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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e-Jin Chang

                                           Faculty of Music, Voi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researching Bernstein's life, musical features, and 

his own song cycle, "I Hate Music"; I have realized that every 

single note of the song cycle was deliberately written with the 

interconnection of the study of Bernstein's musico-linguistic 

theory. He has related music to language by identifying them as 

a prose. 

Later on in this thesis, his Five kid Songs for Soprano 

and Piano, "I Hate Music", will be analyzed and demonstrated 

with the musical examples of how Bernstein compared the 

similarities of music to the language. Many of different 

composers' influence and their music will be discussed as well.  

By deeply understanding how Bernstein had interpreted 

the contents of musical elements and language elements in the 

music, it is appealing to see that he has deliberately manipulated 

the elements of language to the song cycle, "I Hate Music". 

By providing several examples and evidences of 

Bernstein's musical analysis of different music by various 

composers, the Five kid songs, "I Hate Music," will be analyzed 

based on Bernstein's musico-linguistic theory. By looking at the 

period Bernstein had wrote "I Hate Music", it is to inform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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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ng cycle was composed when Bernstein had the deep 

consideration of a note and those relationships language and 

music after his special intention toward Copland's Piano 

variations. Considering much of his musical theory and how the 

American society and its musical cultures had influenced 

Bernstein to become the one of the American musician amongst 

those other American contemporary composers, the analyzation 

will be dealt carefully by looking at the individual songs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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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Introduction 

 

The moment I started to look over Bernstein's 'I Hate 

Music' was when the lyrics of the song cycle crashed on my 

head that I felt like I was looking at my old diary in my young 

age. As I carefully looked at the playful lyrics, I was confident 

that these lyrics definitely suited to my own personality and I 

decided to select this Five kid song cycle, "I Hate Music", as 

well as deciding it to be my thesis subject. Although it had 

started with the simple interests toward the lyrics, I found there 

is more to the song cycle other than playful texts. The more I 

researched about the song cycle and the composer, the more I 

have fou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Bernstein's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language and music. Graduall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Bernstein's theory of 

musico-linguistics, there was a realization that he had used the 

musico-linguistic elements in the Five kid songs, "I Hate Music" 

as well.  

By deeply understanding how Bernstein had interpreted 

the contents of musical elements and language elements in the 

music, it is appealing to see that he has deliberately manipulated 

the elements of language to the elements of music. 

By providing several examples and evidences of 

Bernstein's musical analysis of different musics by various 

composers, the Five kid songs, "I Hate Music," will be analyzed 

based on Bernstein's musico-linguistic theory. "I Hate Music" 

was composed and the time was around the period was when 

Bernstein started to consider deeply about the elements in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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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his special intention toward Copland's Piano variations. 

Ahead to the analyzation of the musico-linguistics theory in the 

song cycle, "I Hate Music," considering much of his musical 

theory and how the American society and its musical cultures 

had influenced Bernstein to become the famous musician amongst 

those other American contemporary composers, Bernstein's brief 

biography and how the American Art song had influenced will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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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Body 

 

A.  The life of Bernstein

Leonard Bernstein(1918–1990) was born on August 25, 

1918 at Lawrence General Hospital in Lawrence, Massachusetts. 

Both of his parents, Jennie Resnick and Sam Bernstein, who 

were originally named Charna Resnick and Shumuel Bernstein 

were Jewish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They almost got 

divorced before Lenny was born, but as long as Leonard was in 

between them, it was hard for them to be apart. 

Jennie and Sam originally named Leonard as Louis, which 

was the same name as his uncle’s, but after Leonard’s family 

moved into Jennie’s mother’s house, Leonard’s parents 

started to call their son ‘Leonard’ to avoid the confusion of 

two Louis’s in the same house. He was sometimes called Lenny 

or Leo as well. 

Sergei Koussevitsky was most likely to be the 

Leonard’s musical father and he wanted Leonard to avoid any 

trouble caused by the anti-Semitism in WWⅡ since Leonard was 

a Jewish. Leonard rejected the idea of changing his name.1) 

Leonard was always proud of his heritage and his identity. Thus, 

Leonard Bernstein experienced a dramatic life passing through 

the hard issues of America. In his young age, he required his 

mother's full-time care in his young age due to the fact that his 

asthma was occasional, Jennie frequently played record of 

1) Caroline Evensen Lazo, Leonard Bernstein: in love with music. (Minneapolis: Lerner, 

2003).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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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a to ease him down. He was into religious musics in his 

child age. In addition to the interests in music, he was also 

intelligent at his verbal skills. The biographer Humphrey Burton 

noted:

 

…the family called him the Little Old Man, because he was able 

to talk so fluently when he was only a year and a half old.2)

Thus, Leonard also formed a group of a little “country” with 

his best friend and his sister creating their own languages. Since 

Leonard was intelligent, Leonard’s father wanted him to be in a 

profession that earned a lot of income or rather to help his 

father’s Hair Company. However, Leonard’s persistence to be 

a musician had never changed. Leonard persisted to continue to 

study music regardless of financial obstacles nor practical 

hardships around him. This was Leonard’s inherited personality 

resulted as an unexpected burden for Sam’s life while Jennie, 

Leonard’s mother, was always there to support and encourage 

Leonard. 

His aim towards music began when his aunt, Clara, sent 

them a piano when he was ten. Leonard said, I remember 

touching [the piano] the day it arrived, just stroking it…. I knew, 

from that moment to this, that music was ‘it.’ There was no 

question in my mind that my life was to be about music.3)

Hence, Leonard knew that he’s life was destined to be a 

musician. Nevertheless Leonard’s father was distressed by 

2) Caroline Evensen Lazo, Leonard Bernstein: in love with music. (Minneapolis: Lerner, 

2003). P.20

3) Caroline Evensen Lazo, Leonard Bernstein: in love with music. (Minneapolis: Lerner, 

2003).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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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ard’s aspiration toward music, he continuously tried to 

support him financially as much as he can due to the fact that 

Leonard’s health improved as he started to play the piano and 

Sam even replaced the upright piano to the Grand piano. Since 

his father was financially scarce to fully support Leonard,  

Leonard had to earn for himself at least some cost for his piano 

lesson fees. To earn money, he had created a small band. Frieda 

Karp, a local girl, taught Leonard piano with one dollar an hour; 

she recommended Leonard to learn piano from a teacher at New 

England Conservatory and Susan Williams was his new selected 

teacher whose fee was three dollars per hour.4) By the age of 

14, Bernstein was composing, arranging, and setting for piano; 

and throughout his childhood, Leonard was obsessively curious 

about nearly everything. He often took mechanical objects apart 

and figured out how they worked. This became the important 

aspect of his life, especially for the musical composition.5)

When Leonard was Grade 6 in 1932, which was the year 

his brother Burton was born, Leonard entered Boston Latin 

School. Heinrich Gebhard found him innate musical talent but 

lacking in techniques, he urged Leonard to learn the techniques 

from Helen Coates. 

During the summer of 1934, Leonard organized a group 

of friends known as The Sharon Players to put on show of 

Gilbert and Sullivan and the production of Bizet’s Carmen,  

which brought his family and friends alike. Not surprisingly, Sam 

thought The Sharons Players were all “crazy artist nuts.”Sam 

wanted Leonard to come back to his home to help his Hair 

4) Paul Myers, Leonard Bernstein (London: Phaidon Press, 1998). p.17

5) Jonathan R. Vogan, “Leonard Bernstein: Conductor, Educator.”DMA Diss., (The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201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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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business.  In 1935, Leonard graduated from Boston 

Latin School and entered Harvard University to major in music. 

Sam finally reluctantly accepted his choice, but he did not agree 

to pay for his piano lessons from Heinrich Gebhard. Leonard had 

to earn more money by teaching beginning piano players plus 

the work of the band. 

In his freshmen year, he studied music with Professor Arthur 

Tillman Merrit. They played together the music of Claudio 

Monteverdi recommended by Nadia Boulanger, Merrit’s French 

teacher. Seventeen year old Leonard was handsome and 

possessed active and fun-loving personality. He was attracted to 

many people around him.Since the dangers of smoking were not 

informed in the late 1930’s, Leonard smoked frequently 

regardless of his asthma at an young age. In addition to his 

great personality, he was a well known talented musician to his 

friends. Leonard’s another friend William A. Whitcraft Jr. noted, 

“I must say, he absorbed any and all kinds of music and was 

instantly able to repeat anything I played.” Leonard’s life was 

inseparable from music.6) 

In the times of exploring Aaron Copland’s piano 

variations, Leonard said, “The Piano Variations had virtually 

become my trademark,….in those days, I especially enjoyed 

disrupting parties with [the harsh and dissonant sounds]….”7) 

6) Yugo Sava Ikach, “A study of selected songs by Leonard Bernstein which reflect his 

contribution to the evolution of art song in America.”DMA Diss., (Morgantown: West 

Virginia, 2003).

7) Caroline Evensen Lazo, Leonard Bernstein: in love with music. (Minneapolis: Lerner, 

2003).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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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aron Copland was his idol, Leonard had another 

favorite idol, Serge Koussevitzky, who had conducted the Boston 

Symphony. Later, he became the closest musician to Leonard 

that most likely to be the Leonard’s musical father. In January 

1937, Leonard was amazed by a guest conductor named Dimitri 

Mitropoulos's dramatic conducting.

Leonard was approved when he played sonata written for 

Heinrich Gebhard. He was impressed at Leonard’s playing so 

that he invited Leonard to come to the rehearsals for upcoming 

concerts with Boston Symphony. Leonard skipped classes to 

learn from Mitropoulos as much as possible. A few years later, 

Mitropoulos encouraged him to concentrate on conducting instead 

of composing and hoped Leonard to become his assistant 

conductor. The forty year old Mitropoulos was never ashamed of 

his homosexuality and it gave hypnotic affection to young 

impressive musician, who was apparently uncertain of his own 

sexuality. Mitropoulos sponsored Bernstein’s conducting lessons 

under Fritz Reiner at the Curtis Institute in Philadelphia.  

In November of 1937, Leonard found himself sitting next 

to Copland in a New York theater. They were introduced and 

Leonard was invited to Copland’s thirty-seventh birthday party. 

After he played Copland’s Piano Variations to dedicate to him 

as a birthday present, Copland was impressed by his music they 

became friends afterwards. Leonard learned lots of musical 

techniques from Copland. 

During the middle of 20th century, Leonard faced the real 

world of conducting and realizing how hard it is to go beyond 

the assistant conductor in the field of conducting world. Although 

Leonard’s father offered him to come back to his family’s 



- 14 -

business, Leonard never gave up continuing music. Because of 

his decision, Sam reluctantly had to support Leonard to continue 

his music. In 1940, Leonard auditioned for The Berkshire Music 

Center, later to be called the Tanglewood Music Center with the 

recommendations from Fritz Reiner, Aaron Copland, Dimitri 

Mitropoulos, Roy Harris, and William Schumann. Finally, he 

became the pupil of Koussevitzky in Tanglewood Music Center 

and he became like a musical mentor to Leonard. He had to go 

back to Curtis Institute at the end of summer, and he was not 

really satisfactory to go back to the cold environment in Boston. 

Later on, Leonard had impressed and admired three of the 

world’s greatest conductors- Dimitri Mitropoulos, First Reiner, 

and Serge Koussevitzky in the last year of Curtis Institute. He 

had graduated Curtis Institute on May 3, 1941. Leonard was 

looking for the steady job while he was following Koussevitzky.

Between the Tanglewood seasons of 1941 to 1942, which 

was during the period of World War Ⅱ, Leonard was disqualified 

for the military because of his chronic asthma and in 1942, he 

moved to New York to work on the lamentations, which evolved 

into his Jeremiah, Symphony No. 1.

Along the assistant conductor of Koussevitzky, Leonard 

was doing extra works such as a rehearsal pianist, making piano 

arrangements, publishing the works, and etc. At the same time, 

Frank Campbell Watson, the chief editor, wanted to make the 

five year contract for the publication of his music with great 

salary. 

With those fortified income, he could move to the new 

bigger apartment sharing with an artist named Edys Merrill, a 

friend of Adolph Green’s ex-wife(Adolph Green is Bernst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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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year junior). At that time, Aaron Copland paid for a rented 

Steinway grand piano for the forever present to help him. When 

Leonard continued to coach singers and rehearse dances, the 

apartment was full of piano sounds and sounds of music. One 

day, Merrill covered her ears and screamed, “I hate music!”. 

This did not affected Leonard to stop the music, but rather 

inspired he to write a new cycle called, “I Hate Music”, 

subtitled Five Kid Songs for Soprano and Piano, which he 

completed in 1942 and dedicated to Merrill.8) In the autumn of 

that year, he completed his first symphony, Jeremiah, dedicated 

to his father, Samuel Bernstein.

After Arthur Rodzinski became the new director of New 

York Philhamonic Orchestra, Rodzinski was impressed by 

Leonard’s conducting in Tanglewood and invited him to be the 

assistant director of New York. Becoming as an assistant 

conductor of one of the greatest orchestras gratified Leonard 

and brought him such an excitement; it also satisfied his parents 

that he now had a job of decent salary. 

Furthermore to his excitement, Leonard was invited to 

perform Jeremiah from both Fritz Reiner and Serge 

Koussevitzky. Before that, he had a special concert to perform 

and that was the first recital of the Five Kid Songs for Soprano, 

“I Hate Music”, with mezzo-soprano, Jennie Tourel at New 

York’s Town Hall on November 13, 1943. Due to the fact that 

the both guest conductor and Rodzinski were unable to conduct 

for the next day's big concert in New York Phalharmonic, 

Bernstein had an amazing opportuinity to have a debut of 

conducting. However, he had to finish his Tourel's recital of "I 

8) Paul Myers, Leonard Bernstein (London: Phaidon Press, 199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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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e Music". After finishing he post parties for the Tourel's 

recital, he had to be ready for the next morning. On Nevember 

14, 1943 at nine o'clock, there was a phone call from Zitaro, the 

associate manager from Philharmonic, that nobody would make it 

to the New York Philharmonic till that afternoon since Bruno 

Walter, the guest conductor, was too sick. Without anytime of 

rehearsal, Leonard had to fill in. He called his parents to come 

to Carnegie Hall to watch his debut conducting with 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 When Leonard finished conducting 

without a baton, one of the audiences said, “Roared like one 

giant animal in a zoo”. The concert was on broadcast 

nationwide. He made a legend in the New York Times and 

Herald - Tribune. Until that moment, he had been a bright 

young hopeful conductor who aimed for this moment to be well 

- known. He had performed the invitations from Koussevitzky 

and Reiner’s offer for Jeremiah with 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 and other orchestras as well. From this time, 

Leonard’s career sky rocketed. He continued to conduct as well 

as composing new music between popular dance music, jazz 

music, and ballet theater music; He also became an educator for 

many students. Since his style of conducting and composing 

were too peculiar, many critiques made issues for politically as 

well. Later he composed the work of Piano concerto number 2 

(1949) by the poem of The Age of Anxiety  by Wystan Hugh 

Auden (1907-1973), which was dedicated to Koussevitsky. In 

the year of 1944, Leonard had a creative partnership with 

Jerome Robbins, who was the young choreographer, to perform 

the works as Fancy Free, On the Town, West Side Story and 

Dybbuk. Later in 1950’s, he also composed for theater and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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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y were one act Operas such as Trouble in Tahiti(1952),  

Wonderful Town (1953), and Candide (1956),   which was 

based on the novel of Voltaire(1694-1778). 

In 1959, Bernstein became the joint conductor of the 

New York Philharmonic with Mitropolous. After officially 

becoming the music director of the orchestra on January 2, 

1958, Bernstein had a conversation with the New York Times, 

which he stated,“My job is an educational mission.”  Although 

he had some opposition, Leonard was widely respected and 

greatly loved throughout his conducting career by those who 

played for him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In 1966, after the 

great years of conducting world wide, he announced his retire in 

1969 along the conclusion of his contract with the orchestra. 

Throughout the rest of his life, Bernstein continued to 

conduct as a regular guest at many of these venues, as well as 

others all over the world. The next chapter will be dealt how 

the American culture and other American composers had 

influenced Bernstein throughout the history of American Art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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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he development of American Art Songs

There are some hypercriticism that Bernstein's music is 

involved neither in classics nor pop, jazz music.9) However, 

according to the famous composer, Ned Rorem's perspective of 

American Art Song is definedas below:

“Art song,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defined as follows: 

the musical setting of a lyric poem for one voice with piano 

accompaniment. The setting is by a specific composer, as 

distinct from anonymous or collective authorship; is 

self-contained as distinct from, say, an aria that is part of a 

whole; and is distinct from approximately notated so-called 

popular songs (even such sturdy hits as Gershwin’s or 

Sondheim’s) that can be rendered by any voice in any 

arrangement at any speed. Art song is our answer to the 

German Lied, or to the French melodie, as opposed to the 

chanson. American art song is—no more and no less—art song by 

an American."10)

This was the article written for the subtitle of 

“Art Song: Dead or Alive?” in the magazine, Opera News and 

American composer Ned Rorem claims that the American culture 

is formed by individual Americans themselves. 

American art song began lately when many composers 

from different countries in Europe moved to America by the 

9) Barry Seldes, "Leonard Bernstein: The Political Life of an American Musicia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97

10) Ned Rorem, “The American Art Song: Dead or Alive?” Opera News (August 

1996), 15-2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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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and revolutional reasons. By the time  of the golden age 

of Schubert and Schumann, many composers form individual 

countries started to write music of their own with famous poets. 

This idea seems to be consistent from the beginning of 

the American Art song through the 20th century Art songs in 

America including Leonard Bernstein’s own distinct 

characteristics of realistic, nonetheless logical music. 

Looking briefly about how the American art song had 

developed, the first American Art song was started with Francis 

Hopkinson(1737–1791), a Philadelphia native and signer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the 19th century, many 

Americans composed songs for amateur musicians to sing at 

home, and those songs were usually called parlor song. In the 

middle of the century, many of American vocal pieces were 

written for an American entertainment consisting of comedy 

skits, a variety of acts, dancing and music. The pieces were 

performed by white people, and especially the simple but 

effective melodies often mistaken for American folk songs. 

Stephen Foster (1826–1864) was one of the famous composers 

of these folk style Art Song. 11)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several American 

composers were travelling around European to study, especially 

with German and French composition teachers. They gained a 

thorough understanding of Romantic style, including an 

understanding of the Lieder tradition. American songs written 

between 1870 and 1910 were often refuted due to the fact that 

those songs were too derivative, although the compositional craft 

11) Burton Bernstein and Haws Bernstein, B. Barbara. "Leonard Bernstein: American 

original; how a modern renaissance man transformed music and the world" New York 

Philharmonic years, 1943-1976. (NewYork: Collins, 200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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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in these works was quite noteworthy.

In 1915, Van Wyck Brooks stated in ⟪America's Coming of Age

⟫, that the Puritans' ideas of dichotomy, such as a high culture 

and low culture and the theoreticism and activism, should be 

dismissed and new American literature should be pursued.12) 

Therefore, American composers and modernisms such as  Aaron 

Copland(1900–1990), Nadia Boulanger(1887–1979), and Charles 

Ives(1874–1954) began to break from European traditions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y tried to mix French and Russian 

modernisms with the American jazz culture and composed songs 

in a variety of styles, including both traditional and experimental 

sounds.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several composers emerged as 

leaders of American art song composition, especially Samuel 

Barber (1910–1981),  Ned Rorem (born 1923) and Copland were 

well-known. In the beginning of 1900, George Gershwin (1898–

1937)  brought the unconventional idea of the combination of 

classical music and jazz, and that influenced Bernstein to bring 

up his own distinct and unique style of mixture of classic, jazz 

and pop music. David Prall(1886–1940) was one of the 

Bernstein's philosophy professor in Harvard and he and Copland, 

Bernstein's musical teacher, taught Bernstein about the 

importance of American jazz rhythms and mostly the 

syncopation.13) He taught that the syncopation was not just 

about sound, but it is the physical sensation. There will be 

syncopations illustrated in few songs of the song cycle later in 

12) Barry Seldes, "Leonard Bernstein: The Political Life of an American Musicia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6

13) Barry Seldes, "Leonard Bernstein: The Political Life of an American Musicia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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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chapters. 

Furthermore to these techniques and American culture, 

Bernstein added his own idea of musico-linguistic theory to his 

music. He also has given the lectures in Harvard University 

which was entitled, “The Unanswered Question.” These 

lectures explored the enigma that was (and is) modern music. 

Looking through this form of the linguistics and music through 

the study of both “The Unanswered Question” and Leonard’s 

music theory, the song cycle, “I Hate Music” can be analyzed 

deeply with the relationship of music and lingu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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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ernstein’s musico-linguisitics

 

   1. Definition of Bernstein’s musico-linguistics.

 

Bernstein brings out the elements of language and relate 

them to music with his own creative ideas of musico-linguistics. 

He supports this idea by mass amount of musical examples of 

various artists and composers. These examples will be brought 

up and similar examples the song cycle, 'I Hate Music' will be 

illustrated later in this chapter.    

One of the professors of Philosophy Department in 

Harvard, Professor David Prall, influenced Bernstein to think 

deeply about the beauty, analytical method, and historical 

perspective to come together. After he learned the 

interdisciplinary values and cross-disciplines including believing 

in what were called “mind” and “spirit”, he was able to 

interconnect the music into the fields of poetry, linguistics, 

aesthetics, and some parts of elementary physics.14) 

Bernstein’s idea of this new linguistic area which relates to the 

idea of an universal grammar underlying human speech, he 

defined it as something called “Chomskian.” Noam Chomsky is 

an American linguist, philosopher, cognitive scientist, logician 

who was widely known as the “father of modern linguistics.” 

Bernstein brings out the message of the Chomsky’s claim that 

looking at the hypothesis of innate grammatical competenc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language is connected to the human 

endowment, which in other words, the language indicates the 

14)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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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power of human spirit. Describing deeply about this 

relationship, he explains that all languages can share and can 

come from the physiological structure of our mouth, throats, and 

noses, which he defines it as an advanced term, “substantive 

universals.”Bernstein supports this notion by enumerating the 

similar sounds of the mother shared all nationwide. He states 

that the ‘MA’ sound of an infant child is involved in the word, 

‘mother’: mater, madre, mutter, moder, Ima, shi-ma, and even 

umma in Korean as well. 15)

As Bernstein reinterprets Chomsky’s idea of the 

“substantive universals”, he provides similar unifications within 

different music to show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language 

and music. He introduces the first four notes of the Copland’s 

Piano variations[1] interacting to Bach’s C- Sharp minor Fugue 

from the Well-Tempered Clavichord[2], the variations in 

Stravinsky’s Octet[3], Ravel’s Spanish Rhapsody[4], and the 

Udayn Shan-kar Dance Company[5]; he had a notion in his brain 

that there should be some deep, primal reason why these 

discrete structures of the same four notes would be connected 

to those various musicians’ different kinds of music.[1]16)

15)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13

16)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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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are the examples demonstrated to show how the same 

four notes can be redefined by different composers as the sound 

of ‘MA’ is internationally related to each other to express the 

meaning of a word, ‘mother.' 

Although Bernstein interconn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music, he also mentions that the surface solu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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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ategories will be resulted as slightly different way. He  

explains the main functions of music and language that music will 

only work as an aesthetic function whereas the function of the 

language contain both a communicative function and an aesthetic 

function. He states that the music itself can solely be the chunk 

of a prose by relating the ideas with relative clauses, but the 

prose of the language can be interpreted by enumerating the 

sets of words. To explain in details, music can be expressed 

multiple “strings” at once -form, melody, harmony and rhythm 

for example - whereas language can only deliver one word at a 

time sequentially.17) There  is another theory he argues and that 

is the sole note or an isolated event can never make a speech 

or make a meaning18) whereas the sound of language can obtain 

the meaning of itself such as“Ah!” can sufficiently convey the 

meaning of itself.19)

Therefore he provides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as 

interpreting the language as poetry.He recreates the 

Shakespeare’s sonnet example by using the idea of prose 

converting into poetry by breaking them with the deletion, 

conjoining, and permutations:20)

Tired with / all these, / for rest / ful death/ I cry

17)  Naomi Thomas,“Bernstein’s Unanswered Question: A journey from linguistic deep 

structure to the metaphysics of music.”DMA Diss., (Florida Atlantic University, 2004). 

p.29

18)  Leonard Bernstein, YoungPeople’s Concert(revised and expanded editio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0).p.9

19)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11

20)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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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I am tired

Many things tire me

I am crying

I long for death

Death is restful

Death would end my tiredness,

By breaking them into other sets of sentences, the line of the 

poem is much easier to understand and now both the music and 

the language can be resulted as the same solution, which is a 

prose as shown below.

Bernstein eventually brings the important aspect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music and language by 

demonstrating how both of these subjects are resulted as prose. 

Bernstein brings the two huge categories together and he defines 

it as a musico-lingu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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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ow he divides the definition of 

musico-linguistics into minor parts.

In the famous lecture of Bernstein’s unanswered 

questions in Harvard, he explains the three big steps of linguistic 

elements relating to the musical elements categorizing as the big 

three departments: Phonology, Syntax, and Semantics. Phonology 

is the fundamental part where he talks about how verbal and 

musical utterances are made, which he states as the sound itself. 

The second step, Syntax is the structure of the language 

reinterpreted into musical structures; and the last part, 

Semantics would be the combination of both sound and structure, 

which can be defined as the meaning. These three big 

departments can be rearranged into two huge subjects with the 

words previously mentioned in the paper, which are “mind” 

and “spirit”.

Bernstein connects the idea of Mind to the nature and structural 

function to the music. In other words, ‘Mind’, which Bernstein 

is viewing, can be studied in depth as why we talk the way we 

do and he connects that as why we play or sing or even 

compose the music the way we do by studying the melody and 

the phrase, how the linguistic and poetry, and even our societal 

behavior are related to music.21)

 He also mentions that the deepest universals we all share are 

the emotions such as passion, fear, anticipation, aggression, and 

etc. The emotions can be expressed differently when we speak 

and it also applies to the musical, emotional expressions as well. 

This can lead to the second subject of the musico-linguistic, 

which is the “spirit.”

21)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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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Mind

   

           Bernstein sets an example of scientific method of 

corresponding the verbal and musical elements by illustrating the 

following sets of equations.[9]

  [9]

Bernstein regulates that the entire movement of music 

equals to a prose sentence. This above chart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sic as a whole and the linguistic 

form of a prose, which is a poetry. However, he also illustrates 

minor, detailed examples of part of speeches such as nouns, 

verbs, adjectives redefined as the motives, rhythmic patterns and 

harmonic embellishments; and relative clauses used as different 

cadences or chords to indicate the changes of phrases in the 

form of the song. 

a)  Part of speeches 

 

To grasp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poetry and music, he 

first breaks the music into the parts to analyze the par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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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He uses Mozart’s G minor symphony as an example; 

he introduces the part of speech for bonding the rhythmic 

pattern to “verb”[24,25], harmonic modifier to an 

“adjective”[24], and the initial seed of the melody to a 

“noun”[26]. He also mentions about the emphasis by 

demonstrating the repetition.[24]  This will also be demonstrated 

in the later chapter with the example of the song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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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otes or melody of the noun was demonstrated, 

the rhythmic modifiers were identified as verb in the part of 

speech. He used triplets and syncopations as the typical 

American jazz rhythms.22) Another reason that he used these 

kinds of rhythms was that he tried to make the text more 

speech like sound by using those patterns.23) The example will 

be shown later in the analysis of the song cycle. 

Furthermore to the use of nouns and verbs, Bernstein 

arranges the harmonic embellishments as adjectives. Bernstein 

brings the idea of another important aspect of adjective, which is 

called, “zeugma.”Zeugma is one of the figures of speeches 

meaning of two nouns described by one adjective. By using the 

Chomskian ambiguous sentence: The whole town was populated 

by old men and women, he argues about the word women with 

the confusion of two different meanings of women, one is as the 

old women and the other one meaning women in all ages. Using 

the zeugma, the word“old” can be deleted and yoked to the single 

adjective old.24) Similarly, he demonstrates the zeugma in music by 

illustrating the harmonic embellishments in Stravinsky’s 

Petrouchka. [28]25)

[28]

22) Paul Myers, Leonard Bernstein (London: Phaidon Press, 1998).

23)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4)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121

25) Leonard Bernstein,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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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t nouns are decorated with the same 

harmonic modifier as it is similarly shown again in the fourth 

song of the cycle, ‘The Big Indian’later in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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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tructuresofthesentence

Furthermoretothepartofthespeeches,healsodiscusses

aboutthestructureorform ofasentence.Hefirstintroducesthe

importanceofamotive,whichcanbeunderstoodasthemainsubject

orthethemeofasentence.26)

Heusesmotivetostartthesentenceandusingharmonicand

rhythmicembellishmentstomakeawholesentence.

Bernsteinusesthewaytomakethesentenceandthosesentencesor

phrases can be connected by the musical relative clauses or

punctuations.The example of Wagner’s Tristan und Isolde,he

createsasentencebyputtingtwomotivestogether.[30]

[30]

Thesecond motivestartson theending noteofthefirst

motive.By interconnecting thesetwomotives,Wagnerproducesa

form of a sentence.27) He also uses participles to connectthe

26) Leonard Bernstein, Young People’s Concert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0).p.16

27) Leonard Bernstein, Young People’s  Concert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0).

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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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essmoothly.Hereistheexampleofthelanguageform ofthe

deletionandembeddingofthethreedifferentsentencesbyusingthe

participles.[19]28)

[19]

1)Johnwasglad

2)HarrypersuadedJohn

3)John(to)takeupgolf

1) Johnwasglad(that)

2) HarrypersuadedJohn

3) …(to)takeupgolf.

Musicalexampleswillbeshowninthelaterchapterswith

theanalysisofthesongcycle.

 

c) Intonations

 

Later on, to make the sentence sound more interesting 

and easy to understand, he provides the importance of speech 

dictated intonations and accents. He introduces the notion of the 

symmetrical instincts: defined it as dualism. He explains that the 

dualism arises from the very structure of our bodies such as the 

systole and diastole of our heartbeats, the left-rightness of our 

walking, the in-and-outness of our breathing, in our maleness 

and femaleness; by applying them to the strong and weak beat 

28)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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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the accented words and unaccented words.29) Bernstein 

illustrates the example of the G minor symphony to show the 

strong beats and weak beats.[32]

[32]

As Bernstein demonstrates Mozart’s Symphony to show 

how the strong/weak beats are illustrated with the multiple 

29)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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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s against each other. The composer creates an ambiguous 

metrical context, which gives a simple rhythmic tilt to the piece, 

and represents its aesthetic intr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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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Spirit

 

As Bernstein set the linguistic analysis of the music 

intellectually with the subject of ‘mind’, he also provides the 

emotional expressions by provid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figures of speech to the musical aspects. Bernstein notes 

that the metaphor is the key to the poetry. Metaphor is one the 

figures of speech that is used for the comparisons without using 

the words, like or as where as the simile is used with the words 

of like or as. The statement he just mentioned,“the metaphor is 

the key to the poetry”30)would also resulted as a metaphor. He 

reassembles the words of the poetry to make it as a prose to 

understand the metaphorical meaning deeply and gather them 

together again to express the meaning of the poetry. The 

correlations of the metaphorical expression are apparently 

demonstrated musically and textually in the cycle of ‘I Hate 

Music’. The figures of speech can be illustrated by providing 

the different harmonic expressions, the changes of tempo to tell 

the atmosphere, and finally the word paintings; several examples 

of metaphorical expressions in the song cycle are arrayed below. 

     a) Harmonic expressions

 

As mentioned earlier with the internationally shared sound of 

‘ma’ in the word of mother, Bernstein provides different 

harmonic expressions of calling mother in different situations. 

30)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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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nd‘MA’is gliding in one example: One is defined as an 

ictus and the other one is for the interrogative. [6], [7] The last 

one is to exemplify the speaking like singing as is the mother 

could not hear his or her voice. [8]31)

Hence Bernstein links the idea of a sound to simple 

musical flow; he also mentions that the deepest universals we all 

share are the emotions such as passion, fear, anticipation, 

aggression, and etc. The emotions can be expressed differently 

when we speak and it also applies to the musical, emotional 

expressions as well.

He also shows the examples of different kinds of chord by 

modifying chord of the Fate Motive in Wagner’s Ring Operas to 

illustrate the different descriptions of a noun, which is the 

adjective by providing below chords [11], [12], [13].32)

31)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15

32)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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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kinds’ examples are also dealt in ‘I Hate 

Music’ song cycle later in the chapters.  

b)atmosphereoftempochanges

Bernsteinoftenusesthechangesoftempoandatmosphereof

themusictoexpresstheclearcontrastingimages.Hesupportsthis

ideaby providing thewholeverbalanalysisofBeethoven’sPiano

Sonat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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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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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atthislonganalysisofthewholepiece,Bernstein

interpretsitdifferentlywithdifferenttemposprovided.

c)wordpaintings

AsBernsteinusedvariousaspectstocorrelatethelinguistic

aspectstothemusicalaspects,themostdelicateexamplesofthe

metaphoricalexpressionsinhismusicwerethewordpaintings.

Beforegoingintothespecificexamplesillustratedbythe

song cycle, here is the demonstration of Bernstein’s own

interpretation ofStrauss’sDon Quixote’sword paintings.Later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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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shisideatoStrauss’soriginalintentionofthesongandby

looking atthesecreativeinterpretationsthathemade,wecantell

thatBernsteinusedhisgreatideasofwordpaintingsinhisown

worksaswell.

Hemakesthestoryas:33)

Therewasabig cityandtherewasaprison.During the

nighttime,while otherprisoners busy snoring,one man stayed

awake,becausehewasinnocenttobeintheprisonandheplayed

fluteallnightalong.Thisonemaniswaitingforthesupermanto

cometosavehim.Thereisthesoundofasupermancomingwith

hismotorcyclethrough theroad.Thisistheinterpretation ofthe

violinplayingaggressively.

Andthenthesupermanwillwhistleassecretsign.

Whilethesupermancomestotheprison,theotherprisonerswould

snoreandthereedinstrumentwilldoasfollows:

33) Leonard Bernstein, Young People’s Concert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0).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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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oundoftheflutegradually increasesasthesuperman goes

closertohisfriend.

Aftercoming intotheprison,thesuperman hitstheguard’shead

‘bang’.Thepercussioninstrumentsuddenlyplaysthebelow note.

Whilethesnoringsoundscontinue,theflutestopsandthesuperman

escapewithhisfriend.Thesnoringsoundgraduallydiminishesand

theorchestragivesthemaincharacterthefreedom.

Allthese interpretations are very attractive while itis notthe

originalinterpretationofthecomposer’sperspective.

DonQuixoteisaboutasillyoldmanwhoreadsomuchabouta

knightsavingabeautifulwoman.Hehimselfwantedtobelikethe

knightandbringstheolddonkeywithhim tosavehisownprin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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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hiscompanion,SanchoPanza,showedintegritytowardtheold

guyandheknew thathismasterwasdoingsomethingverysilly

andhelaughedtohimself.Whiletheywereontheroad,theymeta

flockofsheepalongtheway.Andoneshepherdplaysthefluteand

DonQuixotemisinterpretedtheshepherdasanenemy.Heattacked

theflockofsheepandtheshepherd.Theflockofsheepspreadout

andranaway.

Likewise, Bernstein carefully explained his idea of

musico-linguisticsandthoseexampleswerefoundinhisownsong

cycle,‘IHateMusic’.Lookingatthedatesthathecomposedthis

songcycle,Fivekid’ssong,IHateMusic,thedateswereclosely

related to the time when he was considering deeply aboutthe

‘UnansweredQuestion’,whichwasthebookpublishedbasedonhis

study ofmusico-linguistic.Thisprovesthatthissong cyclemust

have been written after the long deliberation of Bernstein’s

musico-linguistic.

Although Bernstein interconn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andmusic,hementionsthatthesurfacesolutionoftwo

categorieswillberesultedasslightlydifferentway.Evenifthecore

idea,whichistheideathatthebothmaterialscanbedefinedas

prose he explains the functions ofmusic willonly work as an

aestheticfunctionwhereasthefunctionofthelanguagecontainboth

acommunicativefunctionandanaestheticfunction.Hestatesthat

themusicitselfcansolelybethechunkofaprosebyrelatingthe

ideaswithrelativeclausessoasthelanguages,buttheproseofthe

languagecanbeinterpretedbyenumeratingthesetsofwords,which

canbeconcludedaspoetry.[20]Toexplainindetails,musiccanbe

expressed multiple“strings”atonce-form,melody,harmony and

rhythm forexample-whereaslanguagecanonlydeliveronewor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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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mesequentially.Thereisanothertheoryhearguesandthatisthe

solenoteoranisolatedeventcannevermakeaspeechormakea

meaningwhereasthesoundoflanguagecanobtainthemeaningof

itselfsuchas“Ah!”can sufficientlyconveythemeaningofitself.

However,thisideaofisolatedsoundwillmayormaynotbedealt

later in the chapter with specific examples,because the most

importantideaofBernstein’smusico-linguistictheoryinthispaperis

how both of the subject are resulted in prose,but arranged

differently,onewiththesurfacestructureofmusicandtheotherone

with the super-surface structure ofthe poetry.As an advanced

interpretation,this paper willanalyze how the musicalprose is

formedbygivingtheactualexamplesofBernstein’smusicaltheory

founddelicatelyin‘IHateMusic’cycleandhow theproseofthe

linguistic,which isthepoetry,isenumerated coinciding with his

musico-linguistictheory.

[20]

 



- 47 -

D.Analysis ofthe Five kids song cycle,‘I

HateMusic’

ThissongcyclewasdedicatedtoEdysMerillandshesaid,

“Iwasworkinginawarplant,”shesaid,“andIwasatthefactory

allthroughthedayandmusickeptgoingallthroughthenight.I

would walk around the apartmentwith my hands overmy ears

screaming,‘Ihatemusic—ladedadeda,’andBernsteinwrotea

cycleofsongsbasedonwhatIscreamedanddedicatedittome.”

Koussevitzkyrefusedtoallow BernsteinandToureltoprogram the

songsunderstandingthissongcycleasanobviouspopularstyleand

wasnotseriousartsongs,butwhenthesongcyclewasrepresented,

somanypeoplelikeitandtheywerelaterinvolvedasoneofthe

famousAmericanArtsongcycles.34)

Bernsteinwrotehisowntextsforthiscycle.Theyareall

inthefirstperson’sview asachildtellingastory.Althoughthe

textsarenotrelatedtoeachother,thesingerhastosingcoherently

withtheirownunderstandingoftenyearoldchild’smindforallfive

songs.Thechildvoicesheropinion strongly.Thefrivolity ofthe

textsappealedtothepopularaudienceandthesongsareintroduced

withtwentiethcenturycompositionaltechniques.Thesetextsallowed

Bernstein tobeprecocious,rebellious,irreverent,andunpredictable,

whichmightbethetypicalcharacteristicsthatexplainhischallenging

lifebackground.Hechoseto demonstratethisthrough a melodic

compositionalstylethatoftensoundsimprovisationalandtoinstillthe

34) Joan Peyser, Bernstein: A Biography, revised and updated (New York: 

Watson-Guptill Publications; first publication,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7)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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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otes for 

the accompaniment

 E

 Rhythm 2/2   -> 3/4 -> 2/2 ->3/4 -> 2/2
 Tempo  Moderato

 Accompaniment 

and the 

harmonic features

 The resonance of wide ranges of 

7th and 9th acts   as an important role. 

 Typical feature Ten   year old girl’s suspicious mind 

including her rebellious mind, but 

introducing   herself sweetly. 

accompaniments with jazz-influenced metric accent displacement.

Furthermore,thereisevidenceofdeliberateword paintingsfound

withintheaccompanimentsaswellasthevocallines.Thefollowing

isanoverview ofeachsonginthecycle.35)

ⅰ)MyNameisBarbara

Mymothersaysthatbabiescomeinbottles;

Butlastweekshesaidtheygrew onspecialbabybushes.

Idon'tbelieveinthestorks,either!

They'reallinthezoo,busywiththeirownbabies!

Andwhat'sababybush,anyway?!

MynameisBarbara

Thissongisaboutagirlwhoiscuriousaboutwhathermother

hadsaidaboutwherethebabyisborn.Theform ofthesongiswith

35) Yugo Sava Ikach, “A study of selected songs by Leonard Bernstein which reflect 

his contribution to the evolution of art song in America.”DMA Diss., (Morgantown: 

West Virginia, 2003).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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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 and through composed.While the accompanimentgoes

slowly with the plodding rhythm expressing the suspicious and

curiosity,thevocallineissungwithverylegato,contemplativelikea

mothercalmlysettingoutthenonsensewordstoalittlegirl.Asit

ismentionedpreviously,Bernsteinusessyncopationsinthefirstsong

toexpressthelittlegirl’scuriosityandtheconfusionofwherebabies

comefrom byillustratingtheploddingrhythms.

Bernstein uses plodding rhythms in the accompaniment

throughoutthe song untilthe denialofthe girlappears on the

measure10.[52]Bernsteinwroteaccompanimenttosustainitschord

toshow thestrongdenialofthegirl’sdisbelief.

[52]

Here,he also applied the harmonic expression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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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expressionasitwasshownintheWagner'sexamplein

the'spirit'partbefore.

There is another example of the participle deleting and

embeddingatthesametimeandthisistoillustratethesimilarform

ofclausesandparticiplesinlanguage.[54]36)

[54]

Here,Bernstein usesBb and following Eb to connectthe

previoussentencewith thenextsentence.(Idon’tbelievein the

storkseither!-> they’reallinthezoo,)Aftergivingtheperiodby

providingeighthnoterest,hestartsanothersentencewithnew GM9

chord,heconnectsthenexttwosentenceswithwriting theword

‘and’withhighAnotetocontinuetothenextsentence.

After she resentfully questions,“And what’s a baby bush

anyway?!”,sheconcludesherconfusedmindofthebaby’sbirthwith

36)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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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firm identity,“mynameisBarbara.[53]

[53]

ⅱ)JupiterhasSevenMoons

Jupiterhassevenmoonsorisitnine?

Saturnhasamillion,billion,trillionsixty-nine;

And everyone is a little sun, with sixlittle moons of its

own!

Butwehaveonlyone!

Just think of allthe fun we'd have ifthere were nine!

Thenwecouldbejustninetimesmoreromantic!

Dogswouldbay’tiltheywerefrantic!

We’dhaveninetidesintheAtlantic!

Themaninthemoonwouldbegig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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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otes 

for the accompaniment

F(m. 1~13) -> E(m. 

14~20)-> Ab(m. 21~26) -> 

F(m.   27~32) -> 

A(m.33~38) ->

 Bb(m.39~41) ->   

Db(m.42~50)

Rhythm 5/8 -> 4/8-> 5/8 -> 4/8 

->5/8 -> 4/8 ….

Tempo Allegrovivace -> Molto meno 

mosso -> Allegro vivace   -> 

Molto meno mosso -> 

Allegrovivace
Accompaniment 

and harmonic feature

Syncopations, lots of tempo 

changes, staccatos, word   

paintings

Typical features Emotions of a girl fluctuates 

dramatically from excitement   

and the sadness.

Butwehaveonlyone!Onlyone!

Inthesecondsong,Bernstein furnishesan accompanimentthatis

light,and rhythmically complicated,featuring a meterof5/8 and

utilizingeighthnotestocreateaskippingquality.Heachievesthis

byalternatingtwomeasuresof5/8meterwithoneof4/8meter.As

therhythmicmodifierswereidentifiedasverbinthepartofspeech,

he used triplets and syncopations as shown below. The

accompanimentplaysanirregularrhythmicmotivewithstaccatosto

providethemovementofthesparkling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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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extissetsyllabicallyandspeedsalonginvariationsof

eighth noterhythmicpatternsusually ending each phrasewith a

sustainednote.Themusiclandsstronglyonthe4/8atlast.Bernstein

purposelychosetheasymmetricmeterof5/8,becausehebelieved5/8

meterand7/8metertobewellsuitedtoAmericanmusicandspeech

patterns.Thisrhythmicpattern showstheimageofalittlegirl’s

limitedmindofthoughtsfrequentlymovingonemindtoanother.

Furthermore,by interconnecting thetwomotiveslikeusing

the clauses in the sentence,he creates the longersentence.He

connectsthetwomotivestogetherinthebeginningofthesong.[3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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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theprelude,Bernsteinmakesthevocalphrasetostart

likethepreludebutleapsupwardafifthfollowedbyadescending

skipofathirdontheword“seven.Thisleapinghighnoteshowsthe

emphasis ofan amazing factthatJupiterhas seven times more

moonsthaninEarth.[55]

[55]

Sheexpressesherexcitementbysingingseriouslywithpiano

with ascending phrases ofchords in F majorto A majorwith

growingexcitement.Thenhemovesthechordstominorandatlast

totheclimaxofDbmajorchords.However,sheissuddenlyashamed

withtherealitythattheEarthonlyhasonemoon.

Thenshegoesbacktotheexcitementofimaginingthe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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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again.[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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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developing excitementisclearly shown with growing

dynamicsandwithindustriouslyplayedeighthnotes.Theexcitement

grows with rhymed words,romantic → frantic → Atlantic →

gigantic.

ByrecallingtheDonQuichoteexamplementionedinthe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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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ing,Bernsteinusedtheintentionstoapplythewordpaintingsto

thissong.Theaccompanimentexpressesthestrongchordwithforte

onthe“giganticman”inmeasure,41

Afterthestrong"gigantic"chord,thegrandarpeggioofaminor

isillustratedtoshow asifarealgiganticmanappearedrightin

frontofthegirl.ThenthemusicgoesbacktotempoⅡ withthe

fortissimotoshow thegreatlamentingandashamednessofthefact

thattheearthhasonlyone.

Furthermoretothewordpaintingexamples,here,asBernstein

demonstrated Mozart’s Symphony before, he illustrates another

techniquetomakethesong interesting.Hedemonstrateshow the

strong/weak beatsareillustrated with themultiplelayers against

eachother,Bernsteinsimilarlyprovidesthemeasuresofstrongand

weakaccentswithinthephraseinthissong.[33]

[33]

Healsoprovidestheexamplesoftempochangesinthissong

aswellitwasmentionedearlier.

Ashewritesthissong,heillustratesthedifferencesinemotional

expressionsoftenyearoldgirl.Thebelow musicshowsthatthegirl

is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having nine moons and the

accompanimentplaysanirregularrhythmicmotiveinTempoI.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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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 fluctuates as the girl’s thoughtand emotionalexpressions

fluctuate.[17]

[17]

Themotivethatconstantlyappearsintheaccompanimentis

lightlyplayedwithstaccatostogivethesparklingstarsorgalaxy

imageinalittlegirl’simagination.[18]

[18]

However,thetempochangeswhenshetalksaboutthereality.[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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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themusicgoesbacktotempoⅡ withthefortissimotoshow

thegreatlamentingandashamednessofthefactthattheearthhas

onlyone.

After looking atallthese musicaltechniques and tempo

changesofthesong,wecanseethatBernsteinfinishesthesonglike

Beethoven’sPianoSonata,BernsteinunderstandsBeethoven'ssonata

as“invokingtears,passion,temper,bribery… Icouldgoonbuilding

awholedramaofpleadingandrefusal– nothingspecific”..– buta

dramanonetheless,ending upin thelastfew bars,with yielding,

compromise,andafirm agreement.”37)[21]Bernsteinbringsthisidea

ofyielding,compromisingandfinishingwiththefirm agreementto

theendingofJupiterhasSevenMoons.[22]

37)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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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Bernsteinconcludesthemusicwithreluctantlyagreeingand

acceptingthetruth.

LIkewise,theplayfuland curiousinnocenceofthegirlis

demonstrated throughoutthe melodic and rhythmic patterns and

tempochangesofthe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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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otes for 

the accompaniment

C(m.1~12)→ D(m.13~14) → 

E(m.15~17) → F#(m.18~19)  

 → G(m.20~21) → 

A(m.22~24) → F#(m.25) → 

G(m.26~27)

Rhythm 4/4 → 2/4 → 4/4 → 2/4 → 

4/4 → 2/4

Tempo Sostenuto -> Allegro molto 

-> Sostenuto   

Accompaniment 

and harmonic feature

 Strong chords played to 

express the strong   denials, 

ⅲ)IHateMusic

Ihatemusic!

ButIliketosing:

ladeedadadee;ladeedadee.

Butthat'snotmusic,notwhatIcallmusic.

No,sir.

Musicisalotofmeninalotoftails,

makinglotsofnoiselikealotoffemales;

Musicisalotoffolksinabigdarkhall,

wheretheyreallydon'twanttobeatall;

withalotofchairsandalotofairs,

andalotoffursanddiamonds!

Musicissilly!Ihatemusic!

ButIliketosing:ladeedadadee:

ladeedadee:ladeeda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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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legato arpeggios in allegro 

molto; no accompaniment 

when the   girl sings to 

herself. Sequence of the vocal 

line with rhymes.

Typical features  Strong chords are played for 

the 

denials and broken legato 

arpeggios are played 

continuously to 

set out the silly 

meaning of the music.

BernsteinwrotesingleEnotetostartfrom thevocallineand

givestheemphasisontheF#major9chord.Onthestrongchord,he

addsthetenutoandanaccentandsuddenlychangesthedynamicto

pianoandlegatovocallinetoshow thecontrastof“hate”and”like”.

[58]

[58]

Toprovetheclearexpressionsofthehate,Bernsteinusedthe

exampleoftheharmonicexpression. Thiswasalsodealtin'My

nameisBarbara'.FollowingtotheaboveFchordexample,thereis

anotherbroad,strong dm chordplayed with accentstosho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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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disbeliefofachild.[15]

[15]

Thisstrongf#M9chordclearlystandsfortheword“hate.”In

additiontothestrong"hate"chordofhamonicexpression,here,we

canalsoseethatheusedtheexampleofclauses.Bernsteinusesthe

chordparticipletoconnecttwoideastogether.[33]

[33]

ThetwosentencesareconnectedtogetherwiththeF#chord.

Measure,4asksthesingertosingwithoutanaccompanimentfreely

andcarelessly asifagirlisfreely singing toherselfwith non-

harmonicprocessofthenotes.[59]Thenextphraseisillustrated

withlegatovocallinewithunbrokenchordsasifthegirlislessoning

herthought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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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0]

Aftershe explains herthoughts with various chords and

melodies,the tempo changes to allegro molto.Now the girlis

diligentlyenumeratingthemeaningofthemusicusingtheform of

zeugma.As itis mentioned earlier,he uses “lots of”fo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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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nouns.Ex)Musicisalotofmeninalotoftails,making

lotsofnoiselikealotoffemales.Music”isthesubjectforallthese

meanings.Soitisaccentedwithforteinthebeginningoftheallegro

molto.Thewords,‘folks,hall,don’t,all,chairs,airs,furs,diamonds’

areallrhymesthatareaccentedwithforte.Asthedynamicgradually

growsuntiltheAm7chordofdiamondsappears,theangerofthe

littlegirlisgrowingtoo.[61]Aftertalkingsofast,angrily,thegirl

wrapsallthesesillymeaningsofherowninterpretationofmusicas

onesolutionthat‘Musicissilly’andreturnstotheintroductionofthis

song.Thesongisfinishedwiththegirlsingingtoherselflikeatone

deafsingingproudlytohisorherself.[6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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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ntionedearlierabouttherhythmicpatternasverbs,this

isanotherexampleofrhythmicpatternthatshowstheactualactions.

The16th notesflowingarpeggioaccompanimentinthethirdsong,I

HateMusic,conveystheideaofthemeaninglessmusicintenyear

oldgirl’sperspective.

We can also see that he has applied the example of

strong/weakbeattothebelow partofthesong.[34]

[34]

ⅳ)A BigIndian

AbigIndian

andalittleIndian

werewalkingdownthe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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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otes for

the accompaniment

C

Rhythm 7/8 → 8/8 → 7/8 → 9/8 → 

5/8 → 7/8 → 5/8   → 7/8 → 

8/8

Tempo Sostenuto -> Allegro molto 

-> Sostenuto   

Accompaniment and harmonic 

feature

Eighth notes standing for the 

walking   phase, 

Typical features  The little girl is excited to 

tell the riddle to other people.  

ThelittleIndianwasthesonofthebigIndian;

butthebigIndianwasnotthefatherofthelittleIndian:

Youseetheriddleis,

ifthelittleIndianwasthesonofthebigIndian,

butthebigIndianwasnotthefatherofthelittleIndian,

whowashe?

I'llgiveyoutwomeasures:

Hismother!

Bernstein uses the noun methods,which was mentioned

previouslytoshow how thesepartofspeechesaredemonstratedin

thebelow.



- 69 -

Youcanseethatthereisacorrelationbetweentherhythmic

pattern and verb thatexplains the eighth notes as two Indians

walking down the streetor the ten year old girlcontinuously

thinkingoftheriddlethatthebigIndianisnotyetidentified.

In addition,there appears the example ofzeugma as mentioned

previously.Themain notesin thechordsaredescribed by same

patternsofthemelody and thatmelody can betheharmonically

embellishingadjectivetothenoun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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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resultis an accompanimentand vocalline that

appearunrelated and difficultatfirst;however,later,a cohesive

unitedharmonyappearsthroughtheserhythmicgroupings.Withthe

word“Father,”thethreeparts(righthand,lefthandandvocalline),

matchoneverydownbeatforsixmeasuresconsecutively.”38)[63]

In the lecture of ‘Unanswered Question’, Bernstein states the

Chomsky’sideaofcreativityusingtheideaofpianoplayingHanon.39)

Here,the left hand of piano plays like Hanon and it

continuouslycreatesnew flow ofeighthnotesandthatbringsthe

idea ofa ten yearold child endlessly thinking within herown

boundary. Healsousestheclearexamplesofstrongandweakbeat

as mentioned before in Mozart’s G minorSymphony.This song

containstheaspectsofjazzandlotsofsyncopationsshouldbeplayed

wellandsungplayfully.

Asitwasmentionedbefore,Bernstein usesthemotiveto

startthesentenceandusesmusicalclausestoconnectthesimple

sentencetogether.Oneexampleisprovidedbelow followedbythe

TristanundIsoldeexample.Heusedthemainmotivetocreatethe

sentenceuntilthenextmotivestartsthesecondsentence.[31]

[30]

38) Yugo Sava Ikach, “A study of selected songs by Leonard Bernstein which reflect 

his contribution to the evolution of art song in America.”DMA Diss., (Morgantown: 

West Virginia, 2003). p. 43.

39)  Leonard Bernstein, The Unanswered Question: Six Talks at Harvard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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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Furthermore,this song also provides the example of word

paintingsasmentionedearliertosupporttheideaofrhythmicpattern.

Astheaccompanimentcontinuesfrom themeasure13,thedynamics

andtherhythmicpatternrisewithstrainandexcitementasifthe

curiosityandconfusionaregettingworse.Theaccompanimentcarries

theexcitementandtensionwiththeascendingnotesandwithmore

eighth notes leaping high and low;and releases atonce with

dramaticallydescendingafterthe“father”asifarollercoastercarries

thetensiontothepeakandsuddenlyreleasingthetensionbygoing

downquickly.[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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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steinusedanorchestralform ofaccompanimentcarrying

withdiverseprocessextending themotivetothelargerscale.As

listeningtothisprocess,thesizeoftheaccompanimentenlarges.The

questionablecuriosityincreaseswiththefastmovingeightnotesin

theaccompaniment.

Healsousesanotherexampleofstrong/weakbeatexample

aswellasthewordpaintings.[3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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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hestrong/weakbeatsofspeechdictatedintonationsare

shown,thereisanotherexampleofzeugmaisshownaswellinthe

example of [34].However,this time,it is not the harmonic

embellishmentsbuttextually:lotoffemalesandlotoffolk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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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steinorganizestheriddlewithspokenwordslaterinthe

songtobringtheaudience’sattention[64]andfinallyfinisheswith

givinganswerwithEmajorvocallinesof“Hismother!”.[65]

[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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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BernsteindemonstratestheriddleofaBigIndianand

thistextmightapplytohisownlifethatforBernsteinhimself;his

motherwasalwaystheonewhocaredhim andledhim tostudy

musicconstantlywhereashisfatherwastheonewhowasnotas

supportingashismother.40)

ⅴ)I’m aPersonToo

I’m apersontoo

Ijustfoundouttoday

thatI'm apersontoo,likeyou:

Ilikeballoons;lotsofpeoplelikeballoons:

Butev'ryonesays,"Isn'tshecute?

Shelikesballoons!"I'm apersontoo,likeyou!

Ilikethingsthatev'ryonelikes:

Ilikesoftthingsandmoviesandhorses

andwarm thingsandredthings:don'tyou?

Ihavelotsofthoughts;likewhat'sbehindthesky;

40)  Lazo, Caroline Evensen. Leonard Bernstein: in love with music. Minneapolis: 

Lern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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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otes for the 

accompaniment

F(m.1~9) → A(m.10~16) → 

Ab(m.17~25) → G(m.26~32)  

 → F(m.33~39) 

Rhythm 4/4 → 3/4 → 4/4 → 3/4 … 

5/4 

Tempo Moderato -> Andante -> 

Moderato ->   Andante -> 

Moderato -> Meno mosso
Accompaniment and harmonic 

feature

Following the vocal line and 

supporting   with polyphonic 

chords when the girl is talking 

like sighing

Typical features  Tempo and emotional 

expression fluctuates between 

the depression and angriness

andwhat'sbehindwhat'sbehindthesky:

Butev'ryonesays,"Isn'tshesweet?

Shewantstoknow ev'rything!"Don'tyou?

OfcourseI'm veryyoung

tobesayingallthesethings

infrontofsomanypeoplelikeyou;

butI'm apersontoo!

ThoughI'm onlytenyearsold;

I'm apersontoo,likeyou!

Bernsteinwritesdifferentclaimsoftenyearoldgirlthatshe

shouldnotbedifferentiatedbyanyreason.Thismighthavecome

from theideaofhisownexperienceofbeingdiscriminatedbythe

reason thathewasaJewish during anti-Semitism and aunique

musician from hisfamily thathisfathermostly disagreed on his



- 77 -

musician’slife.

Thissongalsopresentsthe‘charming’and‘sweetness’ofthelittle

girlandattheend,shebrieflyandboldlyexpressesheridentitythat

sheisapersontoolikeanyotherpeople

Thetextissunglikerecitative,speech-likepatterntoshow her

statements ofdisappointmentthatshe is treated differently from

others.Here is another example oftempo changes in different

atmosphere.In tempo Ⅰ[23],she sings with majorchords with

positive,happymoodsthatshejustfoundoutshewasapersontoo,

butintempoⅡ[24],shesingswithdisappointmentwiththemetric

accentstressingbeatsoneandthreefollowedbyasustainedchords

accompaniment. When she sings in the meno mosso,[25] the

atmospherechangesonemoretimewithtenutosineacheverynote

toemphasizethedignitythatshetriestoexpress.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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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aterboldlyexpressesthatsheisapersontoowithforte

andaccentednotes.Thisistheexamplesofwordpaintings.Heuses

thedynamicchangesaswellasthebroadchordtoshow thestrong

expressionsofthelittlegirl.[25]

[25]

Ⅲ.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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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viewing the musical analysis and the correlations of 

musico-linguistic within the song cycle,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each song in the song cycle, although they are written 

playfully with conspicuous jokes and charming expressions, is 

written as accurately with accurate use of musical elements and 

deep considerations of musical phrases. 

     Bernstein used different elements from linguistics and 

applied them to the individual elements in music. He used the 

introducing theme or motive of the phrase, which can be the 

subject noun that contains core aspect introducing the sentence 

and he additionally used various rhythmic patterns as verbs and 

harmonic embellishments and modifiers as adjectives to make the 

sentence as whole. He sometimes used musical conjunctions 

such as chord progression, tempo changes, key changes, and 

sometimes directly conjugating one motive to another using 

enharmonic note as if the sentence is connected with semi colon, 

to make the entire musical prose. Bernstein also used figures of 

speech as metaphors and simile both textually and harmonically 

to complete the artistic works to be more interesting and 

practical.  By understanding the music deeply with breaking them 

into musical elements, it draws me to have a closer view of the 

song cycle and dainty expressions of its own; and now I have 

distinguished the individual phrases, it must help me to express 

the whole music not just separate debris of music but as an 

artistic prose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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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Introduction(서론)

번스타인의연가곡‘IHateMusic’을 연구 주제로 삼게 된 것은 우연치 않

게 온라인 상에서 상을 보자마자 필자의 어린 시 을 상기시키는 가사

의 표 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번스타인의 생애와 그의 음악 특징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한 번스타인의 음악 특징을 연가곡에 연

지어 연구하기로 했다.

번스타인의 음악 유비를 연구한 책을 읽으면서 특히 그의 음악과 언어

의 상 계에 한 이론에 필자는 심을 가지게 되었다.연가에 한

분석들을 이해하고 나서 필자 한 이 연가가 쓰여지게 된 시기,특히

번스타인이 많은 음악 이론들을 생각하게 된 시기,즉 코 랜드의 피

아노 변주곡에 특별한 심을 두고 음악 요소에 해 많이 생각하게

하면서 작곡을 했던 시기들을 살펴보게 되었다.아울러 그의 음악 이

론들을 고려하면서 이 연가에 나타난 들과 음악 -언어 그의 사고

를 연 지어 연구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IHateMusic’안에 있는 다섯 아이들에 한 연가를 분

석하고 논의하게 될 것인데 특히 음악과 언어의 계를 번스타인이 어떻

게 이해했는지 볼 것이며 더 나아가 어떻게 미국사회와 미국사회의 음악

문화가 번스타인에게 향을 주고 그때 당시 유 인이 음악가로 성

하기엔 힘들었던 시기 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인의 삶을 추구했던 번스타

인의 삶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그의 삶을 연구함에 있어서

는이 연가곡을 작곡하기까지 인종 차별이 심했던 미국에서 유 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해 살펴 볼 것이다.이어서 그가 미국 사회에서

어떠한 흐름 안에서 유명한 작곡가 는 지휘자가 되었는지도 살펴 보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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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Body(본론)

A. 드번스타인 (LeonardBernstein)의 삶

드번스타인 (LeonardBernstein)은 매사추세츠 주 로 스라

는 도시의 로 스 종합 병원 에서 1918년 8월 25일에 태어났다.원래 이

름이 CharnaResnick 과ShumuelBernstein이었던 그의 유 인 부모는

미국에 이민하면서 JennieResnick과 Sam 번스타인으로 개명하 고 그

들은 미국에서의 이민자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그의 부모는 미국에서

거의 이혼 직 이었지만 드번스타인이 태어남으로 인해 다시 결합

할 수 있었다.

그의 음악 교사이며 그의 음악 멘토 던 SergeKoussevitsky

는 제 2차 세계 이후에 지배했던 반 유 주의의 향과 으로부

터 드를 보호하기 해 그에게 개명을 권했지만 그는 유 인으로서

의 자신의 정체성과 유산들을 사랑했기에 여 히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

꾸지 않고 유지하게 된다.미국 사회에서 차별될 수밖에 없었던 유 인

의 정체성의 문제 뿐 아니라 번스타인은 20세기 에 있었던 미국의 많

은 사회 이슈들 사이에서 부딪치게 되고 험난한 고를 넘어야 했으며

한 그의 이러한 삶은 개인 인 가정사나 사회 갈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자신의 음악 인 부분에서도 많은 향을 주게 된

다.

어릴 때 천식이 있었던 그를 해 그의 어머니는 항상 빅토리아

시 때의 음악을 들려주곤 하 는데 이 때문에 번스타인은 어릴 때부터

종교음악에 많은 향을 받았으며 한 번스타인은 어릴 때부터 언어

구사에도 재능이 있었다.자서 작가인 험 리 볼튼은 다음과 같이 그

의 재능을 묘사한다.“가족들은 그를 작은 노인이라고 불 다.그는 두

살에 이미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곤 했기 때문이다.”

번스타인의 아버지는 그가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문 직업을

가지고 수입이 많은 일을 하든지 혹은 자신의 가업을 도와주기를 바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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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지만 번스타인의 음악에 한 열정과 일 성은 결코 꺾이지 않았

다.번스타인은 재정 인 어려움에 착할 때도 있었고 그의 부인의 반

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는 음악 재능을 키워나갔다.그가 역경에

부딪치거나 고난이 있을 때 마다 그의 어머니만은 유일하게 그를 지원하

고 격려해 주었다.

그의 나이 열 살 때 숙모 던 클라라가 그에게 피아노를 선물로 주었는

데 그 일은 그가 음악을 그의 삶의 목표로 정하는 아주 요한 계기가

되었다.그는 이 게 회고한다.“피아노가 도착한 날 나는 피아노를 만지

던 일을 기억한다.그때부터 지 이 순간까지 나의 인생이 음악에 있다

는 사실을 의심한 이 없다.”

언어 재능이 있었던 번스타인은 어릴 때 가까운 친구들과

그의 이를 모아서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어 내는 소 “국가”라는 모

임을 만들기도 했다.

14세 때에 번스타인은 이미 작곡과 편곡을 하고 심지어는 피아

노 조율까지 할 수 있었다.번스타인은 어린 시기에 무척 호기심이 많았

는데 거의 모든 일에 편집 일 정도로 몰두했다.그는 자주 기계들을

분해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궁리했는데 이러한 그의 성격

이 그의 음악 작곡에까지 향을 미쳤다.

1932년 번스타인이 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보스톤에

있는 라틴 학교에 입학했고 거기서 그는 HeinrichGebhard라는 피아노

선생을 만났다 HeinrichGebhard선생은 번스타인이 뛰어난 음악 재

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 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고 난 후에 HelenCoates라는 선생에게서 부족한 테크닉을 배우도록

슨을 시켰다.BostonLatinschool에서 번스타인은 음악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근면함을 배웠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높은 수 의 공부를

할 수 있었다.

1934년 여름에 Sharon players 라는 그룹을 조직하고

Gilbert&Sullivan이라는 쇼와 비제의 카르멘에 출연하 다.1935년에 번

스타인은보스톤 라틴 학교를 졸업하고 음악 공으로 하버드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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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서야 그의 아버지는 마지못해 번스타인이 가는 음악의 길을 인정했

지만 아직 그의 피아노 슨을 한 슨비를 으로 지원하지는 않았

다.번스타인을 재정 으로 자립하기 해 피아노 슨을 하고 지속 으

로Sharonplayers그룹에서 일을 해서 필요한 학비와 생활의 경비를 조

달했다. 학 1학년 때 그는 ArthurTillmanMerrit교수에게 사사를 받

았다.그들은 둘이서 Arthur교수의 스승이었던 NadiaBoulanger씨가

추천한 ClaudioMonterverdi곡을 연주했다.

번스타인은 아주 극 이고 재미있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주

변에 사람이 많이 몰렸다.그의 친구인 MildredSpiegel은 다음과 말했

다.“그는 많은 친구들과...그리고 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 있었다.”그

는 아주 열정 이어서 그의 열정과 극 이고 재 는 성격은 그를 주

사람들에게 향력 있는 친구로 만들었다.번스타인의 다른 친구인

William A.WhitcraftJr.는 “그는 어떤 종류의 음악이라도 바로 듣고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즉흥 으로 다시 연주하곤 했다”라고 말한다.번스

타인은 코 랜드의 피아노 변주곡에 깊은 감을 받았다.그는 이와 같

이 말하기도 했다.“피아노 변주곡은 실제로 나의 상표지요 그 당시에 나

는 정말 거칠고 불 화음의 소리들을 즐겼어요.”

번스타인의 우상과도 같았던 AaronCopland의 음악회 다음으로

그는 보스톤 심포니를 지휘했던 SergeKoussevitzky가 연주하는 음악회

에 자주 참석했다.그는 거의 번스타인의 음악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 그와는 후에도 계속 친분을 계속 가졌다.1그 이후 번스타인이 지휘

자로서 발돋음을 할 수 있었던 요한 계기는 그가 당시 보스톤 심포니

의 청지휘자 던 DimitriMitropoulos를 만나면서 다.우연히 Dimitri

청 리셉션에 참석해서 자신의 연주를 들려 기회가 있었던 번스타인

은 그의 연주를 들은 Dimitri로부터 칭찬을 듣고 용기를 얻었을 뿐 아니

라 후에 Dimitri로부터 작곡보다는 지휘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충고

를 받아들이고 지휘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디게 된다.Dimitri의 후원을 받

은 번스타인은 당시 필라델피아에 있던 커티스 음악학원의 FritzReiner

로부터 지휘에 한 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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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가을에,번스타인은 메사츠세츠 주 캠 리지에 있던 주립

심포니 오 스트라와의 연으로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라벨의 피아노

콘서트를 연주함으로 그의 첫 번째 데뷔를 하게 된다.그 후에 그는 자

신이 좋아했던 Copland를 뉴욕에서 만나고 난 후 그의 37세 생일에

청받아 Copland의 피아노 주곡을 연주한 후에 그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Copland는 “내가 그와 같이 연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라고 말

했고 그들은 후에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이는 번스타인이 그 후에

Copland에게서 많은 음악 테크닉을 수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50년 에 이르기까지 번스타인은 Assistant지휘자를

넘어서서 성공 인 지휘자가 된다는 사실이 실세계에서 얼마나 어려운

지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다.그의 부친이 자신이 운 하는 회사로 돌아

오라고 했지만 번스타인은 고집스럽게 자신이 하는 음악의 길을 포기하

지 않았다.번스타인의 생각을 안 이후 부친은 비로소 번스타인의 음악

에 한 후원을 시작했다.1940년에 DimitriMitropoulos 와 Fritz

Reiner,AaronCopland등의 추천으로 그는 당시 SergeKoussevitzky가

있던 BerkshireMusicCenter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학생이 되었다.

번스타인은 지휘하는 동안 지휘 을 사용하지 않는 Dimitri의 독특한 지

휘 스타일을 사용했고 지휘하는 동안의 그의 손가락의 모습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말한 이 있다.그는 1941년 5월에 커티스

에서 졸업했고 그는 당시에 여 히 SergeKoussevitzky수하에 있었지

만 그는 보다 안정 인 직업을 구하기를 원했다.

1941과 1942년 사이 그가 Berkshire에 있을 사이,2차 세계

이 발발했고 그의 어릴 때부터 있었던 만성천식으로 인해 군 에서 면

제를 받고 그는 뉴욕으로 이사해서 후에는 ' 미야 심포니 1번'으로

발 되었던 '애가'에 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는 지휘자 Koussevitzky의 보조 지휘자로 있으면서 리허설을

한 피아노연주자로,혹은 작품들을 출 하는 일들을 하면서 지냈는데

당시 편집장이었던 FrankCampbellWatson이 그의 음악을 5년 동안 사

용하기로 계약하면서 그에게 상당한 많은 을 주었다.그는 이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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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뒷받침으로 안정 으로 음악을 하면서 더 큰 아 트로 이사도 하게

되었다.번스타인은 자신의 후배친구의 부인이었던 EdysMerrill과

같이 한 아 트를 나 어 쓰게 되었는데 마땅히 연습할 만한 곳이 없었

던 당시 번스타인은 리허설과 연습을 아 트의 지하에서 하 고,하루는

리허설과 각종 연주들로 분주한 아 트 안에서 Merill이 귀를 막고 소리

를 질 다.“나는 음악이 싫어요(IhateMusic)"이 말은 오히려 번스타

인에게 감을 주어서 나 에 새로운 cycle연가를 만드는 기 가 되었

고 부제로 FivesongsforSopranoandPiano라고 붙은 연가곡을 1942

년에 완성했으며 이 음악을 Merill에게 헌정하게 되었다.그해 가을에 그

는 그의 첫 번째 심포니인 ‘ 미야’를 완성해서 그의 아버지인 Samuel

Bernstein에게 헌정했다.

1943년 ArthurRodzinski가 뉴욕필의 감독이 되자 그는 번스타

인을 만나길 원했고 Berkshire의 학생 오 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을 보고

는 감동을 받아 뉴욕필의 Assistant지휘자로 청을 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5세 다.그는 드디어 세계 인 필하모니의 Assistantconductor

가 되었고 비로소 상당한 액의 보수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부

모를 만족시키는 요인이 되었다.1943년 11월 13일에는 그가 작곡한 연

가곡 ‘Ihatemusic'의 첫 번째 콘서트를 메조소 라노 JennieTourel과

함께 New York'stownHall에서 연주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 인정받는

지휘자로서FritzReiner와 SergeKoussevitzky로부터 청받아 자신의

교향곡인 Jeremiah를 연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 다.자신의 자작

곡인 연가곡 ’Ihatemusic'의 리사이틀이 정된 날은 그에게 역사

인 날이 되었다.Tourel의 리사이틀 날 아침,그는 느닷없이 뉴욕필의

부감독인 BrunoZirato에게서 한 화를 받게 되는데 그는 그 다음날

연주하기로 되어있던 청지휘자가 아 서 그곳에 오지 못하게 되었고

상임지휘자인 Rodzinsk마 폭풍으로 올 수 없다는 사정과 함께 어쩌

면 번스타인이 연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했다.그는 자

신의 연가곡 ‘Ihatemusic'을 무사히 끝내고 밤 늦게까지 있던 피로연

까지 참석해서 그의 연주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번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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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게 되는데 Zitaro의 화 다.그는 정해져 있던 두 명의 지휘자 둘

다 도 히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번스타인이 지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하지만 그가 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무

늦어서 한 번의 리허설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하지만 그는 기 에

가득 차 있었고 "IHateMusic"리사이틀을 보고 집으로 돌아갈 정이

었던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카네기홀

로 오라고 연락을 했다.그는 그 게 해서 지휘자로서의 첫 데뷔무 를

서게 되었고 그를 본 그의 부모님들과 가족들도 그를 견하게 여기며

뿌듯해 하 다.그가 지휘 도 없이 지휘를 마쳤을 때 청 의 한 사람은

“그는 마치 동물원에서 울부짖는 거 한 짐승과도 같았다’묘사를 했다.

그날 그 연주는 국 으로 알려졌다.뉴욕타임즈와 헤랄드트리뷴 신문

에서는 그를 한 유산이며 웅이라고 극찬을 했다.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런 기회가 언젠가는 도래하기를 바라며 그 순간을 해 매진하던

한 은이에 불과했다.그는 계속 Koussevitzky와 Reiner의 요청으로 뉴

욕필과 다른 주요오 스트라로 부터 ‘Jeremiah'를 공연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이때로부터 번스타인의 인기와 가치는 상승했다.그는 계속해

서 지휘를 했지만 간 간에 음악,재즈,발 ,극장음악 등 새로

운 음악을 한 작곡을 계속해 나갔다.그의 지휘법과 작곡은 아주 독창

이었기에 많은 심을 끌었으며 한 교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

다.1944년에는 은 안무가인 JeromeRobbins와 함께 FancyFree,On

theTown,WestSideStory그리고 Dybbuk같은 곡들이 연주되었다.

1949년에는 WystanHughAuden의 시”TheAgeofAnxiety"라는 바탕

으로 제2피아노 콘서트를 작곡했고 1950년 후반에는 화와 극장무 를

한 곡들을 작곡했으며 Trouble in Tahiti(1952), Wonderful

Town(1953),그리고 볼테를 소설을 바탕으로 지은 Candide(1956)같은

단막극 오페라를 작곡했다.

1959년에 가서 번스타인은 Dimitri와 함께 뉴욕필의 공동지휘자

가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지휘 을 사용해서 지휘를 하게 되었다.1958

년 2월 2일 공식 으로 뉴욕필의 음악 감독이 된 이후 번스타인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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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는 “내 일은 바로 하나의 교육 인 임

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소수의 다른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함께 한 연주자들과 들은 그가 지휘자로서 리 존경받으며 사랑받

았다고 말한다.

수많은 훌륭한 지휘로 알려진 번스타인은 1969년 미국외에는 처

음이자 마지막으로 지휘했던 비엔나 필과의 계약이 끝나면 은퇴를 하겠

다고 선언했다.1969년 은퇴이후에도 번스타인은 뉴욕필,메트로폴리탄

오페라,비엔나오페라,이스라엘 오페라,비엔나 국립오페라 런던 심포니

오 스트라 등으로 지휘자로서 그의 70년 활동은 여 히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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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미국 가곡의 역사 배경

번스타인의 음악은 미국문화에 있어서 시 를 바꾸는 요한 역할을 하

기도 했지만 그의 음악은 클래식도 아닌 음악도 아닌 정체불명의

음악이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다.하지만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인 Ned

Rorem은 다음과 같이 미국 술가곡를 정의했다.

“피아노반주에 맞춰서 한 가수가 서정시를 음악 인 배경에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경이란 작곡가에 의

해 정해지는데 익명으로 혹은 공동의 자로 여러 부류로 분류되어 인용

된다고 한다.(심지어 거쉰의 노래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는 보통

술가곡이라 하면 독일가곡이나 혹은 랑스 멜로디와 같이 서정 이고

술 인 클래식음악이 술가곡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술

가곡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틀안의 음악 보다는 미국사람들의 문화와

개인 개성에 의해 정의되고 주장된 노래가 미국 술가곡의 정의라고

말한다.

Rorem이 술가곡은 독일가곡이나 랑스 멜로디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은 사실 통 인 술 가곡의 의미를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Rorem의 이 말은 술가곡을 정의하는 데 있어 사실이라는데 더 이

상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Rorem의 은 유럽의 술가곡이나 미국의

술 가곡 어느 한쪽의 답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럽에서

독일의 가곡이나 랑스의 멜로디가 그들 나름 로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 함으로 미국에서도 여 히 그들의 술가곡이

되려면 그들 나름 로의 정체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orem의 주장을 인용함으로 번스타인의

음악이 클래식음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번스타인의 실주의 이며 개성이 넘치는 미국

의 술가곡을 포함해서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형성된 기 미국 술가

곡에 하여 일 성 있게 유지되었다.

미국의 술가곡의 역사는 정치 이유나 명 때문에 많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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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가들이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할

때부터 뒤늦게 시작되었다.슈베르트와 슈만이 있을 때인 황 시기로부

터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작곡가들은 그들 나름 로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가지고 음악을 쓰기 시작했다.첫 번째 미국 술가곡은 필라델피

아 토박이면서 독립선언서의 서명자이기도 했던 Francis

Hopkinson(1737-1791)이 쓰기 시작했다.그의 가장 유명한 곡은 “My

Days Have been so Wondrous Free",과 ”Seven songs forthe

Harpsichord"인데 이 노래들은 1788년에 작곡이 되어 당시 George

Washington에게 헌정되었다.

19세기에는 많은 미국의 작곡가들이 집에서 노래하는 아마 어

음악가들을 해 작곡을 했는데 보통 이런 노래를 행상 노래(parlor

songs)라고 불 다.19세기 반에는 StephenFoster(1826-1864)라는 작

곡가가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작곡가 의 한명으로 인정받았다. 부분

그의 노래를 한 악보들은 익살이 포함된 단막극,다양한 연극들,춤,

그리고 음악이 포함된 유흥을 한 성악곡들인 반면에 단순하면서도 효

율 인 멜로디인 “songsforthehearthandhome"같은 형태가 더 많

은 유행을 했다.그런데 이 foster작곡들은 종종 미국의 민속음악들과 혼

동이 되기도 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진지한 작곡가들은 독일이나 랑스로 작곡

을 배우기 해 여행을 떠났고 그들은 독일의 가곡 통을 포함해 낭만

스타일에 한 이해를 깊이했다.1915년에 VanWyckBrooks은 <미

국의 도래할 시 >라는 에서 미국은 이제 고 문화와 문화,이론

주의 와 실천주의로 나뉘어 지는 청교도주의의 이원론 사상을 떠나서

새로운 미국문학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때를 시발로 많은 미

국의 작곡가들은 20세기 에 있던 유럽의 통을 떠나서 독자 인 방향

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AaronCopland(1900-1990)는 Brooksclub에

머물면서 NadiaBoulanger(1887-1979)의 주의를 연구하기 시작했

고 CharlesIves(1874-1954)역시 통 인 것과 실험 인 소리들 그리

고 자신이 출 했던 그의 요한 작품들이었던 114노래들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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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스타일의 노래들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20세기 말에 몇 명의 작곡가들이 미국의 술 노래의 선두주자

로 떠올랐는데 그 에는 Samuel Barber(1910-1981) 그리고 Ned

Rorem(born1923)그리고 Copland가 있었다.1900년도 기에는 통

인 음악과 재즈의 향을 받은 음악의 조합을 비 통 인 방법으로 작곡

했던 GeorgeGershwin(1898-1937)이 있었다.

이러한 요한 음악가들 이후에 Copland와 미국의 술철학가인

David Prall(1886-1940)의 학생이었던 Leonard Bernstein(1918-1990)이

미국음악에 있어 요한 syncopation을 도입했다.번스타인에게

syncopation은 귀에만 새로운 것이 아닌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었다.번

스타인은 후에 통 인 술 노래 뿐 아니라 음악을 포함한 인기있

는 재즈음악도 작곡하 다.

번스타인은 그의 남은 생애를 통해,지휘나 작곡뿐 아니라 ‘답

되어지지 않은 질문’이라는 강의를 하바드에서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의

강의는 과거와 음악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들에 한 탐험과 같

은 것이었다. 에서 언 되었던 개인의 개성과 미국에서 요하게 생각

하는 재즈리듬 즉 당김음과 같은 특징들을 번스타인의 음악이론과 목

시켜 그의 언어학 연구를 통한 과정을 통해,특히 ‘TheUnanswered

Question'제목의 강의에서 진행된 언어분석 음악의 계에 한 분

석을 그의 연가 “Ihatemusic"을 통해 다음 단계에서 더욱 세 히 진

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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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번스타인의musico-linguisitics

1.번스타인의musico-linguistics에 한 정의

 

당시 하버드 학의 철학과 교수 던 DavidPrall은 아름다움에

해 깊이 사고하는 방법과 분석 기법들,그리고 역사 인 으로

보는 방법들을 통해 사물을 보는 학문 방법론은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

러한 그의 연구방법은 번스타인에게 많은 향을 미쳤다.우리가 생각하

는 소 지성(mind)과 감성(spirit)이라고 믿는 것을 포함해서 상호 연

된 가치들과 련된 방법론을 배운 후에 번스타인은 음악을 시와 언어의

기 물리 부분까지도 상호 연 시킬 수 있게 되었다.

번스타인은 인간의 말 배후에 있는 공통 이면서 보편 인 문법

에 한 생각들을 하면서 새로운 언어에 련된 음악 사고를 움트게

했는데 이런 생각은 번스타인 자신에게도 상당히 인상 인 것이었다.번

스타인은 후에 이 자신의 사고를 “Chomskian"이라는 말로 표 했는데

이 단어는 미국언어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인지과학자 이기도 했던 ”언

어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Noam Chomsky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번스타인은 Chomsky가 본 언어와 문법이 가진 자연 능력에

한 가설을 이끌어 내서 언어는 인간에게 부여된 은사이며 이러한 자연

인 언어 은사들은 인간 혼의 독특한 능력이라고 지 한 것이다.문

론은 소리와 구조의 연합이며 이것은 발 해서 의미라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음운론에 있어 번스타인은 “실제하는 보편성”이라는 말로 표

했는데 이것은 모든 언어가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입

과 식도 코 등 생리 인 구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번스타인은 그

로 AH를 들었는데 이 말은 모든 언어에서 아주 기본 인 모음의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 다.그는 한 어머니와 연 된 'MA'소리를

말하면서 이 말 한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 사용하는 보편 인 언어라

고 지 하 다.모든 언어에서 이 “MA"소리는 어머니와 련되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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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데 그 로 mater,madre,mutter,moderima,shi-ma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어 에도 umma라는 말로 련되어 있다고 지 했다.

번스타인은copland의 피아노 변주곡을 들으면서 하나하나의

음표의 요성을 깨닫게 되었는데 Copland의 피아노 주곡의 처음 네

음표가 바하의 C #단조 푸가와 라벨의 스페니쉬 Rhapsody 그리고

Udayn의 Shan-kar무용곡과도 계되고 있음을 발견했다.번스타인은

이 네 가지 음표들이 다양한 각 음악들에 있어서 왜 서로 련이 되고

있을까?생각하면서 이것들이 서로 연 된 데에는 보다 깊은 기본 이

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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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스타인은 한 언어와 음악이 서로 상호작용하지만 겉으로 나

타나는 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언어의 기능이 상호소통

(communicativefunction)과 aesthetic한(미학 ,혹은 감각 )기능이 다

나타나는 반면에 음악은 aesthetic한(미학 )기능만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언어를 사용하면 시와 같이 일련의 단어들의 나열과 같은 모습으

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음악은 단지 체의 한 덩어리로만 묘사될 수

있다고 하 다.구체 으로 말하자면,음악은 한 번에 해질 수 있는 한

가지 형태의 멜로디나 하모니,리듬과 같은 다양한 (Strings)들로 묘사

될 수 있는 반면 말은 시간을 두고 연속 으로 달될 수 있다는 것이

다.한편,번스타인이 주장하는 다른 이론은 언어는 결코 단독으로 그

리고 다른 말들과 동떨어져서 해석될 수 없는 반면에 의성어같이 음을

가진 언어는 단순히 아!(Ah!)라는 독립된 말 한마디도 충분히 그 의미를

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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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스타인은 산문과 을 시로 변환시키는 자신의 창조 사

고인 Chomsk를 사용해서 세익스피어의 연가시를 분석하고 재구성함으

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Tiredwith/allthese,/forrest/fuldeath/Icry

Into

Iam tired

Manythingstireme

Iam crying

Ilongfordeath

Deathisrestful

Deathwouldendmytiredness,

이 연가시를 다른 일련의 문장들로 나눔으로서 시의 연들은 한

층 이해하기 쉬워지고 이러한 시의 단편들을 언어학 단면들을 사용함

으로 음악에 용하고 있다.[6]

[6]

번스타인은 음악과 언어의 상호 계의 요성을 이 두 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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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에서 어떻게 서로 련 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 으로서 음악

과 언어의 성호연 성의 요성을 나타내고 있다.번스타인은 이 두 주

제를 음악-언어 상 성으로 정의한다.감정 인 표 으로 변되는 “감

성(Spirit)”과 문법 지식으로 변되는 “지성(mind)”의 큰 두 주제를

“IHateMusic”이라는 연가곡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2.musico-linguistics의 분류

 

하바드에서 진행된 번스타인의 유명한 강의인 “Unanswered

questions in Harvard”에서 번스타인은 음악 세가지 공통 유비

(analogy)의 카테고리를 세 가지 언어 유비와 련시켜 설명했는데 그

것은 음운론,구문론 그리고 어의론이었다.음운론은 기본 인 소리가 나

는 법과 어떻게 말과 음악 표 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의 기 가 된

다고 했다.음운론은 음악 구조를 언어로 재해석하면서 만들어지는 구

조이다.구문론은 소리와 구조의 연합이며 이것은 발 해서 의미라는 것

으로 정의될 수 있다.

번스타인은 이 마음의 사고를 음악의 역과 연 시키고자한 것

이었다.번스타인은 일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깊이 있게 연

구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일상에서 노래하고 연극하고 심지어 작곡하는 일

도 멜로디와 하나하나의 구 을 보다 깊게 연구 분석함으로 어떻게 언어

인 것과 시 인 것 그리고 심지어 사회 행동양식 조차도 음악과 연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본 것이다.

번스타인은 한 우리가 삶에서 나 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보

편성은 열정,두려움,기 ,공격 등과 같은 감정이라고 하 다.감정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달리 표 되며 음악 으로도 감정 인 표 방법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musico-lingusistic의 두번째 주제

인 “감성”(Spiri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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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ⅰ)Mind(지성)

번스타인은 말과 음악의 요소를 아래와 같은 방정식으로 표 함으로서

과학 방법의 를 제시했다.[7]

[7]

번스타인은 음악의 체 흐름을 시 문장들과 동일시 하고 이런 문장들

은 련된 과 속사와 계 명사들로 연결했는데 이런 각 요소들은

다른 종류의 흐름이나 리듬들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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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ⅰ-a)Partofspeeches(품사)

 

시와 음악 사이에 상호 연 성을 악함에 있어 번스타인은 처

음에는 음악을 말의 형태로 나 어 분석했고 모자르트의 G minor심포

니를 그러한 방식으로 분석했다.[8]그는 말의 형태를 음악 리듬의 형

태로 연결해서 동사와 연 시켰고 화성 꾸 음들을 형용사에 연결시켰

고 멜로디의 기본 형태들을 명사에 연결시켰다.그리고 반복을 사용함으

로서 강조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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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능은 번스타인 자신의 연가곡 ‘IHaveMusic'에서 인

용되었음을 이 후에 연가곡 분석에서 볼 수 있다.

번스타인은 화성 꾸 음들을 형용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서 그는 화성 꾸 음들 주요 모티 를 이용해 다른 명사들을 하나

의 형용사 는 하나의 화성진행으로 여러 명사(주요 음들)을 꾸며주는

기법으로 zeugma라는 기법도 음악에 용시킨 것을 볼 수 있다.여기서

“zeugma”라는 것은 그가 말하는 Chomskian기법에서 동시에 두 개의

명사가 하나의 형용사에 의해 수식되는 말의 형태를 말한다.“The

wholetownwaspopulatedbyoldmenandwomen.”이라는 문장에서

보면 여자들은 한편으로는 나이든 여인들이라는 의미도 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나이에 계없는 모든 여자들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방법을 통해 이 이면서 모호한 의미들을 내포하게 만드는

것이다.zeugma기법을 사용하면 명사인 ‘나이든 여자들’이라는 단어는

삭제될 수 있고 그냥 하나의 형용사인 ‘Old’에 속하게 된다.번스타인은

스트라빈스키의 Petrouchka를 설명하면서 zeugma의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서 보면 형용사가 화성 꾸 (harmonicembellishments)과 연결될

때 한 박자의 형식(rhythmicpattern)과 동사 사이에 상호 계가 있음

을 보게 된다.여기에 보다 구체 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표의 형태

를(patternofthenote)보여주고 작은 멜로디는 동사들 다른 멜로디

와 연결되게 하거나 혹은 형용사들을 장식 으로 사용함으로 조화로운

진행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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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안에서 하나의 비슷한 하모닉 개가 약간의 변화된 명사

들을 꾸며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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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ⅰ-b)Structuresofthesentence(문장의 구조)

품사에서 더 나아가 번스타인은 문장의 구조에 해서도 이야기

한다. 에서 언 한 문장 안에서 분류되는 언어 품사를 음악 으로 비유하

면서 음악의 구조는 한층 이해하기 쉬워진다.번스타인은 이러한 문장의 일련들

을 사용하여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데 그는 짧은 문장이나 이즈를 주요 모

티 를 사용해 연결시킨다.번스타인은 한 구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모티 가 상호 연결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그 의 Tristanund

Isolde에서도 서로 다른 모티 가 한 선 안에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 다.두

번째 모티 는 첫 번째 모티 의 마지막 음표 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둘은

상호 연결함으로 바그 는 하나의 문장의 형태를 만들어낸다.이것은 언어의

punctuation이나 clause를 사용했다고 말할수 있다.

이와 같은 문들은 연가곡 분석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 질것이

다.번스타인은 각양의 다른 코드를 사용해서 한 문장의 구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 하는 것

과 같다.그는 더 나아가서 한 이즈 는 언어 으로 볼 때,한 문장

을 만들기 해서 모티 나 선율(명사,동사,형용사등)단순한 요소들과

꾸미는 화성과 박자들로 더 살을 붙이곤 한다.아래에 보면 분사

(participles)들을 사용해서 각각 독립된 요소들은 이즈로 만들고

체 인 한 긴 로 만드는 기법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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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ohnwasglad

2)HarrypersuadedJohn

3)John(to)takeupgolf

1) Johnwasglad(that)

2) HarrypersuadedJohn

3) …(to)takeupgolf.

이와 같이 번스타인은 IHateMusic연가곡에서도 종지나 코드 는 동

명이음을 사용하여 이즈를 연결하 다.이러한 들은 나 에 연가

곡을 분석하여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2-ⅰ-c)Intonations(억양)

후에 문장을 보다 흥미롭고 쉽게 이해하도록 들리게 하기 이해서 말의

높낮이 와 악센트의 요성을 보여주는데 번스타인은 이것을 해 칭

본능의 사고를 도입한다.이것은 이 구조라고 정의한다.번스타인은

후에 칭의 사고를 발 시켰는데 이것을 이 구조라고 했고(dualism)

이것은 심장박동의 systole(심장수축)과 diastole(심장이완)형태들로 우

리 몸의 구조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다.이러한 그의 생각은 숨쉴 때 들

이쉬고 내쉬는 것,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걷는 것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

성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 성을 dissonant(불 화음)와

consonant로 긴장과 이완으로 비와 공격 등으로 구별했다.

번스타인은 모자르트의 심포니[9]를 로 들면서 이 심포니 안에

강한 박자와 약한 박자가 서로 여러층을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

펴보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작곡자는 모호한 운율 등을 만들

어내는데 이러한 운율은 단순한 리듬을 여러 가지로 나뉘게 하고 다양한

감정을 불러오게 한다. 를 들어 부호나 악센트가 가미된 멜로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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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에 속한다.번스타인이 이러한 강약박의 문들을 IHateMusic연

가곡에도 용시켰다는 것을 차후의 연가곡의 두 번째,세 번째,네 번째

곡의 문들을 통해서 더욱 깊이 볼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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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ⅱ)Spirit(감성)

번스타인은 이 마음의 사고를 음악의 역과 연 시키고자하

다.번스타인은 일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깊이 있게 연구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일상에서 노래하고 연극하고 심지어 작곡하는 일도 멜

로디와 하나하나의 구 을 보다 깊게 연구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언어

인 것과 시 인 것 그리고 심지어 사회 행동양식 조차도 음악과 연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본 것이다.번스타인은 한 시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은유성인데(metaphor)이 은유는 어에서 'like'

나 ‘as'를 사용하는 비유(simile)와 달리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한 물체를 다른 상과 비교하는 말의 방법이라고 했다.번스타인은 감

성을 갖고 이러한 은유 이해를 보다 깊게 하기 해서 시어들을 재조

립해서 을 만들었고 자신의 음악으로 작곡함으로 음악을 통한 시의 의

미들을 더욱 분명히 묘사했다.은유표 의 상호 계성은 그의 연가곡 ’I

HateMusic'안에서 분명하게 음악 으로 그리고 문어 으로 표 되었

는데 그 들은 아래와 같다.

2-ⅱ-a)Harmonicexpressions(화성 표 )

그는 음악 으로 두 개의 라이드와 한 가지 긴 음표를 사용해서 헝가

리 유아들이 엄마를 부를 때의 소리를 재연해 냈다.하나는 강음(ictus)

[10]로 정의되고 다른 하나는 의문사로(interrogative)[11]표 된다.마지

막 것은 엄마가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로,노래와 같이 말하

는 것으로 를 든 것이다.[12]



- 109 -

번스타인은 소리의 사고(theideaofasound)를 단순한 음악

흐름과 연결시켰다.번스타인은 한 우리가 삶에서 나 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보편성은 열정,두려움,기 ,공격 등과 같은 감정이라고 하

다.감정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달리 표 되며 음악 으로도 감정 인

표 방법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번스타인은 한 바그 의 RingOpera에 나온 운명 주제-모티

(FateMotive)의 코드들을 변형해서 각종 다른 형태의 코드를 보여주

는데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코드를 사용해서 형용사 명사의 다른 묘사

들을 표 한다.[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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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들은 “Ihatemusic”연가곡에서 직 다루는데 첫 번째

곡과 세번째 곡에서 표 으로 볼 수 있다.

2-ⅱ-b)atmosphereoftempochanges

(템포변화로 인한 분 기 조성)

번스타인은 종종 템포와 음악의 분 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아주

분명한 조를 표 했다.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언어 으로 분석함

으로 이런 생각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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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 악보들을 분석하면서 번스타인은 각기 다른 템포로 주

언진 것을 각기 다르게 해석했다.슬 때는 느리게 는 우울한 감정표 을

하듯;간 할 때는 템포를 느리게 하거나 긴장감을 주어서 간 함을 표 할 수

있도록;그리고 밝을때는 빠르고 활기찬 템포를 쓰면서 다양한 템포변화를

다.이처럼 번스타인은 IHateMusic연가곡에서도 템포변화를 사용하여 다른

분 기와 다른 생각을 표 한다는 것을 이후의 연가곡 두 번째와 다선번째 곡

에서 자세한 를 통해서 볼 수 있다.

2-ⅱ-c)wordpaintings(묘사)

번스타인이 음악 요소를 언어 요소와 결합하는데 있어서 요

한 방법 의 하나가 바로 묘사(wordpainting)이다.은유방법의 사용법

에 하나로 가장 섬세한 것이 바로 단어 묘사 방법이다.번스타인의연

가곡을 분석하기 에 앞서 살펴볼 것으로 음악 요소에 더해 은유

요소와 련된 다른 가 있는데 번스타인은 슈트라우스의 “Don

Quixote"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스트라우스의 의도를 비교하고 있

다.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 도시가 있고 그 안에 감옥이 있다.밤에 부분의 죄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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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골고 자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깨어 있다.그는 죄가 없으며 그리고

밤새 피리를 분다.이 남자는 자신을 구해 슈퍼맨을 기다리고 있다.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슈퍼맨의 소리가 있다.바이올린이 격동

으로 연주를 한다.

슈퍼맨이 감  는 동안 다른 죄 들  코를 골고 그리고 

다른 리드 악 들이 다  소리를 낸다.

슈퍼맨이 다가 자 플릇  소리를 차 증가한다.

감옥으로 다가온 후에 슈퍼맨은 간수의 머리를 “bang"하고 칠

때 타악기는 아래와 같이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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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고는 소리가 계속되면서 루트는 멈추고 슈퍼맨은 친구와 함

께 도망간다.코고는 소리는 차 어들고 오 스트라는 해방의 주제를

연주한다.

이 모든 해석들은 원래 작곡가의 에서 해석하는 것과는 다

른 것이면서도 아주 매력 이다.

DonQuixote는 원래 미인을 구하는 기사에 한 많은 이야기를

탐독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늙은이에 한 내용이다.늙은 주인공은 기

사가 되고 싶어 하고 자신의 공주를 구하기 해 늙은 나귀를 데리고 가

는 사람의 이야기다.

돈키호테와 함께 여행하는 SanchoPanza는 어리석은 늙은 주인

에게 충성하지만 자신도 그 늙은 주인의 어리석음을 알면서 자조한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길가에서 일단의 양의 무리를 만난다.

한 목자가 릇을 연주하고 돈키호테는 목자를 으로 오인한다.

그는 양떼와 목자를 공격한다.이러한 해석을 보면 번스타인이 자신의

독특한 해석을 가지고 IHateMusic연가곡을 작곡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번스타인은 이와 같이 음악-언어 사고의 방법을 아주 세 히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번스타인은 musico-linguistic연구를

담은 책이었던 “ 답되지 않은 질문”에서 깊이 다루면서 고민했던 연구

방법론들이 나올 때 즈음에 이 연가를 작곡하고 완성했다.연가곡 “I

havemusic"에 나오는 다섯 번째 곡 Fivekid'ssong은 그런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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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o-linguistic사고와 방법론이 충분히 자리 잡은 후에 나온 곡이라

고 말할 수 있다.연가곡 IHateMusic에 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

다.

 

D.연가곡 <IHateMusic>에 한 분석

이 노래는 EdysMerill에게 헌정되었는데 그녀는 “그곳은 마치

군수물자 만드는 곳 같은 곳이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흡사 밤낮으로 음악

이 연주되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내 귀를 막고 내 아 트

를 걸으면서 소리를 질 어요 ‘나는 음악이 싫어요’.번스타인은 내가 귀

를 막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착안을 해서 이 음악을 만들었고 나에게

헌정했어요.”Koussevitzky는 처음에 이 곡이 무 인 스타일이었

기 때문에 이 곡을 로그램으로 정하는데 반 했지만 이 곡이 연주되고

나서는 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후에 이 곡은 유명한 미

국의 술 연가 에 하나가 되었다.

번스타인은 이 연가를 해 직 작사를 했고 어린아이가 자기 에서

이야기를 개해 나가는 일인칭 역으로 되어 있다.가사들이 직 서로

연 되어 있지는 않지만 체 5개의 노래가 열 살짜리 아이의 마음으로

높이에 맞춰 일 성 있게 개된다.아이는 아주 강하게 자신의 의견

을 말하고 경박하다고 까지 할 수 있는 인 가사들을 청 들에게

어필하며 각 노래들은 20세기 작곡기법에 맞춰서 진행된다.조숙하고 반

항 이고 거칠고 측할 수 없는 내용의 가사들은 번스타인 자신의 도

인 삶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재즈 향을 받은

metricaccentdisplacement(악센트 강한 배치)와 멜로디가 강한 반주들

을 사용해서(혹은 스며들게 해서)그리고 측할 수 없는 소리를 내는

작곡스타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러한 성향을 음악으로 나타내고 있다.더

나아가서 성악 인 것뿐 아니라 여러 반주 안에서도 아주 신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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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o-linguistic을 목시켰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D -ⅰ)MyNameisBarbara

엄마는 “아기는 병 안에서 나오지”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난 주 엄마는

“아기들은 특별한 덤불들 속에서 자란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나는 아기들이 덤불들 속에서도 황새 안에서도 자란다고 믿지 않

아요“그들은 모두 동물원에 있어요.그들 각자의 아기들과 함께 아주 바

쁘지요..”

어 든 아기들이 자라는 덤불이라구요?그게 뭐 요?

내 이름은 바바라에요

Main   notes for the 

accompaniment(반주를 

한 주요 계들)

 E

 Rhythm(박자) 2/2   -> 3/4 -> 2/2 ->3/4 -> 2/2

 Tempo( 포)  Moderato

 Accompaniment and

 the harmonicfeatures

(반주 및 특징)

 The resonance of wide ranges of 7thand9th

acts   as an important role. 

(7도  9도음의   울림의 중요성)

 Typical feature

주요특징

Ten   year old girl’s suspicious mind 

including her rebellious mind, but introducing   

herself sweetly. 

10살짜리 마 아이  궁 증에 한 심과 반

항 인   마인드, 그렇지만 달콤하고 귀엽게 자신을 

소개

자신    소개

 

이 노래는 어디서 아기가 나오는지 말한 엄마의 말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녀에 한 이야기이다.노래의 틀은 moderato로 진

행되고 작곡되었다.번스타인은 이 노래에서 작은 소녀의 호기심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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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첫번째 노래에서 syncopation을 사용하며 무거운 리듬으로 묘

사함으로 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한 혼돈을 이끌어 낸다.

앞에서도 언 했지만,번스타인은 어린아이가 10번째에서 엄마의

말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까지 반주를 사용하여 무겁게 천천히

나아가는 리듬을 사용한다(usesploddingrhythms).번스타인은 아이

가 불신하는 것에 한 강한 부정을 뒷받침하기 해 아래와 같은 코드

를 사용한다.

여   나아가 번스타인이 코드를 사용해 감   했  

것처럼 코드를 사용해  감  실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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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강한 D단조가 아이의 강한 불신을 보여주듯 악센트와 함께

연주된다.

번스타인은 이즈를 연결하기 해 동명이음을 comma나

semicolon 는 participle처럼 사용하 다.그 는 이 곡에서 들 수 있

는데 에 보면 “either!”에서 문장이 끝나고 그 문장을 그 다음 코드에

들어갈 Bb음정과 Eb음정을 사용해 다음 문장까지 연결한다. “own

babies!”로 한 문장을 끝내면서 F#코드와 A 코드의 동명이음인 높

은 A 음정을 같은 마디에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으로 연결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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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성악부분이 동명이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을 때

반주는 의심과 호기심에 얽힌 반응을 표 하기 해 무겁게 천천히 나아

가면서 묘사를 표 하는데 성악부분은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태연하게

이해 할 수도 없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듯이 가토로 노래하며 그런

엄마의 태연함에 아이는 더욱 화가 나듯 사색 인 색깔을 사용하여 노래

한다.

그녀가 화가 난 듯한 질문인 “어 든 아기들이 자라는 덤불이라

구요?그게 뭐 요?”라는 말을 하고 나서 아기 탄생에 한 그녀의 혼

란스런 마음을 자기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한 정체성

(identity)을 마무리한다.탄생의 과정이 어떻든 "내 이름은 바바라 요“

나는 여기 나의 실제의 모습으로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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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otes for the 

accompaniment

(반주를 한 주요 계들)

F(m. 1~13) ->E(m. 

14~20)->Ab(m. 21~26) 

->F(m.   27~32)-> 

A(m.33~38) ->

 Bb(m.39~41) ->   Db(m.42~50)

Rhythm(박자) 5/8 -> 4/8-> 5/8 -> 4/8 

->5/8 -> 4/8 ….

Tempo( 포) Allegrovivace -> Molto meno 

mosso -> Allegro vivace   -> 

Molto meno mosso -> 

Allegrovivace

Accompaniment and harmonic 

feature(반주 및 특징)

Syncopations, lots of tempo 

changes, staccatos, word   

paintings

당 , 템포변화, 스타카토, 생생한 

묘사

D -ⅱ)JupiterhasSevenMoons

 

목성은 일곱 개의 달이 있나요?혹은 아홉 개의 달이 있나요?

토성은 백만개,십억개,십조 순 아홉개의 달이 있지요

모든 달은 각자 아주 작은 여섯 개의 태양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달이 하나 밖에 없어요

달이 아홉 개 있다면 얼마나 더 재미있을까?

우리는 아홉배나 더 낭만 일텐데!!

강아지들은 미칠 때까지 짖을 거 요

서양에는 물과 썰물이 아홉 번이나 계속되구요

달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거인일텐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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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features

특징들

Emotions of a girl fluctuates 

dramatically from excitement   

and the sadness.

임 는 감과 실에 한 

슬픔 사이에  격하게 변 스러

워하는 어린아이  마

두 번째 노래에서 번스타인은 리듬 으로 아주 복잡하면서도 가

벼운 반주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활발하고 묘하게 8분 음표와

5/8박자를 특징 으로 지원한다.번스타인은 4/8박자와 함께 5/8의 체

의 두 가지 다른 마디를 사용해서 결과를 나타낸다.마침내 음악은 4/8

로 끝난다.동사에 비유한 박자에 한 가 이 부분에서 나온다.5/8과

7/8의 칭법을 사용하며 당김음과 쉼표들을 통해 즐겁고 경쾌한 분 기

를 고조시키면서 가볍게 스타카토로 연주되어 마치 소녀가 천진난만하게

상상하면서 꿈꾸는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한다.

반주는 불규칙한 템포1의 리듬믹 모티 로 연주하며 반면에 소

녀는 9개의 달에 한 가능성을 찾아 내려는듯한 모습으로 노래한다.속

도는 소녀의 생각과 감정 표 사이를 오고가면서 그것을 반 하듯 오

르내림이 크다.노래내용은 음 의 한자 한자에 매겨지고 속도는 각 구

이 끝날 때 마다 8분음표의 리듬패턴의 변주를 따라 진행된다.성악부

분은 “일곱”이라는 말까지 내려가는 톤 후에 갑작스 다섯 번째에서 뛰

어 오른다.번스타인은 미국 작곡가들이 많이 쓰던 5/8박자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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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의 칭법을 의도 으로 사용하여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의 장난기

있고 호기심가득하면서도 순진한 태도를 멜로디 이고 리드미컬하게

체 형태 안에서 나타내었다.

이 에 말했듯이 반주에 계속 으로 나타나는 모티 는 가볍게

스타카토로 연주 되어 소녀가 상상하는 빛나는 별이나 은하의 이미지를

상기시켜 다.

여기서 이 에 언 되었던 하나의 긴 문장을 만들기 해 연결

된 두개의 다른 모티 의 를 들 수 있다.TristanundIsolde의 를

들면서 두개의 모티 를 연결한 비슷한 로 하나의 모티 를 끝내는 동

시에 다른 모티 를 시작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번모티 의 마지막 음표에 다음번에 나오는 비슷한 모티 의

시작을 집어넣음으로서 시의 체 문장 혹은 한 을 연결시킨다.

더 나아가 묘사에 해서도 문을 들 수 있는데 두번째 마디(8

마디)에서 성악 은 “일곱”이라는말과 함께 세 번째 말에서 내려간 후

에 다시 5번째에서 튀어 오른다.튀어 오르는 일곱 번째 음표는 목성은

지구의 별 보다 일곱이나 많은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

다.[15]

가사내용은 분별마다 셋 되고 노래속도는 8분음표 리듬믹한

변주 안에서 진행되는데 각 은 지지되는 음표(sustainednote)와 함께

끝이 난다.이것은 작은 소녀의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자주 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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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린아이의 제한된 마음의 모습을 보여 다.그리고 앞에서 언 했던

감정에 의한 템포 변화가 확실하게 바 는 것을 볼 수 있다.

[15]

실을 생각하며 실망스러웠던 두 번째 템포에서 다시 그녀는

아홉 개 달을 생각하면서 흥분하는 것으로 되돌아간다.아홉개의 별들에

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모습으로 첫 번째 템포에서 불규칙한 리듬의

모티 를 연주하고 실망감과 좌 을 표 할 때는 템포가 격히 느려진

다.이처럼 템포는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표 할 때 마다 오르내린다.첫

부분에서 반주에 계속 으로 나타나는 모티 가 가볍게 스타카토로 연주

되면서 반짝이는 별을 상상하며 신난 분 기에서 격히 실로 돌아와

안타까운 상황을 느리고 실망스러운 menomosso의 템포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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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에서 42번까지 9개의 달을 가진 실제 이미지는 작은 소녀에

게서 나오는데 그녀는 차 증가하는 흥분과 함께 F장조에서 A장조까지

,그리고 단조로 그리고 Db장조코드까지의 클라이맥스로 계속 상승하

는 피아노 반주와 함께 심각하고 노래함으로써 그녀의 흥분상태를 나타

낸다.이와 같은 상승하고 발 하는 흥분상태는 계속 으로 늘어나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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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dynamics)과 끈질기게 8분 음표로 연주되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진다.

리듬 단어들로 긴장감이 늘어나면서 로맨틱은 란 으로 그리고 양

과 같은 크기로 그리고 거 한 상태로 나아간다.[16]

여기서 그는 곡에 한 흥미를 덧붙이기 해 모짜르트의 심포

니를 로 들면서 강박을 확실히 하므로 문장의 억양을 더욱 살려주었듯

이 이 곡에서도 강박과 약박을 확실하게 하여서 이즈를 더욱 흥미롭

게 만들었다.

에서 언 된 해지는 박자로 인한 긴장상태가 이와 같이 거

인을 노래하는 아주 넓고 강한 코드로 발 할 때까지 계속된다.그리고

노래는 forte와 함께 다시 사실 이고 실망의 분 기로 돌아간다.새로운

세계를 잔뜩 기 하고 상상하다가 실을 깨닫고 다시 실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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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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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번스타인은반주부에 아주 강한 거 한 코드의 연주 후에

단조화음의 거 하고 폭넓은 fortissimo의 분산화음은 마치 실제의 거인

이 이 소녀 앞에 나타나는듯한 분 기를 보여 다.

그리고 나서 음악은 지구는 오직 하나의 달만 가지고 있다는 사

실에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보여주기 한 듯 fortissimo로 두번째 템

포로 돌아간다.

번스타인은 이 곡에서 어린아이가 달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기 해서 이 에 언 했던 베토벤의 피

아노소나타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희망 있는 동의,양보등의 분 기로 구

성된 몇 개의 마디들로 마무리를 지었듯이 번스타인은 동의,양보등의

희망 있는 분 기의 마무리를 이 두 번째 곡의 마지막 부분에 도입했다

는 것을 볼 수 있다.이 노래는 10살 난 아이가 지구 주변에 7개의 별들

이 있다는 흥분과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 밖에 달이 없는 탄식 사이에서

생기는 감정을 오고 가면서 변화하는 아이의 심정을 담고 있는데 번스타

인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17]에 한 해석에 따르면 이 노래의(Jupiter

hassevenmoons)끝부분은 슬 가토멜로디의 실망이 나온 다음 굳

은 합의(firm agreement)인 지구는 오직 하나의 달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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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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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ⅲ)IHateMusic

 

Ihatemusic!

ButIliketosing:

ladeedadadee;ladeedadee.

Butthat'snotmusic,notwhatIcallmusic.

No,sir.

Musicisalotofmeninalotoftails,

makinglotsofnoiselikealotoffemales;

Musicisalotoffolksinabigdarkhall,

wheretheyreallydon'twanttobeatall;

withalotofchairsandalotofairs,

andalotoffursanddiamonds!

Musicissilly!Ihatemusic!

ButIliketosing:ladeedadadee:

ladeedadee:ladeedadee.

난.음악이 싫어요.!

그러나 노래 부르는 것은 좋아한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 요.

그 죠 선생님..

음악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어 모여서

여자들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거구요

음악은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어두운 홀에

사실은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런체하는 거구요.

많은 의자들과 숨소리,

수많은 모피들과 다이아몬드들.!

음악은 어리석어요!

난 음악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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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notesfor

theaccompaniment

(반주의 주된 음계)

C(m.1~12)→ D(m.13~14) →

E(m.15~17)→ F#(m.18~19) →

G(m.20~21) → A(m.22~24) →

F#(m.25)→ G(m.26~27)

Rhythm (박자) 4/4→ 2/4→ 4/4→ 2/4→ 4/4

→ 2/4
Tempo(템포) Sostenuto->Allegro molto

->Sostenuto

Accompaniment and harmonic

feature

(반주와 화성 특징)

Strongchordsplayedtoexpress

thestrong denials,butlegato

arpeggios in allegro molto;no

accompanimentwhenthe girl

singstoherself.Sequenceofthe

vocallinewithrhymes.

강한 코드는 강한 부정으로 사용

됨Allegromolto에서는 가토의

아르페지오로 진행,혼잣말을 할

때는 반주가 없다.

Typicalfeatures

주요 특징

Strongchordsareplayedforthe

denialsandbrokenlegato

arpeggiosareplayed

continuouslytosetoutthesilly

meaningofthemusic.

강한 코드는 강한부정으로,아르페

지오는 여자아이의 음악에 한

그러나 노래부르기는 좋아한답니다.

라디다다디.

라디다디 라디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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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고 의미 없는 부정 인 이

미지가 머리 속에서 맴돌고 있음

을 보여 다.
 

번스타인은 성악부분에서 시작할 때 E음계를 쓰고 F#9코드를

사용해서 강조한다.첫 번째 곡에서 언 되었던 것과 같이 번스타인은F#

장조 9코드를 사용하므로 싫어하는 표 을 코드로 분명히 나타낸다.

강한 어조의 코드에서는 tenuto와 악센트를 더하여 피아노는 박

력있게,노래는 부드럽게 해서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조를

이룬다.

4마디에서는 반주 없이 멋 로 노래한다.그래서 소녀가 화음에

계하지 않고 마음 로 노래 부르는 것 같이 들리게 한다.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이 질서 있는 코드로 가토 음색

으로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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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가 그녀의 생각을 설명한 후에 템포는 엘 그로 몰토로 바

다.소녀는 에서 언 한zeugma형태를 사용해서 열심히 그녀의 생

각을 나열해 나간다.앞에서 언 한 것처럼 번스타인은 많은 명사들을

사용하기 해서 “매우 많은 “말들을 사용한다. 를 들면 “음악은 많

은 여자들처럼 많은 소리를 내면서 많은 남자들이 많은 잔소리하는 것과

같다.”(Ex)Musicisalotofmeninalotoftails,makinglotsof

noiselikealotoffemales.

여기서는 Music을 강조하면서 음악이라는 단어를 많은 부연설명

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래서 allegromolto의 시작 부분은 포르테로 강조

를 주고 “folks,hall,don’t,chairs,airs,furs,diamonds”같은 운율은 포

르테로 강조된 리듬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형용사의 사용과 운율에 덧 붙여 두 번째 곡에서 이야기

되었던 강박의 가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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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행은 다이아몬드가 나타나는 A단조 7코드까지 진행되

고 계속해서 crescendo한다. 늘어나고 작은 소녀의 분노는 증가한다.

여기서 실제 행동을 보여주기 한 리듬믹한 패턴의 다른 가 있는

데 그것은 소녀의 음악에 한 의미 없고 부정 인 사고의 모습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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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해 16번째 음표에서 arpeggio반주가 나오는 것이다.16분 음표

들은 쉬지 않고 아르페지오 형식으로 반주되는데 번스타인은 마치 어린

아이의 머리가 복잡하게 움직이는듯한 박자를 사용해서 행동을 표 한

다.화난채로 빨리 말을 한 후에 소녀는 음악에 한 그녀 자신의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나서 한마디로 음악은 어리석어 라고 말한 후에 다시

이 음악의 처음으로 돌아온다.그녀가 자기 자랑에 들떠서 음색에 계

하지 않고 자신의 노래로 부르고는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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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A BigIndian

AbigIndian

andalittleIndian

werewalkingdownthestreet.

ThelittleIndianwasthesonofthebigIndian;

butthebigIndianwasnotthefatherofthelittleIndian:

Youseetheriddleis,

ifthelittleIndianwasthesonofthebigIndian,

butthebigIndianwasnotthefatherofthelittleIndian,

whowashe?

I'llgiveyoutwomeasures:

Hismother!

큰 인디언

그리고 작은 인디언

함께 거리를 걸어가네

작은 인디언은 큰 인디언의 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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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otes for the 

accompaniment (반주  주요

계)

C

Rhythm (박자) 7/8 → 8/8 → 7/8 → 9/8 → 

5/8 → 7/8 → 5/8   → 7/8 → 

8/8
Tempo ( 포) Sostenuto->Allegro molto 

->Sostenuto

Accompaniment and harmonic 

feature (반주   특징)

Eighth notes standing for the 

walking   phase, 

걸어가는 것 는 리 속에  

께 가 계속해  진행 는 것  

하는 8분음표

Typical features

(주요 특징) 

The little girl is excited to tell 

the   riddle to other people.  

소 는 께 를 사람들에게 알

리느라 들떠있다.

하지만 큰 인디언은 작은 인디언의 아버지가 아니네

수수께끼라네

작은 인디언이 큰 인디언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큰 인디언이 작은 인디언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는 구일까?

두 번째 힌트를 주지

바로 그의 어머니!!

 

결과 으로 반주와 노래가 서로 계없는 듯하고 처음에는 심지

어 듣기 힘들다.Hanon을 연주하는 피아노를 사용해서 번스타인은

Chomsky의 창조 사고를 제시하듯이 왼손은 Hanon을 연주하는 것처

럼 끊임없이 8분 음표를 연주하고 10살짜리 소녀가 끊임없이 그녀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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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생각하는 것 같이 표 된다.그리고 에 품사에서 언 되었던 것

과 같이 그는 이 노래에서도 명사와 화성 인 꾸 음들을 통해 음악

품사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쉬지 않고 움직이는 8분 음표는 여자아이가

쉬지 않고 수수께기에 해 생각하는 이미지나 인디안이 계속해서 걸어

가는 이미지와연 지어지는 등,품사의 동사를 박자 형식으로 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번스타인은 각 마디에서 화음 안에 있는 주된 음정들

을 명사라 하고 그 외에 화성 으로 꾸며주는 음들을 형용사라고 말하고

있다.여기서 번스타인은 박자를 동사라고 칭하는데 의도 으로 미국에

서 많은 작곡가들이 사용했던 5/8과 7/8의 칭법을 사용하며 당김

음과 쉼표들을 통해 다양한 박자를 사용함으로써 즐겁고 경쾌한 분 기

를 고조시킨다.그리고 이 노래는 재즈의 모습을 담고 있고 많은

Syncopation을 사용하며 노래도 장난기 어린 모습으로 연주한다.반주도

계속 으로 모티 를 연주하며 활발하게 움직이는 8분 음표와 함께 리드

믹한 진행을 나타내 다.

에 품사에서 언 했던 zeugma의 기법이 이 곡에서 쓰여졌다

는 것을 볼 수 있다.하나의 비슷한 하모닉 개가 약간의 변화된 명사

들을 꾸며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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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스타인은마찬가지로 두 번째곡과 세번째곡에 나왔던 강박과

약박의 사용을 통하여 억양을 살리는 를 이 곡에서도 사용하는데 음정

의 높낮이에서 더욱 실감나게 셈여림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모짜르트의 G단조 심포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노래를

더욱 흥미 있게 만들기 해서 연주하는 기법이다.

 

이 에 언 했듯이 13번에서 반주가 계속될 때 다이나믹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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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이 많은 패턴은 호기심과 혼돈이 계속 더 심화되는 것처럼 긴장과

흥분속에서 진행된다.

반주는 롤러코스터가 꼭 기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

럼 상승하는 음표와 그리고 8번째 음표로 높게 그리고 낮게 뛰어 오르면

서 흥분과 긴장을 이끌어 간 다음 “아버지”이후에 갑작스럽게 음이 떨

어지면서 템포1이 끝난 후 풀어서 설명해주는 말로 들어가게 된다.

번스타인은 작은 모티 에서 큰 주제로 나아가는 다양한 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오 스트라의 반주를 사용한다.이 과정에서 반주의 크

기가 커진다.반주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8분 음표와 함께 호기심도 커진

다.이 부분에서는 에서 언 했던 동사에 비유된 박자에 한 를 다

시 볼 수 있다.아래 악보를 보면 번스타인은 빨라지는 속도로 4분

음표보다는 8분음표로 진행하면서 클라이맥스인 “father”까지 상행했다

가 다시 한번에 내려오는 것을 표 하는데 이것은 마치 박자를 빠르고

조 하게 하여서 큰 인디언이 구인지에 한 궁 증을 증가시키고,복

잡한 머리 속 생각이 빨리 회 하는듯하게 음악을 표 하고 있다.이것

은 에서 언 했던 묘사의 표 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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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의 움직임을 바쁘게 했다가도 번스타인은 객의 주의를 끌

려는 듯 구어체로 멈춰진 코드에서 수수께기를 구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어머니!”라는 말에 E장조 의 보컬라인

으로 답을 한다.

이 노래는 큰 인디언의 수수께끼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것은 번

스타인 자신의 삶을 용하는듯 하다.즉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을 돌보

아 주고 끊임없이 음악의 길로 인도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처럼 자

신을 잘 지원하지 못한 삶의 모습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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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ⅴ)I’m aPersonToo

Ijustfoundouttoday

thatI'm apersontoo,likeyou:

Ilikeballoons;lotsofpeoplelikeballoons:

Butev'ryonesays,"Isn'tshecute?

Shelikesballoons!"I'm apersontoo,likeyou!

Ilikethingsthatev'ryonelikes:

Ilikesoftthingsandmoviesandhorses

andwarm thingsandredthings:don'tyou?

Ihavelotsofthoughts;likewhat'sbehindthesky;

andwhat'sbehindwhat'sbehindthesky:

Butev'ryonesays,"Isn'tshesweet?

Shewantstoknow ev'rything!"Don'tyou?

OfcourseI'm veryyoung

tobesayingallthesethings

infrontofsomanypeoplelikeyou;

butI'm apersontoo!

ThoughI'm onlytenyearsold;

I'm apersontoo,likeyou!

나는 바로 오늘 발견했지

나는 와 같은 사람인 것을

나는 풍선을 좋아하지 많은 사람이 풍선을 좋아하는 것 같이

그 지만 모든 사람들은 말해 그녀가 한지?

그녀는 풍선을 좋아하지 나는 당신과 같은 같은 사람이야

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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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otes for 

the accompaniment

(반주  주요 계)

F(m.1~9) → A(m.10~16) → 

Ab(m.17~25) → G(m.26~32)  

 → F(m.33~39)
Rhythm (박자) 4/4 → 3/4 → 4/4 → 3/4 … 

5/4

Tempo ( 포) M o d e r a t o - > A n d a n t e 

- > M o d e r a t o - > A n d a n t e   

->Moderato->Menomosso
Accompaniment and harmonic 

feature (반주  특징)

Following the vocal line and 

supporting   with polyphonic 

chords when the girl is talking 

like sighing

찬송가분 를 가지고 부드럽게 

다   노래를 받쳐 다. 

많  사람들이 자신  차별할  

슬픈 한탄  반주 없이 
Typical features

(주요 특징)

Tempo and emotional 

expression fluctuates between 

the depression and angriness

우울함과 남이 변 스럽게 차

나는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말을 좋아해

그리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붉은 것들을 좋아해 그 지 않아?

나는 많은 생각들을 하지 하늘 뒤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늘 뒤에 무엇이 있는 것 뒤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말하지 그녀는 매력 이야?

그녀는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지 그 지 않니?

물론 나는 이런 모든 것을 말하기엔 무 어려

지 앞에 있는 당신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에는..

그 지만 나도 역시 사람이야 내가 10살 밖에 안 지만

나는 역시 와 같은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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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번스타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남들과 다를 수 없는 열 살짜리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다.

번스타인은 반유 주의 향 하에서 자신이 스스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음악을 향한 인생유 을 끝없

이 방해했던 그의 아버지에 한 가족 배경을 기 로 해서 쓰 다.

이 노래는 매력 이고 달콤한 작은 소녀를 묘사한다.이 곡은 부

드러움 는 귀여움과 우울함의 템포변화가 표 인데 첫 번째 템포에

서는 그녀는 자신도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라는 정 이고 밝은 모습으

로 노래한다.[19]하지만 두 번째 템포[20]에서는 소녀가 다른 사람과 달

리 받는 것에 해 실망감을 표 하는 내용으로 recitative,흡사 말

하는 것 같은 패턴으로 노래하면서 무반주로 우울함을 강조한다.그녀가

menomosso를 노래할 때 분 기는 자신의 존엄을 표 하는 방법으로

각 음표를 테 토로 다시 한 번 노래한다.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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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나 에는 용감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10살짜리 소녀라는 사실을 강한 포르테와 악센트가 가해진

음표들을 사용해 표 하다.

이 게 해서 Ihatemusic에서 나오는 10살짜리의 소녀는 자신

의 강하고 확고한 정체성과 자신만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애교있고 귀엽

게 연가곡을 마무리를 짓는다.이 연가곡은 언어 으로도 음악 으로도

10살짜리 소녀의 정체성과 상태를 자세하고 세 하게 표 하 음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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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Ⅲ.Conclusion(결론)

 

연가곡 안에 나온 음악 -언어 상 계와 음악 분석을

체 으로 조망한 바,그들 각각의 노래들이 의도 인 농담과 매력 인

표 들을 통해 아주 연극 으로 써졌기는 하지만 이 연가곡들은 한 음

악 요소들을 아주 정확하게 사용하고 음악 이즈들을 아주 깊게

고려하면서 작곡된 곡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번스타인은 언어학에서 각기 다른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의 개

별 인 요소들에 용을 했다.그는 도입주제나 혹은 문장의 모티 를

사용했는데 이는 문장을 도입하는 핵심 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주제

명사(subjectnoun)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동사를 사용해서 다

양한 리듬 패턴들을 추가로 사용하기도 했다.문장을 체 으로 하나

로 만들기 해서 형용사를 수식어로 사용해서 화음의 화려함을 더하기

도 했다.

번스타인은 한 코드 개를 해서나 속도조 ,주요부분의 변

화 등을 해 음악 속사들을 사용하기도 했다.그리고 어떤 때는 직

으로 하나의 모티 에서 다른 화음 음계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문장을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체 인 음악 로 만드는 것과

흡사하다.

번스타인은 은유와 비유 같은 언어 형태들을 사용해서 문맥

으로나 화음 으로 술 인 작업들을 보다 흥미 있게 실질 으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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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음악을 음악 요소들로 세 히 나 어 살펴 으로서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 를 마련하 고,연가곡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

게 되었으며 그 음악들이 가진 깊이 있는 표 들을 살피게 되었다.그

결과 음악에 내재한 개별 인 문장들을 보다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공부는 필자로 하여 음악을 분리된 편으로가 아니라

체 술 로 표 하는데 기여하 다.


	Contents
	Abstract 
	Ⅰ. Introduction .
	Ⅱ. Body .
	A. The life of Bernstein 
	B. The development of American Art Songs .
	C. Bernsteins musico-linguisitics .
	1. Definition of Bernsteins musico-linguistics 
	2. How he divides the definition of musico-linguistics 

	ⅰ) Mind  
	a) Part of speeches .
	b) Structures of the sentence .
	c) Intonation .
	ⅱ) Spirit .
	a) Harmonic expressions 
	b) atmosphere of tempo changes 
	c) word paintings .
	D. Analysis of the Five kids song cycle, I Hate Music.
	ⅰ) My Name is Barbara 
	ⅱ) Jupiter has Seven Moons .
	ⅲ) I Hate Music! .
	ⅳ) A Big Indian and a Little Indian 
	ⅴ) Im a Person Too! .
	Ⅲ. Conclusion .
	Ⅴ. Bibliography 
	Ⅶ. Korean Translation .
	Contents
	Ⅰ. Introduction (서론) 
	Ⅱ. Body (본론) 
	A. The life of Bernstein  (번스타인의삷)  .
	B. The development of American Art Songs .
	(미국 가곡의 역사적
	C. Bernsteins musico-linguisitics . 
	1. Definition of Bernsteins musico-linguistics  

	(Musico-linguistic에 대한
	2. How he divides the definition of musico-linguistics 

	(Musico-linguistic 의
	ⅰ) Mind (지성) .
	a) Part of speeches (품사) 
	b) Structures of the sentence (문장의 구조) 
	c) Intonation (억양) 
	ⅱ) Spirit (감성) .
	a) Harmonic expressions (화성적 표현) .
	b) atmosphere of tempo changes  
	(템포 변화로 인한
	c) word paintings (묘사) 
	D. Analysis of the Five kids song cycle, I Hate Music.  
	(연가곡<I Hate Music>에 관한
	ⅰ) My Name is Barbara .
	ⅱ) Jupiter has Seven Moons 
	ⅲ) I Hate Music! 
	ⅳ) A Big Indian and a Little Indian .
	ⅴ) Im a Person Too! . 
	Ⅲ. Conclusion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