하는 이동 시점을 모호하게 처리하여, 움직임을 다소 이르게

감행한 것으로 들리는데 이는 엄격한 리듬분할에서 벗어나 두 음을 거의

하나의 효과 장치로 간주하여 음악외적인 ‘우는 목소리’에 의미를 준 듯

보인다.417) 이러한 기존 연주자들의 상행하는 선율로만 대조하자면 넬소

바와는 반대되는 방향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살펴본 결과, 본항의 도입에서 인용한 냅의 의견 즉 “블로흐의

의도는 1949년 자라 넬소바의 연주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언급으

로 넬소바의 ‘우는 목소리’ 패시지 연주를 정답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블로흐의 지시에 모호함이 있었던 것과 ‘우는 목

소리’의 표현을 고려하자면 연주자 개개인마다의 다양한 해석은 충분히

중요시될 수 있겠다고 결론 내려진다.

417) 클리겔의 음반에는 녹음 시 참고한 악보가 셔머출판사의 것이라 명시되어 있
다. 한편, 슈타커 에디션의 출판(2003) 이후에 연주된 이설리스와 레써의 연
주를 관찰한 결과, 두 연주자 모두 슈타커의 에디션 악보를 사용한 것은 아니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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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연주분석을 토대로 한 필자의 해석 제시

위 패시지는 해석과 기법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다. 먼

저, +가 C♯5에 해당하고, 그것은 이명동음인 D♭5보다 높게 연주하기를

강조한 것이라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다. 다시 말해, 평균율에 따른 이명

동음으로 보지 않고 D♭5 보다 C♯5가 높은 순정률 방식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다른 부분에서는 배제했더라도 이를 꼭 지킬 것을 권유하는

‘순정률 방식의 연주’를 자신만의 표기를 통해 지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하행하는 선율에 흐름을 맞추기보다는 이명동음에 차이를 두고

글리산도에 준하는 표현적 면모를 증대시키고자 C♯5를, C 5로 의도한

해석을 제시하자면 다음 <악보 Ⅳ-28>과 같다.

<악보 Ⅳ-28> 마디283-284 ‘우는 목소리’ 패시지 연주법 제시418)

￭ 불안정성을 배제하고 왼손의 각도를 전환하는 운지법 제시

기법적으로는, <악보 Ⅳ-28>과 같이 3, 2, 3-3으로 운지하는 것

이 적합하겠다. 미분음 이전의 음에서 3번으로 운지된 왼손 손가락을,

미분음으로의 전환시 브릿지 방향으로 각도만 바꾸어 왼손 약지의 바깥

쪽이 닿도록 연주하기를 권한다. 이를 통해 미끄러지는 사운드로써 흐느

끼는 듯한 솔로몬의 울음을 표현한 4분음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418) 화살표는 스트로크의 방향을 의미하며, 기호에서 사용된 색상의 명도가 높아
짐에 따라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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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포지션과 검지 손끝마디관절의 모양

이 패시지의 왼손 모양은 최대한 견고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것

(Hand in der form einer beweglichen Brücke, 움직이는 다리 모양의

왼손 형태419))이 좋겠다.

3-3의 운지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1-1의 경우 연주자에 따라 검

지 기본 관절의 유연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불안정성으로, 다소 섬세

하지 못한 사운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의도치 않은 음색

과 조절되지 못한 음량이 생성될 위험이 따를 수 있다. 2-2의 경우에는

2번이 3회 연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하행하는 선율에서는 3-3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비브라토와 활의 압력 조절

마디284의 F5와 E5에 비브라토를 주어 강조한 후, 앞서 제시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하행하는 것이 좋겠으며 나아가 <악보 Ⅳ-28>에 표시

된 화살표의 명도 세기에 준하는 활의 압력을 통해 미분음 사용을 드러

내는 것이 유대 전통적인 색채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악보 Ⅳ-28>에 지시되어 있는 ‘술 타스토’와 ‘모도 오르드나리

오’, 즉 현에서의 활 위치 사용 역시 ‘음색 조절’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서 이를 통해 솔로몬이 실의에 잠겨 흐느끼는 모습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419) ‘움직인다’의 의미는 이 용어의 상황이 하이 포지션(High Position) 뿐 아니
라 오픈 포지션(Low Position)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견고함, 유연함, 압
력, 엄지의 관절까지 모두 고려한 용어로 해석된다. Kliegel, Mit Technik un
d Fantasie zum künstlerischen Ausdruck, DV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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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대 전통적 맥락의 표현 패시지

2.1. 쇼파르 사운드의 표현

본항에서는, 이른바 쇼파르 사운드가 표현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세 개의 패시지를 살펴보겠다.

2.1.1. 연주자 시각에서의 악보 분석

<악보 Ⅳ-29> 쇼파르 사운드(트럼펫)- 연주자 시각의 악보 분석

<악보 Ⅳ-29>에는 네 개의 빠르기말이 기재되어 있다. 마디117

의 ‘본디 빠르기’를 뜻하는 첫 번째 빠르기말은, 음악의 흐름 상 위 패

시지로의 도입 이전에 마디109에서 제시되었던 ‘보통 빠르기(Moderato,

♩=96)’의 템포를 뜻한다. 이러한 템포로 시작되는 위 패시지는 다음 빠

르기말인 마디119의 ‘점차 느리게(allargando)’와 마디120의 ‘몰토 리타

르단도(rit. molto)’를 거치면서 극도로 느려지다가 마디121의 오케스트

라 카덴차(Quasi una Cadenza(ma in tempo))로 도달한다.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바, 마디120은 쇼파르의 기법 중 하나인

‘테루아’를 표현한 듯한 9∼10개의 짧은 동음 반복이 특징이다. 이러한

동음 반복이 끝난 직후 오케스트라 카덴차(마디121-124)에서는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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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되는 짧은 음가의 음들이 두드러진다. 이는 앞서 Ⅲ장에서 언급

한 바 쇼파르 연주자 로버트 웨인거가 “테루아 기법을 들어보면, 마치

그 소리로 인해 원수가 도망가는 듯 느껴진다”420)고 언급했듯, 블로흐

역시 유사한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악보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420) 웨인거 인터뷰, https://youtu.be/zLq36q6wVK0 [2019년 2월 27일 접속]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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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30> 원수가 도망가는 듯 표현된 짧은 음가의 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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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29>의 ‘테루아’ 이후에는 위 <악보 Ⅳ-30>과 같이 뒤

이어 등장하는 네 마디의 오케스트라 카덴차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 연

주되는 모든 파트421)들은 짧은 음가로 빠르게 움직이는 16분음표와 32분

음표들이다.

다음 제시될 <악보 Ⅳ-31>은 6연음, 5연음을 거쳐 이음줄을 포

함하는 6연음으로 표현된 다양한 리듬으로의 짧은 동음 반복이며, 바순

과 오보에 파트로 연주된다. 이는 ‘테루아’ 기법의 특성이 반영된 표현

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악보 Ⅳ-31> 쇼파르 사운드(바순, 오보에)- 연주자 시각의 악보 분석

<악보 Ⅳ-3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바순파트가 마디136-138에서

‘테루아’의 짧은 음 개수를 점차 줄여나가며 진행감을 주었고, 이를 이

어받은 오보에는 다양하게 변화된 리듬으로 연주하게 된다.

위 패시지의 연주를 위해 제언하자면, 마디140의 오보에 파트에

벤 리트마토(ben ritmato) 즉, 운율에 맞게 연주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바,

421) 콘트라바순,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더블베이스를 제외한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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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템포설정 그리고 호흡법에 의한 프레이징이 이전의 프레이즈와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겠다. 나아가 엄격한 템포와 박절감에

서 벗어난 자유로운 연주를 통해, 청자로 하여금 박절감을 느끼지 못하

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랩소디적 특성을 반영한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한편, <악보 Ⅳ-31>의 마디140-143에 제시된 선율선은, 이어지

는 마디164의 독주첼로 파트에서 공유된다. 이는 독주첼로이자 현악기로

표현된 쇼파르 사운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악보 Ⅳ-32> 쇼파르 사운드(독주첼로)- 연주자 시각의 악보 분석

이전 패시지에서 4/4박자(보통의 박자, Common time)의 한마디

내에 제시되었던 리듬적 경향이 위 <악보 Ⅳ-32> 독주첼로 패시지에서는

9/4와 3/4의 두 마디에 걸쳐 작곡된 것과 10개의 짧은 동음 반복에서 9

개로 변화한 것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악보 Ⅳ-31> 패시지의

마디140의 둘째, 셋째 박 리듬과 마디142의 5연음이 결합된 모습이며,

연주를 청취하여 비교하였을 때에는 두 패시지 간의 유사성이 강하게 드

러난다.

위 패시지는 독주 첼로, 즉 현악기로서 표현되는 관악기 쇼파르의

표현이기 때문에 작곡가가 관악기의 특성을 염두한 지시를 기재하였음이

발견된다. <악보 Ⅳ-32> 마디164의 활 기법 마르카토(marcato)422)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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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들 사이에 명확한 간격을 만들며 연주할 것을 지시한 것이 그것이다.

또, 템포 그리고 각 음가의 조절을 통한 음형의 생성과 그에 따른 프레

이징에서 연주자들의 해석적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여기에서는, 쇼파르라는 관악기의 음색을 현악기인 첼로로 어떻게 구현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다.

422) 음 하나 하나를 명확하게 새겨서 리듬을 강조하라고 지시하는 용어. 『파퓰러
음악용어사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파주: 삼호뮤직, 2002), “마르카토.” ht
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15961&cid=50334&categoryId=50334
[2019년 12월 13일 접속] 필자는 마르카토가 마디164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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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음반을 통한 연주분석

이 패시지는 쇼파르 사운드의 표현에 초점이 맞춰지는 바, 독주

첼로 파트의 마디164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Nelsova(Cello), Bloch(Conductor), London Philharmonic

Choir and Orchestra.

<악보 Ⅳ-33> 마디164 넬소바와 블로흐의 연주

￭ 템포설정

넬소바는 위 <악보 Ⅳ-33>에 표시한 바와 같이 마디164에서 약

♩=92의 템포를 설정하였고, 이어지는 마디165는 약 ♩=116으로 연주하

였다.

￭ 5연음의 분할과 스피카토 기법

그녀는 먼저 마디164의 첫 박, 즉 부점으로 이루어진 3연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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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지막 음은, 비브라토를 가미하여 이어지는 5연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또, 그녀는 박절에 따른 프레이징으로 5연음은 박 안에서 균등

분할 하였다. 5연음을 ‘스피카토(spiccato)’423)를 사용하여 관악기적 특

성을 살린 효과를 가볍게 나타내었다. 몇 군데에서 두터운 텍스쳐를 만

들어 낸 것 외에는 패시지 전반적으로 음색의 변화는 크지 않다.

￭ 5연음의 현 선정

마디164에서는 A현과 D현을 동시에 사용한 것처럼 들리며, 마찬

가지로 마디166의 D3의 연주에서도 D현과 G현을 함께 연주한 듯 들린다.

이 연주의 운지법이 1962년 번스타인과의 연주 영상의 그것과 동일하다

고 간주한다면 <악보 Ⅳ-33>의 표시한 운지법이 된다. 위 패시지의 연주

분석에 사용된 블로흐와의 연주 음반은 1949년 연주된 것이므로 번스타

인과의 연주 영상보다 13년 이른 시점의 연주이지만, 연주분석 결과 해

당 패시지 연주의 운지법은 서로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러

한 방식의 연주는 짧은 동음들에 높은 음량을 줄 뿐 아니라 텍스쳐를 보

다 두텁게 만들어 입체감을 두드러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423) 현악기를 연주할 때, 손목을 움직여 활을 튀게 함으로써 음을 가늘고 짧게 끊
는 주법.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
ew?sense_no=206235 “스피카토.” [2019년 9월 1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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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Yo Ma(Cello), Zinman(Conductor), Baltimore Symphony

Orchestra.

<악보 Ⅳ-34> 마디164 요요마와 진먼의 연주

￭ 5연음의 분할과 활 사용

요요마는 5연음을 균등분할 하여 최대한 고르게 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표기되어 있는 리듬을 최대한 악보와 같게 연주하는 정석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겠다. 그는 현에 활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그

었다 떼는 방식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스타카티시모로 연주하여 ‘테루아’

를 표현하였다. 스타카티시모는 스피카토 기법으로 연주하였는데, 이를 통

해 음들 사이사이에 공기를 넣은 듯한 관악기의 효과를 주어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쇼파르 사운드를 구현하였다. 마디166의 5연음에서는 비교적 무거운

느낌의 스타카토로 활 기법을 조절, 음색을 변화시킨 점이 눈에 띈다.

￭ 템포설정과 현 선정

<악보 Ⅳ-34>에 표시한 바와 같이 그는 템포를 ♩=102로 유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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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징은 박절마다 구분하였다. 마디163-164에서는 D현을, 마디166의 두

번째 박 부터는 G현을 사용하였듯, 한 프레이즈 안에서는 현을 바꾸지 않아

동일한 음색을 유지하였다.

◆ Isserlis(cello), Wolff(Conductor), Deutsches Symphonie-

Orchester Berlin.

<악보 Ⅳ-35> 마디164 이설리스와 울프의 연주

￭ 템포설정

이설리스는, 마디164를 약 ♩=142, 마디165는 약 ♩=134로 연주

함으로 타 연주자들에 비해 비교적 빠른 템포의 해석을 제시한다.

￭ 5연음의 분할과 현 선정, 음색적 견해

그는 마디164의 5연음을 균등분할 하였고, 이를 데타셰(détaché)424)

424) 데타셰란, ‘분리됨’을 의미하는 용어로 연결되지 않은 모든 음표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부드러운 활 변경으로 각 음표 사이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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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으로 연주하였다. 활에 강한 압력을 주고, 5연음의 각 음들 간에 틈

이 없도록 연주한 것이 특징이다. 음색적으로는, 마디164의 첫 박에서 D

현과 A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큰 음량과 두터운 텍스쳐를 의도하였고, 둘

째 박에서는 A현만을 사용하여 이전 박의 음색과 음량에 차별점을 두었

다. 그러나 이 연주에서 느껴지는 거친 음색과 활의 사용으로 미루어 보

았을 때는 관악기의 특성을 구현하려 한 해석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 Rostropovich(Cello), Bernstein(Conductor),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악보 Ⅳ-36> 마디164 템포와 음가의 조절을 중심으로 한 로스트로

포비치와 번스타인의 연주

하는 것을 의미한다. Bachmann, Werner, Robert E. Seletsky, David D. Boyde
n, Jaak Liivoja-Lorius, Peter Walls, and Peter Cooke. “Bow.” Grove Music
Online. 2001.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
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
00003753. [2019년 9월 1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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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포설정

로스트로포비치는 마디164를 약 ♩=76으로, 마디165부터는 약

♩=116으로 그 템포를 설정하였다. <악보 Ⅳ-36>에 표시한 바, 로스트

로포비치는 템포와 5연음의 리듬 표현에서 독창적인 연주를 보여준다.

￭ 이어지는 박자를 고려한 5연음의 표현

그는 부점이 동반된 3연음을 연주한 후에 다음 박에 해당하는 5

연음을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이루어진 3연음으로 바꾸어 연주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연음부(連音符)를 드러내기 보다는 다음 음으로의 도약을

염두에 두어 고심한 흔적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방식은 이어지는 4/4박

자(Common time)에 등장하는 8분음표와 동일한 단위 박을 만들려는 의

도로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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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연주분석을 토대로 한 필자의 해석 제시

먼저, 본 작품에 나타나는 최초의 쇼파르 사운드인 마디116-121

패시지의 해석을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악보 Ⅳ-37> 쇼파르 패시지(트럼펫)의 연주 해석

먼저, 쇼파르는 양의 뿔로 만들기 때문에 그 특유의 음색을 지

닌다. 금관악기인 트럼펫에서 이러한 음색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약음기

를 사용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나아가, <악보 Ⅳ-37>과 같이 모든 트럼펫 파트는 ‘더블 텅잉

(Double Tonguing)’과 ‘트리플 텅잉(Triple Tonguing)’으로 연주하여

반복음을 명확한 텅잉으로 표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중 적어도

트럼펫Ⅲ 파트는 마디118에서 약음기를 사용하여 음을 뮤트시킨 후 쇼파

르 사운드를 표현한다면, 세 트럼펫 연주자가 서양의 트럼펫 소리와 쇼

파르의 음색을 동시에 내는 복합적인 효과를 내는 연주법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425) 이어지는 독주첼로의 쇼파르 사운드 해석은 다음 <악보 Ⅳ

425) 트럼펫의 약음기 사용을 추천하는 바이지만, 첼로의 경우에는 약음기를 끼면
음량이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표현적으로도 맞지 않을뿐더러, 음색을 조절할
필요 또한 없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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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과 같다.

<악보 Ⅳ-38> 쇼파르 패시지(독주첼로)의 연주 해석

￭ 템포설정과 아고긱

템포는 약 ♩=80 정도로 시작하여, 악보에 기재된 바 마디165에

서 조금 아첼레란도 하였다가 마디166에서 다시 약 ♩=80로 돌아오는 것

이 적당하겠다.

￭ 5연음의 분할

프레이징은 박절에 따라 나누며, 표시한 바와 같이 2:3의 분할

로 연주하여 안정감을 일부 지키며 도약을 향한 방향성을 주는 것을 권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악보 Ⅳ-37>의 쇼파르 사운드 표현에 필자가

제시한 텅잉 방식과 뉘앙스를 같게 하고자 함도 있다. 2:3 분할을 통해

리듬 간격을 서서히 좁히고, 마디166의 5연음에서는 모든 음을 균등하게

연주하는 것이 적당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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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개의 동음이 세 개의 박 안에서 분할되어 리듬을 형성하는

듯 작곡되었기 때문에, 연주시 박절감은 사실상 배제될 수 있겠으나 이

를 효과음과 같은 표현 장치로 간주하여 다소 기계적이지 않도록 주의하

는 것이 좋겠다.

￭ 기법 특성과 관악기의 음색 재현을 위한 현 선정과 운지

위 패시지는 관악기의 특성을 현악기인 첼로를 통해 살려주어

쇼파르에 가까운 음색과 기법적 특성을 재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된

다. A3은 본래 첼로 연주에서 A현과 D현에서 연주 가능하며, D3또한 D현

과 G현에서 연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주자는 어떤 현을 사용할지

선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마디163의 마지막 박에서 164의 첫째 박 까지는 A현과 D현

을 동시에 사용하고, 5연음은 A현에서 연주하여 쇼파르의 테루아 기법이

갖는 동일한 음가가 반복되는 특징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낼 것을 권한다.

<악보 Ⅳ-38> 마디163-164의 운지법은 동음이 반복되는 중에 각

박절에 따라 1번 혹은 2번, 4번으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동음의 반복 사이에 왼손 운지를 변경하는 방식은 앞서 언급한

넬소바의 연주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음의 반복 사이에

손가락번호를 바꾸는 방법은 비브라토의 다양한 표현에 있어 용이한 반

면, 연결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또, 동음의 연주에서 변화되는 운지

로 인해 비브라토의 표현 역시 변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관악기의 특

성과 거리가 멀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악보 Ⅳ-38>에

표시한 바와 같이 4번 손가락과 개방현을 사용함으로써 가급적 단순화한

왼손 운지를 추천한다. 이는 비브라토 보다는 마디165의 첫째 음이 A현

의 2번으로 연주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고려한 방식이다.

또, 마디166의 두번째 박 5연음은 사운드의 명확함 보다는 관악

기의 음색 표현에 초점을 맞춘, 2번 손가락이 운지된 G현에서의 연주를

들려주는 것을 추천한다.



- 240 -

￭ 음색과 기법 특성의 재현을 위한 현 선정과 운지

관악기로 동음을 연주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주고자 반복되는

동음들 사이에 틈을 주어 스트로크 사이사이에 공기를 품은 마르카토로

연주한다면 보다 명확한 쇼파르 사운드가 표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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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하보-라보’ 음계의 특성과 인토네이션의 조절

2.2.1. 연주자 시각에서의 악보 분석

<표 Ⅳ-8> 음정과 음형의 표기

<악보 Ⅳ-39> 잦은 증2도, 증4도의 예426)

앞서 Ⅲ장에서 논의한 바, 《셸로모》에서는 일반적인 서양음악

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증2도나 증4도427)가 잦은 빈도로 등장한다.

<악보 Ⅳ-39>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표시한 바와 같이, 상행선율에서 증4도(마디66)가 나타날 뿐 아

니라, 상․하행선율에서 증2도, 점8분음표 뒤에 3연음의 음군이 더해져

426) <악보 Ⅳ-39>은 주요들 음 간의 음정간격이 증2도인 경우 역시도 포함한다.
427) 증2도와 증4도 외에도 단2도와 감4도 역시 잦은 빈도로 나타난다.

표기 관점 설명

음형 음군(音群)

음정 증 2도

음정 증 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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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63-64, 마디67-68) 꾸밈음과 같은 음형을 만들 때에도 그것의 주

요 음인 B4-A♭4간의 음정간격에 증2도가 나타난다.

이처럼 다양한 비서양적 선율 진행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는 충분한 효과를 주고 있다. 이는 앞서 Ⅲ장에서 분석해본 바 유대 전

통의 음악적 요소인 이른바 ‘아하보-라보 음계’에 근거한 것이라는 해석

이 가능하다.

기존연주자의 음반을 연주분석하기에 앞서, 위 패시지에서는 크

게 세 가지의 관점을 염두하려 함을 밝힌다. 증음정의 표현, 음군의 강

조 정도, 활의 사용과 왼손 테크닉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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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음반을 통한 연주분석

◆ Maisky(Cello), Bernstein(Conductor),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악보 Ⅳ-40> 마디61-69 마이스키와 번스타인의 연주

마이스키는, 음가 조절과 활의 사용을 통해 증음정을 강조하였다.

마디64의 경우, 표시한 바와 같이 증 2도의 음정을 포함하는 3연음 음군에

테누토를 더해줌으로 음가를 확장 시킨 후,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된

아고긱을 통해 표시한 바와 같이 방향성을 전환, 시간적 흐름에 변화를

주었다. 또, 마디65와 68에서는 표시한 활 스트로크의 사용으로 음을 더욱

강조하는 방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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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erlis(cello), Wolff(Conductor), Deutsches Symphonie-

Orchester Berlin.

<악보 Ⅳ-41> 마디61-69 이설리스와 울프의 연주

이설리스는, 비교적 기계적인 박 안에서 위 패시지의 요소들을

표현하였다. 이 패시지의 증음정 연주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글리산도를 피한 운지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 이로써 음정의 진행

과정을 드러낸 강조 대신 아티큘레이션의 명확함을 통해 한 음 한 음이

깨끗하게 표현되는 결과를 낳았다.

앞서 선정한 음반 중 증음정(증2도, 증4도 등)을 특별히 강조한

듯 보이는 연주자는 드물었으나 필자는 위 패시지 외에도 유대 전통적

색채를 결정짓는 표현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음정의 연주적 해석

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연주방법을 이어지는 항

2.2.3.과 2.2.4.에서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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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연주분석을 토대로 한 필자의 해석 제시

<악보 Ⅳ-42> 증2도, 증4도의 연주법 제시

위 <악보 Ⅳ-42> 마디63-64, 67-68에 나타나는 표시한 바와 같

은 음군들의 표현은 음향적 효과를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의 느낌을 주기

를 권한다. 이에 따라 왼손 손끝마디관절을 눕힘으로써 보다 불명확하고

모호한 아티큘레이션으로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 증2도 연주

증2도가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 음들 간에 글리산도를 주어 주의

깊게 연주하기를 권한다. 이를 통해 특별한 효과장치를 만들 수 있게 하

고, 색채를 부여하는 효과를 얻으며, ‘증2도’라는 음과 음의 이동 거리

를 드러냄으로 타 음 진행과 구분시켜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모든 증2도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예로, 마디68의 세 번째 박자에 등장하는 증2도의 경

우는 위 표시한 바와 같은 활의 스트로크 변화를 통해 폭넓은 음량으로

강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이는 왼손 운지 상황을 고려하여 음악

의 운율에 따라 간주할 수 있는 예외라 말할 수 있겠다. 종합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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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63-65와 마디67-69의 선율선이 유사한 모습으로 반복됨에 따라, 해

당 증2도 음정들을 상황에 맞게 과장시킨 것이다.

￭ 증4도 연주

위 패시지 마디66에는 증4도의 음정도 함께 나타난다. 이 역시

비서양적인 선율의 진행이라 볼 수 있으므로, 표시한 바와 같이 활을 밀

착시켜 명확한 소리를 냄으로써 각각의 음들을 강조하는 것이 이국적 색

채를 부여하는데 적합하겠다.

￭ 유대적 색채 강화

나아가 이러한 증음정으로 표현되는 유대적 색채를 더욱 강조하

기 위해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Pablo Casals, 1876-1973)가 사용하고

가르친 ‘표현적 인토네이션’428)기법을 부분적으로 응용하여 적용하는 방

법이 있겠다.

앞서 특정 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분석해 본 ‘음반’들에는 특별

히 인토네이션을 조절하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유대계 첼리스트인 레써의 한 연주 ‘영상’429)에서 이러한 ‘표현

적 인토네이션’ 기법을 적용시킨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그 역시 특정

음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적

용지점의 측면에서 그 명확한 기준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인

패시지는 다음 <악보 Ⅳ-43>∼<악보 Ⅳ-44>와 같다.

428) 본래 카잘스의 표현적 인토네이션(Expressive Intonation) 기법은, 바흐(J.S.
Bach)와 같은 일반적인 서양음악에서 자주 적용되었으며 유대와 유대적 색채
의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David Blum, Casals and the
Art of Interpretation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 of Californi
a Press, 2015), 118; O’malley, “Cellist Pablo Casals on expressive inton
ation”; Pablo Casals Master Class Series Volume 5 Digital Version PC5DD
를 참고함.

429) “Bloch: Schelomo 2018— Laurence Lesser and NEC Philharmonia with Hugh
Wolff” https://youtu.be/wDaAJCqnbi0 [2018년 11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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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er(Cello), Wolff(Conductor), NEC Philharmonia.

<악보 Ⅳ-43> 마디6에 나타난 레써의 인토네이션430)

<악보 Ⅳ-43>은, 레써의 조절된 인토네이션을 연주분석한 악보

이다. 그가 본 작품을 연주할 시 인토네이션을 의도적으로 조절한 것으

로 보이는 몇 가지의 패시지 중에서는 위 <악보 Ⅳ-43>에 제시한 비유대

여성의 춤 패시지가 특별히 두드러진다.

430) <악보 Ⅳ-43>과 <악보 Ⅳ-44>는, 해당 영상을 청음하여 인토네이션을 조절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들을 미분음 기호로 표기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는 연주자
가 의도한 것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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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44> 마디17에서 나타난 레써의 인토네이션

그 밖에도, <악보 Ⅳ-44>와 같이 ‘독백 1’ 패시지에서 인토네이

션을 조절하기도 하였다. 마디17의 D4의 음고를 일반적인 음고보다 낮게

연주하여 이전 음(B3)과의 단3도 음정간격을 보다 좁혀주었고, 이를 통

해 더욱 어두운 느낌의 음색을 구현하였다.

다음 항에서는 이러한 기법적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앞서 살펴

본 아하보-라보 음계의 특성에 근거한 인토네이션 기법을 좀 더 체계적

으로 연구하고 응용하여 필자의 해석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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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인토네이션(음고) 조절 기법과 적용법 제시

본항에서는, 카잘스의 ‘표현적 인토네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셸로모》에 그것을 적용해보기로 한다. 앞서 Ⅲ장

의 3.3.항과 Ⅳ장의 이전 항들에서 살펴본 본 작품의 유대 전통 음악적이고

도 비서구적인 색채는 인토네이션(Intonation)의 조절을 통해 끌어낼 수 있

겠다.

인토네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소리의 높낮이, 강약, 빠

르고 느린것의 정도, 즉 음조(音調)’431)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말을 할

때의 소리 고저의 변화’, 좁은 의미로는 ‘말 전체의 음조에서 악센트에 의

해 필연적으로 생기는 음조현상을 빼버린 나머지 것’432)을 뜻하나 음악에서

의 인토네이션은 곧 ‘음고(Pitch)433)’를 의미한다.

독일의 첼리스트이자 음악가인 게르하르트 만텔(Gerhard

Mantel, 1930-2012)은 연주 시 인토네이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434)라

고 언급하였다. 그는 특히 “카잘스가 인토네이션 문제에 대해 극도로 까

다로웠다”고 언급하면서, 카잘스는 “멜로디, 하모니, 템포 및 표현에 따

라 아주 다양한 인토네이션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이 인토네이션을 신경 쓰지 않고 우연에 맡겼을 때에 화를 냈다”고

서술하였다.435) 특히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는 카잘스가 ‘표현적 인토

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436)고 밝혔다.

431)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
no=19956 “음조(音調).” [2019년 9월 14일 접속]

432) 『두산백과』 인터넷 자료 “인토네이션.” http://www.doopedia.co.kr/doopedi
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0612 [2019년 9월 13일
접속]

433) Leedy, Douglas, and Bruce Haynes. “Intonation (ii).” Grove Music Online.
2001.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
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5376
2. [2019년 9월 14일 접속]

434) Tim Janof, “Conversation with Gerhard Mantel,” www.cello.org/newsletter/
articles/mantel.htm [2019년 9월 13일 접속]

435) 위의 글.
436)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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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적 인토네이션’437)이란, 멜로디 또는 화성 안에서 그 음악

적 앞뒤 흐름(맥락)에 따라 특정 음고를 가지는 음을 뜻하며438), 이러한

맥락 안에 존재하는 음들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439)이다.

이러한 ‘표현적 인토네이션’은 현악기로 가장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법440)이라 볼 수 있겠다. 방법은, 현악기 지판 위에 눌러지는

왼손 운지 위치를 미세하게 조절함으로써 피치의 높낮이를 추가적으로

조절하고 이를 통해 특정 범위의 진동수에서 비롯된 12분할의 평균율 체

계와 차이를 두는 것이다.441)

본항에서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인토네이션’을 구성하는 여

러 요소 중에 카잘스의 ‘표현적 인토네이션’ 기법의 중점이 되는 ‘음고

의 조절’을 토대로한 연주 방식을 제시하겠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현악

기 연주자에 의해 널리 통용되고 있는 순정률 방식의 연주법442)과는 그

방법과 목적에 명백한 차이가 있겠다. 순정률 방식의 연주는 보다 좋은

‘울림’을 위한 것이겠으나, 음고를 조절하는 방식은 ‘표현’이 목적인 셈

이다. 카잘스는 연주자의 총 표현력의 50%가 인토네이션에 있다고 믿고,

표현력을 과장해야만 청중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여겼다.443)

437) ‘표현적 인토네이션’에 대한 연구는 독일의 만텔 뿐 아니라 미국의 데이비드
블럼(David Blum, 1935-98)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블럼은 뉴욕의 에스테르
하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알려져 있다.

438) Gerhard Mantel, Cello üben: Eine Methodik des Übens nicht nur für
Streicher (Mainz: Schott, 2013), 31.

439) Blum, Casals and the Art of Interpretation, 118.
440) 관악기 역시 슬라이딩을 하기도 하고 미분음 연주가 가능하다.
441) O’malley, “Cellist Pablo Casals on expressive intonation”
442) 간단한 정수비로 조율한 것. 정경훈, 수학산책(2012) 인터넷 자료 https://te

rms.naver.com/entry.nhn?docId=3573915&cid=58944&categoryId=58970 [2019년
9월 14일 접속]; 즉 맥놀이를 없애 울림이 좋게 연주하는 것. 현악기에서는
일정한 간격의 손가락 운지로 왼손을 운지했을시(평균율에 따른 위치) 맥놀이
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부터 연주자들로 하여금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이 마
땅하다는 생각이 있다.

443) 또, 카잘스는 ‘표현적 인토네이션’을 현악 연주자가 공부를 시작하는 초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여겼다. 카잘스는 끊임없이 피아노에 맞게 트레이닝
된 학생들을 재교육하는 데에 문제를 겪고 있다. 카잘스는 “공부를 시작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무지의 영향들은 한 연주자의 커리어 전체에 영향을 미친
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Blum, Casals and the Art of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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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는 다음과 같다. 카잘스의 제자 파멜라 오말리(Pamela

O’malley, 1923-2006)가 한 현악전문지에 서술한 카잘스의 이론에는 먼

저 ‘끄는 음 (note of attraction)’과 ‘끌려가는 음’이 존재한다.444)

선율의 흐름 안에서 이러한 ‘끄는 음’과 ‘끌려가는 음’이 공존할 때, 끌

려가는 음의 음고를 조절함으로, 결과적으로 그 조절된 음과 ‘끄는 음’

사이의 음정간격(melodic interval)이 변화되는 것이다.445) 본고에서는

편의를 위해 다음 제시하는 <표 Ⅳ-9>와 같이 카잘스의 용어 ‘끄는 음’

을 ‘고정음’446)으로, ‘끌려가는 음’ 대신 ‘조절음’으로 칭하여 서술하

고자 한다.

<표 Ⅳ-9> 카잘스와 필자간의 용어의 차이

음고 조절의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화성 또는 선율

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카잘스는, 장음계에서 1, 4, 5음

을447) 고정음으로 간주, “2, 3음은 4음을 향해, 6, 7음은 8(1)음을 향

해 음고가 조절448)되는 원리를 적용시켰다. 한 저술가는 이를 ‘중력적

끌림(gravitational attraction)’음을 향해 음고가 조절되는 것이라고

도 설명한 바 있다.449)

123; O’malley, “Cellist Pablo Casals on expressive intonation”
444) 오말리의 용어. 블럼의 경우 “표현적 끌림을 잃어버린 ‘분리된 비개인적인

(impersonal) 음’”이라 칭하였다.
445) O’malley, “Cellist Pablo Casals on expressive intonation”
446) 음고가 ‘고정된(immovable)’ 음을 뜻한다.
447) O’malley, “Cellist Pablo Casals on expressive intonation”
448) Blum, Casals and the Art of Interpretation, 119.

연주자 음고(Pitch)를 조절하지 않는 음 음고를 조절하는 음

카잘스 끄는 음 (Note of attraction) 끌려가는 음

필자 고정음 조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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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45> 두 개의 테트라코드 분석

그에 따르면, “중력적 끌림 현상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위 <악

보 Ⅳ-45>과 같이 두 개의 테트라코드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 먼저

“각각의 테트라코드에 들어있는 ‘음이 다른 반음(원문: Diatonic

Semitone)’은 자연적으로 상행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450)이다.

표시한 바와 같이 ③음은 ④음에 가깝게 끌어올려지고, ⑦음이

⑧음의 가까이로 끌어올려지며, 나아가서는 ⑦음의 음고를 더욱 높일 경

우 토닉(⑧음)으로 해결되는 느낌이 증폭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③음

과 ⑦음이 기존의 음고보다 높게 위치하게 되면, 중앙에 있는 ②, ⑥음

도 영향을 받게 되어 반드시 조화로운 간격으로 악보 상 양 옆의 음들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451)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옥

타브 범위 내에서 장7도(①-⑦)는 넓어지고, 단2도(⑦-⑧)는 좁아지게

된다.452)

표현적 인토네이션의 적용 지점은 주로 음에서 음으로의 이동

즉 선율안에서의 수평적 진행 그리고 동시에 울렸을 때의 수직적(화성

적) 울림에서 이루어진다.453) 전자는 선율 흐름의 방향에 따라 조절된다

449) 위의 책, 118.
450) 위의 책, 118-119.
451) 위의 책, 118-119.
452) O’malley, “Cellist Pablo Casals on expressive intonation”
453) Mantel, Cello üben: Eine Methodik des Übens nicht nur für Streicher,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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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고, 후자는 화성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새로운 화음 안에서의 고

정음들과 화성을 고려하여454) 조절, 구성음의 간격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겠다.455) 또, 속도에 따라서도 음고를 조절할 수 있어 속도가 높아

짐에 따라 음들의 간격은 더욱 더 좁아지게 된다.456)

이 접근의 본질은 단2도를 더 좁게, 증2도는 더 넓게 연주하여

음정간의 간격을 과장시키는 것이다.457) ‘과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청중

에게 전달함’은 물론, 음들간의 방향감이 주어져 작품 내의 증음정들에

보다 명확한 유대 전통적 색채를 부여하는 테크닉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적 인토네이션이 《셸로모》에서는

어떻게 응용, 적용될 수 있을까?

본 작품의 대체적인 조성은 G단조이다. 카잘스는 장음계에서 1,

4, 5음을 고정음으로 삼았으나 필자는 음악적 상황에 따라 조성을 고려

하여, 조성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으뜸화음의 단3화음 구성음인 1, 3,

5음을 고정음으로 선정하였다.458) 이는 화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고정

음의 선정 방법이 된다.

454) O’malley, “Cellist Pablo Casals on expressive intonation”
455) 음계에서 1, 4, 5음(고정음)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56) O’malley, “Cellist Pablo Casals on expressive intonation”
457) 위의 글.
458) 이는 카잘스 이론과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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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46> G단조 음계로의 적용

<악보 Ⅳ-46>은, G단조에서의 고정음과 그에 따른 조절음들의

조절 결과를 보여준다. 설명하자면, 2 는 3으로 끌려가고, 4 는 5 로 끌

려간다. 5 와 8간의 음정은 3등분 되어 조화롭게 위치한다.

이로 인해 미분음이 발생하게 되었고, ①-②, ③-④, 그리고

⑥-⑦이 증 2도와 유사해졌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양상은 이전 항들에서

살펴본 유대 전통의 음계 중 아하보-라보 특성과 유사한 음정관계를 연

상케 하기에, <악보 Ⅳ-46>의 방식이 적용된다면 보편적인 서양의 음계

와는 차이가 있는 유대 전통의 색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로흐가 《셸로모》에서 유대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작곡한

패시지들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시킨다면 다음 <악보 Ⅳ-47>∼<악보 Ⅳ

-51>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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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47> 마디1-6 하행하는 선율을 통한 ‘탄식’ 프레이즈

《셸로모》에서 표현적 인토네이션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첫 번

째 패시지는 위 <악보 Ⅳ-47>과 같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위 패시지

의 조성인 사 가락단음계(g melodic minor)에서 으뜸화음의 단3화음을

구성하는 음들을 고정음으로 보아 조절한 것이다.

연주를 위한 방법은, 대표적인 예로 위 패시지의 최초의 두 음

(마디 1-2)에서 A4를 B♭4에 가깝게 조절하기 위하여 다음 제시하는

<그림 Ⅳ-2>와 같이 첼로 지판의 길이 상 본래 운지 지점보다 약 1/3

만큼 높게 운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게 들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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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지판(Fingerboard)상 조절된 운지의 예

첼로의 지판에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포지션을 사용할 수록 음들

간의 운지 간격이 좁아진다. 이러한 원리 안에서 <그림 Ⅳ-2>를 살펴보

는 것이 좋겠다. 왼쪽의 그림은 앞서 언급한 <악보 Ⅳ-47> 패시지 도입

의 최초 두 음을 나타낸 것이며, A4와 B♭4의 지판 상 길이가 약 2.1cm

일 경우, 인토네이션의 조절을 위해 본래의 A4의 운지 지점에서 약 7mm.

만큼 약 1/3 정도를 브릿지를 향해가는 방향으로 이동시켜459) 연주할 것

을 권장하는 것이다.460)

<그림 Ⅳ-2>의 오른쪽 그림은, <악보 Ⅳ-47> 마디2의 셋째 박에

등장하는 D4-E4의 진행이 지판 상에서 약 5.5cm의 길이일 경우, 인토네

이션의 조절을 통해 그림과 같이 약 1.2cm만큼 이동시켜주어 본래의 E4

459) 높게 혹은 올려서.
460) 필자의 악기 지판을 기준으로 길이를 측정하였다. 모든 첼로의 지판 간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판상의 간격 제시는 비율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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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지 지점보다 전체 길이의 약 1/5 만큼 브릿지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461)

연주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악보 Ⅳ-48> 마디12의 프레이즈

한편, 마디 12 의 반음 시퀀스는 마치 에코처럼 동형진행한다.

여기에서는 앞서 서술한 “단 2도는 좁아진다”는 규칙에 따라, 주요음(긴

음)을 고정음으로 한 후, 짧은 음가의 조절음들은 <악보 Ⅳ-48>과 같이

좁은 간격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랄렌탄도 이후에는 템포가

점차 느려짐에 따라 ‘속도에 의한 인토네이션’ 방식462)을 접목하여, 조

절된 음정들에 비해 간격이 점차 넓어지게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언급한 오말리의 “속도가 올라가면 간격은

좁아진다”라는 언급을 토대로 ‘속도가 낮아지면 간격이 보다 넓어질 수

있다’ 라고 간주하여 응용한 필자의 해석으로, 여기에서도 끌어내려지는

‘공허’ 또는 ‘허무’와 같은 감정적인 면을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61) 낮게 혹은 내려서.
462) O’malley, “Cellist Pablo Casals on expressive int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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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49> 마디17-18 솔로몬의 독백 프레이즈. 증음정 발생부분

한편, 마디17-18의 감4도와 증2도 또한 인토네이션 조절이 적용

될 수 있겠다. 오말리가 “증2도는 더 넓어진다”라고 언급한 것을 토대

로, <악보 Ⅳ-49>의 마디 17-18에 걸쳐있는 증2도를 가장 넓은 증음정

의 간격으로 만듦으로써 다소 불안정하며 끌어내리는 듯한 느낌을 만들

수 있겠다.

위 패시지의 마디17에 위치한 B2는 B 2 로, 지판 위 왼손 운지

지점을 본래의 위치와 다음 음 지점(C2)의 1/2 정도(약 1cm) 브릿지 방

향으로 이동시킬 것을 권한다. A♭₂의 경우는 본래의 위치와 이전 음

(A2) 지점의 1/3정도(약 1cm)를 브릿지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 A ₂로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이 두 방식을 기초로 하여 연주한다면, 결과적으

로 <악보 Ⅳ-50>에 표시한 바와 같은 미분음이 생성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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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50> 마디35-39 블로흐 리듬 프레이즈

<악보 Ⅳ-50>에 제시된 패시지의 조성은 G단조이다. 앞서 언급

한 바, 카잘스의 원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서양 조성음계와 화성을 토

대로 서술되었다. 서양음악에서의 G단조는 화성적으로 1, 3, 5 음은 중

요할 수 있으나 6음은 비교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셸로모》의 위 패시지에서는 블로흐가 서양의 조성적

성격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유대적 음계와 언어를 표현하고자 하였으

며, 선율의 진행 역시 단 2도를 연속해서 등장시키는 비서양적 방식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필자는, 위 패시지에서 블로흐

가 의도한 것은 서양의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점을 염두하여 위 패시지에서는 D5가 아닌 E♭5, 즉 6 음을

주음으로 삼아 고정음으로 간주, 고정음이 주는 ‘중력적 끌림463)’을 통

해 D5가 E♭5에 가깝도록 음고를 조절하여 연주하는 방법을 권한다. 이

463) Blum, Casals and the Art of Interpretation,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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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방식은, 불협화를 더욱 강조해서 비서양적 표현을 드러내고 이국적

색채를 가미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패시지를 독주첼로와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연주한다면 독주

첼로 파트는 잉글리시 호른과 유니즌(Unison)으로 연주된다. <악보 Ⅳ

-50>을 참고하여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 연주할 시, 반주파트는 건반악기

의 특성에 따라 평균율 체계에 맞춰져 있기에 음고를 통한 음고 조절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제언은, 후경의 악기들이 음고조절이 가능한

악기일지라도 음고 조절을 피하고 본래의 연주방식으로 연주하는 것이

다. 수직적(화성적)인 측면에서 음고가 서로 맞지 않는 단점이 있을 것

이나, 독주첼로의 조절된 인토네이션이 더욱 돋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

기 때문이다. 이는 본항에서 제시하는 본 작품의 모든 패시지에 해당하

는 것이다.

<악보 Ⅳ-51> 마디283의 인토네이션 조절

<악보 Ⅳ-51> 패시지에서는 위 표시한 바와 같은 음고 조절을

권하는 바, ‘우는 목소리’ 패시지에서도 표현적 인토네이션의 사용은 적

합하다.

본항에서 살펴본 작품 내 음고 조절이 가능한 모든 패시지들은,

제시한 악보대로 연주했을 시 청각적으로 부정확한 음고로 들릴 가능성

이 지배적이다. 이는 현대의 음악이 ‘평균율’이라는 체계로 자연발생적

인 음의 성질을 인위적으로 맞추어 놓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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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히브리어의 강세적 특징과 ‘블로흐 리듬’

앞서 Ⅲ장에서 ‘블로흐 리듬’과 히브리 언어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본 바, ‘블로흐 리듬’을 구성하는 역부점의 연주적 포인트는 긴 음

의 강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블로흐는 이러한 역부점이라는 형태에서

나타나는 음가의 특징과 테누토의 사용으로 이미 언어적 특성을 잘 반영

하여 작곡해 놓았으나, 연주자는 연주에 앞서 이를 어떠한 말씨464)와 발

음으로 해석하여 연주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2.3.1. 연주자 시각에서의 악보 분석

<악보 Ⅳ-52> ‘블로흐 리듬’ 연주자 시각에서의 악보 분석465)

464)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 따위의 색깔. 표준국어대사전 “말씨.”
465) 마디35에서 탈락된 테누토의 경우 인쇄 오류로 판단, 필자가 직접 기입하였

다. 또, 마디38 역시 E5(악보원본)에 해당하는 ♭이 탈락되어 필자가 직접 기
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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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 패시지의 마디35에 기재된 ‘표현적으로(espr.)’는 히브

리어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함에서 비롯된 유대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

겠다. 또, 독주첼로 파트에서는 마디36의 끝부터 시작된 크레셴도가 마

디39의 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음이 상승할수록 커지는 다이내믹의 경

향을 보여준다. 본디 첼로 연주에서는 고음을 연주하려 높은 포지션을 사용

하면 음량은 비교적 작아질 수 있기 마련인데, 위 패시지에서는 이를 거스

른 다이내믹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다시말

해 비브라토, 활의 압력과 속도, 활 스트로크의 길이와 사용하는 활털의 양

(활 사용 각도), 연주자세 등을 조절하는 것이다. 또, 특정 운지법을 통한

아티큘레이션이나, 히브리어의 발음을 보여줄 수 있는 왼손의 비브라토

기법도 사용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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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음반을 통한 연주분석

본항에서는, 연주자 개개인의 각기 다른 해석 중에서도 히브리

어의 특성을 부각시킨 연주,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연주, 이를 고려하지

않은 듯한 연주의 사례를 제시하겠다. 이 패시지의 연주분석은 운지법,

비브라토의 사용 등의 왼손 기법과 스트로크의 선정과 압력 등의 활 테

크닉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Nelsova(Cello), Bloch(Conductor), London Philharmonic

Choir and Orchestra.

<악보 Ⅳ-53> 마디35 넬소바와 블로흐의 연주

넬소바는 역부점 구성 음들 중 점8분음표에 폭넓고 빠른 비브라

토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패턴을 마디39까지 연이어 반복함으로써 다소

불안정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여기에 미세한 활의 압력 조절이 가미되어

히브리어의 특성이 미약하게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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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39에서는 표시한 바와 같이 활의 스트로크를 올림활과 내림

활로 나누어 사용함으로 두 음 모두를 강조하였다. 마디38의 마지막 음

D5에서 활 구조상의 위치가 활 끝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마디39의 첫 음

G5의 올림활 스트로크 사용시 자연적으로 활의 양이 늘어났고, 해당 음

이 강조되었다. 이는 히브리어에 대한 특별한 해석적 의도가 아닌 운율

에 따른 다이내믹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일 것으로 추측된다.

◆ Isserlis(cello), Wolff(Conductor), Deutsches Symphonie-

Orchester Berlin.

<악보 Ⅳ-54> 마디35 이설리스와 울프의 연주

이설리스는, <악보 Ⅳ-54>와 같이 강조 음(뒷 음)에서 넓고 느

린 비브라토를 사용하였으며, 활의 압력을 통해 크레셴도를 주어 점차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연주하였다.

마디36-37의 경우는 표시한 바와 같이 글리산도를 사용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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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였기 때문에 매끄러운 음색이 드러난다. 명확하게 식별할 수는 없겠

으나, 마디36-37의 자연스러운 글리산도는 위 패시지의 도입을 올림활로

설정하여 마디37에서 내림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더 자연

스러울 수 있었으리라 추측한다. 패시지 전반적으로 활의 사용에서 스트

로크를 나누기 직전에도, 활의 밀착도를 높여 매우 끈끈한 음색을 유지

하여 연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넓고 느린 비브라토의 사용과 표시한 바와 같은 다이내믹 도출

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의 연주는 넬소바에 비해 히브리어의 특성이 적

게 부각되었다.

◆ Starker(Cello), Mehta(Conductor), Israel Symphony Orchestra.

<악보 Ⅳ-55> 마디35 슈타커와 메타의 연주466)

466) 악보는 Ernest Bloch ed. Janos Starker, “Schelomo Rhapsodie Hébraїque”
(Florida: Masters Music Publications, 2003).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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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커는, 표시한 바와 같이 활의 아티큘레이션을 사용하여 악

센트를 주는 방식으로 역부점의 첫 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앞서 Ⅲ장에

서 설명한 히브리어의 특성을 고려한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종합하자면, 선정된 음반의 연주자들 중 히브리어의 특성을 명

확히 표현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작품의 히브리적 표현을 위한

필자의 해석은 이어지는 항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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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연주분석을 토대로 한 필자의 해석 제시

<악보 Ⅳ-56> ‘블로흐 리듬’- 활 스트로크의 방향감과 압력, 비브라

토의 사용, 그에 따른 음량 변화467)

보다 효과적인 히브리적 특성을 나타낸 해석은 부점의 모든 뒷

음의 아티큘레이션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짧은 음에서 긴 음으로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는데 주력하는 것이겠다.

또, 음형에 따른 통일감을 최대한으로 주고자 마디36과 마디38은

동일한 운지법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이 때, 2-3, 2-1, 2-1의 운지는

과한 움직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세 번째 박(약박)에 충격이 가해져 소리가

467) 화살표는 활의 스트로크를 기호로 표현한 것이다. 화살표의 방향은 활을 긋는
방향을 의미하며 화살표의 길이는 악보 상의 해당 음들에 맞춘 것이다. 활의
속력이나 활 사용위치(클리겔의 용어: Strichstelle)는 특별히 기호로 나타내
지 않았다. 활 위치의 경우 제시한 활 스트로크 내에서 표현적 요소를 모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자유롭게 설정할 것을 권한다. 화살표의 명도는 압력을
나타낸다. 이 때, 명도의 진하기는 활의 압력에 비례한다. 그로 인해 도출되
는 음량의 변화는 다이내믹 기호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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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강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2-3, 3-2, 2-1로 3번과 2번이 연속적

으로 미끄러지듯 연결되는 운지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운지법

은 연속적인 글리산도의 동반으로 아티큘레이션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

는 단점이 따르나, 표시한 바와 같이 세 개의 부점 리듬을 박절마다 나

누어진 활을 사용할 시 그 단점이 보완되므로, 청자에게는 글리산도가

거의 드러나지 않게 되기에 이러한 방식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왼손의 아티큘레이션은 비브라토를 사용하여 그 강도를 높이기를

권한다. 히브리어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긴 음에만 폭넓고 빠른 비브라토를

가미하여 짧은 음과의 확연한 구분점을 두기를 추천한다.

앞서 서술한 독주첼로 파트에서의 다이내믹적 어려움468)은 <악

보 Ⅳ-56>에 표시한 바와 같은 활의 방향감과 압력을 통해 보완이 가능

하겠다. 또, 활 스트로크를 올림활로 시작하는 것이 마디39를 내림활로

맞추기에도, 마디36의 마지막 박자에 폭넓은 크레셴도를 주기에도 용이

하므로 매우 적합하겠다.

마지막으로, 위 패시지는 제시한 <악보 Ⅳ-56>에 본장의 2.2.4.

항에서 서술한 인토네이션 조절방식(<악보 Ⅳ-50>참조)을 추가로 적용

해서 연주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여러 기법적 요소들이 모두 적용

된다면, 결과적으로 극적인 ‘히브리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468) 고음역대에서 연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기의 특성에 따라 음량이 비교적
작아직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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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랩소디적 특징을 표현하는 패시지

블로흐의 지휘 하에 넬소바가 연주한 음반을 청취하면, 블로흐

의 자필악보나 타 악보들에 나타난 리듬 음형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 연

주한 것이 발견된다. 이러한 연주자의 해석은 랩소디의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인들에 기인한 바, 박절 안의 리듬 표현에 있어 연주자의 임

의성과 자유가 드러난 경우로 볼 수 있겠다.

본항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

주는 패시지들을 선별, 3.1.항과 3.2.항에서 악보와 함께 그 연주경향

을 비교하여 서술하겠다. 또, 이러한 패시지들 외에 《셸로모》작품에서

랩소디의 특성에 기인한 변화를 줄 수 있는 패시지를 선별하여 3.3.항에

서 필자의 해석을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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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나른한 춤’ 음형의 리듬을 차용한 예

넬소바의 연주를 분석하기 이전에 마디20-22의 패시지와 마디

32-34의 악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악보 Ⅳ-57> ‘나른한 춤’ 음형

1. 마디20-22

2. 마디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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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Ⅲ장에서 살펴보았듯, 블로흐가 칭한 이른바 ‘나른한 춤’

음형은 <악보 Ⅳ-57, 1.>과 <악보 Ⅳ-57, 2.>에서 발견된다. 이 음형의

리듬이 각각 비올라와 트럼펫군에 의해 공유되는 한편, 이 두 패시지의

사이에 위치한 마디29는 이와 유사하지만 분할 방식이 다른 새로운 리듬

으로 작곡되었다.

3. 마디29-31

위 <악보 Ⅳ-57>에 제시된 세 개의 패시지의 주요 리듬만을 종

합해보자면 다음 <악보 Ⅳ-5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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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58> ‘나른한 춤’ 음형과 * 음형의 리듬 정리

위 <악보 Ⅳ-58>에서 ‘*’로 표시된 부분은 본래의 ‘나른한 춤’

음형의 리듬 패턴과 다소 상이한 분할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나른한 춤’ 리듬을 기준으로, 확장되거나 축소된 음가로 변형된 경향을

보여준다. 다음은 넬소바의 연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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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lsova(Cello), Bloch(Conductor), London Philharmonic

Choir and Orchestra.

<악보 Ⅳ-59> 마디29의 넬소바와 블로흐의 연주

그녀는 본래 작곡된 정확한 리듬(<악보 Ⅳ-58>의 *)대로 연주하

지 않고, 나름대로 음가를 미세하게 변형시켜 <악보 Ⅳ-59>에 표시한 리

듬으로 연주하였다.

그녀가 연주한 리듬 패턴은, 본래의 ‘나른한 춤’ 음형의 리듬을

축소시킨 것이라 볼 수 있는 바, 위 패시지의 연주경향을 종합하자면

‘나른한 춤’ 음형의 리듬적 아이디어와 반주파트의 박절감을 살려 연주

한 것이겠다.

이러한 방식의 연주는, 마디29에서 작곡가가 이른바 ‘나른한

춤’과 차이점을 둔 새로운 리듬을 강조하고자 사용했다는 관점으로 미루

어 본다면 매우 독창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리듬적 뉘앙

스의 차용이 ‘나른한 춤’ 리듬의 강조와, 음악 흐름의 통일감 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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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라 판단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오케스트라는 반주를 담당하

고, 첼로는 그에 기반한 자유로운 독주 프레이즈를 연주하는 텍스쳐로

작곡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거시안적인 측면에서 블로흐가

작품의 맥락상 ‘나른한 춤’의 표현적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차용하여 작

곡한 것을, 넬소바가 연주를 통해 드러내기 위했음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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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랩소디의 특성에 기인한 리듬적 변화

본항에서는, 블로흐의 지휘 하에 연주한 넬소바가 랩소디의 특

성을 비교적 넓은 범위로 드러낸 몇몇의 패시지들을 살펴보겠다. 이는

앞서 Ⅲ장 4.2.항에서 다룬 잦은 변박이 나타나는 패시지469)와 같다.

◆ Nelsova(Cello), Bloch(Conductor), London Philharmonic

Choir and Orchestra.

<악보 Ⅳ-60> 잦은 변박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패시지의 발췌

1. 마디61-72 피아노, 첼로파트

469) <악보 Ⅲ-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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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소바는, 위 패시지 마디63-66, 마디67-69에서 리듬적으로 독

창적인 연주 해석을 보인다. 전반적인 작품의 흐름에 맞추어 선율선을

따라갈 뿐, 악보에 의거한 리듬을 박 안에서 명확히 분할하여 연주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리듬이 변형되었고, 이로 인해 박

이 지나치게 늘어난 양상을 띤다.

이러한 넬소바의 연주적 해석은 연주자의 자유에 맡겨진 랩소디

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청자로 하여금 방향성과 긴장감을 떨어뜨리

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절감은 연주자의 자유에 의해 확장시키

되 방향성과 긴장감은 적절한 아고긱과 활 테크닉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단점을 고려하여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해석이라 생각된다.470)

한편, 마디71-72의 독주첼로와 피아노파트는 유사한 음형을 공

유하며 교차한다. 이는 서로 대화하듯 번갈아 가며 나타나기 때문에 두

파트의 화합이 중요시될 수 있다.

470) 이에 대해 이어지는 항에서 상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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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3-82 피아노 첼로 파트

덧붙여, 블로흐는 위 패시지의 마디80에서 독주 첼로가 긴 음을

유지하는 동안 대부분의 오케스트라 파트들이 디미누엔도(dim.)하도록

작곡하였다. 이는 애드 리비툼(ad lib.)으로서 부각시키고 있는 독주첼로

의 하행하는 짧은 음가의 음들을 한층 더 돋보이도록 한 것으로, 이 역

시 랩소디적인 기교를 이끌어낸 것이라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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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정 패시지들에 대한 필자의 해석 제시

<악보 Ⅳ-61>471) 61-82 피아노, 첼로파트 아고긱 제안

471) 번스타인의 해석이 표시된 악보는 New York Philharmonic Leon Levy Digital
Archives에서 2019년 10월 21일 직접 제공. 이를 토대로 필자가 편집한 악보
이다.



- 279 -

￭ 상·하행을 기준으로 한 방향감 설정

필자는 위 패시지에서 작곡된 리듬을 그대로 따르되, 표시한 바

와 같이 강조 음형에 초점을 맞춘 아고긱을 동반하는 연주를 권한다. 설

명하자면, 하행선율들 사이에 간혹 나타나는 상행 선율에 아고긱을 표현

하여, 상·하행을 기준으로 그 방향감을 달리하는 것이다. 또, 마디63부

터 마디70까지는 랩소디적 특성이 드러나는 이른바 ‘잦은 변박 패시지’

가 제시되기 때문에 표시한 바와 같이 마디62의 둘째와 셋째 박은 마디

63의 첫 박을 향하도록 점차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연주할 것을 추천

한다.

￭ 16분음표의 3연음에 허용되는 연주적 자유

한편, 표시한 바와 같이 32분음표로 구성된 음군들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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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하행하거나 상행하는 16분음표의 3연음들은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리듬으로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지휘자의 지시

에 따라 주요 박 마다 두 파트가 함께 연주되어야 할 것이고, 위 패시지

에서는 오케스트라보다는 첼로 선율에 초점이 맞춰지는 방향으로 연주되

는 것이 블로흐의 의도에 버금가는 연주로서 바람직해 보인다.

또, 이전 항에서 언급한 유사성을 갖는 음형(마디71-72)은 첼로

와 오케스트라의 음량적 밸런스를 조절하여 부각되는 성부를 더욱 드러

내는 연주를 권한다.

￭ 오케스트라와의 화합

오케스트라와 독주 첼로가 수직적으로 만나게 되는 대표적 부분

은 <악보 Ⅳ-61>에 표시한 바와 같다. 마디73에서 새로운 프레이즈가 시

작되고, 마디76의 첫 박에서는 표시한 바와 같이 독주 첼로와 오케스트

라가 박절 안에서 동시적으로 연주된다. 다시 마디80부터 82의 ‘본디 빠

르기로’ 까지는 다양한 템포변화472)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 표시된 사항

을 숙지하여 오케스트라와의 화합을 위해 첼로와 오케스트라의 강조 박

을 더욱 드러내 주는 것이 좋겠다.

￭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473)의 총보에 대한 견해

한편, 번스타인의 해석이 담긴 총보에는, 마디70에 아고긱과 굴

곡있는 음악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결무늬가 표시되어

있고, 마디71과 72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시켰으며474) 이 부분을 2:3으

로 지휘한다는 표기475)가 발견된다. 또, 마디74에는 추가적으로 ‘서서

472) ‘자유롭게 연주(ad lib.)’하면서 ‘점점 빠르게(accel.)’, ‘생기있게(vivo)’,
‘약간 리타르단도(poco rit.)’ ‘몰토 랄렌탄도(rall. molto)’

473) Leonard Bernstein, 1918-90
474) 이는 지휘를 위해 변박에 따라 구분한 프레이징 표기로 추측된다.
475) 여기에서도, 슈타커 에디션의 악보를 참고하여 실선만을 마디로 간주하였다.

Ernest Bloch ed. Janos Starker, “Schelomo Rhapsodie Hébraїque” (Florida:
Masters Music Publications, 2003) 필자는 번스타인의 총보에서 2/3으로 표
기된 것은 2:3으로 지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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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크레셴도(poco a poco cresc.)’를 표기하였는데, 이는 필자가 언급

하였던 마디76으로의 만남을 위해 크레셴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디80에서 지휘자는 트럼펫 Ⅰ&Ⅱ와 호른 Ⅰ&Ⅱ파트를 로 시작하여

디크레셴도 하도록 표기해 놓았는데, 이것은 본래의 보다 더 큰 효과

를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오케스트라가 더 극단적인 디크레셴

도를 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롭게 연주’와 더 많은 ‘점점 빠르

게’, ‘리타르단도’ 등으로 랩소디를 표현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지

휘자가 마디82에서 16분음표 이후에 끝맺는 듯한 기호를 표기한 것 역시

첼로의 빠른 패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위 패시지에서 마디66과 70에서 표현한 아고긱은, 다음

제시하는 <악보 Ⅳ-62>의 마디42-43의 변박 이전의 하행선율 사이의 상

행선율에서도 유사한 의도로 표현될 수 있겠다.

<악보 Ⅳ-62> 마디42-43 필자의 아고긱 제안476)

<악보 Ⅳ-62>에서는 표시한 바와 같은 아고긱을 표현할 수 있

다. 이는 변박(마디43)을 향해가는 선율에 표현될 수 있는 아고긱이자,

476) 자필악보와의 대조를 통해, 위 악보에서는 마디43 독주첼로의 pp 다이내믹 표기
가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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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하는 선율들을 마무리하는 상행하는 선율 등장의 구분을 위한 아고

긱이다. 표시한 바와 같이 활 스트로크를 변화시킨다면 미세한 아고긱

표현으로 선율에 굴곡을 줄 수 있겠으며, 결과적으로 마디42의 셋째 박

첫 음에 테누토가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마디42의 첫 박을 다음 박의 첫 음까지 연결함으로써 활의 스트

로크를 연결하기를 권한다. 이는 활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러운 리타르단

도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며, 아고긱을 동반한 자연스러운 마디43으로의

도입을 가능케 한다.

<악보 Ⅳ-63> 마디356-363의 연주 제언

위 패시지 중 마디358-359에서는 표시한 바와 같이 음 하나하나

를 강조하는 동시에 긴 호흡으로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방법으로는, 음

과 음 사이 활은 표시한 바와 같이 공중으로 띄워주어 음의 강조를 발생

시키되, 울림은 지속될 수 있도록 비브라토를 멈추지 않는 방식이 있다.

마디361의 C♯2부터는 최대한 폭이 넓고 속도가 빠른 비브라토를

유지, 왼손 손끝마디관절을 점차 펴서 모호한 아티큘레이션을 통해 희미

한 음색을 구현하고, 표시한 바와 같이 마디362의 도입 이전에 활을 공

중으로 들었다가 마지막 음을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 음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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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가는 사운드의 구현을 위해 subito 로, 폭이 좁고 빠른 비브라토를

사용하다가(마디362) 점차 논 비브라토로 연주하여 ‘솔로몬의 명상’(마

디363)을 표현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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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대인 작곡가 에르네스트 블로흐의 유대 민

족주의적 작품 경향이 녹아있는 ‘유대 연작’ 중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

한 《셸로모: 히브리 랩소디》를 다각도로 분석 연구하여 작품이 지닌

표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주자적 해석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예비적 고찰로 블로흐의 생애와 ‘유대 연작’의 전반

적 음악 경향, 그리고 개별 작품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블로흐의

생애에 대하여는 그가 지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

가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특히 그가 남긴 서신들을 통해 작품세계

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 ‘유대 연작’의 작곡 동기를 고찰하였다. 블로흐

는 궁극적으로 이 작품에 면면히 녹아있는 정서적 표현을 통하여 솔로몬

의 ‘명상’ 패시지 이후 조화와 평화로움의 인류애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

가리라는 열렬한 기도의 희망적 메시지477)를 전달하는 ‘유대 정신’을 표

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유대 정신’은 그의 개인사적 난관과 전쟁으로 인한 불

안감으로 인해 “인류의 비애에 관해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던”478) 상황에

서 유발되었으며,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구약성서의 ‘전도서’에 몰입하

게 되었다. 전도서는 “인류의 전망이 잘 요약”479)된 지혜서로 그에게 깊

은 통찰력을 주었다. 이렇게 형성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블로흐의

477) Bloch and Heskes, Ernest Bloch, Creative Spirit: a program source book, 51.
478) 위의 책, 50.
479) Steven Isserlis, (2012) booklet. Bloch, Ernest. Schelomo: Rhapsody Hebra

ique. Recorded by Steven Isserlis, Hugh Wolff and Deutsches Symphonie-Or
chester Berlin. BIS-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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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세계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고, ‘유대 연작’은 이러한 정체성이 가

장 뚜렷하게 투영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예비적 고찰의 다음 단계로 ‘유대 연작’의 전반적 특징을 살펴

보았다. 학자들은 ‘유대 연작’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

였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유대 연작’을 총 여섯 작

품으로 정리하게 되었고, 개별 작품을 소개하는 항에서 부제를 포함한

각 작품 제목에 드러난 유대성과, 음악내적으로 유대성이 드러나는 특징

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 일부는 블로흐의 타 작품과도 특정 선율을 공유

하고 있었으며, 유대 음악의 종교적 요소인 쇼파르를 서양악기로 표현한

요소를 여러 작품에 등장시키는가 하면, 역부점 형태의 일명 ‘블로흐 리

듬’을 통해 히브리 언어의 특성을 표현하고, 심지어는 유대 종교음악인

모세오경 영창 모드와 아가서 영창 모드 선율을 인용한 듯한 사례도 발

견되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Ⅲ장에서는 ‘유대 연작’ 중 《셸로

모》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우선 작품구조를 파악하되, 블로흐

가 ‘전도서’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 《셸로모》를 작곡한 사실480)을 고려

하여 성서적 맥락에서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어 이 작품에 나타난 유

대 전통과 연관성을 띤 요소들을 고찰하였고, 또 이 작품의 부제인 ‘히

브리 랩소디’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연구를 위하여 ‘히브리’적 특성과

‘랩소디’의 개념적 특징에 의거하여 곡을 분석하였다.

작품구조의 파악과 분석을 위해서는 블로흐가 의도한 ‘유대 정

신’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판단되는 패시지들을 면밀히 분석하

여 ‘유대 정신’을 드러낸 작곡 방식을 고찰해 보았다. 분석을 통하여 음

형, 리듬, 형식의 정교하고 다양한 운용으로 블로흐가 ‘유대 정신’을 섬

480) Mary Tibaldi Chiesa, Ernest Bloch (Torino: G. B. Paravia & C., 1933), 47
-48.에서 인용된 1933년 1월 22일 로마 아우구스테오에서의 셸로모 연주회를
위한 블로흐가 직접 쓴 프로그램 노트(이태리어); Kushner, The Ernest Bloch
Companion, 35.(영어번역본); Strassburg, Ernest bloch: Voice in the Wilde
rness, 35-36(영어번역본); Sam Morgenstern, ed., Composers on Music: An A
nthology of Composer’s Writings from Palestrina to Copland (New York: Pa
ntheon Books Inc., 1956), 413-414.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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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하행선율을 통

하여 ‘탄식’ 주제의 표현을 고찰하였고, 둘째, 비(非)유대교 여성의 춤

주제를 분석하였다. 셋째로 독주첼로의 카덴차로 표현된 ‘솔로몬의 독

백’과 ‘나른한 춤’ 패시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블로흐가 ‘야만적 화려함’이라 지칭한 패시지를 분석하였

는데, 이는 짧은 음가의 음들이 상행하였다가 하행하는 음형으로 이루어

졌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종결부가 구조적으로 《셸로모》의 코다와

유사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독주첼로 주제와 솔로몬의

‘우는 목소리’로 표현하는 때가 늦어버린 말년의 ‘허무’라는 심정과 연

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고에서 살펴본 Ⅲ장의 2.2.1.∼2.

2.6.항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간의 ‘서사적’인 흐름도 함께 파

악해보았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부수적으로는 작곡가의 의도와 해석

에 따른 서사의 배열과 그와 연결된 음악이 곡을 전개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셸로모》가 전도서를 기초로 쓴

작품이지만 작곡가가 지닌 ‘유대 정신’이 성서 텍스트의 선택과 반영 방

식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작품 안에 있는 일련의 패시지들이 성서

의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작곡가의 의도와 필요에 따라 배

치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즉, 작품 안에는 솔로몬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나(열왕기서)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말년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전도

서)가 함께 표현되어있다. 이러한 면은 음악내적인 요소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Ⅲ장의 2.3.2.항 비유대 여성의 춤 패시지에 대한

모리츠의 서술은 블로흐 초기의 오페라 《이세벨》에 나타난 ‘이세벨이

춤을 추는 장면에 사용되었던 리듬’이 《셸로모》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다. 성서의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으나 ‘이세벨이

춤을 춘’ 내용은 없으며, 이세벨과 솔로몬 간의 직접적인 연관 역시 성

서에 기록되지는 않았다. 블로흐가 《셸로모》에서 ‘이세벨의 춤’의 의

미를 투영하기를 의도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성서에 기록된 사실에 의

하면 솔로몬 왕 이후의 시대에 이세벨이 살았었으나481) 솔로몬이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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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숭배의 죄를, 성서상 가장 심하게 저지른 대표적인 인물인 ‘이세벨’

을 통해 블로흐가 해당 패시지를 통하여 그만의 해석에 의해 해당 내용

을 음악적으로 상징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본 작품에 나타난 유대 전통과 연관된 요소로는 쇼파

르 사운드와 아버지가 불러주었던 ‘아침 기도 선율’, 그리고 아하보-라

보 음계를 고찰하였다. 《셸로모》에서는 쇼파르 사운드가 관악기와 현

악기군, 특히 독주첼로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어린시절

블로흐의 기억에서 한때 랍비가 되려 할 정도로 유대교 신앙이 깊었던

아버지의 ‘아침 기도’ 노래 선율이 인용되는가 하면, 작품 전체에 걸쳐

총 51회 등장하는 증2도의 음정관계를 통해 표현된 유대적 색채감이 유

대 전통 음악에 사용되던 아하보-라보 음계에 근거하고 있음482)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결과적으로 본 작품이 유대성을 갖는 근

거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셸로모》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마지막으로는 본 작품의 부제

인 히브리 랩소디를 ‘히브리’와 ‘랩소디’의 개념을 키워드로 하여 고찰

하였다. 이에 이 작품에 등장하는 ‘블로흐 리듬’은 히브리 언어적 특성

에 기반한 것483)임을 서술하였다. 또한 ‘랩소디’의 사전적 의미에 의거

한 세 가지 특성을 작품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A-B-C의 형식

적 틀 위에 자유롭게 작곡된 잦은 변박과 연음부, 점선 마디줄의 사용

등이었다. 랩소디가 서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장르임을 감안할 때 작곡가

가 주인공인 솔로몬의 목소리를 독주첼로로, 그를 둘러싼 세상을 대규모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표현하여 둘 간의 관계를 음악내적 요소로 드러냈

음을 알 수 있었다. 독주첼로가 주인공을 의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슈

트라우스의 《돈키호테》와 유사하다고 언급한 제프리 솔로우(Jeffrey

Solow)의 견해484)는 이를 뒷받침한다.

481) 솔로몬은 통일왕국시대, 이세벨은 분열 왕국시대에 살았음. 정형철, 『아가페
성경 사전』 (서울: ㈜아가페출판사, 2018), 구약연대표를 참고함.

482) Knapp and Solomon, “King Solomon and Baal Shem Tov” Ernest Bloch Studies,
194를 참고함.

483) Price, “A Brief History and Analysis of Ernest Bloch's Schel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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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적 관점에서 접근한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이론적 분석의

틀이 되었던 성서적 맥락을 표현한 패시지, 유대 전통과의 연관성을 띤

요소들, 랩소디적 특징을 표현하는 패시지들이 실제 연주에서 어떻게 표

현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 연주자들의 연주음반을 분석함으로써

연주자 개개인의 독창적 해석과 그들이 의도했던 표현을 위한 테크닉을

면밀히 고찰할 수 있었다.

성서적 맥락을 나타낸 패시지 중 복합박자로 구성된 ‘탄식’ 패

시지는 리듬변형과 강조음을 통한 하행 선율의 강조, 템포설정과 프레이

징을 통해 표현될 수 있었다. 필자는 강조음에 따른 활의 압력 조절과

분할, 템포설정과 아고긱, 첫음의 운지와 중지 손끝마디관절의 모양으로

음색을 달리하는 해석을 제언하였다.

비유대 여성의 춤 패시지는 활의 구조와 관련된 압력 조절로 음

량의 굴곡을 주고, 리듬 변화에 따른 아고긱의 표현과 다이내믹으로 표

현할 수 있었으며, 솔로몬의 독백을 표현한 두 개의 카덴차 패시지에서

는 기존 연주자들이 음색 변화, 프레이징, 다이내믹 변화를 통해 두 부

분의 미세한 차이점을 드러낸 것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카덴차에 허용된

리듬의 연주적 자유를 활용하고 프레이징을 달리하며 하행 도약 선율에

나타나는 특정 음들에 인토네이션을 조절하는 연주방법을 제시하였다.

음과 현에서의 활의 사용지점이 지시된 솔로몬의 ‘우는 목소리’

패시지에는 4분음, 즉 미분음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공식적인 미분음의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블로흐의 미분음 표기는 연주자에 따라 다양한 해

석을 낳았다. 슈타커 에디션에서는 글리산도로 이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제안하였는데, 필자는 왼손 1번 손가락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새로운 운지법과 글리산도에 준하는 왼손의 각도 조절로 솔로몬의 ‘우는

목소리’를 구성하는 테크닉적 요소를 하나의 표현적 장치로 간주한 해석

을 제시하였다.

미분음은, ‘우는 목소리’의 표현을 위한 장치 외에도 본 작품을

484) Jeffrey Solow, “Ernest Bloch: Schelomo Hebraic Rhapsody for Violoncello
Solo and Full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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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고 있는 이국적 색채의 표현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잦은 증음정

의 등장 그리고 비서구적인 단2도 진행 등이 드러나는 특정 패시지에는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음악적 ‘표현’을 위해 사용한 ‘표현적 인토네

이션’ 기법,485) 즉 멜로디 또는 화성 안에서 특정 음고를 가지는 음들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음악적 앞뒤 맥락에 따라 표현하는 현악기로 가

장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접목시켰다. 즉 기존의 왼손 운지에

서 추가적으로 조절된 인토네이션을 적용함으로 단2도를 더 좁게, 증2도

는 더 넓게 연주하여 음정간의 간격을 과장시킴으로써 방향감을 주는 동

시에 더욱 유대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인토

네이션의 조절은 증2도, 단2도 음정과 Ⅲ장에서 살펴본 표현적 특성을

띤 패시지에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필자의 연주적 해석은 기존 악보에 미

분음 기호를 표기하여 제시하였다.

쇼파르 사운드를 구현한 첼로 패시지에서는 관악기 음색의 표현

을 위해 그에 적합한 활 기법과 현의 선택, 왼손 운지를 제언하였다. 또

다른 ‘히브리’적 특징으로, 히브리어의 특성을 표현한 ‘블로흐 리듬’은

역부점으로 히브리어의 강세와 유사하게 작곡되었지만, 이를 더욱 강조

하기 위해 왼손 비브라토와 운지법, 활의 압력 조절을 고려한 해석을 제

시하였다.

연주분석의 기준이 된 넬소바와 블로흐의 음반에서는, 그들의

독창적인 해석에 의해 부분적으로 음가를 과하게 조절하는 등 특히 리듬

적인 면에서 악보와는 다른 해석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필자는 이를

작품의 특성에 기인한 특별한 해석으로 받아들여, 이에 대한 다양한 연

주적 자유의 가능성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방식의 연주는 특별히 오

케스트라와 독주첼로의 조화에 더욱 유의해야 하므로 지휘자 번스타인의

표기에 의한 프레이징 사례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랩소디적 표현에서

는 연주적 자유가 시간적 측면에서 일부 허용될 수 있었다.

필자의 연주제안에서는 연주적 용이함과 표현적 특성을 살리고,

485) Blum, Casals and the Art of Interpretation, 123; O’malley, “Cellist Pablo
Casals on expressive int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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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전반적인 논점들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연주분석에서 두루 살펴본 유대계 연주자와 비유대계 연주자의

연주 경향을 규정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음반분석의 기준이

되었던 유대인 넬소바와 블로흐 역시도 그러하였듯, 선정한 유대계 연주

자와 비유대계 연주자의 연주는 대부분 악보에의 충실성(Texttreue)보

다는 작품에의 충실성(Werktreue)을 보여주는 예로서 작용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유대계의 마이스키와 이설리스의 연주는 전반적으로 악보에의

충실성을 결여하지 않으면서도 연주자의 독창성을 유지하며 작품에의 충

실성까지 보여준 가장 바람직한 연주로 보인다.

다시 서론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스위스 태생의 유대인 작

곡가의 작품을 한국인 첼리스트가 연주한다면 어떠한 이론적, 음악사적,

작곡기법적 이해가 요구되는가?” 에 대하여 이 연구의 긴 과정이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블로흐의 생애사적 연구와 그가

가진 유대적 정체성 그리고 유대 민족의 가치관과 전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작품분석과 연주 제언의 모든 과정은 위 질문의 답변을 위

한 의미 있는 하나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작품에 내재된 민족적 ‘정서’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토대

로 한 다양한 연주기법의 정교하고 효과적인 사용, 그리고 작품의 표현

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주자적 해석이 충족될 때, 악보와 작품에 보다

충실하면서도 독창성을 갖춘 연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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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Ernest
Bloch’s Schelomo: Rhapsodie
Hébraïque for violoncello and
orchestra: focusing on
Expressive Quality of the

Piece

Kang, Hye-Jee

Department of Music, Cello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Schelomo: Rhapsodie Hébraïque for cello and

Orchestra,” one of the six works of the Jewish Cycle composed by

the Jewish composer Ernest Bloch (1880-1959). The study

investigates the various biblical, traditional Jewish, and

rhapsodic elements that are found in Schelomo, the most widely

played of the Jewish Cycle and one of Bloch's most famous works,

and its expressional qualities from the performer’s perspective.

First, the study examines Bloch’s life history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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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 changes in his personal life and how the embracing of

his Jewish identity influenced his music. In addition, the study

analyzes Biblical aspects, traditional Jewish music elements, and

elements representing “Hebrew Rhapsody,” the subtitle of the work.

In particular, since Schelomo is a piece for solo cello and

the orchestra, the study examines how the composer expressed

extra-musical aspects into musical elements through the solo

instrument which conveys the ‘voice of Solomon’ and the

orchestration that reflect the voice of his age, his world, his

experiences. For example, words such as ‘lamentation,’ ‘languorous

dance,’‘barbaric splendor,’ and ‘meditation’ which Bloch mentioned

based on the bible, and some expressive passages of the ‘dance of

non-Jewish women,’ ‘crying voice’ and ‘Soliloquy’ are

theoretically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rformer.

The study also analyzes elements of Jewish traditional

traits, discussed by many scholars, and also offers

interpretations for performances. For example, through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istic character of the work, the

study explores how the sound of the Shofar, a traditional Israeli

wind instrument meaning ‘trumpet,’ in the bible was expressed

through the cello, a string instrument, and how the Bloch-rhythm

was used to express the Hebrew accent. In addition, the

‘Expressive Intonation’ formulated by the Cellist Pablo Casals is

applied to passages of the often-used intervals of augmented 2nd

and minor 2nd from the Ahaboh-rabboh scale found in traditional

Jewish music, in order to strengthen the Jewish atmosphere of the

work.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s recorded performances of

some cellists, focusing on the passages with expressiv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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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is, diverse interpretations of the performers are

examined. Also, the study analyzes certain passages performed by

the Cellist Zara Nelsova with her subjective interpretation, and

suggests performance styles in consideration of the attributes of

a Rhapsodie.

Schelomo exhibits Bloch’s ‘Jewish soul’ deeply ingrained in

Jewish values. The ‘Jewish soul’ reflected in the music gives

reason why performers should play Schelomo with respect to its

expressive quality. Through a multifaceted discussion on how these

notions can be expressed through performances, the study further

offers performance analysis of expressive passages by past

performers. The Performer’s Perspective based on these findings

offer notes on how to effectively express the music in performance

practice.

Keywords: Ernest Bloch, Schelomo: Rhapsodie Hébraïque,
Ecclesiastes, interpretation, Performance Analysis,

Expressive Intonation, Cello technique, Jewish Cycle.

Student Number : 201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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