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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뉴잉글랜드 지방의 민요·종교음악과 모라비언의 영향으로 태동한
미국 가곡은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 음악에 기반을 둔 가곡
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찰스 아이브스
(Charles Ives, 1874~1954)와 같은 미국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작곡
가의 등장으로 탈유럽적 가곡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
한 미국적 작품들은 민요적인 요소에서 시작하여 불협화, 12음 기
법, 더 나아가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했
다. 그 과정 끝에 많은 작곡가들은 인성(人聲)과 악기의 결합에 주
목하여, 새로운 연출 기법과 작품 양식을 고안하고 독특한 양감과
질감을 갖춘 작품을 작곡하게 되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작곡가 리키 이언 고든(Ricky Ian Gordon,
b.1956)이 있다. 그는 특히 오르페우스 신화와 자신의 무의식을 접목
시켜 이 신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연출을 보여주게 되는데, 연출
가 더그 바론(Doug Varone)과 함께 이전에 없던 21세기 가무극을
탄생시키면서 미국 성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었다. 성악
을 에우리디체, 기악(클라리넷)을 오르페우스로 표현한 독창적 발상
은 기존 오페라, 가곡과의 완전히 차별된 것이었다. 또한, 형식적 측
면에서도 연가곡(song cycle)의 장르에 오페라의 막(act)이라는 형식
을 대입함으로써 양식적 확장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미국 가곡의 흐름과 함께 고든의 작품 세
계 전반을 통해 <Orpheus and Euridice>-Song Cycle in two acts
for Soprano, Clarinet and Piano가 탄생한 배경을 조망하면서 본 작
품의 모티브, 화성, 리듬 등 세부적 부분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같은
신화를 주제로 한 이전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오르페우스 신화가
시대를 불문하고 음악적 모티브로 활용될 수 있었던 가치를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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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20세기 후반 실험적 음악극으로서 고든의 <Orpheus and
Euridice>가 갖는 미학적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주요어: 20세기 미국 가곡, Ricky Ian Gordon, Orpheus and
Euridice
학 번: 2009 - 3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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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 1. 연구 목적
194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틀을 거부하고 새로
운 형식을 찾아 나선 개성적인 작곡가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가곡을
독특하고 독립적으로 계승시켜 미국 가곡을 주요한 음악적 장르로
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
다. 이 시기 많은 미국 작곡가들은 성악 작품을 제작하는 데 더 관
심을 보였고,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곡들뿐만 아니라, 성악과 악기
들이 결합된 형식도 많이 작곡하였다.
신세대 미국 가곡 작곡가 중 한 명인 리키 이언 고든(Ricky Ian
Gordon, b.1954)은 성악곡부터 발레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
발한 작곡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리처드 헌들리(Richard
Hundly, b.1931), 존 무스토(John Musto, b.1954) 등과 함께 스테판
포스터(Stephen C. Foster, 1826~1864)의 거실에서 부르는 가정가곡
의 작법부터 대중음악 작법의 접목까지 다양한 시도를 절충하여 새
로운 가곡 스타일을 만들어 내었다.
특히 그의 연가곡 <Orpheus & Euridice>-Song Cycle in two
acts for Soprano, Clarinet and Piano 는 성악과 악기의 결합을 위
한 대표적인 현대 실내악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 작품은 고든의 특
징적 음악 어법들이 함축된 대표적인 수작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작품을 주제로 삼고 연구, 소개함으로써 연주자 작곡가들의 미국 현
대 가곡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
1. 2. 연구 대상
리키 이언 고든은 단순한 연가곡이 아닌 극적(연극적) 구조를 갖
춘 <Orpheus & Euridice>-Song Cycle in two acts for Sopr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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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net and Piano 라는 새로운 연가곡 형태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는 전에 없던 새로운 형식이었다. 본 작품은 오르페우스 신화를
가사로 사용하였는데, 고든은 이것을 리브레토1)라고 칭함으로써 오
페라적 요소를 가곡에 융합하고자 하였다.
고든의 연가곡의 줄거리가 된 그리스 신화 중 오르페우스와 에우
리디체 이야기는 바로크 시대 이후부터 2001년 고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곡가들을 통해 수십 편의 오페라 작품으로 재탄생되었다.
고든의 연가곡 <Orpheus & Euridice>는 낭만주의 시대부터 나타
난 기존의 연가곡 형식과 달리 구조적․양식적으로 확장된 가곡의
형태에 오페라의 극이 담긴 새로운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하
여 고든은 고대와 현대의 연결을 시도하는 한편 유럽의 전통을 따
르지 않는 고유한 미국적 예술가곡 양식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1. 3. 연구 방법
이 논문에서는 고든이 작품에서 시도한 새로운 양식이 어떤 방식
으로 구현되었는지 세부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세
기 미국 가곡의 발전 과정과 고든이 영향을 받은 작곡자들, 그가 활
동하는 시기의 성악 음악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연가곡 <Orpheus
& Euridice>를 가사, 모티브, 화성, 리듬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오르
페우스 신화를 음악화한 다른 작품들과 비교 분석하여 고든의 작품
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현대 가곡
사에서 본 작품과 그의 음악 양식이 갖는 의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
다.

1) libretto : 오페라나 오페레타 ·칸타타 등 극적 형식을 취한 성악작품에서 가사나 대사를
쓴 것으로 곧 대본 · 각본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는 오페라의 대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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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의 배경
2. 1. 미국 예술가곡사와 고든
2. 1. 1. 미국 가곡의 시초

고든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가곡의 발전 과
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양 예술가곡의 발달 과정을 보면, 16세기 중엽부터 류트 반주가
붙은 모노디(monody) 형식의 노래가 활발히 작곡되고 출판되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새로운 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예술가
곡은 유럽의 각 나라에서 독립된 장르로서 예술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예술가곡은 독일에서 본격적인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되는
데, 민요와 달리 음악과 시 사이에 새롭고 친밀한 결합을 이룩한 리
트(Lied)로 발전하였다. 슈베르트는 괴테를 포함한 독일 낭만주의
서정시들을 활용하여 독일 리트를 이전보다 수준 높은 예술가곡으
로 만들었다2). 프랑스에서는 로망스(Romance)가 자유로운 리듬과
풍부한 화성이 결합된 멜로디(Mélodie)로 발전하고, 영국에서는 류
트 반주에 의한 에어(Air), 즉 류트 송(Lute songs)3)이 생겨났다.4)
그리고 이탈리아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마드리갈이 성행하다가
아름다운 선율을 강조하는 이탈리아 가곡(composizioni da camera
italiana)이 발전되었다.
반면, 미국의 음악은 17세기 초 백인들의 이주로 뒤늦게 시작되었
2) 이경숙, 『예술가곡의 이해』 , 서울: 선우미디어, 2003. pp. 73-74.
3) Lute songs : 후기 르네상스와 초기 바로크 시대까지 유행하던 전통적인 음악 양식으로
류트 반주(종종 비올 반주가 첨가되는 경우도 있음)가 붙은 독창곡이다. 류트 반주는 성
악 성부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리듬과 선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
다.
4) 민은기, 『서양음악사』 , 음악세계, 2009. pp. 4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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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00년 동안 영국과 유럽 대륙의 영향을 받았다. 본격적인 미국
가곡의 역사는 18세기 후반 영국인들(New Englander)의 종교곡
(시편, 송가, 앤섬 등), 민요, 발라드와 펜실베니아와 북캐롤
라이나의 모라비안5)의 독일적인 영향을 보이는 음악들, 그리고 영국
전통 음악 양식을 기반으로 태동하였다.6) 19세기에는 남부지방의 민
요와 흑인 민스트럴7)도 사용되어 블루스, 재즈, 카우보이 가곡들과
흑인 영가 등에서 미국 가곡에 끼친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19세기 중반에는 직업 작곡가가 등장하면서 예술 가곡이 부각되
는데 이때에 비로소 “초기 미국 예술 가곡”이라 일컬어지기 시작했
다.8) 초기 예술가곡은 간결하고 서정적이며 유럽 낭만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실제로 많은 미국 작곡가들이 유럽의 전통 형식을
보고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 이 시기에는 오페라 이외에도 여
러 가지 중요한 행사를 위한 발라드가 작곡되었다. 이러한 노래들은
주로 정치적 운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사랑과 비통함 등
의 감상주의적인 노래도 많이 탄생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유럽
에서 작곡을 공부한 전문 작곡가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유
럽 스타일의 가곡들이 발전하게 된다. 다만, 당시 예술가들에게는
모든 미국인들을 하나로 일치시키려는 목표가 있었고, 이를 위해 19
세기의 미국 작곡가들은 영어의 말소리 체계를 음악과 융합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그들은 영어의 표현과 음악이 조화
5) Moravian : 독일의 경건주의로 개인에게 일어나는 종교적 신생(新生)에 근본적으로 관심
을 가짐. 음악적 특징은 독일의 음악에 깊이 영향을 받은 음악으로 피아노 반주를 동반
한 짧은 노래를 Arietta로 칭하고 기악반주가 따르는 대규모 작품을 포함하여 모든 작품
을 ‘신성한 노래’라고 하였다.
6) 문경수, 『성악문헌 영미가곡편』 , 부산: 세종출판사, 1997. p. 141.
7) Negro minstrel/ Minstrel show : 순수한 미국적인 음악은 당시 순수음악에 종사하고
있던 음악가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되어 왔던 가벼운 형식의 오락에 나타났다. 민스트
럴쇼는 그 전형적인 것으로, 19세기 중·후반 미국에서 유행했던 코미디 풍의 쇼로서 백
인이 얼굴을 검게 분장하고 흑인 풍의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흑인노예의 삶을 희화화했
다. 이에 부수되는 가곡으로서 스테판 포스터의 민요가 태어났다.
8) Denis Stevens, A History of Songs, New York∙London: W∙W∙Norton&Company,
1970. pp. 4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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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융합된 특징적이고 다양한 음악 스타일의 예술 가곡들을 탄생
시켰으며, 사회적, 문화적 전통이 하나의 언어 안에서 통일 된다는
점에서 상기한바 본래 목표를 상당부분 만족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 예술 가곡은 유럽 음악과 비교하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
지만, 19세기 후반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오늘날 우리
가 인식하고 있는 미국 예술 가곡은 비로소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불과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괄목할만한 발
전을 이룬 미국 가곡은 20세기에 들어와 다양한 음악 양식을 토대
로 다민족 국가의 음악으로서 매우 포괄적이고 다채로운 성격을 확
립해갔다.

2. 1. 2. 20세기의 미국 가곡의 창작 경향

19세기 후기에서 20세기 초기로 넘어오면서 유럽의 후기낭만주의
와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곡가들이 등장함으로써 미국 가곡은
양적으로는 풍부해졌지만 수준 높은 작품을 찾기는 힘든 과도기를
거치게 되었다.9)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작곡가는 에드워드 맥도웰
(Edward MacDowell, 1861~1908)과 찰스 그리프스(Charles Griffes,
1884~1920) 등이다.
초기 미국 예술가곡사를 빛낸 작곡가로 인정받는 맥도웰은 사실
상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미국인 작곡가이다. 후기 낭만주의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수학하여 슈만
(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선법적인 선율 구성을 자주 사용하며, 가사와 음악의 연관성을 중시
하였다.10)
이 시기 미국 가곡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양상을 띠었는데 첫째
9) 정복주, 채은희, 『성악예술』, 서울:예솔, 2009. p235.
10) Denis Stevens. Ibid., pp.4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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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리프스와 같이 외국의 영향을 받은 세련된 가곡들이고, 둘째는
유럽의 전통에서 벗어나 찰스 아이브스(Charles Ives, 1874~1954)와
같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법으로 미국의 전통에 뿌리를 둔 가곡
들이다.
20세기 초 미국 가곡의 역사에서 작곡가 아이브스가 기여한 바도
간과할 수 없다. 그의 작품의 작곡 년도가 비록 세기 전환기와 20세
기 초일지라도, 그 속에 포함된 음악적 언어는 매우 진보적이다. 아
이브스는 부친으로부터 실험정신을 물려받은, 진정한 의미의 20세기
첫 미국 가곡 작곡가이자 미국 음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작곡
가였다. 그가 작곡한 150여 곡의 가곡에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사
상이 흐르고,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불협화음 및 불규칙한 리듬, 음
정의 도약 등도 적절히 사용되었다.11) 그는 자작시를 가사로 사용하
기도 하였지만 거의 2000년 전의 문학 역사에 근거한 텍스트를 가
사로 사용한 곡도 많이 작곡하는 등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을 선보
이기도 하였다. 또한 독일 가곡의 전통에서 사용된 수많은 텍스트를
받아들여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작곡함으로 자신의 개성을 명백하
게 보여주기도 하였다.12)
1) 전쟁의 시기(1920년 이후부터 1945년까지)
1910년대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과 ‘미국 시의 부흥(poetic
renaissance in America)’13)은 미국 음악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세계대전을 통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한 미국은
음악에서도 더 이상 유럽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게
된다. 전쟁으로 인해 유럽 유학이 중단되는 동안 미국 음악학교의
11) Ibid., p.435.
12) 신인선, 『음악세계 서양음악사 20세기 음악』, 서울:음악세계, 2006. p.78.
13) Horace Gregory and Marya Zaturenska, A History of American Poetry:
1910-1940, New York: Harcourt, Brace, 1942.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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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는 향상되었고, 사회 곳곳에서도 여러 음악 페스티벌이 펼쳐지
는 등 음악적 활기가 넘쳤다. 당시의 미국 서정시는 독일의 낭만주
의나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는데 이는 미
국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또 미국의 전통음악(인디언의
전통음악, 흑인들의 음악, 전통적인 민요나 민속음악)을 기초로 미국
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작품을 쓰려는 시도가 활발해졌다. 그 중 가
장 두드러진 것은 흑인 음악의 새로운 형태이다. 미국의 흑인 음악
은 아프리카와 유럽의 음악이 합쳐지고 변형되어, 재즈, 블루스, 랙
타임 재즈14) 같은 음악이 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작곡가인 찰스 아이브스(Charles Ives)와 헨리
카웰(Henry Cowell, 1897~1965)은 복조(Polytonality)와 음괴(音塊,
Tone Cluster)15)등을 사용하여 새로운 현대 음악에 접근하였고, 전
통 음악에 기초한 진보적 작곡가들의 활동이 20세기 미국 음악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16)
조지 거쉰(George Gershwin, 1898~1937)은 랩소디, 협주곡, 교향
시 등 19세기 형식에 미국 민속노래의 주요 요소인 재즈, 블루스,
랙타임 등을 결합한 독특한 음악을 만들었다. 미묘한 리듬과 휘몰아
치는 듯한 반음계 화음, 갑작스러운 변화 등의 요소를 결합한 그의
세련된 대중음악(유행가, 오페레타)은 많은 인기를 누렸다. 그리고
점차 재즈와 예술음악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며 재즈를 예술적으
로 끌어올려 20세기 대중예술음악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17)
1930년대 미국의 음악계는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게 발전한다. 유
럽음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국의 특성이 드러나는 미국주의
14) Ragtime jazz : 재즈의 초기 형태, 완전히 작곡된 피아노 음악으로 당김음이나 붓점 등
어긋난 리듬을 주로 사용하였다.
15) Tone Cluster : 피아노에서 근접음(반음 간격으로 연속된 음)을 동시에 연주하며 음의
무리를 만들어 내는 20세기의 새로운 음향 기법이다.
16) Ruth C. Friedberg, American Art Song and American Poetry, vol.1, Scarecrow
Press, 1981. p. 91.
17) 홍정수, 『두길 서양음악사』, 서울:나남출판. 2006. p.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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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ism)가 시도되었는데, 이는 아론 코플랜드(Aron Copland,
1900~1990)에 의해 두드러졌다. 나디아 불랑제(Nadia Boulanger,
1887~1979)18)를 사사한 그는 미국인으로서의 색깔을 담은 음악을
작곡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었으며, 20세기에 미국 음악을 알리는 데
큰 몫을 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19) 코플랜드는 아이브스
의 뒤를 잇는 미국 작곡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성악곡을 그리 많이
쓰지는 않았으나 미국 예술 가곡 역사에서 그의 위상은 대단하다.
민요적인 요소에서부터 12음 기법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기발하고
다양한 소재와 양식을 수용하면서 그의 개성을 음악에 마음껏 표현
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음악은 전형적인 미국 음악인 재즈의 영향을
받아 민속적 특색을 띠고 있다. 또한 많은 작품에서 멕시코의 민요
를 연상시키는 불협화음을 재즈와 혼합하기도 했다. 그는 온음계적
화성, 다조성, 당김음과 복리듬, 변박과 반주부의 오스티나토 등을
사용하여 작곡했다. 그의 음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작곡자는 에릭
사티(Erik Satie, 1866~1925)로, 음악의 단순성과 명료성, 유머와 해
학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41년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사무엘 바버(Samuel Barber, 1910~1981)
는 코플랜드와 함께 그의 세대 중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미국 작
곡가였다.20) 그는 신낭만주의 계열에 속하며 19세기 낭만적 음악의
전통과 현대적인 화성, 리듬을 융합한 작곡가로서 그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는 후기 낭만주의
영향으로 보수적이고 조성적, 서정적 경향의 작품 시기였고, 후기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표현의 작품들을 쓴 시기로 불협화음에 12음 기
18) Nadia Boulanger : 프랑스 작곡가. 지휘자며 특히 작곡 교수로 1920~3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작곡가들이 불랑제와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불랑제의
교수법은 대위법 훈련과 전 시대에 걸친 음악의 분석에 중심을 두었으며, 특히 포레
(G.Fauré)와 스트라빈스키(I.Stravinsky)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중시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1940~46) 중에는 미국에서도 가르쳤다.
19) 홍정수, 『두길 서양음악사』, 서울:나남출판. 2006. p.506.
20) Carol Kimball, Song:A Guide to Style and Literature, Pst,Inc. 2000.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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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지 사용하였으나 조성감을 잃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은 대중음악과 고
전음악 사이에서 미국의 현대음악을 대중적으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의 음악적 특징은 선율과 리듬이 자연스럽고, 재즈와 대
중음악적 요소가 적절히 균형을 이룬다는 점이다. 대표작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이런 번스타인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2) 제2차 세계대전 후 (1946년부터)
1940년대의 미국 작곡가들은 더 이상 유럽적 이상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개성이
강한 작곡가들이 등장하여 기존의 형식적인 틀을 거부하였고, 그 결
과 다양한 음악들이 공존하게 되었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음악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청중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이 자신만의 흐름으로 발달하였으며, 그 영향
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음향을 추구
하기 위한 전자 음악이나 우연성 음악의 출현은 전통적인 음악의
개념들을 크게 거스르는 것이었다. 미국을 근거지로 활동한 많은 음
악가들은 현대 음악의 다양성 때문에 일관성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어떠한 작품 경향을 지배적으로 꼽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
다.
미국 가곡이 그 자체의 고유한 영역으로 나오기까지는 거의 반세
기가 걸렸다. 작곡가들이나 성악가들의 관심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
고 상당한 규모의 미국 가곡들이 문헌으로 모아졌다. 네드 로렘(Ned
Rorem, b.1923)은 가곡 장르를 섭렵한 첫 번째 작곡가였고 많은 사
람들에 의해 미국 가곡 작곡가들의 선두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의
가곡들과 가곡을 향한 열정적 관심은 가곡 작곡에 새로운 흥미를
일으키는 분위기로 이끌었다.
- 9 -

최근의 미국 작곡가들은 성악곡을 제작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
이고 있으나 예술가곡보다는 더 큰 규모의 오페라가 대부분이다. 또
한 신세대 작곡가들도 계속해서 그들의 가곡에 절충적인 시도들을
한다. 리키 이안 고든, 리처드 헌들리, 존 무스토 등의 대중음악 작
법의 접목부터 조지 로치버그(George Rochberg, b.1918), 멜 포웰
(Mel Powell, b.1923), 조지 크럼(George Crumb, b.1929) 등의 성악
과 악기를 결합한 현대 실내악 작품들의 작곡법은 청중과 연주자
사이에 더욱더 극적이고 효과적인 교감을 극대화한다.21)
3) 고든의 창작 경향
고든은 이러한 역사를 이어받은 작곡가로서 스테판 포스터의 가
정가곡 작법부터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예술가곡과 오페라 그리고 극장음악 양식까지 여러 가지 장르
의 폭넓은 작품 활동을 하였다. ‘세기의 전환기’라 언급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성악곡에도 무조성, 12음 기법, 말하는
선율(Sprechstimme), 우연성 음악 등 다양한 사조와 기법들이 등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든은 신낭만주의적 성격이 강한 조성 음악
을 작곡하였으며 인성과 악기가 결합하는 작품에 더 많은 공을 들
였다.

21) Carol Kimball, Song:A Guide to Style and Literature, Pst,Inc. 2000.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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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고든의 삶과 작품 활동

고든은 1956년 뉴욕 주에서 태어났다. 성악가인 어머니의 영향으
로 5살 때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았고, 오페라를 접하면서 오페라에
대한 열정도 키워 갔다. 그는 어린 시절 피아노 연주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고 마침내 카네기 멜론 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 피아노과에 입학하였다.22) 대학교 1학년에 다니는 동안
본인이 피아노보다 작곡에 소질이 있음을 깨닫고 롤랜드 라이히
(Roland Leich)를 사사하여 작곡과로 전과하였다. 그 후 레오나르도
발라다(Leonardo Balada)와 함께 작곡과 관현악법도 공부하였다.23)
고든은 대학 시절부터 드라마부에 참여하여 드라마 작품(프로젝트)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대 작곡자들이 맨해튼 음대
(Manhattan School of Music), 피바디 음대(Peabody Conservatory),
신시내티 음대(Cincinnati Conservatory) 등 미국의 전문 음악학교에
서 수학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다채로운
분야를 경험한 덕택에 그의 작품 경향에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뉴욕에 정착
하여 창작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머지않아 예술가곡과 오페라 분
야의 선두 작곡가로서 급부상했으며, 1982년 a Three-movement
Piano Ballet <The Caste System>을 시작으로 피아노 음악부터 극
장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40여곡의 작품을 작곡하며 현재도 활발
하게 활동 중이다.24)
특히, 그의 가곡은 르네 플레밍(Renee Fleming, b.1959), 돈 업쇼
22) Andrew Gans, 'Orpheus Ascending', Playbill On-line,
http://www.rickyiangordon.com/press.html (검색일. 2013/10/29)
23) Leonardo Balada에게 받은 이메일의 내용이다.(2013/05/16)
24) 고든은 Song(연가곡 포함 18편), Choral(9편), Opera(11편), Musical(5편), Piano(4편)
와 Ballet(3편) 장르까지 다양한 작품을 작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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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 Upshaw, b.1960), 프레드리카 폰 슈타데(Frederica Von Stade,
b.1945), 나탄 군(Nathan Gunn, b.1970)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취
입함으로써 더욱 진가를 발휘하였다.
고든의 작품 활동을 시대별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1980년대는
작곡 활동을 시작한 시기로 초기에는 주로 발레와 연가곡을 작곡하
였다. 피아노 전공 경력을 살려 반주는 주로 피아노를 이용하였고,
발레 작품에도 성악을 이용하는 등 그의 성악에 대한 사랑은 초기
작품부터 나타났다. 발레 대표작인 <The Anyone’s Ballet>(1988)에
서는 soprano와 tape, reed doubler25)악기를 사용하는데, 이로써 그
는 새로운 작곡 양식을 시도하게 된다. 1990년대에 들어와 그는 다
양한 장르의 작곡을 시도한다. 오페라와 합창곡, 그리고 피아노 작
품과 뮤지컬까지도 작곡하게 된다. 이때부터 그는 음악계에서 주목
을 받게 되어 미국 내의 많은 단체로부터 위촉을 받아 작곡하였다.
유명 성악가들과의 작업도 이 시기에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소프
라노 르네 플레밍을 위한 성악곡 <Night Flight to San Francisco>
를 작곡하였다.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플레밍을 위한
이 곡은 Tony Kushner의 연극 <Angels In America>에 나오는 극
중 인물 Harper의 Monologue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고든은 본인 작품의 절반이 넘는 수많은 작품
을 작곡하였다. 그의 음악은 2001년 ‘Bright eyed joy'(가곡집) 공연
후 뉴욕 타임즈에서 ‘클래식과 현대 음악어법이 융합된 경지’라는
극찬을 받았다. 그 후 2003년 <Remembrance of things past>(극음
악)는 뉴욕 타임즈로부터 ‘회한과 낭만 그리고 상실감이 혼재되어
있는 음악’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가곡 <Orpheus & Euridice>는
2005년 더그 바론(Doug Varone)26)이 연출을 맡고 소프라노 엘리자
25) reed doubler: 두 장의 리드를 지닌 목관 악기를 모두 가리킴. 오보에, 잉글리시호른,
바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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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 푸트럴(Elizabeth Futral)이 링컨 센터에서 초연을 하였다. 2006
년 OBIE상27)을 수상한 데 이어 2008년 2월에는 롱비치 오페라
(Long Beach Opera), 같은 해 7월에는 포트 월스 오페라(Fort Worth
Opera) 등에서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재 공연된 후 ‘오페라 뉴 매거
진’에 의해 ‘21세기의 명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7년 마이클 코리(Michael Kori)28)의 리브레토로 완성된 full
scale opera <The Grapes of Wrath>는 미네소타 오페라에서 초연
되었다. 이 작품은 오페라 작곡자로서의 고든의 명성을 처음으로 알
린 작품으로 수많은 호평을 받으며 또 한 번 ‘21세기의 명작’으로
선정되었다. 2008년 Theatrical song cycle(Opera) <Green
Sneakers>는 처음으로 현악 4중주를 사용한 작품으로 조성의 경계
를 넘나들며 고통과 절망이 응축되어 있는 현대적 종합예술작품
(Gesamtkunstwerk)으로 평가된다. 고든이 <Orpheus and Euridice>
의 작곡 후 영감을 얻어 <Green Sneakers>를 탄생시켰다고 할 정
도로 관계가 깊은 이 두 작품은 피츠버그 오페라(Pittsburgh Opera)
에서 연속 상연되기도 했다.
고든은 2012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Metropolitan Opera)의
위촉으로 마이클 코리와 함께 <Garden of the Finzi Continis>(원
작: Giorgio Bassani의 소설)를 완성하는 한편 소프라노 르네 플레
밍을 위한 새로운 오페라틱 모노로그(new operatic monologue)도
같은 해에 작곡하였고 휴스턴 오페라(Huston Opera)에서 레너드 폴
리아(Leonard Foglia)와 새로운 작품을 준비 중이다. 세인트루이스
오페라(Opera Theatre of Saint Louis)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1년
26) Doug Varone : 미국의 안무 연출가(choreographer)·연출가(director)로 dance, opera,
theater, film, television and fashion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7) OBIE상은 The Village Voice 신문사에서 매해 주최하여 뉴욕시에 있는 극장 예술가
및 그룹에게 주는 상이다.
28) Michael Kori : 본명 Michael Cory Indick, 미국의 오페라 극작가(librettist) 겸 작사가
(lyricis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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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작품씩 미국 작곡자의 세계 초연 오페라를 기획하였는데,
2014년 작품으로는 고든의 오페라 <Twenty-Seven>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그의 파트너인 코리의 대본으로 제 1, 2차 세계대전 사이
의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 1874~1946)29)의 파리에서의 생
활을 그린 작품으로, 유명한 장소인 그녀의 집 ‘27 Rue de Fleurs’가
배경이 된다.30)
고든은 클래식 음악뿐 아니라 뮤지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었는데 1992년 <States Of Independence>를 시작으로 <Only Heaven>(1995),
<Dream True>(1999)와 <My Life with Albertine>(2003)을 통해 많은
상을 받으며 뮤지컬 작곡자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그는 작품의 대본
을 본인이 직접 쓰곤 했는데, 특히 최근 작곡된 <Sycamore Trees>(2010)
는 고든의 가족사를 다룬 자서전적 작품으로 그에게도 흥미로운 시
도였다. 새로운 미국적인 뮤지컬을 개발하기 위한 극장 사업의 일환
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당대 최고의 뮤지컬 가수들이 출연하였다.
그의 뮤지컬은 스티븐 손드하임(Stephen Sondheim, b.1930)31)의 작
품들과 비교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으며 2001년 뉴욕 타임즈는 “고든
의 음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레너드 번스타인, 스티븐 손드하임
의 고급의 브로드웨이 음악(high-end Broadway music)과 예술 가
곡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 작곡자이다”32) 라는 최고의 극찬을 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Rodgers and Hammerstein, Hal Leonard, Carl
Fischer와 Theodore Presser Music 등 많은 유명 출판사에 의해
29)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 미국 시인 겸 소설가. 소설이나 시에서 대담한 언어
상의 실험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술운동의 비호자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모더니스트로서 활약한 한 사람으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
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 문학에 미친 영향은 크다. 주요 저서로《3인의 생애》,
《텐더 버턴스》등이 있다.
30) http://www.opera-stl.org/about/news-press. (검색일: 2013. 10. 29.)
31) 스티브 손드하임: 대표적인 미국의 작곡· 작사가로, 그의 뮤지컬에 대한 영향력은 현대
브로드웨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지금까지 1개의 아카데미상, 8개의 토니
상과 다수의 그래미상, 1개의 퓰리처상과 로렌스 올리버상을 수상했다.
32) http://www.songofamerica.net/cgi-bin/iowa/composer/23.html (검색일: 201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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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가 출판되었고, Naxos America, Sony, Blue Griffin Recording,
P.S. Classics, Ghostlight Records 등을 통해 음반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The National Institute For Music Theater Aware, the Stephen
Sondheim Award 등 지금까지 많은 상을 받았다.
리 호이비(Lee Hoiby, b.1926), 도미니크 아르젠토(Dominick Argento,
b.1927), 리처드 헌들리, 윌리엄 발콤(William Balcom, b.1938), 존 무스
토 등과 함께 고든은 미국 국내파 출신의 20세기 신세대 작곡자 계
보를 이어가며, 현재 메트로폴리탄 오페라(Metropolitan Opera), 아스
펜 페스티벌(Aspen Music Festival), 미네소타 오페라(Minnesota
Opera) 등 미국 각지의 오페라 극장으로부터 작곡 의뢰를 받아 활동
하는 한편,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 뉴욕 주립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줄리어드 음대(Juilliard School), 맨해튼 음대 등
에서 교육자로서의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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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오르페우스 신화와 오페라
2. 3. 1. 오르페우스 신화

신화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을 갖
는다. 하나의 신화가 얼마나 반복 또는 확대·재생산되는가 하는 사
실은 신화의 생명력과 풍부함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신화
는 그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며 그 시대의 사상과 의
식 체계를 드러낸다. 특히 그리스 신화는 수천 년에 걸쳐 유럽 전역
에서 전해지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시대적·민족적 특성을
반영해왔다.
그리스 신화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풍부한 오르페우스(Orpheus)
와 그의 아내 에우리디체(Eurydice)의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슬프
고도 감동적인 사랑의 신화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생
명력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오르페우스 신
화는 기원전 6세기부터 2500년이 넘는 동안 많은 예술가들의 상상
력을 자극하여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폭넓게 다루어
져 왔다. 서양음악에서도 14세기부터 오르페우스 이야기와 관련된
수많은 작품들이 작곡되었다. 최초의 오페라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약 70여 편의 오페라와 다양한 무대작품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오르페우스 신화는 그 버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
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음악적 능력이 뛰어난 오르페우스는 사람
들뿐만 아니라 동물과 새, 심지어 나무와 바위까지 감동시켰다고 한
다. 오르페우스는 나무의 요정인 에우리디체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한다.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에우리디체는 그녀에게
반한 아리스타이오스를 피해 달아나다가 독사에 물려 죽고 만다. 깊
은 슬픔에 빠진 오르페우스는 지옥에 내려가 음악으로 지옥의 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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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시킴으로써 아내를 데리고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다. 그러나
지상세계에 도착할 때까지 에우리디체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조건을
어긴 탓에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체와 영영 헤어지게 된다.
비탄에 잠긴 오르페우스는 리라를 벗삼아 들판을 헤매고 다닌다.
이후 그는 모든 여성을 멀리하는데 트라키아 여인들은 자신들의 구
혼이 거절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오르페우스의 사지를 찢어 헤브
로스 강에 내던진다. 오르페우스의 머리와 그가 연주하던 리라는 레
스보스 섬에 이르게 되는데 레스보스 섬사람들은 그것을 거두어 머
리는 바다 기슭에 묻고, 리라는 아폴로 사당에 바쳤다고 한다. 이곳
은 유명한 신탁의 장소가 되었고, 그의 리라는 별자리에 남게 된다.
그때부터 레스보스 섬에서 유명한 음악가가 많이 나왔다는 전설이
이 신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2. 3. 2. 오르페우스 신화를 토대로 한 오페라의 역사

오페라의 역사는 오르페우스 신화와 함께 태어났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 많은 신화들이 오페라의 소재로 사용되었지만 특히 오르페
우스 이야기는 어떤 그리스 신화보다 자주 사용되었다. 맨 처음 알
려진 오페라는 1600년에 상영된 자코포 페리(Jacopo Peri, 1561~1633)
의 <Eurydice>이다. 7년 후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1567~1643)는 그의 초기작 가운데에서도 가장 명작이라 할 <L’Orfeo>
를 무대에 올린다. 이어 많은 가극 작가들이 이 주제를 서른 번도 넘
게 다루곤 했다. 오페라가 유명 가수들의 목소리 묘기와 ‘볼거리’ 위
주로 타락하자 크리스토프 글루크(Christoph Willibald Gluck,
1714~1787)가 오페라의 개혁을 위해 만든 작품도 <Orfeo ed Euridice>
였다. 최초의 현존 오페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초의 오페라(독창
노래, 합창, 춤, 애가, 서곡, 발레와 같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최초
의 오페라), 개혁적 오페라는 물론 21세기 고든의 작품에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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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오르페우스(Orpheus)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의
하나이다.
1) 페리, <Eurydice>
오르페우스 신화는 역사상 최초의 오페라로 인정받고 있는 페리
의 <Eurydice>의 주제로 사용되었다. 모노디 양식으로 된 이 오페
라는 카메라타의 시인인 리누치니의 대본을 사용하고 오페라의 극
적인 효과를 위해 레치타티보 양식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였
다. 최초의 오페라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나 역사상 최초로 오르페우
스 스토리가 오페라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2) 몬테베르디, <L’Orfeo>
몬테베르디의 오페라는 뒤를 따르는 아내를 절대 돌아보지 말라
는 조건을 어기면서 결국은 아내를 데려오지 못하는 결말의 전형이
다. 몬테베르디는 1607년에 오늘날과 같은 감상용 오페라의 효시인
<L’Orfeo>를 최초로 무대에 올렸다.
3) 글루크, <Orfeo ed Euridice>33)
인공적이고 과장된 나폴리 악파의 오페라에 불만을 품고 있던 글
루크는 극과 음악의 긴밀한 연결과 밸런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인간
정서의 표현을 지향하는 오페라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지상으로 데려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
라는 조건을 어기고 그로 인해 그의 아내 에우리디체는 다시 죽음
을 맞는다. 그러나 글루크의 작품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오르
페우스와 동행한 사랑의 신 아모르가 아내를 따라 죽으려하는 오르
페우스를 제지한다. 그 후 아모르의 도움으로 에우리디체도 다시 살
아나게 되고, 오르페우스 부부는 환희에 넘쳐 사랑의 신 아모르를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며 막이 내린다. 결국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
33) 이태리 초연(1762)과 프랑스 초연(Orphée et Eurydice,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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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사랑이 승리하는데, 이 사랑의 승리는 지상이 아닌 하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특별히 프랑스 오페라의 영향으로 많은 발레 음악이 삽입되어 아
름다움을 더하고 있는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18세
기 말 가장 성공적인 오페라라고 할 수 있다.
4) 오펜바흐, <Orphée aux enfers>
오펜바흐는 퇴폐적이고 타락한 당시 사회상을 꼬집기 위해 그리
스 신화의 가장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의 외형을 빌려오지만 그 내
용은 완전히 다르게 진행된다. 오펜바흐의 작품 속 오르페우스와 에
우리디체 사이에 더 이상 사랑은 없다.
에우리디체는 양치기로 변장한 지옥의 신 플루톤과 바람이 난다.
밀회를 즐기던 에우리디체는 남편이 풀어놓은 뱀에 물려 죽고 만다.
에우리디체가 플루톤을 따라 지옥으로 가자 오르페우스는 기뻐하지
만, 여론은 아내를 구해오라며 그를 압박했고 오르페우스는 마지못
해 천국으로 가 주피터에게 청을 넣는다. 여러 신들과 함께 에우리
디체를 찾으러 지옥으로 떠난 주피터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다. 주
피터는 아름다운 매미로 변신하여 에우리디체를 유혹했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녀와 함께 도망가려 했지만 오르페우스가
여론과 함께 나타나 아내를 되돌려 달라고 부탁한다. 절대 뒤를 돌
아보지 말라는 조건과 함께 이를 허락한 주피터는 오르페우스가 발
을 옮기는 순간 주피터는 천둥을 울리고, 그 소리에 놀란 오르페우
스가 뒤를 돌아보자 크게 기뻐한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역시
영영 헤어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이 작품은 심각하고 무거운 오페라에 비해 가벼운 오페레타 형식
으로 당시의 위선적인 부르주아를 풍자하여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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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신화의 음악화

고대 그리스 신화는 21세기인 지금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
산되고 있다. 특히 오르페우스 신화는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분
야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다. 이 신화는 서양 음악사의 다양한 장르에
서 소재로 사용되었고, 특히 오페라에서만 수십 편의(80편 이상) 작
품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많은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그렇다면 이 신화에는 분명 특별
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크 시대 오페라의 태동과 함께 오르페우스 신화가 있었다. 현
존하는 최초의 오페라인 페리&카치니의 <Eurydice> 이외에도 몬테
베르디, 아가차리, 벨리, 란디 등 바로크 시대에만 20명이 넘는 작곡
가들이 이 신화를 소재로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몬테베르디의 <L’Orfeo>
는 독창의 노래, 합창, 춤, 애가, 서곡, 클로징 발레와 같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진정한 오페라’로서는 최초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
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상연되고 있다. 바로크 시대를 지나 오페라사
의 큰 사건인 오페라 개혁이 글루크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선택한 대본 또한 오르페우스 신화였다. 그는 인위적이고 거창한 장
면들과 아리아 가수들의 기교를 과시하는 아리아의 정형으로 굳어
진 ABA’ 형식의 다카포 아리아(da capo aria)를 과감하게 없애고,
서곡을 극의 내용과 연관되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었으며 관현
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글루크의 <Orfeo ed Euridice>는 모차
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상에 나온 오페라 작품 중에서 가장 성
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오르페우스 신화는 그 후로도 많은 작곡가들을 통해 오페라로 재
탄생되었으며 2001년 쓰여진 고든의 <Orpheus and Euridice>는 이
신화를 다룬 현존하는 가장 최근의 작품이다.
고대 그리스 신화, 특히 오르페우스 신화가 오페라의 소재로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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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등장한 것은 오페라 자체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다. 바로크 시대
최고의 창조물이었던 오페라는 16세기말 피렌체의 귀족과 인문주의
학자, 음악가, 시인들이 고대 그리스 예술의 부흥에 관해 연구하고
토론하던 일종의 문예살롱인 카메라타(camerata)에 의해 새롭게 만
들어진 장르이다. 이 아카데미의 일원으로는 시인인 리누치니(Ottavio
Rinuccini, 1562~1621), 음악가이자 이론가인 빈센초 갈릴레이(Vincenzo
Galilei, d.1591), 작곡가인 카치니와 페리 등이 있었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 예술의 비극을 새로운 음악형식으로 재탄생시키고 부활시키
는 데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 이전에 르네상스 시대의 복잡한 대위
법을 사용한 다성 음악이나 가사의 내용을 단순하게 의성어로 묘사
하는 마드리갈을 유치한 시도라고 비난하며, 그리스 연극에는 항상
음악이 동반되었으며 연극에는 음악이 있어야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카치니와 페리에 의해 이를 음악적으로 구현하는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렇듯 그리스 비극을 부활시켜 보고자
바로크 시대 오페라가 생겨난 것을 감안할 때 많은 오페라들이 소
재를 그리스 신화에서 가지고 온 것은 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
인다. 그중에서도 오르페우스 신화는 주인공인 오르페우스가 뛰어난
음악가인 까닭에 극에서 필연적으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해야
하므로 음악이 있는 극을 구성하기에 가장 용이한 신화였다. 더구나
바로크 시대에는 오페라가 귀족이나 왕의 결혼식에서 상영되었기
때문에 결혼식 장면이 화려하게 연출되고, 리누치니가 개작한 것처
럼 두 신혼부부가 하늘의 별이 되는 행복한 결말은 이러한 축제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장면이었다.34)
그뿐만 아니라 오르페우스 신화는 극의 요소들도 오페라, 넓게 말
해 음악극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소재이다. 고든은 이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의 <Orpheus
34) 민은기, 『서양음악사』 , 음악세계, 2009. pp.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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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uridice>는 2001년 연가곡 형식으로 작곡되었으나, 2005년 반
주부와 연출의 확장으로 오페라로 새롭게 초연되었다. 작곡가가 (본
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작품은 처음부터 장르를 정해
놓고 작곡된 것이 아니었고 현재까지 그는 이 작품의 장르를 하나
로 국한시키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통하여 본다면 고
든의 <Orpheus and Euridice>는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등장한 실
험적 음악극 장르에도 부합하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3. 3. 1. 고든 <Orpheus & Euridice>와 오르페우스 신
화를 사용한 이전 작품들과의 특징적인 형식 비교

1) 몬테베르디, <L’Orfeo>
소재만을 놓고 볼 때 별로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지만, 몬테
베르디의 <L’Orfeo>는 페리의 오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예외적인
음악적 측면이 발견된다. 페리의 <Eurydice>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
창이 중요하게 사용되었으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악기의 사용이
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악 악보에 특정 악기를 지정하는 일은 거
의 없었고, 상황에 따라 조달할 수 있는 연주자의 구성에 맞춰 악기
편성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작곡가가 작곡할 때 특정 악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몬테베르디는 이 공연을 위해 아주 세
세하게 악기 편성을 악보에 지시하였다. 그는 오페라 악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첫 번째 작곡가인 셈이다.35)
이 작품에서 기악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성악
부분과는 관계없이 연주되는 기악과 가사의 분위기를 강화시키는
음향 효과로서 연주되는 기악을 들 수 있다. 토카타(toccata)라는 제
목으로 되어 있는 <L’Orfeo> 서곡은 오페라의 일부분으로 정착되지
않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몬테베르디는 악보에 이 곡을 막이 오르기
35) 허영한, 『마법의 성- 오페라 이야기2』, 서울:심설당, 2003.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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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3번 연속하여 연주하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이 곡이 지니는
서곡으로서의 기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리토르넬로(ritornello)
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기악의 역할로서 여러 절로 된 아리아
나 합창 음악 사이사이에 연주되는 부분이다. 리토르넬로는 비록 매
우 짧은 기악 간주에 불과하지만 한 장면을 음악적으로 하나로 묶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향 효과로서의 악기 사용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오르페오가
지하 세계로 내려갈 때이다. 2막이 끝나면서 기악이 이어지는데 여
기서 작곡자는 지상 세계에서 주로 사용한 현악기를 중지시키고 금
관 악기와 관악기 소리와 흡사한 오르간을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있
다. 지상과 지하 세계의 분위기 변화를 악기의 음색으로 연출한 것
이다.36)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기악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
한 것은 몬테베르디 이후 150년이 지난 글루크와 모차르트 시대였
으나, 몬테베르디의 오페라에는 이러한 중요성이 일찍이 나타나 있다.
2) 글루크, <Orfeo ed Euridice>
글루크가 개혁 오페라의 첫 소재로 다시 오르페우스 신화를 택했
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글루크는 오페라 세리아에서 가능한 한 피
했던 신화 이야기를 다시 끌어들였고, 인위적인 레치타티보와 아리
아의 연속을 피하고 중창과 합창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오페라 세리
아에서처럼 형식을 갖추는 데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합창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여 음악과 극이 긴밀하게 결합되도록 하였다. 이것의 예
로서 1막의 시작 부분을 들 수 있는데, 오페라 세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합창과 발레, 독창이 극의 전개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1막 첫 장면에서는 합창이 에우리디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오르페
오와 함께 어우러져 그의 슬픔을 공유한다. 합창 뒤에는 바로 발레
36) Ibid.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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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어지고 발레가 끝나면 다시 합창이 이어진다. 이처럼 같은 선
율을 수평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유기적인 통일성을 얻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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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Gluck, Orfeo ed Euridice, 제 1막
앞서 몬테베르디의 오페라에서 기악이 중시된 이후, 글루크는 오
페라 개혁을 통해 합창에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여 극적 통일성과
다양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같은 합창의 역할은 오페라 세리아에서
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 냈다.37)
3) 고든, <Orpheus and Euridic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페라의 서곡은 몬테베르디의 오페라부
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든은 오페
라에서 서곡의 역할을 담당하는 프롤로그(Prologue)를 곡의 시작 부
분에 배치함으로써 그 형식을 더 공고히 하였다. 프롤로그에서는 이
후 사용될 모티브들이 하나씩 제시되고, 이후 그 모티브들이 계속해
서 변형되어 사용된다.
37) Ibid. pp.2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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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Gordon, Orpheus and Euridice, Prologue, mm. 1-18

나아가 이 작품의 마지막 곡인 에필로그(Epilogue)의 마지막 부분
에서는 프롤로그의 시작 부분과 동일한 모티브를 배치하여 긴 호흡
의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하였다. 고든은 이 작품에서 형식적인 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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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그리고 음악적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였지만 오르페우스 신화
를 차용하고 곡의 시작과 끝을 비슷하게 처리하는 전통적인 구성 방
법을 사용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였다.

[악보 3] Gordon, Orpheus and Euridice, Epilogue, mm. 24-36

- 27 -

2. 4. <Orpheus and Euridice>
-Song Cycle in two acts
for Soprano, Clarinet and Piano
2. 4. 1. 창작 과정

1994년 클라리넷 연주자 토드 팔머(Todd Palmer)는 프란츠 슈베
르트의 ‘바위 위의 목동(Der Hirt auf dem Felsen)’과 같은 작품을
찾던 중, 고든에게 12분 정도의 연주회용 작품 위촉을 부탁했다. 그
당시 고든은 그의 오랜 파트너이자 애인이었던 제프리 미셸 그로시
(Jeffrey Michael Grossi)가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돈이
필요했고 그 위촉을 받아들였다. 한동안 작곡 아이디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게 되었다.
“새벽 4시 나는 잠에서 깨었고, 순간 내 머리 속을 지나간 이야
기가 있었다. 그것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한 음악가가 죽은
그의 아내를 지옥으로부터 구하러 간다. 오르페우스는 클라리넷연주
자로, 원인 모를 바이러스는 에우리디체를 그의 남편으로부터 빼앗
아버렸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를 오르페우스 신화에 결부시킨 것이
다..”38)
고든은 팔머를 만나 작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르페우스는 류트나 리라 대신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에우리디
체는 여주인공과 해설자 역할을 맡는다 … 음정(notes)은 피아노와
38) Barry Singer, "Note on the Program", in Lincoln Center Theater Review,
http://www.lctreview.org (검색일: 201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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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넷이, 가사(words)는 소프라노가 맡는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한 시간 만에 전체 이야기(libretto)를 완성시켰다. 나는 매우 흥분된
상태였다.”39)
하지만 팔머는 방대한 분량의 작품을 보고는 당황하여 “고든 선생
님, 저는 선생님 곡을 연주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작품이 무엇을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라며 거절하였다.40)
사실 고든도 새로운 영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작곡하
는데 큰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그가 가사
(libretto)를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로시의 병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1996년 그로시가 사망한 후 고든은 어떤 음악도 작곡할
수가 없었고 위촉받은 <Orpheus and Euridice>의 방향 설정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고든은 마침내 곡을 완성하였고, 2001년
뉴욕의 쿠퍼 유니언(Cooper Union)에서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파넘
(Elizabeth Farnum), 클라리넷 주자 토드 팔머(Todd Palmer), 피아
니스트 스콧 던(Scott Dunn)과 함께 초연하게 되었다.
이 초연 후 작품의 형식적 측면에서 부족한 면을 느낀 고든은 초
연이 마치 워크숍 현장 같았다고 자평하고 이 작품의 스케일을 전
반적으로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2005년 10월 5일 ‘the
America Songbook Series’의 일환으로 링컨 센터에서 다시 한 번
초연되었다. 이 공연에는 더그 바론의 연출로 8명의 무용수들이 함
께 무대에 올라 확장된 편성을 선보였다.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삶은 호흡이요, 호흡은 음악이며, 음악은 움직임 곧, 몸짓이다
(Life is breath, breth is music, music is movement)”라는 말 그대
로 연주자와 무용수들은 고든의 상상력의 요소로 활용되어 이전에 없
39) http://www.longbeachopera.org/index.php/2008-season (검색일: 2013. 10. 29)
40) Barry Singer, “Note on the Program,” in Lincoln Center Theater Review,
http://www.lctreview.org (검색일: 201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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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21세기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가무극(歌舞劇, dance-music-drama)을
탄생시켰다.41) <Orpheus and Euridice>는 Ghostlight Records에서
음반이 녹음되었고 Carl Fischer Music에서 악보가 출판되었다.
두 주인공이 상실의 아픔과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극한 어둠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을 통해 고든도 애인의 죽
음으로 인한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2. 4. 2. 작품 개요

고든의 <Orpheus and Euridice>는 2막으로 이루어진 연가곡
(song cycle)으로 Prologue와 Interlude42)를 포함 총 15곡으로 이루
어져있고, 총 연주시간은 약 1시간이다. 오르페우스 신화를 주제로
다룬 작품 중 가장 최신작으로서 지하세계에서 에우리디체를 구하
지 못하는 비극적 결말의 전형을 따라가지만 몇 가지 현대적 해석
으로 변형되었다. 오르페우스라는 인물을 기악으로 설정(성격 배우)
하여 신화적 신비로움을 극대화시켰다. 에우리디체가 죽는 이유도
뱀에 물리는 것이 아닌 원인 모를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설정을
하였다. 기존의 이름도 그대로 사용하되 스펠링을 y→i로 바꿔
Eurydice→Euridice로 변형하였다.
이 작품은 연가곡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1막에는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체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예쁜 가정
을 꾸미며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2막에서는 그녀가 원
인 모를 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자 그는 아내를 구하러 지옥으
로 가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조건을 어기고 그녀는 다시 지옥
으로 떨어진다. 비탄에 빠진 오르페우스는 결국 온 몸이 찢겨지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음악은 영원히 울려 퍼졌다는 내용이다.
41) ‘Orpheus & Euridice, A collaboration with Attack Theater.’ http://www.pittsburghopera.org
(검색일: 2013. 10. 29)
42) Epilogue에는 Part 13이 붙어있어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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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연가곡임에도 불구하고 오페라나 극
에서 쓰이는 막(acts)의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가
곡들이 시를 가사로 차용하는 관습에 반해, 고든은 본인이 직접 쓴
이야기를 가사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연가곡(song cycle, 독일어로 Liederkreis)은 낭만주의 시대에 새
로운 경향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겨난 그 시대의 중요한 장르
로서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와 슈만에 의해 비약적
으로 발전하였다. 그들은 주로 성악선율과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진
연가곡의 형태로 작곡하였다.
이에 반해 고든의 연가곡은 클라리넷을 반주로서의 종속적 역할
이 아닌 주인공(Orpheus)으로 등장시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의
사랑을 악기와 인간의 만남으로 신비하게 설정하였다. 소프라노가
노래로 그녀의 꿈을 회상하는 동안 클라리넷43)으로 의해 오르페우
스가 재현된다. Part5: They Dance에서는 그들의 사랑을 유희적으
로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악, 클라리넷, 피아노에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3중주의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4. 1. 2. 클라리넷의 사용’ 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43) 악기를 통해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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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분석
3. 1. 모티브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일곱 개의 모티브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이 모티브들은 저마다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 인물의 성격을 묘
사하거나 가사를 뒷받침하는 역할, 작품에 전체적인 통일성을 부여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곱 개의 모티브는 모두 1막에서 처음
등장하며 2막에서는 그것들이 변형되고 새로운 맥락에서 사용된다.
각각의 모티브를 분석하고 그것이 작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형되
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모티브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3. 1. 1. 모티브 1

모티브 1은 이 작품의 가장 첫 곡 프롤로그의 시작 부분의 클라
리넷 솔로 선율이다. mm. 1-3의 a부분과 mm. 4-5의 b부분으로 이
루어져 있다. 이후 각 부분은 조금씩 변화를 수반하며 b’-a’로 전개된다.

[악보 4] 모티브 1 – Prologue, mm.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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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은 4도 음정을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후에 등장
하는 다른 모티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곡 전체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음줄에 의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
어질 수 있으나 이후에 활용∙변용될 때 구분하여 사용된 사례가
없어 하나의 동기로 보았다. b부분의 선율은 장2도와 단3도가 교대
로 이어지는 선율로, 이음줄와 스타카토를 통해 가볍고 밝은 분위기
를 만들어내고 있다.
a부분은 D음에서 E음으로 끝을 맺으며 E-Locrian 선법적인 경향
을 내포하고 있다(그러나 음계에 포함된 음을 해석해 보았을 때, B♭
-Lydian 선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작품의 마지막 Part 13: Epilogue의 끝맺음([악보 11] 참조)에서
다시 이 모티브가 등장할 때는 피아노 부분에서 B♭음을 베이스로
하는 화음을 첨가해 줌으로써 비로소 이 부분이 B♭-Lydian 선법임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든은 곡의 첫 시작에서 모티브를 제시할
때는 두 가지 선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보여준 뒤, 작품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다. 실제
로 많은 고전음악의 주제들이 시작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조성의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이러한 전통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b부분은 E-Pentatonic 음계를 이용하고 있다.
대조적인 a와 b부분으로 이루어진 모티브 1과 같은 구성은 이 작
품의 다른 모티브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수평적인 병치
에 의한 구성은 짧은 각 선율들이 더욱 부각되어 들리는 효과가 있
다.
모티브 1의 a와 b부분의 특징들을 각 음악적 매개변수(parameter)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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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소재
리듬

모티브 1
모티브 1-b
E-Pentatonic Scale (5음음계)

모티브 1-a
B♭-Lydian Mode
다양한 음가 사용

일정한 음가 사용

아티큘 레가토(legato)
레이션
다이 일정한 다이내믹(p)
내믹
주요 완전4도, 단7도
음정
감12도
음역
특징

이음줄(slur) + 스타카토(staccato)
점진적 변화
장2도, 단3도
장9도

∙도약적, 변칙적인 선율
방향 (전체적으로는 하행)
∙못갖춘마디

∙E-Pentatonic 음계의 구성음, 그
리고 구성음정으로만 이루어짐
∙일정한 선율방향 (상행)
∙갖춘마디

모티브 1이 사용된 곡 (검정색 바탕으로 표시)
prologue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Inter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1 2 3 4 5 6 -lude 7 8 9 10 11 12 13
[표 1] 모티브 1

서로 대조되는 두 개 이상의 음악적 동기의 사용은 베토벤(Ludwig
- 34 -

van Beethoven, 1770~1827) 등 고전주의 시대 작곡가의 음악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양상이다. 고전주의 시대 작곡가들은 한 모티브를
대조적인 두 가지 요소를 가진 두 부분으로 구성함으로써 모티브의
전개·발전에 다양한 가능성을 주었다. 고든은 모티브 1의 구성에 있
어서 a와 b라는 대조적인 짧은 동기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대조적인
두 부분은 b’-a’ 순서로 곧바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 b’부분에서
는 5음음계보다 더욱 확장된 6음음계(Hexachord)를 사용하여 새로
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a’부분에서는 5도 도약의 느린 음가
를 사용함으로써 종지적 형태를 갖추었다. 고든은 전통적인 모티브
구성을 기반으로 각 매개변수를 세심하게 변용하고 다룸으로써 곡
을 전개시키고 있다.
Part 4: Home의 시작 부분에도 모티브 1이 단6도 아래로 이도
(Transposition)되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모티브 1의 a부분과 b부
분이 그대로 수평적으로 병치되고 있으며 각각의 음계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a부분은 G-Locrian 선법이 사용되고 있고, 곧바로 A♭
6음음계가 사용된 b’부분이 이어지면서 변화를 주고 있다. 이같은
확장을 통해 모티브가 계속해서 발전, 그리고 변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부여하고 있다.

[악보 5] Part 4: Home, mm.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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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mm. 17-22에서는 모티브 1이 리듬이 두 배로 확대되고
음가 및 음정, 슬러(slur) 단위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음가
의 확장은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적인 내용을 가진 다성음악 모테트
(Motet)44)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이후 바로크 시
대의 기악 음악에서 푸가(Fuga)45) 전개의 한 기법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20세기 초반의 음렬주의(Serialism)46) 음악에서도 역시 음렬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음가의 확장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오
랜 전통 위에서, 고든 역시 모티브 중심의 이 곡에서 리듬이라는 매
개변수에 변화를 줌으로써 다양성을 얻고자 했다.

[악보 6] Part 4: Home, mm. 17-22

이 작품의 마지막 곡 마지막 부분에는 모티브 1이 첫 파트에 사
44) 가사가 붙은 여러 개의 독립된 성부(聲部)들이 조화를 이루는 다성 합창곡 양식이다. 모
테트(motet) 혹은 이탈리아식으로 모테토(motetto)라 부르는데 이는 '말'이나 ‘단어’를 뜻
하는 프랑스어 '모(mot)'에서 파생한 용어이다. 13세기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가톨릭교
회 전례 음악으로 성행하였다. 라틴어 성서에서 따온 구절을 가사로 사용하였으나 때에
따라서는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부르거나 역사, 사랑 등 세속적 내용의 가사를 첨가
하기도 하였다.
45) 푸가(Fuga): 푸가는 하나의 주제(때로는 2개 혹은 3개의 주제. 이 경우에는 2중푸가 혹
은 3중푸가라고 한다)가 각 성부 혹은 각 악기에 지속적이며 규율적인 모방반복을 행하
면서 특정된 조적(調的) 법칙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악곡이다.
46) 음렬주의(Serialism): 음렬주의는 곡을 쓰거나 분석하는 기법의 하나로, 음고·강약·리듬
과 같은 음악적 요소들을 어떤 음렬에 따라 음렬이 반복될 때까지 한 번씩 순서대로 쓰
는 음악 기법을 말한다. 대표적인 음렬주의 작곡가로 카를하인츠 슈토크하우젠, 피에르
불레즈, 장 바라크, 마리오 다비돕스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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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던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 곡의 첫 시작과 마지막을 대
칭적으로 구성하여 호흡이 긴 이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했다. 모티브
1은 기본적으로 큰 변화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재현되면서 곡의 시
작과 마무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
럼, B♭-Lydian 선법의 화음을 사용하면서 모티브 1의 성격을 확실
히 하고 있다.

[악보 7] Part 13: Epilogue, mm. 26-36

[악보 8] Part 13: Epilogue, mm.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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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모티브 2

모티브 2는 프롤로그의 피아노 부분의 첫 시작으로, 역시 4도 음
정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싱코페이션(syncopation)
이 특징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붙임줄
에 의한 긴 음가로 인해 보다 평안한 느낌을 준다.

[악보 9] 모티브 2
Prologue, mm. 12-13

모티브 2의 구성원리를 살펴보면 B♭음에서 F음까지의 완전 5도
내의 온음계적인 음괴(tone cluster)를 만들어낸다. 이 다섯 개의 음
은 모티브 1에서 사용된 B♭-Lydian 선법에서 추출한 것으로 보인
다. 모티브 2에서는 D음과 E음을 옥타브 이동하여 선율을 구성하고
나머지 음들로 완전4도 음정을 강조하였다.

[악보 10] 모티브 2의 구성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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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티브 2의 구성음을 살펴보면 모티브 1의 구성음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모티브 1에서 강조되는 F-B♭과 F-C는
모티브 2에서 수직적으로 중첩되고, 수평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결
합하여 나타난다. 또한 모티브 1-b에서 강조되는 D-E가 모티브 2에
서는 베이스에서 선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11] 모티브 1과 모티브 2의 구성음 비교

모티브 2에는 특징적인 리듬 형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래의 악
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 음의 길이가 8분음표 길이만큼 첨가되
어 늘어나고 있다.

[악보 12] 모티브 2의 리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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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모티브 2의 특징을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모티브 2
B♭-Lydian Mode 중 아래의 다섯 음
음소재
리듬
아티큘레이
션
다이내믹
주요 음정
음역
특징
pro
-loge

8분음표 길이만큼씩 늘어나는 음가들의 구성
이음줄(slur)
일정한 다이내믹(mp)
완전4도, 장2도
오른손: 완전5도

왼손: 장2도

∙완전5도 내의 온음계적 음들의 tone cluster
∙모티브 1과 같은 음소재 사용
모티브 2가 사용된 곡 (검정색 바탕으로 표시)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Inter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1 2 3 4 5 6 -lude 7 8 9 10 11 12 13
[표 2] 모티브 2

다음 악보는 선율만 따로 떼어 나타낸 예이다. 모티브 2에서는 단
지 화성적으로 보조 역할을 하는 선율 부분은 Part 7: Illness에서
클라리넷 솔로로 단독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주제적 특성 그리고 에
우리디체를 암시하는 가사 표현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즉, 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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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2는 이 작품에서 중추적인 화성적 배경과 주제적 모티브적 가능
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악보 13] Part 7: Illness, mm. 1-2

모티브 2의 선율 부분은 가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사용
되고 있다. “What if she is not behind? And this is all a hoax?”
초조한 오르페우스의 마음을 드러내는 가사를 장2도 간격의 음들을
반복하면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모티브 2의 선율 부분을 리듬만 바
꾸어 활용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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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Part 10: The Journey Back, mm. 16-19

당김음 리듬이 계속되는 Part 7: Illness에서는 모티브 2의 리듬이
확장되어 계속된다. 불안정한 리듬이 두 마디에 걸쳐, 그리고 그러
한 프레이즈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또한 선율이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한 음역대에서 움직이면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 모티브 2의 구성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율에 증4도, 또는 완
전4도를 중첩하여 병진행하고 있다.

[악보 15] Part 7: Illness, mm. 19-20
(증4도는 원형으로, 완전4도는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마지막 곡 Part 13: Epilogue에서는 모티브 2의 원형과 변형된 형
태가 병치되어 나타난다. 피아노 부분의 시작을 알렸던 이 모티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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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곡에서도 역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소프라노와 클라리넷
이 계속해서 짧고 대조적인 선율을 주고받으며 연주하는 동안 피아
노 파트에서 모티브 2를 통해 곡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m. 1과
m. 4는 C-G까지 완전5도 내의 음들이 tone cluster을 이루고 있으
며, m. 2과 m. 3은 더욱 확장된 C-A까지의 음들이 중첩되고 있다.

[악보 16] Part 13: Epilogue, mm.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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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3. 모티브 3

Prologue에 등장하는 모티브 3은 짧은 클라리넷 선율이다. 이 모
티브에서는 앞서 사용되었던 셋잇단 16분음표 리듬이 똑같이 사용
되었고 4도 음정을 계속해서 사용하여 통일성을 주고 있으나, 꾸밈
음과 큰 도약의 스타카토를 통하여 같은 선율 안에서 분위기를 전
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티브 3-a는 모티브 1-a의 ‘셋잇단
16분음표 이후 긴 음가’라는 리듬 형태에 상행하는 방향성을 부여하
고, 완전4도와 장2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티브 3-b는 완전5도 도약
과 앞짧은 꾸밈음, 스타카토를 특징으로 하여 모티브 1과 마찬가지
로 앞부분과 대조적인 뒷부분을 이루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행하며
8분음표의 균일한 음가로 진행된다.
모티브 3의 a와 b부분은 각각 상행, 하행으로 이루어져 비대칭적
인 거울 형태로 볼 수 있다. 화성적으로 대칭되는 a부분과 b부분은
단2도로, 즉 선율적 요소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17] 모티브 3 – Prologue, mm. 14-15

모티브 3-a와 모티브 3-b는 비슷한 음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모
티브 3-b에서 G음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a부분에서는
4도 관계를 부각시켰음에 반해, b부분은 5도 관계를 부각시켜 다르
게 들린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모티브 3-a는 모티브 2와 마찬가지
로 모티브 1-a의 음소재, 즉 B♭-Lydian 선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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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모티브 3-a와 모티브 3-b의 음소재 비교

[악보 19] 모티브 3-a와 모티브1-a의 음소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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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3을 각 매개변수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모티브 3
구분
음소재
리듬
아티큘레이션
다이내믹
주요 음정
음역

모티브 3-a
B♭-Lydian Mode

모티브 3-b

셋잇단 16분음표
4분음표
이음줄(slur)
일정한 다이내믹(mp)
완전4도, 장2도
완전8도

8분음표의 일정한 리듬
스타카토(staccato)
완전5도
장13도

∙모티브 1-a, 모티브 2 ∙앞꾸밈음
와 음소재 같음
∙일정하게 완전5도씩 하행

특징

모티브 3이 사용된 곡 (검정색 바탕으로 표시)
prologue

part
1

part
2

part part part part Inter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 part
3 4 5 6 lude
7 8 9 10 11 12 13
[표 3] 모티브 3

모티브 3-a의 셋잇단음표는 Part 1: Orpheus의 mm. 21-22에서
단독적, 장식적으로 쓰이기도 하며 이도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앞으로 등장할 모티브 4와 병치되어 연주되기도 한다.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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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는 이도하여 음가가 두 배로 확대된 모티브 3-a와 부점으로
리듬을 변형한 모티브 3-b의 결합 형태이다. 다음의 악보에서 나타
나듯 이 패시지의 클라리넷 선율에서는 계속해서 리듬이 변형되고
짧은 모티브들이 병치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음계 내에서 비슷한 음
정관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 부분의 이질감이 크지 않다.

[악보 20] Part 1: Orpheus, mm. 21-24

모티브 3-a는 단독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circling the
heavens”라는 가사를 표현한 뒤 천국을 헤매는듯한 모티브 3-a 음
형을 클라리넷 선율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모티브의 독립적
인 사용은 가사를 그려내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악보 21] Part 1: Orpheus, mm.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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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부분으로는 “Say, did you ever hear him? Hey, get
anywhere near him?” 이후 “I did once, in a dream.” 이라는 대답
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m. 51에서 대답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기 전, 오르페우스를 상징하는 모티브 3-a가 리듬이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텍스트가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리
넷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악보 22] Part 1: Orpheus, mm. 42-53

다음으로는 모티브 3의 a와 b부분이 함께 사용된 부분이다.
“something richer, something darker”라는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
모티브 3을 클라리넷의 낮은 음역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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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Part 1: Orpheus, mm. 62-66

마찬가지로 “Low”라는 가사 뒤에는 낮은 음역대의 모티브가,
“High”라는 가사 뒤엔 높은 음역대의 모티브가 등장하며 가사를 음
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악보 24] Part 1: Orpheus, mm. 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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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막의 Part 8: Death에서는 피아노 파트에서 앞과는 다른 대조적
인 패시지를 연주함으로써 에우리디체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 클
라리넷이 연주하는 mm. 3-4는 모티브 3-b를 보다 확장시키고 마무
리 부분에서 스타카토가 아닌 테누토(tenuto)로 아티큘레이션의 변
화를 주었다. 4분음표로 음가를 확대하고 상하행을 교대로 사용하여
동기의 방향성에도 변화를 주어 클라리넷의 연주에 비장함을 더한
다.

[악보 25] Part 8: Death, mm. 1-5

모티브 3은 모티브 1과 비슷한 선율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모
티브 1과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각 모티브를 다른 방식으로 취급해 작품을 구성한 작곡가의
기법이 돋보인다. Part 12: Conclusion의 mm. 1-2는 모티브 3을 이
도하고 12/8박자 안에서 음가를 세배로 확대하였다. 모티브 3-b를
이음줄로 연결, 또한 장식음의 도약음정을 증4도로 변화시켰다. 또
한 기존의 Lydian 선법이 Phrygian 선법으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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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Part 12: Conclusion, mm. 1-2

[악보 27] A-Phrygian Mode

Part 12: Conclusion mm. 73-76에서는 이도된 모티브 3-a의 음가
를 여섯 배로 확대하고, 8분의 6박에서 헤미올라(hemiola)를 사용
(m. 73의 4분음표 세 개와 m. 75의 두잇단음표)함으로써 박절적 흥
미를 유발하였다. 또한 m. 75에서는 장식음을 부점 리듬으로 구체화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악보 28] Part 12: Conclusion, mm. 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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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3-b의 꾸밈음이 포함된 뒷부분을 연장시킨 것으로 피아노
에서 효과적으로 등장하여 클라리넷으로 연주된 모티브 3의 응답과
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모티브 3-b가 단3도와 완전5도로
이루어진 반면 다음 악보에 나타나는 변형은 단3도의 꾸밈음과 함
께 단7도가 주요한 음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악보 29] 모티브 3-b의 연장 - Prologue, m. 18

다음 악보는 모티브 3이 뒷부분, 즉 b부분만 변화된 형태를 보이
고 있다. 모티브 3-b의 이도, 연장 및 음정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다. 단7도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꾸밈음과 도약으로 오
르페우스가 악기를 연주하는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
고 있다. 또한 단편적 요소를 동형진행(sequence)를 통해 연장하면
서, 모티브를 활용하는 고전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 30] Part 1: Orpheus, mm. 58-60

이 작품 전체를 통해 장식음을 동반한 선율로서 많이 쓰인 모티
브 3-b는 2막에서 선율을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다음 악보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음역 및 아티큘레이션이 바뀌어 사용되며 기
존의 단3도와 단7도에서 더욱 확장된 장3도와 장7도가 전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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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동형진행(sequence)을 통해 음악
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도록 이끌고 있다. 이 패시지의 마지막
부분 m. 66에서는 모티브 3-b의 원형대로 완전5도 간격으로 하행하
며 종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악보 31] Part 7: Illness, mm. 58-66

이러한 모티브 3-b의 변형은 가사를 표현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mm. 57-58의 “like birdcall” 새소리를 표현하기 위
해 모티브 3-b의 연장형을 클라리넷의 높은 음역에서 사용하고 이
와 함께 피아노의 높은 음역에서 트릴을 연주하고 있다.

[악보 32] Part 7: Illness,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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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많은 모티브들이 다시 등장하는 마지막 곡 에필로그에서는 모티브
3-b의 변형과 모티브 2가 연속적으로 병치되어 나타난다.

[악보 33] Part 13: Epilogue, mm.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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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4. 모티브 4

Part 1: Orpheus의 첫 클라리넷 선율인 모티브 4는 모티브 1과 마
찬가지로 대조적인 a부분과 b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4도 간격으로
도약하고 다시 하행하는 부점 리듬으로 이루어진 a부분, 그리고 역
시 4도 간격으로 도약하고 동형진행으로 순차 하행하고 있는 b부분
을 아래의 악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 선율들이 쉼표를 통해 독립
성을 지니며 다른 어떤 모티브보다도 완전4도 도약 음정을 명확하
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부점 리듬을 통해서 오르페우스가 악기를
연주하는 평화롭고도 활기찬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34] 모티브 4 – Part 1: Orpheus, mm. 1-5

모티브 4는 E-Ionian 선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E Major의 조성적
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조표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선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티브 3-a의
리듬을 변화시켜 완전4도 도약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리듬을
설정하였다.

[악보 35] 모티브 4에 나타나는 모티브 3-a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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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4를 각 매개변수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모티브 4
구분
음소재
리듬
아티큘레이션
다이내믹
주요 음정
음역
특징

모티브 4-a
E-Ionian Mode

모티브 4-b

부점, 셋잇단음표
부점
이음줄(slur), 스타카토(staccato)
점진적 변화
일정한 다이내믹(mf)
완전4도, 장단3도, 장단2도 완전4도, 장2도
장6도
완전8도

∙상행, 하행의 방향성
명확
∙반복되면서 리듬 변화

∙동형진행

모티브 4가 사용된 곡 (검정색 바탕으로 표시)
prologue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Inter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1 2 3 4 5 6 -lude 7 8 9 10 11 12 13
[표 4] 모티브 4

다음 악보를 통해 모티브 4가 어떻게 제시되고 어떻게 진행되며
발전되는지, 더 나아가 작곡가의 선율 작법이 어떤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짧은 선율 a부분이 먼저 제시되며 대조적인 또 다른 모티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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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이어진다. 이윽고 a부분이 변형되어 다시 반복되고, 그 선율
의 파편들이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b부분도 변형된 형태로 계속된
다. 이러한 구성은 앞서 살펴본 모티브 1의 구성과도 매우 비슷하
다. 이를 통해 고든은 한 선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보다는 여러
모티브를 제시하고 그것을 계속 병치시키고 반복, 또는 변형하여 반
복함으로써 곡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 16부터 나오는 “Orpheus played his pipe” 라는 가사를
성악파트에서 연주하기 전, 모티브 4를 통해 오르페우스가 악기를
연주하는 평화롭고도 활기찬 분위기로 미리 표현하고 있다. 부점 리
듬과 스타카토, 중간 중간의 쉼표를 통해 춤추는 듯한 선율을 가사
뿐 아니라 악기의 선율을 통해서도 표현하고 있다.

[악보 36] Part 1: Orpheus, mm.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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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 ceased to roar, instead they’d sway and sing. Antelope
would swing.”라는 가사를 그리기 위해 모티브 4를 이용하여 춤추
는듯한 음형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m. 95 이후에는 당김음을 사
용하여 ‘swing’의 요소를 더하고 있다.

[악보 37] Part 1: Orpheus, mm. 86-95

Interlude에서 모티브 4는 박자가 바뀐 채 그 음정관계를 그대로
따라가며 파편들이 조금씩 등장한다. 또한 앞서 Part 1: Orpheus에
서 모티브 4-b의 연장으로 나타난 완전5도가 선율적으로 쓰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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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Interlude, mm. 10-18

다음에 나타나는 모티브 4는 단2도 하행하는 두 음 동기가 전체
적으로 장2도씩 상행하도록 동형진행을 하고 있다. 두 음 동기의 연
속 진행은 앞서 모티브 1-b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이음줄과 스타카
토의 연속이라는 아티큘레이션 또한 비슷하다. 두 음 동기 앞부분에
는 모티브 3의 변형된 형태가 등장하고, 모티브 3-a의 파편의 역행
이 모티브 4의 두음 동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도와주고 있다.

[악보 39] Part 12: Conclusion, mm.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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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5. 모티브 5

Part 2: Euridice는 B♭-Mixolydian 선법의 에우리디체 선율, 즉
모티브 5가 클라리넷 솔로로 시작된다. 모티브 4, 즉 경쾌한 오르페
우스 선율과 대비되면서 에우리디체의 여성적인 면모와 서정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고든은 모티브 5의 첫 두 마디에서 각각 B♭
장3화음과 E♭ 장3화음의 분산화음을 사용하여 선율을 구성하였다.
모티브 5의 첫 두 마디는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요소인 것처
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살펴보면 이 모티브 역시 완전 B♭-E♭의
완전4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마디 길이의 모티브
5-a에 이어 응답과도 같은 모티브 5-b가 이어지며 이 부분은 B♭
-Dorian 선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율은 모두 선법에 기초하여 구
성되어 있으나, B♭장3화음-E♭장3화음 같은 4도 관계 화성은 고든
이 조성적 맥락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40] 모티브 5 - Part 2: Euridice, m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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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5를 각 매개변수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모티브 5
구분

모티브 5-a
B♭-Mixolydian Mode

음소재
리듬
아티큘레이션
다이내믹
주요 음정
음역

모티브 5-b
B♭-Dorian Mode

비교적 규칙적인 음가를 가지고 있으나, 붙임줄로 인해
자유롭게 들림
이음줄(slur)
일정한 다이내믹(p)
완전5도, 단3도
단3도, 완전4도
완전4도(완전5도)
완전8도

(

∙첫음과 끝음의 단3도
강조
∙4도 관계의 펼침화음 형태 관계가
∙옥타브 아래에서 응답
(b’)
모티브 5가 사용된 곡 (검정색 바탕으로 표시)

특징

prologue

)

part
1

part
2

part part part part Inter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3 4 5 6 -lud
7 8 9 10 11 12 13
e
[표 5] 모티브 5

- 61 -

고든은 특정한 선법을 가지고 주요 선율을 구성하고 각 곡의 시
작에 배치함으로써 감상자들이 쉽게 각각의 모티브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선법을 사용함으로써 오르페우스 신화에서
받을 수 있는 신비하면서도 목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에우리디체 선율은 다른 곡에서 많이 변형되어 나타나지 않으
며 Part 2: Euridice와 Interlude에서만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은 Interlude에 나타난 모티브 5이다. a부분은 C-Mixolydian
선법으로 시작하여 b부분은 D-Phrygian 선법으로 이동한다.

[악보 41] Interlude, mm. 43-50

[악보 42] C-Mixolydia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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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D-Phrygian Mode

다음의 악보는 Part 2: Euridice에서 “Euridice”를 직접적으로 언
급하는 매우 특징적이며 짧은 소프라노 선율이다. 장7도 상행, 그리
고 장3도와 완전4도 하행으로 이루어진 이 선율은 이전에 등장했던
여러 모티브들의 압축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Euridice” 동기는
모티브 5의 변주형태로, C# 장3화음의 2전위 형태의 펼침화음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악보 44] 모티브 5의 변주 - Part 2: Euridice, mm. 1-5
(밑의 악보는 같은 곡, mm. 26-27)

아래의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모티브 5가 연주될 때의 가사는 “a
loveliness”, “in the daffodils”, “Euridice”이다. 에우리디체를 직접적
으로 지칭하거나 사랑스러움(loveliness), 수선화(daffodils)를 나타내
는 이미지적인 시어들이다. 작곡가는 에우리디체 모티브에 이미지적
인 가사를 공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곡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극
대화시키고 있다. 또한 모두 3화음의 2전위 형태로, 5음이 긴 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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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연장되면서 음악이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도미넌트(Dominant) 화음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 45] Part 2: Euridice, mm. 16-17

[악보 46] Part 2: Euridice, mm. 54-55

[악보 47] Part 7: Illness, mm. 113-119

상기한바 이러한 동기 운용 방식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가 극과 음악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사용한 유도동기
(Leitmotif)47)와 매우 흡사한 성격으로, 고든의 <Orpheus and Euridice>
에서의 바그너의 영향이 엿보이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7) Leitmotif : 바그너가 극의 줄거리와 음악이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아티큘레
이션과 형식의 일관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 유도동기와 형식적 구조였다.
유도동기란 극의 특정인, 특정 장면, 특정 이념과 연관된 음악적 주제, 또는 음악적 동기
로 그 대상이 등장하거나 언급될 때마다 이것이 반복됨으로써 연관성이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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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Euridice의 mm. 24-27까지 “asked her name, Euridice.”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의 가사를 표현하고 있다. mm. 26-27에서 에우
리디체를 표현하는 모티브 5의 변형이 나오기 전, mm. 24-25클라리
넷 파트에서는 이 음형을 전위시킨 듯 상행하는 모티브가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이 등장하여 가사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아가 m. 22의
“carefully”라는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 m. 21부터 머뭇거리는 듯 반
복되는 음형과 트릴이 클라리넷 파트에서 등장하고 있다.

[악보 48] Part 2: Euridice, mm. 20-27

Part 4: Home에서는 mm. 54-56의 “Hello”와 mm. 57-58의 “Oh”
이후 그에 화답하는 듯한 모티브 5 변주형의 클라리넷 선율이 응답
의 형태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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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 Part 4: Home, mm. 46-58

2막의 첫 곡, 1막과 2막을 이어주는 클라리넷과 피아노 2중주의
간주곡은 에우리디체 선율의 확장형으로 시작된다. 확장된 리듬과
보다 긴장감이 높은 화음을 사용함으로써 1막에서 연주되었던 에우
리디체 선율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로 시작되는데, 2막에서 나타날 드
라마의 비극적 전개를 예견하는 듯하다.

[악보 50] Interlude, mm.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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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악보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의 Part 11: Song 2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에우리디체 선율의 변형을 볼 수 있다. 2막의 시작
간주곡에서 미리 연주되었던 것과 같이 에우리디체의 죽음 이후의
비극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수직적으로 겹쳐지는 장식음과 빠
른 리듬, 그리고 악센트가 더해져 한 음 한 음이 강조되면서 긴장감
이 높은 장7도 음정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계속해서 화음의 유도동
기적 에우리디체 선율이 제2전위화음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악보 51] Part 11: Song 2, mm.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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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모티브 5는 7화음 형태로 확장되어 선율적인 부분
을 담당하기도 한다.

[악보 52] Part 4: Home, mm. 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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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6. 모티브 6

모티브 6은 다음에 주어진 악보의 소프라노의 서정적인 선율이다.
이 선율은 크게 두 프레이즈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프레이즈는
단3도 하행하는 2분음표로서 작은 종지를 한다. 또한 종지 전에는
단7도 도약을 강조해 주고 있으며, 여전히 완전4도는 중요한 모티브
로 작용한다.

[악보 53] 모티브 6 - Part 3: Bliss, mm.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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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6을 각 매개변수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음소재
리듬
아티큘레이션
다이내믹
주요 음정
음역

모티브 6
D♭-Dorian Mode
규칙적인 리듬
없음
일정한 다이내믹(mp)
단7도, 단3도, 완전4도
완전11도
모티브 6이 사용된 곡 (검정색 바탕으로 표시)

prologue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Inter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1 2 3 4 5 6 -lude 7 8 9 10 11 12 13
[표 6] 모티브 6

모티브 6은 Part 3: Bliss의 시작 부분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는데,
피아노 파트에서 아주 경쾌하게, 짧은 음가로 앞으로 이어질 모티브
6의 선율을 그대로 미리 보여 주고 있다. 새로운 모티브가 본격적으
로 나오기 전에 그 모티브의 파편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방식은 이
미 많이 보였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티브 전체가 그대로 다른
분위기를 통해 보여지는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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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 Part 3: Bliss, mm. 1-12

Part 10: The Journey Back에서는 모티브 6의 선율이 그대로 등
장하지는 않지만, 선율이 단편적으로 연주되며 끝을 맺고 있다. 각
프레이즈에서 단3도로 작은 종지를 맺는다거나 단7도 도약을 하는
것으로 보아 모티브 6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악보 55] Part 10: The Journey Back, mm.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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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2: Conclusion에서도 역시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모티브 6
이 등장한다.

[악보 56] Part 12: Conclusion, mm. 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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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7. 모티브 7

모티브 7은 1막의 마지막 곡 Part 6: Song의 주요 선율이다. 아주
짧고 간결한 이 선율은 Part 6: Song에서 소프라노와 클라리넷 파
트에서 반복적으로 주고받으며 연주된다. 다음의 악보에서 그 사용
을 볼 수 있는데, 각 파트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다른 파트가 시작된
다. 즉, 소프라노가 모티브 7을 연주하면 그 뒤에는 바로 클라리넷
이 그대로 그 선율을 따라 연주하는 것이다. 에우리디체를 표현하는
소프라노와 오르페우스를 상징하는 클라리넷이 서로의 메아리처럼
함께 연주하고 대화하면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의 사랑을 1막
의 마지막 곡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악보 57] 모티브 7 - Part 6: Song, m. 1

모티브 7은 모티브 1-b의 음가를 확대시키고 전위시킨 모티브
1-b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58] 모티브 7 – 모티브 1-b의 전위 및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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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7을 각 매개변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티브 7
E♭-Ionian Mode 중 아래의 세 음
음소재
리듬
아티큘레이션
다이내믹
주요 음정
음역

8분음표의 규칙적인 리듬, 못갖춘마디
이음줄(slur)
일정한 다이내믹(p)
장2도
장3도
모티브 7이 사용된 곡 (검정색 바탕으로 표시)

prologue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Inter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1 2
3 4 5 6 -lude 7 8 9 10 11 12 13
[표 7] 모티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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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7은 소프라노와 클라리넷이 끊이지 않고 교대로 연주된다.

[악보 59] Part 6: Song, mm. 7-17

모티브 5의 변주인 에우리디체 선율이 1막과 2막에서 대조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모티브 7 또한 2막에서는 에우리디체와 오르페우스
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음의 악보들에서 볼 수 있듯이 모티
브 7은 소프라노에서 연주되는 일이 없으며 클라리넷이나 피아노
파트에서 변형되어 짧게 나타난다. 이 모티브는 에우리디체의 아픔
을 나타내는 Part 7: Illness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며 같은 음역 내
에서 반복되는 선율이 긴장감을 조성하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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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 Interlude, mm. 24-27

[악보 61] Part 7: Illness, mm. 89-96

모티브 7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화성적 배경을 가지고 그 역할
을 달리하고 있다. Part 7: Illness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9도를 수직
적으로 중첩시킴으로써 해서 본래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되던 모티
브 7이 다른 화성적 배경을 가지고 어둡게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원형 모티브에 다른 화성적 맥락을 부여하는 것은 모티브 활용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악보 62] Part 7: Illness, mm.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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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막의 Part 6: Song과 대칭되는 2막의 Part 11: Song 2에서 나타
나는 모티브 7의 사용을 다음 악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프라노와
클라리넷이 대화하듯 주고받았던 1막의 Part 6: Song과는 달리 각
각의 악기가 다른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모티브 7은 더 이상 소프
라노에서 연주되지 않으며 “I am not part of anything now”라는
가사를 통해 알 수 있듯 1막과 정반대의 가사, 그리고 분위기를 연
출하고 있다. 모티브 자체의 사용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피아노
파트와 소프라노의 변화, 그리고 가사의 변화를 통해 모티브의 상징
성에 변화를 주었다. 또한 m.7, 9, 11, 13의 8분음표 5도 하행 패시
지는 모티브 3-b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리듬은 모티브 7의 형태
를 그대로 취하고 있다. 즉, 고든은 모티브를 설정하고 각각의 특징
적인 매개변수들을 독립적으로 취급하여 사용하고 있다.

[악보 63] Part 11: Song 2, mm.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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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8. 모티브의 복합적 구성

고든의 <Orpheus and Euridice>에는 이처럼 독립적인 일곱 개의
모티브가 원형으로 혹은 변형되어 음악적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
소로 쓰이고 있다. 각각의 모티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독
적으로도 쓰이며 두 개 이상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곡의 중간에 삽입된 피아노 솔로곡 Part 5: They Dance에서는 유
니즌(Unison)으로 시작되는 모티브 4가 주요 선율로 사용되고 있다.
긴장감 이완이라는 이 파트의 구조적 역할과, “They Dance”라는 제
목에 상응하는 모티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m. 3에는 모티
브 1-b이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어 앞서 사용된 리듬과 대조를 이루
고 있다. 모티브 두 개 이상이 결합하여 곡을 구성하는 부분 역시
짧은 패시지들의 대조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악보 64] Part 5: They Dance(Piano Solo), mm.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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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Euridice에서 “and music took a turn, for it grew wise
and deep” 라는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 클라리넷의 16분음표 움직임
과 모티브 2의 불규칙적 리듬과 모티브 5의 변형된 음형을 복합적
으로 사용하여 노래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악보 65] Part 2: Euridice, mm.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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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Song의 잔잔한 독백조의 모티브 7과 텍스트가 결합되는
m. 7부터는 “I” 라는 주어로 계속 가사가 표현된다. 하지만 mm.
3-4에서 “He wrote a song for her.”이라는 가사를 제3의 화자가 노
래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에우리디체를 표현하는 모티브 5로 표현되
고 있다. 음정적 도약이 특징적인 모티브 5와 동음과 순차진행만으
로 이루어진 모티브 7이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가사의
주어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악보 66] Part 6: Song, mm.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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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0: The Journey Back의 시작 부분에는 음괴(tone cluster)
의 모티브 2가 안정된 박자에서 등장하고 클라리넷에서는 모티브 4
가 박자가 변화하여 수직적으로 중첩되고 있다.

[악보 67] Part 10: The Journey Back, mm.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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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곡 Part 13: Epilogue에서는 단편적인 모티브들의 결합이
많이 보인다. 모티브 1-b, 모티브 2, 모티브 3, 모티브 3-a, 모티브
3-b들이 각각 다르게 결합된다.

[악보 68] Part 13: Epilogue, mm.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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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화성

이 작품에서 고든은 전통적인 조성의 경계 안에 있는 화음을 주
로 사용했다. 그러나 고든은 그 화음들의 구성음을 삭제하거나 다른
음을 첨가하여 사용했고, 또는 화음의 전위 형태를 사용하여 보다
새롭게 들리도록 구성하였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용
되는 4도 음정은 화음에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작품에서
사용된 화성은 크게 4도 또는 그 전위형인 5도를 포함한 화음, 그리
고 4도 또는 5도 내의 음들을 쌓아 올린 음괴(tone cluster)로 나눌
수 있다.

3. 2. 1. 4도구성화음

전통적인 3도의 중첩을 벗어난 4도의 중첩을 통한 화음 구성원리
는 장단조로부터의 일탈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선법적 요소, 즉 클로
드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가 주요 음악요소로 많이 사
용한 5음음계화성(완전4, 5도의 중첩 및 그 전위)에서 그 유래를 찾
을 수 있다. 이후 신빈악파(New Viennese School)를 비롯한 근대
작곡가들은 하나의 무조적(atonal) 화성소재로서 완전4도와 세온음
(tritone, 증4도 또는 감5도)의 중첩을 사용하여 4도구성화음을 변형
시켰다(Vienna Chord).48)
이 작품에서 가장 전면적으로 사용되는 화음 역시 4도구성화음이
다(4도의 전위형태인 5도로 화음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 화음
은 가장 처음 등장하는 모티브인 모티브 1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모티브에서 역시 이 화음을 구성하는 완전4도 음정이 강조되었고,
그 음정은 작품 전반적인 구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48) 전상직, 「메시앙작곡기법」, 음악춘추사, 2005,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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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악보는 완전4도구성화음의 예이다. 피아노에서의 4도구성
화음들을 소프라노, 클라리넷 파트의 연속되는 완전4도 음정이 뒷받
침해 주고 있다.

[악보 69] Part 1: Orpheus, mm. 16-20

고든은 완전4도구성화음뿐만 아니라 세온음이 결합된 4도구성화
음까지 폭넓게 사용하였다. 다음의 악보에서 피아노 파트의 지속적
인 4도 음정과 증4도 아래 놓인 베이스가 이러한 화음에 속한다. 이
러한 화성 연결은 음악의 흐름에 있어 음색적 통일성을 얻고 화성
의 긴장감을 조절하는 데 용이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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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0] Part 7: Illness, mm. 18-20

고든은 완전4도를 전위한 형태인 완전5도를 포함한 화음도 많이
사용했다. 4도를 포함한 화음은 수직적으로 한 음을 첨가한 형태라
면, 5도를 포함한 화음은 보통 5도를 쌓아 올린다거나 단독으로 쓰
는 경우가 많다. 피아노 파트의 베이스 D♭-클라리넷 파트의 A♭피아노 파트의 E♭-B♭-F가 완전5도 간격으로 차례로 쌓아 올려졌
다. 이와 같은 완전5도 구성화음은 균등분할된 화음의 한 종류로,
각 음들이 동등하다. 그러나 아래의 악보에서 보이듯 D♭음은 옥타
브로 중복되면서 균등분할 화음에 ‘중심음’을 만들고 ‘근음’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이 화음은 D♭ 9화음으로 들리기도 한다.

[악보 71] Prologue, mm.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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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5도의 음정이 그대로 수평적으로 이어 사용된 경우도 있다.
전통적인 기능화성에서 완전5도 병행이 금지되어 있는 데 반해, 이
패시지에서는 인상주의에서 가능해진 완전5도 병행이 효과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9세기 후반 드뷔시,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로 이어지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인다.

[악보 72] Part 2: Euridice, mm. 10-12

완전5도는 화음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선율 진행에서도 많이 등장
한다. 이 작품에 많이 사용되는 7도 음정과 함께 완전5도 음정이 겹
쳐지면서 베이스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악보 73] Part 6: Song, mm.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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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완전5도 음정의 사용이 복합적으로 쓰인 예이다.

[악보 74] Part 8: Death, mm. 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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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음괴(Tone Clusters)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고든은 4도 또는 5도를 사용하여 선율 및
화성을 구성했다. 고든은 4도 또는 5도 음정을 수직적으로 쌓아올린
화음뿐만 아니라 4도 또는 5도 온음계 내의 음들을 쌓아올린 tone
cluster도 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모티브 2에
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B♭음과 F음 사이의 온음계적인 음들을 가
지고 선율을 만들고 화음을 만들었다.

[악보 75] 모티브 2 - Prologue, m. 12

뿐만 아니라 모티브 2의 음괴 한 마디에는 4도라는 선율적 특성
도 갖추고 있으며, 리듬 또한 싱코페이션을 통해 특징적으로 설정되
었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tone cluster는 아래의 예시들과 같이
곡 전반적으로 동기적(motivic)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동기적으
로 사용되는 tone cluster 패시지는 보통 피아노 파트에서 화성적
배경을 담당하고 소프라노와 클라리넷 선율을 강조할 때 주로 등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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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6] Prologue, mm. 12-15

[악보 77] Part 11: Song 2, m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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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8] Part 13: Epilogue, mm. 1-6

- 90 -

3. 2. 3. 화음의 연결

이 작품에서 화음의 연결은 모티브의 변화에 따라 화음의 성격도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 가지 모티브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진행되면 화음의 연결이 반음계적으로 급하게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 음색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지닌 화음들이 계속해서 이어
진다. 그러나 한 가지 모티브에서 대조적인 부분이 등장하거나 하나
의 모티브가 다른 모티브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화음의 연결
또한 반음계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음소재의 변화, 즉
선법의 변화도 수반된다.

[악보 79] Prologue, mm.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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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악보에서 클라리넷은 모티브 1-b를 연주한다. 이 부분은
동형진행되면서 다른 선법으로 변하여 병치되고 있다. 또한, 이 부
분에서 특징적인 점은 제2전위화음의 연속이라는 점인데, 제2전위화
음은 에우리디체 선율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80] Part 4: Home, mm.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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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리듬

이 작품에서 고든은 전통적인 박절 안에서 규칙적으로 분할된 리
듬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분할되며 변하는 리듬, 그리고 재즈적
리듬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리듬을 운용하고 있다.

3. 3. 1. 규칙적 분할

곡의 첫 시작 선율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 고든은 전통적인 서양
고전음악의 규칙적 분할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고든이 주로 규칙적
인 음가를 사용하면서도 음높이 또는 악기 간의 시간 차 등을 통해
매우 다양한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다음의 악보, 각각 다른 음가
로 이루어진 모티브 1-a과 등가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모티브 1-b이
다.

[악보 81] Prologue, mm. 1-5

모티브 1-a는 짧지만 매우 다양한 음가들이 결합하고 있으며, 못
갖춘마디처럼 시작되는 m. 1과 mm. 2-3을 연결하는 비대칭적 프레
이징은 이 작품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약박에서의 선율이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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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면 모티브 1-b는 16분음표의 같은 리듬이
규칙적인 프레이징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선율의 방향성 또한 모티
브 1-a과는 다르게 확실하다. 기본적으로 규칙적 분할을 사용함에도
이와 같은 대조적인 패시지 구성은 각각의 주요 모티브뿐만 아니라
곡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각각 다른 음가로 이루어진 부분과 등가로 이루어진 부분의 결합
은 수직적으로도 나타난다. 아래의 악보 중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
은 각각 다른 음가를 가진 짧은 단편들이다. 셋잇단음표, 4분음표, 8
분음표, 점8분음표, 16분음표, 32분음표, 그리고 붙임줄로 이어진 부
분까지 매우 다양한 음가가 짧은 간격으로 연주된다. 더 나아가 이
부분들은 서로 다른 시차를 두고 움직이며, 앞서 살펴본 모티브 1-a
처럼 못갖춘마디 형태를 가지고 진행해 나간다. 그러나 사각형으로
표시되지 않은 피아노 부분은 4분음표 단위로 아주 일정하게 움직
이고 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음가가 어느 정도 상
쇄되는 경향이 있다.

[악보 82] Part 1: Orpheus, mm.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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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2. 불규칙적 분할

이 작품에서 주로 사용되는 불규칙적 분할은 당김음에 의해, 또는
4/4박자에서의 3+3+2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다. 4/4박자에서 여덟 개
의 8분음표 단위를 기본적인 고동박은 그대로 두고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조합하는 것은 과거의 음악에서도 많이 쓰였던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불규칙적 분할 가운데서 가장 애용되었던 것으로서 그리스,
중국, 인도 그리고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서구음악에서 찾
아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쿠바의 룸바(Rhumba)49) 리듬의 기본 리
듬이기도 하다.50) 20세기 전반에 와서 이 방법은 각 나라의 민속음
악에 관심을 가졌던 신고전주의 음악가 바르톡 벨라(Bartók Béla,
1881~1945),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 등
에 의해 많이 사용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리게티 죄르지(Ligeti György,
1923~2006)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악보 83] Part 11: Song 2, mm. 1-5
49) 룸바(Rhumba): 노예로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흑인들의 원시적 리듬이 바탕이 되어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복잡하고도 강력한 폴리리듬(2개 이상의 리듬을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까지 발전한 것이다. 1930년경부터 북아메리카 ·유럽으로 전파되어 새로운 형식의 사교
춤곡으로 유행했다. 리듬은 2/4박자이며, 마디마다 형태가 달라지면서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라틴아메리카음악 특유의 타악기 봉고·콩가·마라카스·클라베스 등이 리듬악기로 연
주된다. 대표적인 곡으로 《시보네》 등이 있다.
50) Paul Creston, 최동선 역, 「리듬원리」, 세광출판사, 1977,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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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구조의 리듬은 그 박자 그대로 정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
만 규칙적인 8분음표 진행 아래 불규칙적 프레이징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악보 84] Part 2: Euridice, mm. 31-33

고든은 수평적인 병치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결합을 동원하여 리
듬을 다양화했다. 불규칙적 리듬이 반복적으로 쓰이면 그 자체로 패
턴화되고 단순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결합 방식을 통해 리듬
을 운용하고 있다. 다음의 악보에서 볼 수 있듯, 각 성부에서 2+3+3
과 3+3+2, 3+3+2 와 1+3+4 까지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악보 85] Part 7: Illness, mm. 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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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6] Part 7: Illness, mm. 87-91

불규칙적 분할은 변박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 ACT II의 첫
곡 Interlude에서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짧은 마디 단위로 변박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 패시지 역시 계속 살펴보았던 불규칙적 분할
이 각 마디의 박자를 바꿈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피아노 파트에
서는 오른손의 불규칙적 리듬이 시간차를 두고 왼손에 중첩되면서
새로운 리듬을 생성하고 있다.

[악보 87] Interlude, mm.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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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싱코페이션(syncopations)

고든은 전통적인 박절적 음악 안에서 기본적인 음가를 사용하면
서도 다양한 리듬을 구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붙임줄과 음고(pitch)
에 의한 싱코페이션(syncopation)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싱코페이
션이란 한 소절의 기본적인 악센트(accent)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51)
이는 위에서 언급한 음악적 매개변수들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러
한 싱코페이션 패시지의 연주를 통해 재즈 혹은 대중음악의 리듬적
특징을 느낄 수 있다. 다음 악보는 붙임줄에 의해 악센트가 변경된
예이다.

[악보 88] Part 2: Euridice, mm. 10-12

단순히 음고에 의해서도 싱코페이션이 형성되는데, 이는 음고가
높거나 낮을수록 그 음이 강조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음의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m. 4의 클라리넷 선율은 네 음의 길이나 아
티큘레이션이 모두 같지만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의 음의 음고가 높
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악센트가 들어가게 된다.

51) Paul Creston, Ibid,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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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9] Part 8: Death, mm. 1-5

일반적으로 싱코페이션을 언급할 때는 재즈 리듬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악센트의 변경을 싱코페이션이라고 한다면,52)
이것은 재즈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던 랙타임(Ragtime)53), 또는 재즈
의 독특한 리듬감을 형용하는 말인 스윙(Swing)54)과 동의어처럼 사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랙타임과 스윙 모두 관습적인 강약 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싱코페이션이
전면적으로 나타난 이 작품 역시 재즈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52) Paul Creston, Ibid, p.182.
53) Ragtime : 미국 미주리 지방의 흑인 피아니스트들을 통해 19세기 말에 고안된 연주 스
타일. 왼손의 베이스 라인과 싱코페이트한 멜로디가 특징이다. 1910년대 전후까지 크게
유행하였으며, 나중에 팝과 재즈에 영향을 주었다. 줄여서 랙이라고도 한다.
54) Swing : 일종의 댄스음악이라 할 수 있는 스윙 재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서아프리
카 음악에서 유래되는 당김음을 차용하는데, 이때 생기는 유연한 음의 타이밍과 박자가
특징이다. 다름 음악들처럼 정박자에 맞춰 연주하기보다는, 박자보다 약간 늦게 또는 빠
르게 움직이면서 리듬감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스윙리듬'이라고 하며, 스윙재즈는 단어
그 의미 그대로 이러한 율동감을 담아낸 연주스타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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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든의 <Orpeus and Euridice>이 지닌 음악적
특성
4. 1. 연가곡의 양식적 확장
4. 1. 1. 형식

이 작품은 전통적인 연가곡(Song Cycle)이라는 형식에 따라 짧은
곡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든은 오
페라의 막(act)이라는 형식을 그의 연가곡에 대입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을 추구했음을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ACT I
Prologue
Part 1: Orpheus (오르페우스)
Part 2: Euridice (에우리디체)
Part 3: Bliss (행복)
Part 4: Home (가정)
Part 5: They Dance
(두 사람의 춤)
Part 6: Song

ACT II
Interlude
Part 7: Illness (아픔)
Part 8: Death (죽음)
Part 9: The Underworld
(지하세계)
Part 10: The Journey Back
(돌아옴)
Part 11: Song 2
Part 12: Conclusion(끝맺음)
Part 13: Epilogue

[표 8] 작품 구성

- 100 -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총 열 세 개의 파트(part)
로 이루어져 있다. 1막(ACT I)은 프롤로그와 여섯 곡, 그리고 2막
(ACT II)은 간주곡(Interlude)과 일곱 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막은 고든의 대본(Libretto)의 내용 전환에 의해 나누어졌음을
각 파트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다. 대조적인 제목을 가진 각 막은
그 음악적 내용도 매우 대조적인데, 1막에 등장하는 선율이 2막에
쓰일 때는 전혀 다른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사용된다. 이에 대한 분
석은 앞서 3. 1. 모티브 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연가곡이란 내용적이나 성격적으로 서로 관련 있는 가곡들이 일
정한 순서로 배열되고 독립된 완결성을 지니면서 하나의 일관된 음
악적 표현이 의도되고 있는 가곡집을 의미한다. 연가곡의 역사를 보
았을 때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독립적인 여러 개의 곡을 유기적
으로 구성하는 장치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슈만의 연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와 같이 전곡이 연결되는 시를 사용한 형태가 있고,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뮐러의 시)나 슈만의 <시인의
사랑>(하이네의 시), 아론 코플란드의 <에밀리 디킨슨의 12개의
시>처럼 특정 주제 안에서 각기 다른 내용의 시를 붙인 가곡들이
모여있는 형태가 있는데 고든의 작품은 전자에 속한다.
하지만 고든은 이전의 연가곡과 달리 본인이 만든 대본을 가사로
채택하였고, 프롤로그(Prologue)55), 간주곡(Interlude), 에필로그
(Epilogue), 피아노 독주를 작곡하여 기존의 연가곡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작품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삽입곡들은 각 곡을 유
기적으로 연결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오페라적 요소인 ‘막(act)'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 작품의 첫 번째 곡에 해당하는 프롤로그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작품의 주요 모티브를 한 데 보여줌으로써 모
55) Prologue: 보통 문학이나 연극, 음악작품에서 가장 앞부분에 놓여 그 작품의 시작을 알
리는 부분으로, 드라마적 사건 발생을 암시하며 작품 전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101 -

티브 간의 연관성과 상징성을 표현하여 이후 모티브들이 순차적으
로 등장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나아가 오페라의
서곡과 같은 역할을 하여 첫 번째 막의 시작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
고 있다. Part 6와 Part 7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간주곡은 보통 오
페라나 드라마의 막간 음악으로 쓰이는 형식으로, 이 작품에서도 역
시 1막과 2막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프롤로그와 간주곡
이 성악 파트 없이 클라리넷과 피아노의 2중주로만 이루어져 있어
각각 오페라의 서곡 및 간주곡과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 곡인 에필로그는 프롤로그의 시작과 같은 모티브로 끝을
맺으며 곡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작품
마지막에 놓여 시작과 마무리를 대칭적으로 구성했다. 대칭적 구성
은 다른 곡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막의 Part 6: Song과 2막의
Part 11: Song 2가 그것이다. 같은 모티브를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
로 전개함으로써 이 두 곡은 작품 전체의 중요한 축 역할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두 막의 연결고리가 된다. 고든은 1막에 Part 5:
They Dance라는 피아노 독주곡을 배치하여 이 작품의 구성을 더욱
독특하게 만들었다. 피아노 솔로 부분에서는 춤추는 듯한 선율과 빠
른 리듬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Part 1에서 4까지의 흐름에 약간의
단절적 요소를 주고, 첫 번째 막의 마지막 곡인 Part 6: Song의 정
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구성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페라 장르로 보기는 힘들다. 등장인물이 한 명이고 성악 앙상블이
존재하지 않아 20세기에 많이 쓰여지는 모노드라마(mono drama) 형
태와 유사하게 보이나 고든이 이 작품을 작곡 할 때에 "마치 리모컨
으로 TV 채널을 돌리듯 관객들이 자신의 기호에 따라 곡 선택이
가능하도록“56) 의도한바 오페라 장르와는 차이점을 두고 있다. 또한
56) 작곡가 고든이 필자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 중 일부이다. 서신의 전문은 논문 부록에 수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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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은 처음과 끝이 있으며, 관객들에게 한 곡이 끝난 후 숨을 고
를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여 그 다음 곡을 들을 수 있는 여유
를 준다“57)는 고든의 생각은 연가곡 장르에 더 어울린다.
"Song Cycle in 2 acts"라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든은 이
작품에서 성악의 두 가지 큰 장르인 연가곡과 오페라를 모두 언급
하고 있다. 따라서 고든은 연가곡과 오페라가 혼합(mixture)된 새로
운 형식의 창의적인 작품을 의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닌 짧은 열다섯 곡으로 구성된 이 연가곡은
인상주의 음악의 형식적 확장으로도 볼 수 있다. 인상주의 음악은
주로 각 섹션의 수평적 병치로 구성되어 있어 고전주의 음악에서
선호되었던 모티브 전개방식과 구별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작품을 인상주의 음악의 형식적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한 각 모티브가 내적으로 변형되고 발전하기보다는 단지 서로 간의
결합을 달리하고 수평적으로 병치(juxtaposition)되면서 각 파트가
이어지는 형식을 가진다.

4. 1. 2. 클라리넷의 사용: 인성(人聲)과 악기의 3중주 구조
(Trio)

고든은 이 작품의 제목을 <Orpheus and Euridice, A Song Cycle
in Two Acts for Soprano, Clarinet in B♭ and Piano>라고 지정했
다. 보통의 연가곡에서 모든 악기를 지칭하는 것은 흔치 않은데, 이
작품에서는 <소프라노, 클라리넷,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오르페우스
와 에우리디체>라고 각 악기를 언급한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
다. 이러한 표기는 고든이 이 작품을 단순한 연가곡으로 구상하지
않고 실내악적 사고를 기반으로 작곡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연주
57) 작곡가 고든이 필자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 중 일부이다. 서신의 전문은 논문 부록에 수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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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를 바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프라노 역시 이 3중주(Trio)
작품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악기’로 여겨지도록 의도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트리오(Trio)58)란 용어는 18세기 바로크 시대 통주저음(Basso
Continuo)과 오블리가토(Obbligato)59)를 동반한 3중창의 의미로 주
로 기악 작품에 사용되었다. 이후 소나타(Sonata)와 고전주의 시
대 교향곡(Symphony)의 3악장에서 트리오 구조는 특징적인 형식으
로 자리 잡았다.60)
바로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트리오 구조를 가장 이상적이고 아
름답다고 생각했다. 바로크 음악에 있어 이 구조는 매우 중요한 형
식으로 고든도 이 작품에서 트리오 구조의 이상을 따랐다. 또한 기
악이 남성으로 성악(소프라노)이 여성으로 표현되는 구조는 헨델
(George Fredric Handel, 1685~1759)의 오페라나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칸타타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작곡 방식으로, 이
러한 점들이 신화를 주제로 사용 한 것과 함께 고든의 <Orpheus
and Euridice>에서 바로크 시대와의 깊은 연계성을 보여주는 특징
들이다. 더 나아가 인성과 악기를 사용한 트리오 구조를 이전보다
독특하게 구현하여 두 소리의 뛰어난 조화가 신화적 분위기를 조성
하고 음색의 다채로움을 더했다.
전통적인 피아노와 성악의 2중주에 클라리넷이 추가되어 연주되
는 작품은 이전의 다른 작곡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의 <바위 위의 목동(Der
58)세 명의 연주자를 위한 작품 형식이다. 일반적인 종류로는 Piano Trio(piano, violin,
cello), String Trio(violin, viola, cello)가 있고 더 나아가 Trio Sonata, Terzet(성악 3
중창)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59) Obbligato: 연주에서 생략할 수 없는 악기나 성부를 나타내는 말로서 주된 멜로디에 부
속적으로 또는 이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기악곡을 뜻한다. 또한 합창곡에서 합창과 반
주와 함께 연주되는 성악 솔로 부분(voice obbligato)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ad libitum)의 반대말이다.
60) Erich Schwandt. "Trio."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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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t auf dem Felsen, D. 965)>, 슈포어(Louis Spohr, 1784-1859)61)의
<여섯 개의 독일 노래(Six German Songs, Op. 103)>, 쿡(Arnold Cooke,
1906-2005)의 <세 개의 결백의 노래(The Three Songs of Innocence)>
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편성을 가진 곡들의 악기 사용을 살펴보면, 클
라리넷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물로서의 역할
을 하는 부분, 성악 파트의 내면 상태를 대변하는 부분, 그리고 제3
자·해설자, 또는 운명을 묘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1) 인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

[악보 90] Part 1: Orpheus, mm. 1-15

61) Louis Spohr: 독일 낭만파의 대표적 작곡가로 그의 예술가곡은 기악곡에 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지만 90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하였고, 시적 분위기를 음악에 아름답
게 표현함으로써 예술 가곡 작곡가로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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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악 파트의 내면 상태를 대변하는 부분
클라리넷은 성악 파트의 선율을 주고받으면서 성악 선율을 뒷받
침 해주거나 갈등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고든의 작품 Part 6: Song
에서는 성악 선율을 짧게 주고받으면서 가수의 내면 상태를 대변하
고 있다.

[악보 91] Part 6: Song, mm.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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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해설자, 또는 운명을 묘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
고든은 Part 9: The Underworld에서 클라리넷의 낮은 음역대를
사용하여 지하세계를 묘사한다.

[악보 92] Part 9: The Underworld, mm. 1-4

[악보 93] Spohr, Six German Songs op.103, Wach auf, mm.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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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베르트의 마지막 작품인 <바위 위의 목동>에서 보이는 클라리
넷과 소프라노의 독립적 성부 진행은 고든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악
기 사용의 특징과 유사하다. 이 작품이 <Orpheus and Euridice>의
위촉 당시 모델이었던 관계로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된다. 실제로 슈베르트의 <바위 위의 목동>의 첫 시작 부분은
피아노와 클라리넷의 2중주로 시작된다. 이 부분의 클라리넷 선율은
전주의 역할을 하면서도 성악의 주선율을 미리 제시해 주며 곡 전
체에서 하나의 모티브로서 작용하고 있다.

[악보 94] Schubert "Der Hirt auf dem Felsen" D.965,
mm.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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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넷은 주선율을 제시해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의 독립
적인 악기로서 성악 파트와 대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아래의 악
보에서 볼 수 있듯이, 성악 선율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선율이 제시
되거나 선율의 파편을 짧게 이어가면서 선율을 연장시키고 부각시
켜 주고 있다.

[악보 95] Schubert "Der Hirt auf dem Felsen" D.965, mm. 56-62

19세기 초 독일 낭만파의 대표적인 작곡가 슈포어는 슈베르트의
<바위 위의 목동>과 비슷한 시기에 <여섯 개의 독일 노래>를 작곡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 두 작품이 비교∙연구되고 있다. 이 작품은 6
개의 각기 다른 주제와 빈번한 화음의 변화 및 매우 기악적인 클라
리넷의 오블리가토가 고든의 작품과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악보는 슈포어의 작품 중 첫 번째 곡의 시작 부분이다. 피
아노 파트는 화성적 반주를 담당하고 클라리넷은 빠른 패시지의 펼
침 화음을 연주하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등장할 빠른 패시지의 오블
리가토를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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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6] Spohr, Six German Songs op. 103, Sei still mein Herz,
mm. 1-7

이러한 빠른 패시지의 오블리가토는 피아노 반주로만으로는 만들
어 낼 수 없는 독특한 효과를 준다. 또한 자칫 단조로워질 수도 있
는 작품에 새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악보 97] Spohr, Six German Songs op. 103, Sei still mein Herz,
mm. 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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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포어의 작품에서 클라리넷은 장식적인 역할로도 쓰이지만, 다음
과 같이 대선율의 역할도 한다. 성악 선율이 나오기 전, 피아노 전주
와 함께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선율을 제시하고, 그 순서로 클라리넷
과 성악은 계속해서 선율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패턴은 고든의 작품
의 Part 6: Song에서 등장하는 패턴과 비슷한데, 고든의 작품에서는
거의 같은 선율을 연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악보 98] Spohr, Six German Songs op. 103, Wach auf, mm.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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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9] Part 6: Song, mm. 7-17

고든과 동시대 작곡자인 쿡은 <세 개의 결백의 노래>를 통하여
트리오 구조를 현대적 어법으로 재탄생시켰다. 쿡은 고든과 마찬가
지로 불협화음을 사용하기보다는 신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아 조성적
인 곡 진행을 보여준다. 특히 3번에서 나타나는 클라리넷 선율의 16
분음표 연속 사용은 고든의 작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모티브의
특징과 유사하다.
<Orpheus and Euridice>에서 클라리넷은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극을 전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때로는 상징적인 선율을 연주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상징적인 선율이란 오르페우스의 선율, 즉
앞에서 살펴본 모티브 5를 뜻하는데, 클라리넷은 오르페우스 그 자
체를 나타낸다. 또한 앞서 모티브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Part 6:
Song에서는 오르페우스를 나타내는 클라리넷과 에우리디체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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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소프라노가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 극적 흐름
을 엿볼 수도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오르페우스 신화의 악기를 연주
하는 오르페우스를 클라리넷으로 표현한 고든은 신화의 전통을 계
승하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인 악기로 대체하여 신선하게 표현했다.

4. 2. 20세기 후반 발생한 실험적 음악극과의
관련성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기점으로 하는 20세기 후반의 음악, 구체
적으로 1945년 이후의 음악은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며,
그 이전의 음악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배경과 사고 속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진행하였다. 1950년대부터는 극적 요소를 가진 다
양한 종류의 음악 작품들을 통칭하여 “음악극(music theatre)"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전통적 양식의 오페라와 20세기
에 새롭게 등장한 음악극의 구분을 위해 후자를 “새로운 음악극
(new music theatre)” 혹은 “실험적 음악극(experimental music theatre)”
이라고 불렀다. 19세기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는 음악만을 중시한 오
페라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시ㆍ음악ㆍ무용ㆍ회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종합극을 선보이기 시작하고, 음악극(music drama)이라는 새
로운 형식을 창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서양 음악극의 원류가 되었는
데, 1950년대 이후 기존 오페라 전통에 반발한 전후세대 아방가르드
작곡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총체적 예술작품을 새로운 음악극이라
말하게 된다. 이렇게 발달한 음악극이 현대에 와서는 퍼포먼스, 미
술, 의상, 조명을 포함한 무대와 대본이 결합된 극적인 요소가 음악
에 녹아들어 관객에게 큰 감동을 주는 공연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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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까지 오페라 류의 장르들은 꾸준히 발전해 왔고 20세기 이후
에 뮤지컬, 코미디, 실험적 음악극 등의 새로운 장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발생한 실험적 음악극은, 모더니즘의 흐름을 무시
한 채 역사적 전통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되 아방가르드와
완전한 결별을 보이지는 않는 절충주의적 오페라의 흐름과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띤다. 실험적 음악극이라는 정의는 지금까지의 오
페라라는 장르를 위한 조건이었던 것들이 최소한으로 취급되는 것
으로, 일반적 음악극으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한다.62)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한 기계화와 끝없이 발전하는 자본주
의의 활동력은 음악의 변화에 있어 매우 강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아방가르드 움직임에 편승한 실험적 음악극이 활성화되었
는데 이것은 전통으로부터 전수된 오페라의 영향을 벗어나려는 반
(反)오페라적63) 경향이라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전부터 전통적인 형식의 오페라를 다양한 양식적 방
법으로 변화를 시도한 작곡가 중 한 사람인 카겔(Mauricio Kagel,
1931-2008)은 70년대 이후의 작품에서도 독보적이라 할 수 있는 실
험성을 계속 추구한다. 그의 ‘가곡 오페라(Lieder-Oper)’인 <독일로
부터>(Aus Deutschland, 1977/80)에서는 음악 구성적 측면에서 인
용 기법을 통해 슈베르트뿐만 아니라 괴테, 하이네, 아이헨도르프의
작품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실험적 음악극 작품들은 음악 역사와
장르사를 반영하기도 하고, 공간성 등이 음악에 잘 동화되게끔 하였다.
62) 신인선, 서양음악사- 20세기 음악, 서울:음악세계, 2006. pp.186-189
63) 반(反)오페라: 20세기의 마지막 분기로 묶이는 1970년대 이후에는 19세기의 영향력에
의해 특징지어진 예술 형식에 대한 항변으로, 지금까지 고안되고 실행된 모든 오페라 형
식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조의 영향을 받은 창
작자들과 연출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무대의 건설과 옛 극장 건물의 재건축 등을 통
해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추구하였고 오랫동안 속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공간적 제한에
서도 벗어나는 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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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중반 출생한 작곡가 고든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음악극과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클래식부터 극음악, 뮤지컬
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작품 활동을 하는 그의 (작곡)
성향이 이 시기 태동한 새로운 장르 및 이전과 다른 변화를 시도하
던 실험적인 작곡가들과 그 맥을 같이 함을 보여준다. 특히 그의 연
가곡 <Orpheus and Euridice>에서 보여주었던 다양한 시도들과 많
은 극적 요소들이 20세기 후반 실험적 음악극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과 닮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5장에서 다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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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품 연출 및 다양한 제작 가능성
작곡가 고든이 그의 편지에서 언급하였듯이 연가곡 <Orpheus
and Euridice>는 작품 연출 면에서 무한한 창작 가능성을 지녀 연
구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모든 작품이 처음부터 장르를 결정하고 작곡되어지는 것은 아니
다. 때때로 계획을 하기도 하지만 이 곡은 그렇지 않았다. <Orpheus
and Euridice>라는 조금은 낯선 새로운 무대 음악이 탄생한 것이다
… 이 작품은 연가곡, chamber music, theater music(극 음악) 장르
를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공연 장소의 한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수영장, 묘지, 콘서트 홀 및 극장 등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러한 나의 작곡 의도는
수없이 많은 작품의 해석(interpretation)과 연출(productions)64)을 이
끌어내게 한다 …….”65)
2001년 첫 번째 초연 당시의 기록(비디오)은 남아있지 않으나 자
료에 의하면 이날 연주된 작품은 3중주의 순수한 리사이틀 프로그
램이었다고 한다. 이후 고든은 뉴욕 링컨 센터에서 안무가 트리샤
브라운(Trisha Brown)이 연출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보고
<Orpheus and Euridice>의 극적 가능성의 확대에 대한 확실한 믿
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극적인 요소를 위한 안무를 넣기 위해서
음악적 확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64) production은 보통 제작이나 작품을 뜻하는데, 고든이 보내온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
면 그가 연출을 포함한 final production의 의미로 사용하였기에 본고에서는 연출로 해
석하였다.
65) 작곡자 고든이 필자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 중 일부이다. 전문은 논문 부록에 수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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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the America Songbook Series’의 일환으로 링컨 센터에서
2005년 다시 초연 된 <Orpheus and Euridice>는 전문 연출가이자
안무가인 더그 바론에 의해 하나의 대규모 무용극(Megadance
Drama)으로 탄생했다. 여덟 명의 무용수들뿐만 아니라 세 명의 연
주자들도 그의 연출적 상상력의 요소로 활용된 것이다. 관객들이 입
장했을 때 삭막한 직사각형의 무대에는 얇은 장막과 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무용수들의 몇몇 음산한 포즈(귀신 같은 포즈)가 이어진 뒤,
연주자들이 등장하고 마침내 장막이 걷혔다. 오르페우스는 녹색 재
킷을, 에우리디체는 노란색 드레스를, 무용수들은 흰색 바지에 매우
낡은 갈색의 모슬린 코트(muslin coats)66)를 입었다. 에우리디체는
네 명의 남자 무용수들에 의해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려졌다. 피아니
스트는 실험적으로 한두 번의 연기를 하고 무용수들은 가서 악보를
넘겨주기도 했다. 그의 하얀색 그랜드 피아노는 바퀴 달린 플랫폼
위에 설치되어 무대를 돌아다녔다. 그들은 모두 맨발로 돌아다녔지
만 피아니스트는 긴 코트에 개성이 있는 신발(sensible shoes)도 신
었다. 주인공들이 지옥에 있는 2막에서는 벽이 위로 올라가고 의자
는 천정에 매달렸다. 에우리디체가 두 번째로 죽게 되는 장면은 그
녀가 피아노 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면서 여운의 내레이션으로 되
돌아 나오는 등 멋진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프로덕션을 통해 OBIE
상을 받게 된 것을 고든은 매우 기뻐하였다.

66) muslin : 평직으로 짠 무명을 말하며 성기고 투박하게 짠 염가의 모슬린은 디자이너들
이 처음에 의상의 형(패턴)을 마련할 때나 코트나 슈트의 심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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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
2005년 미국 뉴욕 링컨센터-Rose Theatre에서의
오리지날 프로덕션 공연 중 한 장면

2008년 LA타임즈는 “고든과 롱비치 오페라는 한 쌍의 완벽한 파
트너로, 그들의 <Orpheus and Euridice> 프로덕션은 미국 오페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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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라는 극찬을 쏟아냈다. 공연 장소는
수영장(Belmont Plaza Olympic Pool, Long Beach, Califonia)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저승에 있는 죽음의 강(The River Styx)을 상징한
다. 이 거대한 강은 지상 세계와 저승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 오르
페우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강을 넘나든다.
때때로 무용수들은 물속에 들어가 연기를 펼치고, 연주자들은 물세
례를 받거나 목마를 타고 연주를 하는 등 수영장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선보였다. 의상 또한 다른 공연들과 차별화하여 오르페우스
의 하의는 수영복으로 설정하고 에우리디체는 그녀의 상징인 노란
색 가운을 걸쳤다. 습기가 많고 울림이 심한 장소를 무대로 설정하
게 되면서 연주자들은 마이크를 이용하였다. 무대 전환이 어려운 장
소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독창적인 조명 설치와 계단 형식의 수
영장 관중석을 적극 활용하여 그리스 신화의 배경을 신비롭게 나타
냈다. 수영장이라는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등, 전에 없던 기발한 프로덕션을 통해 또 한 번 고든을
미국 음악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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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200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오페라 페스티벌 공연의 한 장면

이 작품은 2011년 또 한번의 새로운 프로덕션(Opera Theater of
Pittsburgh and Attack Theatre)으로 공연하였다. 앨러게니 지역의
공동묘지(Allegheny Cemetery, Pittsburg, Pennsylvania)를 무대로
삶의 숨결을 표현한 그들의 러브 스토리는 500개의 초가 떠 있는
호수, 그리고 무성한 잔디와 불후의 조각 작품들로 둘러싸인 그 곳
에서 살아나온다. 공연에 앞서 관객들은 묘지를 둘러보며 촛불을 물
에 띄우고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기억을 되새기며 신비스러운 부활
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전의 공연들보다 관객들과의 호흡을
높여 삶(숨결)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 고대 그리스 신화를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더 잘 이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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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필자는 박사과정 렉처 리사이틀(Lecture Recital)에서 고든
의 <Orpheus and Euridice>를 주제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장소의
제약으로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지 못하였으나 색감의 대비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을 표현하고, 지상과 지하 세계의 상반된 이미지를 나
타내었다. 에우리디체의 상징인 노란색과 지하 세계의 상징인 검정
색의 소재로 무대를 꾸미고, 조명의 밝기를 통해 1막과 2막의 분위
기를 다르게 조성하였다. 두 개의 보면대를 이용하여 오르페우스가
장소를 옮겨가며 연주를 함으로써 두 주인공의 극적 거리감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색채와 의상 그리고 약간의 연기와 소품들을 가지고
단순한 무대 위에서의 3중주가 아닌, 드라마적 요소가 가미된 연출
을 시도하였다.
무대 배경으로 스크린을 설치하여 그림을 통해 극의 분위기를 설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한국 현대 미술작가의 작품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1막에는 명료한(vivid) 색채를 언급한 가사
들의 내용이 주를 이루므로 작가 유영국(1916~2002)의 산을 모티브
로 이용한 강렬한 원색에 추상 화면의 구성요소로 바꾼 작품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하 세계로 내려가 결국 주인공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2막에서는 흑백의 대비로 소나무 숲을 사진으로 표현한
작가 배병우(b.1950)의 작품이 구불구불 역동적인 소나무 숲 사이를
헤치고 다니는 듯한 그들의 역경을 상상하게 한다.
이처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Orpheus and Euridice>는 작
곡가 고든이 필자에게 보낸 서신67)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가 의
도한 열린 결말을 위한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는 새로운 무대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67) 작곡가 고든이 보내온 서신의 전문은 논문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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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2012년 고정호 박사과정 렉처 리사이틀의 한 장면
<Part 2: Euridice>

[사진 6]
< Part 9: Underwor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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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Orpheus and Euridice>에서 고든은 전통적인 연가곡(Song
Cycle) 양식을 답습하지 않고 편성의 변화, 전통적인 신화를 사용한
극적 요소 첨가 등을 통하여 연가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이 작품에 나타나는 드라마적인 구조는 극장용 작품이나 오페라와
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 고든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 작
품을 연가곡과 오페라의 영역 모두에 포함시킨 것도 이러한 맥락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전에도 클라리넷과 성악, 피아노 편성으로 된 작품들은 있었지
만 고든의 작품은 드라마적 요소를 첨가하여 음악을 통해 시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특징을 가짐으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은 1950년대 이후 유럽에서 유행한 실험적 음악극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고든의 <Orpheus and Euridice>는 이러한 드라
마적 요소들을 갖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시간
분량의 드라마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대연출을 통한 다양
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대중적인 작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적인 음악극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든의 화성은 고전화성의 전위형태를 사용하고 주로 4도, 5도의
구성화음과 복화음을 특징적으로 사용하였다. 그가 사용하는 음소재
(음계)로는 다양한 선법과 5음음계가 있고 악곡의 동기를 만드는 방
식은 다양한 모티브를 제시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음악적 구성을 하
는 것인데 이 모두 전통적인 방법이다. 20세기 쇤베르크의 12음기법
이나 불협화, 무조적 성격의 현대 가곡들과 비교했을 때 고든의 음
악은 신고전주의의 사조를 따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짧고 단순
한 패시지의 반복과 변형에 기반한 미니멀리즘 형식을 추구하였고,
병행 5도의 진행과 다이내믹보다는 가사와 음색의 잦은 변화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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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19세기 인상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나타낸다.
고든에게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작곡자로는 슈베르트와 바그너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을 위촉받았을 당시 모델이 되었던 ‘바위 위의
목동’과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 유사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고든은 클라리넷을 기악적 오블리가토나 성악과의 앙상블을 위한
악기로 활용하는 대신 성악과 클라리넷이 하나의 선율을 주고받는
응답 형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낭만주의 시대 슈베르트의 클라
리넷 사용을 21세기에 고든이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Orpheus and Euridice>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은 바그너가 주창한 ‘종합예술(Gesamtkunstwerk)’의 이상을 따른
것으로서, 고든은 바그너의 오페라들과 마찬가지로 신화를 주제로
삼고 작품의 대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라이트모티브, 무대
연출 방식 등 여러 면에서도 바그너를 닮고자 하였다. 실험적 음악
극 작곡가들의 ‘통합된 극’에 대한 아이디어는 바그너의 종합예술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 작품도 20세기 후반 유럽에서
성행하던 실험적 음악극과 공유하는 부분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Orpheus and Euridice>-Song Cycle in two acts for
Soprano, Clarinet and Piano가 기존의 작품들에 비해 색다른 오페
라 또는 가곡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새
로운 미국적 음악극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가
곡과 오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2008년에 완성된 <Green Sneakers>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이것과 유사한 작품이며, 필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고든은 앞
으로 이러한 장르의 작품을 계속 작곡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렇듯 <Orpheus and Euridice>는 연가곡과 오페라가 접목된 그의
독특한 작곡 스타일의 가장 첫 작품으로 고든을 대변하는 대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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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또한 현존하는 작곡가의 작품으로 고든이 이전에 시도하였던 연
출과 악기 편성의 변화(트리오 구조에서 실내악 구조로의 변화)를
통해 다른 모습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형
태로 변모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지니는 작품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많은 현대 작곡가와 성악가에게도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작곡자 고든 또한 미국적 음악
극의 새로운 사조를 개척한 작곡가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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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icky Ian Gordon's
<Orpheus and Euridice>-Song Cycle in two acts
for Soprano, Clarinet and Piano
Jungho Ko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influence of

folk songs

and religious

(especially

Moravian) music in New England until the mid-19th century, most
early American songs were based on European music. During the 20th
century, Charles Ives (1874–1954) and others began to compose songs
without European influence. These markedly American pieces started as
folk songs and explored various musical ideas such as discordance,
twelve-tone technique, and even jazz. As a result, many composers
focused on the blending of personality and instruments to design new
directing techniques and work formats, and composing music with
unique texture and instrumentations.
Ricky Ian Gordon (b. 1956) was a composer at the center of these
transitions. He combined the Orpheus myth with musical representation
of his unconscious to present a new interpretation of the myth. With
the director Doug Varone, Gordon presented an opera that could not
have existed before the 21st century, and caused a fresh sensation in
American vocal society. His creative idea of expressing Euridice and
Orpheus using singing and instrumental music (clarinet) respectively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existing operas and songs. Also, he att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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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roaden the genres of song-cycle and by combining the “act” of
opera.
With reference to 20th-century American songs and Gordon’s other
works,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f

<Orpheus

and

Euridice>-song cycle in two acts for Soprano, Clarinet and Piano, and
analyzes the work in detail, discussing such themes as motive,
harmony, and rhythm. By comparing with previous works based on
myths, this study considers how aspects of the Orpheus myth were
used as musical motives despite of gene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esthetic value of Gordon’s Orpheus and
Euridice.

Keywords: 20th Century American Songs, Ricky Ian Gordon,
Orpheus and Euridice
Student Number: 2009 - 3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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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작곡가 Ricky Ian Gordon의 작품 목록
연도
작품
장르(형식)
1982 The Caste System
a 3 movement Piano Ballet
(6 movement for
1984 A Nickel and a Song Ballet
Chamber Ensemble and Soprano)
Vocal (Songcycle of 5 Songs
1985 Fire America
for Mezzo-soprano)
(Cycle of 6 Songs for
1986 Through Mortal Waters Vocal
Soprano and Piano)
(Cycle of 6 Songs for
I was Thinking of You Vocal
Soprano and Piano)
Vocal (Cycle of 6 Songs for
1987 Is It Morning
Soprano and Piano)
for Tape, Piano, Reed
1988 The Anyone's Ballet Ballet
Doubler, and Soprano
Vocal
1991 Sweet Song
(Cycle of 27 Songs for Reed
Doubler, Cello, and Piano Various)
Vocal (from "The AIDS Quilt
1992 I Never knew
Songbook")
Opera (for Soprano, Baritone
Autumn Valentine
and Piano)
Vocal
1993 Genius Child
(Ten Songs for High Voice)
Choral (Requiem in Two
Water Music
Movements)
State of Independence Musical
1994 The Angel Voices of Choral (For Piano, Men’s Ch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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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Stonewall/
Night Variations
Autumn Valentine Suite
1995 Only Heaven
Tibetan Book of
1996 The
the Dead

and Counter Tenor Soloist)
Musical
(a Music Theater Piece)
Vocal (for Chamber Orchestra
and Soprano and Baritone)
Opera
Opera
Choral
Love, My Sweet Rain (For Chamber Orchestra, Men’s
Chorus and Soprano Soloist)
1997 Fire Dance for Piano Piano
1998 Desire Rag
Piano
Ring-A-Ding-Ding
Piano (for four hands)
What the Living Do Vocal (for Soprano)
Home of the Brave
Vocal (for Baritone and Piano)
1999 Dream True
Musial
We will Always Walk Choral
Together
(from the musical Dream True)
Flight to San Vocal (for Soprano and Piano)
2000 Night
Francisco
Too Few The
Vocal
Mornings Be
(11 Songs for Soprano and Piano)
Vocal (from "Songbook for a
2001 Blessing the Boats
New Century")
Vocal (Cycle of 6 Songs
Late Afternoon
Mezzo soprano)
Vocal
Orpheus and Euridice (Song Cycle in two acts for
Soprano, Clarinet and Piano)
Down the Road
Ch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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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Moming Star
2003 My Life with Albertine
The Grapes of wrath
2004 Art Song Dance
Can You Look Me in
the Eyes?
2005 Orpheus and Euridice
and Flowers Pick
Themselves...
2007 The Grapes of wrath
The Grapes of wrath
Choral suite

2008
2009
2010
2011
2012

Opera
Musical
Opera
for 4 singers and piano Ballet
Vocal (For Chamber
Orchestra and
Mezzo-soprano)
Opera
Vocal (a Cycle of Five Songs
for Soprano and Orchestra)
Opera
Choral
Choral (choir SA with
Dios Te Salve
keyboard or harp from the
opera <The Grapes of Wrath>)
Vocal / Opera
(for Baritone, String Quartet,
Green Sneakers
Piano (Very Little, Singer
plays it) and Empty Chair)
Green Sneaker
Opera
Prayer
Choral
Rappahannock County Opera
Sycamore Trees
Musical
Choral (for solo (high) voice,
Down the Road
choir SATB, and piano)
Garden of the Finzi Opera
Continis
27
Opera
A Coffin in Egypt
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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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번역 첨부
Part 1: Orpheus
오르페우스는 그의 피리를 연주한다.
그의 음악은 하늘에 새파란 원을 그린다.
동물들도 하나 둘씩 그의 음악을 듣기 위해 모인다.
말해봐요,
당신은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여보세요,
어디서 이 같은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는 그의 연주를 들어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문헌에는 류트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의 꿈에서는 갈대피리였다.
이것은 플룻이 아니다.
무언가 더욱 풍부하고 어둡고,
플룻과는 완전히 다른 강한 소리였다.
낮은 음, 높은 음, 모든 소리를 내면서
그 신기한 악기를 통해 그는 외치는 것 같았다.
사냥꾼은 그의 총을 내려놓았고
사자도 울음을 그치고, 대신 흔들거리며 노래하였다.
영양(羚羊)도 춤을 추었다
오르페우스가 그 악기를 연주할 때.
Part 2: Euridice
어느 날
그가 달콤한 분위기에 취해
느린 걸음으로 혼자 걷고 있을 때,(그는 행복한 상태)
데이지 꽃들 사이에서 노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사랑스러운 소녀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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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심스레,
다가가서 그녀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에우리디체”
그녀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음악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며,
산처럼 가파르게 움직였다.
한 동안 그들은 매우 행복하게
수선화와 수레국화들이 어우러진
숲속을 방황하며 다녔다. 끝도 없이.
Part 3: Bliss
Asphodels(수선화)가 하얗게 피어있다.
언덕 위에 모든 색체들은
지금도 선명한데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밝게 빛났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음악은 들을 수 없다.
그가 내는 소리들은
동물들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고 함께 즐기고 웃게 만들었다.
그들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 바람도 살랑거렸다.
Part 4: Home
그들은 집을 지었다.
그녀는 금줄로 장식된
정문 너머에 있는
정원을 가꾸기를 좋아했다.
끈기 있게
그녀는 심지어 겨울 눈 속에서도
‘안녕!’이라 노래할 것 같은
장미와 나팔꽃이 흐드러진 곳에서
담쟁이 넝쿨을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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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랑스러운 집에서 마들렌과 차를
함께하며 그들의 문제, 성공, 고민을
털어 놓는 모든 이가 환영받았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오르페우스와 함께
에우리디체
Part 5: They Dance (피아노 연주곡)
Part 6: Song
나는 지금 무언가의 일부요
나는 내가 알고 있던 땅에
물이 굽이쳐 흐르는 풀밭 사이에 우뚝 서 있었는데,
항상 외롭다.
나는 거대한 덩어리들 사이에 돌출된
가장 높은 바위에 오를 수 있었다.
가장 큰 심해에 농어가 있는 곳에서
당신은 내가 드리워 놓은 줄을 찾게 될 것이다.
그곳에는 별들이 나를 위해 빛나고 있었고,
여기, 나는 성장했으나
항상 외롭다.
당신과 함께,
내 심장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임을 알게 되었소.
나는 어쨌든 그것이고,
무언가의 일부요.
무언가의 일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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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7: Illness
그녀는 아픔을 키웠다.
그 이유를 누가 알리요.
그것은 마치
하늘에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음에도
먹구름이나
해질녘을 걱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늘 지쳐 있었다.
오르페우스는 새소리처럼
아찔한 고음으로 그녀를 깨우려 했지만
그녀를 울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가 잠든 사이에
그는 몹시 슬퍼 울었다.
자랄수록 상실감이 점점 더 커졌고
결국, 그녀는 떠나 버렸다.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삶은 곧 에우리디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Part 8: Death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는 몹시 오래 발버둥쳤다.
그녀는 고통받는 동안 강건히 맞섰다.
치욕적이게도
그는 혼자 살아남은 것이
어쨌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내달렸고
문지기를 노래로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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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아직 그녀는 없었지만
지나가게 될 길목이었다.
삶과 같이
당신은 밤을 관통하여 빛을 일주해야 한다.
그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승에 익숙지 않은 채 혼란스럽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녀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그곳은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들이 만나는
대기실 같은 곳이었다.
Part 9: The Underworld
그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녀는 결코 듣거나 볼 수 없다.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에우리디체
오르페우스가 그의 연인을 살리기 힘든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그녀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을 찾았다.
그들은 오르페우스로 하여금 음악을 끊임없이 연주하게 하였다.
그가 아는 모든 노래들을
그의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그의 입술이 새파래질 정도로.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연주했다
그들은 말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무릎을 꿇고 울부짓으며 말했다,
“그녀를 다시 살려 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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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행복은 오직 그녀뿐입니다.”
그들은 그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였고,
고대 그리스의 장식을 하고 모였다.
배심원들은 오랫동안 고민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판결을 내렸다
“좋다.”
Part 10: The Journey Back
조건이 생겼다
그는 진흙과 벌레가 있는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에우리디체는 그 뒤를 따른다.
이 계획은
그가 세상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가 뒤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가 울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르페우스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녀가 내 뒤에 없으면 어떡하죠?
이 모든게 다 거짓이라면?”
그들은 그곳에 갈 때까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를 두렵게 만들었고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 운명적인 기분은
그를 무너뜨렸고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에우리디체는 괴상한 소리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
Part 11: Song 2
난 이제 그 어떤 것의 일부가 더 이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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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2: Conclusion
오르페우스는 이승으로 돌아온 것이
고통스러웠다
더 이상 살아야 할 가치를 알 수 없었다.
그는 고통과 갈등의 음악과 같았다
이제 세상은 폭력이 만연하게 되었다.
창조물들은 옛것 또는 고요를
갈망했다.
그는 이 땅에서 갈기갈기 찢어졌고
산산조각나 버렸다.
그는 흩어진 심장과 같이 저곳에
놓여 있고
피는 모래에 난 주름을 따라
흘러내린다.
강 하류에 그의 머리가 떠 있고
그 음악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Part 13: Epilogue
마음은 영혼이 되어 올라간다.
매마른 겨울 하늘
활기찬 여름
그곳에는 음악이 있다,
그의 음악이 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르페우스, 그는 음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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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리키 이안 고든에게 받은 이메일 내용 첨부
Dear Jungho,
Sometimes the form of a piece is determined by the way it is
born, by the way it explodes out of you. Other times it is
planned. With Orpheus and Euridice", one minute there was no
piece, I was stressed...my lover was sick and Todd Palmer had
paid me and was clamoring for a piece. When I awoke at 4:00 in
the morning the day the libretto was written...it just came out
and therefore...a kind of strange new piece was born. I have
always loved the form of song cycle because I grew up on tv
and remote control...and when you tell a story through song,
because songs begin and end...it is like changing the channel...and
it gives the audience time to breathe...to collect themselves. It is
also a great way to break down ideas...into manageable forms.
So Orpheus and Euridice is sort of a compendium of what I do
as a song composer and a lover of chamber music...as well as a
writer for the theater. I was aware the whole time of making
sure each player had enough to do...So that they could be
fulfilled in their participation of the telling of the story. As for
the way the piece is presented...you will notice...there are no
stage directions...this is because I wanted it open ended. By
leaving it open to interpretation, has allowed for any number of
interpretations and productions...in pools, and cemeteries, as well
as concert halls and theaters. Consequently...in loving what I
came up with this piece, it changed my writing somewhat. I
wrote "Green Sneakers", which is similar in form and content, as
both a sort of one man opera, chamber work...this time for string
quartet and piano, as well as empty chair which is my one
theatrical conceit in that piece...and now...seeing as how easy
these pieces are to produce...I will continue to create pieces like
them.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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