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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콥스키의 비창 교향곡 감상

❙강 정 원 교수 (고려대학교)

  하이든에서 시작해서 쇼스타코비치까지 200년 남짓한 교향

곡의 역사에서 명작이라고 불리는 교향곡을 몇 곡이나 찾아볼 

수 있을까? 차이콥스키의 <비창(Pathetique)> 교향곡은 베토벤

의 교향곡과 더불어 가장 많이 연주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

는 작품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곡의 멋진 점은 고전-낭만파

의 교향곡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번민>에서 시작하여 <환희>로 

끝나는 베토벤식의 전개에서 벗어나 차이콥스키 자신만의 인생

관 - 즉 인생은 비극이라는 점 - 을 음악으로 전개한 점이다. 

콘트라베이스의 음울한 반주로 시작하여 4악장의 마지막에서 

콘트라베이스의 탄식으로 종결되어 인생의 암울함을 암시한다.

  (1악장) 콘트라베이스의 쓸쓸한 저음 위에 바순의 비극적인 

선율이 전개되어 인생이 암울하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다. 슬픈 1주제와 대비되는 2주제는 “그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듯 모든 것을 체념한 아름다운 현의 선율로 전개된다. 두 개의 주제가 교차하면서 전

개부가 진행되는데, 클라이맥스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하는 현의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금관악기의 찢어지는 절규가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마지막에는 다시 2주제가 등장하여 슬픔을 딛고 살아가

야 하는 인간의 본질을 표현하며 마무리한다. 

  (2악장) 슬픔만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다. 비극적인 인생에서도 잠시나마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을 회상하듯 첼로가 주도하는 춤곡 스타일의 주제가 등장한다. 아름다움도 잠시, 팀파니

에 의하여 등장하는 2주제는 앞으로 벌어질 비극적인 긴 순간들 암시한다. A-B-A로 진행되는 3부 형식의 곡

이다. 

  (3악장) 행진곡풍의 스케르초로 진행된다. 인생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헛된 노력을 계속하는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힘찬 행진곡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함과 허무함이 교차하고 있다. 비창 교향곡 중에서 가장 박

력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곡이 끝나는 부분이 마치 교향곡의 마무리와 비슷하여서 악장이 끝난 후 연주회

에서 청중들이 박수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연장에서 3악장이 끝나고 박수를 치는 청중들이 있더라도 째

려보지 말고 훌륭한 연주에 감동한 청중의 박수로 너그러이 봐주면 좋을 것 같다. 

음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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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악장) 4분의 3박자 아다지오 라멘토소로서 <탄식하듯 느리게>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빠르고 힘차게 종결

하는 교향곡의 관행들과는 다르게 느린 악장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1악장에서 제시되었던 <인생은 암울하다>

라는 전제를 다시 한 번 몸에 사무치도록 작곡가는 의도한 것 같다. 심연을 헤매는 듯 암울한 마지막 악장에는 

슬픔만이 존재하고 다른 악장의 주제도 희미하게 등장하지만 슬픈 4악장의 주제에 묻혀 버리고 만다. 차이콥

스키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 <인생은 암울하고 슬픈 것이다> - 을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콘트라베이

스의 탄식하는 약음으로 종결된다. 

  교향곡의 명곡이고 음향적인 효과도 높으므로 유명 지휘자들은 대부분 한 번 이상 녹음을 남겨 놓았다. 개성 

있고, 훌륭한 연주가 많아서 클래식 애호가라면 <비창>의 음반을 10장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많은 소개

서에서 명반으로 알려진 몇 가지 연주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푸르트벵글러(Wulhelm Furwangler) 지휘 베를린 필 연주(1951년)

2. 므라빈스키(Evgeny Mravinsky) 지휘 레닌그라드 필 연주(1962년)

3.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지휘 베를린 필 또는 빈 필 연주(다수)

  푸르트벵글러의 연주는 너무 음질이 나빠서 일단 논외로 놓고 므라빈스키와 카랴얀의 여러 가지 녹음을 비

교해 보면 므라빈스키의 절도 있는 합주와 박력 있는 금관악기 연주가 더 마음에 끌린다. 카라얀은 여러 가지 

레코딩이 있지만, 음질과 악단의 음색(베를린필/빈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템포와 강약 부분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카라얀의 연주는 특히 흠 잡힐 만한 부분은 없지만, 역설적으로 특별히 매력적이지도 않다는 점

이 특징이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개성 있는 스타일의 비창 연주를 추천하고 싶다. 

1. 번스타인(Lenard Bernstein) 지휘 뉴욕 필 연주 

  번스타인은 카랴얀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카랴얀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지휘자이다. 카라얀은 유럽에서, 번스

타인은 미국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번스타인은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스타일로서 최고의 

전성기 시절에 카랴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상임 지휘자를 맡은 뉴욕 필을 지휘할 기회를 주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번스타인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베를린 필을 지휘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번스타인의 비창 연주는 간단히 표현하면 <순수 담백함>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작고한 작곡가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번스타인은 음악이 흐르는 데로 그대로 두고 작위적인 

꾸밈을 가하지 않고 있다. 음악이 흘러가는 데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이리로 저리로 몰아가는 양치기 같은 느

낌이 든다. 연주를 감상하는데 숨이 막히지도 않고, 지휘자와 나의 맥박이 같이 요동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연주다. 

2. 첼리비다케(Sergiu Celibidache) 지휘 뮌헨 필 연주 

  첼리비다케의 연주는 일단 긴 호흡에 그 특징을 부여할 수 있다. 다른 연주들 보다 약 10분 정도 더 긴 러닝 

타임을 보여주고 있고, 음표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 한음 한음을 충분하게 음미할 수 있도록 배려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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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약도 미리 치밀하게 계산되어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량의 비율을 미리 조절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끌어가고 있다. 하지만 박력을 느끼고 싶은 순간에 너무 느리고 더디다는 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아름다운 미인이 있다고 할 때 미인의 모든 점이 한 번에 어우러질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부분 부분이 아주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비빔밥을 양념 따로 채소 따로 밥 따로 먹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주는 피카소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피카소의 그림은 사람의 얼굴, 팔, 

다리가 제 위치에 있지 않다. 마치 피카소의 그림처럼 첼리비다케의 연주는 부분 부분이 엇나간 위치에 있는 

느낌이 든다. 각 부분을 정제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연주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는 이 

연주가 최상의 연주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해외의 리뷰 중에서는 “지휘자의 연주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차이콥스키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극찬을 종종 볼 수 있다. 

3. 비트(Antoni Wit) 지휘 폴란드 국립관현악단 연주 

  낙소스(Naxos) 레이블은 젊은 연주자 또는 무명의 우수 연주자를 발굴하여 고음질의 음반을 출시하는 음반

사이다. 그래모폰이나 EMI 등의 회사들이 스타급 연주자를 내세워 음반을 판매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안토니 비트는 낙소스의 대표적인 지휘자로서 폴란드 국립관현악단을 지휘하여 많은 

음반을 출시했다. 베를린 필, 빈 필 등 유명 악단과 지명도가 상대도 되지 않지만, 음반을 들어보면 음질만 훌

륭한 것이 아니라 연주 또한 매우 뛰어나다. 음질 면에서 먼저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로 2000년 이전의 음반

에 비교하여 꽉 찬 정보량을 자랑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정보량이 많으므로 오케스트라의 현악이 다른 

음반들에 비교하여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들린다. 두 번째로 공간감이 우수하고, 금관악기의 울림이 찢어

지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다. 

  연주의 면에서 보면 번스타인처럼 몰아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첼리비다케처럼 너무 늘어져 있지도 않다. 적

당한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절한 박력을 구사하고 있다. 이 연주를 듣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명연주>라고 판이 박힌 연주들만을 편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연주도 충분히 

명반의 반열에 들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즐비한 명연주 사이에서 그 자리가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