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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에서는《마을의 쟁이》에 나타난 루소의 자 표 에 주목하

다.본문은 다섯 개의 테마로 나 어 구성되었다.첫 번째,마법 환상이라는

키워드로 본․음악․연출에 나타나는 인간 장-자크의 삶과 련된 모티 를

포착하 다.두 번째, 원 미장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루소가

상상하는 유토피아 이미지 이후 루소의 작들에서 제시된 이상향과 공유되

는 을 조명하 다.세 번째, 사 안의 조 어군을 통해 이원 으로 구분

되어 나타나는 주제인 시골과 도시에 한 루소의 심리 태도를 고찰하 다.

네 번째,목가 분 기의 로망스 노래를 통해 루소의 자연에 한 동경의 서정

표 을 살펴보았다.다섯 번째, 토마임 장면의 스코어에 표기된 연기 지문

과 음악의 연결 양상에서 환기되는 루소의 문명 비 에 해 고찰하

다.

루소가『고백록』을 통해 회고한 바에 따르면 그는 기묘한 이야기와 마법

에 해 매료되던 사람이었다.공상 인 루소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는 등장

인물들의 성격 묘사이다.드뱅은 루소의 마법 취향이 반 되듯 주술 인 분 기

를 지녔으며 지혜와 자애로움을 지닌 조언자의 모습도 보여 다.그는 미신 인

존재가 아니라 명한 단으로 앞날을 견하며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지닌

인물인 것이다.『학문 술론』의 성공으로 자신의 명함과 우월성에 도취되면

서도 타인과의 소통을 갈구한 루소에게 있어 드뱅 캐릭터는 그의 이상 자아

상이 투 된 것이라 할 수 있다.양치기 청년 콜랭은 상류층 여인에게 매력을

느끼면서도 콜 뜨를 사랑하며,상류사회를 동경하지만 자신과 같은 신분인 콜

뜨의 진실한 애정을 받아들여 시골로 복귀한다.콜랭 캐릭터에는 귀부인에

한 루소의 능 욕망 그가 평생 "엄마"라고 불 던 연인 바랑 부인에 한

애착이 반 되어 있다.이와 동시에 그가 당시 함께 살림을 꾸렸던 테 즈와의

계에 한 만족감이 공존하는 심리가 투사되고 있다.루소의 여성에 한 기

억들은 콜 뜨에 반 되어 있다.양치기 아가씨 콜 뜨의 청순한 이미지는 엄마

없는 어린 루소를 돌보았던 미혼녀 쉬종 고모의 모습을 변하며,변심한 애인

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한 콜 뜨의 지혜롭고 독립 인 성격에는 루소가 교

제했던 리의 지 인 여성들의 모습이 반 되어 있다.한편 콜 뜨의 성격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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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는 루소가 과거 바랑 부인처럼 자유로움을 리는 여성이 남자에게 종속되

지 않으려 하는 것에 한 불만과 그의 보수 여성 이 흔 을 남기고 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충실한 삶을 살기로 맹세하는 콜 뜨의 모습은 훗날 루소가

탄생시킬『신 엘로이즈』의 쥘리와『에 』의 소피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미장센에는 루소의 원에 한 애정이 반 되어 있다.드뱅의

거처인 숲속의 움막집과 나무,샘물,멀리 시골마을이 보이는 무 경은 랑

스풍 정원이 풍기는 기하학 차가움과는 거리가 먼 야생 인 풍경을 연출하게

된다.도시와 멀리 떨어진 은신처와 같은 공간임을 상기시키는 풍경에서 루소의

몽상의 거처가 될 르미타주와 훗날 루소가 쥘리를 통해 조성하게 될 인공 낙

원인 엘리시온 정원을 감할 수 있다. 한 무 소품들인 나무와 샘물은

루소 작들에서 제시되는 이상향의 풍경에 등장하는 요소들이다.루소가 어린

시 탐독한『아스트 』같은 목가 문학도 이 작품의 원 미장센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특히 루소는 양치기 복장을 한 요정들의 사랑 이야기 신에

그야말로 평범한 시골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다.이는 평민 출신의 루소가 자

신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졌던 심리 거리를 알게 한다.

루소는 본의 인물 담화에서 시골과 도시에 한 상반된 감정을 표 한

다.도시/시골,귀부인/콜 뜨,도시 남자/콜랭,궁정/오두막 등 조되는 어군을

통해서 겉모습에 경도되는 도시 풍속을 비 하며,허 /사랑,재물/사랑 등과 같

은 단어를 병렬시켜 겉모습/참모습,세속 가치/인간 본연의 가치를 조시킨

다.루소는 시골과 도시를 이원 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의 친 감과 진실한 사

랑,치유,소통 등을 재해 주는 자연의 미덕을 환기시키며 시골을 옹호한다.

한편 콜랭이 부귀 화에 한 욕망을 단념하고 콜 뜨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심

하는 사는 루소 자신의 과거가 회상되는 부분이다.이는 스무살 무렵 도시를

떠돌며 출세의 기회를 잡으려 했던 루소가 꿈을 고 시골에 있는 바랑 부인에

게로 돌아갔을 때의 심정을 회고하며 기술한 문장과 유사한 내용임을 그의『고

백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루소가 품었던 자연에 한 동경은 콜랭이 부르는 로망스에서 서정 으로

표 되어 있다.시골의 고단한 생활일지라도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라면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노랫말을 통하여 루소 자신이 염원하는 목가 삶의 모습을 고

백한다.연가 풍의 소박한 선율은 루소에게 있어 ‘기억을 일깨우는 기호’로서 향

수를 자극하여 지나간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어린 시 고모가

자장가로 들려주던 단순한 곡조를 평생 기억했다는 루소의 회고로 미루어 보면,

루소의 잃어버린 자연이자 황 기 던 유년 시 에 한 향수가 이 로망스에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콜랭의 로망스는 연인과 함께 목가 삶을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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쁨과 달콤한 감정을 표 하는 연가이다.이는 루소의 목가 삶에 한 동경,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에 한 찬양을 들려 다. 한 행복했던 과거를 그

리워한 그의 내면과 상실된 자연의 표 으로서 배정된 모티 이기도 하다.루소

는 자신의 추억의 기호인 로망스 노래를 통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의 회귀를 꿈꾸는 자아의 표상을 제출하고 있다.

< 토마임>장면에서 루소는 사회 비평가로서의 날카로운 식견을 개진한

다.그는『학문 술론』과「나르시스 서문」에서 개화된 문명의 타락상을 비

한 바 있다.그가 논문에서 개탄하 던 문명인의 에티켓인 세련된 의범 이

면에 감추어진 악덕이라는 주제는 시골 여자에게 돈주머니를 보여주며 구애하

는 궁정남자의 마임 연기에서 환기된다.이 궁정남자는 자기에게 맞서는 시골

남자를 용서하고 시골 커 을 축복하는데,여기서 루소는 신분 높은 자의 진정

한 권리는 자비를 행하는 것임을 지 한다.루소는 배우들의 무언의 연기를 통

하여 계 사회의 인간 계 속에 숨겨진 욕구와 충동을 그려내고,권 와 엄

의 이면에 감추어진 인간 본성의 문제를 희극 으로 이완시켜 제기하고 있다.

《마을의 쟁이》는 동시 사람들을 열 시켰지만 루소가 작품 서문에

서 밝혔듯이 루소 자신의 즐거움을 해 창작된 오페라이다.이 작품을 이루는

요소들이 루소와 완 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루소와 무 한 것으

로 보는 것은 편의 인 태도일 수 있다.본 논문은《마을의 쟁이》를 루소의

삶과 결부시켜 이해하려는 시도 다.이는 그동안의《마을의 쟁이》연구에서

소홀히 한 을 채택한 것이다.이 작품에 나타난 루소의 자 표 들은 자

기 내면 자아의 느낌에 한 심,자기 찰,자아상의 확인 재창조에

몰두한 루소의 낭만 감성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 에서《마을의

쟁이》는 훗날 발 하게 될 낭만주의 술의 맹아를 지니고 있다.

주요어 :장-자크 루소,마법 환상,미장센,시골과 도시,자연,문명 비

학 번 :2008-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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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언명으로 기억되는 J.J.루소(Jean-Jacques

Rousseau,1712-1778)의 탄생 300주년이 지나는 오늘날,우리에게 루소

는 18세기의 비범한 사상가이자 한 작가로서 언 된다.자크 바 이

평가한 로 루소는 만인의 사랑을 받은 천재 비평가 을 뿐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모두 몸으로 겪고 지켜본 사회비평가

다.1) 한 그는 사상가이자 몽상가 고,정치가이자 동시 인들로부터

선자로 비난받은 박해자 으며,애 에는 음악으로 출세하려고 했던

음악가이자 당 의 베스트셀러인『신 엘로이즈』(Julie,ouLanouvelle

Héloïs,1761)를 쓴 소설가이기도 했다.

루소는 자기가 살던 시 의 술,교육,윤리,종교,통치,철학,사

회생활에 한 성찰을 담은 여러 서들과 소설,희곡,음악,자서 ,식

물학 논문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작 활동의 산물을 유산으로 남

겼다.만약에 생 의 루소가 군가로부터 ‘당신이 가장 큰 열정을 갖는

분야는 무엇인가?’를 질문 받는다면 어떤 답을 들려주었을까?그의 자

서 내용을 미루어 상상해본다면 그의 답은 아마도 ‘음악’이 될 것이

다.루소는 자신을 “음악을 해 태어난 장-자크”2)라고 단언할 정도로

자기 생애 동안 음악에 한 취미를 오래 지속했고,그의 음악에 한

열정은 음악 역사에 강렬한 흔 을 남겼다.

1750년『학문 술론』(LeDiscourssurlesSciencesetlesArts,

1750)이 아카데미의 논문 공모에 당선되면서 루소는 최 의 문학 성공

1)자크 바 (이희재 옮김),『새벽에서 황혼까지』(서울:민음사,2000),p.722.

2)장 자크 루소(김붕구 옮김),『고백』(서울:박 률 출 사,2005),p.194;장

자크 루소(진인혜 옮김),『루소,장 자크를 심 하다- 화』(서울:책세상,

2012),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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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두고 “문 의 공화국”에 편입되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세간의 시

선이 그에게로 집 되던 1750-1751년 무렵에 루소는 세속 으로 성공하

려는 모든 시도를 단하기로 결심했고 세상에 한 독립선언으로서의

‘자기 개 ’을 단행한다.3)

나는 구히 재산과 출세의 계획을 일체 포기했다.내 얼마 남

지 않은 여생을 자주 독립과 가난 속에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세론의 사슬을 끊어버리고,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조 도

세상 사람들의 단에 구애되지 않고 용감하게 실행하는 데

심 력을 기울이기에 몰두했다.4)

루소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돈을 벌고 출세하려는 계획을 포

기하 다.그는 상류층의 사교계를 드나드는 문필가라는 직업을 버리고

경제 속 계로부터 자유롭기 해 악보를 필사하면서 독립 인 삶

을 살기로 결심했다.5)그러나 루소는 결코 술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으

며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평 에서 자유롭지 못했다.‘자기 개 ’이

라는 개인 쇄신의 시기에『학문 술론』의 출 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루소는《마을의 쟁이》(LeDevinduVillage)를 창작하게 된다.

3)리오 담로시(이용철 옮김),『루소-인간 불평등의 발견자』(서울:교양인,

2011),p.325.

4)장 자크 루소,『고백』,p.380.

5)“내가 바라는 자주독립 인 삶 안에서도 먹고 살아야만 했다.아주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냈다.그것은 한 페이지 당 얼마씩으로 악보를 베끼는 일이었

다.만약 좀 더 안정된 일로써 같은 목 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그 일을 택

했을 것이다.허나,그 재능이 내 취미에 맞고, 개인 인 구속 없이 나날

의 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재능이기에,나는 그것에 집착했다.앞을 내다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며,허 심을 러버리고,재무 의 출납계에서 악보

필경생이 되었다.이 선택으로 크게 덕을 본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후회를

하지 않았으며,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 직업을 그만두지 않았으며,그만

두더라도 곧 다시 계속 하곤 했다.내 첫 논문의 성공으로 이 결심의 실천이

더욱 쉽게 되었다.”,장 자크 루소,『고백』,p.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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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마을의 쟁이》는 그가 마흔 살이 되던 1752년 4월과 5

월 사이에 본과 음악이 만들어져 같은 해 10월 18일 텐블로 성에서

어 공연을 하게 되었다.6)이후 1753년 3월 1일 리의 오페라(Opéra)

에서 공개 공연을 가졌고 작품의 명성은 계속 높아졌다.7)루소는 텐블

로 성 연 때에 타인의 시선에 무 심한 듯 보이려 했으나 공연이 진행

되면서 들의 찬사와 감동을 확인하는데,스타로뱅스키가 “두 번 다

시 나타나지 않을 즐거움,사랑을 받아 얻게 된 만족”이라고 표 했듯이

그는 자기의 음악에 황홀해했고 성공에 기뻐했다.8)루소는『고백록』

(LesConfessions,1770)에서 그 때의 감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내게는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여인들의 소곤거리는 소리

가 내 주 에서 들려왔다.“매력 있고 황홀해요.음 하나 하나

가 가슴에 스며들지 않는 게 없군요.”이 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토록 많은 사랑스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쁨에 나 자

신이 감동되어 물이 날 지경이었다.첫 이 창에서는 물을

흘리는 것이 나 혼자뿐이 아님을 보고는 억제할 수가 없었다.

「…」나는 여러 극들이 더욱 강렬한 감탄의 흥분을 불러일으

키는 것을 보았지만,상연 내내 그것도 특히 궁정에서 첫

공연 날에,그만큼 충만하고 감미로우며 감동 인 도취를 유발

하는 것은 결코 본 이 없다.그 공연을 본 사람은 그것을 기

억하고 있을 것이다.그 효과가 유례없는 것이기 때문이다.9)

6)N.J.H.Dent,ARousseauDictionary(Oxford:BlackwellPublishers,1992),

p.167.

7)Ibid.

8)장 스타로뱅스키(이충훈 옮김),『장 자크 루소-투명성과 장애물』(서울:아카

넷,2012),pp.345-347.

9)장 자크 루소,『고백』,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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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로뱅스키는《마을의 쟁이》의 성공에 한 루소의 반응을

능 충족감이라 해석하 고,10)이용철도 이를 루소의 애정에 한 욕망

안에 숨겨져 있는 강력한 능으로 보았다.11)루소에게 있어 자기의 음

악에 한 사람들의 열 은 문학 보다 더욱 찬란한 이며 ‘자

기 개 ’을 추진하는 원동력인 타인들로부터의 진실한 애정을 획득하려

는 욕망을 만족시킨 무상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12)루소가《마을의

쟁이》의 창작자로서 가장 원했던 것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기를 보여

으로써 타인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 아니었을까?그러

나 성공에 따르는 을 루소는 경멸하는 체 했다.‘자기 개 ’의 의지

와 자신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루소의 모습은《마

을의 쟁이》가 왕에게 호평을 받아 왕을 알 할 기회와 연 후원을

기별 받고 난 후 갖게 된 그의 복잡한 심경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13)

《마을의 쟁이》는 루소 스스로가 “한 시기를 는 작품”14)이라

자평할 정도로 그가 음악가로서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루소는

이 작품으로 소 유명인사가 되어 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

었다고 빈정 긴 했지만,15)화려한 궁정 극장에서 국왕 일가와 귀족들로

만 구성된 객 앞에서 여러 차례 공연되고,16)더 이상 악보 베끼는 일

10)장 스타로뱅스키,『장 자크 루소-투명성과 장애물』,p.346.

11)이용철,『루소:분열된 혼』,(경기도:태학사,2006),pp.189-190.

12)이용철,“루소의 쓰기에 나타나는 상상 자아”,서울 학교 박사학 논

문(1994),p.134.

13)루소는 왕 앞에서 엉뚱한 말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권력에 한

허 심을 의심받는 것은 아닌지를 불안해했고 결국은 궁정의 를 받아들

이지 않고 건강을 핑계로 리로 돌아간다.장 자크 루소,『고백』,pp.

397-399참조.

14)장 자크 루소,『고백』,p.387.

15)Ibid.

16)《마을의 쟁이》는 두르 부인의 개인극장에서 부인이 직 출연하는

공연이 상연될 정도로 왕실의 사랑을 받았다.특히 이 오페라에 한 루이

15세의 애호는 그의 노년기까지 지속되었는데 왕은 손자인 왕세자와 합스부

르크 왕녀 마리 앙투와네뜨의 결혼식 축하 공연으로 명할 정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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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17)18세기 말까지 리에서 400회 이상 공연되었고,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극장의 주요 퍼토리로 공연되리만큼 크게 성공하

다.18) 바르(Charles-SimonFavart,1710-1792)는《마을의 쟁이》를

패러디하여《바스티앙과 바스티앙느의 사랑》(LesAmoursdeBastien

etBastienne,1753)이라는 희극을 만들고,열 두 살 된 모차르트는 바

르 본의 독일어 번역본에 기 하여 징슈필을 작곡하 다. 국의 찰스

버니(CharlesBurney,1726-1814)는《마을의 쟁이》를 번안한《교활한

사람》(TheCunningMan,1766)을 런던 무 에 올렸다.19)

갑자기 뛰어난 작곡가로 인정받게 된 루소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마을의 쟁이》의 창작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20)그러나

루소는 자신의 이 오페라가 음악 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 주장했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러워했다.

《마을의 쟁이》에는 작곡의 보 인 원칙을 능가하는 것

이 아무것도 없습니다.학생들도 3개월만 배우면 모두 그만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학식 있는 작곡가가 그토록

단순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21)

17)루소는 자서 에서《마을의 쟁이》로 여러 번 많은 사례 을 받았고,불

과 5,6주 정도밖에 수고하지 않았던 이 막간극으로 20년간의 구상과 3년간

의 품이 든『에 』이 올린 수입과 맞먹는 돈을 벌었다고 회고하 다.장 자

크 루소,『고백』,pp.404-405참조.

18)CynthiaVerba,MusicandtheFrenchEnlightenment:reconstructionof

adialogue,1750-1764(New York:OxfordUniversityPress,1993),p.11.

19)CharlotteKaufman,“Introduction”,CharlotteKaufman(ed.),Jean-Jacques

Rousseau'sLeDevinduVillage(Madison,Wisconsin:A-REditions,Inc.,

1998),p.Ⅹⅷ.

20)장 자크 루소,『고백』,pp.401-402참조.

21)장 자크 루소,『루소,장 자크를 심 하다- 화』,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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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담로시는《마을의 쟁이》에 해서 루소의 음악 기량의

한계가 오히려 장 으로 끌어올려진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22)아마

루소 본인도 이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루소는《마을의

쟁이》가 “뛰어난 지식을 지닌 숙련된 작곡가라기보다는 술에 해

고심한 애호가의 창의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자부하 다.23)

《마을의 쟁이》에서 루소는 원 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개인

의 모습들을 창조했다.시골의 양치기 콜랭(Colin),양치기 아가씨 콜

뜨(Colette), 언자 드뱅(LeDevin)이 이야기를 개시키는 주요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다.오페라의 거리는 콜 뜨가 순박한 애인인 콜랭이 귀

부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슬퍼하며 조언을 구하기 해 드뱅을 찾아

가는데,지혜로운 드뱅이 콜랭의 질투심을 일으켜서 콜 뜨에 한 열정

을 돌아오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연인의 재결합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루소 자신의 이야기와 무 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루

소에 의하면《마을의 쟁이》스토리는 이 오페라를 쓰기 시작할 당시

가졌던 루소의 교제 계에서 유래한 것이었다.24)25)그 다면 루소의 실

22)리오 담로시,『루소-인간 불평등의 발견자』,p.327.

23)장 자크 루소,『루소,장 자크를 심 하다- 화』,p.45.한편 루소는『백과

서』(Encyclopédie)의 ‘음악’항목을 집필하면서 음악사 음악 장르,음악

이론 등을 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이 외 루소는 음악과 련된 작

을 여러 편 남겼다.그 에「 랑스 음악에 한 편지」(Lettresurla

musiquefrançoise)와『음악사 』(Dictionnairedemusique)이 유명하다.

24)장 자크 루소,『고백』,p.387.

25)루소는 자서 에서 동료인 그림(Fréderic-MelchiorGrimm)이 얽힌 삼각 계

스캔들에 해 서술한다.당시 그림 남작이 애인이 있던 오페라 여가수에게

구애했으나 거 을 당하여 충격 받아 쓰러지고,그런 그를 루소와 날 사제

라는 인물이 함께 간호했다는 일화이다.독일 태생의 그림은 1748년에 리

에 왔고,루소가 달랑베르의 부탁을 받아 백과 서 음악 항목을 집필한 해인

1749년부터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그림의 열정의 상이었던 여인은

오페라 여가수인 마리 펠(MarieFéel)로《마을의 쟁이》 연 때 콜 뜨 역

할을 맡았다.펠의 연인은 루소의 백과 서 동료인 카 작이었는데,루소의

묘사에 따르면 그녀는 ‘새 애인 후보자’인 그림을 거 한 한결같은 지조를 자

랑하는 여인이다.병이 난 그림을 루소와 함께 간호한 날 사제는 돌바크

남작의 소개로 루소와 친구가 된 사람으로 루소는 그의 어진 마음에 애착을



-7-

제 경험들은《마을의 쟁이》를 창작하는 상상력을 발동시켰고,이 작

품은 루소의 개인 체험을 본질 토 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

선 고려해 볼 수 있다.

한 작품이 그 작가 개인을 으로 떠나서 개될 수 없다는 것과

완 히 비개인 인 술작품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

다.이 에서 볼 때 우리가《마을의 쟁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장-자크라 할 수 있다.그 다면 이 작품은 어떤 의미로는 장

-자크 루소라는 한 인간의 재 이 될 수 있을 것이다.문학계에서 루소

문학의 독창성을 “작가 자신의 삶이 그 로 그의 작품 세계에 구 되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26)는 을 들고 있음을 참고하면,이 오페라 한

장-자크의 삶이 투 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린 진단은 아닐 것이다.그

에서《마을의 쟁이》를 루소 내면의 음악 사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신시아 버바의 선언은 설득력이 있다.27)이는 루소의 삶과 그의 자의식

이라는 리즘으로 이 작품을 보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다.

이러한 버바의 선언에 한 공감에서 이 논문은 출발하 다.《마을

의 쟁이》에서 인간 장-자크의 모습이 목도되는 지 을 찾고,동시에

그의 자 표 을 통해 그의 자아가 환기되는 부분을 찾고자 하 다.

이것은 이 작품을 그의 삶의 메타포라는 제 하에 분석한다는 의미이

다.루소 자신이 그린 자기 이미지이자 그의 삶이 투 된 작품으로서의

《마을의 쟁이》에 나타나는 장-자크 루소의 자아상을 그의 자

표 략 속에서 포착하는 것이 본고의 목 이다.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인간 장-자크 루소의 인격 체험된 삶의 기억이 이 작품의 통일성에

느 다고 한다. 날은 종종 루소에게 지원을 하기도 했다.이들에

한 루소의 소개 그림 남작의 연애 사건 이야기는 장 자크 루소,『고백』,

pp.387-389참조.

26)문정자,『루소의 벨 엘로이즈-감각세계의 이미지들』(서울:도서출 만

남,2002),p.143.

27) Cynthia Verba, “Historical Background”, Charlotte Kaufman(ed.),

Jean-JacquesRousseau'sLeDevinduVillage,p.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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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된다.《마을의 쟁이》에 미치

는 루소의 자의식의 향을 살펴보기 해서 그의 자서 을 비롯한 여러

서들에 서술된 생각들과 이 작품이 맞닿아 있는 지 에 우선 주목하

다. 한 루소 학자들의 연구도 참고하 다.이는《마을의 쟁이》에 나

타나는 루소 삶의 메타포를 해석할 수 있게 해 주는 바탕이다.

《마을의 쟁이》의 심 주제는 흔한 남녀간의 사랑이다.그 지

만 이 작품이 성공한 주요 요인은 원 배경과 소박한 정서를 만들어

내는 루소의 감성에 있다고 본다.아마 부분의 객들은 양치기 남녀

의 사랑과 자애롭고 슬기로운 쟁이의 이야기에 한 흥미 때문에 이

작품을 보았을 것이지만 이를 넘어서서 단순함과 자연스러움의 매력이라

는 측면이 이 작품이 성공하는 데 있어 주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8)단순함과 자연스러움에 한 찬을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

자”라는 구호가 불러일으킨 반응들과 연결시켰을 때,《마을의 쟁이》

는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루소의 어떤 새로운 감성에 기인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치 상화의 제목처럼,《마을의 쟁이》라는 제목에 명시된 ‘

쟁이’(LeDevin)라는 이름은 루소 자신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루소가 자서 에서 회고한 바에 따르면,그는 어린 시 에 오비디우스

(PubliusNasoOvidius,BC43-AD8)의『변신이야기 Metamorphoses』

를 탐독하는 등 특히 기묘한 이야기들과 마법 인 것에 매료되던 아이

었다.29)한 때 천문학을 동경하여 독학에 열 하 고,그 모습은 시골 농

부들을 놀라게 하여 마술사로 오해받기도 했다.30) 한 루소는 청춘 시

에 종종 가명을 사용하여 다른 인격체가 되는 모험을 즐겼다.31)이

28) Herbert Lindenberger, Situation Opera: period, genre, reception

(CambridgeUniversityPress,2010),p.233.

29)장 자크 루소,『고백』,p.13.

30)장 자크 루소,『고백』,p.256.

31)루소는 자서 에서 그러한 은 날의 모험들을 쾌감과 불쾌감이 뒤섞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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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공상 인 념에 이끌렸던 루소는 ‘쟁이’라는 이름에다 자아의 이미

지를 다듬어서 이식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편 제목에 명시된 ‘마을’(Village)이라는 단어는 이 작품의 공간

배경을 알린다.즉 루소가 ‘마을’을 지칭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환기되는

분 기는 원 인 것이 된다.제목에서 환기되는 원 배경은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Discourssurl'origineetlesfondementsde

l'inégalitéparmileshommes,1753)등에서 표 한 바와 같이,그가 유

토피아로 여기던 공간의 이미지와 동일하다. 한 원은 루소에게 있어

서 애정의 감정과 그리움으로 갈구되던 안식처를 상징하기도 한다.이는

그의 자서 구 을 통하여 짐작해볼 수 있다.

나는 천성으로 은둔과 원생활을 하게끔 태어난 듯 했다.그

밖의 다른 곳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었다.「…」베네치아

에서는 공무를 집행 에도,일종의 체면 유지의 엄 속에서

도,신이 나서 승진을 꿈꾸던 때에도, 리에서는 상류 사

교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혹은 허 심의 도취 속에서도,

항상 나의 나무 숲,개천,고 한 산책이 추억으로 되살아나서

내 맘을 이끌어가고 향수를 짜내며 한숨짓게 하고,달려가고

싶은 욕망이 부쩍부쩍 일어나게 하던 것이었다.「…」온갖 야

심 인 계획도 어느 날인가 그 한가롭고 행복한 원생활에

도달하리라는 목 이외에 다른 목 은 없었던 것이다.32)

정으로 묘사하 다. 은 루소의 ‘가면 역할 놀이’는 훗날 루소의 반성 사

고와 행동의 모티 로 작용되기도 한다.담로시는《마을의 쟁이》성공 때

의 루소가 20 에 로잔에서 방튀르 드 빌뇌 라는 음악가의 이름을 본 딴 보

소르 드 빌뇌 라는 가명으로 음악가 행세를 했을 때의 창피를 떠올렸을 것

이라고 진단하 다.리오 담로시,『루소-인간 불평등의 발견자』,p.331참

조.

32)장 자크 루소,『고백』,pp.4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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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이상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로 요약된다.알 드 코

반의 말처럼 “루소에게 독창 감을 제공했으며 가장 지속 으로 반복

되는 그의 원칙임이 분명한”33)자연은《마을의 쟁이》에 침투하는 심

인 교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 작품의 공간 배경을 지시하는

‘마을’이라는 단어는 자연의 이미지를 닮은 원에 한 그의 사랑을 암

시하고,이와 동시에 ‘자기 개 ’을 단행한 그에게 있어서 도시와 사교계

로부터 멀리 떨어진 은신처로의 도피를 암시하는 수사 장치는 아닐까?

《마을의 쟁이》에서 루소가 가진 주 심사가 무엇인지에 하여

루소 자신은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루소는 자서 에서 이 작품의 구

상을 처음으로 떠올리던 1752년 을 “날이 갈수록 리가 견딜 수 없어

서 열렬히 시골을 찾은 때”라고 회고하 고,34)이 작품을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음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유일무이한 것으로 여겼다.35)이러

한 술회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것은《마을의 쟁이》가 루소 내면의

목소리를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이다.루소 스스로가 ‘에덴의 낙원’이라

지칭하던 어린 시 의 시골 생활에 한 향수,소박한 생활에 한 갈망,

자연으로의 회귀라는 주제가 이 작품의 미장센과 담화에 철되어 있다

고 본다. 한 부차 인 것이라 할지라도 루소의 평생에 걸친 주요 심

사 던 문명에 한 고찰 역시 이 작품 안에 일정 부분 반 되었으리라

고 본다.

본고에서는 루소의 자서 을 비롯한 여러 서를 참조하면서《마을

의 쟁이》에 투 된 루소의 생각과 느낌을 포착하고자 하 다.루소가

여러 요소들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은유

하는 자 표 들을 찾는 것이다.본고는《마을의 쟁이》에 나타난

33)알 드 코반,“루소와 ‘자연으로 돌아가라’”,박호성 편역,『루소 사상의

이해』(경기도 고양:도서출 인간사랑,2009),p.95.

34)장 자크 루소,『고백』,p.391.

35)장 자크 루소,『루소,장 자크를 심 하다- 화』,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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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크 루소의 자 표 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인간 장-자크의

삶의 메타포로서의 작품의 의미를 조명하려는 작업이다.본고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테마로 나 어 이 작품을 통하는 루소 자의식을 상징

하는 표 략과 그 생각의 흐름을 추 하 다.첫 번째,루소의 마법

환상이라는 키워드로 이 작품의 본․음악․연출에 나타난 루소의 자

모티 자의식 기법에 해 고찰하 다.두 번째, 원 미장센

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살펴 으로써 루소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이미지

를 이해하고,이와 동시에 루소의 이후 작들에서 제시되는 이상향과

공유되는 을 조명하 다.세 번째, 본에서 이원 으로 구분되는 주제

인 시골과 도시라는 두 립항에 한 루소의 심리 태도,그리고 자연

과 사회에 한 루소의 을 살펴보았다.네 번째,목가 분 기의 로

망스 노래를 심으로 루소의 자연에 한 동경의 서정 표 을 살펴보

았다.다섯 번째, 토마임 장면 스코어에 표기된 연기지문과 음악의 연

결 양상을 살펴보면서 당 사회에 한 루소의 비 을 포착하

다.이러한 테마들을 통하여 결론 으로 루소 삶이 투 된 작품으로서

《마을의 쟁이》의 의미와 평가를 내리고자 하 다.

음악가 루소에 한 지 까지의 연구는 주로 음악과 련한 루소의

이론 술들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본고는 이에 한걸음 나아가

음악가로서의 루소가 지닌 고유한 술 착상을 가늠할 수 있는 실제

인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 본고에서는《마을의 쟁이》에

한 연구들이 소홀히 했던 을 채택한 ,즉 루소의 삶과 결부시켜

이 오페라를 이해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루소가 자 인 체험에서 감의 원천을 끌어내고,자기의 내면

에 한 심에서 창작의 동기를 부여받음으로써 만든 이 작품에서 낭만

주의의 맹아를 발견하는 계기가 본 논문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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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마을의 쟁이》에 나타난 루소의 자 표

1.마법 환상

서론에서 기술하 듯이 루소는 기묘함과 환상,공상 인 념에 이

끌렸다.본 1 은《마을의 쟁이》라는 작품의 의미를 루소 개인의 마

법 환상 변신(magicalmetamorphosis)36)이라는 에서 조명해보

고자 한다.이를 해서 루소의 자 모티 가《마을의 쟁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추 해보도록 하겠다.이 과정은 루소 개인과

련된 모티 가 연출․ 본․작곡가로서의 루소의 행 에서 어떻게 상

징 으로 나타나는지를 찾는 것이다.

루소는 자신의 음악에 한 취미의 기원을 어린 시 에 고모가 들

려주던 자장가에서 찾고 있다.37)그는 엄마 없는 자신을 돌본 미혼녀 고

모가 불러주던 노래들을 애정의 감정으로 회상하 다.

그녀의 노래가 내게 매력은 하도 강하기에,많은 노래들이

내 기억 속에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그 기억력을

잃은 오늘날에도 노래들이 내 가슴 속에 로 되돌아올 정도

이다.그 노래들은 내 유년 시 이래로 까맣게 잊 졌다가,

36)루소 연구의 권 자인 장 스타로뱅스키(JeanStarobinski)는『장 자크 루소,

투명성과 장애물』(1971)에서 루소 창작 행 의 심리를 분석하는 키워드로

‘마법’(magic)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마법 변신(magicalmetamorphosis)’

이라는 말은 루소가 언어 는 음악 인 수완으로 자아를 재 하는 ‘역할 놀

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JeanStarobinski,Jean-JacquesRousseau,

Transparencyand Obstruction,trans.ArthurGoldhammer(Chicago:The

UniversityofChicagoPress,1988),pp.58-64,우리말 번역서로 장 스타로

뱅스키,『장 자크 루소-투명성과 장애물』,pp.120-122참조할 것.

37)장 자크 루소,『고백』,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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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늙어감에 따라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다시

떠오르는 것이다.38)

루소는 친 하고 가족 인 분 기를 풍기는 어린 시 의 노래들을

회상하 다.이 노래들은《마을의 쟁이》에서 루소의 삶을 표 하는

모티 로 작용된다.루소의 내면에 새겨진 옛 노래들의 이미지는《마을

의 쟁이》의 음악에 투 되는데,그 단순한 곡조들은 당시 리 오페

라 무 에서 유행하던 수사 으로 과장된 선율 스타일과는 다른 이

미지를 만들었다.39)

루소는《마을의 쟁이》에서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끌어낸 음악을

반 했다.특히 단순한 멜로디들은 과거 루소가 끌렸던 음악의 특성을

포함한다.루소는 어렸을 에 사제들이 부르는 교회 성가를 무척 좋아

했었다고 한다.40)루소의 교회 성가에 한 기억은《마을의 쟁이》음

악의 단순한 멜로디에 흔 을 남겼을 것이라 본다.한편 루소는 고 의

언어에 해 상상하면서 옛날에는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이 동일했을

것이라 생각했다.41)루소에게 있어 단선율 음악은 텍스트를 강화하는 주

요한 방법이자 가장 순수한 인식으로서의 노래 다.《마을의 쟁이》음

38)Ibid.만년의 루소는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의 가사 일부를 자서 에 기록하

다:“티르시스,느릅나무 그늘에 의 피리소리 차마 들을 수 없이 괴로워

라.벌써 우리 마을 안에 그 소문 자자하니,…목동 …깊숙이 끌려들어 …

험 없어 그리고 장미에는 늘 가시가 있어”,Tiersot는 이 가사의 출처와 선율

을 소개하 다.Julien Tiersot,"Concerning Jean JacquesRousseau,the

Musician",TheMusicalQuarterly,Vol.17,No.3(Jul.,1931)pp.343-344참

조.

39)Kaufman은 당 의 아카데미 스타일과는 반 되는 음악이《마을의

쟁이》에서 열거되었다고 지 하고 있다.CharlotteKaufman,“Introduction”,

CharlotteKaufman(ed.),Jean-JacquesRousseau'sLeDevinduVillage,

p.Ⅹⅵ.

40)장 자크 루소,『고백』,p.79.

41)장 자크 루소(주경복․고 만 옮김),『언어 기원에 한 시론』(서울:책세

상,2008),pp.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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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단선율 형태는 고 의 노래라는 오래된 유물에 끌렸던 루소의 심

사와 무 하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도 루소는 단순한 선율을

선호하 다.그는 화성을 요시 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바로크한 음악이

라고 부르면서《마을의 쟁이》를 통해서 조 불 화가 지나친 화

성,언어가 겉도는 조야한 멜로디를 가진 바로크 음악을 자기가 왜 불신

하는지를 설명해 것이라고 하 다.42)

《마을의 쟁이》 본에는 무 (Jean-JosephMouret,1682-1738)

의《라공드의 사랑》(LesAmoursdeRagonde,1714)처럼 목가 문학에

기 한 작품,그리고 라모(Jean-PhilippeRameau,1683-1764)의《피그말

리옹》(Pygmalion,1748)처럼 그리스 신화에 기반한 작품,그리고 페르

골 지(GiovanniBattistaPergolesi,1710-1736)의《마님이 된 하녀》(La

ServaPadrona,1733)의 소재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그 《마님이 된

하녀》의 여주인공 성격은《마을의 쟁이》의 여주인공과 공유되는

이 있다.그러나 자에서는 여주인공이 자신보다 높은 지 의 남자와

결혼하는 반면,후자에서는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을의 쟁이》에서 루소는 자연의 미덕이라는 주제를 언어 외

인 차원에서 노출하고 있다.자연의 미덕은 ‘쟁이’라는 지혜로운 자

가 살고 있는 외딴 숲이라는 공간에서,그리고 콜랭(Colin)과 콜 뜨

(Colette)라는 두 은 남녀의 사랑과 도덕성이 나타나도록 돕는 원

배경으로 드러난다.미장센에는 자연의 이미지를 닮은 소품들이 포함되

어 있다.이는 작품의 원 인 분 기를 상승시킨다.거의 장식이 없는

무 의 한 쪽으로 드뱅의 움막집이 보이고,맞은 편에는 나무들과 샘물

이 있으며,무 앙의 배경에는 멀리 락이 자리잡고 있다.43)무 에

42) Jean-Jacques Rousseau,“Baroque”,Dictionnaire de musique(Paris:

Duchesne,1768;Hildesheim:Olms,1969,reprent;New York:Johnson

ReprintCorp.,1969).

43)무 구성에 한 지시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Leéâtrereprésented’un

côtélamaisonduDevin,del’autredesarbresetdesfontaines,dan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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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이러한 원 세계는 루소에게 있어서 개인이 자연의 순수성에

둘러싸여 도덕성을 잘 함양시킬 수 있는 공간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락과 멀리 따로 떨어져 있는 숲속의 거처는 루소에게 있어

서 도시 사회의 혼돈과는 조되는 은 하게 감춰진 고요한 은둔지를 상

징하는 세계일 것이다.

《마을의 쟁이》에는 이 오페라를 보는 사람들이 자연이라는 이

름으로 변되는 특정한 세계에 한 을 갖도록 하기 해 고안된

다양한 도구가 있다고 본다. 텐블로 성이나 도시 리의 세속과는

거리가 먼 세계임을 암시하는 것은 원 인 미장센만이 아니라 학

인 다성 음악과 조되는 단선율의 멜로디들도 해당될 것이다.특히 노

랫말에서는 자연이라는 존재가 정 이고 선한 것으로 표 된다( 1).

1.<8장>콜 뜨의 아리에뜨 “Avecl'objetdemesamours”가사

Quandonsaitbienaimer,quelavie

estcharmante!

Tel,aumilieudesfleursquibrillent

sursoncours,Undouxruisseaucoule

etserpente.

사랑을 할 아는 자의 인생은

아름다워라!

오솔길을 따라 활짝 피어있는 어여쁜

꽃들 사이로 고요히 졸졸 흐르는 다정한

시냇물처럼.

《마을의 쟁이》의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루소의 자연에

한 주제 의식을 구축하는데, 를 들어 단순한 음악은 간소한 시골 의

상을 입은 배우들과 조우할 것이다.루소가 떠올린 자연 인 모델을 이

해하는 열쇠는 이 오페라의 과장되지 않은 이미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fond un hameau.].Jean-JacquesRousseau,Le Devin du village,First

edition(Paris:V.Delormel& Fils,n.d.,1753),p.6.해당 페이지의 인쇄 상

태가 좋지 못하여 지문을 명확하게 읽어낼 수 없는 계로 Kaufman의 에디

션에 수록된 본에서 확인하 다.CharlotteKaufman(ed.),Jean-Jacques

Rousseau‘sLeDevinduvillage,p.ⅩⅩ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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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마을의 쟁이》가 자연을 닮은 이미지를 지녔다고 자평하면서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을의 쟁이》의 작가는,그가 구든,평범한 작가가 아

닙니다.「…」그 극작품에는 다른 모든 극작품과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부드러움,매력,특히 단순함이 담겨 있어요.가사에

는 생생한 상황도 훌륭한 격언도 화려한 도덕도 없고,음악에

는 학 인 악구도 공들인 구 도 잘 다듬어진 노래도 감동

인 화음도 없습니다.감동 이기보다는 희극 인 주제이지

만,그 작품은 심 을 울리고,마음을 움직이고, 물이 날 정

도로 감동을 니다.사람들은 이유도 모르는 채 감동을 느끼

게 되지요.「…」작품이 독특한 만큼 작가도 틀림없이 특이할

겁니다.「…」작가가 구인지 모르는 채《마을의 쟁이》를

처음 봤다면,나는 주 없이 신 엘로이즈의 작가인 J.J의 작

품이라고 말했을 겁니다.다른 사람일 수가 없어요.44)

《마을의 쟁이》에서는 자연이 다양한 상징들로 인식된다.미장

센에 의해서, 본에서 시골과 도시의 이분법에 의해서, 한 복잡한 화

성이 제거된 단선율 구조의 음악들에 의해서 ‘자연 인 것’이 인식된다.

이는 당시의 공연 습에 립하는 술가로서 개성을 추구하는 루소,

다른 차원으로는 자신과 타인의 일체감을 향해서도 고군분투하는 개

인 루소가 함께 한다.독자성 추구와 타인으로부터 공감 받고자 하는 두

욕망이 공존하는 루소의 심리에 하여 스타로뱅스키는 다음과 같이 분

석한다.

44)장 자크 루소,『루소,장 자크를 심 하다- 화』,pp.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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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단일성에 한 경험은 내가 나 자신과,동시에 다른 사람

들과 실제로 통일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한 보상일까?

체를 도취에 빠져 상상하며 살아갈 때「…」이 계를

이것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가?의식이 분리된 채로 ‘상징

’단일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이

상징은 분리를 부정하고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가?아니

면 이 상징은 그 하찮기 짝이 없는 환상,무의미하기 이를

데 없는 로에 불과할까?45)

《마을의 쟁이》가 처음 구상된 당시 루소는 문 인 작곡가로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편의 무 작품을 이미 창작한 바 있고 작

곡가로서의 역량을 자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루소의 오페라 발 《사

랑의 뮤즈들》(Lesmusesgalantes,1745)은 라모의 후원자로 유명한 라

푸 리니에르(LaPouplinière)의 택에서 공연된 바 있었고,라모의

《나바르의 공주》(LaPrincessdeNavarre)를 개작한 코메디 발 《라

미르의 향연》(LesFêtesdeRamire,1745)이 공개되기도 했다.루소는

음악 기량을 닦을 만한 문 인 훈련을 받은 이 없었고, 리에서

의 첫 데뷔작인《사랑의 뮤즈들》은 비록 라모의 경멸을 받았지만《마을

의 쟁이》이 의 이러한 창작 경험들은 이 오페라의 거름이 되었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46)《마을의 쟁이》를 창작할 당시 루소는 디

45)장 스타로뱅스키,『장 자크 루소-투명성과 장애물』,p.510.

46)루소는 자신의 연인이자 후원자인 바랑 부인과 살던 20 시 에 서정비극

《이피스와 아낙끄샤 뜨》(IphisetAnaxarette,1730년 말)로 최 의 오

페라 작곡 경험을 했고,그 후 30 때에 리옹에서 가정교사를 하던 시기에

《신세계의 발견》(LaDécouverteduNouveauMonde,1740-1)을 작곡했

다.루소의 최 두 편의 오페라는 재 악보가 남아 있지 않다.루소는 베니

스에서 사의 비서로 1년을 체류한 후 리로 돌아와서 라모의《우아한 인

도인들》(LesIndesGalantes,1735)에 기 한 오페라 발 《사랑의 뮤즈

들》을 썼다.라모와 달리 후한 평가를 내린 리슐리외 공작의 주선으로 루소

는 라모의 작품을 개작한《라미르의 향연》을 공개했으나 라모의 혹평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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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아카데미의 상 논문 당선작인『학문 술론』의 성공 인 출 을 이

룬 후 다.47)크랜스턴은 이러한 루소의 성공과 그 시기에 이어서 루소

가 단 몇 주만에《마을의 쟁이》를 작곡한 을 연 시켰다. 생애

동안 스스로 아웃사이더임을 자청하 던 루소는 크랜스턴의 표 로

“성공의 정”에서《마을의 쟁이》를 착수하 던 것이다.48)

루소는《마을의 쟁이》에서 본가,작곡가,연출가로서의 역량을

동시에 발휘하 다.실제 이러한 작업 모두를 한 명이 맡는다는 것은 오

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루소가 이 오

페라의 모든 요소를 직 다루었다는 사실은 그 자신을 표 하는 의식

인 기법이 결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한편『학문 술

론』에서 스스로 학문과 술의 이라고 공언했던 루소가 오페라 본

을 쓰고 음악을 작곡한 것은 역설 이기는 하다.그러나 스타로뱅스키가

‘마법 변형’이라고 불 던 루소의 새로운 배역 맡기에 한 욕구,즉

그의 ‘가면을 갈아 쓸 권리’는《마을의 쟁이》창작자로서의 역할에

념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49)루소는 비록 자신이 불신하고 비 하

던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으나,50)그러한 수단들은 자신을 표 하는

데 유용한 ‘장’도구일 것이다.루소는 이 오페라의 본과 음악 등을

통해서 자신의 다른 자아를 확인하고 재창조함과 동시에 자기의 다원

되돌려 받았다.N.J.H.Dent,ARousseauDictionary,pp.166-167참조.

47)루소는 자서 에서《마을의 쟁이》를 착수한 시기를 1752년 으로 기억

하고 있다.Dent는 1752년 4월로 명시하 다.N.J.H.Dent,A Rousseau

Dictionary,p.167참조.

48) Maurice Cranston,The Noble Savage(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Press,1991)p.272.

49)장 스타로뱅스키,『장 자크 루소-투명성과 장애물』,pp.120-122.

50)루소는 특히 연극과 소설이 풍속을 타락시킨다고 보았다.그러나 도시와

타락한 국민에게는 연극과 소설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문 를 내던

져버려야 하는 시 에 살고 있지 않음을 비탄했다.자신의 창작활동에 한

자기 정당화는 소설『신엘로이즈 』서문의 두에 나타난다.장 자크 루소

(김 옮김),『신엘로이즈 1』(서울:책세상,2012),p.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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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내면화한다.

루소가 마흔 살이 되던 해에 연된《마을의 쟁이》는 그에게 궁

정과 모두로부터 음악가로서의 찬사를 받게 하 다.그러나 루소는

이후 이론 인 술에 몰두하면서 연극과 같은 창조 인 노력들이 빚어

내는 사회 긴장에 해 심을 가졌다.루소는 당 인들,특히 랑스

상류층이 자부심을 갖던 분야에 날선 비평을 가하게 된다. 를 들어,그

의『달랑베르에게 보내는 편지』(Lettreàd'Alembert,1758)51)에서 기

술된 사회 긴장이라는 주제는 연극계를 고민하게 하 다.루소는 연극

은 도덕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며 더욱이 제네바 공화국과 같이 소박

한 도시 국가에서는 상연되지 않아야 한다고 진술하 다.

한 시 의 인간들이 계몽이라는 완벽한 이름으로 성취한 것들

을 찰하건 아니건,나는 연극의 도덕 향을 그 자체로서

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것

의 유익함을 따지기 에 그것의 실제 유용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도덕성을 향상시키기 해서 연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52)

스타로뱅스키는 연극의 폐해에 한 루소의 비 을 깊이 있게 반복

하 다.

어두운 극장에서 람객은 고독에 갇힌다.“사람들은 스펙터클

이 열리는 장소에 모인다고 생각하지만 각자 바로 그곳에서

51)달랑베르가 백과 서 7권에 실린 ‘제네바’(Genéve)라는 항목에서 제네바에

설립이 지되어 있는 연극 극장을 허용할 것을 구한 것에 해 루소가 반

하여 쓴 서간 형태의 에세이이다.

52)Allan Bloom,Politicsand theArts:LettertoM.d'Alembertonthe

TheaterbyJ.J.Rousseau(Illinois,1960),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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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되고 만다.친구,이웃,친척을 그곳에서 잊게 되는 것이

다…….”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잊으려고”극장에 가고,그곳

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가장 완 하게 잊어버리는 공간이다.

스펙터클이 우리 존재를 앗아간다.완 히 자기를 양도하게 되

고,양도한 것은 돌려받을 수 없다.우리는 아무 계도

없는 우화 이야기에 매력을 느낀다.연극이 우리의 정념에

향을 주는 까닭은 우리가 거리와 부재의 마법에 매료되기 때

문이다.“극장에서 재 되는 모든 것은 우리와 가까워지는

신 ‘멀어진다.’”53)

루소는 무 의 공연을 수동 으로 람함으로써 갖게 되는 표피

인 시각과 내면의 부재를 우려하 다.그러나 루소는 스펙터클 자체를

반 한 것이 아니라 동굴처럼 컴컴한 곳에 갇 수동 으로 람만 하는

공연을 반 한 것이었고,사람들이 자발 으로 동참하여 극 으로 만

들어내는 스펙터클로서의 축제를 이상 인 공연으로 제시하 다.루소는

즐거움과 기쁨의 계를 형성시켜 주는 진정한 스펙터클의 필요성을 역

설하 다.54)『달랑베르에게 보내는 편지』의 출 이후에 사회를 타락시

키는 원천으로서의 극장에 한 주제가 루소의 에서 사라지는 신에

루소는 진실한 인간 계를 만드는 어조의 본질에 해 연구했다.루소가

자신의 자서 에서 어릴 들었던 노래들을 회상하며 쓴 한 구 은 진

실된 어조의 본질에 한 루소의 느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 다.

53)장 스타로뱅스키,『장 자크 루소-투명성과 장애물』,p.190.“”안의 문장은

스타로뱅스키가 루소의 을 인용한 것임.

54)송태 ,“루소의 학문 술 내 모순의 문제”,『외국문학연구』제44호

(한국외국어 학교 외국문학연구소,2011),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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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래가 내 간장을 녹이는 그 매력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나는 애를 쓴다.그것은 하나의 변덕이어서, 악할 수가

없다.하지만 그것은 물로 단되지 않게 끝까지 노래한다는

것은 나로선 도 히 불가능한 일이다.55)

루소는 모리스 캉탱 드 라 투르(MauriceQuentin deLaTour,

1704-1788)가 그린 루소 상화가 유일하게 자신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했다.56)그 상화는 루소에게 있어서 자기의 이상 자아상을 확인

할 수 있는 즐거운 것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 원본을 존경할 만하게 만드는 이 훌륭한 상

화는 제가 언제나 간직하겠습니다.선생님.이것은 일생 동안

매일 제 앞에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제 마음에 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57)

그러나 루소의 동료인 디드로(DenisDiderot,1713-1784)는 1753년

《마을의 쟁이》의 오페라(Opéra) 연 직후에 살롱에 시된 루소의

상화를 보고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루소의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묘사

되어 있다며 불만 섞인 반응을 보 다.

우리 시 의 카토와 루투스의 냉혹한 시선을 보여주는 신

잘 차려입고 머리도 잘 빗어 넘기고 분까지 바른《마을의

쟁이》의 작곡가의 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58)

55)장 자크 루소,『고백』,p.17.

56)장 자크 루소,『루소,장 자크를 심 하다- 화』,pp.162-163.

57)루소가 라 투르에게 보낸 편지(1764.10.14)의 한 구 이다.리오 담로시,

『루소-인간 불평등의 발견자』,p.317재인용.

58)리오 담로시, 의 책.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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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화의 실제 모델인 루소는 디드로가 보았던 냉철하고 이

성 인 웅변가의 모습을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루소는 자신이 “생각하기 에 느끼는 인간 공통의 운명을 따르는 자”로

서 감각 으로 일깨워진 감성 존재임을 항변했다.59)한편 상화에

한 디드로의 비평과 루소의 반응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존재의 이 성에

한 문제이다.루소의 호 이고 투쟁 인 웅변가로서의 모습과 부드

럽고 감성 인 “《마을의 쟁이》작곡가로서의 쁜 모습”은 둘 다 같

은 루소라는 의제를 던지고 있다.여기에서 스타로뱅스키의 말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스타로뱅스키는 루소가 말과 문장,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창작 행 의 심리를 분석하 고,그것은 루소가 자신에 한 세간의 부

정 평가와 달리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매력 이고 특별한 사람인지를 드

러내는 개 수단이자 세상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는 ‘유혹’이라고 설명

하 다.

루소가 세운 계획은 이런 것 같다.그의 계획은 열정을 다해

매력 넘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그런 열정으로 자아는 꿈과

허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유혹하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욕망 때문에 직 느끼는 도취를 포기해

서도 안 된다.주목받고,공감을 얻고,다른 사람들의 열정을

얻는 것이지만 이를 해 그가 하는 일은 자신의 소 한 몽상

의 유혹에 빠져드는 일 뿐이다.그러므로 그는 유혹당한 유혹

자일 것이다.그가 유혹자라면 그것은 그가 유혹 당했기 때문

이다.그가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매혹한다면 그것은 그가 마

음 속에서 벌어지는 매혹 인 장면에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

59)장 자크 루소,『고백』,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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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0)

그 다면 루소가 창작한《마을의 쟁이》역시 자신의 내면의 감성과 존

재의 매력을 구 하고자 하는 루소의 제스처가 담겨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살롱에 시된 루소 상화에 한 디드로의 비평은 루소의 두 자

아,즉 웅변가와 음악가로 각각 변되는 두 명의 루소를 립시킨다.음

악가로서의 루소와 웅변가로서의 루소는 서로 조되지만 동시에 서로를

보충한다.《마을의 쟁이》를 창작한 음악가 루소는 음악, 본,미장센

등 여러 텍스트 기호로 자아의 이상을 달한다.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웅변가 루소는 이론을 통해서 자아의 이상을 달하고자 한다.그러나

음악가 루소가 웅변가로서의 루소보다 더욱 명료하게 달하는 것은 바

로 감성이다.이때 음악가로서의 루소가 제시하는 여러 “기호들은 읽

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 된다.”61)루소는 음악을 ‘기억을 일깨우

는 기호’로 보았고 ‘느끼게 해주는 기호’로서 음악의 작용을 언 했다.62)

음악가로서의 루소는 근원 이고 순수한 목소리의 모델을 멜로디에

서 찾았다.루소는 멜로디란 감각이 직 작용하는 역을 거치는 도덕

효과가 있으며 내 역에 직 이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라

주장했다.63)한편 웅변가로서 루소는 도시 인 삶을 비 하는 그의 구상

을《마을의 쟁이》에서 개진하 다.자신의 비 을 이 작품의 원

인 미장센으로 달하고,자기의 정체성을 등장인물인 평범한 시골 사람

들에게 투 했다.《마을의 쟁이》에서는 루소의 ‘마법’을 통해 그의 잘

알려진 구호인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신념이 표출된다.스타로뱅스키

60)장 스타로뱅스키,『장 자크 루소-투명성과 장애물』,p.343.

61) 의 책,p.305.

62) 의 책,pp.322-323.

63) 의 책,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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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명하듯,이 작품에서 일어난 루소의 ‘마법’은 그 자신의 내면과 일

치하는 동시에 타인과도 소통 가능한 루소 자아의 재 이기도 하다.

‘재 ’의 마법은 그 게 이루어진다.재 의 마법의 효과는 루

소가 처음에 고려하던 존재의 마법과는 연하게 다른 방식으

로 강력할 것이다.그는 마을의 쟁이와 신 엘로이즈를 썼으

며,자기의 통찰력과 음악에 황홀해했다.“감미로운 물”이 맺

힌 시선들이 무나 뜻밖의 방식으로, 무나 기다렸다는 식으

로 그에게 애착을 느끼고,루소는 그 물을 열심히 받아낼 것

이다.루소는 자신을 재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여자들을

매혹하는 이미지에 자기가 나타나 있다고 느낀다.마을의 쟁

이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그가 받은 가장 값진 은 사랑을

받아 얻게 된 만족이었다.64)

스타로뱅스키의 말처럼 루소는《마을의 쟁이》의 성공을 통해서 유혹

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냈고,이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즐거움을 향

유할 수 있었다.루소는《마을의 쟁이》의 공연과 성공에 뒤이어 자기

자신을 덕을 가진 웅 면모와 탁월한 성찰 능력을 가진 지혜로운 자

로 자처하는 것에 잠시 의존했고,이는 부분 으로는 자신의 우월성에

한 느낌에 도취되도록 만들었다.65)이러한 루소의 자아도취는 이미

《마을의 쟁이》의 지혜롭고 자애로운 언자인 드뱅의 성격 묘사에

깊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64) 의 책,p.345.

65) 의 책,pp.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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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미장센

CountryandCity의 자 이몬드 리엄스는 ‘시골과 도시’라는

주제란 유럽 문학에서 오랫동안 다루었던 ‘자연과 사회’라는 주제와 결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 다.그에 따르면 시골과 도시의 양자 구도는 선

천 인 것과 습득되어진 것의 이분법으로 확장되며 이는 매우 오래된 역

사를 가진 념이었다. 한 리엄스는 목가 삶이라는 념이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PubliusVergiliusMaro,BC 70-19)66)의 시 훨씬

이 인 기원 8세기에 헤시오도스(Hesiodos,?-?)67)의 서사시에서 최

로 발견되며,서양은 헤시오도스 이후부터 자연과 덕을 동일한 의미로

설정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68)

리엄스는 루소의 시 인 18세기에는 문학이 고 의미에서의

목가 삶을 찬하는 주제를 시하 다고 설명한다.작가들은 여름과

겨울,노동과 수확 등 서로 상반되는 어군들을 조시키는 방식으로 주

제에 근했다.69)루소는《마을의 쟁이》에서 리엄이 설명하는 목가

주제를 다루는 진술 방식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를 들면,

66)베르길리우스는 로마 아우구스투스 시 의 시인이다.『 원시 Bucolica』,

『농경시 Georgica』,특히『아이네이스 Aeneis』로 유명하다.서양 문학 최

고의 걸작 하나인『아이네이스』는 아이네이스에 의한 신화 로마 창건

을 이야기하는 서사시이다.이 작품에서 베르길리우스는 명 ,용기,경건이

라는 순수한 미덕을 찬양했다.이재호․김원 편 ,『서양문화지식사 』(서

울: 암사,2009),p.185참조.

67)헤시오도스는 고 그리스의 서사 시인으로 호메로스(Homeros)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시인이다.신들의 계보를 은『신통기 Theogonia』,농부의 생

활을 그린『일과 역일 曆日 (ErgaKaiHemerai)』,옛 웅들의 어머니에

한 이야기를 모은『여인열 GynaikonKatalogos』과 헤라클 스와 퀴크

노스의 결투를 소재로 삼은 시『헤라클 스의 방패』를 썼다. 의 책,p.

553참조.

68)Raymond Williams,Country and City(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1973)p.14.

69) 의 책,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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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인물 담화에서 조 인 뜻을 내포하는 한 의 상반되는 어휘들

을 진술한다.루소는 시골과 도시,귀부인과 양치기 아가씨(콜 뜨),움직

임과 휴식,불만과 행복,미련과 만족 등과 같이 공간,인물,움직임,감

정 등에 련한 반의 어군을 사용한다.그러면서 두 가지 상반되는 개

념을 공존시키는 어법을 구사하는 것이다.그리고 리엄스는 시골농부,

양치기,사냥꾼,목가시인(pastoralist)등을 야생 인 자연 공간의 이미지

를 변하는 인물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70)이에 따르면《마을의 쟁

이》에 등장하는 양치기 커 과 그들의 친구들은 자연의 이미지와 합일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루소의 시 에 랑스의 표 인 목가 문학(leromanpastoral)은

이 세기인 17세기에 오노 뒤르페(Honoréd'Urfé,1567-1625)가 발표

한 소설『아스트 』(Astrée) 다.71)동화 속의 나라로 묘사되는 낙원에

서 펼쳐지는 목동들의 사랑 이야기는《마을의 쟁이》이야기에 감을

주었을 것이다.루소는『아스트 』를 어린 시 아버지와 함께 읽은 소

설들 에 평생 잊 지지 않으며 가장 자주 생각에 떠오르는 소설이라고

했다.72)《마을의 쟁이》는『아스트 』에서 소재를 물려받고 있다.

를 들면,양치는 은 연인들의 사랑싸움,질투,사랑의 편력,속임수,

70) 의 책,p.1.

71)『아스트 』는 16세기 이탈리아와 에스 냐의 목가 소설 기사도 로망에

서 얻은 애정 소설로 17세기를 열 시켰다.5세기 르 리뇽 강변에 치한 포

(Forez)왕국을 심 무 로 양치는 소년 셀라동과 양치는 소녀 아스트

의 사랑의 우여곡 이 소박하고 우아한 분 기에서 개되는 이야기이다.

체 5부 각 12권으로 구성된『아스트 』는 세 이래 랑스 최 의 표

인 소설로 평가되며,약 5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과 약 300명의 인물이 등

장하는 방 한 규모를 지닌다.많은 인물들이 엮어내는 다양한 사랑 이야기

들과 섬세하고 풍부한 감정 분석으로 인해서 사랑의 개론서로 여겨졌으며 17

세기-18세기에 랑스 산문문학과 희곡문학에 막 한 향을 끼쳤다.『아스

트 』의 사랑의 주제와 원극에 미친 향을 연구한 논문으로 장혜 ,“아

스트 연구-사랑의 테마를 심으로”,『불어불문학연구』33,no.1(한국불어

불문학회,1996),pp.383-405참조할 것.

72)장 자크 루소,『고백』,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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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배경,시골의 은이들,지혜로운 인물이자 신비스러운 존재로서의

마법사이다.이는 랑스 산문에 사랑의 마력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킨 선

구자인『아스트 』를 이어받는 작가들 한명으로 루소를 선택한 스타

로뱅스키의 평가가 타당한 것임을 확인시켜 다.73)

랑스 목가 문학의 통과 더불어서《마을의 쟁이》에 향을

다른 조류는 18세기 반 이후 유럽에서 부상된 고 그리스 문화

에 한 심이다.루소는 헬 니즘과 맞닿아 있던 목가 취향을 이 작

품에 덧붙이고 있다.비록 아르카디아의 웅과 요정 신 평범한 시골

사람들로 치했지만 루소는 원에서 펼쳐지는 선량한 목동들의 사랑

이야기로 목가 이상향을 나타냈던 것이다.

루소는 섬처럼 고립된 고요한 공간을 갈구하며,순수함이 보장된

원에서 친 함으로 결합된 소규모의 공동체 생활이 내면의 평화를 품게

해 다고 자서 의 여러 구 에서 강조하고 있다.루소에게 있어 원이

란 “자신의 기쁨과 고통을 온 히 반 할 수 있는 거울”74)이었던 것이

다.그 다면《마을의 쟁이》의 원 미장센을 만들고 있는 무 배

경과 등장인물들은 루소 자신의 진실한 감정이 투사될 수 있도록 하기

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을의 쟁이》의 미장센은 루소의 이후 서에서 제시하게 될

이상 인 공간 모델을 시하고 있다.『학문 술론』에 이은 두 번째 논

문『인간 불평등 기원론』(1753)75)에서 루소는 태고의 순수함과 인간의

73)장혜 ,“아스트 연구-사랑의 테마를 심으로”,p.402.

74)IngridKisliuk,"LeSymbolismedujardinetl'imaginationcréatriceches

Rousseau,BernardindeSt.PierreetChateaubriand",StudiesonVoltaire

andtheEighteenthCentury(Oxford:VoltaireFoundation,1980),p.185.

75)디종 아카데미의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인가,그 불평등은 자연법에 의

해 허락될 수 있는가?’라는 논문 공모 주제에 응답한 루소의 두 번째 공식

논문이다.첫 번째 논문과 달리 아카데미의 수상을 얻지 못한 이 논문은 오

페라 극장에서《마을의 쟁이》가 연된 해인 1753년 11월 <메르퀴르 드

랑스>지면에 발표되었다.



-28-

평등하고 행복한 삶이 려지던 세계로서의 원 인 자연 상태를 상상

하며 자연/문명을 행복/행복의 상실로 비유하 다.76)이 논문에서 루소

가 상상하여 묘사한 유토피아의 풍경은《마을의 쟁이》에서 드뱅의 거

처를 둘러싼 조야한 야생 인 풍경과 유사하다.루소가 바라던 낙원의

풍경은 소설『신 엘로이즈』(1761)77)의 쥘리의 엘리시온 정원 풍경을 통

해 다시 재 된다.

그 소 과수원으로 들어서자 어두컴컴한 그늘의 쾌 하고 시

원한 느낌이 려들었고,싱싱하고 선명한 빛깔의 녹음,사방

에 피어 있는 꽃들,흐르는 물소리,수많은 새들의 노랫소리가

의 감각만큼 의 상상력 한 자극했습니다.하지만 동시

에,자연의 가장 야생 이고 외딴 곳을 보는 것만 같았고,제

가 그 외딴 곳에 발을 들여놓은 첫 번째 인간인 것 같았습니

다. 무도 뜻밖의 경치에 놀라고 강한 충격을 받아 흥분한

는 한동안 발을 때지 못한 채 도 모르게 황홀경에 빠져 외

쳤습니다.78)

낙원에 한 루소의 상상은 이처럼 생- 뢰가 보고하는 엘리시온

정원에 한 인상에서 잘 표 되어 있다.루소는『신 엘로이즈』의 여주

76)장 자크 루소(주경복․고 만 옮김),『인간 불평등 기원론』(서울:책세상,

2012),1부,pp.50-94.

77)루소는『신 엘로이즈』를 1756년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구상하 고,1758년

9월에 출 인 에게 6부로 된 소설의 완성을 알렸다.1760년 12월에 국

런던에서 먼 시 되었고,1761년 1월 리에서 시 된 이후 큰 성공을 거

두었다.『신 엘로이즈』는 연인 사이의 편지에 담긴 순수하고 라토닉한 사

랑을 통해 이성의 세기에 살던 당시 랑스 사람들의 감수성에 불을 지피고

인간의 감정의 권리를 자각시켜주는 최 의 이정표를 세운 작품으로서 18세

기 랑스 문학사에서 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78)장 자크 루소(김 옮김),『신엘로이즈 2』(서울:책세상,2012),pp.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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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인 쥘리가 손수 가꾼 엘리시온 정원을 통해서 원시림에서나 느낄법

한 정 과 순수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지상 낙원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마을의 쟁이》의 무 에 설정된 드뱅의 움막집 주 를 둘러싼 나

무들,샘물,그리고 먼 배경에 마을이 보이는 숲의 풍경은 쥘리의 엘리시

온 정원과 유사한 분 기를 지니게 된다.쥘리의 정원은 생- 뢰가 야생

의 자연을 보는 것과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문명에 의해 변화

되기 의 자연의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사실은 쥘리가 가꾼 인공 인 공

간이다.생- 뢰가 엘리시온 정원에서 행복한 착시를 통해 진짜 같은 자

연을 본 것처럼《마을의 쟁이》에서는 루소에 의한 미장센으로 가상의

자연이 구축되어진다.

루소가 꿈꾸는 유토피아의 이미지는《마을의 쟁이》의 미장센인

원 풍경으로 나타난다.앞에서 서술하 듯이 루소의 원 미장센은

이후 그의 서들에서 묘사되는 유토피아의 풍경을 시한다.유토피아

로서의 원은《마을의 쟁이》에서 루소의 어린 시 의 시골생활에

한 향수의 감정과 원 취향으로서 존재한다면『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같은 논문에서는 공정하고,인도 이며,번 하는 사회가 주는 이익이 향

유될 수 있는 작은 국가로서,『사회계약론』(DuContratSocial,1762)에

서는 이상 인 사회 시스템의 기반으로서 존재한다.그리고 소설『신 엘

로이즈』에서는 유토피아의 역으로서의 원이라는 의미가 두드러진

다.이들 서에서는《마을의 쟁이》처럼 원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루소가『신 엘로이즈』에서 쥘리의 엘리시온 정원을 창조하기 에

만든《마을의 쟁이》의 원 미장센은 결혼과 지혜의 성취 같은 의

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이자 자연의 상징으로서 설정되고 있다.

루소에게 있어 원은 인생의 모순들이라는 한계 머에 존재하면서 모

든 사물의 숨겨진 자연 질서로서 발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79)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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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쟁이》의 미장센은『신 엘로이즈』의 엘리시온 정원과 마찬

가지로 타락으로부터 면역을 갖게 되는 유토피아 인 이상 공간을 구

성하기 해 루소가 실제 이용했던 공간들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그

것은 루소의 몽상의 거처인 르미타주(Ermitage)80)나 혹은 고향 제네

바,혹은 이 둘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한편《마을의 쟁이》의 미장센

으로서의 원은 후일 루소의 사회로부터의 도피를 감하게 만든다.

원은 루소가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을 열 수 있는 이상 인 역이라 할

수 있다.이 원 미장센은 루소 자신이 앞으로 행하게 될 사회로부터

의 도피를 은유하는 것이자 그 자신이 염원하고 있는 유토피아를 상징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언어기원론』의 우물처럼 루소 인 유토피아

풍경의 필수 인 요소가 되는 것, 를 들어 드뱅의 움막집 주 에 있는

샘물이라는 요소가 그 단서라고 할 수 있다.81)

『신 엘로이즈』의 등장인물들은 행복의 추구에 있어 단순하고 원

시 인 생활방식을 가치 있게 여겼다.생- 뢰는 리에 체류하면서 쓴

편지에서 도시에 한 부정 인 생각을 밝힌다.생- 뢰에게 있어 도시

의 생활상과 그 어수선함은 원의 자연 인 질서에 반 되는 것이었다.

특히 생- 뢰는 도시가 만들어낸 사교계의 상태를 통해 인간을 비하

한다.

79) Jean Terrasse, Jean-Jacques Rousseau et la société du ⅩⅧe

siécle(Ottawa:Universityd'OttawaPress,1981),pp.55-56.

80) 르미타주는 루소가 1748년에 알게 된 후원자 데피네 부인이 마련해 몽

모랑시의 숲 속 집이다.루소는『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실패한 후 르미

타주에서 은신하며 도덕의식에 하여 사유하 다.루소는 1756년부터 르

미타주에서『신 엘로이즈』를 구상하고 집필하기 시작하 는데,쥘리가 남편

볼마르와 함께 꾸리는 끌라랑스 공동체 마을은 루소가 몰두하 던 도덕이라

는 주제를 드러낸다.

81)루소는 우물을 사람들 사이의 최 의 유 계가 형성된 곳이자 이성간에

최 의 만남이 있던 장소,인간 최 의 축제가 열렸던 장소 을 거라고 상상

하 다.장 자크 루소,『언어 기원에 한 시론』,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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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매력 인 화에서 사실상 배우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

니까?세상사를 건 하게 단하는 방법이요?모인 사람들을

이용하는 법이요? 어도,함께 사는 사람들을 아는 법이요?

그 지 않습니다.나의 쥘리,그들은 거짓의 동기를 교묘

하게 변호하는 법을,철학의 힘으로 미덕의 모든 원칙을 뒤흔

드는 법을,자신의 욕망과 편견을 교묘한 괴변으로 미화하는

법을,오늘날의 규범에 따라 잘못된 생각에다 유행하는 어떤

표 법을 부여하는 법을 배웁니다.각 주제에 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 략 간 하기 해서는 그들의 성격이 아니

라 그들의 이해 계만 알면 됩니다.「…」 구나 자신이 생각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타인이 생각하는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을 말하게 됩니다.그리하여 진실에 한 표면상의

열의는 그들에게는 이해 계의 가면일 뿐입니다.「…」각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모순에 처해야 합니다.그것이 나쁘다

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말입니다.그들은 화용 원칙과

행동용 원칙을 따로따로 갖고 있습니다.그것들의 상이함이

구에게도 빈축을 사지 않습니다.82)

『신 엘로이즈』의 주인공들처럼 루소에게 원생활이란 인간이 본

래의 환경과 일체감을 복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마을의 쟁

이》에서는 락과 같은 미장센을 통하여 루소가 상상하던 원시 황

시 의 정경이 투 된다.83)그리고《마을의 쟁이》결말에서의 마을 축

제 장면은 보통 사람들의 온건한 취향과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의미한다.

82)장 자크 루소(감 옮김),『신엘로이즈 1』(서울:책세상,2012),pp.

323-325.

83)JeanTerrasse,Jean-JacquesRousseauetlasociétéduⅩⅧesiécle,p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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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시골 사람들의 축제 장면을 통해서 그들 계층에 한 자신의 심

리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를 노출시켰다.자기 자신을 낯선 자

들의 도시인 리의 일원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루소로서는 그러한 미

장센을 통하여 자신의 출신을 강조하게 되었을 것이다.한편 등장인물인

양치기 콜랭은 차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루소 자신의 분신으로

서 기능한다.콜랭의 이야기는 루소의 근원에 한 기억이자 자연의 안

식처에 존재하는 근심 없는 개인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마을의 쟁이》의 미장센을 만든 루소의 근본 제는 문명에 의

하여 타락하지 않은 자연 상태 안에서의 행복에 한 신념이라 이해된

다.무 에 의해 제공되는 미장센으로서의 자연은 고도로 형식화된 상징

으로서 복합 인 감각의 범 에 걸쳐있다.이러한 자연의 형식화된 상징

은《마을의 쟁이》의 시각 인 요소 뿐 아니라 청각 인 요소,즉 “아

름다운 혼에게 자연이 지배하는 세상에 해 들려주는”84)멜로디가 풍

부한 음악들로도 구성된다.

스타로뱅스키 식 표 을 따르자면《마을의 쟁이》의 본,음악,

무 ,연기 등은 루소가 자기 자신에 해 이야기하는 수단이 된다.85)이

오페라의 상연을 통해 성취된 루소 자신의 정체성의 표 은 한편으로는

일종의 긴장을 만들어내는데,이는 자기의 선한 본성과 사회 사이에 존

재하는 긴장,열정에 한 문제를 포함한다.자기의 본성과 사회 사이의

긴장,열정이라는 문제는 콜랭과 콜 뜨의 계에서 보여지는 이별과 재

회의 순환에서 암시된다. 한 마지막 장에서 벌어지는 토마임 장면에

서도 이별과 재회의 상징 인 모티 들이 나타나는데,그것은 무언의 연

기와 춤동작을 통하여 열정이라는 주제를 재 하고 있다.

84)장 스타로뱅스키,『장 자크 루소-투명성과 장애물』,p.180.

85)스타로뱅스키는 루소의 창작 심리를 ‘마법’과 ‘역할 놀이’라는 용어로 분석하

다.장 스타로뱅스키,『장 자크 루소-투명성과 장애물』 ‘마법’항(pp.

119-130)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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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마을의 쟁이》의 미장센은,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항

상 존재했던 당 오페라(Opéra)의 ‘경이로움’(merveilleux)이라는 습을

비켜가고 있다.루소는 오페라 극장의 ‘경이로운’풍조를 개 의 상으

로 보았는데,그는『신 엘로이즈』의 생- 뢰의 편지를 통해 우회 으로

비 한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한 자연의 모든 경이뿐 아니라 훨

씬 더 단한 많은 경이를 큰 비용을 들여 상연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그래서 아마도 교황은 그 이상한 극장을,신,

꼬마 악마,괴물,왕,양치기,요정,격렬함,환희,불같은 정열,

몸을 요란스럽게 흔들며 추는 지그 스, 투,무도회 등을 뒤

죽박죽 보여주는 극장이라고 지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86)

오페라 개 에 있어 미장센의 역할에 한 루소의 의식은 평론가

성 에 르몽과 마찬가지로 그가 “성직자들,군인들,악마들,동물들이 자

신들의 특성에 자신의 춤이 일치하도록 행 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에

서 짐작할 수 있다.87)자연의 미덕에 한 루소의 의식은 미장센 외에

다른 암시 인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그것은 본에서 표 되는 자

연 인 선함에 한 주제를 통해서이다.이러한 주제는 미덕이란 늘 높

은 신분의 사람들과 도시화된 사람들의 타락에 의해 억압된다는 바

르88)의 희곡이 주었던 교훈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89)

86)장 자크 루소,『신엘로이즈 1』,pp.387-388.소설 2부에 속한 생 뢰의

<편지 23>(pp.386-397)에서는 주인공이 찰한 리 오페라 극장의 모습과

그에 한 비 이 기술되어 있다.생- 뢰가 리 오페라에서 정 으로 평

가한 유일한 것은 발 다.

87)CharlesdeSt.Evremond,"SurlesOpéra",Maire-FrançoiseChristout,

Merveilleuxetlethéatredusilence(Paris:Seuil,,1971),p.97.

88) 바르는 15세 때부터 보드빌 본을 쓰기 시작했다.1741년에 발표된《

혼을 탐색하는 여인》(LaChercheused'esprit)이 200회 이상 상 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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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골과 도시의 이원 구분

루소는 원 인 미장센을 통해서 자연의 미덕을 환기시켰다.그는

본의 인물 담화를 통해서도 자연에는 여러 가지 미덕이 있음을 지속

으로 설득한다.루소는 도시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시골의 순

수한 습들과 도덕들에서 멀어져 있다는 과 그들이 환 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을 여러 작품들에서 폭로하 다.90)루소는《마을의 쟁

이》등장인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자연에 해 권 를 부여한

다.이 작품에서 루소는 시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의 미덕에

가까운 존재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려 한다.

루소가《마을의 쟁이》의 주인공들처럼 낮은 사회 계층에 도덕

가치를 두는 것은 소시민 계층의 자녀로 태어난 자신의 태생을 의식한

것이며,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원 인 삶을 하는 존재의 순수한

미덕을 옹호하기 한 것이라 본다.한편으로는 오페라의 본래 기반이기

공 의 히트를 기록했고,이 성공을 계기로 바르는 오페라 코미크 좌의 극

장 감독에 임명되었다. 바르는 150편 이상의 본을 썼으며, 기 보드빌의

형식으로 완성된 오페라 코미크를 만들어낸 공 을 남겼다.작품의 소재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사건 는 정치․사회 사건이었으며,주로 풍자

이고 시 비 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BruceAlan Brown,"Favart",

GroveMusicOnline.OxfordMusicOnline.

89)DanielHeartz,"LesLumières:VoltaireandMetastasio;Goldoni,Favart

andDiderot",ReportoftheTwelfthCongress,pp.233-38,DanielHeartz,

"The Beginning of the Operatic Romance: Rousseau,Sedaine,and

Monsigny", Eighteenth-Century Studies, Vol. 15, No. 2(Winter,

1981-1982),p.158재인용.해당 논문은 DanielHeartz,From Garrickto

Gluck:EssaysonOperaintheAgeofEnlightenment,Ed.JohnA.Rice

(New York:PendragonPress,2004)pp.188-209에 수록되었으나 인용된 내

용은 생략되어 있다.

90)RichardSennett,TheFallofPublicMan(New York:VintageBooks,

1978),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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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 귀족 이며 궁정풍인 사회 환경에 한 루소의 도 을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작품을 창작하던 시기에 루소는 상류 사회를

하는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 ‘자기 개 ’을 수행하던 때 고,91)이 시기

루소는 태생이 비천한 하인들과 소작농들이 주연이었던 오페라 부 에

한 선호를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달랑베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처럼 루소는 극장에 해 이론상

반감을 가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연민이나 동정심을 통해서 자

신과 타인과의 동질감을 형성하고 소통하기 한 방법으로서 창작을 행

했다.스타로뱅스키의 설명 로라면 루소는 로받기 해서, 한 자신

의 공상에 공감하는 타인의 시선을 얻기 해서 을 쓰고 작곡을 했던

것이었다.92)루소는《마을의 쟁이》에서 자연의 순박한 이미지를 추구

하면서 인간이 타인의 감정에 반응을 하게 만드는 공감 인 요소들을 보

여주려고 한다.이 오페라의 표면상의 주제는 남녀의 사랑이며 주인공들

각자는 상 의 욕망 모델이 된다.그러나 루소는 이 남녀 커 을 통하여

오로지 원 인 곳에서만 배양될 수 있는 공감의 미덕에 한 찬양을

끌어내려 한다.그는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개인은 타인에 심을 갖고

할 수 있으며,그 게 함으로써 타인과 구체 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려고 한다.루소에게 있어

91)본고의 서론에서 서술했던 바와 같이《마을의 쟁이》를 창작하던 시기에

루소는『학문 술론』으로 거둔 최 의 성공 덕분에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

게 집 되었을 때 자신의 에 자신의 삶을 합치시킴으로써 진정성을 획득하

기 한 ‘자기 개 ’을 실천한다.문학 성공이 보장되었음에도 루소는 이때

부터 악보 필경사를 평생 직업으로 삼기로 결심했고 사교 복장과 문명의 상

징인 시계를 자기 몸에서 제거하 다.사회 으로 보장된 문학 을 거

부하는 루소의 ‘자기 개 ’을 이용철은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루소의 ‘자기

개 ’은 실상 사회가 부여하는 보다 더욱 찬란한 을 노리고 있는 것

으로,다른 작가들과 달리 모든 사회 계를 넘어서 자기를 읽는 인간들에게

인격 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 하는 애정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이

다.이용철,『루소:분열된 혼』,pp.178-179참조.

92)장 스타로뱅스키,『장 자크 루소-투명성과 장애물』,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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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민이란 이성보다 앞서는 인간의 원리로서 자연 착함에 한 원칙

이었다.93)이 연민의 원리는 드뱅에게서 구 되는데,그는 콜랭과 콜

뜨를 이어주는 운명을 지닌 채 타인에게 연민을 가지고 공감하는 존재로

서 군림한다( 2).

2.<3장>드뱅의 치터티 사

Quime faitdeviner toutce qu'ils

m'ontappris.

Leuramouràproposencejourme

seconde.

그들이 내게 가르쳐 것들로 나는 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지 그들의 사랑은 나의 능력을 더욱 더

강하게 만들어 주지요.

첫 장면(SceneⅠ)에서는 콜랭의 사랑이 떠났음을 슬퍼하는 콜 뜨

의 모놀로그 <J'aiperdutoutmonbonheur>(나는 내 행복을 모두 잃었

네)의 가사를 통하여 이야기에 계하는 인물들의 특성이 소개된다.

3에 제시한 모놀로그 가사를 보면,첫째 연에서 명사인 ‘bonheur’(행복)

와 ‘serviteur’(시종)는 콜랭이라는 존재에 한 콜 뜨의 은유들이다.다

음 연에서의 ‘changer’(변하다)와 ‘songer’(생각하다)는 각각 콜랭과 콜

뜨의 상태를 립시키며 라임을 이룬다.넷째 연에서는 서로 조 인

존재들이 나열되는데,‘cellequ'ilmepréfère’(그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그녀)와 ‘ImprudenteBergére’(경솔한 양치기 소녀)는 각각 콜랭이 정신

팔려 있는 귀부인과 시골의 양치기 아가씨인 콜 뜨를 립시키며 라임

을 이루고 있다.즉 ‘préfère’와 ‘Bergére’는 조 인 두 여인의 상태를

알려 다.가사 맨 끝의 세 행에서 라임을 맞추어주는 ‘demeure’( 쟁이

의 거주지)와 ‘amour’(사랑),‘jour’(오늘날의 ‘날’)는 정 가치를 병렬

시킨다.이것은 콜랭과의 이별이라는 부정 가치를 뜻하는 ‘cesse’(멈

춤),‘tristesse’(슬픔),‘délaisse’(떠났다)의 라임과 립된다.한편 콜 뜨

에게 있어서 정 가치를 지닌 존재인 ‘LeDevin’( 쟁이)은 맨 끝의

93)장 자크 루소,『인간 불평등 기원론』,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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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claircirencejour’의 동사 ‘éclaircir’(알다)로 연결된다.이는 ‘계몽’이

라는 18세기 인 주제를 환기하는 어휘로서 드뱅은 모든 것을 아는 능력

을 가진 자,즉 계몽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

3.<1장>콜 뜨의 모놀로그 에어 “J'aiperdutoutmonbonheur”가사 체

J'aiperdutoutmonbonheur;

J'aiperdumonserviteur;

Colinmedélaisse!

나는 내 행복을 모두 잃었네!

나는 내 시종을 잃었네!

콜랭이 나를 떠났네!

Hélas!ilapuchanger!

Jevondraisn'yplussonger:

J'ysongesanscesse!

아이고!어떻게 그가 변할 수 있는 거야!

이 마음을 떨쳐내고 싶지만,

다른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네!

J'aiperdumonserviteur;

J'aiperdutoutmonbonheur;

Colinmedélaisse!

나는 내 시종을 잃었네!

나는 내 행복을 모두 잃었네!

콜랭이 나를 떠났네!

Ilm'aimaitautrefois,etcefutmonmalheur.

Maisquelleestdonccellequ'ilmepréfère?

Elle estdonc bien charmante!Imprudente

Bergére,

Necrains-tupointlesmauxquej'éprouveen

cejour?

Colinm'apuchanger,tupeuxavoirtontour.

그가 나를 사랑했지,그것이 나의 불행이야.

그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는 구일까?

아마 그녀는 매력이 넘치겠지!경솔한

양치기 소녀여,

내가 지 느끼는 것과 같은 고통이 는

두렵지 않니?

콜랭이 날 배신했어,이제는 당신의 차례가 될거야.

Quemesertd'yrêversanscesse?

Riennepeutguérirmonamour,

Ettoutaugmentematristesse.

끊임없는 이 생각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사랑을 치료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들이 나의 슬픔을 더하게 만드네.

J'aiperdumonserviteur,

J'aiperdutoutmonbonheur;

Colinmedélaisse!

나는 내 시종을 잃었네!

나는 내 행복을 모두 잃었네!

콜랭이 나를 떠났네!

Jeveuxlehaïr...jeledois...

Peut-être ilm'aime encore...pourquoime

fuirsanscesse?

Ilmecherchaittantautrefois!

LeDevinducantonfaiticisademeure:

Ilsaittout;ilsauralesortdemonamour.

Jelevois,etjeveuxm'éclaircirencejour.

나는 그를 미워하고 싶어...꼭 그러고 말거야...

만약에 그가 아직도 날 사랑한다면...왜 그는 나를

계속 피하는 걸까?

에는 나를 그 게도 찾아 더니!

쟁이가 여기 가까이 살고 있지;

그는 모든 것을 알아,내 사랑의 운명도 알거야.

지 쟁이한테 가서 내 운명을 알아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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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뱅은 두 번째 장면(SceneⅡ)에서 처음 등장하며 그가 최 로 내

뱉는 사에는 공감이라는 주제가 환기된다. 4를 보면,드뱅의 사인

‘Jelisdansvotrecoeur’( 는 당신의 마음을 읽었습니다)는 동사 ‘lire’

(읽다)를 통하여 드뱅의 능력이란 어떤 것인가를 서술한다.드뱅은 콜

뜨의 심정을 단숨에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다.그의 첫 사는 자신이 혜

안을 가진 지혜로운 자로서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스스

로 알리는 것이다.콜 뜨와 드뱅간의 첫 화에서 루소가 후일 창조하

게 될『신 엘로이즈』주인공들의 이상 장소이자 공상의 나라인 끌라랑

스,즉 서로가 즉자 인 화가 가능한 친 한 계로 이루어진 이상

원 공동체가 감된다.

4.<2장>콜 뜨와 드뱅의 화

COLETTE:

Perdrai-jeColinsansretour?

Dites-mois;ilfautquejemeure.

콜 뜨:

는 이 로 원히 콜랭을 잃게 되나요?

말 해주세요. 는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

LE DEVIN:

Jelisdansvotrecoeur.

쟁이:

는 당신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한편 루소는 코메디아 델라르떼(commediadell'arte)의 인물 성격

을 주인공들에 반 시키고 있다.양치기 콜랭은 아를르캥(Harlequin)을

연상시키는 짓궂은 시골 청년으로 콜롱빈(Colombine)을 닮은 시골 양치

기 아가씨 콜 뜨를 사랑한다.94)그러나 루소는 이 순박한 시골 커 조

94)아를르캥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즉흥 소극의 한 형태인 코메디아 델라

르떼의 인물인 아를 키노의 랑스식 이름이다.아를르캥은 무지하고 상스

러운가 하면 천진하고 품 있는 구석이 있고,멍청해 보이는가 하면 민첩한

카멜 온으로 변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꾀와 장난을 가졌다.17세기 후

반부 동안에 리에서 도미니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비앙코 리는 아를르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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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는 경솔함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은이들로 설정해놓았다.콜랭은 ‘귀부인’(LaDamedeces

lieux)에 잠시 얼이 빠져 있고,콜 뜨 한 자기의 상 로서 ‘도회지의

미남 신사’(desgalantsdelaville)를 상상한다.루소가 선택한 이러한

인물 성격은 자연의 역에서조차 허 가 있을 수 있음을 폭로하는 듯

하다.루소는 드뱅의 사를 통해서 자연과 허 라는 주제를 도입한다.

5.<2장> 쟁이의 치터티 사

Jeprétendsàvospiedsramenerlevolage.

Colinveutêtrebrave,ilaimeàseparer:

Savanitévousafaitunoutrage

Quesonamourdoitréparer.

변덕스런 청년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어요.

콜랭은 당당함을 원하고,뽐내기를 좋아하지요;

그의 허 은 당신을 상심 했지요

그의 사랑은 다시 돌아올 거에요.

5에서 맨 끝의 두 행을 보면 ‘vanité’(허 )와 ‘amour’(사랑)가 있

다.이 두 단어는 각각 ‘겉모습’과 ‘참모습’의 본질을 변한다.드뱅은 콜

랭의 ‘허 ’이란 도회지의 여인들과 사교하기 한 수단이며,콜랭이 콜

뜨에게로 복귀하는 것이 ‘사랑’임을 말한다.드뱅의 사에서 ‘허 ’에

한 ‘자연’의 우 혹은 ‘진실’의 우월함이 은유되는데,루소는 이 주제

를 콜 뜨의 사에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6을 보면,마지막 연에

서 ‘amour’(사랑)는 ‘bonheur’(행복),‘cœur’(마음)와 연결되어 ‘진실’혹은

‘자연’으로서의 감정의 가치라는 주제를 환기한다.첫째 연에서는 이와

반 로 ‘ville’(도시),‘discours,’(이야기),‘facile’(술술 내뱉는),‘amours’

(애인)로 ‘자연’을 잠재 으로 하는 ‘허 ’라는 주제를 환기시킨다.

역할을 하면서 세련되고 지 이고 우아한 태도와 신랄한 언어를 쓰는 방향으

로 인물을 변화시켰다.18세기에 아를르캥은 골도니의 손을 거치면서 부드럽

고 감동 이며 우아한 연인으로 변화하게 된다.골도니는 아를르캥의 연인으

로 섬세하고 세련되고 말 잘하는 하녀 콜롱빈을 창조했다.김찬자,『코메디아

델라르테』(서울:도서출 연극과 인간,2005),pp.82-89,101-10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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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장>콜 뜨의 에어 “Sidesgalantsdelaville"가사 체

Sidesgalantsdelaville

J'eusseécoutélesdiscours,

Ah!qu'ilm'eûtétéfacile

Deformerd'autresamours!

내가 만일 도시에서 온 미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아,그 다면 말쑥하고 재치 있는 애인을

얻을 수 있을 텐데!

Miseenrichedemoiselle,

Jebrilleraistouslesjours;

Derubansetdedentelle

Jechargeraismesatours.

멋진 숙녀가 되어,

나는 매일 반짝거리겠지;

리본과 이스로 치장하고서

나는 우아함으로 돋보일 거야.

Pourl'amourdel'infidèle

J'airefusémonbonheur;

J'aimaismieuxêtremoinsbelle,

Etluiconservermoncœur.

충실하지 않은 애인 때문에

나의 행복이 망쳐질 수 있겠지.

쁜 치장 따 는 내게 쓸모가 없어,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면 말이야.

두 번째 장면(SceneⅡ)의 끝에서 드뱅은 자기의 이성 능력의 기표

인 ‘작업’(ouvrage)을 통하여 콜랭이 콜 뜨에게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한다( 7). 한 드뱅은 연인들의 감정의 본질이란 무엇인지에 해

콜 뜨에게 가르쳐주는데,이 목에서는 감정과 지식의 조화라는 주제

가 환기된다( 8).

7.<2장> 쟁이의 치터티 사

Jevousrendrailesien,

ceseramonouvrage:

나는 그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되돌려 놓겠어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작업이지요.

8.<2장> 쟁이의 에어 “L'Amourcroîts'ils'inquiète”가사 체

L'Amourcroîts'ils'inquiète;

Ils'endorts'ilestcontent:

LaBergèreunpeucoquette

RendleBergerplusconstant.

사랑은 불안과 더불어 자라납니다.

사랑이 만족스러우면 사랑은 잠잠해집니다.

바람기가 조 있는 양치기 소녀는

양치기가 변하지 않게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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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장면(SceneⅢ)의 드뱅의 사에서 감정과 지식의 조화라

는 주제가 재등장한다. 9의 사에서 ‘심오한 과학’(scienceprofonde)

은 ‘계몽된 정신’을 환유한다.여기서 ‘과학’이란 ‘그들의 사랑’(Leur

amour),즉 콜랭과 콜 뜨의 사랑을 보완하는 것이 된다.

9.<3장> 쟁이의 치터티 사 체

J'aitoutsudeColin,etcespauvres

enfants

난 콜랭에 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이 가여운 풋내기들,

Admirenttous les deux la science

profonde

그들은 나의 재주를 심오한 과학으로 존경

하고 있지요,

Quime faitdeviner toutce qu'ils

m'ontappris.

난 그들이 내게 가르쳐 것들로 언할

수 있어요,

Leuramouràproposencejourme

seconde;

지 그들의 사랑이 내 능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 답니다,

Enlesrendantheureux,ilfautqueje

confonde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해서 일을 꾸며

야겠어요,

DelaDamedulieulesairsetles

mépris.

귀부인의 조소를 자아낼 정도로 어리둥

한 일을 말이에요.

네 번 째 장면(SceneⅣ)에서 콜랭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10에서와 같이 콜랭의 첫 사에는 지혜를 해 지식과 사랑은 모두 필

요한 것이라는 그의 깨달음이 담겨있다.콜랭이 얻은 다른 교훈으로

는 ‘사치’(biensuperflus)란 지혜로움의 속성이 아니라는 이다.

10.<4장>콜랭의 치터티 사

L'Amour et vos leçons m'ont enfin

rendusage;

사랑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나는 깨달았어요.

Je préfère Colette à des biens

superflus:

콜 뜨를 사랑하기 해서라면 사치스러

운 것은 필요치 않다는 걸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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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랭은 세속의 부귀 화를 리고 싶은 욕구를 단념하고자 한다.

그러한 열망은 참된 행복과 거리가 먼 것임을 깨달은 그는 콜 뜨와의

사랑을 원한다.그러나 드뱅은 콜 뜨에게 그녀의 상 들로서 부자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사랑’과 ‘재물’을 치시킨다( 11).

11.<4장> 쟁이의 치터티

OnsertmalálafoislaFortuneet

l'Amour.D'être si beau garçon

quelquefoisilencoûte.

재물과 사랑은 동시에 충족되기가 어렵습니

다.특히 무모한 청년의 경우라면 종종 큰 값

을 치루게 되고야 말지요.

극에 등장하지 않지만 사를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인물인

‘귀부인’(Damedulieu)은 순박한 시골 청년인 콜랭에게 있어서 매혹

인 상이자 사회 신분 상승에 한 가능성으로 그의 마음을 끄는 인

물이다.이와 동시에 그녀는 콜 뜨의 라이벌이기도 하다.다섯 번째 장

면(SceneⅤ)에서 콜랭은 진정한 행복을 해서 ‘귀부인’을 단념하게 된

다.부와 명 를 향한 욕망을 끊기로 결심하면서 사랑하는 콜 뜨도 세

속 인 성취가 단지 불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깨닫도록 설득하기로 한다.

루소는 콜랭의 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공존하는 두 가지 욕구가

무엇인지를 말한다. 12의 가사에서 ‘양치기 소녀’(Bergère)와 ‘궁

정’(châteaux)은 서로 조 인 뜻을 지닌 어군으로서 자연과 사회라는

주제와 결부된다.이는 루소가 자신의 철학에서 가장 역 을 두는 표

인 변증법 주제로서 시골 생활과 도시 생활 사이에서 주 하던 루소

자신에 한 주제이기도 하다.95)한편 콜랭은 후일『신 엘로이즈』에 등

95)‘자연과 사회’라는 주제는 특히『신 엘로이즈』의 주인공 생- 뢰의 붓을

빌어 묘사되고 있다.작가의 분신인 생- 뢰는 루소의 철학 언어를 빌어

도시 리와 원의 작은 공동체인 끌라랑스 사회를 비교하면서 갖는 다면

감정을 고백한다.『신 엘로이즈』의 ‘내 분석’은 장 스타로뱅스키,『장

자크 루소-투명성과 장애물』,pp.163-239에 수록된 <5장>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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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게 될 생- 뢰의 모습을 미리 보여 다.생- 뢰는 연인 쥘리와 떨

어져 리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리를 황량한 사막으로 지칭하고 타락

한 도시의 이미지로 묘사하면서 원에서의 삶을 갈망한다.이와 마찬가

지로 콜랭은 자기의 을 혹했던 궁정에 작별을 고하면서 콜 뜨와 함

께 시골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싶은 심정을 토로한다.

12.<5장>콜랭의 에어 “JevaisrevoirmacharmanteMaîtresse”가사 체

JevaisrevoirmacharmanteMaîtresse.

Adieuchâteaux,grandeurs,richesse!

Votreéclatnemetenteplus.

Simespleurs,messoinsassidus

Peuventtouchercequej'adore,

Jevousverrairenaîtreencore,

Douxmomentsquej'aiperdus.

나의 아름다운 애인을 다시 만나리라.

이제 안녕,궁정이여,귀부인이여,재물이여!

그 찬란함은 이제 매력 이지 않아요.

나의 물과 끊임없는 호소로

내가 사랑하는 소녀를 감동시킬 수 있다면,

나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 테지요,

잃어버렸던 그 달콤한 순간들을 말이에요.

Quandonsaitaimeretplaire,

A-t-onbesoind'autrebien!

Rends-moitoncoeur,maBergère;

Colint'arendulesien.

사랑할 알고 한 기쁨을 아는 자라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노라!

당신의 마음을 주세요,나의 양치기 소녀여;

콜랭은 당신의 남자로 돌아갑니다.

Monchalumeau,mahoulette,

Soyezmesseulesgrandeurs;

MaparureestmaColette,

Mestrésorssontsesfaveurs.

나의 목동피리와 지팡이만이

나의 유일한 재산일까;

나의 보석은 나의 콜 뜨,

나의 보물은 그녀의 사랑이에요.

QuedeSeigneursd'importance

Voudraientbienavoirsafoil

Malgrétouteleurpuissance,

Ilssontmoinsheureuxquemoi.

얼마나 많은 신사들이

그녀의 순정을 갖고자 하는지,

그들의 권력과 세는,

나의 기쁨보다 못하는 것이라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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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와 부귀 화가 아닌 자연의 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소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콜랭의 목소리는 실제 루소의 과거와 련 있다.루소는

고향 제네바를 떠나 토리노 주 를 방랑하면서 귀족의 하인으로 들어가

일하며 출세의 꿈을 키우지만,자기의 연인이자 보호자인 바랑 부인

(MadamedeWarens)에게로 돌아갔다.루소는 그 때의 심정을 자서 에

서 토로하 는데,다음 구 은 콜랭이 부르는 <Je vais revoirma

charmanteMaîtresse>(나의 아름다운 애인을 다시 만나리라>의 가사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거의 보장된 행운의 기 를 아쉬움 없이 버리고「…」시골로

나섰다.수도여 잘 있거라,궁정이여,야심이여,허 이여,사랑

이여,미녀들이여,「…」희망을 걸었던 온갖 커다란 모험들이

여,이제는 작별이다.「…」가슴은 기쁨으로 포만되어 있다.96)

여섯 번째 장면(SceneⅥ)에서는 세속의 부귀 화를 월하는 사

랑의 가치에 한 주제가 반복된다.콜랭의 후회에도 불구하고 13의

사처럼 콜 뜨는 자기가 다른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그러

자 콜랭은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마을을

원히 떠나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서로가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

은 둘은 화해하게 되고, 14에서와 같이 그 어떤 부귀 화도 연인을

신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

13.<6장>콜 뜨의 치터티 사

Vossoinssontsuperflus.

Non,Colin,jenet'aimeplus.

당신이 애원해도 소용 없어요.

그만 둬요,콜랭,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96)장 자크 루소,『고백』,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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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장>콜랭과 콜 뜨의 앙상블 가사

Colin:

J'eusseencorepréféréColette

Atouslesbiensdel'univers.

…

Colette:

Colinm'eûtsemblépréférable

Atoutl'éclatdelaCour.

콜랭:

나는 세상의 모든 부귀 화보다

콜 뜨를 더 좋아해요.

…

콜 뜨:

나는 궁정의 부신 채보다

콜랭을 더 좋아해요.

세속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행복감은 콜랭의 로망스 가사에서 표

출된다.콜랭은 시골의 고단한 생활을 비탄해함에도 불구하고 콜 뜨와

함께라면 그는 어떤 것도 후회할 일이 없다.사랑하는 사람과의 소박하

고 진실된 사랑은 어려움조차도 따스하고 마음을 끄는 것이 된다.콜랭

은 자신에게 있어 단 하나의 진정한 사랑인 콜 뜨의 순수한 마음 덕분

에 황폐하고 삭막한 환경이 주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있다.

이러한 콜랭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원에서의 삶에는 행복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5에 제시된 로망스의 가사 첫 두 문장을 읽어보면 콜랭이 시

골 생활을 매우 고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루소는 고생

스런 시골 생활의 부정 인 면을 서두에서 부각시키고 있다.그러나 이

어지는 구 에는 정 인 면을 열거한다.루소는 노동과 휴식을 번갈아

하는 과정에서 감미로운 기쁨을 느 다.97)콜랭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

다.콜랭은 시골의 쓰라린 기후와 고된 노동에서 오는 피로는 콜 뜨와

의 사랑을 통해 정화되며,사랑하는 여인의 안식처에서 휴식한다면 낙원

의 행복감을 맛보게 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루소의 원에 한 애정의 감정이다.이것은 그가 늘 향

97)장 자크 루소,『루소,장 자크를 심 하다- 화』,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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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젖어 있었던 어린 시 의 시골 생활을 그리워하는 정서와 동일하

다.

시골 마을에서 보낸 2년 동안의 생활 덕분으로「…」 원 풍

경은 나에게 하도 새로운 것이어서 그것을 즐기기에 지칠

을 모를 정도 다.나는 원에 한 강한 취미를 붙 고,그

취미는 구히 꺼질 수 없는 것이 되었다.거기서 보낸 행복한

나날의 추억 때문에 한평생 언제나 그 원에서의 체류와 그

기쁨들을 그리워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거기로 되돌아가서 묵

게까지 되었다.98)

15.<8장>콜랭의 로망스 “Dansmacabaneobscure”가사 체

Dans ma cabane obscure, toujours

soucisnouveaux;

vent,soleil,froidure,toujourspeineet

travaux.

Colette, ma Bergère, si tu viens

l’habiter,

Colin dans sa chaumière n’a rien à

regretter.

나의 컴컴한 오두막에는,새로운 걱정거리

들이 항상 머무른다네.

바람,태양,추 ,고된 일과 고통이 늘 따

라다니지.

나의 양치기 소녀 콜 뜨여,당신이 늘 내

곁에 있어 다면,

콜랭 그의 가집에는 후회스러운 일이란

아무것도 없을 거야.

Des champs,de la prairie retournant

chaquesoir,

chaquesoirpluschérie,jeviendraite

revoir:

Dusoleildansnosplainesdevançantle

retour,

je charmeraimes peines en chantant

nôtreamour.

들녘에서,그리고 원에서, 녁마다 나는

다시 돌아오지,

나는 매일 녁 를 다시 만나고 를 더

욱 더 사랑하네.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욱 빠르게 우리의

지를 가로질러 집에 돌아오면,

나는 와 나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내 모

든 고통을 행복하게 맛보리.

98)장 자크 루소,『고백』,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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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루소에게 있어서 인 인 세상에서 도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자연은 그에게 묵상과 인식을 한 필수 인 수단이었다.루소가

자연을 찾는 것을 “근본 인 진리로의 도피”라고 보았던 스타로뱅스키는

그것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 다.

사회를 한번 잊으면,추억과 타인의 여론에 한 염려를 한번

몰아내면 루소는 풍경에서 본래 경 의 성격을 되찾는다.

「…」그때 루소는 어떤 외부의 상도 끼어들지 않은 자연을

즉각 만날 수 있다.「…」즉각 지각할 수 있고 불투명하게 된

주가 풀린 이 자연에서 루소는 언자의 역할을 맡는다.그

는 숨은 진리를 공언한다.99)

《마을의 쟁이》에서 루소는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자연

에 한 자신의 들을 종합한 주제를 제시한다.콜랭은 자기의 시골

오두막에서 안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콜 뜨도 자연 속에서 치유와

안을 얻는다.이 둘의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인 드뱅은 자연이 지닌 고

차원의 지혜를 변한다.이러한 지혜는 이후 높은 학식을 가진 인물인

『신 엘로이즈』의 생- 뢰와『사회계약론』의 입법자에게서 볼 수 있

는 특징인데,100)그 다면 드뱅은 루소 자신의 이상 자아의 표상이라

99)장 스타로뱅스키,『장 자크 루소-투명성과 장애물』,p.92.

100)『신 엘로이즈』의 생- 뢰는 루소가 세 스콜라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아

벨라르를 모델로 하여 만든 인물이다.소설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루소는 아

벨라르와 그의 연인 엘로이즈 사이에 오간 편지들의 향을 많이 받았다.루

소의 생- 뢰는 아벨라르가 그러했듯이 학식이 높은 자이자 연인의 가정교

사가 된다.입법자(legislator)는 루소의『사회계약론』(1762)에서 그려지는 공

화국 법의 권 자이다.입법자는 공화국의 시민들이 제도를 감정 으로 신뢰

할 수 있게 하는 자로서 루소는 기원 7세기경에 스 르타에 헌법을 부여했

다는 리쿠르고스(Lycurgos)를 모델로 삼았다.루소는 입법자를 신과 같은 권

를 가진 신비스러운 인물이자 뛰어난 학식을 가진 자로 묘사하 다.루소

가 창조한 인물인 생 뢰,입법자에 한 설명은 N.J.H.D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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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루소는 자신이 성찰한 주제들을 제시하기 해서 등

장인물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맡기고 있다.그는 인물들을 통해서 자연의

진리,도덕 ․철학 진실들에 하여 논한다. 한 그는 인물들을 통해

서 자신의 내 역을 타인의 내면에 침투시키고자 한다.그리하여 루

소는 자신의 자아가 타인에 의해서 마치 정 하게 찰되는 것처럼 만들

고자 한다.

마지막 장면(SceneⅧ)은 콜랭과 콜 뜨의 친구들이라 할 수 있는

시골의 청춘 남녀가 모여 드뱅의 능력에 찬사를 보내고,이 양치기 커

의 사랑을 축하하는 시골 축제이다.루소는 이 장면을 디베르티스망이라

고 불 고 “사건 개 안에 들어 있으며,여러 장면의 통일된 무드를 해

치지 않은 매력 인 착상으로 충만하다”고 자평했다.101)여기서 루소는

본가,작곡가,안무가,미술가 혹은 무 를 총 하는 감독으로서의 재

능을 결합한다.《마을의 쟁이》의 피날 는 콜랭과 콜 뜨의 노래,축

제의 진행자인 드뱅의 노래,시골 사람들의 보드빌로 구성된다.여기에는

토마임 장면도 추가되는데,시골 사람과 궁정 사람을 연기하는 배우들

의 동작 속에서 시골과 도시에 한 루소의 심리 태도가 드러나며 사

회 비평가로서의 루소의 식견 한 개진된다.

랑스의 철학자이자 술 비평가인 루이 마랭(Louis Marin,

1931-1992)은 주제의 권 란 주제 그 자체에 한 진지한 숙고를 통해

야기되는 것으로서 주제에 한 이해를 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간과 수용자의 숙고라고 하 다.재 행 라는 것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이미지들 는 그 이미지를 체하기 한 일련의 이미지를 제공

하는 것이라고 마랭은 설명하 다.추상 인 표 에 있어서 이상 인 모

범의 외형은 기호(sign)들을 통하여 성취된다고 그는 결론지었다.그 기

RousseauDictionary에서 “Julie,ouLaNouvelleHéloïse” “legislator”항

목을 참고.

101)장 자크 루소,『고백』,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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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재 은 기호들 속에서 혹은 기호들 주변에서 이루어지며,기호

들은 생각들의 기표가 아니라 그것들의 표 효과 내에서만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된다.102)《마을의 쟁이》는 루소가 이상 자아를 표

하는 기호들이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그의 표 체계에서는 그 자

신이 여러 기호들의 의미에 한 해석이 되는 기호로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루소는《마을의 쟁이》의 등장인물 목소리들에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녹여냈다.인물들의 말을 통해 들리는 루소의 목소리는 개인이

진정한 자아를 깨닫기 해서는 도시라는 사회와 단 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다.그리하여 루소는 시골에 권 를 부여하면서 자연에 한 자신의

비 을 제시하게 되는데,그 비 은 콜랭과 콜 뜨의 선택과 깨달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자연에 한 동경

음악은 가사에 종속됨으로써 텍스트를 보강해야 한다는 17세기 이

론가들과는 달리 18세기 랑스의 ‘철학자들’(LesPhilosophes)은 음악과

텍스트를 하나의 형태로 통합하려 했다.103)반면에 루소는『언어기원론』

102)LouisMarin,LePortraitduRoi(Paris:LesEditionsdeMinuit,1981),

pp.10-11.“”안의 인용 원문은 다음과 같다:[Laréprésentationdanset

parsessignesreprésentelaforce:délégationsdeforce,lessignesne

sontpaslesreprésentantsdeconceptsmaisdesreprésentantsdeforces

saisissablesseulementdansleurseffetsreprésentants.]

103)이러한 욕구는 디드로의『라모의 조카』(LeNeveudeRameau,1761?)에

서 주인공인 ‘라모의 조카’의 토마임에서 다루어졌다.주인공은 토마임을

통하여 그림같이 생생한 장면과 낭랑한 소리를 하나로 통합한 오페라를 창조

하려 하며 랑스식 오페라보다 이탈리아식 오페라의 장 을 고수한다.주인

공의 가상의 오페라는 하나의 혼성된 장르를 견하 다.이 혼성된 장르는

랑스 서정비극을 이탈리아식과 혼합하려 한 18세기 후반의 오페라 신과

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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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시작한 음악과 언어의 연결에 한 지속 인 연구 속에서 언어

에 음악을 귀속시키는 것을 선호했다.루소는 언어와 목소리의 이론상의

이상 결합으로서 치터티 에 한 실험을 했다.루소는《마을의

쟁이》에서 실험한 치터티 가 본인의 가장 격 인 신이었다고 자

평하 다.

내가 가장 애착을 느 고, 가장 격 인 부분은 서창부

다.내 것은 새로운 방식의 억양으로 되어 있어, 사의

단속을 따라 진행된다.이 끔 한 신을 감히 그 로 통과시

킬 수 없었으며,온순한 귀에 반발을 일으킬까 두려워했

다.104)

루소는 오 스트라의 박자에 맞춰진 기계 인 정률의 치터티 는

조악하다고 보았다.105) 랑스 오페라에는 에어와 치터티 사이의 뚜

렷한 구분이 없고, 랑스 치터티 는 치터티 가 아니라고 비 했

던 루소는《마을의 쟁이》에서 치터티 의 ‘자연스럽지 못한’성질을

바꾸고자 했다.106)

루소가 언어를 강화하기 하여 음악 텍스추어의 효과 인 변화를

주고 있는 는 콜랭이 부르는 로망스를 들 수 있다.악보 1에서 악기

들과 루트의 합주로 시작하는 세 마디 주는 가사의 을 구분하는

데 이용된다.그리고 가사의 단락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한 텍스추어도

있다.마디 4,마디 10,마디 16,마디 22에서 보컬은 베이스가 빠진 반주

104)장 자크 루소,『고백』,p.394.

105)Jean-Jacques Rousseau,"Recitative",Dictionnaire de musique(Paris:

Duchesne,1768;Hildesheim:Olms,1969,reprent;New York:Johnson

ReprintCorp.,1969).

106)서울 학교 서양음악연구소 번역,『서양음악사 원 』(서울:서울 학교 서

양음악연구소,2002),pp.887-89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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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들리기 시작하고 한 마디 후에는 베이스 악기가 첨가되어 보컬

의 선율이 보강된다.

로망스의 마디 5와 마디 11에서의 리듬은 루소가 ‘흐느낌’(sobs.)

이라고 이름 붙인 표 인 장치 다.107)이것은 콜랭이 고된 시골 생활

을 걱정하는 것(1,2행)을 음악 으로 표 한 것이다.108)마디 17과 마디

23에 등장하는 감7화음은 콜 뜨의 매력이 피어나는 순간을 음악 으로

형상화한 것으로서,이는 콜랭에게 있어 콜 뜨의 매력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것(3,4행)에 한 경이로움을 표 하는 장치이다.마지막 마디

는 멜로디의 정을 하여 보컬이 다른 악기들보다 한 옥타 높은 음

으로 올라가서 강조된다.루소는 이러한 텍스추어를 통해서 마치 격언과

도 같은 가사를 서정 으로 표 해낸다.

107)DanielHeartz,"TheBeginning oftheOperaticRomance:Rousseau,

Sedaine,andMonsigny",p.160.

108)콜랭의 로망스 <Dansmacabaneobscure>가사는 앞의 15를 참조할

것.



-52-

악보 1.Romance,Dansmacabaneobscure109)

109)DanielHeartz,"TheBeginning oftheOperaticRomance:Rousseau,

Sedaine,andMonsigny",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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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 낭만 인 삶에 한 루소의 염원은 콜랭이 부르는 로망

스의 음악 스타일에 작용한다.루소에게 있어 이 로망스 음악은 연가(戀

歌)이다.그가 느 던 연가의 정서는『신 엘로이즈』의 생- 뢰가 하

는 끌라랑스 포도 수확 때의 밤풍경을 통해 묘사된다.

밤참 후에는 삼 껍질을 벗기면서 한두 시간 더 즐거운 모임을

갖습니다.각자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는데,때로는 포도 수확

하는 여인들이 모두 합창을 하며, 때로는 번갈아가며 독창

을 하거나 후렴을 부릅니다.노래의 부분이 옛 연가여서 곡

조가 그리 재미있지는 않지만,이 곡조들은 끝내 감동을 주고

마는 뭔가 고 풍의 즐거움 같은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가사

는 순수하고 소박하며 종종 우울합니다.그 지만 마음에 듭니

다.110)

생- 뢰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미롭고 단순하며 가사가 서 연

가의 곡조는 스타로뱅스키가 설명하 듯 “순수한 자연의 지배 속에서 살

아가는 아름다운 혼들의 마음의 투명성과 장애물 없는 소통”으로서의

멜로디이다.111)루소는 생- 뢰의 시선을 통해서 연가에 목가 이미지

와 함께 소박하고 서 정서를 부여했다.

루소는 음악장르로서는 ‘로망스’(Romanc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한 사람이며,112)자신의『음악사 』에서 로망스를 정의내리며 그 요소들

110)장 자크 루소,『신엘로이즈 2』,p.289.

111)장 스타로뱅스키,『장 자크 루소-투명성과 장애물』,p.180.

112)18세기 반 랑스에서 로망스(romance)라는 용어는 고 를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유 형식의 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1750년에 시인

라디(F.A.ParadiesdeMoncrif)에 의해서 용어가 확립되었고,1765년 루소

는『백과 서』에서 로망스 장르의 모델로서 라디의 작품을 인용하 다.

루소는『음악사 』에서 이 용어를 음악 정의로 최 로 소개하게 된다.루

소는 로망스를 멜로디가 시의 정서를 고스란히 반 하고 있는 음악이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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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로망스. 이 있는 아담한 시를 노래하는 에어이다.「…」로망

스로서의 에어는 단순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측은하게 만들어

야 한다.다소 고풍스러운 스타일로서 음조는 시의 성격을 반

해야 한다:장식과 기교가 없고,멜로디는 온화하면서도 자

연스럽고 소박하게.기교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그 자체로만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멜로디는 톡 쏘는(piquant)맛을 낼

필요가 없으며 그 우직하고 솔직하면 충분하다.「…」잘 만

들어진 로망스는 첫인상이 강렬하지 않지만 이 추가되면서

차 깊은 울림이 생겨난다.「…」우리는 자신이 물을 흘리

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나 그 물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무

엇인지에 해서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기악 반주

를 지나치게 곁들이면 효과는 반감된다.로망스 멜로디에 필요

한 것은 오직 목소리 뿐이다.시어를 명료하게 나타내면서 단

순하게 노래하는 목소리 말이다.113)

루소의 에서라면《마을의 쟁이》에서 콜랭이 부르는 로망스

는 노래하는 말의 모습에 가깝다.이것은 루소가 품은 이상 인 언어상

에 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루소에게 있어 가장 ‘자연 인’음악은

명하 다.18세기 후반 로망스는 유 형식,장식 이지 않는 수수한 멜로디,

보조 인 반주,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스타일의 명사 다.오페라

코미크에서는 필리도르(F.A.Philidor),몽시니(Monsigny),그 트리(Grétry)

등 여러 작곡가들이 로망스를 작곡하 고, 명기에도 로망스는 매우 인기를

끌던 장르 다.18세기 로망스 장르의 표 인 로 마르티니(J.P.G.

Martini)의 <사랑의 기쁨>(Plaisird'amour,1783/4)이 자주 언 된다.Roger

Hickman,"Romance-France",GroveMusicOnline.OxfordMusicOnline.

113)EgonWellesz& FrederickSternfeld(ed.),TheAgeofEnlightenment:

1745-1790(London:OxfordUniversityPress,1981),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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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기원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그것은 인간 음성의 멜로디 다.

루소에 의하면 멜로디는 “일종의 노래하는 언어로서 인류의 말이 태어난

동시에 태어났으며,수 세기 동안 존재해 온 음악 ,지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다.114)『언어 기원론』에서 루소는 선사 시 에는 노

래하는 목소리가 말하는 목소리에서 분리되었을 때까지 노래는 말하는

목소리의 높낮이를 모방하 을 것이라고 상상하 다.선사시 인류의

기원 시기에는 노래로부터 말을 분리하기 어려웠고,이때는 말하는 것도

노래하는 것 같았고,노래하는 것도 말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다.그러

나 인간에게 합리성과 추상성이 증가하면서 말의 본래 특성이 많이 변질

되었다고 루소는 얘기하 다.115)

루소는 인간 내면의 열정 강세는 기 언어를 닮은 음악으로 재

되며,그것은 음성의 자연 인 억양인 멜로디를 통해서 표 되면서 인

간의 내 존재에 속하는 어떤 것을 재 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고 보았

다.116)루소에게 있어 노래란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만날 수 있는 자

연 상태의 아름다운 원시언어”이자 “순수한 인간의 정념이 배어 있는 오

염되지 않은”자연의 언어이자 더 우수한 차원으로 올라간 말이었다.117)

루소에게 있어 노래는 그가 품고 있던 큰 계획인 ‘자연으로 돌아가

자’,즉 자연으로의 회귀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었다.118)콜랭이 부르고

있는 로망스는《마을의 쟁이》에서 더욱 순수하고 자연스러우며 어떠

한 근원 인 것을 반 하는 음성 형태를 암시하고 있다.콜랭에게 있어

서, 한 루소에게 있어서 사랑과 행복을 한 최 의 상태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이라는 존재이다.루소는 그러한 자연을 찬양하는 이 로망스

114)장 자크 루소,『언어 기원에 한 시론』,pp.97-99.

115) 의 책,pp.35-37.

116)한문희,“루소와 언어의 기원”,『불어불문학연구』제 37집(한국불어불문학

회,1998),pp.831-832.

117)장 자크 루소,『언어 기원에 한 시론』,pp.199-200의 해제를 참고.

118) Jenny Batlay,Jean-Jacques Rousseau: Compositeur de chansons

(Paris:Editionsdel'Athanor,1976),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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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통하여 자연의 신성함과 고결함에 한 자신의 동경을 표 하고

있다.

5.문명 비평 태도

일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달할 때 말

이나 몸짓,표정 등을 사용한다.말은 의사 달에 있어서 효율 인 수단

이지만 제스처가 보충되어 의사 달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간혹 표

정이나 몸짓은 의식 이든 무의식 이든 내면의 상태를 외부로 노출 시

킨다.그러기에 우리는 타인의 표정이나 동작에 나타난 어떤 내 인 면

을 읽어내고 상상을 북돋으며,우리 자신도 종종 제스처를 통하여 내

세계를 표 하게 된다.이번 에서는《마을의 쟁이》의 < 토마임>

장면에서 찰되는 제스처를 루소의 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이를

해서 악보의 지문을 통해 묘사되는 제스처와 음악의 연결 양상을 살펴

보면서 루소가 조명하려는 주제에 하여 논의할 것이다.

루소는『음악사 』에서 토마임에 하여 “두 명 이상의 서가

연기를 곁들여 춤추는 형태의 에어(air)”라고 정의하면서 토마임을 인

간의 신체로 표 하는 음악이라고 설명하 다.119)《마을의 쟁이》에서

는 < 토마임> 의 내용을 악보를 통해서만 악할 수 있다.루소가 표

기한 지문들은 음악과 동하는 연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명시한다.표 1

은 < 토마임>악보에 표기된 15개의 지문을 정리한 것으로서 순서 로

읽어나가면 장면의 스토리가 악된다.

119)PeterBranscombe,“Pantomime”,GroveMusicOnline,Oxford Music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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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마을의 쟁이》 ‘토마임’의 연기 지문120)

순서 지문
시작

마디

① “시골 여자 등장”(Entréedelavillageoise) 4

② “궁정인 등장”(Entréeducourtesan) 41

③
“그는 시골 여자를 본다,그가 보는 동안 그녀는 춤을 춘다.”

(Ilaperçoit lavillageoise.Elledansetrandisqu'ilregarde.)
72

④ “그는 그녀에게 돈 주머니를 내민다.”(Illuioffreunebourse.) 89

⑤ “그녀는 경멸하며 거 한다.”(Ellelarefuseavecdédain) 92

⑥
“그는 화려하게 장식된 목걸이를 그녀에게 보여 다.”

(Illuiprésenteuncollierfortorné)
106

⑦

“그녀는 목걸이를 걸고 만족해하며 샘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본다.”

(Elleessaielecollieretainsiparéeseregardeaveccomplaisancedans

l'eaud'unefontaine)

114

⑧ “시골 남자 등장”(Entréeduvillageois) 133

⑨
“시골 남자의 슬 모습을 본 여자는 목걸이를 돌려 다.”

(Lavillageoisevoyantsadouleurrendlecollier.)
155

⑩ “궁정인은 시골 남자를 한다.”(Lecourtisanl'apperçoitetlemenace.) 160

⑪
“시골 여자는 용서를 청하며 시골 남자에게 자리를 뜨라는 신호를 다.”

(Lavillageoiseveutl'apaiseretfaitsigneauvillageoisedes'enaller.)
167

⑫
“시골 남자는 요지부동이며,궁정인은 그를 한다.”

(iln'enveutrienfaire,lecourtisanmenacedeletuer.)
172

⑬

“시골 남녀는 궁정인의 발 아래로 몸을 낮춘다.연민을 느낀 궁정인은 둘을

맺어 다.”(Ilssejettenttousdeuxauxpiedsducourtisan.Ilselaisse

toucheretlesunit.)

175

⑭

“환호하는 세 사람.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고 궁정인의 훌

륭한 행동을 칭송한다.”(Ilsseréjouissent toustrois,lesvillageoisde

leurunionetlecourtisandelabonneactionqu'ilafaite.)

179

⑮
“모두 춤추고 노래하며 토마임을 마친다.”

(ToutleChœurdedanseachévelaPantomime.)
210

120) < 토마임>의 연기 지문은 Jean-Jacques Rousseau,Le Devin du

village,Firstedition(Paris:V.Delormel& Fils,n.d.,1753),pp.64-75(악보

출처:IMSLP공식 웹사이트 http://imslp.org/) 는 CharlotteKaufman(ed.),

Jean-JacquesRousseau'sLeDevinduVillage,pp.84-100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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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임 연기는 시골 남녀와 궁정인의 삼각 계를 다루면서《마을

의 쟁이》의 기본 롯인 사랑과 질투,화해를 재 한다.121)궁정인이

시골 여자에게 돈 주머니를 보여주며 근하자 여자는 퇴짜를 놓다가 목

걸이에 마음이 흔들린다.시골 남자가 등장하여 여자의 마음을 돌려놓자

궁정인은 그를 하고 시골 남자는 이에 맞선다.결국 시골 남녀는 궁

정인에게 용서와 자비를 청한다.이들에게 연민을 느낀 궁정인은 둘의

결합을 축복해 다.

루소가 표기한 지문은 음악과 동시에 진행되는 세 가지 차원의 연

기들,즉 춤,몸동작,얼굴 표정을 지시한다. 를 들어 지문①과 ②는 무

로 시골 여자가 춤추며 등장한 직후 궁정인도 춤을 추며 무 에 등

장할 것을 지시한다.④는 궁정인이 시골 여자에게 돈 주머니를 내미는

몸동작을,⑤는 경멸의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드러내면서 유혹자의 선물

을 거 하는 여자의 동작을 지시한다.

루소의 지문에서 특정 단어는 음악을 연기에 동조시키게 만든다.

를 들어 ‘경멸’(dédain)이라는 단어가 있는 지문⑤의 음악은 시골 여자

가 궁정인에게 퇴짜 놓는 동작과 연결된다.악보 2를 보면,마디 92-93

에서 상성부 선율이 옥타 음정으로 하강했다 도약하며 셋잇단 음형으

로 C음을 투박하게 반복하고 있다.이것은 궁정인이 돈 주머니를 시골

여자에게 보여주는 순간(지문④,마디 89이후)에 연주되는 마디 91의 반

음계 선율과 조된다.

121) Charlotte Kaufman, “Introduction”, Charlotte Kaufman(ed.),

Jean-JacquesRousseau'sLeDevinduVillage,p.Ⅹ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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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Scene8,Pantomime/마디 87-93

다음의 악보 3을 보면,마디 72지 에 표기된 지문③은 상치 못

한 불 화음의 페르마타 뒤에 나온다.마디 65부터 시작되는 Bb장조의

패시지가 마디 68에서 반종지 되고 이 이즈는 한 번 더 반복(마디

69이후)된다.네 마디 단 로 반복되는 악구 각각은 첫 세 마디가 동일

하나 네 번째 마디에서 종지가 서로 다르다.반복되는 악구는 마디 68에

서처럼 도미 트인 F장조로의 종지가 기 되지만 상치 못한 F#감7이

등장한다.이것은 Bb스 일의 제6음인 G의 ⅶ7코드이다.마디 72의 베

이스 F#은 마디 71의 베이스에서 울렸던 F음보다 감7도 아래이다.마디

72에서는 베이스 F#과 상성의 A,C가 동시에 울리면서 페르마타로 멈춘

다.상성의 A와 C음은 F장조 코드의 구성음이지만 베이스 F#으로 인해

불 화 음정이 될 뿐이다.마디 72의 페르마타는 지문③이 알려주듯이

궁정인이 시골 여자를 향해 시선이 멈춘 순간과 일치된다.그러나 이처

럼 일시 정지된 날카로운 F#감화음의 울림에서 궁정인의 멈춰진 시선

에 담긴 속뜻까지는 아직 알 수 없다.이어지는 지문④와 ⑤를 확인하면

마디 72(지문③)는 ‘유혹’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지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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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Scene8,Pantomime/마디 65-80

다음 악보 4를 보면,음악은 6/8박자로 ‘속도감을 가지고 명랑하

게’(Gaisansvitesse)모티 를 연주한다.마디 89의 지문④로 보아서 유

혹의 제스처가 본격 으로 일어나는 목이다.궁정인의 우아하면서도

경쾌한 매 에 부합하는 음악이 연주되는 에 객은 궁정인이 시골 여

자를 유혹하려고 돈 주머니를 꺼내 보이는 행동을 지켜 볼 수 있을 것이

다.궁정인의 제스처에 한 여자의 반응은 코멘트 ⑤처럼 경멸스러운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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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Scene8,Pantomime/마디 81-93

시골 여자가 자기에게 돈 주머니를 보여주는 궁정인에게 경멸의

길을 보내는 것은 이 세련된 외양을 지닌 궁정인의 속셈을 직감했기

때문일 것이다.궁정인이 시골 아가씨를 유혹하려고 돈을 보여주는 설정

은 ‘의범 ’에 한 루소의 도덕 과 맞닿아 있는 연극 구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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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범 이라는 것이 고상하고 세련된 취향을 수반하는 에티

켓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아첨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혼을

구기고 마음을 오염시키는 음흉한 계략 는 유혹을 은폐하는

악덕이다.122)

의심과 시기심․두려움․냉정․조심․증오․배반 등은 정 함

이라는 획일 이고 해로운 베일 속에,다시 말해 우리 시 의

개화에 힘입은 바 큰,격찬 받는 세련된 의바름 속에 끊임없

이 감추어질 것이다.123)

앞에서 서술하 듯이 궁정인이 시골 여자에게 시선이 멈춘 때(마

디 72)에 울리는 F#감7화음은 궁정인과 시골 여자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알리는 지 이다.악보 4에서의 마디 90-91에서 하행 시 스로 다시 등

장하는 감음정은 유혹하려는 자,즉 궁정인의 음악 상념으로 기능하고

있다.이 감음정은 악보 5에서의 마디 175-17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재등

장하게 된다.“시골 남자와 시골 여인은 궁정인 발아래 몸을 던진다”(지

문⑬)라는 지문이 표기된 마디 175-178의 음악은 ‘느린’(Lent)3박자의

반음계 하행이 특징 이다.이것은 시골 남녀가 지체 높은 궁정인에게

자비를 호소하는 상황을 묘사한다.여기서 루소는 자비를 행하는 게 신

분 높은 자의 권리라는 것을 환기시키기라도 하듯이 “시골 남녀에 한

연민과 용서의 제스처를 궁정인이 연기하도록”(지문⑬)설정했다.

122)장 자크 루소의 “나르시스 서문” 역문을 인용.Jean-JacquesRousseau,

"A Preface to "Narcisse:Orthe Lover ofhimself"",『SpecialIssue:

Jean-JacquesRousseau』,PoliticalTheory,Vol.6no.4(1978),p.549.

123)장 자크 루소(김 역),『학문과 술에 하여 외』(도서출 한길사,

2007),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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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Scene8,Pantomime/마디 175-181.

《마을의 쟁이》의 < 토마임>은 매우 독특한 실험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이 오페라를 국 무 를 해 번안했던 찰스 버니는

“콜랭과 푀베(Phoebe,콜 뜨의 국식 이름)가 화해한 뒤에 이어지는

토마임 장면은 이 오페라 체에서 가장 탁월한 순간”이라고 극찬하

다.124)루소의 동료인 디드로는 연기와 음악이 함께 결합하여 시를 만들

어냈다고 평가하면서 루소를 “불만스러운 발 를 종결시킨 장본인”으로

인정하 다.125)《마을의 쟁이》의 < 토마임> 장면은 루소가 생각한

“인간의 신체로 노래하는 음악”126)을 구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다루는 루소의 극작술을 보여주는 이기도

124) Charles Burney,"Preface to The Cunning Man". Jean-Jacques

Rousseau:Thecunning-man(London:T.Becket& P.A.DeHondt,1766),

p.ⅩⅩⅡ,http://galenet.galetroup.com/servlet/ECCO?.

125)DenisDiderot,『EntretienssurLefilsNaturel』,DiderotŒuvresⅣ.

Esthétique-Théâtre(Paris:R.Laffont,2000),p.1183.

126)PeterBranscombe,“Pantomime”,GroveMusicOnline,Oxford Music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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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루소는 < 토마임>의 연기에서 당 사회의 인간 계 속에 숨겨

진 욕구와 충동을 그려내고,권 와 엄의 이면에 감추어진 본성의 문

제를 제기한다.그러나 그 주제는 마치 악의 없는 농담처럼 희극 으로

지 되고 있다. 를 들면,궁정인에 맞서는 시골 남자의 행 는 신분 사

회 던 당시의 실 기 으로 봤을 때에는 인과성을 갖기 어렵다.그러

나 이러한 비개연 인 설정은 희극의 극 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루소는 결말에 인물들의 양식화된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실

상황을 비유하고 사회 실을 자각시킨다.127)그는 < 토마임> 등장인물

의 성격 속성을 사회의 규 에 어 나게도 는 합하게도 설정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당 에 한 자신의 비 을 희극 으로 이완

시켜 제시하 다.한편으로 이것은 당시의 객들이 이 토마임의 상황

과 인물들에게 논리 인 의문을 제기할 시간 여유를 제공하지 않으려

한 루소의 략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127)루소는 텐블로 성 연을 앞두고 귀족 계 을 풍자한 사를 일부 수정

하기도 했다. 를 들면,네 번째 장면(SceneⅣ)의 콜랭 사 에 “자신이

궁정 여인들과 히히덕 는 바보같은 실수를 질 다”(A m'en laisser

conterparlesDamesdeCour)는 “나는 콜 뜨를 원히 잃게 되는 것일

까”(Aurais-jedoncperduColettesansretour)로 수정된다.1753년 공식 출

된《마을의 쟁이》악보에도 이 수정된 사가 가사로 삽입되고 있다.

Jacqueline Waeber,"Le Devin de la Foire?",Jacqueline Waeber(ed.),

MusiqueetGesteenFrancedeLullyàlaRévolution(Berne:PeterLang,

2009),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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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마을의 쟁이》는 동시 의 사람들을 열 시켰지만 루소 자신이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작품은 오직 루소 자신의 즐거움을 해서 만들어

졌다.128)루소가 자서 을 통해 밝힌 것처럼 그는 자신이 만든 상상력에

서 태동한 창작 활동에서 안을 찾았다.본문에서 서술하 듯,루소는

《마을의 쟁이》의 작업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그는 본작가,작

곡가,연출가로서의 재능을 한 작품 내에서 결합하 다.루소는 자신이

만든 이야기,음악,미장센에서 ‘시골사람 장-자크’가 만든 상상력을 발휘

했다.

루소의 추억으로 회상되던 유년 시 의 자연 경 과 쉬종 고모가

불러주던 단순한 곡조는 이 작품을 주조하는 근원 요소이다. 한 루

소의 지난날 마법에 한 동경과 공상 기질이 작품에서 되살아난다.

그런가 하면 당 의 지성계를 놀래킬 정도로 학문과 술을 질타한 논문

의 자답게 비평가로서의 날카로운 면모도 작용을 한다.도시의 사교계

와 시골의 생활 모습, 원의 미덕,행복의 문제,겉모습과 참모습의

립,사회 인 계 등의 주제가 이 작품의 미장센과 담화,연기 지문 속

에서 직․간 으로 서술되어 있다.그리하여《마을의 쟁이》는 루소

의 사상이 투 된 작품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게 된다.

《마을의 쟁이》의 드라마의 흐름은 루소의 자의식의 흐름과 근

본 으로 동일하다고 본다.루소는 이 작품에서 과거 기억과 재의 감

정 모두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자기 내면의 상태를 그려가고 있는데,이

를 잘 보여주는 는 무엇보다도 등장인물들의 성격 묘사에서 다.비록

128) Charlotte Kaufman(ed.),“Rousseau's Avertissement",Jean-Jacques

Rousseau'sLeDevinduVillage,p.ⅩⅩ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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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가 만들어낸 허구 인 인물이기는 하나 루소 자신의 모습이 인물들

에 투 되고 있다.콜랭은 상류층 여인에 이끌리면서도 콜 뜨를 사랑하

며, 한 부귀를 경멸하면서 자신과 같은 신분인 콜 뜨의 진실한 애정

을 받아들인다.이러한 콜랭의 모습은 귀부인들에 한 능 욕망과

자신처럼 출신이 비천한 테 즈와의 소박한 살림 생활에 한 만족감이

공존하는 루소 자신의 은유가 된다.루소는 마술사이자 언자인 드뱅이

기도 하다.드뱅이 지닌 주술 인 이미지는 루소의 지난 날 마법에 한

매료와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을 하게 했던 가명으로 경험한 모험

들의 추억을 투사한 것이었다.지혜로운 자임을 자부하고 타인과의 소통

을 갈구한 루소는 미신 인 존재가 아니라 명한 단으로 앞일을 견

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지닌 드뱅에게 이상 자아상을 투 했다.

한편 루소는 여성에 한 개인 인 기억 한 등장인물에 반 하

다.루소에게 있어서 콜 뜨의 이미지는 그가 어렸을 때 들었던 티르시

스의 노래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고모의 다정한 자장가에 등장했

던 티르시스의 양치기 소녀는 콜 뜨의 원형일 것이다. 한 콜 뜨는

루소가 “맑고 고요한 을 지닌 훌륭한 미혼녀”129)라고 부른 쉬종 고모

의 청순한 이미지를 변하게 된다.스토리에서 콜 뜨는 귀부인에 빠져

있는 나약한 콜랭이 스스로 돌아오게 하면서 최종 인 승자가 되는 지혜

롭고 독립 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그러나 콜랭과 결혼하면서 한 남

자의 아내로서 의무와 부덕에 충실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고한

다.그녀는『신 엘로이즈』의 쥘리와『에 』의 소피를 감하게 하는

인물로서 이러한 에서 콜 뜨는 루소의 가부장 여성 의 표상이라

할 수 있겠다.여기에는 은 시 의 루소가 자신의 후원자이자 연인인

바랑 부인처럼 자유로움을 리는 여성이 결코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으

려 했음을 불만스러워 한 과거 감정이 무의식 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

129)장 자크 루소,『고백』,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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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루소의 원 취향은 이 작품의 미장센에 흔 을 남기고 있다.무

에는 드뱅의 거처인 움막집 맞은편으로 나무와 샘물이 있고,먼 배경에

는 시골 마을이 자리를 잡는다.루소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이 미장센은

랑스풍의 정원이 풍기는 기하학 차가움과는 정반 로 원시성과 야생

성을 상기시키는 풍경을 보이게 되는데,이는 훗날 루소가 쥘리를 통해

조성하게 될 인공 인 낙원인 엘리시온 정원의 원형이 된다.한편 루소

의 원 장면 연출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은신처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이는 ‘자기 개 ’을 단행하던 당시 루소가 바라던 칩거생

활에 한 욕구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다.

루소의 여러 을 통해 알 수 있듯이,그에게 있어서 도시란 불행을

변하는 상징 인 공간이자 진정한 우정과 사랑,인간 계가 부재하는

곳이었다.그가 살아가는 동안 만난 많은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과의 계 속에서 루소는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했다.자서 의 여러

목에서 루소는 평민이자 시골뜨기이며 이방인인 자신이 도회풍의 사람

들로부터 느 던 외로움을 토로했다.루소는《마을의 쟁이》 본에서

도시에 한 자신의 감정을 인물들의 사를 통해 표 한다.도시/시골,

귀부인/콜 뜨,도시 남자/콜랭,궁정/오두막 등 반의어를 조시키면서

겉모습에 경도되는 도시 풍속을 비 하게 된다.그러나 본상에 나타나

는 이러한 이원 구분은 본질 으로 루소 자신이 추억하던 시골의 풍

경,즉 원에 권 를 부여하는 략이라 할 수 있다.상호간의 친 감과

진실한 사랑,치유,소통 등을 재해주는 자연의 미덕이라는 주제를 환

기시키는 사를 통해서 루소는 원을 옹호한다.

루소에게 있어서 연가풍의 단순한 곡조는 지나간 유년의 황 기에

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멜로디이다.평생 루소는 고모가 가르쳐주었

던 옛 노래의 곡조를 소 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루소의 음악 취향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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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된 그 멜로디들은 지나간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기억을 일깨

우는 기호’로서 그의 향수를 자극한다.콜랭이 부르는 로망스는 연인과

함께 목가 삶을 하는 기쁨과 달콤한 감정을 소박한 곡조에 싣고

있는 연가이다.이 로망스는 루소의 목가 삶에 한 동경,오염되지 않

은 순수한 자연에 한 찬양을 들려 다. 한 행복한 유년의 과거를 갈

망하던 루소의 내면과 그의 상실된 자연의 표 으로서 배정된 모티 이

기도 하다.루소는 자신의 유년에 한 다정한 추억의 기호인 로망스 노

래를 통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는 자아의 표

상을 제시하 다.

루소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사회 비 이 직 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토마임 연기라는 비언어 형식을 채용하기도 한다.시

골 남녀와 궁정인이 함께 무언의 연기를 하며 춤을 추는 < 토마임>장

면에서 루소는 인물들의 제스처를 비 의 고리로 사용하면서 그가 비난

하던 사회의 악덕을 제기하 다.그가 당시『학문 술론』에서 개탄하

던 세련된 의바름 속에 감추어진 악덕이라는 주제가 시골 여자에 한

궁정인의 구애 연기에서 환기되면서 문명사회에 한 비평가로서의 루소

가 발견된다.

『학문 술론』이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심리 으로 축된 상

태에 있었던 루소는 자신이 진정 바라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회 으로

표 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수단들을 강구했다.그 과정에서 루소

는 ‘자기 개 ’을 통해 자율 인 자아를 상징 으로 표출하 으며,잦은

시골 체류 속에서 리와 거리를 두는 생활을 하 다.《마을의 쟁이》

는 그 당시 루소가 시골에 머무를 때에 구상된 것이었다.그는 습 인

세상에서의 자기상실감,잃어버린 낙원으로서의 과거에 한 향수,자신

의 음악에 한 열정과 원에 한 애착의 마음을 섬세하게 세공하여

이 작품을 창작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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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로 루소의 들을 통해서 그가 자기 얘기를 잘 하는 사람

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마을의 쟁이》는 루소의 자서 이 구상되

기 훨씬 이 의 것이고 비록 의 형식도 아니지만,이 작품 역시 그의

자 요소가 녹아있고 내면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에서 음악 자서

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덕성스런 쟁이의 지혜에 의해 소박

한 시골 양치기 커 이 진실한 사랑으로 목가 삶을 한다는 이야기

의 개 속에서 우리는 루소가 염원하던 이상향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

을 것이다.

루소는 어린 시 의 곡조들,특히 그가 완 히 기억해내지 못했던

티르시스의 양치기 노래 가사의 일부를《마을의 쟁이》의 사랑 이야기

로 메우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실과 꿈이 소통하며 자기 자신에

한 성찰로 나아가던 로맨티스트 장 자크 루소,그런 그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한 스스로의 질문이 던져진 작품으로서《마을의 쟁이》

에 나타난 루소의 자 표 들은 이 오페라를 독창 인 작품으로 만들

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마을의 쟁이》는 루소의 어느 작 이상으

로 자 인 성격을 지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마을의 쟁이》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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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an-JacquesRousseau's

autobiographicalrepresentationof

LeDevinduVillage

KyungWhaChung

DepartmentofMusic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resentpapernotedRousseau'sautobiographicalexpressionincludedin

LeDevinduVillage.Thebodyiscomposedoffivedividedthemes. First,

the motifs were captured which were associated with human life of

Jean-Jacques and portrayed in the script,music and directing as the

keyword,magicalillusion.Second,thecommonpointswiththeidealworlds,

whichwerepresentedinthewritingsofRousseau,wereexploredafterthe

utopiaimagethatRousseau imagined,whileexamining theelementsthat

makeupthemise-en-scène.Third,Rousseau'spsychologicalattitudewas

investigatedtowardsruralandurbanarea,whichisthethemesexpresses

duallyseparatedthroughcontrastingwordsindialogues.Fourth,thelyrical

expressionofRousseau'syearningtonaturewasreviewedthroughthesong

ofRomancewiththeidyllicatmosphere.Fifth,Rousseau'scriticalpointfor

civilizationwasinvestigatedthatwasarousedinthepatternsofconnections

ofthemusicandactingdirectionswrittenonthescoreofthePantom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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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s.

According to Rousseau's retrospectin The Confessions,he was

fascinated aboutthebizarrestoriesand themagic.A good exampleof

Rousseau'sfancifulaspectsisthedepictionofthecharacters'personalities.

LeDevinhasamagicalatmospherereflectingRousseau'stastesofmagic,

andalsoshowstheappearanceofanadvisorwithwisdom andbenevolence.

Heisnotasuperstitiousbeing,butisafigurewhocanforeseethefuture

withgoodjudgment,andwhohastheempathyandcommunicationskills.

ThecharacterofLeDevincanbesaidtheprojectionoftheidealself-image

ofRousseauhimself,whowasintoxicatedwithhissmartsandsuperiority

bythesuccessoftheDiscourseontheArtsandSciences,whilecravedfor

thecommunicationwithothers.TheyoungshepherdColinfeelsattractedto

upper-classwoman,but Colette;yearnsforthehighsociety,butaccepts

thetrueaffectionofColette,whohasthesamerankashimself,andreturns

to the country.The Colin characterisreflected by Rousseau's sensual

desires on noblewomen,and theattachmentto his loverMadame De

Warenswhom hecalled"Maman"allhislifetime.Atthesametime,his

psychologicalsatisfactionthatcoexistsontherelationshipbetweenThérèse,

whom he had established a home with,is being projected.Rousseau

memoriesforwomenarereflectedinColette.TheinnocentimageofColette,

ashepherdgirlspeaksforthelookofRousseau'sunmarriedauntSuzanne

whohadtakenaftermotherlessyoungRousseau;thewiseandindependent

personalityofColette,whohadsucceededinturningthechangedheartof

herlover,reflectsthelooksoftheintelligentwomenRousseauhadseen in

Paris.Meanwhile,Colette's characterization has a trailof Rousseau's

conservativeview ofwomenandhiscomplaintsaboutthefactthatwomen,

who enjoy freedom like Madame De Warens,would notagree to be

subordinatetomen.ThelookofColette,whosworetoliveafaithfullifeas

thewifeofaman,canbecalledanarchetypeofJulieintheNewHeloise

andSophieofÉmile,whom Rousseaucreateslater.

Mise-en-scèneofthisworkreflectsRousseau'saffectionaboutthe

countryside.Thestagesetting ofLeDevin'sliving place,inclu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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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ageinthewoods,trees,springs,andfarruralvillages,portrayswild

landscapesthataredistantfrom geometriccoldnessofFrench-stylegardens.

From thelandscapereminiscentofaspacelikeashelterfarfrom urban

area,theElisiongarden,theartificialparadisethatwillbebuiltbyRousseau

throughJulie,andErmitage,thefuturehabitatofRousseau'sreverie,canbe

foreseen.Inaddition,thestagepropssuchastreesandspringsareelements

thatappearinautopianlandscapethatispresentedinwritingsofRousseau.

The pastoralliterature such as Astrée thatRousseau devoured in his

childhood isalso afactorthataffectsthemise-en-scèneofthiswork;

Rousseaucastsparticularlyliterallyordinaryruralpeopleinsteadofshepherd

costumefairylovestory.Thisletusunderstandthepsychologicaldistance

Rousseauhadwiththesamehierarchyofpeopleashimselfwhoisfrom

commoners.

Rousseauexpressesambivalentfeelingsforruralandurbanareain

thediscourseofthefiguresinthetranscript.Heiscriticalofurbancustoms

overlybiasedtoappearancesthroughcontrastingwordgroupssuchasurban

/rural,donâ/Colette,urban man/Colin,and court/cabin;and he contrasts

apparentlook/inner look and secular values/inherent human nature by

parallelingwordssuchasvanity/love,andwealth/love.Rousseauadvocates

ruralityremindingofthevirtueofthenaturethatarbitratesmutualintimacy,

truelove,healingandcommunication,bydividingtheruralityandurbanity

dualistically.Theotherhand,thedialoguethatColindecidedtodesistfrom

thedesireforrichesandreturntoColetterecallsRousseau'sownpast.It

wasconfirmedbyRousseauhimselfthroughhisTheConfessionsthatthe

dialogueissimilartothewordshewroterecollectinghisfeelingwhenhe

gaveuphisdream tojumpatthechanceofsucceedinginhistwenties

wandering around thecity and returned toMadameDeWarensin the

countryside.

RousseauyearningforthenatureisexpressedlyricallyinRomance

Colinissinging.Rousseauconfesseshiswishesofpastorallifethroughthe

lyrics,whichhappinessexistsinthelifeinthecountrysidenomatterhow

arduousitisonlyifitiswiththelover.Therusticmelodywas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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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makesRousseautofeelthepasthappinessagain,bytouchingnostalgia

asthe‘memoryawakeningsymbols'.Judgingfrom Rousseau'sretrospective

thatherememberedthelullabytunesheusedtohearfrom hisauntinhis

childhoodallhislifetime,hisnostalgiaforchildhood,Rousseau'slostnature

andgoldentime,iscontainedinthisRomance.Colin'sRomanceisalove

songthatexpressesthefeelingsofjoyandsweetnessofliveanidylliclife

withhislover.IttellsRousseau'slongingforidylliclife,andpraiseforthe

unspoiltpurenature.Inaddition,itisthemotifassignedashisinnerside

thatmissedhishappypast,andtheexpressionoflostnature.Rousseauis

submittinghisrepresentationdreamingofareturntothepastthatecan

never go back again through the song Romance,the symbolofhis

memories.

Rousseauputsforwardhissharpinsightsasasocialcriticinthe

scenesof<Pantomime>.Hehascriticizedthecorruptionoftheenlightened

civilizationinDiscourseontheArtsandSciencesandPrefacetoNarcissus.

The theme,hidden vices,behind the refined manners,the etiquette of

civilizedmen,whichhelamentedinthepapersisarousedinthemimeof

thecourtmanwooingtotheruralwomenshowinghispurse.Thiscourt

manforgivestherusticmanconfrontinghim,andblessestheruralcouple,

whereRousseaupointsoutthatthetruerightofthenoblemenisdoing

mercy.Throughtheunspokenactingoftheactors,Rousseaudepictsthe

hiddendesiresandimpulsesinthehumanrelationsofclasssociety,and

raisestheproblem ofhumannaturehiddenbehindtheauthorityanddignity,

relaxedincomedy.

Although Le Devin du Village haswowed the contemporaries,it

shouldbekeptinmindthat,asRousseausaidintheprefacetothework,

thisoperawascreatedforhisownpleasure.Theelementsthatmakeup

thisworkmaynotbecompletelysameasRousseau,butitstillwillbean

attitudeofconveniencetoconsiderittohavenothingtodowithRousseau.

Further,theremaybeamistaketoidentifythisoperatooautonomousand

independentworks.ThispaperwasintendedtounderstandLeDevindu

VillageinassociationwiththelifeofRousseau.Thisistheadoption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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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thathasbeenneglectedinthepaststudiesonLeDevindu

Village.Itmay be said thatRousseau's autobiographicalrepresentation

presentedinthisworkisbasedontheromanticsensibilityofRousseauwho

wasdevotedtotheidentificationandrecreationofhisinterestinthefeeling

ofhisinnerselfandego,self-observation,andself-image.Inthisrespect,

LeDevinduVillagegerminatedintheromanticartthatwillbeevolvedin

thefuture.

keywords:Jean-JacquesRousseau,magicalillusion,mise-en-scène,

ruralandurbanareas,thenature,critiqueof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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