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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스파르 카사도의 무반주 첼로 조곡에 대한 연구와

연주방향 제시

첼로를 위하여 쓰여진 무반주 작품 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

하지 않는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작품은 단연코 바하의 무반주 첼로

조곡이라 할 수 있으며, 바하 이후 많은 작곡가들이 첼로를 위한

무반주 작품을 남겼으나 이들 작품들은 작품 질에 걸맞는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바하 이후 작곡가들의 자기만의 색채

가 입혀진 무반주 작품들도 우리의 연구와 관심을 통해 각 작품들

의 의도와 해석이 존중되고 반영되어 연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본 논문은 카사도(1897-1966) 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작곡되어

진 배경과 곡의 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연주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첼리스트이자 작곡자인 카사도는 중세부터

행해오던 특정춤곡에 다른 춤곡악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고전

모음곡보다는, 악장의 순서나 개수, 조성 등에 일정한 틀을 갖지

않는 근대 모음곡의 형식을 띠고 있다. 세 악장으로 이루어진 카

사도의 무반주 조곡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악적 특징은 멜리스마틱

선율, 꾸밈음의 사용으로 인한 장식적 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양하고 독특한 첼로 주법의 사용으로 가능해진 환상적인 음색표현

등이다.



본 논문은 첼로를 위한 무반주 조곡에 나타난 카사도의 음악을

연주자들에게 새롭게 전달하기 위해 작품의 배경과 함께 카사도의

다른 작품에서 나타난 그의 특징적 기법, 그리고 무반주 조곡 각

각의 악장 분석과 연주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바하 작품에서 보여

지는 무반주 조곡 형식이 카사도 작품의 경우에 어떻게 다른 방식

으로 변화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스페인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조곡으로서 춤곡의 요소가 얼마나 다양하고 자유롭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첼로 연주자들에게 카사도 무반주

조곡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토대로 곡 해석과 연주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주요어: 카사도, 무반주 조곡, 춤곡, 스페인음악

학번: 2005-2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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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스파르 카사도(Gaspar Cassado 1897 - 1966)는 20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스페인 출신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로서 당대의 뛰어난

연주자중 한사람 이였다.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는데, Cello Concerto in d minor, Suite per

violoncello solo, Requiebros, Serenade 등 첼로 독주곡 다수와 기

타독주곡, 실내악곡 등을 작곡하였다. 또한 편곡에도 관심을 보여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의 아르페지오네 첼로 소나타를

협주곡으로, 비발디(Antonio Vivaldi) 의 첼로 소나타 No.5를 협주

곡으로 편곡하여 몇 개 안되는 cello concerto 목록을 확장하는 공

헌을 하였다.

흔히 첼로의 무반주 조곡이라 하면 바하를 떠올리게 되는데 1926

년에 작곡된 카사도의 첼로 조곡은 20세기 첼로를 위한 무반주 조

곡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 곡은 세 악장의 춤곡 모음으로

비교적 악장구성이 자유롭게 되어있다. 1악장은 Preludio Fantasia

로 헝가리출신 작곡가 졸탄 코다이1)(Zoltan Kodaly) 의 무반주 첼

로 소나타와 프랑스출신 작곡가인 모리스 라벨2)(Maurice Ravel)의

플루트 독주곡, 오페라 ≪Daphnis & Chloe≫에서 영향을 받았다.

1) Zoltan Kodaly(1882.12.12 ~ 1967.3.6.) 19세기말부터 중반까지 활동했던 헝가

리의 대표적인 작곡가 겸 교사로 Bartok과 함께 민족음악이라는 새로운 유파

를 창시하여 확립시켰다. 그는 기악곡, 교향곡, 오페라, 합창작품, 가곡 등 다

양한 장르에 걸쳐 많은 곡을 작곡 했을 뿐 아니라 Kodaly system 이라는 음

악교육의 방법론에 창안하여 헝가리 음악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 Maurice Ravel (1875.3.7 ~ 1937.12.28.) 프랑스의 서양 고전 음악 작곡가이다.

관현악곡인 볼레로로 유명하며, 전람회의 그림의 관현악 편곡으로도 널리 알

려져 있다. 그의 오케스트레이션은 다채로운 음색과 악기의 사용으로 유명하

다. 세간의 그의 음악은 프랑스 고전주의의 틀을 지키며 근대적인 감각을 발

전시킨 것으로, 정교하고 치밀하다는 평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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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장은 Sardana(Danza)로 스페인 북동쪽 카탈루냐 지방의 민속

무용을 표현했고, 마지막 악장인 Intermezzo e danza finale는 전

통적인 스페인 음악선법과 멜로디를 기본으로 하여 남부 안달루시

아 지방에서 유행한 판당고3)(fandango)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조곡에서 볼 수 있는 춤곡들과 다른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카사도의 작곡기법은 그의 작곡스승이었던 모리스 라벨과 마뉴엘

드 파야 (Manuel de Falla) 4)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의 음악적

뿌리는 19세기의 낭만주의 전통을 잇고 있다.

잘 짜여진 구성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의 음악은 그의 조국 스

페인의 고유한 음색이 드러나면서도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옛것, 민속적 그리고 현대적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사도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선율적, 춤곡적(리듬

적) 특징들을 비롯하여 특유의 음색적 표현들을 점검해보고 카사

도가 무반주 첼로 조곡에 어떻게 스페인 특유의 민속음악을 사용

했는지 연구함으로써 연주자들에게 음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곡에 사용된 테크닉적인 주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작품의 본질에 입각한 연주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 이다.

3) 판당고(fandango): 18세기 초엽에 발생한 플라멩코 음악 중에서도 대

표적인 것으로 대게 캐스터네츠를 손에든 남녀 한 쌍이 기타와 노래

반주에 맞추어 추는 무곡 및 무도

4) Manuel de Falla (1876.11.23 ~ 1946.11.14.) 스페인 남부 카디스 지방

에서 출생하여 스페인 내전 중 고국을 떠나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스페인음악의 발전을 위해 몸 바친 국민파 음악의

거장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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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카사도의 음악적 생애와 작품세계

1. 카사도의 음악적 생애

카사도(Gaspar Cassado , 1897-1966) 는 1897년 9월 30일 스페

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다.

교회 음악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카사도는 5살 때 아버지의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으며 아버지에게서 음악이론과 작

곡을 배웠다. 7살 때 디오니시오 마치(Dionisio March)에게 처음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고 9살 때는 첫 연주회를 열었는데 그 객석

에는 당대 최고의 스페인출신 첼리스트 카잘스가 있었다. 카사도

의 연주를 들은 그는 그 자리에서 그를 가르치겠다고 제안했고 그

리하여 바르셀로나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카잘스 평생 3명의 제자

중 2번째 제자로 파리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파리에서 약 6년간

공부하며 그는 음악가로서 한층 더 성숙해졌으며 그 기간 중 카잘

스와 함께한 연주여행에서 카사도는 기교적인 면이나 음악적인 면

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단순히 카잘스의 음악을 따라하는 모방

자가 아닌 세심하고 까다로운 아티스트로서 따뜻한 톤의 소리와

완벽한 테크닉을 구사하는 첼리스트로 성장했다. 또한 루빈스타인

(Artur Rubinstein) 이투르비(Jose Iturbi) 같은 피아니스트와 메뉴

힌(Yehudi Menuhin), 켄트너(Louis Kentner) 같은 바이올리니스트

와 함께 트리오 연주활동을 하며 녹음작업을 하였다. 제 1차 세계

대전이 시작할 무렵 그는 바르셀로나로 돌아가 성공적인 연주자의

경력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실질적인 독주자로서의 활동은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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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1918년 부터였다. 그는 수많은 국제무대의 성공적인 연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가 되었는데 1918년부터 1930

년대 초 까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연

주했다. ‘그와 함께 연주하지 않은 지휘자는 오직 토스카니니

(Arturo Toscanini) 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또한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연주회를 개최하며 자신이 작곡

한 곡이나 편곡한 곡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카사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그의 스승인 카잘

스인데 카잘스는 그에게 선생님이자 친한 친구이자 멘토였다. 카

사도가 미국에 데뷔한 1936년, 미국에서도 큰 인기와 명성을 얻어

가던 시점에 스페인은 스페인 내란으로 인해 정치적 상황이 혼란

스러워지고 급기야는 프랑코 장군에 의해 쿠데타가 일어나 군부가

세력을 잡기 시작했다. 특별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카사도는, 프랑코체제에 반대하여 프랑스 외곽 작은 도시에 은거

하며 저항하던 카잘스와는 달리 계속적인 음악활동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난이 카잘스 측근으로부터 뉴욕 타임즈에 보내져 그

로인해 명예와 이미지를 크게 실추 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카사도

의 인생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사실 카사도가 진짜 파시스트 였는

지 혹은 카잘스가 어떤 확실한 근거에 입각하여 그런 행동을 하였

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이러한 불명

예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그는 연주와 작곡을 멈추지 않았으며

1955년 카잘스와 화해한 후에는 더욱더 활발한 음악활동을 했다.

그는 1966년 가을, 건강이 악화돼 의사로부터 쉬라는 권고를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어와 연주를 하다가 1966년 크리스마스

이브, 마드리드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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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사도의 작품세계

카사도의 작품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작곡

스승이었던 아버지,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라벨과 스페인의

마뉴엘 드 파야 외에도 연주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많은 지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나 파리에 있을 당시 그의 주변엔 드뷔

시(Claude Debussy), 알베니즈(Issac Albeniz), 사티(Erik Satie)와

같은 작곡가들이 있었다. 카사도가 그의 인생 말년을 함께한 일본

인 부인, 피아니스트 하라(Chieko Hara)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았

다. 그는 25개의 자작곡과 첼로를 위한 12개의 곡 그리고 40여개

의 편곡작품들을 남겼다. 12개의 첼로 곡 중에는 7개의 소품

(Aragoneza, Requiebros, Danse du diable vert, Serenade, La

pendule, Danse des Elfes, La Fileuse et le Galant) 곡과 한 개의

무반주 조곡(Suite per Violoncello solo),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3

개의 곡(Sonata nello stile antico spagnuolo, Partita, Sonate pour

piano et Violoncelle)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출판되어

악보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곡은 Suite per violoncello solo,

Requiebros, Sonata nello stile antico spagnuolo 뿐이다. 그중 무

반주 조곡은 카사도와 함께 트리오 연주를 하던 루빈스타인

(Arthur Rubinstein)에게 소개받은 로버트 멘델스존(Robert von

Mendelssohn)과의 인연으로 탄생한 곡이다. 로버트의 아내인 길리

에따 고르디지아니(Giulietta Gordigiani von Mendelssohn) 는 이

탈리안 피아니스트 이자 카사도의 후원자였다. 그녀는 죽을 때까

지 카사도의 학업과 연주를 후원하였는데 이 무반주 조곡은 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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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길리에따 고르디지아니의 아들 프란시스코(Francesco von

Mendelssohn)에게 헌정된 곡이다. 또한 Requiebros와 Concerto in

D minor는 그의 스승인 카잘스에게 바쳐졌다.

그의 곡에는 스페인 특유의 음악적 색채가 많이 묻어나고 있으

며 편곡한 곡들에서도 카사도 만의 특별한 느낌이 잘 반영되고 있

다. 그는 기본적으로 스페인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하여 후기 낭만

주의의 음악을 결합시켜 카탈로니안 특유의 음색과 리듬, 화성, 선

율 등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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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카사도 작품에 나타난 특징

여기서는 카사도의 작품들 중에서 악보로 출간되어진 것으로 알

려진 현존하는 세 곡 (Suite per Violoncello solo, Requiebros,

Sonata nello stile antico spagnuolo)에서 선율적 요소, 춤곡적(리

듬적)요소, 음색적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선율적 요소

(악보1)mm.9

<Suite per Violoncello solo Preludio-Fantasia>

카사도는 자신의 작품에서 멜리스마적인 선율을 사용하여 장식

적인 효과를 내었는데 이웃음과 경과음으로 이루어진 이런 선율은

스페인 양식의 특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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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 mm.57-58 <Requiebros>

Requiebros에 등장하는 이런 선율도 스페인적 양식이며 카사도

의 작품에서 많이 보여지는 요소이다.

(악보3) mm.27-29 <Requiebros> -원본

(악보4) 꾸밈음의 전통적인 방식 –변형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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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26-28

(악보5) Sonata 3악장 원본

(악보6) 꾸밈음의 전통적인 방식 - 변형된 예시

카사도의 작품에서는 꾸밈음의 사용도 돋보이는데 Requiebros와

Sonata 3악장에서 보여 지는 이런 꾸밈음은 주 음정 뒤에 위치하

고 있는 모습으로 앞에서 꾸며주는 일반적인 꾸밈음과 다르다. 이

런 방식의 꾸밈음은 서유럽권의 문화에서는 많이 찾아보기 힘든

형태로, 주로 민속음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기보된 표기는

다르지만 연주 시 청중에게는 큰 차이가 없게 들린다. 그렇지만

연주자는 이러한 음악적 뉘앙스의 미묘한 차이도 신경 쓰고 연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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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 mm.65 <Requiebros>

위는 카사도의 음악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돈꾸밈음이 반복되어

사용함으로 카덴차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이다. 이런 방식으로 만

들어진 멜리스마틱한 선율이 분위기의 즉흥적이고 자유로움을 느

끼게 해준다. 이는 카사도가 작곡가 이전에 연주자였기 때문에 이

러한 표현기법이 더 용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자유롭

고 확장된 방식의 돈꾸밈으로, 다음 마디로 점점 더 치닫는 모습

을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춤곡적(리듬적) 요소

(악보8)mm.9<Requiebros>

동음반복이 보여 지는 부분으로 춤곡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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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1-4

(악보10) Sonata 3악장 mm.1-4

난다. 이는 리듬악기가 발달된 나라에서 보여 지는 민속음악적인

특징인데 동음반복요소가 리듬악기로부터 차용되었기 때문이다.

동음반복을 통해 탬버린이나 캐스터네츠와 같은 악기의 소리를 묘

사하였다. 빈번한 악센트의 출현도 춤곡의 느낌을 더해주고 있다.

mm.20-21

(악보9) mm.20-21 <Requiebros>

붙임줄의 위치가 약박과 그 다음 강박을 이어놓아서 강박이 약

박으로 이동되어진 형태이다. 이런 리듬은 춤곡에서 많이 보여 지

는 당김음(syncopation)이다.

이는 소나타 3악장 마디 1-4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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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 mm.20-23<Requiebros>

(악보12) Suite per violoncello solo 1악장 mm.29-32

mm.1-2mm. 1-2

(악보13) Sonata 2악장 mm.1-2

Requiebros의 강박 내에서 등장하는 [단-단-장](동그라미 표시)

[장-단-단](네모표시) 리듬이 춤곡적 느낌을 잘 드러낸다. 카사도

의 작품인 무반주조곡과 소나타에서도 위에서 말한 리듬들이 등장

하는데, Requiebros와 마찬가지로 춤곡적 느낌을 살리기 위해 쓰

인 리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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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색적 요소

(악보14) mm.1-10 <Suite per Violoncello solo Sardana>

조곡의 2악장 앞부분에 하모닉스가 섞여있어 춤곡으로서 밝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 이는 플릇 소리를 묘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악보상의 flautando1) 용어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 지판위에서의 주법으로 작고 어렴풋한 소리를 내기 위하여 지판에 가깝게

연주하는 것.

(악보15) mm.52-55 <Suite per Violoncello solo Preludio-Fantasia>



- 14 -

mm.60-63

(악보16) mm.60-63 <Suite per Violoncello solo Preludio-Fantasia>

하모닉스를 사용한 선율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스페인

전통악기인 flabiol2)의 소리를 묘사한 듯하다. 선율사이에 등장하는

아르페지오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주었으며 이는 카사도가

첼리스트로서 주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기에 가능할 수 있는 표

현법이다. 또한 하모닉스 연주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도약이 많은

움직임보다는 되도록 같은 포지션 내에서의 움직임으로 하모닉스

연주가 가능하게 하였다.

조곡 1악장에서 등장한 아르페지오나 소나타 1악장에 등장하는

아르페지오는 그 당시 스페인에서는 기타작곡이 유행하였던 것으

로 보아 기타의 연주주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작곡가들의 아

르페지오 기법은 단순히 기타뿐 아니라 하프나 다른 현악기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카사도의 출신지나 시기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에 기타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아르페지오 기법이 갖는

2) 스페인의 전통목관악기로써 fipple flute이라 알려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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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8) Suite 1악장의 종지부

효과 중 하나는 펼쳐져 있는 선율을 통해 화성진행이 쉽게 들리며

활의 양을 늘리고 줄임만으로 다이나믹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mm.226-23

1

(악보17) Sonata 3악장 mm.226-231

(악보19) Requiebros의 종지부

첼로의 피치카토(pizzicato)가 세 곡 모두 많이 등장하는데 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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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0) mm.89-92 <Suite per Violoncello solo Sardana>

한 하프나 기타를 연상시킨다. 소나타와 조곡에서는 종지부분에서

현을 굴리면서 여운을 남기는 테크닉을 구사하고 레퀴에브로스는

종지부분을 힘있게 끝내는 마무리 음으로서 피치카토를 사용하였

다. 짧고 강렬하며 단호한 음색을 표현하기에 아르코(arco)보다 용

이하다.

무반주 조곡 2악장에서는 더블스탑(double stop)이 많이 등장하

는데 이것은 당시 cobla3)라고 불리던 앙상블의 소리를 묘사하기

위해 쓰인 요소로 보인다. 더블스탑으로 인해 더 풍성한 음량과

음색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유지되는 성부에 움직이는 선율을 사

용하여 동적인 느낌과 함께 최대한 많은 악기가 등장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3)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의 민속음악을 반주하던 악단으로 11명의 연주자로

구성되어있다. 한 개의 flabiol, 4개의 목관, 5개의 금관, 한 개의 더블베이스

가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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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1) mm.53-60 <Suite per Violoncello solo Sardana>

악보20와 악보 21의 D음이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에서의 민속

무곡 (Sardana) 쓰였던 tambori(작은 드럼)4) 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악보 20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D음이 다이나믹하고

동적인 느낌으로 쓰였다면 악보21에서는 건조하고 정적인 느낌으

로 쓰였음을 볼 수 있다. 같은 음을 반복하며 춤곡적 요소를 포함

하고 있는 동시에 민속적 음색을 잘 반영하고 있는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cobla에서 flabiol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왼쪽 손으로 치는 작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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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마디 빠르기 중심음

A 1-10 Andante D

B 11-16 - -

C 17-39 Poco piu mosso A

A 40-45 Andante -

B 46-63 - -

C 64-72 Poco piu mosso D

B 73-79 Andante -

A 80-83 - -

IV. 카사도 무반주 첼로 조곡에 대한 음악분석

및 연주방향 제시

이곡은 기본적으로 3곡으로 이루어진 suite로써 스페인 음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꾸밈음의 사용과 민속무곡의 독특한

리듬이 드러나 있다. 스페인 음악에 사용되었던 Flabiol 이나 기

타 같은 악기를 표현하기 위해 더블스탑, 하모닉스, 아르페지오 등

의 주법이 많이 등장한다. 카사도는 작곡자이기 이전에 첼로 연주

자였기 때문에 곡의 전반적인 전개방식에서 섬세하고 즉흥적인 요

소들을 독특한 연주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1. Preludio Fantasia

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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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 a 주제

1악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기존 악구에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변

주된 악구가 존재하는 리토르넬로(ritornello) 형식으로 작곡되어졌

다. 14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리토르넬로 형식은 합주와

독주가 되풀이 되는 형식으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프레이즈는 맨

처음과 끝을 제외하고는 조성이 매번 달라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또한 카사도는 1악장의 후반부에서 (64마디 이후) 20세기 쇤베

르그의 음렬진행 방식에서 흔히 사용되던 역행(retrograde)의 개념

을 구조적인 전개에서 보여주고 있다. 1악장의 가장 중심에 해당

하는 46-63마디의 B파트는 다른 삽입구들 보다 훨씬 섬세하고 화

려하여 카덴차 같은 느낌과 더불어 연주자들의 기량을 fantasia 풍

으로 맘껏 발휘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카사도의 무반주 조곡 첫 부분을 들으면 민속적 느낌이 강한 선

법을 사용한 듯한 멜로디 라인이 펼쳐진다. 옛날 음악을 연상케하

는 도입 부분으로 앞의 두 마디와 뒤의 세 마디는 대조적인 구조

를 가지고 있다. 마디 1-2의 선율이 4도와 5도의 큰 도약이 많으

며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2도로 되어있는 데에 반해 뒤의 3마디

는 이탈음을 제외하고는 하행하는 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20 -

(악보2) a주제의 구조적 분석

또한 뒤의 세 마디의 잦은 악센트는 리듬감을 높이고 이것은 1악

장 전체에 자주 반복과 변형되어 등장하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악보3)mm.3

3마디에 드러나는 악센트의 양상을 보면 이 곡이 스페인 춤곡으

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프레이즈 에서는 세

음 모두 악센트가 표기 되어있는데, 둘째 박에서 나오는 더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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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 mm.3-5

(악보5) mm.8-9

탑(double stop)으로 인해 첫째, 셋째 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다이나믹이 형성된다. 멜로디의 리듬 또한 두 번째 박이 가장 긴

리듬으로 연주되고 있다. 이 두 가지로 인해 강박의 느낌이 전통

적으로 위치해야할 첫 박이 아닌 둘째 박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sarabande를 연상하게 하는데 sarabande 의 특징이 느린 3박자이

지만 두 번째 박자가 중요하게 연주되기 때문이다.

마디 8-9 는 마디3-4 의 변주된 프레이즈로 볼 수 있는데 앞에

서 제시된 프레이즈를 장식, 변주시키는 방법을 주된 전개방식으

로 사용하는 점은 카사도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장식적인 변

주를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9마디에서는 스페인 양식의 특징을

가진 선율선이 드러난다. 또한 마디 3-4를 보면 선율이 박자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펼쳐지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꺽은표시)

1악장의 fantasia 에 걸맞는 전개방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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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 전통적인 선율라인과 마디9에 등장하는 선율라인 비교

9마디의 첫 박에서 보여 지는 이 음형의 방향성을 정리해보면

전통적인 서양의 장식적 요소를 가진 선율과 유사하다. 그러나 9

마디에서의 음형은 보다 멜리스마적 이고 즉흥적인 형태로 등장하

고 있다. 전통적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많은 음들이 수식되

었기 때문에 가속되고 다음 박자로 진행하려는 방향성이 강해지게

된다.

(악보7) mm.11-12

악보 7은 하행 순차 진행하는 프레이즈 안에서 이탈음(escaping

tone)을 사용한 부분으로 이미 마디 3-4(악보4)와 마디 11-12에 두

번 출현한 주제의 부분이다. 비슷한 형태의 멜로디이지만 마디

3-4가 확신에 찬 강렬한 음의 진행과 남성적인 음색이 요구되는

반면 마디 11-12에서의 몽환적이고 여성적인 음색과 부드러운 선

율적 프레이즈를 표현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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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23-25

(악보9) mm.23-25

C

(악보8) C 주제

C부분은 음악의 느낌이 A 파트와 B 파트에 비해 대조적인 느낌

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앞의 두 파트가 낭만적이고 선율적이라고

하면 C부분은 고전적 이면서도 리듬의 모양이 바로크적 모습을 가

지고 있어서 A, B파트와 대조적 인상을 풍긴다고 할 수 있다.

3/4에서 4/4로의 변박이 보여지는 부분으로 ff 로 진행하기에 수

월하게끔 해주는 연결구의 역할을 한다. 이 변박마디는 스트레토

(stretto) 적 양상을 보이는데 스트레토는 푸가에서 쓰이는 주제의

제시가 밀접하게 겹쳐있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에 한 번 씩 바뀌

던 화성변화가 여기서는 각 박자마다 화성이 변화하므로 화성리듬

이 빨라지면서 25마디의 ff진입에 효과적인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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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그러나 멜로디를 구축해가는 음들이 각 장식음 다음

에 위치하기 때문에 발음이 또렷해지도록 비브라토와 함께 테뉴토

표현에 집중하여 주 음들을 강조하는 연주를 해야 한다. 꾸밈음을

짚었을 때, 주 음에 해당하는 손가락들을 떼지 않고 연주하면 효

과적일 것이다. 뿐 만 아니라 테뉴토(tenuto)로 표현되어 있는 음

들은 조금 더 구분되는 음들로 연주하려고 해야 한다. 이는 테뉴

토가 음가가 허용하는 최대치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음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이는 슬러 밑에 위치하는 테뉴

토의 경우 특히 더하다. 25마디에 등장하는 악센트는 시작하는 활

의 위치가 늘 현 위에 있어야하며 팔은 relax 되고 무게가 할로

떨어져 있을 때 밀착상태가 유지 될 만한 활 속도로 연주해야한

다. 좋은 질의 악센트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매번 같은 절차를 밟

아야한다. 이 부분이 p 로 시작하여 ff 로 임박하는 모습의 크레센

도(cresc.)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마디 24와 25사이에

largamente의 기호표시도 중요하게 보아 연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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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 mm.46-51

(악보10)mm.34-35

마디34-35는 agitato poco a poco e cresc. 로 극적인 발전을

이루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climax에 적합한 표현법으로

볼 수 있다. 각 활로 표기되어있어 절도와 박력이 넘치고 화려

한 활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연주가 핵심이다. 빠른 프레이

즈인 완전히 밀착된 적은 양의 활을 Fr.부분에서, 현의 Bridge

부분에서 써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카사도의 음악에 많이 등장하는 멜리스마적인 선율이

등장한 부분으로 한정된 박자 안에서 긴장감을 높이는데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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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2) 29-32마디의 반복되며 등장하는 미학적 효과

표현법이다. 화려하고 섬세한 멜리스마적인 선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연주자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교적인 면이 부각되는 부분

으로 볼 수 있다. 현악기로 표현하는 소리보다는 목관악기의 느낌

이 나면서 박절감이 또렷하지 않고 카덴차 같은 느낌을 준다. 연

주자는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연주하기 위해 High Position 왼손

테크닉에 대한 섬세함과 순발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악보에

표시된 다이나믹과 테뉴토, sfz 등이 감안된 인상파적인 표현법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왼손 articulation 의 정확성과

더불어 가벼운 터치감이 필요하다. 또한 sfz 와 테뉴토가 있는 부

분에서 pp안의 표현이니 비브라토를 포함하여 적은 활로 연주한

다.

이 부분은 동일한 모티브가 2번 반복 되고 있을 뿐인데 전체적

인 느낌은 방향성이 강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기보되

어 있는 악상의 poco a poco e cresc.를 통해 정지되어진 2번의 반

복이 아니라 조직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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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다. 한 악구를 두 번 반복하는 관습은 바로크 시대에

유행하였던 전개기법이다. 그 시대 음악에 있어서 동일한 악구의

반복은 f 와 p 의 대조가 이루어지는, ‘멈추어진’ 인상을 주는 반

면, 카사도의 반복은 agitato poco a poco e cresc. 그리고 뒤 이

어지는 piu agitato 를 통한 아주 극적인 긴장으로의 치달음을 실

현하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카사도의 음악적

의도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이루는 처음부분은 p로 출

발하며 계획성 있는 활 분배와 세기 조절, 그리고 그 안에서 일정

한 tempo를 잃지 않으면서 agitato를 통한 방향성을 가진 연주를

하도록 한다.

(악보13)mm.38-40

이 부분은 이곡의 딸림음(dominant; 여기서는 A음을 지칭함)으

로의 전개를 위해 38마디의 두 번째 박 B음에서 39마디의 두 번째

박 Bb음으로 진행하며 40마디의 A음으로 반음계적 경과진행을 보

여주고 있다. Bb음은 A로의 이끈음(leading tone)역할을 하고 있

으며 두 마디에 걸쳐 등장하는 아르페지오의 꾸밈음들이 만들어내

는 코드가 A음으로 향하게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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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4) mm.60-64 <Suite per Violoncello solo Preludio-fantasia>

마디 60-64의 아르페지오는 한마디 안에서 각 박자단위로 화성

리듬이 축소되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 연결구의 역할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아르페지오 음형은 선율

진행방향을 각 화음의 근음들로 정리해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 C→Db→Eb 로 두 번 상행하고 A→Bb→C 로 상행한 후 A

→G→Eb으로 하행하여 64마디로 D로 해결된다. 두 번 상행하는

반복되는 악구에서는 바로크적인 전개 방식으로 음향의 대조를 이

루고 있다. 다이나믹의 대조를 분명하게 살리기 위해 f 부분은 현

의 bridge쪽에서 활과의 마찰을 최대화하고 활은 많이 쓰되 tempo

를 지키면서 연주하고, p부분은 지판가까이 에서 연주한다. 박자

단위로 변하는 코드가 깨끗하게 들리도록 62-63 마디에서는 첫 음

을 짚은 채로 연주해야 하며 화성을 지저분하지 않게 연주하고 리

듬이 고르게 들리게 하기 위해선 현을 바꿀 때 동등한 pressure와

악센트가 섞이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며 오른손 팔의 relax에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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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6)mm.77-79

(악보15) mm.15-16 

쓰도록 한다. 화성적인 분석으론 63마디의 마지막 박자의 화음은

증6화음인데 이는 이끈음(leading tone) 경향이 상당히 강한

French chord 이다. 이 Fr.6를 통해 64마디의 D음으로 중심음이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악보 13에서 마디40으로 넘어가는 부분의

코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78-79마디는 15마디에서 전개되었던 장식적 선율의 조적 일탈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16마디 두 번째 박처럼 78마디에서도 두 번

째 박이 D음으로 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Eb 으로 움직여서 마치

잘못 연주 한 것처럼 들린다. 이는 일탈된 느낌을 주는 sharp이 6

개 붙어있는 증 4도의 먼 조로 옮겨진 음형이다. 또한 79마디의

리듬은 16분 음표에서 8분 음표로 음가가 2배 확장되어 1악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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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도입부의 A주제로의 회귀를 수월하게 만들고 있으며 원래 Db

으로 표기될 음(79마디 2번 째 박의 2번 째 음)을 C#의 이명동음

으로 바꿈으로 이끈음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이곡의 중심음인 tonic (D음)으로서의 종지를 자연스럽게 만든다.

또한 이것은 1악장의 종결부분이 구조적으로 볼 때 A B C 가 C

B A 로 진행되는 일종의 역행(retrograde)의 순서로 마감하는, 보

다 세련된 구조적 감각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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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rdana (Danza)

2악장은 스페인 전통 민속춤곡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악장으

로 그 당시 쓰였던 여러 악기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 더블스탑과

많은 하모닉스, 페달톤과 함께 진행하는 멜로디 선율 등을 통해

flabiol(fipple flute), tambori(a small drum) 등 스페인 민속음악을

반주하던 cobla의 악기들을 표현하고 있다.

구조분석

형식 마디 빠르기

서주 1-10 Allegro giusto

A 11-43 Allegro giusto

연결부 44-52 -

B 53-72 Poco meno

C (A’) 73-102 Tempo I (Allegro giusto)

2악장 곡의 구조는 크게 6/8 의 서주부, 2/4의 Allegro giusto부

터 마디 43까지 A부분, 44-52마디까지 연결부, Poco meno 부분을

B, Tempo Ⅰ를 C (A') 로 볼 수 있다. 2악장은 작은 단위들이 블

록처럼 구성되어있고 반복과 변형을 통한 작곡기법으로 전체적인

통일성을 엿볼 수 있다. 같은 악구의 반복이나 옥타브 위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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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시퀀스의 등장으로 악상의 대조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크 시대의 작곡 양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각 파트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악보 18부터 20까지 참고)

(악보17) 2악장 서주

(악보18) 2악장 A주제

(악보19) 2악장 B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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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0) 2악장 C주제

mm. 1-2

(악보21)mm.1-2 (못갖춘마디)

2악장은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악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론지식과 달리 못갖춘마디에 상응하는 나머지 박자가 존재하는 마

디를 찾기 힘들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습적인 작곡 이론기

법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카사도의 Sonata nello stile antico

spagnuolo의 2악장과 3악장에서도 같은 기법을 쓴 것으로 보아 카

사도 작품의 전반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악보 22) mm.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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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에서 등장한 f 와 p 의 대조는 바로크 음악에서 매우 중

요하고 빈번하게 사용된 표현법인데, 대조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이 부분의 음악적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바로크 음악에 강한 영향을 미쳤던 ‘감정미학’1)을

언급할 필요성이 있는데, 당시 감정미학의 거장인 마테존의 이론

에 의하면 음악에서의 다이나믹은 각각 상직적 의미를 가지고 있

으며, f 는 강인함, p 는 세련되고 섬세함의 감정을 상징하여 청자

로 하여금 보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감정적 대비를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2악장 11-14마디를 해석해 볼 수 있다. 11-14

마디에 나타난 f 파트는 절도 있는 개방현과 악센트의 사용, 2옥타

브의 큰 도약으로 인한 활발하고 대담한 인상을 주고 있는 반면,

곧바로 이어지는 p 파트는 상대적으로 훨신 좁은 음역(완전 5도이

내)에서 아기자기한 선율이 제시되고 개방현 또한 한 음정만을 길

게 유지시켜 상대적으로 내성적이고 섬세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감정의 대조로 인해 카사도의 음악이 화려함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유희적이고 아주 밝은 인상을 주게 된다.

1) 바로크시대에 이르러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가 감정이론

(Affektenlehre)으로 체계화되면서 음악이론 및 미학의 중심이 되었다. 오희

숙,『음악속의 철학』(서울 : 심설당, 2009),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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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악보23) mm.35-40

2악장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기법중 하나인 악구의 반복이 빈번

히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시퀀스도 등장하고 있다. 시퀀스는 같

은 음형이 반복되는 동형진행인데 37-38 마디(네모 박스부분)와

같이 화성적 배경이 반음관계로 이뤄진 부분은 조적인 차이가 상

당히 대조적이고, 동일한 음형으로 연주를 하더라도 그 음형이 가

지는 의미는 차이가 있다. 반면 39-40마디는 같은 악구를 옥타브

위에서 반복함으로 조적인 차이나 음형의 변화를 주지 않고 있으

며 대신 크레센도를 통하여 종지로의 방향성을 이룬다. 이러한 반

복의 사용은 대조와 발전의 2가지 측면으로 사용되는데 고전적 표

현과 낭만적 표현을 고루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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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6

(악보24)mm.53-72 poco meno

이 부분은 Bass의 라인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D→A 까지

즉, 이곡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음인 D(Tonic)에서 A(Dominant)

까지 반음계적인 상향 진행을 하며 긴장감을 구축해 나간다. 66마

디의 Ab과 68마디의 G#은 같은 음정인데 한번은 Ab으로 한번은

G#으로 표기한 이유는 Ab음은 65마디의 첫 박자 화성의 Eb과 어

울리기 때문이고 68마디의 G#은 69마디의 A의 이끈음(leading

tone)으로 자연스러운 진행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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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5) 53-72마디의 Bass 진행 요약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은 중간부분으로, 분위기상 전환의 역

할을 맡고 있다. poco meno, espress. 그리고 nostalgia 같은 지시

어들이 일깨워주듯이 선율의 느낌을 몽환적이고 향수를 불러 일으

키는 분위기로 속삭이는 듯 한 표현의 연주를 하되 베이스의 스타

카토의 음들은 반면 담담하고 드라이한 느낌의 반주가 어울릴 것

이다. 이러한 간단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춤곡에서 앞, 뒤의 부분

과 대비되는 분위기를 그 사이에 배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방식이

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한 악기로 두 가지의 성부가 존재하는

것 같은 대위법적 기법은 카사도가 자주 사용하던 작곡 기법이며

Sardana 의 반주에 쓰이던 cobla에 등장하는 악기들을 묘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주자들은 여러 종류의 악

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멜로디 라인의 음색과 스타카토 음색의 차

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스페인 민속악기인 작은 drum(tambori)2)

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스타카토의 음들은 타악기적인 특성을

살려 절도 있게 표현 할 수 있도록 멜로디 라인에 집중하며 활의

각도를 최소화 하고 이는 나비같이 날아 벌처럼 쏘는 듯 한 느낌

이 적절할 것이다.

2)스페인 전통음악인 flabiol의 연주자가 flabiol과 같이 연주하는 것으로 리듬을

담당하는 타악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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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6)mm.94-102 

악보26는 중심 코드였던 D코드(Tonic)가 Neapolitan 관계에 있

는 Eb코드(SuperTonic)로 일탈-회귀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보이

고 있는데, 그 조적 흐름은 [D→Eb→D→Eb→D→Eb→D] 으로, 네

모 박스로 체크된 부분이 Eb코드로 일탈된 부분이다. 반음위의 관

계로 나타난 화성적 일탈은 스페인의 음악적 특징 중 하나인 ‘선

법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는 Neapolitan Chord가 Finalis

(종음)와 그 윗음이 반음으로 이루어진 프리지아 선법에서 유래되

고 있기 때문이다. 카사도 음악에 많이 등장하는 스페인의 선법적

특징의 전개방식을 볼 수 있다. 100마디의 세 음정은 조적 일탈의

모습이 옅어지는 양상을 단 3도 간격의 대리화음으로 하행시켜

Eb에서 D로의 회귀를 보다 극적인 동시에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또한 그 부분에서 쓰인 3연음부가 갖는 리듬의 특이성을 느끼며

표현 할 수 있도록 오른손 활 주법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3연

음부의 등장은 정상적인 리듬의 변화를 주는 것이기는 하나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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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틱한 효과를 주기위한 표현법으로 탁월하다. 활을 민첩히 써서

일정한 템포가 지켜지도록 하고 밀착시킴과 동시에 쓰는 순간 힘

을 확 풀고 그 반동을 이용하여 빨리 돌아오도록 하여 코드의 악

센트를 모두 표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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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형식 마디 빠르기

Intermezzo

a 1-9 Lento ma non troppo

b 10-25 Allegretto tranquillo

a 26-33 Lento ma non troppo

Danza

Finale

c

34-41 Allegro marcato

42-85 -

b’ 86-101 Allegro tranquillo

c’ 102-131 Allegro marcato

132-139 Lento ma non troppo

140-161 Allegro marcato

162-166 -

167-186 Allegro risoluto

187-199 Allegro risoluto(accel.)

3. Intermezzo e danza finale

구조분석

3악장은 그 형식적 자유로움 때문에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지만, 구조표를 보듯이 크게 Intermezzo 와 Da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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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e로 나뉘며 다시 Danza Finale 는 34마디부터131마디까지 형

식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과 132마디부터 끝까지 섞여져 있는 모

습의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여기서는 Lento부분에 서정적인

스페인음악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con molta espress.

(악보27) 3악장 a 주제

(악보28) 3악장 b 주제

(악보29) 3악장 c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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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1) mm.19-21

(악보32) mm.95-96

(악보30) 3악장 종결구

악보 31과 32 또한 카사도가 자주 표현했던 멜리스마적인 부분

이라 할 수 있는데 형식과 형식 사이에 장식적이고 환타지적인 악

구가 자유롭게 펼쳐지는 부분이다. 짧은 마디이지만 다채로운 멜

리스마 양식이 연결구 역할을 함으로 음역상의 회귀를 가능하게

하였다. 뒷부분의 선율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 부분에 활

을 아끼면서 기대어 연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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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o

(악보33)mm.5-6

(악보34)mm.46-49

3화음이 병진행하는 이 부분은 무반주 조곡 전체에 나타나는 진

행 중 한가지인데 마디 46-49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여 진다. 1악

장에도 악보14의 아르페지오 부분이 위와 같은 병행 진행을 보이

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통해 이 곡 전체가 통일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33는 3화음이긴 하나 고음이 멜로디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오른손 엄지를 아래 음에서 위 음으로 진행시켜 고음에

더 기대어 연주한다. 다 들릴 수 있도록 매번 현에 손가락을 걸면

서 피치카토(pizzicato)를 해야 한다. 또한 풍부한 음색으로 위해서

피치카토의 방향이 몸 쪽에서 악기의 bridge 쪽에 가깝게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는 큰 움직임을 취한다. 악보 34는 대위법적인 표현

으로 두 성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아래성부를 차별화하기 위해

전부 스타카토(staccato)로 표기되어있으나 첫 음들은 테뉴토인 것

처럼 연주해야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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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5)mm.7

(악보36)mm.1악장 13마디 

악보 35는 1악장의 13마디를 연상시킨다. 이 곡에서 계속 등장한

선율라인이 악장 전체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역할 중 한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3악장의 20마디의 선율라인(악보 37의 네모칸)도

7마디와 동일한 음형으로 다른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역할을 하면

서 곡 전체의 구조적 견고함을 느끼게 해준다.

(악보37)mm.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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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8)mm.9-10 

(악보39)mm.82-86

(악보40)mm.158-162 

악보38의 F#과 G로 이루어진 이웃음(neighboring tone)은 장식

적 요소로 바로 뒤 주요주제가 등장하기 전에 나오는 특징적인 열

쇠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악구이다. 이런 프레이즈의 규칙적인

사용은 듣는 이에게 해당 프레이즈 다음에 주요주제가 나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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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1) mm.134-135 

을 예상하게 해준다. 즉, 단순히 기교나 음악적 효과를 위한 장식

적 역할을 넘어 구조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악보 39 와 40 도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본

질적으로는 이웃음 계열의 장식된 악구이기에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악보38과 39에서는 반복되는

악구를 통해 음악적 tone color의 결과가 대조적이고 후렴구로의

회귀되는 다이나믹이 소극적인 데에 반해 악보 40에서는 음량의

변화와 더불어 음조직을 견고하게 만들어 후렴구로 도달했을 때

더 풍부하고 확장된 느낌을 형성한다. 연주자들은 이런 악구들을

연주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반복이 아닌, 구조적 개념의 차이와 반

복되는 양상이 담당하는 역학을 이해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

3악장에서 또 다시 등장하는 멜리스마적인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멜리스마 양식은 중세 그레고리안 성가에서 유래된 것으로 가사를

붙이는 방법 중 한 가지였는데, 마테존에 의하면 "음악은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며, 이 전제하에 언어(가사)가 포함된 성악에서는

언어가 감정을 묘사하는 역할을 하고 언어가 없는 기악 음악에서

도 음악 내재적인 요소를 통해 감정적 묘사가 가능하다"3) 라는 주

3)기악음악에서도 “음정에 내재한 힘, 능숙한 악장 분할, 적절한 진행들”을 감정



- 47 -

장을 토대로 가사가 없는 기악 음악에서 감정적 묘사로서 멜리스

마 양식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멜리스마적인 부분은

제한된 박자 안에서 자유로운 감정표현이 가능하므로 짧은 카덴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악보42)mm.41-43

1악장에서 증6화음인 French6 가 등장하여 그 다음마디의 D화

음으로 해결된 부분(악보 14의 64마디) 이 3악장의 이곳에도 동일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악장들이 다른 섹션으로 넘어가

기 전 같은 코드를 씀으로써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악보43) mm.38-41 

이 부분은 원래의 pulse가 3박자인데 2박자로 묶였다. 다음 섹션

묘사가 가능하다고 봄. 오희숙, 앞의 책, p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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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프레이즈 안의 화성리듬이 빨라지면서 다

음 프레이즈로 넘어가는데 가속도를 내주는 역할을 한다. 3악장

Allegro marcato의 부분들에서는 이런 해미올라의 기법이 자주 등

장하면서 역동성과 진행감을 부여하는데 악보 44을 보면 해미올라

가 있기 전의 음악은 고유한 박절이다가 해미올라로 인해 박자가

변형되고 이것이 climax로 향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원래의 박자로

도착했을 때 해결되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사도의 악보 표기상으로 보면 두 부분(악보 43와 44) 이 모두

해미올라 이기는 하나 악센트의 위치가 다르므로 연주자는 그 차

이에 유의하여 연주해야 할 것이다.

(악보44)mm.118-120

(악보45)mm.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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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마디 첫 박자에 등장하는 코드는 1악장 11마디와 같은 코드인

데 (악보7참고) 1악장에서의 코드는 A음이 전타음 (appoggiatura)

또는 9음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지만 3악장의 이 부분을 보면

A음이 9화음으로 쓰였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코드자체의 복잡

성이 증대된 부분으로 인지하여 연주하여야 한다.

(악보46)mm.68-72 

3마디에 걸쳐 9도 화음이 Bb, D, F, A로 3도씩 쌓여가고 마지막

한 마디에서 3도씩 하행하며 급속도로 해결되어 72마디의 F음으로

해결되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코드 진행이 대리화음 관계

의 3도 간격으로 F음에 도달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카사도는 무

반주 조곡 중간 중간에 이런 식의 가파른 음의 해결방법으로 곡의

진행을 극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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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7)mm.191-199

동기적 대비와 악상적 대비, 음역적 대비가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조적 일탈까지 더해져 피날레로 점점 치닫는 효과를 내고 있는 부

분이다. Eb→D→Eb→D→Eb→Eb→Eb→Eb→D 의 진행으로 결국

에는 D음으로 해결되는데 1,2악장과 동일한 Neapolitan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박자의 C, G 음은 페달포인트로서 연주하기 수

월하며 풍부한 음량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방현의 사

용으로 엑센트의 표현도 용이해지고 fff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

고, 3연음부의 이웃음(neighboring tone)의 반복은 속도감을 더하

여 크레센도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fff에서 fffff

로 큰 변화가 들리게끔 연주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시작부터 활 아

래 부분(Fr.부분)을 사용하여 bridge쪽에서 집중된 좋은 소리를 구

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이는 bridge쪽으로 활을 쓸수록 음

량에 있어서 제곱의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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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지금까지 카사도의 생애와 그의 작품들 특히 무반주 첼로조곡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는 스페인에서 태어나 국제적으로 음악 연주

활동을 하면서도 본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연주를 해왔기에

그의 음악 전반에는 스페인 음악양식과 색채가 깊게 묻어나있다.

각 지역마다 구분지어 지는 특유의 음악과 춤이 있던 자유로운 스

페인의 정열을 이어받은 그였지만 그의 음악은 자유로움 가운데

일정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놀랍도록 그의 곡 안에서 뚜렷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 악보로 존재하는 그의 첼로곡 Suite per

Violoncello solo, Requiebros, Sonata nello stille antica

spagnuolo 세 곡을 가지고 선율적 특징, 춤곡적(리듬적) 특징, 음

색적 특징을 알아보고 무반주 첼로 조곡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였다. 세 곡을 간단히 비교 분석한 결과 첫째, 그의 음악의 선율

적 특징으로는 꾸밈음의 사용이 많다는 것이다. 그것은 곡의 장식

적 요소가 되기도 하며 선율적 기능으로 즉흥적인 느낌을 갖게 해

주기도 한다. 또한 멜리스마틱한 선율로 자유로움과 연주자들의

기량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법을 볼 수 있었다. 둘째, 그의 음악에

춤곡적(리듬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그의 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조국 스페인은 각 지역마다 특유의 음악과 춤이

발달할 정도로 뚜렷한 음악적 주관이 존재하는 나라였고 카사도는

춤곡에 쓰인 리듬악기를 표현하기 위해 동음을 반복하거나 잦은

악센트를 사용하였다. 해미올라나 당김음 등을 만드는 리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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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그런 특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하모닉스나

아르페지오의 주법은 카사도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음색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살았던 때에 스페인에서는 기

타가 크게 유행했으며 많은 작곡가들이 기타곡을 작곡했다. 그래

서 카사도 또한 기타의 느낌을 살리려 아르페지오 같은 연주기법

을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뿐 아니라 다른 현악기에서

도 사용되는 주된 주법 중 한가지인 pizzicato를 종지부분에 사용

함으로서 여운을 살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Suite per Violoncello solo는 3악장으로 이

루어져있으며 suite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무반주 조

곡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1악장은 크게 A B C 세 가지의

주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지부분에서 처음부분에 나왔던 A B

C 의 모습이 C B A로의 진행모습은 쇤베르그의 음렬 진행 방식

중 역행(retrograde)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 음악 양식중 하나인 멜리스마적인 선율과 꾸밈음들의 사용

이 빈번하고 아르페지오나 하모닉스의 주법도 많이 등장하고 있

다. 2악장은 서주와 A B C(A') 로 크게는 4부분, 서주와 A사이의

연결부 까지 합해 5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이 악장은 카탈로

니아 지방의 민속춤이 주된 모티브이다. 춤곡에 반주로 등장한

cobla에서 사용되었던 악기들을 묘사하기위해 음향의 효과를 극대

화하려 더블스탑의 사용하였으며 같은 음의 반복으로 리듬악기를

대신했다. 또한 잦은 악센트 사용과 당김음으로 춤곡의 느낌을 더

해주었다. 반복과 변형을 통한 작곡기법으로 전체적인 통일감이

느껴진다. 3악장은 크게 Intermezzo 와 Danza Finale 로 구성되어

있는데 Danza Finale 부분은 주제가 명확히 보이는 부분과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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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데 어우러져 섞여있는 듯한 부분으로 다시 나뉠 수 있다.

Lento 부분에서 스페인적인 느낌이 강한 선율이 반복적으로 등장

하고 있다.

이 곡을 잘 연주하기 위해 음악적인 해석이 되는 근거로서 많이

사용된 테크닉을 살펴보면, 악센트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춤곡 느

낌의 극대화, 당시에 쓰이던 앙상블을 재현하기위해 더블스탑을

사용한 점, 특히 하모닉스(harmonics)로 목관악기를 묘사했으며, f

와 p 의 대조를 통한 고전적 기법의 표현, 멜리스마적인 선율로

스페인음악의 특징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악장은

Fantasia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카사도가 자유로운 작곡기법을

선보이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곡이 쉽진 않지만 첼리스

트가 표현하기에 거부감이 없게끔 작곡한 것은 카사도가 뛰어난

첼리스트인 동시에 뛰어난 작곡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악보에

적힌 지시어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을 보아 지시어만 따라도 훌륭

한 음악이 될 수 있으며 1926년에 작곡된 곡임에도 고전적인 면도

많이 보이며 낭만적 요소와 민속적 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으로 알아본 카사도의 음악적 특징과 작품분석을 통해

카사도의 곡을 공부하는 연주자들의 음악적 이해를 돕고 나아가

더 나은 연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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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and Performance

Suggestion of Gaspar Cassado's

suite per violoncello solo

Hyun Ah Kim

Dep., of Music, Majoring in Cello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pite continuous enthusiasm towards unaccompanied cello

composition by Bach’s six suites not all solo cello compositions

have received the same degree of recognition and attention. In

modern era with individual musicians interpolating their own

visions and expressions via unaccompanied cello pieces, it is

evident that meticulous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ir

performances are needed. Hence, in this paper, main focus will

be on Gaspar Cassado(1897-1966), a Spanish contemporary

composer whose cello solo composition deserve close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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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eper understanding of Cassado’s history and background

behind his cello Solo composition work is needed in order to

correctly extrapolate Cassado’s intentions. As both successful

cellist and composer of the 20th century, Cassado composed

works that are neither bound by manuscripts, nor musicology

textual fidelity and has assortment of characteristics of modern

suites. Composed of three movements, Cassado’s cello solo work

are characterized by mellismatic style, ornaments, and various

technique to convey fantastic timbre.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analysis of Cassado’s technique and his unique

characteristics apparent in each movement. Furthermore, the

analysis focuses on how Spanish musical background influences

Cassado’s cello suite composition to express his dance music

style freely.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help many

performers gain deeper and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Cassado’s cello suite composition through careful analysis of his

work.

Keywords : Cassado, Suite, Dance music, Spanish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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