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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곡가인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 1913-1976)의 연가곡「Les Illuminations Op.18」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브리튼의 생애와 그의 음악작품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의 초기 연가곡인「Les Illuminations Op.18」을 분석하였다. 브리튼은

헨리 퍼셀 이후 영국 음악을 부흥시킴으로써 다시금 영국 음악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여러 장르의 작품 중에서도 그의

성악작품은 지금까지도 많은 연주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연주되

고 있다.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브리튼은 시를 분석하는 데에도 통찰력을 보였

다. 일정한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어느 시인의 한 소네트를 재배열하여

통일성을 갖춘 스토리를 구성하기도 했다. 시에 내포된 의미에 맞게 선율

을 구성함으로써 시와 음악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언

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는 모국어인 영국 언어에만 머물지 않고 성악작품

에 여러 나라의 언어로 가사를 붙임으로써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특성

을 부여하였다. 작곡기법 측면에서 브리튼은 전통적인 작곡 기법과 20세

기 작곡 기법을 절충해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에 독창성을 더하였

다.

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브리튼이 미국에 머무를 당시에 그가

처음으로 모국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작곡한「Les Illuminations Op.18」

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그가 처해 있던 20세기의 시대적 배경과 영국 예

술가곡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상징주의 대표 시인인 랭보



의 생애와 그의 시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Les Illuminations 채색

판화 집」의 시적 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시에 내포된 의미를 이

해하고「Les Illuminations Op.18」을 작곡한 브리튼의 작곡 의도를 구체

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이 연가곡에서 연주자가 곡을 표현할 때 필요

한 핵심적인 부분과 작곡가가 연주자에게 의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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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 론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연가곡「Les Illuminations Op.18」의 작곡

가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 1913-1976)은 현대 작곡가로서 20세

기 영국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이다. 그는 17세기의 작곡가

인 헨리 퍼셀(H. Purcell, 1659-1695)이후 에드위드 엘가(E. Elgar, 1857-1934),

프레더릭 딜리어스(F. Delius, 1862-1934), 랄프 본 윌리엄스(R. V. Williams,

1872-1958)의 뒤를 이어 침체되어 있던 영국음악을 다시 부흥의 길로 이끈 대

표적인 작곡가이기도 하다.

변화무쌍하고 격변하는 20세기에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20세기 음악에서의 가장 큰

변화로는 전통적인 음악을 벗어나서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는 경향이 뚜

렷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음악에 전통

과 현대 그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곡 기법을 절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관현악, 합창음악, 영화음악,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작곡

함으로써 랄프 본 윌리엄스, 구스타브 홀스트(G. Holst, 1874-1934)와 함

께 20세기 영국 음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많은 작품 중에서 제

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80여 곡이 넘는 성악작품이라 할 수 있다.

브리튼은 영국의 고유한 음악 전통을 유지하면서 성악곡에 현대적 음악

기법을 조화롭게 사용하였다. 또한, 시에 조예가 깊었던 브리튼은 영시뿐

만 아니라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라틴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의 시

를 사용하여 작품마다 다채롭고 풍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브리튼의

이러한 작품들은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오늘날까지도 많은 음악가에

게 연주되고 있다.

브리튼의 13개 연가곡 중「Les Illuminations Op.18」은 초기 작품으로

미국에 머무를 당시에 작곡되었다. 이 연가곡은 이후 브리튼의 가곡뿐만

아니라 오페라, 성악에도 깊은 영향을 준 작품으로서, 19세기 프랑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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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주의 시인 아르튀르 랭보(A. Rimbaud, 1854-1891)가 혼란스러운 현실

을 거부하고 자신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암시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에 선율을 더한 작품이다.

본 논문에서는 벤자민 브리튼이 활동하였던 20세기의 시대적 배경과 음

악적 흐름 및 영국 성악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벤자민 브리튼

의 음악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9세기 프랑스 문학의 상

징주의를 대표하는 랭보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생애와 시 특징에

대하여고찰하고 마지막으로 브리튼의 연가곡「Les Illuminations Op.18」

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작곡가가 곡에서

의도하는 부분을 분석해냄으로써 향후 본 작품을 연주할 때 주목해야할

점과 더 나아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 작곡가 브리튼의 가곡 스타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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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1.1 20세기의 시대적 배경

20세기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인해 격량에 휩쓸리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으로 인하여 많은 문학가, 예술가들이

활동의 제약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19세 말과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갖가지 발명이 이어졌다. 전화, 라디오,

전기, 자동차 등 문명의 이기는 1920년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일상생활

의 친숙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더욱이 산업 사회를 특징짓는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제작된 물건들이 일반인들에게 빠르게 보급되었다. 20

세기 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문명 발달에 크게 고무되어 앞으로 다가

올 삶에 대하여 낙관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1) 하지만 온갖 과학적 진

보들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대전을 겪으면서 그런 꿈은 산산조각이 나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

가 일어났다.

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20세기 초엽 인류가 경험한 최고의

대규모 전쟁이었으며 그 후유증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대공황

파업, 인플레이션, 내전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1919년 베르사유 조

약이 체결 된 후 국민주의가 더욱 팽배했고 강대국 간의 정치적 대결이

첨예화되면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

(1917)2)으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프롤레타

1) 이석원,『현대사회 현대문화 현대음악』, 2010, p. 1.
2)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은 그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서 프랑스의 대혁명에 필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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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3) 독재를 표방하는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했다.4) 이탈리아에서는 물

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양산되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이러

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1919년에 무솔리니에 의해 이탈리아에서는 파시

즘이 생겨났다. 1929년 미국에서는 경제적 대공황이 일어났고 대공황 해

결책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F. D. Roosevelt, 1882-1945)가 전통적인 자

유 방임의 원칙을 포기하고 “뉴딜”이라는 정책으로 미국에서 빈곤한 사

람들을 구제하였다.5) 이러한 경제 대공황은 오랫동안 세계 경제를 깊고

긴 침체에 빠트렸다. 한편 독일에서는 국내의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1933

년 베르사유체제 타파를 외치던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1934년 8

월, 힌데부르크가 죽자 히틀러는 총통직과 수상직을 통합하여 막강한 제

국주의 원수가 되었다.6) 1933년부터 1945년까지 한민족의 말살 정책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망명하였고 600만명이라는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

후 열강의 군비 확장 경쟁과 침략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근 6년이나 지속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막대한 인명의 희생과 재산 손실이 초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종교 등 각 부문에서

인류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제국주의적 전체주의 국가들이 붕

괴되고 식민주의가 종식되었으며 민족적 독립과 함께 민주적, 자유적 정

치체제와 공산주의체제가 전세계로 확산되었다.7) 전체주의의 완벽한 패

배로 끝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 진영과 미국

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진영의 대립은 이른바 “냉전”이라는 새로운 대립

구조를 형성했다.

만한 것으로 20세기 역사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사상과 종교와 학문의 자유를

짓밟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일대 불행과 비극을 초래하였다.
3)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또는 노동계급이라고 하는데 정치상의 권력이나 병역의 의무

도 없고 다만 자식밖에 남길 수 없는 무산자들을 의미하는 라틴어 “Proletarius”에서

나온 말 즉 자기 자신의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살기 위한 노동만을 필요

로 하는 임금 노동자 계급을 말한다.
4) 박무성,『격동의 서양 20세기사』, 2002, p. 42.
5) 문명식,『유럽 역사의 이해』, 2011, p. 263.
6) 이경분,『망명 음악, 나치 음악』, 2004, p. 19.
7) 박무성,『격동의 서양 20세기사』, 2002,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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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유럽에는 공산주의 정

부가 들어섰고 그리스와 터키 등지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이 부상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낀 미국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8)을 발표하게 된다. 이에 대항하여

소련은 동유럽에서 코민포름(공산당 정보국)과 코멘콘(경제 상호 원조 회

의)을 창설하였고 체코슬로바키아를 공산화하였다. 독일은 자유 민주주의

를 표방한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과 공산주의를 표방한 독일 민주 공화

국(동독)으로 분단되었다.9)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곧 세계 각국의 전쟁으

로 이어졌으며 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류

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었다. 한편, 1900년대에는 독일에서 최초의

비행선이 독일에서 제조되었고, 라이트 형제는 1913년 최초의 비행에 성

공하였다. 축음기(1877)10)와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녹음테이프(magnetic

tape)등11)이 발명되었으며 라디오 방송(1920년), 텔레비전 방송(1939년)이

각각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요인들은 20세기 음악 문

화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음악들은 청중의 수요

를 충족시키는 반면 음악의 변화 속도를 한층 가속화시켰다.

1.2 20세기의 음악적 흐름
20세기 음악의 시작을 아놀드 쇤베르크(A. Schönberg, 1874-1951)의 무

조음악이 시작되는 1908년으로 간주하지만 1890년부터 이후 음악의 흐름

은 “낭만주의” 음악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단순히 “후기 낭만 시대”로 보기보다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8)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 1947년 3월 미국의 33대 대통령 H.S 트루먼이 미국
의회에서 선언한 미국외교정책에 관한 원칙이다.

9) 조수현, <고등학교 음악 교과와 세계사교과의 통합교육을 통한 근·현대음악감상 지도

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6, p. 25.
10) 축음기; 원통에 은박을 붙이고 음파의 시각적 표현물을 은박을 붙힌 원통에 새겨넣
어 작동하게 하는 소리를 저장하는 기계이다.

11) Donald J. Grout 저,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서양음악사 하』, p.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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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로 보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그 대표주자로서 음악학자 칼 달하우

스(C. Dahlhaus, 1928-1989)는 1889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1914년까지를 <음악적 모더니즘12)>의 시기라고 명명하면서 독자적 의미

를 부여하였다.13) 이러한 주장은 약 1890년부터 낭만주의 전통에서 급격

하게 벗어나기 위한 급격한 시도들이 출현과 함께 20세기의 양식을 예견

하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대표적 작

곡가 “클로드 드뷔시(C. Debussy, 1862-1918), 독어권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

Strauss), 맥스 레거(M. Reger), 초기 아놀드 쉰베르크(A. Schönberg)의

음악은 여전히 전통적 종지에 의존했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조성체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조성체계 내에서 음들을 논리적으

로 묶어주는 화성의 역할이 점차 사라지면서 무조음악을 지향하기 시작

한 것이다.14)

1908년 쇤베르크의「세 개의 피아노 작품 Op.11」은 조성의 기능을 상

실하고 그의 제자 알반 베르크(A. Berg, 1885-1935), 안톤 베베른(A. V.

Webern, 1883-1945)도 무조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2차 세

계대전 전까지 전개된 무조형태로 나타난 표현주의는 인상주의와 반대로

외적인 형태의 표현이 아닌 독자적인 감정 세계의 주관적인 표현에 중점

을 두고 반음계적인 전조를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

Stravinsky, 1882-1971)는 원시성에 가까운 새로운 리듬과 비전통 연주기법

을 사용하여 다양한 음색의 변화를 추구하는 원시주의 음악을 작곡하였

다. 그 대표적 작품으로는 발레음악「불새」,「페트루시카」,「봄의 제

전」등이 있다. 벨라 바르톡(B. Bartók, 1881-1945)을 중심으로 한 신민족

주의는 민속적 주제를 사용하여 민족의 원초적 정신을 추구하는 방향으

로 발전을 꾀하였다. 그 외에도 1910년경에는 풍부한 화성과 복합적인 리

듬을 사용하여 음악 양식의 폭을 넓히고 철학적 요소를 음악에 반영하는

12) 모더니즘; 근대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예술상의 여러 경향. 특히 1920년대에 일어난

표현주의, 미래주의, 다다이즘, 형식주의(포멀리즘) 등의 감각적이고 추상적이며 초현

실적인 경향의 여러 운동을 일컫는다.
13) C. Dahlhaus, “Die Moderne als musikgeschichtliche Epoche”, Die Musik des 19.

Jh., Laaber 1980. p. 270 이하.
14) 오희숙, 『20세기 음악1 역사 미학』, 2004,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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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르 스크리아빈(A. Scriabin, 1872-1915)의 신비주의 그리고 미래

주의 혹은 다다이즘이라 불리는 아방가르드15) 운동이 일어났다. 미래주의

대표적 작곡가 루이지 룻솔로(L. Russolo, 1885-1947)는 소음을 작곡에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였고 에릭 사티(E. Satie, 1866-1925)는 혁신적

인 사고를 통해 만든 작품들로 진정한 다다이즘을 보여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대의 표현주의 음악 양식은 그 지나친 주

관성으로 인하여 청중과의 거리감이 심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

시금 전통과의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움을 갖는 신고전주의적

경향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 작곡가로는 스트라빈스키를 들수 있는데 그

의 대표 작품으로는「병사의 이야기」,「형악4중주를 위한 3개의 소품」,

「오이디푸스왕」등이 있다. 독일에서도 신고전주의 성향이 있는 사조가

나타나는데 바로 파울 힌데미트(P. Hinde-mith, 1895-1963)에 의해 시작

된 신즉물주의이다. 반면 쇤베르크는 반음계가 아닌 무조음악을 체계화한

12음 기법16)을 창안하였다. 12음 기법은 음렬에 의해 악곡을 구성하는 획

기적인 작곡기법으로서 2차세계대전 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 다양화되고 더욱 발전되었다. 1920년 재즈가 미국에

서 하나의 음악 양식으로 정립되자 프랑스 6인조17), 에른스트 크세넥(E.

Křsneck, 1900-1991), 쿠르트 바일(K. Weill, 1900-1950), 파울 힌테미트(P.

Hindemith, 1895-1963), 한스 아이슬러(H. Eisler, 1898-1962)등 2세대 작곡가들은

실용음악을 추구하고 재즈18)를 수용하여 자신들 작품에 재즈의 기법과

착상들을 응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대중적인 작품으로 청중에게 다

가가려고 기계와 공장의 소음과 리듬을 들려주는 소음 음악도 등장한다.

15) 아방가르드; 모더니즘의 상징적 요소로 정치와 문화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경향이나

운동을 선보인 작품이나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16) 12음 기법; 평균적으로 조율된 음계의 한 옥타브 안의 12개 음을 조직적으로 배열하

여 곡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12음이 반복 없이 한 번씩 사용된 기본 음렬과 여기서 파

생된 음렬을 사용하여 작곡하는 방식이다. 
17) 프랑스 6인조; 사티(Erik Satie 1886-1925)의 영향을 받은 여섯 명의 작곡가 즉 오네

게르, 미요, 풀락, 오릭, 뒤레, 그리고 이중 유일한 여성 작곡가인 타유페르를 말한다.
18) 재즈;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재즈는 미국에서 하나의 음악

양식으로 자리매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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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출생의 미국 작곡가 에드가르 바레즈(E. Varèse, 1883-1965)가 그

대표적 작곡가이다.

1930년대부터는 경제공황, 나치 정권, 제2차 세계대전을 겪기 시작하면

서 많은 유럽계 작곡가들이 미국으로 망명한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음악

의 발전은 더디어졌고 미국이 새로운 음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미국의 대표적 작곡가로는 바레즈, 헨리 카웰(H. Cowell,

1897-1965), 아론 코플랜드(A. Copland, 1900-1990) 등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부터는 젊은 예술인들에 의해 혁신

과 실험은 계속 이어졌다. 베르크와 베베른의 음렬주의는 기술적 발전을

거치면서 프랑스와 미국의 전위 작곡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구체음악

(musique concrète), 전자음악, 우연음악 등의 새로운 양식이 확립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19) 50년대에는 다름슈타트 음악제(Darmstadt

Music Festival)가 구심점이 되어 음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

다. 카를하인츠 슈톡크하우젠(K. Stockhausen, 1928-2007), 피에르 불레즈(P.

Boules, 1925-2016), 루이지 노노(L. Nono, 1924-1900)등은 이곳에서 새로

운 음악적 언어를 모색하고 토론하고 발표하였다.20) 다름슈타트 여름학교

는 1922년 결성된국제현대음악협회(ISCM; International Society for Contemporary

Music)와 함께 20세기 음악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21) 또한 이러한

모임은 두 기법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대를 거쳐 1960년경에 이르러서 두 기법은 대부분의 서방세계에

번졌고 음렬주의와 총음렬주의는 작곡상 공통관습이 되었다. 총음렬주의

는 음악적 내용보다는 구조를 강조한 작품으로 극단적인 합리성을 바탕

으로 작곡되었다. 그 때문에 연주와 청취 능력의 문제점, 조직과 자유라

는 작곡기법 자체의 모순이 나타나면서 전자음악을 탄생시킨 계기가 된

다. 대표적 작곡가로는 올리비에 메시앙(O. Messiaen, 1908년-1992년)22)

19) 홍세원,『서양 음악사』, 2010, p. 598.
20) 백희진, <통합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현대음악 지도 방안연구>, 2011, p. 7.
21) 이석원,『현대사회 현대문화 현대음악』, 2010, p. 142.
22) 올리비에 메시앙(O. Messiaen, 1908년-1992년); 메시앙은 전쟁 중에도 미국으로 이주

하지 않고 유럽에 남아 있으면서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젊은 작곡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프랑스 작곡가이자 교육자로서 또한 새로운 음악운동의 후원자로서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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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의 영향을 받은 불레즈와 슈톡크하우젠이 있다. 세세한 부분까지 미

리 계획하고 계산했던 총열음악이 1950년대 음악 양식의 중심을 형성하

는 가운데 이와는 대립적인 새로운 양식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바로

<우연성>, <개방성>, <불확정성>이라는 요소를 음악에 수용한 미국 작곡

가 존 케이지(J. Cage, 1912-1992)에 의해 처음 시도된 것으로서, 불확정성

음악 또는 우연성 음악이라고 부른다. 우연성 음악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케이지의「4분 33초 (1951)」23)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프랑스에서

는 피터 쉐퍼(P. Schaeffer, 1910-1995)가 음악의 소리 자체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자 일상생활의 소음을 녹음하여 발표하였다. 그의 이런 시도로 인

하여 구체음악24) 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였다. 전자음악은 1951년

독일 쾰른에 있는 북서독일 방송국(Nordwestdeutscher Rundfunk)에

작곡가이며 이론가였던 헤르베르트 아이머트(H. Eimert, 1897-1972)에 의

해 창립된 이 스튜디오에서는 전자음악의 선구적 작곡가로 평가받는 슈

톡하우젠이 다양한 종류의 전자음악을 실험하고 작곡하였다.25) 반면 이 시

대에도 조지 록버그(G. Rochberg, 1918-2005), 벤자민 브리튼(B. Britten, 1913-1976),

드리트리 쇼스타코비치(D. Shostakovitch, 1906-1975) 등 작곡가들이 옛 양

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이 시대는 다양한 작곡 양식이 공존하

는 시기이기도 하다. 1960년대는 컴퓨터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작곡자가 원하는 소리를 제조하고 변조시키거나 음

악, 말 등 여러 가지 소리를 합성하는 등 신디사이저26)의 역할을 대신함

으로써 많은 작곡가는 이 매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세기 음악사에서

또 하나의 방향 전환이 나타나는 시기는 196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

기 후반의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한

음악가이다.
23)「4분 33초 (1951)」; 이 작품은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한음도 울리지 않고 그 순간에

우연으로 들리는 여러 소리가 작품을 구성하는 소리인 작품이다.
24) 구체음악; 자연의 소음과 인간이 만든 소음을 그대로 녹음하거나 혹은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변화시켜 녹음하여 테이프로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런 구체음악은 영어문화

권에서는 테이프 음악이라고도 한다.
25) 오희숙,『20세기 음악1 역사·미학』, 2004, p. 226.
26) 신디사이저; 소리 합성기는 전자적 방법으로 소리를 만든 후 이 소리 들을 합성하고

여과하고 처리하는 제반 장치를 갖춘 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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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시슈토프 펜데레츠기(K. Penderecki, 1933-2020), 죄르지 리케티(G.

Ligeti, 1923-2006), 윤이상(1917-1995)27)등 작곡가들이 총열주의와 다르게

개별적인 음의 요소들을 중요시하기보다 음들이 모여 이루는 음향, 음색

을 중요시하였기에 이 양식을 음향음악이라고 불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생겨난 음악 양식이 바로

미니멀 음악이다. 단순하고 제한된 소재를 가지고 리듬과 선율의 엄격한

반복의 과정으로 곡을 구성하는 것이 미니멀음악의 기본 작곡 방법이다.

밀스컬리지에서 미요의 직계 제자였던 스티브 라이히(S. Reich, 1936-2002)

를 비롯해 라 몬트 영(L. M. Yong, 1935-), 테디 라일리(T. Riley,

1935-), 필립 글래스(P. Glass, 1937-)등이 대표적인 미니멀 음악의 작곡

가로 꼽힌다.28) 대표곡으로는 라이히의「Music for pieces of wood 」가

있다. 이처럼 70년대는 이전의 시대에 비해 더욱 다양한 음악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후반부터는 미니멀음악과 함께 대두되는 청중과의 소통에 관

심을 두고 조성을 다시 사용하면서 전통적 형식에 기대어 작품을 쓰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신낭만주의 또는 신조성주의라고 불린다.

이렇듯 시대적 변화와 함께 20세기 초반 쇤베르크의 무조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음악적 흐름은 각 시대의 작곡가들에 의해 이어졌다. 그 결과 특

수성과 다양성이라는 특징이 부각되면서 전통적 양식과 음악관은 그 어

느 시기보다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1.3 영국 가곡의 흐름
영국 가곡은 세기의 변화에 따라 발전과 쇠퇴를 반복했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 이전까지 영국은 노르만 계층의 지배하에 여러 민족이 뒤섞여 있

어서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의 노래와 문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영국

27) 윤이상; 한국 출신의 작곡가로서 20세기 후반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윤이상

은 1960년대 중반 동양의 음악적 전통을 토대로 한 독자적 음악 언어로 음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28) 이석원,『현대사회 현대문화 현대음악』, 2010,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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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징적 면모를 나타내는 음악적 특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15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많은 수의 영국인 작곡가들로 인해 영국음악 양식의 특

징적 면모를 가진 음악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

작곡가로는 존 던스터블(J. Dunstable, 1390-1453)29)을 들 수 있다. 60곡

에 이르는 그의 작품들 중 3성부 종교 곡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세속음악과 종교 곡들에는 자국의 고유음악보다는 외국의 음악을

수용한 흔적이 많다. 15세기 중엽에는 교회 행렬에 사용되는 수난곡과 영

어로 작사된 캐롤이 쓰여졌다. 영어로 쓰인 캐롤은 언어적인 이유로 세속

행사에 주로 사용되었고 주로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에 곡을 붙이는 것

이 일반적이었으며, 영어 가사로 채택된 곡들은 발라드30)의 형식을 띄었

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은 음악과 문학에 있어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

하게 된다. 이 시기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의 수많은 작품이 작곡가들

에게 엄청난 영감과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연극과 음악이 포함된 영

국음악의 대표 장르인 가면극이 만들어졌다. 또한, 이 시기의 작곡가들은

윌리엄 셰익스피어(W. Shakespeare, 1564-1616)의 작품과 당대의 훌륭한

시와 문학을 음악과 결합해 가곡을 완성하였다. 이 시기 영국 최초의 마

드리갈31)을 작곡한 토마스 몰리(T. Morley, 1557-1602), Viol, 즉 현악 반

주 작품으로 유명한 작곡가 윌리엄 버드(W. Byrd, 1543-1623)32)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로서 당대 최고의 류트(lute)33)연주자이기도 했던

29) 존 던스터블(J. Dunstable 1390-1453); 15세기 초 영국의 대표적 작곡가이고 음악가

이며 천문, 수학자이기도 하다.
30) 발라드; 전통적 형식으로 쓰인 서사적 노래. 같은 음악을 가진 여러 개의 연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A)이 다른 가사와 다른 종지부로 반복되는 (AAB)형식으로

최상 성부에 선율 및 리듬상의 중요성을 두는 3 성부 형식의 음악이다.
31) 마드리갈(Madrigal); 이탈리아 트렌첸토 세속음악 장르 중 하나. 2∼3개의 절과 리토

르넬로로 된 시에 붙인 2 성부의 음악이다. 두 성부 모두 당시 프랑스 음악보다 선율

적이고 가사 내용은 전원풍경, 사랑 등이다
32) 윌리엄 버드(William Byrd 1543-1623); 영국 음악사의 “음악의 아버지”라고도 불린

다. 그는 아버지날을 위한 변주곡형식의 곡들을 많이 작곡하였다. 가곡에서 가창 선율

은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현악 반주는 대위법으로 짜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33) 류트(lute);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널리 유행했던 기타와 비슷한 현악기이
다.



- 12 -

존 다울랜드(J. Dowland, 1562-1626)34)등이 배출됨으로써 영국 가곡의 발

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16세기 말부터 류트(lute) 가곡이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였고 류트 노래는 류트 반주를 수반하는 독창곡으로서 보통 에

어35)라고 불렸다. 에어는 17세기 초까지 큰 인기를 누렸고 독창 성부와

바수스만을 기보하는 바로크의 콘티누오 노래(Continuo Song)에도 영향

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36)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귀족음악에 대한 반발과 중, 상류층의 음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속적인 음악이 발달하게 된다. 이 시기 영국을 대표

하는 헨리 퍼셀이 이탈리아 가곡과 프랑스 기악곡을 영국의 전통음악 양

식에 접목해 품위가 더해진 음악으로 발전시켰다. 그 주요 작품으로서 이

탈리아 벨칸토와 프랑스 발레를 영국의 전통합창과 결합한, “Masque”형

식을 띤 오페라 작품 <Dido and Aeneas>와 <Orpheus Britannicus>는

영어 가사의 뉘앙스를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해내는 그의 뛰어난 재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18세기와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37)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산

업화로 인해 중산계층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그들

이 원하는 대중적인 음악과 옛 음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민요, 발라드 형식의 곡이 유행하였는데 형식미와 세련미가 그 주요

특징이었다. 비교적 단순한 발라드곡들이 나오면서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

보다는 가사와 음악이 서로 연관되지 않는 상업적인 살롱의 발라드가 많

이 작곡되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휴버트 페리(H. Parry,

1848-1918)38)와 찰스 스탠포드(C. Stanford, 1852-1924)를 들 수 있는데

34) 존 다울랜드(J. Dowland 1562-1626); 루카 마렌치오(L. Marenzio)의 제자로 1597년

12곡의 노래를 담은 류트 가곡집을 출판하여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35) 에어; 이탈리아의 마드리갈에 대해서 보다 가벼운 lute 반주의 음악을 지칭하였으나

나중에는 진지한 음악에도 같이 사용된다. 18세기에는 이탈리아의 아리아보다 비교적

가볍고 구조가 간단한 노래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36) 이영민,『서양 음악사 르네상스 음악 』, 2005, p. 164.
37) 산업혁명; 1760년에서 1830년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

회 경제구조의 변화로, 유럽제국, 미국, 러시아 등의 국가로 확산되었다.
38) 휴버트 페리(H. Parry 1848-1918); 영국 성악에서 첫 번째로 음악과 언어를 가곡에

접합한 작곡가이고 문학적 감각이 뛰어나고 피아노 반주부와 성악 성부를 동등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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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셰익스피어, 윌리엄, 블레이크, 헤릭 같은 영국의 옛 시인들의 시

를 바탕으로 곡을 완성시켰다. 또한 이들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후학

을 양성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옛 음악에 관한 관심의 고조로 고대음악

학회가 1710년에 세워져 1792년까지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고 1776년에

는 20년 이상 지난 음악만 연주하는〈Concert of Ancient Music〉이 설

립되었다. 이 시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합창음악이 융성하였으며 그 대

표적인 곡으로는 게오르크 헨델(G. F. Händel, 1685-1759)39)의 오라토리

오(Oratorio)를 들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혁명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이 시기의 음악이

예술성보다는 여흥을 위한 오락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그 질을 급격

히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시기 사교 모임에서 유행하던 발라드

는 극음악에서 가져온 곡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유절형식40)과 단순한 구성

, 서정적 성악 선율에 코드 진행을 더 해 종속적인 반주로 연주되었다.

이런 곡들은 주로 아마추어 성악가들이 연주하도록 작곡되어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작곡가들의 활약으로 인해 예술성

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독일 예술가곡 작곡가인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의 작곡 기법을 사용하면서 영국에서도 연가곡 형식의 성악작품이

작곡되기 시작하였다.

민족주의 영향으로 19세기 말부터는 북구, 동유럽, 러시아의 작곡가들은

자국의 전통적인 음악 언어로 작곡을 시작하였다. 영국 작곡가들도 민족

주의적 성향을 보이긴 했지만, 현대음악으로 변화를 주기보다는 낭만적

흐름을 고수하였다.41) 20세기 초 작곡가들은 알프레드 테니슨(A. L. Tennyson,

1890-1892), 로버트 스티븐슨(R. L. Stevenson, 1850-1894), 토마스하디(T.

Hardy, 1840-2928), 단테 로세티(D. G. Rossetti, 1828-1882), 크리스티나 로세

티(C. Rossetti, 1830-1894)등의 시들을 가사로 사용하였다.42) 그들이 가장 선

로 두어 피아노 특유의 기악적 역할을 부과했고 합창음악을 많이 작곡하였다.
39) 헨델(G. F. Händel 1685-1759); 헨델은 독일 할레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으로 귀화하

면서 런던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40) 유절형식; 두 개 이상의 절을 지닌 가사에 대하여, 제1절에 붙인 가락을 제2절 이하

의 가사에서도 쓰게 만든 작곡 형식이다.
41) 이상혁,『영국의 가곡Ⅱ』, 2000,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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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 20세기 영국 시인은 하디와 앨프리드 하우스먼(A.. E.. Housman,

1859-1936)이었다. 특히 하우스먼의 시집「A Shropshire Lad 1886」은 단순하

면서도 서정성이 뛰어나 본 윌리엄스, 존 아일랜드(John Ireland, 1879-196

2)43)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곡 작곡가들이 이 시집의 시에 곡을 붙였다.44)

20세기 영국가곡에는 각 나라의 음악적 언어가 절충된 작곡 기법이 사

용되었으며 기본적인 발라드의 영향 아래 밤, 사랑, 죽음, 꿈 등을 소재로

하는 새로운 연가곡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45) 20세기 영국가곡의 대표

적 작곡가로는 벤자민 브리튼(B. Britten, 1913-1976), 랜던 로날드(L. Ronald,

1873-1938), 로저 퀼터(R. Qulter, 1877–1953), 존 아일랜드(John Ireland,

1879-1962), 헨리 가디너(H. Gardiner, 1877-1950), 핀치(Gerald Finzi,

1901-1956)46) 백스(Amold Bax ,1883-1953), 윌리엄 월튼(W. Walton,

1902-1938), 헤드(Michael Head, 1900-1976) 등이 있다.47)

2.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생애와 음악적 특징

2.1 생애
벤자민 브리튼(B. Britten, 1913-1976)은 1913년 11월 22일 영국의 작은

항구도시 로우스토프트에서 치과의사인 아버지와 아마추어 성악가인 어

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피아노, 비올라,

음악 이론, 화성악 등 기초적인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었다. 1927년에 영

42) 채은희,『Song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관한 총서』, 2003, p. 308.
43) 존 아일랜드(John Ireland, 1879-1962); 20세기 다른 영국 작곡가들처럼 가사를 중요

하게 생각하여 작곡하였다. 그의 가장 큰 음악적 특징은 아름다운 선율과 미묘한 화

성의 변화에 있다.
44) 채은희,『Song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관한 총서』, 2003, pp. 300-307.
45) 문경수,『음악사적 접근을 통한 영국가곡의 이해 』, 1997, p. 265.
46) 핀치(Gerald Finzi, 1901-1956); 핀치는 본 윌리엄스에 후계자로 불렸던 작곡가이다.

그는 시를 해석하고 사용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인생의 허망함을 다루

는 듯한 슬픈 노래들이 많다.
47) 문경수,『성악 문헌- 영미 가곡 편』, 1997, 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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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작곡가 프랭크 브릿지(F. Bridge, 1879-1941)48)와의 인연으로 당대

의 작품을 두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풍부한 경험을 쌓으면서 영국

음악의 범주를 넘어선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된다.49) 1930년 16세 되던 해

장학생으로 런던 왕립음악원50)에 입학하여 존 아이얼랜드(J. Ireland, 1879-196

2)51)에게 작곡을 배우고 아서 벤자민(A. Benjamin, 1898-1960)52)에게서

피아노를 배웠다. 이는 피아니스트의 자질을 갖추어훗날 그의 작품 속에

서 피아노를 큰 비중으로 두게 되는 계기가 된다. 즉 그는 피아니스트이

기도 하여 피아니즘의 적절한 사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53) 17세에

는「신포니에타 Op.1」과「한 아이 나셨네! Op.3」을 작곡하였다. 브리튼

은 왕립음악원을 졸업한 후 1935년에 런던 중앙 우체국 영화부에서 다양

한 다큐멘터리 음악을 작곡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게 된다. 이러

한 경험들은 그의 창작 능력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창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해 7월 브리튼의 창작 활동에서 문학적으로 큰 영향을 준 시인

위스턴 휴 오든(W. H. Auden, 1907-1973)54)의 만남으로 그가 영국 시가

가진 아름다움과 시와 음악의 관계에 대하여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성악 창작에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36년 브리튼은 오든의 시

에 관현악 반주를 붙인 연가곡「사냥하는 우리 아버지들 Our Hunting

Fathers Op.8」과 1937년에 연가곡「이 섬 위에서 On this Island Op.1

1」을 작곡하였다. 1937년에 열렸던 찰츠부르크 음악제에서 브리튼의「프

랑크 브릿지에 의한 주제의 변주곡 Variations of Theme by Frank

48) 프랑크 브릿지(F. Bridge 1879-1941); 영국의 작곡가, 지휘자, 피아니스트, 비올라 연

주자이자 교육자이다.
49) Donald Mitchell, The Man, Benjamin Britten, eds. Donald Mitchell and

Keller(New York : Philosophical Library, 1952), p. 2.
50) 런던 왕립음악원(Royal College of Music); 1822년 에드워드 7세에 의해 세워진 왕립

음악학교로 현재 찰스 황태자가 총장으로 후원하고 있다.
51) 존 아이얼랜드(J. Ireland 1879-1962); 영국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왕립음악원

교수이다.
52) 아서 벤자민(A. Benjamin 1898-1960); 호주 태생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오페라

와 교향곡, 협주곡, 영화음악 등 작품을 남겼다.
53) 이경숙,『예술가곡의 이해』, 2003년, p. 157.
54) 위스턴 휴 오든(W. H. Auden 1907-1973); 영국 출신의 시인,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을 받았고 진보주의적 성향의 휴머니스트로 브리튼의 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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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ege Op.10」작품이 초연되었다. 작품의 대성공과 더불어 국제적인 주

목도 함께 받게 되었다. 같은 해 브리튼은 평생의 음악 동반자인 터너 성

악가 피터 피어즈(P. Pears, 1910-1986)55)를 만나게 되고 피터 피어즈와

의 협력으로 수많은 가곡과 오페라를 탄생시키게 된다. 전쟁의 후유증에

이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혼란스럽고 불온한 시기 브리튼은 피터 피어

스와 함께 1939년 미국으로 건너가 2년 반 동안 미국에 머무르게 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창작을 하게 된다. 이 시기 작곡한 작품들로는「레 일뤼미

나씨옹 Les Illuminations Op.18」,「7개의 미켈란젤로의 소네트 Seven

Sonnets of Michelangelo Op.22」,「진혼 교향곡 Sinfonia Requiem Op.20」과

첫 오페라「폴 번연 Paul Bunyan Op.17」등이 있다. 이 곡들은 그가 가

곡과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표작품들

이라 할 수 있다.56) 또한 이 시기에 작곡자이자 민속 학자였던 캐나다 출

신 콜린 맥피(C. Mcphee, 1900-1964)를 만나 동양 음악에 흥미를 느끼게

되며 발리 음악을 연구하던 맥피의 영향으로 발리 음악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된다. 1941년에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발리 축제 음악 Balinese

Ceremonial Music」이라는 곡을 녹음하고 출판하기도 하였다. 1942년 봄

에 미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영국으로 돌아와

정착하면서 작곡에 몰두하였다. 그는 전쟁 중인 영국 국민에게 마음의 위

안과 위로를 주는 종교적 작품을 많이 작곡하였다. 그첫 번째 작품은「크

리스마스 캐롤의 제전 A ceremony of Carols Op.28」이다. 이 작품은 아

이들과 아마추어 성악가들을 위하여 작곡되었다. 이후 칸타타「그리스도

와 함께 있어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amb Op.30」와「성 체칠리아

에의 찬가 Hymn to St. Cecilia Op.27」도 작곡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테너와 호른 현악합주를 위한「세레나데 Serenade Op.31」와 18개 성부

로 작곡한「서곡과 푸가 Prelude and fugue Op.29」도 작곡하였다. 1943

년부터 1944년까지 브리튼은 작은 도시 스네이프로에서 지내면서 영국의

55) 피터 피어즈(P. Pears 1910-1986); 영국의 성악가이며 테너이다, BBC 합창단 단원

출신으로 브리튼과 음악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영감을 교류하고 브리튼이 세상을

떠나는 1976년까지 40년 동안 음악의 동반자로 활동하였다.
56) Peter Evans, The Music of Benjamin Britten, 199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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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피터 그라임스 Peter Grims Op.33」57)

를 구상하였다. 1년이라는 시간을 걸쳐 완성된 이 작품이 대성공을 거두

게 되면서 브리튼은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브리튼

은 새로운 오페라「루크리시아 The Rape od Lucretia Op.37」를 작곡하

였다. 이 오페라 작품 역시 많은 호평을 받았다. 1946년 브리튼은 정식으

로 영국 오페라단을 조직하고 1948년부터 알데버로 이주하여 음악제를

개최하면서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펼쳤다. 또한, 페스티벌을 위해서 수많

은 작품을 작곡하기도 하였다.

1955년부터 1956년 봄까지 브리튼은 피어스와 함께 세계 많은 지역을

연주 여행하면서 발레 음악에 대해서 구상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발레곡「파고 다의 왕자 The Prince of the pagodas Op.57」를 작곡하였

다. 1957년에는 그 이듬해의 알데부르그 페스티벌58)을 위해서 기타 반주

의 연가곡「중국의 시에 붙여진 6개의 노래 Six Songs from the Chinese

Op.58」와 어린이를 위한 두 번째 오페라「노아의 방주 Noye’s fludde

Op.59」를 완성하였다. 1958년에는 테너와 일곱 개의 오블리가토 악기 및

관현악을 위한「야상곡 Nocturne Op.60」을 작곡한데 이어서「여섯 개의

횔덜 Six Holderlin fragments Op.61」을 작곡하였다. 1960년 브리튼은

런던에서 러시아 첼리스트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M. Rostropovich,

1927-2007)의 만남으로「첼로 소나타 Cello Sonata Op.65」를 작곡하였

다. 1962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폐허가 된 콘벤트리 성당의 재

건축 완공을 위해「전쟁 진혼곡 War Requiem Op.66」을 작곡했다. 1964

년에는 빈에서 일본 궁중 음악극〈노〉의 영향을 받은 교회 우화극「만

종의 강 The Curlew River Op.71」을 작곡하였다. 1965년 말부터 1966년

에는 두 번째 우화극「타오르는 맹렬한 풀무 The Burning Furnace

57) 오페라「피터 그라임스 Peter Grims Op. 33」; 브리튼의 서막이 있는 3막 오페라,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사로잡혀 차갑고 배타적인 인간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3막 구성의 반 영웅적인 오페라이다.
58) 앨드버러 페스티벌(Alderburgh Festival); 영국 동쪽 해안가의 작은 마을 앨드버러에

서 창설된 음악제, 브리튼의 작품을 중심으로 매년 신작이 발표되는 독특한 음악제이

고 연주뿐만 아니라 강의, 시 낭송, 연극, 그림, 조각들 전시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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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77」를 작곡하였다.

1964년 이후부터는 알데부르그 페스티벌에 오를 작품에만 열중하였다.

1969년 브리튼은 텔레비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피터 그라임스

Peter Grims Op.33」의 컬러 프로덕션을 위해 BBC2에서 지휘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결국 텔레비전을 위한 오페라를 탄생시키

는 계기가 된다. 이 작품이 바로「오웬 윈그레이브 Owen Wingrave

Op.85」이다.

1971년 10월에 브리튼은 피어스와 함께 베니스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마지막 오페라「베니스에서의 죽음 Death in Venice Op.88」을 창작하게

된다. 이 시기 건강상의 이유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창작을 계

속 이어 나갔다. 찬송가「성 나르시스의 죽음 Cantcle V,The death of St

Narcissus Op.89」, 실내악「성과 세속 Sacred and Profane Op.91」, 테

너와 하프를 위한 연가곡「A Birthday Hansel Op.92」, 메조소프라노 쟈

넷 베이커(J. Baker, 1933-)를 위하여 독창 칸타타「페드라 Phaedra

Op.93」를 작곡하였다. 1976년에는 마지막 작품인 청소년 합창과 오케스

트라를 위한「환영송 Welcome Ode Op.95」을 끝으로 1976년 12월 4일

자신의 자택에서 63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2.2 음악적 특징
벤자민 브리튼은 17세기의 작곡가였던 퍼셀 이후 20세기 영국의 대표적

인 작곡가로서 기악곡, 성악곡, 합창곡, 발레음악, 영화음악, 오페라 등 여

러 분야에서 150여 곡 가까이 되는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그중 성악작품

은 80여 곡이 넘는다. 위의 성악작품 수에서 알 수 있다시피 브리튼은 성

악에 주력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성악작품들은 20세기 영국가곡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브리튼의 작품은 퍼셀의 영향을 받아 영국 전

통기법을 기본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여러 시대의 다양한 음악 양식에 자

신만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음악 양식을 더하여 훌륭한 작품들을 작곡

하였다.59) 또한 시와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를 변형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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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조건에서 시와 음악을 최상으로 결합하였다. 브리튼은 르네상스 시

대의 작곡기법, 중세시대 선법60)과 패로디기법61), 바로크 시대의 대위법,

낭만주의 시대의 성격소곡 등 여러 시대의 다양한 작곡기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20세기 현대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개성 있고 독특한 음악을 작곡

하였다. 그리고 쇤베르크의 영향을 받아 12음 기법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악곡, 성악곡, 합창곡, 발레음악, 영화음악, 오페라 등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의 작품들은

분석,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꾸준히 연주되고 있다. 브리튼의 음악

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기악곡, 성악곡(연가곡), 오페라, 합창곡에서의 음

악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기악곡의 특징부터 살펴보면 기악곡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관현악곡,

현악합주, 협주곡, 실내악곡, 독주 악기, 부수음악62)등 다양하다. 분배되어

있다. 기악곡들은 음들의 짜임새가 조밀하지 않고 선율부분에서 성악적

특성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각 악기의 개별적 특성과 연주

가의 개성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게 작곡하였다. 성악곡들과 마찬가지로

기악곡들도 지정된 연주가들에게 헌정하였다. 브리튼이 즐겨 사용하였던

음악 형식은 모음곡과 변주곡형식, 소나타와 모음곡형식의 혼합이다. 그

리고 낭만주의 소곡과 패로디 기법도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쇤베르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12음 기법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였다. 대표적 기악

작품들 중에서 1932년 18세에 쓴 첫 작품「Sinfonietta 신포니에타 Op.

1」는 간결한 모티브를 주제로 한 총 3악장의 변주형식인 실내악 교향곡

이다. 1932년에 소나타 형식과 변주곡형식이 결합된, 복합 순환구조를 사

용한「Phantasy 환상적인 오보에 4중주곡」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

59) Charles Osborne, The Concert Song Companion, (New York: A Da Capo Paper

Book, 1974), p. 237.
60) 선법; 교회선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서양음악의 기초를 이룬

음계, 근대의 장, 단음계가 성립하기 이전의 선법으로 그레고리안 성가에 그 바탕을

둔다.
61) 패로디 기법; “비트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미 만들어진 곡의 선율과 가사를 모티브

로 하여 작곡하는 기법이다.
62) 부수음악; 연극 따위에 수반하여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곁들이는 음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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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사하였다. 무반주 첼로 모음곡「Cello Suite No.1, No.2, No.3」은

1964∼1971년에 걸쳐 완성된 곡으로서, 패로디 기법과 바로크 작곡기법인

샤콘느와 푸가의 특징이 변주곡형식에서 함께 쓰였다. 또한 제3번은 러시

아 민요와 영국의 찬송가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선율이 주제가 된다.

이렇듯 그의 많은 작품에서 그만의 독특한 작곡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브리튼의 연가곡이 가진 일반적인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자면, 브리튼은

1936년 우리들의 사냥하는 아버지들「Our Hunting Fathers Op.8」을 시

작으로 1975년 생일선물「A Birthday Hansel Op.92」을 마지막으로 총

13곡의 연가곡을 작곡하였다. 브리튼은 인간의 목소리, 그리고 시와 문학

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고 탁월했다. 그는 최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가사

와 음악이 조화를 이루도록 작곡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연가곡에서 사

용된 시의 대표적 시인으로는 아르튀르 랭보(A. Rimbaud, 1845-1891), 폴

베를렌(P. Verlaine, 1844-1896), 셀리(Shelley, 1792-1822), 윌리엄 워즈워

드(W. Wordsworth, 1770-1850), 윌리엄셰익스피어(W. Shakespeare, 1564-1616), 토

마스 하디(T. Hardy, 1840-1922), 윌리엄 블레이크(W. Blake, 1757-1827),

위스턴 오든(W. H. Auden, 1907-1973)등을 들 수 있다. 가사의 내용은

주로 영국의 민요에서 자주 사용된 소재 (잠, 꿈, 사랑, 자연과 인간)로서,

서정적인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시인 오든과의 만남 이후로는 당시

의 시대적 상황과 정치를 풍자한 다양한 내용의 가사를 채택하기도 하였

다. 그의 연가곡들은 주로 소프라노, 테너 등 고음 음역의 성부를 위한

곡으로, 대부분 브리튼의 평생 동반자 성악가 테너 피터 피어스를 위해

작곡되거나 연주되었다. 또한, 친분 있는 몇 명의 소프라노들에게 헌정되

기도 하였다.

브리튼의 연가곡은 대부분 5곡에서 12곡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그의

연가곡 작품들은 곡들 간의 조성관계, 선율의 형태, 템포 변화와 리듬의

대조 그리고 다이나믹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연가곡 안에서는 하

나의 작품에서 채택한 시와 산문을 가사로 사용하였다. 특히 한 시인의

일정한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소네트63)를 하나의 이야기체로 재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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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브리튼만의 새로운 작곡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의 길이와 규칙

에 맞도록 곡의 형식을 결정하고 비교적 짧은 정형시를 채택한 경우에는

확장된 느낌의 통절형식으로 작곡하였다. 브리튼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은 선율이다. 선율은 낭독 조의 선율과 레치타티보적인 선율과 아리오

조64)적인 선율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가사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상징성을 부여 할 수 있는 선율을 작곡하여 음악과 시의 효과적인 결합

을 이루어냈다. 또한, 시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묘사하는 음회화기법을 사

용하였다. 화성적인 면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다뤘다. 3도 구성 화음이

기초를 이루고 노래 선율이 반주부와 함께 3화음의 선율이 윤곽을 이루

는 화음의 구조 형태이다. 그리고 구스타브 말러의 영향을 받아 온음음

계, 5음 음계, 반음계, 선법 등을 사용하여 더욱 풍부한 색채감을 주었다.

화성이 주는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 반음계적 상행이나 하행을 하다가 해

결과 함께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구조를 이루면서 극적인 효과를 나

타내기도 한다. 리듬 기법에서는 주로 규칙적이며 간결하고 전통적인 체

계를 이루고 있다. 조성에서는 전통적인 체계 속에 머물면서 장, 단조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조성으로 급진적인 전조를 하기도 하고 반

주부의 오른손과 왼손의 조성이 다르거나 노래 선율과 반주부의 조성이

다른 다조65)와 복조를 사용하여 조성의 모호성을 볼 수 있다. 반주는 성

악 선율의 반주부에 확대 변형되고 주제적인 동기가 반주부에 장식되어

노래와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

63) 소네트(Sonnet); 정형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식으로 소곡 또는 14행 단시라 번

역한다. 13세기 이탈리아의 민요에서 파생된 것이며 르네상스 시대에는 유럽 전역으

로 널리 전해졌다.
64) 아리오조; 레치타티보의 도중 또는 끝에 나타나는 선율적인 부분 또는 자유로운 레

치타티보와 아리아의 중간곡.
65) 다조; 서로 다른 조성을 함께 사용하여 작곡하는 현대음악의 기법. 20세기 들어 널리

쓰인 작곡법으로, 새로운 화음을 얻는 것이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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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브리튼 연가곡 작품

작품
번호

작품명 연도
곡
수

시인 언어 성부 반주

1 Op. 8 Our Hunting Father 1936 5 W. H Auden 영어 High Orchestra

2 Op. 11 On This Island 1937 5 W. H Auden 영어 High Piano

3 Op. 18 Les Illuminations 1939 10 A. Rimbaud
프랑스
어

Tenor Strings

4 Op. 22
Seven Sonnets of
Michelangelo

1940 7
Michelangelo
Buonarroti

이탈리
아어

High Piano

5 Op. 35
The Holy sonnets
of John Donne

1945 9 J. Donne 영어 High Piano

6 Op. 41
A Charm of Lullabies

1947 8

W. Blake
R. Burns
R. Greene
T. Randolph
J. Philip

영어
Mezzo
Soprano

Piano

7 Op. 52 Winter Words 1953 8
Thomas
Hardy

영어 High Piano

8 Op. 58
Songs from the
Chimere

1957 6
trans. A.
Waley

영어 High
Guiter,
Piano

9 Op. 61
Sechs Holderlin
-Fragmente

1958 6
J. C. F.
Holederlin

독일어 High Piano

10 Op. 74
Song sand Proverbs
of William Blake

1965 7 W. Blake 영어 High Piano

11 Op. 76 The Poet’s Echo 1965 6
A. S.
Pushkin

러시아
어

High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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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외국 시에 붙인 연가곡 작품

브리튼의 음악에 있어서 합창곡은 특별하고 독립적인 장르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합창곡의 주제는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 기념, 어린이

들을 위한 곡에서도 볼수 있다. 합창곡에 쓰여진 가사들은 중세 기도서

(전례문)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66) 합창곡에서 목소리의

다양한 배합은 그의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준다. 무반주 합창곡,피아노를

수반한 합창곡, 악기와 오케스트라를 반주로 하는 큰 규모의 합창곡 등

다양하다. 또한, 시적인 가사는 그의 음악에 특별한 형식이나 영감을 부

여하고 있다. 작곡 기법은 중세 선법, 바로크의 대위법 등과 같은 전통적

66) 이석원, 오희숙 편집, 20세기 작곡가 연구회,『20세기 작곡가 연구 Ⅲ』, 서울; 음악

세계, 2003, p. 362.

12 Op. 84
Who are these
Children?

1969 12 W. Soutar 영어 High Piano

13 Op. 92 A Birthday Hansel 1975 7 R. Burns 영어 High Piano

작품
번호

작품명 연도 곡수 언어 반주

1 Op. 18 Les illuminations 1939 10 프랑스어 Strings

2 Op. 22
Seven Sonnets of
Michelangelo

1940 7 이탈리아어 Piano

3 Op. 61
Sechs Holderlin
-Fragmente

1958 6 독일어 Piano

4 Op. 76 The Poet’s Echo 1965 6 러시아어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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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음악 양식과 자유로운 조성 진행과 중지의 모호성, 12음계를 사용하였

다. 합창의 선율은 전반적으로 단순하며, 선법을 사용하여 작곡하였다. 칸

타타「한 아기 나셨네」에서는 네 음을 주제로 하나의 곡을 만들어 선율

의 소재를 절제하는 통상적인 작곡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형식 면에

서는 전통적인 3부 형식을 사용하고 변주형식과 가사를 중심으로 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음악의 통일감을 형성하였다. 리듬에서는 생동감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 변박을 많이 사용하고 헤미올라67)를 사용하여 강세를

변화시켰고 오스티나토를68) 빈번히 사용하여 신비감을 효과적으로 표현

하였다. 또한 5박자나 7박자로 되어 있는 리듬을 사용하여 비대칭의 추진

력을 얻고 두 가지 박자를 혼합하여 복합 박자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

였다. 화성면에서는 장, 단조성과 교회선법 그리고 범온음계를 자주 사용

하였다. 또한 불협화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표

현하였다. 반주부는 단순한 역할이 아닌 독립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오스티나토의 반주 형태는 곡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였다. 푸가적인 기

법을 사용하여 합창 부분에는 되도록 불투명한 화성을 피하고 명확한 유

니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선율과 반주가 계속된 불협화 관계에서 마지

막을 협화음으로 해결해나가는 방법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페라 부분에서 주목할 사길은 그가 헨리 퍼셀 이후 20세

기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국 오페라 작곡가라는 것이다. 브리튼의 오페

라로는 1945년「피터 그라임스 Peter Grims Op.33」69)를 시작으로 1947

년에 작곡된 코믹 오페라「알버트 헤링 Albert Herring」70), 1960년「한

여름 밤의 꿈」과 1954년 헨리 제임스의 동화에 바탕을 둔「나사의 회전

The Turn of the Screw」을 포함한 13곡의 오페라가 있다.71) 브리튼의

오페라 작품들은 대부분 20세기 후반에 작곡되었고 그 작품 수를 보면

67) 헤미올라; 그리스어 – 하나 반(1.5) 2; 3의 비률을 의미한다. 3박자의 음악에서 2박
자의 느낌이 나는 리듬과 2박자의 음악에서 3박자의 느낌이 나는 리듬을 말한다.

68) 오스티나토(ostinato); 일정 음형을 악곡 전체, 또는 악절 전체를 통해 동일 성부, 동
일 음높이로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 종종 bass에 나타나며 그것을 basso ostinato
또는 ground이라고 한다.

69)「피터 그라임스 Peter Grims Op. 33」; 1945년 그를 영국 대표 작곡가로 만들어준
성공적인 오페라이다.

70)「알버트 헤링 Albert Herring」; 1947년에 작곡된 코믹 오페라로서 대위법과 후기
낭만주의 시대에 사용된 트리스탄 화음을 사용하였다.

71) 김혜정,『서양음악의 흐름』, 2003,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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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편의 오페라와 2편의 어린이 오페라 그리고 3개의 교회 우화가 있다.

이렇게 많은 오페라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지만 예전의 통례적인 남녀

의 사랑과 대립의 주제가 아닌 종교적, 교육적, 사회적, 인간 내면 심리

(허영, 허무, 악과 선)에 대한 풍부하고 다채로운 주제들로 오페라를 작곡

하기도 하였다. 특히 어린이를 무척 좋아한 브리튼은 어린이 전용연주 오

페라를 작곡하였다. 대중이 함께하는 오페라는 그의 인간애를 시사함과

동시에 오페라의 새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오페

라 작품에는 남성 솔로로만 구성된 오페라 그리고 컬류사인(Curlew sig

n)72) 기법을 사용하여 지휘자 없이 오직 연주자들의 호흡으로 이끌어가

는 오페라 작품도 있다. 이런 독특한 작곡 기법을 사용한 오페라는「마도

요 강 Curlew River Op. 71」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브리튼은 오페

라에서도 관현악 간주를 변주곡이라고 명할 만큼 변주곡 형식을 자주 사

용하였으며, 바로크의 대위법 양식, 이중 조성, 선법을 비롯하여 후기 낭

만주의의 바그너 화음들을 사용하는 등 시대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작곡

방식을 추구하였다.

3. 아르튀르 랭보(Arthur Rimbaud)의 생애와 시적
특징

3.1 생애

장니콜라 아르튀르 랭보(Jean-Nicolas Arthur Rimbaud)는 1854년 10월

20일 프랑스 샤를르빌73)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계속되는

아버지의 부재로 랭보는 아버지의 사랑과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성장

한다. 1862년 10월 랭보는 로사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로 언어에 특별한

72) 컬류 사인(Curlew sign); 음이나 쉼표 위에 있는 컬류 사인은 연주자에게 다음 마디
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성악가에게 리듬의 자유를 갖게 하여 표기된
음이나 쉼표보다 길어지거나 짧아지기도 한다.

73) 샤를르빌; 프랑스의 북서, 벨기에의 국경에 가까운 소도시이며 샤를르 3세가 만든 중
세풍의 옛 건물이 남아 있는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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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을 보이면서 시에 소질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865년 일반 중학교

에 입학하게 되는데 중학 시절에는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학생이었으며

특히 라틴어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었다. 라틴어 시, 라틴어 번역,그리스어

번역, 역사와 지리, 라틴어 서술, 시 암송, 종교 등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

난 성적과 상을 받으면서 선생님들과 교장의 관심을 받게 된다. 랭보는

시인 빅토르 위고(V. Hugo, 1802-1885), 데오도르 방빌(T. Banville,

1823-1891)의 책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미지의 세계를 창조하도

록 그의 지성을 자극했다. 1869년 1월에는 라틴어 숙제가〈두에 아카데미

공식 회보〉에 실리고 7월에는 두에 아카데미 콩쿠르에서 라틴어 시를

지어 수상까지 하고 또 한 번〈두에 아카데미 공식 회보〉에 실린다.

1870년 1월 2일에 그의 첫 시가 회보〈모두를 위한 잡지〉에 실리는데

그것이 바로「고아들의 새해 선물」이다. 이 시에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을 찾지 못했음을 표현한다. 이 시기에 랭보는 인생에서 구세주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조르주 이장바르74)이다. 그는 어린 랭보를 이끌어주고 보호

하고 격려해준 아버지같은 존재였다. 5월에 랭보는 고답파 시인 데오도르

방빌에게 자신의 세 편의 시「감각」,「오필리아」,「일체를 믿다」작품

과 함께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편지를 쓴다. 하지만 그것은 성사되지

못한다. 자유를 갈망하던 랭보는 1870년 9월 학교에서 받은 책을 팔아서

파리로 떠난다. 하지만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체불운임 때문에 체포되고

만다. 이장바르의 도움을 받고 풀려나지만 10월에 두 번째로 집을 나간

다. 즉흥적으로 친구를 만나고 집을 방문하면서 기차 칸에서는 사랑의 시

「겨울을 위한 꿈」을 쓰기도 한다. 이때「카바레 푸르름」,「깜찍한 아가

씨」,「찬장」,「나의 방랑」도 함께 쓰게 된다. 1871년 2월 랭보는 마지막

으로 집을 나와 전쟁의 혼난 속에서 자신의 작품을 출판할 희망을 안고

파리의 스트라스부르 역에서 내린다. 하지만 그 시기 문화는 현재 파리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기에 온갖 수난을 겪고 결국 파리를 방랑

하고 걸어서 샤를르빌로 오게 된다. 랭보는 또다시 파르나스파75)의 거장

74) 조르주 이장바르; 세련됨과 열린 정신을 가진 매우 공화주의적인 젊은 교사이다.
75) 파르나스파;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과 뮤즈가 살았다는 파르나소스산에서 유래한 명

칭으로 고답파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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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인 방빌에게 시 <꽃들에 관해 시인에게 말하는 것(Ce qu′on dit

au poète propos de fleurs)>과 함께 편지를76) 보내지만 이 역시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한다. 침울함, 고독과 무기력에 빠져있을 때 친구의 추천으

로 폴 베를렌느(Paul Verlaine, 1844-1896)77)에게 「놀라 얼빠진 사람들」,

「쭈그린 모습들」,「세관원들」,「강탈당한 마음」,「앉아있는 사람들」등의

작품을 보낸다. 베를렌느는 랭보의 시에 대한 멋진 찬사와 함께 랭보를 파

리로 초청한다. 랭보는 시의 길이로 말하자면 25절에 약 100행으로 이루

어진 거대한 시「취한 배」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욕망에 취해 파리로

간다. 이 시는 스테판 말라르메(S. Malllarmé, 1842-1898)와 선배들의 인

정과 찬사를 받는다. 베를렌느는 단호하고 자유롭고 반사회적인 그를 물

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랭보와 베를렌느는 너무 술에 취한 나머지 서로

에게 빠져 불같은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들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다. 급기야 술기운에 랭보에게 총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난다. 베를렌느가 체포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끝이 나게 된다.

1873년 7월 10일 베를렌느와의 완전한 결별 후 랭보는 방랑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쓰디쓴 삶을 표현한 작품이「지옥에서 보낸 한철」78)이다.

이 작품은 랭보의 시들 중에 유일하게 브뤼셀에서 출판한 작품이다. 1874

년 랭보는 영어 공부를 위해 친구 제르맹 누보(1852-1920)79)와 런던에

머물면서 마지막 작품「레 일뤼미나씨옹」을 쓰기 시작한다. 하지만 1874

년 이후부터는 글쓰기를 그만두고 방랑생활을 시작한다. 1876년 랭보는

76) 지은이 아르튀르 랭보, 옮긴 이 곽민석,『랭보 시선』, 2012, p. 170.
77) 폴 베를렌느(Paul Verlaine 1844-1896); 초기에 고답파 시인으로 활약하다 나중에

상징주의 시인으로 전향했다. 그는 말라르메, 랭보와 함께 상징주의 시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한 시인이다.
78)「지옥에서 보낸 한철」; 브뤼셀에서 베를렌느와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랭보가 베를

렌느와 방랑 생활을 하던 쓰디쓴 체험을 쓴 자서전적인 산문시집이다. 이 작품은 랭

보가 유일하고 완벽한 작품집으로서 랭보 자신이 9개 부분의 순서를 결정하여 제목을

붙였으며 교정쇄를 수정하고 인쇄 작업까지 시인이 직접 지켜보고 랭보 자신도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이다.
79) 제르맹 누보; 마르세이유의 리세(리세띠에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 선생을 지낸 사람으로 지방 출신의 시인이다. 랭보와는 쥬띠끄 서클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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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식민지 용병이 되지만 탈주를 하게 되면서 영국, 독일, 이탈

리아, 스위스, 북유럽의 여러 나라, 키프로스 등 지역에서 샤를르빌을 오

가면서 6년 동안 힘들고 고단한 생활을 한다. 1880년에는 유럽을 떠나 아

라비아의 아덴에서 프랑스 상사에 취직해 커피 선별 작업량의 감독 관직

을 한다. 1887년에는 33세 나이로 코아의 메네리크 왕과 무기를 거래한

다. 그러나 랭보는 메네리크에게 물품을 건네주고도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큰 손해를 보고 만다. 1888년부터 1890년까지는 랭보는 사브레와

손잡고 무기의 밀수입과 상아, 커피 따위를 매매한다. 그러나 사업은 신

통치 않았고, 류마티즘까지 걸린다.80) 1891년까지 류마티즘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일어설 수 없게 된다. 그러던 중

오른쪽 다리 정맥에 악성 혹이 생겨서 5월에 마르세이유의 콩세프숑 병

원에 입원 한다. 악성 종양이 악화되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지만 11월에

병세가 악화하여 1891년 11월 10일 37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3.2 시의 특징
랭보는 스테판 말라르메(S. Mallarmé 1842-1898), 폴 베를렌느(P. Verlaine,

1844-1896)와 더불어 프랑스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이

다. 또한 샤를르 보들레르(C. Baudelaire, 1821-1867)의 뒤를 이어 현대

프랑스 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시인이기도 하다. 랭보는 16세부터 20

세까지 짧은 기간에 완성된 어떠한 형태의 속박이나 구속을 타파하고 자

유, 미지의 것과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강렬한 욕구를 담아내고 있다. 랭

보는 초감각과 환각 상태의 경지에 도달하는 견자81)가 되어야 한다고 역

설한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초인적 노력으로 환각에 이를 만큼 자기

80) 이준오,『아르튀르 랭보 타자성』, 2008, p. 431.
81) 견자; 미지와 본질의 세계를 짐작하기 위해 끊임없는 착란을 감행하는 자로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자이다. 견자란 그것의 본래 의미로도 초자연적인 능

력을 지니고서 미래를 예시하는 예언자요 신통력을 지닌 우주의 비밀과 신비를 통찰

하는 자이다. 즉 견자란 평범한 자아의 세계에서 벗어나 타인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사물의 본질을 투시하고 우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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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정화하여야 하며 고통을 치러야 한다. 라고 말했다. 랭보 초기의

작품에는 부드러운 서정시가 많고 방랑하며 여행하던 중의 사건이나 그

때 그때의 기분전환을 위해, 즉흥적으로 쓴 시들도 많이 볼 수 있다. 리

얼리즘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인물이나 행동의 세부 묘사가 살이 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다. 고답파 시인들의 영향도 남아있지만, 그가 살았던

고향, 풍경, 19세기 사회 분위기도 시에 깃들어 있다. 랭보의 작품들은 뚜

어난 재치를 발후하고 언어의 자원을 전부 사용하였다. 연금술82)의 시어

를 사용하여 신기하고 신비로운 새로운 세계가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랭보의 이러한 미지의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결사

적 노력, 그리고 새로운 감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시적 언어를 창출하려고

한 정신적 노력은 시에 대한 새로운 사명과 방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83) 또한, 그는 16세부터 21세까지 단기간 활약하였지만,

그의 독창적인 시법은 10년 후에 전개된 상징주의 운동과 초현실주의 운

동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랭보는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친 시인이다.

82) 연금술; 비전으로 이어져 온 화학 기법들과 신비주의적 사변들의 결합에서 태동하여

위대한 작품의 실현을 추구하는 신비 과학이다. (로베스 소사전 1978, p. 46)

랭보가 추구하는 언어의 연금술이란 섬광처럼 빛나는 표현 때문에 모든 감각의 요

소들을 조화롭게 하나로 용해하는 것이다.
83) 최완복,『프랑스 시선』, 1985,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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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집 「Les Illuminations」의 특징

시집「Les Illuminations」은 산문시집이다. 랭보가 작품을 쓴 시기에 대

하여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대부분 시가 베를렌느와 헤어진 후

에 쓰여졌기에 1874년에서 1875년 사이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

이 시집 제목도 단지 베를렌느가 제의한 것일 뿐「채색판화집」이라는

제목을 선택하는 데 작자가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원고는 없다. “Illuminations”

는 영어로 채색판화집 장식 그림에서 나온 말인데 프랑스어로 “Illumine”

은 ‘계시받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채색판화 집」,「계명집」

등의 제목들도 있다.84) 1875년 베를렌느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마지막 시

집「Les Illuminations」의 글들을 전부 필사본도 없이 그에게 맡기고 그

원고를 제르맹 누보에게 전해 출판사를 찾아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1886년 베를렌느의 주선으로 37편의 산문시가 잡지 <라 보그 La

Vogue> 에 실리면서 당시의 시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고 극찬을

받았다.

「Les illuminations」는 46편의 산문시와 2편의 자유시로 되어 있다.

시들의 내용은 서로 관련성이 적고 시인이 어떤 의도로 시들을 배열했는

지 알 수 없으나 이 작품이 랭보의 대표적인 상징시이자 산문시의 걸작

임은 분명하다. 이 시집에는 난잡한 이미지와 사건들이 펼쳐져 있어 내용

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우며, 시의 제목도 그 내용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85) 이 시의 특징은 스무 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텍스트들은 형식과 내용에서 각각 다르다. 시의 형식은

더욱 더 자유로우며 내용은 어린 시절의 추억, 도시풍경, 이른 아침의 야

외 산책, 항구와 배들 등 다양하다. 또한 개인적인 운명의 탐색을 주제로

삼되 비그성이 덜하며, 기독교적 구원에 대한 불안한 강박관념이 두드러

지지 않아서 더 모호하고 애매한 분위기를 바아낸다. 시에서는 “존재하

84) G. Lason, P. Tuffrau, Manuel illustré d’H isto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1959,

p. 708. & P. Castex, P. Surer, Manuel des Etudes littéraires françaises, 1980, p.

277.
85) 조규철,『프랑스 시 개론』, 1997, p.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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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동사의 사용이 “가지다”라는 동사보다 두 배나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랭보가 소유보다는 존재에 더 큰 관심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개명 사들의 사용 빈도가 아주 높다. 보통 명사는 주제를 말해주는

데 비해 개명사는 랭보의 세계임을 알리는 서명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Les Illuminations」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교를 보여준다. 랭보

는 문장들을 반복하고 가다듬고 구상하며, 끊어지는 리듬과 조용한 완만

함을 번갈아 가면서 독자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평온하게 만든다. 줄표들

은 계획을 가리키고 느낌표들은 독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유사한 음

악적 구조들과 다양한 이미지들을 늘어놓은 것과 같은 형식이 반복해서

나온다. 반항적인 어휘들은 메아리가 울리는 것처럼 여러 장들에서 나온

다. 베를렌느는 이 시집을 “빛나는 금강석”의 산문이라고 평했다.86) 이

산문시집을 통하여 랭보는 후에 초현실주의 시인들의 선구자가 된 것이

다. 그는 이 작품에서 “자동기술법(l’écriture automatique), 즉 잠재의식을

나타내기 위해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글 쓰는 방법을 제시한 셈이다.

「Les Illuminations」을 통해 랭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의 문을 부순 것

이다. 그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서 초현실주의 자

동기술법을 준비하였다.87)

【표3】랭보의 시집「Les Illuminations」작품

86) 최완복, 『프랑스 시선,』 1985, p. 212.
87) Paul Guth, H 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1967, p. 690.

대홍수 후에 <Aprés le Déluge>
소년기 <Enfance>Ⅰ , Ⅱ , Ⅲ , Ⅳ , Ⅴ
이야기 < Conte>
삶 <Vies>Ⅰ , Ⅱ , Ⅲ
하나의 이성애 <A une raison>
도취의 아침 <Matinée d ’ivresse>
노동자 <Ouvriers>
다리들 <Les Pont>
도시 <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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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자국 <Orniéres>
도시들 <Villes/L ’acropole>
방랑자 <Vagabonds>
철야 <Veillées>Ⅰ ,Ⅱ ,Ⅲ
미스티크 <mystique>
새벽 <Aube>
꽃들 <Fleurs>
평범한 야상곡 <Nocturne vulgaire>
겨울의 축제 <Fête d ’hiver>
고뇌 <Angoisse>
메트로폴리탄<Métropolitain>
미개인 <Barbare>
염가판매 <Solde>
요정 <Fairy>
전쟁 <Guerre>
갑 <Promontoire>
무대 <Scénes>
역사의 황혼 <Soir historique>
보톰 <Bottom>
수소 <H>
움직임 <Mouvement>-자유시
헌신 <Dévotion>
민주주의 <Démocratie>
정령 <Génie>

브리튼의 연가곡에 채택된 시

도시들 <Villes/ Ce sont des v illes>
단장 <Phrases>
앙티크 <Antigue>
왕의 존엄성 <Royauté>
해경(海景 ) <Marine>-자유시
미의 존재 <Being beauteous>
퍼레이드 <Parade>
출발 <Dé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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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징주의 시의 흐름과 시 특징

세계 문학사에서 상징주의가 하나의 확고한 문예사조로 그 독자성을 발

휘한 나라는 프랑스가 으뜸이라고 볼 수 있다. 낭만주의를 거쳐 19세기

중반기에는 사실주의와 고답파의 시가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1870

년의 보불전쟁에서 참패당한 후 19세기의 프랑스는 사회주의, 실증주의

그리고 과학 만능 사상에 의해 지배되었다. 하지만 프랑스 사화가 점점

쇠퇴해지면서 문학에서도 이상성의 결여와 조소성 만을 강조한 결과 영

혼의 세계를 상실하고 만 고답파88) 시의 무감동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것

을 추구하게 되었다. 고답파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상징주의는 1880년부터 5년간 지속된다. 이는 그 후 상징주의 운동에 흡

수 통합된다. 상징주의 운동은 1885년부터 본격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지만

이미 그 이전, 즉 보들레르가「악의 꽃」을 발표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시<교감>에 이미 상징주의 이론이 제시되었

기 때문이다. 그리고 “1886년 9월 18일 모레아스(J. Moréas)가 “르 피가

로 문예지”에 ‘상징주의 선언’을 발표하면서 상징주의(Symbolisme)와 상징주의

시인 (Symbolistes)이란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그 사조의 이론과 시

인들의 이상을 설명했다.”89) 이후 베를렌느와 말라르메 등이 주축이 되어

5가지 상징주의 운동90)이 병립하고 공존하면서 약 5년간 계속된다. 상징

주의 대표적 시인과 그들의 작품들로는 상징주의 창시자라 말할 수 있는

샤를르 보들레르의「악의 꽃」(1857년), 폴 베를렌느의 최초 시집「사투

르누스의 시」(1866년),「사랑의 축제」(1869년) 그리고「말 없는 연가」

（1874년）를 들수 있다. 1870년 이후로는 랭보의 환상적인 감각의 세계

를 표현한 시집「모음들」과「취한 배」그리고「Les Illuminations」이

88) 고답파; 1860년대 프랑스에서 생겨난 시 유파로 낭만주의 감정과 주관적 색채가 짙

은 시에 반대해 이지적인 관찰과 과학적인 객관성을 존중하고 완벽한 형식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형식을 중시한 나머지 깊이 있는 시정이 부족해 다음 세대인 상징파에

자리를 넘겨주었다. 그 대표적 작곡가로는 방빌, 고티에, 레니에등이 있다.
89) 조규철,『프랑스시 개론』, 1997, p. 384.
90) 5가지 상징주의 운동; (1) 베를렌느의 “시법” (2) 시의 악기화 시도 (3) 자유시의 시

도 (4) 순수시의 시도 (5) 바그너의 종합예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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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스테판 말라르메의 유명한 시「목신의 오후」(1876년)도 있다.

1890년 이후의 상징주의 시인으로는 앙리 드 레니에(H. D. Régnier, 1864-1936)

와 에밀 베르하렌(E. Verharen, 1855-1916)91)을 들 수 있다.92) 레니에는

베를렌느와 말라르메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 그는 상징주의 이론을 추

구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시법과 기교를 시도한 시인이었다. 그의 시집

으로는「로마네스크한 고대시집」(1890년),「진흙 메달」(1900년),「날개

돋친 샌달」(1906년) 등이 유명하다. 베리랑의 중요 시집으로는「뻗어 나

간 도시」 (1895년),「삶의 얼굴」(1895년),「요란스러운 힘」(1902년) 등

이 있다.

상징주의는 10년간 절정기를 누리고 1900년까지 시단을 주도하였다. 하

지만 1900년경 이후부터는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서 사람들의 눈이 현실

사회, 물질세계로 돌려지게 되자 이상과 본질의 세계를 추구하던 상징주

의도 점차 쇠퇴하였다. 비록 문학사에서는 퇴조했지만, 상징주의 시인의

개인적 업적은 20세기에 와서도 한동안 크게 그 빛을 발하였다. 그 대표

적인 시인들은 프랑시스 쟘므(F. Jammes, 1868-1938)와 폴 클로델(P.

Claudel, 1868-1955)이었다. 이 두 시인은 상징주의의 정신을 이어받아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 상징주의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수행

하였다.93)

상징주의는 일반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추상적인 것들, 즉 개인의 사

상과 감정, 사물을 초월적인 이념 세계를 더하여 상징적인 언어로 발현하

고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상징주의자들은 규칙성과

합리적인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지에 암시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를

입혀 인간의 본질과 관념을 표상하고 넓은 정신 공간을 지향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언어 자체에 집착하였다는 점에서 낭만주의와 다르며 고답파

와는 같은 방향이었지만 언어에 대한 철학과 지향에서는 크게 다르다. 또

한, 서술적인 표현 대신에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표현 방법으로써 시인의

91) 에밀 베르하렌(E. Verharen, 1855-1916); 에밀 베리하렌은 벨기에의 프랑스어 최대

시인으로 강력한 상상력을 발휘한 서정적 환상주의자이다.
92) P. Brunel, etc., H istoire de la Litterature française, tome Ⅱ, p. 553.
93) 조규철,『프랑스 시 개론』, 1997, p.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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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 세계와 사물의 신비를 묘사하고 인간의 내면 세계와 사물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사물의 신비를 포착하여 암시

하고 감지할 수 없는 현실을 암시하기 위하여 유동성 있는 시어를 즐겨

사용하고 음악으로부터 환기시키는 힘을 빌어왔다.



- 36 -

4. 브리튼 연가곡「Les Illuminations」의 분석

4.1 브리튼의「Les Illuminations」시집 분석

「Les Illuminations Op.18」은 브리튼의 초기 연가곡으로서 1939년에서

1942년까지 2년 반 가량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오든의 집에서 우연히 랭

보의 “채색판화집”을 읽고 시에 감명받아 작곡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시

작으로 브리튼은 시에 곡을 붙이는 새로운 작곡 방식을 시도하게 되면서

이후 여러 나라의 언어에 곡을 붙여 그 나라의 시어에 내포된 이미지를

표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연가곡 중 다섯 번째 곡 “Marine”과 일곱

번째 곡 “Being beauteous”가 먼저 작곡되어서 소프라노 Sophie Wyss에

게 헌정되었다. 브리튼은 랭보의 거침없는 시의 이미지와 시인이 보여주

는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미지의 세계를 그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선율

에 완벽하게 담아내었다.「Les Illuminations Op.18」에서 시와 음악은 섬

세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연주자에게 사랑

을 받고 있다. 브리튼은 시 원문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시 가운

데 어느 한 부분의 문장을 가져와 하나의 곡으로 구성하기도 하였고 전

체 시 중 일정 부분은 생략하여 곡을 붙이기도 하였다.

전체 구성을 보면 가곡집은 총 10곡으로 구성되었으나 세 번째 곡

“Phrase”와 네 번째 곡 “Antique”가 하나의 짝을 이루어 각각 Ⅲa, b로

번호가 붙어 있고 선택한 시는 모두 8곡이지만 9번째 곡의 마지막 문장

을 첫 번째 곡 “Fanfare”와 여섯 번째 곡 “Interlude”에 사용하였기 때문

에 총 9곡으로 Ⅸ까지 번호가 있다.

브리튼은 이 연가곡을 Strings94)로 작곡을 했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Boosey&Hawkes 출판사에서 출판한 High Voice & Piano를 위한 악보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94) Strings;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의 현악기를 모두 가리키며, 또한
현악합주를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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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Les Illuminations」의 전체 구성

번
호

곡명 조성
형
식

박자

빠르기
마
디
수

성
악
부

반
주
부

Ⅰ
Fanfare
(팡파르)

B Lydian 1부 44
Maestoso
(poco presto)
장엄하면서
(조금 빠르게)

45

Ⅱ
Villes
(도시들Ⅱ)

b minor 3부 44 Allegro energio
(빠르면서 힘 있게)

90

Ⅲ

Phrase-a
(단장)

G Lydian、
C Mixolydian

1부 32
Lento ed estatio
(느리게 꿈꾸는 듯
이)

8

Antique-b
(고대) B Major 2부 24 68

Allegretto
un poco mosso
(움직임을 가지고 조
금 빠르게)

53

Ⅳ
Royauté
(왕족)

E Major 3부 22 Allegro maestoso
(빠르고, 장엄하게)

80

Ⅴ
Marine
(바다)

A Major 3부 34 Allegro con brio(쾌
활하면서 빠르게)

39

Ⅵ
Interlude
(간주)

F-B Lydian 1부 44
Moderato
ma comodo
(편안한 보통 빠르기
로)

31

Ⅶ
Being
beauteous
(미의존재)

C Major 3부 44 128
Lento
ma comodo
(느리면서 편안하게)

42

32 188
Ⅷ

Parade
(가장행렬)

c minor 2부 22 Alla marcia(행진하
듯이)

116

Ⅸ
Départ
(출발)

E Major 1부 68 Largo mesto
(깊은 슬픔으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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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곡 Fanfare (팡파르)

J’ai seul la clef de cette parade, 나만이 이 야만적인

de cette parade sauvage. 가장 행렬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표5】제1곡 Fanfare(팡파르)의 형식

총 10곡의 전주곡에 해당하는 곡으로 이후에 등장하는 곡들의 특징을

미리 선보여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으로서 이 곡의 가사는 여덟 번

째 곡 “Parade”의 마지막 문장을 가져온 것이기에 첫 번째 곡은 전체 가

곡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랭보의 시에 걸맞은 신비롭고 환상적이며 웅

장한 전주부에 해당한다.

연가곡 “Les illuminations”의 주요 선법인 Lydian 선법95)으로 중심 조

성 B Lydian 선법에 기초하고 있다. 특징이 되는 음은 B와 E음인데 두
음은 증4도 관계가 된다. 리디안 선법은 완전 4도를 포함하는 다른 선법

과 다르게 유일하게 증4도 음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 때문에 모호하면서

도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선법이다. 브리튼은 이러한 선법을 사용함으로

써 시의 주제 분위기를 살리면서 본인이 작곡하려는 스타일을 표현하고

자 하였다.

95) Lydian 선법; 특징적인 증4도 음이 장음계와 반음계를 구별하는데 모호함을 줌으로
써 마치 온음계인 듯, 마치 장음계인 듯 혹은 반음계인 듯한 운치를 주어 조성의 모
호함을 추구하는 작곡가들에게 자주 등장하는 선법 중의 하나이다.

구분 부분 마디 조성
박

자
빠르기

A 전주 1-23

B Lydian 4/4

Maestoso

(poco presto)

(=108-112)
B 성악부 24-32

C 후주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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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Fanfare ”의 B Lydian 선법

          

첫 번째 곡은 반주부 왼손에 등장하는 E음이 트릴로 시작하여 총 23마

디에 해당하는 전주 마지막 마디까지 E음을 지속하고 E음을 위 보조음인

F음으로 강조해준다. 이 보조음은 곡의 절반 이상에 등장하고 또한 이

연가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된다.

[악보 2] “Fanfare”의 1∼10마디

두 번째 부분에서 성악 선율은 이 곡의 중심이 되는 motto phrase인 E

음을 시작과 함께 계속 반복함으로써 “나만이 이 야만적인 가장행렬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를 노래하고 있다. 낭독하듯이 아주 강하게 부르라

는 표시를 하면서도 한 마디로 강하고 직설적으로 선포하는듯한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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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한다. 32마디부터는 후주에 들어가는데 이는 바로 전에 노래하였던

성악부를 그대로 피아노에서 반복하는 부분으로, 그 반복된 멜로디가 또

한 번 반복된다. 그리고 곡이 끝날 때 오른손에 등장하는 B음은 B 
Lydian의 종지음이기도 하며 42마디부터 마지막 43마디까지 지속된다. 그

리고 B음은 다음 곡 “제2곡 도시들”을 예고하는 음이 된다.

[악보 3] “Fanfare”의 24∼44마디

성악 선율 모방

다음곡

예언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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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곡 Villes(도시들)

Ce sont des villles! 그것은 도시들이다!

C’est un peuple pour qui se sont 바로 대중들을 위하여

montés ces Alleghanyset ses 꿈의 Alleghanys 산맥과 Libans 산맥

Libans de rêve! 지대가 상승한 것이다!

Des chalets de cristal et de bois 수정과 나무로 만든 오두막집은

se meuvent sur des rails et des. 눈에 보이지 않은 선로와 도르래

poulies invisibles 위를 움직인다.

Les vieux cratères ceints de 구릿빛 동상과 종려나무에 둘러싸인

colosses et de palmiers de cuivre 옛날 그대로의 분화구는

rugissent mélodieusement 아름다운 음악적 선율로 울부짖는다.

dans les feux. 불길 속에서

Des cortèges de Mabs en robes 적갈색과 젖빛 색을 띤 옷을 입은

rousses, opalines,montent des ravines. Mabs여왕의 행렬이 계곡을 오른다.

Làhout, les pieds dans la cascade 저 위, 높은 곳에서 폭포와 가시덤불에

et les ronces, les cerfs tettent 다리를 담근 채 사슴들이 달의 여신

Diane. Diane의 젖을 빨고 있다.

Les Bacchantes des banliues 교외에 있는 바쿠스 신의 여사제들은

sanglotent et la lune brûle et hurle. 한탄하고 달은 불타며 울부짖는다

Vénus entre dans les cavernes des 비너스는 대장장이와

forgerons etdes ermites. 은둔자들의 은신처로 들어간다.

Des groupes de beffrois chantent 무리를 이룬 종들이

les idées des peuples. 대중들의 이상을 노래한다.

Des châteaux bâtis en os sort la 뼈로 세워진 성에는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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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uque inconnue. 음악이 흘러나온다.

Le paradis des orages s’effondre. 폭풍의 낙원은 무너지고

Les sauvages dansent sans cesse, 야만인들은 끊임없이

la Fêtede la Nuit. 밤의 축제에서 춤을 춘다.

Quels bons bras, quelle belle heure 어떤 근사한 팔이, 어떤 멋진 시간이

me rendront cette région d’où 나에게 그곳을 되돌려 줄까?

viennet mes 나의 잠과 미동을 통해

sommeils et mes moindres mouvements? 불러 일으켜질 것 같은 그곳을

두 번째 곡은 “Villes(도시들)”로서 랭보 시집「Les Illuminations」에서
도시를 주제로 한 작품이 두 개가 더 들어있다. 제목은 각각 “도시”와
“도시들”인데 그 내용은 서로 다르다.

【표6】제2곡 Villes(도시들)의 형식

구분 부분 마디 중심음
박

자
빠르기

A
1부분 1-11 B

4/4

Allegro

energico

(=152)

2부분 12-19 F
3부분 20-26 A

B

1부분 27-38 B
2부분 39-48 C
3부분 49-62 C
4부분 63-70 C/A

C 71-90 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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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1부분이 시작되는 “Ce sont des villles! 그것은 도시들이다!”라

는 가사는 브리튼이 새로운 광경을 묘사하고 음악이 변할 때마다 이 가

사를 첨부하여 다음에 펼쳐질 광경을 예고한다. 이 곡의 특징으로는 시가

노래하는 이미지에 따라 음악도 변화한다는 것이다. 뚜렷한 조성이 없고

부분마다 중심음을 비롯한 리듬, 화성 등을 변화할 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아주 흥미롭고 경쾌하게 미지의 세계를 표현한다.

첫 번째 곡 “Fanfare”에서 끝났던 B음으로 반주는 를 스타카토로 곡

을 시작하다가 6마디에서부터 B음은 사라진다. 전주에 해당하는 1∼4마

디의 반주는 B화음과 G화음이 교차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부분의 화성

적 리듬이 점차 짧아지는 것으로 (3박-1박-2박-3박-1박-1박-1박-반박-

반박-반박-….) 패시지를 마무리한다.

㉮

A섹션 - 1부분 (1∼11마디)

<중심음-B>

5마디 중심화음 B Major 화음이 등장한다. d샵과 c더블샵이 보조적(교

차적)으로 6∼8마디에서 등장하고 이것은 B Major화음과 b minor화음이

교차적인 등장으로 하여 Major인지 minor인지 모호하게 음악이 흐른다.

이 모호함은 곡의 전반적 특징이기도 하다. 11마디에 등장하는 F# Major

화음(솔플랫, 시플랫, 레플렛)은 B의 V(딸림화음) 역할을 하고 역시 11마

디 넷째 박 오른손 부분에서 f# minor화음(라 네추럴, 도샵)이 등장해 모

호함이 드러난다. F# Major 화음은 2부분에 등장할 F Major 화음의 N6

네아폴리탄 화음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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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Villes”의 5∼12마디

A섹션 - 2부분 (12∼19마디)

<중심음-F>

F Major화음과 D Major 6화음이 교차적으로 등장한다. 화음 활용 기

법은 도입부와 동일하고(화성적 리듬이 점점 짧아지는 것) F Major화음

에서 보조적으로 움직이면 D Major6가 된다.

중심화음 B

M인지 m인지 모호

B 의 딸 림 화 음 (

⊽)역할

m- 모호함으로 가사

꿈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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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Villes”의 13∼20마디

보조음관계 -첫곡 반주와 연관

F-B와 증4도

A섹션 - 3부분 (20∼26마디)

<중심음-A>

A Major화음과 F Major 6화음이 등장한다. (기법 역시 도입부와 동일)

3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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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Villes”의 21∼23마디

3도 차이 2부분과 동일

㉯

B섹션 – 1부분 (27∼38마디)

<중심음-B–B>

처음으로 왼손 반주부의 패턴에 변화가 생기면서 표가 등장하고 역시

B Major화음과 b minor화음이 교차적으로 등장 (d-c#이 보조적으로

움직임) 한다. 화성의 모호함이 계속되고 “계곡을 오른다”, “저 높은 곳”

라는 가사와 멜로디는 모두 상관관계를 이룬다. 35마디에 중심음이 b에
서 b로 변화되지만 여전한 c#-d의 보조적 움직임으로 Major-minor화음

이 교차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minor화음과 [b-f#-c#] 화음이 교차

적으로 등장한다. “계곡을 오른다”라는 부분의 멜로디가 짧게 축소 변형

되어 37∼38마디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다. 38마디에서 앞부분과 같은

패턴으로 B Major화음과 b minor화음이 교차적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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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Villes”의 28∼33마디

♬등장, 점점 흥분 M인지 m 인지 모호

B섹션 - 2부분 (39∼48마디)

<중심음–C>

오른손 트릴 패턴은 “제1곡 Fanfare” 곡의 도입부 왼손 트릴과 동일한

형태이다. a minor6화음과 AM6화음이 교차적으로 등장한다. minor화음

과 Major화음이 교차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나 6화음 두 개

가 교차하는 것은 처음이다. 43마디의 d음은 중심음인 c 사이의 보조음

이나 단 2도 위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 9도 위에 등장해서 고음으

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46마디의 F Major화음과 D Major 6화음의 교차방

법은 도입부와 같은 방법(화성적 리듬이 짧아지는 기법)이다.

상행으로 “계곡을 오른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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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섹션 – 3부분 (49∼62마디)

<중심음-C#>

49∼50마디의 음형은 종이 왔다 갔다 하는 형상을 묘사한다. 이것은 가

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51마디의 반주 패턴(새로운 형태 등장)이 변

화된다. 그 반주 형태는 정박에 등장하는 화음은 형태가 바뀌나 16분음표

c#음 두 개는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다. 54마디의 형태가 55마디에서

확장되기도 하고 56마디에서 다시 축소되기도 한다. 58마디에서 움직이지

않던 중심음이 c#-a-c#-e-g로 이동하고 61마디의 f#-a화음은 g음의 이

중 보조음으로 구성된 화음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악보 8］“Villes”의 39∼40마디 & 49∼50마디

2부분 Ｉ.“Fafare” 곡 왼손 반주와 동일

C

m M

3부분 가사 종이 왔다 갔다 현상을 표현



- 49 -

B섹션 - 4부분 (63∼70마디)

<중심음-C>

C Major화음과 A Major화음이 교차적으로 등장(화성적 리듬 짧아지는

기법)한다. 70마디에서 E Major화음과 e minor화음이 교차적 등장하여

모호함을 계속 유지한다.

[악보 9］“Villes”의 63∼70마디

도입부 반주형태-곡이 마무리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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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섹션 – (71∼90마디)

<중심음-E>

처음으로 왼손이 분주하지 않은 반주 패턴이 등장하게 되고 texture가

가벼워지고 E Major화음과 e minor화음이 교차적으로 등장하여 모호

한 특징을 계속 유지하면서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 75마디부터는 최저 음

이 하행하기 시작(e-d-b-b-a-e-b)해 최저 음이 b인 채로 곡을 마무

리 한다.

[악보 10］“Villes”의 71∼74마디

E

M.m인지 모호

왼손 반주가 처음으로 분주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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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Villes”의 75∼86마디

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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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곡 Phrase(a)-(단장)

J’ai tendu des cordes 나는 밧줄을 팽팽히 당겼다.

de clocher à clocher; 종탑에서 종루로;

des guirlandes de fenêtre à fenêtre; 꽃 장식을 창에서 창으로;

des chaînes d’or d’étoile, 금사슬을 별에서 별로,

et je danse. 그리고 나는 춤을 춘다.

이 시는 랭보가 풍경화 소품들을 나란히 늘어놓고 그가 살았던 어떤 상

황을 요약하면서 그 보편적 상징성을 표현한다. “des cordes de clocher à

clocher”에서 ‘종’이 음악적 소리라면 시인은 <줄타기 오드>를 노래하며

‘환상’에서 새벽의 환희를 노래한 단장이다. 별에서 별로, 금사슬을 드리

웠다는 말과 춤춘다는 말은 오드(ode)96)적 표현으로 ‘환상’을 유도하고 있

다.97)

브리튼은 랭보의 시 “Phrase”에서 환상을 제일 잘 표현한 다섯 번째 문

장만 발췌해서 작곡하였다.

【표7】제3곡 Phrase(a)-(단장)의 형식

96) 오드(ode); 고대 그리스에서 음악이나 춤에 맞추어 부르기 위하여 지은 복합시이다.
97) 아르튀르 랭보 지음, 이준오 옮긴,『랭보 시선』, 2002, p. 208.

구분 부분 마디 조성 박자 빠르기

A
1부분 1-5 G Lydian

3/2 Lento ed estatico
2부분 6-8 C Mixoly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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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도시들”의 빠른 전개와 달리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곡으로 차분

하고 섬세한 분위기로 성악 선율과 반주부는 첫 시작 pp∼ppp에 이르기

까지 절제되어 있다. 브리튼은 총 여덟 마디를 2부분으로 나누고 1부분은

G Lydian, 2부분은 C Mixolydian을 사용하고 여덟마디 안에서 첫 성악

선율은 전 곡인 도시들의 마지막 반주부에서 울렸던 B음을 재사용하여

내용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고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표현하고 선율 속에

서 마지막 B음으로의 마무리함으로써 움직임의 폭을 함축98)하였다. 한

층 더 신비롭고 섬세하고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잘 표현하였

다. 그렇듯이 성악 선율은 마치 무엇을 향해 오르다가 다시 살짝 내려오

는 듯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꿈속에서 이야기하듯 노래하면서 최종점에

이른다.

“종탑, 창문, 별”을 뜻하는 가사가 등장할 때마다 멜로디가 상승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는데 높은 곳의 단어를 상징하기 위해서 상승과 함께 높은

음으로 표현하였다. 세 단어의 음정은 각각 3마디의 E, 4마디의 F, 6마
디이고 G, 8마디 가기 이전 7마디 왼손의 A도 그중 하나이지만 노래 멜

로디에서 등장하는 그것이 아닌 왼손 반주부에서 등장한다. 이렇게 상승

하는 음들은 마지막 8마디의 B음 “danse-춤춘다.” 에서 최고조에 이른

다.

[악보 12] G Lydian 선법 & C Mixolydian 선법

G Lydian 선법 (1부분) C Mixolydian 선법 (2부분)

98) Whittal, The Music of Britten&Tippett,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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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Phrase (a)”의 1∼8마디

1부분

2부분

C 믹솔리디아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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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곡 Antique(b)-(고대)

Gracieux fils de pan! 목신 Pan의 우아한 아들이여!

Autour de ton front couronné de 작은 꽃들과 월계관을 얹은

fleurettes et de baies, tes yeux, 너의 이마 둘레에

des boules précieuses, remuent. 너의 두 눈, 소중한 구슬이 움직인다.

Tachées de lie brune, 갈색의 찌꺼기가 붙은

tes joues se creusent. 너의 뺨에는 보조개가 있다.

Tes crocs luisent 이는 희게 빛난다.

Tapoitrine ressenble a une cithare, 너의 가슴은 현금과 같고,

des tintements circulent 그 현의 울리는 소리는

dans tes bras blonds. 너의 금빛 팔 속에서 맴돈다.

Ton cæur bat dans ce ventre où 너의 심장은 두 개의 성이 잠자는

dort le double sexe. 뱃속에서 두근거린다.

Promènetoi,la toila nuit, 산책하라, 밤이 오면 부드럽게

en mouvant 이쪽 허벅지와

doucement cette cuisse, 저쪽 허벅지를 움직이면서

et cette jambede gauche, 그리고 왼쪽의 정강이를 움직이면서.

“Antique”는 그리스 신화 세계의 상징이고 목신 Pan은 머리에 뿔이 있

고 발은 염소 같은 피리 부는 신이다. 시의 2행에 나오는 이마 둘레는

Louvre박물관에 반쯤 엎드려 있는 고대의 미와 조화의 상징인

Hermaphroditos의 상의 “이마”인 듯한데 그는 Hermés 신과 Aphrodité

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Nymphe의 사랑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연이어 6행에 나오는 잠자는 두 개의 성은 얼굴, 가슴, 허리 뒤쪽, 허벅다

리는 소녀상이고 등, 허리 앞쪽, 정강이는 소년 상으로 되어 있다.99) 또

한, Hermaphroditos 는 많은 시인의 작품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랭

보는 시에서 고대의 신을 아주 정갈하게 묘사하였다.

99) 이준오,『랭보 시전집』, 2000,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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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제3곡 Antique(b)-(고대)의 형식

총 6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분마다 다른 조성을 갖고 있다.

“Phrase”가 마칠 때 나왔던 B음으로 두 피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암

시한다. B Major로 시작하여 온음간격으로(C-D-C-E-F) 상승하는 구조

로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B Major로 돌아온다. 세 번째 곡이 a,

b로 묶여있듯이 “Antique b”는 마치 앞의 “Phrase a”에서의 함축된 분위

기를 이어받아서 이번 곡에서는 우아하게 움직이면서 풀어내는 느낌을

선율과 가사에서 엿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6/8박자의 피아노 반주부는

춤 리듬으로 진행되고 성악 성부는 2/4박자로 다르게 흘러간다.

1부분-(1∼12마디)

<B Major>

B의 조성 색이 강하지는 않으나 (왜냐하면 다른 화성 없이 B Major
3화음만 계속 나온다.) 왼손 저음부에서 f-b음이 계속 연주되어 B 
Major에서 V-I 화성 진행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왼손 저음부에서 계

속 f-b만 나오다가 12마디에서 ɡ음이 연주되는데, 이것은 13마디부터 시

작되는 2부분 조성의 딸림음으로 조성이 C Major로 바뀔 것을 암시한다.

구분 부분 마디 조성 박자 빠르기
1부분 1-12 B Major

성악 2/4

피아노 6/8

Allegretto un

poco mosso

(=58-63)

2부분 13-19 C Major
3부분 20-27 D Major
4부분 28-32 E Major
5부분 33-38 F Major
6부분 39-53 B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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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분-(13∼19마디)

<C Major>

1부분과 마찬가지로 C Major 3화음만 계속 연주된다. 왼손 저음부에서

C-G음이 계속 연주되고 19마디에서 등장하는 왼손의 A음은 3부분 조성

의 딸림음이 된다.

[악보 14］“Antique”의 9∼1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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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분-(20∼27마디)

<D Major>

1, 2부분과 마찬가지로 D Major 3화음만 계속 연주되고 멜로디 형태도

매우 흡사하다. 왼손에서 D-A음이 계속 연주되고 전반적으로 1, 2부분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7마디 왼손에서 b음이 연주되는데 이것은 4

부분 조성의 딸림음이 된다.

[악보 15］“Antique”의 18∼23마디

4부분-(28∼32마디)

<E Major>

1, 2, 3부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왼손 B-E 음을 반복해서 연주한

다. 1, 2, 3부분과 다른 점은 해당 화음만 계속 연주되던 것과 달리 4부분

에서는 E Major 3화음과 D Major 3화음이 교차하며 등장(29∼32마디)한

다는 것이다. 32마디 왼손에 등장하는 C음은 5부분 조성의 딸림음이 된

3부분



- 59 -

다.

[악보 16］“Antique”의 26∼33마디

5부분-(33∼38마디)

<F Major>

도입부는 1∼4부분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unit(밤)”이라는 가사가

연주될 때,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성악 멜로디와 피아노의 오른손 멜

로디가 각기 동일한 음형을 2도 간격으로 하행하며 연주하고 그때 왼손

은 f-g-a-a-b-b로 점점 상행하나 결과적으로 오른손과 왼손이 점점 반

4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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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해 간격을 좁혀나간다. 왼손의 강박은 점점 강행하고 있으나 약박

에서 연주하는 화음은 F Major-E Major-D Major-A Major7-E 
Major-E Major7으로 변화한다. (4부분에서 E Major 3화음과 D Major 3

화음이 교차해 등장하던 것의 연장이라 볼 수 있음) 결과적으로 “unit”

가사가 불리는 구간이 노래도 melisma 형태로 길게 연주되고 형식상으로

도 가장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곡의 클라이막스 구간이라 할 수

있다.

[악보 17] “Antique (b)”의 34∼38마디

“밤”강조 오른손,왼손 반진행

6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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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분-(39마디∼53마디)

<B Major>

원래 조성으로 돌아가서 2-5부분이 등장하기 전 해당 조성의 딸림음이

왼손에서 연주되었으나, 6부분은 5부분의 조성 자체가 6부분의 딸림 조성

이기 때문에(F는 B의 딸림음) 다른 부분들처럼 왼손에서 따로 딸림음이

제시되지 않는다. 1부분의 멜로디가 다시 재현되면서 일종의 Coda 부분

인 6부분에서는 39마디부터 b-a-a-g-g의 반음계 하행을 통해 46마디

의 F음부터 1부분의 멜로디가 재현되고 왼손에서 f-b의 음들이 등장하

는 것도 1부분과 (46∼50마디) 같다. 또 마지막 F음은 “Phrase a”의 마지

막 마디에서도 사용하였던 음으로서 두 곡이 묶여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였다.

[악보 18] “Antique (b)”의 38∼46마디

도입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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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곡 Royauté(왕족)

Un beau matin, 어느 아름다운 아침에,

chez unpeuple fort doux, 뛰어나고 온화한 사람들이 사는

un homme 어떤 마을에서,

et une femme superbes criaient, 당당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sur la place publique: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외쳤다.

“Mes amis “내 친구들이여,

je veux qu’elle soit reine!” 나는 그녀를 왕비가 되게 하고 싶다.!”

“Je veux être reine!” “나도 왕비가 되고 싶어요!”

Elle riait et tremblait. 하고 그녀는 웃으며 몸을 떨었다.

Il parlait aux amis de révélation, 그는 친구들에게 계시와 이제는

d’épreuve terminée. 끝나버린 시련에 관하여 애기하고 있었다.

Ils se pâmaient 그들은 황홀해져 있었다.

l’un contre l’autre. 서로에게 몸을 기대어

En effet ils furent rois toute une 왜냐하면 붉은 장막이

matinée où les tentures carminée 집들 위에 솟아 있던 아침 내내

se relevèrent sur les maisons, 그들은 왕과 왕비였으므로,

et toute l’aprè-midi, 오후 내내 그들은

où ils s´avancèrent du côté 종려나무 정원 곁으로

des jardin de palmes 다가갔으므로.

이 시작품은 일부만 변증법적 체계를 적용한 경우로서 사랑 단계와 연

관하여 랭보와 베를렌느의 모험에 깃든 필연적 운명을 상기시킨다. 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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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자유, 평등, 행복, 영원은 지속 불가능한 도취 사랑 단계의 환각이

다.100)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암수 동체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려나무를 마지막 문장에 사용하였다. 잠깐의 행복과 사랑

은 지속될 수 없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말며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

한 랭보의 예지로 한 단계의 내부에서 혹은 다음 단계를 향한 운동 속에

서 전개된다. 다양한 소재와 서로 다른 시상을 사용하면서도 일관된 시

사상을 유지하는 엄격성과 그것을 전개하는 유연성을 동시에 보여101) 주

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표9】제4곡 Royauté(왕족)의 형식

“Royauté”에서는 첫 번째 곡 “Fanfare”에서 강조되었던 증4도 관계인

E와 B음이 재등장한다.
6마디 왼손에 등장하는 셋잇단음표() 동음 반복 음형은 주로 “Fanfare”에
서 금관이 연주하는 음형인데 이것은 주로 이 곡의 연결구에서 활용된

다. 그 연결구는 29∼30마디, 54∼57마디인데 특히 56∼57마디에서는 동

음 반복이 옥타브 간격을 두는 것으로 확장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100) 서연선,『랭보의 시학』, 2010, p. 536.
101) 위의 책, p. 28.

구분 부분 마디 조성 박자 빠르기
A 1-30

E Major 2/2

Allegro

maestoso

(=104)
B

1부분 31-43
2부분 44-57

A′ 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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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Royauté”의 24∼34마디

“외치다”강조

7∼8마디의 오른손 음형, 첫 음을 제외하고 반진행 하는 형태를 보인다.

(시도레 상행 / 레샾 레내추럴도 하행) 이 음형은 곡 전반에서 계속해서

쓰이고 (B가 시작되는 31마디∼, A'가 시작되는 59마디∼, 곡이 마무리

되는 70마디∼) 여기서 제시된 반 진행 아이디어 역시 곡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반진행 아이디어가 사용된 구간: 15∼17마디 첫박까지이고 특

히 왼손은 이 곡의 중심음인 E에서 시작해서 증 4도 위인 B에서 멈춘

다. 44∼48마디 왼손의 저음이 g#과 d(증 4도 관계) 사이를 하행했다가

상행하고 64∼66마디 왼손의 저음이 e에서 B(증 4도 관계)로 상행하고

오른손은 하행한다.

연결구 29、30마디

전주 반복

B 음으로 낭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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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Royauté”의 7∼12마디

18마디의 전주를 왕족의 품위와 웅장한 느낌을 경쾌하게 연주하고 노래

가 시작되는 18마디 마지막 박에서 동음 반복이나 반음계로 진행되던 왼

손의 반주 형태가 완전 5도 간격의 음들을 제시함으로써 왕과 왕비가 되

고 싶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야속한 마음을 얘기하듯 가사의 내용에

맞게 곡의 분위기는 전환(b-f#-b-e-a) 된다.

[악보 21] “Royauté”의 18∼23마디

<5도 사용>

Syllabic (설명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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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노래가 등장할 때 Syllabic기법(음 하나에 음절 하나)을 사용해 설

명적으로 노래를 작곡한 반면 “Place 광장”이라는 단어(27마디)는 newmatic

기법을 써서 강조했다. “Criaient 외치다”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25마

디) 악센트로 강조해 주었다.

또한 “Reine 여왕” (40마디) 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에도 크레센도와 상

행하는 노래로 강조해 주었다.

“Elle riait et tremblait 그녀는 웃으며 몸을 떨었다”를 의미하는 구간(41

마디 마지막 박자-43마디)에서는 이 곡의 전체에서 유일하게 반주와 노

래가 유니즌으로 함께 하행하고 있다. 그 와중에 오른손에 트릴을 삽입해

떨었다는 가사를 표현해주고 스타카티시모로 여자의 웃음을 표현했다.

[악보 22] “Royauté”의 40∼43마디

44∼57마디는 B 섹션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중

심음이 E가 아닌 g#이고 g#과 증4도 차이 나는 d음이 함께 강조되는데

이것은 53마디에서의 C Major 화음의 등장으로 이내 마무리된다.

“왕”을 강조

떨었다는 것을 트릴로 표현

노래, 오른손, 왼손 반주 유니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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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Royauté”의 44∼56마디

g   f           e d

금관 fanfare 음형 재등장, 연결구 역할

A' 섹션이 시작되는 58마디부터 오른손 반주 형태에서는 A에서 제시되

었던 반주 형태가 그대로 등장하나 왼손은 E Major 화음을 아르페지오

로 연주함으로써 A와 차별을 주었다. 이 아르페지오는 64마디부터 상행

해서 E와 증 4도 차이 나는 B에서 (66마디) 멈추고 마지막에 B로 해결

된다. A'에서 E Major 화음의 아르페지오 형태로 제시되었던 반주는 68

마디부터 점점 하행해 한 옥타브 떨어진 E에서 고요하게 마무리된다.

증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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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Royauté”의 66∼80마디

아르페지오 음형

e-b증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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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곡 Marine(바다)

Les chars d’argent de cuivre, 은과 구리로 만든 수레들

Les proues d’acier et d’argent, 강철과 은으로 된 뱃머리들이

Battent l’écume, 물거품에 부딪히고

Soulèvent les souches des ronces. 가시덤블의 그루터기를 들어올린다.

les courants de la lande, 황야와 조류가

Et les ornières immenses du reflux, 썰물은 거대한 수레바퀴 자국이

Filent circulair’ment vers l’est, 회전하며 그리며 나아간다. 동쪽으로,

Vers les piliers de la forêt, 숲의 기둥을 향하여

Vers les fûts de la jetée, 방파제의 몸통을 향하여

Dont l’ sangle est heurté par des 모퉁이가 빛의 소용돌이에 부딪히는

tourbillons, de lumière. 동쪽을 향하여

【표 10】제5곡 Marine(바다)의 형식

“Marine”는 전곡인 “Royauté”의 끝날 때 EM 화음으로 끝난다. 여기서

E음은 A Major의 Ⅴ화음으로 볼 때 해결되는 Ⅰ음이 A Major이다.

구

분
부분 마디 조성 박자 빠르기

A a, b, a＇ 1-12
A Major 3/4

Allegro con brio

(=144)A′ a″,b, a＇＇＇ 13-22
A″ a＇＇＇＇, b＇, b＂ 23-39



5도 구성 화음 (e-b-f-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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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A Major로 이루어져 있으며 축소와 확대로 작곡된, 3절로 된

변형유절형식을갖추고있다. A(a-b-a')-A'(a''-b-a''')-A''(a''''-b'-b'')-coda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브리튼은 랭보의 바다 묘사에 기반하여 웅장하고 빠른 곡 진행으로 바

다의 위대함과 힘을 화려하고 격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B(8마디)에서

제시되는 5도 구성화음(quintal chord)은 20마디, 33마디, 35마디, 36마디

에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8마디에서 제시된 5도 구성 화음은

e음 위에 b-f-c-g의 4개의 음이 쌓인 형태로 제시되고 20마디에서는 8

마디보다 완전 5도 상승한 형태인 b-f-c-g, 33마디는 그보다 반음 상승

한 b-f#-c#, 35마디는 그와 증 4도 간격인 f-c-g, 36마디에선 그보다 반

음 하행한 e-b-f#의 형태로 5도 구성 화음이 제시된다. 20마디와 36마디

에서 제시된 5도 구성 화음은 4번 곡에도 중심음으로 제시되었던 e와 b
를 근음으로 가지고 있다. 이 5도구성 화음이 제시될 때의 가사는 모두

거품(8마디), 회전하며(20마디), 소용돌이(33∼35마디)로 모두 빠르게 회전

하는 의미가 있는 가사들이다.

[악보 25] “Marine”의 8∼14마디

                                                            꾸며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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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Marine”의 20마디, 33마디, 35마디

 완전 5도 구성 화음

E음이 없음

(b-f-c-g)

A 섹션 전체에서 b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의 화음으로 구성되어 있

다. A Major의 I 화음인데 3음(c#)이 빠져 고전음악의 I 화음처럼 Tonic

의 짙은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 9마디의 마지막 박에 제시되는 화음(f,

b, c, b, e)은 다음에 등장하는 화음의 전타음 역할을 하는 음들로 구성된

화음이다. (f-e, e-e, c-b, b-a) 이것은 21마디의 마지막 박에 제시되는

화음에도 적용된다. 21마디 마지막 박의 화음은 22마디의 V 화음을 꾸며

주는 전타음들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 27] “Marine”의 1∼3마디

5도구성화음 (b-f-c) f 증4도 (f-c-g/e-b

20마디 30마디 3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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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jor I 화음에서 3음이 빠진 화음은 A'에서도 지속하지만 구성음에

는 약간 변화가 있다. 1마디에서 제시되는 I 화음의 구성음은 a-b-e이고

13마디에서 제시되는 I 화음의 구성음은 a-d-e이다.

22마디에 제시되는 화음은 앞에서 제시되었던 I 화음과 마찬가지로 3음

이 빠진 V7 화음(e-b-d)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 28] “Marine”의 13∼14 & 22마디

A''(23마디)에서 A Major I 화음의 3음이 처음으로 제시된다(노래 선율

제외). 27마디의 마지막 박부터 잠시 조가 C Major로 바뀌어 C Major의

V7 화음이 22마디와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이것은 29마디의 두 번째 박

에서 C Major의 I 화음으로 해결되고 30마디의 첫 번째 박에서 E Major

의 V 화음이 제시된 후 같은 마디의 세 번째 박에서 I 로 해결된다. 두

조(C, E)의 V 화음에서 I 화음으로 해결되는 주기가 첫 번째(C Major)보

다 두 번째(E Major)에서 훨씬 짧아진다. 이렇게 짧아진 화성적 리듬은

이후 31마디부터 33마디에서 b′의 5도구성 화음이 등장할 때까지 매 박

자 단위로 바뀌어 짧아진 형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피아노의 양손 반주는

반 진행으로 점점 좁아져 33마디의 5도 구성 화음에 도달한다. 이런 반

13마디 2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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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의 모습은 “제4곡 Royaute” 에서도 보였던 형태이다.

[악보 29] “Marine”의 28∼33마디

Ⅰ

가사와 반주는 상관관계를 이룬다. a는 가사가 Syllabic 하게 제시되고 노

래와 왼손이 함께 더블링 되어 제시된다. 이것은 A'(13마디)에서 왼손이

옥타브 음형으로 변화되어 제시됨으로써 texture가 더 두꺼워지는 효과를

준다. 이 음형은 A''(23마디)에서는 8분음표와 쉼표가 아닌 4분음표로 더

길게 제시되고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 옥타브로 함께 더 블링 해서 변화

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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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Marine”의 1∼7 & 13∼18마디

<왼손 반주가 노래와 함께 더 블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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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코다에서 lumière라는 단어는 ‘빛’을 의미한다. 원래의 조인 A

Major의 I 화음으로 돌아가 산란한 빛의 형태처럼 소리가 반짝인 후 곡

은 마무리된다. 여기서도 코다가 시작될 때는 3음이 빠져있는 형태였다가

마지막 가사 “re” 음절에서 3음이 제시된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곡 전체의 가사 내용으로 볼 때 결국 빛이 보

이는 동쪽을 향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브리튼은 가사에 잘 맞게 마지막 3

마디를 한 음으로 구성하여 이 곡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로서 빛을 충분히

강조하였다.

[악보 31] “Marine”의 34∼39마디

C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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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곡 Interlude(간주곡)

J’ai seul la clef de cette parade, 나만이 이 야만적

de cette parade sauvage. 가장행렬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표11】제6곡 Interlude(간주곡)의 형식

이 곡은 노래, 가사, 노래부의 화성이 모두 첫 번째 “Fanfare”와 동일하

다. 다만 반주 음형이 부동할 뿐이다. E Major 화음과 B Major 화음은
증4도 관계로 서로 교차해서 등장 후 C Major 화음이 26마디에서 등장

한다. 이것은 “Fanfare” 곡에 등장한 것과 같다. 26마디의 C Major 화음

이 돌아갈 F Major의 V도 화음 역할을 한다. 4마디로 후주를 구성한 것

은 “Fanfare”에 비하면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조성은 F Major이나 시작 음은 A이다. 이것은 바로 전 곡인

“Marine”가 A Major이고 끝나는 화음 역시 A Major의 I 화음으로 끝났

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아 쓰인 것으로 보인다. 전주와 후주의 하행하는

주제 음형은 모두 첫 음을 길게 4분음표 길이로 연주한 후 하행 음형을

보이는데 여기서 길게 연주하는 4분음표 길이의 음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전주) a-f-b-e-g-f-c-f-b-e-b-e-g-c-(노래부) e-b-(후주) b
F Major의 구성음들을 제시하다가 F Major에서 멀어진 후 노래 부의

E-B 음정 제시한 후 다시 F Major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16분음표들이 하행하는 모습이 곡 전반에 걸쳐 나온다. 3개 음의 하행이

구분 부분 마디 조성 박자 빠르기
전주 1-20 F Major

4/4
Moderato ma comodo

(=80-84)성악부 21-27
B Lydian

후주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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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물결이 넘실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전곡인

바다의 여운을 표현하려는 데 있다. 이 음형은 노래 부에도 계속해서 나

오지만, 전주와 비교하면 하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16분음표 3개

로 구성된 음형이 8분음표로 두 배로 늘어난 모습은 곡 마지막(29∼30마

디)에 보이고 이내 곡은 마무리된다. 끝나는 음 역시 시작한 음과 같은

A 음으로 끝난다.

[악보 32] “Interlude”의 1∼8마디

Ⅴ.“Marine”과 관련

<16분음표 하행은 모두 바다의 물결이 넘실대는 모습을 표현>

a

f

b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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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Interlude”의 18∼31마디

끝나는 음＝시작음 동일

B-E, “Ⅰ곡”에서 온 음정 관계 .fanfare와 같은 화음

Ⅰ.fanfare와 같은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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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7곡 Being beauteous(미의 존재)

Devant une neige, 눈 앞에,

un Être de beauté de haute taille. 키가 크고 아름다운 육체가 있다.

Des sifflements de mort 죽음을 부르는 휘파람 소리와

et des cercles de musique sourde 소리 없는 노래 소리가 그리는

font monter, 동그라미가, 이 숭배되는 육체를

s’élargir et trembler comme 상승시키고 커지도록,

un spectre ce corps adoré; 또 떨리도록 만든다, 마치 환영처럼;

des blessures écarlates 주홍빛과 검은 색의 상처 자국들이

et noires éclatent dans les chairs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육체 속에서

super bes. 작열한다.

Les couleurs propres de la vie se foncent,생명의 고유한 빛깔이 짙어지고

dansent, et se dégagent autour 춤추면서 무대 위에서

de lavision,sur le chantier. 환상의 둘레를 벗어난다.

Et les frissons s’élèvent et 전율이 상승하여 포효한다.

grondent, et la saveur forcenée 이 같은 영향을 받아

de ces effets se chargeant 격렬해진 흥겨움은

avec les sifflements mortels 죽음의 휘파람 소리와

et les rauques musiques 목이 쉰 음악과 겹친다.

que le monde,loin derrièrenous, 우리 뒤 멀리 있는 세상은

lance sur notre mère de beauté, 이 소리와 음악을 던진다.

elle recule, ellese dresse. 어머니는 뒷걸음질 치며 일어선다.

Oh! nos os sont revêtus 오! 우리 뼈가 새로운 사랑의 육체라는

d’un nouveau corps amoureux. 옷을 다시 입는다.



- 80 -

O la face cendrée, 오, 잿빛이 된 얼굴이여,

l’écusonde crin, 방패 모양의 헝클어진 머리,

les bras de cristal! 수정같은 팔이여!

le canon sur lequel je dois 나무와 희박한 대기의

m’abattre à travers la mêlée 혼전 사이를 빠져나가

des arbres et de l’air léger! 덤벼들어야 할 대포여!

이 시는 랭보가 미의 존재에 육신은 있으나 그 육신의 “살”은 마치 환

영과 같다는 것을 매우 관능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시로서, 사랑의 단계인

만인 평등주의를 암시하려고 영어와 불어를 합성한 조어로 시의 제목을

달았다.

연가곡 중 후반부에 속하는 “Being beauteous”는 5번째 곡 “Marine”과

함께 먼저 작곡되어서 소프라노 Sophie Wyss에게 헌정된 곡이기도 하다.

【표12】제7곡 Being beauteous(미의 존재)의 형식

구분 부분 마디 조성
박자

빠르기

성악부 피아노

A 1-12 C Major 4/4 12/8
Lento ma

comodo

(=40)
B 13-26 4/4 12/8

A′ 27-42 C Major
3/2 18/8

4/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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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

C Major의 화성을 가지고 있고 첫 화음이 명백한 C Major의 I 화음으

로 시작 한다. 3마디 후반과 5마디 후반에 등장하는 화음은 I 화음을 꾸

며주는 비화성음으로 구성된 일종의 “꾸밈 화음”이다. 6마디 후반부터 반

음계로 상행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8마디 후반의 V/V 화음을 향

해 상행하는 것이고 8마디 후반의 V/V 화음은 9마디에서 V 화음으로 해

결되며, 이후 다시 베이스라인이 반음계씩 상승하기 시작해 12마디의 C

(으뜸음)에서 멈춘다. 곧 A섹션이 끝난다.

B섹션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성을 규정하기 힘들게 모호한 화성들이 나타

난다. 다만 22마디의 후반에 C Major의 I 화음이 등장하는 것은 A섹션의

모습이 B섹션에서 부분적으로 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섹션에서는 A와 마찬가지로 C Major의 I 화음이 주를 이루어 나타난

다. 33마디 후반에서부터 시작하는 베이스 음이 반음계 상승 라인은 V/V

의 근음인 d음에서 멈추었던 A섹션과 달리 A' 섹션에서는 V 화음의 근

음인 “g”에서 멈춘다(38마디). 이 V 화음이 39마디에서 해결된 후 I 화음

을 수식하는 여러 비화성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등장한 이후 I 화음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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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Being beauteous”의 4∼1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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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듬
노래는 4/4박자, 피아노 반주는 12/8박자인 복합 박자의 형태로 시작한

다. 이 패턴은 5마디 노래 부에서 셋잇단음표 리듬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깨지지만, 9마디에서 다시 회복된다. 이것은 위에 언급한 화성의 변화와

연관 지을 수 있다(화성의 긴장도에 따른 노래 부의 리듬 변화).

피아노 반주의 리듬 패턴은 B섹션에서 변한다. 8분음표가 3개씩 묶여 강

세가 발생하던 A섹션과 달리 B섹션의 피아노 반주부는 트릴과 스타카토

로 8분음표가 2개씩 묶여 강세가 발생한다. 이 패턴이 A'섹션에서는 다

시 A 섹션과 같은 형태로 회복되지만, 곡의 마무리 부분(39마디)에서는

A와 B 섹션에 등장한 리듬 패턴을 수직적으로 한군데 모아 코다의 뉘앙

스를 풍기고 곡이 마무리된다.

[악보 35] “Being beauteous”의 1∼3, 13, 28∼29마디

A섹션

B섹션

1마디

1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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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섹션

(3) 가사와의 연관성

6마디 후반부터 베이스라인이 반음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때 노래부

는 g음부터 b음까지 반음계적으로 하행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드러나는

반 진행의 양상은 “IV Royauté”에서 많이 보였던 패턴과 통일성을 이룬

다. 이렇게 반음씩 하행이 멈춘 곳의 가사는 “adorè숭배받는”이다. 브리튼

은 이 가사를 강조할 목적으로 화성의 진행을 곡의 도입부와 다르게 차

별을 두었다.

B섹션에서 16분음표가 등장하는 곳의 가사는 모두 “vision 환영”, “sur

le Chantier 환상의 둘레”, “grondent 포효하다”, “chargeant 짐을 메다(영

향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가사를 빠른 리듬 패시지로 표현

한 것은 브리튼이「Les Illuminations Op.18」중에서도 가장 감각적인 가

사를 가지고 있는 제7곡 중에서도 격앙된 모습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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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Being beauteous”의 7∼1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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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8곡 Parade(가장행렬)

Des drôles très solides. 매우 튼튼하고 우스운 사람들

Plusieurs ont exploté 몇 사람인가는 당신들의 세계를

vos mondes. 개척했다.

Sans besoins, 필요 없기 때문에,

et peu pressés de mettre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en æuvre leurs brillantes facultés 당신들의 정신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et leur expérience de 사용하는 것을

vos consciences. 서두르지 않고 있다.

Quels hommes mûrs! 얼마나 성숙한 어른들인가!

Des yeux hebétés à la façon de la 여름밤의 축제에서처럼

nuit d’été, rouges et noirs, 빨강과 검정,

tricolorés, d’acier 3색, 금빛 별들이 흩어진

piqué d’étoiles d’or; 강철색의 멍청한 두 눈

des facies d’éformés, 일그러진 얼굴,

plombés,blêmis, incendiés; 납빛처럼 창백한 얼굴

des enrouements folâtres! 쾌활한 쉰 목소리!

La démarche cruelle des oripeaux! 낡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Il ya quelques jeunes! 그들 중에는 젊은이도 있지!

O le plus violent paradis 광기 어린 표정을 지닌

de la grimace enragée! 광포한 낙원이구나!

Chinois, Hottentots, Bohémiens, 중국인들, 호텐토트, 보헤미안,

niais, hyènes, Molochs,vieilles 바보들, 하이에나, 모로코인들,

démences, démenssinistres, 비실거리는 얼간이

ils mêlent les tours populaires 불길한 악마가 되어 그들은



- 87 -

maternels, avec les poses 속어와 각자의 모국어를,

et les tendreses bestia 짐승같은 동작과 애정을 뒤섞는다.

Ils interpré teraient 그들은 극을 연기하거나 새로 나온

des pièces nouvelles et “착한 소녀들”이란 노래를

des chansons“bonnes filles”. 부를 수도 있다.

Maîtres jongleurs, ils transforment 유랑곡예사인 그들은 장소와 인물을

le lieu et les personnes et usent 변형하여 매력적인 희극을 엉망으로

de la comédie magnétique. 만들어 버린다.

J’ai seul la clef de cette parade, 나만이 이 야만적인

de cette parade sauvage. 가장행렬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시는 1876년 5월 19일 랭보가 22세 되던 해 네델란드 식민지의 용병

이 되어 자바섬에 갔을 때의 경험을 담아내고 있다. 랭보는 튼튼한 육체

를 가진 여러 나라의 외인 공병들의 의상과 그들의 모습에 묘사와 함께

자바라에 네델란드 식민지가 건설됨으로 인한 현지 원주민들의 의식을

시에서 표현하고 있다. 시에서 “빨강과 검정, 3색, 금빛 별들”102)이라는

시어로 여러 군인의 국적을 암시하는 국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 군인

들이 자신의 고국을 그리워하는 모습도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랭보는 각

용어에 상징적 의미를 곁들인다. 남들이 쾌락과 비현실적 환각을 찾는 곳

에서 그는 변증법적 변전의 증거를 확인하고자 한다. 오직 그 혼자 이 야

만적인 행진의 열쇠를 갖고 있다.103)

102) 빨강과 검은색은 벌기에와 독일의 깃발을 나타내고 3색은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깃

발을 나타내며 금빛 별들은 미국 국기를 암시한다.
103) 서연선,『랭보의 시학』, 2010, p.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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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제8곡 Parade(가장행렬)의 형식

연가곡의 끝에서 두 번째 곡이자 전체 연가곡 중 116마디로 제일 긴 작

품이다. 연가곡의 “제1곡 Fanfare”와 “제6곡 Interlude”의 <J’ai seul la

clef de cette parade, de cette parade sauvage. 나만이 이 야만적인 가장

행렬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의 성악 선율이 똑같이 반복됨으로써 실마리

를 이 곡에서 찾고 매듭을 맺는 듯하며 연가곡의 마지막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Les Illuminations Op.18」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는 듯하다.

(1) 화성

G음으로 시작하지만, c minor의 조성을 가지고 시작한다. G음으로 시작

하는 것은 C음으로 끝난 “제7곡 Being beauteous” 과도 연관이 있다. 가

사가 대부분 심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성감이 전반

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많다. 22마디까지 G음이 성악 선율이나 반주에서

계속되고 반주의 왼손 저음에서 C음이 계속 나옴으로써 c minor의 조성

감이 유지된다. 이후 c섹션에 들어서자 조성감이 점점 모호해지고 중심음

이 C에서 E로 이동하게 된다. 이후 C Lydian, E Dorian으로 조성이 빠

구

분
부분 마디 조성

박

자
빠르기

a 1부분 1-9
c minor

2/2

A l l a

marcia

(=96-1
00)

b 2부분 10-22
c 3부분 23-43 중심음; c-e-C Lydian-E Dorian
d 4부분 44-56 D Major
e 5부분 57-79 조성감 모호(중심음 계속 변화)
f 6부분 80-96 E Major
g 7부분 97-110 B Lydian
h 8부분 111-116 C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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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변화한 이후 d섹션에서 D Major가 확립되어 지속된다. 43마디부터

49마디까지 D Major의 I 화성이 지속하여 등장한 후 50마디부터 56마디

까지 D Major의 V 화음이 지속하여 등장한다. e섹션은 이 곡을 통틀어

가장 조성이 모호한 곳으로 중심음이 계속해서 변화한다. (e - f# - f
–e)이후 f섹션과 g섹션에서 E Mixolydian, B Lydian 모드를 거쳐 마

지막 섹션인 h에서 C Major로 돌아와 곡이 끝난다. 97마디에서 “첫 곡

Fanfare”와 “제6곡 Interlude”의 성악 선율과 가사가 똑같이 반복되면서

가곡에서 처음의 조성인 B Lydian 돌아간다. 111마디부터 C Major로

조성이 바뀌면서 곡 처음에 보였던 B와 E의 충돌은 여기서 해소가 되면

서 마지막 한 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전체 가곡집을 마무리하는 느

낌을 준다.

(2) 동기

곡 전반에 걸쳐 두 가지의 동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중 하나는 2

마디 피아노 오른손에 등장하는 셋잇단음표 음형이고, 다른 하나는 6마디

의 왼손에 등장하는 8분음표로 구성된 상행하는 음형이다. 섹션에 관계없

이 이 두 개의 음형이 곡 전체를 부유하듯 떠다니고 음정을 옮겨 다니며

등장한다

［악보 37］“Parade”의 2∼3마디 & 6∼7마디

(주요동기⓵) ( 주요동기⓶)

2마디 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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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사와의 연관성

이 곡의 성악 선율은 대부분 낭송적이다. 큰 선율적 흐름이 없이 동음

을 반복하거나 좁은 음정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38］“Parade”의 노래 선율 각 1, 2, 4, 5, 12∼14마디

<성악 선율이 낭송적, (선율적인 흐름의 특징이 없음)>

1마디 4마디

12마디

이 곡의 성악 선율에서 옥타브로 도약하는 부분은 17, 20마디, 54마디,

81마디 네 부분이다. 17, 20마디는 ˝성숙한 어른˝이란 가사를 노래할 때

g에서 g로 한 옥타브 떨어지는 선율을 부른다. 이전까지의 가사는 어떠

한 인간상에 대해 묘사 혹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성숙한 어른

의 모습˝이라며 강조하는 모습인 것이다. 이것은 랭보가 인도네시아에

주둔하게 된 네덜란드 군인이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야만적인

가장행렬˝을 하게 되는 모습에 냉소를 보내는 부분이다. 53∼55마디의

옥타브 도약 부분의 가사는 ˝화˝, ˝격분˝이란 단어다. 광기 어린 행렬에

대한 시인의 분노가 들어있는 장면이다. 마지막으로 81마디는 거꾸로 옥

타브 하행이 아닌 상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가사는 ˝마술사˝, ˝곡예

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장행렬에 있는 사람들을 ˝곡예사˝로 묘사

하며 엉망이 되어 버린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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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Parade”의 16∼22마디 & 52∼55마디 & 81∼83마디

(가사; 성숙한 어른! 강조 )

ɡ반복
(화, 격분을 옥타브로 표현)

(E믹솔리디안모드)

(“곡예사”를 극적으로 표현)

16마디

52마디

8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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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9곡 Départ(출발)

Assez vu.

La vision s’est rencontrée

à tous les airs.

Assez eu.

Rumeurs des villes,le soir,

et au soleil, et toujours.

Asez connu.

Les arrêts de la vie.

O Rumeurs et Visions!

Départ dans l’affection

et le bruit neufs.

충분히 보았다.

환상은 어느 하늘에도

존재했다.

충분히 소유했다.

거리의 소란은 황혼에도, 햇빛

아래에서도 항상 존재한다.

충분히 알았다.

삶의 정지

오 소란과 온갖 환상들이여!

떠나자, 새로운 애정과

소음 속으로.

【표14】제9곡 Départ(출발)의 형식

그의 일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랭보는 어는 한 곳도 머무르지 않고 그

어느 한 곳도 자신의 종착 지점이라고 여긴 곳이 없었고 랭보에게 지금

의 도착 지점은 다음에 이어질 곳으로의 또 다른 출발지를 의미하는 것

이었다. 위 시는 그러한 랭보의 기본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구분 부분 마디 조성 박자 빠르기
A 1-5 E Major

6/8
Largo mesto

(=72)
A′ 6-9 C Major

A″
1부분 10-14 A Major
2부분 15-24 E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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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보고 소유한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환상과 사랑

을 찾아 떠나는 시인의 마음과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104)

연가곡의 마지막 곡인 “Départ”는 연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시를 3절

형식으로 나눈 것으로, 큰 도약이나 리듬상의 큰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선율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곡 “Phrase a”와 마찬가지로 시

음운, 각운보다는 움직임에 따라 장면에 변화를 준 시인의 의도를 잘 파

악하고 성악부와 반주부는 섬세하고 절제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마지막 곡

이지만 다시금 “Phrase a”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E Major에서 시작해 단 3도씩 두 번 하행해 C Major, A Major를 거

쳐 처음과 같은 전조 E Major로 돌아간다. Bass 음도 1-6-10마디를 거

쳐 단 3도씩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Bass는 a-a-g에서 반음씩

하행하고 조성은 E Major로 회귀한다. 반음씩 하행해서 도착하는 g음은

제7곡과 제8곡에서 중요한 음으로 작용했던 음이다. 여기서 두 곡간의 연

관성을 찾을 수 있다. g음은 A가 끝나고 A'가 시작하는 지점인 5마디에

도 다수 등장한다.

E Major와 A Major는 증 4도 차이의 음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첫

곡에서 자주 보이던 음정 관계로 가곡집 전체의 통일성과 관련 있다.

[악보 40] “Départ”의 1, 6, 10마디

104) 박이연, <Les Illuminations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p. 64.



- 94 -

노래 가사 전체 모두 한 음절에 한 음이 불리는 Syllabic한 형태로 이루

어져 있다. 이것은 가사의 전달성을 강조한 것인데 이로 인해 음절의 수

에 따라 논박(5/8이나 7/8로)이 자주 이루어진다. 가사가 없는 후주에는

변박이 없이 6/8박으로 지속되는 것이 이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A-Assez vu(충분히 보았다.), A′-Assez eu(충분히 들었다.), A″

-Assez connu(충분히 알려졌다.)라는 가사로 시작하는데 vu(보았다), eu

(들었다), connu(알려졌다)의 가사가 부여된 부분에서는 긴 음으로 노래

하게 되며 이것은 각 섹션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보는 것, 듣는 것, 알

려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 단어는 모두 [y] 발음으로 노

래하게 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악보 41] “Départ”의 2, 6∼7, 10∼11마디

보았다. 들었다.

알려졌다.

2마디 6마디

1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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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클라이막스는 노래가 점점 상행해 최고 음을 부르게 되는 12∼13

마디이다. 노래와 오른손 반주부는 반음으로 점점 상승해 Rumeurs et

vision!, 즉 “소문”과 “환상”이라는 단어를 부르게 된다. 이 가사는 랭보가

현재에 안주하는 대신 환상을 찾아 출발하겠다는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

다. 이 부분은 곡 전체에서 유일하게 16분음표가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하

다.

[악보 42] “Départ”의 12∼16마디

“소문”

                   

“환영”

E Major-처음의 조로 돌아감



- 96 -

Ⅲ. 결 론

본 논문은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이 자신의 모국

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된 시에 곡을 붙인 연가곡「Les Illuminations

Op.18」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브리튼의 연가곡「Les Illuminations Op.18」은 랭보

의 시집에서 채택된 시들에 곡을 붙인 작품이다. 시인 랭보가 자신의 운

명을 탐색하는 것이 이 시의 주제이지만 비극성이 덜하며, 기도교적 구원

에 대한 불안한 강박관념이 덜해서 더 모호하고 애매한 분위기를 자아낸

다. 브리튼은 이런 시의 특징을 잘 분석하여 1939년에서 1942년까지 2년

반 가량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시집에서 8곡을 발췌하여「Les Illuminations

Op.18」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이후 브리튼이 여러 나라의 언어에 곡

을 붙여 각국의 시어에 내포된 이미지를 그만의 작곡 방식으로 새롭고

풍부하게 펼쳐내는 계기가 되었다.

브리튼의 연가곡「Les Illuminations Op.18」의 총 10곡을 연구한 결과

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만의 문학적 통찰력에 힘입어 브리튼은 시인의 심상, 시어의 뜻

까지도 잘 파악하였다. 브리튼 연가곡「Les Illuminations Op.18」은 시집

<Les Illuminations>에서 사건의 전개를 구분하기 어려운 난잡한 이미지

의 시들을 위주로 발췌하여 작곡하였다. 그는 이러한 시들을 재배치하여

자신의 음악과 융합함으로써 문학과 음악의 완벽한 조합을 이루어내었다.

둘째, 제8곡 “Parade”의 마지막 문장 <J’ai seul la clef de cette parade,

de cette parade sauvage. 나만이 이 야만적인 가장행렬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을 가져와 제1곡과 제6곡에 사용하고 이 구간에 모두 똑같은 성악

선율을 사용함으로써 연가곡의 순환구조와 연관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

였다. 화성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곡의 중심조성 B Lydian선법의 B와
E음의 충돌관계가 8번째 곡에서 이르러 비로소 해결이 된다. 이러한 시

도들을 통해 연가곡의 전체 흐름 속에서 곡과 곡 사이의 연결이 강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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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끝나는 음을 다음 곡의 시작음으로 제시하면서 작품 전체를 하

나로 이어지게 하는 느낌을 강조하였다.

셋째, 연가곡「Les Illuminations Op.18」는 리디안 선법을 중심으로 도

리안, 믹솔리디안 선법을 사용하고 다조와 변화화음을 사용하여 곡의 특

징을 살렸다. 이처럼 브리튼은 중세시대 교회선법과 20세기 현대기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개성 있고 독특한 음악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절충적인

기법 사용은 그의 전체적인 성악작품의 특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넷째, 바로크 양식 중 하나인 낭송적인 선율을 사용하였다. 가사와 곡의

분위기에 맞게 낭송적인 선율에 악센트, 데누토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마

치 말을 하는 듯이 자연스럽게 모호한 가사의 분위기를 전달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제8곡 “Parade”에서는 심지어 성악 선율이 대부분 낭송

적이어서 선율적 흐름이 없는 것이 곡의 특징일 만큼 브리튼은 낭송적인

선율을 많이 사용하였다.

다섯째, 성악부와 반주부를 동등하게 배분하였다. 또한, 성악부와 반주부

의 결합을 통하여 음악 전체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표현하였다. 아울러 성

악 선율보다 주제를 피아노 전주에서 먼저 제시함으로써 반주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으며 성악선율의 주제음형을 반주부에 배치하거나 반복, 확

장, 모방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음악을 표현해내고자 하였다.

요컨대 브리튼의 연가곡「Les Illuminations Op.18」에 대한 분석과 고

찰을 통해 시에 대한 해석과 음악적 표현 방법에서 그가 이룬 업적을 엿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그의 시도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오늘날까지도

연주자들에게 감동과 극찬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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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Benjamin Britten’s Song Cycle

-Focused on [Les Illuminations Op.18］

Li, Hua

Department of Music (Major in vocal Music)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1939 Benjamin Britten (Britten Benjamin

1913-1976) Annual ∼1942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song cycle

“Les Illuminations Op.18”.

In this paper, the life and musical characteristics of Benjamin

Britten, a famous composer of 20th century England. Based on Gong,

he analyzed his early song “Les Illuminations”. Was. Benjamin Britten

brought about a revival of British music after Henry Purcell Music

played a big role in getting the world's attention. Among his various

genres of work Seodo vocal works are still being played with

constant love from many performers. All.

Britten, who is also versed in literature, analyzed poetr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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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A certain order is decided The sonnets of one poet not lost

were also rearranged to form a story with one unity. Was. Therefore,

by composing the melody according to the will of poetry, poetry and

music are harmoniously A work was born. On the linguistic side, he

stayed only in his native English language. By adding lyrics in

various languages to vocal works, Features can be seen. In terms of

compositional technique, Britten used traditional compositional

techniques and 20th-century writing. Through the eclectic use of the

song technique, he showed his unique characteristics in his work. All.

This thesis is the first time that Britten wa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World War II. Instead, he first tried to study “Les

Illuminations” composed in French. The background of the 20th

century and the flow of British artist songs were examined. At the

same time, the representative poem of symbolism In Rimbo's life and

poetry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And of “Les Illuminations color

print house” Learn about the poetic background, and based on this,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poem, “Les I specifically studied

Britten's compositional intentions for the song “Illuminations”. Also,

kite In a song, the essential parts necessary for the performer to

express the song and the composer I looked closely at what was the

intended specific sign.

Student Number; 2016-22142

Keywords; Benjamin Britten, Les Illuminations Op.18


	Ⅰ.서론
	Ⅱ.본론
	1. 이론적 배경
	1.1 20세기의 시대적 배경
	1.2 20세기의 음악적 흐름
	1.3 영국 가곡의 흐름

	2.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2.1 생애
	2.2 음악적 특징

	3. 아르튀르 랭보(Arthur Rimbaud)의 생애와 시적 특징
	3.1 생애
	3.2 시의 특징
	3.3 시집Les Illuminations의 특징
	3.4 상징주의 시의 흐름과 시 특징

	4. 벤자민 브리튼의 연가곡Les Illuminations Op.18의 분석
	4.1 브리튼의Les Illuminations시집 분석
	1) Fanfare(팡파르)
	2) Villes(도시들)
	3) Phrase-a(단장)
	4) Antique-b(고대)
	5) Royaut(왕족)
	6) Marine(바다)  
	7) Interlude(간주)
	8) Being beauteous(미의 존재)
	9) Parade(가장 행렬)
	10) Dpart(출발)


	Ⅲ.결론
	Ⅳ.참고문헌
	Abstract
	표
	악보


<startpage>11
Ⅰ.서론 1
Ⅱ.본론 3
 1. 이론적 배경 3
  1.1 20세기의 시대적 배경 3
  1.2 20세기의 음악적 흐름 5
  1.3 영국 가곡의 흐름 10
 2.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14
  2.1 생애 14
  2.2 음악적 특징 18
 3. 아르튀르 랭보(Arthur Rimbaud)의 생애와 시적 특징 25
  3.1 생애 25
  3.2 시의 특징 28
  3.3 시집Les Illuminations의 특징 30
  3.4 상징주의 시의 흐름과 시 특징 33
 4. 벤자민 브리튼의 연가곡Les Illuminations Op.18의 분석 36
  4.1 브리튼의Les Illuminations시집 분석 36
  1) Fanfare(팡파르) 38
  2) Villes(도시들) 41
  3) Phrase-a(단장) 52
  4) Antique-b(고대) 55
  5) Royaut(왕족) 62
  6) Marine(바다)   69
  7) Interlude(간주) 76
  8) Being beauteous(미의 존재) 79
  9) Parade(가장 행렬) 86
  10) Dpart(출발) 92
Ⅲ.결론 96
Ⅳ.참고문헌 98
Abstract 100
표 목차
악보 목차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