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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

❙강 정 원 교수 (고려대학교)

  <부활(Resurrection)>은 우리 지구상의 역사를 바꾼 종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개념은 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만들고 있으며, 절대적 

신에게 순종만을 요구하는 이전의 종교들과 차별되는 점이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순

간, 인류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 세상의 죽음 공포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모든 이들이 부활의 기대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서양의 모든 문화에 있어서 <부활>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말러는 19세기의 끝에 부활 교향곡을 작곡했다. 물론 말러 자신이 직접 “부활”이라는 

이름을 직접 붙인 곡은 아니지만, 마지막 악장의 가사와 제목에서 부활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활>

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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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러가 <부활>을 주제로 교향곡을 작곡하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 보았다. 서양 철학의 핵심

이고, 기독교 정신에서 가장 큰 개념인 부활을 그림에 그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캔버스가 필요할 것인가? 

음악의 처지에서 본다면 캔버스는 시간일 것이다. 말러는 1악장에 약 25분, 마지막 악장이 약 35분에 해당하

는 큰 캔버스 위에 부활의 개념을 그리고자 하였다. 여태까지 있었던 교향곡에 비교하여 무려 2배가 넘는 크기

가 되었고, 대편성의 오케스트라와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금관악기 부대와 알토/소프라노의 독창, 합창단까지 

동원되었다. 말러는 이후에 8번 교향곡에서 <천인의 교향곡>으로 교향곡 중에서 가장 큰 편성을 시도하게 된

다. 말러가 표현하고자 한 자신의 음악은 얼마나 규모가 커야 할 것인가? 몇 개의 교향곡에서 말러는 자신의 

음악의 진폭과 크기를 시험해 보았다. 2번 교향곡 부활, 3번 교향곡, 8번 교향곡, 9번 교향곡 등에서는 한없이 

이어지는 풍성한 음의 향연으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2번 부활 교향곡은 그만큼 복잡

하고,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크기를 가지고 있다. 글을 통하여 부활 교향곡을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

운 일이다. 그저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하지만 설명을 붙이자면 할 말도 많기도 한 복잡한 곡이다. 

  

  1악장은 <장례식(Totenfeier)>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부활을 다루자면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

다. 첫 악장은 장례의 행렬을 암시하는데, 말러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 작곡가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오페라에 수록된 트리스탄의 장송 행진곡이 연상된다. 이어지는 장송 행진곡의 신음 속에서 작게 피어나는 부

활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즉, 마지막 악장에서 사용될 부활의 주제가 잠깐씩 등장한다. 말러는 이미 1악장에

서 이 곡 전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말러 자신이 붙인 설명에 의하면, 다른 교향곡과는 달리 첫 악장이 

끝난 후 5분 이상 쉬도록 지시하고 있다. 1악장의 의미를 충분히 다시 생각해 보라는 뜻이거나 이미 1악장은 

이 곡 전체의 구조를 암시하고 있다는 의도일 것이다. 

  2악장은 렌틀러라는 무곡의 한 형식의 곡으로서 꽃노래 같은 아름다운 분위기이다. 시대 말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고전적인 곡이다. 말러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죽은 영웅의 생전의 행복한 과거의 회상>이라고 한다. 

행복한 회상 속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잠깐씩 머리를 들어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목관악기와 현의 조

화가 아름다운 곡이다. 

  3악장은 말러의 설명에 의하면 <신념을 잃어 인생의 믿음에 대한 회의와 혼란>을 그렸다고 한다. 이 악장에

는 물고기에게 설교하여 물고기가 감화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라는 가곡의 주제가 사

용된다. 매끈한 물고기가 수초 사이를 날렵하게 헤엄치는 듯한 현의 멜로디가 상당히 재미있다.

  4악장은 3악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작곡한 가곡집인 <이상한 나라의 뿔피리>에서 발췌한 곡으로서 <원광 

(Urlicht)>을 그대로 가져왔다. 오케스트라와 알토의 독창으로 기나긴 교향곡에서 조용한 안식처 같은 역할을 

해준다. 말러의 설명에 의하면 <죽음에의 동경> 또는 <신념의 재탄생>을 그렸다고 하는데, 5악장에서 제시될 

부활의 시작점에 해당한다. 

  5악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려 30분이 넘는 길이로 웬만한 교향곡 1곡 전체의 크기와 맞먹는

다. 세 부분은 <황야에서 외치는 자>, <성과 속의 공존>, <부활>이라는 말로 흔히 설명되는데, 말러 음악의 복

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알토의 독창, 소프라노와 알토의 2중창, 그리고 4부 혼성 합창으

로 장대한 마무리가 맺어진다. 천상의 음악을 듣는 듯 마지막 <부활>의 합창에서는 어느 곡에서도 느끼지 못했

던 장대함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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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버트 카플란이라는 미국의 사업가 있었다. 돈 많은 억만장자의 평생소원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러의 

2번 교향곡을 한번 지휘해 보는 것이었다. 다른 곡도 아니고 딱 한 곡, 말러의 2번 교향곡이면 족했다. 그는 

그가 가진 경제적인 특권을 어느 정도 이용해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최고의 합창단을 섭외해서 말러의 

2번 교향곡을 지휘할 기회를 얻었다. 놀랍게도 비엔나 필과 비엔나 합창단을 동원한 그의 레코딩은 수많은 말러

의 2번 교향곡 음반 중에서 명반으로 꼽힌다. 한사람이 평생을 통하여 그토록 원한 음악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이다. 카플란은 아마도 별도로 지휘 수업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당연히 평생을 지휘에 바친 전문 지휘자와는 분명히 차별점이 있을 터이지만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

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KBS 교향악단을 지

휘하여 말러의 2번을 연주하였다는 점이다. 

  <BBC 매거진이 뽑은 세계의 5대 교향곡>에 선정된 만큼 많은 지휘자가 평생의 노력으로 이 곡에 도전하여 

수많은 명반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 물론 말러의 제자였던 브루노 발터의 명연을 첫 번째로 꼽아야 하지

만, 레너드 번스타인의 평생에 걸친 2번의 교향곡 전곡 연주와 사이먼 래틀을 스타로 만들어준 음반, 오토 클

렘펠러의 중후한 명연주 등도 잊을 수 없다. 각 연주는 개성이 강렬해서 마치 다른 곡을 듣는 것 같이 큰 차이

가 난다. 당연히 길버트 카플란의 연주도 매우 훌륭하다. 개인적으로 카플란의 연주 중에서 1악장은 모든 음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연주라고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