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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의 《피가로의 결

혼(Le nozze di Figaro)》은 18세기의 대표적인 오페라부파이다. 이 작품

의 희극성은 전통적으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해

석되어왔으며, 근래에는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통해 작품의 에로티시즘적

측면도 조명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작품의 다양한 희극적 가능성을 통

합적인 관점으로 분석․정리하고, 음악연출이 이러한 희극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고 특히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기

반으로 하여 희극성을 ‘결여의 타자성에 대한 무의식적 표상’으로 정의했

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차르트 오페라부파의 다양한 희극성을 분석했다.

희극성의 대상에 따라 리브레토 텍스트와 극적․시대적 컨텍스트, 그리

고 음악연출간의 관계가 달라지는데,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희극성이 급진적이고 전복적일수록 리브레토에서 보다

은밀하게 제시되며, 음악은 텍스트에 대한 당시의 관습적인 연출로부터

비틀리고 어긋난다. 등장인물의 어리석음이나 허세, 그리고 이와 함께 제

시되는 사회비판적 희극성은 리브레토상 비교적 분명히 드러나고, 이 경

우 음악은 희극적 효과를 강조한다. 한편 은밀한 성적 향유에 관한 희극

성은 리브레토에 다소 모호하게 제시되며 이 때 음악은 이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킨다. 나아가 모차르트의 음악연출은 리브레토의 가능성을 넘어

독자적으로 보편적 가치질서에 대해 전복적인 희극성을 창출하는데, 이

러한 연출은 원작자나 대본가가 아닌 작곡가 고유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모차르트가 음악연출을 통해 부여한 전복적인 희극성이야말로 그의

작품들로 하여금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공연되며 끊임없이 담론들을 양

산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력의 근원임을 보여준다.

주요어: 모차르트, 오페라부파, 피가로의 결혼, 희극성, 음악연출, 정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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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음악사에서 오페라부파라는 장르만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은 관객들

의 ‘웃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음악이 오랜 시간동안 감정에 대한

묘사나, 가사를 사용한 이야기의 전달에 연루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웃

음이라는 정서가 시대를 불문하고 환영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8세기

에 와서야 그것을 고유의 성격으로 삼는 음악 작품들이 시대의 주된 장

르로 부각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부파 이전의 오페라 작품들, 즉 오페라 세리아의 소재들이 고대 비

극이나 서사시처럼 신, 역사, 영웅 등과 연관되어 있었던1) 것에 반하여,

오페라부파의 핵심적 소재는 ‘현실’적인 것이었다. 대개는 ‘결혼을 향한

사랑’2)이었는데 이것은 세리아에서 보이는 초월적 사랑이 아닌 세속적인

사랑이다. 대부분의 작품에는 결혼(혹은 이와 유사한 사랑의 결실)을 향

해가는 길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방해

요소들은 등장인물의 욕망이나 어리석음일 수도 있고 당시 사회적인 질

서의 구조적인 속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현실 속 소재와 일어날 법한

소동이라는 친근함으로 특징지어지는 오페라부파는, 귀족 계급을 벗어나

점차 확산되고 있던 오페라 청중3)을 사로잡으며 탄생과 거의 동시에 큰

인기를 누리는 장르로 부상할 수 있었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는 오페라부파가

이렇게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활동한 작곡가였으며, 오페라부파와 세리

1) 오페라 세리아 플롯의 주된 핵심은 ‘초월성’이다. 등장인물들은 어떤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실

제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에게 빌거나 탄원하여 구원을 받거나, 혹은 그 존재에게 자비를 구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그 구원은 영속적인 구원이며 죽음의 속성 또한 대개는(특히 이야

기의 결말부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영원함이다. 현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오페라

의 소재이자 당대 수많은 오페라의 소재가 되었던 오르페우스 신화는 이미 훗날 오페라 세리

아의 전형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배태하고 있었다.

2) Slavoj Žižek and Mladen Dolar, 『오페라의 두 번째 죽음』, 이성민 번역 (서울: 민음사, 2010),

56

3) 산업 혁명과 시민 혁명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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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뿐 아니라 징슈필까지 당대 대표적인 극음악 장르 모두를 다루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 중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자주 상연되는 것은 오페라

부파 장르이다. 특히 이탈리아 출신의 대본가 다 폰테(Lorenzo Da

Ponte, 1749-1838)가 대본을 쓴 세 개의 작품, 이른바 ‘다 폰테 삼부작’4)

은 오페라사에서 다른 부파 작품들과 비교하여 대본을 음악으로 표현하

는 면에 있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5) 이러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부파들은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공연되면서, 여전히 '웃음'을 유발하는 희

극적 장르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오페라부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희극성이라는 것은

규정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인간 고유의 요소6)인 웃음은 오랫동안 많

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였다. 따라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웃음과 희극성이

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또한 시학적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해왔다. 희극에

대한 최초의 담론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의 문학 작법에 대해 다룬 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서문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비극과 서사시, 그리고 희극에 대

해서 다룰 것을 예고하고 있다. 보존되고 있는 것은 비극에 대한 담론만

작품 KV 작곡년도 초연

《피가로의 결혼》 492 1786년 4월 29일 비엔나에서 완성 1786년 5월 1일, 비엔나

《돈 조반니》 527 1787년 10월 28일 프라하에서 완성 1787년 10월 29일, 프라하

《코지 판 투테》 588 1790년 1월 비엔나에서 완성 1790년 10월 26일, 비엔나

4) 다 폰테 3부작의 세부사항

5) 모차르트의 최초의 오페라부파로 카를로 골도니(Carlo Osvaldo Goldoni , 1707-1793)의 원작을

기초로 하여 마르코 콜텔리니(Marco Coltellini, 1719-1777)가 대본을 썼던 첫 번째 오페라부파

《가짜 바보 아가씨(La finta semplice)》는 상업적 초연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관객들로부터

잊혔으며, 《돈 조반니》와 마찬가지로 드라마 지오코소로 분류되기도 하는 《가짜 여정원사

(La finta goardiniera)》 역시 당시 극장 측의 사정으로 길게 공연되지 못하였다. 그 외 《카이

로의 거위(L'oca del Cairo)》와 《속은 신랑(Lo sposo deluso)》은 미완으로 남아있다. 오페라

부파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대중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 폰테 3부작만이 모차

르트의 진정한 오페라부파라고 할 수 있겠다. 다 폰테 역시 모차르트와의 작업물을 포함하여

총 서른여섯 편의 대본을 썼으나, 이 세 작품만큼 성공한 작품은 없었다.

6) “인간은 웃을 수 있는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의하면 웃음은 인간 고유의 속성

들 중에 하나며, 인간을 동물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다. 류종영, 『웃음의 미학』 (서울: 유

로, 200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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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겨있는 1권(으로 여겨지는) 뿐이지만, 『시학』의 주요 필사본인 리

카르디아누스 46(codex Riccardianus 46)의 마지막 부분에 희극에 관한

부분이 이어질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등장하는 것이나, 『수사학』에서

희극에 대한 탐구가 『시학』에 담겨있다고 지시한 것, 『정치학』에서

『시학』에 카타르시스를 상세하게 다루겠다고 언급한 것 등이 이를 뒷

받침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기록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Diogenēs Laertios, 3세기경)의 목록을 비롯한 고대 저술에 대한 목록

역시 『시학』이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하고 있다.7) 아리스토텔

레스 이후로도 라블레(François Rabelais, 1494?-1553),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프로이트

(Sigmund Freud, 1856-1939),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 1821-1867), 바흐친

(Mikhail Mikhailovich Bakhtin, 1895-1975) 등 수많은 학자들은 웃음과

희극성에 대한 나름의 연구를 전개하였으며 베르그송(Henri-Louis

Bergson, 1859-1941)은 웃음을 주제로 한 권의 책을 최초로 저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는 항상 그 모든 것들이 '부분적'이

라는 메타 담론이 발생한다. 한 예로 사례이유(Jean Sareil, 1916-1988)는

그의 저서 『희극적 글쓰기(L'écriture comique)』에서 쇼펜하우어, 베르

그송 같은 철학자들을 비롯하여 미학자, 정신분석학자들이 웃음의 문제

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이들의 논의는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고 지

적한다.8)

이렇듯 희극성은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모차르트의 오페라부

파에 있어서 희극성은 주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다만 주요한 연

구의 대상이자 범위이며 나아가 작품을 연구하는 관점인 희극성에 대해,

그 목적이나 의도, 그리고 효과를 주로 귀족계급의 어리석음, 부도덕함을

희극적으로 폭로하며 신분제도의 부조리를 강조하고 평등의 이상을 제시

7) 즉 현재까지는 시학에 2권이 있다는 것은 추측이다.

8) 유기환, “웃음과 소극의 시학,” 『한국프랑스학논집』46 (2004), .222. 각주 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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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측면9)에서 '계몽주의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10). 물론 18세기의 사회적 풍조를 생각하면 모차르트 오페라부파의

희극성의 의도나 효과에 대한 연구가 계몽주의적인 것으로 기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8세기의 대표적 오페라부파인 모차르트의 다 폰테

3부작, 《피가로의 결혼(Le nozze di Figaro)》, 《돈 조반니(Don

Giovanni)》, 《코지 판 투테(Così fan tutte)》 중에서 두 작품이 몰리에

르가 다루었던 등장인물을 다시 다루고, 보마르셰의 급진적인 희곡을 바

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몽주의 시대 오페라부파의 경향을 잘 대

변해 준다. 이 오페라부파에서는 시대 상황의 묘사가 사실적이고도 상세

하게 이루어지며, 인물과 관련한 묘사에 있어서도 성격 뿐 아니라 인물

의 욕망, 감정과 그 변화까지도 관객에게 대단히 세밀하게 전달되는데,

이것은 계몽주의의 실증주의적 측면의 영향이기도 하다. 또한 이를 통한

풍자와 희화화를 통해 불의를 폭로하며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적인 메시

지는 자연스럽게 관객들에게 전달된다. 특히 《피가로의 결혼》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으며 이러한 접근은 당시

희극의 사회적인 역할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모차르트가 대본을 음악적으로 충실히 구현

하려고 노력한 작곡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가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

던 대본이 원래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대본가 다 폰테가 뉴욕에서 쓴 회고록에 따르면 보마르셰

(Pierre-Augustin Caron de Beaumarchais, 1732-1799)의 희극을 바탕으

로 오페라를 만들 것을 제안한 사람은 모차르트 자신 이었는데11), 이 사

9) “17세기 프랑스의 “웃기는 문학littérature comique”작가들은 르네상스 혁명에 대한 봉건적 반동

세력의 행동 원칙과 그 원칙을 지탱하는 논리에 대해 웃는다.” 김익진. “17세기 프랑스 문학작

품에 나타나는 웃음의 양상과 그 의미- 자유사상가libertin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프랑

스학논집』57 (2007), 94.

10) Google 학술검색 내 “Mozart opera buffa” 관련 검색결과는 5,360건이 존재하는데, 이 검색결

과에 추가로 “enlightenment” 관련 조건을 결부 시 결과는 1,480건에 이른다. 참고로

“eroticism” 관련 조건 결부 시 그 결과는 938건이다.

11)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양음악학』12/2 (200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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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역시 작곡가가 이 대본에 담긴 주요메시지(계몽주의)와 희극성에 주

목했음을 추측 가능케 한다. 그러나 사실 모차르트는 이 작품을 오페라

의 형식으로 무대에 올리기 위하여 수많은 검열을 감수하였다. 보마르셰

가 ‘수없이 많은 형태들의 부도덕과 악습을 감추고 있는 현행의 풍습과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의 정체를 보여주고자 했던’12) 부분을 일부 포기하

고서라도 음악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다. 또한 다 폰테는 공연

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황제(요제프 2세)가 지시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고려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크게 줄여 되도록 간

단한 양식으로 만들었고, 덕분에 텍스트는 원작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다 폰테가 쓴 리브레토의 서문13)에 제시되어 있다. 아마도 이 모차르트

가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원작의 내용보다는 그 원작의 인기와 관련된

것일 지도 모른다. 코메디 프랑세즈 극단의 ‘수입 일지들’로부터 검증된

연극 《피가로의 결혼》의 성공은 현저하다. 18세기의 연극 중에서 관객

을 가장 많이 동원하였으며, 당연히 입장권 판매수입도 가장 많았던 공

연이었다. 특히나 1784-85(모차르트의 유품에서 이 때 인쇄된 텍스트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모차르트가 늦어도 1785년 초에 보마르셰의 텍스트

를 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4)) 시즌에 거둔 성공은 실로 경이적이었는

데, 73회나 공연됨으로써 시즌 전체 상연(315회)의 23%를 차지하였고,

시즌 전체 관객의 40%가 넘는 10만 관객이 이 한 작품에 집중되어 시즌

전체 입장권 판매수입의 44%를 단독으로 달성하였을 정도였다. 공연의

입장권이 전일 매진되자 배우들이 관례를 무시하고 입장권을 빼내어 몰

래 유통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한 작품이 관객을 독점하여 다른

작품들의 흥행을 잠식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새로운 관객 집단인 서민계

12) 김미영, 위의 글, 61.

13) 다 폰테는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per qui non ho fatto una traduzione di questa eccellente

 commedia, ma una imitazione, piuttosto, e vogliamo dire un estratto.

(이 훌륭한 희극의 완전한 번역이 아니라 모방, 아니 오히려 발췌에 가까우므로..).”

14)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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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동원이 작품 성공의 큰 동인이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었

다.15) 만약 당시 부패한 귀족들과 행태와 정서를 공유하는 성공한 작곡

가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작품에 음악을 붙이는 데에 욕심을 내지 않

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기존 연구들이 음악을 비교적 독립적으로 논의할 때에는

많은 경우 모차르트가 고전주의 음악양식을 관습적인 음악 언어로서 어

떻게 사용하였는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만약 음악이 희극성과

연관될 때에는 음악은 대본의 희극적 성격을 어떻게 보조하는가 정도로

다루어진다. 이 경우 희극성은 자주 계몽주의적인 목적에 기여한다. 예컨

대 피가로가 백작의 꿍꿍이를 알게 되고 부르는 첫 아리아에서는 귀족의

장르라고 할 수 있는 미뉴엣이 사용되는데, 이것이 ‘백작에 대한, 나아가

서는 사회의 신분적 질서에 대한 피가로의 환멸과 냉소를 드러낸다’고

해석하는 것16)은 그 대표적 예다. 이를 통해 밝혀내고자 하는 희극성, 즉

백작과 그가 꾸민 음모에 대한 조롱이라는 풍자와 가치 뒤집기가 유도하

는 카타르시스적 웃음은 계몽주의적인 목적에 기여한다.

최근에는 정신분석학적 비평이 보편화되면서 모차르트 오페라부파

의 희극성을 ‘에로티시즘’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늘어나기 시작했

다.17) 그 결과 이전에 주로 ‘저속하고’ ‘뻔뻔하다’는 평가를 받았 다 폰테

삼부작의 성적(性的)인 내러티브가, 정신분석학적 비평에 힘입어 새롭게

재조명되었다. 여기서도 음악이 어떻게 리브레토의 성적인 긴장을 지닌

내러티브를 표현하는가를 주로 분석하나, 최근에는 음악을 리브레토로부

터 독립된, 일종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연출적 주체로 보는 시각으로 발

전하고 있다.18) 나아가 프로이트적인 ‘성적인 억압’에 그치지 않고, 라캉

15) 김새환, “『피가로의 결혼 Le Mariade de Figaro』의 흥행 실적 분석 -『불어불문학 연구』
36 (1998), 58.

16)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68.

17) 특히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적인 내

용을 중심으로”의 일부분 및 Christopher Ballantine, “Social and Philosophical Outlook in

Mozart's Operas.”

18) 대표적으로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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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ques-Marie-Émile Lacan, 1901-1981)학파의 정신분석학을 비평적

도구로 활용하여 근대적 인식체계를 겨냥한 모차르트 오페라의 전복적인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도 있다.19)

본 연구 역시 당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희곡 작품을 원작으로 하

여 만들어진 《피가로의 결혼》을 중심으로, 모차르트가 오페라부파 작

품에서 리브레토의 희극성을 음악을 통해 어떻게 연출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다만 기존 연구들이 계몽주의적 사회비판이나 억압된

에로티시즘, 그리고 근대적 인식체계의 전복 등 각각 독립된 관점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가 지닌 희극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를 부연하는 음

악적 측면을 검토하는데 비중을 두었다면, 본고에서는 ‘총체적인 희극성’

개념을 통해 모차르트 오페라부파가 지닌 다양한 희극성의 양태들을 포

섭하고, 일관된 분석틀 안에서 모차르트 오페라부파의 전체적인 음악연

출 전략을 고찰하려고 한다. 즉 총체적인 관점에서 모차르트 오페라부파

의 희극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음악연출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본고에서 다룰 오페라가 가진 내러티브의

‘희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준거를 정초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어리석음에 대한 비웃음이나 계몽주의적 사회비판을

포함하면서, 가능한 넓은 외연의 희극성을 포섭할 수 있도록 가능한 보

편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려 하기 위함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수의 학

자들이 희극성을 규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

러한 노력들을 종합하여 희극성을 ‘결여의 타자성에 대한 무의식적 표

상20)’이라고 규정21)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러티브의 희극성 여부를 판단

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희극성의 효과는 웃음, 혹은 희극적 카타르시

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19) 대표적으로 Slavoj Žižek and Mladen Dolar, 『오페라의 두 번째 죽음』.

20) 희극성에 대한 결과인 관객의 웃음은 이 ‘결여의 희극성에 대한 무의식적 표상’에 대한 순간적

깨달음에서 오는 관객주체의 반응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희극 작품을 감상하는 관

객주체보다는 그 주체의 반응을 유발하는 작품 자체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21) 이 규정에 대한 근거는 본론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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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다.22)

여기서 ‘결여’란 불일치, 불완전함을 말한다. 이는 개인 층위에서의

어리석음, 사회제도 측면의 불합리함과 같은 ‘응당 그래야 하는’ 질서23)

나 당위의 어긋남이다. 한편 이러한 결여의 ‘타자성’이란, 이러한 결여를

응시하는 주체가 이에 대해 감정이입하며 자신에 속하는 것으로 표상하

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객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무의식성’

이란 결여에 대한 표상이 이를 의식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언어화된

표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unconscious)이거나 전의식적

(preconscious)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말한다. 즉, 희극성은 어떤

불완전함에 대해 거리를 두는 태도지만, 이를 설명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급작스레 터져 나오는 웃음이나 카타르시스를 불러

일으키는 무엇이다.24)

이러한 희극적 내러티브가 오페라부파에서 구현되는 일반적인 방식

은 등장인물의 가사 텍스트와 극중 컨텍스트의 불일치로 인한 불완전함

과 부적절함이다. 예를 들어 기만에 빠진 등장인물은 극중의 실제 정황

과는 다른 상황판단을 나타내는 대사를 노래하며, 어리석은 등장인물은

특정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등장하고 말한다. 즉, 컨텍스트와 불일치되는

텍스트는 결여를 표상하는 의미효과를 산출(産出)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

여는 텍스트 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암시된다. 텍스트가 의도적이든 비

의도적이든 가면을 쓸 때, 그 텍스트 이면의 것에 대하여 관객들은 웃을

준비가 된다. 《피가로의 결혼》의 등장인물들은 끊임없이 능청떨고 속

22) 카타르시스는 희극성과 오랜 관련을 갖는다. 먼저 희극성, 즉 코메디의 어원은 그리스어 ‘코모

디아’(Komodia)인데, 이는 고대 그리스의 주신이자 다산의 신인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행해진

행렬 코모스(Komos)에 노래를 의미하는 단어 오디아(odia)가 붙어 생성된 것이다. 코모스라는

행렬은 여러 가지 축제적 요소, 그리고 권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 등이 극화된 것이었다. 희극

의 속성을 이와 가장 유사한 견지에서 밝히는 학자는 바흐친으로, 그는 중세 말기와 르네상스

시대의 카니발(사육제) 축제 때의 민중의 웃음이 그리스어 ‘희극적’이라는 말의 어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23) 이러한 질서는 소위 현상과 본질, 사실과 당위, 존재와 의무 등에 적용되는 것들이다.

24)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론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한 체계를 구성하면서 제시하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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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기만당하고 착각한다. 피가로는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체 능청을

떨고, 백작부인과 수잔나는 작당하여 백작을 속이려고 하고, 바르톨로와

마르첼리나는 피가로를 음모에 빠뜨리려고 하며, 케루비노는 자신이 무

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텍스트는 대부분 가면

이 되는데, 극의 컨텍스트를 아는 관객은 그 불일치로 인한 타자의 결여

들을 눈치채고 즐거워한다. 이때 모차르트의 음악은 마치 피가로처럼 철

저히 능청떤다. 사랑을 노래하는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아리아들은 한 번

도 문자 그대로 사랑을 노래하지 않는다. 음악은 텍스트와 동일한 가면

을 쓰고 컨텍스트와의 불일치를 극대화한다.

《피가로의 결혼》에서 희극성의 희생양은 대개 귀족과 남자들이

다. 백작과 피가로의 어리석음은 계급제도와 남성우월주의의 결여―그들

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를 환유 혹은 상징하기 때문에, 이는 사회풍자

적인 성격을 지닌다. 사실 그것이 보마르셰의 희곡을 혁명의 전야제로

인식하게 만들고,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계몽주의의 상징으로 여기게 만

든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음악을 통해 희극적 내러티브의

범위를 한 발 더 확장한다. 즉 극적 컨텍스트와 대사 텍스트가 일치하여

외견상 숨겨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장면에서도, 음악으로 하여금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여 리브레토에 없는 불일치를 만들어낸다. 그것도 모

두가 당연히 화해하고 용서하고 공동체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순간, 영원

한 사랑의 위대함을 말하는 순간, 계급의 위선을 고발하는 순간에 말이

다. 모차르트는 구시대적인 가치를 비웃는 리브레토의 계몽주의적 희극

성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인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적 희비극을

산출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음악이 대

본에 드러나 있는 희극성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하는가는 물론이거니와,

한발 더 나아가 잠재되어있는 희극성, 즉 극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희

극성이 음악만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밝힐 것이다.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다양한 희극성의 양태들과 음악연출 전략들을 통일적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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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바에 있지만, 추가적으로는 리브레토만으로는 드러

나지 않는 희극성을 음악을 통해 발생시키는 부분을 밝히면서 ‘오페라부

파’ 고유의 희극성을 논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필요할 경우 《피가

로의 결혼》뿐 아니라 다 폰테 삼부작의 또 다른 작품들인 《돈 조반

니》와 《코지 판 투테》의 텍스트와 악곡을 부가적으로 분석하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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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희극성은 결여, 타자성, 무의식성의 세 가

지 조건으로 구성된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희극성은 ‘결여‘를 그 기반으로 한다. 결여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의 부재나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것과의 어긋남을 말한다. 가령 말

쑥하게 차려입은 청년이 바나나를 밟고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웃음이 난

다면, 그 역시 ‘말쑥함’ 이라는 외양이 불러일으키는 규범적 기대와 실재

의 어긋남 때문이다. 이러한 결여는 희극성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이룬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을 ‘저속한 사람들의 미메시스’로 규정하면서,

그 극 안의 희극성의 출처를 ‘저속한 사람들의 모자람이나 흉함’, 즉 그

들의 결여로 규정했다.25)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43)는 이러한 ‘저속한 사

람들’이 불러일으키는 희극성을 ‘당연히 기대되는 어떤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로 정교화시켰는데26), 희극성에 있어서 이러한 결여의 개념은 영국

의 제임스 비티(James Beattie, 1735-1803)를 거쳐 칸트에게로 이어진

다.27) 칸트는 『판단력비판』에서 “웃음은 긴장된 기대가 갑자기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변환하는 데서 일어나는 정서”라고 설명하는데, 이에

더해 “모든 사물을 보통과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재능을 ‘익살’이라

고 정의한다.28)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결여의 외연을 개념일반으로 확장

하여, 희극성의 조건을 ‘개념과 실재 사이의 불일치’로 설명했다.

웃음은 매번 어떤 개념과 그것에 의해 어떤 관계 속에서 생각된 실

재하는 객관 사이의 불일치를 갑자기 알아차린 데서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웃음 자체는 바로 이러한 불일치의 표현일 뿐이

25) Aristoteles, 『시학』, 승영조 번역 (서울: 유페이퍼, 2013), 24.

26) 류종영, 『웃음의 미학』, 81.

27) 류종영, 위의 책, 203.

28) Immanuel Kant,『판단력비판』, 백종현 번역 (서울: 아카넷, 2009), 37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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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략) 기지를 바보스러움으로 위장하는 것이 궁중 익살광대나

어릿광대의 기술이다. 이들은 객관들의 차이를 잘 의식하고 있으면

서, 은밀한 기지로 이러한 객관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시켜놓은

다음, 그러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나중에 객관들의 차이를 발견하여,

그들 자신이 미리 준비한 뜻밖의 놀랄만한 것을 얻게 된다.29)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밝힌 것처럼, 이러한 결여

는 언어체계 자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의 책에서

우스꽝스러운 ‘언어들, 행동들, 인간들’을 설명하며 동음동형이의어, 동의

어, 수다스러움, 언어유희, 잘못된 발음과 어긋난 문법들을 통해 희극적

인 효과를 창출하는 법을 밝혔다.30) 프로이트는 ‘농담’을 대상으로 언어

체계에 균열을 내는 여러 가지 효과―전위, 대체, 환유 등―를 연구하며

이를 희극성과 비교했는데, 그는 천진난만한 사람의 잘못된 단어사용, 무

의미, 음담패설을 이러한 농담의 효과가 희극성을 갖는 예로 든다.31) 프

로이트는 나아가 희극성이 주는 쾌락을 언어질서와 가치체계의 제약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유년기의 기분’으로 설명한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도달하려 했던 병적 쾌락은 경미한 노력이

정신적 작업 일반을 도맡곤 했던 인생의 한 시기에 느끼는 기분이

나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가 희극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농담의 능

력도 없었으며 삶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유머를 필요로 하지 않

았던 유년기의 기분인 것이다.32)

이러한 관점은 프로이트가 이미 참조한 베르그송의 분석, 즉 희극성의

원천으로서의 ‘생명의 기계화’, ‘인위적인 것에서 자연적인 것으로의 대

29) Arthur Schopenhauer,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홍성광 번역 (서울: 을유문화사, 2009),

129-131.

30) 류종영, 『웃음의 미학』, 73-74.

31) Sigmund Freud,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임인주 번역 (파주: 열린책들, 1997), 232.

32) Freud, 위의 책,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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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자동증과 자동기계’를 다시 상기시킨다.33) 다만 베르그송과의 결정

적인 차이는, 베르그송이 희극성의 효과로서 웃음을 “교정(矯正)이며 누

군가에게 굴욕을 주기 위한”, 즉 ‘사회화’를 위한 목적으로 판단한다면34)

프로이트의 경우 이와 반대되는 목적으로, 즉 사회화를 피하는 목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자연스럽게 라캉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결여의

다양한 양태들은 라캉을 통해 종합될 수 있다. 라캉에 의하면, 언어는 우

리보다 앞서 존재하는 타자이며,35) 이 타자적인 언어는 사물을 죽이고

인간의 향유를 거세한다.36) 언어기표(significant)가 육체와 감각으로서의

그/녀를 대신하게 되며, 인간은 언어로 구조화된 부모(타자)의 욕망 안에

서 자신의 구조적인 자리를 찾게 된다.37) 타자의 외연이 사회질서와 가

치체계로 넓어지면서 인간은 그 안에서 할당된 자리를 찾는다. 즉 아이

는 언어를 포함해, 언어로 구조화된 전체적인 ‘상징계적 질서’를 받아들

이게 된다.38) 그러나 이러한 상징계적 질서는 완전하지 않고 ‘결여되어

있다’.39) 은유나 환유에서처럼 하나의 언어기표(significant)가 반드시 고

정된 하나의 기의(signifié)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40), 언어화된 가치

들은 상호충돌하고, ‘러셀의 역리’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논리체계 자체

가 이율배반적이다.41) 즉 희극성의 조건인 언어체계의, 개념의, 기대규범

의 ‘결여’는 즉 라캉적인 ‘상징계’의 결여인 것이다. 이 경우 한 개인에게

희극성은 상징계의 결여를 드러내며 상징계가 가진 ‘거세’의 힘을 넘는

33) Freud, 위의 책, 275.

34) Henri Bergson, 『농담/창조적 진화/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이희영 번역 (서울: 동서문화사,

1978), 110.

35) Bruce Fink, 『라캉의 주체』이성민 번역 (서울: 도서출판b, 2010), 34.

36) Fink, 위의 책, 62. 실재를 폐기하면서 상징적 질서는 “현실”을 창조한다.

37) Fink, 위의 책, 103-109.

38) 이미선, 『라캉의 욕망이론과 셰익스피어 텍스트 읽기 : 『리어왕』,『베니스의 상인』을 중심

으로』[전자책]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305-307.

39) Fink, 『라캉의 주체』, 71.

40) 이미선, 『라캉의 욕망이론과 셰익스피어 텍스트 읽기 : 『리어왕』,『베니스의 상인』을 중심

으로』, 162-164.

41) Fink, 『라캉의 주체』, 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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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러한 결여의 개념에 기대어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 혹은 차라투스트라(Zarathustra)의 웃음을 보편적 희극성의

개념에 통일적으로 포섭할 수 있다. 니체에게 희극적인 것은 인간을 논

리, 도덕, 이성의 구속에서 해방시키며 모든 영원한 가치와 진리가 오직

허상임을 밝히는 횃불이다. 웃음은 이러한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정

신의 특징이 된다.42)

얼마나 많은 일이 아직도 가능한가! 그러므로 부디 그대들 자신을

넘어서서 웃는 것을 배우라! 그대들의 마음을 고양시켜라, 그대들

멋지게 춤추는 자들이여, 높게! 더 높게! 그리고 멋지게 웃음 짓는

것도 잊지 마라! / 웃는 자의 이 면류관, 이 장미꽃 다발의 화관,

그대들에게, 형제들이여, 이 화관을 던진다! 웃음은 신성하다고 나

는 말했다. 그러므로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여, 배우라, 웃는

것을!43)

결론적으로, 희극성은 의미와 일대일 대응하는 바른 언어사용, 사회

적인 좋고 나쁨의 판단, 지켜야 할 규범과 질서, 보편적인 가치체계 등

상징계적 결여를 전제로 한다. 오페라부파의 희극성 역시 마찬가지다. 17

세기 중반 체스티(Marco Antonio Cesti, 1623-1669)의 오페라 《오론테

아(Orontea)》의 부포 캐릭터인 낮은 신분 출신의 젤로네는 술에 취한

모습으로 희극성을 자아낸다.44) 한편《피가로의 결혼》에서 백작이 보여

주는 결여(부도덕함, 똑똑하지 않음)는 그 시대 귀족계급과 계급질서 자

체를 환유했다. 물론 《피가로의 결혼》이 그려내는 상징계의 결여는 이

에 그치지 않고 부르주아적 성(Sex) 규범과 남성위주의 성(Gender)적 질

서도 아우른다. 《코지 판 투테》의 돈 알폰소는 더 나아가 ‘사랑’이라는

42) 류종영, 『웃음의 미학』, 312-320.

43) Friedrich Wilhelm Nietzsche,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장희창 번역 (서울: 민음사,

2004), 634.

44) 여기서 음악은 단순히 술취한 젤로네의 말더듬음을 일차원적으로 모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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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보편적 개념조차 비웃는다.

둘째, 결여는 ‘타자’여야 한다. 비극과 희극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

리둠’이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아

포리즘은 이 거리둠에 대한 것이다. 거리둠은 결여가 자신의 것이 아니

라는 것, 즉 ‘타자’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감정적인 몰입에서 벗

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희극성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들 역시 결여에

대해 유사한 단서를 달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적인 것은 모자란

것이거나 흉한 것이지만, 남들에게 고통이나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

고 규정했다.45) 결여가 고통을 동반한다면 우리는 연민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46)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불행이라도, 그 사건에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다면, 다시 말해 그것이 자신의 일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웃

을 수 없다. 반면 나의 불행도 거리를 두고 본다면 웃을 수 있다.47)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이러한 거리둠을 “갑작스러운

영광”, 즉 “자신과 비교해 우월감을 느끼는 것”48)이라고 규정한다. 이후

많은 학자들도 유사하게 희극성에 대한 ‘우월이론’을 채용했다. 앞서 언

급된 것처럼 베르그송 역시 인간이 ‘자동인형’처럼 ‘격하’되었을 때 이를

교정해주기 위해 웃음의 생긴다고 설명했다.49) 이와 관련하여 베르그송

은 우월성의 전제 조건으로 감정이입을 지양하는 객관적인 자세를 요구

하며, 그것이 의식적이진 않더라도 지적인 작용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는 결여를 결여라고 표상하기 위해 판단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웃음은 매우 평온하고 흐트러짐 없는 정신의 표면에 떨어질 때에만

그 흔들림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듯하다. (중략) 순수하게 이지적

인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다분히 울 일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웃는

일은 있을 것이다. 반면 언제나 사물에 민감하고 삶의 합창에 공감

45) Aristoteles,『시학』, 25.

46) 류종영, 『웃음의 미학』, 72.

47) 즉, 결여의 타자성은 반드시 타자의 결여를 전제하지 않는다.

48) 류종영, 위의 책, 127.

49) 류종영, 위의 책,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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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모든 사건이 감정적인 공명을 수반하게 되어 있는 마음을 지

닌 사람들은 웃음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중략) 희극

성은 순수 이지에 호소하는 것이다.50)

그러나 결여를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어리석음에 국한시키지 않고 총

체적인 상징계적 질서에 대한 것으로 파악한다면 개인 대 개인을 전제로

하는 우월이론은 한계를 가진다. 상징계의 결여에 대한 거리둠을 우월이

론으로 설명하려면, 개인의 속성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우월함 이

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존의 언어체계를 비트는 언술행위에 당

황하지 않고 재미있는 말장난으로 여길 수 있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악의를 공격이 아니라 풍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아가 남이 아닌 나의

불행에 거리를 두기 위해서도 불행에 처한 나보다 우월한 무엇이 필요하

다.

라캉은 이를 ‘남근(phallus)’ 기표의 존재로 설명한다. 남근은 상징

계적 질서에 얽매이지 않은 기표, 하나의 기의와 결합하지 않고 끊임없

이 미끄러지는 기표, 결여를 가진 상징계가 붙잡을 수 없는 불가능한 총

체성을 나타내는 순수기표다.51) 앞서 언급했듯 문자는 생생한 사물을 ‘죽

인다.’ 즉 문자는 삶의 ‘거세’를 가져온다. 반면 남근은 고정된 기표와 기

의를 흔들며 ‘삶을 도주시킨다.’ 이러한 ‘삶의 도주’라는 개념은 바흐친이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에서 찾아낸 ‘카니발적 웃음’의 이미지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카니발적 이미지들은 기존의 가치체계와 일상적인

규범을 통해 의미붙여진 세계를 부수고 ‘순환하는 물질’로 환원하며, 새

롭게 비일상적인 세계를 창조한다.52) 그리고 이러한 환원은 삶과 생명력

의 회복이다. 이는 ‘유년기’의 회복이라는 프로이트의 분석과도 일맥상통

한다.

50) Bergson, 『농담/창조적 진화/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14-5.

51) 이미선, 『라캉의 욕망이론과 셰익스피어 텍스트 읽기 : 『리어왕』,『베니스의 상인』을 중심

으로』, 446-447.

52) Mikhail Mikhailovich Bakhtin,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이덕형․최건영 공역 (서울: 아카넷, 2001),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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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은 자신의 실생활적 기능과는 무관하게 단일한 비공

식적 세계상을 만들어낸다. 자신의 어조처럼 그 내용도 비공식적인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태어나서, 죽고, 스스로 출산하고, 그리고

먹히고 먹는 것들과 세계의 유쾌한 물질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러나, 결국은 항상 성장하고, 번식하고, 점점 커가고, 점점 좋아지

고,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53)

이는 희극이 생산력을 기원하는 남근숭배 찬가의 선창자로부터 유

래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54)과도 이어진다. 라캉은 상징으로서의

남근을 넘어 기표로의 ‘남근’을 통해 같은 장애물로부터 희극적 내러티브

와 비극적 내러티브가 갈라지는 지점을 설명한다. 희극이나 비극이나 공

히 삶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등장하지만, 이러한 남근의 존재로 인해 비

극적 상황에서도 희극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희극성의 조건을

우월함으로 설명하려면, 이 우월함은 기의에 매달린 모든 상징계적 기표

를 넘어서는 남근이라는 기표에게 속할 것이다.

남근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비극에서는 주인공이 저항할 수 없는

운명55), 사회질서56), 의무57)나 일의적인 기표의 의미58), 즉 ‘상징계적 덫’

에 걸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반면, 희극에서는 “삶의 도주를 나타내는

기표”인 남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삶의 장애물에 붙잡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 도망친다.59) 남근 기표는 모든 상징계적 기표보다 ‘우월하

다’. 남근 기표 아래 모든 상징계적 기표는 일의적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53) Bakhtin,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304.

54) Aristoteles, 『시학』, 21.

55) 오이디푸스나 멕베스는 도도한 운명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56) 한국 근대사의 비극들은 모두 엄혹한 사회질서로부터 비롯된다.

57) 이미선, 『라캉의 욕망이론과 셰익스피어 텍스트 읽기 : 『리어왕』,『베니스의 상인』을 중심

으로』, 132.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비극의 여주인공들은 아버지에 대하 의무와 남편에 대한

의무에서 양자택일의 태도를 취하는 반면, 희극의 여주인공들은 그런 선택에 직면하지 않는다.

58) 햄릿은 유명한 대사 “삶이냐 죽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에서 기표의 의미를 고정하고 양자택일의 태도를 취한다.

59) 이미선, 위의 책,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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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진다. 이와 함께 상징계를 구성하는 모든 가치, 의무, 질서의 의미

론적 경계도 모호해진다. 주인공은 기존의 사회질서나 의무를 그대로 받

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표의 미끄러짐을 이용하여, 삶의 장애물을 재

치와 속임수, 꾀를 통해 극복해나간다. 즉 상징계의 결여를 인지하고 그

틈을 통해 삶을 도주시키는 것이다. 앞서 희극성의 속성으로 제시된 ‘지

적 작용’은 여기서 결여를 발견하고 한발 더 나아가 이용할 수 있는 ‘재

치’로 구체화된다.

현명하긴 했지만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코딜리어60)같은 비극의 여

주인공에게 재치가 있었다면 그녀는 포오샤나 로잘린드61)같은 희

극의 여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코딜리어는 언어가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현명한 여자이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함으로써 상황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재치(Cunning)나 꾀는 부족했기 때문

이다.62)

비극적 내러티브에서는 그러한 장애물 앞에 주체의 무력함이 제시되며,

이 경우 주인공의 상징계적 욕망은 좌절되고 주체의 죽음충동만이 남는

다.63) 다시 말해 비극에서 상징계적 결여는 즉 주체의 결여로 나타나며,

이는 희극에서 주인공이 결여를 지닌 상징계를 타자로 인식하는 것과 대

비된다. 비극에서 상징계의 결여는 곧 자신-주체의 결여이며 죽음의 올

60)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에서 리어의 딸이다.

61) 포오샤는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의 여주인공이며 로잘린드는 희극 《뜻대로 하

세요》의 여주인공이다.

62) 이미선, 『라캉의 욕망이론과 셰익스피어 텍스트 읽기 : 『리어왕』,『베니스의 상인』을 중심

으로』, 450-451. 포오샤는 변장을 통해 남편을 기만하고 심지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겠다

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며 통념상 아내의 의무를 무시하지만, 그 재치로 남편과 그의 친구를

위기로부터 구해낸다. 반면 코딜리어는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효도를 다하는 딸의 의무를 충실

히 수행하며 아버지와 함께 죽음으로 향한다. 사회질서와 의무의 일의적인 해석을 거부하는 재

치와 꾀는, 기표와 기의의 불일치를 이용해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말장난이나 기만과도 구조적

으로 같은 행위다.

63) 이미선, 위의 책, 303-304. 비극이 숭고한 이유는 이러한 죽음충동이 쾌락원칙을 넘어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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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지만, 희극에서 상징계의 결여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삶을 도주시키

기 위해 이용하는 타자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관객 입장에서 이러

한 희극적 카타르시스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아와 이를 둘러싼

욕망과 가치체계들을 타자로서 대할 수 있도록 인식을 확대해주는 역할

을 한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사회풍자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희극적이지는

못한 이유도 함께 설명한다. 개인의 정체성64)은 상징계적 질서, 즉 그를

둘러싼 사회질서와 가치체계, 욕망구조들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사

회풍자는 누군가에게는 정체성에 대한 폭력, 즉 비극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아무리 지배적인 가치질서라도 사회집단에 따라 이익

을 향유하는 정도가 다를 경우 이를 타자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늘어난

다. 그러므로 사회풍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급과 계층 간의 갈등

을 드러냈다. 과거 조선의 봉산탈춤은 양반들을 희화화 한 것이고, 계몽

주의시대의 ‘피가로’는 귀족계급을 놀리는 설정이며, 근대신문의 만평 역

시 정치권력을 지닌 타자들을 향했다. 때문에 기존 사회질서에 속했던

귀족들은 《피가로의 결혼》을 보면서 웃을 수 없었고, 실제로 피가로의

결혼이 연극으로 상연될 당시, 귀족들은 그 플롯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

한 바 있다.65) 한편 현대 부조리극은 보다 넓은 의미의 상징계, 즉 ‘인간

존재와 삶의 조건들’ 자체의 결여를 다루며, 이 경우 관객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희비극적 불편함에 직면한다.

셋째, 결여의 타자성은 무의식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희극성은 결여

에 대한 판단이라는 면에서 지적이나, 만약 이미 의식에서 타자의 결여

를 표상하고 있다면 이는 그저 관찰과 분석에 다름 아닐 것이다. . 가령

64) 라캉에게 ‘자아 이상’은 타자의 욕망이 구착한 상징계적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는

일종의 거짓-주체다. Fink, 『라캉의 주체』, 103-109.

65) 백작의 초야권 행사에 대한 내용에 Geoffroy는 ‘뒷골목에서나 일어나는 매춘 장면을 풍속을

쇄신해야 할 극장의 무대에 등장시켰다고 흥분하였다. 작품의 외설성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

도 백작부인과 케루비노의 관계에 집중되었다. 이처럼 귀족들이 부도덕하게 묘사되는 것에 있

어 신문비평에서는 매우 신랄하게 비판되었다. 하지만 서민층이라는 새로운 관객집단의 출현과

그들의 환호로 작품은 대 성공을 거두게 된다. 김새환, “18세기 신문비평에 나타난 『피가로의

결혼』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 『불어불문학 연구』44 (2001), 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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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어리석음을 비난하거나, 사회 개혁을 위해 토론하는 사람은 웃

지 않는다. 웃음은 어떤 장면에서 느닷없이 터져 나오며, 결여의 드러냄

에 대한 지적인 과정은 웃음 이후에 온다.

계몽주의 이론가들은 희극성을 지적인 과정으로 보면서도, 희극성

의 이러한 이면적인 측면 때문에 이성의 변증법적인 대립물, 즉 “부정

(否定)의 운동”으로 보았다.

웃음의 원인이 오성에 있다고 보는 모든 이론들은 웃음의 현상을

본질적으로 “부정(否定)의 운동”으로써 파악하려고 했다. 이러한 부

정의 운동으로써 우스꽝스러움을 극복하거나 본연의 위치로 되돌아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성이다.66)

퐁트넬(Bernard Le Bovier de Fontenelle, 1657-1757)은 “이성은 웃음을

추방하기도 하지만 웃는 중에 오류를 범한다”고 보며 “웃음은 일종의 이

성의 놀람”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익살은 일시적인 이성의 현혹

으로서 이성은 즉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67)

이처럼 희극성은 결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이성을 필

요로 하나, 희극적인 상황을 만들고 웃는 비합리적인 행위는 ‘이성의 위

기’이기도 하다. 계몽주의 시대에서 이는 위에서 밝혔듯 변증법적인 역설

을 이룬다. 이후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정신작용의 이면

적 층위를 도입하면서 이를 역설 없이 설명해낸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으므로’68) 무의식에서도 역시 지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 있

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농담의 경우 무의식적 과정으로, 희극성의 경우

의식에 가까워 금방 의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의식적 과정으로 설명

한다.

66) 류종영, 『웃음의 미학』, 200.

67) 류종영, 위의 책, 201.

68) Jacques Lacan, 『자크 라캉 세미나 11(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맹정현․이수련 공역

(서울: 새물결, 2008),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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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세상의 거대함과 자기 자신의 하찮음을 대립시킴으로써 고

통스러운 감정을 무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 것

은 유머의 성과가 아닌 철학적 사유의 성과물이며 우리는, 그의 사

고과정에 우리를 대입시킬 때 아무런 쾌락도 얻지 못한다. 따라서

유머의 전위란 의식의 주의력이 있을 때에는 희극적 비교와 마찬가

지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희극적 비교와 마찬가지로 의식되지 않거

나 혹은 자동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묶여 있다.69)

프로이트는 희극성을 통해 웃음이 방출되기 전에 그 희극성을 ‘설명’할

때 우리가 왜 웃을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시한다.

희극적 쾌락과 희극적 쾌락의 효과를 깨닫게 하는 웃음은 비용

차이가 사용될 수 없고 방출될 때에만 발행할 수 있다. 차이를 깨

닫자마자 그 비용이 다른 데 사용되면 우리는 쾌락 효과를 얻지

못하고 기껏해야 순간적 쾌락을 얻을 뿐이며 이 쾌락에는 희극적

성격이 나타나지 않는다.70)

즉, 희극성은 상징계의 결여에 거리를 두는 지적인 과정이지만, 그것은

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

어지는 것이다. 만약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켜왔던 사회질서에

대해 그 결여를 표상하며 우리가 웃는다면, 이는 무의식에서 구성한 희

극성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결여를 언어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

로운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것은 의식적 이성의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계몽주의자들이 규정한 ‘이성의 변증법적 대립물’로서의 희극성은, 정신

분석학을 빌려 ‘의식적 이성의 변증법적 대립물’로 새롭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69) Freud,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287.

70) Freud, 위의 책.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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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희극성의 조건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는데, 이와 함께 오

페라부파의 희극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다. 오페라부파라는 장르의 최종 결과물은 ‘무대에서 상연되

는 극과 노래’이다. 내러티브의 희극성은 극의 골조가 되는 리브레토와

거기에 붙은 음악, 그리고 연출 전반을 통해 관객에게 전해진다.

먼저 리브레토는 등장인물의 대사텍스트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리고 이를 극으로 상연하기 위해 음악과 무대연출, 배우들의 연기

가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표면적인 층위는 텍스트이다. 이 텍스트를 등

장인물의 대사라는 가장 작은 범주로 한정할 때, 사건의 전개를 구성하

는 극의 플롯은 이 텍스트를 가장 가깝게 둘러싼 ‘컨텍스트’가 된다. 한

층 더 바깥에 있는 컨텍스트로는 작품 전체의 극적인 성격이나 오페라부

파의 장르적 전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더욱 넓게는 작품을 둘러싼 사

회적 환경이나 가치질서까지 컨텍스트로 볼 수 있다.

리브레토의 대사텍스트가 항상 문자그대로의 의미효과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텍스트는 언어적인 의미를 넘어 이와 상이한 비언어

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참 잘했다”라는, 표면적으로 긍정

적인 대사로 상대방을 비꼬는 대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대사텍

스트의 언어적․일상적 의미효과인 ‘칭찬’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효과

‘빈정거림’이 숨어있다. 이 대화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발화자의 뉘앙스나

(이 경우라면 ‘잘’이라는 어절을 길게 늘려 말할 것이다) 표정 등으로 숨

어있는 의미효과를 알아챌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요소들의 도움으로 텍

스트의 표면적 의미와 다르게 만들어지는 의미효과를 그 텍스트의 ‘서브

텍스트’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서브텍스트는 일상적으로 전제되는

컨텍스트와 어긋나는 곳에 의도적으로 텍스트를 위치시켰을 때 발생하기

도 한다.71) 또한 일정한 텍스트에 일반적으로 ‘어울리는’ 연출과 다르게

71) 맛없는 식사대접을 받은 사람이 “맛있는 음식 아주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한다면, 이것은 음

식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아닐 수 있다. 만약 무성의하고 형편없는 음식이었다면 발화

자는 인사 이면으로 불만을 전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 매우 노력하여 만든 음식이지만 그

맛이 떨어졌던 것이라면 발화자는 요리한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려는 것 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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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할 때 서브텍스트가 만들어지기도 한다.72)

오페라부파에서는 리브레토의 텍스트를 연기와 무대, 그리고 연극

에는 없는 ‘음악’이라는 요소를 통해 리브레토의 텍스트를 극으로 연출한

다. 연출이란 극작품에서, 각본을 바탕으로 배우의 연기, 무대 장치, 의

상, 조명, 분장 따위의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도하여 작품을 완성하

는 일을 말한다.73) 물론 오페라의 경우 리브레토의 텍스트와 악보의 음

악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전적 개념의 ‘각본’에 악보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각본이나 리브레토 텍스트 내적으로도

어조나 플롯의 배치를 통한 극적 ‘연출’을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러나 여기서는 언어적인 의미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의 역할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목적에 부합하도록 텍스트 개념은

리브레토 자체로 한정하고 연출 개념은 리브레토 텍스트의 극적인 의미

효과를 완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리브레토 스스로를 제외한 극적 장치

들로 규정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여러 연출의 도구 중에 리브레토에 연

결된 음악만을 다루도록 하고, 이것의 연주나 무대장치, 연기 등은 논외

로 한다.

이 때 오페라의 각본인 리브레토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희극성

이 리브레토 외의 연출로서 ‘강화’될 수도 있고, 리브레토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희극성이 리브레토 바깥에서 연출을 통해서 새로이 ‘산출’될 수도

있다. 만약 부파의 내러티브가 희극적일 경우, 위와 같은 요소들, 즉 텍

스트와 컨텍스트, 그리고 이면의 서브텍스트와 각종 연출은 앞서 설명한

희극성의 세 가지 조건, 즉 결여, 타자성, 무의식성을 구성하게 된다. 우

선, 결여는 대사텍스트가 부적절한 컨텍스트에 위치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연출을 동반할 때 발생하는 불일치를 통해 드러난다. 대사텍스트가 컨텍

스트와의 불일치 생성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등장인물의 인

있다.

72) 맛있는 음식을 대접 받은 후 울상을 지으며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를 보는 사람들

은 대사텍스트의 표면적 의미효과 이면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73) 국립국어원의 사전적인 정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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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상의 오류, 기만의 술수, 비꼼이나 능청 등이다. 이들은 등장인물의 어

리석음이나 외견상 견고해 보이는 가치질서의 무력함, 즉 일종의 ‘결여’

를 전제로 하는 것들이다. 여기서 텍스트를 언술하는 등장인물의 의도적

인 불일치 생산은 곧 서브텍스트를 산출한다. 이렇게 발생한 서브텍스트

는 텍스트가 축조한 외양에 내포된 결여를 채우며, 한편 이를 통해 부정

적인 방식으로 결여의 존재를 알린다. 이런 측면에서 서브텍스트의 존재

는 수동적 어리석음과 능동적 기만의 차이를 가른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컨텍스트와 텍스트의 혹은 연출과 텍스트의 불일치로 드러나

는 결여는 타자성을 가진다. 이러한 불일치는 텍스트와의 관계가 우리의

언어체계나 사회질서, 가치체계 등 보다 일반적인 ‘응당 그러한 것’이 어

긋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가 만약 수동적 어리석음을 보고 웃는다면,

우리가 그들의 상징계적 결여에 대해 우리의 상징계 및 정체성과 무관

한, ‘안전한 위치’에서 희극성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74) 또한 우리가

힘 있는 자들에 대한 능동적 기만을 통해 웃는다면, 그러한 불일치, 결여

를 고의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타자로서의 상징계의 억압으

로부터 도망치는 남근기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속한

질서, ‘응당 그러함’, 가치체계의 결여에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질서와 거리를 두고 이를 타자로 삼아 그 바깥에 주체를 위치시킨 것이

다.

마지막으로, 결여는 텍스트의 이면에 위치하며 이는 의식에 대한

무의식의 위상과 일치한다. 물론 텍스트의 이면에서 암시되고 있던 결여

가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순간은 웃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텍스트로 언술되는 데 그친다면 희극적 내러티브로서의 힘을 잃은, 그저

분석이나 판단이 될 뿐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전하는 사람들은 듣

는 사람들이 그 결여가 전면에 드러나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포착하여

웃도록 만든다. 반면 ‘이것이 왜 웃긴지’를 설명하여 듣는 사람들이 그

74) 정신분석학 비평에서는 이를 ‘전이’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이들의 ‘거세되지 않

음’에 우리를 전이시켜 ‘유아기의 풍성함’을 체험한다. 이미선, 『라캉의 욕망이론과 셰익스피어

텍스트 읽기 : 『리어왕』,『베니스의 상인』을 중심으로』,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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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를 의식의 영역에서 포착하도록 만든다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전

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모차르트 오페라부파에서 음악은 극과 대사에 ‘연출’로서 역할하며

이 같은 불일치 산출에 관여하고 내러티브의 희극성에 기여한다. 이때

음악은 두 가지의 상반된 양태를 보인다. 먼저, 음악 연출이 대사텍스트

의 의미효과를 강조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는 대사텍스트

가 가면을 쓰고 컨텍스트와의 불일치를 만들어낸다. 음악은 이 때 텍스

트가 쓴 가면과 동일한 가면을 쓰고 능청을 떤다. 이러한 양태의 음악

연출은 이미 리브레토 안에 포함되어있는, 텍스트 이면의 결여나 서브텍

스트를 강조하는 성격을 지닌다.

리브레토상 텍스트가 컨텍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불일치가 다소

모호할 경우도 있다. 이때 음악은 텍스트가 가진 의미효과를 과장해서

들려주는데, 마치 이곳에 관객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불일치가 있다고 알

려주는 듯하다. 한편으로 그 불일치가 사회통념상 은밀하게 암시될 경우

음악은 이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드러내려 한다. 두 경우 모두

음악연출이 리브레토가 표면적인 희극성 아래 감추고 있는 희극적 내러

티브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반대로 음악이 대사텍스트가 가진 언어적(표면적) 의미효과에 어긋

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이 경우 음악은 리브레토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불일치를 스스로 만든다. 음악연출은 텍스트나 컨텍스트가 일상적

이거나 관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바에 어긋난 의미를 암시하며, 리브레

토의 텍스트가 가면을 쓴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를 통해 음악연출은 리

브레토 본래의 가능성을 넘어 희극적 내러티브를 창출한다. 이렇게, 모차

르트 오페라부파의 음악은 “진지한 곳에서 거짓말하며, 거짓말하는 곳에

서 진지하다.”75)

본고에서는 리브레토상의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리고 음악연출의

관점에서 희성을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하는데, 앞서 밝힌 대로 어떤 유

75) Žižek and Dolar, 『오페라의 두 번째 죽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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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희극성은 리브레토로부터 충분히 산출될 수 있다. 이 경우는 희극

성에 대한 설명은 리브레토상의 내러티브를 통해 충실히 설명하고, 음악

연출이 희극성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부연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반대

로 리브레토상의 내러티브만으로 희극성을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는 음악

연출이 희극성을 산출하는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는 형식을 가질 것이다.

이하로는 이 세 가지 희극성 양태에 따른 음악연출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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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극성 강조

리브레토상의 대사텍스트가 이를 둘러싼 컨텍스트와 불일치할 때,

이로 인하여 드러나는 결여가 만들어내는 서브텍스트는 내러티브의 희극

성을 만든다. 이 경우 텍스트는 가면을 쓰고 있으며 그 가면은 이면의

어떠한 결여를 덮고 있다. 이 때 음악연출은 대사텍스트의 의미효과를

극대화하며 그 불일치를 강조한다. 즉 음악이 텍스트와 동일한 가면을

쓰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텍스트와 불일치를 보이는 컨텍스트의 층위가

대사 텍스트 수행 당시의 장면이나 사건의 전개와 같은 리브레토 플롯이

라면, 그러한 불일치와 더불어 텍스트 이면의 결여와 서브텍스트의 존재

는 관객들에게 비교적 명확하다. 다만, 텍스트와 불일치를 보이는 컨텍스

트의 층위가 극 전체의 성격이나 장르적인 관습, 극을 둘러싼 사회 환경

이나 가치질서 등이라면, 그 불일치와 이를 드러내는 결여나 서브텍스트

는 이보다 덜 명확할 수 있다.

이 중 대사텍스트와 플롯 컨텍스트가 불일치하는 양태는 오페라부

파의 기본적인 희극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이다. 등장인물의 단순한

어리석음과 실수가 관객들을 웃게 만들거나, 등장인물 사이의 계략과 기

만, 이로 인한 착오가 유쾌하게 그려질 수도 있으며, 뻔한 사실을 외면하

는 능청이나, 예의범절을 지키며 악담을 하는 빈정거림, 어떤 진실이 밝

혀지지 않도록 애쓰거나 위태로운 사회적 질서를 가까스로 지키려는 안

타까운 노력이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두의 공통

점은 바로 텍스트76)가 사건이 전개되거나 벌어진 상황, 즉 컨텍스트와

불일치를 보인다는 것이다.

76) 이것은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경우,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인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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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ARO

Se a caso madama

La notte ti chiama,

Din din; in due passi

Da quella puoi gir.

Vien poi l'occasione

Che vuolmi il padrone,

Don, don; in tre salti

Lo vado a servir.

피가로

마님께서 당신을

밤에 부르신다면

딩 딩; 두 걸음이면

갈 수 있소.

그리고 주인께서

나를 찾으시면

동 동; 세 걸음만에

대령하겠소.

ⓐ

SUSANNA

Così se il mattino

Il caro Contino,

Din din; e ti manda

Tre miglia lontan,

Don don; a mia porta

Il diavol lo porta,

Ed ecco in tre salti ...

수잔나

그래서 어느 아침

백작께서

딩 딩; 당신을

3마일 밖에 보내놓고

동 동; 내 문 앞에

마귀가 지키고 있다가

세 걸음만에 여기에 오죠...

ⓑ

하 략

1.1. 어리석음과 기만의 희극성

먼저 등장인물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수동적 희극성의 양태와 음악

연출을 보자. 극을 여는 이중창인 피가로와 수잔나의 이중창 ‘Se a caso

madama(마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면)에서 등장인물의 결여를 다루는 방

식을 통해 희극적인 내러티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 이중창은 극 전체의 컨텍스트가 되는 피가로와 수잔나가 처한 상황과

주연인 두 등장인물의 성격을 동시에 제시하며, 극의 전개에 대한 관객

들의 몰입을 정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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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로의 대사텍스트는 백작이 하사한 신방에 기뻐하며 백작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컨텍스트로는 피가로의 부재 시

수잔나를 쉽게 취하고자 하는 백작의 계략과 그에 속아넘어가는 피가로

의 아둔함이 있다. 즉 대사텍스트가 드러내는 바와 극적 컨텍스트와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피가로의 결여, 즉 그의

덤벙거림과 경솔함을 드러낸다. 반면 수잔나는 극적인 컨텍스트에 적합

한 대사텍스트를 수행하며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수잔나의 텍스트에서는 희극적 요소가 없

다. 만약 수잔나가 이 장면에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자신의 무력함

을 호소했으면 오히려 비극적인 내러티브를 형성했을 것이다.77)

이러한 내러티브를 음악이 어떻게 강조하는지를 살펴보자. 이 장면

직전 피가로는 신혼의 꿈에 취해서 방의 크기를 재며 우아한 부레의 리

듬으로 노래한다. 한편 이어지는 이중창은 18세기 후반의 코믹 춤인 콩

트르당스를 형식으로 하고 있다. 이는 “주인께서 부르신다면...”이라는 가

사와 대응하여 피가로가 기꺼이 하층계급의 태도로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78) 피가로는 ⓐ에서 자신이 처한 컨텍스트를 모

르고 순진한 가사와 함께 2/4박자 알레그로와 빠르고 경쾌한 리듬, B♭

장조로 노래한다. 이후 수잔나의 대사텍스트로 극 전반의 컨텍스트가 명

확해진다. 여기서 수잔나의 노래 ⓑ에서는 ⓐ에서 B♭조로 제시되었던

선율(악보1)이 같은 시작음 F와 같은 리듬으로 나란한조인 g단조에서 제

77) 오페라부파는 전체적으로는 희극적인 내러티브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거리를

두는 태도로 등장인물에 대한 적절한 감정이입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긴 시간 이어지는 오페

라에 관객들을 몰입시킬 수는 없음은 자명하다. 종종 오페라부파에서도 비극적인 내러티브를

갖는 아리아가 등장한다. 이는 당시 오페라 전 장르의 기준이 되던 세리아의 전통에 따른 것이

기도 하지만, 단막극과 달리 장시간 상연되기 때문에 관객을 몰입시켜야 했던 부파 장르 스스

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나 세 시간 가까이 공연되는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초반에 극 상황에 관객이 몰입하지 않는다면 이어지는 희극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웃음을 자아

내긴 힘들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극적 아리아조차도, 극 전체적인 컨텍스트와의 관계에서의

불일치를 인지하며 희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78) Wye J. Allanbrook, Rhythmic Gesture in Mozart: Le Nozze di Figaro and Don Giovann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17. 권송택. “모차르트 오페라의 관습적 이디

엄,”『서양음악학』12/1 (2009), 5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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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악보2) 대조가 형성된다. 피가로와 달리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일

치하며 단조로 변한 선율 또한 피가로의 부분과 달리 텍스트와 컨텍스트

모두에 일치한다.

<악보1> ‘Se a caso madama(마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면)’ 마디 5~9 -

피가로

<악보2> ‘Se a caso madama(마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면)’ 마디 43~47 -

수잔나

사실 관객들이 위의 이중창에서 피가로의 모습을 보고 웃을 수 있

는지 없는지는 피가로의 결여를 타자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결여를 가

진 피가로에게 감정 이입을 하느냐에 달려있었다. 물론 배우(가수)연기로

써 이입이나 거리둠을 유도하는 연출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피

가로의 결혼》을 처음 접하며 피가로의 성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관객이

있다면, 그에게는 주인공의 위기를 제시하는 이 첫 이중창에서 희극성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의 카바티나 ‘Se vuol ballare Signor

(백작님께서 춤추기를 원하신다면)’에서는 관객들이 보다 타자화하기 쉬

운 결여인 귀족계급의 결여, 피가로가 의도적으로 창출해 내는 서브텍스

트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희극적 내러티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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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ARO

Se vuol ballare

Signor Contino,

Il chitarrino

Le suonerò.

피가로

내 귀여운 백작님,

춤주고 싶으시다면

내 기타로

반주를 해 드리죠.

 

ⓐ

Se vuol venire

Nella mia scuola

La capriola

Le insegnerò.

새로운 학교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공중제비 도약을

가르쳐 드리죠

ⓑ

Saprò... ma piano,

Meglio ogni arcano

Dissimulando

Scoprir potrò!

L'arte schermendo,

L'arte adoprando,

Di qua pungendo,

Di là scherzando,

Tutte le macchine

Rovescerò.

(parte)

난 그 방법을 알지.. 부드럽게,

비밀을 감추는 방법을.

당신의 가면을

내가 벗겨주겠어.

펜싱의 기술이

내가 쓰는 기술

여기서 찌르고

저기선 속이고

당신의 모든 계략

뒤집어엎겠어.

(퇴장한다)

ⓒ

백작의 속마음을 알게 된 피가로는 모든 것을 뒤엎고 당장 백작

에게 달려가 추궁하는 대신, 일차적으로는 백작을 속이기 위한 외양(자

신의 책략을 피가로는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을 만들고, 사회적이 계급

질서의 외양(하인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을 유지한다. 이 아리아가

앞서 제시된 이중창과 다른 점은 대사텍스트가 수동적인 스스로의 결여

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서브텍스트를 산출하며 타자의 결여

를 공격한다는 점이다. 피가로는 백작의 의도에 따라 열심히 돕겠다는

텍스트를 노래하지만, 새로운 춤이라는 단어를 통해 춤과 반주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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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꾸며 백작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도로 백작을 조종하

겠다는 서브텍스트를 만들어낸다. 흥미로운 점은 아리아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서브텍스트가 가면의 위로, 즉 표면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

부분에서 피가로는 감춰두었던 진심을 비꼬지 않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데, 이것은 타자의 결여를 드러내고 이를 타자화하는 것이지만, 무의식적

인 것은 아니다. 그 결과 ⓒ 부분의 내러티브는 희극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 요컨대 같은 상황에서는 화를 내는 것 보다는 빈정거리는 것이 보

다 희극적이다.

음악연출은 각 부분의 텍스트의 의미효과를 충실하게 지원하며 희

극성을 극대화한다. ⓐ부분은 단순한 3박자의 카바티나로 시작하는데, 모

든 악기는 노래와 같은 리듬을 연주한다(악보3). 이는 백작이 춤을 추겠

다면 자신이 반주를 하겠다는 가사에 반영된 피가로의 표면적 복종(즉

거짓 복종)이라는 의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이 부

분은 귀족적인 미뉴에트로 음악 역시 가면을 쓰고 있다. 미뉴에트는 궁

중이나 살롱의 상류계층과 연관된 절제되고 고상한 춤이다. 여기서는 장

식이 거의 없는 절제되고 품위 있는 진행으로 고상하고 예의바른 정서를

표현한다.79)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가면 쓰기는 피가로의 진심이 차츰 드러나면

서 붕괴된다. ⓑ은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와는 바이올린의 트

레몰로 음형과 호른의 스타카토 더블링을 거쳐 이어진다(악보4). 이 부분

의 가사는 ‘반주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준다’는 내용을 담음으로

써 피가로가 진심으로 복종하고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반주부에는 연속

되는 스타카토와 트레몰로 음형을 새로이(일시적으로) 구성하여, 이후 분

노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며 진심을 이야기 할 것을 예상하게 한다.

가사가 진심을 담고 있는 ⓒ부분은 앞부분과 더욱 대조를 이루는

수많은 음악적 장치들이 있다. ⓒ부분의 등장 전에 제1바이올린에서 상

행하는 스케일 모티브(악보5)를 시작음을 2도씩 상행시키며 다섯 번 시

79) 권송택, “서양 고전주의 음악의 관용적 표현 양식,”『음악과 문화』13 (2005),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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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스를 만들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또한 앞서 일시적으로 등장한 스타

카토와 트레몰로 음형이 본격적으로 반주에 사용된다. 세 박자의 경쾌한

리듬은 해체되고 템포는 급격하게 빨라지며 다이내믹 역시 강해진다. 이

에 대해 김미영은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연에서의 피가로는 그러나 더 이상 무도회장에서 백작의 춤을 반

주하는 하인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피가로는 이제 백작을 상대하

고 가르치는 우월한 위치가 된다. 미뉴에트적 리듬은 아직 변형된

선율형태에서 지속되지만, 트릴처럼 빠르게 16분음표로 연주되는

바이올린의 소리는 이 리듬을 퇴색시키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C조로 전조되는 마디31부터 음악은 더욱 역동적으로 변한다.

쉼표 후에 전 성부에서 갑작스럽게 울리는 포르테 화현들은 2마디

이후 현악소리만으로 이어지는 여린 음향과 큰 대조를 이루고, 이

러한 음향의 대조는 10도 하행하는 바이올린 성부들의 음정 격차

와 함께 도약과 후퇴를 반복하는 듯 하는 느낌을 준다. 이는 또한

싱코페이션과 붓점을 가지고 리듬적으로 강조되는 노래선율을 통

해 더욱 두드러진다. 이 부분의 가사를 살펴보았을 때, 피가로가

자신의 학교에서 백작에게 무엇을 가르치려하는지, 즉 그 핵심용어

인 "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확실히 드러나 있지 않다.80)

가사에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이어지는 음형을 고려할 때 피가로가 가

르쳐주려는 ‘도약’은, 피가로 계급의 춤인 콩트르당스임이 분명하다. 이

콩트르당스 반주에 의해서는 백작은 자신이 추는 춤이 아닌 ‘다른 춤’을

추게 된다(악보6)81). 그리고 이 대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시 ⓐ가 반

복된다. 즉 A-B-A형식을 띠게 되는 것이다. 오페라 세리아에서 감정의

흐름을 해친다는 이유로 부자연스럽다는 비판을 받아온82) 다카포 아리

80)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66.

81) 권송택, “모차르트 오페라의 관습적 이디엄,” 64.

82) 허영한, “연출가 모짜르트 : 오페라『코지 판 투테』의 재미” 『낭만음악』18 (1993),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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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오페라부파의 이러한 부분에서는 매우 적절한 형식이 된다.

이러한 불일치가 드러내는 결여는 명확하다. 신분질서하의 백작의

위치다. 하인이 백작을 대상으로 음모를 꾸민다는 면에서 계급질서는 이

미 훼손되지만, 백작의 비윤리성,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 자체 역시 계

급질서의 결여에 대한 상징으로 기능한다. 즉 희극성은 등장인물의 어리

석음과 위선, 착오 등의 결여로 산출되는데, 만약 이러한 등장인물이 사

회적인 가치질서의 환유, 혹은 상징으로 기능할 경우에, 이 아리아에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회 풍자적 희극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모차르트는 이 카바티나를 통해 백작과 피가로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으며 피가로가 신분질서를 타자화하고 희극성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를 부여하면서도, 그 자신스스로 역시 희극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즉 타자성을 획득하도록 한다. 즉 피가로가 지닌 사회질서를

무시하는 대담함과 자신감, 악의를 보여주며 그가 남근기표를 행사하는

것처럼 묘사하나, 이는 결과적으로 (gender의 의미로) ‘남성’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오페라부파 《피가로의 결혼》은

계급질서뿐 아니라 남성중심의 사회질서나 가치체계 역시 풍자의 대상으

로 삼는다. 따라서 피가로의 ‘남성성’과 ‘악의’를 알게 된 관객들은 이후

피가로가 극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앞선 이중창과 유사한 경솔함과 어

리석음을 보여 줄 때, 이입하여 마음아파하지 않고 거리를 두어 쉽게 웃

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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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 ‘Se vuol ballare Signor(백작님께서 춤추기를 원하신다면) 마

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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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 ‘Se vuol ballare Signor(백작님께서 춤추기를 원하신다면)

20~23

<악보5> ‘Se vuol ballare Signor(백작님께서 춤추기를 원하신다면)

마디42~43(제1바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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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NA

Sull'aria...

LA CONTESSA

Che soave zeffiretto...

수잔나

산들바람이...

백작부인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악보6> ‘Se vuol ballare Signor(백작님께서 춤추기를 원하신다면) 마

디64~67

《피가로의 결혼》 제3막에 등장하는 수잔나와 백작부인의 이중창,

“Che Soave Zeffiretto(산들바람은 부드럽게)"은 연애편지의 가면을 쓴

음모의 텍스트인데, 이 때 역시 음악은 철저하게 연애편지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며 컨텍스트와 텍스트의 불일치를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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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NA

"Zeffiretto..."

LA CONTESSA

"Questa sera spirerà..."

SUSANNA

"Questa sera spirerà..."

LA CONTESSA

"Sotto i pini del boschetto."

SUSANNA

"Sotto i pini...del boschetto..."

수잔나

산들바람이....

백작부인

오늘 저녁 속삭일 때....

수잔나

오늘 저녁 속삭일 때....

백작부인

숲속 소나무 아래서.

수잔나

숲속 소나무 아래서.

이 이중창에서는, 수잔나와 백작부인이 공모하여 백작을 속이려는

컨텍스트하 백작부인이 선창하는 텍스트를 수잔나가 받아 적는다. 그리

고 텍스트의 내용에 맞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음악이 세팅된다. 이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중창 중 하나지만, 이는

또 극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 텍스트이기도 하다. 이 가면을 쓴 텍

스트가 곧 속아 넘어갈 백작의 결여를 예비한다는 관점에서 이는 계급사

회의 도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여자들의 우정을 강조한다는 관점에

서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읽을 수도 있다. 《피가로의 결혼》에

서 현명하지 못하고 욕정에 눈이 멀어있는 백작은 계급적인 가치질서의

결여를 나타내나, 이에 더해 다른 한 축으로는 피가로 등 남자들의 어리

석음을 통해 남성중심 가치질서의 결여를 드러내기도 한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기존 남성우위의 질서를 역전시키며 남성

을 희극적으로 풍자하는 대표적인 아리아는 4막 8장의 피가로의 아리아

‘Aprite un po' quegli occhi(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오)’다. 수잔나는 위의

편지를 백작에게 전달하는데,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피가로는 경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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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ARO

Aprite un po' quegl'occhi,

Uomini incauti e sciocchi,

Guardate queste femmine,

Guardate cosa son!

Queste chiamate Dee

Dagli ingannati sensi

A cui tributa incensi

La debole ragion,

Son streghe che incantano

Per farci penar,

Sirene che cantano

Per farci affogar,

Civette che allettano

Per trarci le piume,

Comete che brillano

Per toglierci il lume;

Son rose spinose,

Son volpi vezzose,

Son orse benigne,

Colombe maligne,

Maestre d'inganni,

Amiche d'affanni

Che fingono, mentono,

Che amore non senton,

Non senton pietà,

Il resto nol dico,

Già ognun lo sa!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오,

경솔하고 어리석은 남자들이여

이 여자들을 보시오.

그들이 어떤지를 보시오!

당신들은 여신이라 부르지만

이미 속아버린 감각이며

우리의 약한 이성은

연기처럼 날아갔지,

그들은 유혹하는 마녀,

고통만을 남기며,

노래하는 세이렌,

우리를 바위로 인도하네.

그들은 매혹적인 올빼미,

우리의 깃털을 훔쳐가며,

번쩍하는 혜성,

우리의 빛을 앗아가네.

그들은 가시돋친 장미,

그들은 유혹하는 암여우,

그들은 미소짓는 폭군,

잔인한 비둘기라네,

음모의 전문가이며,

분쟁의 친구라네,

꾸미고, 거짓말하고,

사랑도 느끼지 않으면서,

연민도 느끼지 않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모두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게도 즉시 수잔나를 의심한다. 피가로는 괴로워하며 이 노래를 부르지만,

앞서 진행된 극으로부터 희극적 내러티브를 거치며 관객들은 피가로의

경솔함에 웃을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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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로는 분노에 차서 여자들은 모두 부도덕하고 남자들을 속이며

믿을 수 없다며 비난하며, 남자들의 연대를 주장한다.83) 여기서 음악 역

시 4박자의 행진곡풍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장됨이 텍스트의 우스꽝스러

움을 강조한다. 특이한 점은, 아리아가 끝나갈 때 지금까지 도드라지지

않던 호른이 “누구나 알고 있으니 모두 눈을 크게 뜨시오!”라는 가사 이

후 마치 군대나팔처럼 3화음적 팡파레를 울린다는 것이다(악보7). 이 팡

파레는 세 번이나 반복되며 강조된다. 여기서 호른의 사용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호른은 그 기원이 사냥용 신호악기라는 점에서 남성적인

뉘앙스로 행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일어

에서 ‘남편을 속여 간통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가 ‘hörnen’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부인이 바람난 남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는 피가로의 텍스트

를 강조하며 그의 불신과 질투심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만든다.84)

<악보7> ‘Aprite un po' quegli occhi(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오)’ 마디

의 호른 팡파레(79~80)85)

83) 클라우스 구트(Claus Guth, 1964-)의 2006년 찰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연출에서는 이 아리아 이

후, 남성의 연대를 강조하듯이 피가로, 바질리오와 바르톨로가 함께 “Così fan tutte!(여자들은

다 그래)”하고 외치기도 한다.

84)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70.

85) E♭조 호른이 사용되며 악보 역시 E♭조 악기용으로 이조된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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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능청과 허세의 희극성

지금까지 어리석음과 기만의 텍스트,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음악연

출로 희극성이 강조되는 사례를 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얼버무림과 능청

의 상황, 즉 컨텍스트상 이미 벌어진 사건을 대사 텍스트 층위에서 모두

가 외면하고 가리려 하거나, 기존 질서의 붕괴가 명확함에도 외형만큼은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희극적 내러티브를 산출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외양을 지키려는 노력은 오히려 그 이면에 무엇인가 존

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희극적이고 풍자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음악

은 위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텍스트와 동일한 가면을 쓰고 시치미를 뗀

다. 관객들은 외양을 지키려는 각고의 노력이 결국 무너지고 파국이 벌

어지며, 쌓아두었던 웃음을 크게 터뜨릴 수 있다.

《피가로의 결혼》 1막 4장 중 마르첼리나와 수잔나의 이중창,

‘Via resti servita, Madama brillante(가던 길을 계속 가세요, 눈부신 아

가씨)’은 앞서 피가로의 카바티나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즉 가면을 쓴

외양으로 서브텍스트를 암시하는 텍스트 뒤에, 직접적으로 그 서브텍스

트의 내용을 드러내는 텍스트가 이어진다. 이 이중창은, 마르첼리나가 수

잔나와 피가로의 결혼을 깨고 자신이 피가로와 결혼을 할 책략을 꾸미

고, 수잔나는 이것을 알아챘지만 모른 척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다.

수잔나는 자신의 결혼을 깨려는 마르첼리나가 곱게 보일 리 없고, 마르

첼리나 역시 자신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피가로와 결혼하기로 한 수잔나

를 질투하고 싫어하며, 이에 더해 수잔나의 하녀 신분을 무시하고 있다.

이 상황은 비록 귀족이 포함된 상황은 아니지만 계급간의 갈등을 포함하

고 있으며, 두 인물이 한 이성을 두고 경쟁한다는 원초적인 대결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상호

존중의 외양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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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LINA

Via resti servita,

Madama brillante.

SUSANNA

Non sono sì ardita,

Madama piccante.

마르첼리나

가던 길을 계속 가세요

눈부신 아가씨

수잔나

무례를 범할 수 없죠.

활기찬 부인.

 

ⓐ

MARCELLINA

No, prima a lei tocca.

SUSANNA

No, no, tocca a lei.

SUSANNA e MARCELLINA

Io so i dover miei,

Non fo inciviltà.

마르첼리나

아니오. 먼저 가세요.

수잔나

아뇨. 부탁드릴게요.

수잔나, 마르첼리나

제 의무를 알지요.

무례하게 굴 수 없어요.

ⓑ

MARCELLINA

La sposa novella!

SUSANNA

La dama d'onore!

마르첼리나

젊은 신부께서.

수잔나

존경받는 부인께서.

ⓒ

음악은 이러한 텍스트의 의미효과를 반영한다. ⓐ는 4/4박자 알레

그로의 A장조로 시작하는데, 반주의 상행 패시지가 특징이다. 음악은 이

들이 실제로 여기고 있는 바를 숨기고 서로가 서로를 본떠 사회적 질서

의 외양을 지키는 처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르첼리나의 대사 텍

스트에 경쾌하고 우아한 선율을 세팅하였으며, 그것을 수잔나가 그대로

모방 대구한다. 물론 텍스트 이면에 이들의 감추어진 속내, 즉 사실 서로

가 서로를 우습게 여기거나 경멸한다는 서브텍스트는, 극의 상황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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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LINA

Del Conte la bella!

SUSANNA

Di Spagna l'amore!

마르첼리나

백작의 어여쁜 꽃!

수잔나

스페인 모두의 사랑!

ⓓ

MARCELLINA

I meriti!

SUSANNA

L'abito!

마르첼리나

네 주제를 생각해.

수잔나

네가 입은 옷은 어떤데.

인물의 성격을 포함한 전체적 컨텍스트에 비추어 비교적 명확하다. 때문

에 관객들은 이것을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텍스트의 의미

효과는 극의 전반적인 상황, 즉 컨텍스트에 비추어 문자그대로의 메시지

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의 서브텍스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교양이라는 질서, 그리고 일의적인 언어체계의 결여를

드러내고, 서브텍스트를 등장인물 스스로 창출하며 교양 질서 이면의 악

의와 언어적 재치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이곳에 남근기표가 존재하며 그

결여가 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연출은 텍스트의 의미효과를 극

대화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서브텍스트의 존재, 즉 타자적 결여를 강조한

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모방은 아니지만 마르첼리나의 말을 받아

수잔나가 선율을 진행하며 프레이즈를 명확하게 만들고, 시간차를 두고

도입하는 선율로 3도 병행을 만들어 ‘조화로움’을 상징적으로 연출한다.

ⓒ부분은 이 노래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가면으로, 하행종지보다 인위적

인 상행종지를 사용하여 곡을 일단락 짓는다. 그리고 이 상행종지를 끝

으로 가면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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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LINA

Il posto!

SUSANNA

L'età!

MARCELLINA

Per Bacco, precipito,

Se ancor resto qua.

SUSANNA

Sibilla decrepita,

Da rider mi fa.

(Marcellina parte infuriata.)

마르첼리나

네 위치를 봐.

수잔나

네 나이를 생각해.

마르첼리나

계속 머물렀다간

화가 나서 달려들겠네.

수잔나

늙어빠진 마녀가,

웃기고 자빠졌네.

(마르첼리나 화가 나서 퇴장)

ⓔ

점점 감정이 고조되며 브릿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가 삽입되

는데, 이 부분의 각각의 한마디는 중의적인 내용이다. ‘백작의 어여쁜 꽃,

‘스페인 모두의 사랑’는 표면적으로 예의상 추켜세우는 언행일 수도 있지

만, 종종 의역되곤 하는 것처럼 ‘백작의 노리개’, ‘스페인의 창부’라는 서

브텍스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이중창은 오페라 첫 장면의 부레

와 시골풍의 셋잇단음표 음형으로 노래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부레는

셋잇단음형과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 이 우아한 부레가 통상적으로 사용

되지 않은 음형을 지녔다는 것은 이는 그저 부레가 지닌 ‘형식적’ 의미효

과만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부레는 중류계층의 춤86)인데 ‘형식적인

부레’를 통해 중류계층의 ‘형식적인 예의바름’을 의미하며, 이면의 끊임없

는 셋잇단음형 반주는 그 아래의 독설과 악의를 의미한다.87) 이 부분에

서 음악은 앞부분의 특징이었던 반주부의 상행 패시지가 전조되며 가장

높은 음까지 시퀀스를 이루며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그와 대조되는 하행

86) 권송택, “서양 고전주의 음악의 관용적 표현 양식,” 『음악과 문화』13 (2005), 96.

87) Allanbrook, Rhythmic Gesture in Mozart: Le Nozze di Figaro and Don Giovanni,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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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지를 등장시킨다. 이에 감정도 더욱도 고조되며 더 이상 가면을 유

지하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암시한다(악보8).

나아가 본격적으로 진심을 드러내는 부분인 ⓔ에서는 반주부에 계

속해서 하행 패시지를 등장시킴으로써 앞부분과의 대조를 만든다. 바이

올린 파트에는 하행스케일이 포함된 피치카토 패시지가 삽입되어 이 대

조를 강조한다(악보9). 주고받는 패시지가 짧아진 것 역시 앞부분과는 다

른 모습이며, 둘이 함께 부르는 부분 역시 수직화성적이었던 앞부분의 3

도 병행과는 달리 각각의 선율을 대위적으로 노래하여 더 이상 상호 존

중의 가면을 유지하지 않는 두 여인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리고 우아한

부레의 형식은 사라지고 셋잇단음형만 남는다.88) 교활하고 영리한 두 여

자가 결국 교양을 집어던지는 의외의 대조를 보여주며 그들의 결여를 드

러낸 것이다. 이는 앞선 피가로의 카바티나 장면보다 관객들에게 통쾌한

웃음을 줄 수 있다. 피가로의 카바티나의 경우 가면 아래의 이면을 노래

의 텍스트로만 드러냈다 다시 감출 뿐이지만, 이 이중창의 경우는 가면

아래의 이면을 좀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며 다시 덮지 않고 폭발

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터져 나오는 웃음은 직전의 가면

쓴 텍스트들을 통해 얻은 희극적 효과의 발현일 따름이다. 즉, 앞선 장면

없이 싸우는 장면이 먼저 제시된다면 희극적 효과를 만들 수 없다.

88) Allanbrook, 위의 책,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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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 ‘Via resti servita, Madama brillante(가던 길을 계속 가세요,

눈부신 아가씨)’마디 25~28

<악보9》 ‘Via resti servita, Madama brillante(가던 길을 계속 가세요,

눈부신 아가씨)’ 마디29~30(현악기군)

이처럼 등장인물의 대화가 그 이면의 의도적 서브텍스트를 숨기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극의 진행과 이면의 결여들을 한꺼번에 덮어버리고

얼버무리는 합창도 존재한다. 그 《피가로의 결혼》 1막 8장의 합창,

“Giovani liete, Fiori spargete(행복한 젊은 아낙들이여, 꽃을 뿌려라)”이

그 예다. 이 합창 직전에는 큰 사건이 벌어진다. 수잔나의 방에 들어와

있던 케루비노가 백작의 등장으로 숨었다가 발각되는 것인데, 이는 레치

타티보로 묘사되며 이어지는 삼중창에 가면 아래 수많은 이면들이 등장



47

CORO

Giovani liete,

Fiori spargete

Davanti al nobile

Nostro signor.

Il suo gran core

Vi serba intatto

D'un più bel fiore

L'almo candor.

합창

행복한 젊은 아낙들이여,

꽃을 뿌려라

우리의 고귀한

백작님 앞에.

그의 위대한 마음은

변함없이 지켜지네.

마치 아름다운 꽃같은

순수한 영혼이여.

한다. 백작의 속내(초야권 행사에 관한), 백작에 대한 케루비노의 적대적

감정, 바질리오의 방관적 자세, 케루비노의 행실, 백작의 음모를 케루비

노가 알게 되었음 등이 한꺼번에 이 삼중창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삼중

창 직후, 케루비노가 그 곳에 숨어있었던 것을 백작이 발견하고 분노하

는 순간은 이 가면들이 무너지려는 결정적인 지점이었다.

모두가 이면의 드러남에 당황하여(케루비노는 들켰고 수잔나는 어

쩔 줄 모르고 백작은 아내의 외도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가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을 때, 마치 데우스 엑스 마키나와 같

이 피가로와 함께 마을사람들이 등장하여 합창을 한다. 막이 오른 이래

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점에, 사람들은 백작의 고귀함과 그의 너그러운

마음을 찬양하며 백작 앞에 꽃을 바친다. 수잔나와 피가로는 물론 극의

진행으로 인해 이미 관객들도 백작의 부도덕함을 주지하고 있는 상황에

서, 합창이 모든 등장인물들을 대신하여 그 이면과 배치되는 백작의 미

덕을 노래하며 가면으로서 사회 질서의 외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금지된 백작의 욕망과 감정은 더욱 두드러진다.

6/8박자의 G장조로 시작하는 이 곡은 관객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과는 배치되는 경쾌한 느낌이다. 합창 덕분에 가까스로 유지된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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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진행된다. 합창 다음에 이어지는 레치타티보에

서는 피가로가 백작으로 하여금 직접 수잔나에게 면사포를 씌워달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백작의 초야권 포기를 공식화하려는 꾀를 부린다.

반면 백작 역시 그러겠노라하면서도 다른 꾀를 꾸미고 있음을 레치타티

보의 가사로 보여준다. 이 장면은 미시적으로는 등장인물들 이면의 생각

과 배치되는 가면을 강조하며, 거시적으로는 이미 무너진 계급질서와 가

치체계의 허울뿐인 외양을 과도하게 찬양하며 비웃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 레치타티보 뒤에 합창이 다시 한 번 반복된다. 여기서는 피가로

의 카바티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면의 폭로로 흔들린 가면의 외양을 임

시적으로 봉합하면서도, 첫 등장과는 달리 변증된 의미를 갖는다. 결여를

얼버무려 희극성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무너지는 가면들을 일시적으로 지

탱하는 역할은 이어지는 합창들에서도 계속된다.

《피가로의 결혼》 3막 피날레 중 이중창과 합창인 “Amanti

costanti, Seguaci d'onor(명예를 지키는 변함없는 연인들이여)”도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수잔나와 피가로, 마르첼로와 바르톨로는 백작의 주관 하

에 결혼을 하게 되지만, 등장인물들의 속내를 들여다 보자면 이 결혼식

은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다. 백작은 밤에 있을 수잔나와의 만남을 기대

하고 있고, 수잔나는 그런 백작을 속이고 골탕먹일 계략을 가지고 있으

며, 식 중간에 어떠한 정황으로 오해를 하게 된 피가로는 수잔나를 믿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서로를 신뢰하는 연인'이라는 대목은 수잔나를 의

심하는 피가로나 그러한 피가로를 괘씸해하는 부분과 배치되며, '자애로

운 백작', '초야권 포기'라는 가사 역시 여전히 결혼식 날 밤 수잔나를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백작의 속내와도 반대된다. 전반부는 두

소녀의 이중창으로, 후반부는 합창으로 된 이 곡의 가사는, 상황을 안에

서 지배하는 이면으로부터 가면을 쓰고 있는 외양들을 지켜내기 위해 노

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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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DONNE

Amanti costanti,

Seguaci d'onor,

Cantate, lodate

Sì saggio signor.

A un dritto cedendo,

Che oltraggia, che offende,

TUTTI

Ei caste vi rende

Ai vostri amator.

두 소녀

명예를 지키는

변함없는 연인들이여,

찬양하며 노래하라,

이 현명한 군주를.

그릇되고 불쾌한

그의 특권을 포기하였네.

모두

순수함을 지켜주셨네

이 연인들을 위하여.

ⓐ

특히나 백작이 초야권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에 수잔나를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이 속게 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관객들은 모두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음악은 역설적으로 이 대목 ⓐ를

특히 강조한다(악보10). 여기서는 이중창을 부르던 두 소녀가 이 부분에

서는 함께 단선율을 노래하고, 반주는 성악 선율을 모방하며, 이어 모든

악기가 성악 선율과 투티를 이룬다. 두 선율이 단선율로 합쳐지고, 모든

악기가 투티로 되면서 강조되는 것은 “아주 잘 한다”라는 말이 표면적

의미와 다른 언어효과를 가질 때 “잘”이라는 어절이 길게 강조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 노래는 이 막의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반복된다. 반복될 때에는

처음부터 합창으로 시작되는데, 두 번의 노래 사이에는 또한 극의 전개

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수잔나가 백작에게 편지(오늘

밤에 만나자는 내용이 들은)를 건네며, 피가로가 이것을 모두 목격하고

오해하는 것이다. 무엇 하나 아름다운 결혼식이나 백작의 품위와는 어울

리지 않지만 합창은 아무 일도 없다는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함으로써 이

‘어울리지 않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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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0> “Amanti costanti, Seguaci d'onor(서로를 신뢰하는 연인들이

여)” 마디 93~97

살펴본 바와 같이 관객들이 비교적 쉽게 그 희극성을 눈치챌 수 있

는 어리석음이나, 음모 꾸미기, 비꼬기, 능청떨기와 얼버무리기 등으로

구성되는 유형의 희극적 내러티브는,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불일치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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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기 때문에 리브레토만으로 그 희극성이 쉽게 드러난다. 이 경우 음

악연출은 텍스트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효과, 즉 가면을 위해 관습적인

음악 양식의 사용이나 음조, 곡의 구조 등을 통해 최대한 봉사한다.

이러한 희극성이 희생양으로 삼는 타자의 결여는 인간적인 어리석

음이나 점잔빼기, 허세 등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혹은 이를 넘어 계급

과신분 사회질서, 남성중심 사회질서 등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계몽주의적이거나 사회비판적인 성격의 희극적 내러티브는 거의 대부분

이 유형에 속한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가진 사회비판적인 성격

의 희극적 내러티브는 모두 연극 《피가로의 결혼》 희곡 원작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희극적 내러티브의 내용과 양태

간의 연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음악이 리브레토상 이미 드러난 불일

치를 강조하는 이 유형의 희극적 내러티브는, 음악 없이도 텍스트와 컨

텍스트만으로 그 효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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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극성 노출

앞선 사례들과 같이 대사텍스트와 플롯 컨텍스트가 불일치할 경우

관객들이 쉽게 그 불일치를 파악할 수 있고 희극성을 즐길 수 있다. 그

러나 리브레토의 대사텍스트가 불일치하는 층위가 극 전체의 성격이나

극을 둘러싼 사회질서일 경우에는 그 결여나 서브텍스트가 다소 모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관객들이 쉽게 포착하지 못할 수 있고, 그 불일치를

포착해 내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결여를 타자화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오페라부파에 어울리지 않는 비극적 내러티브가 그러한데, 이 경우

관객들에게 급작스러운 비극적 전개가 생경하게 다가오며 이 생경함은

그 뒤에 이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또한 모차르트 다

폰테 3부작의 특징 중 하나는, 성(性)을 기존의 도덕적 질서로 제약하지

않고 그려낸다는 점인데, 기존의 신분질서의 결여에 웃었던 이들도 다

폰테 오페라의 이러한 점에는 웃을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89) 즉 이

유형의 희극성은 결여가 모호하거나 그 타자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처럼 컨텍스트가 다소 넓은 의미로 사용되더라도, 이 유

형 역시 어쨌든 리브레토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불일치이며, 음악연출은 이러한 경우 항상 텍스트의 의미효과를

강조하며 리브레토상의 불일치를 극대화한다. 다만 이 유형은 앞서 불일

치가 명확한 경우와는 달리 리브레토상으론 다소 모호할 수 있는 희극적

의미효과를,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음악연출이 이를 보다 명확히 해준다.

즉 음악은 리브레토가 가지고 있는 모호한 희극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

다.

89) 대표적인 예로 베토벤이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에 대해 쓴 편지가 있다. “음악은 천재적이지

만 소재는 저속하다. 나는 그런 부도덕한 소재로는 결코 오페라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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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ONTESSA

Porgi, amor, qualche ristoro,

Al mio duolo, a' miei sospir.

O mi rendi il mio tesoro,

O mi lascia almen morir.

백작부인

사랑이여, 위로해주오.

나의 고통 나의 한숨을

사랑을 나에게 돌려주시거나,

차라리 죽게 해 주오.

2.1. 맥락적 생경함의 희극성

모차르트 오페라부파에서, 희극적 암시가 없는 비극적 내러티브 연

출은 대부분 극의 플롯 전개에 있어 가볍게 관객의 몰입감을 유도하거나

유지시키는 정도로만 활용되며, 단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장면은

거의 없다. 만약 지나치게 비극적이거나 진지한 장면이 나올 때에는 오

히려 희극적인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모차르트 오페라

부파 특유의 경쾌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러나 비극적이고 진지한 텍스

트는 본래 결여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극 전체의 성격과 대비시켜야

그 결여가 드러난다. 다시 말해 이 경우는 결여가 그 자체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

극 전체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은 세리에적 아리아로, 《피가로의

결혼》 2막을 여는 백작부인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아리아 ‘Porgi,

amor, qualche ristoro(사랑이여 위로해주오)’가 있다. 이 아리아의 텍스

트는 여자의 비극, 전형적인 오페라 세리아적인 메시지다.

사회구조와 가치질서상 백작부인은 정절을 강요받으며, 백작의 떠

나간 사랑을 되돌릴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있다. 즉 컨텍스트에서 이미

비극적 상황―주체의 결여―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불일치를 통한 별도의

서브텍스트를 요구하지 않는다. 텍스트는 단순히 컨텍스트상의 비극을

표현할 뿐이며, 음악은 텍스트의 비극적 의미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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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을 맡는다.

그러나 이전까지 궁색한 피가로와 수잔나의 신방에서 벌어졌던 떠

들썩한 1막의 소동 직후에, 조용하고 화려한 별실에서 시작하는 2막의

급작스러운 비극적인 아리아는 다소 생경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경함으

로 인해 이 비극적인 장면이 가져오는 의미효과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

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불균형이 발견된다. 이 장면에서 백작부인의 아리

아가 지나치게 감상(感傷)적이라는 것이다. 백작에게 신혼의 행복을 강탈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무력한 하녀와, 단지 호색한 남편을 두어 속 썩

는 백작부인의 입장차를 고려한다면, 수잔나나 관객의 입장에서 백작부

인의 “사랑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텍스트는 순진하고 배부른 투정으

로 비칠 수도 있다. 실제로, 몇몇 연출에서는 이 장면에서 수잔나가 뒤에

서 등장하며 백작부인에 대해 동정한다기보다 다소 비웃거나 환멸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90) 즉 이 장면은 감정적인 불일치를 통해

관객들에게 거리둠을 유발시켜 비극적이라고 전제된 상황에서 동시에 희

극적인 효과도 만들어낸다.

음악연출상에도, 2막은 우아한 행진곡풍의 음악에 맞춰 시작되지만,

2막에서 백작부인이 신세한탄을 시작할 때는 세리아 장르의 여주인공에

게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고귀한 미뉴에트나 사라방드가 아닌 그녀보다

낮은 신분을 대변하는 2박자의 콩트르당스를 사용91)한다. 즉, 백작부인

의 아리아는 숭고한 비극적 내러티브가 아닌 하녀 수잔나에게 늘어놓는

감상적 투정인 것이다.

모차르트의 이러한 연출은 《피가로의 결혼》에 국한해서만 발견되

는 것이 아니며, 다 폰테 3부작 전편에 걸쳐 유사하게 등장한다. 《돈 조

반니》의 사례를 보자. 대표적으로 돈 조반니가 체를리나를 유혹할 때

갑자기 돈나 엘비라가 난입하여 유혹을 방해하는 아리아인 ‘Ah, fuggi il

traditor!(아, 저 배신자에게서 달아나요!)‘에서도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90) 대표적으로 런던 코벤트가든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의 2006년 데이비드 맥비커(Sir David

McVicar, 1966-) 연출이 그러하다.

91) 권송택. “모차르트 오페라의 관습적 이디엄,” 60.



55

DONNA ELVIRA

Ah, fuggi il traditor!

Non lo lasciar più dir!

Il labbro è mentitor,

fallace il ciglio.

Da' miei tormenti impara

A creder a quel cor,

E nasca il tuo timor

Dal mio periglio.

돈나 엘비라

아, 저 배신자에게서 달아나요.

그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해요.

입술은 언제나 거짓말,

눈썹에는 기만들.

내 고통스러운 교훈을 통해

마음 속 깊이 믿어야 해요.

나의 비참함이 당신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를.

희극적 암시의 예를 볼 수 있다.

돈나 엘비라는 돈 조반니의 유혹 중 갑자기 나타나서 설교를 시작

한다. 물론 오페라 《돈 조반니》는 결국은 그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파

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나, 《돈 조반니》의 플롯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돈 조반니의 행각을 즐기듯이 따라간다. 여기서 돈나 엘비라는 돈 조반

니를 따라다니며 갑자기 나타나 그의 계획을 방해하고 설교를 늘어놓는

다. 극 전체의 맥락이 설교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관객들은 돈나 엘비

라의 설교가 문자 그대로 도덕적인 설교인지, 돈 조반니의 ‘스토커’ 역할

을 하며 그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인지 의심하게 된다. 돈나 엘

비라 역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비극의 여주인공이기는 하지만, 아버지

가 돈 조반니에게 살해당한 돈나 안나와 다르다. 돈 조반니의 유혹에 속

았을 뿐, 성격적으로도 돈나 안나보다 훨씬 자유롭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비극적 주인공이 아니라 돈 조반니를 쫓아다니며 훼방 놓는 희극

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충분하다.92)

이렇게 설교의 텍스트는 표면적으로 비극적이면서, 전체의 컨텍스

92)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돈 조반니 가 그녀를 ‘자신에게 반해서 미쳐 있다’고 변명하는 것은 단

순히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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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상에서 돈 조반니의 계획을 방해하는 희극적인 면모를 지닌다.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음악 역시 설교풍의 알라 브레베 양식이다. 이 양식은 비

극적 여주인공이 사용하기에 지나치게 고풍스럽고 비장하게 들린다. 관

습적인 음악적 양식의 사용과는 동떨어졌기 때문에, 이는 당시의 관객들

에게 다소 생경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적 효과가 리브레토 안

의 돈나 엘비라의 설교 텍스트의 희극적 위치를 좀 더 명확히 하는데 기

여한다. 즉 이 아리아는 오페라세리아적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단호하고

진지한 심판자와 같은 그녀의 성격을 희극적으로 그린다.93)

물론 극 자체가 돈 조반니의 악행을 은밀히 즐기는 관점이긴 하지

만,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는 이를 ‘즐긴다’는 것이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때문에 이러한 희극성은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

았다. 이 아리아는 그저 작곡가의 ‘변덕’으로 여겨지며 공연에서 거의 항

상 생략되었다고 한다.94)

93) 권송택, “모차르트 오페라의 관습적 이디엄,” 57.

94) Ulrich Konrad, “옛 언어에 관하여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음악의 역사적 이디엄,”

권송택 번역, 『음악논단』20 (2006),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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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性)적 은밀함의 희극성

《피가로의 결혼》이 계급질서의 비판이나 남성우위적인 가치질서

에 대한 비웃음을 위해, 혹은 이와 함께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성(性)이다. 단, 계몽주의적인 관점에서 귀족계급의 성도덕 결여에 대해

쉽게 비웃을 수 있지만 성도덕 자체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비웃기는 쉽지

않다. 물론 상대적으로 ’교양‘이라는 상징계적 억압이 덜한 서민계층에서

는 성(性)적 금기의 파괴에 대하여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었겠지만,

계몽주의 시대의 정치적 주체였던 부르주아지들은 도덕적인 입장에서 귀

족들과 차별화하려 했으므로 성도덕은 이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과

다름없었으며, 때문에 서민들이나 귀족들보다도 이에 관한 자기검열이

심했을 것이다. 따라서 보마르셰와 다 폰테, 모차르트가 이 작품에서 에

로티시즘의 회복, 혹은 강화95)를 의도한 것은 맞지만, 이들의 주 관객층

을 고려할 때 단순히 금기의 노골적인 파괴보다는 외양적 금기 아래 은

밀한 표현을 통해 관객들에게 접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가로

의 결혼》에서 계몽주의시대 관객들을 향해 교묘하게 에로티시즘을 드러

낸 전략은, 어른들의 경우 플롯이나 연출을 통해 은밀하게 이를 암시하

하면서, 보다 노골적인 묘사는 어린 소년인 케루비노를 통해 상징적으로

집약시켜놓는 것이다. 작중에서는 이런 케루비노조차 백작에 의해 상징

적으로 거세되고 피가로에 의해서도 배척되는96) 이중적인 장치를 해 놓

는다.

보마르셰는 작품의 서문에서 케루비노를 “사랑스러운 젊은 자연”으

로 묘사했다. 그러한 묘사에 걸맞게 케루비노 스스로는 어떤 계략도 꾸

미지 않지만, 극 중 여기저기 등장하며 의도된 계획을 망치고 사건의 방

향을 엉뚱하게 뒤트는 역할을 한다.97) 케루비노가 이 역할을 수행할 때

95)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74.

96) 백작은 케루비노가 더 이상 여인들을 희롱하지 못하도록 군대에 보낸다. 이 때 피가로는 ‘더

이상 날지 못하리(Non più andrai)’라며 케루비노를 조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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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UBINO

Non so più cosa son, cosa

faccio,

Or di foco, ora sono di ghiaccio,

Ogni donna cangiar di colore,

Ogni donna mi fa palpitar.

케루비노

내가 누군지,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네.

불덩이가 되었다, 얼음장이 되지.

모든 여자들이 나를 변하게 하고

모든 여자들이 나를 두근대게 해.

ⓐ

Solo ai nomi d'amor, di diletto,

Mi si turba, mi s'altera il petto

사랑이라는 즐거운 이름 하나로도,

나는 흥분되고 심장이 빨라지네.
ⓑ

는 컨텍스트의 전후 문맥상 당연히 기대되는 바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불일치로 인한 희극성이 발생한다. 그러나 케루비노가 자연으로서의 에

로티시즘의 역할을 수행할 때는 문맥상의 불일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체계와의 불일치가 드러난다. 이 부분은 결여 자체는 불일치로 인해 쉽

게 인식되지만, 앞서 밝혔듯 계몽주의시대의 가치질서를 고려하면 이를

타자화하여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 속한다. 사실 《피가로의 결혼》

에서는 케루비노라는 어린아이를 통해 비교적 편하게 웃을 수 있지만,

《돈 조반니》에서조차 그렇지만은 않다. 후자의 오페라가 단순히 부파

의 성격을 지니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피가로의 결혼》 1막 5장 중 아리아, “Non so più cosa son,

cosa faccio(내가 누군지,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네)”에서 케루비노

는 백작부인에 대한 ‘사랑’을 수잔나에게 고백하지만, 사실 이 노래는 정

작 대상도 지목되지 않은 맹목적인 사랑을 담고 있다. 물론 관객들 입장

에서는 케루비노의 사랑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모를 수 있다. 케루비

노조차 “내가 누군지,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노래한다. 그리고

이 텍스트가 ‘자아를 잊고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인지, ‘욕망의 노리개가

되어 자아를 상실한’ 상태인지 관객들 역시 모른다.

97)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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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 parlare mi sforza d'amore

Un desio ch'io non posso

spiegar.

설명할 수 없는 욕망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나를 발견하네.

Parlo d'amor vegliando,

Parlo d'amor sognando,

All'acque, all'ombre, ai monti,

Ai fiori, all'erbe, ai fonti,

All'eco, all'aria, ai venti,

잠에서 깰 때 사랑을 말하고

꿈 속에서도 사랑을 말하네,

냇물에게, 그늘에게, 산에게,

꽃들에게, 잔디에게, 샘물에게,

메아리에게, 공기에게, 바람에게도

ⓒ

Che il suon de' vani accenti

Portano via con sé.

그들은 내 무의미한 말소리들을

저 멀리 날라다주네.
ⓓ

E se non ho chi mi oda,

Parlo d'amor con me.

아무도 내말을 듣지 않는대도

혼자서라도 사랑을 속삭이네.
ⓔ

마디 1-20 21-23 24-36 37-44 45-46 57-51

조성 B♭ F f A♭ c g

마디 52-53 54-55 56-57 58-59 60-61 62-79

조성 E♭ F g B♭ b♭ B♭

음악은 케루비노가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있음을,

ⓐ-ⓑ-ⓐ-ⓒ-ⓓ-ⓒ-ⓓ-ⓔ(섹션 안에서의 반복구는 포함하지 않음)라는

불규칙한 반복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음악 셋팅 역시 이 형식에 따르고

있는데, E♭장조의 2/2박자 알레그로비바체로 시작하지만 가사 섹션이

변함에 따라 조성은 다음의 표와 같이 계속해서 변한다.

<표1> “Non so più cosa son, cosa faccio(내가 누군지, 무얼 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네)” 마디수에 따른 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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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같은 섹션 안의 반복구나 그 섹션 자체가 반복되는 부분 등

에서도 음악은 계속해서 달라져 곡 전체의 통일성을 소거시킨다. 모차르

트가 아버지에게 보낸 《후궁으로부터의 도피》와 관련한 편지에서 그

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듯이, 자신을 잃었을 때에는

음악도 자신을 잊어야 한다’ 며, 감정의 격앙으로 인해 이성을 잃는 모습

은 템포와 조성의 변화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던 바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욕정이 불타는 소년의 아리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텍스트는 해석 가능한 두 가지 의미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자아를 희생한 아가페적 사랑과 자아를 상실한 성애(性愛)가 그

것인데, 만약 전자라면 음악은 보다 숭고한 형태를 지녔을 것이므로 이

렇게 종잡을 수 없는 곡의 진행은 관객들로 하여금 후자의 의미효과로

유도한다. 물론 케루비노가 어린 소년이라는 점에서 이미 후자로 해석하

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굳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러한 연출

전략을 사용한 것은 앞서 제시했듯, 계몽주의적인 사회에서 ‘성(性)’이라

는 주제를 암시적으로 다루려는 의도일 것이다.

케루비노는 거세되지 않은 ’자연‘으로 순진무구함과 순수함으로 어

른들의 인위적인 계획을 망치고 도덕률과 가치질서를 무시한다. 즉 케루

비노는 그 자체로 ‘남근’ 기표다. 관객들은 이러한 도덕적 결여로서의 희

극적 쾌락을 즐길 수도 있으나, 당시의 부르주아지 관객이 그러했듯이

부도덕함과 문란함을 염려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 극은 《돈 조반니》에

서 돈 조반니를 지옥으로 보내며 형식적으로 권선징악을 실천하듯이, 결

국 에로티시즘을 향유하는 케루비노를 상징적으로 거세시킨다. 백작은

케루비노를 군대로 보내는데, 군대는 예나 지금이나 ‘철이 드는’ 곳, 사회

질서를 받아들이는 곳, 즉 거세를 상징한다. 여기서는 피가로조차 백작과

같은 편이다. 이를 보여주는 아리아가 피가로가 부르는 “Non più andrai,

farfallone amoroso(다시는 날지 못하리)”이다. 이는 군대로 징병된 케루

비노를 놀리는 내용인데, 이미 거세된 어른 남자가 막 거세되어 향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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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NA

Venite, inginocchiatevi;

Restate fermo lì.

Pian piano, or via, giratevi:

Bravo, va ben così.

La faccia ora volgetemi:

Ol, quegli occhi a me.

Drittissimo: guardatemi.

Madama qui non é.

Più alto quel colletto ...

Quel ciglio un po' più basso ...

Le mani sotto il petto ...

Vedremo poscia il passo

Quando sarete in pie'.

Mirate il bricconcello!

Mirate quanto é bello!

Che furba guardatura!

Che vezzo, che figura!

Se l'amano le femmine

Han certo il lor perché.

수잔나

이리와서 무릎을 꿀어라;

거기 얌전히 있어.

조심, 조심 머리를 돌려봐.

브라보. 이거야.

얼굴을 내게 돌려봐.

자! 눈 똑바로 뜨고.

여기, 나를 봐.

마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칼라는 좀 높이고,

옷단은 조금 낮추자.

손은 가슴 아래로

자 한번 걸어볼래?

일어서서 말이야.

이 장난꾸러기를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이 앙큼한 눈빛!

이 매력과 이 맵시!

모든 여자들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잃은 사내아이를 조롱하는 이 아리아는 희극적이라기보다 다소 폭력적으

로 들리기도 한다.98)

케루비노를 통해 에로티시즘적으로 해석되는 장면 중 대표적인 부

분이 《피가로의 결혼》 2막에서 수잔나와 백작부인이 케루비노의 옷을

갈아입히는 장면에서 연주되는 수잔나의 아리아 “Venite, inginocchiatevi

(이리 와서 무릎을 꿇어라)”이다.

98) 《피가로의 결혼》을 극단적인 정신분석학적인 상징으로 연출한 클라우스 구트의 2006년 잘츠

부르크 페스티벌에서는 이 장면을 원시부족의 성인식처럼 폭력적이고 잔혹하게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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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에서 음악은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태도를 섬세하게 묘사하며

텍스트가 담고 있는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

바로 전에 케루비노가 백작부인을 사모하는 노래를 부를 때 케루

비노를 사이에 둔 수잔나와 백작부인의 노골적인 신경전이 이미

전개되어 그 에로틱한 긴장감이 고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다. 오

케스트라에서 현악기들과 목관악기들은 수잔나와 케루비노를 서로

역할분담하고 그들의 행동과 마음을 반영하며 서로 대위적으로 전

개된다. 들뜬 마음으로 급하게 옷을 갈아입히는 수잔나가 현악기

들을 통해 꾸밈음이 많은 빠른 리듬으로 묘사되고 있다면, 목관악

기들은 수잔나의 말에 따라 반응하는 케루비노의 모습, 동작, 눈

빛, 심리상태 등의 모든 세세한 특징을 그려가고 있다. (중략) 이

어서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에서 울리는 트레몰로는 케루비노의 아

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동요하는 수잔나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여자들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99)

결론적으로, 비극적이거나 진지한 장면이 극 전체로 볼 때는 희극

적인 성격을 지닌다거나, 사회적 가치질서와의 불일치하 도덕적 재단을

벗어난 에로티시즘이 암시되거나하는, 그 결여가 다소 모호하거나 타자

성이 완전하지 않은 유형의 내러티브는, 그 텍스트가 단지 사건의 전개

를 담은 플롯이 아닌 다소 넓은 층위의 컨텍스트와 불일치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 역시 결여가 텍스트의 이면으로부터 존재하며

관객에 따라 그 결여를 타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브레토가 독자적으

로 담고 있는 희극성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음악은 텍스트의 문자 그대

로의 의미효과를 보다 과장하거나 노골적으로 재현하며, 관객에게 텍스

트와 컨텍스트 사이의 의미격차를 보다 확실하게 드러낸다.

이 희극성이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사랑과 성과 관련한 윤리적 무

99)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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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나 도덕적 재단이다. 앞서 제시된 백작부인이나 《돈 조반니》에 등장

하는 돈나 엘비라의 아리아는 배신당한 사랑으로 인해 비극적 상황에 놓

인 것이지만, 백작부인은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반응하고, 돈나 엘비라는

지나치게 설교조로 비난한다. 케루비노는 성과 관련한 그 순진무구함으

로 희극성의 중심에 서지만, 이미 보마르셰의 희곡에서부터 비평가들은

그 부도덕성에 대해 비판했다. 즉 이 유형의 희극성은 앞서 계몽적 시민

사회의 가치관으로 신분질서를 공격했던 희극성과는 달리, 이미 계몽적

시민사회의 도덕률에 의해 재단된 성과 사랑을 희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한 시대적인 부담 때문에 텍스트의 희극성은 플롯 층위에서 명확하

게 제시되지 않는다. 반면,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음악연출은 과장되

거나 보다 노골적인 방법으로 리브레토가 담고 있는 이 유형의 희극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대중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비평가

들이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를 부도덕하고 저속하다고 평가한 이유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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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극성 창출

리브레토상의 대사텍스트가 이를 둘러싼 플롯상의 컨텍스트에 적합

하고, 전체적인 극의 성격이나 사회적 가치체계를 흔드는 이면의 암시가

없을 경우, 사실 그 안에서 희극성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텍스트는 가면

을 쓸 필요가 없고, 서브텍스트나 어떠한 결여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

나 이 때 음악연출이 텍스트의 자연스러운 진행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

며 불일치를 만들 때가 있다. 이 경우 음악은 마치 텍스트의 이면에 다

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연출하며, 리브레토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던

텍스트를 일종의 가면으로 보이도록 유도한다.

앞서 《피가로의 결혼》의 주요한 텍스트는 단순한 어리석음과 기

만을 노래하거나, 이미 그 생명을 잃은 구시대적 신분질서의 결여를 알

면서도 그럼에도 지켜야 하는 외양을 산출하거나, 모두가 그것이 겉모습

뿐인 교양인줄 알면서 굳이 지키려 하는 형태로 희극적 효과를 산출한

다. 그러고 이 작품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사랑과 성에 대한 보편적 가

치질서에 대해서도 은밀하게 의문을 제시한다. 원래 리브레토상으로는

케루비노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관객들은 케루비노가 그저 욕정에 달뜬

철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케루비노의 사랑노래나 두 여자가 케

루비노를 가지고 노는 이 장면을 희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반면 관객

이 자신과 다름없이 ‘윤리적’이라고 가정된 다른 (계몽주의적) ‘어른’ 등

장인물 역시 사랑이라는 가치 이면에 욕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면, 이는 사정이 다르다. 계몽주의적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쉽게 웃을 수 없다. 그런데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바로 이러한

암시가 가능한 장면을 음악으로써 연출하여 곳곳에 배치하였다.

이 경우 이러한 불일치는 단지 희극적인 효과만을 갖지 않는다. 인

간 존재와 삶의 윤리적 전제들은 단순히 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

아를 구성하는 조건들이기도 하므로, 관객들은 가치체계의 결여에 단순

히 거리를 두고 웃을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일치는 마냥 희극



65

IL CONTE

Crudel! Perché finora

Farmi languir così?

백작

지독하다. 아직도

날 괴롭히느냐?

적이라기보다는, 희비극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타자의 결

여뿐 아니라 주체의 결여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연출이

은밀히 산출하는 희극적 효과가 이러한 희비극적인 유형의 내러티브에

사용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없기

때문이다.100)

《피가로의 결혼》에서 제목상의 주인공은 피가로지만, 가장 활약

이 도드라진, 그리고 관객의 입장에서 타자성의 수준이 낮은(즉 관객이

가장 감정이입을 하는) 진정한 주인공은 수잔나다. 반면 《피가로의 결

혼》의 ‘상징적인’ 주인공은 케루비노일 것이다. 케루비노의 비의도적인

등장이 극의 진행을 휘둘러서기도 하지만, 그가 상징하는 ‘자연’이 인간

의 모든 가치, 심지어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는 가치보다 강력하다는 암

시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즉 수잔나는 시대정신의 주인공, 그리고 케루비

노는 그 이면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케루비노적 암시가 이미 호색한

악역인 백작의 결여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 계몽주의적 주인공인 수잔나

를 덮칠 때 그 효과는 매우 전복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다. 젊은 케루비

노의 옷을 갈아입힐 때 수잔나가 즐거워했다면, 이는 일종의 짓궂은 여

흥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만약 백작의 유혹에 수잔나가 흔들렸다면 이

는 계몽주의적인 추문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리브레토는 결코 이러한

암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수잔나가 계략으로 백작을 유

혹하는 장면인 3막 2장의 이중창 “Crudel! Perché finora,(지독하다, 아직도

나를 괴롭히느냐)”에서 이러한 의심을 심어놓는다.

100) 예외가 있다면, 차라투스트라나 다 폰테 3부작의 마지막 작품《코지 판 투테》의 철학자 돈

알폰소가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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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NA

Signor, la donna ognora

Tempo ha dir di sì.

IL CONTE

Dunque, in giardin verrai?

SUSANNA

Se piace a voi, verrò.

IL CONTE

E non mi mancherai?

SUSANNA

No, non vi mancherò.

IL CONTE

Verr??

SUSANNA

Sì.

IL CONTE

Non mancherai?

SUSANNA

No. non vi manchero.

IL CONTE

Mi sento dal contento

Pieno di gioia il cor.

SUSANNA

Scusatemi se mento,

Voi che intendete amor.

수잔나

주인님, 모든 여자들은

‘예’라고 말할 시간이 필요해요.

백작

그럼 정원으로 오겠소?

수잔나

당신이 원한다면 가겠어요.

백작

실망시키지 않겠지?

수잔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백작

올거지?

수잔나

예.

백작

실망시키지 않겠지?

수잔나

실망시키지 않아요.

백작

내 마음이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네.

수잔나

내 거짓말을 용서해요,

내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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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IL CONTE

Dunque verrai?

SUSANNA

No.

IL CONTE

No?

SUSANNA

Sì!!

Se piace a voi verrò.

IL CONTE

Non mancherai?

SUSANNA

No.

IL CONTE

Dunque verrai?

SUSANNA

Si.

IL CONTE

Non mancherai?

SUSANNA

Si.

IL CONTE

Si?

(중략)

백작

진짜 오겠소?

수잔나

아니요.

백작

안 온다고?

수잔나

아니요, 간다구요.

당신이 원한다면 가겠어요.

백작

실망시키지 않겠지?

수잔나

실망시키지 않아요.

백작

진짜 오겠소?

수잔나

네.

백작

실망시키지 않겠지?

수잔나

실망시킬 거에요.

백작

실망시킬 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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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NA

No non vi manchero.

수잔나

아니요, 실망시키지 않는다구요.

백작은 수잔나의 유혹에 한 번 거절했으면서 왜 유혹하느냐고 괴로

워한다. 수잔나는 백작을 안심시키지만, 여전히 불안한 백작은 거듭 약속

을 확인한다. 수잔나가 백작을 안심시키는 ⓐ 장면은 a단조로 진행되며

수잔나가 차분히, 그러나 조금은 처연한 감정으로 계략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에 백작은 기뻐하며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한 감정을

느낀다고 노래한다. 백작이 기뻐하는 부분에서 음악은 A장조로의 전환

과 함께 백작이 재차 되묻는 ⓑ 장면으로 향한다.

그런데 이 이후 ⓑ 장면에서는 수잔나가 지속적으로 말실수를 한

다. 백작은 말실수에 놀라 다시 묻는데 이번에는 다른 질문에서 말실수

를 한다. 피가로와 달리 수잔나는 일관되게 야무지게 행동해왔지만, 백작

이 사랑의 기쁨을 표현한 이후 두 번이나 말실수를 한 것이다. 이 장면

은 단순히 말실수라는 결여로 희극성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음악은 이면

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 장면이 a단조로 진행된 것과 달리 ⓑ 장면

은 백작이 기쁨을 표현한 A장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수잔나의 심리상태가 백작의 기쁨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 즉 수잔나는 백작이 표현하는 사랑의 행복에 스스로도 흔들렸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실수로 표출된 수잔나의 무의식을 ‘말과 달리

실제 계획하고 있는 생각’으로 보는 것은 순진한 해석이다.

가사만 보면, 백작부인이 나가기로 계획된 약속장소에 자신이 나

갈 것이라고 백작을 속이고 있는 수잔나가 계속되는 확인질문공세

에 의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못 이겨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진실을 말해버리는 것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마디 45-48에서 "네,

당신이 원한다면 가겠어요"라며 말실수를 정정하는 수잔나의 선율

은 수잔나의 무의식상태가 그렇게 단층구조적이지만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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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다.’101)

즉 여기서 드러나는 수잔나의 무의식은 이미 백작에게 호감을 느끼고

‘백작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수잔나의 마음’일 것이다. 음악연

출은 이러한 방식으로 리브레토에는 표현되지 않은 수잔나의 심리를 암

시한다.

심지어 ⓑ 장면에서 백작의 질문에 답하는 수잔나의 선율(악보11)

은 기쁨을 표현한 백작의 선율과(악보12) 유사하며 마치 수잔나 역시 무

의식적으로 밀회를 원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a단조로 진행되는 ⓐ 장면

에서는 두 사람이 한 음도 동일한 시간에 함께 노래하지 않지만, ⓑ 장

면에서의 말실수 후에는 동일한 선율을 함께 부른다.

3마디에 이르는 멜리스마적인 수잔나의 선율은 사랑의 갈망과 기

쁨을 노래하는 백작의 선율과 유사하며 그녀 역시 내심 밀회를 원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마디 45부터 IV화음에서 길게

지속되는 F5#(Si-)이 마디 46의 V화음에서 계류음이 강조되어 묘

한 심리적 갈등과 더불어 향유를 갈망하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즉 말실수를 통해 드러나는 진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적인 욕망까지 발설하

고 있는 것이다. 54마디 이후 수잔나는 이제 백작의 선율을 모방하

며 부르고, 64마디부터는 3도 병행선율을 부르며 노래를 끝맺는다.

(중략) 실제로 a단조 부분에서 두 사람은 한 음도 동일한 시간에

함께 노래하지 않는다. A장조의 첫 부분에서 사랑의 기쁨을 전하

는 백작의 노래를 들은 수잔나가 비로소 대선율로 함께 노래하고,

희극적인 효과가 두드러지는 Si/No의 말실수 부분에서 억압이 카

타르시스된 후, 두 사람은 이제 동일한 선율을 함께 부르고 있

다.102)

101)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78.

102)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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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처음 수잔나가 노래 부르는 “내 거짓말을 용서해요, 내 사랑

을 이해하는 사람이여.” 라는 텍스트의 생략된 상대방은 피가로로 여겨

지지만, 두 번째 백작과 함께 노래 부르는 텍스트의 생략된 상대방은 오

히려 백작으로 여겨진다.

<악보11> “Crudel! Perché finora,(지독하다, 아직도 나를 괴롭히느냐)” 마

디 54~56 - 수잔나

중심으로,”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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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2> “Crudel! Perché finora,(지동하다, 아직도 나를 괴롭히느냐)” 마

디 28~31 - 백작

이러한 음악연출 때문에 수잔나의 다른 아리아들도 이면의 암시를

받는다. 앞서 피가로가 수잔나를 의심하며 남성들의 연대를 외치는 아리

아가 있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수잔나는 이러한 피가로를 보고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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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NA

Deh, vieni, non tardar, oh gioia bella,

Vieni ove amore per goder t'appella,

Finchè non splende in ciel notturna

face,

Finchè l'aria è ancor bruna e il

mondo tace.

Qui mormora il ruscel, qui scherza

l'aura,

Che col dolce sussurro il cor

ristaura,

Qui ridono i fioretti e l'erba è fresca,

Ai piaceri d'amor qui tutto adesca.

Vieni, ben mio, tra queste piante

ascose,

Ti vo' la fronte incoronar di rose.

수잔나

내 아름다운 기쁨아, 더 지체 말고

사랑이 즐기고자 부르는 곳에 오라,

밤하늘이 그 얼굴을 비추지 않고 있을

때.

공기는 어둡고 세상은 침묵하고있을

때

여기 실개천이 재잘대고 바람이 노래

하네,

바람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내맘 쉬게

하고

꽃들이 웃고 풀들은 상쾌하고,

모두 사랑의 기쁨 때문이네.

오라, 사랑이여, 은밀한 나무들 사이

로,

그대의 이마에 장미관을 씌워 주겠소.

의심을 벌주기 위해 피가로를 골탕 먹이려, 백작을 향한 사모의 마음을

노래한다. 아리아 ‘Deh, vieni, non tardar, oh gioia bella(내 아름다운 기

쁨아, 더 지체 말고)’가 그것인데, 겉모습만 보면 사실 이 아리아의 희극

적 구조는 백작부인과의 이중창과 동일하다. 밤의 정원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연가는 사실 누군가를 골탕 먹이기 위한 기만의 텍스트이다.

이 아리아는 F장조의 6/8박자의 목가적인 선율을 가지고 있으며,

수잔나의 장난기를 반영하듯이 밝은 어조로 노래된다. 이는 비관행적인

3마디 그룹의 악구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리아 후반부 “오라 내 사

랑이여”에 이르러서는 비관행적인 3마디 그룹에서 일반적인 짝수마디 그

룹으로 바뀌며 본격적인 연가로 돌입한다. 이는 《피가로의 결혼》에서

마지막 솔로 아리아이며 선율진행과 그 구조를 볼 때 숭고한 세리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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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에 속한다.103) 모차르트가 곧 다가올 피날레를 앞두고 굳이 이렇

게 숭고한 연출을 단순 기만의 텍스트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는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먼저, 이를 피가로를 속이기 위한 철저한 가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굳이 진지한 세리아적 연가로 음악 양식을 바꿀 필요

는 없다. 한편으로 숭고한 이 아리아가 사실상 피가로를 향해 부르는 사

랑의 노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104) 하지만 이 노래로 인하여 피가로가

감화되거나 하지 않고 동일한 정도의 괴로움을 유지하는 플롯을 고려하

면 이는 지나치게 낭비적이다. 반면, 앞선 이중창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

면 이 장면 역시 수잔나가 진심으로 백작과의 밀회를 바라는 것으로 해

석할 수도 있다.105) 향후 제시될 《코지 판 투테》의 거짓 피날레를 고

려하면 이 역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앞선 목가적인 선율에서의 진행

과 ‘자연’이라는 극 전체의 은밀한 강조점을 생각하면, 자신이 여기서 노

래를 부르고 있는 이유들, 즉 신분질서나 여성으로서의 입장, 이런저런

계략들과 기만과 소동에 대한 환멸과 함께, 결혼제도의 독점적인 사랑

개념과 성도덕을 지운, 오히려 ‘케루비노적’이고 순수한 ‘사랑’ 그 자체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음악연출이 리브레토의 가능한 한계를 넘어, 특히나 성, 혹

은 성도덕 관념적인 것과 관련한 측면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떠한 불일치

를 산출하는 예는 다 폰테 3부작의 다른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코지 판 투테》 1막 2장 중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의 이중창 “Ah,

guarda, sorella(오 얘야 이것 좀 봐)”은 연인의 외모에 대한 묘사, 자신

들의 감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불변할 것에 대한 확신을 노래한

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106), ⓒ는 후에 전복될 내용이다.

103)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71-73.

104)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72.

105) 나중에, 피가로가 반대의 입장에서 수잔나를 백작부인으로 착각한 척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Ballantine, 앞의 글. p. 5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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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RDILIGI

Ah, guarda, sorella,

Se bocca più bella,

Se petto più nobile

Si può ritrovar.

DORABELLA

Osserva tu un poco,

Che fuoco ha ne' sguardi!

Se fiamma, se dardi

Non sembran scoccar.

FIORDILIGI

Si vede un sembiante

Guerriero ed amante.

DORABELLA

Si vede una faccia

Che alletta e minaccia.

피오르딜리지

오 얘야 이것 좀 봐,

누군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보다 더 고귀한 얼굴과,

이보다 더 달콤한 입술을.

도라벨라

이걸 봐,

이 이글거리는 눈을 보세요.

불꽃이나 화살조차

이보다 번득일 수 없을걸.

피오르딜리지

이것이 그의 얼굴이지,

강인한 병사와 부드러운 연인의.

도라벨라

이것이 그의 얼굴이지,

매혹적이고도 남자다운.

 

ⓐ

FIORDILIGI

Io sono felice.

DORABELLA

Felice son io.

피오르딜리지

난 행복해.

도라벨라

행복해.

ⓑ

FIORDILIGI E DORABELLA

Se questo mio core mai

cangia desio,

Amore mi faccia vivendo

penar.

피오르딜리지, 도라벨라

만약 내 마음이 이러한 애정을 

바꾸기라도 한다면,

사랑은 나를 고통속에 빠뜨려도 

좋아.

ⓒ

106) 극중 인물과 관객들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알폰소만이 확신하고 있지만, 아직 증명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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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는 자신들의 정절을 확신하나 결과적으로

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극의 전개나 텍스트상에서 이 확

신에 의심을 품을 여지는 별로 없다. 아직 다른 컨텍스트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음악만이 그들이 확신하는 장면에서

먼저 의심을 심어놓는다. 이중창은 8/3박자의 안단테 A장조로 시작하며,

ⓐ에서는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의 구분107)을 위하여 반주에만 약간의

차이를 둘 뿐, 형식을 구성하는 반복이 없이 ⓑ까지 진행한다. 그러나 이

후 전복될 내용이자 그로 인해 결여를 드러내게 될 부분 ⓒ에서는 본격

적인 음악적 구분이 이루어진다. 2/4박자로의 전조, 목관악기군과 성악부

분의 상호 모방을 통해, 현악기군과 성악부분의 투티를 통해, ‘그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가사가 역설적으로 가장 강조

된다(악보13).

107) 많은 경우 도라벨라 역할을 메조소프라노가, 피오리딜리지 역할을 소프라노가 맡지만, 모차르

트는 이 두 역할을 모두 소프라노로 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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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3> “Ah, guarda, sorella(오 얘야 이것 좀 봐)” 마디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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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막 11장 피오르딜리지의 아리아 “Come scoglio immoto

resta(바위처럼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는 이러한 결여가 음악

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좋은 예다. 이 아리아는 다른 남자로 분한

페를란도와 굴리엘모가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에게 구애하자, 그것을

거절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곡 전체의 텍스트는 연인에 대한 사랑이 변

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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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scoglio immoto resta

Contro i venti e la tempesta,

Così ognor quest'alma è forte

Nella fede e nell'amor.

Con noi nacque quella face

Che ci piace, e ci consola,

E potrà la morte sola

Far che cangi affetto il cor.

Rispettate, anime ingrate,

Quest'esempio di costanza;

E una barbara speranza

Non vi renda audaci ancor!

피오르딜리지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바람과 폭풍우에도 휘둘리지 않고

이 마음을 강한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갈 것이에요.

우리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불길을

서로 붙여주고

죽음만이 내 마음의 헌신을

바꾸어놓을 수 있네.

이 지조의 사례를 존중해요,

이 비참한 사람아;

다시는 이렇게 경솔한 짓을 할

어떤 희망도 갖지 말아요.

ⓐ

이 곡에서 구사되는 다양한 음악적 패시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

음’, ‘변함이 없음’ 이면의 반대되는 상황, 즉 여인들의 동요를 보여준다.

이 곡에는 일반적으로는 5분이 채 되지 않는 아리아에 모두 들어있을 것

같지 않은 다양한 부분이 변덕스럽게 등장한다. 계속적인 변박과 반복

없는 형식, 불규칙하게 변하는 반주형과 도약이 심한 선율, 한 음절에 셋

팅된 여러 음(특히 바위라는 단어)들이 곡의 통일성을 소거한다. 반주는

마치 레치타티보 어캄파냐토와처럼 노래와 노래 사이에 등장하기도 하여

마치 아리아와 레치타티보가 교차되는 것처럼 들린다.

《코지 판 투테》에서는 이후에도 이러한 장치가 지속적으로 사용

된다. 특히 2막 2장에 나오는 피오르딜리지의 아리아 “Per pietà, ben

mio, perdona(내 님이여 연민으로, 날 용서해 주오)”에서는 앞서 피가로

를 놀릴 때 사용되었던 호른이 이면을 암시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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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pietà, ben mio, perdona

All'error di un'alma amante;

Fra quest'ombre e queste piante

Sempre ascoso, oh Dio, sarà!

Svenerà quest'empia voglia

L'ardir mio, la mia costanza;

Perderà la rimembranza

Che vergogna e orror mi fa.

A chi mai mancò di fede,

Questo vano ingrato cor!

Si dovea miglior mercede,

Caro bene, al tuo candor.

피오르딜리지

내 님이여 연민으로, 날 용서해 주오.

사랑하는 영혼의 이 악행을

신이여, 여기 그늘진 풀숲 사이에

영원히 감춰지게 해 주소서.

나의 용기와 나의 절개는

이 수치스러운 열망을 쫓아내리라.

기억으로부터 지워버리리라

얼마나 수치스럽고 분노하였는지도.

이 무가치한 마음이 배신한

그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신뢰는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자

격이 있어요, 나의 사랑, 순백의 사랑.

이 아리아는 전쟁터에 나간 연인 굴리엘모 대신 변장하여 접근한

페를란도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자책하며, 마음을 다잡고 정절을

지킬 것을 결심한다. 그러나 텍스트와는 달리 음악은 바람난 여자를 상

징하는 호른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극의 컨텍스트상 알 수 있는 피오르딜

리지의 도덕적인 성격이나 텍스트상 표현되는 절개와는 다른, 이질적인

의미를 연출하고 있다.108)

《코지 판 투테》가 끊임없이 흔드는 ‘정조’ 관념과 ‘결혼제도에 묶

인 사랑’이라는 관념에 대한 공격은 그 피날레에서 정점을 이룬다. 이는

곡 자체가 아닌 곡의 진행 전체 구조로부터 비롯된다. 모차르트 오페라

부파에는 항상 음악연출상 피날레의 숭고한 순간, 최종적 화해의 순간이

있다.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그 순간이 백작이 백작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순간이다. 이럴 때 음악은 템포를 극단적으로 늦추

고 고풍스러운 양식을 사용하여 시간 너머의 고양을 상징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코지 판 투테》에서는 그 순간이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

108) 김미영, “모차르트의 오페라부파《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희극성: 그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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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ANDO

E nel tuo, nel mio bicchiero

Si sommerga ogni pensiero.

E non resti più memoria

Del passato ai nostri cor.

GUGLIELMO

(Ah, bevessero del tossico,

Queste volpi senza onor!)

피오르딜리지, 도라벨라,페를란도

행복한 잔을 듭시다.

모든 걱정을 잊어버립시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과거의 기억을 보내버립시다.

굴리엘모

(아, 저 여인들이 독약을 마셨으면,

치욕스러운 여자들이여.)

가 변장한 페르란도와 굴리엘모가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 아

닌, 가짜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에 위치한다.

여기서의 템포는 라르게토이며 이는 이 작품 전체를 통틀어 가장

느린 템포이다. 그리고 선율은 제1막의 이별의 삼중창 “Soave sia il

vento(바람이여 잔잔하라)”를 연상케 하며, 한편으로는 두 여인이 변장한

남자들과 사랑에 빠질 때의 이중창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이 숭

고한 결혼이 한편으로는 다른 각자(변장하지 않은 두 남자, 원래의 연인)

와의 헤어짐을 의미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숭고함 안에서도 굴리엘모

의 목소리는 잠재된 고통을 재개하고 있다.109)

이 숭고한 장면 이후 공증인이 들어오고, 결혼식이 진행되는 중에

페르란도와 굴리엘모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부파의 핵심 요소

인 한바탕 소동이 이렇게 다소 늦은 타이밍에 일어나고, 남자들이 속였

음을 인정하면서 알폰소가 얼렁뚱땅 극을 마무리 짓는 긴 과정이 시작된

다. 결국 가짜 결혼식이 아니라 (다소 애매하지만) 진짜 화해를 하면서

극의 결말이 지어질 때, 앞선 장면의 음악적 숭고함의 여운은 전혀 찾아

109) Žižek and Dolar, 『오페라의 두 번째 죽음』,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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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 이렇게 모차르트는 인위적으로 곡의 숭고한 피날레를 어울

리지 않는 장소에 위치시키며 사랑의 숭고함을 비웃고 관객들을 그 비웃

음의 관점으로 초대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보다 근본적으로 예전 질서

로의 회복, 용서와 화해라는 공동체적 이상마저 희화하며 위협하는 것이

다.

리브레토상에서 사랑과 정절을 논할 때, 사실 그 가치의 이면에는

자연 상태의 성(性)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등장인물(그리고 우리,

관객) 중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직접적으

로 언급되지는 않는다. 만약 리브레토상에서 사랑과 정절이라는 가치로

부터 어긋나는 인물이 등장할 때는, 양해의 소지가 주어지거나, 그에 합

당한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사건과 반성을 통해 다시 그 가치의 소중

함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케루비노의 경우에는 아직 거세되

지 않은 소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돈 조반니는 결국 파멸을 맞이하며,

《코지 판 투테》의 두 여인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서로의 품으로

돌아가는 식이다.

그러나 모차르트 오페라부파에서는 종종 리브레토상의 컨텍스트와

텍스트와는 별개로 음악 연출이 그 선율이나 양식을 바꾸거나, 이질적

상징의 악기를 사용하거나, 연출의 구조적 위치를 바꾸면서 어떠한 이면

을 열어놓는다. 앞서 이미 리브레토의 층위에서 결혼질서에 구속된 사랑

과 성도덕에 대해 희극적으로 그 결여를 드러냈지만, 음악연출은 그 리

브레토가 열어놓은 가능성의 한계를 넓힌다.110) 리브레토가 관여할 수

없었던 수잔나의 무의식을 음악연출을 통해 의심스럽게 바꾸고, 대개 음

악연출을 통해 수행했던 화해, 그리고 이전 질서나 공동체로의 복귀의

숭고함에 대해 그 위치를 전이시키며 무화(無化)하며, 보다 근본적인 전

복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돌라르는 특권적인 사랑에 대한 전복

은 오히려 계몽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지적한다.

110) 가드너(Sir John Eliot Gardiner, 1943-)가 직접 연출한 1992년 파리 공연 역시 이러한 관점에

서, 마지막 장면 두 연인이 가짜 결혼식을 올린 다른 쌍과 뒤로 몰래 손을 잡고 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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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슬로건은 《코지 판 투테》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맞게

된다. 즉 평등은 교체 가능성이다. 한 여자는 다른 여자와 매한가지

인 것이며, 한 남자도 다른 남자와 매한가지인 것이다. 모든 사람이

대체 가능하다. 특권적 주체성은 없으며, 특권적인 사랑의 대상은

없다.111)

이러한 전복에 웃을 수 있으려면 한 사람을 위한 숭고한 사랑이라

는 관념을 타자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코지 판

투테》의 돈 알폰소가 아니면 갖기 힘들다. 이렇게 드러낸 결여는 우리

가 지금까지도 정체성을 기대고 있는 가치질서의 결여이므로, 이는 곧

우리 정체성의 결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내러티브는 단순히 희극적

인 것이 아니라 희비극적이다. 귀족들의 성도덕을 공격하며 부르주아적

윤리를 그 전제로 한 계몽주의 시대에 이렇게 희비극적인 내러티브를 텍

스트로 연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음악연출만이 이러한 가능성을 암시

적으로 열 수 있다.

이에 더해 돈 알폰소에게 주어진 아리아에서도 또 한 번의 전복을

발견할 수 있다. 돈 알폰소는 유일하게 사랑이라는 숭고한 관념을 타자

화 할 수 있는 현자이다. ‘여자는 다 그렇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며,

극중에서도 지식인으로 설정되어있다. 리브레토 내에서는 그 위치와 설

정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가 부르는 노래들이 대체적으로 부

포적 선율 양식112)이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텍스트상에서 돈

알폰소는 가장 현명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며 결여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하인이나 욕심쟁이 등 신분이나 태도에 있어

낮거나 부정적인 인물에게 주어졌던 부포적 선율을 돈 알폰소가 부르도

록 하였다. 당시 오페라부파의 일부에 오페라 세리아 전통을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돈 조반니에서 심판자 역할을 하는 석상이

111) Žižek and Dolar, 『오페라의 두 번째 죽음』, 124-125.

112) 허영한, “연출가 모짜르트 : 오페라『코지 판 투테』의 재미,”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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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것처럼 장엄한 노래를 부르도록 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돈 알폰소에게 부포적 선율을 부르도록 했다. 모차르트는 여인들의 결여

(정절을 지키지 못함)을 이미 알고 비웃는 그 현자라는 인물(그리고 그

에 이입하여 여인들을 비웃는 관객들)조차, 그러한 앎과 지혜조차 결여

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사랑만큼이나 그 긍정적 가치가 전제된

‘지’라는 것 또한 거리둠과 희화의 대상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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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모차르트 오페라부파, 특히 《피가로의 결혼》을 포함한 다 폰테 3

부작의 희극성은 상징계의 광범위한 층위를 아우르며, 당시 관객들을 고

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결여를 드러낸다. 등장인물의 어리석음과 기만,

능청과 허세를 그려내며 인간의 보편적인 약점을 포용하면서도, 이를 통

해 계급사회의 허상과 남성우월주위의 교만을 비웃는다. 물론 이는 계몽

주의 시대 시민계급에게는 충분히 타자화된 결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 폰테와 모차르트는 당시의 계몽주의가 금기로 구성하고 있었던 성도

덕과 정조관념에 대해서조차, 교묘한 형식적인 불일치와 순진무구한 음

악연출을 통해 은밀하게 그 결여를 보여주며 타자화를 선동한다. 한편,

여기서 모차르트는 한발 더 나아가 사랑의 숭고함과 용서와 화해라는 계

몽주의 공동체적 가치질서의 결여도 음악연출을 통해 암시하려 한다. 모

차르트의 음악연출은 다 폰테의 리브레토에 당시 청중들이 타자화하기

힘든 전복적인 희극성을 몰래 심어놓았다.

음악연출은 세 가지 양태로 위와 같은 희극성에 기여한다. 첫째, 관

습적인 이디엄 등을 통해 텍스트와 동일한 의미효과를 연출할 경우다.

음악연출이 이러한 양태를 보일 때는 희극성을 산출하는 결여나 서브텍

스트가 리브레토상에서 분명히 드러날 때이다. 일반적으로 리브레토상

텍스트가 사건 전개와 플롯 층위의 컨텍스트와 명백한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 이러한 음악연출을 동반한다.

둘째, 음악이 관습적인 음악양식의 사용을 다소 비틀거나 과장하면

서 텍스트의 의미효과를 한층 도드라지게 만들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연

출전략은 리브레토가 가진 희극성이 다소 모호하거나 잠정적인 상태에서

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리브레토상 텍스트와 불

일치하는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직접 둘러싼 플롯보다 한 층위 넓은 극

전체의 성격이나 그 극을 둘러싼 당시의 사회적인 가치체계일 경우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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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모호하거나 잠정적인 희극성이 연출된다. 이 경우 음악연출은 리브레

토의 희극적 가능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셋째, 음악이 관습적인 이디엄이나 일반적인 악기사용, 전체적인 악

곡구조를 텍스트나 플롯에 어긋나게 연출하며 텍스트의 표면적인 의미와

상반된 의미효과를 산출한다. 이를 통해 리브레토상의 텍스트와 컨텍스

트의 불일치가 없거나 이미 표면화된 희극적 장치 외에 다른 희극적 내

러티브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음악연출이 리브레토의 가능성을 넘어 희

극적 내러티브를 창출한다.

이렇게 음악이 희극성에 기여하는 세 가지 양태를 살펴보면, 결국

음악연출 전략에 있어 이러한 차이는 희극성의 성격에 달려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음악연출이 관습적인 음악양식의 사용으로 텍스트의 의미효

과를 충실히 지원할 경우 리브레토상의 희극성은 관객들에게 선명하고

쉽게 웃을 수 있는 것들이다. 등장인물의 어리석음이나 기만, 능청스러움

이나 허세, 극적인 얼버무림으로 인한 희극성은 이를 산출하는 결여나

서브텍스트가 리브레토상에서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이를 통

해 풍자하는 사회적 가치질서는 주로 계몽주의 시대정신이 쉽게 타자화

할 수 있는 구시대적 신분제도이다. 물론 이보다는 덜하겠지만 권력의지

충만한 남성중심적인 사회질서도 비교적 타자화하기 용이하며 이러한 종

류의 희극성에 속한다.

희극성이 은밀한 성적 향유를 다룰 때는 음악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극적 전개에 생경하거나 과장된 장면으로 연

출될 경우 음악연출은 다소 과장되고 비틀리기 시작한다. 후자는 그 결

여가 극 전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므로 플롯 층위의 희극성보다 다소 모호

할 수 있어 관객에 따라 거리둠이 어려울 수 있는 전자와 희극성의 구조

적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결여의 내용은 유사하다.

즉 성도덕과 사랑에 대한 진지함이다. 이는 리브레토 전면에 나오지 못

하고 잠재적인 층위에서 몰래 키득거리는 희극성을 구성한다. 그러나 단

순히 은밀한 성적 향유를 넘어 (부르주아적 관념으로서의) 사랑의 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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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비웃고, 용서와 화해라는 공동체적 이상마저 희화화하는, 계몽주의

적인 도덕질서 자체에 대한 전복은, 리브레토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러한 희비극적인 메시지는 오직 어긋난 음악연출을 통해서만 암시된다.

결론적으로, 희극성이 보다 모호해지고, 보다 희비극적으로 향할수

록, 그리고 희극성이 다루는 결여가 보다 은밀하고 도발적이고 전복적일

수록 음악 역시 텍스트에 대한 관습적인 연출로부터 비틀리고 어긋난다.

가면이 명징할 때는 음악은 가면을 쓰고, 가면이 없을 때는 스스로 이면

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럴 경우 그러한 이면은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것 이상의 심연일 수 있다.

만약 리브레토상의 가면이 없을 때 음악연출이 독자적으로 이면을

연출한다면, 이는 보마르셰나 다 폰테의 의도가 아니고 모차르트의 의도

일 것이다. 모차르트는 표면상 계몽주의 시대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며 최

고의 상업적 성공을 거둔 작품을 통해, 아이러니컬하게도 계몽주의적 사

회질서의 전복을 은밀히 암시한다. 모차르트의 작품들이 현대에도 지속

적으로 상영되며 사람들을 웃기면서도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담론들을 양

산해내는 이유는, 음악연출을 통해 작품에 은밀하게 부여한 이러한 현대

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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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e nozze di Figaro by Wolfgang Amadeus 

Mozart(1756-1791), based on a play which gained an 

enormous popularity with the bourgeois of the day, is one 

of the most renowned opera buffas of the eighteenth 

century. Traditionally, the comic aspects of Le nozze di 

Figaro has been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liberalism that 

prevailed in the eighteenth-century europe, and recently, 

several studies started to shed light on the eroticism found 

in the wor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pply a 

synthetic approach to the analysis of the comic asp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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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art's Le nozze di Figaro and to examine how the 

musical dramaturgy contribute to create comedy in the 

opera.

This thesis draws upon various studies to define 

comedy as 'an unconscious representation of the otherness 

of lack(manque)', and analyzes the comic aspects found in 

Mozart's opera buffa. In Mozart's opera buffa.,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ext of the libretto, dramatic and 

historic context, and musical dramaturgy differs according 

to the subject of comedy. 

When the presented comedy is radical and 

subversive, it does not appear clearly in the libretto, but 

the music is disjointed from the conventional musical 

dramaturgy of the day. On the contrary, foolishness or 

pretentiousness of a character or a sociocritical comedy is 

clearly manifested in the libretto and the music highlights 

the comic situation. The comic aspect of a secret sexual 

encounter is described ambiguously in the libretto whereas 

music actively exposes the comedy. Furthermore, Mozart's 

musical dramaturgy goes beyond merely realizing the 

libretto by creating a unique subversive comedy that goes 

against the universal orders of value, which is clearly not 

intended by the original author of the play nor the 

librettist of the opera. This indicates that the subversive 

comedy Mozart creates through his musical dramaturg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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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e source of the vitality of his opera buffas, which are 

continuously being performed and constantly producing so 

many discourses to this day.

Keywords : Mozart, opera buffa, Le nozze di Figaro, comedy, 

musical dramaturgy, psychoanalysis     

Student Number : 2007-2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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