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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석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렉쳐 리사이틀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노트 형식의 논문 이다.

이번 논문은 르네상스 후기 이후 침묵했던 영국가곡을 현대에

이르러서 다시한번 전성기로 이끌었던 작곡가들 중 한 명 이었던

‘제랄드 핀지 (Gerald Finzi, 1901-1956)’의 대표적인 연가곡 ‘Let us

garlands bring, Op. 18’의 시 해석 및 음악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작품은 영국 최대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 ‘Come away death’, ‘Who is

Silvia?’, ‘Fear no more the heat o the Sun’, ‘O Mistress mine’, ‘It was

a lover and his lass’ 총 5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으로 들어가기에

앞 서 작품을 이해 하는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곡자

Gerald Finzi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등을 알아 본 후 ‘Let us garlands

bring, Op. 18’의 시의 번역과 음악 분석으로 넘어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 이다. 이를 통해 Gerald Finzi만의 음악적인 특색과 그가 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다루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영국 가곡, Gerald Finzi, William Shakespeare. Let us

garlands bring, Op. 18

학 번 : 2013-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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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국 가곡의 최 전성기는 르네상스 후기였는데 이 시대는 절대왕권과

대영제국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던 튜더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던 ‘엘리

자베스 1세(1533-1603)’가 통치하던 시대였다. 이 당시는 ‘윌리엄 버드

(William Byrd, 1540-1623)’, ‘존 다울랜드(John Dowland, 1562-1626)’,

‘토마스 캠피온(Thomas campion, 1567-1620)’ 과 같은 거장들이 활동하

던 시기였는데 이들의 노래는 넓은 음역을 요구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 내용은 대체로 사랑에 관한 이야

기나 단순하고 소박한 내용들로 구성 되어 있었다. 또한 상류사회의 비

판이나 시대의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이 담긴 노래들로 크게 인기를 끌었

다.

바로크 시대로 넘어오면서 영국이 내세울수 있는 작곡가는 ‘헨리 퍼셀

(Henry Purcell, 1659-1695)’ 을 제외하고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등과

같은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 헨리 퍼셀 이후 영국 가

곡계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물론 가곡 작곡가들은 꾸준히 존재 해 왔지

만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지는 못 했다. 그러나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제랄드 핀지(Gerald Finzi, 1901-1956)’, ‘랄프 본 윌리엄스(Ralph

Vaughan Williams, 1872-1958)’,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

1913-1976)’과 같은 작곡가들에 의해 영국의 음악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

이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Gerald Finzi’는 20세기 초 가

장 뛰어난 예술가곡 작곡가들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데 화성과 선율적

인 부분에서 전통에 기초한 작품을 주로 만들었고 동 시대의 작곡가들

중 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작곡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연가곡으로 꼽히는 ‘Let us garlands bring, Op.18’의

연구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와 Gerald Finzi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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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rald Finzi의 생애와 음악

(1) Gerald Fizni의 생애

Gerald Finzi는 1901년 7월 14일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선박 중개인 이었는데, G. Finzi가 여덟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2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 1차 세계대전 기간에 그는 가족과 함께 영국 북부

지방의 도시인 Harrogate에 정착해 그곳에서 작곡자 Ernest Farrer를 만

나 음악 공부를 시작한다.

당시 E. Farrer는 G. Finzi에 대해 매우 부끄러움이 많지만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로 묘사한다. 불행히도 E. Farrar는 세계 1차대전 당시 죽게

되는데 이 시기에 그의 형제들 또한 잃게 되어 고통을 받고 이러한 역경

은 G. Finzi가 암울한 세계관을 갖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시인 토마스 Thomas Traherne과 토마스 Thomas Hardy의 시에서 위안

을 찾게 되고 이를 계기로 그들의 시에 곡을 붙이게 된다. 그중 50여곡

이 넘는 G. Finzi의 가곡들이 T. Hardy의 시에 붙여졌는데 이들의 음울

한 주제에 의한 시가 G. Finzi의 암울했던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어울렸

고 그의 절망적인 감정들을 음악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초창기 G. Finzi의 음악은 대부분 친구, 연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명상

적 서정시인 비가의 분위기를 띈다. E. Farrar의 죽음 이후, G. Finzi는

York Minster에서 오르가니스트이자 합창단 지휘자였던 Edward

Bairstow와 공부하게 된다. E. Bairstow와 5년간 공부한 뒤 1922년에는

영국 남서부 Gloucestershire주의 Painswick으로 이주해 본격적인 작곡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의 초기 오케스트라 작품이었던 ‘A Severn

Rhapsody’가 런던에서 공연 되었고 호평을 받았다. 1925년에는 작곡자

Adrian Boult의 권유로 R. O. Morris에게 대위법을 배우게 되고 이듬해

런던으로 이주해 Howard Ferguson(1870-1946), Robin

Milford(1908-1999), Edmund Rubbra(1901-1986), Ralph Vaughan



- 3 -

Williams(1872-1958)등의 인물이 활동했던 음악가 모임에 들어가서 교류

하며 서로 음악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예술적인 역량을 높여 나가게 된

다.

1930년부터 1933년까지는 Vaughan Williams의 소개로 영국 왕립음악

원에서 학생을 가르친다. 1933년, 예술가였던 Joyce Black과 결혼해 그

녀와 함께 영국 남부 Wiltshire주의 Aldbourne에 정착하며 작곡과 더불

어 사과나무를 기르는 데에 헌신했고 또한 3000점에 이르는 영국의 시와

철학, 문학, 18세기 음악에 관한 책들을 모았다. 이 자료들은 현재 영국

Reading대학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30년대에 G. Finzi는 오직 몇 개의 작품만을 작곡 했는데 이중에서

도 두드러지는 작품은 칸타타 ‘Dies natalis’이다. 1939년에는 Hampshire

주의 Ashmansworth로 건너가 아마추어 챔버 오케스트라인 ‘Newbury

String Players’를 설립하고 그가 죽기 전까지 지휘를 맡았다. 세계 2차

대전 발발로 ‘Three Choirs Festival’에서 예정 되어있던 ‘Dies natalis’의

초연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후 이 페스티벌을 통해 Finzi는 메이져 작

곡자로 발돋움 하게 된다.

이 때부터 Three Choirs Festival과 각지에서 G. Finzi의 작품들이 자

주 공연되게 되지만 이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1951년 G. Finzi에게

악성림프종인 호지킨병이 발견되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것 이다. 발병이후 그의 고뇌에 찬 감정은 첼로 콘체

르토 1악장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G. Finzi의 마지막 작품

이 되었던 첼로 콘체르토 2악장은 그의 아내를 음악적으로 묘사함으로

인해 온화한 성격을 띈다. 그는 1956년 옥스포드의 병원에서 라디오를

통한 그의 첼로콘체르토 초연을 앞 둔 하루 전 날 밤, 숨을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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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rald Finzi의 음악

일반적으로 Finzi의 가곡 양식은 동시대 유럽 작곡가였던 Wagner,

Strauss, Debussy등과 비교하면 확고하게 전통적인 양식을 띄고 있다.

그는 지극히 서정적인 멜로디들을 복잡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매우 세련되게 작곡했다.

그는 피아노 반주부를 작품의 핵심적인 시어와 구절을 강조하는 중요

한 기능으로 사용하였으며 노래 선율과 동등한 관계를 가지도록 작곡했

다. 또 노래의 선율을 반주부에서 꾸준히 반복해서 사용하여 작품의 주

제를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Finzi 가곡의 특징적인 면은 저성부를

위한 곡이 많이 쓰여졌다는 것 이다.

그는 자신이 바리톤의 음성을 가지고 있었고 목소리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으로 그 힘과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작곡가였다. 또한 발성훈

련을 받지 않은 남성들의 대다수가 바리톤이므로, 그의 작곡 작업 전반

에 걸쳐서 바리톤의 음역을 모든 사람의 목소리로 상징화 시켰던 것 이

다.

그는 악기 역시 중간 음역대의 것을 선호했는데, 그의 두 개 뿐인

solo concerto는 첼로와 클라리넷을 위한 것이었다. Finzi는 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확고하고 매우 엄격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좋은 시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를 음악을 위해 편집하는 것은 옮

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작곡가는 시에 의해 감동받고, 시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었다.

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충실한 해석에 의한 작시법은 영국 가곡사에

서 자신만의 예술성을 확립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영국 가곡의 예술성

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1)

1). Gerald Finzi의 ‘Let us garlands bring, Op. 18’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

사논문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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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Let us garlands bring, Op. 18의

연구

1. 시 번역 및 작품 분석

(1) Come away, death(오너라, 죽음이여)

Come away, come away, death,

And in sad cypress let me be laid;

Fly away, fly away, breath;

I am slain by a fair cruel maid.

My Shroud of white, stuck all with yew,

O prepare it!

My part of death, no one so true

Did share it.

Not a flower, not a flower sweet,

On my black coffin let there be strown;

Not a friend, not a friend greet

My poor corpse, where my bones shall be thrown;

A thousand, thousand sighs to save,

Lay me, O where

Sad true lover never find my grave,

To weep there!

오너라, 오너라, 죽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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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사이프레스 속에 날 눕혀다오

날아가라, 날아가라, 숨이여

나는 잔인한 미녀 손에 죽음을 맞는다

하얀 수의를 주목나무로 장식하여

오, 준비해다오!

그 누구의 죽음도

나의 죽음만큼 온당치는 않았네

내 검은 관 위에 꽃은,

향기로운 꽃은 흩뿌리지 말아주오

친구여, 친구들이여

재가 되어 날아가는 나의 가엾은 송장에 한 사람도 슬퍼하지 말아다오

천 개의, 천 개의 한숨을 아낄지어다

나를 눕혀다오,

오, 사랑으로 찾아와

내 무덤 앞에 슬피 울지 않을,

그런 곳에 눕혀다오

a) 시의 형식

각 운에 따라 1연(A) - 2연(A`) 형태.

‘십이야’ 2막 4장에서 광대 페스테가 부르는 노래를 이용해 쓴 곡이며,

2연 16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A파트>

A-a. [전주] 1-4마디 [Part 1] 5-12마디. [Part 2] 13-20마디. [간주]

-> B minor

A-b. [Part 3] 22-29마디. [Part 4] 30-36마디. [간주] 37-3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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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조로 이동하다가 원조로 회귀한다.

<A'파트>

A'-a'. [간주] 40-43마디 [Part 5] 44-51마디 [Part 6] 52-59마디 [간주]

60-61마디

-> B minor

A'-c [Part 7] 62-69마디 [Part 8] 70-75마디

<후주> 75-82마디

b) 악곡 분석

제 1곡은 B minor로 복합 2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곡의 조성은 B minor이며, 느린 템포(음울한, 비통한, 음산한,

불길한의 뜻)로 연주하라고 지시되어 있으며, 8분음표, 4분음표를 중심으

로 한 긴 음가 위주의 리듬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주를 살펴보면 베이스의 하행 및 순차하는 시스템이 더욱 죽음에 달

관하는 화자의 자세를 나타내는데 담담한 느낌마저 준다. 그리고 왼손

코드가 옥타브로 음 두 개만 짚는 것이 아니라 세 개를 짚으며 더 밀집

된 코드를 보여준다. 저음부의 밀집코드는 무거운 분위기를 나타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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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며, 죽음을 나타내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 피아노의 음형은 A 부분의 각 프레이즈 시작 부분에 나옴

으로서 곡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오른손 음형을 보면 16분음표단위로 슬러가 이어져있는데, 이는 더욱

정교하게 몰아쉬는 숨을 나타낸 것 이다. 죽기 직전의 숨을 길고 짧은

음가로써 나타낸 것 이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마디 5-7, 마디13-15, 오른쪽 그림의 마

디44-46, 마디52-54 성악파트의 선율을 보면 A부분의 시작부분들로, 악

곡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가사는 다르지만 같은 가사 구조를 가진 부분을 동일한 형태(음 진행,

리듬형태)로 작곡하는 기법을 통해 악곡의 통일성을 확실하게 부여했다.

*작곡 기법의 관점으로 볼 때 세 마디씩 나온 저 그림을 살펴보면, 마

디 첫 음들이 B, F#, 낮은 B음이다. 이 음들은 B minor의 으뜸 화음이

며 이 조성의 색채를 강하게 하기 위해 이 음들을 강조 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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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A부분 각 프레이징의 변박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렇게

박자가 바뀌는 것은 가사의 길이나 단어 개수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변박을 통한 패턴의 일탈을 통해 그 프레이즈의 종지를 알려 주

기 위함이다.

(마디 9-11, 마디 17-19, 마디 56-58)

* 작곡 기법의 관점으로만 볼 때, 이러한 변박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

는 곡에 활기를 넣어주며 신선한 변화의 기점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변박이 없이도 진행 할 수 있었을 것. 프레이징

의 일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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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는 마디 69 - 76이다. 이것을 살펴보면 weep... 으로 이어지는

특징적인 멜리스마가 나타난다.

멜리스마(Melisma)란, 성악곡에서 가사의 1음절에 많은 음표가 주어지

는 장식적인 선율법을 말한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할렐루야 작곡법으로

사용

이 멜리스마는 점차적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화자의 마지막 외침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 외침을 더욱 길게 끌어냄으로써, 그 절망감을 더욱

깊게 표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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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행하는 멜로디를 보더라도 더욱 극적인 절망감이 드러난다.

후주는 마디 1-4 전주부분을 다시 이용하면서 시작된다. 수미쌍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형적인 시적인 의미를 가진 구성이다.

마디 79-80마디의 오른손 멜로디(파란색 박스) 를 보면 A부분 프레이

즈의 시작부분 테마를 차용하여 주제의 통일감을 주고 강조를 하게 된

다.

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 mp - p - pp로 점점 죽음으로 향하듯 작

아지면서 마무리가 된다.



- 12 -

(2) Who is Silvia?(실비아가 누구 인가?)

Who is Silvia? What is she,

That all our swains commend her?

Holy, fair, and wise is she;

The heavens such grace did lend her,

That she might admired be.

Is she kind as she is fair?

For beauty lives with kindness.

Love doth to her eyes repair,

To help him of his blindness;

And, being helped, inhabits there.

Then to Silvia let us sing,

That Silvia is excelling;

She excels each mortal thing,

Upon the dull earth dwelling:

To her let us garlands bring.

실비아가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모든 젊은이들이 그녈 예찬하는가?

성스럽고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

하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모두가 그녀에게 감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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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여쁜 외모만큼 마음씨도 아름다운가?

미모는 어진 마음을 동반하는 법

그녀의 눈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그 남자는 눈을 뜨고

눈을 뜨면 사랑이 머무르네

그러니 우리는 노래하네

실비아가 훌륭하다고

지구 위에 살아있는

무엇보다 빼어나다네

그녀의 머리 위 화환을 씌우리

a) 시의 형식

‘십이야’ 4막 2장에서 나오는 수리오와 악사들의 노래를 이용하여 작곡

한 노래이며 3연 15행으로 이루어 져 있다. 실비아를 찬미하는 내용 이

다.

b) 악곡 분석

제 2곡은 F Major로, A-B-A'의 3부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주] 1-4마디 [A] 5-14마디 - F Major

[간주] 14-17마디 - 전조과정

[B] 18-27마디 - d minor로 회귀하는 과정.

[간주] 27-32마디 - 원조 확립과정 (원조의 V-I로 확립)

[A'] 33-42마디 [후주] 43-50마디 - F Major

이 곡은 Silvia를 찬미하는 곡이기에 시의 내용과 맞추어 밝은느낌, 그

리고 통통 튀는 느낌으로 작곡되었다. 첫 번째곡은 극도의 단조를 이용

하여 장엄한 분위기를 이루지만 그에 반해 2곡은 장조를 선택하고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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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포를 사용한 것, 그리고 깡총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 붓점리듬을 많이

사용한 것이 곡의 특징이다.

도입부. 이 곡의 밝은 성격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이다.

마디 1-4의 전주는 이 곡의 전체적인 밝음으로 함축해서 드러내 보인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의 3-4마디는 성악파트 첫 부분에서 나올 것을 미리

예비하여 반주함으로써 통일성을 더하고 분위기를 더욱 고조 시킨다.

*피아노반주와 성악곡의 통일성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작곡기

법에는 주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 주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어떻게 강조

하느냐가 그 곡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 곡에서는 가장 기본

적인 반복법을 통하여 반주와 성악파트에서 순차적으로 주제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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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는 A, B, C 차례대로 마디 12-14, 마디 25-27, 마디 40-42이

다.

앞 곡에서 나타났던 특징 중 하나가 2곡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3/8박

자로의 변박은 일시적인 박자의 일탈을 통해 종지를 예상할 수 있게끔

하는 용도이다.

작곡가는 종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종지 전에 특

별한 사인(변박)을 줌으로써 종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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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의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원으로 표기)를 살펴보면 이 곡의 주

제(Theme)가 다시 드러난다. 아까 설명 했듯, 주제를 성악파트에서 나타

나게끔 하여 전체적인 통일감과 주제 강조를 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마디(사각형으로 표기)를 살펴보면 피아

노반주 오른손 리듬에 주목해야한다. 저 리듬과 음가, 그리고 음정을 그

대로 살려서 조만 바꾸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형진행

(시퀀스)이다.

이는 작곡에서 매우 중요한 기법으로 주제를 발전시키고 강조하는 가

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전조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

는데, 이 곡에서는 F Major에서 d minor로 동형진행을 통한 자연스러운

전조 과정을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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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곡의 마지막 종결부(Coda)이다.

마디 45(ff부분) 이후에는 이전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리듬 형태

를 사용하게된다. Chopin(쇼팽)이 악곡에 사용하던 Polka(폴카)의 춤곡

리듬이 나타나는데, 이는 실비아에 대한 즐거운 찬미의 느낌을 음악적으

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그 느낌과 다르게 Expression을 살펴보면 ff에서 pp로 점차 디

미뉴엔도 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곡을 마무리 짓기 위한 페이드

아웃의 의미를 갖는다.

* Fade out은 영화나 영상에 주로 쓰는 기법이지만 작곡에서도 그 음

향의 공간감을 나타내기위해 곡의 마지막부분이나 한 악장의 종결부분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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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ear no more the heat o' the sun(태양의 열기를 그만 두려워 하라)

Fear no more the heat o' the sun,

Nor the furious winter's rages;

Thou thy worldly task hast done,

Home art gone, and ta'en thy wages;

Golden lads and girls all must,As chimney-sweepers, come to dust.

Fear no more the frown o' the great;

Thou art past the tyrant's stroke:

Care no more to clothe and eat;

To thee the reed is as the oak:

The sceptre, learning, physic, must

All follow this, and come to dust.

Fear no more the lightning-flash,

Nor the all-dreaded thunder-stone;

Fear not slander, censure rash;

Thou hast finished joy and moan;

All lovers young, all lovers must

Consign to thee, and come to dust.

No exorciser harm thee!

Nor no witchcraft charm thee!

Ghost unlaid forbear thee!

Nothing ill come near thee!

Quiet consummation have;

And renowned be thy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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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열기를 그만 두려워하라

겨울의 사나운 분노도 그만 두려워하라

세상 위에 그대가 할 일은 모두 다 하였다

집으로 가 보답 받으라

금빛의 소년 소녀 모두가

굴뚝 청소부와 같이 재가 될 터이니

위대한 자들의 찌푸린 얼굴을 그만 두려워하라

폭군의 채찍질이 더 있지 아니하네

입을 것과 먹을 것에 신경을 거두어라

그대에게 오크 나무는 갈대와 다를 것이 없고 왕권과 학식과 의술

그 모든 것이 결국 재가 될 터이니

번개불의 섬광을 그만 두려워하라

무시무시한 번개 화살 또한 그만 두려워하라

중상모략을, 무분별한 책망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는 기쁨도 신음도

모두 마쳤나니; 모든 젊은 연인들, 모든 연인들이 그대를 따라 재가 될

터이니

어느 퇴마사도 그대를 해할 수 없다네!

어떤 마법도 그대에게는 이를 수 없다네! 떠도는 귀신도 그대를 삼가네!

악한 그 무엇도 그대 가까이 올 수 없네! 그대의 죽음은 고요한 완성일

것이며 널리 기려질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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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의 형식

'심벨린‘ 4막 2장 벨라리어스 동굴 앞에서 귀데리어스와 아비라거스가

그들의 적이었던 왕족 클로텐을 죽이고 그 시체를 묻으면서 부르는 노래

이다.

1행의 ‘Fear no more the' 부분이 1연에서 3연까지 반복되며, 1행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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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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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악곡 분석

제 3곡은 Bb Major로,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주] 1-4마디

[Part 1] 5-17마디 [간주] 18-21마디

[Part 2] 22-34마디 [간주] 34-37마디

[Part 3] 38-50마디

[간주] 51-57마디 - 전조 과정

[Part 4] 58-66마디 - Bb minor

67-72마디 - Db Major -> Bb Major 조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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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4

곡의 도입부분(전주)이다. 첫 부분은 현실의 어두움, 그것을 이겨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담담한 표현을 나타낸 부분으로써, 코랄풍의 피아노

음형이다.

*코랄이란 교회의 회중찬미의 노래 형식이다. 이 피아노 음형을 매우

느린 템포로 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정은 듣는 사람에게 무겁고 강

한 느낌을 주고, 담담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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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마디 5-8, 마디 22-25, 마디 38-41이다.

앞 두마디를 보면 모두 같은 선율로 시작한다. 모두 같은 가사인

‘Fear no more'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첫 두 마디의 성악파트 선율이 같은 리듬과 같은 형태와 같은 음 진

행, 음정관계로 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통일감을 주려는 의도이다.

시의 흐름을 곡에 문학적으로 담아낸 작곡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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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부터 차례대로 마디1-4, 마디18-21, 마디34-37, 마디51-57

피아노파트의 뒷 두마디씩을 보면 같은 선율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

다. 배치된 화음은 다르지만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이것또한 통일감 조

성의 의미이다.

마지막줄 악보 (51-57)를 보면 전개 방법이 이전의 간주와 다른데, 일

단 첫 두마디는 마디 1-2의 선율이 재등장하고, 마디 53-54에서는 마디

3의 소재를 동형진행으로 두 번 반복했다. 이어서 55-57에서는 이전의

전주나 간주에 없었던 선율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성격이 다른 전조부분

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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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두 번째마디에 5-8의 선율이 재등장하는데, 이것은 종지의 신

호이다. 처음부분과 조만 바뀌어서 같은 구조로 나타난다. 시작 부분의

음형을 마지막에 다시 등장시키는 것은 이 곡을 종지하기 위한 신호이

다.

종결부에는 마디 7-8의 선율을 크게 변형시키며 Bb Major로 종지하

고 있다. 이는 고요한 죽음으로 향함을 의미한다. (고요한 죽음을 의미하

는 하행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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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 Mistress Mine (사랑하는 님이여)

O mistress mine, where are you roaming?

O, stay and hear; your true love’s coming,

That can sing both high and low.

Trip no further, pretty sweeting;

Journeys end in lovers meeting,

Every wise man’s son doth know.

What is love? ‘tis not hereafter.

Present mirth hath present laughter.

What’s to come is still unsure.

In delay there lies no plenty.

Then come kiss me, sweet and twenty.

Youth’s a stuff will not endure.

오 나의 여인이여, 어디서 떠도는가?

오, 여기 머물러 들어보라, 그대의 진정한 사랑이 오고있네

그는 높은 음도 낮은 음도 노래할 수 있다네

더 이상 멀리 나가지 말게, 어여쁜 애인이여

연인이 만나는 곳에서 여행은 막을 내리니

현명한 자의 아들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네

사랑이 무엇인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네

현세의 환희에 현세의 웃음이 있는 법

앞으로 펼쳐질 일은 여전히 알지 아니하고

미루는 곳에 넉넉함은 없네

그러니 내게 와 키스해주오, 스무살의 당신이여

청춘이란 지속되지 아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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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의 형식

‘십이야’ 2막 3장 속에서 올리비아의 백부인 주정뱅이 토비경과, 그로

부터 올리비아에게 구애하도록 부추김을 받고 있는 시골 신가 앤드루 경

이 여흥을 위해 광대 페스테에게 청하여 듣는 것이며, 2연 12행으로 구

성되어 있다.

b) 악곡 분석

제 4곡은 Eb Major로, 복합 2부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주] 1-10마디

[A-a] 11-23마디 [A-b] 24-31마디

[간주] 32-39마디

[A'-a'] 40-50마디 [A'-c] 51-58마디

[후주] 59-6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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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곡에서는 성악 및 피아노의 오른손에 펼쳐진 레가토와 피아노의

왼손에 펼쳐진 쉼표로 끊어지는 짧은 음가가 서로 대비되는 요소를 동시

에 등장한다. 레가토는 그대를 향한 노래, 스타카토는 어디론가 가고 있

는 그녀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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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마디를 보면, 같은 화음이지만 오른손의 다른

전개방법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지루해질 수 있는 반주를 다채로운 색상

화 시킨 방법이다.

그리고 6-7, 8-9마디를 보면 반복이 되지만 강세의 변화가 있다. 이것

도 완전모방보다는 조금의 변형을 통해 다채로운 색감을 준다.

마디 10-11에서는 오른손이 옥타브 아래에서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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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이 마디 29-32. 둘째 단 셋째 단 악보가 마디 52-59이다.

29-32마디를 보면 긴 음가, 다른 음형을 사용하고 변박을 통해 종지부

분의 일탈을 통하여 종지부분을 더욱 강조한다. 1,2곡에서 드러난 작곡

기법이다.

그리고 52-59에도 이곡의 지배적인 음형에서 벗어나 긴 음가 위주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함과 동시에, 한 부분의

종지를 위한 일시적인 일탈로도 볼 수 있다.

동시에 2/2박자 외의 다른 박자로의 변박도 일어난다.

이 곡의 절정이다. 마디 52의 세 번째 박자에서 클라이막스가 형성되

는데, A‘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 곡의 중심소재에서 벗어나

긴 음가의 진행으로 전환되고 있다. 피아노 반주의 음도 이 곡에서 가장

높은 Eb음으로 되어있고, 강한 셈여림과 함께 가장 높은 음에서 등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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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부이다. 첫부분의 전주를 그대로 재현하는데 Coda의 성격으로서

화자의 이야기가 다 끝난 이후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다시 걸어가면

서 그로부터 멀어지는 그녀를 음악적, 문학적으로 함께 표현한 것이다.

<제 5곡> It was a lover and his lass (뜻대로 하세요)

(5)It was a lover and his lass(연인이었고 애인이었네)

It was a lover and his lass,

With a hey, and a ho, and a hey nonino,

That o‘er the green cornfield did pass

In springtime, the only pretty ring time,

When birds do sing, hey ding a ding a ding,

Sweet lovers love the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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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acres of the rye,

With a hey and a ho, and a hey nonino,

These pretty country folks would lie

In springtime, the only pretty ring time,

When birds do sing, hey ding a ding a ding,

Sweet lovers love the spring.

연인이었고 애인이었네

‘헤이’ 하고, ‘호’ 하고, ‘헤이 노니노’하며

저기 푸른 옥수수 밭은 봄을 지났네

유일이 아름답게 울리는 그 시간, 봄

새들이 ‘헤이 딩어딩어딩’하고 울 때

달콤한 연인들이 봄과 사랑에 빠지네

호밀밭 사이에서,

‘헤이’하고, ‘호’하고, ‘헤이 노니노’하며

이 어여쁜 시골 사람들이 누워있곤 했네

유일이 아름답게 울리는 그 시간, 봄

새들이 ‘헤이 딩어딩어딩’하고 울 때

달콤한 연인들이 봄과 사랑에 빠지네

This carol they began that hour,

With a hey, and a ho, and a hey nonino,

How that a life was but a flower

In springtime, the only pretty ring time,

When birds do sing, hey ding a ding a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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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lovers love the spring.

And therefore take the present time,

With a hey, and a ho, and a hey nonino,

For love is crowned with the prime

In springtime, the only pretty ring time,

When birds do sing, hey ding a ding a ding,

Sweet lovers love the spring.

그 때 시작된 지저귐

‘헤이’하고, ‘호’하고, ‘헤이 노니노’하며

삶은 그저 꽃과 다르지 않았으니

유일이 아름답게 울리는 그 시간, 봄

새들이 ‘헤이 딩어딩어딩’하고 울 때

달콤한 연인들이 봄과 사랑에 빠지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을 맞아들이라

‘헤이’하고, ‘호’하고, ‘헤이 노니노’하며

사랑은 봄에 영광을 보니

유일이 아름답게 울리는 그 시간, 봄

새들이 ‘헤이 딩어딩어딩’하고 울 때

달콤한 연인들이 봄과 사랑에 빠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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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의 형식

1연, 2연, 3연, 4연 총 4부 형식으로 구성 된 시이다.

b) 악곡 분석

5개의 곡 중 가장 긴 마지막 곡은 E Major로 복합 3부 형식이다.

[전주] 1-4마디

[A] a 5-15마디, b 16-27마디, c 28-35마디, 간주 35-38마디

[A'] a' 39-49마디, b' 50-61마디, c' 62-69마디

*여기까지는 E Major

[간주] 69-76마디 - 조 이동과정

[B] d 77-88마디(D Major), e 89-103마디(원조 회귀),

c'' 104-111마디(E Major)

[간주] 111-118마디

[A''] a''119-129마디, b''130-141마디, c''142-151마디

[후주] 151-157마디

*E Major로 마무리.

마디 1-4이다. 봄이 내포한 밝고 활기찬 느낌. 그 속에서 나누는 사랑

표현을 드러낸 반주 형태이다. 당김음 리듬을 기본으로 한 음형을 위주

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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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0-16이다. 두 연인이 즐겁게 노는 것을 표현한다.

전주의 음형을 기본으로 하지만, 마디 11-16에서는 이 음형에서 벗어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2/4의 강약을 지키면서 레가토로

연주되고 있다.

* 피아노와 성악파트가 함께 노래하며 나아간다. 그리고 성악파트의

가사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피아노가 이어 노래부르며 음악적으로 부드러

운 연결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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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에서도 변박이 나타난다. 작곡가인 Finzi는 종지가 나타나기 직

전에 변박을 통하여 종지를 예측하게끔 하는 작곡 기법을 사용한다.

1곡 2곡에서도 이 기법을 사용했었는데, 가사에 맞춘 변박이 아닌 일탈

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기법이다.

*그리고 위 악보의 1마디에서 3마디 피아노반주 오른손 멜로디를 보

면 B음과 E음이 시가만 달리한 채 스타카토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4분

음표의 시가로 시작하지만 점점 빨라져 16분음표의 시가로 마무리된다.

이것을 작곡기법에서 축소법이라고 한다. 점점 고조되거나 점점 긴장감

을 높여갈 때, 혹은 속도감을 줄 때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완전 4도

의 강조)

* 마디 28-34, 62-69, 104-111, 142-151은 모두 같은 가사로 노래한다.

모두 "When birds do sing, Hey ding a ding a ding. Sweet lovers

love the spring" 라는 가사가 등장하고, 같은 가사가 나오면 같거나 비

슷한 리듬으로 곡을 구성한다.

마디 142이후. 145에서는 마디 31과 다르게 배치가 서로 바뀌어 있으

며, 146 이후 부분에서는 이전과 달리 다른 화음을 쓰며 길이가 길어지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 130-135이다. 이 곡의 절정이 ‘crown’이라는 가사에서 만들어진

다. 음이 높게 진행됨과 동시에 가장 강한 셈여림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의 3마디동안 4분음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절정이라는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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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51-157이다.

마디 151 이후는 이 곡의 후주 부분으로써, 강한 셈여림과 함께 화려

하게 끝나고 있다. 이것은 극도로 밝고 활기찬 봄의 분위기를 마지막으

로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 38 -

Ⅲ. 결론

Gerald Finzi는 르네상스 후기 영국 가곡의 전성기 이후 잠잠했던 영

국 가곡의 부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작곡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연가곡

‘Let us garlands bring, Op. 18’에 자신만의 확고한 시에 대한 깊은 관

심과 작곡법으로 그의 개성을 작품에 투영 시켰고 영국 가곡사에서 그

만의 예술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 Gerald Finzi는 두드러지는 변박자와 비화성음, 반음계등

을 적절히 사용해 음악과 시가 효과적으로 결합 되도록 하였고 피아노

반주부를 작품의 핵심적인 시어와 구절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셰익스피어 시에 곡을 붙인 작곡자 들 중 Roger Quilter와 Peter

Warlock과 함께 Gerald Finzi의 ‘Let us garlands bring, Op.18’은 20세기

초 가장 훌륭한 셰익스피어 시의 해석으로 손 꼽힌다.

본 논문을 통해 Gerald Finzi의 작곡법과 작시법을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성악가로서 가곡을 연구하고 연주 하는 데에 있어

서 고려되어야 할 작곡가의 생각이나 의도를 파악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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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iography of Gerald Finzi

and the analysis and

explanation of his song cycle,

‘Let us garlands bring, Op.18’

Chung DongHyuk

Department of Vocal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and described factors involved in the lecture 

recital program, which is necessary to finish the master course, 

based on a program note form.

The study seeks to analyse the lyrics and music of a 

representative set of love songs by Gerald Finzi(1901-1956), 

‘Let Us Garlands Bring, Op. 18,’ who is one of the composers 

that led English songs into their golden days in modern times 

once again after their long stagnation after Renaissance. This 

work where music composition was added to the poe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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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Shakespeare, the greatest writer in England, comprises a 

total of five songs; ‘Come away death’, ‘Who is Silvia?’, 

‘Fear no more the heat o the Sun’, ‘O Mistress mine’, ‘It 

was a lover and his lass.’ It firstly investigates biography and 

musical features of the composer, Gerald Finzi, in order to help 

to understand the work a little more. Then it translates the 

lyrics(poems) and analyses the music to help to understand the 

piece of art. In doing so, the research presents an opportunity to 

examine Gerald Finzi’s own peculiar musical characters and the 

way he understood and coped with the lyrics. 

keywords : British song, Gerald Finzi, William Shakespeare. Let

us garlands bring, Op. 18

Student Number : 2013-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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