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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Dmitry Kabalevsky의
Cello Concerto No.1과 No.2
비교 분석 연구

1917년 일어난 혁명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던 볼세비키 당이 집권하
게 되면서 황제가 집권하였던 제정 러시아는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변
화하였다. 이 혁명 이후 국가는 서구적 모더니즘의 새로운 음악 기법 사
용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모든 음악은 사회주의적어야 하며 대중에게 쉽
게 이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기본 이념을 자국의 예술가들에게 강
요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작곡가들이 망명이나 이주 등의 방법을 통
해 국가의 방침과 맞지 않는 자신의 음악 활동을 계속해 나가려고 했을
때, 카발레프스키는 ‘음악은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국가의
여러 억압과 간섭 속에서도 신고전주의적 경향과 민속주의적 경향을 특징
으로 하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카발레프스키의 협주곡 1번과 2번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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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적 경향의 바탕 위에 자신의 작곡 기법의 특징인 장음계와 단음계
의 교차 사용, 반음계적 진행 및 러시아의 민속적 선율과 리듬을 사용하
여 작곡되었다.
카발레프스키는 1번 협주곡을 통해 신고전주의의 경향을 충실히 따르는
명료한 형식적 구성과 화성의 바탕 위에 독주악기로서의 첼로가 가지는
음색 표현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첼로의 표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2번 협주곡에서는 전통적인 협주곡에서도 큰 형식적
제약을 가지지 않았던 카덴짜의 확장을 시도하여 정부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작곡가 자신의 창작 욕구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두 협주곡의 비교를 위하여 카발레프스키의 생애와 그의
중요한 음악적 경향 중 하나인 신고전주의에 대해 살펴 본 후 작품 분석
을 통해 비교 연구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 카발레프스키, 신고전주의, 첼로 협주곡
학번 : 2012-2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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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세기의 음악은 새로운 음향으로 이루어진 실험주의 음악과, 과거의
전통적인 음악을 추구하며 르네상스 바로크 등 고전시대의 전통적인 기법
을 고수한 음악이 공존하던 시기1)이다. 이 시기의 러시아에서는 1917년
일어난 혁명 이후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국가의 모든 음악가들은
서구적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실험적 음악들은 통제받게 되었고, 실용
적이고 대중들이 듣기 쉬운 음악을 창작하라는 국가의 지침을 따라야 했
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라흐마니노프 같은 많은 음악가들이 자신의 자유
로운 음악 활동을 위해 망명을 선택하였지만, 이와 달리 쇼스타코비치 같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요구한 실용적인 음악을 수용하면서 음악활동을 이
어간 음악가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생을 러시아에서 지내며
작품 활동을 한 드미트리 카발레프스키(Dmitry Kabalevsky, 1904-1987)
는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잘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자신만의 독창적
인 음악을 발전시켜 나갔다. 평소 음악 교육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카
발레프스키는 젋은 연주자들의 연주 기량 향상과 깊은 음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레퍼토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레퍼토리의 확
장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카발레프스키의 첼로 협주곡 1번(Konzert
NR.1 op.49 Für Violoncello und Orchestra,1949)은 위 프로젝트 중 한 작
품으로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작곡되었으며, 첼리스트
스비아토슬라프 크누셰비츠키 (Sviatoslav Knushevitzky, 1908.1.6 1963.2.19)에게 헌정되었다. 첼로 협주곡 2번(Konzert NR.2 op.77 Für
1) Eric Salzman. Twentieth-Century Music An Introduction, 3rd ed. (Engleood Cliffs,
N.J:PrenticeHall,1988),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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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loncello und Orchestra, 1964)은 첼리스트 다닐 샤프란(Daniil Shafran,
1923.01.13-1997.2.7)이 녹음한 1번 협주곡을 듣고 감동한 카발레프스키가
작곡을 해서 그에게 헌정한 작품이다. 두 첼로 협주곡에 대한 연구에 앞
서, 카발레프스키의 생애와 그의 작품세계 및 작품경향을 통해 이 두 협
주곡에 나타난 그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전체
적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형식, 조성과 화성, 신고전주의적 경향과 특징들
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두 협주곡에서 나타나는 신고전주의적 특징과
첼로의 연주 기법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작품 분석에는 ‘Hans Sikorski’의
악보를 사용하였으며, 카발레프스키의 음악 관련 논문과 문헌조사 그리고
러시아 음악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카발레프스키가 탐구한 독주악기로서의 첼로가 1번 협
주곡에서 2번 협주곡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아가는지 탐구하여 학구적인
연주자로서 도약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이곡을 공부하게 될 많은 연주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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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카발레프스키의 생애와 음악적 경향
1. 카발레프스키의 생애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인 동시에 뛰어난 교육자였던 드미트리 카발레
프스키(Dmitry Brisovich Kabalevsky)는 1904년 12월 30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태어났다. 카발레프스키는 음악 뿐 아
니라 시(時)나 그림 등 예술적인 분야에서 특히 재능을 나타내었다. 그렇
지만 수학 학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 역시 자신이 공부한 수학이나 경
제학 관련분야에서 공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들인 카발레브스키에게
체계적인 음악교육의 혜택을 주지 못하였다.
1918년 카발레프스키는 보다 나은 학업 환경을 위해 1918년 상트 페테
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이사 오면서 모스크바의 스크리아빈 음악원
(Scriabin Musical Institute)에 입학하여 1922년까지 이 곳에서 피아노를
공부하였다.
1922년 스크리아빈 음악원 졸업과 동시에 아들의 음악 공부를 반대하였
던 아버지의 권유로 엥겔 사회 경제 과학학교(EnglesSocio -Economics
Science Institute)의 입학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
과는 다르게 자신의 진로를 직업 음악인으로 결심하고 이 학교의 입학 대
신 자신의 음악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스크리아빈 음악원 졸업 이후 카발레브스키는 3년 동안 피아노 공부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무성영화의 피아노 반주활동과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 하였다. 이 시기에 어린이들이 피아노를 공부하는데 있어 기교
와 음악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2)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이 여러 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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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1925년에 모스크바 콘서바토리(Moscow
Conservatory)의 입학을 초청 받아서 이 곳에서의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
다. 카토레의 사망 이후 1929년부터 미야스코브스키(Nikolai Myaskovsky,
1881 - 1950)3)에게 작곡을 사사하는 동시에, 골덴바이저(Alexander
Goldenwiser, 1875-1961)에게 피아노를 사사하였다.
모스크바 콘서바토리에 입학하던 해에 카발레브스키는 학생 작곡가 단체
(Production Collective of Student Composers)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 단
체는 모스크바 음악원의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당시 모더니즘을
내세우던 현대 작곡가 협회(The Association of Contemporary Music)와
공산주의의 실용성을 주장하던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음악인 협회(Russian
Association Proletarian Musician)의 의견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
울이던 단체였다. 학생 작곡가 단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카발레프스키
는 1929년 핵심 구성원들과 같이 프롤레타리아 음악인 협회로 옮겨갔고
당시 현대 작곡가 협회에도 소속되어있던 그는 두 단체 어느 쪽에도 치우
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여기서부터 대립과 충돌보다는 원
만한 해결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29년 모스크바 음악원 작곡과 졸업 작곡 작품인 피아노 협주곡 1번으
로 카발레브스키는 우수한 성적을 받음과 동시에 국내외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리고 1930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작곡한 전쟁의
시(Poem of Struggle)라는 작품으로 작곡가로서의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되
었다.
카발레브스키는 1932년 모교인 모스크바 콘서바토리의 전임강사로 임명
되어서 작곡을 가르쳤으며 동시에 음악 평론가로서도 활동하였다. 같은시
2) James Bakst.「A History of Russian-Soviet Music」. (New York : Dodd, Mead & Co,
1966), p. 334
3) Nikolai Yakovlevich Myaskovsky : 1881-1950. 러시아 작곡가, 교육가, 차이코프스키의 전통
위에 새로운 교향곡을 창조하려했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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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소비에트 작곡가 연맹이 러시아에 설립되었고 그는 모스크바에 분회
를 설립하여 이 분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들을 수행하였으며
이 단체 안에서 그는 프로코피예프, 하차투리안, 쇼스타코비치 등과 함께
음악가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억압했던 정부와 소통하며 정부와 창작
의 자유를 원하는 음악가 사이의 원만한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1935년 3월에 피아노 협주곡 2번(Piano Concerto No.2, Op.23)을 발표
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은 카발레브스키는 다음해 실용주의적 음악과 공산
주의적 이념이 반영된 음악을 추구한 정부 정책에 따라 극음악 작곡가로
도 활약하였는데, 1938년에 발표한 오페라 콜라 브루뇽(Colas Breugnon)
으로 다시금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것은 소비에트 오페라가 추구하
는 모든 것을 보여준 작품으로 사실적인 음악용어의 사용과 불협화음의
금지, 러시아 민요에 바탕을 둔 선율의 사용, 국가를 찬양하는 해피 엔드
등이 강조된 작품 이었다.
세계 제 2차 대전이 발발한 1939년에 카발레프스키는 모교인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로 임명되었고 1940년 4월에 노동당에 입당하여 정부의 사
회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같은 해에 소비에트 작곡가 협회 회
보에 소비에트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글을 기고하였으며
1941년 국가로부터 음악가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메달을 수여 받았다.세
계 제 2차 대전이 발발한 이후 카발레프스키는 쇼스타코비치와 몇몇 국내
작곡가들이 그러 햇듯이 마찬가지로 전쟁과 전쟁 영웅에 대한 작품을 창
작하였다. 1947년부터 1950년에 걸쳐서 작곡한 타라스 일가(The Taras
Family)와 1956년에 작곡한 제 4 교향곡 ‘진실과 미래를 위해 즐겨 싸움
터에 나가고 죽어가는 소련인의 음악적인 이야기’가 바로 전쟁과 전쟁 영
웅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카발레프스키의 드
라마틱하고 서정적인 특징을 잘 표현한 이 작품으로 그는 전통의 바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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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중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는 음악가라는 평을 받게 되면서 소비에트
사회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46년, 1949년, 1951년 세 차례에 걸쳐 스탈린상을 수상했으며, 1956년
9월에는 레닌 훈장을 받았고 1963년 9월에는 소비에트 국민 예술가로 발
탁되는 큰 영광을 얻었을 쁜만 아니라 1966년 9월부터 러시아 최고회의
간부회원으로 임명 받기도 했으며 1972년 레닌상, 1974년 사회주의 노동
자상을 수여 받았다.
카발레프스키는 그 당시의 많은 유럽 작곡가들이 사용하던 12음 기법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작곡가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서거하기
전 20년 동안 작품 활동을 쉬고 대신 어린이 음악교육에 열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70년대 말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직을 은퇴
후에도 직접 어린이들의 음악 교육을 계속하여 가르치는 열정을 보여주었
다. 이러한 어린이를 향한 순수한 교육열과 사회주의 정부 아래 음악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기
충분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같은 시기의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 활
동에 대한 정부의 억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것과 달리 자신만의 예술
관으로 사회적인 이념과 충돌없이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원만하게 구축해
나간 그의 음악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작곡가이자 열정적 음악 교육자인 카발레프스키는 1987년 8월
모스크바에서 83세로 인생을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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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발레프스키의 작품 개요 및 음악적 경향
1) 작품 개요
카발레프스키가 작곡한 작품들 중 첼로를 위해 작곡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Op.
Op.
Op.
Op.
Op.
Op.

2: Two Pieces for Cello and Piano (1927)
49: Cello Concerto No. 1 in G minor (1948–1949)
77: Cello Concerto No. 2 in C minor (1964)
68: Etudes in Major and Minor for Cello Solo (1961)
71: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B-flat major (1962)
79: To the Memory of Sergei Prokofiev, rondo for cello and
piano (1965)

위의 모든 첼로 작품에서 명확한 형식을 파악할 수 있는 신고전주의의 영
향과 곡 중간 중간에서 보이는 러시아 민속적 선율과 리듬의 차용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카발레프스키의 많은 작품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보이
는 장조와 단조의 교차사용 역시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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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발레프스키의 음악적 경향
카발레프스키의 음악적 경향은 신고전주의적 경향과 민속주의적 경향
두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신고전주의

신고전주의는 비단 음악 뿐 아니라 예술의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난 예술
의 양식의 하나이며, 신고전주의 예술은 형식의 정연한 통일과 조화, 표현
의 명확성,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주요하게 여기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음악에서의 신고전주의는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의 후기 낭만주의에 나
타난 주관적인 감정의 과다 표출, 인상주의의 모호한 음악성과 형식 등에
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하였다. 스트라빈스키를 중심으로 힌데미
트, 프로코피예프, 바르토크 등 여러 작곡가들에 의해 1920년경부터 본격
화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옛 음악의 기법, 특히 ‘바흐로 돌아가자’라고
제창하며 바로크시대의 대위법과 고전시대의 분명한 형식적 개념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4)
카발레프스키가 활동했던 러시아에서는 국가의 정치적 요청에 의하여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서구적인 모더니즘을 전부 부정해 버린다는 방침으
로 신고전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방침은 서구적인 모더
니즘에 역행하는 19세기의 작곡기법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카발레프스키를 포함한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
치, 하차투리안 등이 러시아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이다.
4) 오희숙, 20세기 음악Ⅰ, 심설당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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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주의 음악의 특성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째로 전통적인 음악 형식 및 음악 양식을 사용하였다. 고전주의적 형식의
명료함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파사칼
리아나 리토르넬로 등의 음악 형식 및 동형 진행과 같은 동 시대의 작곡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민요의 선율이나 리듬을 차용하였다. 둘째로 악기편
성을 축소화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악기 편성을 사용하는 점을 들 수 있
다. 셋째로 조성, 무조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조성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새로운 조성(신조성)을 사용했다. 넷째로 고전적인 균형미와 형식
미를 추구한다.
카발레프스키의 많은 작품에서 예술의 일상성을 강조하며, 지나친 감정
의 표출을 멀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함을 추구하
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카발레프스키가 정부의 실용주
의 음악 정책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 신고전주의적 경향을 선택했다
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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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속주의적 경향

20세기 초의 수 십년 동안에는 서로 중복되거나 개념 규정에 많은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는 다수의 세분된 양식들(민족주의, 민속주의, 원시주의
등)이 난립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민속주의 음악이다.
대표적인 민속주의 음악가로는 헝가리의 바르토크와 코다이, 러시아 출
신이지만 미국에서 활동한 스트라빈스키, 체코의 야냐체크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20세기 초의 작곡가들은 각자의 방식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특정 지역의 민속 음악적 요소들을 자신들의 예술
음악 안으로 끌어들여 창작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민속주의 음악은 유럽의 민족적인 경향의 등장으로 특징지어지는 19세
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결과 여러 나라에서는 세계주의적, 서유럽적인
경향과 민족적이며 자주적인 음악을 표방하는 그룹 간의 갈등이 빚어졌으
며, 러시아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였다.5)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그룹인 러시아 5인조6) 이후 스트라빈스키가
그들의 뒤를 이었다. 인상주의적 경향의 음악으로 시작한 스트라빈스키는
민속주의적 러시아적 특징을 집중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세르게이 디
아길레프의 러시아 발레단을 위해 작곡했던 초기의 발레작품에서 이러한
점들이 발견된다. ‘불새’의 경우에는 이국적이며 다채로운 러시아 동화를
토대로 한 작품으로 음악적으로는 인상주의의 경향 또한 보인다. 불새와
마찬가지로 ‘페트루슈카’는 러시아의 선율과 리듬을 작품에 사용하였다.
카발레프스키 또한 이러한 시대 흐름과 음악에서의 민족성을 강조한 국
5) Arnold Verner-Jensenn, Manfred Ernst 「Das Reclam Buch der Kunst」2014
6) 러시아 5인조 : 1875년 러시아 민족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뜻을 모았던 5명의 작곡가 모임. 발라
키레프(Mily Balakirev, 1837-1910), 보로딘(Alexander Bordin, 1833-1887), 큐이(Cesar
Cui, 1835-1918), 무소르그스키(Modest Mussorgsky, 1839-1881), 림스키코르사코프(Nikolai
Rimsky-Korsakov, 1844-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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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지침에 따라 민속 음악적 요소들을 음악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그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든 ‘어린이를 위한 소품(Album of Children's
Pieces Op.3)'과 ’프렐류드와 푸가(Preludes and Fugues Op.61)' 그리고
‘러시아 민요에 의한 24개의 프렐류드(24 Preludes on Russian Folk
Music Op.38)’는 어린이들에게 민족적 자긍심 함양을 위해 민속 노래선율
과 춤의 리듬을 재료로 사용하여 작곡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민속적 선율의 도입과 당김음 등 러시아 특유의 민속적
리듬을 사용하여 활기찬 느낌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카발레프스키의 작
품 활동은 국가의 정책에 부합하는 러시아의 전통적 음악 재료들을 자신
의 음악 소재로 사용함으로서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의 지침에 벗어나
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음악적 표현 욕구 또한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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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카발레프스키 첼로 협주곡 1번과 2번의
분석과 비교
1. 협주곡 1번 분석
가. 1악장
1악장은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으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의 세 부분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형식구조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1악장의 형식구조
형식

마디

악상 및 빠르기

조성관계

제 1주제 1-57 Allegro(♩=100-104) gmàdm(20)àcm(25)
제시부 경과구 58-65 Allegro(♩=100-104)
제 2주제 66-103 Allegro(♩=100-104) CM(58)àam(77)àCM(92)
경과구
104-107 Allegro(♩=100-104) fm
màam(138)àc♯m(160)à
mosso(♩=69) fcm(173)
발전부
108-212 Màeno
àdm(188)àfm(192)
Con fuoco(♩=108) àa♭m(196)
àbm(198)
àGM(222)
재현부
213-273 Allegro(♩=100-104) gàm(213)
em(237)àgm(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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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부 : mm. 1-103
도입부
첫 도입부 오케스트라에서 지속음7) 위에 각 마디의 약박마다 비화
성음(neighboring tone)을 사용하였다.
mm. 4부터 시작하는 제 1 주제는 단순한 화성을 사용한 첼로의 경쾌하
고 간결한 선율로 되어있으며 다성적인 짜임새가 암시 되어있다.
①

<악보 1> mm. 1 - 8

7) 지속음 : 페달 포인트(pedal point)라고 한다. 또한 오르간의 페달 건반을 통한 지속음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에서 오르간 포인트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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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와 첼로솔로가 번갈아가며 주제를 반복하면서 대위법적인 구
조를 발견 할수 있는데 이는 신고전주의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케

<악보 2> mm. 33 - 36

②

제 2 주제 : mm. 66-10

제 2주제는 노래하는 듯한 서정적인 선율(cantando)의 특성을 지니
며 C Major로 시작한 선율을 a minor로 전조하여 다시 반복하고 있다.
<악보 3> mm. 66-70

<악보 4> mm. 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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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부 : mm. 108-212
약음기를 사용한 바이올린 파트의 오케스트라 반주로 발전부의 도입을
조용하게 시작한다. 서정적이고 표현적인 첼로 선율이 제시부로부터 이어
지며 이 선율을 두 마디 단위로 전조와 더불어 점차 반복 변형되면서 절
정을 형성해간다.
<악보 5> mm.120-131

<악보 6> mm.138-155

<악보 7> mm.15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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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주제와 제 2주제가 변형 반복이 되며 mm. 188 에서는 Meno mosso
로 템포가 바뀌었다가 점점 accelerando로 빨라지다가 mm. 200에 변형된
박자로 지정해 주는 카발레프스키 특유의 템포 변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 특징은 카발레프스키 협주곡 1, 2 번에 자주 사용 되고 있다.
mm. 200에서 아르페지오 기법과 동시에 장,단조 화음을 병행 사용하였
으며, mm. 209부터 반음음계를 사용하여 절정을 형성한 후 원래의 템포
로 돌아가 발전부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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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mm. 18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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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현부
발전부의 클라이맥스 분위기를 오케스트라가 그대로 받아 시작하며
제시부의 제 2주제로 재현을 시작하고 있다.
재현부에서 제 2 주제를 전조하면서 mm. 222에서 또 한번 전조하며
반복된다.
①

<악보 9> mm.213-214

<악보 10> mm.222-232

<악보 11> mm.237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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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부의 제1 주제를 mm.252부터 재현하는데,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변형된 음형으로 재현하여 제1주제 재현의 역할과 동시에 곡을 마무리하
는 종결구와 코다8)의 역할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②

<악보 12> mm.254-256

나. 2악장
2 악장은 느리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진행되며 변형된 가곡형식9)인
A-Cadenza-A로 이뤄진 비교적 짧고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전반
적으로 논리적인 형식을 잘 갖추고 있다. 2악장의 형식구조는 다음의 <표
2> 와 같다.
<표 2> 2악장의 형식구조
형식

마디

A

1-35

Cadenza
A’

36-50
51-58

악상 및 빠르기

ar o olto espressivo(♩=46)
♩ 52(mm.10)à♩=58
Rubato Molto espressivo
Tempo I

L g M
à =

조성

BM
BM
BM

8) 코다(coda) : 이탈리아어의 '꼬리'에서 유래한 말로서, 곡의 끝에 붙는 종결 부분을 말한다.
9) 가곡형식(Song Form) : 두 도막 및 세 도막으로 이루어지는 비교적 단순한 형식. 고전파의 소
나타나 교향곡 등의 느린 악장 또는 무곡에 흔히 사용된다. 대조의 원리를 주로 한 경우는 A-B
의 두 도막형식이 된다. 거기에 반복의 원리가 추가되면 A-B-A의 세도막형식이 된다. A.로렌
쯔는 A-B-A의 3부분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을 ＜보겐 형식 Bogen form＞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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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1-35)

악상(Largo Molto espressivo)에 표기된 것처럼 느리고 표현적이며
섬세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움직임이 크지 않은 선율을 사용하고 있다.
① B Major와 b minor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서 카발레프스키의 전형
적인 특징인 장, 단조의 병행 사용과 동시에 낭만주의적 특징을 함께 보
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카발레프스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지
만 이미 고전시대의 작곡가인 슈베르트와 하이든 등의 작곡가들도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악보13> B Major와 b minor 의 이중 제시 (mm. 2-3)

<악보 14> 슈베르트 Arpeggione Sonata in a minor 1악장 mm.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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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하이든 첼로 협주곡 C장조 3악장 1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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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악절(mm. 2-10)이 끝나고 다시 반복 및 변형되는 악절에서 A현
(mm. 16)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악절이 시작하고 반복, 변형 될 때마다
조금씩 음역과 속도를 높여 고조되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②

<악보 16> mm.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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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denza(mm. 35-50)
2악장의 카덴짜에서는 형식상 간단한 a-b-a’(다시 A로 되돌아가려는
준비)의 구조로 짧은 길이 안에서 나름의 논리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
다. G현으로 시작하여 더블 스탑, 피치카토로 하는 더블 스탑과 다양한
리듬(셋잇단음표, 칠잇단음표)을 사용하고 있는데, 루바토로 연주하고 늘
임표로 멈추는 부분이 많으며 음 하나 하나에 강세를 주기 때문에 첼로
현의 풍부하고 표현적인 음색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리듬의 축소,
확장을 하면서 반복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장,단조 병행사용 또한
자주 보여 진다.
<악보 17> a-b-a’ 구조의 Cadenza (mm. 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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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51-58)

두 마디를 주기로 현을 바꿔서 사용하여 다양한 음색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리고 8마디의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코다처럼 A에
있는 내용과 흐름을 매우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악보 18> A'의 흐름 (mm.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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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악장
3악장은 론도형식으로서 형식구조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3악장의 형식구조
형식

마디

악상 및 빠르기

a 1-27
Allegretto
A b 28-67 Poco Più mosso (♩=126)
a’ 68-104 Ancora più mosso (♩=152)
L’istesso tempo,
B
105-151 ma poco
tranquillo (♩=132)
경과구 152-167
♩=152
♩=144à♩=152à
A’ 168-250 Piu mosso
agitato(♩=168)
B’ 251-275
Tempo I (♩=108)
cadenza 276-288
♩=108
A 289-304
♩=108
quasi presto
종결부
305-357 Più mosso,
( = 84)

조성관계

m
m
gm
g
g

♭

(128)
f♯màbm
bmàDM(221)
A♭M
gm
gm
gm

E MàFM

위의 형식구조를 살펴보면 자주 템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카발레프스키의 전형적인 작곡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3악장에서는
주제의 여러 가지 변형을 함으로써 변주곡(Variation)적인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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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mm.1-104)
러시아 민요인 카츄사(Katyusha)의 모티브를 차용하고 있다. 그리고
올림 활, 내림 활의 빠른 교대, 테누토 스타카토, 스타카토 등의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을 사용함으로서, 러시아적인 민속 리듬을 재치있게 표현하
고 있으며 카발레프스키의 러시아적 민속주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①

<악보 19> 러시아 민요 카츄사(Katyusha)

<악보 20> 러시아 민속음악의 차용 (mm.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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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 68-104)에서는 a를 변주하는데, 이 때 D현으로 16분 음표
의 스타카토로 가볍고 빠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②

<악보 21> a' 부분의 a 변주 (mm. 68-71)

2) B (mm. 105-151)
mm. 108부터의 작은악절이 B 부분 첼로의 선율적인 모티브가 되며
mm. 130부터 F Major로 전조하여 mm. 108 부터의 작은악절을 반복하고
있다.
<악보 22> mm. 108-111

<악보 23> mm. 1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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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과구 (mm. 152-167)
B부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템포가 변하고 음형이 바뀌
면서 제 1주제 mm 7 - 10 을 재료로 하여 다음에 제시되는 A’의 음형
을 예고하고 있다.
①

<악보 24> mm. 7-10

<악보 25> mm. 150-155

첼로의 경과구가 끝나고 오케스트라가 반음계 진행으로 경과구를
rit로 마무리하며 A'로 넘어간다.
②

<악보 26> 오케스트라의 반음계 진행(mm. 16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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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mm. 168-250)
리듬적인 16분 음표의 모티브를 가진 mm. 168-190 부분이 지나
간 후 mm. 193-221에서 새로운 선율적 성격의 패시지가 등장하는데, 특
히 mm. 193-204에 나타나는 선율 패시지는 2악장의 mm. 12-15의 선율
을 다른 조에서 약간 변형하여 반복한 것이다.
①

<악보 27> 2악장의 mm. 12-15

<악보 28> mm. 1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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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223의 agitato에서 더블 스탑으로 구성된 16분음표의 모티브가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후에 중복된 옥타브 사용으로 고조를 형성하고 있으
며 반음계적 진행이 자주 쓰여져 있다. (mm.223-250)
②

<악보 29> 절정의 형성 (mm.223-250)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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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 (mm. 251-275)
B의 선율을 오케스트라가 받아 연주하며 오케스트라가 절정에서 이
어진 분위기(crescendo, allargando)를 그대로 이어 받아 ff의 악상으로
시작하지만, 앞부분(Piu mosso agitato ♩=168)보다 템포를 늦춰 연주하
므로서 오히려 표현적이고 극적인 느낌을 창출하고 있다.
<악보 30> mm. 251-254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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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denza (mm.276-288)
매우 짧은 길이를 가진 카덴짜로 앞의 오케스트라 음형을 그대로 받아
서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없는 첼로 독주
라는 점을 제외하고 카덴짜라고 하기에 비교적 매우 간단하며, B’와 다
음의 A를 이어주는 경과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악보 31> 카덴짜 (mm. 27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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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결부 (mm. 305-357)
A가 반복된 이후 presto의 16분 음표로 매우 급속한 템포와 함께 곡
을 마무리하고 있다. 계속 이어지는 빠른 템포의 16분 음표와 도약이 큰
음정, 트레몰로의 사용으로 급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화려하게 끝맺음한
다.
<악보 32> mm. 305-307

<악보 33> mm. 318-321

- 33 -

2. 협주곡 2번 분석
가. 1악장
1) 형식
1악장은 비교적 명료한 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반음계적 화성 및
전조를 사용하고 있다. 1악장부터 3악장까지 아타카(Attacca)로 연결되어
1, 2, 3악장 각각 독립된 악장이 아니라 하나의 큰 악장처럼 여겨지는 유
기적인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1악장의 주요 음형들이 다음 2악장에
서 변형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1악장의 형식구조는 다음의 <표4>와
같다.
<표 4> 1악장의 형식구조
형식

A
B

마디

a 1-39
b 39-81
a 82-105

빠르기

olto sostenuto (♩=72-80)
Molto sostenuto (♩=72-80)
Allegro molto e energico
(♩=152-160)
b 106-187 Con fuoco (♩=152-160)

A’ 187-215
cadenza I 216-258

M

Tempo I (♩=72-80)
Tempo I Rubato
(♩=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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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cm

m b♭m(mm.58)
àcm (mm.69)

g à

em

e♭màfm(117)
àcm(134)/àAM(139)
àe♭m(145)àem (187)
cm
cm

2) 화성
장화음, 단화음을 수시로 교차사용하고 있다. 반음계적 화성과 반음
계적 전조를 사용하는데, 주로 첼로의 반음계적인 스케일을 이용하여
전조하고 있다.
3) 부분별 특징
①

A (mm.1-81)

큰 화성적 변화없이 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반주의 역할에 머무르며, 첼로의 강한 선율성이 곡을 이끌어간다. mm.
40-43에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악보 34> mm. 1-5

<악보 35> 새로운 주제 제시 (mm.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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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 마지막에서 B부분의 음형을 미리 암시하여 B부분과의 자연
스러운 연결을 꾀하고 있다.
<악보 36> B부분의 음형 암시 (mm. 58/60/70-71/74)

B(mm. 82-187)
ⅰ) a (mm. 82-105)
A와 다른 박자와 빠르기, 악상변화를 보인다. 느리고 정적이며
거의 움직임이 없는 A부분에 반해, B부분에서는 빠른 빠르기와 폭이 넓
은 움직임으로 A부분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 37> mm. 82-8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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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b (mm. 106-187)
B의 b 부분으로 넘어갈 때 첼로의 반음계적 스케일(mm. 94-105)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카발레프스키의 첼로 협주곡 2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악보 38> 반음계적 스케일 (mm. 94-105)

<악보 39> 반음계적 스케일 (mm. 142-144)
B의 b 부분에서도 오케스트라에 A에 쓰였던 주제리듬형태가 약간 변
형되어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데, 앞부분에 사용되었던 음형이나 선율, 리
듬이 다시 활용되는 것은 곡 전체의 유기적 연결성을 보여주는 두 곡의
카발레프스키 첼로 콘체르토 모두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이며 형식미와
균형미를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악보 40> (mm.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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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을 마무리하면서도 mm.82 처음부터 B부분의 주제로 제시된 16분
음표 음형(♬♬)을 계속 반복함으로서 곡 전체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보여
준다.
<악보 41> 주제음형의 잦은 반복 (mm. 171-179)

③ A’ (mm. 187-215)
원래의 템포와 조성(c minor)으로 돌아와서 A'부분이 시작된다.
A’에서 주제로 제시되는 것은 원래 A의 a부분 주제(mm.2-3)가 아닌,
b부분(mm.40-41)이 주제로 제시되고 있다. 다시 원래 A부분으로 돌아
올 때 처음 제시된 주제인 a부분이 아닌, b부분이 먼저 반복되는 것 역
시 두 곡의 카발레프스키 첼로 콘체르토에서 잘 나타나는 특징이다.
<악보 42> mm. 18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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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adenza Ⅰ (mm. 216-258)
부분에서 쓰였던 주요 주제음형들을 한 번씩 다 제시하여 마치
Coda처럼 곡을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A, B 주제 중에서도
일부 핵심 음형들의 단편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pizzicato, sul
ponticello, 점차 추가되는 화음층(=분산화음), tremolo를 사용하여 하나의
카덴짜에서 다양한 악상과 표현을 발휘해 주요 주제 음형들에 기교와 다
양한 색채를 부여하고 있다.
각

<악보 43> A 부분의 a 주제 음형 반복 (mm. 216-222)

<악보 44> B 부분의 b 주제 음형 반복 (mm, 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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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덴짜가 B부분으로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짐으로써 카덴짜에서 고조되
는 분위기가 끊이지 않고 그대로 2악장의 분위기(presto marcato)로 자연
스럽게 연결된다. 카덴짜가 마치 하나의 독립된 곡처럼 구성되어 있으며
끝으로 갈수록 고조를 형성하여 극적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
<악보 45> 1악장 mm. 257 - 2악장 m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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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악장
카덴짜의 고조된 분위기를 2악장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으며 반음계적
진행과 주제가 전도되며 계속 반복되고 있다.
1) 형식
론도형식이 사용되었으며 2악장의 형식구조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2악장의 형식 구조
형식

마디

A

1-169

B
A’
B’
bridge
A’’
Cadenza Ⅱ

170-260
261-377
378-427
428-496
497-630
631-775

조성

A ♭ M àam(47)àcm(67)àc♯m(84)

abm(113)/CM(125)àc♯m(129)
àdm(133)àe♭m(141)àem(149)
fm
dmàb♭m(269)àc♯m(292)àcm(316)à
b♭m(337)àc♯m(356)àe♭m
b♭m
b♭màbm(451)àe♭m(468)
amàc♯m(539)àgm(569)àA♭M(589)
A♭M
à

- 41 -

2) 부분적 특징
①

A (mm. 1-169)

색 폰이 mm. 5부터 먼저 주제를 제시하며, 알토 색소폰이라
는 악기의 음색과 리듬의 영향으로 마치 재즈같은 독특한 분위기를 형
성하고 있다. 이는 신고전주의의 세 번째 특징인 일반적이지 않은 악기
편성의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알토 섹소폰이 제시하는 주제의 조표는 A♭M이지만, c 음이
아닌 c♭음이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a♭minor로 진행된다.
알토 소

<악보 46> mm.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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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의 주제는 mm. 47부터 제시되며,
이어받아 진행한다.

알토

색소폰의 연주한 주제를

<악보 47> 첼로의 주제 제시 (mm.47-51)

mm. 68-70에서 이명동음10) 전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카발레프
스키의 작품들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전조의 형태이다.
<악보 48> 이명동음 전조 (mm. 68-70)

10) 이명동음(enharmonic tone) : 딴이름 한소리라고도 하며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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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149-154에서 장화음과 단화음이 한 마디 단위로 반복해 사용되
고 있다. 이는 한 마디 주기로 화음의 성질을 바꿔 사용함으로서 색채
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악보 49> 장화음과 단화음의 반복 사용 (mm. 149-154)

②

B(mm. 170-260)

2/4 행진곡풍 반주로 시작하고 있으며, B부분 첼로의 주제(mm.
179-185)는 1악장 A의 주제(1악장의 mm.2-3)가 다른 조에서 확대된 리
듬으로 제시됨으로서 1악장과 2악장의 유기적인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
다.
<악보 50> 1악장의 mm.2-3
<악보 51> 2악장의 mm. 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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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 (mm. 261-377)
A부분의 a 주제음형(mm.5-7)과 b음형(mm.8-10)이 순서가 뒤바뀌어
b 음형이 먼저 나오도록 변형하여 제시하고 있다. mm. 271-279에서는
1악장 A 선율과 2악장 A의 리듬이 합쳐져 사용되는 등 각 부분의 요소
들이 절묘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악보 52> 1악장 A 선율과 2악장 A의 리듬의 믹스 (mm. 271-279)
④ B’ (mm. 378-427)
1악장 mm.2-3에서 첼로가 제시한 주제를 오케스트라 안에서 금관악
기 군과 목관악기 군끼리 서로 주제를 모방하며 다시 행진곡풍의 주제
가 제시된다.
<악보 53> 금관악기군의 주제 모방 (mm. 384-390)

<악보 54> 목관악기군의 주제 모방 (mm. 40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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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과구 (mm. 428-496)
2악장 처음 mm. 1-4에서의 오케스트라 도입부의 리듬 패턴이 mm.
428-432에서 첼로로 반복하며 mm. 451에 이르러 전조되어 반복되고 있
는 대위법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 55> 첼로의 오케스트라 도입부 리듬 패턴 반복 (mm. 428-432)

<악보 56> 전조된 반복 mm. 451

⑥ A’ (mm. 497-630)
a minor로 mm. 1-4 부분이 변형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반
복될 때 트레몰로, 음 중첩, 강화된 악상이 나타난다.
<악보 57> mm. 5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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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Cadenza(631-775)
1악장의 카덴짜와 마찬가지로, 코다 같은 역할을 하며 앞 부분의 주
요 핵심 음형을 강화하여 반복된다.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두 부분으
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mm. 631-748)에서는 같은 음형을 지속적으
로 반복하면서 악상을 강화하고 있다.
<악보 58> 카덴짜 전반부 (mm.63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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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703부터 팀파니의 반주 위에 음을 중첩 시키면서 더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악보 59> 팀파니의 반주와 음의 중첩 (mm. 703-721)

mm. 743부터 748까지 allegrando의 급작스런 고조와 함께 fff로 격렬
하게 곡을 마무리한다.
<악보 60> mm. 7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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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749부터 갑자기 빠르기가 줄어들고(Molto sostenuto) 카덴짜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분위기가 바뀌는 이유는 3악장과의 연결성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2악장의 카덴짜 역시 Attacca로 다음 악장과 연
결되는데, 이 때 다음 악장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하기 위해 곡의 분
위기를 바꾸어 제시함으로서 1악장의 카덴짜Ⅰ와 2악장의 카덴짜Ⅱ로
곡이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긴 호흡을 갖게 된다.
<악보 61> mm.74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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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악장
1) 형식
2악장과 같은 론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악장의 형식구조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3악장의 형식구조
형식

마디

빠르기

조성관계

A

1-23

CMàbm(17)

B

23-48

A’

49-73

B’

73-112

Andante con moto
Andante con moto
àAllegroàAgitato
Tempo I
(Andante con moto)
Allegro

A’’

113-162

-

CM

Coda 163-186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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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23)àf♯m(45)
DMàcm(68)
em(73)àCM

2) 부분적 특성
①

A (mm. 1-23)

첼로 선율을 뒷받침하는 역할의 오케스트라(con sordino 사용) 반주 위
에 서정적이고 노래하는 듯한 선율을 첼로가 연주하며, 앞의 카덴짜
Molto sostenuto에서 Andante con moto로 이어진다.
<악보 62> mm. 1-4

②

B (mm. 23-48)

음에 조용하게 시작하나 곧 이어 분위기가 전환되며 mm. 23에서 e
♭m로 갑자기 전조하고 빠르기가 빨라지고 악상이 커지며 카발레프스키
의 특징인 장화음과 단화음의 교대가 나타나고 있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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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전조와 장화음과 단화음의 교대 사용 (mm. 23-27)

③ A’ (mm. 49-73)
Tempo I (Andante con moto)로 돌아오며 주제 역시 원래 주제로
다시 되돌아와 진행된다.
<악보 64> mm.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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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B’ (mm. 73-112)
mm. 73부터는 B부분의 음형(♬♬)이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악보 65> ♬♬ 음형 확대 및 반복 (mm. 73-76)

⑤ A’’ (mm. 113-162)
전조되어 A를 시작하고 오케스트라 반주가 바뀌면서 서정적인 선율
의 A''로 진행된다.
<악보 66> mm. 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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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Coda (mm. 163-186)
전조하여 A를 반복하나, 좀 더 조용한 악상으로 바뀌어서 연주되며
아르페지오로 곡을 마친다.
<악보 67> 전조 된 A의 반복 (mm. 163-165)

<악보 68> 아르페지오 (mm. 18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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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주곡 1번과 2번의 비교 분석

1) 작곡의 동기 및 배경
1번 협주곡은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젊은 음악가들
의 연주기량 향상과 깊이 있는 음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레퍼토리 확장
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작곡되어 스비아토슬라프 크누셰비츠키(Sviatoslav
Knushevitzky, 1908-1963)에게 헌정하였다.
스비아토슬라프 크누셰비츠키는 카발레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의 감수
를 맡았던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David Oistrakh,
1908-1974) 와 피아니스 레프 오보린(Lev Oborin, 1907-1974)과 함께 트
리오로 활동한 첼리스트였다.
2번 협주곡은 다닐 샤프란이 연주하는 1번 협주곡을 듣고 그의 뛰어난
첼로 테크닉과 음악성에 감동한 카발레프스키가 그에게 헌정한 곡이다.
다닐 샤프란(Daniil Shafran, 1923-1997))은 동시대에 활동한 첼리스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Mstislav Rostropovich, 1927-2007)가 서방
세계로 망명하여 세계적인 인정과 명성을 얻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작곡가
인 카발레프스키와 같이 러시아에서 활동을 했다. 제 2차 세계 대전으로
러시아에서의 음악 활동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1945년 전쟁의 종식
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으며, 뛰어난 테크닉과 음악성을 겸비한
연주자라 평가받았다.
특히 이 다닐 샤프란에게 헌정한 2번 협주곡에 등장하는 피치카토는 여
타의 첼로 협주곡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다닐
샤프란이 다른 첼리스트들보다 명료한 음색과 다이내믹의 폭이 큰 피치카
토 테크닉을 구사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카발레프스키가 2번 협주곡을
다닐 샤프란에게 헌정한 의미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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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
첼로 협주곡 1번과 2번의 형식구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첼로 협주곡 1번과 2번의 형식구조 비교
첼로 협주곡 1번
첼로 협주곡 2번
형식
마디
형식
마디
제1주제
1-57
a
1-39
제시 경과구
58-65
A
b
40-81
1 부 제2주제 66-103
악 경과부
a
82-105
104-107
B
b
106-187
장 발전부
108-210
A’
187-215
재현부
211-273
cadenza I
216-258
A
1-169
A
1-35
B
170-260
2 Cadenza
A’
261-377
36-50
악
B’
378-427
bri
dg
e
428-496
장
A’
51-58
A’’
497-630
Cadenza Ⅱ
631-775
a
1-27
A
b
28-67
A
1-23
a’
68-104
B
105-151
3
B
23-48
경과부
152-167
악
A’
168-250
A'
49-72
장
B’
251-275
B'
73-112
cadenza
276-288
A''
113-162
A
289-304
종결부
305-357
coda
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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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협주곡은 20세기에 작곡된 곡에 비해 확연히 드러나는 형식적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소나타 형식의 1악장과 변형된 가곡 형식의 2악장 그리
고 전형적인 론도 형식의 3악장으로 구성되어 고전적인 형식미와 균형미
를 강조한 신고전주의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번 협주곡은 1번 협주곡 이후 시기적으로 훨씬 뒤에 작곡되어 1번에
비해 발전되고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2번 협주곡은 각각의 악장
이 명료한 형식 구조를 보이는 신고전주의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으면
서도 악장 사이의 휴지없이 아타카로 연결되어 1, 2, 3 악장이 독립된 악
장이 아니라 하나의 큰 악장처럼 여겨지고 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 5번에서 보이는 각 악장별 주제의 음악 요소 치환
및 부분변형이나 변주 등으로 내적 유기성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
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복
합적이고 순환적인 형식구조를 갖게 된다. 이 순환적인 형식구조는 2번
협주곡 형식상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번의 경우 2악장의 규모가 크게 확장된 것 또한 형식적인 면의 큰 특
징이다. 1번의 2악장이 58마디로 구성되어 간단한 가곡 형식을 가지는데
반해 2번의 2악장은 775마디의 길이로 상당히 길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카덴짜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있다.
3) 조성과 화성
1번 협주곡은 신고전주의의 경향에 따라 비교적 명료한 조성으로 구성
되어 있다.
형식적인 주제를 활용하여 소나타와 론도 형식을 사용하였고 보속음과
장조 단조의 교차를 사용함으로서 형식적, 화성적인 측면에서는 고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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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낭만의 특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반면 첼로 연주 기법에 있어
서 아포자투라 및 다성적 대위법을 사용함으로서 바로크적 성격 또한 보
여주고 있다.
2번 협주곡은 1번 협주곡과는 달리 고전주의의 양식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 진행과 장 단 3화음과 증 3화음과 같은 현대적 비화성음을
사용하면서 그 화성을 아포자투라로 해결하는 음악적 진행역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고전주의적 양식을 사용한 신고전주의의 바탕위에 현대음악의
화성을 동시에 사용하려는 카발레프스키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고전주의의 전통에 따르면 조성의 변화나 중심음의 변화로 음색을 바꾸
거나 긴장감을 유발시키는데, 이론적으로는 5도를 올려서 분위기를 더욱
더 고조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카발레프스키 첼로
협주곡 1번에서는 5도를 올리는 기법 대신 오히려 5도를 낮춤으로서 그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악보 69> 고전주의 발전되는 중심음의 변화 : G → D →A

<악보 70> 카발레브스키 1악장 중심음의 변화 : G →C →F

- 58 -

그리고 고전주의 양식에 있어 보통 1악장에서 2악장으로 넘어갈 때 1악장
의 중심음에서 완전 5도나 단 3도를 내려서 쓰는 것과 달리 1번 첼로 협
주곡 2악장에서는 B Major의 나란한 조를 썼고, 그 결과 또 다른 스타일
의 긴장감 및 색채적인 대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성적 특징 이외에도 중심음에 대한 기능과 개념을 가지고 있
으면서 조성음악의 으뜸음과 딸림음으로 구성되는 기능적 이론의 사용보
다는 아포자투라의 비화성음을 활용함으로서 곡의 긴장감을 살리면서도
전통적인 조적 관계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신고전주의적 세 번째 특징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첼로 테크닉
위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
불어 젊은 연주자들의 연주기량 향상과 깊이 있는 음악성의 표현을 동시
에 의도해 작곡된 첼로 협주곡 1번은 전체적으로 첼로의 음색과 여러 가
지 표현 기법과 표현 영역을 탐구하고 있다.
첼로의 G현, D현, A현을 다양하게 바꾸어가면서 사용하여 첼로의 각 현
이 가지는 다양한 색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2악장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같은 선율을 다시 반복 및 변형하여 연주할 때 2번에 비해 전조를
많이 하거나 화성을 복잡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현을 바꿔서
미묘한 음색적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또한 올림활과 내림활의 차이
를 잘 활용한 것 역시 미묘한 음색적 차이를 표현하여 첼로가 가지는 여
러 가지 음색과 표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3악장의 경우에 첼로의 다양한 표현적 음색이 잘 드러나고 있다.
3악장은 A, B가 자주 반복되는데, 이 때 리듬의 변형과 함께 ‘뉘앙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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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켜 첼로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형식을 사용하는 가운데 섬세한 악상과 빠르기 조절을
사용하면서 첼로의 다양한 표현적인 음색을 살리고자 시도했다는 것에 1
번 협주곡의 큰 의미가 있다.
1번 협주곡에서는 2악장과 3악장에서 카덴짜가 한 번씩 등장하며 2번에
비해 카덴짜의 형식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으며 첼로의 기교적인
면에서도 더블 스탑과 피치카토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각별한 기교가
요구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첼로의 화려한 기교를 강조했다기보다 선
율적인 표현이나 음색을 풍부하게 살리는 것에 더 집중했고 이는 위에서
언급한 젊은 연주자들의 연주기량 향상과 깊이 있는 음악성의 표현과 더
불어 작곡자 자신이 첼로라는 악기의 음색을 탐구하고 독주악기로서의 여
러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2번 협주곡에서는 첼로가 각 부분과 부분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첼로가 이렇게 부분과 부분을 이어줄 때 주로 반음
계적인 진행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이 곡을 연주함에 있어 기교적인
측면과 함께 형식적인 측면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
다.
5) 카덴짜
1번 협주곡에 비해 2번 협주곡이 가지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카덴
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2번의 카덴짜는 첼로 독주의 화려한 기교와 다양한 음색을 보여주는 역
할 뿐 아니라 악장 간의 휴지 없이 아타카로 연결되는 각 악장을 유기적
으로 이어주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카덴짜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있다는 것 역시 2번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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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
카덴짜가 하나의 독립적인 곡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 구조와 흐름
(a-b-a)를 잘 갖추고 있다. 2번 2악장의 카덴짜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144마디에 해당하는 매우 긴 길이를 가지고 있다.
첼로가 보여줄 수 있는 표현과 기교, 음색 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
는데,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는 힘찬 리듬, 피치카토, 올림활과 내림활의
활용, 셋잇단음표, 넷잇단음표, 오잇단음표의 연속으로 조성되는 절정의
형성, 고조된 빠르기 이후의 sostenuto로 빠르기를 억누르고 음의 길이를
충분히 끌어 첼로 본연의 자연스러운 음색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또한 1번의 카덴짜와는 다르게 pizzicato와 더블 스탑 외에도 sul
ponticello와 tremolo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첼로가 보여줄 수 있는 많
은 테크닉과 음색들을 한 번씩 제시해주고 있으며, 1, 2 악장 모두 다양한
악상을 제시하여 첼로의 음색과 기교를 보다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고전적인 형식을 중요시하는 국가의 지침에 벗어나지 않으며 비교
적 자유로운 형식을 쓸 수 있는 카덴짜에 자신의 음악적 창작 욕구를 실
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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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주의 경향과 민속주의 경향을 동시에 보이는 카발
레프스키가 작곡한 첼로 협주곡 1번과 2번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두 협주곡 모두 카발레프스키 작곡 기법의 특징인 반음계적인 진행과
장조와 단조의 교차 사용 등이 나타남은 물론이고 신고전주의 경향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었다.
1번 협주곡은 소나타 형식의 1악장과 변형된 가곡형식의 2악장 그리고
전형적인 론도 형식의 3악장으로 구성되어 고전적인 형식미와 균형미를
강조한 신고전주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첼로 테크닉 적인 면에서는
화려한 기교보다는 선율적인 표현과 첼로의 각 현이 가지는 풍부하고 다
양한 음색 그리고 올림 활과 내림 활이 주는 뉘앙스의 차이를 살리는 데
집중하였다.
2번 협주곡은 1번에 비해 보다 형식적 화성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
는데, 확장된 카덴짜를 사용하여 첼로가 기교를 과시하는 비루투오소적인
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각 악장을 이어주는 카덴짜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
을 부각시켰으며 명료한 형식 구조를 가지는 각 악장들 사이에서 순환적
인 구조를 통해 악곡 전체의 유기적인 통일을 의도하였다. 그리고 특이하
게 오케스트라에서 알토 섹소폰을 사용함으로서 신고전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적인 악기 편성이 나타나고 있다.
1번 협주곡과 달리 고전주의의 양식만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
차적 진행과 현대적인 비화성음들을 사용하면서 그 화성을 아포자투라로
해결하려는 음악적 진행 역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고전주의적 양식을 사용한 신고전주의의 바탕 위에 현대 음악의
화성을 동시에 사용하려는 카발레프스키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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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레프스키는 1번 협주곡을 통해 연주 기교 향상과 깊이 있는 음악성
의 동시 추구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독주악기로서의 첼로가 가지는 음색
과 표현의 가능성을 시험하였다. 2번 협주곡에서는 1번 협주곡을 통해 얻
은 첼로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과 신고전주의적 양식의 토대 위에, 카덴짜
가 가지는 이를 통해 얻은 첼로의 표현 가능성을 토대로 2번 협주곡에서
는 카덴짜가 가지는 역할의 확장과 1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현대적인 화성들을 사용함으로서 협주곡 자체에 새로운 시도를 의도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작곡가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억압하고
통제를 가한 국가와 작곡가로서의 자신의 창작 욕구 실현 이 두 가지 모
두를 원만하게 충족시키고자 했던 카발레프스키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1번 협주곡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특징과 첼로가 가진 본연의 음
색과 표현에 충실하고 2번 협주곡에서는 카덴짜가 가지는 새로운 역할과
여러 현대적인 화성을 잘 이해하여 연주에 임한다면 보다 더 작곡가의 이
도에 충실한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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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to Compare

Concerto for Cello and Orchestra, No.1 Op.49
and No.2 Op.77
by Dmitry Kabalevsky

Cho Jae Hyung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revolution occurred in 1917, Bolshevik group insisting the
socialism seized the power. Hereupon, Imperial Russia ruled by the
emperor has changed into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After
this revolution, Russia started not allowing a new musical method in
the western modernism but only forcing an ideology that 'all types of
the music shall be socialistic and also be conveniently understood by
the public' to the artists in the nation. Hereupon, composers in Russia
wished to continue their own musical activities that were against
national policies by asylum or migration. At that time, Kabalevsky
insisted that 'music shall serve for society' establishing his own music
world making a feature of the traditional trend and neoclassicism
against suppression and restriction from the nation.
Concerto number 1 and 2 by Kabalevsky intended to research in this
study were composed by using the traditional melody and rhy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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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loping chromatic scales, using the major and minor scales as his
own composing technique based on neoclassicism.
Kabalevsky has explored the clear formative configuration well
following the neoclassicism and also function of musical expression of
cello as an independent instrument based on harmony in the concerto
number 1. In addition, he attempted an expansion of cadenza without
much of formative restriction on the traditional concerto on the
concerto number 2 based on the feasibility of expression of cello.
Hereupon, he has realized his creative desire as a composer without
going against the government policies.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the life of Kabalevsky and also
neoclassicism, one of the important music trends in his life time
through comparison of two concertos and also proceed analysis on the
his work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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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카발레프스키 작품 목록

라

① 오페

p. 24: Colas Breugnon, opera in 3 acts (1936–1938)
Op. 25: Music to the play Two Songs, after N. Shestakov (1937)
Op. 28: Golden Ears, ballet in 3 acts (1939–1940)
Op. 37: In the Fire, opera in 4 acts (1942)
Op. 47: The Taras Family, opera in 4 acts (1947–1950)
Op. 53: Nikita Vershinin, opera in 4 acts (1954–1955)
Op. 58: Song of Spring, operetta in 3 acts (1957)
Op. 83: The Sisters, opera in 3 acts (1968–1969)
Op. 90: Colas Breugnon, opera in 3 acts (second version) (1967–1968)
② 교향곡
Op. 18: Symphony No. 1 in C sharp minor (1932)
Op. 19: Symphony No. 2 in C minor (1934)
Op. 22: Symphony No. 3 Requiem, on texts of N. Assayev, for chorus
and orchestra (1933)
Op. 54: Symphony No. 4 in C minor (1956)
Op. 24A: Suite from Colas Breugnon (1938)
Op. 26: The Comedians, suite for small orchestra (1938–1940)
Op. 28A: Suite from Golden Ears (1939–1940)
Op. 29: Suite for Jazz Orchestra (194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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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6: Romeo and Julia, musical sketches for large symphony
orchestra (1956)
Op. 64: Pathetique Overture (1960)
Op. 65: Spring, symphonic poem (1960)
Op. 78: To the Memory of the Heroes of Gorlovka, symphonic picture
(1965)
Op. 85: The Eternal Flame in Bryansk, symphonic poem
Op. 95: The Heroes of the Revolution of 1905, for wind orchestra
(1974)
Op. 96: ISME-Fanfares (1974)
O

③ 협주곡
p. 9: Piano Concerto No. 1 in A minor (1928)
Op. 23: Piano Concerto No. 2 in G minor (1935)
Op. 50: Piano Concerto No. 3 in D major 'Youth' (1952)
WoO: Fantasy in F minor after Schubert D 940, for piano and
orchestra (1961)
Op. 75: Rhapsody on a Theme of the Song Schoolyears,
for piano and orchestra (1963)
Op. 99: Piano Concerto No. 4 "Prague Concerto" (1975)
Op. 48: Violin Concerto in C major (1948)
Op. 49: Cello Concerto No. 1 in G minor (1948–1949)
O

Op. 77: Cello Concerto No. 2 in C minor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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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창 관현악
p. 12: Poem of Struggle, after A. Sharov, for chorus and
orchestra(1930–1931)
Op. 15: Music to the Radiocomposition Galitsiskaya Zacheria,
after B. Yansens, for soloists, chorus and orchestra (1931)
Op. 31: Parade of the Youth, for children's chorus and orchestra (1941)
Op. 33: Three Vocal-Monologues, for voice and orchestra (1941)
Op. 35: Vast Motherland, cantata for mezzo-soprano, bass, chorus and
orchestra (1941–1942)
Op. 36: Revenger of the People, suite on text by Y. Dolmatovski for
mixed chorus and orchestra (1942)
Op. 57: Song of Tomorrow, Spring and Peace, cantata for children's
chorus and orchestra (1957–1958)
Op. 63: The Leninists, cantata after Y. Dolmatovski for three choruses
and large symphony orchestra (1958–1959)
Op. 72: Requiem, for soloists, mixed chorus, children's chorus and
orchestra (1962)
Op. 82: On the Motherland, cantata after Z. Solodar, for children's
chorus and orchestra (1965)
Op. 93: A Letter to the 30th Century, oratorio (197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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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내악곡
p. 8: String Quartet No. 1 in A minor (1928)
Op. 44: String Quartet No. 2 in G minor (1945)
Op. 21: Improvisation for Violin and Piano
(from the music of the film Night of St. Petersburg) (1934)
Op. 69: Rondo for Violin and Piano (1961)
Op. 80: Pieces for Violin and Piano (1965)
O

Op.
Op.
Op.
Op.

2: Two Pieces for Cello and Piano (1927)
68: Etudes in Major and Minor for Cello Solo (1961)
71: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B-flat major (1962)
79: To the Memory of Sergei Prokofiev, rondo for cello and
piano (1965)

⑥ 피아노곡
p. 1: Three Preludes (1925)
Op. 3: Album of Children's Pieces (1927–1940)
Op. 5: Four Preludes (1927–1928)
Op. 6: Piano Sonata No. 1 in F major (1927)
Op. 13 No. 1: Piano Sonatina No. 1 in C major (1930)
Op. 13 No. 2: Piano Sonatina No. 2 in G minor (1933)
Op. 14: From the Life of a Pioneer, pieces for piano (1931)
Op. 20: Four Preludes (1933–1934)
Op. 27: Thirty Children's Pieces (1937–1938)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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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0: Three Pieces (1939)
Op. 38: Twenty-Four Preludes (dedicated to N. Miaskovsky)
(1943–1944)
Op. 39: Twenty-Four Easy Pieces (1944)
Op. 40: Easy Variations in D major (Toccata) and in A minor (1944)
Op. 45: Piano Sonata No. 2 in E flat major (1945)
Op. 46: Piano Sonata No. 3 in F major (1946)
Op. 51: Easy Variations, volume 2: Five Variations on Folk-Themes
(1952)
Op. 59: Rondo in A minor (1958)
Op. 60: Four Easy Rondos (1958)
Op. 61: Preludes and Fugues (1958–1959)
Op. 81: Spring-Dances (1965)
Op. 84: Recitative and Rondo (1967)
Op. 86: In The Camp of the Pathfinders, six pieces (1968)
Op. 87: Variations on Folk-Themes (1967)
Op. 88: Six Pieces (1971)
Op. 89: Thirty-Five Easy Pieces (1972–1974)
Op. 93A: Lyric Melodies (1971–1972)
O

⑦ 성악 및 합창곡
p. 4: Tanets (song in 4th grade piano exam)
Op. 7: Two Songs after M. Artamonov and V. Shukovski, for high
voice and piano (1928)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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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 Three Songs after M. Gerassimov, M. Artamonov and
N. Kliuyev, for voice and piano (1929–1930)
Op. 11: Eight Merry Songs after V. Kataev, for voice and piano
(1929–1930)
Op. 16: Three Songs after E. Musam, A. Sharov and A. Surkov, for
low voice and piano (1931–1932)
Op. 17: Eight Songs after O. Vissotskaya, A. Prishelts and A. Barto,
for children's chorus and piano (1932)
Op. 32: Two Songs after A. Bezemenski and N. Vladimirski, for voice
and piano (1941)
Op. 34: Three Songs after S. Marshak, for voice and piano (1941)
Op. 41: Seven Merry Songs after S. Marshak, for voice and piano
(1944–1945)
Op. 42: Four Funny Songs after S. Marshak and S. Michalkov, for
voice and piano (1945)
Op. 43: Two Russian Folk-Songs, for bass or tenor and piano (1945)
Op. 43A: Two Russian Folk-Songs, version for mezzo-soprano and
piano (1964)
Op. 52: Ten Shakespeare Sonnets, for voice and piano (1953–1955)
Op. 55: Two Romances after A. Kovalenkov, for tenor and piano
(1956)
Op. 62: In Fairy Tail's Forrest, musical pictures for narrator, voice and
piano (1958)
Op. 66: The Camp of Friendship, songs of the pathfinders of Artek,
for voice or children's chorus and piano (1961)
O

- 74 -

p. 67: A Kitchen-Garden on View, round dances for children's chorus
and piano (1961)
Op. 70: Three Dance-Songs, for voice and piano (1960)
Op. 73: Three Songs of Revolutionary Cuba, for voice and piano (1963)
Op. 74: Three Eightlines of R. Gamsatov, for mezzo-soprano and piano
(1963)
Op. 76: Five Romances after R. Gamsatov, for mezzo-soprano and
piano (1963–1964)
Op. 91: Conversation with a Cactus, eight children's songs after
V. Viktorov for voice and piano (1969)
Op. 92: Three songs about Lenin, for children's chorus and piano
(1970)
Op. 94: Three Songs-Plays after I. Rachillo, for children's chorus and
piano (1973)
Op. 97: Songs of Friendship, for female chorus, children's chorus and
soprano or tenor (1975)
Op. 98: Two Youth-Songs after V. Viktorov, for voice and piano
(1975)
Op. 100: Time, six romances after S. Marshak for baritone and piano
(1975)
Op. 101: Cry of the Song", cycle of romances after O. Tumanian for
voice and piano (1978–1979)
Op. 102: " Tanets" song in grade 4 piano exa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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