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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논문은 GeraldFinzi(1901-1956)의 가곡집 Letusgarlandsbring

Op.18에 한 연구이다.20세기 국 음악 부흥기의 표 작곡가

한 명인 Finzi는 깊이 있는 그의 문학 지식을 통한 효과 인 작시법으

로 국 술가곡사에 큰 업 을 남겼다.세계 1,2차 등의 사회

반에 걸쳐 복잡하고도 다양한 상들이 나타났던 시기에 그는 창조

술가로서 사회 발 에 공헌하고자 다양한 술 활동을 펼쳤다.

Finzi는 100여곡에 이르는 술가곡과 주곡,실내악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는데,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Letusgarlands

bring」 Op.18은 그의 섬세한 작시법이 돋보이며,그가 사용한 여러 음

악 수법들도 매우 효과 으로 사용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래의 가사는 William Shakespeare의 희극 「십이야(Twelfth night

)」,「베로나의 두 신사(ThetwogentlemenofVerona)」,「심벨린

(Cymbeline)」,「뜻 로 하세요(Asyoulikeit)」에서 각각 인용하 다.

그는 다른 작곡가들과는 달리 셰익스피어의 시를 원문 그 로 사용하여

작곡했으며,노래와 시의 형식이 일치하도록 곡을 썼다.

본 논문의 주제에 한 이해를 돕기 해 먼 핀지의 가곡이 탄생하게

된 20세기 국 음악의 시 배경을 개 하고,그의 생애와 작품에 나

타나는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후에 LetusgarlandsbringOp.18의 악

곡 분석에서 셰익스피어의 시와,곡의 선율,리듬,화성의 특징을 심층

으로 분석하여 핀지 특유의 섬세한 작시법을 살펴 으로써 그가 시와 음

악의 효과 인 결합을 완성하 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 요 어 :Gerald Finzi,Letusgarlandsbring Op.18,William

Shakespeare

학 번 :2012-2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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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국의 술가곡은 많은 작곡가들의 다양한 양식들로 인해 20세기에 새

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20세기 반은 그 풍부한 민요들에 깊이

향을 받았고 그 요인들을 술가곡에 사용하기 시작한다. 국의 작곡가

들은 그들의 개별 인 음악 양식과 독일의 낭만주의, 랑스의 인상주의,

신고 주의 그리고 근 주의의 배경들을 음악에 투 하면서 매우 수

높은 다양한 술가곡의 군들을 만들어 낸다.1)

이러한 시 흐름 속에서 GeraldFinzi는 20세기 가장 뛰어난

술가곡 작곡가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데 그는 Parry,Elgar,Vaughan

Williams의 향을 받아 선율 이고 화성 인 부분에서 통에 기 한

작품을 주로 만들었고,100여 곡이 넘는 술가곡을 작곡했다.시의 운율

을 음악에 섬세하게 표 한 Finzi의 작곡기법은 독일 술가곡의 거장

HugoWolf와 비교되기도 하는데,그는 동시 의 음악가들 에서 시에

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작곡가로 평가되고 있다.Finzi는 늘 자신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시만을 선택하여 작곡했기 때문에 그의 가곡에는 시에

한 깊은 사랑과 시를 음악 으로 표 하기 한 고민의 흔 이 반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룰 「Letusgarlandsbring」 Op.18은 국 최고의 문

호 William Shakespeare의 시로 작곡된 가곡집이며 당 의 가장 아름다

운 곡 하나로 꼽힌다.이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Finzi의 술 가곡의

특징을 이해하고,곡에 사용된 셰익스피어의 시에 한 이해와 더불어

각 악곡들을 해석함으로써 작곡가의 의도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

다.

분석에 앞서 Finzi의 가곡이 탄생하게 된 20세기 국 음악의 시

배경을 알아본 뒤,그의 생애와 작품에 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이후

각 곡에 사용된 셰익스피어의 시들을 구체 으로 분석하고 선율,리듬,

1) CarolKimball,Song:술가곡의 스타일과문헌에 한 총서(상권),채은희 옮김,(서울:형설,

2003),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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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작곡기법,반주패턴 등의 음악어법의 연구를 통하여 작품을 심층

으로 이해함으로써 이 작품을 이해하고,Finzi의 업 을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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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 론

1.시 배경

국의 가곡은 뚜렷한 융성과 쇠퇴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이러한 역

사의 흐름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는 16세기 후반의 엘리자베스 왕

조 시 ,17세기 후반의 헨리 퍼셀(HenryPurcell,1659-1695)의 출 ,그

리고 Purcell이후 쇠퇴했다가 다시 그 가치를 회복하게 된 20세기라고

할 수 있다.

국력이 비약 으로 발 하면서 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5-1616)등의 문호들의 출 으로 언어문화가 꽃핀 엘리자베스왕조

(1560-1603)와 제임스 1세 시 (1603-25)에는 음악에서도 국의 황 기

로 볼 수 있는데, 리엄 버드(William Byrd,1543-1623),올랜도 기번스

(OrlandoGibbons,1583-1625),존 다울랜드(JohnDowland,1563-1626)

등의 뛰어난 작곡가가 배출되었고 마드리갈 통을 바탕으로 한 류트송

이 유행했다.이후 청교도 명기와 공화제 시 (1649-60)에 후퇴한

국음악은 왕정복고(1660)와 함께 다시 활기를 되찾아 시민계 의 두와

더불어 속히 시민의 가정에 보 되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악보출 과 같은 음악 사업에 있어 유럽에서 선도 역할

을 하게 다.그러나 1670년 후부터 랑스와 이탈리아의 새로운 바

로크양식이 도입되었는데 이 시기의 국 작곡가들은 그것을 소화하기도

바빠 스스로의 개성을 발휘할 여유가 없었다.이러한 국 바로크시 의

요한 작곡가로 유일하게 Purcell을 들 수 있다.그는 20세기 이 의 가

장 한 국 작곡가로 기억되며 륙의 진보된 양식을 국의 통과

융합시켜,개성 있는 오페라와 실내악,그리고 교회와 극장을 한 성악

음악을 작곡하 다.그의 오페라 「DidoandAeneas」는 벤 민 리튼

(BenjaminBritten,1913-1976)의 오페라들이 나오기 의 가장 우수한 오

페라로 여겨지고,17세기 주요 가곡모음집인 「OrpheusBritannicu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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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ell이 ‘어 가사의 힘을 표 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지닌’것을 보여

다.2)

Purcell이후로는 오랫동안 국 태생으로 명성을 떨친 작곡가는 없었

으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친 국은 유럽 최 의 음악시장이었

다.성숙한 시민계 을 바탕으로 하여 일 부터 공개연주회가 개최되었

고,런던에서의 성공은 음악가에게 있어 최 의 명 로 여겨졌다.이 시

기의 국은 륙음악의 소비시장으로 만족하는 처지에 있었다.

19세기 에 일어난 산업사회의 발달은 곧 산층의 부의 증가와 더불

어 문화에 한 수요의 증가로 결국 음악에 있어서도 산층의 기호에

부합하는 음악을 작곡하게 되었다.이에 하여 에릭 블럼(EricBlom)은

‘산업사회의 발달은 부의 증가와 산층 계 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그러

한 부만으로 술 인 멋이나 감상을 증가 시킬 수는 없다.’3)라고 당시

의 음악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산층은 기악음악보다 성악음악을 더

선호하 고 이에 따라 작곡가들과 성악가들이 의 인기를 얻기 해

술성 보다는 즐길 수 있는 요소에 더 심을 갖게 되어 음악 질의

하를 래하 다.4)

1800년에 런던에 소개된 란츠 요세 하이든(FranzJosephHaydn,

1732-1809)의 「천지창조」(DieSchöpfung)이후 국의 합창음악과 오

라토리오에도 심을 갖게 되고 독일 작곡가의 작품 다수가 국에 소개

되었다. 펠릭스 멘델스존(JakobLudwigFelixMendelssohn-Bartholdy,

1809-1847)의 「사도 바울」(St.Paul)과 「엘리야」(Eliah)가 1836년과

1846년에 런던에서 연주되면서 그의 향이 국 작곡가들에게 미치게

된다.5)이러한 향으로 19세기 반에 들어서는 독일 술가곡의 높은

술성에 심을 돌리기 시작하여 19세기 말에 란츠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로베르트 슈만 (Robert Alexander

Schumann,1810-1856),요하네스 람스(JohannesBrahms,1833-1897)

2)CarolKimball,Song:술가곡의 스타일과문헌에 한 총서(상권),채은희 옮김,(서울:형설,

2003),p.307.

3)EricBlom,MusicinEngland,(London:PenguinBooks,1942),p.23.

4)문경수,음악사 근을 통한 국가곡의 이해,(서울:음악과 민족 제 14호,1997),p.253.

5)이상 , 국의 가곡 Ⅱ,(서울 :음악 123,2000),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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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향으로 연가곡 형식의 곡들이 많이 나타났으나 가장 크게 유행한

장르는 발라드 다.이는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산층에 의한 수요

는 음악가들에게 상업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국 음악 사조를 일컬어 ‘국의 르네상스시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6)이 시 의 국 음악의 흐름은 독일음악의 향을 받은 에드워

드 엘가(EdwardElgar,1857-1934)와 랑스 인상 의 향을 받은

더릭 딜리어스(FrederickDelius,1862-1934)가 주도했다.

국의 술가곡은 많은 작곡가들의 다양한 양식들로 인해 20세기에 새

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랄 본 리엄스(RalphVaughanWilliams,

1872-1958)의 국민요에 한 심은 그의 가곡양식에 많은 자극을 주

었다.그는 구스타 홀스트(GustavHolst,1874-1934)와 함께 국만의

고유한 민요들을 그 자체의 분명한 선율 인 양식과 표 인 특징들로

보여주었다.그는 민요와 송가를 유럽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Bach,1685-1750),게오르그 리드리히 헨델(GeorgFriedrich

Händel,1685-1759),클로드 드뷔시(ClaudeDebussy,1862-1918),모리스

라벨(MauriceRavel,1875-1937)등의 통과 함께 국민주의 인 소리의

국 가곡을 창조하기 해서 결합했다.7) 허버트 패리(HerbertParry,

1848-1918)와 찰스 스탠포드(CharlesStanford,1852-1924)의 사상을 받

아 들여 리엄 셰익스피어, 리차드 러 이스(Richard Lovelace,

1618-1658), 리엄 블 이크(William Blake,1757-1827)의 시문학의 고

들을 사용함과 동시에 알 드 테니슨(AlfredTennyson,1809-1892),토

마스 하디(Thomas Hardy,1840-1928),알 드 에드워드 하우스만

(AlfredEdwardHousman,1859-1936)등의 동시 시인의 시들을 모두

사용하 다.이러한 향아래 피터 월록(PeterWarlock,1894-1930),조지

버터워스(GeorgeButterworth,1885-1916)등은 앞서 설명한 다양한

향들을 그들의 가곡에 폭넓게 사용하 다.

Britten은 이 시 를 표하는 국제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 작

6)문경수,음악사 근을 통한 국가곡의 이해,p.254.

7)CarolKimball,Song:술가곡의 스타일과문헌에 한 총서(상권),채은희 옮김,(서울:형설,

2003),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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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가들 가장 많은 작품들을 썼다.그의 오페라들은 Purcell이후 다소

침체 되어있던 국 성악곡의 통을 다시 살려냈다고 볼 수 있다.수

높은 시들로 작곡된 그의 가곡들은 성악가들에게 높은 수 의 악곡 해석

능력과 음악성을 요구하는 술성 높은 작품들로 평가되고 있다.온음계

인 Purcell의 선율을 차용하여 국 음악을 찾아내었고,자바,말

이시아,일본 등의 이국 음향을 추구하여 동서양의 음악을 융화시켜

범세계 인 음악을 추구했다.8)

20세기 음악의 특징은 기본 으로 발라드의 향아래 새로운 연가곡 양

식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기본 인 정서는 여 히

감상 이지만 표 인 방법에 있어 보다 술 인 단계로 발 하여 조

성,리듬,선율,악곡구조 즉흥 인 반주 형태가 사라지는 등의 변화

가 일어났다.이러한 경향은 결국 국의 음악을 으로 끌고 가기

보다 낭만 흐름을 고수하게 했다.9)

8) 문경수,음악사 근을 통한 국가곡의 이해,(서울:음악과 민족 제 14호,1997),p.263.

9)ibid.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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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inzi의 생애와 음악

1)Finzi의 생애

20세기의 가장 특색있는 국 작곡가 한 명으로 여겨지는 Finzi는

부유한 이탈리아계 유 인 가정에서 1901년 7월 14일 런던에서 태어났

다.성공한 선박 개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Finzi가 8살이던 1909년에

암으로 타계했다.이후 1차 세계 이 발발한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Harrogate에서 살며,패리의 제자 러(ErnestFarrar,1885-1918)에게

처음으로 음악을 배웠다.1912년에서 1918년까지의 시기에는 그의 세 형

제들 그리고 첫 번째 음악 선생이었던 Farrar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었

다.Finzi의 어린 시 은 이 듯 어두운 사건들로 얼룩져 있었고 이는 그

의 비 인 인생 을 형성하는데 큰 향을 끼쳤다.무엇보다도 Farrar

의 죽음은 그에게 확고부동한 자기성찰 인 기질과 문학으로의 의지,그

리고 음악에 념 하는 박감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러가 죽은 후에는 YorkMinster에서 1922년까지 5년간 오르간 연주

자이자 합창지휘자인 베어스토우(EdwardBairstow,1874-1946)에게 엄

격하게 음악을 배웠고,후에 Elgar와 Gurney그리고 VaughanWilliams

를 사로잡았던 아름다운 원지 Painswick으로 이주하여 성실하게 작

곡 활동을 시작했다.이 시기에 그는 블리스(ArthurBliss,1894-1956)와

하웰스(HerbertHowells,1892-1983)를 만나 교류했으며,여러 연주회와

민속 무용 축제 등을 다니며 음악 아이디어를 얻었다.그리고 17세기

시인 본(Henry Vaughan, 1622-1695)과 트러헌(Thomas Traherne,

1637-1674)을 연구하여 그들의 시를 이용해 작곡했다.

1925년부터는 당시 국 제일의 교사라고 평가받았던 모리스(R.O.

Morris)에게 법을 배웠다.이 해에 「ByFootpathandStile」 Op.

2가 출 되었고 「A severnRhapsody」 Op.3와 「Requiem Prelude」

가 연주되었는데,이 작품들은 VaughanWilliams와 음악 비평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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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을 받았다.

이듬해 런던으로 이주하여 Bliss,퍼거슨(HowardFerguson,1870-1946),

포드(RobinMilford,1908-1999),루 라(EdmundRubbra,1901-1986)

등의 은 음악가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교류하며,Holst와 Vaughan

Williams를 만나 그들의 음악에 향을 받고,열정 으로 콘서트와 시

회 극장을 다니며 그의 술 역량을 높여갔다.

1930년부터 3년 동안 그는 국음악원(RoyalAcademyofMusic)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이 시기에 그의 작품 「Violin Concerto」Op.6,

「New Year Music」Op. 7이 연주되었고, 「A young Man's

Exhortation」Op.14이 출 되었다.1933년에는 술가 Joy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녀의 따뜻하면서도 실 이며 효율 인 성격은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다.1935년 그들은 Wiltshire의 Aldbourne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3000권에 이르는 시를 비롯해 철학,문학에 걸친 다양한 역의 가치

높은 책들을 모으며 음악 활동을 계속 했다.1930년 에는 몇몇의 작품

들밖에 쓰지 않았지만 이 시기에 그의 작곡 기법은 완 히 성숙하고 이

보다 훨씬 발 했음을 엿볼 수 있다.그는 Gurney와 Parry의 흩어진

작품들을 모으고 분류했다. 한 그는 국 민요와 보이스(William

Boyce,1710-1779),거스(JohnGarth,1721-1810),머지(RichardMudge,

1718-1763),스탠리(JohnStanley,1712-1786)등의 이 세 작곡가들

을 연구하 고 이들의 작품을 출 했다.

1939년에는 햄 셔로 이주하여 Newbury String Players를 창단했다.

그들은 주로 교회나 학교 등에서 연주하는 아마추어 실내악단이었지만

18세기 악과 동시 작곡가들의 음악을 다뤘으며,재능 있는 은 음

악가들에게 연주 기회를 제공했다.이 해에 발발된 2차 세계 기간

에는 런던의 MinistryofTransport에서 일했고, 쟁으로 인해 연기되

었던 그의 표작 「DiesNatalis」 Op.8의 연으로 그는 작곡가로서

의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쟁의 폐해는 창조 술가야말로 문명

의 표라는 그의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고,그는 이 보다 생산

으로 곡을 쓰기 시작했다.이 시기에는 몇몇의 합창 작품들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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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표 인 주곡 「Clarinetconcerto」 Op.31을 썼다.이후로는

그의 작품들이 빈번히 연주되기 시작하는데,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1951년 불치병인 악성 림 종을 선고 받고,죽기 직 까지 작곡에 힘쓰

다가 1956년 9월 26일 옥스퍼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10)

Finzi는 Elgar,Parry,Stanford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20세기 국 음

악의 확고한 통을 그의 작품에 반 했다.그의 작품은 자신만의 독특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그의 노래들과 합창 작품들은 그의 국 문학

을 통하는 지식을 기반으로 각각의 시구들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일치

하는 인 형성을 가지고 있다.그의 아들 Christopher는 평화주의

자 인 감성과 음악 재능을 이어받아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아

버지인 Finzi의 작품에 한 해석가로서 활동하고 있다.이러한 그의 노

력과 Finzi의 음악에 한 여러 지지자들 그리고 Finzi의 친구들의 노력

덕분에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Finzi의 음악은 서서히 부활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 이다.

10)StanleySadie,TheNewGroveDictionaryofMusicandMusiciansvolume6,(London:

MacmillanPublishers,1980),p.594,59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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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inzi의 음악

일반 으로 Finzi의 가곡 양식은 확고하게 통 이다.TrevorHold에

의하면 동시 유럽 작곡가인 Wagner,Strauss,Debussy등의 음악

향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11)그에게 화성 인 향을 끼친 작곡가

로서 VaughanWilliams와 Elgar가 거론된다.그는 지극히 서정 인 멜

로디들을 복잡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분 기로 매우 세련되게 작곡했다.

Finzi의 가곡에서 성악과 피아노 반주 사이의 기교 인 상호 작용의 특

징은 두 트의 모방 인 구성을 사용하는데서 드러나는데,이러한 은

그의 짧은 오 스트라 작품에서도 사용되었다.12)피아노 반주부를 작품

의 핵심 인 시어와 구 을 강조하는 요한 기능으로 사용하 으며 노

래 선율과 동등한 계를 가지도록 작곡했다. 노래 선율을 피아노 반

주부에서 꾸 히 반복하여 사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통합시켰다.이러한

기법이 표 으로 드러난 곡은 「ToLizbieBrowne」이다.

Finzi의 작시법이야말로 그의 재능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그는 시를 다루는데 있어서 확고하고도 매우 엄격한 을 가

지고 있어서 음악을 해 시를 편집하는 작곡가들의 시도에 반 했다고

알려져 있다.즉,좋은 시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한 완

벽한 시를 편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며,작곡가는 시에 의해

감동받고,시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

었다.

작곡가로서는 드물게 범 한 독서가 던 그는,앞서 그의 생애에서

언 했듯이 생 에 3000권에 이르는 시들을 소장하고 있었다.Carol

Kimball에 의하면 Finzi는 그의 삶의 철학을 잘 반 한 시만을 엄선하여

작곡하는데 사용했는데 여러 시인들 가운데서도 하디의 시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곡을 붙 다.50여 곡이 넘는 그의 가곡들이 하디의 시들에 붙

11)TrevorHold,ParrytoFinzi:twentyEnglishsong-composers,(Suffolk:Boydell&Brewer

Inc.,2002),p.395.

12)CarolKimball,Song:술가곡의 스타일과문헌에 한 총서(상권),채은희 옮김,(서울:형설,

2003),p.36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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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졌으며 이들 시의 음울한 주제는 Finzi의 비 인 성격에 자연스럽게

어울렸고,그로 하여 그의 망들을 음악으로 표 하도록 했다.13)하

디 외에도 많은 시인들의 시를 다뤘으며,그의 표작 「DiesNatalis」

Op.8는 Traherne,「Letusgarlandsbring」은 Op.18은 셰익스피어의

시에 의해 붙여졌다.

Finzi는 그의 선생이었던 Bairstow에게 Gurney의 음악을 소개받았는데

그 에서도 가곡 「Sleep」이 그의 작곡에 주요한 향을 미쳤으며 후에

그가 Gurney를 존경하여 시와 음악을 모으고 편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음악에서는 Gurney의 향을 찾아내기 어렵다.14)

Finzi의 가곡들은 여러 세트로 출 되었다.이들은 연가곡이라 단정 짓

기에는 합하지 않지만 신 하게 작곡되어 시와 통일감과 균형을 이루

며 정렬되어 있다.「A YoungMan'sExhortation」 Op.14만이 유일하

게 연가곡이라 불릴만한 작품이다.15)

특이하게도,그의 100여개가 넘는 작품들 에서 바리톤 혹은 성을

한 곡이 테 혹은 고성을 한 곡보다 두 배 가량 더 많다.Finzi는

비록 가수는 아니었지만 그 자신이 바리톤의 음성을 가지고 있었고,목

소리에 한 본능 인 감각으로 그 힘과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작

곡가로 알려져 있다.Finzi는 훈련 받지 않은 남성들의 다수가 바리톤

이므로,그의 작곡 작업 반에 걸쳐서 바리톤의 목소리를 ‘모든 사람’의

목소리로서 상징화 했다.16)Finzi는 악기 역시 간 음역의 것을 선호했

는데,그의 두 개 뿐인 soloconcerto는 첼로와 클라리넷을 한 것이었

다.

그의 음악 스타일은 보수 이었고 단 이 없는 작곡가도 아니었으나,

그는 국 가곡의 술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작곡가로서 기억된다.시

13)CarolKimball,Song:술가곡의 스타일과문헌에 한 총서(상권),채은희 옮김,(서울:형설,

2003),p.361.

14)TrevorHold,ParrytoFinzi:twentyEnglishsong-composers,(Suffolk:Boydell&Brewer

Inc.,2002),p.396

15)CarolKimball,Song:술가곡의 스타일과문헌에 한 총서(상권),p.361.

16)Willaim Vennard,Singing:TheMechanism andtheTechnique,(New York:CarlFischer,

Inc.,1967),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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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가곡목록 출 년도

Op.2

By Footpath and Stile - song-cycle for

baritoneandstringquartet(T.Hardy)

1.Payingcalls(revised1941)

2.Wherethepicnicwas

3.Theoxen(revised1941)

4.Themasterandtheleaves

5.Voicesfrom thingsgrowinginachurchyard

6.Exeuntomnes

1925

Op.8

DiesNatalis-cantatafortenororsoprano

andstrings(T.Traherne)

1.Introduction(stringsonly)

2.Rhapsody(recitativostromentato)

3.Therapture(danza)

4.Wonder(arioso)

5.Thesalutation(aria)

1939

Op.9

Farewell to Arms - voice and small

orchestraorstrings

1.Introduction:'Thehelmetnow'(R.Knevet)

2.Aria:'Hisgoldenlocks'(G.Peele)

1945

에 한 열정 인 심과 깊은 사려 그리고 충실한 해석에 의한 작시법

은 국 가곡사에서 그 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신만의 술성을 확립

하게 만들었다.

그의 기 작품을 제외한 가곡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7)

17)McVeagh,Diana,GeraldFinzi:hislifeandmusic,(Woodbridge:TheBoydellPress,2005),

p.267,27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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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가곡목록 출 년도

Op.12

TwoSonnets-tenororsopranoandsmall

orchestra(J.Milton)

1.WhenIconsider

2.How soonhathtime

1936

Op.13a

ToaPoet-low voiceandpiano

1.Toapoet(J.E.Flecker)

2.On parent knees (Sanskrit,trans.W.

Jones)

3.Intrada(T.Traherne)

4.Thebirthnight(delaMare)

5.JuneonCastleHill(F.L.Lucas)

6.OdeontherejectionofStCecilia

1965

Op.13b

OhFairtoSee-highvoiceandpiano

1.Isay'I'llseekherside'(T.Hardy)

2.Ohfairtosee(C.Rossetti)

3.AsIlayintheearlysun(E.Shanks)

4.Onlythewanderer(I.Gurney)

5.ToJoy(E.Blunden)

6.Harvest(E.Blunden)

7.Sinceweloved(R.Bridges)

1966

Op.14

A Young Man's Exhortation - tenorand

piano

(T.Hardy)

PartⅠ Manefloreat,ettranseat-Ps.89

1.Ayoungman'sexhortataion

2.Ditty

3.Budmouthdears

4.Hertemple

5.ThecometatYell'ham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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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Ⅱ Vesperedecidat,induret,etarescet-

Ps.89

6.Shorteningdays

7.Thesigh

8.Formerbeauties

9.Transformations

10.Thedancecontinued

Op.15

EarthandAirandRain-baritoneandpiano

(T.Hardy)

1.SummerSchemes

2.WhenIsetoutforLyonesse

3.Waitingboth

4.Thephantom

5.SoIhavefared

6.Rollicum-Rorum

7.ToLizbieBrown

8.TheClockoftheYears

9.Inachurchyard

10.ProudSongsters

1936

Op.16

Before and after summer - baritone and

piano

(T.Hardy)

1.Childhoodamongtheferns

2.Beforeandaftersummer

3.Theself-unsseing

4.Overlookingtheriver

5.Channelfiring

6.Inthemind'seye

7.Thetooshorttime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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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peisodia

9.Amabel

10.Heabjureslove

Op.18

Letusgarlandsbring-baritoneandpiano

orstrings(W.Shakespeare)

1.Comeaway,comeaway,death

2.WhoisSylvia?

3.Fearnomoretheheato'thesun

4.Ohmistressmine

5.Itwasaloveandhislass

1942

Op.19a

Tillearthoutwears-highvoiceandpiano

(T.Hardy)

1.Letmeenjoytheearth

2.Inyearsdefaced

3.Themarket-girl

4.Ilookintomyglass

5.Itneverlookslikesummerhere

6.Atalunareclipse

7.Lifelaughsonwards

1958

Op.19b

IsaidtoLove- low voiceandpiano(T.

Hardy)

1.Ineednotgo

2.AtMiddle-Fieldgate

3.Twolips

4.Infive-scoresummers

5.ForlifeIhadnevercaredgreatly

6.IsaidtoLove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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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셰익스피어의 희극

리엄 셰익스피어는 그의 생애 동안 17편의 희극을 썼는데 오늘날까지

도 국 희극의 걸작으로 남아 있다.이 희극들의 호소력은 다양성에 있

으며,그의 어느 희극도 같은 모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이것은 두 가

지 이유에 기인하는데,첫째는 셰익스피어가 여러 곳에서 얻은 극을

한 자료들을 풍부히 이용했기 때문이고,둘째는 그가 극작술을 용시킨

희극 통의 다양성에 있다.18)앞서 설명한 17편을 포함해 그가 쓴 37

개 희곡의 첫 인쇄본에는 100개 혹은 그 이상의 노래들이 하나의 체

인 구 는 일부로 남겨져 있다.이 노래들의 부분은 구 을 통해

해졌는데 그 당시의 인쇄본과 사본집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19)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노래들은 당 와 더불어 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곡에 붙여졌다.

「Letusgarlandsbring」 Op.18의 제 1곡 Comeaway,comeaway,

death와 제 4곡 O,mistressmine이 들어 있는 「십이야(Twelfthnigh

t)」는 셰익스피어가 4 비극시 로 넘어가기 직 에 쓴 것으로 그의

희극 최 걸작으로 손꼽히며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작품이라고 찬

사 받는다.그 이유는 셰익스피어의 원숙한 기교와 그의 깊은 인간 통

찰력이 이 작품 속에 서려 있어 그의 문학이 갖는 독특한 매력과 가치가

돋보이기 때문이다.20)

오시노 공작,올리비아,바이올라를 주축으로 한 거리와 토비 경,안

드류 경,말볼리오,마리아, 페스테 사이에 벌어지는 해학 인 거

리가 서로 평형을 유지해 나가다가 결말에 이르러 하나로 집약되는 구성

을 가지고 있다.21)

제 2곡 WhoisSilvia?이 들어 있는 「베로나의 두 신사(Thetwo

18)JackA.Vaughn,셰익스피어 희극론,홍기 옮김,( :한남 학교 출 부,1980),p.9.

19)RossW DuffinandStephenOrgel,Shakespeare'ssongbook,(New York:W.W.Norton,

2004),p.5.

20) WilliamShakespeare,십이야(TwelfthNight),(용인: 원,2005)신정옥 옮김 p.161참조.

21) Ibid.p.16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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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lemenofVerona)」는 셰익스피어가 희극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

하기 시작한 시기에 쓰여졌다.이 작품은 당시 인기를 모으던 세 로

맨스에서 소재를 얻어 순수한 사랑과 비정한 사랑,진정한 우정과 허

의 우정을 열쇠고리로 사랑과 우정의 실한 문제를 서정 이고도 낭만

으로 극화를 시도하여 객들을 웃음 속으로 끌어들이는 작품이며,이

태리 풍의 형 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비록 가장 상연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것이지만 그의 후기 극에서 나타나는 세련되고 발 된 액

션,주제,인물들의 표본을 발견할 수 있다.22)

제 3곡 Fear no more heat o'the sun이 들어 있는 「심벨린

(Cymbeline)」은 셰익스피어 만년의 로맨틱한 경향이 강한 시기의 작품

으로 그의 두 번째 낭만극에 해당하며,비극미와 희극미가 함께 어우러

져 있어 술 흥취와 기교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리튼의 왕 심벨

린이 그의 딸 이모진의 결혼을 이용해 권 를 얻고자 하는 음모와 살인

의 이야기인데,비극 으로 개되다가 결말에 이르러 화해와 재회로 행

복하게 매듭짓는다.이야기의 소재를 다양한 곳에서 얻어 셰익스피어만

의 독창성과 탁월한 극 기교성으로 객의 심리를 불안과 기 속에

말려들게 하는 독자 인 이야기를 창출했다고 평가받는다.23)

제 5곡 Itwasaloverandhisslass가 들어 있는 「뜻 로 하세요(As

youlikeit)」는 통 인 원극에 속하며 셰익스피어가 방 한 역사극

의 집필을 끝내고,비극의 세계로 넘어가기 의 휴식기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감동 인 분 기로 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작품

이다.토마스 로지의 산문 로맨스 <Rosalynde:EuphuesGoldenLegacie

(로잘린드:유퓨즈의 주옥 같은 구문),1590>에서 소재를 얻은 이 작품은

주인공 로잘린드와 올란도의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가 개되며,어둡고

냉랭한 분 기 없이 자유로움과 신선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다.목가

인 이 작품의 묘미는 셰익스피어가 재창조한 인물들의 독특한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24)

22) JackA.Vaughn,셰익스피어 희극론,p.37참조.

23)WilliamShakespeare,심벨린(Cymbeline),(서울: 원,2002),신정옥 옮김 p.197참조.

24)WilliamShakespeare,뜻 로 하세요(Asyoulikeit),(용인: 원,2006),신정옥옮김p.15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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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희극 역사극 비극

1590-1
HenryⅥ,part2

HenryⅥ,part3

1591-2 HenryⅥ,part1

1592-3
TheComedyof

Errors
RichardⅢ

1593-4
TheTamingof

theShrew
TitusAndronicus

1594-5

TheTwo

Gentlemenof

Verona

*제 2곡

Love'sLabour‘s

Lost

RomeoandJuliet

1595-6
AMidsummer

Night'sDream
RichardⅡ

1596-7
TheMerchantof

Venice
KingJohn

1597-8
HenryⅣ,part1

HenryⅣ,part2

1598-9
MuchAdoAbout

Nothing
HenryⅤ

세계 인 문호로서의 셰익스피어의 명성과 훌륭함은 익히 알려져 있으

며,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된 바 있으므로,이 장에서는 「Letus

garlandsbring」 Op.18에서 쓰인 희극들과 그의 작품 목록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다음은 연 별로 그의 희곡 목록을 정리한 표이다.25)

25)이 석,셰익스피어 극의 이해 희극편,(한신문화사,2001),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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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

600

AsyouLikeit

*제 5곡

TwelfthNight

*제 1곡,제 4곡

JuliusCaesar

1600-1
MerryWivesof

Windsor
Hamlet

1601-2
Troilusand

Cressida

1602-3
All'sWellThat

EndsWell

1604-5
Measurefor

Measure
Othello

1605-6
KingLear

Macbeth

1606-7
Anthonyand

Cleopatra

1607-8
Coriolanus

TumonofAthens
1608-9

1609-1

0
Pericles

1610-1

1
Cymbeline*제3곡

1611-1

2
TheTempest

*표시한 작품은 「Letusgarlandsbring」 Op.18의 5곡이 들어 있는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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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etusgarlandsbringOp.18연구

1)작곡 배경

「Let us garlands bring」 Op.18은 Finzi가 1942년 Vaughan

Williams의 70번째 생일을 해 헌정한 작품이다.셰익스피어의 시에 곡

이 붙여진 것으로,처음에는 가곡집의 형태가 아니었으며 따로 작곡된

가곡이었다.

1938년에 제 1곡 Comeaway,comeaway,death,1939년에 제 2곡

WhoisSilvia?와 제 3곡 Fearnomoretheheato'thesun,1940년에

제 5곡 Itwasaloveandhislass의 순서로 작곡되었으며,마지막으로

1942년에 작곡된 제 4곡 O mistressmine을 더해 가곡집으로 완성되었

다.

원래 Finzi의 계획은 VaughanWilliams의 생일을 맞아 더 큰 규모의

작품인 「IntimationsofImmortality」 Op.29를 작곡하여 헌정하려고

했으나,계획 로 완성시키지 못해 「Letusgarlandsbring」 Op.18로

신했다.곡의 연은 런던의 국립 미술 에서 1942년 10월 12일에

연되었고,이 후에 Finzi는 악 반주 버 으로 편곡하여 2가지 버 으로

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퀼터(Roger Quilter, 1877-1953)와 월록(Peter Warlock,

1894-1930)의 작품과 함께 20세기 반 가장 훌륭한 셰익스피어 해석으로

꼽히며,시와 음악이 효과 으로 결합되어 있다.「DiesNatalis」 Op.8과

함께 그의 표작으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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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곡분석

① Comeaway,comeaway,death

(오 라,오 라,죽음이여)

a.시

Comeaway,comeaway,death,

Andinsadcypressletmebelaid;

Flyaway,flyaway,breath;

Iam slainbyafaircruelmaid.

Myshroudofwhite,stuckallwithyew,

Oprepareit!

Mypartofdeath,noonesotrue

Didshareit.

Notaflower,notaflowersweet,

Onmyblackcoffinlettherebestrown;

Notafriend,notafriendgreet

Mypoorcorpse,wheremybonesshallbethrown:

Athousand,thousandsighstosave,

Layme,Owhere

Sadtrueloverneverfindmygrave,

Toweepthere!

오 라오 라죽음이여

슬 삼나무 속에날눕 다오.

사라져라사라져라숨결이여

아름답고매정한아가씨가이목숨을앗아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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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가지로모양낸하얀수의를

아!내게입 다오

나같은진실한사랑을 한죽음은

온 리에다시없으리.

꽃한송이아름다운꽃한송이도뿌리지말라.

검은색나의 에는

친구여,어느친구도따라오지말라.

나의 가흙속에묻힐때

한많은탄식을막고.

나를묻어다오.

행여참사랑의연인이내무덤을찾아

슬피우는일이없을곳에.26)

26)WilliamShakespeare,Twelfthnight(십이야),신정옥 옮김,(용인: 원,2005),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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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 약강(iambictetrameter28))

각운

1연(A)

death-breath

laid-maid

yew-true

it-it

2연(A')

sweet-greet

strown-thrown

save-grave

where-there

제 1곡 comeaway,comeaway,death는 「십이야」 2막 4장에서

페스테가 부르는 노래를 이용해 쓴 곡이며,2연 16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노래는 사랑에 빠진 오시노 공작이 올리비아를 연모하여 괴로워하던

마음을 로 받기 해 페스테에게 청하여 듣는 노래이다.이 노래는

좌 된 연심을 토로하며 괴로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올리비아에게 거

당한 오시노 공작의 마음을 변한다.

노래의 주인공인 페스테의 정신,기지,지성은 이 희극의 낭만

분 기를 잡아 나가고 희극 어조를 고조시키는데,페스테는 청 들에

게 음악 약속을 하며 작품을 한 축제의 주인 역할을 한다.27) 한

페스테는 앞서 언 한 오시노 공작,올리비아,바이올라를 주축으로 한

거리와 토비 경,안드류 경,말볼리오,마리아와 페스테 자신 사이에서

벌어지는 해학 인 거리를 결부시키는 역할을 하며,작품을 원숙하고

깊이 있는 희극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몫을 한다.

다음은 이 시의 형식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27)JackA.Vaughn,셰익스피어 희극론,홍기 옮김,( :한남 학교 출 부,1980)p.152참

조

28)강세를 받지 않는 음 하나와 강세를 받는 음 하나로 구성되는 4보격의 운율 형태를 가지

는 시를 말한다.

(http://endic.naver.com/search.nhn?sLn=kr&searchOption=all&query=iambic%20tet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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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악곡 분석

제 1곡은 Bminor로 복합 2부 형식으로 되어 있다.

형식 마디 가사 조

A

A-

a

주 1-4

B

minor

Part

1
5-12 Comeaway~bemaid;

Part

2
13-20 Flyaway~cruelmaid.

간주 21-22

A-

b

Part

3
22-29 Myshroudof~prepareit

여러

조로의

이동 →

원조로

회귀

Part

4
30-36 Mypart~shareit.

간주 37-39

A'

A'

-a'

간주 40-43

B

minor

Part

5
44-51 Notaflower~bestrown;

Part

6
52-59 Notafriend~bethrown;

간주 60-61

A'

-c

Part

7
62-69 Athousand~mygrave,

Part

8
70-75 Toweepthere!

후주 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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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마디 1-4

첫 번째 곡의 조성은 B minor이며,느린 템포(Lugubre29))로 연주하라

고 지시되어 있으며, 체 으로 가장 짧은 음가가 8분음표로,4분음표를

심으로 한 긴 음가 주의 리듬 형태를 보이고 있다.단조,느린 템포,

긴 음가의 사용은 가사의 분 기를 표 하기 해 사용한 것인데,가사

체에 깃들어 있는 두 가지 의미,죽음 그 자체의 어두운 분 기와 죽

음에 달 하는 화자의 체념한 자세를 표 한 것이다.

첫 4마디의 주는 어둡고 무거운 분 기를 4분음표 단 의 화음을 한

꺼번에 연주하는 것으로 표 하고 있다.피아노의 이 음형은 A 부분의

각 이즈의 시작 부분에 나옴으로서 곡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29) 랑스어로 “음울한,비통[침통]한,음산한,불길한”의 뜻.

(http://frdic.naver.com/fkEntry.nhn?entryNO=41909)



- 26 -

<악보 2>마디 5-7,마디 13-15,마디 44-46,마디 52-54성악선율

A부분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먼 마디 5-7의 음진행과 리듬

형태가 마디 13-15,마디 44-46,마디 52-54마디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이것은 같은 가사 구조를 가진 부분을 동일한 형태로 작곡하여 악

곡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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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마디 9-11,마디 17-19,마디 48-50,마디 56-58

다른 특징은 각 이즈의 마지막 부분의 한 마디가 3/4로 박자가

바 는 것이다.이 게 박자가 바 는 것은 가사의 길이나 단어 개수 등

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패턴의 일탈을 통해 그 이즈의 종지를 알려

주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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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마디 30-39

마디 33에서 이 곡의 정을 만들어냈다.성악 선율에서 높은 음을 부

르는 것은 아니지만,피아노 부분을 보면 마디 30-32에서 양손이 차

벌어지면서 pp에서부터 mf까지 cresc.되고 있다.그리고 마디 33이후에

는 오른손이 차 하행하면서 셈여림이 다시 dim.로 여리게 변화하고 있

다.이것은 나와 같은 죽음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강조하기 한 것이

다.

마디 37-39는 A 부분으로 돌아가기 한 부분으로,마디 39에서는 마

디 40에서의 B minor의 I로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기 해 B minor의

V7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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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마디 69-76

이 곡의 마지막 가사(Toweepthere)가 있는 마디 69-76에서는 앞의

부분들과는 달리 멜리스마(Melisma)로 처리하 다.이는 차 으로 죽

음으로 들어가는 화자의 마지막 외침 길게 끌어냄으로서 그 망감을 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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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마디 75-82

후주는 마디 1-4( 주)를 그래도 다시 사용하여 시작하며,마디 79-80

의 오른손은 A 부분에서 각 이즈의 시작 부분을 같이 반복하여

사용했다.이처럼 처음의 소재로 종지하는 것은 악곡의 끝을 알림과 동

시에 죽음으로 향하는 그의 재 상황을 묘사한 것이며 여려지는

셈여림(mp→p→pp)과 함께 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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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WhoisSilvia?

(실비아 아가씨는 구일까?)

a.시

WhoisSilvia?whatisshe,

Thatallourswainscommendher?

Holy,fairandwiseisshe;

Theheavenssuchgracedidlendher,

Thatshemightadmiredbe.

Isshekindassheisfair?

Forbeautyliveswithkindness.

Lovedothtohereyesrepair,

Tohelphim ofhisblindness,

Andbeinghelped,inhabitshere.

ThentoSilvialetussing,

ThatSilviaisexcelling;

Sheexcelseachmortalthing

Uponthedullearthdwelling;

Toherletusgarlandsbring.

실비아 아가씨는 구일까?

은이들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그녀는 성스럽고 아름답고 명해.

하늘의 은총을 받았는가

찬미는 그치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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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아 아가씨는 아름답듯이 상냥하던가?

아름다움은 상냥함을 동반한다오.

사랑의 신 큐피드도 그 의 을 찾아

감은 이 뜨여지고

도움받아 그곳에 살지요.

다 같이 실비아를 찬미해요.

실비아는 뛰어난 미인이어라

천한 이 땅의 인간은

따를 수 없는 그

그 에게 마음의 꽃다발을 드리리.30)

30)William Shakespeare,TheTwogentlemenofVerona(베로나의 두 신사),신정옥 옮김,(서

울: 원,1995),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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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 강약 (TrochaicTrimeter31))

각운

1연(A)
she-she-be

(commend)her-(lend)her

2연(B)
fair-repair-here

kindness-blindness

3연(C)
sing-thing-bring

celling-dwelling

제 2곡 WhoisSilvia?는 「베로나의 두 신사」 4막 2장에서 나오는 수

리오와 악사들의 노래를 이용하여 작곡한 노래이며 3연 15행으로 이루어

져 있다.이 곡은 실비아의 마음을 얻기 해 그의 친한 친구 발 타

인마 배신한 로테우스가 한 명의 우둔한 경쟁자인 수리오를 꾀어

그의 악사들에게 부르게 하는 노래이며,실비아를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이 시의 형식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31)강세를 받는 음 이 앞에 오고,강세를 받지 않는 음 이 뒤에 오는 3보격의 운율 형태를 가

지는 시를 말한다.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da85022a62ef4b2bb1558ea97853e3b4&query

=Trochaic+Tr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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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곡 분석

제 2곡은 FMajor로,A-B-A’의 3부형식으로 되어 있다.

형식 마디 가사 조

주 1-4

FMajor

A 5-14 WhoisSilvia?～ mightadmiredbe.

간주
14-1

7
조과정

B
18-2

7
Isshekind～ inhabitsthere.

dminor,

원조 회귀

과정

간주
27-3

2

원조

확립과정

A’
33-4

2

Then to Silvia ～ letusgarlands

bring.
FMajor

후주
43-5

0

이 곡은 Silvia를 찬미하는 시의 내용과 맞게 밝은 느낌으로 작곡되었

다.이 곡에서는 첫 번째 곡과 반 로 장조를 선택한 것,빠른 템포

(Allegro)를 선택한 것,그리고 부 리듬을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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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마디 1-4

마디 1-4의 주는 이 곡의 밝은 성격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마디 3-4는 마디 5-6의 성악 선율을 미리 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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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마디 12-14,마디 25-27,마디 40-42

이 곡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각 부분이 끝나기 직 에 3/8의 변박을

보여주는 것이다.이것은 첫 번째 곡과 마찬가지로 종지 직 의 일시

인 일탈을 통해 한 이즈의 종지를 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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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마디 14-17

A 부분과 B부분을 이어주는 마디 14-17의 간주에서,마디 14는 마디

5를 비슷한 형태로 재 하고 있고,마디 15-17은 마디 6에서 변형된 음

형을 이용하여 하행 동형진행을 사용하 다.이로써 F Major에서 d

minor로의 자연스러운 조 과정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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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악보 27-33

B부분에서 A 부분으로 진행할 때 둘을 이어주는 마디 27-32는 다시

A의 음형을 보여주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이 곡의 정은 마디 31

이며,오른손이 마디 31의 E음까지 올라가는 구조를 보여 과 동시에 셈

여림 한 p에서 ff로 차 커진다.화성 리듬 단 도 처음 마디

27-28은 한 마디,마디 29에서는 한 박자 단 로 짧아지는 방법으로

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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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마디 33-36

마디 33이후에는 A 부분을 다시 재 하고 있는데,A 부분과 다른

은 피아노의 오른손이 옥타 에서 재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것은

분 기를 더 밝게 하여 Silvia를 찬미하자는 가사의 의도를 표 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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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5이후에는 이 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리듬 형태를 사용하

면서 곡을 마무리하고 있다.Polka32)와 비슷한 리듬은 실비아에 한 즐

거운 찬미의 느낌을 음악 으로 묘사한 것이다.하지만 셈여림은 이와

반 로 ff에서 pp로 dim.되고 있는데,이것은 곡을 마무리 짓기

한 Fadeout33)효과로 볼 수 있다.

32)남녀가 짝을 이루어 춤추는 2/4박자,보헤미아 기원의 활발한 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2570&cid=679&categoryId=679)

33)“ 희미해지다, 작아지다”라는 뜻.

(http://endic.naver.com/enkrIdiom.nhn?sLn=kr&idiomId=2b9197acbd29433581ab3c4e9e4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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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Fearnomoretheheato'thesun

(더 이상 두려워 마라 태양의 열기를)

a.시

Fearnomoretheheato'thesun,

Northefuriouswinter'srages;

Thouthyworldlytaskhastdone,

Homeartgone,andta'enthywages;

Goldenladsandgirlsallmust,

Aschimney-sweepers,cometodust.

Fearnomorethefrowno'thegreat;

Thouartpastthetyrant'sstroke:

Carenomoretoclotheandeat;

Totheethereedisastheoak:

Thesceptre,learning,physic,must

Allfollowthis,andcometodust.

Fearnomorethelightning-flash,

Northeall-dreadedthunder-stone;

Fearnotslander,censurerash;

Thouhastfinishedjoyandmoan;

Allloversyoung,allloversmust

Consigntothee,andcometodust.

Noexorciserharm thee!

Nornowitchcraftcharm thee!

Ghostunlaidforbeart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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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illcomenearthee!

Quietconsummationhave;

Andrenownedbethygrave!

두려워 마라 여름의 더 도

살 여미는 겨울 추 도

인생항로를 마치고

승길로 오른 그 .

귀인도 천민도 모두

죽으면 한 흙이 되네.

두려워 마라 왕의 진노도

그 에게는 미칠 리 없네.

근심 걱정 마라 의식도

그 에겐 빈부의 차가 없나니.

왕이나 학자나 의사도

가는 길은 흙이 되나니.

두려워마라,하늘을 찢는 번갯불도.

땅을 흔드는 천둥소리도.

두려워마라 경솔한 비방도.

이제 그 에겐 희비가 없나니.

은 연인들도 모든 연인들도

죽으면 한 의 흙이 되네.

요술사여 요술을 걸지 마라!

마녀들아 마법을 걸지 마라!

유령이여 배회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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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도 덮치지 마라!

동생이여 조용히 잠자라.

네 무덤에 있으라!34)

제 3곡 Fearnomoretheheato'thesun은 「심벨린」4막 2장 벨라리

어스 동굴 앞에서 귀데리어스와 아비라거스가 그들의 이었던 왕족 클

로텐을 죽이고 그 시체를 묻으면서 부르는 노래이며,4연 24행으로 구성

되어 있다.죽으면 어릿 세르사이테의 시체나, 웅 에이잭스의 시체

나 다 같다고 읊조리며 이 시를 노래한다.

1연에서는 ‘살면서 겪게 되는 일상 인 일들을 자연과 같은 순수한 마

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라.’고 이야기 하며,2연에서는 ‘실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그러한 차이는 결국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모든 일을 두려움 없이 하라’고 말한다. 3연에서는 ‘사

람은 구나 기쁨과 고통을 맛보게 되니 그러한 모든 것에 해 두려움

을 없애라.’고 말하며,4연에서는 ‘사후 세계에 한 두려움을 없애고 죽

음을 통한 참된 의미를 찾으라’는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다.

1행의 ‘Fearnomorethe'부분이 1연에서 3연까지 반복되며,1행과 3

행에서는 ’sun'과 ‘done'의 남성 각운을 배치하고,2행과 4행에서는

’rages‘와 ’wages'의 여성 각운을 배치함으로써 치 한 구성을 보인다.

34)William Shakespeare,(2002),「Cymbeline(심벨린)」,신정옥 옮김,(서울: 원),p.13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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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 강약(TrochaicTetrametercouplet35))

각운

1연(A)

sun-done

rages-wages

must-dust

2연(A')

great-eat

stroke-oak

must-dust

3연(A")

flash-rash

stone-moan

must-dust

4연(B)

(harm)thee-(charm)thee

(forbear)thee-(near)thee

have-grave

다음은 이 시의 형식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35)강세를 받는 음 이 앞에 오고,강세를 받지 않는 음 이 뒤에 오는 4보격의 운율 형태를 가

지고 2행 연구로 이루어진 시를 말한다.

(http://endic.naver.com/search.nhn?sLn=kr&searchOption=all&query=Trochaic%20Tetrameter%20c

oup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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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악곡 분석

제 3곡은 BbMajor로,4개의 부분으로 나 수 있다.

형식 마디 가사 조

주 1-4

BbMajor

Part1

1-1 5-8 Fearno～ rages;

1-2 9-13 Thouthy～ wages;

1-3 13-17 Golden～ todust

간주 18-21

Part2

2-1 22-25 Fearno～ stroke:

2-2 26-30 Care～ theoak:

2-3 31-34 Thesceptre～ todust.

간주 34-37

Part3

3-1 38-41
Fear no ～

thunderstone;

3-2 42-45 Fearnot～ andmoan

3-3 46-50 Alllovers～ todust

간주 51-57 조 과정

Part4

4-1 58-66
No exorciser ～ near

thee!
Bbminor

4-2 67-72 Quiet～ grave!
DbMajor→

Bb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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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마디 1-4

세 번째 곡에서는 코랄36)풍의 피아노 음형을 매우 느린 템포(Grave)로

연주하고 있다.이러한 설정은 듣는 사람에게 무겁고 강한 느낌을 주는

데, 실의 여러 어두운 모습을 보여 과 동시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담담함을 음악으로 묘사한 것이다.

36)독일복음주의 교회의 회 찬미의 노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1218&cid=658&categoryId=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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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마디 5-8,마디 22-25,마디 38-41

Part1,Part2,Part3는 각각 첫 두 마디의 성악 선율이 같은 리듬 형

태,같은 음진행과 음정 계로 되어 있다.이것은 세 부분이 모두 “Fear

nomore”이라는 가사로 시작하기 때문에,통일성을 주기 해서 가사가

같은 부분에서 동일한 요소를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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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마디 1-4,마디 18-21,마디 34-37,마디 51-57

제 3곡에서는 각 부분을 연결하는 간주 부분이 주(마디 1-4)의 음형

을 사용하고 있다.마디 18-21에서는 주의 선율을 4도 올려서 재 하

고 있으며,마디 34-37에서는 마디 18-21의 선율을 연주하고 있으나 배

치된 화성은 서로 다르다.

마디 51-57은 개 방법이 이 의 간주와 다른데,일단 첫 두마디는 마

디 1-2의 선율이 등장하며,마디 53-54에서는 마디 3의 소재를 동형진행

으로 두 번 반복했다.이어 나오는 마디 55-57은 이 의 주나 간주에

는 없었던 선율이 등장하는데,이것은 성격이 다른 Part4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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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마디 58-66

Part4는 이 과 다른 음형으로 이루어져 있다.이것은 이 까지 각 연

의 앞 부분이 “Fearnomore”로 시작되었지만,4연만은 다른 가사로 시

작하고 있기 때문이다.Part4에서는 단조(Bbminor)로 등장하고,피아

노에서는 이 과 달리 긴 음가의 지속으로 되어 있다.

마디 58-66에서의 성악 선율은 단 3개의 음(Eb.F,Bb)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마디 59-60에 있는 선율을 2번 더 반복한 뒤 마디 65에서는 F음

신 Eb음으로 바꾸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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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마디 67-72

마디 67부터는 이 의 음형(마디 5-6)을 다시 등장하고 있다.시작 부분

의 음형을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이 곡을 종지하기 한 신호이

다.마디 67-68에서는 마디 5-6의 음형과 선율을 DbMajor로 연주하고

있으며,마디 69 이후에는 마디 7-8의 선율을 크게 변형하면서 Bb

Major로 종지하고 있다.이는 “Quietconsummation(고요한 죽음)”으로

향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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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OMistressMine

(사랑하는 님이여)

a.시

Omistressmine,whereareyouroaming?

Ostayandhear,yourtruelove'scoming

Thatcansingbothhighandlow.

Tripnofurther,prettysweeting;

Journeysendinlovers'meeting,

Ev'rywiseman'ssondothknow.

Whatislove?'Tisnothereafter;

Presentmirthhathpresentlaughter;

What'stocomeisstillunsure:

Indelaythereliesnoplenty;

Thencomekissme,sweetandtwenty;

Youth'sastuffwillnotendure.

사랑하는 님이여,어디를 가나?

걸음을 멈추고 들어 주오! 그리며

마음이 부르는 사랑의 노랫소리.

날 버리고 가지 마오,아름다운 님.

나그네길 끝나면 다시 만나리니

모두가 아는 일이야.

사랑은 무엇일까?내일일 수 없는 것

오늘의 만남은 오늘의 즐거움

앞으로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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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 약강(iambictetrametercouplet38))

각운

1연(A)

roaming-coming

low-know

sweeting-meeting

2연(B)

hereafter-laughter

unsure-endure

plenty-twenty

내일을 기다려도 무슨 보람 있으랴.

자아 어서 입맞춰주오,그리운 님,

음은 어이 없이 사라지는 것이니.37)

제 4곡 O mistressmine은 「십이야」 2막 3장 속에서 올리비아의 백

부인 주정뱅이 토비경과 그로부터 올리비아에게 구애하도록 부추김을 받

고 있는 시골 신사 앤드루 경이 여흥을 해 페스테에게 청하여 듣

는 것이며,2연 12행으로 구성어 있는 즐겁고 발랄한 분 기의 사랑 노

래이다.

다음은 이 시의 형식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37)WilliamShakespeare,Twelfthnight(십이야),신정옥 옮김,(용인: 원,2005),p.57.

38)강세를 받지 않는 음 하나와 강세를 받는 음 하나로 구성되는 4보격의 운율 형태를 가지

는 2행 연구로 이루어진 시를 말한다.

(http://endic.naver.com/search.nhn?sLn=kr&searchOption=all&query=iambic%20tetrameter%20coup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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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곡 분석

제 4곡은 EbMajor로,복합 2부형식으로 나 수 있다.

형식 마디 가사 조

주 1-10

Eb

Major

A
a 11-23 OMistressmine,~highandlow:

b 24-31 Tripno~dothknow.

간주 32-39

A’
a’ 40-50 Whatislove~stillunsure:

c 51-58 Indelay~notendure.

후주 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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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마디 1-4,마디 11-14

네 번째 곡에서는 성악 피아노의 오른손에 펼쳐진 가토와 피아노

의 왼손에 펼쳐진 쉼표로 끊어지는 짧은 음가가 서로 비되는 요소로

동시에 등장한다. 가토는 시의 화자가 부르고 있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노래를,끊어지는 짧은 음가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녀를 표 한

것이다.서로 반 되는 요소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동시에 일어나는 두

상황을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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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마디 1-11

악곡의 주는 모든 곡의 주 에서 가장 긴 10마디로 이루어져 있

다.처음의 2마디는 A 부분의 피아노에서 연주될 음형을 미리 제시한

것이며,마디 3-5에서는 2마디 단 로 같은 화음 패턴이 등장할 때마다

오른손에서 다른 소재와 배치방법을 사용하 다.마디 6-7의 오른손과

화음 진행이 마디 8-9에서 반복되며,마디 10-11에서는 오른손이 옥타

아래에서 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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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마디 29-32,마디 52-59

마디 29-31,마디 52-68에서는 이 곡의 지배 인 음형에서 벗어나 긴

음가 주로 진행하고 있다.이것은 화자의 간 한 소망을 표 함과 동

시에,한 부분의 종지를 한 일시 인 일탈로 볼 수 있다.동시에 2/2박

자 외의 다른 박자로의 변박도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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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마디 32-40

이 곡의 간주 부분에서는 주의 뒷부분을 다시 재 하고 있는데,이는

마디 40에서 다시 A 부분으로의 회귀를 암시하는 것이다.마디 33-36에

서는 주의 마디 4-7을 옥타 아래에서 재 하고,왼손도 단음으로 연

주되어 주와는 달리 여린 분 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마디 36-40에서

는 마디 7-10을 크게 변형하여 재 하고 있다.먼 마디 37에서는

Ab-G의 진행이 오른손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며, 주의 마디 9-10에서

는 하행하면서 dim.되는 것과는 달리 마디 37-40에서는 차 상행하면서

cresc.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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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악보 마디 51-53

이 곡의 정은 마디 52의 세 번째 박자인데,A’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심으로 이 곡의 심소재에서 벗어나 긴 음가의 진행으로 환되고 있

다.피아노의 음도 이 곡에서 가장 높은 Eb음으로 되어 있고,강한 셈여

림(f)과 함께 긴장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느끼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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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마디 59-67

마디 58부터 후주가 시작되는데,마디 58-63에서는 마디 36-40을 그

로 재 하고 있는데,Coda의 성격으로서 화자의 이야기가 다 끝난 이후

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다시 걸어가면서 그로부터 멀어지는 그녀를

음악 으로 표 한 것이다.

마디 64부터는 왼손의 음형이 2배로 길어지고 오른손에서도 왼손의 음

형이 나타나면서 아래쪽 음으로 내려가고 있다.동시에 셈여림도

dim.되고 있는데,이것은 화자의 바람과는 달리 그녀는 가고 나의 시야

에서 사라지는 것을 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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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Itwasaloverandhislass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애인이었다네)

a.시

Itwasaloverandhislass,

Withahey,andaho,andaheynonino

Thato'erthegreencorn-fielddidpass.

Inthespringtime,theonlyprettyringtime,

Whenbirdsdosing,heydingadingading;

Sweetloverslovethespring.

Betweentheacresoftherye,

Withahey,andaho,andaheynonino,

Theseprettycountryfolkswouldlie,

Inthespringtime,theonlyprettyringtime,

Whenbirdsdosing,heydingadingading;

Sweetloverslovethespring.

Thiscaroltheybeganthathour,

Withahey,andaho,andaheynonino,

Howthatalifewasbutaflower

Inthespringtime,theonlyprettyringtime,

Whenbirdsdosing,heydingadingading;

Sweetloverslovethespring.

Andthereforetakethepresenttime

Withahey,andaho,andaheynonino,

Forloveiscrownédwiththe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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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springtime,theonlyprettyringtime,

Whenbirdsdosing,heydingadingading;

Sweetloverslovethespring.

처녀 총각이

에헤야 데헤야 얼씨 좋구나

푸른 보리밭 지나가네

은 시집가는 계

새들도 지지배배 노래들 하고

애인들은 을 좋아한다네.

보리밭 두덩에

에헤야 데헤야 얼씨구 좋구나.

애인들 얼싸안고 우노라면

은 시집가는 계

새들도 지지배배 노래들 하고

애인들은 을 좋아한다네.

목소리 합하여 노래 부르면

에헤야 데헤야 얼씨구 좋구나.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은 시집가는 계

새들도 지지배배 노래들 하고

애인들은 을 좋아한다네.

놓치지마오 다시 오지 않는 을

에헤야 데헤야 얼씨구 좋구나.

사랑의 꽃 피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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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 약강

각운

1연 lass-pass

2연 rye-lie

3연 hour-flower

4연 time-prime

은 시집가는 계

새들도 지지배배 노래들 하고

애인들은 을 좋아한다네.39)

제 5곡 Itwasaloverandhislass는 「뜻 로 하세요」 5막 3장의 숲

속에서 터취스턴과 오드리가 자신들의 결혼을 자축하기 해 시동들에게

청해 듣는 노래이다.연인들의 계 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자연의 아

름다움에 심취하여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감이 넘치는 노래이며,

4연 24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이 시의 형식을 정리한 표이다.

각 연의 1행과 3행이 운율을 이루게 배치되었으며,2행에서는 Witha

hey,andaho,andaheynonino,4행에서는 Inthespringtime,theonly

prettyringtime,5행에서는 Whenbirdsdosing,heydingadinga

ding,6행에서는 Sweetloverslovethespring을반복해서 후렴구처럼 사

용하고 있다.

39)William Shakespeare,Asyoulikeit(뜻 로 하세요),신정옥 옮김,(용인: 원,2006)p.

143



- 63 -

b.악곡 분석

5개의 곡 가장 긴 마지막 곡은 EMajor로 복합 3부 형식이다.

형식 마디 가사 조

주 1-4

EMajor

A

a 5-15 Itwasalover~nonino

b 16-27 Thato’er~ringtime,

c 28-35
When birds ~ the

spring.

간주 35-38

A’

a’ 39-49 Betweenthe~nonino,

b’ 50-61
These pretty ~ ring

time,

c’ 62-69
When birds ~ the

spring.

간주 69-76 조 이동 과정

B

d 77-88 Thiscarot~nonino, DMajor

e 89-103 How that~ringtime,
원조 회귀

과정

c’‘
104-11

1

When birds ~ the

spring.

EMajor

간주
111-11

8

A’‘

a’‘
119-12

9
Andtherefore~nonino,

b’‘
130-14

1
Forlove~ringtime,

c’‘’
142-15

1

When birds ~ the

spring.

후주
151-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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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마디 1-4

이 곡의 반주부는 당김음 리듬을 기본으로 한 음형을 주로 만들어졌

으며,장조(EMajor)에 빠른 템포(Allegroconmoto)를 선택하 다.이

것은 이 내포한 밝고 활기찬 느낌,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을 나 는

따스한 모습을 표 하기 함이다.

<악보 25>마디 10-16

주의 음형을 기본으로 하지만,마디 11-16에서는 이 음형에서 벗어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여기에서는 2/4의 강약을 지키면서 가토로 연

주되고 있는데,이것은 두 연인이 즐겁게 노래하는 것을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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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마디 28-34

마디 28-34에서도 기존의 음형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먼

마디 28-31에서는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표 한 것이고,마디 32-34에서

의 긴 아르페지오는 연인들의 사랑의 달콤함을 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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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마디 10-16,마디 44-50,마디 82-88,마디 124-130

이 곡에서는 같은 가사가 나오는 곳에 같은 리듬형태와 음형이 등장하

는데,먼 마디 11-16에서 나왔던 가사가 동일하게 나오는 마디 44-50,

마디 82-87,마디 124-130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다만 마디

44-50에서는 마디 11-16을 옥타 에서 재 했고,마디 82-87에서는

마디 11-16에 있던 것을 다른 음으로 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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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마디 28-34,마디 62-69,마디 104-111,마디 142-151

동일한 의미를 가진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도 등장하는데,마디 28-34에

서 등장한 선율과 리듬형태가 마디 62-69,마디 104-111,마디 142-151

에서도 등장한다.이 부분도 모두 같은 가사가 나오기 때문이다.여기에

서도 일부 변형은 일어나는데,마디 63-65에서는 같은 음이 다른 배치를

보이고,마디 66-68에서는 마디 32-34를 옥타 에서 재 하고 있다.

마디 104-107은 마디 63-65를 옥타 아래에서 재 하고,마디 108-111

의 경우 다른 음형을 사용하 다.마지막 부분인 마디 142이후 부분에

서 마디 145에서는 마디 31과 다르게 배치가 서로 바 어 있으며,마디

146이후 부분에서는 이 과 달리 다른 화음을 쓰면서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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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9>마디 130-135

이 곡의 정은 선율의 진행과 셈여림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지만 마

디 132로 볼 수 있다.음이 높게 진행됨과 동시에 가장 강한 셈여림을

보여주고 있고,그 다음의 3마디동안 4분음표만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 마디 132를 이 곡의 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유이다.

<악보 30>마디 151-157

마디 151이후는 이 곡의 후주 부분으로서,강한 셈여림과 함께 화려하

게 끝나고 있다.이것은 극도로 밝고 활기찬 의 분 기를 마지막으로

표 하기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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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 론

Finzi는 20세기 국 음악의 새로운 부흥을 이끈 작곡가로 그가 살았던

시 의 표 인 작곡가 던 Wagner,Strauss,Debussy등의 향에서

벗어나 국 통 안에 머물러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고수했으며,

Elgar와 VaughanWilliams등의 향을 받아 주로 법을 기반으로

한 온음계 표 방식을 사용해 작곡했다.그의 모든 성악작품은 문

학 작품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셰익스피어와 같은 이 세 의

시인들과 동시 를 살았던 Traherne,Hardy등의 여러 시를 사용하여

곡을 붙 다.

그가 시의 요한 단어를 강조하기 해 사용한 테 토와 변박자,비화

성음,셈여림 등의 수법과 반음계와 변화화음,멜로디 라인을 모방하는

화성의 사용은 곡에 색채감을 주는 동시에 다른 작곡가와 구별되는

Finzi만의 개성을 잘 드러낸다. 성악과 피아노 사이의 기교 인 상호

작용이 매우 두드러지며,서정 이면서도 세련된 선율들은 그가 작곡하

는데 사용한 시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그리고 다소 단조로운 화성 진

행과 리듬 패턴들 역시 분 기를 강조하기 해 신 하게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룬 「Letusgarlandsbring」 Op.18은 Finzi를 표하

는 작품으로서 그만의 음악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5곡 모두 시에 한 확고하고도 투철한 그의 철학에 따라 다른 작

곡가들과는 달리 셰익스피어의 시를 원문 그 로 사용했으며,곡의 형식

과 시의 형식을 일치시켜 작곡했다.선율,화성,리듬도 시의 분 기와

효과 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문학에 한 자신의 음악

감응과 작시법을 연마한 덕분에 작품 안에서 드러나는 그의 음악 기교

는 세련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 까지의 연구를 통해 수 높은 Finzi의 작시법과 뛰어난 음악어법

을 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연주할 때에 고려해야하는 작곡가의 의도

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악할 수 있었다. 한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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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가장 잘 해석된 20세기 작품으로 리 인정받고 있는 이유를 검증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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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f

「LetusgarlandsbringOp.18」

writtenbyGeraldFinzi’s

Choi,Jongwon

DepartmentofMusic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GeraldFinzi(1901-1956),anEnglishcomposerof20thcentury,was

one of the leading composers who left behind remarkable

achievements in history of English song through his effective

word-settingbyacquaintancewithliterature.Whilelivingthroughthe

difficulttimesofWorldWarⅠ andWorldWarⅡ.Finzistillcarried

on various activities a creative composer,making an important

contributiontothemusicalworld.

Finzi composed over 100 art songs, concertos, chamber and

instrumentalmusic.Amongthem,「Letusgarlandsbring」 Op.18is

oneoftheFinzi'sfinestsetofsongs.Hisdelicatecompositionalskill

settingthepoem tomusiceffectively.

LetusgarlandsbringOp.18iscomposedoffivesongsandlyrics

takenfrom William Shakespeare'scomedy「TwelfthNight」,「The

twogentlemenofVerona」,「Cymbeline」 and「Asyouli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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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ookaShakepeare's poem forcomposinginitsoriginalform,

neveredited.Alsohesquaredtheform ofapoem withtheform of

song.

Key-words:GeraldFinzi,Letusgarlandsbring Op.18,William

Shakespeare

StudentNo.:2012-2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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