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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의의와 목

20세기 후반의 음악사는 ‘아방가르드’1)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음악의 본

질 개념,작품 형태,양식과 미학 등의 격한 변화로 특징 지워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으로의 복귀 경향이 히 나타나서 양식과 미학

에 있어서 통 요소가 기법 으로나 음악 양식 으로 강하게 나타났

다.즉 20세기 후반에는 새로움을 한 새로움의 추구라는 인상을 정도

로 새롭고 획기 인 음악들이 선보이는가 하면,이러한 새로움의 추구 이

면에서 기존의 양식들에 한 존 곧 통과의 화해도 활발하게 시도된

것이다.2)후자의 경향은 20세기 음악사에서 요한 치를 하고 있는 러

시아의 음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랜 세월 문화 으로 유럽의 변방에 머물러있던 러시아의 음악은 18,

19세기를 거치며 속도의 발 을 보이게 된다.‘5인조’3)를 비롯한 국민 음

악 들이 일구어놓은 민족주의의 풍요로운 유산을 이어받은 스크리아빈,

1) 아방가르드(Avantgarde)란 용어는 원래 군 용어로서 선의 최 방에 있는 부 를 뜻하며,흔히

라는 말로 번역된다. 술에서 아방가르드는 흔히 각 술 분야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으며,

술과 삶을 분명히 구분하는 데에 반 한다.그리고 권 화된 술을 거부하며,이의 괴를 지

향한다.이러한 경향은 특히 음악사에서 1920년 와 1950년 에 나타났다.1920년 다다이즘에서

나타난 아방가르드운동은 “의미가 없는 반 술 경향으로 권 화되고 고착된 술을 거부하는 운

동으로는 별 평가를 못 받는다.페터 뷰르거는 20세기 반의 운동을 ”역사 아방가르드“로,제2

차 세계 이후의 운동은 ”신아방가르드“로 나 어 구분하 다.오희숙,“20세기 후반의 음악

흐름 고찰,”『이화음악논집』5(1997),136쪽.

2) 오희숙, 의 ,128쪽.

3)작곡가 발라키 ,퀴,림스키코르사코 ,무소르그스키,보로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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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흐마니노 ,스트라빈스키 그리고 로코피에 는 러시아 음악의 수 을

비약 으로 끌어올린 장본인들이다.20세기 반에 들어서며 더욱 기운차

게 비상(飛上)하려던 러시아의 음악은 그러나 1917년 공산정권의 수립을

가져온 ‘10월 명’을 기화로 작스러운 강압 체재 아래 들어가게 된다.

1921년의 닌 정부를 거쳐 1928년 스탈린의 주도로 ‘소비에트 연방 공화

국’이 건립되면서 새롭고 실험 인 음악의 기법들은 면 통제를 받

게 되는 것이다.특히 스탈린은 이른바 ‘술가동맹’을 만들어 술가들의

개별행동을 지시킴과 동시에 정부의 주도 하에 창작품들을 엄격히 검열

하기 시작했다.1934년 정부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술 정

책을 시행하면서 음악 술은 사회주의 이상 구 의 수단일 뿐 음악 자체를

한 음악은 존재할 수 없었다.4)이것은 곧 실험 이거나 인 술

시도를 부정하는 정책이었고 러시아의 술가들로부터 새로운 미학이나

술창작 의욕을 말살하는 것이었다.러시아 국외에서 활발하게 행해지던 서

구식 술은 형식 ,퇴폐 그리고 부르주아 인 것으로 규정되어 배척되

었다.20세기 반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던 신음악의 경향들이 명 이

후의 러시아 땅에서 실질 으로 지되자 다수의 작곡가들은 해외 망명의

길을 택한다.차이코 스키 이후세 러시아의 음악가들은 소련에 남아 활

동하거나 미국 등지로 망명하여 활동하는 부류로 나뉘게 되고5),이는 러

시아 음악계의 기류에 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즉 해외

4)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교의 지침은 ‘간결 명확 진실’이며 ‘형식은 민족 ,내용은 사회주의 ’으로

하라는 원칙이다.

5)스트라빈스키는 명 후 서방국가에 구 정착하 고,라흐마니노 는 명을 피해 유럽과 미국에

서 피아니스트의 길을 갔으나 못내 그리워하면서도 결코 돌아가지 않은 조국의 바깥 세계에서는

새 작품을 쓰는 것이 불가능했다. 로코피에 역시 명 후 망명을 택했으나 미국 4년, 리 12

년의 망명생활을 참을 수가 없어 1936년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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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는 자유로운 신음악의 조류를 제약 없이 추구하거나 러시아 음악

의 특질을 서구세계에 리 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만 철 한 정치

통제 아래 놓이게 된 소련 잔류 작곡가들에게는 형식과 내용 표 에 있

어서의 자유는 불가능해졌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술 분야에도 변화가

찾아온다.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는 러시아 음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게 된다.1960년 말 해빙(解氷;데탕트)이후 서방에서 동유럽을 거쳐 려

드는 서구 문명의 물결을 소비에트 정권 당국자들도 막아낼 방도가 없었

다.특히 자본주의의 퇴폐 인 부산물로 치부되었던 재즈(jazz)와 같은 미

국 음악어법은 오랜 기간 폐쇄된 상태에서 출구를 찾던 소련의 작곡가들

에게 참신한 음악 재료로 인식되었다.아직까지 형식의 자유로움이나 정

해진 틀을 부수는 과감한 시도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작곡가들은 기존의 형

식 안에 재즈를 비롯한 새롭게 허락된 음악어법을 삽입하기 시작한다.

1958년부터 64년까지 흐루시 의 집권아래 맞이하게 된 잠깐 동안의 ‘해

빙기6)’동안 작곡가들이 바르샤바 음악제와 같은 음악제에 참석하는 기

회가 생겼다.쇤베르크와 베르크,베베른,스트라빈스키 등의 작품 악보도

입수하게 되어 12음기법과 총렬기법(totalserialism)7)에 심을 갖게 된다.

6)러시아 태생의 미국 음악학자 슈바르츠(BorisSchwarz,1906-1981)는 그의 서 Musicand

MusicalLifeinSovietRussia,1917-1970,(New York;W.W.Norton,1972)에서 소비에트의

음악을 실험기(1917-1921),통합기(1921-1932),통제기(1932-1953),자유기(1953-1964),집단 지도

기(1964-1979)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이재연,“슈니트 의 작품에 나타난 복합양식 경향 연

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5),13쪽에서 재인용

7)무조성이란 조성 심,즉 으뜸음을 심으로 다른 음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체계를 완

히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다.표 주의는 내 경험을 표 하려는 것이다.표 주의 술은 무모

할 정도의 격렬함과 명 인 방식으로 된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표 주의 음악의 요한 표

자는 아놀드 쇤베르크와 알반 베르그이다.음렬주의는 쇤베르크를 심으로 제2비엔나 악 에 의

해 일어난 것으로 반음계의 12음이 같이 요하며,어느 한음도 특별한 기능을 갖지 않는 완

한 무조의 음악이다.작품의 토 가 되는 것은 작곡가가 선택한 특정한 질서의 배열된 12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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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른바 부르주아 이라 하여 통제하 던 ‘형식주의(formalism)’8)의

명사격인 인 서방 작곡가들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술

한 작곡가들 이외에 펜데 츠키,베리오,노노,리게티,그리고 슈톡하우

젠9)의 진 인 작품들도 러시아 작곡가들의 손에 들어왔다.소련 작곡가

들의 창작 자유가 확장될 수 있었던 계기가 온 것이다.

소비에트 공화국 체제하의 음악을 실험기(1917-1921), 통합기

(1921-1932), 통제기(1932-1953), 자유기(1953-1964), 집단 지도기

(1964-1979)로 나 어 볼 때 자유기에 해당하는 흐루시 집권 당시 탐

구 이고 실험 인 시도들이 가능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지만 1980년

까지 러시아의 음악은 엄연히 사회주의 치하에 있었다. 술의 표 범 는

아직까지 극히 제한 일 수밖에 없었다.새로운 형식이나 통치 이데올로기

를 교란하는 자유로운 시도는 일 허용되지 않았다.자연히 작곡가들은

소나타나 교향곡과 같은 신고 주의(neo-classic)10)의 틀을 고수하게 된다.

20세기 반부 러시아의 주요 작곡가인 스크리아빈, 로코피에 ,쇼스타

피치 클래스들로 구성되는 열(row) 는 음렬(series)이다.기본음렬과 ,역행,역행 를 쓸

수 있다.새로운 음렬을 사용하기 에 음렬의 모든 음을 다 사용한다.

8)‘형식주의’는 1920년 이후 소련의 술과 문학에서 ‘유행어’다.소련에서 ‘형식주의’라는 개념을

용한 형 사례는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형식주의 술은 소련 인민에게

인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표 한 것이다.당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형식주의 표

에 하여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투쟁을 단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스탈린 집권 당시 ‘형

식주의자’로 분류된 사람들에 해 온갖 종류의 징벌과 처형이 가해진 것은 흔한 일이었고,스탈

린 사후 오랫동안 술가들에게 많은 제약을 가하곤 했다.솔로몬 볼코 ,Portraitoftheartist,

김병화 역,『증언: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회상록』(서울:이론과 실천,2001),159쪽.

9)슈톡하우젠- 기에는 12음 기법 거부한 결과 'Pointillism'이라 불리는 독특한 음악 입체감을

추구했고 일 트로닉(Electronic),즉 자음향을 이용한 분야( ;사람의 목소리를 자음향으로

변조)에 심취하여 수학 인 개념을 자매체의 음향과 결합시켰다.그 후 우연성(Indeterminacy)음

악으로 환하여,자신을 ‘외계에서 온 존재’라고까지 굳게 믿었던 아방가르드의 선두주자이다.

10)신고 주의는 스트라빈스키,힌데미트, 로코피에 등에 의해 시도된 것으로 옛음악의 기법,특

히 바로크 시 의 법과 고 시 의 분명한 형식 개념등에 크게 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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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치11)등의 피아노 작품들에서도 소나타는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 이데올로기의 술 실 을 강요하는 정권의 세 아래 고 소

나타의 틀은 가장 안 한 작업여건이었다.이 작곡의 행은 20세기 후반

들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슈니트 ,쉐드린,구바이둘리나와 같은 주

도 작곡가들이 즐겨 선택하는 형식이 된다.

소피아 구바이둘리나(SofiaGubaidulina,1931- ),로디온 쉐드린(Rodion

(Rodion Shchedrin,1932- ),알 드 슈니트 (Alfred Schnittke,

1934-1998)는 서서히 균열이 가는 ‘얼어붙은 땅(동토)’에서 1980년 개

개방까지 맞이하게 된 시기,즉 20세기 후반의 러시아를 표할 수 있는

요한 작곡가들로 서구에서는 1980년 이후 속히 소개되고 있음12)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생소한 작곡가들이다.이들은 작품이 내

포하고 있는 내용 깊이와 다채로움에서 청 과 평론가들의 높은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동시에 청 에게 되는 효과의 측면에서도 이미 그

독창성과 호소력으로 검증받은 이들이다.각 작곡가들의 국제 인 활동과

명성에 하여서는 본론의 생애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20세기의 피아노 음악의 퍼토리는 매우 다양하다.21세기를 살고 있는

청 들에게도 20세기 음악은 아직 낯선 세계이며 더 나아가 이에 해 거

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우리가 당연시했던 통 인 서양의 고 음악

11)스크리아빈(1872-1915)은 10개, 로코피에 (1891-1953)는 9개,쇼스타코비치(1906-1975)는 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 다.

12)그들을 20세기 후반을 표하는 세계 인 작곡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데에는 세계 최정상 의 기

량의 연주가들의 기여가 한 몫 하 다.이에 가장 앞장을 선 연주자는 기돈 크 머 이었다.그 외

에도 바이올리니스트 마크루보츠키,타티아나 그리덴코와 올 고 카겐,비올리스트 유리 바슈메트,

첼리스트 나탈랴 구트만,무스티슬라 로스트로비치 그리고 지휘자 젠나니 로제스트벤스키와 쿠

르트 마주르등 수많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연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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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세기 음악 사이에는 본질 인 변화가 나타났고 그 때문에 일정한 틀

에 박힌 시각으로는 20세기 음악을 소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20세기 서

구 음악의 다양한 양식13)에 쉐드린,구바이둘리나,슈니트 도 지 한 향

을 받았다.그러나 이들은 단지 서구모델을 답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독특한 어법으로 각자의 고유양식을 만들고 있다.특히 ‘다성 음악 짜

임새와 명확한 형식, 법 인 기법,악곡 내에서의 동기와 음형의 발 ’

과 같은 통 인 모습과 ‘다조성 선율과 화성( ;클러스터)의 사용’과

‘재즈 리듬과 PreparedPiano와 같은 다양한 주법’의 인 기법 등이

작품 속에 공존하는 은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었던 소련 작곡가들의 복합

인 음악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된다.

쉐드린,구바이둘리나 그리고 슈니트 의 작품은 교향악 작품이나 오

페라나 발 음악 같이 극 인 배경을 한 음악들이 주로 연구되고 거론

되어지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들의 피아노 작품인 소나타 안에서 그들의 음

악 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쉐드린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1962),구

바이둘리나의 피아노 소나타(1965)그리고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제2

번(1990)을 심층 분석 연구함으로써 반기 소나타의 통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디엄을 차용한 사례의 구체 인 내용과 음악사 의미탐

구를 시도했다.이 세 작곡가의 작품에 한 선행 연구 사례로는 쉐드린의

피아노 소나타의 분석 연구,구바이둘리나의 피아노 작품「MusicalToy

s」에 한 연구,슈니트 의 「ConcertoforpianoandStrings」에 한

13)20세기 상반기에 나타난 인상주의,표 주의,무조음악,12음음악,신고 주의,신즉물주의와 50년

이후의 음렬음악, 자음악,우연음악,음향음악,컴퓨터 음악,최소음악,새로운 단순성 등등이

이것이다.즉 20세기 음악은 우리가 이해했던 “음악”개념과는 질 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우리는 20세기 음악에 쉽게 근하기 어려운 것이다.오희숙,

“20세기 음악의 이해,”『음악과 민족』 6(1993),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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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연구,소피아 구바이둘리나의 작곡기법 연구 「InCroce」를 심으

로,그리고 슈니트 의 작품에 나타난 복합양식 경향 연구 등을 들 수

있다.피아노 소나타에 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쉐드린의 소나타에 한

석사학 논문이 한 편,미국의 경우 구바이둘리나의 소나타에 한 박사학

논문이 한 편 있었다.동시 에 활동한 세 사람의 작품을 동시에 다룬

연구나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을 감안 할 때 본 논문이 지니는 선도

의미 한 크다고 하겠다. 술한 연구들은 한 분석 인 근으로만 이

루어진 결과물이었다.본 논문에서는 분석 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작곡가의 피아노 소나타를 교수학 에서 조망하여 해석의 폭을 넓

보고자 한다.20세기 음악의 분석 근과 새로운 연주법의 해석으로

그 음악에 등장하는 모든 음악 개념,즉 아티큘 이션,다이나믹스,음정

과 화성,리듬,다양한 주법 그리고 페달링에서 특이한 등을 총체 으로

소개하여 20세기 음악 반에 한 이해를 높이고 그것을 토 로 작품의

해석에 보다 한 근을 시도하려는 것이다.즉,본 연구의 목 은 소나

타의 단순한 이론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이 작품들을 통해 20세기 반

과 후반 러시아 피아노 소나타의 달라진 양상을 이해하고 통찰하는데 있

다.나아가서 각 작품을 해석하고 연습하는 방식과 근법에까지 연구의

지평을 확장함으로 교수학 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시도했

다.

오늘날의 피아노는 이미 앉아서만 혹은 손으로만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

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가르치는 이들에게는 폭넓은 지식과 연

주에 련된 경험들이 축 되어 있어야하고 새로운 경향들에 한 열린 시

각도 요구된다. 퍼토리에 한 지식과 통찰력을 넓히기 해서는 악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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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문헌들을 입수하고 작품의 해석과 분석에 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 결정 인 도움이 된다. 한 교수학 근이 단지 이나

퍼토리에 고정되는 상 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을 상기할 때 20세기

상 (advanced) 퍼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작곡가의 작품에 한 근

을 시도하는 일은 충분히 그 목 과 의미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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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범 와 방법

술이란 단순히 한 개인의 창조물을 넘어서서 술가가 속한 시 나 사

회,역사를 반 하고 있다.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거듭되는 명과 세계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정치 소용돌이를 겪은 러시아의 작곡가 쉐드린,

구바이둘리나,슈니트 의 작품 피아노 소나타를 본 연구의 주제로 삼

았다.쉐드린은 두 곡(1962년,97년),구바이둘리나는 한 곡(1965년),슈니트

는 세 곡(1987년,90년,92년)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 다.이 에서

쉐드린의 62년 작품과 구바이둘리나의 유일한 소나타 그리고 슈니트 의

성숙기 소나타인 2번(1990년)을 연구의 소재로 선택하 는데 쉐드린의 두

소나타 1962년 작품은 그가 아직 구소련 치하에 살면서 보 던 작품경

향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합하며 슈니트 의 경우 1번과 3번 보다는 두

번째 소나타가 그의 작곡가로서의 특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는 이 이 선곡의 근거가 되었다.

소나타는 17세기경까지 일반 인 기악곡을 지칭하 으나 18세기 엽 이후

확고한 형식구조 에서 구축되는 독주 기악음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소나타는 다(多)악장의 악곡으로 그 어도 하나의 악장이 소나타

형식(sonataallegroform)으로 이루어져 있다.소나타 형식은 제시부,발 부,

재 부의 3부 구성 형식을 의미하는 말로 이 형식이 완 히 형식화 된 시기

는 1830년 말로 표 작곡가로 베토벤을 들 수 있다.그 후 낭만 를 거

쳐 1900년 에 이르러 자유스러워지기는 했지만 소나타 형식은 에 이르

기까지 사용되고 있는 기악곡의 여러 형식 가장 논리 이고 발 된 단일

기악악곡 형식이다.오늘날의 소나타란 비교 큰 다 악장의 악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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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반부로부터 이어져 오는 신고 주의 경향의 소나타 형태는 작

곡가들의 음악 발상과 기법을 일거에 악하게 만드는 이 이 있기 때문

에 쉐드린.구바이둘리나,슈니트 의 작품 소나타를 분석과 해석의

상으로 삼았다. 한 제1악장만을 연구 범 로 한정하 는데 악장을

상으로 할 경우 논문의 반 체재가 지나치게 방 해 질 수 있고 1악장

만으로도 이들의 공통 과 차이 을 연구하기에 충분한 분량이라고 사료되

기 때문이다.오랜 통의 소나타 형식이 러시아 작곡가인 쉐드린,구

바이둘리나,슈니트 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며 한 그들의

작품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변형,발 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 이들이 속했던 시 와 그에 앞선 20세기 반 소

련 음악계의 맥락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세 작곡가의

생애와 작품의 경향을 알아본 후 음악 특징과 양식들을 분석하여 연주와

해석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특히 고 틀 안에서 고 ,낭만 시 와 차

별된 다양한 연주기법과 피아노의 색다른 활용 등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

은 방법에 을 맞추었다.이어서 각 소나타가 요구하는 주법과 해석의

측면에서 보다 도 높은 근을 시도했으며 가능한 연습방식에 해 언

했다.결론에서는 동시 인으로 공유하는 음악어법들과 각자의 개성 인

특징들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의 측면도 포함해서 서술했다.각 작곡가

별로 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개된다.

-작곡가의 간단한 생애와 시기별 작품경향 연구

- 체 인 형식과 구조 인 특성 등에 한 이론 인 분석

-과거의 피아노 작품과 차별된 복합 주법과 교수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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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 론

1.쉐드린의 피아노 소나타

1)쉐드린(RodionShchedrin,1932- )의 생애

로디온 콘스탄티노비치 쉐드린은 존하는 인물로 국제 으로 뛰어난

명성을 얻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이다.1932년 모스

크바 태생이며 작곡가이자 바이올린을 공한 아버지로부터 음악 향을

받았다.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유리 샤뽀린(YuriShaprin,1887-1966)에게서

작곡을,야콥 리 르(YakovFliyer)에게서 피아노를 사사하고 1955년에

졸업하 다.졸업 후 샤뽀린의 문하에서 59년까지 동 음악원의 학원 과

정을 이수하고,65년부터 69년까지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그의 첫

작은 재학 당시 1958년에 쓴 교향곡 제1번으로,이 작품부터 그는 유망한

작곡가로 주목받았다.

1958년 쉐드린은 당 러시아의 명한 발 리나이자 안무가 던 마야

리세츠카야(MayaPlisetskaya)와 결혼하 다.쉐드린보다 7살 연상인 그

녀는 당시 볼쇼이 발 의 핵심인 동시에 러시아 고 발 를 지칭하는 거

물 스타 다.그녀와의 결혼생활은 그에게 새로운 지평인 발 음악을 쓰

게 해 주었다.「곱추 조랑말」(1955)을 비롯하여 비제의 오페라에 의한

「카르멘 모음곡」(1967),톨스토이 소설에 의한 「안나카 니나」(1971),체

홉 소설에 의한 「갈매기」(1980),체홉 원작의「애완견을 동한 부인」

(1985)에 이르기까지 고 발 들을 볼쇼이의 퍼토리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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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교회 성직자인 할아버지의 향으로 종교 인 색채가 많은 작

품들을 당시의 분 기로 서는 담하게 발표를 하 는데,종교 인 감

으로 작곡된 작품 합창곡인 「 인된 천사」(1988)와 러시아 카톨릭

래 1000년을 기념하는 「스티끼라」(1987)는 이러한 경향을 표하는 작품

들이다. 한 쉐드린은 바흐의 음악과 작곡기법에 깊은 심을 가지고 연

구하 는데 이런 그의 연구와 심은 「피아노를 한 24개의 주곡과 푸

가」나 「다성부 노트북」(PolyphonicNotebook),그리고 「아홉 악기와

오르간을 한 음악의 헌정」과 「괴텐 시의 음악」같은 바로크 통을 잇

는 작품들을 작곡하는 기 가 되었다.「다성부 노트북」(1972)은 법

에 한 백과사 과 같은 다성부 주곡 세트로 쉐드린이 얼마나 바흐의

건반음악에 한 철 한 연구와 해석을 하 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문학작품에도 소질을 보여 톨스토이나 고골리,안톤 체홉,니콜라이

스코 에리의 소설과,특히 친분이 두터웠던 시인인 안드 이 보즈네센

스키의 작품 등에서 창작의 소재를 찾기도 하 다.

작곡 활동 외에도 쉐드린은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로서 그의 피아노

주곡 연에서 피아노 연을 자신이 맡았으며 물론 녹음도 남기고 있다.

쉐드린은 서방 세계에서 로스트로포비치와의 여러 성공 인 녹음 작업으

로 인기를 얻었다.이처럼 쉐드린은 소비에트 체제로부터 ‘코스모폴리탄’으

로 불리워질 만큼 ‘국내용’이 아니라 ‘해외용’작곡가로 여겨졌다.1968년에

작곡된「종」이 뉴욕 필하모닉의 150주년 기념 작품일 정도로 그는 이

미 해외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 오폴드 스토콥스키를 비롯하여 유

진 오먼디, 드 번스타인,에리히 라인스도르 ,로린 마쩰,세이지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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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등의 지휘자들과도 매우 친 하며,그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사실 쉐드린의 면모에서는 서구 아방가르드의 냄새가 짙게 난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고백 속에서도 스스로 ‘아방가르드 이후 세

(post-avant-garde)’로 자인 하고 있다.

“모든 속박이나 ‘그러한 것은 일반 이지 않다’,‘그들은 그러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들이 이젠 무시되어 질 수 있다.사람들은 자유롭게 쓰고

싶은 것들을 모두 을 수 있으며,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듯 자유분방한 그의 태도로 인해서 1967년에 발 음악의

표작인 「카르멘 조곡」14)이 엄청난 산고 끝에 겨우 세상의 밝은 빛을 볼

수 있었다는 일화가 있다.15)1967년은 기 창작의 정기로 발돋움하는

요한 시기 다.1965년에 「25개의 주곡」이란 무후무한 부제를 가

진 교향곡 2번을 발표하여 당시 소련뿐만 아니라 서구권에도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이듬해인 1966년에는 피아노 주곡의 연 연주를 맡음으

로 작곡가와 피아니스트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성공을 거두었다.

1972년 ‘소련 국가상’을 받았으며,81년에는 ‘소련 인민상’을 받았다.84년

에는 ‘닌상’을 받으며 소련 작곡가 그룹의 심인물로 부상했으며,89년

에 베를린 술아카데미 회원이 되었고 92년에는 친 통령으로부터 ‘러

14) 악 5부와 30개가 넘는 타악기로 편성되어 있으며 원래의 오페라보다도 표 이 더욱 격렬하고

직선 이다.13개의 악장으로 만들어져 발 를 출 수 있게 했다.

15)이 작품이 발표될 때에는 자국 언론과 소비에트 정부로 부터 엄청난 비난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

일은 ‘카르멘과 소련과의 쟁’으로 불리며 음악계의 큰 이슈가 되었다.최 숙,“쉐드린의 피아노

음악,”『피아노 음악』 No.320,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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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연방상’을 수여 받았다.이듬해인 1993년에는 ‘쇼스타코비치 상’을 받

는다.

생 에 가장 소비에트 체제로부터 옹호를 받으며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

을 펼칠 수 있었던 쉐드린은 그 다고 해서 결코 소비에트 당국자들과 체

제에 충실한 사회주의 음악을 쓴 사람은 아니었다.그는 공산당에 입당한

이 없었으며,당시 체제의 옹호를 받고 있던 ‘공산주의 작곡가 동맹’에

립하여 좀 더 자유주의 인 음악 자세를 지닌 작곡가들로 구성된 ‘소

련 작곡가 동맹’에 가입하여 의장이었던 쇼스타코비치의 후임으로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의장직을 수행하 다.

1997년에는 모스크바 음악원,2005년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베

이징 콘서바토리의 명 교수로 빙되었다.2006년에 연된 그의 합창 오

페라 「보야리나 모로 바」로 독일의 음악상인 ‘EchoClassic2008'로부

터 올해의 음반상을 받았다.

1992년부터 그는 뮌헨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

다. 재도 여러 연주 단체,오 스트라,음악제 등으로부터 작곡을

받는 화려한 경력의 작곡가이다.

2)쉐드린의 작품경향

쉐드린의 신념은 술 작품의 내용은 일반 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

다는 것이다.New GroveDictionary에서 ValentinaKholopova는 쉐드린에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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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드린은 폭 넓은 청 과의 교감을 가장 요하게 생각하여,‘ 한 술은

한 청 을 필요로 한다.'(Greatartmusthaveagreataudience)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16)

작품 창작과 연주 활동에 있어서 청 과의 계를 가장 요하게 생각하

는 그의 신념으로 쉐드린은 더욱 유명해졌다.낭만 인 러시아 퍼토리에

정통한 연주자 MurrayMcLachla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쉐드린은 60,70년 에 특히 미국에서 인 인기를 얻어 그를 소비에트

러시아의 오 드 번스타인이라 불 다.쉐드린은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애

(humanity)를 가진 사람이며 그의 많은 작품은 모든 형식과 장르를 아우르고

있다.”17)

쉐드린의 기 작품들은 조성 이고 통 소비에트 이디엄으로 어

있지만 1953년 스탈린 사후 서방 세계에 노출되면서 창작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1960년 신고 주의(Neoclassicism),팝(pop)음악,재즈(jazz)같은

모순되어 보이는 이디엄들의 융합과 양식(style)의 모방에 뛰어났다. 를

들면 그의 피아노 소품인 「Imitating Albeniz」는 스페인 양식의 풍자

(parody)이며 「피아노 주곡 2번」은 12음기법과 재즈의 혼합체이다.

‘음악과 청 과의 계에 한 신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그의 작품은

우연성 기법(Aleatory), 묘법(Pointillism),음렬기법(Serial)과 같은 20세

기 기의 작곡테크닉을 신고 주의 인 명료한 형식감과 법 기법에

16)ValentinaKholapova,"Shchedrin,Rodion,"TheNewGroveDictionaryofMusicOnline,ed.L,

Macy,<http;//www.grovemusic.com>.

17)Seo Yun-Jin,Three Cycles of24 Preludes and Fugues by Russin Composers; D,

Shostakovich,R,ShchedrinandSlonimsky,Thesis(doctoral)(Uni.ofTexasAustin,200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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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으로 결합시켜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근할 수 있게

한다. 통 인 음악 울림을 깨지 않는 범 내에서 사용하 기 때문에

쉐드린만의 독창 인 기법을 확립하게 되었다.

쉐드린은 러시아 통을 고수하는 작곡가로 그의 러시아 기법은 작품

속에서 요한 기능을 한다.러시아 들에게 친숙한 러시아 민요의 요

소18)들을 20세기의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일에도 큰 심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러시아 문학가들의 작품을 인용하기도 하 다.

쉐드린의 작품은 여러 가지 외 인 향을 바탕으로 세 시기로 나 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쉐드린이 20 반이었던 1950년 로 세 의 가들과 외국

작곡가의 향을 받은 시기이다.특별히 로코피에 ,쇼스타코비치 고

인상주의자인 라벨의 향이 컸다.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에는

사회 반 인 규제 완화로 보다 폭넓은 창조의 자유를 릴 수 있었으며

서구 작곡가들의 작품을 하게 되면서 작품의 폭이 다소 넓어지기 시작한

다.

제2기는 1960년 부터 1970년 말까지로 쉐드린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다성음악 (Polyphony)인 기법과 화려한 연주기교(Virtuosity)

를 바탕으로 한 음악어법에 신고 주의와 그리고 강한 향을 받았던 미

륙의 팝음악과 재즈와 같은 가벼운 장르의 음악들을 융화시켜 작곡한 시

기이다.본 연구의 주제인 「피아노 소나타」(1962),「24개의 주곡과 푸

가」가 이 시기의 표 인 작품이다.

18)종(bell)소리,교회음악,목동가,차스투쉬카(러시아의 속요),민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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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는 1980년 부터로 이 시기에는 어릴 때의 추억을 음악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 교회음악에서 감을 얻은 기악작품의 작곡에

주력하고 있다.주요작품으로는 1990년 에 첼리스트 므스티슬라 로스트

로포비치(MstislavRostropovich)와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벤게로 (Maxim

Vengerov),그리고 비올리스트 유리 바쉬메트(YuriBashmet)를 해 작곡

한 세 편의 주곡이 있다.

이외에도 쉐드린의 표 작품목록은 2개의 피아노 소나타,6개의 피아

노 주곡,「24PreludesandFugues」,피아노를 한 「ThePolyphonic

Notebook」외 다양한 피아노 작품과,세 개의 교향곡,다수의 실내악곡,소

품들, 화음악 그리고 발 작품들,오페라「NotOnly Love」(1961),

NikolaiGogol의 소설에 기 한「DeadSouls」(1976)등으로 요약된다.

3)PianoSonata제1번,제1악장 AllegrodaSonata분석

(1) 체 형식과 구조

쉐드린의 피아노 소나타 1번은 제2기 1962년에 작곡되었으며 러시아의 피

아니스트 드미트리 바슈키로 (DmitriBashkirov,1931-)에게 헌정되었다.

세 악장 구성이며 제1악장은 소나타 알 그로 형식(Sonata Allegro

form),제2악장은 변주곡 형식(Variationform)그리고 제3악장은 론도 형

식(Rondoform)으로 통 인 소나타의 모습이다.

제1악장의 구조는 통 인 소나타 알 그로 형식이다.

도표를 통하여 제1악장의 구조와 체 악곡을 형성하는 네 개의 주요 동

기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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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제1악장의 구조

형 식 마 디 구성 내용 세부 마디

제시부
1-49

(49마디)

제1주제 제시 1-9

제1주제 개악구 10-15

제1주제 반복 16-23

경과구 24-28

제2주제 제시 29-32

제2주제 개악구 33-37

소종결구(codetta) 38-49

발 부
50-125

(75마디)

그룹 1 50-66

그룹 2 67-87

그룹 3 88-105

그룹 4 106-126

재 부
126-158

(32마디)

제1주제 127-134

제1주제 개악구 135-140

제1주제 반복 141-148

제2주제 변형 149-154

제2주제 개악구 155-158

코다
159-185

(26마디)

그룹 1 159-174

그룹 2 175-185

<도표 2>제1주제의 주요동기(음형)들

음 형 형 태 특 징

a
단2도의 단순한

리듬 형태

b
9도로 이루어진

싱코페이션 리듬

c
톤 클러스트 음형

(tone-cluster)

d
이런 리듬의 형태가

악곡에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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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주요동기들의 리듬이나 음정 계는 악장 체를 이루는 건축

인 기 가 된다.동기의 발 이 이 곡의 핵심에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여기에 집 하여야 한다.

(2)제시부(Exposition)

4/4박자,Allegrodasonata인 제시부는 소종결구(codetta)를 포함하여 49

마디로 구성되어있다.제1주제는 4(1+3)+3+2로 된 아홉 마디의 불규칙악구

로 마디1은 흐름상 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제1주제는 동기a,b,c들

이 연속 으로 반복되어 이루어진 악구이다.반복되는 단2도 음정의 동기a

를 5도 로 동기b가 싱코페이션 리듬으로 감싸면서 뒤이어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동기c가 스 르 분 기로 이어진다.뚜렷하게 들리는 심음 C

음이 C장조를 연상하게 하며 ‘하얀 음악(whitemusic)’19)이라고 일컫는 백

색건반의 음들만을 사용하여 작곡한 부분으로 신고 주의의 향을 볼 수

있다20). 무조성(atonality)의 작품이지만 고 시 의 방식인 동기작업

(motivework)으로 와 고 을 넘나드는 작곡가의 성향을 알 수 있다.

<악보 1>

<악보 1>제시부 제1주제 (마디1-9)

음형 b 음형 c 

음형 a 

1

19)임시기호의 사용을 제하 고,C장조를 단히 선호하 다.이는 피아노의 하얀건반을 연주하는

기법으로 시작되었다.이를 ‘범온음계주의(pan-diatonicism)’라고 하는데 신고 주의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매개체를 제공하 다.IntroductiontoContemporaryMusic.이찬해 역,『 음악

상권』 (서울:수문당)133~134쪽

20)Machlis,J,이찬해 (역)(1991), 의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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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디1의 2도 음정이 단2도와 장2도 그리고 복합 음정인 장9도와 단9도로

변형되어 악곡 체에 음향 통일감을 주고 있다.동기b는 9도 음정이 지

속되는 싱코페이션 리듬의 선율로 동기a의 변형이다.왼손에서도 9도 음정

이 나온다.마디3의 동기c는 동기a와 b의 음정에서 음의 수가 증가한 형태

로 즉,동기a와 b를 합한 클러스터 형태이다.이 클러스터는 마디14에서 분

산 인 리듬형으로 개된다.동기d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마디2

의 도약형 리듬을 시작으로 마디10의 개악구에서 본격 으로 나타난다.

<악보 2>

<악보 2>제시부 제1주제 개 악구(마디10-15)

음형 c 음형 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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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 

13

7o 7
o 

음형 c 변형

제1주제에 비해 외형 으로는 다른 면모를 많이 보이는 듯하지만 이미

살펴 본 주요음형들의 생형이다.마디10의 리듬은 동기d의 변형이고 마

디12와 13은 동기b의 응용이고 마디14와 15는 클러스터(음형 c)를 변형한

것이다.외 상 다른 느낌의 마디10의 음들을 조합해 보면 ‘라,시,

도, ’로 오히려 음형 c보다 음의 수가 하나 더 확장된 클러스터이다.마

디14에서 왼손의 7도 음정은 마디10의 아래성부의 리듬 변형이며, 성

부의 16분음표 리듬형은 음형 c의 변형이다.마디14의 왼손과 오른손의 음

들을 순서 로 조합해 보면 첫째 박은 ‘라,시,도#, #’,둘째 박은 ‘라#,

도, ,미’등 음형 c보다 한음이 추가된 네 음 구조의 클러스터이다.즉,

제1주제와 상이한 리듬 구조와 악상면에서 역동성을 보이지만 구조면에서

제1주제의 연장선이다.제1주제는 주로 2도 음정과 9도 음정이 사용된 것

에 해 개 악구에서는 2도 음정의 형인 7도 음정이 주요음정 역할

을 하고 있다.마디14-15에서 상성부에 이끈음처럼 배치해 놓은 B음은 마

디16에서 왼손성부의 C음으로 바로 연결되어 제1주제군의 심음이 C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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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가 한 번 더 반복된 후 불규칙 인 다섯 마디의 경과구

(transition,연결구)가 이어지는데 동기d의 변형이다.그리고 마디25에서

새로운 음계형 동기가 순차 으로 사용되고 있다.마디25의 하행 음계는

C13화음과 G9화음이 복합 으로 쓰 는데 제1주제의 C장조를 반 한

음계이고 마디24의 오른손 음형은 마치 C단조의 느낌을 주고 있다.마디

24-25에서 수직음형과 수평음형이 조 이며 마디26은 앞 두 마디의 음

형을 한 마디 안에 압축해 놓았다.경과구에서 왼손 음형(d의 생형)이

제2주제에 그 로 연결되어 제2주제의 도입이 매끄럽다.<악보 3>

<악보 3>마디24-29

24

27 B음

B
b

복

음형 d가 2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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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장조의 성격을 가진 제2주제(마디29-32)의 서정 선율은 아래 성부의

반주에 복조성(polytonality)으로 개되며 제1주제와는 상당히 조 이다.

동기a가 제1주제에서 ostinato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같이 제2주제에서도

왼손의 동기d가 지속 으로 균형을 잡아 주고 있다.이는 악곡을 통일 시

키는 고 인 기법으로 쉐드린의 신고 주의 인 경향을 알 수 있다.고

시 의 소나타처럼 제1주제의 동기에서 제2주제가 만들어지고 제1주제의

주요음정인 단2도와 장7도가 제2주제에서도 주요음정으로 사용되어 화성

,음색 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악보 4>

<악보 4>제시부 경과구와 제2주제(마디27-32)

27 B음

B
b

복

음형 d가 2주  연결

복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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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2주제의 확장부분으로 마디33의 성부는 삼연음표 하행형 동

형진행(sequence)으로,제1주제의 확장부분에서처럼 왼손은 상행형 7도 도

약음정으로 서로 반진행하고 있다.삼연음표 음형이 새로운 리듬형으로 보

일 수도 있지만 동기c에서 생되었다.첫 박의 여섯 음을 순서 로 모아

보면 ‘라#,시,도#, ’이며,B장조와 계단조인 G#단조의 범주 내에서

음계가 쓰이고 있다.제2주제 선율의 B장조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악보 5>

<악보 5>제2주제의 확장부분(마디33-34)

7
o

음형 c에  생
33

7o

소종결구(codetta)는 제2주제의 변형된 형태로 제시부의 종지를 유도하고

있다.

악보6의 반부(마디38-43)는 제2주제 음형이 리듬 모방 기법으로 네 번

반복된다.

B장조 느낌의 제2주제는 마디 41에서 제1주제의 심음인 C음으로 복귀

하는데 이것은 제시부를 반복하기 한 조성 (tonal)복귀로 볼 수 있다.

후반부(마디44-49)는 동기c의 변형으로 제1주제의 특징음정인 9도와 7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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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며 제시부의 반복(도돌이표)을 비한다.마디44-49에서 계속되는

staccato는 서구의 재즈와 베베른,스톡하우젠의 pointillism21)의 향으로

서 마지막 두 마디의 음들을 순서 로 나열해 보면 반음계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음계의 체 인 음역은 역시 7도 음정이다.<악보 6>

<악보 6>제시부 소종결구(codetta)(마디38-49)

2주  네 번 반복38

42

7
o

9
o

7
o9o

9o

9o

9o

음형 b 반음계 진행 / 7
o

46

21)스톡하우젠은 12음 기법을 거부한 결과 'Pointillism'이라 불리는 독특한 음악 입체감을 추구

하 다.음악을 화성 질서로부터 해방시켜 수학 인 혹은 공간통합 인 어떤 것으로 치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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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발 부(Development)

발 부는 소나타 형식에 있어서 가장 입체 인 표 이 가득하고 클라이

맥스가 설정되며 변화가 많은 부분이다.이 곡의 발 부는 개 유형에 따

라 크게 네 단락의 그룹으로 나 수 있다.

① 그룹 1(마디 50-66)

그룹 1은 제시부의 경과구를 모방한 선율음형과 화음음형이 불규칙 으

로 변형,반복되고 다이내믹도 p에서 시작하여 ff로 확장된다.선율음형

은 제1,2주제의 개 악구의 모티 가,화음음형은 동기c,d가 활용되고

있다.특히 화음음형은 오 스트라의 tutti를 연상시키며 선율 음형과의 색

채감을 뚜렷하게 한다. 체 으로 아래 성부의 계속되는 7도 음정의 순차

선율선이 통일감을 다.<악보 7>

<악보 7>발 부 그룹1(마디50-56)

음형 c 연결   이

50

음형 d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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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 부 그룹2(마디67-87)

그룹2는 제1주제의 주요동기를 활용하여 증폭된 음역의 이동과 음향으로

발 한다.그룹3에 이르러 악곡의 정 에 도달할 것을 미리 시해 주고

있다.마디66(그룹1과 그룹2의 연결마디)에서 오른손은 온음계(diatonic

scale)를 왼손은 흑건을 사용한 polytonality로,선율 으로는 펼쳐진 클러

스터(음형c)이다.<악보 8>

<악보 8>발 부 그룹2-제1주제에 의한 발 (마디66-69)

 흑건

 백건 
66

③ 발 부 그룹3(마디 88-105)

그룹3은 제2주제의 발 이며 성부가 교체되어 아래 성부에서 제2주제가

법 인 기법으로 개되고 있다.<악보 9>

<악보 9>발 부 그룹3-제2주제에 의한 발 (마디88-93)

〈 에  율 개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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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음역에서 시작된 그룹2의 제2주제가 7회에 걸쳐 변형 반복되면서 음역

이 상승되어 그룹3의 마디98에 이르러 ff와 marcato로 악곡의 정 에 도달

한다.고음역은 제2주제의 선율선이, 음역은 제1주제의 동기d가 사용되어

통일감을 주고 있다.음역의 이동과 더불어 Menomosso,quasipesante로

클라이막스의 격렬함을 표 한다.<악보 10>

<악보 10>발 부 그룹3-악곡의 정 부분(마디98-103)

1주 의 단편

Climax / 2주  율

음형 d

9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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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룹4(마디 106-125)

클라이맥스 후 곧바로 휴지부와 함께 조 인 여린 악상으로 그룹4가

시작된다.그룹4는 두 개의 단락으로 나 수 있으며 첫 번째 단락은(마디

106-113)제1주제의 요소에 의한 발 이지만 제시부와는 다른 다이내믹 p

로,동기a,b의 음정이 뒤바 어 9도 음정이 ostinato가 되어 차분하게 시

작된다.<악보 11>

<악보 11>발 부 그룹4의 첫 번째 단락(마디106-109)

106

그룹4의 두 번째 단락은 악상이 pp로 제2주제의 요소에 의한 발 부 마

지막 부분이다.이 부분에서는 가끔씩 나오는 두 성부간의 법 인 선

율을 표 하여야 한다.마디118부터 성부에서 제1주제가 암시되고 아래

성부에서는 제2주제의 리듬형태가 통일성을 유지해 다. 내성부에서

동기a가 아홉 마디에 걸쳐 지속되는 동안 외곽의 선율들은 서서히 형상을

없애면서 도가 어져 재 부로 도입된다.<악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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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발 부 그룹 4의 두 번째 단락(재 부로의 연결구)(마디 114-121)

〈 2주 의 반주 음형〉
114

C 심음 강음형 a 등장

연결

118

(4)재 부(Recapitulation)

연결구(악보12)의 마디118부터 음형 a가 시작되면서 재 부를 암시하고

있다.마디126에서 시작하는 재 부는 왼손의 선율선이 증4도 아래로 변형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제시부의 형태를 그 로 반복하고 있다.<악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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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재 부-제1주제의 반복 (마디 143-148)

변형

143

변형

146

제시부에 비해 연결구가 생략된 채 제2주제로 바로 연결되고 있으며,6

도 낮은 D음으로 시작되는 제2주제는 음정과 음역이 확 되고 선율이 겹

쳐지면서 아래, 성부의 음역이 세 옥타 로 벌어진다.네 마디로 된 제

시부의 제2주제에 비해 두 마디(마디151-152)가 추가 되어있다.<악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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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재 부-제2주제 확 부분(마디149-154)

2주  재현
9도 음  확

149

152

(5)종결부 (Coda)

마디 159의 Pocopiumosso로 시작되는 종결부는 두 그룹으로 나 수 있다.

여린 악상으로 제2주제의 요소를 이용한 제1그룹(마디159-174)으로 시작

되며 8분음표 리듬의 상승과 확장을 거쳐 제1주제를 fmarc.,sff에 이어

극 인 subitop로 끝맺는 제2그룹(마디175-끝)으로 마무리 된다.<악보15,

16>제시부의 코데타와는 달리 많은 변형이 나타난다.제2주제의 왼손 8분

음표 도약 반주를 종결부에서는 양손에 사용하여 동일리듬에 의한 동형진

행 기법으로 복잡하지 않게 음역을 서서히 고조 시키고 있다.<악보15>

마디170부터 흰 건반을 사용한 병행7도가 반진행으로 확장되고 증폭되어

제1주제가 반복되면서 끝을 맺는다.<악보16> 역시 쉐드린의 드라마틱한

작품경향을 보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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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종결부 제1그룹(마디163-174)

동형 진행 법

163

다  악 의 화답 형태

167

병행 7도의 반진행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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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그룹은 동기a가 3도 cluster로 변형된 제1주제의 반복으로 악곡을 끝

맺는데 최종화음은 C장7화음(Major7thChord)으로 악곡의 심음이 C음

임을 보여주며 여리게 마친다.<악보 16>

<악보 16>종결부 제2그룹(마디179-185)

1주  에 의한 악곡의 결

179

C장  7th 화음

9o

9
o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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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용해석 교수학 근

쉐드린의 피아노 소나타 1번은 기본 으로 명확한 선율선을 지녀 듣는

이에게 음악 메시지를 큰 어려움 없이 달하고 있다. 한 자신이 뛰어

난 피아니스트 기에 기교 인 측면이 좀 더 강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곡은 로코피에 의 쟁 소나타 3부작(7,8,9번)의 연장선에 놓여있

으며22)기교 으로나 음악 해석의 측면에서 연주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작품이다.세차게 연타하는 리듬,토카타 주법,색채 인 오

스트 이션 기법 그리고 인상 인 모티 들은 서로 조와 어울림을 이루

며 화려한 음악 진행을 이루고 있다.거기에 더해 무작 으로 충돌하

는 불 화음은 매우 압 인 느낌을 안긴다.특히 이 작품에서 나오는 네

개의 동기는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일 된 정체성으로 조와 변형 등

을 통하여 작품에 통일감을 다.20세기 이디엄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지

만 강한 조성감과 통 형식의 고수로 인하여 술 작품의 내용은 일반

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쉐드린의 신념을 확인 할 수 있다.

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흥행성을 가진 작곡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

품인 동시에 연주회용 작품으로서의 효과 한 충분하다.

리듬(템포)

우선 템포 역을 ♩=126-132로 설정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다수의 20

세기 작곡가들이 템포를 엄격하게 지시하거나 반 부로 무한 자유를 허

22) 쟁 기간에 쓰여진 소나타로 여 히 타악기 이지만 서정성이 강조되고 조성감이 뚜렷하며 간결

함이 강조되어 있다. 로코피에 는 다장조를 즐겨 사용하는 작곡가이며 7번 소나타에서 tone

cluster와 반복되는 타악기 이고 호 인 리듬 패턴의 사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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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에 비해 일정 범 안에서 템포를 설정하게 만든 것은 매우 실제

인 방안이다.연주자는 작품의 디테일을 충실히 구사할 수 있는 범 내에

서 그러나 곡이 품고 있는 모종의 긴박감 넘치는 분 기를 표출할 수 있는

선에서 빠르기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네 개의 주요동기의 리듬이나 음정 계는 악장 체를 이루는 건축 인

기 가 된다.집요하게 반복 으로 깔리는 리듬과 그에 응하는 간헐 인

쉼표들의 배치를 동시에 감당하는 순발력과 지구력이 필요하다.

단순 명쾌하면서도 날카로운 모티 모형의 특징은 20세기 반부 러시

아 작곡가들의 특징이기도 했다.소나타라는 틀 뿐 아니라 모티 의 모형

에서도 통에 맥을 고 있다.

반복 인 싱코페이션(음형b)과 약박에 붙는 액센트는 재즈의 효과를 주

고 있으며 그것의 연주를 한 섬세한 리듬감은 필수이다.마디44-49에서

는 여섯 마디동안 계속되는 8분 쉼표와 staccato8분 음표 간의 정확한 리

듬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소리와 쉼표를 하나의 통합 인 체로 인식

해야 할 필요가 있다.<악보17>

<악보 17>마디44-4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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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형d의 두개의 팔분음표로 이루어진 모티 는 이 작품에서 긴박감을 주

고 있다.변박자의 사용은(마디12)역시 긴박감을 주며,재 부 직 meno

mosso,pesante는(마디98-)느려지는 템포변화가 안기는 압감,재 부에

진입하기 거쳐야 하는 필연 변화를 담은 부분이다.코다에 근하며

격하게 빨라지는 템포리듬(pocopiumosso)과 다이내믹의 확장은 재

부 직 의 느리고 무거운 부분(menomosso,pesante)과 뚜렷한 비를 이

루면서 작품에 극 인 효과를 배가시켜 다

음정 화성

조성은 더 이상 기능화성의 역할이 무의미해지는 Kabalevsky계열의 조

성 불명확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무조성의 작품이지만 제1주제와 악곡을

끝맺는 최종화음 등으로 악곡의 심음이 C음임을 알 수 있다.경과구(마

디 26-28)의 양 성부와 제2주제(마디29-32),그리고 발 부의 연결구에서

복조성(polytonality)를 볼 수 있다.

제1주제에서 일 으로 반복되는 단2도 음정23)의 음형a를 1960년 쉐

드린이 살았던 시기의 체제 긴장감이 반 되어 있다고 상정할 때 이 동

기는 마치 군화소리와 같은 효과를 낳는다.9도,11도와 같이 넓은 음정의

사로운 사용은 작곡가가 처한 실 인식의 잠재 표출로 개인을 압도하

는 집단의 힘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본다.화음이 아닌 분산된 형태의 7도

와 9도 음정의 잦은 사용과 그것이 빚어내는 불 화 기운이 이 악장을

지배하는 표정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특히 이 작품의 원활한 연주를

해서는 9도 화음(음형c)을 주 없이 연주할 수 있는 큰 손이 필요하다.9

23)발 부에서는 3,4도 그리고 마지막 코다에서는 3도 cluster음형으로 변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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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화음을 분리주법으로 처리해서는 작품의 성격을 나타내기 힘들다.발

부와 코다에서는 흰 건반을 사용한 평행 (pararellchords)음정 진행들을

(그 내용은 불 화인)배치함으로 신고 인 향과 동시에,겉으로는 체

제에 동의하는듯하나 속으로는 불일치하는 작곡가 내면을 상징하고 있다.

한 음형c와 변형된 형태의 클러스터와 같은 무작 으로 충돌하는 불

화음이 악곡에서 지속되고 있다.

다이내믹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작스럽고 측 불허의 다이내믹이 설정되어

있다.마디9,32,37,66,105,154와 같은 곳에서 다이내믹 표시가 작스럽

게 바 는 것을 볼 수 있다.갑작스런 다이내믹의 변화를 나타내기 해서

는 풍부한 표 력을 필요로 한다.cresc,sf,secco에 이은 p, 는 sf

marcato에 이은 p( ;악보4의 끝마디)와 같은 작스런 다이내믹의 변화

는 작곡가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체제로 부터의 억압이나 통제에

한 악몽의 기억24)으로 간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주자는 표 의 강도

를 극 화 하여야 한다.<악보 18>

<악보 18>마디32-33

32

24)쉐드린은 비에트 체  호  받으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지

만 한편으  스탈린 통치 시  장인이 처형당하고 장 가 방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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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은 nonf로 표시되어있는 바 과장된 다이내믹 설정을 자제하고

한 터치감으로 끌고 가야 하겠다.( ;악보1)

발 부의 클라이맥스(마디98-)에서 압도 용량의 다이내믹 확장은 연주

자에게 과부하의 느낌을 것이다.클라이막스를 강조하기 하여 1악장

에서 여덟 번 반복되는 제1주제의 다이내믹은 과장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발 부의 그룹1과 그룹4에서 유지되는 p그리고 senzapedal은 매우

시니컬하고 반어법 인 효과를 갖는다.이어지는 재 부의 제1주제가 p로

돌아서는 극 인 반 에서 통의 형식을 지키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분출

의 욕구가 팽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티큘 이션

아티큘 이션은 이즈 속의 개별 인 요소가 아니라 작곡의 체 형

태와 직 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의 음표나 박자에 한 지나친 강조

는 불필요하므로 네 개의 음형을 염두에 두고 체 인 구성을 그려 나가

야 하겠다. 체 으로 메마르고 날카로운 음향의 색채감 표 을 해

민한 귀의 정확한 단이 수반되어야 한다.특히 articulato(끊어지게),

secco(메마르게),non-legato,senzapedal과 같은 차가운 용어의 사용과 다

량의 staccatissimo에 주목해야 한다.심지어 제2주제에서 거의 ‘형식 ’으

로 나타나는 legato,그러나 그 에 깔리는 반주 역시 staccato이다.끊어

지지 않고 지속되는 코드는 붙임 로 이어진 9도 코드(음형b)뿐이다.작

곡가가 감당해야했던 끊임없는 긴장감의 표출을 엿볼 수 있다.짧게 끊어

지는 아티큘 이션과 타악기 연타는 일 이 로코피에 와 쇼스타코비

치가 즐겨 사용했던 방식들로써 선명한 라인과 명쾌한 리듬을 나타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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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이다.겉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연주 효과에 덧붙여 특정 음형

(동기)들을 즐겨 사용한 데에는 작곡가의 내면 상태도 반 되어졌다고

보인다.쉐드린이 즐겨 쓴 명료하고도 간결한 동기는 단순하고 직설 인

작품이 창의 인 것보다 더 요구되었던 소비에트의 실을 반 한 로코

피에 와 쇼스타코비치의 20세기 반기 소나타의 맥을 잇고 있음을 보여

다.

마디1에서 시작되어 그 다음 마디까지 계속되는 4분음표 반복음(동기a)

의 연주는 정확한 아티큘 이션을 구사해야 한다.반복되는 음들의 길이를

같이 하고 각각의 음들이 따로 연주되듯이 박 액센트를 드러내지 않

아야 한다.제2주제( ;악보3)선율은 유일하게 legato로 표시되어 있지만

왼손의 반주에서 동기d가 반복되고 있어서 legato선율이 결코 편하게 느

껴지지는 않는다.발 부와 코다의 평행선을 그으며 질주하는 오른 손,왼

손 패시지는 원히 합치될 수 없는 어떤 두 집단을 상징하는 듯하다.오

른손이 어떤 주권자를 뜻한다면 그에 못지않게 활발한 움직임을 갖는 왼손

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이다.

쉐드린 소나타 1악장의 효율 인 근법 혹은 연습방법에 해 알아본

다.아홉 마디로 이루어진 제1주제( ;악보1)는 체 185마디로 이루어진

제1악장에서 8회 반복되어 나온다.25)구성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는 증거

이다.악보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음색과 음향 표출이 어렵게 다가오는 작

품이다.4분음표로 반복되는 동기a 에 딸림화음 인 동기b가 싱코페이션

리듬으로 감싼 이후 익살스러운 동기c가 이어진다.동기c의 출 에서 쉐드

25)마디 1-9,16-23,67-72,73-85,106-113,127-134,141-148,175-182에서 총 여덟 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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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의 유머러스하고 낙천 인 성품을 엿볼 수 있다.일반 으로 싱코페이션

리듬은 가볍고 재미있게 표 되는 반면 이 작품에서 동기b는 9도 음정으

로 되어 있어 조함과 긴장감의 표 으로서의 기능이 우선한다.싱코페이

션은 quasi-vibrato로 생각하여 내리 르는 느낌보다는 끌어올리는 기분이

들게 연주해야 템포가 늘어지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9도 음정의 싱코

페이션(음형b)과 같이 가는 음형a의 정확한 리듬 표 을 해 성부를

따로 떼 내어 오른손은 싱코페이션을,왼손은 정박에 치한 음형a를 연습

해 보면 듣는 귀가 정확해 질 수 있다.

마디14-15의 16분음표 핑거링은 4분음표 단 로 2125,2125....,즉 212연

주 후 마지막 음(5번)을 붙이는 방법으로 연습하면 패시지를 쉽게 연주할

수 있다.이런 방식은 비단 이 쉐드린의 소나타에만 용되는 방식은 아니

고 비슷한 형태를 가진 패시지 패턴의 연습에 언제나 용될 수 있는 방법

이 된다.<악보 19>

<악보 19>마디14-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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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26에서 성부의 스 일음형과 아래 성부는 polytonality의 구조인

데 이런 경우 마디25에서 나왔던 낯익은 선율은 staccato로,생소한 아래

선율은 legato로 연습하면 연주 시 양 성부를 동시에 들을 수 있다.이 역

시 이 소나타에만 국한된 연습방식은 아니고 비슷한 유형의 패시지 연습에

서도 활용될 수 있다.<악보 20>

<악보 20>마디25-27

25

발 부의 그룹1( ;마디50-66,악보7)은 드라마틱한 화음악의 한 장면

을 연상 한다.동기d를 발 시킨 화음 패시지와 그와 조 인 스 일

패시지는 화답 형태로 진행 된다.여기에서 화음 패시지는 공산체제의 고

집스러움과 억 름을,스 일 패시지는 연약하고 탄압받는 백성을 상징하

는 듯하다.이는 마치 쇼팽이 그의 에튀드 ‘명’에서 오른손 음형은 러시

아의 침략과 압제,왼손 음형은 그것에 짓 리다가 일어서는 폴란드 민

의 몸부림을 표 한 것을 연상 한다.두 가지 화답 패시지는 오 스트

이션의 색채감으로 즉 서로 다른 악기 군을 연상하며 표 한다.화음 패

시지는 오 스트라의 tutti를 연상시키며 스 일 패시지와의 색채감을 뚜렷

하게 하여야 한다.연주자는 잠시 후에 연주해야 할 부분과 곧바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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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해서도 항상 집 하여 음색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구

별된 패시지들의 표 을 해 화음 패시지들만 연결해서 연습해 보면 표

이 용이하다.

이은 마디66에서 polytonality( 성부는 흰건반,아래성부는 흑건)의 사

용과 cresc.ff의 다이내믹으로 클라이맥스가 이어진다.두 성부의 흑백라

인은 좁 지지 않는 정부당국과 민 간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마디 67에서 다시 제1주제가 음부에서 집요하게 단단하게

못 박는 느낌으로 등장한다.<악보 21>

<악보 21>마디66-67

66

Menomosso,quasipesante(마디98)에서 발 부의 정에 이른다.( ;

악보10)제1주제의 단편들( 성부의 두 번째 박자와 아래 성부의 반복 모

티 )과 서정 이던 제2주제의 선율이 ff,marcato로 넓은 음역에서 충돌하

듯이 엮어진다.아래 성부의 반복되는 음 오스티나토는 부수 인 역할이

아닌 격렬한 제2주제와 동등함으로 표 되어야 한다.7도와 9도 음정 사용

과 높고 낮은 음역의 잦은 이동으로 야만 인 사나움을 표 하고 있고,

체 인 짜임새가 으로 봤을 때는 두꺼워 보이지 않지만 그 음향은 정

의 표 에 걸맞다.강렬하고 드라마틱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발 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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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부의 제1,2주제의 리듬 패턴과 음정이 반복하여 변형 발 되는 등 새

로운 것 없이 조성의 모호함과 조화를 이루어 고 기법이 으로

사용되어 재해석 되고 있다.

코다는 staccato로 된 8분음표의 단순한 리듬으로 계속되지만( ;마디

159-174,악보15)서로 다른 악기 군으로 된 화답 형태와 한 잦은 음역

의 이동으로 생기가 넘친다.확장 기법과 음역의 고조로 드라마틱한 화

음악을 연상 하는 에 지를 발산한다.마치 베토벤의 ‘열정’소나타 제1악

장 코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단순한 리듬으로 closing을 고조시키는

가 이곳에 자리한다.

쉐드린은 1악장에서 senzapedal외에는 페달 표시를 하지 않았다.

특별히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일반 원칙에 한,즉 낭만시 의

페달 주법에 하면 된다.덧붙여 아티큘 이션을 염두에 두고 페달링을

할 수 있다.지속이 필요한 싱코페이션과 순간 강조 효과를 주는 곳에는

페달을 사용하고 secco혹은 non-legato기호에는 자제해야 하겠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 으로 제1주제 군이 작품의 핵심으로 자

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이와 같이 작품에서 군사 인 분 기가 차

지배 이 되는 것은 공산 당국에의 순응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독

재자에 한 숨겨진 비 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연주 시에는 통 인 패

시지 연결보다 동기들의 연결에 을 두어 작품의 체 인 완성도를 높

여야 하겠다.연주자의 역할은 작품의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표 해 내

야 한다.쉐드린은 ‘친숙한 것’을 선호한 이답게,이 작품에서 그다지

인 기법은 발견되지 않으며 어법을 가미하면서도 형식의 틀을 엄

격하게 구성하고 있어 통에 충실한 그의 음악 스타일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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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바이둘리나의 피아노 소나타

1)구바이둘리나(SofiaGubaidulina,1931- )의 생애

러시아 여류작곡가 소피아 아스가토 나 구바이둘리나는 구소련 타타르

스탄공화국의 키스토폴에서 태어났으며 반은 러시아인 반은 타타르인의 민

족 배경과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타타르족은 1552년부터 러시아의 식민

지로 오랫동안 시달렸으나 마침내 1920년에 자치공화국으로 탄생되었다.

타타르족은 유목민족 기질과 자주 인 민족성으로 오랜 식민생활에도 불

구하고 자신들의 통양식을 고스란히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재 타타

르의 수도인 카잔(Kazan)지역에는 서양의 기독교 문명과 동양의 회교

문명이 공존하고 있다.러시아 정교를 국교로 한 모스크바 당국의 박해

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슬람을 고수하여 지도자들을 양성하기도 하 다.

구바이둘리나는 타타르에서 동,서양의 종교가 립함과 동시에 두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독특한 환경의 향을 받으며 자랐다.자신 스스로도 “나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 에 있다.(Iam theplacewhereEastandWest

meet)”고 언 하고 있다.그녀는 일생동안 독실한 러시아 정교(Orthodox

Christian)교인으로 종교는 많은 작품의 감이 되고 있다.

카잔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한 뒤(1949-54)모스크바음악원에

서 쇼스타코비치의 제자인 니콜라이 페이코(NikolaiPeiko)에게 작곡을 배

웠으며 비사리온 세발린(VissarionShebalin)의 지도 아래 학원 과정을

수료하 다.(1954-63)학창시 실험 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근방식의

그녀의 음악은 여러 교수들로부터 무책임(‘irresponsible')함으로 비난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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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쇼스타코비치는 졸업 시험에서 그녀의 길('mistakenpath')을 계속

가도록 구바이둘리나를 지지하 다.26)

1963년부터 1964까지 구바이둘리나는 모스크바 화 회에서 일했다.

그녀는 가르칠 수 있는 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

았다.그녀의 기 작품들은 당시 소련에서 거의 연주되지도,녹음되지도

않아서 한동안 애니메이션 화의 배경음악과 화음악을 작곡하는 것으로

생활하 다.특히 그 당시 화음악에는 정치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서

그녀는 화음악 안에서 기법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었다.27)

마야 리츠카(MayaPritsker)는 말한다.28)

“그녀의 목표는 오직 작품이다:일 일어나고,운동하고, 화 통화도 하지 않고

(그녀의 화는 하루에 1분 사용 된다.),때때로 식사도 거른 채 작품에 념한다.”

1970년 반,즉흥연주 그룹 ‘Astreia'29)의 공동창립자가 되어 러시아,

카우카시안 그리고 아시아의 희귀한 민속 악기를 연구하고 다양한 소리들

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녀 고유의 상상력과 음악 언어를 확장시켜 나갔다.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기돈 크 머(GidonKremer)에게 헌정된 바이

올린 주곡「Offertorium」이 탄생되었다.1981년 비엔나에서 당시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던 기돈 크 머가 이 작품을 연주하면서 구바이둘리나는

국제 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26)“http;//en.wikipedia.org"에서 발췌

27)당시 화의 사에만 엄격한 검열이 가해졌다.

28)program notesfortheNew YorkpremierofGubaidulina'sSymphonyattheBAM Opera

House,Oct.31,1997.

29)Folkinstrumentimprovisation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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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에 그녀는 서구에서 열리는 소비에트 음악 페스티벌에 허가 없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소비에트 작곡가 연맹(UnionofSovietComposers)의

제6 의회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하 다.

1986년 오랜 갈등 끝에 마침내 개 개방(perestroika)30)의 결과로 서방

으로의 여행이 허가되었다.

베를린,함부르크와 스톡홀름의 음악 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87년 모나코상(PrixdeMonaco)을 시작으로 1989년과 94년 쿠세비츠키

(Koussevitsky)국제 음반상,1991년 PremioFrancoAbbiato상,1991년 하

이델베르크 음악가상(HeidelbergerKunstlerinnenpreis),1992년 러시아 국

가상(RussianstatePrize),1995년 유럽 음악 콩클31)(SpohrPreis),1998년

일본 황실상(Praemium ImperialeAward)그리고 2002년 스웨덴 음악상

(PolarMusicPrize)32)를 수상하는 등 국제무 에서 인정받고 있다.

1985년 이후부터 BBC,NHK,베를린,헬싱키,네덜란드 등지의 축제들과

미국 의회도서 ,시카고 심포니오 스트라,뉴욕 필하모닉 등 여러 단체들

로부터 작품을 받기 시작하 다. 한 CD 코딩을 통하여 세계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활동 역이 넓어지면서 1992년부터 독일로 이주해 함부르크 근교에 정착

하여 은둔생활을 하며 작품에만 몰두하고 있다.

30)1980년 후반무렵 미하일 고르바 가 페 스트로이카를 주장한 이후 개 과 개방이 추진되

었다.

31)EuropeanUnionofMusicCompetitionsforYouth

32)RoyalSwedishAcademyof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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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바이둘리나의 작품 경향

지속 인 기독교 성(spirituality)을 작품세계의 근간으로 삼은 드문

음악 작곡가가 바로 구바이둘리나이다.메시앙 이후 개인의 신앙심이

구체 음악 작품에까지 향을 미친 것은 매우 드문데 구바이둘리나는 그

런 의미에서 ‘New Spirituality'의 표 주자라 할 수 있다.그녀를 ‘종교

인(religious)’작곡가로 부르는데 해 구바이둘리나는 답한다.33)

“'Religion'이란 본질 으로 계의 회복이다.삶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잃어버린

연계성,즉 사람과 사람,사람과 자연,사람과 신 사이의 계,그것들의 회복을 시

도하는데 쓰이는 것이 음악의 보람이다.”라고.

즉,그녀의 음악의 뿌리는 ‘사람과 성(peopleandthespiritual)'이다.

구바이둘리나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인간의 휴머니티의 상실을 가슴 아

하며 당국의 간섭과 맹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혼의 노래는 무한히 자유

할 수 있음을 음악을 통해 소신 있게 표 하는데 주 하지 않았다.34)

구바이둘리나는 주된 시 경향에 구속받지 않고 독자 으로 작업에 몰

두했던 탓에 독특한 음악어법을 가지고 있다.자신 스스로 “나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 에 있다.(Iam theplacewhereEastandWestmeet)”

고 언 하고 있는데 동양으로부터는 음색과 리듬에 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을,서양으로부터는 논리 구조와 변증법 개방식에 한 감각

을 이어받고 있다.

33)wikipedia//SIKORSKImagazine/3-4

34)1985년 고르바 의 집권 까지는 강약의 차이는 있었지만 여 히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재확인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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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는 개념들, 를 들면 arco(bow)/pizzicato,con sordino/senza

sordino,온음계/미분음과 같이 반 되는 개념의 치를 통하여 조화(unity)

를 창조해내는 것을 구바이둘리나는 요하게 생각하 다.「StringQuartet

3번」의 처음 부분은 활을 사용하지 않고 pizzicato나 손끝으로만 계속 연

주하다가 후반부에 가서야 활을 사용하여 극 인 효과를 끌어낸다.

추상 인 종교주의와 신비주의의 구체화를 하여 신비하고 평범하지 않

은 음향과 이질 인 악기들의 드문 조합을 사용하 다. 화음악을 통하여

자음악과 새로운 음향에 매료된 구바이둘리나는 즉흥연주 그룹 ‘Astreia'

의 공동 설립자가 되어 지 도 회원으로,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이 그룹

은 새로운 음향을 창조하기 해 인 기법에 목 시킨 여러 나라의

민속 악기를 이용한다. 자음악( 화음악)과 즉흥연주 기법의 향으로 그

녀는 비되는 음악 요소들을 특이하게 결합시켰고,새로운 악기편성을

시도하 으며 많은 독주곡과 실내악 작품에서는 통 인 러시아 민속 악

기를 사용하고 있다.타악기의 음색에 매료되어 타악기의 막연한 음 빛깔

을 신비주의 인 인간의 염원과 결부시키기도 한다. 음악에서 의외로

잘 차용하지 않는 즉흥연주도 자주 나온다「Gardensofjoysandsorrow

s」35).

이질 인 악기의 조합으로 타악기와 색소폰 앙상블,일본 악기 koto36)와

서양의 오 스트라의 조합 「InErwartung」 그리고 첼로,합창,타악기의

조합 「Thecanticleofthesun」등이 그 이다.작품 「Thecanticleof

thesun」은 첼로 주곡이지만 오 스트라 반주를 합창이 신한다.최근

35)풀룻,하 ,비올라와 나래이터(narrator)를 한 실내악 작품이다.

36)13 로 된 일본의 악기로 길이가 180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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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Sevenlastwords」는 성서에 나오는 십자가상의 칠언을 형상화한

작품으로,사용되는 악기는 러시아식 아코디온인 바얀(Bayan),첼로 그리

고 오 스트라이다.이 곡에서 바얀이 압축되거나 풀어지며 연주되는 양상

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호흡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구바이둘리나는

한 이 곡에서 스트링을 거나 아코디언의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등 악기

의 새로운 테크닉을 범 하게 실험했다. 표작이라 할 수 있는 「요한

수난곡」에서는 바리톤과 니 는 타악기와 베이스의 화 등이 요한

복음서와 계시록을 융합한 본을 효과 으로 달한다.

자신에게 가장 요한 것-즉,“Tobemyself"-을 가르쳐 사람으로

구바이둘리나는 DmitriShostakovitsch와 AntonWebern을 꼽는다.그녀는

기법도 결국 오래된 통에 그 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J.S.Bach

에 강한 애착을 표한다.37)그녀의 피아노를 한 작품의 제목 「Invention

s」,「Chaconne」,「Toccata-Troncat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녀의 작품은 복잡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다.구바이둘리나의 작품 기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에 사

용되고 있는 것들이지만,청취자에게 자연 상처럼 바로 달되는 사운드

로 탄생되기 때문에 그녀만의 음악어법 그 자체가 ‘새로운(new)'것이 된다.

그녀는 음악을 논리 이기 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즉 낭만시 의 기본

상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내면 인 감성을 요시 하여서 사물을 직

으로 바라보는 으로 표 하고 있다.38)

37)http;//en.wikipedia.org/wiki/SofiaGubaidulina

38)http://en.wikipedia.org/wiki/Hans-Sikor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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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란 신을 추구하기보다는 깊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구바이둘리나

는 주장한다.이것이 바로 실험주의나 새 것 지상주의에 심취해 있는 여느

작곡가들로부터 그녀를 구분하는 특징이다.

구바이둘리나의 모든 피아노 작품은 기에 작곡되었다.「Chaconne」

(1962),「Sonata」(1965),「MusicalToys」(1969),「Toccata-Troncata」

(1971),「Invention」(1974),그리고 주곡「 Introitus」(197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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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ianoSonata,제1악장 Allegro분석

(1) 체 형식과 구조

피아노 소나타(1965)는 구바이둘리나가 단히 존경하는 러시아의 피아

니스트 헨리에타 미르비스(HenriettaMirvis)에게 헌정되었다.

통 인 소나타의 3악장 형식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제1악장 Allegro(소

나타 형식),제2악장 Adagio그리고 제3악장 Allegretto로 되어있다.

구바이둘리나는 이디엄을 발 시켜 나가는 출발 장치로 소나타라

는 통 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피아노의 표 범 는 건반, ,타악기의 세 가지 음향의 특징을 갖고

있다.구바이둘리나는 피아노 음향의 특징을 음악 아이디어에 목시켜

소나타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제1악장의 구조는 소나타 알 그로 형식이다.<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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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제1악장의 구조

형식 마디 구성 내용 세부 마디

도입부
1-27

(27마디)

도입 1-22

연결구 23-27

제시부
28-143

(116마디)

제1주제군 ①스윙주제 28-67

②코드진행주제 68-81

제2주제 82-143

발 부
144-225

(82마디)
144-225

재 부
226-323

(98마디)

도입부 요소 226-241

제2주제 요소 242-247

도입부 요소 248

제2주제 요소 249-251

도입부 요소 252-264

제1주제군 요소 ①스윙주제 265-278

②코드진행주제 279-323

코다
324-376

(53마디)
32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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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입부

작품의 주제는 통 인 방식으로,활동 인 제1주제와 조용한 분 기의

제2주제를 선택하고 있으나 작품을 개하는 체 인 음조(intonation)구

조는 도입부의 첫 클러스터 음형에서 표방된다.첫 단2도 클러스터 음형으

로부터 시작하여 인 이디엄으로 작품이 개되고 있다.

도입부는 클러스터 음형과 특수기법39)으로 이루어진 첫 음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처럼 ff로 의미심장하게 시작 된다. 한 이 첫 음은 악곡의

에 지 생성원이 된다.다성부 선율의 느낌을 주는 마디 2-3과 5-7의 음도

첫 음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악보 22>

<악보 22>도입부 (마디1-8)

클러스

1

5

39)피아노 감개(peg) 를 나무 막 로 연주하는 리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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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마디 반(마디23-)정도의 길지 않은 연결구는 앞부분의 도입부와는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온음계 하행 선율에 해 왼손성부는 상행 도약선율

로 반음계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E
♭
-E

♮
-F-F

#
-G-A

♭
-B

♭
)

포르시티시모(ff)에서 dim.로 여린 스윙(swing)주제로 도입된다.<악보 23>

<악보 23>연결구와 제1주제군의 스윙주제(마디 23-30)

G

B
♭

F
#

E
♮

F
E♭

-A
♭

23

27

제1주제군은 활동 인 스윙주제와 차분한 코드진행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스윙주제는 싱코페이션과 음표로 된 리듬 특징으로(악보23)스윙주제라

고 하 으며 코드진행주제는 왼손에서 네 음 단 로 계속되는 오스티나토

모티 (악보25) 에 장,단2도의 화음군이 병렬로 진행되는 선율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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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의 단2도 첫 클러스터는 에 지 생성원이 되어 스윙주제에서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응용되어 높은 음역으로 긴장감 있게 고조되다가(악보 24의

마디30,마디40,마디47)마디52에서 첫 클러스터 음이 갑자기 터지면서 도

입부 요소로 구성된 연결구로 이어진다.<악보25>

스윙주제에는 다양한 리듬형-16분음표,8분음표, 8분음표,4분음표,2분

음표,당김음,온음표, 8분쉼표 그리고 4분쉼표-등이 사용되고 있다.선율

왼손성부 모두 도약음정으로 넓은 음역을 활용하고 있으며,마디32에서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악곡에 통일감을 다.<악보24>

<악보 24>스윙주제에서 연결구로 연결(마디50-55)

연결 (도입  )

5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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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와 스윙주제의 단2도 클러스터 음형에서 발 된 여러 가지 기법들

은 활동 인 모습을 보여 주는 반면 성가 같은 음향을 들려주는 코드진행

주제(마디68-)의 단3도 음정(마디68)은 진정되는 효과를 다.<악보25>왼

손의 네 음 단 의 오스티나토 에 진행되는 코드진행 모티 들 가운데

스윙 주제가 단편 으로 나온다.왼손의 오스티나토는 스윙주제의 베이스

패턴에서 생되어 있다.코드진행주제의 아래 성부의 여섯 음들은 서

구 이디엄인 Octatonic스 일40)(악보24,마디68-69),E
b
-F-G

b
-A

b
-A-B

로서 재 부에서는 시 스로 반복되어 있어 이국 인 색채가 짙게 풍긴다.

<악보 25>연결구에서 코드진행주제로의 이동(마디61-74)

61

65

40)8음 스 일로 온음,반음이 차례로 이루어져 있어 좌 우 칭을 이룬다.재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diminishedscale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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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스윙주70

마디78의 두 번째 박자 코드가 네 마디 동안 길게 지속되는 가운데 왼손

의 오스티나토 라인이 마디80-81에서 소멸되어 자연스럽게 제2주제 Piu

mossoedaffanato41)로 이어진다.<악보26>

제2주제는 조 빨라진(piumossoedaffanato =92)새로운 오스티나

토 이즈와 느린 템포(sostenutoedespressivo =63)의 노래하는 선율

이즈가 서로 화하듯이 진행되고 있다 .<악보26>

느린 선율에는 도입부와 제1주제군에서 사용되었던 단2도,단3도 등이

당김음에 사용되어 풍부한 사운드로 표 되며,빠른 템포에서는 타악기 효

과를 주는 아래 성부의 끊어지는 단음의 리듬과 반음계 진행으로 된

이즈(마디104-105)의 도입은 제2주제를 추진력 있게 고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26>

마디82의 consord.42)는 왼손으로 을 잡고 건반을 연주하는 주법이

다.(holdstringwithlefthand). 성부의 일반 인 연주와 약음 처리된

특수음향의 왼손 성부가 교차되어 연주된다. 한 특징 인 것은 동일한

박자 내에서 두,세 마디 단 의 템포 변화인데 62마디동안 무려 22번 메

트로놈 표기가 바 어 있다.

41)조 빠르게 그리고 슬 게

42)‘약음기를 가지고’라는 뜻, 어로 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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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제2주제의 일부분(마디78-99)

78

트 놈  변화

으  현을 잡고 건반을 연주하는 주법

82

88 legato  non-legato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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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발 부

제시부는 제2주제 요소에 의한 짧은 선율(마디142-143)을 끝으로 연결구

없이 바로 발 부로 도입되며 발 부는 통 인 방식으로 주제 요소들

을 발 시키고 있다.

반복되는 음역의 secco(메마르게)코드는 인 분 기로 타악기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타악기 효과는 이 의 스윙주제의 반주 부분과

<악보23>제2주제에서도 볼 수 있다.

발 부에서는 secco코드를 베이스로, 성부에는 스윙주제를 다시 등

장시키고 있다. 한 같은 속도 내에서 마디마다 사용된 변박(박자변화)이

두드러진다.<악보27>

<악보 27>발 부 스윙주제(마디144-154)

144
변박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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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53

발 부의 스윙주제는 제시부에 비해 많이 변형되어 있고 secco화음에

의해 길게 단되기도 한다.<악보27> 변박을 바탕으로 리듬은 차 활발

해져 가며 불규칙 악센트와 거의 세 옥타 를 넘나드는 넓은 음역의 선율

선이 발 부의 특징이다.<악보28,29> 리듬 ,박 (박자변화)장치들은

발 부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왼손 화음은 제시부 주제들의 왼손성

부에서 볼 수 있었던 오스티나토 박동(pulse)의 연장선이다.

악보28에서 그루핑(grouping)과 를 통한 일련의 음들은 마디211의 E

음에 도달하면서 재 부를 고하고 있다.역시 고도의 긴장감을 창조한다.

그루핑의 윤곽은 다음과 같다.(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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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발 부-그루핑과 (마디204-211)

 ②  ①
 ③ 

204

  ④   
  ⑤  ⑥ E음

208

<도표 4>그루핑

그루핑 마 시작음 하행음 상행음

①   마  205-206 D# B C

  ②   마 206-207 D Bb B

  ③   마 207-208 C# A Bb

  ④   마 208-209 C Ab A

  ⑤    마 209-210 F D
b D

 ⑥ 마 210 E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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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룹은 시작 음에서 장3도 하행한 후 단2도 상행하는 음정의 시 스

로 되어있으며 각 그룹은 반음씩 하행한다.마디209-210의 그룹은 완 4도

상행 되어(C-F)극 인 긴박감으로 마디211의 E음으로 달려가고 있

다.이 E음이 재 부(마디206)의 시작음인 fffE음에 까지 연장되어 클라이

막스를 이끌고 있다.<악보29>

<악보 29>발 부의 클라이막스 (마디224-228)

224

E음
climax, 재현

도입  

226

일련의 모티 들로 이루어진 인상 인 두 이즈는 비록 음조(pitch)와

리듬은 서로 다르지만 이 한 발 부의 드라마틱한 구상에 공헌하고 있

다.(악보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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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이즈는 B
b
음에서<악보30>,두 번째 이즈는 F

#
음<악보29>에

서 하행하는 형태로 박진감 있게 진행된다.두 옥타 를 넘나들며 열

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즈는 마침내 재 부의 열 개의 음으

로 집된 첫 화음(왼손 C음에서 오른손 E음까지)에 도달하고 도입부의

요소들로 화려하게 재 된다.<악보29>

<악보 30>발 부-불규칙 인 액센트로 이루어진 모티 (마디188-191)

188

(4)재 부(Recapitulation)

재 부에는 도입부의 요소들(마디226-237,248,252-264),제2주제 선율

(마디242-247,249-251)과 제1주제군의 스윙주제와 코드진행주제가 총출동

하고 있다.

성부에서 반음계 상행 시 스로 스물 다섯 마디동안 반복하여 페달

포인트가 될 Bb음에 도달한다.<악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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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재 부-제2주제 요소 (마디 238-245)

Bb 달포인트

238

2주  

242

B
b
페달 포인트 로 제2주제와 도입부 요소들이 번갈아 등장하다가 마

디252에서 시작하는 도입부 요소에 이어 스윙주제와 코드진행주제가 이어

진다.재 부의 스윙주제는 제시부에 비해 음이 증가된 형태로 변형 되어

나타난다 .<악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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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재 부의 스윙주제 (마디 262-269)

스윙 주262

266

제시부의 여리고(p)차분한 분 기에 비해 재 부의 코드진행주제는 길

이가 길고(제시부 14마디,재 부 45마디)다이내믹 p,pococresc,fsub,

ff등이 여러 차례 사용되는 등 활기차고 우세하다.네 음으로 된 오스티나

토 진행을 베이스로,코드진행 이즈가 시 스 형태로 음역이 상승하여

D
b
음에 도달한 후 코다의 D음으로 진입한다.(악보34의 첫 D음)화음이라

는 수직 매개체가 수평 으로 즉,시 스 형태로 움직이는 것은 역시 구

바이둘리나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악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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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재 부의 코드진행주제(시 스 형태로 음역 상승-D
b
음에 도달)

a.마디 287-290.

287

네음 

스티나

  네 음 스티나  진행

b.마디 295-298.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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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마디 305-308.

305

d.마디 317-323.

317

321
D
b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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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결부 (Coda)

코다는 높은 음역에서 시작되는 제2주제 선율과 진 으로 확장되는 왼

손 화음군의 시 스 움직임과의 화 형식으로 진행된다.오른손 선율의 E

음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A음으로 상승하고 왼손 화음군은 가장 낮은 음

역의 C
#
장3화음에서 사라지듯이 악곡을 끝맺는다.<악보36> 코다에서도

특수주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pizzicato는 연주자가 일어서서 을 손으로

뜯는 기법이며 화음 진행 간에 색다른 음향을 선사한다.<악보34>

<악보 34>종결부의 제2주제 선율(마디324-332)

2주  율   E 음  

324

328

간성부의 표시는 실제 음 높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 일정

범 를 손가락으로 쳐서 내는 소리로 코다에 깊이 있는 음향을 더해주고

있다.<악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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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코다의 특수기법(마디345-348)

345

성부와 아래성부의 음역은 극한의 경지를 보여 주듯이 벌어져서 건반의

끝과 끝을 아우르며 왼손의 C# 장3화음 에 오른손의 A음이 복조성

(polytonality)같이 되어 끝맺음을 하고 있다.<악보36>

<악보 36>종결부 마지막 부분(마디366-376)복조성 인 종지

366

C
# 

장3화음

A음

복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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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용해석 교수학 근

표제 인 타이틀을 사용하지 않은 피아노 소나타에서도 구바이둘리나의

인 성향은 드러난다.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부분과 명상 인 부분의 양면은 십자가를 연상시키면서 립과 통합의 과

정으로 개되는데 종교 의미에서 수평선은 인간의 삶을,수직선은 신앙

(God)의 실 을 한 인간의 몸부림을 상징 으로 표 하고 있다.과격한

스타카토와 non-legato기법,그리고 과도한 음역의 이동은 수평선(인간의

삶)을,표 이 풍부하고 당김음을 소재로 한 제2주제는 수직선을 표방하고

있다.

같은 음을 반복 으로 사용하는 것 한 배의식에서 요한 부분인 같

은 음조로 계속되는 낭송을 의미하고 있다.

이 작품의 음악 표 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성취되어진다.특히 피

아노의 풍부한 음향은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효과 인 장치이다.구바이

둘리나는 성의 구체화를 하여 여러 가지 비 통 인 특수 기법으로 새

로운 음향을 생산하 다. 한 스윙주제와 코드진행주제의 조 인 음향

을 통하여 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피아노 건반의 넓은 음역의 가장 높은 소 라노와 가장 낮은 베이스음을

조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그녀는 심리 인 인간의 한계를 음악 으로 표

하고 있다.제2주제에서 성부의 일반 인 피아노 연주(제2주제 선율)

와 약음 처리된(왼손으로 을 잡고 건반을 연주하는 주법)아래 성부의

특수 주법이 교 로 연주되어 생산된 특별한 음향은 신과 인간의 화를

상징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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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속되는 베이스의 ostinato들은 이 작품에 타악기 효과를 창출

하고 있다

구바이둘리나의 선율은 긴 멜로디 이즈보다 주로 강렬한 반음계 모

티 ( ;스윙주제)로 되어있다.카발 스키,쇼스타코비치, 로코피에

등과 같은 20세기 반기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

티 구성에 향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연주자는 특정한 마디나,음형에 집 한 나머지 다른 부분들

을 놓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 이즈나 리듬,ostinato,다

양한 주제들의 한 비율을 놓쳐 버리지 않고 체의 표 이라는 에

서 해석해야 한다.

리듬(템포)

구바이둘리나의 리듬에 한 구상은 소나타를 강력한 힘으로 숨 쉬게 하

는 요한 요소다.다양한 리듬의 패턴은 변형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을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

제1주제군에는 스윙주제와 코드진행주제가 펼쳐진다.싱코페이션과 음

표의 리듬 특징을 가진 스윙주제에는 다양한 리듬형이 사용되고 있다.

그와는 조 으로 코드진행주제는 단순한 리듬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이

사이에 들리는 리듬이 강한 단편 인 스윙주제와의 조로 역시 갈등과 부

딪침을 나타낸다.단편 인 스윙주제들이 상승한 후 하행하면서(마디75)리

듬이 풀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자칫 템포감각을 잃어 느려지기 쉽다.rit.없

이 제된 느낌 그 로 제2주제로 연결되어야 한다.

제2주제의 느린 선율에는 당김음이 사용되어 풍부한 사운드로 표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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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음의 리듬으로 된 특수 주법의 빠른 선율은 타악기 효과와 동시에 제2주

제를 추진력 있게 고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26)이 특수 주

법 선율은 도입부 선율의 리듬이 변형된 것이다.<악보37>

<악보37>

a.도입부 선율 (마디8-10)

8

b.제2주제의 특수 주법 선율(마디89-91)

89

도입부의 불규칙 악센트는 악곡을 통하여 계속된다.(마디9-11,14-16,

58-59,175,188-192,213,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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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에서 볼 수 있는 변박은(4/8,5/8박자)스윙주제(4/4,2/4,3/4,4/4,

3/4,2/4...박자)와 발 부의 스윙주제(3/4,4/4,2/4,5/4,6/4,2/4,3/4,5/4..

박자),발 부의 secco코드(3/4,4/4,2/4,3/4,4/4..박자)에서도 계속된다.

특히 secco코드 베이스 에 음표와 불규칙 악센트의 스윙 주제들은 발

부의 드라마틱한 클라이막스의 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제1주제군의 스윙주제와 코드진행주제의 베이스,발 부에서 계속되는

secco코드 베이스,재 부의 B-flat반복음(pedal-point)과 재 되는 스윙

주제와 코드진행주제의 베이스에서 볼 수 있는 ostinato들에는 약간의 변

형은 있지만 4분음표와 4분쉼표의 단순한 리듬으로 계속된다.그러나 거기

에 활발한 리듬의 스윙주제가 움직이거나 코드진행주제의 풍부한 음향이

더해지면서 특별한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다.

제2주제는 특수기법의 빠른 템포의 오스티나토 이즈와 느린 템포의

선율 이즈가 동일한 박자 내에서 두,세 마디 단 로 템포가 변화한다.

62마디동안 무려 22번 메트로놈 표기가 바 어 있다.특수기법 악구는 멜

로디컬한 제2주제 선율과의 템포 변화로 리드미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이것은 도입부의 마디8-10에서 생된 것으로 변형을 통하여 작품의

통일성에 기여한다.<악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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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a.도입부 마디8-10

8

b.특수기법 악구 마디90-91

90

코다에서는 제2주제 선율의 리듬이 변형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며 끝맺

음 하고 있다.<악보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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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9>

a.마디324-325

325

b.마디 340-342

340

c.마디 362-366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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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정 화성

작품을 개하는 체 인 음조(intonation)구조는 도입부의 첫 클러스

터 음형에서 표방된다.첫 클러스터의 단2도,단3도 음정이 도입부와 스윙

주제의 주된 음정이 되고 제2주제 선율의 당김음(단2도)과 코드진행주제

(단3도)에도 사용되어 체 인 통일감을 다.도입부 마디2-3과 마디

17-22의 요동치는 음들에서 쇤베르크의 음렬을 사용한 12음기법의 패턴과

Pointillism의 향을 볼 수 있다.<악보40>

<악보 40>마디17-22

17

도입부와 제1주제군 에서는 음역이 아래로 요동이 심하고 특히 도입

부에서는 그것이 극단 이고 측할 수 없다.그에 비해 제2주제는 움직임

이 많지 않고 서정 이다.작곡가는 굴곡 많은 인간의 갈등과 성의 지속

인 갈망을 비하여 표 하고 있다.

발 부에서 그루핑(grouping)과 를 통한 스윙주제의 일련의 음들은

(도표4참고)마디211의 E음에 도달하면서 재 부의 첫 E화음을 고하고

있다.각 그룹은 시작 음에서 장3도 하행한 후 단2도 상행하는 음정의 시

스로 되어있으며 각 그룹은 반음씩 하행한다.역시 고도의 긴장감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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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마디209-210의 그룹은 완 4도 상행 되어(C-F)긴박감으로 마

디211의 E음으로 향한다.

재 부의 코드진행주제도 시 스 형태로 음역이 상승하여 D
b
음에 도달

하여 코다의 D음으로 이어진다.

다이내믹

ff의 강렬한 도입음을 시작으로 도입부는 강한 다이내믹으로 이어지고

곧바로 이어 여린 악상의 스윙주제가 시작되지만 스윙주제는 24마디 동안

fsub.5회,psub.1회 등 격한 다이내믹과 극심한 음역의 변화가 요구

된다. fff로 시작하는 재 부의 열 개의 음으로 집된 첫 클라이막스 화

음의 강렬한 효과를 하여 발 부에서의 f와 ff의 다이내믹 조 이 필요하

다.재 부의 fffespr.로 시작하는 B
b
음 ostinato는 단순해 보이지만 다이내

믹의 비와 더불어 내용이 강렬하게 이어진다.( ;악보31)코다는 psub.

로 시작하여 재 부와 조 으로 체 으로 여린 악상으로 끝맺는다.

아티큘 이션

피아노는 여러 가지 아티큘 이션을 통해서만 그 화려한 음색을 나타낼

수 있다. 이징이나 내 인 리듬들,구조의 연속 인 변화 등으로 깊이

고들어 갈수록 더 풍부한 음색을 낼 수가 있다.다양한 음색을 사용할

때는 그것들이 하나의 체를 이룰 수 있게 잘 조화 시켜야 한다.

도입부(마디1-22)의 연주기법은 articulato(끊어지게)와 non-legato로 특

징 지워진다.그것은 단 된 느낌으로 다가온다.<악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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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마디17-22

17

제2주제 선율의 일반 인 연주와 특수기법의 연주에 있어서 느린 선율은

페달과 over-legato로,특수기법 선율은 senza-pedal과 non-legato로 비

가 선명하다.아티큘 이션의 비에서 생되는 사운드의 효과는 상당하

다.재 부의 fffespr.로 시작하는 Bb음 ostinato는 espr.표기에서 자칫 거

칠어지기 쉬운 fff연주를,테 토 터치를 이용해서 풍부한 울림으로 만들

어야 한다.B
b
음 pedalpoint가 25마디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제2주제와 도

입부 모티 들이 아티큘 이션의 혼합과 충의 기법으로 발 하고 있다.

도입부 모티 의 16분음표 리듬이 8분음표로 변하 고 staccato,

non-legato에서 portato와 legato기법으로 환되어 있다.특히 도입부 모

티 와의 조를 하여 제2주제의 legato는 수 를 높여 moltolegato로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수기법

구바이둘리나는 성의 구체화를 하여 여러 가지 비 통 인 기법으로

새로운 음향을 생산하 다. 를 들면 건반 의 클러스터 연주에 해 피

아노 감개(peg) 를 나무 막 로 연주하는 리산도,건반연주 후 진

동하고 있는 피아노 에 나무 막 를 얹어놓는 방식,피아노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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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으로 뜯기,피아노 을 따라 손톱을 이용하여 어내리기,그리고 피

아노 쪽에 손을 어 연주되는 동안 약음효과를 주는 방법 등을 사용하

다.이 작품에서 가장 획기 인 것은 손가락을 피아노 에 직 갖다

는 것이다.죠지 크롬43)의 1972년 작품 <Makrokosmos>에서 이런 기법

이 사용된 것을 상기해 볼 때,1965년 러시아의 사회주의 체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탄생된 이 작품은 구바이둘리나의 천재 인 창의성을 엿볼 수 있

게 한다.특수기법에 의한 순수한 피아노 의 울림 효과는 이 작품의 진

동하는 풍성한 음향에 생기와 자연스러움을 더하면서 피아노와 하 , 악

기 그리고 타악기의 앙상블 같은 효과를 다.

첫 마디의 나무 스틱을 이용한 리산도와 동시에 울리는 staccatoff

의 클러스트는 이국 인 타악기 기법으로 거기에 페달이 더해져 음이 강

하게 진동되는 효과를 나타낸다.강력한 음향으로 도입부를 알리고 있다.

<악보42>

<악보 42>마디1-3

1

43)미국 작곡가이며 「Makrokosmos」에서 피아노의 사이에 미리 물질을 끼워 넣어 비하는 기

법(preparedpiano)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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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는 외 상 텍스처가 얇아 보이지만 아래 성부의 특수기법(con

sord.44))효과로 음색이 다양하다.왼 손으로 피아노 쪽에 손을 고 건

반을 연주하여 약음 효과가 난다. =63sostenutoedespressivo의 제2주

제 선율은  =92의 특수기법으로 된 악구와 10회에 걸쳐 교 로 나오기

때문에 선율이 단 되는듯하지만 음색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의외로 선율을

연결된 느낌으로 연주하기가 수월하다.코다에서 등장하는 왼손의 코드와

특수기법들은 색다른 음향으로 이 작품에서 큰 몫을 형성하고 있다.

Pizzicato는 연주자가 일어서서 을 손으로 뜯는 기법으로 왼손의 코드 진

행 간에 색다른 음향을 선사한다.연주 간에 일어서서 빠른 동작으로

을 뜯어야 하므로 연주 미리 에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악보

34)7회에 걸쳐 나오는 간성부의 표시는 실제 음 높이를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의 일정 범 를 손가락으로 쳐서 내는 소리로 코다에 깊이 있

는 음향을 더해 다.( ;악보 35)

효율 인 연습방법을 알아본다.도입음의 특수 기법과 tonecluster는 연

주자에게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리산도의 음역의

범 와 클러스터와 리산도의 다이내믹 차이는 연주자마다 다를 수 있다.

구바이둘리나가 자주 시도하는 ‘즉흥성’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우이

다.

도입음에 작곡가의 페달 표시가 나오는데 이것 한 연주자의 몫이다.몇

마디 동안 지속할 것인지,아니면 두 번째 마디에서 교체할 것인지.필자는

두 번째 마디 첫 박의 쉼표에서 페달을 교체하는 것을 선택했다.<악보43>

44)‘약음기를 가지고’라는 뜻, 어로 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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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마디1-3

1

마디9-11의 불규칙 인 악센트 치와 빠른 속도의 변박은 재즈의 향

으로 연습 시 의 라인을 먼 쳐본 후 악센트를 어 넣듯이 하여서 사

운드 면에서 음을 부각시켜야 한다.<악보44>

<악보 44>마디9-11

9

제1주제 군에는 형 인 소나타와는 달리 두 개의 주제가 있어 보다 자

유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스윙주제에서 성부는 역시 음렬기법으로 같

은 음은 사용되지 않고 무작 으로 음들이 나타나고 있다.처음에는 정

확한 리듬에 을 두어 연습을 시작하지만 차 리듬만 느끼지 말고 수

평으로 이어지는 선율감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즉,왼손 오른손을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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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통합된 한 라인으로 이어간다는 발상으로 근하여야 한다.

staccato에 legato를 용하여 연습하면 음과 음 사이의 계성을 들을 수

있어서 효과 이다.

마디40에 이르면 반 로 성부는 음역이 안정되는 반면 아래 성부는

아래로 요동이 많아진다.스윙주제는 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오른손(스윙주제)이 왼손의 보조 인 느낌으로,즉 왼손의 코드를 들으면서

연주하면 달력이 향상된다.

발 부 스윙주제의 psecco코드 베이스( ;악보27)의 staccato느낌을

민하게 나타내기 해서 처음에는 큰 소리로 연습을 시작하여 차츰 조

하면 효과가 있다.

발 부의 리듬은 변화무 한 변박으로 상당히 어렵게 다가온다.스윙주

제의 붓 ( )과 붓 이 아닌 것( )의 리듬 차이를 선명하게 연주하여야

한다.반복과 변형을 거듭하는 스윙주제 모티 의 주로 끝부분에 붓 이

아닌 리듬이 사용되고 있는데 마치 진행되던 리듬을 정리하는 기분으로 양

팔을 staccato로 처리 하면 수월하다.<악보45>

<악보 45>마디162-164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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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부에서 집요한 화음 ostinato를 베이스로 한 스윙주제는 그 리듬의

발 과 변형이 담해지고 음역 한 차 넓어진다.변박을 바탕으로 리

듬은 차 활발해져 가며 불규칙 악센트와 거의 세 옥타 를 넘나드는 넓

은 음역의 선율선이 발 부의 특징이다.화음과 붓 리듬의 반복은 발

부에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재 부의 첫 클라이막스 음에 도달 할 때까지

ff와 도입부에서 볼 수 있었던 비박 액센트를 사용하여 정으로 이끈

다.발 부의 액센트 표 은 그 지 않은 음과의 편차를 크게 한 과장된

연습을 통하여 sf같은 표 이 합하다.

재 부의 세 옥타 를 넘나드는 음역의 모티 는 ,아래 라인으로 나

어서 무게 심을 한쪽에 두고 움직이기 편한 자세를 찾아야 한다.겹음

이 사용된 곳은 겹음에 포인트를 두고 나머지 음에서는 힘을 풀어 보자.

<악보46>

<악보 46>마디232-237

232

스윙주제의 많은 staccato표시가 메마른 느낌을 주는듯하지만 반복되는

싱코페이션 리듬과 베이스의 테 토 표시음에 페달을 하게 사용하여

울리는 음향을 창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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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의 느린 선율의 패시지에는 페달을 사용하여 가토를 두드러지

게,특수 주법의 빠른 템포 선율에서는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타악기 효과

를 낼 수 있다.스물다섯 마디동안 반복되는 재 부의 pedalpointB
b
음에

서는 페달을 깊게 사용하여 다이내믹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의 출발 은 통 인 ‘소나타’이지만 그 음악

내용은,작곡가의 언 통찰력과 그녀의 신앙을 인 음악 이디엄

으로 구 하고 있다.독창 인 악구들과 힘찬 리듬 추진력,소재들의 균

형미 있는 배치 그리고 유기 일 성 등을 통하여 그녀의 아이디어를 나

타내고 있다.연습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도 작곡의 기술 인 측면과 그

것의 연주는 작품의 의미와 극 인 구조들과 연결되어 있다.즉,순수하게

테크닉 으로만 근할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부터 연주 기법을 추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연주자는 악보에 충실하면서 작곡 당시의 정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 연주

에 활력을 수 있다.이 작품의 음악 언어의 특징은 깨달음을 얻

기 한 인간의 간 한 갈망을 표 하고 있다.이것이 구바이둘리나 작품

의 주된 아이디어이며 한 세계 청 들의 즉각 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그녀는 음악 역시 사람의 심장과 마음을 일깨우는 메시지이며,낙

천 인 인생 과 활기찬 삶을 지향하는 매체로서의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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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 2번

1)슈니트 (AlfredSchnittke;1934-1998)의 생애

슈니트 는 1934년 11월 24일 구소련의 볼가강45)유역의 엥겔스에서 태

어났다.엥겔스는 당시 볼가 독일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 공화국

(1924~1941)에 속해 있었다.그의 아버지는 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유태

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러시아 태생인 독일계 볼가인이었다.슈니트 는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집에서는 독일어 볼가 방언을 하며 자랐다.

슈니트 는 어린 시 소련의 혼란기 아래 궁핍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힘든 노동일에 종사해야만 했다.어린 슈니트 가 음악을 할 수 있

는 유일한 통로는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이었다.라흐마니노 , 로코피에

나 스트라빈스키처럼 유복한 환경에서 어린 시 을 보낸 러시아의 다른

작곡가들과 조를 이루는 척박한 실에서 훗날 음악가로서 성한 것은

길을 끈다.

2차 후 1946년 아버지가 언론인이며 번역가로 있던 오스트리아의 비

엔나에서 체계 인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비엔나에서 공부했던 어린

시 의 경험은 훗날 작품 활동의 정신 거름이 되었다.그가 표 하는

방식의 이 되는 것은 차이코 스키나 라흐마니노 가 아니라 모차르트

그리고 슈베르트 다.46)비엔나에서 보낸 2년을 그는 가장 행복한 나날들

이었다고 회상하 다.

45)볼가독일인들은 러시아의 볼가 강 변에서 남쪽의 사라토 에 거주하면서 독일어를 쓰고,독일

문화를 보존했던 주민들을 말한다.개신교와 가톨릭교를 믿는다 wikipedia

46)http://en.wikipedia.org/wiki/Alfred-Schnitt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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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그의 가족은 다시 모스크바로 이주하 다.1953년 20세 때 모스

크바 음악원에 입학하여 58년까지 본격 으로 피아노를 공부하고 합창단

지휘를 공하여 학 를 받았다.1961년까지 학원에서 작곡의 고 과정

을 마치면서 작곡가 동맹(UnionofComposers)에 가입한 그는 다른 음악

가 동료들과 술의 새로운 경향을 실험하고 정보를 나 면서 서로의 작품

을 비평하기도 했다.1962년부터 72년까지 모교에서 악기론 등을 가르쳤다.

1961년 이후 그의 주된 활동 역은 화음악으로 30년 동안 무려 70편 이

상의 화음악을 작곡하 다.이 경험은 그의 민족 정체성과 함께 음악

특징인 폭넓은 장르와 스타일 즉 ‘폴리스타일리즘’(polystylism)의 바

탕이 되었다.한편 슈니트 는 서유럽의 음악의 사조에 한 심

을 보 는데 이런 심은 학교당국과의 마찰을 래했지만 학생들에게는

인기 있는 교수 다.1972년에 교수직을 그만 두어 공식 으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되었지만 음악에 심을 가졌던 제자들이 집으로 찾아

들었고,슈니트 는 1970년 를 거쳐 1980년 까지 학생들을 집에서 사

으로 강의를 계속하며 서로 교제하 다.47)세월이 흐르면서 소련 내에서

에디손 데니소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등과 함께 은 음악가들 사이에서

“ 한 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서방세계에서도 그에 한 심이 일어

나기 시작하 다. 로코피에 와 쇼스타코비치 등을 제외하고 1980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의 음반이 발매된 러시아 음악 작곡가가 슈니트 라

고 할 수 있다.1980년 부터 2000년 반 사이의 기간 동안 80종에

가까운 신보와 재발매 음반이 쏟아져 나왔다.48)

47)http://en.wikipedia.org/wiki/Alfred-Schnittke Jennings, "Alfred Schnittke's <Concerto for

Choir>,"p.21.

48)박성수.피아노 음악.2008,11.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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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서방세계로부터 유난히 각 을 받았던 작곡가 슈니트 도

외없이 사회주의 체제의 권력의 억압과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공포의 기억은 슈니트 의 삶과 음악에도 그 흔 을 남겼으며 거기에

더해 그의 반생을 하던 병마(뇌졸 발작)역시 음악세계에 큰 향을

끼쳤다.1985년 처음 그를 강타한 뇌졸 은 이후에도 간헐 으로 작곡가를

괴롭힌다.육체의 마비로 인한 고통과 죽음에의 감은 내면에 어두운 그

림자를 드리우게 되고 그의 음악은 갈수록 깊은 고뇌와 명상의 세계로 서

서히 가라앉게 된다.49)

슈니트 는 종교 인 정체성을 찾아 자인 여호와의 신앙에 귀의함으

로서 그러한 역경을 극복하 다.그는 기독교로 개종했고 이후 신비주의가

그의 음악 에 향을 미치게 되어 소련 당국의 비난을 받고 외국 여행을

지당하기도 했다.

1990년에 러시아를 떠나 독일 함부르크로 옮겼으나 건강이 더욱 나빠져

1998년 사망하 다.장례는 모스크바 음악원 강당에서 거행되었다.로스

트로포비치,기돈 크 머 등 러시아를 표하는 최고의 연주가들이 주축이

되어 슈니트 의 작품을 연주하 다.죽기 2년 에 가톨릭에서 러시아 정

교회로 재 개종을 하고 러시아 정교회식 장례로 모스크바의 노보데비체 묘

지에 묻혔다.

그는 생존해 있을 때부터 세계 인 명성을 얻었는데 오늘날에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그의 음악가로서의 업 을 기리는 국제 알 드 슈니트 의

49)김순배. 의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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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가 열리고 있어 그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오스트리아 국가상

(1991),일본 황실 상(1992),모스크바의 슬라바 그로리아 상(1998)등 많은

상과 를 얻었다.

그가 죽고 난 이듬해 1999년에는 슈니트 문서국(the Schnittke

Archive)이 런던의 골드 스미스 학 안에 설립되었다.50)

2)슈니트 의 작품 경향

‘폴리스타일리즘’(Polystylism,복합양식)으로 표되는 슈니트 의 음악

은 그의 복잡한 태생과 화음악의 작업을 통해 얻은 향,인류의 모든

역사를 담고 그 안에 상반된 것들까지 통합하고자 하는 그의 음악 신념

이 한데 어우러져 빚어진 것이다.1900년 러시아로 이주한 유태인 가문

의 자손인 아버지와 볼가계 독일인인 어머니를 둔 슈니트 는 러시아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채 러시아에서(구소련의 엥겔스)태어나 ‘러시

아인’으로 살았고,이런 이유로 그는 소비에트 정권 아래 많은 고통을 겪었

다.51)후엔 러시아와 독일의 이 국 을 갖게 되었지만 그는 러시아에서

는 유태인으로,독일에서는 러시아 작곡가로 통했다.그에겐 진정한 모국이

없었으며 어디서나 이방인 취 을 받았다.

50)슈니트 의 기 작가 알 산더 이바쉬킨(AlexanderIvashkin)은 박물 의 문서국 장으로 역임

하고 있다.그 문서국에는 슈니트 의 개인 기들과 음악과 련된 것들,사진과 사본이 있다.출

된 악보와 코드를 비롯하여 그에 해 연구 조사한 논문들과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다.

51)2차 직 독일과 맺은 ‘독.소 불가침 조약’의 향으로 당시 소련은 유태인에 한 히틀러의

입장을 견지하는 쪽이었고,이 같은 분 기는 60년 이후 흐루시 의 집권당시까지도 계속 이

어져 유태인에 한 공식 인 입장은 언제나 인 것이었다.그런데 2차 독일이 조약

을 기하고 소련을 침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것을 계기로 독일인에 한 증오도 극에 달

하 으므로 결국 유태인과 독일인의 피가 반반씩 섞인 슈니트 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두산세계 백과사 의 <독.소 불가침조약>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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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생애에 걸쳐 어느 곳에도 진정한 나의 집이 없다는 에 상처 입었다.

나는 러시아인도 아니며 이역 독일인,유태인도,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비록 내

가 가방을 꾸려 이민 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그것들은 늘 내 문

제 으며 나는 그것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다.”52)

“한편 내가 그동안 써왔던 많은 작품들은 독일음악에 연 된 것이다.내 독일인

선친처럼 나는 러시아에 살았고 독일어보다 러시아어에 더 능숙하다.하지만 난

러시아인이 아니다.내가 유태인 통을 이어받았지만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

고 유태인 고유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하지만 난 형 인 유태인 외모를 지녔

다.”53)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이 그의 사고 을 세계주의자로 변모시켰으며,그

의 음악에도 정 인 향을 미쳐 여러 스타일을 인용,혼합하는 ‘폴리스

타일리즘’의 태동으로 이어졌으리라 여겨진다.

음악사의 특정 기간들로부터 각각 다른 스타일의 작품들을 인용하거나

빌려오기, 는 극도로 조되는 두 가지의 경향을 한 작품 안에 배열하는

것이 바로 ‘폴리스타일리즘'이다.

조성과 무조성,탱고와 사칼리아,B-A-C-H모티 와 왈츠,종교 형

식,바로크와 고 ,낭만 양식, 인 것과 술 인 것,인용과 풍자

기법등 다양한 것들이 한 곳에 모이는 ‘복합성’은 표 역을 넓 주며 극

인 효과도 배가시킨다.이질 인 음악요소들을 한데 모아서 새로운

개념으로 변용시키는 슈니트 의 음악은 그 어느 특정 스타일에서 보다도

훨씬 강도 높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52)황성호.음악에 감성을 불어넣은 러시아 작곡가,알 드 슈니트 .월간 객석.1998,9.

53)AlexanderIvashkin,「AlfredSchnittke」.Moscow:Compozitor.200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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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니트 의 복합양식은 체로 다음과 같이 3기에 걸친 변천과정을 갖는

다.

기(1958-68)는 폴리스타일이 12음기법의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요소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종속 단계에 머물던 시기이다.

1961년(27세)이후 그의 주된 활동 역은 화음악으로 30년 동안 무려

70편 이상의 화음악을 작곡하 으며 그는 로코피에 와 쇼스타코비치

이후 러시아의 감독들 사이에 최고의 화음악 작곡가로 통했다.

이 경험은 그의 민족 정체성과 함께 음악 특징인 폭넓은 장르와 스

타일 즉 ‘폴리스타일리즘’(polystylism)의 바탕이 되었다.사회주의 리얼

리즘에 부합하는 가장 합한 술 활동은 주로 화를 통해서 이루어졌

다. 통 으로 소비에트 정권이 화산업에 해서만은 다른 술분야에

비해 다소 한 입장을 취하고 장려했던 탓이기도 하다.특히 애니메이

션은 검열이 제외되기도 했으므로 슈니트 는 극 화에서보다 애니메이션

을 한 음악에서 더욱 실험 인 시도들을 할 수 있었다.슈니트 의 작품

에는 자신의 화음악의 일부분이나 소재 혹은 아이디어를 반 한 것이 다

수 있으며 그 로는 「옛 스타일의 조곡」,「콘체르토 그로소 1번」,「세

나데」등 많은 작품이 있다.

60년 들어 술계와 당국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어(후루시 집권시)

50년 서방 음악이 시도한 면모들을 연구,자신에게 용시키려 했다.당

시 12음기법과 총렬기법에도 심취하 다.그러나 조성 원칙과 더불어 음렬

기법,확장된 연주 주법 등 기법들의 모든 연구들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그는 음렬주의로부터 방향을 돌려 자신의 고유한 길을 가기로 결

심하 다.「바이올린 소나타1번」,「 악4 주 1번」등이 그 로 자유로운

12음 기법과 조성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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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의 모든 것이 수학계산에 기 한다면 그처럼 쉬운 일은 없다.나는 무언가

연상시키는 음악 내용을 증 시킬,가능성을 추구하기로 마음먹었다.나는 음악

에 있어서 낭만주의 패션으로 나의 감정을 추구하기를 원한다.”

과거 음악,그 에서도 특히 낭만음악은 불 즈,스톡하우젠과 같은

음악가들에게는 기시 되었지만 소비에트의 작곡가들은 이 음악의 맥

을 이었다.이러한 선상에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은 기의 슈니트 의 음

악세계에 지 한 향을 미쳤다.1953년 10번 교향곡과 1955년의 제1번 바

이올린 주곡 연을 했던 슈니트 는 이들 작품에서 깊은 인상을 받아

서 쇼스타코비치의 기법인 드라마 인 느낌,악장 사이의 분명하고도 과장

된 비,독주자가 웅처럼 독백하는 카덴자에서의 자유분방함을 모방하

고 있다.「Concertoforpianoandorchestra」(1964)에는 모차르트,말러,

바흐,스트라빈스키, 로코피에 ,쇼스타코비치들이 이곡에 모두 모여 있

다.이 주곡의 복합 스타일에는 타악기 이며 서정 이지만 화음악

같기도 한 성까지 가미되어 있다.3악장에서는 쇼팽이 들리고 라흐마

니노 가 들린다.슈니트 의 많은 주곡과 콘체르토 그로소는 개인(독주)

과 집단(오 스트라)을 통해 갈등을 상징 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 같은

드라마 인 개념 한 쇼스타코비치로부터 연유한다.

기(1968-85)는 주로 인용을 통해 이식된 이종 재료들이 병치에 의해

강한 충돌 효과를 냄으로써 복합양식 특성이 작품의 면에 부각되는 시

기이다.1970년 후반부터 1980년 반은 작곡가로서의 활동이 정 에

달하 던 시기로 ‘폴리스타일리즘’이 꽃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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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복합양식의 심화와 더불어 옛 선배들의 작품에서의 다양한

어법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옛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는 시도들

도 함께 하게 된다.「교향곡 제3번」(1982)에서는 바흐부터 말러까지 30명

이상의 작곡가의 작품을 인용하 다.

70년 후반 이후의 작품에 나타나는 다른 요한 요소는 ‘우스트

주제'(FaustTheme)로,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선과 악,밝음과 어둠 등 이

질 이거나 상반되는 요소들의 공존에 깊은 매력을 느껴 이를 음악에 옮기

게 되는데 이런 은 그의 복합양식 경향과도 잘 맞아 떨어졌다.오페라

「 우스트 박사 이야기」에서 뿐만 아니라 70년 후반부터 80년 에 이

르는 그의 많은 작품에도 반 된 주요한 요소이다.

70년 후반부터는 작품의 첫 부분에 제시한 통 인 소재들을 원래의

것과 상반된 것으로 진 으로 변질시켜가는 ‘네거티 발 (negative

development)기법’을 쓰기 시작한다.본 논문의 소나타2번(1991년 작품이지

만)에서도 상당히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이 기법은 통 형식에서 출발

하여 차 무형식으로 붕괴 되는 등 합리 혹은 보편 인 것으로부터 출

발하여 비합리 이며 반 되는 것으로 옮겨가는 개념을 일컫는다.

슈니트 역시 술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인한 공허함으로 종교

인 정체성을 찾아 48세에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던 때를 즈음하

여 종교 색채의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한다.54)종교 색채의 작품들 가

운데서도 어김없이 그의 복합 양식이 나타난다.「교향곡 제4번(1984)」에

서는 유태교,러시아 정교,카톨릭과 신교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종교의 화

합을 상징화 시켰다.

54)1996년에 다시 러시아 정교로 개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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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1985-98)는 투명하고 엷은 짜임새 안에 이질 요소들이 용해되어

복합양식 특성이 한층 완화되어 나타나는 시기이다.84년에 첫 번째 뇌

졸 을 겪고 91년에 두 번째 뇌졸 을 겪은 후 그의 작풍은 이 보다 더

명료해지고 욕 이 되며 은 짜임새를 갖게 된다.

그는 육체 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신

력으로 계속 곡을 썼다.이 시기에 9편의 교향곡과 6편의 콘체르토 그로소

를,4개의 바이올린 주곡,2개의 첼로 주곡과 피아노 주곡 등 수많은

실내악곡과 발 ,합창,성악 작품을 남겼다.

두 번째로 발작이 찾아온 1991년부터는 반 로 제된 모습의 작품을 선

보인다.이 시기에 작곡된 교향곡 제6번과 제7번은 무나도 제된 모습

에 작곡가의 팬들조차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55)

그의 음악에서 흔히 발견되는 긴장감 가득한 사운드, 측할 수 없는 아

이디어의 흐름 그리고 내부에 잠복해 있는 극 인 분 기들,게다가 결코

숨길 수 없는 서정성들은 바로 이런 복합 인 스타일의 어우러짐이 만들어

내는 것들이다.동시 의 다른 이들처럼 으로 새로움만을 추구하는 아

방가르드의 길을 걷지 아니한 것은 공산 체제하의 소련이라는 특수 환경에

도 이유가 있겠으나 슈니트 의 기질이나 철학과도 무 하지 않다.그는

옛것을 인용하는 것이 결코 모더니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

았다.오히려 기존의 재료들을 어떻게 새로운 음악 질서에서 편입시키고

의미부여를 하는 가 에도 진정한 모더니즘의 본질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그

는 믿었다.

55)1994년 카네기 홀에서의 「교향곡 제6번」 연 시 연주 도 청 의 반이 퇴장했고 “온갖 양식

이 혼합된 개성이 없는 음악”이라는 혹평이 뒤따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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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니트 의 피아노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그의 기 피아노 독주곡

「6개의 어린이를 한 소품」은 유능한 피아니스트인 그의 아내 Irina

Kataeva와 결혼 후인 1962년에 작곡되었으며 이미 충분한 작곡기법을 구

사하고 있다.작곡가의 생애 마지막 즈음,그의 피아노에 한 심은 더욱

증가하 다.피아노를 한 작품들 가장 잘 알려진 곡은「Variationson

aAcchord」로 역시 그의 아내를 해 지어진 곡이다.80년 후반,90년

의「피아노 소나타」(1-3번)와「Aphorisms」(1990)-seriesof5preludes

는 가장 요한 피아노 작품이며 동시 의 악 작품과 그 특징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작품을 쓰던 시기의 작곡가의 깊고도 강렬한 감정이 선명

하게 반 되고 있어서 음악은 어둡고 황량하며 때때로 풍자 이며 꾸미지

않고 간결하다. 한 고통의 감각을 음악으로 표출한 그의 소나타들은 비

극 이고 드라마틱하기도 하다.소나타 2번 제2악장에서는 갑자기 화

화성의 코랄이 등장하여 심한 이질감을 유발한다.92년의 소나타 3번에서

시간은 거의 정지된 느낌이다.얇은 텍스처에 실린 느린 음들은 이미 이

세상을 월한 듯한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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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ianoSonata제2번,제1악장 Moderato

(1) 체 형식과 구조

피아노 소나타 세 곡 2번은 1990년 작품으로 그의 아내인 Irina

Schnittke에게 헌정되어 1991년에 연주 되었다.제1번 소나타가 작곡된

1987년 즈음에는 그의 기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polystylism을 던져 버

린 듯 형식상의 기법이 수정되어 후기 작품은 형식 으로 상당히 일 성을

지니고 있다.

매우 가늘고 단순하게 시작하는 제1악장은 제되어 있고 격히 추상

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격해지는 흐름 속에 그

의 착잡한 심경은 도를 타며 드러난다.세 악장 구성이며 제1악장은 소

나타 형식(Sonataform)Moderto,제2악장은 Lento로 2부 형식,제3악장은

Allegromoderto로 론도 형식(Rondoform)으로 되어있다.

도표5를 통해 제1악장 체의 구조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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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제1악장의 구조

형 식 마 디 구성 내용 세부 마디

제시부
1-37

(37마디)

제1주제 1-15

제2주제 16-27

소종결구(codetta) 28-37

발 부
38-81

(44마디)

그룹 1 ① 38-42

② 43-48

그룹 2 49-58

그룹 3 59-66

그룹 4 67-81

재 부
82-109

(28마디)

제1주제 82-89

제2주제 90-96

제1주제의 연속 인 등장 97-109

코다
110-117

(8마디)
제1주제 110-117

(2)제시부(Exposition)

형식의 출발 은 소나타이지만 통 형식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

른다.부드럽고 로맨틱한 주제로 시작하지만 격히 붕괴되어 심오하고 불

가해한 심연의 세계로 기우는 경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제1주제는 2도 음정을 주로 사용하여 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바탕이 되어

있으며 이 악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테마로 투명하고도 명상 인 성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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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는 마디1의 주요 음형이 연속 으로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악구이

다.양손이 B
b
음에서 시작하여 서로 반진행하고 있다.첫 마디의 리듬이나

음정 계는 악곡에서 요하게 취 되며 악곡 체를 이루는 건축 인

기 가 된다.무조성(atonality)작품이지만 고 시 의 ‘동기작업(motive

work)’을 활용하고 있다.마디1의 2도 음정은 단2도와 장2도 그리고 복합

음정 장9도와 단9도로 악곡 체에 음향 통일성을 주고 있다.<악보47>

<악보 47>제시부 제1주제(마디1-5)

1

제1주제의 개 과정에서(마디6-12)특징 인 것은 화 형태로 된 진행

으로 그 기본에 모방 다성 기법(imitativepolyphony)이 깔려있다. 성

부의 리듬 음형이(마디6-7)마디7-8아래성부로 이어지고,아래성부(마

디 6-7)의 느린 형태의 리듬 형태가 마디7-8의 성부로 모방되어 있다.

그러나 주제가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에 충돌이 발생하고 강렬한 화성-

무리 짓는 화성(cluster)-이 나타난다.(마디15-16)명상과 충돌의 복합 인

기법은 ‘명상 충돌’이라 부를 수 있는 완 히 특별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악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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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에 비해 외형 으로는 다른듯하지만 주제음형들의 생형이다.마

디9에서 오른손의 9도 음정은 마디6의 오른손 성부의 이형(Inversion)이

며 마디7의 오른손과 왼손에 다시 주제 선율이 나타난다.제1주제는 주로

2도 음정이 사용된 것에 해 개 악구에서는 형인 9도 음정이 주요

음정 역할을 하고 있다.마디11에서 나온 네거티 요소인 음계형 동기가

마디15에서는 된 형태로 바 어 있는데 도입에서부터 명상에 이은 충

돌 기법을 볼 수 있다.왼손의 4도씩 묶은 음들이(마디15)제2주제에 그

로 연결되어 제2주제의 도입을 매끄럽게 해 주고 있다.<악보48>

<악보 48>제시부-주제 음형의 생 (마디6-15)

6
9o

10



- 100 -

클러스

14

2주제는 4도 음정 모방 기법을 사용하여 주제의 묘사가 발 된다.마

디16-17의 오른손에서 D,G,C음의 4도 도약 화음에 이어 왼손도 C
#
,F

#
,

B음으로 4도 도약 진행 하고 있다.여린 악상에 상행 선율의 제2주제는 순

차 진행 주인 제1주제와는 조를 보이고 있다.고 시 의 소나타처

럼 제1주제의 음형으로 제2주제가 만들어져 있어 슈니트 의 신고 주의

인 작곡성향을 볼 수 있다.

제2주제의 개 부분에서 왼손성부에 4도 도약 음형동기에 의한 동형진

행 기법(sequence)이 동일한 박자이지만 성부와는 다른 셋잇단음표 느낌

이 드는 리듬 형태로 진행되어 있다.그러나 극 으로 개되던 제2주제

의 발 은 불 화음이 울리면서 하게 단되고 코데타로 연결된다.<마

디27,악보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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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제시부의 제2주제와 개부분(마디16-27)

4o
4o

4
o 4

o

16

20

협화음
24

굴곡이 많은(4개씩,3개씩,5개씩 묶어짐)16분음표로 진행되는 코데타는

제1,2주제와는 다른 측하기 힘든 반 인 성격의 진행성을 보여 주며

(네거티 기법)토카타 인 요소가 깔려있어 건조하다.

페달 사용을 신 하게 하여 건조함을 표 한다.<악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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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제시부의 소종결구(마디28-33)

28

31

(3)발 부(Development)

발 부에는 셋잇단음표 리듬으로 이루어진 테마 요소가 나온다.물론

제2주제에서 생된 형태이다.발 부에서는 셋잇단음표와 16분음표 모티

로 된 네거티 요소의 잦은 출 으로 명상 충돌은 고조되며 강해진

다.

기본 인 주제의 제시와 발 은,힘들고 비극 인 과정(16분음표의

pointillism과 셋잇단음표의 등장)이 있으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진하여 그것들을 모두 극복해 내는 삶의 과정과 비슷하다.작곡가의 깊

은 염원이 엿보인다.

이 곡의 발 부는 개 유형에 따라 네 개의 그룹으로 나 수 있다.



- 103 -

① 그룹1(마디38-48)

그룹1(마디38-48)은 두 부분으로 나 수 있는데 첫 단락(마디38-42)은

제1주제에 의한 발 부분으로 제시부의 시작부분과 달리 여리다.모방 기

법을 사용하여 규칙 인 악구가 세 성부에서 연속 으로 변형 반복된 후

16분음표로 된 네거티 악구로 마무리된다.<악보51>

<악보 51>발 부 그룹1-1(마디38-42)

38

그룹1의 두 번째 단락(마디43-48)은 제2주제가 변형되어 세 번 반복되고

있다.왼손성부에서 5도 음정이 겹쳐서 나온다.<악보52>

<악보 52>발 부의 그룹1-2(마디43-4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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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② 그룹2(마디49-58)

그룹2는 불규칙하지만 제2주제가 반복 되는 동안 음역은 상승되고 있다.

도약선율과 리듬의 축소와 붓 ,싱코페이션 리듬이 활용되고 양성부에서

폭 넓은 음역을 사용하고 있다.마디53에서 시작하는 네거티 모티 에

서는 앞서 나왔던 왼손의 붓 ,싱코페이션 리듬이 오른손 성부로 이어져

서 계속되다가 마디56의 클러스터 음향으로 달려간다.<악보53>

<악보 53>발 부의 그룹2(마디49-56)

49

클러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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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룹3(마디 59-66)

그룹3은 제2주제의 리듬 음형에서 생된 셋잇단음표 모티 로 시작되

어 3:2리듬과 법 기법(마디63),음역의 확 ,그리고 pp에서 단숨에

f로 고조되는 다이내믹 등으로 발 부를 확 하고 있다. 통 인 법

기법에서 슈니트 의 신고 인 경향을 느낄 수 있으나 화성 ,음색

그리고 기교 측면에서 음악의 새로운 이디엄을 펼쳐 보이고 있다.

마디62-65는 악곡의 정 으로 특히 마디63은 모든 음에 액센트가 표시 되

어 있다.<악보54>

<악보 54>그룹3(마디 58-63)

3:2 리듬58

발 의 climax

위법  법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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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룹4(마디67-81)

발 부의 클라이막스에 이른 후 제시부의 제1주제와는 조 인 악상으

로 그룹4가 시작된다.그룹4도 두 개의 단락으로 나 수 있으며 첫 번째

단락은 제1주제의 요소로 발 되고 있다.그러나 제1주제가 시작되자마자

(마디67)선율은 끊어지고 셋잇단음표 모티 로 변화한다.(마디68)마디69

에서는 왼손성부에 클러스터 연주가 음역으로 이어지고 마디70에서 다시

제1주제 선율이 음역에서 셋잇단음표 모티 와 함께 시작되지만 곧 바로

16분음표의 네거티 모티 와 셋잇단음표 모티 가 섞여 변형된다.<악

보55>

<악보 55>발 부의그룹4-1(마디67-72)

1주  
클러스

67

1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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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4의 두 번째 단락은 제2주제가 stretto로 세 성부에서 완 하게 나오

면서(마디75-76)연결구 없이 재 부로 이어진다.(마디 76-81)양 성부에서

는 제1주제의 선율과 제2주제의 리듬형태가 통일성을 유지해 주고 있다.

오른손의 아래 성부 그리고 왼손에서 제1주제의 선율이 계속 나오는 동

안 상성부에서 선율의 형상은 없어지지만 도가 짙어지면서 재 부

로 도입 된다.<악보56>

<악보 56>발 부의 그룹 4-2(재 부로의 연결구)(마디75-81)

stretto 위법  율 현

7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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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 부(Recapitulation)

제1주제와 제2주제(마디90)로 시작되기는 하지만 통 인 소나타에서처

럼 그 로 재 되고 있지는 않다.

마디82에서 89까지 제1주제가 두 번 나오는데 많은 음에 액센트 표기가

사용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두 번 다 높은 음역으로 ‘상승’하여 끝맺는다.

(마디86,90)<악보57>

<악보 57>재 부 제1주제 (마디 82-90)

8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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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에 이어 마디90에서 제2주제가 재 된다.제시부에 비해 연결구

가 생략되어 있으며 제2주제 선율의 시작음 A음은 마디96에서 세 옥타

의 A음으로 역시 음역이 ‘상승’하여 끝맺어지고 액센트 표기가 많다.

<악보58>

<악보 58>재 부 제2주제 (마디90-96)

90

2주

94

마디97에서 시작하는 제1주제에서는 내면 인 강한 힘과 확신을 발견할

수 있다.이 소나타의 시작 부분의 주제는 단선율로 성악 이고 명상 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여기서는 충돌 인 클러스터로 어 있다.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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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코드들은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마디97,101,

105에서 시작하는 테마들은 역시 음역이 ‘상승’으로 끝까지 계속되고 차

으로 코드들은 표기된 클러스터로 체되고(마디107)모든 것이 돌연히

끊어져 버린 후 완결된 클러스터가 울린다.(마디108-109)<악보59>

<악보 59>재 부-클러스터 형태의 제1주제 재 (마디105-109)

10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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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결부(Coda)

클러스터로 비극 국을 상징하는 클라이맥스 직후 작스럽게 등장한

코다에는 도입부의 모티 가 그 로 쓰이고 있다.그러나 양손의 음역은

극단 으로 확 되어 있어 보다 명상 인 분 기를 자아낸다 제1주제의 회

상이 처음처럼 밝고 투명해진 형태로 나타나면서 곡을 끝맺고 있다.<악보

60>

<악보 60>코다(마디110-117)

음역의 확

11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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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용해석 교수학 근

슈니트 의 소나타의 형식 인 특징은 무엇보다도 구조 개념의 결핍이라

고 할 수 있다.

주된 작곡 기법은 주제의 재료들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방법인데 이를

통해 지속 으로 구조 불안정과 음조(音調)의 다양한 변화,그리고 즉흥

성이 나오고 있다. 를 들면,제시부에서 제1주제는 세 번 등장한다.처음

에는 다섯 마디 동안 울리며 두 번째에는 7.5마디,세 번째에는 2.5마디동

안 등장한다.리듬의 변형뿐만 아니라 선율 억양 역시 변화되어 있다.

“나는 우리시 가 베토벤의 시 와는 반 의 음악 상황( )에 있다고 본다.즉

베토벤은 음악이 조직화(형식화)되는 시 에 작곡을 했지만 우리는 이와는

반 되는 시 에 있다.”56)

즉,슈니트 는 기존의 형식에서 섹션을 구분하는 행에서 벗어나 질서

나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 소나타들에서 연주자는 시각 으로 어느 정도 섹션을 구분할 수 있

으나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를 이론 으로 섹션을 구분하기는 애매모호

하고 무엇보다도 그 구분이 유동 이다.이 작품에서는 여러 번 표기되어

있는 숨표(,)표시를 주목하여야 한다.이것은 작곡가가 직 표기한 것으로

서 제시부에 두 번 발 부에서 두 번 나온다.제시부에서는 제2주제와 연

결구의 등장을 지시하는 것이다.(마디16,마디28)발 부에서의 숨표(,)표시

는 발 된 세 성부를 구성하는 stretto에서 제2주제의 출 을 지시하는 것

56)ShulginD.<Yearsofsuspense,AlfredSchnittke>,M.,1993,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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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마디75)그 다음은 두 번 연속되는 제1주제의 출 을 가리킨다.(마디

82,87) 한 슈니트 는 작품의 형태를 조직화 하는 도구로써 다이내믹을

사용하고 있다. 를 들어 제시부의 제2주제는 갑작스런 subitop로 등장

한다.(마디16)연결구의 시작도 역시 음색의 변화와 긴 하게 연결되어 있

다.이런 방식으로 주제와 형식의 섹션은 다이내믹의 변화로도 알 수 있

다.(mf-p,F -pp등)살펴본 바와 같이 섹션 구분의 애매모호한 측면

도 있지만 표기된 숨표와 다이내믹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리듬

매우 평이하지만 흐르는 듯한 몽환 리듬,그러나 완만하게 흐르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모난 리듬 즉 네거티 기법이 특징이다.명상 이고 선

율 인 시작은 진행이 될수록 선율보다는 리듬이 강조되고 있다.발 부에

서 주제가 시작되자마자(마디66)그 다음마디에서 슈니트 의 네거티 기

법인 셋잇단음표와 16분음표 그리고 클러스터의 사용으로 곧바로 붕괴되는

형태가 계속되고 한 각각의 결말은 주로 높은 음역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정 인 가운데 격한 운동감을 보여주는 형태가 반복된다. 그의

음악의 불안정한 요소들은 작품경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복잡한 태

생과 무 하지 않으며 작곡가의 병마에서 오는 마음의 동요와 투쟁을 보여

주는 듯하다.

앞의 두 작곡가에 비해 변박자는 채용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리듬,음역

그리고 다이내믹 등의 figuration자체에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박

자의 경우보다 더 충동 이고 격한 느낌을 다.재 부에서는 제1주제

의 모든 음에 악센트를 연달아 사용하여 리듬의 과격성을 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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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및 화

체로 선 인(linear)구조로 되어 있다.즉 7,9,11도의 음정 진행에 간

간이 섞이는 반음 진행 등 화성개념이 빚어내는 긴장감을 수평진행으로부

터 느낄 수 있다.

앞서 쉐드린의 소나타에서 9도 음정의 빈번한 사용으로 긴장감을 유발하

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슈니트 역시 9도 혹은 11도와 같은 음정을 화음

으로서 뿐만 아니라 선율선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병마와 싸우는 슈

니트 의 동시에 울리는 9도,11도 음정은 공허함의 표출이며 분리 된 선

율 9도,11도의 음조가 주는 느낌 역시 병마에서 오는 극심한 두통과 괴

로움의 정서로 표 되고 있다.<악보61>

<악보 61>마디7-8

7

한 아주 낮은 음역에서 최고음역으로의 극단 이동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조들은 작곡가의 고통과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의 갈망을 형상화하

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연주자의 입장에서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작

품을 연구하면서 진정 그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슈니트 의 음악을

달할 수 있지 않을까!어느 화배우가 한 작품을 끝낸 뒤 그 설정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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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악보62>

<악보 62>마디35,마디51

35 51

슈니트 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많은 음들은 같은 불 화음이라도

쇤베르그의 그것과는 다르게 다가온다.쇤베르그의 음렬은 계산된 소리를

들려주지만 소나타에서 들을 수 있는 슈니트 의 음들은 작곡가의 내면의

상태에서 울려나오는 상상의 소리이다.재 부 정부분의 주제에 이르면

단선율이던 주제는 두꺼운 코드(화음)로 변형되어 있다.<악보63>

<악보 63>마디97-9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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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한 불 화라는 개념이기보다는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재 부의 정 끝부분 마디105-109에서는 주제 선율이 ff클러스터로 극단

으로 음역이 벌어지다가 마디108에서는 흑백의 넓은 건반을 아우르는 굉

음의 클러스터를 울리며 결말을 알린다.<악보64>

<악보 64>마디105-109

105

107

작곡가가 클러스터의 음역을 뚜렷하게 표시해 놓지 않았으므로 연주자는

진행의 맥락에 비추어 음역을 설정할 수 있다.클러스터에 뒤이어 바로 다

음마디에서는 그와는 조 으로 명상 인 p주제 선율로 코다가 이어진

다.주제는 한 옥타 상향되어있고 왼손에서는 음의 9도 화음이 여섯

마디동안 계속 울린다. 음의 9도 화음은 여 히 계속되고 있는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으나 상향된 주제 선율은 고통가운데서 출구를 찾고 싶은,구

원을 향한 갈망으로 느낄 수 있다.<악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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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5>마디110-117

110

114

연주자는 마지막 클러스터 연주 후 민첩한 sostenutopedal의 사용으로

음의 9도 화음을 지속시켜야 한다.클러스터 연주 후 왼손의 9도 화음을

소리 나지 않게 미리 러서 잡은 상태에서 퍼 페달을 뗀 후 sostenuto

pedal을 밟고 코다의 연주를 실행하면 코다의 연주에서 퍼 페달을 교체

해도 9도 음정의 울림은 지속시킬 수 있으며 성부의 넓은 음역을 왼손으

로 연주할 수 있다.마디115에 나오는 9도,7도 음정은 맥락에 따라 악곡의

앞부분과는 다르게 다소 평온함으로 다가온다.연주자는 항상 악곡의 흐름

을 악하여 터치감을 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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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p가 주조를 이루는 제시부로부터 축된 작곡가의 심상을 감지할 수

있다. 간에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이 악장은 하나의 거 한 크 센도 형

태를 취한다.그리고 다시 격하게 얼어붙는 pp의 코다에서 복잡한 작곡

가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코다 직 의 두 마디 동안 ff 굉음의 클러스터

가 울린 후 이은 여린 코다의 표 을 하여 클러스터 연주 시 페달을 살

짝 살짝 여러 번 교체하여 음향을 빠른 시간 내 여야 한다.

아티큘 이   

끈끈한 느낌의 legato가 주조를 이루다가 튀는 듯한 non-legato와 연타

되는 악센트 등이 특별한 효과를 빚어낸다.제시부의 주제들은 선율 이고

legato 기법으로 시작되고 있으나 발 부와 재 부의 주제 선율에서는

non-legato와 tenuto가 표기되어 있어 느낌이 완 히 달라진다.특히 재

부의 주제 선율에는 모든 음에 악센트 표기가 되어 있어 연주자는 날카롭

고 단단한 어택(attack)의 터치법을 구사하여야 한다.같은 주제의 재 이

지만 느낌을 다르게 변형하는 통 인 소나타의 모습을 볼 수 있다.<악

보66>

<악보 66>마디82-86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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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인 근법에 해 알아본다.제1악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다성부

(polyphony기법)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슈니트 는 모방

다성 기법(imitativepolyphony)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쇼스타코비치의

orchestralpolyphony의 통을 이어가고 있다.다성 기법의 제1악장의 각

성부는 화성 으로 더욱 발 되고 있고 성부 간 조직 인 면은 매우 변수

가 많고 얽 있으나 왼손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화성 윤곽을 잡아주고 있

어서 연주자에게는 굉장히 복합 으로 다가온다.진행이 결코 편안하지 않

으며 어느 성부를 들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생긴다.연주자의 귀가 오른

손에만 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1주제와 제2주제의 법 인

부분에서 긴 음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자.이것은 구조의 연결과 발

에 도움이 된다.왼손의 긴 음들에서 페달을 교체하면서 그 음의 울림에

집 할 것을 제안한다.각각의 에피소드는 구체 으로 독자 인 결말을 가

지고 있다.특히 어려운 은 stretto부분의 주제 표 으로 다음의 과정을

참고하여 익히기를 제안한다.각 성부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미리 듣기를

통하여 비하고 각 성부의 음색을 차별화하여 다성부 특징을 충분히 살

려서 재 진행 인 모든 소리를 다 들어야 한다.각 성부의 수평 인 진

행의 발 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부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수직 진행에

서 발생하는 음향에도 충실하여야 한다.<악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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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마디38,마디75-79

38

75

제1주제와 제2주제의 명상 인 성격을 표 하기 해서 연주자에게는 무

엇보다도 legato를 할 수 있는,즉 건반에서 노래하듯이 연주할 수 있는 능

력이 반드시 필요하다.슈니트 의 말을 인용한다.슈니트 는 명상 인 부

분에 음조(intonation)의 주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연주하는데 있어서

음색과 어조의 성악 인 느낌에 집 하여 보자.

“ 에 나는 명백한 형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차 으로 세부 인 면들을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작곡하 다.그러나 지 은 그때보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매 순간에서 시작한다....( 략)...음악 아이디어가 무한정하게 되었다...

.”57)

57)A.Ivashkin.<ConversationswithAlfredSchnittke>,M.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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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는 자발 이고 즉흥 인 작법으로 환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음악 재료의 발 에 있어서 그 유동성과 연속성은 연주자에게 지

않은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복잡하고 길게 작곡된 부분을 연주할 때 연주

자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의미를 완 히 이해하고,긴 호흡을 가지고 연주

해야 한다.음색과 마찬가지로 음정(interval)역시 연주자가 계속 으로 그

것의 효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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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 론

20세기 최 의 사건은 러시아 명과 제2차 세계 이었다.이 사건들

의 치열한 장이었던 러시아의 정치,경제,문화 배경은 동시 음악사

의 기류 형성에 막 한 향을 끼쳤다.20세기 후반 러시아를 표하는 작

곡가인 쉐드린(1932-),구바이둘리나(1931-)그리고 슈니트 (1934-1998)

는 스탈린의 소비에트 연방 체제라는 억압시 를 살면서 서구의 음악 이디

엄과 자국의 통의 융합을 모색했던 사람들이다.스탈린 사후 흐루시

집권 당시 잠시 자유기가 있어 탐구 이고 실험 인 시도들이 가능했지만

이어진 집단 지도기(1964-1979)에는 여 히 통제가 가해졌다.1985년 고

르바 의 집권 까지는 강약의 차이는 있었지만 여 히 사회주의 리얼

리즘이 재확인 되고 있었다.그들의 작품경향은 이 듯 제한된 외 인 여

건의 바탕에서 독자 인 음악 행보를 보이며 개성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

로부터 비롯되었다.쉐드린,구바이둘리나 그리고 슈니트 의 작품은 교향

악 작품이나 오페라나 발 음악 같이 극 인 배경을 한 음악들이 주

로 연구되고 거론되어지지만 그들의 피아노 작품 안에서도 동일한 음악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거듭되는 명과 세계 ,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정치 소용돌이를 겪은 쉐드린,구바이둘리나,슈니

트 의 피아노 작품에서도 그들이 속한 시 의 사회와 역사를 반 하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사회주의 체제 권력의 억압과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들의 잠재의식이 소나타라는 매체에도 다분히 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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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의 소나타를 한자리에서 분석 연구해 본 결과 몇 가지의 공통

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20세기 후반의 아방가르드 음악은 소비에트의 작

곡가들에게는 아직까지도 형식주의라 하여 기시 되었으므로 그들은 과거

음악인 고 낭만주의 음악의 맥을 잇고 있다.구바이둘리나는 낭만시

의 기본 상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내면 인 감정을 요시 하고 슈니

트 는 음악에 있어서 낭만주의 감정을 그 무엇보다도 열렬히 추구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은 그들의 음악세계에 지 한 향을

미친다.실상 1950년 에서 70년 에 이르기까지 최소 20년 동안 모든 러

시아 작곡가들은 쇼스타코비치 음악의 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그 당시 쇼스타코비치는 많은 러시아 작곡가들에게 정신 지주로

인식되었다.쉐드린의 드라마틱한 작품경향 뿐만 아니라 구바이둘리나,슈

니트 의 소나타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 인 개념과 분명한 비 한 모

두 쇼스타코비치로부터 연유한다.본 논문의 연구 작품에서도 체 으로

드라마틱하고 격렬하며 극단 으로 상반되는 것들을 강하게 치시키는 기

법들을 볼 수 있는데 구바이둘리나는 작곡가의 사색의 결과로,빛과 흑암

에서 빛을 택하여 음악을 희망의 메시지로 달하고 있다.슈니트 의

음악은 개인 이고 구체 인 체험에서 나오는 내면의 소리로서 그는 혼

의 어두운 면에 치 하여 탐구하는 편이어서 연주자에게도 그의 고통이 실

감나게 달되고 있다.

한편 술가의 개인 신앙심이 음악 작품에까지 구체 으로 향을 미

친다는 사실이 세 사람의 작품에서 확인된다.그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강압 추구가 빚어낸 내면 인 공허함을 종교 인 정체성을 찾음으로 극



- 124 -

복하고 있다.쉐드린은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인 할아버지의 향으로 피아

노 소나타 이외에 종교 인 색채가 많은 작품들을 담하게 발표 하 다.

구바이둘리나는 일생동안 독실한 러시아 정교 교인으로 신앙은 그녀의 많

은 작품의 감이며 음악의 뿌리이다. 한 슈니트 는 육체의 마비(뇌졸

)로 인한 고통과 죽음에의 감을 자인 여호와의 신앙에 귀의함으로

종교 색채의 작품을 내놓았다.

Bach의 건반음악에 한 경의와 철 한 해석에서도 이들의 공통

을 찾아볼 수 있다.구바이둘리나의 피아노를 한 작품의 제목

「Inventions」,「Chaconne」,「Toccata-Troncata」와 그리고 쉐드린의

피아노 작품 「피아노를 한 24개의 PreludeandFuga」나「Polyphonic

Notebook」에서 J.S.Bach에 강한 애착을 확인할 수 있다.슈니트 의 폴

리스타일리즘에는 B-A-C-H 모티 가 사용되고 피아노를 한 작품으로

는 「PreludeandFuga」가 있다.공통 으로 본 논문의 세 소나타에서

다성음악 (Polyphony)인 기법은 필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바흐 이외에 쉐드린은 기에는 로코피에 ,쇼스타코비치 고

인상주의자인 라벨의 향을 받았으며 후에는 다성음악 (Polyphony)인 기

법과 화려한 연주기교(Virtuosity)를 바탕으로 하여 20세기 기의 작곡테

크닉을 통 인 음악 울림을 깨지 않는 범 내에서 사용하 기에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근할 수 있게 만드는 장 을 갖고 있다.

술 작품의 내용은 일반 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그의 신념에 비

추어 볼 때 세 작곡가 쉐드린의 작품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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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에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에서 쉐드린은 네 개의 주요 동기가

악장을 지배하는 통 인 소나타 형식의 바탕 에 새로운 20세기 작곡기

법을 융화시키고 있다.세차게 연타하는 리듬,토카타 수식들,오 스트

이션 진행 기법에 의한 음악 색채 그리고 인상 인 모티 들은 피차

다양한 조와 어울림을 이루며 화려한 음악 진행을 이루고 있다.거기

에 더해진 고 없이 충돌하는 화음들은 강하고 힘찬 에 지를 발산하고

있다.

구바이둘리나는 기독교 성을 작품세계의 근간으로 삼은 음악 작

곡가이다.그녀의 음악의 포인트는 인간의 혼의 승화이다.빛과 흑암

에서 구바이둘리나는 빛을 택한다.이를 해 극단 으로 상반되는 것들을

강하게 치시켜 그 목 을 달성하고 있다.지 까지 음악의 주류를

이루어왔던 통 인 서유럽의 음악은 매우 체계 이며 지 이고 논리 인

음악으로 어렵게만 느껴져 왔다.그러한 경향에 비해 구바이둘리나는 논리

이기 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즉 낭만시 의 기본 상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내면 인 감성을 요시하여 사물을 직 으로 바라보는 으로

음악을 표 하고 있다.구바이둘리나의 음악에는 신 고 신 낭만 경

향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통과 인 요소,동구와 서구 그리고 솔

로연주와 그룹연주가 결합된 첩 인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1965년에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에서 구바이둘리나는 이디엄을 발

시켜 나가는 출발 장치로 소나타라는 통 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녀의 음색과 리듬에 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이 작품을 통

해 효과 으로 드러났다.구바이둘리나는 특수주법의 사용으로 생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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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음향을 음악 아이디어에 목시켜 소나타에서 그녀의 성을 형상

화하고 있다.스윙(swing)리듬을 포함한 다양한 리듬 패턴은 작품을 추진

력 있게 나아가게 한다.스윙 주제와 코드 진행 주제,극단 인 음역의 확

등과 같은 반 되는 개념의 치를 통하여 그녀의 신념인 조화(unity)

의 모형을 창출해내고 있다.

슈니트 는 시 구분을 특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향의 작품을

작곡하 다.슈니트 의 음악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는 것은 ‘Polystylism’

이다.Polystylism의 작품은 시 의 작품들에 한 깊은 통찰과 어떤 재

료라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 탁월함이 제되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슈니트 의 작품 수의 방 함 뿐만 아니라 그 스펙트럼의 넓고 다

양함은 놀랍다.그는 20세기 음악에서 새로움 그 자체가 목 인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그 앞 세 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여 상반된 것들까지

통합함으로서 표 의 지경을 넓히고 있다.

슈니트 는 피아노 소나타들에서 고통의 감각을 음악으로 표출하고 있

다.작곡가의 생애 마지막 무렵 그의 피아노에 한 심은 증가하 다.

1990년에 작곡된 제2번 소나타의 형식 인 특징은 출발 은 소나타이지만

통 형식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주된 작곡 기법은 주제의

재료들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방법인데 이를 통해 지속 으로 구조 불

안정과 음조(音調)의 다양한 변화,그리고 즉흥성이 나오고 있다.작품의

첫 부분에 제시한 통 인 소재들을 원래의 것과 상반된 것으로 진 으

로 변질시켜가는 ‘네거티 발 (negativedevelopment)기법’을 볼 수 있다.

여리게 도입된 주제는 격히 붕괴되는 ‘명상과 충돌’경향을 곳곳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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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작품을 쓰던 시기의 작곡가의 깊고도 강렬한 감정이 선명하게 반

되고 있어서 음악은 어둡고 황량하다.

쉐드린,구바이둘리나 그리고 슈니트 의 피아노 소나타는 형식과 주요

동기들의 발 과정에 있어서는 통 인 규범을 따르나 악구의 구조,화성

과 선율,리듬 그리고 연주주법에 있어서는 인 감각이 돋보인다.

세 작곡가의 피아노 소나타 1악장에서는 리듬의 다양성과 넓은 스펙트럼

을 가진 음색이 요하게 부각된다.공통 으로 붓 과 싱코페이션이 자주

사용되고 재즈의 향인 스윙 리듬과 pointillism을 연상시키는 쉼표의

요성이 부각된다.음색의 면에 있어서도 극 화된 다이내믹의 조,음의

조합 그리고 특수 주법을 통한 새로운 음색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화성 으로는 7도,9도 음정과 polytonality의 사용과 클러스터의

범 한 사용,피아노 건반의 극심한 음역의 조 그리고 흑백건반의 동

시사용 등과 같은 이디엄을 볼 수 있다.특히 구바이둘리나의 소나

타에서는 다양한 비 통 인 주법이 청각 이고 시각 인 요소로 작품의

큰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가 편의상 세 작곡가의 1악장만을 상으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

악장들에서도 이들의 특징과 유사 은 발견된다.

쉐드린 소나타의 2악장은 법 짜임새가 주류를 이루는 변주곡이다.

그 분 기는 매우 침잠되어 있고 정 이며 거의 명상 이다.1악장에서의

활발하고 격렬한 리듬과 패시지워크들의 행렬과는 조 으로 숨을 고르며

내면을 향하는 시선이 뚜렷하다.구바이둘리나 소나타 2악장 역시 매우 명

상 인 분 기이다.1악장에서 펼쳐진 갈등과 혼란에 이어지는 2악장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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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희망,즉 평화와 기 에의 염원을 담고 있다.슈니트 소나타 2악장

은 극단 으로 느린 템포를 취하며 고통의 내면화가 증폭된다.이처럼 세

작곡가의 소나타 2악장은 공통 을 갖는다.격렬하고 생동감 넘치며 복잡

한 리듬 개를 갖는 1악장들의 분 기를 상쇄시키기 한 장치로 그들은

모두 정 이며 명상 인 분 기로 이루어져 있다.세 작품 모두에서 2악장

은 1악장과의 내용 연 성,상호 보완성이 두드러진다.

쉐드린의 3악장은 토카타 분 기로 일 하며 앞서의 1악장보다 훨씬

격하고 숨 가쁜 리듬이 만들어내는 폭발력을 보여 다.연주 효과 면에 있

어서는 이 3악장이 결정 이다.구바이둘리나의 3악장은 1,2악장들에서 축

해 온 내면 에 지가 마침내 이곳으로 수렴하여 폭발하는 체 곡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다.1악장의 갈등과 고뇌,2악장의 평화와 로에

한 갈망과 모색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완결 짓는 결연한 의지가

표출된다.슈니트 의 3악장은 다시 통렬하게 두들기는 리듬 모형들과 연

주자의 즉흥성을 요구하는 카덴차와 같은 섹션이 공존하지만 결말은 다시

서정 이고 체념어린 반복음들로 끝난다.세 작품모두에서 3악장,즉 마지

막 악장은 앞서 개되었던 복합 내용들을 하나의 총체 정 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가 감지된다.나머지 악장들을 포함한 세 작곡가들의 작품세계

에 한 보다 도 높은 연구는 본 논문의 후속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

기를 희망한다.

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창조물일 수 없고 술가가 속한 시

나 사회,역사를 반 하고 있으므로 연주자는 작품의 내용이 갖는 여러

특징들을 이러한 에서 탐구해 보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작곡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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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세계와 삶의 배경이 녹아있는 20세기 소나타에는 그들의 잠재의식이

투 되어 있어 연주 시 그들의 삶을 향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음악은 해석에 있어서 베토벤이나 쇼팽처럼 스타일이 아직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의 폭이 넓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연주자 자신의 개성을 반 할 수 있는 해석의 폭이 넓다.그러

므로 음악을 충분히 다양하게 들어보고,분석해 보고,연주해 으로서

연주자는 진정 재창조자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피아노 연주는 정신 인 면과 기술 인 면의 융합에 의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즉 테크닉 목표와 음악 목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본 논

문의 주제인 세 러시아 작곡가의 경우 오랜 세월 베일에 가려 있던 그들

삶의 배경과 이력이 밝 졌을 때 그들의 음악세계에 한 이해가 증진되었

고 작품 근에 한층 심도가 더해졌다.그들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물리

,정신 상황에 한 통찰은 작품에 그 로 투 되기 마련이다.그 부분

에 한 이해가 수반될 때 음악 개념들의 표 도 한결 용이해진다.작곡

의 기술 인 측면과 그것의 연주는 작품의 의미와 극 인 구조들과 연결되

어 있다.즉 단순하게 테크닉 으로만 근할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부터

연주 기법을 추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을 상징하는 음악 실험의 장에서 세 러시아 작곡가들의 과

거 통을 이으면서 이디엄을 가미한 소나타를 탐구하여 많은 연주

자들이 어렵지 않게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수학 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이 연구가 다른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구하는데

거름이 되고 작품 해석에 방향 제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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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fRussianPianoWorksinthelatterhalfofthe

20thCentury-EmphasisonSonatasofShchedrin,

Gubaidulina,andSchunittke

Nam-OkLee

DepartmentofMusic

GraduateSchool

HanseiUniversity

Sincemusicisreflectionofthetime,societyandhistoryratherthan

justaworkofoneman,performersshouldbeabletoexploretheinner

sideofworks.Thelater20thcentury Russian pianosonatas,which

reflectthelifeandthoughtsofthecomposers,areessentiallyaffected

by thecomposer'ssubconsciousness.Therefore,weneed to discern

theirlivesinordertointerpretthework.

Thetwobiggesteventsin20thcenturyweretheRussianRevolution

andtheSecondWorldWar.SinceRussiawasattheveryheartof

these events,its politics,economics and culturalbackground deeply

affectedcontemporarymusic.Shchedrin(1932-),Gubaidulina(1931-)and

Schnittke(1934-1998)are representative composers in Stalin's Soviet

Unionandtheycommonlypursuedtheconvergenceofwesternmu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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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oms and theirown traditions.These three contemporaries going

throughcontinuingchaossuchasrevolutions,wars,andtheoppression

ofcommunism,naturally reflected theseexperiencesin theirworks.

Their suffering caused by the communist government were also

reflectedinsonatasquitewell.

Sinceavant-gardemusicinthelate20thcenturywereforbiddento

composersinSovietUnion,asitwasconsideredformalism,Shchedrin,

GubaidulinaandSchnittkecontinuedwiththelegacyofclassicaland

romanticmusic.Althoughtheirsonatasfollow thetraditionwithrespect

to the form and the developmentofmotive,modern idiom is a

distinctivefeaturewithrespecttomusicalstructures,harmony,melody,

rhythm,sound and technique.Diversity of rhythms and a broad

spectrum of tone are well observed in sonatas of these three

composers.Especially,inGubaidulina'ssonatas,diversenon-traditional

techniqueplaysabigrole.

Playingpianocanbecompletedthroughthecollaborationofmental

andtechnicalabilities.Therefore,technicaldirectioncannotbeseparated

from thementalperception.Forthreecomposerswhoarethemain

subjectsofthisarticle,betterunderstandingoftheirlives,whichwere

notwell-knownforalongperiodoftime,wouldhelpbetterunderstand

theirworksaswell.A performershouldnotonlyapproachaworkwith

simpletechniquesbutextractperformingskillsfrom itscontext.

Theauthorhopesthatthisworkserveasafoundationforfurther

research of Russian composers and give a clear direction for

interpretationsoftheir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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