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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Samuel Barber의 가곡

‘Four Songs' Op.13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작곡가 Samuel Barber(1910-1981)의 가곡 ‘Four Songs'Op.13

에 관한 연구이다. Barber는 20세기 미국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전

통적인 낭만주의 형식위에 현대적인 어법들을 조화롭게 어울러 표현하는

작곡기법으로 미국 성악문헌의 흐름에 많은 중요한 작품들을 남겼다. 일

찍이 유복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은 Barber는 미국에서 유

럽의 낭만주의 음악에 기초한 음악형식을 접했으나 후에 잦은 유럽여행을

통해서도 다양한 어법들을 새로이 접함으로써 전통적인 조성과 현대적

어법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걸작들을 남겼다. 이로써 Barber는 미국 성악

곡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기여했다.

Barber에게 있어 시는 그의 가곡의 가장 중심에 있다. 무엇보다 가사를

가장 중요시 여긴 Barber는 시의 표현을 중점으로 시가 지닌 억양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한 작곡가였다는 점에 성악곡 작곡가로서

그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어진다. 시가 지닌 형식과 흐름에 따라 자유로

운 박자와 리듬의 구조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전통적인 마디의 형식에

서 벗어나는 참신한 시도 역시 Barber만의 특별한 어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면모는 특히 과도기 이후의 작품에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Four Songs' Op.13은 그의 가곡을 3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볼 때

1937-1940사이 작곡되어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작품으로서 위에 언급

한 Barber의 새로운 음악적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주목 받는



다. 그 주제로 볼 때 전혀 연관성이 없는, 매우 대조적인 느낌을 주는 4

편의 시를 모아 작곡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작품을 분

석, 연구함으로써 바버의 가곡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보다 학구적인

연주를 위한 도구로 삼고자 한다.

주요어: 사무엘 바버, Samuel Barber, Four Songs, Op.13

학번: 2012-2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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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Samuel Barber는 작곡가로서 일찍이 두

각을 나타내었고 Aaron Copland와 함께 당대(1941-60년대 중반까지) 가

장 많이 연주되는 작곡가였으며1) 미국 성악문헌 상 가장 중요한 작곡가

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그의 작품은 전형적이고 미국적인 단순성과 솔직함을 보이는데, 특히 그

의 초기 작품에는 전통적인 낭만주의 음악형식, 즉 조성을 벗어나지 않는

전통적인 어법이 주를 이루며, 이후 두 세계대전 이후 미국 음악계에 새

롭게 등장한 현대적 음악 어법, 즉 실험주의적인 경향과 미국처럼 밀려오

는 흐름 속에 바버는 자신의 특징과 색깔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쓰며 자신

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했다. 당시 많은 미국의 작곡가들의 작품에 조성이

파괴되고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기법이 밀려오는 중에도 바버는 낭만주의

음악의 조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미국적이며 현대적인 음악 어

법이 조화를 이루는 보석과도 같은 걸작들을 남겼다.

미국가곡의 역사에서 Barber는 특히 가곡 작곡가로서 그 중요성을 지닌

다. 그의 가곡들은 서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사의 내용과 흐름을 매우

절묘하게 표현했다는 점에 그 우수성이 돋보인다. 그의 가곡 속에 가사가

지닌 억양과 흐름이 극히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점은 Barber의 뛰어난

문학적 이해를 말해준다. Barber는 가사를 선택함에 있어 신중함을 보였

고 그의 낭만적인 음악양식과 어울리는 시를 골라 작곡하였다. 시에 대한

Barber의 특별한 애정은 그가 생전에 이야기 했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나는 노력한다... 시의 자연적인 리듬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리

듬이 깨지면 가사들이 망쳐지고 그러면 대중의 이해마저도 망가질 것이기

1) Carol Kimball(채은희 역), Song, 형설,2003,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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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나는 가사가 이해되어질 만하게 쓰여지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 나의 가곡들은, 리트들처럼, 가사들을 강조하는 경향을 갖는다.”2)

길고 표현적이며 우아한 성악선율, 세심하고 정교하게 채워진 피아노 반

주 그리고 때론 가사의 표현을 위해 불규칙적인 변박과 도약 등을 사용하

는 기법 등은 Barber의 가곡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된다. 특별히

그의 대표적인 가곡, 'Despite and Still'Op.41, ' The Daisies'Op.2,No.1,

'Hermit Songs'Op.29, 'Three Songs'Op45, ‘Four songs'Op.13 등은 성악

문헌 상에 매우 중요한 작품들로서 국내외의 학구적인 연주 무대에서 끊

임없이 연주되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중, 낭만적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의 대표적인 가곡집 'Four

songs' Op.13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Barber의 가곡이 지닌 특징 음악적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보다 학구적인 곡 해석 및 연주를 위한 밑

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2) Carol Kimball(채은희 역), Song, 형설,2003,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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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

1. Samuel Baber의 생애

Samuel Barber는 1910년 3월 9일 Pennsylvania주에 위치한 West

Chester에서 태어났다. Samuel Barber의 본명은 Samuel Osborne Barber

Ⅱ으로 그의 친할아버지의 Samuel Osborne Barber Ⅰ에서 땄다3). 후에

작곡가가 된 후로부터는 쓰지 않았다. 그의 친할아버지는 제조업으로 성

공한 사업가였고, 외할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다. 지역에서 존경받고 영향

력 있는 의사인 아버지와 가정적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어머니 밑에서 유

복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의 어머니는 굉장한 음악가집안 출신으로

Barber의 이모는 Louise Homer4)였고 이모부는 유명한 작곡가 Sidney

Homer였다. Barber는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Barber는 6세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후에 첼로를 시작해 10세

때에는 짧은 오페라 'The Rose Tree'를 썼고 12세때 Westminster 장로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했다. 14세에 Curtis Institute of Music에

입학하여 George Boyle과 Isabelle Vengerova에게 피아노를 ,Rosario

Scalero에게 작곡을 Fritz Reiner에게 지휘를 Emilio de Gogorza에게 성

악레슨을 받고 커티스에서 바리톤으로 리싸이틀을 한다.5)

그 후 Vienna로 간 Barber는 John Braun에게 성악레슨을 받고 가수로

서 활동을 하는 동시에 작곡에 급속도로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 1928년

쓴 그의 Violin Sonata가 Columbia University의 Bearns상을 받기 시작하

며 잇따라 String Quartet 'Serenade'와 성악과 String Quartet을 위한

'Dover Beach', Cello Sonata등을 썼다.

3) Peter Dickinson ed, Samel Barber remembered: a centenary tribute(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10, p.3.

4) Louise Homer: contralto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였음.
5) Nicolas Slonimsky, Baker's biographical dictionary of twentieth-century 

classical musicians(New York: Schirmer)1997,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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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다시 Bearns상을 받은 그는, 1935년부터 1936년에 Pultizer 장학

금과 Rome상 덕분에 Barber는 Rome에 있는 American Academy에서 공

부하였고, 후에도 여러 후원을 받아 유럽여행을 하였다.

1938년에는 그의 Curtis 재학시절의 친구인 Gian Carlo Menotti와 동행

한 유럽여행 중 Arturo Toscannini를 만나 Barber의 Adagio for Strings

과 First Essay 가 NBC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되면서 그는 진정한 미

국작곡가를 대표하는 젊은 작곡가가 되었다.6)

세계 2차 대전후 그는 Menotti와 함께 구입한 New York Kisco에 있는

Capricorn로 이름붙인 대저택으로 돌아와 1958년, Menotti가 대본을 쓴

오페라 ‘Vanessa'가 Metropolitan Opera극장에 초연된다. 이 오페라로

Pulitzer상을 받은 후 연달아 1962년에 쓴 Piano concerto로 Pulitzer상을

받는다. 하지만, 1966년 Opera 'Antony and Cleopatra'의 큰 실패로 그는

이탈리아 알프스에서 몇 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였고, 1974년 New York

으로 다시 돌아와 작곡을 거의 하지 않고 혼자 생활했다. Barber는 1981

년 70세의 나이로 New York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2. Samuel Barber의 예술가곡

20세기 미국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Samuel Barber는 자신이 바리톤

으로 활동하며 성악곡에 대한 이해가 높았으며 특히 그의 가곡들은 그가

살아있던 당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도 널리 연주될 정도로 현대예술가곡

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Barber의 가곡은 전통적 틀을 지키면서 현대적인 색채를 드러낸다.

Barber의 음악에 끼친 여러 영향중 그가 19세기 음악과의 연관성을 지켜

6) Victoria Etnier Villamil, A Singer's Guide to The America art song 
1870-1980(The Scarecrow Press),1993,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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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영향력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다.7) 첫 번째로 유럽

에 기초한 전통적이고 정규적인 음악교육이고, 그의 지적발전을 이룬 유

럽여행이 두 번째이며 마지막영향은 그의 이모부인 작곡가 Sidney

Homer의 음악적 지주 역할이다. 그의 가곡 스타일은 해를 거듭하면서 복

잡해졌지만 그는 서정성을 잃지 않았으며 말년에는 다시 초기의 단순성을

보이기도 했다.8) 그의 가곡들은 서정적인 감정선을 지키면서도 마디마다

박자표가 바뀌거나 도약이 많은 등의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그의 가곡은 38여곡이 출판되었고 68곡이 출판되지 않았다9). 그의 가곡은 3

개의 시기10)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전통적인 어법을 익히고 낭

만주의적 전통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는 제 1기(1927-1939), 유럽유학의 영향으로 현대어법을 실험하기 시작

해 특정 음정 모티브와 리듬을 반복, 변형하는 제 2기(1940-1946), 마지막

으로 제 3기(1947-1981)에서는 음악적 실험이 정리되고 정제된 모습이 보

인다.

Barber는 시를 중요시 여겼고 시의 리듬과 억양에 따라 음악의 리듬과

흐름을 구성하는데 있어 특별히 뛰어난 작곡가로 알려져있다. 특히 그의

가곡은 가사와 음악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잦은 변박과 쉼표, 당김음,

반주리듬과 성악부가 다른 폴리리듬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그

7) Barbara B. Heyman,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Oxford 
University Press),1992, p,4.

8) Victoria Etnier Villamil, A Singer's Guide to The America art song 
1870-1980(The Scarecrow Press),1993,P.24.

9) Barbara B. Heyman,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Oxford 
University Press),1992, p,519.

   
10) Richard Jackson, ed.Stanl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2,1980(London:Macmilan)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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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악보1-1>와 <악보 1-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악보1-1>

<악보1-2>

그 중 'Four Songs' Op.13은 1937-1940사이에 작곡된 곡으로 위의 분

류의 제 1기에 속하는 작품으로써 전통적인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특히

성악선율 안에서 가사의 흐름에 따른 충실한 표현이 돋보이는 곡으로 대

조되는 4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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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인 작곡
년도 마디 형식

A Nun Takes the Veil Gerard Manley 
Hopkins 1937 22 A-B

The Secrets of the 
Old William Butler Yeats 1938 58 A-A'-B-A''

Sure on this shining 
night James Agee 1938 34 A-B-A

Nocturne Frederic Prokosch 1940 49 A-A'

3. ‘Four Songs' Op.13 악곡 분석

Barber의 가곡 Op.13은 4개의 악곡으로 구성된 연가곡이며, 각각의 시는

연관성이 없다. 첫 곡 A Nun Takes the Veil을 시작으로 1937~1940년에

걸쳐 작곡되었다. Barber의 음악양식을 1939년을 기점으로 제1기와 제 2

기로 구분해 볼 때, 1기 말과 2기 초에 작곡되어 1기와 2기의 양식이 잘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표 1> 4개 가곡의 전반적인 특징

1. A Nun Takes the Veil(베일을 쓴 수녀) Op.13, No.1

첫 번째 분석할 악곡인 “A Nun Takes the Veil”는 1937년에 작곡된 곡

으로 Barber의 음악시기 중에서 1기 말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1기를 마무

리 하는 작품이다. 가사는 Gerard Manley Hopkins의 시에서 가져왔으며

이 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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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desired to go Where springs not fail,

To fields where flies no sharp and sided hail

And a few lilies blow.

And I have asked to be Where no storms come,

Where the green swell is in the havens dumb,

And out of the swing of the sea.

나는 샘물이 마르지 않는 곳으로 가기 바랬네,

모나고 뾰족한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곳,

몇 송이의 백합꽃이 피는 곳.

또한 나는 폭풍이 불지 않는 곳을 청했네,

녹색 놀이 고요히 안식하는 곳,

파도치는 바다를 벗어나.

이 시는 Hopkins(1844–1889)가 쓴 것으로 1918에 ‘Heaven Haven: A

Nun Takes the veil'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Barber가 1930년 개정된

Oxford University press edition을 보고 쓴 작품으로11) 평화로운 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적 화자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 Vienna에서 만나

Hopkins의 시를 즐겨 나누던 영국인 첼리스트 Rohini Coomara에게 헌정

되었다. 이 곡의 형식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Barbara B. Heyman, Samuel Barbaer: A Thematic Catalogue of the Complete 
Works(Oxford University Press),2012,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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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박자 빠르기

A 1-11 3/4⟶4/4 Broad and sustained, in exact 
rhythm

B 12-22 3/4⟶2/4⟶3/4⟶4/4 〃

<표 2> “A Nun Takes the Veil”의 형식 구조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곡은 A, B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binary form을 가지고 있으며 A, B 11마디씩 총 22마디로 op.13의 4개의

가곡 중에서 비교적 짧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박자는 B가 A에

비해서 비교적 변박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빠르기는 일관되게 유지된다.

(1) A Section

<악보2> 1-2마디

<악보 2>과 같이 A의 첫마디는 아르페지오의 반주부로 시작하는데 이

는 3화음의 구성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성적 색채를 명확하게 드러

낸다. 이는 화성적으로 낭만시대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 Barber의 전기 음

악양상에 부합하는 특징이다. 이 아르페지오 동기는 하나의 모티브적 역

할을 하며 A, B의 앞부분 처음 5마디에 걸쳐 반복되며 통일성을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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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에서의 전체적인 화성은 별다른 비화성음 없이 수직적으로 각 화음

들이 3화음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수평적으로는 한 조성 내의서

의 조성적 맥락을 찾을 수 없도록 구성하였다. 이 또한 낭만시대의 화성

어법에 영향을 받은 Barber 가곡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악보 1>의

아르페지오 반주부가 등장하는 첫 5마디의 화성은 DM Chord⟶CM⟶FM
⟶E♭M⟶A♭M의 순서로 진행되며 CM⟶FM, E♭M⟶A♭M의 5도 아래

정격 진행을 눈여겨 볼 수 있다. 특히 3도 위 아래, 5도 위 아래로 향하는

이러한 화성진행은 이 곡 전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징이다.

<악보 3>

<악보 3>의 첫 5마디의 선율선을 보면 spring이라는 단어에 최고점을

두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spring은 해석에서 “샘물” 으로 번역

되어 있는데 첨언하면 “내가 진정으로 가고 싶어 하는 곳”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A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후에 다루겠지만 B 부분에서도 green이라는 단어를 높은 음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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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가사와 선율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연결시킨 Barber

의 음악어법이 잘 드러나는 사례라고 하겠다. <악보 4>

<악보 4>

8마디에 이르러서 dynamic이 p로 변화되고 선율은 하행하면서 사라지듯

이 끝나는데, 지금까지 화음들이 장, 단3화음만으로 구성되었다면, 선율선

이 끝날 때 등장하는 화음은 반감7화음으로 변화되었다. <악보 4>에서 A

부분에서 선율선이 끝나는 9마디와 곡이 마무리되는 11마디, B부분에서의

선율이 마무리되는 지점인 21마디에서 모두 반감7화음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화음의 성질을 변화시킴으로써 곡의 분위기를 전환시켜 곡이 마무리

되는 느낌을 주려는 작곡가의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9마디와 21

마디는 화음의 성질뿐만 아니라 배치까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A와 B부분의 선율선이 마무리 되는 지점에 같은 화음을 사용하여 악곡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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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마디에서의 반주부는 8마디에서의 선율부를 4도 아래로 모방하며

A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또한 Barber의 가곡 전체에서 흔하게 찾

을 수 있는 특징이다.<악보 5>

<악보 5>

(2) B Section

B부분은 전체적으로 A부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제일

첫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첫 마디로, A부분에서의 처음 시작이 D

Major Chord였다면 B부분에서는 A Major Chord로 5도 위의 화음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는 앞서 밝혔던 Barber의 음악양식 중 하나인 5도아래,

위로 향하는 화음진행이 수평적인 화음 구성뿐만 아니라 Section에서도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A부분에서는 처음 시작에서 반주부의 아르

페지오 모티브가 1마디 진행되고 선율부가 등장하였다면, B부분에서는 A

부분의 아르페지오 모티브가 끝나고 바로 선율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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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또한 A부분의 첫 3마디에서 선율부의 반음계적인 진행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진행은 Barber의 음악양식에서 3기에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이 1기의 작품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곡은 초기를 마무리하는 작품

일 뿐만 아니라 2기의 특성까지 포함하는, 과도기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선율부에서 최고음으로 어떠한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선율부와 반주

부를 능동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이 곡의 주된 특징이라고 밝힌 바 있는

데, <악보 6>에서의 17마디에서는 그 특징이 제일 잘 나타난다. green이

라는 단어를 이 곡 전체 선율부에서의 최고점인 G음에 배치함으로써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G음은 순차진행으로 도입되는 것

이 아닌 C음에서 5도 위로 도약하여 도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도약

은 G음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선율부의 음과 반주부

의 최고음을 일치시켜 그 음들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 짧은 꾸밈음은 아

르페지오 모티브를 상기하게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선율부의 음을 더

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악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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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19마디에서는 A부분의 7마디와 마찬가지로 dynamic이 f에서 p로 변화

되고, tempo도 느려지고, 선율선도 하행하면서 사라지듯이 선율부를 마무

리짓는데, 20마디의 선율과 8마디의 선율을 같게 함으로써 곡 전체에 통

일성을 주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맨 마지막 화음은 D Major chord

의 Picardy 3도 화음으로 끝나는데, 이는 밝은 장3화음으로의 분위기 전

환을 통하여 시적 화자가 가고싶어 하는 “그곳”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하

게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32분음표의 꾸밈음으로 제시되었던 아르

페지오 모티브의 음가를 늘려 재현함으로써 그 모티브를 상기시키는 역할

도 하고 있다. <악보 8>

<악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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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밝혔듯이 이 곡은 수평적으로 3화음들이 조성적 맥락 없이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이 곡의 조성을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처음 표시된

조표와 끝의 화음으로 미루어 볼 때, d minor에 제일 가깝게 되어 있음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선율부가 마무리되는 21마디에서

의 선율부 A음(sea)은 d minor의 5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d minor로

종지하는 느낌을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21마디의 반감7화음의 화음

구성도 그러한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래대로라면 d minor의

dominant 화음인 A-C#-E-G가 등장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C#음과 E음

을 C, E♭으로 변화시켜 화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악보 9>

<악보 9>

결국 이러한 화음의 구성은 Barber 화성적으로 낭만시대의 화성어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2. The Secrets of the Old(늙은이의 비밀) Op.13, No.2

두 번째 분석할 악곡인 “The Secrets of the Old”은 1938년에 작곡된 곡

으로 1번 곡과 마찬가지로 Barber의 음악시기 중에서 제1기 말에 해당하

는 작품이다. 가사는 William Butler Yeats의 시에서 가져왔으며 이 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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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old women's secrets now

That had those of the young;

Madge tells me what I dared not think

When my blood was strong,

And what had drowned a lover once

Sounds like an old song.

Though Margery is stricken dumb

If thrown in Madge's way,

We three make up a solitude;

For none alive today

Can know the stories that we know

Or say the things we say:

How such a man pleased women most

Of all that are gone,

How such a pair loved many years

And such a pair but one,

Stories of the bed of straw

Or the bed of down.

내겐 지금 노파들의 비밀이 있어요

젊은 날의 비밀들 말이에요

매지는 내가 젊었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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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생각도 못했을 일을 얘기해요

한때 연인을 흠뻑 잠기게 했던 일이

마치 오래된 노래 같아요.

마그리가 만약 매지의 상황이었다면

말문이 막혔을 테긴 하지만

우리 셋만 남아 함께 고독을 즐겨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말도:

그 중 어떤 남가가 가장 어떻게

한 여자를 기쁘게 해 주었는지

그 둘이 오랜 시간동안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하나가 아닌 그런 둘이었는지

밀짚 침대 이야기

혹은 솜털 침대 이야기

이 시는 Yeats(1865-1939)의 1928년 발표된 ‘The Tower'의 9번째 시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가사는 세 노인이 젊은 시절 비밀을 나누며 쌓은 우정

의 영원함을 이야기 하는 내용이다. 비밀스럽지만 다소 유쾌한 내용의 가

사를 음악적으로 비교적 빠른 템포와 잦은 변박, 짧은 음가의 간결한 반

주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또한 노래의 대칭구조가 시의 세 절과 부합하

고 2박자와 3박자계열이 번갈아가며 사용함이 해석에 유쾌함을 더했다12).

이 곡의 형식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Barbara B. Heyman, Samuel Barbaer: A Thematic Catalogue of the Complete 
Works(Oxford University Press),2012,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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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빠르기
A 1-12 Allegro giocoso
A' 13-28 〃
B 29-39 〃
A'' 40-58 〃

<표 3> “The Secrets of the Old”의 형식 구조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곡은 A, A', B, A''로 구분되는

sectional form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시의 세 절이 노래의 대칭구

조와 부합한다고 분석한 것과는 다르게 음악적으로는 13마디에서 동기가

반복되었고 음악의 반주와 선율이 29마디에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4개

의 section으로 구분되는데, 이처럼 시의 구조에 있어서의 분할지점과 음

악 section이 분할되는 지점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section이 분

할되는 지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지 않은 작곡가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러한 의도된 이 곡의 불명확한 특성처럼 이 곡은 다른 3곡에 비해 변

박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다른 3곡에 비해 조금 더 역동적이고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곡 전체에서 변박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선율선도 유동적인 리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Barber 음악의 중기

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 작품 또한 초기와 중기의 특성을 동시에 지

닌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곡에서는 잦은 변박으로 해석에 유쾌함을 더하고 있다고 앞서 밝힌

것처럼, 바버는 일정한 박자가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사

용해 변박을 만들었는데, 먼저 그는 8분음표를 기준박으로 하여 기본적으

로 2박,3박,4박으로 리듬을 사용했는데 이때 반복되는 시점은 일정 리듬

의 패턴을 두 번까지는 반복하되 세 번째부터는 변화하게 하여 청자로 하

여금 박자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게 만들어 불규칙적인 특성을 만들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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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맨 처음 5/8박자에서 3박,2박/3박,2박의 리듬이 교대로 나타나

면서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였다면 3마디에서는 4박의 리듬으로 변화를 주

었고, 3마디부터는 4박/3박/2박/2박으로 변화를 통해 4박패턴이 세 번 이

상 연속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였고, 6마디의 2박,2박 패턴은 7마디에서 3

박,2박으로 바뀌면서 역시 세 번 이상 반복되지 않는 형태를 띄게 만들었

다. <악보 10>

<악보 10>

다만 이러한 특성은 박자를 불규칙적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의 예시를

보인 것일 뿐, 13마디에서는 의도적으로 첫 박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함으

로써 12,13,14마디에서 4박이 세 번 반복되는 패턴을 피했다.

예외적으로 20마디부터 25마디까지 4박,3박의 패턴이 교대로 사용된 부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선율에 가사를 붙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리

듬구조를 변화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26마디부터 28마디까지 이어지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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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리듬패턴은 B부분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1) A Section

잦은 변박으로 불규칙적인 반주부의 리듬이 제시되고 2마디에 선율부가

등장하는데, 4마디의 순차진행 후 도약하는 선율이 특징적으로 그것은 이

곡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모티브적 동기에 해당한다. <악보 11>

<악보 11>

A부분은 8마디를 기점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7마디

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의 선율선을 가지고, 8-12마디는 전체적으로

하강하는 모양의 선율선을 가진다. 또한 전체적으로 선율선의 음가가 짧

으며 도약이 심하지 않고 순차진행을 이루는 것이 특징인데 A부분의 마

지막 3마디에서 긴 음가와 도약진행을 이루며 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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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Section

A' 부분의 선율선 구성은 Barber가 의도적으로 리듬적인 흥미를 주려고

한 의도가 제일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 우선 A와 비교해보면 시작은 A와

비슷한 듯 하지만 17마디에서 하행도약을 삽입하여 변화가 일어난다. 또

한 이 부분에서는 C Major의 4도와 5도 화음이 차례로 나옴으로써 18마

디에서 종지를 만드는데, 이는 다분히 조성적인 화성어법으로 Barber의

음악양상 중 1기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악보 12>

<악보 12>

A' 부분은 전체적으로 13-18마디, 19-27마디의 2부분으로 나눌 수 있

는데, 첫 번째 부분은 A부분과 거의 유사하며 앞서 밝힌 것처럼 특징적인

동기를 변화시켜 종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 동기의

변화가 또다시 일어나는데, 19-24마디는 2-7마디의 선율을 4도 위에서 모

방하면서 같은 리듬으로 시작하지만 23마디에서 21마디 retrograde시킨

동기가 등장하고, 26마디에서는 6마디의 음가를 변화시킨 동기가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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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 부분에서도 첫 번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화성적으로 완벽한

종지를 이루고 있다. <악보 13>

<악보 13> A부분과 A' 부분의 선율선 비교

(3) B Section

B부분은 변박이 없다는 것과 선율선의 음가가 일정하다는 점에서 다른

Section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B부분의 가사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나

누는 이 모든 말도.’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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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화자와 Madge, Margery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제목인 늙은이

의 비밀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 전체에

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Barber는 반주부와 선율부의 음가를 의

도적으로 고정시켜 놓는 방법으로 중요한 가사의 의미를 강조하려 했다.

화성적으로는 27마디의 C Major Chord가 28마디의 C Minor Chord로

바뀜으로써 Major에서 Minor로 분위기가 전환된다. <악보 14>

<악보 14>

(3) A’’ Section

Major에서 Minor로의 코드변화를 통한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전환은 B

에서 A’’로 Section이 넘어갈 때도 볼 수 있는데, <악보 15>에서의 코드

변화와 함께 A’’ Section이 시작된다. <악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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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40마디에서의 갑작스러운 코드변화를 통해 시작된 A’’ 부분은 전체적으

로 A를 상기시키며 A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된다. A’’ 부분은 크게

a-b-a'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a-b-a'는 각각 40-45, 46-50,

51-58마디에 해당한다. a,b는 A의 1-7,8-11마디에 대응하며 a'부분에서 a

가 재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A마디와 유사하게 진행된 A’’ 부분은 56마디에 이르러서 dynamic이 pp

로 바뀌고 반주부의 음역대가 변화하면서 생각에 잠겨 사라지는 듯한 느

낌으로 끝맺는다. <악보 16>

<악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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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re on this shining night(분명 이 빛나는 밤에) Op.13, No.3

세 번째 분석할 악곡인 “Sure on this shining night”는 1938년에 작곡된

곡으로 가사는 James Agee에 의한 시다. 이 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Sure on this shining night

Of star made shadows round,

Kindness must watch for me

This side the ground.

The late year lies down the north.

All is healed, all is health.

High summer holds the earth.

Hearts all whole.

Sure on this shining night I weep for wonder wand'ring far alone

Of shadows on the stars.

별들이 그림자를 속삭이게 하는

분명 이 눈부신 밤에,

나는 이곳에서 평안을 얻는다.

지난 해는 북쪽을 향해 눕고,

모든 것이 치유됐으며 모두 건강해.

한여름이 이 땅을 붙들고,

마음은 모두 온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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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박자 빠르기
A 1-9 3/4⟶2/4 Andante

B 10-20 3/4⟶4/4⟶3/4⟶4/4
⟶3/4 〃

A' 21-34 3/4 〃

분명 이 눈부신 밤에,

저 먼 별빛 어둠을 거닐며

나는 경이로움에 눈물 흘린다.

이 시는 James Agee(1909–1955)가 쓴 작품으로 1934년 발간된 Agee의

첫 시집 ‘Permit Me Voyage'의 ’Description of Elysium'이다. 별이 빛나

는 밤에 화자가 느끼는 감상을 표현한 시로 특유의 서정성 때문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기도 하다. 이 곡 또한 앞서 분석한 곡처럼 가사의 내

용이 곡 안에 많이 반영되었으며 별빛이 빛나는 밤의 평화로움과 그 안에

서 화자가 천천히 걸으며 느끼는 감상을 표현하기 위해 음악적으로 비교

적 호흡이 긴 선율을 사용하였고, 템포 또한 느리게 바뀌어 평화로운 분

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곡은 Barber의 여동생 Sara Fulton Barber(1913-1961)에게 헌정된 곡

이며 형식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Sure on this shining night”의 형식 구조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곡은 A, B, A'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 Sectional form을 가지고 있으며 A와 A'에 비해 B에서 변박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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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 전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대위적으로 선율과 반주부가 모방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이다. A부분은 선율부의 선율을 반주부가 모

방하고, B부분에서는 선율부의 독자적인 진행이 나타나고 A'부분은 반주

부의 선율을 선율부가 모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대위적인 기

법 또한 Barber의 음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Barber의 음악

양식 중 1기의 특징에 해당한다.

(1) A Section

앞서 밝힌대로 A는 선율부의 선율을 반주부가 모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정적이다. 짧은 선율이 두 번 반복되는 형태

를 취하는데, 반복될 때는 강박에서 시작하던 선율을 5마디에서는 약박에

서 시작함으로써 Barber음악의 특징인 유동적인 리듬형태가 잘 드러난다.

<악보 17>

<악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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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Section

6마디의 선율을 3도 위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것처럼 시작하는 B Section

은 평이한 반주부 위에 얹어지는 비교적 긴 음가의 선율이 특징이다. 곡

안에서 반복되는 형태의 모티브 선율이 나오는 17마디를 기점으로 크게

10-16, 17-20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11마디의 선율을 12마

디에서의 피아노 반주부가 모방함으로써 대위법적인 요소 또한 엿볼 수

있다. <악보 18>

<악보 18>

또한 B부분에서는 수평적인 화성진행도 눈여겨 볼만하다. 앞서 Barber가

3,5도 위 아래로 진행하는 낭만시대의 화성어법을 쓴다고 밝힌 것처럼 B

부분에서도 “All is healed(모든 것이 치유되네)” 라는 어구를 강조하기

위해 5도 아래로 진행하는 화성진행을 사용하였다. 또한 Major⟶minor,
minor⟶Major로의 진행을 통해 분위기도 전환시키고 있다. <악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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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3) A' Section

A는 선율부의 선율을 반주부가 모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면 A'는

반주부의 선율을 선율부가 모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5마디에서 선

율선의 강약구조를 바꾼 것도 A와 유사하다. <악보 20>

<악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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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마디에서 선율이 마무리되고 31마디의 반주부에서는 tenuto로 순차 하

행했다가 상행 도약하는 음이 나오는데, 이는 앞서 밝힌 이 곡의 특징적

동기(2마디, 22마디)에서 사용되었던 순차 상행 후 하행 도약하는 요소로

바뀌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21>

<악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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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cturne(야상곡) Op.13, No.4

네 번째 분석할 악곡인 “Nocturne”는 1940년에 작곡된 곡으로 Barber의

음악시기 중에서 제 2기 초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가사는 Frederic

Prokosch의 시에서 가져왔으며 이 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Close my darling both your eyes,

Let you arms lie still at last.

Calm the lake of false hood lies

And the wind of lust has passed,

Waves across these hopeless sands

Fill my heart and end my day,

Underneath your moving hands

All my aching flows away.

Even the human pyramids

Blaze with such a longing now:

Close, my love, your trembling lids,

Let the midnight heal your brow.

Northward flames Orion's horn,

Westward the'Egyptian light.

None to watch us,

none to warn

But the blind eternal night.

사랑하는 그대의 두 눈을 감아주세요.

이제 그대의 두 팔은 가만히 눕혀요.

거짓의 호수는 잠잠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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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 바람이 지나가네

절망의 모래위에 파도가 지나가고

내 마음을 채워 당신의 움직이는 손아래

모든 것을 끝내줘요

내 모든 아픔이 떠나버리게

인간피라미드조차도

이제 그리움으로 타오르네

떨리는 눈을 감아요 내 사랑

깊은 밤이 당신을 치유하도록

북쪽으로는 오리온 뿔의 불꽃이

서쪽으로는 이집트 불빛이

아무도 우릴 보지 않고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아요

이 눈먼 영원한 밤 밖에.

이 시는 Frokosch(1906–1989)가 썼으며 1938에 발간된 시집 "The

Carnival" 중의 한 작품으로 사랑하는 이와 영원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픈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 이 곡의 형식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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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분 마디 박자 빠르기

A

전주부 1-2 4/4 Andante, un poco 
mosso

a 3-13 4/4 〃

b 14-23
4/4⟶3/2⟶4/4⟶5/4⟶4/4
⟶
5/4⟶3/2⟶4/4

〃

A'
a' 24-33 4/4⟶3/4⟶4/4⟶2/4⟶3/4 〃
b' 34-49 4/4⟶3/2⟶4/4⟶3/2⟶4/4 animato molto e sempre 

piu appassionato

<표 5> “Nocturne”의 형식 구조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곡은 A, A'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binary form을 가지고 있으며 빠르기는 일관되게 유지되다가 b' Section

에서 변화한다.

이 곡은 Op.13의 4곡 중에서 화성적 모호함이 가장 두드러지는 곡으로,

앞서 분석한 3곡이 1기에 작곡된 곡이라면, 이 곡은 Barber의 음악 양식

이 2기로 넘어갔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앞의 3곡이

다소 평이한 반주부를 가졌다면 이 곡은 반주부도 좀더 복잡해졌고 반주

부의 음역대 또한 이전 곡들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 선율부에서도 선율선

의 도약이 심하게 나타나는 편이며, 좀 더 극적인 분위기를 띄고 있다.

(1) A Section

2마디의 서정적인 전주부로 시작한다. A 전체를 지배하는 반주부의 아

르페지오 음형은 곡에서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동시에 화성적 요소

도 갖추고 있다. 전주부의 화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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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악보 22>에서 이 곡의 조성인 d# minor의 d#음이 pedal tone처럼 저음

부에 울리는 가운데, 그 위로 1마디에서는 D# Major chord, a# minor

chord가 쌓여져 있고, 2마디에는 D# Pedal tone을 제외한 G#음을 근음으

로 g# 7th chord, a# minor chord가 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간결

하게 정리하면 반주부는 특정 화음에서 3도씩 위로 쌓아올린 화음을 아르

페지오로 펼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형태

는 <악보 23>에서 참고할 수 있다.

<악보 23>

이처럼 Barber는 서로 다른 2개의 화성을 겹쳐서 사용함으로써 곡 안에

서 조성적 색채를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A마디를 지배하는 아르페지오

의 반주부는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화음을 겹쳐서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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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a section을 마무리하는 반주부는 3마디와 8마디의 선율부를 모방하

는데, 이러한 점은 앞서 3번째 곡에서도 나왔듯이 Barber음악의 특징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3마디에서는 의도적으로 셋잇단음표의 사용, 첫

음을 쉼표로 처리함으로써 당김음을 만들어 리듬적 흥미를 주고 있다.

<악보 24>

<악보 24>

(2) A' Section

A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던 아르페지오 반주부는 b부분의 18마디에

이르러 그 형태가 조금 바뀌는데, 첫 번째로 주목해볼만한 점은 그동안

모호하게 드러냈던 화성적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18

마디에서의 반주부의 왼손에 B Major Chord가 코드 형태로 제시된 것을

시작으로 19마디에서는 G# Major Chord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율선 또한 옥타브로 급격한 도약을 이루며 하행진행 하고, dynamic

또한 mf로 바뀌면서 극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악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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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또한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이 이 부분 전체에서 dynamic이 mf로 변

화된 것을 시작으로 비교적 긴 음가와 높은 음역대를 사용하여 가사의 내

용 또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악보 25>에서의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Underneath your moving hands(당신의 움직이는 손아래)’ 로

18마디 이전까지의 가사의 내용은 두 눈을 감고, 두 팔을 가만히 눕히고,

호수가 잠잠해지는 비교적 정적인 분위기였다면 동적으로 분위기가 변화

하여 욕망의 바람과 파도가 지나가는 동시에 “당신의 움직이는 손아래”에

서 내 모든 아픔이 치유된다고 말함으로써 ‘나’에게 있어서의 ‘당신’의 의

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마디에 이르러서 반주부가 변화함에 따라 Section이 A'로 명확하게 구

분되는데, A와 선율선은 같으나 반주부가 변화된 점이 눈에 띈다. 반주부

의 화음도 기존의 A부분에서는 두 개의 화음을 아르페지오 형태로 섞었

다면, A'에서는 단일 화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악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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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A의 a Section에서와 마찬가지로 a' Section에서도 모방된 선율부가 나타

나는데, 29마디의 이 선율부는 24마디의 선율부를 4도 위에서 그대로 모

방하고 있다. 31마디에 이르러서는 셋잇단음표와 syncopation 리듬을 사

용하여 리듬적 변화를 주었다. 또한 지속되는 Bass line을 두어 화음을 풍

부하게 만드는 동시에 하향 진행하는 반주부의 line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악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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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펼쳐지는 형태의 반주부 진행은 b' Section에 이르러 Chord 형태로 귀결

되는데, b' Section은 잦은 반주부의 변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반

주부와 선율부가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38마디에 나오는 클라이맥스

를 위한 것으로, 특히 클라이맥스에서도 선율선의 클라이맥스는 38마디에,

반주부의 클라이맥스는 39마디에 위치한 것이 눈에 띈다.

먼저 b' section의 시작은 비교적 넓은 음역대의 chord 형태를 가진 반

주부로 시작된다. 선율들의 진행 방향을 보면 34마디와 35마디 모두 선율

선은 하행, 반주부는 상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상행하던 반

주부는 36마디에 이르러 3개의 갈래로 나뉘며 39마디의 클라이맥스를 향

하는데, 이때 붓점 리듬을 가진 주고받는 짧은 악구를 넣어서 곡을 절정

으로 이끄는 리듬적 역할을 하게 만든다. dynamic 또한 crescendo되어 극

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악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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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37마디에서 crescendo 되던 선율은 38마디에 이르러 f로 이 곡의 최고음

역인 A flat음까지 도달하며 화려하게 절정을 맺고, 그 사이에 반주부에서

도 주고받는 짧은 악구의 리듬이 반복되는 주기를 짧게 만들고 아르페지

오의 움직임을 고음역대로 상행시키는 방법을 통해 절정을 향해 치닫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클라이맥스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선율부에서는 38마디에서 None

이 절정에 오르고, 39마디에서는 피아노의 A flat음이 절정을 이루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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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선율부의 A flat-F-A flat-F의 하행 움직임이 반주부에서 그대로 모

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Barber의 음악어법에 대위적인

모방기법이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곡 안에서 교차되는 클

라이맥스를 만들며 극적 흥미를 유발한다. <악보 29>

<악보 29>

또한 이 부분에서 Barber는 ‘None’이라는 단어를 곡 안에서 가장 강한

dynamic과 가장 높은 음역, 가장 긴 음가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데 앞서

‘Underneath your moving hands(당신의 움직이는 손 아래)’라는 단어의

강조를 통해 ‘당신’의 의미를 강조하였다면, ‘None to watch us, None to

warn(아무도 우릴 보지 않고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아요)’라는 어구는 이

제 우리(‘나’와 ‘당신’)가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

고 있다. 즉,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사라졌고 이 세상에는 오직 당신과 나

만 존재하고 있다는, 우리에게서의 우리의 의미가 더욱 커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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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마디에서는 38,39마디의 클라이맥스가 소강하면서 한번 더 반복되며

클라이맥스의 끝을 맺고, 42마디부터는 음정의 폭이 좁아지면서 tempo가

느려지고 dynamic 또한 p로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가사의 내용처럼 보이

지 않는 영원한 밤(the blind eternal night)을 상징하듯이 사라지면서 끝

을 맺는다. 사라지듯이 전체 곡이 마무리되는 방법은 앞서 살펴본 3곡에

서도 공통적으로 나왔던 특징으로 마지막 곡에서도 또한 사라지듯이 조용

히 끝맺으면서 전체 4개 악곡의 통일성을 주고 있다. <악보 30>

<악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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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낭만주의의 전통을 계승한 Barber는 성악문헌상 수작으로 꼽히는 많은

성악작품들을 남겼다. 성악부의 선율적 아름다움, 세련되고 섬세한 반주

부, 시 중심의 음악적 표현들이 한데 어우러진 Barber의 작품 속에서 그

가 예술가곡에 대해 가진 애정을 엿볼 수 있다.

Barber의 작품에는 서정성이 깃들여 있고, 짜임새 있는 형식위에 가사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성악의 선율, 리듬과 변박의 구사 등, 낭

만주의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Barber

의 음악적 특징을 ‘Four Songs'Op.13에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가곡인 "A Nun Takes the Veil"에는 낭만시대 화성어법의 흐

름을 지켜 조성적어법안에서 가사와 선율을 능동적으로 연결시키는 모습

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아르페지오로 시작되어 머물러있는 반주

부위에 기도하듯 말하는 가사를 더하여 사용하여 수녀가 진정한 평안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 염원을 더욱 간절하게 표현하였다.

두 번째 곡 “The Secrets of the Old”에서는 가사의 표현을 위해 자유로

운 변박과 불규칙적 리듬을 통해 바버의 개성적인 작곡기법을 보여준다.

Barber는 앞부분에서 짧은 음들을 통해 노인들이 들뜬 마음으로 자신의

젊은 날의 기억을 회상하는 모습을 표현하며, 곡의 뒷부분에서는 한바탕

의 수다스런 이야기가 끝나고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그려졌다.

세 번째 곡 “Sure on this shining night” 은 선율과 반주부가 대위법적

으로 움직이며, 낭만주의 전통화성 위에 흐르는 긴 음가의 선율에서

Barber의 서정성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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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곡 “Nocturne”은 그의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작곡기법을 나타내준

다. 초기에서 중기로 가면서 모호해진 화성진행과 복잡해진 반주부, 그리

고 도약적인 성악부분은 그가 현대적인 어법을 자신만의 스타일을 통해

재탄생 시킨 사례를 보여준다. 또한 그 단순한 아름다움과 시와 음악의

절묘한 결합이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지나치게 실험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음에도 그렇다고 전통적 기법에

안주하지도 않았던 Barber는 변화하는 20세기 미국 가곡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음악어법을 받아들이고 자기만의 음악으로 승화 시킨 점에서 성악

문헌에서 빛나는 작곡가로 남는다. 이러한 점이 Barber를 미국예술가곡역

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작곡가로 자리매김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Barber의 가곡 스타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보다 학구적이며 수준 높은 연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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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Samuel Barber's 'Four Songs'O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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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about Samuel Barber (1910-1981) and one of his

celebrated works, 'Four Songs' Op.13. Samuel Barber was a

distinguished American composer of the 20th century, acclaimed for his

works that successfully blended the traditional romanticism with

contemporary style, and for his remarkable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American music. Barber was born into an affluent family and

started studying music at the age of six. He was influenced by styles

originated from the European romanticism in his early ages. However,

throughout the numerous travels to Europe that began in his twenties,

Barber experienced a variety of different styles, ultimately creating

outstanding masterpieces of his own.

Poetry was the key component in Barber's songs. He thought of lyrics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songs. His significance as a

composer in the music history was highlighted by his prominent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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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valued the roles of lyrics and intonation. The originality

of his compositional style outgrew from the traditional, romantic

styles. However, Barber established a unique style of his own by

introducing the contemporary musical devices into his songs and

creating a perfect marriage of music and text. His uniqueness was

even more deepened during the later years of his career.

'Four Songs' Op.13 was composed during the years between 1937 and

1940, representing early to middle period of Barber's career. Being

composed with four seemingly unrelated poems, this group of songs

can be categoriz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works of all Barber's

songs, in that the songs show a variety of Barber's characteristic

song styles. The analytical study of barber's 'Four Songs', Op.13

above aims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Barber's song style, with

interest in supporting an intelligently interpreted performance.

Keywords: Samuel Barber, Four Songs, o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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