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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작곡가 엘가와 그가 살던 시대 상황, 그리고 그 시대에 음

악활동을 하던 작곡가들을 조명한다. 또한 엘가의 음악인생 중 마지막

작품인 그의 첼로 협주곡에서 첼로 연주자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연주

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엘가는 19세기 말에 활동하던 영국 작곡가이다. 19세기 말은 낭만주의

를 포함한 여러 음악 사조들이 등장하고 활발하던 시기이며 그 중 낭만

주의가 가장 주요한 음악사조이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를 이해하려면

그 시기에 나타난 음악 사조(사실주의, 역사주의, 민족주의, 인상주의, 낭

만주의) 중 역사주의를 알아야 한다. 낭만주의는 그 당시 전쟁이 남긴

힘든 삶과 현실,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으

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넓은 의미로 역사를 다시 돌아보

게 되는 현상이 생겨났고 이런 현상은 음악에서도 나타났다. 과거의 음

악을 재조명하며 연주하게 되었고, 작곡가는 누군가의 의뢰에 의한 작곡

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작품을 작곡하게 되며 공공의 청중들에게 연주

회를 열기도 했다. 연주자 또한 자신들만의 각기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을 놓고 다양한 연주해석이 생겨났다. 연주해석에서 연주자

들은 작품에 대한 정확한 악보 해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

현하고 표출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음악은 고전시대와는 구별된 새로운 음악 형식(교향시, 음악극)

이 등장하고, 이전의 형식과 내용의 균형이 깨져 음악적 구조가 흔들리

는 시점이 되었다. 문학과 강하게 연결되면서 감정미학이 두드러지고, 그

영향으로 예술가곡, 교향시, 표제음악까지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다. 표제

음악 중 표제 교향곡, 오케스트라 음악이 진가를 발휘하였는데, 오케스트

라 안에 새로운 악기를 개발하고 여러가지 주법을 통해 새로운 음색을

추구하였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소규모 편성의 짧은 작품도 애호하

게 되는데, 연가곡이나 성격소품, 특히 가곡이 이 시기에 크게 발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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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가의 음악 인생 중 마지막을 장식하는 엘가의 첼로 협주곡 e단조는

고결하고도 슬픈 협주곡이다. 총 4악장으로 1악장과 2악장, 그리고 3악장

과 4악장으로 나눠지며 두 악장끼리 쉼 없이 이어지면서 연주된다. 1악

장 시작부터 보이는 첼로의 격렬하면서도 슬픈 노래의 서주 부분은 전

악장을 통틀어 빈번히 등장한다. 2악장은 슬픈 선율의 1악장과는 달리

활기찬 악장이다. 스케르초 풍으로 들리는 경쾌한 악장으로 16분 음표를

스피카토(spiccato)로 연주한다. 3악장은 첼로의 비가(elegy)가 느린 템포

로 울려 퍼진다. 행진곡풍으로 시작하는 4악장은 첼리스트의 화려한 기

교와 기술, 강한 에너지가 요구되는 악장이다. 첼로의 감정적인 내면 표

현은 어둡고 고독함, 사색적이면서 비장한 성격을 지닌 브람스의 음악적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 작품은 중후한 영국인다운 품격을

갖추며, 낭만적인 서정성이 담겨있으면서도 담담하고 애잔한 우수를 띤

곡으로 엘가의 최후의 걸작품이다.

주요어 : 엘가, 첼로 협주곡, 낭만주의

학 번 : 2014-2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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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에드워드 엘가(Edward Elgar, 1857.6.2-1934.2.23)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영국 작곡가로, 낭만주의 또는 넓은 의미의 국민악파 작곡

가로 분류된다. 바로크 초기의 영국 작곡가 헨리 퍼셀(Henry Purcell,

1659-1695) 이후 영국음악을 유럽음악계에 중요한 위치로 서게 만든 작

곡가이다. 엘가는 영국의 우스터 근처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피아

노 조율사였고, 그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했다.

그가 처음으로 음악가로서 인정받게 된 것은 1899년에 발표한 <수수께

끼 변주곡>부터였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1901년 <위풍당당 행

진곡>과 <사랑의 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 엘가의 음악인생에서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18년에 작곡을 시작해 1919년에 초연을 했다. 초연 당시 사람들

의 반응은 차가웠고 비평가들의 평가 또한 가혹했다. 그리고 초연한 지

몇 달이 지나 엘가가 사랑하던 아내가 죽음을 맞이했고, 이후 고향에 돌

아가 소품 외에 요청해오는 작곡제의를 거절하며 은둔생활을 하다 1934

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본 논문에서는 낭만주의적 색채와 민족주의적 정서가 잘 융합된 첼로

를 위해 작곡된 유일한 협주곡 <Cello Concerto in E minor, op 85,

1919>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협주곡은 일반적인 3악장의 형태가 아닌,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특하게도 이 작품의 1, 2, 4악장 모두 주제

가 아닌 화성을 포함한 카덴차(Cadenza)풍의 레치타티보(Recitativo)로

시작하고 있으며, 1악장과 2악장이 구분 없이 연주된다. 1악장은 넓은 음

역의 더블 스톱과 오케스트라의 현악 파트가 레치타티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목가 풍을 나타내는 병행 3도가 특징이다. 2악장은 1악장보다 좀

더 활기차며 스케르초처럼 들린다. 3악장은 전체적으로 명상적인 분위기

이며 4악장으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한다. 4악장은 자유로운 론도로

활기찬 요소가 있지만 여전히 우울한 슬픔이 내재되어 있다. 첼로의 기

교와 에너지가 넘치는 악장이라 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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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독주 악기인 첼로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부각시켰다.

위와 같이 엘가의 생애와 그의 마지막 작품인 4악장 구성의 첼로 협주

곡을 연구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오케스트라 악보가 아닌 첼로

와 피아노를 위하여 편곡된 악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첼로 전공자가 이 작품을 연주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연습 방법

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곡은 첼로 전공자라면 공부해야 할 주요한 작품

들 중 하나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 여성 첼리스트로 이름을 알린 최초

의 연주자, 포르투갈 태생의 첼리스트 귀예르미나 수지아(Guilhermina

Suggia, 1885-1950)와, 엘가 협주곡이라 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영국의 여성 첼리스트, 재클린 뒤 프레(Jacqueline du Pré, 1945-1987)가

즐겨 연주하던 레퍼토리이다. 필자는 공감할 만한 연주법 자료를 참고하

면서, 곡 중간에 나오는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음악적인 표현

들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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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엘가의 생애

엘가는 1857년 6월 2일에 영국 잉글랜드 웨스트 미들랜즈(English

West Midlands)에 속해있는 우스터(Worcester)에서 몇 마일 떨어진 브

로드히드(Broadheath)에서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지만, 첫째가 15살에

성홍열로 죽는 바람에 위로 두 명의 누나를 둔 장남이 되었다. 그의 아

버지 윌리엄 헨리 엘가(William Henry Elgar, 1821-1906)는 악보와 악기

를 파는 악기점을 운영하면서 피아노 조율사로 일을 하였다. 또한 그는

바이올리니스트이며 1846년부터 1885년까지 세인트 조지 로마 가톨릭 교

회(St. George's Roman Catholic Church)의 오르간 연주자로도 활동하

였다. 엘가의 어머니(Ann Greening, 1822-1902) 또한 음악적 조예가 깊

어 엘가의 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엘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식으로 받은 음악 교육은 적었지

만, 이러한 음악적 환경과 자신의 노력으로 첼로와 비올라, 여러 관악기

의 연주법과 화성학, 대위법, 음악이론 등을 독학으로 익히게 되었고, 마

침내 1877년에는 우스터의 아마추어 관현악단 지휘자로 활동하게 되었

다. 또한 작곡에도 관심을 가져 틈틈이 작곡하기를 쉬지 않았다.

엘가는 여러 악기 중 바이올린에 특별한 애정을 가졌고 바이올린에 한

하여 정식 레슨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스스로 솔리스트의 역

량이 부족하다 느끼며 연주자의 꿈을 접었고, 1885년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지 가톨릭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하였다.

엘가의 작곡 활동이 정식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1889년 그의 아내, 캐

롤라인 앨리스 로버트(Caroline Alice Roberts, 1848-1920)와 결혼하여

런던으로 이주한 후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로부터였다. 앨리스는 엘가와

결혼하기 3년 전, 그에게 피아노를 배우러 온 제자였고 그보다 8살 연상

이었다. 앨리스의 아버지 헨리 로버츠(Sir Henry Roberts)는 개신교 신

자였는데, 그는 로마 가톨릭 신자이자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인 엘가와

딸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앨리스는 엘가와 결혼을 하였다. 엘가

또한 앨리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고지순(至高至純)한 모습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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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 가지 예화로 약혼을 기념하기 위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사

랑의 인사’(Salut D'amour In E Major, Op.12)를 그녀에게 헌정했다. 밝

은 마장조 분위기와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지금까지 대중에게 사랑받아 다양한 편성으로 편곡되고 연주되어

지고 있다. 이처럼 엘리스는 엘가가 작곡을 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확고한 지지와 격려는 엘가의 작곡 생활에 중요

한 요소가 되었으며 작곡가로서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엘가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작품들은 대부분 앨리스와의 결혼 생활 중에 작곡되어

졌으며 엘가는 작곡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는 1899년에 발표한, 지금의 ‘수수께끼 변주곡’(Enigma Variations,

op.36)으로 더 많이 알려진 ‘수수께끼’ 창작 주제에 의한 14개의 관현악

변주곡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 이후 오라토리오 ‘제론티우스의

꿈’(The Dream of Gerontius, op.38), ‘위풍당당 행진곡’(Pomp and

Circumstance Marches, Op. 39), ‘교향곡 1번’(Symphony No.1 in A♭

major, Op. 55), 그리고 바이올린 협주곡(Violin Concerto in B minor,

op.61) 등으로 당시 영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엄청난 호응을 얻어 영국에

서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엘가는 전 생애에 걸쳐 두 개의 교향곡을 남겼는데, 1908년 영국 맨체

스터에서 초연된 ‘교향곡 1번(Symphony No.1 in A♭ major, Op. 35)은

초연 후 1년 사이에 100회 이상 연주되어, 빈(Vienna)을 비롯한 유럽 대

륙의 음악도시에서 호평을 받았다. 1910년에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

했는데, 초연은 같은 해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크

라이슬러(Fritz Kreisler, 1875-1962)의 협연과 엘가의 지휘로 런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곡은 협연자인 크라이슬러에게 헌정되었다.

1914년에는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발발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엘가는 1917년 서식스(Sussex)에 있는 별장으

로 거처를 옮겼고, 그는 그 곳에서 바이올린 소나타(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E minor, Op. 82, 1918), 현악 4중주(String Quartet in E

minor, Op. 83, 1918)와 피아노 5중주(Piano Quintet in A minor, O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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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그리고 첼로 협주곡(Concerto in E minor, Op.85, 1919)을 작곡하

였다. 첼로 협주곡은 작곡한 그 해 10월 26일 영국의 유명한 첼리스트

살몬(Felix Salmond, 1888–1952)의 협연과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초연

되었다. 초연 당시 바이올린 협주곡과 같은 기대를 가졌던 관중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대중들과 음악 비평가들에게 많은 혹평을 받았다. 그리

고 초연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1920년 4월 7일 그의 부인이 사망하면

서 결과적으로 그의 작곡활동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엘가는

우스터로 돌아갔고 몇 번의 지휘는 하였지만 그 뒤로 작곡은 하지 않았

다. 그는 1931년 준남작의 작위를 수여 받았으나 1934년 2월 23일, 세 번

째 교향곡을 끝내 완성시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는 리틀 맬번

(Little Malvern)의 성 울스턴 교회(St. Wulstan's Church)묘지에 부인과

함께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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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시대 음악 사조와 작곡가

1)낭만주의 음악

일반적으로 19세기를 낭만주의(Romanticism)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1)

낭만주의는 낭만주의 이전의 지나치게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시했던 것에

반발하면서, 이성과 감정의 세계를 예술로 표현하고자 하였고 개인의 자

유와 존엄을 중요시하였다. 이런 경향은 모든 예술에 나타났는데 첫 시

발점은 문학이었으며 이어 음악으로까지 퍼져나갔다.

19세기 낭만주의와 음악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할 때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은 ‘역사주의(Historismus)’라는 개념이다. 예술의 ‘재창

조’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사조는 18세기 말에 등장하여 19세기

음악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사상의 탄생은 합리주의

에 입각한 산업화 시대의 도래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혁명과 전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나폴레옹에 대항한 항쟁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은 당시의 사람들은 직면한

현실에서 탈피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된다. 현실 상황에 대한 부정과 과

거에 대한 향수는 역사적 사실을 재인식하고, 그것을 복원하며 다시 환

기시키려는 현상으로 표출된다. 음악에서 역사성의 복원은 팔레스트리나,

바흐, 헨델의 종교음악에 대한 재조명을 시점으로 해서, 점점 과거 음악

의 재현이 현세대에 창작된 음악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낭만주의 시대의 연주문화는 이전 연주문화와는 달리 작

곡가와 연주자가 더 이상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생존하지 않는 작곡가의 작품, 또는 다른 시대에 창작되어진 작품을 연

1) 19세기는 낭만주의의 개념 외에도 같은 언어와 문화로 결합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하

층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사실주의, 도시인들의 각박한 생활에 지친 피로를

자연에의 동경으로 해소하듯 나타난 자연주의, 선조 작곡가들을 발굴하고 자국의 역

사를 존중하기 시작한 역사주의 등 다양한 사조가 등장했던 시기이며, 특히 음악에서

의 역사주의와 민족주의는 모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나 낭만주의 음악에 대한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러 예술 사조의 흐름 중 낭만주의 개념이 그 시대에

서 전반적으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19세기=낭만주의’라고 생각하는 오류

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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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문제를 넘어서, 음악 해석의 근본적인 문제들까지 포함한다. 즉,

얼마만큼 작곡가의 의도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연주자의 자유로운

해석이 작곡가의 의도보다 더 중요한가? 같은 작품을 다른 연주자는 어

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등의 문제이다.

이처럼 처음으로 동일 작품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고 상이한 작

품 해석에 대한 비평이 등장하는데, 당시의 비평가들은 연주자들의 성공

과 실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음악가들이 일차적

으로 교회단체나 귀족이나 왕실에 소속되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위해 작품을 작곡했던 시대와는 달리, 1750년을 기점으로 변화되기 시작

한 음악가들의 위치는 음악 작품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다. 이

러한 변화는 음악가들의 독립과 더불어 모든 단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

난 음악작품의 독립성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베토벤 이후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곡가들은 일차적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음악회장이나 오페라

하우스 등 공공의 청중을 위해서 작곡하게 된다. 이는 음악이 춤이나 예

배의 기능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단지 음악 자체를 위해 감상의 목

적으로만 간주되어져야한다는 음악 작품의 독립성의 요구에서 절대음악

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기능은 물론 프로그램이나 가

사의 텍스트까지 배제되며, 음 자체로만 전달되어지는 의미만이 절대음

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절대음악의 사상은 낭만주의 음악에서 가장 순수한 낭만주의의

개념을 표현하는 사상으로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비언어적인 음악고

유의 언어로 예술적 조화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이상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낭만주의 안에서 음악의 내용과 의미는 음악으로 야기되는

감정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감정은 음악이 악보로만 존재할 때가 아닌

음으로 연주가 되어서 청취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

기에, 음악 연주 행위에서 음악에 대한 본질은 낭만주의 음악의 중요한

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음악연주와 작품 해석의 문화는 낭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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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만을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연주에 가치를 두

기 시작하였다. 또한 19세기에는 기악음악이지만 시, 소설, 신화, 그림 등

을 소재로 삼아 작곡하는 표제음악이 주를 이루었다. 19세기 표제음악은

대부분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되었다. 슈만의 <숲속의 정경

(Waldszenen, 1848-1849)>, 무소르크스키의 <전람회의 그림(Pictures at

an Exhibitio, 1974)>이 표제음악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표제음악의 진수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음색과 표현이 가능한

오케스트라곡이라 할 수 있다. 그 유형으로는 표제 교향곡(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교향시(리스트의 ‘전주곡’, 스메타나의 ‘나의 조곡’), 연주

회용 서곡(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 부수음악(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등이 있다. 표제음악은 소나타형식, 론도형식 등의 절대음악과

같은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절대음악과 그 구분이 모호할 때도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문학적, 회화적인 연관성은 단지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프

로그램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작품의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개개의 작품은 그 내용에 따라 고유한 성격과 형식을 만들

어냈다.

19세기에는 피아노가 새로운 페달기법에 힘입어 풍부하고 따뜻한 음색

을 낼 수 있게 개량되면서 다량 보급되기 시작되었고, 가정과 사교생활

에 가장 중요한 악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피아노 음악은 서정적인 음악

으로부터 화려하고 극적인 비르투오소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달

했다. 피아노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쇼팽과 리스트를 들 수 있다. 작

곡가들은 이러한 음색을 활용하여 다양한 피아노 작품과 더불어 피아노

를 소유한 중산층의 요구로 피아노 반주가 있는 쉽고 간결한 가곡을 썼

다.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가곡을 하나의 제목 아래 모아놓은 연가곡

(song cycle)을 많이 작곡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슈베르트의 <겨울 나

그네>, 슈만의 <시인의 사랑>을 들 수 있다.

19세기 협주곡은 교향악적 협주곡으로 발전하였는데, 교향악적 협주곡

이란 과거 독주자의 연주에만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오케스트라와 독

주자가 동등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용어이다. 오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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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현악기뿐만 아니라 관악기도 섬세하게 주요한 주제나 동기를 담당

하였고, 이들의 진행과 발전에 독주 악기와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또한 협주곡 작곡가들은 독주자의 즉흥연주가 요구되었던 카덴

차를 허용하지 않고 이를 기보하였다.

19세기 음악만의 독자적인 특징과 경향에는 새로운 장르의 출현과 대

조적 경향의 공존성이 있다. 이전 시대가 추구하던 명료한 형식과 내용

적인 균형이 깨지며 음악적 구조의 윤곽이 흐려졌다. 작품의 길이가 짧

고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곡(Kunstlied)과 성격소품

(character piece) 등의 새로운 장르가 선호되었으며, 이로써 음악과 문학

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는 모든 예술 가운데 음악이 가장 낭만적인 예술로 받아들여진

시기였다. 음악은 인간의 내적 감정을 표현하는 추상적 예술로서 인간

내면의 깊은 감정의 심연과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한

다. 따라서 19세기는 낭만주의 감정미학이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

으며, 역사상 음악이 미학적으로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없이 높은 평가

를 받게 된 시기로 자리매김 하였다.

초기 낭만주의의 대표적 작곡가는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멘델스존(Jacob Ludwig Felix Mendelssohn-Bartholdy,

1809-1847),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 바그너

(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

1803-1869), 쇼팽(Frédéric François Chopin, 1810-1849),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등이 있다.

2) 후기 낭만주의 음악

후기 낭만주의는 낭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발전, 확장을 하였

고, 새로운 작곡 기법과 음악 형식이 나타남과 동시에 작곡가 자신들의

국가나 민족의 색채를 더한 시기라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 음악의 양

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서유럽 외 지역의 음악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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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달한 것이고, 둘째는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에서 주를 이루었던 독

일어권 음악이 더욱 그 경향이 확장되어 후기 낭만주의 음악으로 나타난

것이며, 셋째는 서양음악의 전통 안에서 새로운 음향을 추구했던 프랑스

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악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들 음악은 모두 각 나

라 고유의 민족주의 정신 안에서 자라나온 것이다. 19세기 말의 음악적

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후기 낭만주의, 민족음악, 인상주의로 나눌 수 있

다. 후기 낭만주의의 대표적 작곡가로는 브람스, 슈트라우스, 말러, 브루

크너가 있다.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독일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이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로 활동

하였으며 당대 낭만주의 음악의 선도적인 존재였다. 그는 높은 인기와

영향력을 가졌는데 19세기 지휘자 한스 폰 뷜로(Hans Guido Freiherr

von Bülow, 1830-1894)에 따르면 그를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루트비히 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과 더불어 “3B”로 칭하기도 했다고 한다. 브람스

는 전통주의자이자 혁신자로서 구조나 작곡 기법에서 바로크와 고전파

음악에 굳게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대위법 구조와 함께 화성과 음색에

대한 대담하고도 새로운 시도로써 당대 조성 음악의 개념을 바꾸어놓았

다. 또한 그의 작품들은 독일 낭만파 중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경향을 갖

고 있어 고전파적인 양식 위에 중후하고 북독일적인 색깔을 지니며, 아

름다운 서정성을 잃지 않고 있다. 그가 작곡한 4개의 교향곡 중 제 1번

교향곡은 베토벤의 제 9번 교향곡에 이어지는 제 10번 교향곡이라 불릴

만큼 베토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색깔을 집어넣은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브람스는 신독일악파의 표제 음악과 대비되는 순

수 음악의 대가라 말할 수 있다. 그의 업적은 아놀드 쇤베르크에서 에드

워드 엘가에 이르기까지 후대 여러 음악가들의 찬탄의 대상이었다는 것

이다.

이 시기엔 새로운 음악 장르가 만들어지는데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가 음악과 무용, 문학, 무대 등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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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Gesamtkunstwerk)인 “음악극”을 창안하고, 전통적 기능 화성을 탈

피하고자 새로운 반음계주의 화성을 시도하였다. 또한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는 교향곡적(symphonic) 재료를 가지고 음악적인 시

(poem)를 만드는 단악장으로 구성된 “교향시”를 창안했다. 리하르트 슈

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는 새로운 음악장르 중 리스트에

의해 확립된 교향시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오케스트라의 규모는 크고

색채감이 풍부했으며 화성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자유로웠고, 오히려 프로

그램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의 교향시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Till Eulenspiegels

lustige Striche, 1895)처럼 하나의 인물을 중심으로 장면을 하나씩 전개

하는 것으로 론도형식이나 변주곡 형식을 사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 1896)와 같

이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자유로운 소나타형식이나 환상곡형식으로 구성

한 것이다.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 1860-1911)는 일생동안 교향곡과 가곡

작곡에 전념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아홉 개의 교향곡은 베토벤과 브람

스의 전통적 교향곡의 맥을 잇는 작품들이다. 초기 네 개의 교향곡은 그

의 가곡(리트; Lied)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성악이나 다수의 합창

을 포함하는 악장도 포함되어 있다. 1900년 이후에 쓰인 제 5번과 7번

교향곡들에서는 표제나 성악이 배제된 교향곡의 절대음악적 성향을 고수

한다. 말러는 비전통적인 악기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새로운 악기 편성이

나 짜임새 또는 성악의 도입으로 음향의 다양한 색채감을 실험하면서,

교향곡의 규모와 또 다른 가능성을 키워나갔다. 특히 그의 교향곡 제 8

번은 “천인 교향곡”이라 불리는 만큼 기악이나 성악의 규모가 거대하여

전통적인 교향곡 형식을 극한까지 확장하였다. 민속적, 세속적인 소재의

사용, 이것의 변형과 발전, 지속음과 오스티나토를 통한 전통적인 화성진

행으로부터의 탈피, 대위법적인 성긴 짜임새 등과 같은 말러 특유의 음

악어법은 바그너의 반음계주의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것이었다.

요제프 안톤 브루크너(Joseph Anton Bruckner, 1824-1896)는 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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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동했던 교향곡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성당 오르간주자

로서 가톨릭 종교음악 작곡가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에는 정신과 신앙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쓰이는데, 전통적 기법인 대위법을 숙련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가 바흐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느끼게 한다. 바로크

음형이론에 충실한 기법들이 나타나는데, 여러 모티브, 신을 상징하는 원

초적인 음정; 완전4도, 완전5도, 완전8도 등의 사용과 더불어 수사학적인

표현들로 가득해 19세기의 바로크 작곡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의

대표적인 교회음악이자 합창곡 ≪테 데움≫(Te Deum laudamus, WA

B2). 45)은 ‘성 암브로시우스의 사은 찬미가’ 또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찬

가’라 불리며, 천주교에서 특별히 기념하는 축일이나 축하 예배 때 연주

되는 작품이다.

3) 인상주의 음악

인상주의(Impressionism) 음악이란 회화의 인상주의가 음악에도 적용

되어 생긴 음악 양식이다.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나타난 음악 양식이

며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회화에서의 인상주의처럼, 인상주의 음악

은 주관적인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표제 음악과는 다르게, 순간적인

느낌과 감각, 암시와 분위기에 초점을 둔 음악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운 순간을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으며, “구름”, “눈 위의 발

자국” 등 작품의 제목은 뚜렷한 대상이 아닌, 시각적이면서도 암시적인

모호한 이미지를 나타내려 한다. 5도 순환하는 전통적인 화성과 조성체

계를 거부했고 후기 낭만음악의 반음계주의에서 오는 긴장감을 피했으

며, 고의적으로 장단조가 아닌 선법으로 선율을 만들면서 이국적인 색채

를 중요시했다. 프랑스 작곡가들은 러시아 음악가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

는데, 대표적인 러시아적 요소로는 다채로운 음색의 악기 사용과 기능없

는 화성진행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작곡가로 드뷔시와 라벨이 있다.

클로드 드뷔시(Claude-Achille Debussy, 1862-1918)는 반 바그너파로

서 독일음악의 감정적인 표현과 철학적인 표제를 혐오했다. 음악은 다른

2) 작품 번호 "WAB"는 음악 학자 레나토 글라스베르거(Renate Grasberger)가 편찬한 "

브루크너 작품 목록"(Werkverzeichnis Anton Bruckner)의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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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의 프랑스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호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드뷔시는 말했다. 그는 주제의 동기나 악구를 다양하게 반복시키

거나 자유롭게 변형시켜 자유스러운 형식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독

일음악에서 두드러지는 동기의 발전기법과는 전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교향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Prelude A

l'apres - Midi D'un Faune, 1894)과 ≪바다≫(La Mer, 1903-1905), 피

아노 ≪베르가 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Suite Bergamasque – 3.

Clair de lune, 1890-1905), 그리고 오페라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Pelléas et Mélisande, 1893~1902) 등이 있다.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은 드뷔시와 같이 20세기 초

인상주의 작곡가이다. 그는 인상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지만, 그

의 음악은 환상적인 묘사만을 강조하는 드뷔시와는 달리, 프랑스 고전주

의의 틀을 지키며 근대적인 감각을 발전시켰다. 그의 작품으로는 순수

관현악곡의 ≪볼레로≫(Bolero, 1928), 원곡이 피아노곡인 관현악곡 ≪죽

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 1899, 관현

악 편곡은 1910년) 등이 있다.

4) 민족주의 음악

19세기는 유럽의 민족주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각지에서 민족주의 운

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였다. 민족주의적 경향이 짙어지는 이유는 이

제까지 서양음악의 주류를 이루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민족의 특성으로 낭만주의 어법에 새로운 음악적 요소를 첨가하여 이국

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색다른 정취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민족음악은 나

라별로 나누어지는데, 대표적인 나라로는 러시아, 보헤미아, 스칸디나비

아, 영국 등이 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로는 무소르크스키, 림스

키-코르사코프, 차이코프스키가 있다.

(1) 러시아

모데스트 무소르크스키(Modest Mussorgsky, 1839-1881)는 러시아 5인

조3) 중 한 명으로서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을 발전시켰다. 그는 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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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공부했지만 사관학교에 지원하였고 졸업 후 군대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독학으로 작곡을 공부해 창작에 몰두하

였다. 미하일 글린카(Mikhail Ivanovich Glinka, 1804-1857)의 뒤를 이어

러시아의 국민 음악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전람

회의 그림≫(Pictures at an exhibition, 1874)과 오페라≪보리스 고두노

프≫(Boris Godunov, 1872)가 있다.

해군장교 출신인 림스키-코르사코프(Nicolai Rimsky-Korsakov,

1844-1908)는 관현악법으로 잘 알려진 음악학자로, 1861년 발라키레프와

무소르크스키를 만나 그들의 독려에 의해 본격적으로 작곡에 임하게 되

었다. 그는 러시아 교회 음악과 민요 등을 베를리오즈식의 화성과 명쾌

한 관현악법으로 처리하는 형식을 사용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는 ≪세헤라자데≫(Sheherazade, 1888)와 오페라≪술탄 황제의 이야기≫

(The tale of Tsar Saltan, 1900)에 나오는 ≪왕벌의 비행≫(Flight of

the Bumblebee)이 있다.

표트르 차이코프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는 전통적

인 서구음악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 작곡가로서 민족주의나 동양주의에

깊이 빠져들지 않았다. 그는 길고 서정적인 선율을 만들어내는 데 천재

적인 소질이 있었다. 그의 선율은 민요나 러시아적 요소를 가진 서구의

춤곡 형태로 자주 나타났다. 이러한 춤곡 선율에 이례적인 박자와 결합

하여 전통적인 서구유럽의 춤 리듬이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

인 작품으로는 ≪백조의 호수≫(Swan Lake, 1875-1876), ≪호두까기 인

형≫(The Nutcracker, 1891-1892), ≪1812년 서곡≫(1812 Overture op.

49, 1880)과 교향곡 제 6번 B단조 “비창”(Symphony no.6 in B minor,

op.74 'Pathétique', 1893) 등이 있다.

(2) 보헤미아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은 합스부르크의 영향으로 독일어권에 속하지만

독일문화에 대항하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대표적인 작곡

3) 무소르크스키 외 밀리 발라키레프(Mily Balakirev, 1837-1910), 알렉산더 보로딘

(Alexander Borodin, 1833-1887), 세자르 큐이(Cesar Cui, 1835-1918), 니콜라이 림스

키-코르사코프(Nicolai Rimsky-Korsakov, 1844-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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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는 스메타나와 드보르작이 있다.

베드리히 스메타나(Bedrich Smetana, 1824-1884)는 보헤미아 태생으로

독일 교육을 받았고, 체코 예술가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잘 조화시킨

작곡가이다. 그는 프라하에서 수학할 때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의 설득으로 음악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스메타나는 체코 지방의 색깔이

짙은 춤 리듬으로 보헤미아의 민족주의 음악을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작

품으로는 ≪팔려간 신부≫(The bartered bride, 1866)와 체코의 강을 소

재로 토속적 정취를 풍기고 있는 6악장 구성의 교향시≪나의 조국≫(Má

Vlast, 1874-1881)이 있다.

안톤 드보르작(Antonin Dvorak, 1841-1904)은 브람스로부터 영향 받은

독일 음악어법과 슬라브(Slavonic) 춤과 노래의 특징을 적절히 조화시켰

다. 그는 독일 오페라 작곡의뢰를 여러 번 받았지만 이를 모두 거절하고

체코색이 짙은 작품만을 고집했다. 3년간의 미국 거주 동안 작곡된 교향

곡 제 9번 마단조 ‘신세계로부터’(From The New World, 1893)는 전통

적인 소나타 형식의 4악장 구조로 되어있지만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그 이유는 단조에서 이끔음(leading note)을 반음 내려 선법화해

선법적인 채색에서 오는 효과를 사용하거나, 2악장과 4악장에 나타나는

보헤미아의 민속 선율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드보르작은 대표적인 작품

을 많이 남겼는데, ≪슬라브 모음곡≫(Slavonic Dances, 1878)부터 현악

4중주 12번 바장조 ‘아메리카’(String Quarter No. 12 in F major Op. 96

‘American’, 1893), 피아노를 위한 ‘8개의 유머레스크’(Eight

Humoresques op. 101, 1894), 첼로 협주곡(Concerto for Cello in b

minor Op. 104, 1895) 등이 있다.

(3) 스칸디나비아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그리그와 시벨리우스가 있

다.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워드 그리그(Edvard Grieg, 1843-1907)는 가곡

과 피아노 소품을 많이 남겼고 노르웨이 민요의 특성을 잘 나타냈는데,

그 특성은 5음 음계, 장 단조 혼용, 노르웨이 민요 특유의 선율과 화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서정적인 선율과 실험적인 화성 양식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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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이는 그의 140여개의 가곡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

으로는 ≪페르 귄트 모음곡≫(Peer Gynt Suites, 1876)을 들 수 있다.

장 시벨리우스(Jean Sibelius, 1865-1957, 본명은 요한 율리우스 크리스

티안 시벨리우스 Johan Julius Christian Sibelius이지만 음악 활동을 위

해 프랑스식 예명 장(Jean)을 사용했다.)는 핀란드의 작곡가로, 러시아로

부터 독립하게 된 핀란드 사람들이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정치적인

행사를 벌이면서 이 행사의 음악을 시벨리우스가 맡게 되었다. 이를 위

해 작곡된 작품 중 하나가 ≪핀란디아≫(Finlandia Op. 26, 1899)이며 핀

란드의 애국심을 대변해주는 작품이다. 그는 조성적인 음악을 썼는데

페달음(길게 이어지는 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화성을 선호했다.

작품으로는 오케스트라와 하프를 위한 음시 《시인》(Barden Op. 64,

1913-1914)과 교향시 《죽음(Kuolema)을 위한 두 개의 소품》(Op. 62,

1911)이 있다.

(4) 영국

19세기 영국은 스칸디나비아와 마찬가지로 독일 음악의 영향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영국에서는 바로크 시기의 퍼셀(Henry

Purcell, 1659-1695) 이후로 특별히 영국 작곡가라 불릴 만한 작곡가를

배출하지 못했다. 19세기 말에 에드워드 엘가(Edward Elgar, 1857-1934)

와 랄프 보안 윌리엄스(Ralph Vaughan Williams, OM(영국 및 영국 연

방 왕국의 훈장 Order of Merit, 1872-1958) 등 민족주의 작곡가들이 나

타났다.

보안 윌리엄스는 베를린에서 막스 브루흐(Max Christian Friedrich

Bruch, 1838-1920)에게, 프랑스에서는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에

게 음악을 배웠다. 그는 엘가와 달리 작품에 16세기 영국 다성 음악, 찬

송가, 민요 등 민속적 소재를 자주 사용하였다. 영국의 민요를 수집하여

화음을 붙였고, 민속 선율을 바탕으로 대규모 교향곡을 작곡하였다. 또한

그는 영국적 음악어법을 재창조하여 다음 세대로 하여금 그들의 민족성

을 고양하였고, 20세기 영국 음악의 부흥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교향곡 제 1번 라장조 “바다” (A Sea Symphony, 1909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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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1923년 수정), 교향곡 제 2번 사장조 “런던” (Symphony No. 2 in G

major ‘London’, 1914), 그리고 ≪토머스 탈리스의 주제에 의한 환상곡≫

(Fantasia on a theme by Thomas Tallis, 191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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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첼로 협주곡의 음악적 배경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 엘가의 음악 인생에서 마지막 작품이다. 그는

이 협주곡 이후로 작곡 생활을 접었고, 그 뒤 몇 년 후에 생을 마감하였

다. 그가 이 곡을 작곡하였을 당시는 제 1차 세계대전(1914. 7. 28 –

1918. 11. 11)이 한창 발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하여

이 협주곡에는 전쟁의 비극적인 모습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1914년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엘가는 휴가 중이었지만 그 해 늦게 런

던의 세번(Severn) 집으로 돌아와 전쟁 구호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는 전쟁 중 1915-1918년 사이에 영국의 정치적 행사들을 위한 9개의 애

국적인 작품들의 작곡을 부탁받았으며, 그의 작품들은 세계 제 1차 대전

이라는 역사의 어두운 면이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 연주되어졌다. 전쟁이

끝났을 때쯤 엘가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현악 4중주, 그리

고 피아노 5중주 작품들을 끝냈으며, 이 작품들 모두 마단조로 되어 있

다. 이후 협주곡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1918년 가을 엘가의 아내, 앨리스

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엘가 자신 또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

술이 끝난 직후에 협주곡 제 1악장의 9/8 곡조가 만들어졌다.

런던에 있는 동안 그는 많은 죽음과 황폐함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전

쟁으로 인한 90만 명이상의 영국인들이 생명을 잃었고 많은 가정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 그의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이든 혹은 알고 지내던 사람

이든 간에 비극과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는 지인들과 나눈 소통의 많은

부분에서 슬픔을 자주 언급하였다. 그 이후 봄과 여름 두 계절이 지나가

는 동안 그는 고립 속에서 협주곡을 작곡하는 데 집중하였다. 1919년 7

월에 곡을 완성하였고, 10월 27일 초연을 하였다. 초연 당시에는 오케스

트라 단장이 이 협주곡에 그다지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과적

으로 공연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

다. 초연을 끝나고 몇 개월 후 그의 아내 앨리스는 사망하였다.

1919년에 발표된 첼로 협주곡은 초연 당시 두 번에 걸쳐 녹음이 되었

다. 작곡이 완성된 그 해의 10월 27일에 저명한 첼리스트 살몬드(Fe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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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ond, 1888-1952)와 함께한 초연은 오케스트라의 연습 부족으로 인

해 기대에 못 미친 연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 후 엘가가 오래

알고 지내던 여류 첼리스트 베아트리체 해리슨(Beatrice Harrison,

1892-1965)이 1920년과 1928년 두 번에 걸쳐 인상적인 연주를 함으로써

차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엘가는 자신의 인생과 음악에 관한 설명을 일생동안 거의 하지 않았

다. 첼로 협주곡 또한 마찬가지였기에 이 작품에 대한 작곡가 자신의 해

설은 접할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가까운 지인과 나눈 편지들 안

에 자신의 음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탕

으로 작품에 대한 작곡가의 의도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첼로 협주곡이 완성된 시기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

에, 우리는 전쟁을 거치면서 완성된 이 작품 안에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을 들여다보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의 어둡고 단호한 화음과 느리고 슬픈 선율이 흡사 전쟁으로 인한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듯하며, 또한 당시 건강마저 악화된 엘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생각도 함께 담겨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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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곡 분석 및 연주법 연구

1) 곡 분석

필자는 곡의 분석과 연주법을 설명할 시 비록 피아노 악보로 설명을

하지만,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염두하고 할 것이다.

이 곡은 독특한 구성에 바탕을 둔 간결한 곡이다. 전곡은 4악장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앞의 제 1, 2악장과 뒤의 제 3, 4

악장을 묶어 휴식 없이 진행한다. 레치타티보(Recitative)는 각 악장의 첫

머리를 장식할 뿐 아니라 곡 중간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 3

악장의 주제가 제 4악장에 조심스럽게 나타난다거나 마지막 악장 끝 부

분에 제 1악장의 서주를 다시 가져오는 등 구성에서 독창성을 보인다.

제 3악장 아다지오(Adagio)는 명상적인 분위기로 협주곡의 중심을 이룬

다.

1악장의 12/8박자 부분은 엘가 자신의 과거 회상 속 서정적인 따스함

과 아름다움을 첼로와 오케스트라간의 소통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제시

한다. 2악장 알레그로(Allegro)에서는 경쾌한 스케르초 풍의 첼로와 오케

스트라 연주가 뒤로 갈수록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면서 G조성에서 A♭

조성으로 넘어가다 G조성으로 마무리한다. 아다지오(Adagio)의 3악장은

첼로의 애절한 최고의 비가(Elegy)를 들려주며 마지막 4악장에서 새로운

주제를 매우 격렬하게 쏟아내지만, 다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1악장의 슬

픈 주제를 반복하며 곡을 끝맺는다.

(1) 1악장(Adagio-Moderato)

1악장은 Introduction - A - B – A′ 인 3부분 형식으로 되어있다.

Part A＇는 Part A에 비해 길이가 비교적 짧아 전통적인 3부분 형식의

구조상으로 비대칭적으로 보일 수 있다.

(ⅰ) Introduction (1–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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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8) 8마디

A (9–46) 38마디

B (47–79) 34마디

A＇(80–105) 26마디

<악보 1> 1악장 1-6마디

이 구간은 첼로의 카덴차 같은 레치타티보로 E minor의 성격이 매우

강하며, 다이내믹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선율적인 면이 극대화되도록 표

현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아노는 화성의 보조적인 역할로 다이내믹을

포함한 변화를 최소화하고 있다.

<악보 2> 1악장 7-8마디

6마디 마지막 박부터 8마디는 하나의 음형이 3번 반복되는데, 3번째는

음형이 가진 16분 음표의 길이가 두 배로 길어져 나타난다. 6마디 이전

이 하행하는 구조라면, 7마디부터 8마디까지는 상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

다. (음형의 연장 및 동형진행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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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note) 음정(으뜸음)

라 완전1도 → 미

시 장2도 → 파#

도 단3도 → 솔

레 완전4도 → 라

미 완전5도 → 시

파 단6도 → 도

솔 단7도 → 레

라 완전8도 → 미

(ⅱ) Part A (9-46마디)

<악보3> 1악장 9-18마디

이 부분은 주제의 선율이 오케스트라와 첼로가 번갈아가면서 연주되고

있다. 우선 9마디에서 14마디까지 피아노가 주제선율을 연주하는데, 조성

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는 E minor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엘가의 음악적 특징 중 선법(Mode)에 의한 민속적인 요소로 해석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선법 중 E Aeolian으로 볼 수 있다. 에

올리아 또는 에올리안은 라(A) 음을 으뜸음으로 해서 자연 단음계처럼

음을 쌓아 진행시키는 선법이며, 미(E) 음을 으뜸음으로 하면 다음과 같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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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듬 면으로 보았을 때는 13세기에 있었던 다성 음악 중 노트르

담 리듬 선법(Notre Dame Rhythmic Modes)이 존재하는데, 총 6개 선법

중 제 Ⅰ선법을 응용하였다. 6개의 리듬 선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hythmic Modes>

Ⅰ. ♩♪│♩♪

Ⅱ. ♪♩│♪♩

Ⅲ. ♩. ♪♩│♩. ♪♩

Ⅳ. ♪♩ ♩.│♪♩ ♩.

Ⅴ. ♩. ♩.│♩. ♩.

Ⅵ. ♪♪♪│♪♪♪

(ⅲ) Part B(47-79마디)

<악보4> 1악장 53-54마디(피아노 파트), 55마디

B부분은 첫 시작이 E minor의 조성이지만 8마디를 지나 E major 조성

으로 바뀌면서, E minor와 E major 두 개의 같은 으뜸음조를 혼용하면

서 사용하고 있다. 두 개의 조성은 Ⅴ화음이 동일한 구성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3마디에서 54마디의 반주 부분 음형은 B부분의 주제로 55마디부터

등장하는 첼로의 주제를 예시처럼 보여주고 있다.

(ⅳ) Part A′ (80-10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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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1악장 27마디, 92마디

80-85, 86-97, 98-105 마디에서 주제 선율이 번갈아가며 첼로 - 피아

노 - 첼로 순으로 연주되어지고 있다. 80마디부터 85마디까지 첼로는 악

장 처음의 주제 선율 시작과 같은 다이내믹 p로 악장의 처음과 끝을 균

형 있게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이후 86마디부터 97마디까지는 피아노가

주제 선율을 두 번(86마디와 92마디) 연주한다. 86마디는 여리게 pp로,

92마디는 강하게 ff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A부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이라면 A부분은 피아노의 여린 선율(21-26마디) 이후

에 나오는 ff의 강한 선율을 첼로가 연주하고 있다면(27마디), 이 부분은

첼로가 아닌 피아노가(92마디) 연주한다. 98마디부터 악장의 끝은 두 개

의 악기가 pp로 간결하면서도 여리게 그리고 점점 더 사라지듯이 연주

를 하여 악장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피아노는 다음 악장을 이어주기 위

한 저음을 길게 끌어주어 곡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다.

(2) 2악장(Lento, Allegro Mo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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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장은 박자와 다이내믹, 그리고 리듬 형태가 다양하면서도 빠른 변화

를 가지고 있으며, 첫 두 마디를 통해 이 악장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두 마디는 2악장의 서주(Introduction)로서 1악장 서주음형의 일부를

피치카토(pizzicato)로 가져와 재현하고 있다.

2악장은 두 개의 음형ⓐ와 ⓑ로 나누어지는데, ⓐ는 화성이 수평적으

로 펼쳐져있으며 16분 음표로 분할되어 있는 형태로서 리듬적 요소가 강

한 음형, ⓑ는 화성이 수직으로 쌓아올려 울리는 아르페지오(Arpeggio)

형태의 음형이다.

<악보 6> 2악장 9-12마디

-ⓑ음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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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2악장 17마디-21마디

-ⓐ음형의 발전

<악보 8> 2악장 29-30마디

이 악장의 중간 중간을 살펴보면 ⓐ와 ⓑ의 음형 외의 음형들을 볼 수

있다. 29마디의 순차 진행하는 16분 음표의 스케일 형태와, 30마디의 앞

과는 대비되어 4분 음표가 하행하는 패턴의 형태, 두 개의 음형이 대조

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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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마디

A 1-55마디

B (a+b) 56-125마디

A 126-231마디

B 232-254마디

A 255-281마디

C (c+d) 282-331마디

Coda, A 332-352마디

<악보 9> 2악장 120-129마디

120마디부터는 마지막 코다처럼 이 악장의 17마디 부분을 재현하며 곡

의 마무리를 알려주고 있다. 이 때 E minor의 나란한 조 G Major로 악

장이 마무리된다.

(3) 3악장(Adagio)

3악장은 서주(Introduction)가 갖춘마디로 시작하여 이 악장의 주제 선

율이 못갖춘마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나타난다. 그리고 서주를 제

외하면 4개의 부분, 8마디 마지막 박에서 26마디(주제 선율), 26마디 마

지막 박(피아노)부터 44마디, 44마디 마지막 박부터 52마디, 그리고 서주

와 똑같이 뒤에 나오는 뜻의 용어, 후주(Postlude)부분으로 53마디부터

60마디로 나누어진다. 서주와 후주(두 개의 부분 조성 모두 B♭) 모두

제외하면 하나의 주제 선율(조성은 B♭- A)에서 조성을 계속 변화시키

면서(A-B♭-E♭, E♭-B♭) 주제 선율의 서정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키

고 있다. 또한 후주의 마지막 종지로 정격종지가 아닌 반종지(Ⅴ)를 사용

함으로써 곡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이어질 마지막 악장의 여운을 남겨주

고 있다.

(4) 4악장(Allegro Moderato)

4악장은 A-B-A-B-A-C-(Coda, A)로 이루어져 있으며 론도 형식

(A-B-A-C-A-B-A)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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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악장 서주 +

A 주제)

(ⅰ) Part A(1-55마디)

<악보 10> 4악장 1-2마디(피아노 파트), 9-12마디(첼로 파트)

4악장의 주제 음형은 오케스트라가 먼저 시작하며 9마디부터 12마디는

첼로가 음의 길이가 2배 확대된 형태로 연주한다. 20마디부터 주제가 본

격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19마디까지를 이 악장의 제시부 또는 서주

(Introduction)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악보 11> 4악장 38-39마디

38마디 마지막 박부터는 피아노에 의하여 주제가 진행되면서 Part B로

가는 연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ⅱ) Part B(56-12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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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4악장 56-61마디

56마디부터 첼로의 새로운 선율을 가진 음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선

율적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는 빠르게 하행하는 스케일로 되어

있다.

(ⅲ) Coda, A(1악장 서주 + A 주제)

마지막 코다(Coda)는 1악장 서주 4마디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곡 전체

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마지막 악장의 마무리를 예고하고 있

다. 1악장의 서주 이후로 336마디부터 피아노가 주제 음형을 반복하다가

344마디에서 첼로가 주제 음형을 이어받아 연주하면서 곡을 마무리 한

다.

2) 연주법 연구

<1악장>

<악보 13> 1악장 1-5마디

1악장은 레치타티보 형식의 강하고 웅장한 코드로 시작된다. 첫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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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오는 첫 번째 코드(chord)를 연주할 때, 활(bow)을 현에 가까이 두

고 원을 그리면서 팔에 힘을 실어 억지로 누르지 않고 오로지 팔의 무게

로 내려놓으면서 첫 코드를 긋는다. 첫 코드는 2박자로 음 길이를 꼭 채

우되 절대 눌리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코

드 때문에 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리가 커질 수 있는데, 활 긋는 속

도는 처음 시작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음량이 커진다는 생각보다는 소리

를 끝까지 채운다는 생각으로 full bow로 연주해야 한다. 또한 sf가 있

는 음정들은 온 몸으로 힘을 실어 강하게 소리를 내도록 한다. 특히 3마

디에 있는 도(C)는 처음으로 코드가 아닌 단음정에 음 길이가 2박자 반

으로 길며 dim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sf보다 가장 강하게 내

는 것이 음악적 표현에 효과적일 것이다. 4마디의 3번째 박자에 나오는

시(B)는 p에서 ff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활을 절대로 빨리 써서는 안 된

다. 천천히 그으면서 여린 소리를 내다가 마지막 박자에서 그 다음 마디

로 가는 때쯤 활의 앞쪽으로 빠르게 쓰면서 폭이 넓고 빠른 vibrato와

함께 ff의 소리를 낸다.

<악보 14> 1악장 6마디 마지막 박-10마디

7마디의 레치타티보 느낌의 카덴차는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며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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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7마디는 정확히 off-beat로 시작되기 때문에 강박에 있는 16

분 음표를 강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카덴차의 시작 off-beat부터 프

레이즈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프레이즈 ♬♬♪♪ 할 때 처음과 두

번째 프레이즈는 같은 음색으로 vibrato없이 가벼운 활로 연주한다. 프레

이즈 후에 나오는 rit부분은 음악상으론 스케일과 반음계로 상승하고 있

지만, 엘가는 decrescendo(＞)와 pp로 소리가 점점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활을 앞쪽으로 오지

않게 하며, 카덴차의 마지막fermata가 있는 F＃은 Middle bow에서 활의

끝 tip까지 천천히 긋는 것이다. 그리고 악보 상에는 down bow( )로

기보되어 있지만 up bow( )로 하는 것이 음악적 표현하기에는 쉬울

것이다. 또한 비올라 파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소리를 멈추어서는 안 된

다. 비올라가 주제를 곡이 시작된 후로 처음으로 연주하는 것이기 때문

에, 솔리스트는 앞의 서주와 주제를 연결해주는 역할과 동시에 자연스럽

게 선율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이 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악보 15> 1악장 15-22마디 첫 박

15마디 주제 선율이 나오는 부분은 조금은 도전적인 부분 중의 한 부

분이 될 수 있다. 9/8박자에 ♩♪로 되어있는데 이는 ♪음표 리듬을 분

명하게 하려다 약박이 강하게 되어 리듬이 절뚝거리게 들릴 수 있고, 자

칫 점 4분 음표와 16분 음표의 형태로 들리게 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속으로 ♪을 세면서 노래도 같이

부르는 것이다. 초보적인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연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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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첫 시작의 다이내믹이 p이기 때문에 활을 미리

줄에 대면서 준비하고, 활의 맨 앞이 아닌 활의 1/3보다 조금 앞에서부

터 연주한다면 불필요한 악센트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악장에서 같

은 주제 선율이 이후 3번 더 나타난다. 하지만 다이내믹은 모두 다 다르

다. 연주자는 mf, p, pp 로 각각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풀

어야 한다.

<악보 16> 1악장 27-28마디

27마디는 ff로 주제를 노래하고 있다. 앞에 노래한 주제와는 달리

bowing을 ♩♪마다 활을 가르기 때문에, 꽉 찬 소리와 폭이 넓고 속도

가 빠른 vibrato로, 그리고 full bow로 자유롭게 노래를 할 수 있다. 하

지만 힘으로 강하게 눌러 쥐어짜는 듯한 소리를 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28마디에 있는 sf에서 약간의 시간을 가져 그 음을 강조하도록

한다.

<악보 17> 1악장 32-33마디 첫 박

32마디는 보이는 것처럼 첫 박에 sf와 옥타브 도약, 16분 음표로 만들

어진 상승하는 선율을 가지고 있다. sf가 있는 첫 음에 약간의 시간을 가

져 옥타브 도약이라는 표현에 효과를 좀 더 줄 수 있다. 기보되어 있는

poco allargando와 3박의 음표들 위에 있는 tenuto처럼 음이 올라갈수록

활을 더 많이 사용하여 소리를 점점 넓혀가되 지나치게 느려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 16분 음표 두 음들(C＃, D＃)을 제외한 나머지 음들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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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 가깝게 연주하여야, 악보를 보았을 때 예상되어지는 음악과 작곡가

가 의도했을 음악에 가까워질 것이다.

<악보 18> 1악장 47-54마디

47마디(숫자7)는 12/8박자로 새로운 리듬이 등장한다. 47마디에서 54마

디까지는 새로운 주제 B를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구간으로서, 오케스트

라와 첼로가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부

분은 pp에서 p로 다이내믹의 변화는 크지 않으며 화성상으로는 아직 E

minor이지만, 살짝 보이는 E Major 부분, 51마디는 다른 곳과는 달리

crescendo와 decrescendo가 표시되어있다. 이 부분은 특히 감정적인 표

현에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 단순히 첼로가 반주일 때는 조용하게

멜로디일 때는 더 크게 연주해야하는 차원을 넘어, 음악의 조그만 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리를, 음색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바란다.

<악보 19> 1악장 63-65마디 첫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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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1악장 71-73마디 두 번째 박

63마디에서 65마디, 그리고 리듬이 추가되었지만 닮은 음형을 가진 71

마디부터 73마디는 어쩌면 연주자한테 이 악장의 테크닉적인 부분 중 쉽

지 않은 구간일 수 있다. 특히 많은 연주자들이 63마디와 71마디의 마지

막 박에 나오는 16분 음표 6개의 음들을 똑같이 소리 내지 않고 리듬을

흩트리며 부점이 있는 것처럼 연주한다. 분명 음악적으로 좀 더 화려하

게 만들려는 목적이었겠지만, 하나의 프레이즈가 끝나지 않았고 음악 중

간에 리듬을 바꾸게 표현하는 것은 작곡가가 원하는 의도에서 벗어난 것

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64마디와 72마디의 마지막 박 또한 앞마디

와 마찬가지로 16분 음표들로 되어있지만 조금은 다르다. 63마디와 71마

디가 스케일이라면 64마디와 72마디는 아르페지오로 상승하는 느낌을 좀

더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두 개의 음형 모두 다음 마디의 첫 박에 가장

높은 음(G)을 강조하기 위해 16분 음표 6개의 음들 중 마지막 음(F#)에

tenuto가 있는 것처럼 지그시 누른다. 이 때 64마디는 정박에 가깝게 하

며 72마디는 73마디 첫 박자에 기보되어 있는 largamente와 tenuto를 강

조하기 위해 16분 음표 마지막 F#을 활을 좀 더 많이 사용하여 폭 넓게

연주한다. 64마디의 16분 음표들의 손가락 번호(fingering)를 D선으로 시

작해 엄지(thumb position), 2번, 엄지, 3번, 1번, 2번으로 하면, 줄 A선에

서 하는 것보다 음정을 틀릴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을 피할 수 있을 것이

다.



- 38 -

<악보 21> 1악장 65마디

그 다음 65마디는 3번째 박에 rit가 표시되어 있지만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연주자들이 이 마디를 연주할 때 과한 rit로 리듬까지 무너지

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손가락번호가 느려지게 연주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을 만드는 것 같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3번째 박의 음정을 살펴보면

D, D(8 octave↓), F로 한 박자에 옥타브 아래의 같은 음으로 내려와야

한다. 현악기의 구조상으로 느린 박자가 아닌 이상 옥타브 간격차이의

음정을 시간 차이 두지 않은 채 바로 연주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핑거링이 없을까 연주자들의 영상을 찾다가 재클린 뒤 프레의

핑거링은 첼로 연주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필자는 곧바로 그 핑거링으로 연습을 해보았고 이 핑거링이 연주하기에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세 개의 음들 중 두 번째, (옥타

브 아래의 음)D를 D선에서 엄지로 하고 바로 A선으로 옮겨 F를 2번으

로 하는 것이다. 분명 하모닉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활이 줄에 떨어지

지 않게 하여 소리를 꽉 채워준다면 절대 하모닉스로 들리지 않을 것이

다. 이 핑거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낯설게 느낄 수 있지만

연습을 하다보면, 이전 핑거링보다 음악을 표현하기에 더욱 편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악보 22> 1악장 80-86마디

80마디부터 이 악장의 주제선율이 다시 나타난다. 앞과 다른 점이라면

다이내믹이 p이고 5마디 후에 sonore이라는 용어가 기보되어 있다.



- 39 -

sonore란 용어는 ‘소리 높은’, ‘울리는’이라는 뜻으로, 앞과는 보다 더 많

은 vibrato로 소리를 좀 더 울리게 하며 음색 또한 슬프게 우는 듯이 표

현을 하면 좋을 것 같다.

<2악장>

<악보 23> 2악장 2마디의 마지막 박-4마디

이 악장은 우선 3마디와 17마디의 Allegro molto 속도가 서로 다르다

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2마디의 마지막 박에 있는 sf에서 소리가 절대

여운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쉼표의 페르마타(fermata)를 지나

pp로 Allegro molto를 연주한다. 이 부분은 자유롭게 연주하되 엘가가

표기한 다이내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키면서 연주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리를 인위적으로 멈추거나 당겨서는 안 된다. 음악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다. 4마디의 pizzicato는 C선

을 포함한 화음이다. 앞과 연결하면 핑거링은 자연히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쓰게 되는데, 저음이면서 3번 손가락으로 두 개의 줄을 짚어야

하다 보니 줄에서 쇠가 울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손가락들을, 특히 3번 손가락을 지판에 틈 없이 꾹 눌러야만 깔끔

한 피치카토를 만들 수 있다. 만일 필자처럼 vibrato를 살짝 넣어 피치카

토 소리를 살리고 싶거나, 3번 손가락으로 누르는데 음정이 깨끗하지 않

아 고민이 되거나, 손가락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담백한 소리를 원하는

연주자에게는 핑거링을 1번과 2번 손가락 쓰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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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2악장 9-11마디 첫 박

9마디와 10마디는 피치카토로 화성이 하나하나 상승해가고 있다. 화음

중 맨 위의 음을 살펴보면 11마디의 첫 박을 위해 올라가는 스케일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위의 음들이 들

리도록 연주해야 한다.

<악보 25> 2악장 11-12마디

11마디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박의 옥타브 사이를 두고 내는 6도 음

정들을 연주할 때, 두 음 사이를 끊거나 두 음을 연결하는 연주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연습방법 중 연주자 본인들이 원하는 음악 스타일로 연주

할 수 있지만, 두 개의 음정은 서로 연결되어있는, 두 번째 음정이 세 번

째 음정으로 가기 위한 발돋움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두 음 사

이를 끊어 연주를 하더라도 완전히 따로 놓인 음정처럼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악보 26> 2악장 16-18마디

17마디부터는 첼로 연주자에게 양 손 모두 도전이다. 기술적인 연습이

필요하며 이 악장의 마지막까지 오른 손의 힘 조절이 요구된다. 음의 움

직임이 많지 않은 구간은 최대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며, 다이내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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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음역이 넓게 움직이는 구간은 움직이는 가운데 연주자 자신이 필요

한 곳에서 힘을 주고 빼야 한다. 또한 이 구간은 스피카토(spiccato)로

연주를 해야 하는데, 스피카토를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메트로놈으로 연습을 하되 내림 활(up bow)에 악센

트를 주는 것이다. 즉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엇박을 강하게 소리 내는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속도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피카토가 잘

연주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스피카토에 집중함과 동시에 왼손가락의 발

음(articulation)도 분명히 해야 한다.

<악보 27> 2악장 40-41마디

40마디는 일종의 카덴차로서 박자를 지키면서 노래를 만들고, 41마디

는 두 번째 박의 첫 음까지 표기되어있는 largamente처럼 과하지는 않

지만 여유를 가지며 crescendo를 한다. 첫 음 뒤의 쉼표와 16분 쉼표를

지나 나오는 sf음은 짧고 강하게 소리 내며 다시 제 박자대로 연주를 한

다. 이와 같은 음형이 이후로 3번 더 나타나는데, 자유롭게 연주하되 과

도하게 늘어지는 것은 피해야한다.

<악보 28> 2악장 102-103마디

102마디와 103마디는 ♪♩♪음형으로 A - A(8 octave↑) - E - E(8



- 42 -

octave↓)로 음이 움직이고 있다. 단순히 악보를 보았을 때는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이 두 마디 안에서 crescendo와

decrescendo를, 그리고 poco sostenuto를 표현해야 한다. 여러 첼리스트

들의 연주를 들어보면 이 구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주자가 많지 않

다. 그 중 재클린의 연주는 엘가가 악보에 표기한 그대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재클린은 가장 높은 음 E를 향해 활을 점점 많이 사용하면서

음 하나하나에 충분히 소리를 내주었고, 연속으로 세 번 나오는 높은 음

E 중 두 번째에 폭 넓은 vibrato를 넣어 연주하였다. 필자는 첼로 연주

자들에게 이와 같이 연주해보기를 제안하는 바다.

<3악장>

<악보 29> 3악장 1-8마디

<악보 30> 3악장 53-60마디

3악장은 느린 3/8박자이며 ♪로 프레이즈를 만들어야 한다. 엘가는 ♪

= 50의 속도로 하라 적혀있지만, 50이라는 속도 안에 자유로우면서도 프

레이즈의 흐름에 맞게 연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마디와 2마디는 악보

로 보면 상향하는 음형처럼 보이지만, 2마디는 1마디의 확장한 형태이기

때문에 비록 1마디에 crescendo가 있지만 두 개의 마디를 연결하듯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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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서는 안 된다. 악보에 쉼표가 표기되어 있어 연주자는 음악적으로

어디에서 숨을 쉬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주(Introduction)는

이 악장의 전체적인 음악 색깔을 보여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악적 표

현부터 활을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 쓸 것인가, 비브라토는 넣을 것인

가 말 것인가 등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데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악장의 마무리 또한 전주와 똑같이 되어있으므로 중

요하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주는 솔리스트가 피

아노와 같이 움직이며, 마지막 코다 부분은 피아노가 전주와 똑같이 움

직이는 반면 솔리스트는 쉼표가 있지 않아 마치 8마디가 하나의 프레이

즈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악보 31> 3악장 15-18마디

15마디 마지막 박과 16마디, 17마디 마지막 박과 18마디를 살펴보면,

16마디와 18마디의 두 번째 박에 악센트가 표시되어 있어 그 음에 약간

의 무게를 주어야 한다. 이처럼 두 번째 박이 첫 박보다 조금 더 강조되

는 형태는 슬로 왈츠(slow waltz)4)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전 마디 마지막 박과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핑거링을

D선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4악장>

4) 왈츠는 기본적으로 3/4박자로 각 박자에 1(강), 2(약), 3(약)의 스텝을 가지지만, 때로

는 첫 박보다 두 번째 박에 머무르거나 좀 더 긴 시간을 소요하면서 세 번째 박을 짧

게 느끼게 하는 운동(호버 이팩트 Hover Effect)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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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4악장 9-12마디

4악장의 솔로 연주 시작은 강하면서 위엄 있게, 꽉 채운 소리를 내야

한다. 2분 음표에 crescendo를 하지는 않지만 작아져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은 힘으로 누르려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활의 속도를 빠르게 쓴다면

원하는 소리와 음색을 낼 수 없을 것이다.

<악보 33> 4악장 13-14마디

13마디는 다이내믹이 ff에 appassionato가 기보되어 있으며 악센트 있

는 음(G, B)을 강조하는데, 강하게 소리를 내려다 팔의 힘이 아닌 손의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4마디는 32분음표의 하행한

후 상행하는 아르페지오가 없어도 음악적인 효과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

게 되는 부분이다. 카덴차처럼 곡을 화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음정

하나하나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행하는 세 번째 박 첫 음과 상행하

는 네 번째 박 첫 음의 악센트를 중심으로 아르페지오의 형태를 살리도

록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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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4악장 20-24마디

20마디는 이 악장의 첫 시작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피아노의

당김음(syncopation)에 대항하는 것처럼 들려질 것이다. 솔리스트는 정박

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피아노와 동일하게 들리도록 한다.

<악보 35> 4악장 56-57마디

56마디에서 allargando와 dolce가 표기된 것처럼 곡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데, 연주자는 57마디의 두 번째 박에 있는 페르마타를 ‘앞의 무겁

고 단호한 분위기와는 180도 바꾸어 달콤하고도 매력적인 노래를 할 것

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주해야 한다.

<악보 36> 4악장 84-8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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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마디는 왼손의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편안한 구간은 아니다. 한 손

가락으로 같은 포지션에 위치한 음을 눌러 음정이 뭉겨지게 들리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주자는 최대한 위험 요인을 피할 수 있

는 핑거링을 찾아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음과 음 사이가

글리산도처럼 끈적이게 들리지 않도록 한다.

<악보 37> 4악장 183-185마디 첫 박

183마디는 20마디처럼 단호하고 명확하게 연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느낌 또한 오케스트라와 같은 색깔이어야 한다. 피아노의 베이스 라인♪

를 들으면서 그 느낌과 같게 소리를 내도록 한다. 그리고 184마디의 두

번째 박에 있는 16분 셋잇단음표는 활로 줄을 꼬집듯이 정확하게 들리도

록 해야 한다.

<악보 38> 4악장 281-284마디

281마디는 느린 악장과 같은 방식으로 연주해야 한다. 이 구간을 자세

히 살펴보면 프레이즈의 시작이 두 번째 박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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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가 길기 때문에 프레이즈를 처리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악보 39> 4악장 305마디 마지막 박-307마디

<악보 40> 4악장 311마디 마지막 박-313마디

<악보 41> 4악장 315마디 마지막 박-317마디

305마디 마지막 박부터 5마디 프레이즈까지의 음형이 이후로 두 번 나

타난다. 똑같이 ff에 스포르찬도(sf), 그리고 tenuto를 가지고 있지만 연주

자는 이를 모두 다르게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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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지금까지 작곡가 엘가에 대해,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 상황과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인 첼로 협주곡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곡가 엘가는 19

세기 말 영국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바로크 시대 영국 작곡가 퍼셀 이후

로 영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작곡가 중 한 명이

다.

작곡가 엘가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가 작곡 활동을 했던 후기 낭만주의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기에 나타난 다양한 음악 사조 중 역사주의, 민족

주의, 인상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낭만주의는 그 당시 전쟁

과 전쟁이 남긴 힘든 삶과 현실,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넓은 의미로 역

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현상이 생겨났고, 이런 현상은 음악에서도 나

타났다. 과거의 음악을 재조명하며 연주하게 되었고, 작곡가는 자신들이

원하는 작품을 작곡하였으며 연주회를 열기도 하였다. 또한 연주자는 연

주해석에서 작품에 대한 정확한 악보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연주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였다.

엘가의 마지막 작품인 첼로 협주곡은 서정적이면서 슬픈 선율과 단호

하면서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왈츠나 선법처럼 민속적인 소

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영국인다운 중후함과 서정적이면서도 애잔함을

갖고 있다. 필자는 이 작품을 공부하려는 연주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곡 분석과 연주법을 연구하였다. 곡 분석은 국내 논문과 외국 자료를 참

고하였으며, 연주법은 엘가의 작품을 연주할 때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데

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주고, 첼로의 화려한 테크닉을 보다 편하게 연주

할 수 있도록 핑거링과 연습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고 자료로 재클린 뒤 프레의 연주 영상을 제안한다. 1963년에

재클린은 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곡을 연주하여 센세이션

(sensation)을 일으켰다. 그 연주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 듯, 뛰

어난 연주 실력을 보여주는 음악적 해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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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재클린을 포함하여 누구나 인정할 만한 연주자들의 자료를 바탕

으로 음악적 표현과 핑거링(fingering), 테크닉적인 부분을 연구한 이 논

문이 연주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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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sical Structures and Performance

Techniques of Edward Elgar’s Cello

Concerto op.85, in E Minor

Hyesol Cheong

music, cello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thesis, I focused on the composer, Edward Elgar, and the

social state of his time period. I discussed the musical tone and mood

of his music and further illustrated playing techniques for cellists to

use on Elgar's final work of his life, the Cello Concerto in E minor,

Op. 85.

Elgar was a representative English composer in the end of the 19th

century. He was one of the significant composers who introduced the

English music to the world, following the work of Henry Purcell, an

English composer who lived in the early Baroque period.

In order to understand the works of Elgar, I studied various

musical trends of his times, including the late Romanticism,

Historicism, Nationalism and Impressionism. One of the most

important trends that occurr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ich

was distinct from the classical period, was the Romanticism. The

Romanticism sprung from the desire of the general public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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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ed to escape from the harsh realities and difficulties of life that

came with the war. As such, the tendency to long for and think

about the times before the war expressed itself within the general

public and subsequently in the music. Composers started to write

music on their own terms, less influenced by conventions of the era.

Concerts were also held for the general public. Performers interpreted

music on their own terms, resulting in a variety of musical

commentaries on one piece of music. In other words, performers

placed a significant value on expressing their emotions, rather than

general interpretation of music.

The music of the 19th century had strong connections to the works

of literature had led to the emergence of aesthetic emotions, which in

turn at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art songs, symphonic poems,

and program music. The program symphony and orchestra music

within the program music became more important. New instruments

were used within the orchestra, and new tone was played through

various techniques. Not only the orchestras, but short and

small-sized pieces of work also became popular.

Elgar's Cello Concerto in E minor, Op.85 which marked the end of

his musical career, was a noble and sad concerto. This concerto was

composed of four movements. The passionate and sad part of the

introduction appears frequently throughout the entire movement.

Unlike the first movement of sad melodies, the second movement is a

dynamic movement that sounds like a scherzo, with the sixteenth

notes played with spiccato. The third movement has an elegy with

the slow tempo of the cello. Finally, the fourth movement, starting

with a march style, requires cellist's splendid technique, skill, and

strong energies. Overall, this Cello Concerto has a lyrical, sad melody

and at the same time creates a strict and dark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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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results of this Concerto and the techniques that would

enhance performance of the piece were presented. A few ideas

necessary to better express the song musically were also

demonstrated. Finally, I explained how to finger and practice the

piece so that one could play it more colorfully and comfortably.

keywords : Edward Elgar, Cello Concerto, Romanticism

Student Number : 2014-2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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