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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Samuel Barber(1910-1981) James Joyce(1882-1941)

의 시에 의해 작곡한 작품 를 분석하고 그 연주법을<Three Songs>

연구한 것이다.

장 서론 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그 방법에 대하여 간략[ ]Ⅰ

하게 서술하였다.

장 본론 에서는 작품 배경으로써 미국 음악의 역사와 예술가[ ]Ⅱ

곡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의 생애와 작품 음Samuel Barber ,

악적 특징을 기술하였다 로 사용된 시의 저자. Text James Joyce

의 생애와 작품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알아보고 의Samuel Barber

작품 속에 나타난 의 시를 토대로James Joyce <Three Songs>

의 번역 형식과 구조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추가로 연Op.10 Text , .

주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을 제안하였다.

장 결론 을 통해[ ]Ⅲ 은 현대 미국<Three Songs> op.10 예술가

곡의 흐름에 있어 중요한 작품이며 미국 음악역사에 있어 Samuel

가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Barber .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의 생애 음악적 특징Samuel Barber , ,

작곡가로서의 명성과 더불어 음악적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세기 음악계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작곡가에 대한 연구가. 20

논문을 작성한 본인뿐만 아니라 이 글을 참조하여 연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Samuel Barber, James Joyce, <Three Songs> Op.10,

예술가곡

학 번 : 2013 - 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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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구의 목적1.

세기 이전의 서양음악의 역사는 통상적으로 유럽지역을 바탕으19

로 이루어졌으며 영국의 식민지배 아래에 있던 미국은 음악적으로

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여파로 세계적인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생존을 위해 유럽을1,2

떠난 음악가들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짧은 기간 동안 음악적으로 급

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유럽의 음악적, 20

특징과 비교되는 다양하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음악적 특징을 지니

게 되었다.

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작곡가로 사무엘 바버(Samuel

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신고전주의Barber, 1910~1981)

에 바탕을 둔 보수적인 성향의 작곡가였지만 낭만적인 감성표현을

매우 중요시하여 전통적인 어법을 고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현대 화

성과 리듬을 결합시켜 자신만의 명확한 음악적 개성을 표출하였다.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성악가 바리톤 였던 그는 성악곡에 대한 이해( )

가 뛰어났고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시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 그의 가곡들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약간.

의 차이를 보이는데 전기에는 서정적이고 전통적인 조성의 범위 안

에서 낭만적인 색채를 드러내며 후기에는 극적이고 불협화적인 경,

향을 바탕으로 낭송조의 선율 당김음 교차리듬 등이 등장하여, ,

의 음악적 특색을 보여준다 시기적으로 음악적 차이는 보Barber .

이지만 두 시기 모두 공통적으로 시와의 밀접한 연관을 바탕으로

곡을 작곡하여 가 시를 매우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Barber

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바버는 세기 현대 미국 예술가곡 발전에20

많은 영향을 끼친 중요한 작곡가로 평가받는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은 년부터<Three Songs> op.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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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걸쳐 작곡되었으며 초기작품임에도 초기에 쓰인 다른 작1938

품들과는 다르게 현대적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작품을 연구하고 이해함

으로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며 나아가 보다 좋은 연주를

위한 디딤돌로써 다른 성악학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

다.

연구의 방법2.

석사 학위 논문의 분량으로 미국 음악역사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일이다 따라서 세기 초반. 19 S.C.

부터 세기 중반 까지 미국 음악역사에서 중요Foster 20 N. Rorem

한 위치를 차지했던 대표적인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음악적 흐름에

대하여 짚어보겠다 더불어 예술가곡 발전의 흐름 또한 짚어보고 핵.

심적인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의 생애와 음악 시인인Barber ,

의 생애와 작품 외에 가 세기 미국 예술가James Joyce Barber 20

곡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본 논문의 목표인. <Three

의 연구를 위해 시 해석 곡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Songs> op.10 ,

로 쓰인 시 와 음악이 어느 정도 긴밀하게 연관되었는지 알아Text

보고 추가로 곡을 연주함에 있어 필자 본인이 느끼는 중요한 점들,

을 간략하게 제안하려 한다.

선행 논문 고찰3.

논문을 쓰기에 앞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을 찾아보고

이를 고찰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Samuel

관련되어 있는 주제의 논문들은 여Barber <Three Songs> op.10

러 종류가 있겠지만 필자는 동일한 주제를 다룬 세 편의 논문을 읽

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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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에 대한 연구Samuel Barber <Three Songs> op.10『 』

서울대 대학원( 2006)

이은미 의 가곡 의 가창Samuel Barber <Three Songs> op.10『

을 위한 분석 연구 부산대 대학원( 2007)』

반나영 의 가곡 분석 및 연구 중앙대 대학원Samuel Barber (『 』

2008)

세 편의 논문 모두 를 다루고 있으며 저<Three Songs> op.10

자 반나영의 논문은 과 함께<Three Songs> op.10 <Nuvoletta>

를 추가로 비교분석 하였다op.25 .

필자는 각각의 저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연구 목적 및

연구 관점을 살펴보았다 선행 논문 고찰은 각 연구자들의 연구내용.

을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연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오류를 수정 보완하여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선행,

논문 고찰의 순기능을 수행한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함에.

있어 이것은 후속 연구자로서 필연적인 것이며 이를 통해 선행되어

진 연구의 기반 위에 새로운 것들을 추가 수정함으로 더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후대에 전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선행 논문의 연구.

내용을 확인하고 그 존재를 필자의 논문에 게재함으로 미연에 표절

의혹을 방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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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Ⅱ

미국 음악의 역사와 예술가곡의 흐름1.

년 바흐의 탄생부터 년 제 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1685 1914 , 1

세계의 음악적 흐름은 독일음악의 지배아래에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 작곡가 음악인 연주가들은 주로 독일인이 주류, , ,

를 이루었으며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와 더불어 러시,

아 또한 마찬가지로 독일에 의해 음악적 전통과 양식이 성립되고

전파 되었었다.1)

음악 역사의 흐름에서 보았을 때 현재는 미디어와 통신수단의 발,

달로 음악적 지구촌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만 초창기 미국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유럽의 음악 역사와 달리 미국은 년이 채 되지. 400

않는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크게 나누어 보면,

유럽 음악이 유입된 시기 년대 독일 음악가들의 미국(1620~1800 ),

유입이 이루어진 시기 년대 미국 태생의 작곡가들이(1800~1860 ),

활동하여 미국적 음악양식을 확립한 시기 년대 현재 이렇게(1860 ~ ),

개 정도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3 .

세기에 유럽인들이 건너와 해안을 따라 정착하고 내부로 퍼져17

나가면서 아주 조금씩 음악적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나 이때의

성악곡들은 단순히 종교가곡 형태에 머무른 찬송가로서 그 의미를

지닐 뿐 성악적으로 예술가곡이라 부를 만한 곡은 나타나지 못했,

다.

이후 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발했던 혁명의 영향으로18

Raynor Taylor(1747~1825), Alexander Reinagle(1756~1809),

등과 같Benjamin Carr(1768~1831), James Hewitt(1770~1827)

은 유럽의 몇몇 음악가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그들로부터 자극

1) Marion Bauer (1978), Twentieth Century Music, (New York : Da Capo Press),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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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미국 태생의 작곡가들이 서서히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유럽,

음악이 주를 이루기는 하였지만 미국음악과 섞이면서 실내악 교회,

음악 성악 합창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가져왔다, , .

세기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음악적 흐름은 크게 가지로 분류되19 2

는데 그 중요한 분수령이 남북전쟁 이다 이(Civil War, 1861~1864) .

전까지 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던 미국의 음악은18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조금씩 음악적 독립성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Stephen Collins Foster(1826~

를 들 수 있다1864) .2) 세기 초반의 성악음악은 특색에 따라 유19

럽에서 들어온 가곡들의 형식 화성 선율 등에 기초를 둔 남부의 고,

전성가와 민스트럴 적인 요소를 보이는 민요조 가락에 토Minstrel( )

착민들만의 유쾌한 느낌을 풀어낸 흑인영가로 나뉘는데 가Foster

흑인영가를 발전시켜 예술적인 느낌의 형태로 개량하였고 대표작으

로는 와 우리에게 스와니강으로 유명한‘Oh, Susanna'(1848) ’ ‘ ’Old

등이 있다Folks at Home'(1851) .

남북전쟁은 노예제도의 폐지로부터 기인한 이주의 결과로 아프리

카적이며 미국적인 멜로디와 화성 리듬을 온 나라 안에 확산시키는,

즉각적인 분수령이 되었으며 미국음악가들로 하여금 그들도 실제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작곡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만들었다.3)

이후 세기 중반 직업적으로 작곡을 하는 음악가들이 늘어나기19 ,

시작했고 비로써 초기보다 발전된 형태의 예술가곡들이 나타나며

초기 미국 예술 가곡이라는 명칭이 등장했다‘ ’ .4) 이러한 영향의 일

환으로 세기 중반부터는 많은 대중들이 음악에 관심을 가지기 시19

작했고 밴조Banjo( )5) 나 기타 바이올린 외에도Guitar( ), Violin( )

피아노 와 하모늄Piano( ) Harmonium( )6) 오르골 이 각, Music Boxes( )

2) Barrymore Laurence Scherer (2007), A History of American Classical Music, (UK

: Naxos Books), p.28

3) Ibid p.35

4) Denis Stevens (1960), A History of Song, (New York : Norton Company, Inc),＆

p.269

5) 탬버린과 같은 원형의 북에 기타와 같은 긴 목을 붙인 모양의 미국 전통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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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식당 영업소에도 보급되며 발전하기 시작했다, .

세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는 많은 유럽음악가들이 미국을 왕19

래하면서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는데 피아니스트, Anton

바이올리니스트Rubinstein, Hans von Bülow, Henri Vieuxtemps

등이 그 대표인물들이다 더불어 오페라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게 되었는데 뉴욕 필라델피아 뉴올리언스 등 대도시에서부터 오페, ,

라가 흥행하기 시작하여 Etelka Gerster, Ilma di Murska, Adelina

같은 스타 가수들이 의Patti Verdi, Donizetti, Gounod, Meybeer

작품들을 노래했고 년에는, 1883 New York Metropolitan Opera

가 설립되어 성악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세기 후반에 미국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건으로19

의 미국 방문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뉴Antonin Dvořák(1841~1904)

욕 국립음악원 창립자의 요청으로 년부터 년까지 뉴욕 국1892 1895

립음악원의 음악감독직을 맡았다 많은 작곡가들에게 미국 토착민의.

민요전통을 다양하게 활용하기를 권장했으며 학생들에게는 흑인선‘

율과 인디언 성가가 미국음악 발전의 잠재적 원천이라 강조하고 가’

르쳤다 그 영향으로 많은 작곡가들이 그의 충고에 따라 곡을 쓰면.

서 미국음악은 유럽음악의 영향에서 발전하여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갔다.7)

복합적인 여러 가지 영향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안목이 높아지고

년대 년대에 세인트루이스 보스턴 디트로이트1880 , 90 (1880), (1991),

(1887), 시카고 신시내티 피츠버그 필라델피아(1891), (1894), (1895),

(1900) 등 각 도시에 대형 들이 등장하기 시Symphony Orchestra

작했는데 이 시기에 John Knowles Paine(1839~1906), Dudley

Buck(1839~1909), George Whitefield Chadwick(1854~1931),

같은 뛰어난 음악가들이 많았다 그Horatio Parker(1863~1919) .

중 성악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곡가는 Edward

6) 오르간의 대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리드 오르간족의 건반악기

7) 김형수 역 클래식 현대음악과의 만남 서울David McCleery, (2012), , , ( : Phono),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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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Macdowell(1861~1908) Arthur Foote(1853~1937), George

Whitefield Chadwick(1854~1931), Charles Tomlinson

를 꼽을 수 있다Griffes(1884~1920) .

은 그의 삶 동안 자국민들에게 미국 작곡가로서 진정Macdowell

한 명성을 얻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존경받은 최초의 작곡가였다 피.

아니스트로서 음악의 길을 시작한 그는 년 유럽에 있을1876~1884

동안 프랑스 파리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공부하였으며 년1884

에 보스턴으로 돌아와 활동을 시작했다 유럽에서 공부할 동안 교향.

악에 많이 심취하였었던 그는 의 양식을 전혀 쓰지 않고 흑Dvořák

인음악을 재료로 하여 미국적 교향악을 작곡하는데 큰 관심을 두었

다 년부터 년까지 많은 성악곡을 작곡하였는데. 1883 1902 Johann

와Wolfgang von Goethe(1749~1832) William Dean Howells(1837~

의 시에서 주로 영감을 받았으며 음악을 통해 시의 느낌을 그1920)

대로 전달하는 그의 작곡 방식은 Richard Strauss, Hugo Wolf,

등 당대의 작곡가들에게도 많은Claude Debussy, Gabriel Faure

영향을 미쳤다 당대의 영향력 있는 비평가였던 는. Henry T. Finck

그를 와 함께 년대에 살아있는 명의 최고의Edvard Grieg 1900 2

가곡 작곡가라고 말했다.8)

과 은Arthur Foote George Whitefield Chadwick John

이후 미국태생의 세대 작곡가들 중Knowles Paine(1839~1906) 2

대표격인 인물들로 분류된다 는 년 하버드대학에서 미. Foote 1875 ,

국 작곡가 최초로 음악석사학위를 받은 작곡가로 곡이 넘는 성100

악곡을 작곡했으며 그가 쓴 곡들은 미국 시와 멜로디 선율들이 아

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은 바그너 양식의 선율. Chadwick

을 이용한 오케스트라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MacDowell

과 달리 그는 의 음악적 느낌을 충실히 받아들여 흑인영가Dvořák

와 접목하여 미국스타일로 재창조하였다 이들 두 사람 모두 보스턴.

8) Barrymore Laurence Scherer (2007), A History of American Classical Music, (UK

: Naxos Books),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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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신이며 예술가곡의 발전에 많은New England Conservatory

영향을 미쳤다.

는 당시 미국 작곡가들 중 가장 강하Charles Tomlinson Griffes

게 동양적 영향을 받은 작곡가로서 그의 음악은 그리움에 대한 열

망과 부드러움과 포근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Debussy,

등Ravel, Musorgsky, Scriabin, Busoni, Stravinsky, Schoenberg

후대에 굉장히 진보적이라 평가받았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9) 주로 의 시로 부터 많은 영감Samuel Taylor Coleridge

을 받았던 그는 사후 미국 가곡을 예술가곡의 형태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서양과 동양의 결합을 추구한데에 있어 미국 예술

가곡이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세기 좀 더 근대사회로 오면서 미국은 여러 가지 큰 변화를20 ,

겪는데 그 중 가장 큰 변혁을 일으킨 것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

전이다 음악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생존을 위해 많은 유럽 음악. ,

가들이 미국으로 망명함과 동시에 유럽으로의 유학이 제한됨에 따

라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로 독일음악을 중심으로.

한 유럽 음악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둘째로,

유럽음악이 최고라는 생각을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고유하고 독자적

인 자원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당시의 작곡가들도 작곡 경향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유럽의 음악적 색조 화성 대위법 선율, , , ,

악기법, 리듬과 형식 등 국제적 경향을 고수하였던 Louis Gruenberg

(1884~1964), Emerson Whithorne(1884~1958), John Alden

Capenter(1876~1951), Harold Morris(1890~1964), Roger

등의 무리들Sessions(1896~1985), Aaron Copland(1900~1990)

과 Charles Ives(1874~1954), Carl Ruggels(1876~1971), John

Powell(1882~1963), Leo Sowerby(1895~1968), Howard Hanson

9) Joseph Machlis (1961),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Music, (New York : W Wㆍ ㆍ

Norton Company), p.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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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1981), Roy Harris(1898~1979), Arthur Shepherd(1880~1958),

같이 유럽음악에 얽매이지 않Robert Rusell Benett(1894~1981)

고 음악적으로 좀 더 미국적 색깔을 반영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

한 다른 한 부류가 그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작곡 교사. ( Nadia

의 문하생이었는데 그녀는 미국인 학생들에Boulanger(1887~1979) ,

게 국민음악 유산이 부족한 현실을 장점으로 보라며 격려했고 과거

의 대가들이 남긴 방대한 사례에 붙들릴 필요 없이 혁신을 할 자유

를 추구하라고 가르쳤다.10))

이들 중 미국 예술가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인물

은 로 그는 위대한 미국 작곡가의 시초이자 세기Charles Ives 20

에 가장 빛나는 혁신적인 음악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의 많은.

작곡가들이 유럽음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는 얽매이지,

않는 비범한 창작력과 날카로운 귀로 전통적이고 뿌리 깊은 미국적

음악표현을 이루어냈다.11) 생전에 그의 음악은 많이 연주되지 못했

고 심지어 동료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대중의 찬사보,

다는 음악적으로 새로운 시도와 자유로움을 택했던 그는 자신의 음

악이 가치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작곡을 하였다.

그가 년부터 년 동안 작곡한 개의 가곡들은 미국적1884 1921 114

스타일을 내재하고 있으며 그는 John Keats(1795~1821), Walter

Savage Landor(1775~1864), Robert Browning(1812~1889), Chales

등의 시에서 주로 영감을 받아서 곡을 작Stevenson(1908~1979)

곡했으며 몇몇 곡은 자기 스스로 시를 쓰거나 그의 아내에게 부탁

하기도 하였다 인디언 민요 찬송가 흑인영가 민스트럴쇼의 가락. , , , ,

카우보이 노래 광부의 노래 군가 애국적 가사 도시의 상업화된, , , ,

발라드나 재즈 등 다양한 미국적 재료를 바탕으로 세기 거의 모20

든 기법을 시도하여 미국만의 독특한 음악을 구축하였으며 그의 음

악에는 복합조성 과 복합리듬 등의 새로(Polytonality) (Polyrhythm)

10) 김형수 역 클래식 현대음악과의 만남 서울David McCleery, (2012), , , ( : Phono), p.85

11) 이경숙 예술가곡의 이해 서울 선우미디어(2003), ( : ),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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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어법이 담겨져 있다 곡 발표 당시에는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의 작품들은 년대에 차츰 관심이 부활하여 오늘날까지 이어1960

지고 있으며 그는 세기 중반 미국 예술가곡의 아버지라 불리 운20

다.12)

제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음악계에서는 유럽 음악의 영향을 벗1

어나려는 민족주의적인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Charles

로부터 시작하여Ives Douglas Moore(1893~1969), Roy

Harris(1898~1979), Randall Thompson(1899~1984), Aaron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을 필두로 일Copland(1900~1990) .

어나기 시작한 미국적 음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년대에 미국1920

의 정책적 지원과 맞아 떨어져 국제 작곡가 길드 작곡가 연맹 국, ,

제 현대음악협회 미국지부 미국 음악가 연합회 등의 결과로 나타났,

으며 그 쉬운 예로 은 동료들과 함께Henry Cowell(1897~1965)

이라는 음악잡지를 발간하기도 했으며’New Music' 13) 대중적으로

는 가 활발히 부흥하기 시작했다Jazz .

년대 말 경제대공황과 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미국 음악계는20 2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발전을 하게 된다 년대를 이어 계속. 1920

적으로 현대적 실험정신의 시도가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

럽음악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하는 미국주의의 추구‘ ’

가 시작되었다.14) 미국주의가 나타내려 했던 미국적 색깔을 어떻( ‘ ’

게 정의하느냐하는 것은 후대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의 부흥과Jazz

유럽음악에서의 탈피가 일어났던 이 시기의 음악은 오늘날 분명하

게 미국적인 색깔이라 인식된다.15))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노동가 대중가요 민속음악 등, , ,

12) John Vinton(1974), Dictionary of Contemporary Music, (New York : Dutton),

p.782

13) 편집부 역 현대음악입문 서울 삼호출판Aron Copland(1941), , <Our New Music> , ( :

사), p.127

14) 오희숙 세기 음악 서울 도서출판 심설당(2004), 20 1, ( : ), p.165

15) Marion Bauer (1978), Twentieth Century Music, (New York : Da Capo Press),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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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동시에 좀 더 많은 유럽 음악가들의 미

국 망명이 발생했다. Sergei Rachmaninov(1873~1943), Arnold

Schönberg(1874~1951), Bela Viktor Janos Bartok(1881~1945),

lgor Feodro-ovich Stravinsky(1882~1971), Sergei Prokofiev

(1891~1953), Darius Milhoud(1982~1974), Kurt Weil(1900~1950),

등이 그러한 인물들이며 이들로 인해Paul Hindemith(1895~1963)

유럽 음악문화의 이식이 일어났다 추가적으로 시대적 상황으로부‘ ’ .

터 기인한 반사적 이익만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이 후로 유럽과 미

국이 서로 많은 것을 주고받는 문화적 융합 이 발생했(Confluence)

다고 후대에 평가된다.16) 이러한 융합을 이룩한 미국 태생의 작곡

가들로는 앞서 등장했던 나 외에도Roy Harris Aaron Copland

Virgil Thomson(1896~1989), Roger Huntington

Sessions(1896~1985), John Duke(1899~1984), Samuel

Barber(1910~1981), Milton Babitt(1916~), Ned Rorem(1923~)

등 이 있다.

유럽으로의 유학이 제한된 상태에서 미국음악학교와 대학들이 발

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의 부흥(American Poetic Renaissance)

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시인들의 시는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

러일으키며 예술가곡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작곡가를 예로.

들자면 은 서정시에 다양한 음악기법을 접목시켜Virgil Thomson

미국적인 색깔을 표현하여 각광받았으며 는 여곡이, John Duke 250

나 되는 가곡을 작곡하였으며 대부분 미국 시인의 시를 사용하였,

다 은 시와 음악을 하나로 만든 최고의 예술가곡 작곡. Ned Rorem

가라는 평을 들을 만큼 초현대적인 기법과 다양한 화성을 사용하여

예술가곡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었다.

유럽의 음악역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한 미국 예술가곡의 역사는 대략 위와 같다 본 논문에.

서 다루는 는 유럽의 음악적 어법의 영향을 많이Samuel Barber

16) 이석원 현대사회 현대문화 현대음악 서울 도서출판 심설당(2010), , ( : ), p.136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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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았으며 나 와 대조적으로 혁Charles Ives Aaron Copland

신적인 성향을 띄지도 않았다 대중들에게 신낭만주의 음악가라 평.

가받았던 그는 서정적이고 보수적이지만 다양한 작곡법을 바탕으로

여곡이 넘는 예술 가곡을 작곡했으며 미국 예술가곡의 흐름에100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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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애와 음악2. Samuel Barber

생애1)

는 년 월 일 주Samuel Osborne Barber 1910 3 9 Pennsylvania

에서 약 마일 정도 떨어진 에서 의사였던 아버지30 West Chester

와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 사Roy Barber Mcleod Beaty Barber

이에서 태어났다 당대의 유명한 명가수였던 이모. Louise Homer

와 이모부 에게서 음악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Sidney Homer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편지로서 자신의 꿈을 밝힐 만큼 미래에 작8

곡가가 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다음은 그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기를,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아주 비밀스러운 걱정거리가 생겨 어머니,

께 말씀드리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의 잘못도 혹은 제 잘못.

도 아니니까 이 편지를 읽으시면서 울지는 마세요 제가 무턱대고.

어머니께 이런 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작곡가가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꼭 그렇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 .

자면 이런 걱정거리나 고민들은 잊어버리고 나가서 축구나 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가끔이지만 이 고민을 계속 했었구요, . ,

심하지는 않지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사랑을 담아서

Samuel Barber 17)

17)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7

이 편지는 몇 가지 다른 유형으로 인용되었다 : Nathan Broder, <Samuel Barber>,

에서는 세 때 쓴 편지라고 하고 다른 두 작곡가들(New York : G. Schirmer, 1956) 8 ,

은 세 때 쓴 것이라고 한다9 . (James Felton, <Philadelphia Belletin>, 1980 / Phillip

Ramey, New Wolrd Records, NW 229, liner notes for recording "Songs of Samuel

Barber and Ned Rorem",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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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부터 피아노를 배웠으며 살에는 첼로와 작곡을 살에는 아6 7 , 10

일랜드 태생의 작가 의 대본을 바탕Annie Sullivan Brosius Noble

으로 라는 짧은 오페레타를 작곡하여 누<The Rose Tree(1920)>

이 와 함께 연주하였으며 성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Sara Barber

었다.18) 살부터는 교회에서 오르가니스12 Westminster Prebyterin

트로 봉사하였으며 살에 주의14 Philadelphia Curtis Institude of

에 입학하여 가 학교 개교 후 번째 해 입학생이었Music (Barber 2

다 과 에게 피아노를 배웠으) George Boyle Isabella Vengerova

며 에게는 성악을 에게 지휘, Emilio de Gogorza , Fritz Reiner ,

에게 작곡을 사사했다Rosario Scalero .

성악적으로 상당히 뛰어났던 는 년 음악원을 졸업하Barber 1932

는 해에 바리톤으로 첫 독창회를 가졌다 작곡을 사사한. Rosario

의 영향으로 이 때부터 대위법적 작곡기법들을 능숙하게Scalero

다뤘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정적인 선율을 살려 후기 낭만파의 전통

을 잘 살려냈다 또한 현대 음악 기법들을 응용하여 독특한 자신만.

의 양식을 되살린 곡들을 많이 작곡했으며 당시 작곡된 곡들은 대

중들의 관심을 넘어 현재까지도 많이 연주된다.

에서의 년 동안 피아노 성악 작곡Curtis Institude of Music 8 , ,

이렇게 개 분야를 전공하였으며3 , Alfred Noyes(1880~1958),

등과George Dillon(1906~1968), William H.Davies(1871~1936)

같은 세기 세기의 시인들의 시에 심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많18 ~19

은 성악곡을 작곡했으며 이모인 가 그가 작곡한 노Loiuse Homer

래를 부르기도 했다 음악원을 다니면서 그는 영국 문학과 시 프랑. ,

스 문학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공부하였으며 독일어와 스페인어는 따

로 개인 레슨을 받기기도 하였으며 두 나라의 문학 또한 심취하였

다 언어와 문학에 대한 관심은 후일 그가 작곡을 하는데 아주 큰.

영감을 주었으며 고등학교와 음악원을 졸업한 후에도 꾸준히 공부

18) Sadie Stanley(1980), The New York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2, (London : Macmillian Publischer, Inc),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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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노력하였다.19)

이 기간 동안 그는 어린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능을 알아

봐주고 또한 그의 작품을 연주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

는데 그 친구들이 후일 등 많은 곳에, New York, Florida, London

서 의 작품들을 연주한 것이 그Barber 가 일찍 명성을 떨치게 된 계

기가 된다. Rose Bampton(1907~2007), Jeanne Behrend(1911~1988)

를 비롯하여 Swastika Quartet(Curtis 의 전신 의String Quartet )

멤버였던 등Max Aronoff(1907~1997), Orland Cole(1908~2010)

이 그들이다 또한. Gian Carlo Menotti20) 와 아주 깊은 우정을 나

눴는데 이 두 사람의 우정은 개인적으로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됨,

은 물론 현대음악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조합이었다고 역사적으로

평가되며 서로 평생 동안 많은 교류를 가졌다.21)

와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고 다Rosario Scalero

시 미국으로 돌아온 년 여름 로1928 , <Violin Sonata> op.4

의 를 수상했고 이를Colombia Univercity ‘The Bearns Praize'

계기로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알리기 시작한다 이후로도 와. Menotti

몇 차례 유럽여행을 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작곡활동에 몰두하였다.

<Serenade for String Quartet or String Orchestra>, <Pieces

for Carillon>, <The School for Scandal>, <Dover Beach>,

<Sonata for Violoncello and Piano>, <Music for a Scene from

등 많은 곡들을 작곡했으며 년 이탈리아의 명지휘자Shelly> 1933

의 을 듣고 감명을 받아 작곡한Arturo Toscanini Beethoven

로 또 한차례<The School for Scandal> op.5 ‘The Bearns

19)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86

20) 년 미국으로 건너와 에서 작곡을 공부한 이탈리아 출신의 작1911~2007, 1928 Curtis

곡가 풀리처상을 번이나 수상하였으며 현대적인 오페라를 많이 써 세기 후반 많은, 2 20

인기를 얻었다 의 대표작 와 의 대본. Samuel Barber 'Vannesa' ‘A Hand of Bridge'

을 써 줄만큼 각별한 우정을 가졌었다 대표작으로. <Amellia goes to Ball(1937)>,

등 이 있다<The Consul(1950)>, <Goya(1986)>

21)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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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상한다 이 곡은 그 해에 에 의Praize' . Alexander Smallens

해 가 초연하기도 했다 년 이탈리아에Philadelphia Ochestra . 1936

머무르는 동안 와 함께 의 집에 초대되어 친분Menotti Toscanini

을 쌓기도 했으며 는 의 작품 중Toscanini Barber <Adagio for

를 여러 차례 연주String> op.11 , <Essay for Orchestra> op.12

하여 는 을 영국과 남미 등에서Toscanini <Adagio for String>―

연주하였고 남미에서는 북미 작곡가가 보내온 선물 이라는 평을, ’ ‘

받을 만큼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는 사. <Essay for Orchestra>

실 이전에 에 의해서 년 월 영국에Toscanini Henry Wood 1939 8

서 초연된 적이 있다 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데 기여Barber―

하기도 하였다.22) 의 행보로 인해 는 국제적으로Toscanni Barber

도약하는 계기를 맞이했고 은 후일, <Adagio for String> David

감독의Lynch(1946~) <The Elephant Man>(1980), Oliver

감독의Stone(1946~) <Platoon> 같은 대작 영화의 장면에(1986)

사용되어 대단히 폭넓은 관객을 보유하게 되었다.23) 같은 기간 지

휘자 의 부탁으로 첫 를 작곡하Bernardino Molinari Shymphony

였는데 그 곡은 Authur Rodzinski24) 에 의해 년 월1937 7

에서 초연되기도 했다Salzburg Festical .

는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공부하는 동안 성악적으로도 많Barber

은 관심을 가졌는데 년 에 머무를 동안, 1934 Vienna John Braun

을 사사하였으며 의 도움으로 독일 에 큰 관Carl Geiringer Lied

심을 가지고 공부하였다 그 해 미국으로 돌아 왔을 때. West

에 있는 에서 독창회를 가졌으며Chester New Century Club , 10

월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년New York . 1935 NBC

22) Sadie Stanley(1980), The New York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2, (London : Macmillian Publischer, Inc), p.134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170

23) 김형수 역 클래식 현대음악과의 만남 서울David McCleery, (2012), , , ( : Phono), p.94

24) 폴란드 태생의 지휘자로 와1892~1958, Cleveland Orchestra the New York

의 음악감독이었다Philharm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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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회에서 가수로 데뷔하였으며Music Guild RCA Victor Record

와 자신이 작곡한 를 녹음했다Company <Dover Beach> .25)

년부터 년 까지 음악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1939 1942 Curtis

며 년 미 공군에 입대하게 된다 거기서 그는 공군을 위한, 1942 .

를 의뢰받게 되는데 이 곡은 년 작<Symphony No.2> op.19 1943

곡되었으며 년 의 지휘로, 1944 Serge Koussevitsky Boston

Symphony 에 의해Orchestra “Symphony Dedicated to the Air

란 타이틀로 초연된다 이 곡의 대성황으로 군에서 많은Forces” .

관심을 받게 된 는 많은 곳에서 작곡 의뢰를 받았으며 온전Barber

히 그의 작품을 위해 작곡에 몰두할 시간을 가지지 못할 만큼 일에

시달리게 되자 불안감과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 후. Curtis

음악원의 설립자인 으로부터 산에Mary Louise Curtis Bok Kisco

Capricorn 이라는 산장을 제공받아 와 함께 많은 예술가Menotti

들 지성인들과 교류를 하며 작곡에 열중하였다 전쟁음악 담당부, . (

서 장인 는 의 국제적인 명성과 위치를Daniel Saidenberg Barber

고려하여 그가 군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기보다는 에Capricorn

머물며 자신의 작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26)

년대 후반부터는 의 음악감독1940 Boston Symphony Orchestra

이었던 의 의뢰로 첼리스트Serge Koussecitzky Raya Garbousova

를 위한 무용수 을 위<Cello Concerto> op.22, Martha Graham

한 발레음악 소프라노 를 위한<Medea> op.23, Eleanor Steber

등 많은 곡을 작곡하기 시<Knoxville : Semmer 0f 1915> op.24

작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년 작곡한. 1949 <Piano Sonata>

인데 이 곡은op.26 , League of Composers27) 의 번째 기념행25

25)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107

26) Ibid, p.239

27) 년 에 설립된International Society for Contemporary Music(ISCM), 1923 New York

현대음악을 위한 단체 작곡가들과 청중들에게 높은 질의 현대음악을 제공하기 위한 목,

적으로 설립되었으며 Samuel Barber, Leonard Bernstein, Aaron Copland, Schönberg,

등이 지원을 받은 대표인물이다Béla Bartók, Anton Webern, Igor Stravins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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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위해 가 의뢰하였고 가Richard Rodgers Vladimir Horowitz

초연하였으며 그 후로 엄청난 인기를 얻어 당시 미국 음악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28)

년 는 에서 자신의 작품인1950 , Barber London <Medea>,

를 지휘할 기회를 가지게 된<Symphony No.2>, <Cello Concerto>

다 음악원에서 에게 지휘수업을 받았었고 년. Curtis Reiner , 1934

겨울에 에 머물 동안 지휘자 의 제안으로Wienna Karl Geiringer

지휘자로 데뷔하여 의 비평가 에게'Vienna Herald' Anne Holden

호평을 받은 적도 있었으며 에서 녹음할 당시, London Nikolai

Malko29) 로부터 지휘수업을 받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년. 1951

에서 를 지휘하기도 했지만 그의Berlin Rias Symphony Ochestra

지휘자로서의 경력은 여기서 짧게 마감한다 그해 이모부인. Luise

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는 지휘자로서 더 경험을 쌓기를 원Homer

했지만 지휘를 맡기는 가 없었고 스스로도 지휘자로서Ochestra ,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기도 했다.30)

유럽 각국을 여행하며 지휘자 등과 교류를 가지Charles Munch

던 는 점점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활동하게 되었다Barber .

년 부의장으로 참석하고1952 International Music Council(IMC) ,

28)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재인용(Oxford Univercity Press), p.294, (Glenn Dillard Gunn, "New Barber Sonata

Played by Horowitz", Washington Times-Herald, 11 January 1950)

29) 우크라이나 태생으로 독일에서 공부한 지휘자 국제적인 음악클럽1883~1961, , Delta

의 멤버였으며 덴마크 국왕으로부터 기사작위를 받기도 했다Omicron

30)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323

는 그의 생의 후반부였던 년 과의 인터뷰에서 지휘를 그만두Barber 1981 , Allan Kozinn

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밝힌다.

무대 위에서 나는 마치 한 마리의 새끼 스컹크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추어졌었“

고 내 음악을 연습하는 것에 싫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작곡가들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나는 거기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나는 작곡가가 좋은 지휘자가 될 거....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와 같이 자신의 를 지휘하지 않는. Toscanini Ochestra

객원 지휘자의 경우 좋은 지휘를 하는 것 또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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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1962 에서 열린Moskva Congress of Soviet Composers31)

에도 초청받기도 하였으며 작곡가로서 위명을 떨친다 년. 1962

의 개관을 위한 작곡을 의뢰받아Lincoln Center Philharmornic

의 개관연주를 위해 를 그리스 신Hall <Piano Concerto> op.38 ,

화에 존재하는 인물인 를 주제로 와'Euripides' Soprano Ochestra

를 위한 를 작곡했으며 년<Andromache's Farewell> op.39 , 1966

에는 의 개관을 위해 오페라Metropolitan Opera House <Antony

를 작곡하였다 당시 미국 음악계에서and Cleopatra> op.40 .

의 명성은 한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은퇴한Barber , Schirmer

에게 당시 행정부에서 일하던 가Hans Heinsheimer Lincoln

의 개관 작곡을 왜 에게 맡겼는지 물었고Center Barber Schirmer

는 단호하게 그는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작곡가였고“ ,

그 외에는 아무도 적임자가 없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32) Barber

는 오페라 년 년1958 <Vanessa> op.32, 1963 <Piano Concerto>

로 번의 를 수상하였으며 미국 음악발전에op.38 2 ‘Pulitzer Prize’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에 있는 의 고Rome ‘American academy'

문을 지냈으며 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 받Harverd Univercity

았다.

년 의 개관을 위해 가1966 , Metropolitan Opera House Barber

작곡한 는 연주 전부터 가 작곡<Antony and Cleopatra> Barber

했던 첫 번째 오페라 의 흥행으로 많은 기대를 불러 모<Vanessa>

았다 당대 유명했던 연출가 가 연출을 맡아 엄청. Franco Zeffirelli

난 무대장치와 조명 등을 준비했으며 역에 당대의 명소, Cleopatra

프라노 역에는 가 목소리를 듣고Leontyne Price, Antony Barber

직접 발탁한 베이스 가 출연하였다 그러나Justino Diaz . <Antony

31) 의 전신 현재는Union of Composers of the SOVIET Union(USSR) , Union of

으로 개명되었으며 년 설립된 러시아 구소련Composers of Russian Federation 1932 ( )

의 작곡가 동맹

32)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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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 쓴 대본의 과한 기교 때문에 초연and Cleopatra> Zeffirelli

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고 청중들과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

는 이를 개정하는데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그의 생전에는Barber

초연 이후 사장되다시피 했다 오페라. ( <Antony and Cleopatra>

는 이후 년 의 에서 지1980 Paris Theatre des Champs-Elysees

휘자 Jean-Pierre Marty33) 에 의해 공연되었고 사후, Barber

가 조금 더 개정하여 년 의Menotti 1983 Italy Spoleto Festuval

에서 연주되었다 근대에 와서는 가. Chicago Lyric Opera

시즌에 공연하였다1991-92 .34))

년대로 접어들면서 의 곡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1960 Barber

변해가는 대중들의 요구에 더 이상 부응하지 못했고 반낭만주의,

와 반표현주의 가 대두되(antiromanticism) (oppsing expressionism)

던 년대에 들어서는 구시대의 유물이라 여겨지게 되었다 이후1970 .

그의 작품들은 미니멀리즘(minimalism)35) 을 추구하는 Elliott Carter,

등에게 밀Pierre Boulez, Krzysztof Penderecki, György Ligeti

려 주목할 가치가 없다는 평가와 함께 더 이상 연주되지 못했다.36)

작품의 위촉이 없자 극도의 절망감에 빠진 는 알콜중독까지Barber

걸렸으며 이 시기에는 가곡 합창곡 등 위촉받아 작곡한 몇 곡 외에,

는 거의 작곡을 하지 않았다.

년부터 암 치료를 하기 시작한 는 계속되는 투병 생1978 Barber

활로 심신이 많이 치쳤고 년 월 세상을 떠났다, 1981 1 .

33) 현재 를 사사한 프랑스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1932~ , Nadia Boulanger

34)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457~460

35) 최소한도의 최소의라는 뜻의 미니멀 과 주의라는 뜻의 이즘 이 결합' , ' ' (minimal)' ' ' ' (ism)'

되어 탄생한 예술의 사조 중 한 분류 예술적인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하고 사물의 본질,

만을 표현하여 현실과 작품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차 세계대전. 2

을 전후로 시각예술분야에서 출현하여 년대에 흥행하였다1960~70

36) Ibid. p.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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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및 음악적 특징2)

민족주의 음악과 인상주의 음악을 포괄했던 낭만주의에서 현대로,

가는 세기 말의 과도기적 시기로부터 세기 초 중반의 신음악19 20 ㆍ

중용적 모더니즘의 신고전주의음악 아방가드르적 경(New Music), ,

향을 나타낸 음렬음악에 이어 무조음악 전위음악을 넘어 세기, 20

후반의 전자음악이 등장하기까지 는 급진적이고 혁신적인Barber

변화가 일어난 세대를 겪었으며 수많은 작곡가들 중 세기를 대표20

하는 작곡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힌다 미국 내에서는 국민주의 계열.

에 속하는 작곡가는 아니었지만 그가 쓴 연주회용 레퍼토리 덕분에,

미국도 세계 음악의 사조에 뒤처지지 않고 굳건히 그 명맥을 유지

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 와는 대조적으로 는 혁Charles Ives Aaron Copland Barber

신가도 아니었고 양식도 보수적이었다 낭만주의의 전통을 고수하면.

서도 현대적인 화성과 리듬을 사용하여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색채

를 표현해낸 그는 대중들로부터 신낭만주의(Neo-Romanticism

작곡가로 분류되곤 했다 그러나 이모부인Music) . Sidney Homer

의 개인적 지도와 에서 사사한Curtis Institude of Music Rosario

의 영향으로 세기의 전통적 형식을 따라 대위법적인 틀Scalero 19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엄밀히 말하자면 신고

전주의 에 더 가깝다 서정성과 능수능란한(Neo-Classical Music) .

작법에 관한 한 따를 자라 없는 재능의 소유자였기에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노래로 음악을 가득 채워 근대 기법을 쓸 필요성과 욕구

를 무색하게 했던 는 인생 전반에 걸쳐 음악에 대한 확고한Barber

신념을 가지고 일관되게 활동하였다.

의 작품과 음악적 특징을 구분하자면 개의 시기로 나눌Barber 3

수 있다.37)

37) Stanley Sadie(1980),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2,

(London : Macmillian Publishers, Inc), p.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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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기는 음악원을 입학한 년 에서 와Curtis 1924 Vienna

등 에서 공부하고 유럽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혀가던 년Italy 1939

까지로 볼 수 있다 와 에게 많은. Sidney Homer Rosario Scalero

영향을 받았던 이 시기에는 음악적 형식 및 조성과 선율이 거의 대

부분 낭만주의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음악 전체에 대한 관점은 보.

수적이었으며 대위법적 기법에 의해 철저하게 세기의 조성적 언19

어들을 중시하였고 새로운 시도나 실험적인 경향을 피했다 이 시기.

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Serenade for String Quartet of String

Ochestra> op.1, <Dover Beach> op.3, <The School for

Scandal> op.5, <Essay for Orchestra> op.12, <Concerto for

등 이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Violin and Orcherstra> op.14 .

도 이 시기에 해당된다<Three Songs> op.10 .

두 번째 시기는 로 돌아와 교편을 잡고 공군에 입대하기Curtis ,

도 했던 년부터 에서 다양한 예술인들과 교류하며1940 Capricorn

자신의 음악적 주장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년까지 이다 이1949 .

시기의 도 세계대전이라는 흐름의 영향을 받았으며 개인 스Barber

타일에 변화를 주어 동시대 작곡가들이 사용했던 작곡 기법들을 사

용하기 시작했으며 민속적이고 대중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기본적인.

서정성은 유지하되 불협화음 을 사용하였으며 반음계주(Dissonance)

의 음기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등 현대적 기(Chromaticism), 12

법들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다 대표작으로는. <Converto for

Violoncello and Orchestra> op.22, <Medea> op.23, <Piano

등이 있다Sonata> op.26 .

세 번째 시기는 년부터 년 생을 마감할 때 까지로1950 1981

에서 자신의 작품을 지휘하게 되면서부터 미국을 대표하는London

작곡가로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였고 와 에서, Rome New York

많은 시간을 보냈다 작곡에 현대어법들의 요소들이 구체화되어 등.

장했고 화성적 짜임새와 더불어 불협화음과 음기법이 자주 사용12

되었다 때로는 조성이 흐려지며 주제가 복잡해지기도 하였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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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조성 복조성 이 등장하여 현대적인 감각(Atonality), (Bitonality)

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평생 일관성을 유지하여 작곡하였던 것처럼.

지나친 불협음은 피하였고 조직적인 진행과 조성감은 꾸준히 나타

났다 대표작으로는. <Hermit Songs> op.29, <Vanessa> op. 32,

등이 있다<Antony and Cleopatra> op.40 .

성악작품3)

성악가로서 의 노래는 늘 저를 도전하게 만들어요 그의“ Barber ....

노래들은 지적인 생각들로 제 마음을 채우고 아름다움으로 귀를 간

지럽히는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조합이 아닐 수 없어요, ”38)

- Leontyne Price

당신의 노래를 듣고 나는 당신이 정말 뛰어난 음악적 감각과 실력" ,

을 지녔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곡은 미국 어디에도 전세.... ,

계 어디에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39)

를 듣고- ‘Hermit Songs’

작곡가 이 에게 보낸 팬레터William Schuman Barber

본인이 바리톤 가수로서 활동 했던 는 성악에 대한 이해Barber

를 바탕으로 많은 좋은 작품들을 남겼다 곡의 를 매우 중요. Text

시했던 그는 음악원에 재학할 당시부터 문학과 언어에 대한Curtis

관심이 남달랐고 그의 작곡인생 전반에 걸쳐 좋은 시와 글을 찾아,

노래로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대에 따라 작곡 양.

식이나 스타일은 조금씩 변했지만 가곡을 쓰는데 있어 시를 중요시

한 것만큼은 변하지 않았고 오래된 영국의 고전시로부터 미국의 현,

38)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341

39) Ibid.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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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시인들의 작품까지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게 시를 다루었으며 시

의 형식에 따라 가곡의 형식을 결정할 만큼 가사 자체의 의미에 많

은 비중을 두었다.

평생 곡의 가곡을 작곡한 는 그 중에 곡 만을 발표106 Barber 38

했고 분실된 곡과 미완성 곡을 포함한 곡은 발표하지 않았, 2 1 68

다.40) 본문의 앞 부분에서 말한 의 음악적 특징을 개의 시Barber 3

기로 나눈 것과 달리 에 의한 의 자서전을Nathan Broder Barber

보면 그의 성악곡 작곡 경향은 신낭만주의라 불릴 만큼 전통적인

형식과 화성 서정성에 집중하였던 전기와 잦은 조성의 이동과 실험,

적인 리듬 음기법 등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하였던, 12

후기 이렇게 크게 개의 시기로 나눌수 있다, 2 .41) 전기와 후기의 대

표적인 곡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그 특징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

타남을 볼 수 있다.

악보 과 악보 는 전기에 작곡된 곡으로 멜로디의 흐름이 서정( 1) ( 2)

적이며 리듬 또한 텍스트에 맞추어 창의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원문

에 맞추려 한 점들이 보인다 화성 역시 대위법적 구조에 맞추어 멜.

로디 라인과 함께 수평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0)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519

41) Nathan Broder(1954), Samuel Barber, (New York : G.Schirmer),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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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Four Songs> op.13 : No.3 Sure on this shining night (1938)

악보( 2) Single Song : Fantasy in Purple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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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과 악보 는 후기에 작곡된 곡으로 서정성은 그대로 유지( 3) ( 4)

하지만 짧고 반음계적인 낭독조의 음형들이 등장한다 멜로디와 화.

성도 무조성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선법의 혼합 이동조성 불협화음, ,

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3) <Hermit Songs> op.29 : No.3 St. Ita's Vision (195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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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Three Songs> op.45 : No.2 A Green Lowland of Pi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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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성악곡은 시대별로 전기와 후기로 나뉘며 B.B. Heymann

에 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2)

표 전기가곡< -1>

42)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519~521

Noni Espina(1977), Repatoire for the solo Voice, Vol.1, (Metuchen N.J : The

Scarecrow Press, Inc), p.130~134

작품번호 작품명 시인 작곡연도

Single

Song

A Slumber Song of the
Madonna

A.Noyes 1925

There's Nea Lark A.Swinburne 1927

Love at Door J.A.Symonds 1934

Serenades G.Dillon 1934

Love's Caution W.H.Davis 1935

Night Wanderers W.H.Davis 1935

Of That so Sweet
Imprisonment

J.Joyce 1935

String in the Earth and Air J.Joyce 1935

Begger's Song W.H.Davies 1936

In the Dark Pine Wood J.Joyce 1937

op.2

<Three Songs>

The Daisies
With Rue my Heart is Laden

Bessie Bobtail

J.Stepaens
A.E.Houseman
J.Stephens

1927
1928
1934

op.3 Dover Beach M.Arnold 1931

op.10

<Three Songs>

Rain has Fallen
Sleep Now

I Hear an Army

J.Joyce 1935
1938
1936

op.13

<Four Songs>

A Nun take the Veil
The Secrets of the Old
Sure on this Shining Night

Nocturne

G.M.Hopkins
W.B.Yeats
J.Agee

F.Prokosh

1937
1938
193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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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후기가곡< -2>

작품번호 작품명 시인 작곡연도

op.18

<Two Songs>

The Queen's Face on a
Summery Coin

Monks and Raisins

R.Hora

J.G.Villa

1942

1943

op.24 Knoxville : Summer of 1915 J.Agee 1947

op.25 Novoletta J.Joyce 1947

op.27

<Melodies Passageres>

Puisque tout Passe
Un Cygne

Tombeau dans un Parc
Le Clocher
Depart

R.M.Rilke
1950

-

1951

op.29

<Hermit Songs>

At Saint Patrick's Purgatory
Church Bell at Night

St. Ita's Vision
The Heavenly Banquet

The Crucifixion
Sea-Snatch
Promiscuity

The Monk and His Cat
The Praises of God

The Desire for Hermitage

Irish text

of the

8th~13th

Centuries

1952

-

1953

op.39 Andromaches' Farewell Euripides 1962

op.41

<Despite and Still>

A Last Song
My Lizard

In Widerness
Solitary Hotel

Despite and Still

R.Graves
T.Roethke
R.Graves
J.Joyce
R.Graves

1968

-

1969

op.45

<Three Songs>

NowI Have Fed and Eaten up the Rose
A Green Lowland of Pianos

O Boundless, Boundless Evening

J.Joyce
C.Miloz

C.Middelto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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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3. James Joyce

생애 및 작품1)

언어의 연금술사 예술을 위한 순교자 라 불리는‘ ’, ‘ ’ James

는 년 월 일 의 수도인Augustine Aloysius Joyce 1882 2 2 Ireland

에서 명문 부족의 후손인 조이스 가 에서 태어났다Dublin ( ) .家

년 예수회 계통의 에 입학1888 (Jesuit) Clongowes Wood College

하여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의 실직으로 가세가 기울어 Belvedere

로 전학 년에 졸업한다 그 후College , 1898 . University college

에 입학하여 년 졸업하였으며 재학시절 이탈리아어 프랑스어1902 , , ,

독일어 라틴어 등을 공부하였으며 와, Émile Zola Gustave

의 영향으로 자연주의 영향을 받는다 년 인생의 반Flaubert . 1904

려자인 아내 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의 사이Nara Barnacle Joyce

에서 남 녀를 두게 된다1 1 .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 에 반발하여(Irish literary renaissance)

유학길에 올라 파리에서 의학을 공부하였으며 년 차 세계대, 1914 1

전 발발로 인해 스위스의 러시아의 오스트리아의Zürich, Pola,

등으로 도피하여 영어교사로 일했으며 이탈리아의Trieste Rome

에서는 해외 통신담당 서기로 잠시 지내기도 했다 이 사이에 평생.

의 후원자라 할 수 있는 를 비롯하여 은인이라 할 수Ezra Pound

있는 셰익스피어 출판사 의 대표(Shakespeare Company) Sylvia＆

등 많은 인물들을 사귀었으며 대표작 더블린Beach <Dubliners>(

사람들 젊은, 1914),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예술가의 초상 를 출판하고 율리시스 를, 1917) , <Ulysses>( , 1922)

뉴욕의 지에 연재하기 시작한다‘Little Review' .

년 홍채염으로 안질이 악화되어 눈 수술을 받고 알프스 산맥1917

의 남부에 있는 에 머물며 휴양생활을 하였으며 년Locarno , 1922

월 역작인 를 완성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2 <Uly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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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와 가까이에서 지내기 위해 또1931 ,

한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았던 아내 와의 정식 혼인신고를 위해Nara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 다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은 인습 또( ‘

는 허식에 불과하다 는 자신의 뜻을 접고 혼인신고를 한다’ 43) 영국)

으로 이주한다 년 세기 문학의 최고봉 중 하나 라는 평을. 1939 , 20

듣는 피네간의 경야 를 년부터 장장<Finnegans Wake>( ( )) 1923經夜

년에 걸쳐 완성하여 런던의 패이버 앤 패이버사17 (Faber and

와 뉴욕의 바이킹 출판사 를 통해 출간하Faber) (The Viking Press)

였다.

제 차 세계대전 발발 후 이곳저곳을 헤매게 된 그는 딸2 Lucia

의 정신분열증세 악화와 음주벽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과 복통증세

에 시달리다가 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로 다시 피난을1940 Zürich

갔으며 년 월 일 십이지장궤양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후1941 1 11

사망한다.

터무니없이 긴 산책을 좋아했으며 자기 스스로를 ‘James

기쁨이 없는 제임스 황야의Joyless'( ), ’A Joyce in the wilderness'(

조이스 악의 조이스 라 부르기 좋아했던 그는), ‘A Joyce of evil'( )

미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도덕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했고 선은 바,

람직한 것이고 진실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라 표현했으며 예술이란

부도덕하거나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의 목적은 인습적인 도,

덕을 훨씬 초월하기 때문에 선의 진실과 미의 추구의 부산물로 간

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44) 그의 작품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과

경험들을 다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매우 독특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독창적인 실험성을 띠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시공

을 초월하여 그의 예술적 관점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며 때로는 편

협하고 별나며 무책임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포용하

43) 김학동 제임스 조이스 의식의 흐름과 소설의 혁명 건국대학교 출판부(1994), ‘ ’, , p.35

44) 전은경 역 언어의 연금술사 서울 책세상Richard Ellmann, (2002), James Joyce ‘ ’, ( : ),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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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정하면서도 당당한 그의 천재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설명했던 개의 걸작 외에도 그의 작품으로는 단편 낭만시4

집 산문시 등을 남겼으며<Poems Penyeach>, <Giacomo Joyce>

의 가사로 쓰인Samuel Barber <Three Songs> op.10 <Chamber

도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Music> .

의 시와2) James Joyce Samuel Barber

성악곡을 작곡함에 있어 는 작곡을 가능하게 하는 영감을Barber

주는 시를 아주 중요시했다 그의 인생 전반을 통틀어 음악적 스타‘ ’ .

일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성악곡 작곡의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Text

인 시 를 중요시 하는 것 만큼은 변화가 없었으며 여러 시인들의‘ ’

작품을 탐독하며 작곡의 영감을 얻었는데 도 그 중James Joyce

한 사람이다.

아일랜드의 문학과 시를 굉장히 사랑했던 는 년 여Barber 1952

름 아일랜드 북부의 과 수도인 을 여행하며, Donegal Dublin

와 의 생가를 방문했으며 이William Butler Yeats James Joyce ,

제는 위대한 문학가인 그들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조차 없다는 사

실과 많은 이들이 이 위대한 명의 아일랜드 시인들에게 관심이 없, 2

다는 것에 비통해하기도 했다.45)

는 그의 작품에 있어 여러 번 의 시에서 영감을Barber Joyce

얻어 작곡하였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에서<Chamber Music> Text

45)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335~337

가 에게 쓴 편지 중Barber Sidney Homer ,

여기 에서 그들의 시는 나를 즉각적으로 회상하게 만들어 과거의 영광으로 데려Dublin

가는 듯 해요 안타깝게도 이곳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작가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을 잊. ,

어가는 것 같아요 극장은 불타버렸고 의 글들은 더럽혀져 있어요 그.... Abbey Joyce .

렇지만 나는 공원과 대학을 거닐면서 의 첫 번째 장이 얼St. Stephen Trinity Ulysses

마나 아름답고 굉장한지 체감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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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한 본문의 주제인 을 비롯하여, <Three Songs> op.10

중 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Ulysses> ‘Ithaca episode' <Despite

스위스의 시인and Still> op.41 - No.4 Solitary Hotel, Gottfried

의 시 를Keller “Gedanken dine Lebendig-Begrabenen" Joyce

가 영어로 번역하여 재탄생시킨 “Thoughts of one buried alive"

를 사용한 <Three Songs> op.45 - No.1 Now I have Fed and

등이 있다 관현악곡Eaten up the Rose . <Fadograph of a

의 경우에는 의 작품Yestern Scene> op.44 Joyce <Finnegans

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특유의 언어적 희화와 문장의Wake> Joyce

구조들을 자신의 곡에 담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46)

46)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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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분석 및 연주기법4. <Three Songs> Op.10

작품배경1)

에 있는 에서 수학하는 년 동안Rome American Academy 2

는 의 중 개의 시를 골Barber James Joyce <Chamber Music> 4

라서 작곡을 하였다 제일 처음으로 년 월 일에. 1935 11 17 ’Of that

를 작곡하였고 일주일 단위로 일과so sweet Imprisonment‘ 21 29

일에 각각 과 월 일에’Rain has Fallen‘ ’Sleep Now‘, 12 5 ’String

를 썼다 후일 여기에 년 월 일에in the Earth and Air‘ . 1936 7 13

와 년 를 추가로’I Hear an Army’ 1937 ‘In the Dark Pinewood‘

작곡하였고 이 개의 곡 중6 ’Rain has Fallen‘, ’Sleep Now‘, ’I

를 묶어 년 가Hear an Army’ 1939 G. Schirmer Opus Number

으로 출간하였다10 .47)

은 년 년 사이에 쓰여져 총 편<Chamber Music> 1901 ~1904 36

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년 월 에 의해 출1907 5 , Elkin Matthews

간되었다 당시 는 그의 친구들 중 유독 장난기가 많았던. Joyce

와 함께 라는 과부의 집에 찾아가 흑맥주를 마시며Gogarty Jenny

시를 낭송하곤 했다 그러던 중 한번은 과부가 칸막이 커튼 뒤로 가.

서 실내 변기 에 앉아 소리를 내며 소변을 보았는데(chamber pot) ,

와 는 이것을 음악적인 소리라 익살스럽게 표현했Joyce Gogarty

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가 자신의 시를 모아Joyce "Chamber

이라 명명하게 된다Music" .48) 시의 내용과 주제에 맞추어 시의 순

서를 배열하였으며 전반부인 편은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의 결실14

을 맺기 위한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후반부의 편은 연인과의 사, 17

랑을 방해하는 라이벌이 등장하여 그에 따른 갈등과 좌절감을 표현

47)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137

48) 김학동 제임스 조이스 의식의 흐름과 소설의 혁명 건국대학교 출판부(1994), ‘ ’,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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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는 이 작품의 섬세하고 매끄러운 감정의 흐. Ezra Pound

름에 감탄하여 극찬하였으며 는 기술적이며, William Butler Yeats

감정적인 작품의 최고봉이라 표현하였다.

가 에서 발췌하여 작곡한 세 곡은 음Barber <Chamber Music>

악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성을 보이는데 과’Rain has Fallen‘ ’I

가Hear an Army’ A minor(Low Voice / cf : High Voice C

의 조성으로 같으며 의 경우 단 도 아래로minor) ’Sleep Now‘ 3

시작하지만 종결은 이다 또한 가사로 쓰인 시들 역시 사A minor .

랑이라는 주제와 그에 관련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나타냄으로 세

작품이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49)

는 과 두 작품을 각각Barber ’Rain has Fallen‘ ’Sleep Now‘

의 시를 통해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던 와 누Joyce Dario Cecchi

이인 친구들에게는 라는 애칭으로 불리웠다Susanna( Suso Cecchi )

에게 헌정하였다 는 이에 순간의 발견 어렸던 그날로. Susanna “ ”, “

돌아간 것 같다 고 칭찬했으며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음악 평론가”

였던 그녀의 남편 는 우리는 가 작곡한Fedele d'Amico “ Barber

곡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의 시를 감상한 것도 아니다 우, Joyce .

리는 그저 사랑을 나누었을 뿐이다 라고 극찬하였다” .50)

분석 및 연주기법2)

제 곡 비가 내렸다(1) 1 Rain has fallen ( )

자신의 연인 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는Nora

중 편이다 그녀에 대한 사랑을 하루 종일<Chamber Music> 32 . ‘

비가 내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피아노에서 일관된 잇단 음표’ 6

49) Barbara B. Heymann(1991), 'Samuel Barber' The Composer and His Music,

(Oxford Univercity Press), p.137

50) Ibid.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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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으로 이를 나타낸다 연 행 중 연 행에서. 2 4 , 1 1 3 (-ay), 2 4ㆍ ㆍ

행에서 로 연 행에서 행에서 의 각(-es) 2 1 3 (-ay), 2 4 (-art)ㆍ ㆍ

운을 가진다.

시 번역①

Rain has fallen all the day.

O come among the laden trees:

The leaves lie thick upon the way

Of memories.

Staying a little by the way

of memories shall we depart.

Come, my beloved, where I may

Speak to your heart.

온 종일 비가 내렸다

가지 늘어진 나무숲으로 가자

추억의

길에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다

추억의 길가에 잠깐 머물다

우리는 헤어지겠지

가자 내 사랑아 내가, .

너의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곳으로 51)

51) 공진호 역 서울 아티초크 출James Joyce, (2015), James Joyce 'Chamber Music', ( :

판 스토어),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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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구조 악곡분석/ /②

표< -3> Rain has fallen

표 에서 구분한 것과 같이 이 곡은 의 두 부분으로< -3> A - A'

나뉘며 시의 형식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상의 분위기에.

맞추어 반음계적 단 도 하행선율이 주된 큰 특징으로 나타난다2 .

부 분 구 분 박 자 마 디 조 성 빠르기

A

전주 4/4 1-4 1-7

c minor
Moderato

= 50♩

3/2 8
a 5-12

4/4 9-12

A'

간주 4/4 13-15 13-23

4/4 24-27
a' 16-23

3/2 28

coda 24-294/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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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5) 1-6

반주부에서 오른손의 잇단음표는 비가내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6

으며 같은 패턴의 화음 도약을 사용하여 슬프면서도 몽환적인 분7

위기를 조성한다 로 표시되어 있는 마디의 오른손 반주부분. 2,3○

의 첫 번째 네 번째 음정들은 마디의 노래부분 첫 음정 악보, 5,6 (

과 동일함으로 반주부에서 미리 멜로디를 암시하고 있다 왼손은6) .

박자 동안 음정을 지속하였고 이러한 지속음들10 'C' (Pedal tone),

은 곡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데 이것은 중심음의 사용으로 일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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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위함이다 악보 악보 악보. ( 5) ( 8) ( 10)

지속음 이 이어서 계속 나타나며 앞의 마디의 음(Pedal tone) 2,3

정이 멜로디로 나타난다 성악성부의 멜로디는 단 도 단 도 의. 2 - 3

패턴이 나타나는데 강박인 .♩ 점 분음표 에서 비화성음을 사용한( 4 )

뒤 약박인 분음표 에서 협화음으로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으로(8 ) ,♪

바버가 세기에도 낭만주의 어법을 고수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20

다 반주부에서 번째와 번째 음정들이 멜로디를 노래함과 동시에. 4 6

성악성부와 미세하게 엇갈리면서 시어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화음의 연속진행이 해결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비가 내려 우울7,9

하고 심란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악보 마디( 6) 7-8

악보 에서 나타난 음정들의 패턴 도약은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며( 5)

악보 의 완전 도 도약 악보 의 증 도 도약 곡의 조성이(( 6) 5 , ( 9) 4 )) c

에서 로 변조되어 완전종지의 화성변화가 일어minor f minor 남으

로 일관되게 우울한 심리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다 악보 악보.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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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7) 11-14

마디부터는 대위적 화성이 등장하여 불협화음의 진행을 보인11

다 또한 반주부의 주요 음도 앞에서와 달리 단 도 단 도의 상행. 2 - 3

으로 이어져 앞에서는 하행진행 곡을 진행하며 왼손과 오른손이( ) ,

반진행을 보이며 부분이 끝나는 간주부로 이어진다 간주부에서A .

는 를 사용하여 시어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으며pp

의 반복을 사용하여 비가 내리는 듯 한 슬픈 느C-G#-A-F-F#-D

낌을 음형의 하행을 통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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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8) 15-19

로 이어지는 마디에서는 마디에 나왔던 주선율이 다시A' 16 5-6

등장하는데 클라이막스를 위한 복선으로서 반주부의 지속음이 옥타

브 아래로 내려가 있다 마디에서 성악선부의 멜로디가 반주부의. 18

내성과 중복되어 마디의 악구종지를 준비한다 마디의 악구종19 . 19

지는 로 일어나며 악보 악보 에서 보c minor f minor ( 7), ( 11)→

여지듯이 곡의 슬픈 느낌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옥타브의 하

행으로 이를 표현한다.

악보 마디 마디 부터는 음악이 본격적으로 고조되( 9) 20-23 : 20

기 시작하며 성악 성부와 반주부가 동시에 상행하기 시작한다 오른.

손과 왼손의 리듬이 서로 바뀌어 음역대가 더 넓어지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클라이막스로 가는 발판이 된다 리듬이 바뀌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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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손이 분산화음에서 밀집화음으로 바뀌고 왼손에서는 첫 음정의,

증 도 도약으로 화성을 명확하게 한다 성악성부는 시어의 악센트를4 .

음악적 리듬과 매끄럽게 연결시키기 위해 리듬분할을 사용하였으며

마디에서 과 음정의 로 클라이막스에 도달한23 F# G Crescendo

다.

악보 마디 성악성부의 클라이막스는 부분에서( 10) 24-25 : Coda

로 절정에 이르러 피아노가 이를 이어받는다 성악성부 이상으로ff .

격정적인 진행이 쓰이며 그 후 왼손은 분음표를 묶어서 그 여운16

을 표현하며 오른손은 하강한다 곡의 조성감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

위해 은 계속 유지하며 마디에서 성악성부가Pedal tone 26 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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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먼저 변화하여 곡이 끝나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마지막p . 28,

마디에서 의 화성단음계로 완전종지가 일어난다29 f min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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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상의 제안④

곡을 부르기 전에 곡 전반에 걸쳐있는 우울하고 불안한 심상을

잘 이해해야 한다 는 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Joyce Nora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라는 표현을 하였고 는 이를 반주‘ ’ Barber

부의 연속되는 잇단음으로 나타내었다 비가 내리는 광경을 반주부6 .

에서 묘사하는 가운데 성악성부가 멜로디를 부르다는 것은 피아노

와 의 필연적인 조화를 통해 앙상블을 이루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가곡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인데 잇단음과 묘하게 엇나가는, 6

듯 한 박자 안에서 멜로디 리듬을 섬세하게 표현해 내어야 한다 리.

듬분할 되는 박자들을 정확하게 공부하여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주부에 실려 불러지는지 들어봐야 하고 화음이 해결되지 않고, 9

진행하는 가운데 곡의 흐름을 깨지 않고 정확한 음정에 의해 pitch

피치 가 흔들리지 않는지 그러한 상태에서 작곡자가 의도하는 감( ) ,

정선을 이어나가는 데에 많은 집중을 해야 한다.

총 번의 점점 크게 와 점점 작게 가4 crescendo( ) decrescendo( )

등장하는데 이는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곡의 긴장감을 성

악성부에서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부분의 끝인 마디에서. A 11, 12

점점 느리게 가 성악성부의 악상기호로 등장하여 곡의rallentando( )

느낌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하며 마디의. 19 Senza

느려지지 않게 역시 뒤에 나올 클라이막스를 표현하기Ritadrdare( )

위해 마디에서 점점 더 열정적으20 poco a poco piu appasionato(

로 를 위한 준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마디의 성악성부의 클라) . 22

이막스는 마디에서 피아노가 이를 받아 긴장감을 표현하는데24, 25

반주부의 악상 중 크레센도하며 점차 느리게 가 나옴을allargando( )

인지한 상태에서 마디의 충분히 여유있게 와 함께27 largamente( )

에서 로의 변화가 일어나며 곡의 종지를 표현하는 것을 알아mf p

야 한다.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한 호흡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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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야 하며 클라이막스인 에서 소, ‘I may speak to your heart'

리를 너무 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 ’speak to your heart'

반복되는 것은 시어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인데 악상은 에서 로f p

반대로 가고 있다 이는 가 의 사랑에 대한 애절함과. Barber Joyce

여운을 표현한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가장 고음인 의 발음인. 'G'

는 음은 가장 높지만 바로 뒤의 를 위해 소리를’your' ‘F#' ‘heart'

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같은 가사로 종지되는 마지막의, ’your

는 로 도약이 일어나는데 소리가 끊기거나 불안하게heart' ‘G-C-F'

흔들리지 않도록 호흡에 더 신경 써주어야 한다.

제 곡 이제 잠들라(2) 2 Sleep now ( )

중 편을 가사로 하고 있는 이 노래는 재미<Chamber Music> 34

난 에피소드가 있다 에 체류하던 는 그의 절친한. Dublin Joyce

친구 가 자신의 연인인 와 불륜의 관계에Vincent Congrave Nora

있다고 오해를 하는데 가 에게 청혼했던 사실이 있(Congrave Nora

었음 또 다른 친구인 이 이것은 와) John Byrne Congrave Oliver

의 장난으로 그가 오해를 하게 된 것이라 알려주고 이에Gogarty ,

와의 오해를 풀기위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시를 함께 써Nora

서 보냈다고 한다.52) 연의 행의 와 행의 가1 1 3 (now) 2 4 (heart)ㆍ ㆍ

각운을 가지며 연에서는 행의 와 행의 가, 2 1 3 (winter) 2 4 (more)ㆍ ㆍ

각운으로 나타난다 시어 중 은 오해한 자신의 마음을 가라. ‘sleep'

앉히고 연인인 역시 마음을 놓길 간구하는 것이며Nora , ’the

는 그들의 사랑을 방해했던 친구 를 의voice of winter' Congrave

미하는 것이다 마지막 연은 와 등의 직접적인 표현. 3 ‘kiss' ’peace'

으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52) 김학동 제임스 조이스 예술을 위한 순교자 건국대학교 출판부(2001), ‘ ’, , 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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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번역①

Sleep now, O sleep now,

O you unquiet heart !

A voice crying "Sleep now"

Is heart in my heart.

The voice of the winter

Is heard at the door.

O sleep, for the winter

Is crying "Sleep no more"

My kiss will give peace now

and quiet to your heart---

Sleep on in peace now,

O you unquiet heart !

이제 잠들라 이제 잠들라,

마음이 동요된 그대여!

이제 잠들라 는 목소리가“ ”

내 마음속에 들린다

겨울의 목소리가

문 앞에 들린다

잠들라 겨울이,

더는 잠들지 말라 고 외치니“ ”

나의 키스는 이제 네 마음에

이제 평화와 안식을 주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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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평안히 잠들라,

마음이 동요된 그대여! 53)

형식 구조 악곡분석/ /②

표< -4> Sleep now

이 곡 역시 시의 구조와 동일하게 부분으로 나뉘어3 A-B-A'

의 형태를 취하며 잦은 변박에 따라 빠르기와 리듬이 동일하게 변

한다 이 곡에서는 악곡분석에 앞서 선행 논문들을 고찰하며 발견.

53) 공진호 역 서울 아티초크 출James Joyce, (2015), James Joyce 'Chamber Music', ( :

판 스토어), p.127＆

부 분 구 분 박 자 마 디 조 성 빠르기

A

전주 4/4 1 1-2

a minor

e minor

Andante

tranquillo

= 40-46♩

3/4 3-4

a 2-9
5/8 5-6

3/4 7

4/4 8-9

B
b 4/4 10-16 10-15 B Major

D Major
Piu mosso

e agitato

=72♩

3/4 16
c 17-19 g# minor

d# minor4/4 17-20

A'

간주 20
3/4 21-22

a minor

e minor
Tempo Ⅰ

Tranquillo

a' 21-30

5/4 23

4/4 24

3/2 25

3/4 26-28

Coda 31-34
a minor

A major
4/4 29-30

4/4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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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류를 먼저 확인 및 수정하도록 하겠다.

필자가 서론 부분에서 다룬 세 편의 논문 모두 이 곡에서 나타

나는 뚜렷한 특징으로 복조성 을 말하였다(Bitonality) . 김지혜

에 대한 연구 와 이은미Samuel Barber <Three Songs> op.10『 』

의 가곡 의 가창을 위한Samuel Barber <Three Songs> op.10『

분석 연구 는 각각 성악성부가 중심으로 반주부에서는“ e minor ,』

음을 이끈음으로 의 조성이 나타나며 도 관계의 복조g# a minor 5

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였고 반나영 의 가곡” , Samuel Barber『

분석 및 연구 는 과 가 복조적으로“e minor pentatonic a minor』

사용되었다 라고 했다” .

복조성 이란 두 개 이상의 보표가 서로 다른 조성 음계 을 동시‘ ’ ( )

에 연주하는 것이며 수직적으로 뚜렷한 두 개의 조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드러나야 한다 선행연구자들이 말한 부분에서는 복.

조성이라 볼 수 있는 조표나 임시표가 쓰이지 않았으며 청각적으

로 듣기에도 조성이 부딪히는 부분 없이 화성적으로 딱 맞아 떨어

진다 가 성악성부를 의. Barber ‘E-G-A-B-E' 을 의도pentatonic

했다 하더라도 성악성부 반주부 모두 의 음계로 포함시, a minor

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곡에서 복조성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반나영 의 가곡Samuel Barber『

분석 및 연구 는 이 점을 동시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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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11) 1-9

부분은 부드러운 불협화음 장 도 로 시작하여 마디에서 곡의A ( 2 ) 1

분위기를 짧게 드러내고 있다 곡을 이끌어가는 중심음으로 음정. 'B'

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으며 시어 의 운율에 맞추어‘sleep now' 2

도 화음과 음이 추가된 도를 사용함으로 통일성을 주고 있다 이7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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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시에 잦은 변박을 통해 시어의 불안한 마음 를‘unquiet heart( )’

표현하고 있다 마디에서는 이전까지 나오던 음정의 상행음. 7 ’B D'→

형이 로 하행 반주부 왼손에 음정에 이 없어지며‘D B' , ’G’ # 8-9→

마디에서 같은 으뜸음조인 로 전조가 일어난다A Major .

악보 마디(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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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마디의 와 의 로 나뉜다 에서는B 10-16 b , 17-19 c . b

시에서 연이 바뀌어 분위기가 바뀌는 것과 같이 조성 악상 리듬의, ,

변화를 줌으로 음악적으로도 부분과 대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A . 9

마디에서 였던 악상이 마디에서 갑자기 로 바뀌면서 반주부pp 10 f

의 갑작스러운 도 도약이 일어나고 이것은 마디에서 성악성부와8 11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라는 부정적 시어에. ‘winter'

대한 느낌을 표현한 것이며 화성과 관계없는 마디의 이명동11,12

음적 전조 와 반주부의 특별히 강하게 에서(eb-d#) sf(sforzando : ) p

로의 급작스러운 변화 분음표의 리듬형 역시 그것을 전달하고, 32

있다 분음표의 리듬형은 음 하나하나 강조하여 와. 32 f marcato( )

정말로 강하게 로 더욱 긴장감을 조성한다 마디의 성sempre f( ) . 15

악성부에서 나타난 화성의 해결 은 반주부의 첫음으로 연결(f#-e#)

된다.

악보 마디( 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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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는 번의 악상변화 로 부분의 긴장c 4 (f - p - f - pp) b

감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반주부의 오른손과 왼손이 바뀐 구조가 나

타난다 제 곡 과 마찬가지로 오른손과 왼손의. 1 ‘Rain has fallen'

반주구조가 바뀌면서 오른손이 밀집화음을 나타내고 이는 화성의,

명확함을 더하는 동시에 곡의 클라이막스를 잘 표현하고 있다 변박.

이 일어난 후 가사에서 을 세 번 반복하고 부’sleep no more' , b

분의 도 도약을 넘는 도 도약이 등장해 심리적 고조를 더 나타내8 9

고 있으며 성악성부에서 가장 고음이 나오는 부분에 음의 길tenuto(

이를 충분히 유지하여 를 악상으로 반주부에서는 성악성부와 동시) ,

에 매우 하게 가 악상으로 쓰여 역시allargando molto( allargando )

나 클라이막스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악보 마디 부분에서는( 14) 20-34 : A' ‘Tempo , tranquillo'Ⅰ

로 시작하며 부분과 유사한 형태로 반주부에서 분음표의A 16

분산화음 가 포함된 오른손과 왼손의 반진행이 일어난다arpeggio( ) .

사랑하는 이를 향한 불안한 마음 역시 계속 되는 변박으로 표현되

고 있으며 마디의 화음도 부분과 비슷한 점이다 마24 V A . 25, 26

디에서 분음 분음 단위의 박으로 리듬이 변형되는 것은 가사의2 , 3

악센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디에서 나오는 변형. 26~28

된 화음 의 음 반음내림 의 연속 사용은 모호함을 나(a minor 5 )Ⅲ Ⅲ

타냄으로 오 그대 불안한 마음이여 의 가사를 표현한 것이며“ !” 29,

마디에서 마디의 반주부 음형이 다시 사용된 것 또한 이30 17, 18

와 같은 이유이다 마디에서 의 이끈음인 음정이 등. 31 a minor g#

장했다가 피카르디 도 로 종지를 맺으며 사랑하는’ 3 (Picardy third)‘

이의 분노가 가라앉고 자신의 불안감도 해소되었음을 표현하고 있

다 이것은 악상기호가 로 변한. ( agitato - calmondo - tranquillo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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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상의 제안④

이 곡은 연주에 앞서 가 부분에서 다시 등장한다'tranquillo' A'

는 것을 꼭 유념해두고 불러야 한다 음악적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소리를 너무 만들거나 우울하게 부르지 말아야 하며 또한 전체적인

분위기와 시상을 떠올리며 계속되는 변박에서 박자감각을 잃지 않

도록 해야 한다 라는 가사가 나올 때 가 연속. “sleep now" , p - f

되며 악상들이 계속해서 변하는데 그 속에는 사랑하는 이를 달래기

위한 화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

록 신경 써야한다 에서 그리고 로 나뉘는 부분들은 곡의. A B, A'

분위기는 물론이고 박자와 템포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역시 화자

의 심상이 잘 투영되도록 감정이입을 하면서 불러야 한다 반주부에.

서 분음표의 리듬형이 나올 때 노래와 반주가 서로 주고받으면서32

를 이루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harmony .

가 의 심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악상을 아주 구Barber Joyce

체적으로 표현해 놓았는데 성악성부에 나오는 악상보다 앙상블을,

이루는 피아노 반주부의 악상기호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곡의 처음.

에 성악성부와 같이 로 시작한 반주부는 부분에서 급격한 변화p B

를 보였다가 부분에서 로 돌아온다A' trnaquillo . f marcato,

등 반주부에서 시어의 느낌을 그sforzando, f marcato, allargando

대로 살려 노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가수는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앙상블을 이루어야 한다.

과 라는 단어가 곡에서 주는 뉘앙스는 긍정과 부‘sleep‘ ’winter'

정으로 대비된다 에서 호흡을 너무 풀어서도 안되고. ‘sleep'

에서 호흡에 너무 힘을 주거나 소리를 밀어내서도 안된다’winter' .

가사와 악상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박자를 너무 과하게 벗어나

서도 안되며 악상에 따른 소리의 공명에 더욱 더 집중해야 한다 특.

히 마디와 마디의 음정은 고음임에도 발음과 발음으18 23 G ‘O' ’U'

로 소리를 내야 하는데 뒤에 하향하는 음정에서 긴장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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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도록 소리에 힘을 빼주어야 한다 라는 구절은 속. ‘sleep now'

삭이듯이 는 너무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하며 노, ’sleep no more'

래의 마지막에 를 끌고 있을때 반부부에서‘heart' , agitato -

가 반주부 악상에 나와 있다는 것도 소리를calmondo - tranquillo

내면서 집중하야 할 부분이다.

제 곡 나는 군대의 소리를 듣는다(3) 3 I hear an Army ( )

이 곡은 중 제일 마지막 편의 시를 로<Chamber Music> 36 text

사용한다 앞의 다른 시들과 다르게 비정형시 이며. ( ) Barber非定型時

가 자신의 스타일과 기법을 뛰어나게 발휘한 대표적인 곡들 중 하

나이다 시어들을 보면 사랑 때문에 일어난 감정들을. 'hear',

등으로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으'thunder', 'cry', 'moan', 'clanging'

며 의인화를 통해 극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행 행에서. 1 , 3 (-and),

의 각운을 가지며 레치타티보 와 같은 서(-ame), (-air) Recitativo( )

사적인 느낌 역시 등장한다.

시 번역①

I hear an army charging upon the land,

And the thunder of horses plunging, foam about their kness

Arrogant, in black armour, behind them stand,

Disdaining the reins, with fluttering whips, the charioteers.

They cry unto the night their battle name:

I moan in sleep when I hear after their whirling laughter.

They cleave the gloom oh dreams, a blinding flame,

Clanging, clanging upon the heart a upon an an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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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come shaking in triumph their long, green hair:

They come out of the sea and run shouting by th shore.

My heart, have you no wisdom thus to despair?

My love, my love, my love, why have you left me alone?

땅 위로 군대가 돌진하는 소리를 들린다

우레와 같이 돌진하는 말발굽 소리 정강이에 홍건한 비지땀, .

휘날리는 채찍을 가지고 그들 뒤에 서 있는

검은 갑옷 전차 전사들의 채찍을 무시하는 오만한 말들,

그들은 어둠에 대고 전투 구호를 외친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소용돌이치자 나는 잠 속에서 신음한다.

그것은 꿈속의 어둠을 가르고 나아간다 눈부신 불꽃,

모루54)에 내리치듯 쨍그랑 쨍그랑 마음에 내리치는 불꽃 소리.

그들은 의기양양하여 긴 초록색 머리칼을 뒤흔들며 온다.

그들은 바다에서 나와 함성을 지르며 해변을 내닫는다.

내 마음아 이렇게 절망하다니 너는 지혜도 없느냐, ?

내 사랑 그대여 어찌하여 나를 홀로 내버려 두었나요, ? 55)

54) 모루 대장간에서 뜨거운 금속을 올려놓고 두드릴 때 쓰는 쇠로 된 대:

55) 공진호 역 서울 아티초크 출James Joyce, (2015), James Joyce 'Chamber Music', ( :

판 스토어), 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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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구조 악곡분석/ /②

표< -5> I hear an Army

세부분으로 나뉘는 이 곡 역시 시의 구조와 동일하게 작A-B-C

곡되었다 부분은 전쟁으로 인한 군대의 진격과 채찍을 맞으며. A

돌진하는 말들의 모습을 부분은 사랑으로 인한 마음속의 괴로움, B

이 전쟁에 빗댈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부분은 사랑을 잊, C

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자신에 대한 탄식을 그리고 있으며 각 부분

마다 특징적인 오스티나토 가 등장하며 이를 표현하고 있(ostinato)

다.

부 분 구 분 박 자 마 디 조 성 빠르기

A

전주
4/4

1
1-2

c minor

Allegro

con fuoco

=116♩

2/4 3

a 2-95/8 4-6

3/4 7-11

b 10-164/4 12-16

B

간주

4/4

17-20

17-47c 21-38

c' 39-47

C

d

4/4

48-51

48-62

More

sustained

=84♩

e 52-59

Coda 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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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마디의 짧은 전주에서 곡의 주제라고 할( 15) 1-6 : 1

수 있는 당김음을 사용한 오스티나토가 등장하여 곡의 분위기와 앞

으로 전개될 음형들을 짧지만 강렬하게 나타내고 있다 마디의 짧. 6

은 악구동안 번씩이나 변박을 하4 (4/4 - 2/4 - 5/8 - 4/4 - 3/4)

여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마디의 성악성부 들은4 tenuto

라는 시어를 강조하며 곡의 전반부의 느“charging upon the land"

낌을 잡고 있다 반주부에서 오른손과 왼손의 리듬형이 모방적으로.

따라 나오는 동적인 구조를 이루며 말이 달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마디 성악성부의 음정구조는 부분의 마지막인, 2-5 B 33-36

마디에 다시 등장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각 청각적 이미지를,

그리고 있으며 이것으로 연이 연과 구별되는 것을 암시하고1 2 3ㆍ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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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마디에서 리듬이 변하며 새로운( 16) 10-18 : 10,11

전환을 암시하며 리듬과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난 마디 반주부에12

서부터 말이 달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악상이 에서 갑자기. sf

로 바뀌었다가 해가면서 말이 달려오는 모습과 고통p crescendo

이 증가하며 점점 더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며 어둡고 불안한 이미지

가 고조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성악성부와 동시에 반주부도 상승.

하며 이러한 것을 동일하게 그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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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17) 19-24

부분은 사랑으로 인한 마음속의 괴로움을 전쟁에 빗대어 표현B

한 부분인데 성악성부 선율의 변화와 더불어 반주부의 리듬형의 강

조가 일어나는데 앞에서 사용되었던 리듬형이 반주부 왼손 저음부

에서 오른손까지 도 도약을 옥타브에 걸쳐 그려내며 역동적인 진8 3

행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마디의 악상도 호전적으로. 21 martial( )

이 등장하며 군대가 행진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한다 마디에. 19,20

서 반주부가 노래했던 주선율을 마디 마지막에 성악성부가 이었20

으며 마디에서 마디별로 차용화음이 등장하며 성악성부가 이, 22-24

끌고 온 화려함을 더하며 시어의 눈부신 화염을 반주부에서 표현‘ ’

한다.



- 61 -

악보 마디( 18) 28-33

가사의 내용들은 음형적 소재와 함께 악상으로 계속 표현된다. 28

마디에서 로 어둡고 불안한 느낌은 반주부에서 로 이어pp arpeggio

가다가 마디의 와 함께 이라는 시어를 잘 표현하고 있33 f ‘clanging'

다 마디에서 반주부의 왼손이 성악성부의 멜로디를 옥타브. 29,30 2

아래로 내성의 중복을 이루고 성악성부와 음색의 혼합을 통해 곡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미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마디에서. 32

음정에 이 붙어 마디의 과 이명동음적 전조 왼손의 완전f # 33 gb ( 4

도 를 통해 지속되며 이것은 마디에서는 같은: f#-C / gb-c) 34,35

음형이 단 도 높게 나오기도 하며 내성중복을 통한 분위기의 조성은2

이후의 마디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곡의 느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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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19) 37-42

마디부터 마디까지는 이 곡의 클라이막스를 대비한 복선으로39 46

서 시어의 “그들은 의기양양하여 긴 초록색 머리칼을 뒤흔들며 온

다 그들은 바다에서 나와 함성을 지르며 해변을 내닫는다. . 를 표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오스티나토 가 등장하여 오른손에서(ostinato)

연주되던 멜로디는 왼손으로 옮겨간다 또한 성악성부의 멜로디를.

반주부의 오른손이 함께 연주하며 클라이막스를 위한 복선으로서

시어의 이미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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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20) 46-48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시의 구조와 동일하게 음악도 변화를 보C

이는데 감정의 흐름을 연결시키기 위해 음은 중복시키지만 셋잇단

음표의 리듬형을 지닌 오스티나토가 나타나며 템포변화와 함께, c

의 화성단음계가 사용되며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난다minor 7 .Ⅴ

이것은 시어에 나타난 자괴감과 탄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이3 1ㆍ

연과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예이다 왼손의 셋2 .

잇단음표는 시어에 나온 마음속의 절망을 계속 표현하면서 더욱 더

내면의 심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악보 마디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깊은 탄식은( 21) 51-62 :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아 왜 너는 나를 홀로 버려두었는가, , . ?”

라는 시어로 표현되고 이는 왼손 반주부가 옥타브 아래로 계속 내려

감으로 알 수 있다 의 악상과 성악성부의 고음 왼손의 옥타브. ff ,

진행을 통해서도 이를 표현하며 마디에서는 지속음, 54 (pedal tone)

을 유지한채 불협화음을 통해 이를 나타내고 있다 마디에서는. 55 54

마디의 늘임표 를 사용해 곡이 완전히 정지 되고난 뒤 지속fermata( ) ,

음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고 지속음은 마디에서 성악성부가 이를( 57

대신함 반주부는 앞에 나왔던 오스티나토를 악보 재사용하여) ( 16)

음악의 통일성을 준 후에 의 도종지로 곡을 마친다c minor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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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상의 제안④

전주의 시작부터 급박함과 긴장감을 알 수 있는 이 곡은 처음부터

곡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호흡적인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한다.

자칫 음악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감정표현을 위해 필요이상의 힘을

쓰게 되면 소리에 무리가 오는 것 외에도 곡의 흐름을 깨뜨리기 십

상이다 반주부가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격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김음과 분음표가 나오는 부분들을 비롯해 박자를 정확하게 공부16

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세밀한 감정표현으로 곡의 느낌을 충실히,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부분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악상변화는A (p cresc, f, decresc,

시어의 느낌을 충분히 살리기 위함이다 또한 부분에rallentando) . B

서 로 시작해 행진곡풍으로 반주가 전개 될 때에는 소리의martial

느낌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도록 해야하며 마디의 부터33 “clanging"

매우 활기있게 로 나오는 부분에서는 흥분하여sempre animando( )

급해져서 박자를 놓치거나 소리를 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C

부분의 악상과 템포변화는 너무 곡이 쳐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클라

이막스에서 나오는 음은 마디의 까지 감정이 연결G, Ab 54 fermata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충분한 후 곡을 정리하면서 반주부. fermata

의 지속음 을 마지막 음으로 이어 부를 때 반주가 빠른(Pedal tone)

리듬으로 지속되는데 이때 앙상블을 위해 소리를 지나치게 빨리 빼,

지도 끌지도 않도록 해야한다, .

시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자괴감이나 급격한 감정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빠른 반주부에 맞춰 정확한 억양 을 구intonation( )

사해야 한다. “charging upon the land", "clanging upon the

같은 가사들은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heart" ,

와 같은 가”They come out of the sea", "My heart", "My love"

사들은 공명되고 안정된 소리를 위해 호흡에 신경을 쓰는 것에 상당

히 집중해서 전체적인 곡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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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Ⅲ

은 그의 다른 작품들에Samuel Barber <Three Songs> op.10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곡이지만 시와 음악의 조화를 무엇보다

중시했던 그의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곡이다 년에서. 1935

년 사에 작곡된 이 곡은1936 <Rain has fallen>, <Sleep Now>, <I

이렇게 총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위법적 양식을hear an army> 3 .

고수하면서 낭만성과 서정성을 중요시하였던 그의 초기 작곡 스타일

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다른 초기 작품들에 비해 현대 화성과 리듬

이 많이 보이지만 그의 명확한 음악적 개성이 전통적인 어법과 잘

어우려져 뛰어난 작품으로 탄생했다.

제 곡 은 후기 낭만시대의 어법이 많이 드1 , <Rain has fallen>

러난 곡으로 지속음 의 사용과 반복되는 패턴의 음형을(Pedal tone)

사용하여 곡에 일관성을 주면서 협화음과 불협화음이 오묘한 조화

를 이루며 곡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인 이곡은 반. c minor

주부의 잇단음표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으며 성악6

성부에서는 가사의 우울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리듬분할을 사

용하여 반주부와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

제 곡 는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시인의 심정이2 , <Sleep Now>

잘 표출되어 있는 곡으로 작품의 세 곡 중 가장 현대적인 느낌을

가진다 음정을 중심음으로 하여 부분에서는 부드러운 불협화. ‘B' A

음 장 도 과 단 도 부분에서는 급격한 도 도 도약 또한 공( 2 ) 3 , B 8 , 9 ,

통적으로 곡 전반에 걸친 잦은 변박을 통해서 불안한 심리를 잘 표

현하고 있다 과 는 곡의 심상을 대표하는 시어들. “sleep" ”winter"

이며 시어의 운율의 맞추어 성악성부와 반주부가 이루는 앙상블은

매우 뛰어난 작품성을 지닌다 하겠다.

제 곡 에서는 로 쓰인 시가 비정형시3 , <I hear an Army> text

적인 특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음악이 매우 아름답게 조화

를 이루고 있다 이 곡도 현대적인 특성을 많이 보이는데 잊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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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랑에 대한 아픔과 탄식을 형식의 각 부분에서 잘 표현A-B-C

하고 있다 동일한 리듬형을 확대하여 번에 걸친 변화를 보였으며. 4

내성중복 옥타브 도약 이명동음전조 등을 사용하여 곡의 특성을, ,

잘 살리고 있다.

문학에 대한 깊은 사조와 애정을 통해 시와 음악의 유기적인 연

결을 중시했던 는 세기 음렬주의 무조음악 음기법 등Barber 20 , , 12

이 성행했던 시기에 신고전주의 음악가라 불리우며 자신만의 독특

한 방식으로 낭만주의와 현대음악의 조화를 이루어 세기의 뛰어20

난 작곡가 중 한명으로 평가 받는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가<Three Songs> op.10 의 음악적 특징과 예술성을 잘Barber

나타냄과 동시에 현대 미국 예술가곡의 흐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작

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필자의 논문이. <Three Songs> op.10

을 공부하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점들이 있다면 다른 연구자가 추가 보완하여 이 곡에 대한 좋ㆍ

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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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Samuel Barber's

<Three Songs> Op.10

by James Joyce's Poems

HYUN HO CHO

College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looks into the piece, <Three Songs> Op.10

composed by Samuel Barber (1910-1981) with the poems by

James Joyce (1882-1941) and the technique.

Chapter “Introduction” stated the purpose of the studyⅠ

and briefly described the research method.

Chapter “Body” described the background of the work,Ⅱ

looked into the history of American music and the flow of art

songs, and stated Samuel Barber’s life and work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music. It briefly looked into the life and

works of James Joyce, the author of the poems used as a

text, translated the text of <Three Songs> Op. 10 based on

James Joyce’s poems in Samuel Barber’s work and analyzed

the format and structure in detail. In addition,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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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in performance.

Chapter “Conclusion” mentioned thatⅢ <Three Songs>

Op.10 is a meaningful work in the flow of contemporary

American art songs and that Samuel Barber had a lot of

influence in the American musical history.

Through the research of this study, Samuel Barber’s

musical world view as well as his life, musical features,

reputation as a composer could be understood. Hopefully, this

study of an important composer who made history in music

circles in the 20th century would be a great help for many

researchers who make inquiries referring to this study as well

as the author of this study.

Key words : Samuel Barber, James Joyce, <Three Songs>

Op.10, Art Songs

Student Number : 2013-21656


	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선행 논문 고찰 

	Ⅱ. 본론 
	1. 미국 음악의 역사와 예술 가곡의 흐름 
	2. Samuel Barber 의 생애와 음악 
	1) 생애 
	2) 작품 및 음악적 특징
	3) 성악작품 

	3. 시인 James Joyce 
	1) 생애 및 작품 
	2) James Joyce의 시와 Samuel Barber 

	4. <Three Songs> Op.10 작품분석 및 연주기법
	1) 작품배경
	2) 분석 및 연주기법
	(1) 제 1곡 Rain has fallen
	(2) 제 2곡 Sleep now 
	(3) 제 3곡 I hear an Army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