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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초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쇤베르크의 모노드라마 

《기다림》(Erwartung, op. 17)을 정신분석 이론에 기반하여 해석해보고자 

한다. 쇤베르크의 첫 무대 작품인 《기다림》은 자유 무조음악 양식 특유의 

무조성(atonality)뿐만 아니라, 표면상 반복되는 모티프나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비주제적(athematic) 기법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은 작품이다. 

동시에 《기다림》은 음악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당시 빈을 중심으로 태동하던 정신분석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당대의 시대상과 함께, 작품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창작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정신분석적 접근은 기존의 작품 해석을 보완하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정신분석과 《기다림》 간의 관련성은 일찍이 아도르노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는 작품이 "꿈의 기록"과 "정신분석 내담자"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로버트 팰크(Robert Falck)는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구』(Studien über Hysterie, 1895)가 작품의 창작에 미친 영향을 

논하였다. 알렉산더 카펜터(Alexander Carpenter)는 이에 기반하여 최근 

시대-문화적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정신분석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작품외적 맥락에 집중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작품의 

의미와 음악과 리브레토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넘어서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작품의 시대적/개인적 

배경과 음악과 리브레토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다림》이 정신분석과 맺고 있는 관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리브레토의 작가인 마리 파펜하임(Marie Pappenheim)은 

정신분석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의학도였으며 『히스테리 연구』에 등장하는 

주요 임상 사례인 “안나 O”(Anna O., 본명: Bertha Pappenheim)의 

친척으로 추정된다. (2)쇤베르크 또한 리햐르트 슈트라우스, 말러, 베르크, 

베베른, 음악학자 막스 그라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신분석과 그에 대한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 (3)무엇보다 쇤베르크의 표현주의적 사고는 무의식을 



  

접점으로 정신분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예술가는 의식이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 추동에 의해 창조하며, 거기에 본래 아름다움은 없다는 

쇤베르크의 사고는 정확히 프로이트의 예술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정신분석적 작품 해석은 작곡가를 주체로 간주하느냐, 혹은 작품 속 

주인공을 주체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작품 속 

여인(Frau)의 관점에서 리브레토는 여인이 경험하는 환각과 극단적 정서는 

당대의 여성 히스테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프로이트의 꿈 

이론에 기반하여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상징이 드러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작품 후반부 여인의 심리적 변화를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편집-분열 자리(paranoid-schizoid position)와 우울 

자리(depressive position)의 개념에 기반하여 해석하였다. 여기서 여인은 

《살로메》에서와 같이 단순히 비극적 결말을 맞는 "광녀"(madwoman)로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해소되는 발전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작곡가의 관점에서 개인사적 배경과 작품 사이의 관계를 

논하였다. 쇤베르크는 1908년 여름 자신에게 그림을 가르쳤던 젊은 화가 

게르스틀(Richard Gerstl)이 부인 마틸데(Mathilde)와 도피 행각을 벌였던 

충격적인 사건 직후 자살을 결심하고 유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그로부터 

거의 정확히 1년 후에 마찬가지로 연인의 외도를 소재로 하는 《기다림》을 

작곡하였다. 뿐만 아니라 작품 속 대사에서 등장하는 "3일"(drei Tage)의 

시간은 실제 마틸데가 쇤베르크를 떠나 있었던 시간과 일치한다. 필자는 

이처럼 개인적 사건과 작품 사이의 결코 우연으로 간주할 수 없는 연관성에 

근거하여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외상적 사건이 창작자의 작품에 미친 영향과 

작품이 지니는 심리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크게 묘사적, 표현적, 형식적 요소로 구분되는 쇤베르크의 음악은 

주인공 여인의 심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형식적 구분은 불가능하나, 여인이 경험하는 감정에 따라 전체 작품의 

형식을 나눌 수 있다. 특히 리브레토에서 나타나는 여인의 편집-분열 자리는 

실제로 파편화된 음악과 레치타티보적 성악 선율을 통해 드러나며, 우울 



  

자리의 특징은 아리오조적 선율과 슬픔을 상징하는 모티프 기법을 통해 

드러난다. 

무엇보다 이는 작품 속 여인의 애도인 동시에 부인 마틸데의 심리적 

상실에 대한 쇤베르크 자신의 애도(mourning)로 기능할 수 있다. 작품의 

열린 결말은 작품에서 등장하는 대칭 구조와 시계추의 묘사, 게르스틀을 

만나기 전에 작곡된 가곡 “길가에서”(Am Wegrand, op. 6 no. 6)의 인용, 

죽음과 부활에 대한 D음의 상징성에 비추어 시간을 되돌려 사랑 대상을 

복구(reparation)하려는 소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신분석적 관점을 통해 작품 속 주인공과 

작곡가의 심리를 함께 논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창작자가 작품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작품의 창조 행위가 창작자의 정신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신분석 비평을 

음악 분야로 확장시키는 의의를 가짐과 동시에,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품의 사회적, 개인적 맥락을 고려한 종합적인 해석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어 : 모노드라마 《기다림》 op. 17, 정신분석과 음악, 아놀드 쇤베르크, 

멜라니 클라인, 애도와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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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09년 작곡된 쇤베르크의 첫 번째 무대 작품 1 

《기다림》(Erwartung)은 작곡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음악사적으로 

본격적인 무조성 음악과 표현주의 경향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일인극이라는 형식을 통해 주인공의 극단적인 

심리를 표현하는 리브레토와 그에 상응하는 음악은 그 자체로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이 갖는 중요성과 연구 

가능성에 견주어 아직 작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과 종합적인 이해의 

기반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음악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작품의 혁신적인 성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성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형식이나 모티프 기법조차 거의 드러나지 않는 

작품에는 사실상 아무런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 듯 보이며, 그로 인해 

기존의 틀을 활용한 분석적 접근과 작품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작품의 초연도 이루어지기 전인 1912년 베베른이 남긴 《기다림》의 

형식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이러한 작품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작품에서는] 모든 전통적, 형식적 원칙들은 단절되어, 급격히 변화하는 

표현을 통해 언제나 새로운 요소가 등장한다. 이는 악기 편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어지는 소리의 연속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며, 모든 

악보의 마디는 완전히 새로운 소리 패턴을 보인다.3 

 

                                            
1

 오페라와 같이 오케스트라로 반주되는 무대음악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한 명의 등장인물이 극을 이끌어 나가는 모노드라마(일인극)으로 

볼 수 있다. 
2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선행연구들 역시 작품을 둘러싼 외적 상황 또는 

음악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실제 음악과 리브레토에 대한 

분석적 접근과 작품 해석을 시도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분석적 접근을 취한 

선행연구는 본 논문의 4장 3.음악 분석 중 1)형식적 구조와 기법상의 특징 

및 2)세부 분석 참조. 
3
 Walter Frisch (ed.), Schoenberg and His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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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른은 여기서 《기다림》이 쇤베르크의 작품들 중 처음으로 모든 

주제적 작업을 포기하고 전통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형식을 갖는다고 말한다. 

작품에서는 마치 무한한 "자유 연상"(free association)과 같이 새로운 

요소가 끊임 없이 등장하며, 독자적인 관현악법은 음색의 차이를 

극대화하며 각 악기가 독립적인 성부를 맡는 것처럼 사용된다. 이 외에도 

분석의 난점을 이야기하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찾을 수 있는데, 최초로 

작품에 대한 모티프적 접근을 시도한 찰스 로젠(Charles Rosen, 1927-

2012)은 그 동안 《기다림》이 "비주제적"(athematic)인 특성으로 인해 

"분석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고 말하며, 4  프리드하임(Philip 

Friedheim, 1930-1986) 역시 《기다림》을 주제적 기법이 사용되는 

쇤베르크의 후기 작품들과 달리 결코 다시 시도된 적 없는 가장 긴 

"비구조적"(non-structured) 작품으로 간주한다.5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편으로는 쇤베르크가 기존에 사용했던 작곡 

기법에 기반하여 음악 속에서 통일성을 구성하는 모티프를 발견하려는 

분석적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음악을 남겨둔 채 작품이 

갖는 음악사적 의미와 그것이 맺고 있는 작품 외적인 관계가 연구되었다. 

그러나 전자는 특정한 음악적 요소를 리브레토의 내용 또는 의미와 연결 

짓는 작업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며, 후자의 접근은 음악 작품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형식적 측면을 깊이 다루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다 완전한 해석은 

텍스트의 배경 및 내용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음악과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접근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이 지니고 있는 정신분석적 맥락을 강조한 알렉산더 

카펜터(Alexander Carpenter)는 《기다림》의 완전한 이해가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오직 역사적, 개인적, 문화적 맥락을 포함시키는 접근을 

                                            
4
 Charles Rosen, Arnold Schoenber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40-41. 
5

 Philip Friedheim, "Rhythmic Structure in Schoenberg's Atonal 

Composi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16 (1) 

(196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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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6  

이에 본 논문은 정신분석적 접근을 통해 작품을 둘러싼 사회적, 개인적, 

요소들을 종합하고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타 예술 분야에서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정신분석 

비평(psychoanalytic criticism)은 작품의 내용 및 형식이 갖는 심리적 

의미를 밝힐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며, 《기다림》과 같이 심리극적 

특성을 띠는 작품을 탐구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정신분석적 접근은 인간의 

주관적인 심리를 독단적인 개인적 견해가 아닌 임상적 기반 하에 축적되어 

온 풍부한 이론에 기반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프로이트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현대 정신분석은 전통적인 예술가에 

대한 전기적 접근뿐만 아니라 작품 내적 요소와 형식 자체가 인간의 정신과 

맺고 있는 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정신분석적 작품 연구는 두 가지 층위로 

구분될 수 있다. 수잔나 밸리매치(Susanna Välimäki)는 이를 

(1)도상학적(iconographical) 층위와 (2)심리-텍스트적(psycho-textual) 

층위로 구분하였다. 7  즉, 정신분석과 그 연관 개념을 하나의 주제나 

소재로서 드러내는 연구와, 주체를 상정하여 정신분석 이론을 방법론으로서 

음악 해석에 적용하는 연구가 그것이다. 《기다림》은 세기전환기 빈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두 층위 모두에서 정신분석과 밀접한 

작품이나, 《기다림》에 대해 정신분석적 접근을 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작품의 도상학적 층위에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8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넘어서기 위해 두 층위를 포괄하여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기다림》이 정신분석과 맺고 있는 외적 관련성을 

                                            
6

 Alexander Carpenter, "Erwartung and the Scene of Psychoanalysis: 

Interpreting Schoenberg's Monodrama as a Freudian Case Study," (PhD 

diss., University of Toronto, 2004), 167. 
7
 Susanna Välimäki, Subject Strategies in Music: A Psychoanalytic Approach 
to Musical Signification (Imatra: International Semiotics Institute, 2005), 

66. 
8
 정신분석적 접근을 취한 Robert Falck와 Alexander Carpenter의 선행연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3장 2.음악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 중 

3)《기다림》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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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도상학적 접근을 취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작품을 하나의 심리-

텍스트로 간주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밝히는 정신분석적 작품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론의 적용에 앞서 먼저 방법론으로서 예술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이 갖는 특성을 파악해볼 것이다. 특히 프로이트 이후 

전개되어온 현대적 관점을 고려하기 위해 정신분석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위치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 이를 음악에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본격적인 작품 해석에서는 해석에 단서를 제공하는 사료들을 

살펴보고,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리브레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상세한 음악 분석과 리브레토의 내용에 

기반하여 음악이 작품에서 담당하는 기능과 작품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상호작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각각 독립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보다 통합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기존에 미흡했던 작품의 음악적 요소와 

리브레토가 갖는 내용 사이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작품 내적 요소와 주인공 및 작곡가의 심리를 연관시키는 정신분석적 

해석을 통해 작곡가 쇤베르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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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작품 개요 및 작곡 배경 

 

 

1. 작품 개요 

 

쇤베르크의 《기다림》은 1909년 작곡된 그의 최초의 무대작품으로서, 

1차 대전이 종결된 후 1924년에야 쳄린스키에 의해 초연되었다. 9  흔히 

오페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오페라와 달리 1막 4장의 간결한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유일한 등장인물인 1명의 소프라노를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형식으로 인해 "모노드라마"(일인극)로 불린다. 작품은 극 중에 

홀로 등장하는 여인(die Frau)의 독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기다림》은 특히 쇤베르크의 자유 무조성(free atonality) 양식과 

표현주의 기법의 정점에 위치하는 작품으로서 중요한 음악사적 의의를 

지닌다. 작품 곳곳에는 '의식의 흐름'이라고 부를 만한 특성이 드러나는데, 

실제로 쇤베르크는 연주시간이 30분에 달하는 관현악 편성의 본 작품을 

자신의 에세이에서 단 14일만에 작곡하였다고 밝히고 있다.10 (그러나 악보 

초고에 적힌 날짜는 1909년 8월 27일부터 9월 12일로 총 17일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11) 또한 마리 파펜하임(Marie Pappenheim, 1882-1966)이 

쓴 리브레토는 분절된 언어의 독백과 비현실적인 상황,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로 마치 '꿈'과 같은 서사를 드러내고 있다. 쇤베르크는 파펜하임의 

초고에서 나타나는 실제적, 사회적인 의미를 삭제하였으며, 12  이를 통해 

                                            
9
 초연은 성공적이었으나, 공연을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루머로 인해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Willi Reich, Schoenberg: A Critical Biography, 

trans. Leo Black (New York: Da Capo Press, 1981), 55. 
10

 Arnold Schoenberg, Style and Idea, ed. Dika Newlin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50), 155. 
11

 Josef Rufer, Das Werk Arnold Schönbergs: mit 10 Bildern und 25 
Handschriften-Faksimiles (Kassel: Bärenreiter, 1959), 14. 

12
 쇤베르크의 수정 이전에는 작품 속 여인이 실연으로 인해 연인을 살해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타난다. 본 논문의 4장 1.작품 해석의 단서들 중 

4)리브레토의 수정 참조. Slavoj Žižek, "Staging Feminine Hysteria: 

Schoenberg’s Erwartung," in Žižek and Media Studies: A Reader, ed. 

Matthew Flisfeder and Louis-Paul Willi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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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순수하게 인간의 내적인 "비이성적" 심리로 묘사된다.  

리브레토의 경우 비대칭적인 비중을 갖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둠 속의 숲에서 불안에 쫓기며 자신의 연인을 찾는 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다. 여인은 연인의 시체를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이고, 그녀는 

처음에는 그의 죽음을 부인하며 그를 살리려고 시도하지만, 이내 그의 

사랑을 의심하며 그를 힐난하기 시작한다. 극단적인 감정을 오가던 그녀는 

결국 연인의 부재를 인식하고 절망에 빠져 어둠 속을 방황한다. 이에 따른 

극단적인 감정적 동요 외에 발전적인 내러티브적 내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리브레토 상에서 과거와 현재는 공포와 열망, 질투와 뒤섞이고 기억과 

회상은 의식의 흐름을 통해 떠오르며, 불연속적이고 파편화된 문장은 마치 

정신분석 내담자의 말을 연상시킨다. 

악보상으로는 쇤베르크 특유의 주성부(Hauptstimme)와 

보조성부(Nebenstimme)가 표기되어 있으며, 총 426마디의 음악에서는 

일반적인 관현악 편성에 더하여 레치타티보적인 성악 성부와 하프, 

첼레스타, 글로켄슈필, 실로폰 및 다양한 타악기들이 사용되었다. 

음악적으로는 매우 자유로운 형식과 함께 완전한 무조성이 드러난다. 

작품은 무조성뿐만 아니라, 표면상 반복되는 모티브나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비주제적(athematic) 기법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들에게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13 

베베른은 쇤베르크의 작품 중 오직 《기다림》이 처음으로 모든 주제적 

작업을 포기하고 전통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형식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다. 14  작품에서는 무한한 "자유 연상"(free association)과 같이 새로운 

요소가 끊임 없이 등장하며, 악기의 활용은 음색의 차이를 극대화하며 각 

악기가 마치 독립적인 성부를 맡는 독주자처럼 사용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달하우스(Carl Dahlhaus)는 《기다림》을 한 편으로는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와 같이 표현적이거나 묘사적인 반주로 뒷받침 되는 

                                                                                                               

2014), 260. 
13

 Herbert H. Buchanan, "A Key to Schoenberg's 'Erwartung' (Op. 17),"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20(3) (1967): 434-449. 
14

 Frisch, Schoenberg and His World,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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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제적인 작품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실내악적 전통에 영향을 받은 

다성적 음악으로 간주한다.15  

이러한 음악과 리브레토는 상징과 기법적 측면에서 긴밀한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작품에서는 "달"(Mond)과 같은 특정 대상을 

드러내는 음악적 상징이 나타나며,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유사한 음형과 

수직적 음향을 통해 유기적 연결과 작품의 통일성이 나타난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인의 대사 "수 천의 사람들이 지나가요"(Tausend 

Menschen ziehn vorüber)에 맞추어 쇤베르크 자신의 작품 "길가에서"(Am 

Wegrand, op. 6 no. 6)가 인용되며, 드물게 조성감을 띠고 있다. 

 

  

                                            
15

 Carl Dahlhaus, "Ausdrucksprinzip und Orchesterpolyphonie in Schönbergs 

Erwartung,"(1974) in Gesammelte Schrifften vol. 8: 20. Jahrhundert. 
Historik – Ästhetik – Theorie – Oper - Arnold Schönberg (Laaber: Laaber, 

2004), 7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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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곡 배경 

 

정신분석적 작품 해석에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작품의 

작곡 당시 상황과 쇤베르크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을 포괄하는 작곡 

배경이다. 본 절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쇤베르크에게 

개인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게르스틀(Richard Gerstl, 1883-1908)과 부인 

마틸데(Mathilde Schönberg (Zemlinsky), 1877-1923)가 그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기다림》의 창작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리브레토의 저자 마리 파펜하임과 극작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August 

Strindberg, 1849-1912)를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1) 게르스틀과 마틸데 

1908년 11월 게르스틀의 자살로 막을 내린 부인 마틸데와의 혼외 

관계는 쇤베르크의 음악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6 흔히 

완전한 무조성 음악의 시작으로 간주되는 그의 《3개의 피아노 작품 op. 

11》이 1909년에 출판되었으며, 《기다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이 

시기에 음악의 심리적 표현 가능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많은 표현주의적 

회화 작품을 남겼다.  

1906년 봄 당시 22세의 젊은 화가로서 수입이 필요했던 게르스틀은 

쇤베르크의 초상화를 의뢰받았고, 곧 쇤베르크 부부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일로 친분을 맺게 되었다. 얼마 후 게르스틀은 쇤베르크와 작업실을 

공유하고 1907년부터는 쇤베르크 가족의 여름 휴가에 동행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다. 이와 함께 시작된 게르스틀과 마틸데의 비밀스런 

관계는 결국 1908년 8월 휴가지에서 쇤베르크에게 발각되게 된다. 그 

직후에 둘은 도주하여 빈 근교에서 며칠 밤을 보내게 되고, 쇤베르크는 

이로 인한 극심한 충격으로 자신의 유언장의 초고를 쓴다. 베베른의 중재로 

마틸데는 가정에 헌신하는 길을 택하지만, 평소 우울증적인 기질에 더해 

                                            
16

 이 외에도 게르스틀의 표현주의적 그림이 쇤베르크와 그의 음악 작품 창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역으로 쇤베르크의 음악이 게르스틀의 

야수파 화풍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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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쇤베르크 서클로부터 단절된 상심으로 게르스틀은 그의 작업실에서 

자신의 작품과 기록을 불태우고 스스로를 목매담과 동시에 칼로 찔러 

자살하고 만다. 그 날은 쇤베르크의 제자들의 작품이 공연되던 1908년 

11월 4일이었다.17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마틸데와 쇤베르크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쇤베르크는 이후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였으며, 마틸데와의 관계 역시 부자연스러웠고 마틸데는 항상 

우울해하였다. 18  이러한 사건이 쇤베르크에게 큰 충격을 미쳤으며, 그의 

극단적인 무조음악의 탄생에 기여했다고 보는 관점도 존재하지만,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쉽게 그와 같은 인과 관계를 단정짓기는 힘들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기다림》과 유사한 자유 무조성이 처음으로 

사용된 《현악4중주 2번 op. 10》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최근 레이몬드 코퍼(Raymond Coffer)의 연구에 따르면 완전한 

무조성이 등장하는 작품의 4악장 "환희"(Entrückung)는 게르스틀과 

마틸데의 관계가 드러나기 3주 전에 완성되었다. 19  또한 《현악4중주 

2번》이 "나의 부인에게"(Meiner Frau) 헌정된 것 역시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게르스틀의 사후에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코퍼의 주장에 

따르면 쇤베르크가 사용한 무조성은 마틸데와 게르스틀의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의 결과라기 보다는, 오히려 쇤베르크가 이전부터 기획한 

음악적 사고의 연장으로 여겨진다.  

이와 반대로 《현악4중주 2번》이 게르스틀과 마틸데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는 관점 또한 존재한다.20 작품에는 "Arnold", "Mathilde", "Richard", 

                                            
17

 Raymond C. Coffer, "Richard Gerstl and Arnold Schönberg: A 

Reassessment of their Relationship (1906-1908) and its Impact on their 

Artistic Works" (Unpublished PhD Diss., University of London, 2011), 

297-298. 
18

 Severine Neff, "<쇤베르그> 유언 초안의 음악적 의미: Ich darf nicht 
dankend, Op. 14, No. 1," 권송택 옮김, 『音樂論壇』 12 (1998): 201. 

19
 이 작품은 1908년 10월 21일 빈에서 초연되어 청중들의 실랑이로 이어지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

 일례로 정신치료사 Peter Ostwald는 쇤베르크가 이 작품에 마틸데와 게르스

틀을 상징하는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감정을 해소하고 심리적 위기를 극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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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stl"의 음악적 아나그램이 빈번히 등장할 뿐만 아니라, 21  이미 

1907년부터 쇤베르크가 마틸데와 게르스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이 있다. 1907년 7월 26일 게르스틀이 그의 형제에게 쓴 편지에서 

마틸데가 작업실로 오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쓰고 있으며, 그 후로 마틸데는 

1908년의 여름휴가 전까지 쇤베르크에게 자신은 오직 그만을 사랑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편지를 수 차례 쓴다. 22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쇤베르크가 이전부터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부인하려 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처럼 무조성의 탄생을 둘러싸고 게르스틀과 마틸데 사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적어도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 

마찬가지로 연인의 외도를 소재로 작곡된 《기다림》에는 이러한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이처럼 작곡가에게 중요한 전기적 사건이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미치는 구체적인 방식과 양상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표라 

할 수 있다.  

 

2) 마리 파펜하임과 스트린드베리  

1909년 여름 휴가에서 쇤베르크는 쳄린스키의 먼 친척이었던 마리 

파펜하임(Marie Pappenheim, 1882-1966)을 만나 그녀에게 오페라 

리브레토를 의뢰한다. 당시 그녀는 빈의 의과 대학생으로 이미 

『횃불』(Die Fackel)에 시를 기고하여 작가로 데뷔하였다. 둘의 사이는 

상당히 친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쇤베르크가 그린 마리 파펜하임의 

초상화가 존재하며, 1915년 작성한 유언장에서 그는 마리 파펜하임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Peter F. Ostwald, "Alienation, Genius, and Illness: 

The Problem of Arnold Schoenberg,"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Medicine 2(2) (1993): 19. 

21
 Malcolm MacDonald, Schoenber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7. 
22

 Julie Brown, Schoenberg and Redemp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ff.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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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저(遺著) 관리인으로 언급한다.23  

그녀는 쇤베르크에게 의뢰를 받은 지 불과 3주만에 모노드라마의 

리브레토를 완성한다. 특히 리브레토에서는 연인의 시체를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는 앞서 『횃불』에 실린 

"해부실"(Szeniersaal)이라는 제목의 그녀의 시에 나타나는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쇤베르크는 그녀의 리브레토를 마음에 들어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정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만 가한 후 작품을 완성시켰다. 그는 

리브레토에서 주로 연인의 살해에 대한 암시와 성적인 장면 등을 

삭제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적인 

여인의 정서에 집중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24  쇤베르크는 후에 

《기다림》의 리브레토가 자신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지만, 마리 

파펜하임 자신은 나중에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25 

그러나 어느 쪽이든 당시 빈을 둘러싼 문화적 상황과 정신분석에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마리 파펜하임은 정신분석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다. 

그녀의 형제와 남편은 정신과 의사, 조카 엘제(Else Pappenheim)는 

정신분석가였으며, 26  또한 그녀는 성 해방 운동을 비롯한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는 지식인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마리 파펜하임은 프로이트와 

브로이어의 『히스테리 연구』(Studien über Hysterie, 1895)에 수록된 

                                            
23

 Elizabeth L. Keathley, "'Die Frauenfrage' in Erwartung: Schoenberg's 

Collaboration with Marie Pappenheim," in Schoenberg and Words: the 
Modernist Years, ed. Charlotte M. Cross and Russell A. Berman (New 

York: Garland Publishing, 2000), 164. 
24

 본 논문의 4장 1.작품 해석의 단서들 중 4)리브레토의 수정 참조. 
25

 Allen Shawn, Arnold Schoenberg’s Journe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94. 또한 Falck는 쇤베르크의 의뢰를 받기 

전에 마리 파펜하임이 《기다림》과 유사한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Robert Falck, "Marie Pappenheim, Schoenberg, and the Studien 
über Hysterie," in German Literature and Music, an Aesthetic Fusion: 
1890-1989, ed. Claus Reschke and Howard Pollock (Munich: Wilhelm Fink 

Verlag, 1992), 133. 
26

 Alexander Carpenter, "Schoenberg's Vienna, Freud's Vienna: Re-

Examining the Connections between the Monodrama Erwartung and the 

Early History of Psychoanalysis," Musical Quarterly 93(1) (201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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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안나 O"(Anna O, 본명: Bertha 

Pappenheim)의 먼 친척인 것으로 생각된다. 27  본 논문의 작품 해석에서 

자세히 다루겠으나, 이처럼 직접적인 관련을 뒷받침하는 정신분석적 주제가 

리브레토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형식에 있어 파펜하임은 당대에 유명했던 스웨덴의 극작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August Strindberg, 1849-1912)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 표현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 스트린드베리는 

당시로서는 선구적으로 극 중 1명의 배우만 대사를 말하는 단막 일인극과 

꿈과 같은 서사를 보이는 극 작품을 창작하였다.28 이러한 그의 후기 작품은 

"내면의 연극"을 추구한 것으로, 여기서는 주인공의 "내적 현실"이 곧 

드라마로 간주된다. 그의 작품 속에서 심리적 개연성은 포기되고 현실적 

시공간은 거부되며 인물들의 정체성은 해체되어 주인공의 투사물로 

기능한다. 29  이러한 그의 실험적 작품이 모노드라마 《기다림》의 구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쇤베르크 역시 자신보다 한 세대 앞선 스트린드베리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그 증거로 쇤베르크가 베르크와 나눈 편지와 

『화성학』(Harmonielehre, 1911) 서문에서는 존경할 인물로 

스트린드베리가 언급되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이름(Arnold Schönberg)와 

스트린드베리의 이름(August Strindberg)을 나란히 적은 낙서를 남기기도 

했다. (그림1) 공교롭게도 둘은 이니셜(A. S.)이 같을 뿐만 아니라, 이름과 

성의 글자수 또한 일치하는데, 이러한 우연은 쇤베르크에게 스트린드베리를 

특별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7

 이 관계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흔치 않은 성으로 인해 처음부터 

둘은 오랫동안 사촌 관계로 여겨졌으나, 실질적인 문헌상의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파펜하임의 가계에 대한 상세한 계보학적 연구 결과와 

유족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할 때, 마리 파펜하임과 "안나O"는 먼 친척 

관계인 것으로 믿어진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Carpenter, 

"Schoenberg's Vienna, Freud's Vienna: Re-Examining the Connections 

between the Monodrama Erwartung and the Early History of 

Psychoanalysis" 참조. 
28

 『강한자』(Den starkare, 1889), 『꿈연극』(Ett drömspel, 1901). 
29

 Brauneck Manfred, 『20세기 연극: 선언문, 양식, 개혁모델』, 김미혜, 

이경미 옮김 (서울: 연극과 인간, 2000), 26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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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쇤베르크가 그린 낙서 "August Strindberg"30 

 

실제로 쇤베르크는 스트린드베리와 유사한 행로를 걸었다. 

스트린드베리 또한 상당한 소질을 지닌 화가로서 다양한 그림을 남겼으며, 

잘 알려진 것처럼 쇤베르크 역시 진지하게 미술을 공부하였다. 또한 둘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문제를 겪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쇤베르크가 스트린드베리의 창작관에도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스트린드베리의 1901년 작품 『꿈연극』(Ett drömspel)의 서문에 

나타나는 다음 문장은 쇤베르크가 자신의 음악에서 추구했던 가치를 

대변하는 듯 보인다. 

 

이 연극은 느슨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데, 오직 그것만이 명백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 연극도 통일성이 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교향곡, 대위법, 

그리고 계속하여 반복되는 모든 조에 서른 개의 명백한 부분으로 반복되면서 

                                            
30

 1909년 4월 18일 Hermann Bahr로부터 받은 편지 중. Arnold Schönberg 

Center, ID#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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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된 주제를 가진 푸가의 방식이 있지요. [...] 말하자면, 어떤 화려한 

연주도 없고, 인물도 없고, 혹은 오히려 어떤 풍자도, 줄거리도 박수를 

끌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 그리고 마지막 희생 장면에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고, 주제들은 다시 반복됩니다. 마치 한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모든 일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31 

 

이처럼 외견상 부조리한 듯 보이는 작품에서도 통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각 요소들은 작품의 내적인 원리에 따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그의 시학은 쇤베르크의 무조음악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무엇보다 

스트린드베리는 전통의 혁신과 무의식을 작품의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쇤베르크의 작품 창작에 영향을 많은 미친 것으로 보이며, "꿈"이라는 

소재와 부조리한 요소들은 《기다림》에서 역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31

 August Strindberg, 『꿈연극』, 조성관, 홍재범 옮김 (서울: 연극과인간,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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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분석과의 관련성 

 

작품은 작곡 배경과 작품 내적인 측면에서 당시 빈에서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태동하던 정신분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간접적으로 쇤베르크 서클과 정신분석과의 접점을 마련한 인물인 오토 

바이닝어(Otto Weininger, 1880-1903)와, 그 밖에 쇤베르크 서클에서 

활동했던 인물들과 작품의 특성이 정신분석과 맺고 있는 구체적인 관련성을 

살필 것이다. 

 

1) 바이닝어의 《성과 성격》 

정신분석과 《기다림》의 첫 번째 접점은 오토 바이닝어의 저작 《성과 

성격》(Geschlecht und Charakter, 1903)에서 찾을 수 있다. 베토벤 

생가에서의 권총 자살로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바이닝어의 반유대적, 

반여성주의적 저작은 당시 빈 사회에서 매우 널리 읽혔다. 1903년 초판이 

나온지 불과 3년만에 제8판이 출간되었으며, 1920년에는 제21판이 

등장했다.32 베르크, 베베른, 쳄린스키를 비롯하여 쇤베르크 역시 바이닝어의 

진지한 독자 중 한 명이었다. 쇤베르크는 자신의 서고에 1908년판 『성과 

성격』(Geschlect und Charakter)과 『마지막 것들에 대하여』(Ü ber die 

letzten Dinge), 1919년판 『한 친구에 대한 수첩과 편지』(Taschenbuch 

und Briefe an einen Freund)를 소장하였다.33  

바이닝어는 현재의 관점으로 보아 다분히 여성혐오적인 시각에서 

성(性)에 기반한 여성의 히스테리적인 성격 특성을 기술하였다. 그는 이 

원고를 당시 히스테리의 권위자였던 프로이트에게 보내지만, 그에게 학문적 

가치를 부정당하고 베토벤의 생가에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역설적으로 당시 빈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사건을 통해 

바이닝어의 저작은 프로이트의 것보다도 광범위하게 읽혔다. 쇤베르크와 

                                            
32

 Julie Brown, "Otto Weininger and Musical Discourse in Turn-of-the-

Centruy Vienna," in Western Music and Ra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84-101. 
33

 Brown, Schoenberg and Redemption,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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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제자 베르크 역시 《성과 성격》을 읽었으며, 그들의 작품 창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쇤베르크는 잡지 『횃불』의 구독자였는데, 

『횃불』의 편집자였던 카를 크라우스는 프로이트의 저술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바이닝어를 강력히 지지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성격과 정신분석적 

사고에 대한 관심은 앞서 살펴본 《기다림》의 작곡 당시 쇤베르크의 

전기적 상황과도 밀접하다. 쇤베르크의 부인 마틸데와 화가 게르스틀 

사이의 불륜 관계는 게르스틀의 자살로 마감되었고, 《기다림》은 

게르스틀의 자살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작곡된 것이다. 

특히 베르크는 《성과 성격》이 출간 되었을 때부터 그것을 읽고 

특별히 그것을 위한 메모를 남겨두었다. 34  베베른은 1910년 6월 23일 

베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이닝어의 지적인 엄밀함에 대해 찬탄하며, 

바이닝어와 쇤베르크가 그러한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같은 해 8월 4일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바이닝어의 

관점에 동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쓴다. 이에 대한 쇤베르크의 정확한 반응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베베른과의 서신에서 그는 바이닝어의 책을 "다시 

읽었다"고 언급한다. 

쇤베르크의 제자이자 사위였던 펠릭스 그라이슬레(Felix Greissle)는 

조지 펄(George Perle)과의 인터뷰에서 쇤베르크의 여성관이 바이닝어에게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언급한다. 또한 쇤베르크에게 영향을 미친 

스트린드베리 역시 바이닝어의 사상에 동조하며 "그는 오직 내가 찾았던 

것을 발견했다"는 말을 남겼다. 35  이를 증명하듯, 쇤베르크의 초기 저서 

『화성학』서문에서는 바이닝어와 스트린드베리가 함께 언급되며, 36 

《기다림》에 등장하는 혼란에 빠진 여인은 바이닝어의 여성성에 대한 

설명을 상기시킨다. 37 

뿐만 아니라 게르스틀 역시 바이닝어의 열렬한 독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34

 Brown, 위의 글, 71. 
35

 Felix Greissle, "Interview with George Perle (1970-71)," Satellite 

Collection, Arnold Schönberg Center. 
36

 Arnold Schönberg, Harmonielehre, (Vienna: Universal-Edition, 1922), vi. 
37

 Brown, 위의 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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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친구 빅토르 함머(Victor Hammer)는 그가 바이닝어가 자살한 

베토벤의 생가를 "순례"했다고 말한다. 38  즉, 마틸데와 게르스틀의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베르크, 베베른, 게르스틀을 포함한 쇤베르크 서클은 

바이닝어의 저작을 함께 읽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바이닝어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당대의 정신분석적 사고를 

쇤베르크 서클에 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2) 정신분석과 《기다림》 

바이닝어 외에도 《기다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신분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보다 직접적인 정신분석과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브레토의 작가인 파펜하임은 정신분석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의학도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쇤베르크가 리브레토를 위촉한 마리 

파펜하임은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구』에 등장하는 주요 임상 사례인 

안나O의 친척이었으며, 히스테리 증상은 당대 의학과 심리학계의 주요한 

화두였다. 이에 따라 당시 빈에서 의사/문필가로 활동하였던 마리 파펜하임 

역시 정신분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성 히스테리와 무의식적 증상들을 

작품의 리브레토에 담기 위해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마리 

파펜하임의 형제와 1918년 결혼한 남편은 정신과 의사였으며, 그녀의 조카 

엘제 파펜하임은 1938년 프로이트에게 교육을 받은 후 정신분석가가 

되었다. 

둘째, 쇤베르크는 당시 프로이트의 세미나에 참가했던 음악학자 막스 

그라프(Max Graf, 1873-1958)와 아는 사이였으며, 39  마리 파펜하임을 

포함하여 빈에서 함께 활동했던 리햐르트 슈트라우스와 말러, 베르크와 

베베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신분석과 그에 대한 사고를 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쇤베르크 자신이 직접적으로 정신분석을 언급하는 기록은 

                                            
38

 Coffer, "Richard Gerstl and Arnold Schönberg: A Reassessment of their 

Relationship (1906-1908) and its Impact on their Artistic Works," 40. 
39

 Ostwald, "Alienation, Genius, and Illness: The Problem of Arnold 

Schoenberg,"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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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지 않지만, 베베른은 정신분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말러와 베르크는 프로이트에게 상담을 받았다. 40  더 나아가 슈트라우스와 

베르크는 정신분석적 주제를 다루는 오페라를 남겼다. 그리고 쇤베르크 

서클은 크라우스를 비롯하여 프로이트와 융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41  베르크는 1911년 쇤베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로이트와 『꿈의 해석』을 특별한 참조 없이 언급하는데, 42  이를 통해 

쇤베르크가 이미 그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1932년 

쇤베르크가 베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카타르시스"(abreaction)와 

"억압"(suppression)과 같은 정신분석적 표현이 언급된다.43 

무엇보다 당시 여성 정신에 대한 두려움과 히스테리에 대한 관심은 

일종의 시대정신으로서 동시대의 많은 예술 작품들에서 나타난다. 멀지 

않은 시기의 바그너의 음악극 《파르지팔》의 쿤드리, 리햐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와 《엘렉트라》,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 

등장하는 '선택된 처녀' 등은 모두 갈등하는 여성과 히스테리적 증상을 

묘사하고 있다.44 그러나 이들 모두가 현실과 거리를 두는 신화성에 기대고 

있는 반면, 쇤베르크의 《기다림》은 현실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신분석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40

 말러는 1910년 프로이트에게 한 차례의 상담을 받았으며, 알마 말러에게 

"프로이트가 옳아"(Freud hat ganz recht)라는 소식을 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Stefan M. Schmidl, "'Freud hat ganz Recht' Mahler und die frühe 

Psychoanalyse," in Mahler im Kontext / Contextualizing Mahler, ed. Erich 

W. Partsch and Morten Solvik (Wien: Böhlau, 2011), 254. 베베른은 1913년 

아들러(Alfred Adler)에게 두 달 간의 집중적인 분석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소식을 쇤베르크에게 전한다. 베르크는 1908년 심리적 원인으로 

생각되는 천식 증상으로 프로이트를 찾았다. Carpenter, "Schoenberg's 

Vienna, Freud's Vienna: Re-Examining the Connections between the 

Monodrama Erwartung and the Early History of Psychoanalysis," 149. 
41

 Carpenter, 위의 글, 148. 
42

 1911년 8월 21일 베르크로부터 받은 편지, Archold Schönberg Center, ID# 

19702. 
43

 Ostwald, "Alienation, Genius, and Illness: The Problem of Arnold 

Schoenberg," 18. 
44

 Richard Taruskin, The Oxford History of Western Music Vol. 4: The 
Early Twentieth Centur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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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후 작곡된 베르크의 오페라 《룰루》의 원작에 해당하는 

베데킨트(Frank Wedekind, 1864-1918)의 극작품 『땅의 정령』(1895)과 

『판도라의 상자』(1904)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 위치한다. 

셋째, 무엇보다 그의 표현주의 기법은 무의식을 접점으로 정신분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표현주의 무조음악이 정신분석에 접근하는 "꿈의 기록"이며, 그 중에서도 

《기다림》은 "무의식적 상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정신분석 

내담자"를 그리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45  또한 칸딘스키에게 보낸 

편지에서 쇤베르크는 예술은 무의식에 속하며, 예술가는 그 자신을 직접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46  바로 이 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정신분석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도상학적 층위뿐만 

아니라 심리-텍스트적 층위에서 작품을 정신분석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45

 Theodor W. Adorno, Philosophie der neuen Musik. 1949, in Gesammelte 
Schriften, vol. 12 (Frankfurt am Mein: Suhrkamp, 1975), 47. 

46
 "Und die Kunst gehört aber dem Unbewußten! Man soll sich ausdrücken! 

Sich unmittelbar ausdrücken!" 1911년 1월 24일 칸딘스키에게 보낸 편지. 

Arnold Schönberg Center, ID#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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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배경: 

음악 해석의 방법론으로서 정신분석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의 방법론을 뒷받침하는 정신분석이론을 

개괄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행동과 

심리과정을 연구하는 심리학에 속하는 정신분석은 다른 심리학 분야와 

공유하는 과학적 특성과 더불어 정신분석만의 고유한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신분석 내에서도 그것이 프로이트에 의해 정립된 이래로, 

수많은 분파를 형성하여 상이한 이론과 학파들이 등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프로이트가 초창기에 제안한 많은 이론들이 수정, 보완되거나 폐기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가정과 핵심 개념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분석적 접근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분석은 정신결정론적 믿음 하에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탐구하며, 

경험적 증명 가능성을 넘어서는 초심리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무의식적 

갈등을 포함하는 정신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분야이다. 이 때 무의식은 

간접적으로만 확인될 수 있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상을 밝히기 

위한 분석 과정은 필수적이다. 또한 분석 대상은 고유한 특성을 갖는 

개체로 간주되기에 일반화와 경험적(empirical) 검증보다는 임상을 

기반으로 발견적(heuristic) 방법으로 탐구된다. 

정신분석을 분명히 정의하기란 음악학을 정의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정신분석의 전제와 핵심 개념에 의존하며, 관련 개념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정신분석적 접근"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무의식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예술을 다루는 

데 특별한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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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분석에서 음악의 지위 

 

정신분석과 예술은 그 발생부터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프로이트 역시 스스로가 예술 수집가이자 애호가인 동시에 문학, 회화, 조각, 

희곡에 관한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독일의 정신분석가 요하네스 

크레메리우스(Johannes Cremerius)에 따르면 프로이트가 1910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전기 연구를 출판한 이후, 독일에서는 1913년까지 

예술에 관한 논문 57편이 출판되었으며, 1960년까지 3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47 그러나 프로이트는 유독 음악에 관한 언급만큼은 피해왔는데, 

이는 당시 음악이 최고의 문화로 여겨졌던 빈의 사회상을 고려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48  그는 음악을 주제로 하는 어떤 저술도 남기지 

않았으며, 한 두 차례 모차르트의 오페라에 대한 언급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49  때문에 음악은 오랫동안 프로이트에 기반하는 정신분석의 

불모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점차 음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50년대를 기점으로 음악을 논하는 논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정신분석과 음악을 접목한 음악치료분야가 등장하면서 음악은 매우 중요한 

매체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스튜어트 페더(Stuart Feder, 1930-2005)는 오랫동안 음악 분야의 

                                            
47

 윤순임, "정신분석과 예술." 
48

 프로이트의 음악에 대한 무관심은 그 자체로 많은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프로이트가 스스로 음악에 대한 지식과 소양이 부족하다고 고백한 상황을 

이유로 보는 입장과,(David M. Abrams, "Freud and Max Graf: On the 

Psychoanalysis of Music," in Psychoanalytic Explorations in Music: 
Second Series, ed. Stuart Feder, Richard L. Kamel, and George H. Pollock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93), 281) 어린 시절 그의 

여동생 안나(Anna)가 집에서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 때문에 독서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 그가 실은 반유대주의자였던 바그너의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음악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설, (조두영, 

"音樂과 精神分析," 『精神分析』 10(1) (1999): 64-94) 프로이트의 부인인 

마르타(Martha)의 사촌이었던 음악가 막스 마이어(Max Meyer)를 시기했기 

때문이라는 설(Jack Spector, 『프로이트 예술미학』 신문수 옮김 (서울: 

풀빛, 1998)) 등이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서우석은 음악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벗어남으로써 그의 이론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서우석. "음악과 정신분석," 『외국문학』 15 (1988): 72) 
49

 조두영, "音樂과 精神分析," 『精神分析』 10(1) (199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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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미흡한 이유로 그 정신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음악에 대한 

소양부족과 음악 분야 학자의 입장에서는 정신분석에 대한 경험부족을 

언급하고 있다.50 때문에 그 동안의 연구 역시 정신분석의 무분별한 적용을 

낳거나, 비실재적이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그는 전망과 가능성에 있어서 음악에 비견될 수 있는 예술 분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음악의 고유한 특성인 형식(form)과 

작곡가의 정신생활(mental life)을 연결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모색한다. 

본 절에서는 먼저 프로이트의 예술론과 당시 빈의 음악평론가이자 

음악사 교수로서 그와 교류했던 막스 그라프(Max Graf)의 이론에 기반하여 

초기 정신분석에서 음악의 지위를 논하고, 대상관계이론을 포함한 음악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이 본격화된 이후의 이론들을 개괄할 것이다. 끝으로 

미학적 접근과는 거리가 있으나, 음악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음악치료의 관점 또한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개괄하고 음악에 대한 정신분석적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해석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1) 증상과 충동의 승화 

프로이트의 이론은 전 생애에 걸쳐 수정, 보완되었지만, 예술에 관한 

관점은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예술론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에서 창조자의 무의식적인 욕구가 담당하는 역할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증상(symptom)과 예술적 표현이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예술가 역시 내향적인 기질의 측면에서 신경증을 앓는 

사람과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51  그러나 그는 정상인과 신경증 

                                            
50

 Stuart Feder, "'Promissory Notes': Method in Music and Applied 

Psychoanalysis," in Psychoanalytic Explorations in Music: Second Series, 

ed. Stuart Feder, Richard L. Kamel, and George H. Pollock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93), 11-18. 
51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신경증자와 예술가는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 

정신적인 문제를 겪은 대표적인 음악가로는 슈만을 들 수 있으며, 화가 

중에서는 고흐가 대표적이다. 고흐는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예술 창작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인 

증상과 예술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정신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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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결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52  따라서 그의 

증상에 대한 논의는 일반화된 특성을 가지며, 예술가를 병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논의에 앞서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그의 예술론에서 예술가는 강한 승화 능력과 동시에 느슨한 억압을 

지닌 자이며, 강한 내적인 충동과 욕구에 의해 작품을 창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술가는 일반적으로 야망을 성취하는 수단인 돈, 여자, 

명예를 추구하는 대신 현실에서 등을 돌리고 환상을 통해 욕망을 

형상화하는 데 자신의 에너지를 쏟으며, 이는 분명 신경증적 증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예술가는 환상을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충동적인 근원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상상에 부합하도록 재료를 가공하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로써 예술가는 다른 사람들도 무의식이라는 

쾌락의 원천에서 위로와 위안을 이끌어낼 수 있게 돕는다. 다시 말해 

예술은 "환상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다.53  

또한 프로이트는 그의 후기 저술인 "문명 속의 불만"에서 본능을 

억압하는 현대의 문명에서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승화 경로를 

학문, 종교, 예술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게 미(美)를 추구하는 것은 실용적 

쓸모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은 무의식적 긴장을 완화시켜 문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54 이러한 프로이트의 예술론은 예술의 근원을 인간 

내에서 찾으며, 상상력을 통해 감춰진 소망과 감정을 밝혀내고, 그러한 

                                                                                                               

앓는 예술가의 수는 많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은 자아 강도와 자율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상세한 최근의 

연구는 Ellen Winner, 『예술심리학』, 이모영 옮김 (서울: 학지사, 2004)참조. 

또 다른 주목할 연구로 G. C. Cambor 등은 30명의 재즈 음악가들을 

연구하여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리적 특성을 발견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과보호적인 어머니와 수동적인 아버지의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대인관계에서 자기표현이 제한되었고, 청소년기 초반에 

부모의 죽음과 같은 상실을 겪었으며, 우울증과 중독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C. Glenn Cambor, Gerald M. Lisowitcz and Miles D. Miller, "Creative Jazz 

Musicians: A Clinical Study," Psychiatry 25 (1962): 1-17. 
52

 Sigmund Freud,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유년의 기억," 정장진 옮김, 『예술, 

문학, 정신분석』 (파주: 열린책들, 2003), 254. 
53

 Sigmund Freud, 『정신분석 강의』, 임홍빈, 홍혜경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03), 507. 
54

 Sigmund Freud,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03),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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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과정이 어떻게 객관적인 작품 속에 구현되는가를 밝히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본 연구와 동일선상에 있다.  

다음으로 프로이트와 동시대에 빈에서 프로이트 및 쇤베르크와 

교류하며 독자적인 음악에 관한 저술을 남긴 막스 그라프의 이론을 

살펴보겠다. 빈의 음악평론가이자 음악학자였던 그는 1906년부터 1912년 

사이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모임에 참석하며 정신분석적 방법으로 음악을 

다루는 5편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아쉽게도 그가 프로이트와 교류했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으며, 1924년 프로이트의 구조이론이 제안되기 이전에 

빈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프로이트의 모든 이론을 흡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진 

음악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으로서, 후에 정신분석으로 음악을 다루는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 특히 그가 1906년 발표한 논문 "리햐르트 바그너와 

극적창조"(Richard Wagner und das dramatische Schaffen)는 역사상 

최초의 음악에 대한 정식분석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라프의 연구는 크게 음악의 심리적 기능과 작곡가의 창작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각각 청자의 수용적 측면과 

작곡가의 시학적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 먼저 그가 생각한 음악의 네 가지 

심리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음악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도덕적, 영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자기애적으로(narcissistically) 타인과 연결된 

느낌을 고취시키며, (3)각자의 무의식에 접하게 만들고, (4)듣는 사람의 

현재와 과거,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을 돕는다. 56  그라프가 언급한 

기능들에서 음악이 청자를 고양시키는 낭만주의 미학의 영향을 엿볼 수 

있으며, 음악의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당시 연주와 청취 문화에 따라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라프에 따르면 작곡가의 창작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는 

                                            
55

 조두영, "音樂과 精神分析," 69 
56

 David M. Abrams, "Freud and Max Graf: On the Psychoanalysis of Music," 

in Psychoanalytic Explorations in Music: Second Series, ed. Stuart Feder, 

Richard L. Kamel, and George H. Pollock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93),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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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의 지형학적 구분인 무의식, 전의식, 의식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작곡의 과정을 (1)무의식이 작용하는 예행단계, (2)무의식과 

전의식의 협업단계, (3)의식적 마무리 단계로 나누었다. 무의식적인 재료와 

동기가 작용하는 첫 번째 단계를 거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무의식적인 

욕구의 발현을 막는 억압(repression)이 작용하지만, 작곡가는 이를 

승화(sublimation)시키며 전의식에 음악적 재료로 출현시킨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예술의 형식을 다듬는 의식적인 노력이 투입된다. 57  이는 

전반적으로 예술의 기원을 무의식적인 욕구와 충동에서 찾는 동시에 그것의 

의식적인 승화 단계를 중심으로 보는 프로이트의 예술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라프는 음악이 청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보다 

구체화시켰으며, 다양한 예시를 통해 작곡가의 창작 과정을 정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술에서 무의식과 의식을 포괄하는 여러 정신의 차원이 

창작에 참여하는 건강한 창조력의 표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다음에 살펴볼 이후 전개된 이론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의 정신분석은 자아(ego)를 상정했을 뿐 그 기능과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프로이트의 예술론과 그라프의 

음악에 대한 접근에서 모두 예술은 무의식적인 갈등을 승화를 통해 

완화시키는 일종의 출구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이론은 무의식적 욕구와 

억압과 검열을 피해 그것을 승화시킴으로써 즐거움을 획득한다는 피상적 

도식으로 인해 그다지 큰 환영을 받지 못했다. 또한 엘렌 위너(Ellen 

Winner)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모든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을 설정하여 발전이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58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예술론은 그 자체로 후속 연구의 발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충동을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특별한 재능을 상정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57

 Abrams, 위의 글, 291-300 
58

 Ellen Winner, 『예술심리학』, 이모영 옮김 (서울: 학지사, 2004),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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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행과 자아통제이론 

그라프 이후 오랜 공백기를 거쳐, 정신분석에 있어 음악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활발히 전개된 것은 1950년대 무렵이다. 정신분석가이자 

미술사가였던 에른스트 크리스(Ernst Kris, 1900-1957)는 1952년 자신의 

저서 『예술의 정신분석적 탐구』(Psychoanalytic Exploration in Art)에서 

특별히 예술의 의사소통 기능과 함께 자아(ego)가 관여하는 

퇴행(regression)의 중요성을 지목한다. 그에게 예술은 단순히 어찌할 수 

없는 무의식적 충동에 압도되는 신경증의 소산이 아니며, 예술가란 

"이드(id)에 압도됨 없이 이드의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일차과정(primary process)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59이다. 

이로써 크리스는 예술을 이드와 욕구를 조절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자아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자아의 기능을 중시하는 새로운 정신분석적 접근과 함께 음악 고유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심리학(self psychology)의 창시자 하인즈 코헛(Heinz Kohut, 1913-

1981)이었다. 그라프 이후 음악에 대해 침묵했던 정신분석 연구는 코헛이 

음악학자였던 자신의 동료 지크문트 레바리(Siegmund Levarie)와 

공동연구를 발표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의 논문 "음악 청취의 

즐거움에 대하여"60에서 그는 음악에서 경험되는 즐거움을 설명하는 고유한 

"자아통제"(ego mastery) 이론을 전개한다. 코헛에 따르면 신생아는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소음에 압도되며 위협을 느낀다. 이는 매우 

본능적인 두려움으로, 아이는 이를 극복하는 데 막대한 에너지를 쏟게 된다. 

이러한 소음에 반하여, 음악은 특정한 음고로 구성된 악음(tone)을 사용하고, 

선율, 리듬의 반복적 요소와 함께 익숙한 악기와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자아가 이러한 소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자아가 이를 

                                            
59

 강경선, "음악과 정신분석," 『인문과학연구』 29 (2011): 307 재인용. 
60

 Heinz Kohut and Siegmund Levarie, "On the Enjoyment of Listening to 

Music,"(1950) in Psychoanalytic Explorations in Music, ed. Stuart Feder, 

Richard L. Kamel, and George H. Pollock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9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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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고 통제함으로써 이전까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쏟았던 정신적 

에너지가 해방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61 

이 과정에서 음악의 황홀감을 느끼기 위하여 청자는 원초적 자아 

상태(primitive ego state)로 퇴행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는 퇴행은 

불가피한 증상과는 구별되는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코헛은 예술가와 

감상자는 이러한 퇴행을 자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음악이 

주는 두려움을 통제하는 자아의 기능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코헛 역시 음악의 심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그는 앞서 살펴본 

프로이트와 그라프와 달리 음악 감상에서 매우 다양하고 정교한 정신적 

활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먼저 음악은 억압되었던 소망을 

정화(catharsis) 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이드에 기여한다. 다음으로 

음악은 소리가 야기하는 두려움과 위협을 극복하고 자아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아(ego)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음악에서 화성법과 형식적 

규칙을 따르고 이에 복종하는 것은 초자아(superego) 기능에 해당한다. 

끝으로 음악은 언어외적(extra-verbal)인 동시에 전언어적(pre-verbal)인 

시기의 긴장을 완화하며 언어 이전의 근원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부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62 

이와 더불어 코헛이 전개한 자기심리학은 자기대상(selfobject)이라는 

예술의 이해에 유용한 개념을 제공한다. 자기대상이란 자신의 일부로 

경험되어 자기를 완성하는 대상으로서 모든 인간의 성숙과 정신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인 외적/내적, 물질적/비물질적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코헛은 예술과 창조행위를 성숙한 자기애를 갖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으며,63 이 때 그러한 행위와 산물은 자기대상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 역시 일종의 자기대상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은 

음악을 자기를 구성하는 공감적 자기대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로부터 

                                            
61

 Ibid. 
62

 Heinz Kohut, "Observation on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Music,"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5 (1957): 389-497. 
63

 Heinz Kohut, "Forms and Transformations of Narcissism,"(1966) in The 
Search for the Self, vol. 1, ed. Paul Ornstein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8), 44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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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론은 확고한 대상을 요구하는 작품의 개념과 그것을 '예술'로 

이상화하는 보편적 현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자아심리학과 자기심리학 이론에 기반한 20세기 후반의 주목할 

연구로 스튜어트 페더(Stuart Feder, 1930-2005)의 저술을 들 수 있다. 

그는 논문 "'약속의 음': 음악과 응용정신분석의 방법"64을 통해 음악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의 3원칙을 제시하였다. 65  이는 프로이트의 꿈 이론과 

무의식의 작동 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다양한 정신 요소의 타협을 통한 

작품의 창작을 가정하며, 이를 통해 예술 작품이 풍부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작품에 수많은 의미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각각의 해석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66 그는 

작품의 내재적인 형식과 인간의 감정을 비롯한 정신생활을 정신분석적 

접근을 통해 연결 지을 수 있음을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가까운 음악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정신의 구조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로써 최근의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음악은 인간의 

정신구조를 이루고 있는 모든 기제가 활발히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3) 대상관계이론과 정신분석적 음악치료 

정신분석을 통해 예술 작품에 접근하는 또 하나의 통로는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1882-1960)에서 출발하여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이다. 프로이트는 최초에 

"대상"(object)을 주체가 관계를 맺으며 욕동(drive)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67  대상관계이론에서 이러한 대상의 의미는 확장되어 

                                            
64

 Feder, "'Promissory Notes': Method in Music and Applied 

Psychoanalysis." 11-18. 
65

 그는 제1원칙으로 중복결정(overdeterminism)과 다중기능(multiple 

function), 제2원칙으로 무한한 전치 가능성(infinite displaceability), 제3원칙

으로 무한한 표상(infinite representation)을 제시한다. 
66

 Ibid. 
67

 그러나 프로이트가 욕동에 더 본질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대상"을 단순히 

리비도를 투여하여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한 반면, 

대상관계이론에서는 본능적 충동이 대상관계적 상황에서만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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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내부에 형성된 대상표상(object-representation)과 자신의 

자기표상(self-representation)이 맺고 있는 관계가 주된 관심사가 된다. 

이때 내적 대상(inner object)의 표상과 실제 현실의 대상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될 수 있다.68 그리고 창작자와 감상자, 

예술 작품은 바로 이러한 대상의 기능을 수행하며 인간의 다양한 심리 

활동이 벌어지는 영역을 제공한다. 

이러한 대상관계이론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분야로 정신역동적 

접근(psychodynamic approach) 69을 취하는 정신분석적 음악치료를 들 수 

있다. 심리치료에 음악을 연관시키는 것은 다양한 층위가 있으나, 70  그 

중에서도 분석적 음악치료(Analytical Music Therapy: AMT)는 정신분석적 

기반에서 즉흥적인 연주 혹은 작곡된 음악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음악을 대상으로 한 전이를 포함한 역동적 요소를 고려하는 기법이다. 71 

이는 음악이 정신생활에 갖는 기능과 역할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작품 해석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정신분석에서 자유연상(free association) 기법이나 꿈의 분석을 통해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시키는 데 반하여, 분석적 음악치료에서는 대체로 

즉흥연주(improvis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창조적 행위가 

무의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본다. 즉흥연주 음악치료의 기반을 확립한 줄리엣 알빈(Juliet Alvin)은 

                                                                                                               

봄으로써 욕동보다 대상과 그 관계에 보다 근본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68

 Michael St. Clair and Jodie Wigren,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제4판』 

안석모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9-17. 
69

 음악치료는 그 치료 철학에 따라 크게 의학적, 행동주의적, 정신역동적, 

인본주의적 음악치료로 나뉠 수 있다. 본 논의는 그중에서도 정신역동적 

음악치료를 다루고 있다. 정현주 외,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2006) 참조. 
70

 Kenneth Bruscia는 음악 심리치료의 네 가지 수준을 음악의 창조와 감상 

과정이 치료에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심리치료로서의 음악", 말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음악 중심의 심리치료", 말과 음악을 동등한 비중으로 

사용하는 "심리치료에서 음악", 음악을 화재로 사용하는 "음악을 사용하는 

언어적 심리치료"로 분류하였다. Kenneth E. Bruscia (ed.), 『음악 

심리치료의 역동성』 최병철, 김영신 옮김 (서울: 학지사, 2006), 18-19. 
71

 Johannes Th. Eschen, 『분석적 음악치료』 이정실 옮김 (서울: 하나醫學社, 

2006)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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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인간의 창조물이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음악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72고 말한다. 이때 음악은 자신을 투사(projection)하는 동시에 

그 특성을 자신에게 내사(introjection)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음악은 분노와 

같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투사 대상인 

동시에, 음악을 통해 완화된 감정 형태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음악치료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과 

상호관계성(interrelationship)이다. 고전적인 정신분석이 한 개인의 

정신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음악치료에서는 두 명 이상의 사람 혹은 

대상 간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초기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작용을 

음악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상호주관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이 

때는 앞서 언급한 퇴행이 음악의 고유한 장점으로 기능한다. 음악은 상징 

이전의 매체로서 직접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모성적 보살핌의 특성을 

지니며,73 비언어적인 매체로서 치료적 퇴행을 용이하게 한다.74  

이러한 치료적 관점은 작품을 분석을 요구하는 하나의 심리-텍스트로 

간주하고 음악의 다층적인 요소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분석적 음악치료가 전제하고 있는 작곡가 자신의 

무의식을 표현하는 기법과 창작자의 내적 갈등을 고려하는 방식은 본 

논문이 취하고 있는 《기다림》에 대한 접근과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이처럼 음악 작품을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것이 

창작자의 심리와 맺고있는 관계를 논할 것이다. 

  

                                            
72

 김진아, "정신분석적 음악치료," 『한국예술치료학회지』 5 (2005): 142 

재인용. 
73

 Stephen K. Levine (ed.), 『표현과 치료: 철학, 이론, 적용』, 최은정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3), 193-215. 
74

 김진아, "정신분석적 음악치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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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 

 

작품이 예술가의 무/의식적 과정을 통해 탄생하며, 그 작품을 통해 

의미와 감정을 소통할 수 있다는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전제하에, 예술을 

연구하는 다양한 정신분석적 관점과 연구 주제들이 존재한다.75 이를 크게는 

작곡가에서 작품으로 전달되는 의미와 작곡가의 특성 및 창작 과정에 

주목하는 시학(poetics) 76  연구와 작품에서 청자로 의미가 전달되는 과정과 

방식에 집중하는 수용 연구 77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분석적 시학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창작 과정뿐만 아니라 작품의 탄생에 영향을 미친 

작곡가의 전기적 내용을 포함하며, 이는 다시 작곡가의 생애에 관한 연구와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로 나뉠 수 있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기다림》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 역시 작곡가를 포함한 작품의 탄생 

배경과 작품의 형식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시학 

연구에 속한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은 그 추상적 특성을 비롯한 여러 

난점으로 인해 타 예술 분야에 비해 적용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75

 이 외에 정신분석가 하르트무트 크라프트(Hartmut Kraft)는 창조성과 예술에 

관한 정신분석적 주제로 다음 다섯 가지를 꼽았다. (1)예술가의 생애와 그의 

작품 간의 연관성, (2)심리적 평형(psychoeconomy)에 창조적 활동의 기여, 

(3)창의적 과정 자체, (4)창조작업과 예술에서 형식(form)이 갖는 의미, 

(5)예술 작품과 감상자 사이의 상호관계. 윤순임, "정신분석과 예술," 예술과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2000, 수정 재인용. 
76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peri poiētikēs)에서 기원하는 음악 시학은 지금까지 

숨겨졌던 작품의 탄생과정을 학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작품과 작곡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오희숙, 『20세기 음악 2: 시학』 (서울: 

심설당, 2004) 참조. 
77

 정신분석적 수용 연구는 특정 작곡가나 특정 작품에 한정된 시학 연구보다 

훨씬 일반화된 특성을 보인다. 수용 연구에서는 주로 작품이 청자에게 감정을 

유발하는 방식과 함께 작품의 의미 또는 감정이 어떻게 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밝힌다. 이 때 정신분석은 보편적인, 혹은 특정한 청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작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되며, 주로 음악의 

기능과 역할을 다루는 예술심리학과 유사한 관점을 취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특정 작곡가 연구에 비하여 다수의 청자를 다루기 때문에 사회적 측면의 

문화 일반에 대한 연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수용 연구 

분야는 아직 시학 연구 분야에 비해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영역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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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음악에 적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서고 기존 

연구의 장점과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음악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생애 연구 

작품의 근원이 되는 작곡가의 정신생활을 밝히는 생애 연구는 

정신분석적 접근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로서 예술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을 대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작곡가에 대한 

전기적인 사료에 기반하며, 특히 작곡가 자신의 서신과 작곡가를 둘러싼 

타인의 기록물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작곡가의 성격적 

특성을 탐구하는 작업은 작곡가의 전기를 구성하는 작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78  정신분석적 생애 연구는 천재성과 병적인 광기를 연결시키는 

기존의 낭만주의적 접근 방식과는 거리가 있으며, 예술가를 이상화하는 

경향에 반발한다. 또한 여기서는 흔히 예술가의 과거 상황을 작품에 미친 

영향과 연결시키는 발생기원적(genetic) 방법론이 사용되는데, 이는 전통적 

요소를 비롯한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할 

때에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생애 연구는 정신치료사 페터 오스트발트(Peter Ostwald, 

1928-1996)의 저술을 들 수 있다. 그는 슈만과 바슬라프 니진스키(Vaslav 

Nijinsky, 1889-1950), 글렌 굴드(Glenn Gould, 1932-1982)의 전기 

작가이기도 한데, 주로 정신치료사의 관점에서 예술가의 병리적 특성에 

주목하였다.79 그의 논문 "플로레스탄, 오이제비우스, 클라라, 그리고 슈만의 

                                            
78

 실제로 정신분석가인 동시에 전기 작가로 활동하는 연구자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Peter Ostwald, Stuart Feder 등) 이러한 접근에서 작곡가의 

정신에서 병리적인 특성이 강조될 수는 있으나, 정신분석이론은 병리적인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보다 보편적인 성격을 띤다. 
79

 세 명의 모두 독특한 정신세계로 유명한 예술가들이다. 슈만은 방대한 

기록물을 남긴 작곡가로서 특히 정신분석적 접근에 유리하다. 바슬라프 

니진스키는 1912년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와 1913년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의 안무를 담당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몇 년 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 Peter F. Ostwald, Schumann: The Inner 
Voices of a Musical Genius (1987); Vaslav Nijinsky: A Leap Into Madness 

(1991); Glenn Gould: Ecstasy and Tragedy of a Genius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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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 80 은 슈만이 특별히 빈번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1831년부터 

1833년에 집중된 연구를 보여준다. 오스트발트는 당시 슈만이 클라라의 

아버지였던 프리드리히 비크(Friedrich Wieck)와 클라라 사이에서 겪은 

정신적 갈등을 밝혀내는 동시에, 파이니스트로서의 길을 포기하게 만든 

그의 오른손의 장애에 대한 신경증적인 근원을 제시한다. 오스트발트의 또 

다른 연구 "요하네스 브람스—음악, 고독, 이타주의" 81 에서는 브람스의 

일화를 통해 회피성 인격장애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의 

연구는 작곡가의 개별 작품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으며, 

정신분석적 접근 중에서도 특별히 작곡가의 삶에서 병리적 특성과 그 

원인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작곡가의 생애에 대한 병리적인 접근이 아닌, 보다 보편적인 

정신분석적 이론을 적용하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 대니얼 슈워츠(Daniel W. 

Schwartz)는 자신의 논문 "로시니: '위대한 포기'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 82에서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가 자신의 성공의 절정에서 작품 활동을 

멈춘 이유를 정신분석적 접근을 통해 밝힌다. 그에 따르면 로시니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어머니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인해 창작력 고갈과 

우울증을 겪었으며, 이러한 정황은 로시니가 작곡한 오페라의 줄거리를 

통해 추가적으로 뒷받침된다. 또 다른 예시로는 조지 폴락(George H. 

Pollack)의 "음악을 통한 애도: 구스타프 말러" 83가 있다, 여기서 폴락은 

말러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주위 사람들의 죽음을 근거로, 이에 대한 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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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 F. Ostwald, "Florestan, Eusebius, Clara, and Schumann's Right 

Hand," 19th-Century Music 4(1) (198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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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 F. Ostwald, "Johannes Brahms - Music, Loneliness, and 

Altruism,"(1985) in Psychoanalytic Explorations in Music, ed. Stuart Feder, 

Richard L. Kamel, and George H. Pollock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90), 2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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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iel W. Schwartz, "Rossini: A Psychoanalytic Approach to 'The Great 

Renunciation',"(1965) in Psychoanalytic Explorations in Music, ed. Stuart 

Feder, Richard L. Kamel, and George H. Pollock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90), 4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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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rge Pollock, "Mourning through Music: Gustav Mahler,"(1974) in 

Psychoanalytic Explorations in Music, ed. Stuart Feder, Richard L. Kamel 

and George H. Pollock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90), 

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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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말러의 음악 창작의 주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와의 대상 관계나 애착 대상의 상실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과 관련한 정신분석이론을 통해 작곡가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병리적 접근을 넘어서는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즉, 단순히 작곡가 개인의 병리성을 밝히는 것이 아닌,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보편성에 기반하여 작곡가의 창작 활동과 

작품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역시 이러한 연구의 

장점을 취하여 쇤베르크의 삶과 그의 작품 사이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2) 작품 연구 

다음으로 단순히 작곡가의 생애에 국한된 연구가 아니라, 작곡가의 

정신생활과 실제 작품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이는 

피상적인 작곡가 이해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앞선 형태의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음악학자와 정신분석가가 만나는 

접점에 위치한다. 여기서는 작곡가의 전기적 상황과 함께 특정 작품에 대한 

음악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정신생활과 작품의 형식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작품 속에서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영향과 개인의 특성을 엄밀히 구분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에는 스튜어트 페더의 연구가 속하는데, 그는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음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정신분석가로 드물게 음악과 정신분석 두 분야 

모두에 전문성을 갖춘 경우이다. 그의 논문 "구스타프 말러: 동기살해의 

음악" 84에서 페더는 14남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나 동기 가운데 8남매가 

그보다 먼저 죽은 말러의 상황에 주목하며, 여기에 그가 어린 시절부터 

지니고 있었던 '순교자' 환상을 근거로 그가 형제 자매들에 대해 가졌던 

양가감정을 추측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죄책감이 말러의 "교향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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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art Feder, "Gustav Mahler: The Music of Fratricide,"(1981) in 

Psychoanalytic Explorations in Music, ed. Stuart Feder, Richard L. Kamel, 

and George H. Pollock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90), 

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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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번"에서 음악적으로 드러난다고 밝힌다.  

페더의 또 다른 연구 "찰스 아이브스의 노스탤지어: 감정과 음악에 대한 

소고"85에서는 '노스탤지어'의 감정을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그것이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청자에게 전달되는지 고찰한다. 또한 페더는 

아이브스의 가곡 "우리 아버지들이 사랑한 것들"(The Things Our Fathers 

Loved)에 대한 철저한 음악 분석을 통해 아이브스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있으면서 느낀 노스탤지어의 감정이 음악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 연구는 정신분석적 개념에 기반하여 작곡가의 심리와 

작품의 형식적 측면을 연결하고, 보다 심층적인 작품의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 연구는 

작곡가에 대한 생애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작품의 자체의 내적인 형식을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해명하는 작업은 아직 

미진한 상태로 보인다. 특히 단순히 작품에서 정신분석적 개념을 드러내는 

도상학적 층위를 넘어, 작품을 하나의 심리-텍스트로 보고 서술하는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생애 연구가 지닌 장점과 기존 

작품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쇤베르크의 전기적 사료들과 

리브레토의 내용, 음악의 형식이 갖는 특성을 균형 있게 살피고자 한다. 

 

3) 《기다림》 연구 

앞에서 살펴본 생애 연구와 작품 연구가 주로 정신분석학계에서 음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시도였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음악학 

분야에서 정신분석을 끌어들이는 반대 방향의 접근 또한 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쇤베르크의 《기다림》을 대상으로 하는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본론에 앞서 그 의의와 한계점을 논할 

것이다. 

먼저 1993년 발표된 로버트 팰크(Robert Falck)의 논문 "마리 파펜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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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art Feder, "The Nostalgia of Charles Ives: An Essay in Affects and 

Music," The Annual of Pychoanalysis 10 (1981): 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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쇤베르크, 그리고 『히스테리 연구』" 86는 필자가 밝힌 바로는 영미권에서 

처음으로 정신분석과 작품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작품의 

정신분석적 요소는 일찍이 아도르노에 의해 지적된 바 있으나, 팰크는 당시 

시대적 사실에 기반하여 프로이트와 브로이어의 중요한 저작인 『히스테리 

연구』가 작품의 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특히 

그는 프로이트의 사례에 비추어 작품 속 여인이 보이는 증상이 히스테리와 

유사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안나O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리브레토를 쓴 마리 

파펜하임이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추정한다. 이 밖에 팰크는 작품의 

열린 결말과 쇤베르크의 자기 작품 인용을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후속 연구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팰크의 12쪽 분량의 짧은 논문은 작품의 정신분석적 의미를 

끌어내기보다는 이제까지 간과되어 왔던 역사적 사실과 "정신분석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시대적 배경과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정신분석의 영향을 밝히는 그의 

접근 방식은 앞서 언급한 도상학적 층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쇤베르크의 

개인사 혹은 음악이 텍스트의 내용과 맺고 있는 심층적인 관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비교적 최근 출판된 알렉산더 카펜터(Alexander Carpenter)의 일련의 

연구들은 《기다림》에 대한 보다 치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10년 발표된 논문 "쇤베르크의 비엔나, 프로이트의 비엔나: 

모노드라마 《기다림》과 초기 정신분석과의 연관성에 대한 재검토" 87는 

쇤베르크와 프로이트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에 대한 가장 최신의 연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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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적 의의가 크다. 그는 여기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마리 

파펜하임과 안나O의 친족 관계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있으며, 쇤베르크 서클에서 정신분석과 관련을 맺고 있던 인물들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다림》의 작곡 배경과 정신분석과의 

연관성을 다루면서 그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였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작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사료 연구로서 

엄밀한 의미의 정신분석적 접근으로는 볼 수는 없다. 

정신분석적 작품 해석의 관점을 취하면서 본 연구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저술은 카펜터의 2004년 박사학위논문 "《기다림》과 

정신분석 현장: 프로이트적 사례로서 쇤베르크의 모노드라마에 대한 

해석" 88이다. 논문의 전반부에서 그는 마틸데와 게르스틀 사건을 비롯하여 

쇤베르크가 무조음악을 탄생시킨 배경을 언급하고 있으며, 논문 전체에 

걸쳐 《기다림》에 대한 광범위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팰크와 마찬가지로 작품이 가진 정신분석 현장의 

성격을 강조하며, 89  《기다림》이 음악이 분석가의 역할을 맡는 작품 속 

여인의 정신분석 현장인 동시에 여인으로 대리된 쇤베르크 자신의 정신분석 

현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작품이 지닌 이중성은 주체를 

상정하는 정신분석적 작품 해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작품 속 여인과 쇤베르크의 심리를 

모두 고려하였다.  

방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가 지닌 가장 큰 한계점은 가사와 

음악의 관계를 밝히려는 분석적 접근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분석적 접근을 취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지만, 그러한 객관적인 

분석을 부분적 해석에 그치는 것으로 간주하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쇤베르크의 자기 작품의 인용과 작품에서 나타나는 D단조의 

                                            
88

 Alexander Carpenter, "Erwartung and the Scene of Psychoanalysis: 

Interpreting Schoenberg's Monodrama as a Freudian Case Study," (PhD 

diss., University of Toronto, 2004). 
89

 이러한 결론은 마치 앞서 살펴본 Falck가 저술한 논문의 연장선처럼 여겨지

는데, 실제로 카펜터는 논문의 집필에 있어 조언자로서 팰크의 직접적인 도움

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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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가 히스테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기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며 쇤베르크의 무의식을 끌어들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논문의 많은 지면이 선행연구의 언급에 할애되어 보다 심층적인 

정신분석적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역시 한계로 생각된다. 특히 그는 

자신의 논의 전반에 걸쳐 오직 라캉과 프로이트의 텍스트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을 제외한 정신분석학 분야의 텍스트는 전혀 참조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석 과정에서 다양한 현대정신분석의 관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그는 정신분석적 해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의 

주인공 혹은 작곡가의 심리를 다루기보다는 리햐르트 슈트라우스와 

바그너의 작품을 비롯한 시대적 영향과 정신분석적 담론, 여인이 드러내는 

히스테리 증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논문은 또다시 실제적인 작품 

해석이 아니라 "해석의 가능성"만을 강조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신분석적 접근의 도상학적 층위에 국한된 팰크의 

논문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과도 유사하다.  

위에서 지적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팰크와 카펜터의 선행연구들은 본 

논문의 예비적 연구로서 정신분석적 해석을 뒷받침하는 확고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에 작곡가의 무의식과 정신분석 현장이 

관련되어 있다는 근본적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무의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뒤에서 살펴보겠으나, 

카펜터가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히스테리와 정신 분석 현장의 성격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분석적 해석의 전제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음악 분석을 통해 리브레토 해석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간과되어 왔던 

음악과 리브레토의 관계와 작품의 형식이 지니는 심리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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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다림》에 대한 정신분석적 작품 해석 

 

 

본 장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에 기반하여 기존의 틀로는 분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정신분석적 시학 연구들은 비교적 작곡가의 생애에 

대한 풍부한 기록과 문헌을 참고할 수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한 반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쇤베르크의 경우 정신분석적 접근의 핵심이 되는 

유년기의 삶에 대한 정보가 극히 일부밖에 전해지고 있지 않다. 90  따라서 

작곡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질에서 출발하여 작품의 탄생 과정을 추적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취할 수 없다는 연구의 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작품의 탄생 배경이 정신분석과 맺고 있는 음악외적인 맥락과 

쇤베르크의 당시 상황 및 그가 스스로 밝힌 작곡 시학과 리브레토는 훌륭한 

해석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작품 해석의 단서들을 

살펴보고, 리브레토를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해석한 후, 최종적으로 

리브레토가 음악과 맺고 있는 관계와 쇤베르크의 해석을 통해 그의 창작 

의도와 작품 내적인 의미를 밝힐 것이다. 결과적으로 리브레토 분석에서는 

파펜하임의 의도를 고려한 정신분석적 관점을 중심으로, 후반부 음악 

분석에서는 리브레토에 대한 쇤베르크의 해석과 의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특히 작품 해석에 있어 기존 정신분석적 작품 분석이 보였던 작곡가의 

전기적 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필자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음악이 갖는 기능을 고려하여 작품 내적인 특성을 

논의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음악과 리브레토가 맺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90

 Crawford는 정신분석에서 아버지의 존재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쇤베르크가 

17세[16세]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과 표현주의 사조를 관련 짓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로는 나아가지 않는다. John C. Crawford and Dorothy 

L. Crawford. Expressionism in Twentieth-Century Music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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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품 해석의 단서들 

 

가장 직접적인 해석의 단서는 작곡가 자신이 작품에 대해 남긴 발언일 

것이나, 아쉽게도 《기다림》에 대해 쇤베르크 자신이 남긴 발언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인용되는 말은 다음과 같다.  

 

《기다림》의 목적은 극단적인 정신의 동요 속에서 단 한 순간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30분으로 늘어난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하는 것이다.91  

 

또 그는 《기다림》의 연출에 관한 편지에서 "작품 전체는 하나의 

'악몽'(Angsttraum)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92 이러한 언급과 앞에서 

살펴본 시학을 근거로 볼 때, 그가 작품을 통해 인간의 내적 심리와 사건을 

기존의 어떤 작곡가보다 세밀하게 다루려고 했던 점은 분명해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가 의도했던 작품의 목적은 작곡을 시작하기 전인 1909년 

8월 18일 부조니에게 쓴 작품의 구상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모든 형식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관련성과 논리의 상징들로부터의 

완전한 해방(vollständige Befreiung von allen Formen)을 추구합니다. 즉, 

"동기적 작업"을 버리고, 건축의 시멘트와 벽돌로서의 화성(Harmonie)을 

버릴 것입니다. 화성은 단지 표현일 뿐입니다. [...] 제가 기대하는 결과는 

양식화된 메마른 감정의 지속을 없애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감정만 느끼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수 천 가지 감정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드러내는 이 다양성과 다채로움과 비논리성(Unlogik)을 [...] 음악에 담고 

싶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무의식(Unbewussten)과 연결된 감정을 "의식의 

                                            
91

 "In Erwartung the aim is to represent in slow motion everything that 

occurs during a single second of maximum spiritual excitement, stretching 

it out to half an hour, [...]" in Arnold Schoenberg, Style and Idea: Writings 
of Arnold Schoenberg, ed. Leonard Stein, trans. Leo Black (London: Faber, 

1975) 105.  
92

 1930년 4월 15일 베를린 오페라단 감독 Ernst Legal에게 보낸 편지. Arnold 

Schönberg Center, ID#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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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서 비롯된 가짜가 아니라 실재처럼(wirklich) 표현해야 합니다.93 

 

이 상세한 구상을 통해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는 먼저 

작곡 기법적으로 동기적 작업과 그 동안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조성을 

버릴 것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그가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명백한 동기적 

작업이 드러나는 것을 거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전통적인 음악 형식과 조성에 기반한 "양식화된" 감정이 아니라 날것 

그대로의 "실재"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감정의 모순성과 비논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실제 

작품에서 드러나는 극단적인 대조와 모순적 표현을 어느 정도 해명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러한 양가적이고 복잡한 감정을 충분히 지각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 사실은 이러한 감정을 작곡가에게 유발했던 

게르스틀과 마틸데 사이에 있었던 사건과 작품을 관련 짓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끝으로 "무의식"에 대한 언급을 통해 그가 프로이트의 이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무의식에 대한 사고를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밖에 《기다림》의 작곡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는 

쇤베르크 자신이 집필을 통해 밝혀온 그의 시학과 가사와 음악의 관계에 

대한 그의 사고, 《기다림》의 작곡 불과 1년 전, 마틸데와 게르스틀 

사건으로 인해 작성된 "유언 초안", 파펜하임이 쓴 리브레토 초고에 

쇤베르크에 의해 가해진 수정,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작곡 후에 그가 

남긴 동명의 그림들이 존재한다. 작품 해석에 앞서 이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쇤베르크의 시학 

쇤베르크는 작곡가인 동시에 이론가로서 많은 집필을 남겼으며,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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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년 8월 13일 부조니에게 보낸 편지. Arnold Schönberg Center, ID#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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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 기반하여 그의 시학 역시 충분히 연구되어 왔다. 94  여기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그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시학을 개괄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의 시학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표현주의적 사고이다. 쇤베르크는 

비교적 초기 저술에 해당하는 『화성학』에서 바흐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근원적인 음악적 사고와 구조를 작품의 본질적인 요소로 언급한다. 그리고 

그에게 근원적인 음악적 사고란 곧 내적 자연을 의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내면의 표현이 표면적인 자연의 모방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예술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 단순히 자연의 모방(Naturnachahmung)이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단순히 외부의 모방이 아니라 내적 

자연(inneren Natur)의 모방이다. [...] 가장 높은 단계에서 예술은 오직 내적 

자연의 재연(Wiedergabe)과 관련된다.95 

 

그리고 쇤베르크가 추구했던 표현주의는 인간의 내면적 심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쇤베르크는 1911년 칸딘스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술은 무의식에 속하며, 예술가는 그 자신을 "직접"(unmittelbar)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96  또한 1928년 《행복한 손》에 관한 강의에서 

표현주의를 "내적 사건들의 묘사"(Darstellung der inneren 

Vorgänge)97라고 하였으며, 이후 저술에서 "예술이란 인간의 운명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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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송택은 쇤베르크의 시학에 기반하여 그의 음악의 특성을 (1)대위적 

짜임새를 이루는 다성음악적 기법, (2)"기초악상"(Grundgestalt) 개념에서 

이어지는 유기체적 구성, (3) 긴장감을 조성하는 문제적 요소의 활용과 해결, 

(4) 무조음악에서 나타나는 수평적 요소와 수직적 요소의 동등화로 꼽고 있다. 

권송택, "쇤베르크의 무조음악 분석: 「공중정원의 책」 중 제6번 - "Jedem 

Werke bin ich fürder tot"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19 (2000): 166-

169. 
95

 Schoenberg, Harmonielehre, 14. 
96

 "Und die Kunst gehört aber dem Unbewußten! Man soll sich ausdrücken! 

Sich unmittelbar ausdrücken!" 1911년 1월 24일 칸딘스키에게 보낸 편지. 

Arnold Schönberg Center, ID# 180. 
97

 1928년 3월 24일 《행복한 손》 강연. Arnold Schönberg Center 

(http://www.schoenberg.at/index.php/en/dokumente-glueckliche-

hand/die-glueckliche-hand-vortra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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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에서 체험하는 자가 외치는 비명"98이라고 말한다. 즉, 그의 표현주의는 

곧 인간 내면의 보다 직접적이고 진실된 표현인 것이다. 그는 이러한 

표현이 본질적으로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며, 전통적이고 의식적인 규칙의 

영역 바깥에 있음을 강조한다. 

 

예술가의 창조는 충동적(triebhaft)이다. 의식은 거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는 마치 받아 적는 것처럼, 그저 그가 법칙을 알지 못하는 그 

내부의 어떤 힘을 따르는 것처럼 느낀다. 그는 그 안에 숨겨진 

본능(Instinkt)과 무의식(Unbewußt)의 의지를 따르는 행위자일 뿐이다. 

그는 그것이 새로운지 낡았는지, 좋은지 나쁜지, 아름다운지 추한지 알지 

못한다. 그는 단지 그가 실행해야 하는 충동(Trieb)을 느낄 뿐이다. [...] 오직 

충동을 느끼는 자가 어떻게 알겠는가? 본능과 무의식 속에서 누가 감히 옳고 

그름과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을 구분할 것인가?99 

 

그가 감행한 전통적인 화성 체계의 포기는 이처럼 자유로운 무의식과 

인간 내면의 표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는 이미 『화성학』에서 

기존의 화성학적 전통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바그너의 극단적인 반음계주의로부터 쇤베르크는 

전통적인 화성학 규칙들에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으며, 

그에게 불협화는 단순히 "가장 먼 협화음"에 불과했다. 100  이러한 사고에 

근거한 "불협화의 해방"(Emanzipation der Dissonanz)은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귀결일 뿐만 아니라 그가 추구한 내적 세계의 묘사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쇤베르크는 자신이 이룬 혁신이 전통과 단절된 부정적 

의미인 "무조성"(atonality)이 아니라, 모든 조성을 아우르는 

                                            
98

 "Kunst ist der Notschrei jener, die an sich das Schicksal der Menschheit 

erleben. Die nicht mit ihm sich abfinden, sondern sich mit ihm 

auseinandersetzen." Arnold Schoenberg, Schöpferische Konfessionen, ed. 

Willi Reich (Zürich: Verlag der Arche , 1964), 12. 
99

 Harmonielehre 500 
100

 Richard Taruskin, The Oxford History of Western Music Vol. 4: The 
Early Twentieth Century,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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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조성"(pantonality)으로 인식되길 원하였다. 101  이를 통해 쇤베르크가 

자신의 무조성 음악을 단순히 규칙과 전통의 파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정서가 얽힌 내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공되지 않은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무의식을 묘사하고자 했던 

쇤베르크의 표현주의는 필연적으로 모순과 극단적인 대조를 내포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그는 음악적 전통의 연장선에서 작품의 

내적인 통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그는 예술 작품에서 드러나는 

표면적인 모순조차도 보다 근원적은 차원에서는 일관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자유롭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심지어는 모순되게 보이는 것이-모든 

위대한 것들이 원래 본질적으로 모순으로 가득 차 있듯이- [...]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일관성 있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사물의 본질은 그들에게 밝혀지지 않은 채 낯선 것으로 남게 된다.102 

 

그에게 음악적 통일성은 악보 상에 드러나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직관적인 능력을 통해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로부터 

쇤베르크는 자신이 기초악상(Grundgestalt) 103이라고 이름 붙인 근원적인 

동기들의 복합체에서 유래하는 음악적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주제 

기법에서 탈피하여 표현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곡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101

 Taruskin, 위의 글, 312. 
102

 Neff, "<쇤베르그> 유언 초안의 음악적 의미: Ich darf nicht dankend, Op. 

14, No. 1," 228 재인용. 
103

 그의 후기 원고에서 기초악상에 대한 짤막한 정의가 등장한다. 

"기초악상이란 작품 전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거기서 유래한 

악상들(Gestalten)을 거꾸로 추적할 수 있는 악상을 말한다." 그는 이것이 

기존의 모티프와 형식상으론 같지만, 기초악상은 여러 모티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인다. Arnold Schoenberg, The Musical Idea and 
the Logic, Technique, and Art of its Presentation, trans. Patricia 

Carpenter and Severine Neff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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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쇤베르크는 가사와 작품의 관계에 있어 음악을 전체가 단순히 

부분의 합을 뛰어넘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다. 이는 괴테에 의해 자세히 

논의된 바 있는 것으로 고대부터 이어진 서구의 이상주의, 자연주의, 

낭만주의 철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104  그는 하나의 씨앗에서 

식물이 자라나오는 것과 같이 음악 역시 전체로서 통일성을 이루며 

발전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에 기반하여 작품 시작부의 음형을 "기초악상" 

혹은 "씨앗"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전체에서 갈라져 나오는 부분들과 

계층화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음악적 사고와 논리, 기법, 표현의 

기술』(Der musikalische Gedanke und die Logik, Technik und Kunst 

seiner Darstellung) 원고에서 작품을 구성하는 대조되는 힘으로 "구심력"과 

"원심력"의 비유를 사용하였는데, 그에게 있어 유기적 작품이란 문제적 

요소의 원심력에 의해 으뜸조 또는 초기 재료에서 멀어지며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구심력으로 다시 이를 해결하여 돌아오는 것이다.105 이것은 긴장과 

이완이라는 전통적인 음악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쇤베르크는 전통적 형식의 파괴를 불러온 표현주의를 추구하면서 

무조성을 도입하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동시에 기초악상과 유기체론을 

통해 전통적인 작품에 대한 미학을 고수하였다. 본질적으로 전통의 

연장선을 추구했던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에 대한 분석에는 고전적인 동기적, 

형식적 접근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전적 동기 기법은 

브람스에서 더욱 발전되어, 인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용해"(liquidation)되거나 "단편화"(fragmentation)되고 수평적 진행과 

수직적 배열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들은 현악4중주 제2번부터 일찍이 형성되어 온 그의 작품 양식이며, 

《기다림》에서 마찬가지로 드러남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텍스트와 음악의 관계 

쇤베르크가 추구했던 텍스트와 음악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리브레토를 

                                            
104

 권송택, "음악과 유기체론: 쇤베르그의 음악관과 괴테의 유기체론," 

『서양음악학』 1 (1998): 237-3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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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sch, Schoenberg and His World,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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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한 작품의 해석에 필수적이다. 《기다림》의 텍스트에 대한 

쇤베르크 자신의 직접적인 언급은 찾을 수 없지만, 그가 추구했던 텍스트와 

음악의 관계는 얼마 후 1912년 『청기사』(Der Blaue Reiter)에 기고된 

그의 에세이 "텍스트와의 관계"(Das Verhältnis zum Text)에서 나타난다. 

 

온화한 사고(zarter Gedanke)가 빠르고 격렬한 주제를 통해 묘사될 수도 

있는데, 이는 그 뒤에 이어지는 격렬함이 더 유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이다. [...] 내 생각에 예술 작품은 다른 완전한 유기체와 같다. 그것은 

균질하게(homogen) 구성되어,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그것의 진정한, 가장 

깊은 본질이 드러난다. 인간의 몸 어디를 찔려도 피가 나오듯, 시 한 구절, 

음악 한 마디를 들어도 그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106 

 

그는 여기서 앞서 살펴본 자신의 유기체론을 드러내는 한편, 음악은 

텍스트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 없이 오직 음악만 듣고도 

슈베르트의 가곡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음악에 독립적이고 

본질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107  그의 에세이의 결말은 더욱 주목할 만한데, 

그는 음악이 텍스트의 외적인 모방이 아니라 "더 고차적인 현실"(in einer 

höheren Wirklichkeit)의 모방이라고 말한다.108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낭송법, 빠르기, 음의 강도에서 드러나는 음악과 

텍스트 사이의 외적인 일치는 내적인 일치와 별 관련이 없으며, 그것이 

원본을 그대로 베끼는 원초적 자연의 모방 단계에 있음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109 

 

이처럼 표면적인 작품의 내용 아래에 보다 근본적인 사고를 가정하는 

것은 프로이트가 의식에 나타난 "꿈-내용"(Trauminhalt)의 근저에 실제 

꿈의 의미를 결정짓는 무의식적 "꿈-사고"(Traumgedanke)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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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old Schoenberg, "Das Verhältnis zum Text." Musik und Bildung 12 

(1972): 55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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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enberg, 위의 글, 558. 
10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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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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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프로이트가 이 둘 사이의 

원리를 "꿈-작업"(Traumarbeit)을 통해 파악한 것과 같이, 쇤베르크의 

음악을 구성하는 보다 심층적인 원리를 상정하여 작품을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음악을 우위에 두는 사고는 실제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기법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달에 홀린 

피에로》에서는 의도적으로 가사를 비껴가는 표현뿐만 아니라, 가사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간접적인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적 

기법이 사용되며, "가사 그리기"로 볼만한 요소와 가사에서 기원하는 상징과 

은유 역시 빈번하게 등장한다.110  오희숙은 《달에 홀린 피에로》에서 흔히 

순수하게 음악적 재료와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쇤베르크가 지녔던 평소의 

철학과 달리, "가사는 악곡의 구성에서 의미론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11고 결론 짓는다. 이러한 그의 시학과 

실제 작품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은 음악이 갖는 기능을 논하면서 본 

논문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112 

쇤베르크 역시 나중에 자신의 표현주의 시기의 작품에서 텍스트의 

정서가 악기편성, 빠르기, 셈여림 등을 통해 결국 음악의 형태에 

반영되어있음을 인정한다. 113  결과적으로 그는 가사에 대한 순수음악적 

양식의 우위를 추구했다기 보다는, 음악이 가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것과 

동등하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표현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다림》 역시 "텍스트가 전체 음악 

형식을 결정짓는" 114  경향을 띠며, 《달에 홀린 피에로》에서처럼 텍스트에 

기반하여 묘사적이거나 상징적인 음악적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분석을 통해 많은 음악적 표현들이 리브레토 속 여인의 감정을 거의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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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쇤베르크는 문학적 텍스트에 음악을 붙이는 데 있어 작가의 

권위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 파펜하임 역시 익명으로 단지 몇 편의 시를 

기고한 아마추어 시인이었으며, 이후 《달에 홀린 피에로》의 기반이 된 

지로의 시에 보인 관심도 마찬가지이다. 115  결국 쇤베르크는 텍스트의 

진실성과 그것이 자신의 무의식과 이루는 공명을 더욱 본질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 같다. 이 시기 쇤베르크가 선택한 작품의 주체는 버림받은 연인, 

소외된 예술가로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쇤베르크가 작품의 주인공과 깊이 

공감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3) 유언 초안과 쇤베르크의 여성관 

마틸데와 게르스틀 사건 직후 극심한 정서적 위기 속에서 작성했던 

그의 유언 초안을 통해 우리는 그의 모순된 정서에 대한 태도와 환상적 

대상 관계에 대한 인식과 방어, 그리고 그의 여성관을 추측해볼 수 있다. 

유언이 쓰여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유언의 말미에 "마지막 순간 

다시 생각하여 그녀가 떠나가도록 내버려두었다"116는 내용이 쓰여진 것으로 

보아 마틸데가 게르스틀과 함께 쇤베르크를 떠난 1908년 8월 26일부터, 

다시 쇤베르크에게 돌아온 8월 30일 117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롭게도, 쇤베르크가 《기다림》의 초고에 적혀있는 작곡을 시작한 

날짜는 1909년 8월 27일이다. 그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정확히 1년 전 

마틸데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정서적 갈등을 음악을 통해 반복하고 극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유언 초안은 작품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작품과 작곡가의 삶을 연결하는 정신분석적 해석을 

뒷받침한다. 유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쇤베르크의 감정과 대상에 

대한 강한 부인(denial)이다. 

                                            
115

 실제로 텍스트의 선택에 대해 있었던 비판은 다음을 참조. 오희숙, 

『쇤베르크 - 달에 홀린 피에로』, 42. 
116

 Neff, "<쇤베르그> 유언 초안의 음악적 의미: Ich darf nicht dankend, Op. 

14, No. 1," 231. 
117

 Coffer, "Richard Gerstl and Arnold Schönberg: A Reassessment of their 

Relationship (1906-1908) and its Impact on their Artistic Works,"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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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에만 얽매어 있는 자는 그 사실을 넘어서서 사물의 본질로 다가갈 수 

없다. 나는 실제 현상을-예외 없이 그 모든 것을- 부정한다. [...] 그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내 아내가 

나를 배반했을 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는 그녀와 결혼했던 것이 아니다. 그녀는 절대로 나의 아내가 아니었고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단지 꿈이었다. [...] 그리고 

나는 사실들을 믿을 수 없다. 그것들은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은 나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 그는 그녀를 믿었고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지 않았고 질투하였고 그녀에게 진실을 갈구하였다. 

그녀 앞에서 흐느꼈고 그의 옆에 남아있어 달라고 빌었다. 그녀가 

남아있기를 원치 않았을 때 절망하였고, 그녀가 그를 다시 필요로 했을 때 

그녀에게로 갔으며, 그녀가 돌아오기를 원했다- 그들 모두 비참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다시 생각하여 그녀가 떠나가도록 내버려두었다. 

이 추악한 놈은 내가 아니다. 아니, 아니다. 수천 번이고 아니다.(Nein, nein 

und tausend mal nein)118 

 

그는 현실에 대한 정신 세계의 본질성과 우위를 주장하는 동시에 

마틸데를 부정하며,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유서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이러한 부인과 부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요한 대상의 

상실 혹은 대상으로부터의 거부와 같은 트라우마적 사건은 이러한 

분열성(schizophrenic) 상태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119  이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쇤베르크의 중요한 

성격적 특징을 드러낸다. 120  이 사건이 그에게 미친 영향은 그의 평생에 

걸쳐 나타난 배신에 대한 두려움과 편집적 공포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고 

《기다림》의 여인 역시 쇤베르크와 유사하게 연인의 죽음과 외도를 

부인한다는 사실은 작품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뒤에서 

                                            
118

 Neff, "<쇤베르그> 유언 초안의 음악적 의미: Ich darf nicht dankend, Op. 

14, No. 1," 229-232. 
119

 Kohut, "Observation on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Music," 35. 
12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Ostwald, "Alienation, Genius, and Illness: 

The Problem of Arnold Schoenbe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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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겠으나, 《기다림》 속 여인의 부인(nein)에 대한 음악적 표현은 유언 

초안에서 나타난 쇤베르크의 표현과 분명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음으로 유언 초안에서는 그의 모순적 감정과 태도를 아래 구절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그녀의 창조물이며 그와 함께라면 그녀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믿었고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지 않았고 질투하였고 

그녀에게 진실을 갈구하였다. 그녀 앞에서 흐느꼈고 그의 옆에 남아있어 

달라고 빌었다. 그녀가 남아있기를 원치 않았을 때 절망하였고, 그녀가 그를 

다시 필요로 했을 때 그녀에게로 갔으며, 그녀가 돌아오기를 원했다.121 

 

그는 여기서 신뢰하는 동시에 믿지 않고, 남아있는 동시에 떠나가는 

모순된 감정과 행동을 말한다. 이는 앞서 부조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타난 

그의 양가적인 "실재" 감정이 기원한 근원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쇤베르크의 말에 따라 《기다림》을 한 순간의 극단적 감정을 30분으로 

연장한 것으로 간주할 때, 이러한 모순은 두려움과 사랑, 질투와 슬픔을 

동시에 느끼는 여인을 통해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유언 초안에는 마틸데와의 사건을 계기로 쇤베르크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추측해볼 수 있는 다음 구절이 나타난다. 

  

[불륜은] 여인의 이미지로 태어난 어리석은, 타락한 창조물에게 일어난 

것이다. 내 아내는 그녀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배반하였다.122  

 

줄리 브라운(Julie Brown)은 이를 통해 그가 바이닝어와 유사한 

여성혐오적 가치관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123  실제로 《기다림》 

속에서는 "실재"로 확정 지을 수 있을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등장하지 

                                            
121

 Neff, "<쇤베르그> 유언 초안의 음악적 의미: Ich darf nicht dankend, Op. 

14, No. 1," 231. 
122

 Neff, 위의 글, 231. 
123

 Brown, Schoenberg and Redemption,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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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데, 이는 마치 현실을 파악할 능력을 갖지 못한 채 환상 속에 갇힌 

바이닝어의 여성성에 대한 사고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크리스토퍼 버틀러(Christopher Butler) 역시 당대의 여성혐오적 

시각을 근거로 《기다림》에서 음악이 여인을 "고문"하고 있으며, 

정신분석적 치료보다는 "복수"에 가깝다고 언급한다.124  

그러나 본 논문의 작품 해석에서 살펴보겠으나, 음악에서는 복수로 

단정지을 수 없는 다양한 표현과 오히려 여인에 대한 공감적 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유언 초안에 나타난 짧은 구절에서 쇤베르크의 여성관을 

파악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리석고 타락한 창조물"이 여성 

일반을 뜻하는지, 혹은 단순히 여성의 모습을 한 개인을 뜻하는 지는 알 수 

없으며, 쇤베르크가 이러한 성차의 문제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쇤베르크의 입장을 추측할 수 있을만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여성혐오적 사상을 지녔던 스트린드베리와 

바이닝어를 존경하였으나, 당시 논쟁점이었던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쇤베르크의 입장은 매우 중립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25  그가 활발한 정치 

활동을 벌인 여성 지식인이었던 마리 파펜하임과 친밀했던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추측을 가능케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언 초안에서 그러한 

여성상이 자신의 "발명품"에 불과할 지 모른다고 언급한다. 

 

아마 그녀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단지 내 상상 속에서만 살고 있었을 

것이다-단지 나의 발명품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도구, 용기, 가공물, 혹은 

그와 비슷한 어떤 것, 내가 증오하고 불쾌한 것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다 

취하기에 알맞고 그것으로부터 육체를 부여 받은 그런 것. 어쩌면 그녀는 

하나의 실제 현상이거나 또 다른... (nur eine Thatsache[sic] oder sonst 

ein)126 

 

                                            
124

 Christopher Butler, Early Modernism: Literature, Music and Painting in 
Europe, 1900-1916 (Oxford: Clarendon Press, 1994), 115. 

125
 Keathley, "'Die Frauenfrage' in Erwartung: Schoenberg's Collaboration 

with Marie Pappenheim," 163. 
126

 Neff, "<쇤베르그> 유언 초안의 음악적 의미: Ich darf nicht dankend, Op. 

14, No. 1," 232 및 원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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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기서 마지막 문장은 《기다림》의 결말과 매우 유사한 여운을 

남기는데, 이는 《기다림》 속의 연인 역시 환상에 불과함을 의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쇤베르크의 여성관이 "무조성"의 

탄생과 그의 작품 창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중요한 논쟁점이 될 

수 있다. 수잔 맥클러리(Susan McClary)는 《기다림》의 줄거리가 

과잉(excess)을 통제하는 이성으로 안전을 제공하는 남성, 즉 여성적 

반음계주의에 반대되는 조성의 안정적인 틀이 살해당하고 마침내 여인의 

광기가 주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127  결국 쇤베르크가 《기다림》에서 

여인과 "광녀" 모티프를 음악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리브레토의 수정 

쇤베르크가 파펜하임이 쓴 리브레토에 가한 수정은 그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그는 내용의 변경보다는 주로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여긴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가 삭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다. (1)의미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경우, 

(2)성적인 암시, (3)살해의 암시이다. (1)의 경우 작품의 형식적 간결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파펜하임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연인의 살해와 

성적인 암시를 삭제한 것은 쇤베르크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유사하게 쇤베르크는 《달에 홀린 피에로》에 사용된 지로의 시에서도 

성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시는 제외하였다.128  

특히 쇤베르크는 최초에 "옷깃을 열고 애원하는" 유혹 장면(마디220-

222)을 삭제하였으나 파펜하임에 의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복구된 

                                            
127

 McClary는 동시에 이러한 사고가 "실재"하는 여성이 아니라 전통을 

넘어서기 위한 남성적 환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관점에서 

쇤베르크가 이후 12음 기법을 통해 다시 무조성에 논리적 틀을 제공한 것 

역시 남성적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갖는다. Susan McClary, Feminine 
Endings: Music, Gender, and Sexual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2), 104. 
128

 "붉고 하얀"(Rote und Weiss) 등. 오희숙, 『쇤베르크 - 달에 홀린 피에로』 

(서울: 심설당, 200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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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129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성적 표현이 삭제되었다.131 

 

 

또한 브라이언 심스(Bryan Simms)는 삭제된 다음 대사가 여인이 

연인을 살해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133  

 

                                            
129

 Keathley, "'Die Frauenfrage' in Erwartung: Schoenberg's Collaboration 

with Marie Pappenheim," 159. 
130

 Arnold Schönberg Center, Archive# 2412. 
131

 독일어 사본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José María García Laborda, Studien zu 
Schönbergs Monodram "Erwartung" op. 17 (Laaber: Laaber-Verlag, 

1981),122-141. 
132

 Arnold Schönberg Center, Archive# 2413. 
133

 Bryan R. Simms, "Whose Idea was Erwartung?" in Constructive 
Dissonance: Arnold Schoenberg and the Transformations of Twentieth-
Century Culture, ed. Juliance Brand and Christopher Haile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105. 반면 Keathley는 이러한 

Simms의 추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Keathley, "'Die Frauenfrage' in 

Erwartung: Schoenberg's Collaboration with Marie Pappenheim," 173. 

내 심장은 기다림으로 뜨거워요... 

밤은 금방 지나가요.. 

Mein Herz ist so heiß vom Warten,,, 

Die Nacht ist bald vorbei..130 

당신의 입술은 힘 없고 다물어지지 

않네요.. 

키스해줘요... 

그렇게..그렇게..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당신은 뜨거워요..뜨거워..당신의 숨결에 

숨이 막혀요.. 

Deine Lippen sidn amtt und 

schliessen sich nicht.. 

Küß mich doch.. 

so..so.. 

Ich liebe dich so sehr.. 

Du bist heiss..heiss..Dein Atem 

erstickt mich..132 

오 당신..당신..나는 여기 없었어요. 

[...] 

누가 그랬죠 당신? 당신만 여기 

있었어요. 당신은 알 거에요... 

Oh du..du..ich war nicht hier 

[...] 

Wer hat das getan du?..Du bist das 

Einzige hier du musst es wis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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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파펜하임의 리브레토 초고와 쇤베르크가 가한 수정135 

                                            
134

 Arnold Schönberg Center, Archive# 2414, 2415, 2416. 
135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선은 모두 쇤베르크의 것으로 보인다. 

"Skizzen innerhalb der handschriftlichen Textvorlage Marie 

[...] 

여기서 나를 엿봤나요? 

[...] 

여기서 그는 나무에 몸을 기댔지..그리고 

총성... 

Hast du von hier zu mir hinüber 

gespäht? 

[...] 

Hier drückte er sich an den 

Stamm..Und dann der Schuß...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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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인과 살해 현장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실제로 연인을 살해한 것이 여인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살해에 대한 암시를 삭제한 것은 현실적 맥락과 서술을 

제거하고 오직 여인의 심리만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로도 볼 수 있으나, 

성적 암시와 유사하게 공격성에 대한 억압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도적 삭제는 작품의 해석에 크게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먼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공격성과 성욕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동(drive)인 동시에 주된 억압 대상으로 다뤄진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쇤베르크의 음악을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동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리브레토에 대한 쇤베르크의 음악적 해석과 반응은 그 자체로 쇤베르크의 

삶과 정신생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작곡가의 성격적 

특성을 짐작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마틸데와의 관계가 소원했으며 

유서에서 드러나는 강한 부인,136 숫자 "13"에 대한 편집증적 공포증137 등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작곡가 개인의 특성이 

어떻게 음악에 반영되는지는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리브레토의 수정을 쇤베르크의 미학과 음악사적 변화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쇤베르크는 여인이 연인을 살해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는 작품의 실제적, 

사회적인 의미를 제거한 것이다. 138  앞서 "광녀" 모티프로 언급된 이성을 

                                                                                                               

Pappenheims," Arnold Schönberg Center, Archive# 2413. 
136

 실제로 쇤베르크는 마틸데와 게르스틀 사이의 사건을 평생 동안 "없던 

일"로 부인하거나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Neff, "<쇤베르그> 유언 

초안의 음악적 의미: Ich darf nicht dankend, Op. 14, No. 1," 201. 
137

 13을 피하기 위해 오페라 "Moses und Aaron"의 철자를 "Moses und 

Aron"으로 축약하고, 7+6=13이 되는 76회 생일을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생일이 9월 13일이었던 것도 불길하게 여겼다. 이병욱, 『위대한 환자들의 

정신병리: 천재적인 예술가들의 삶과 죽음을 돌아보다』 (서울: 학지사, 2015) 

53. 
138

 Žižek, "Staging Feminine Hysteria: Schoenberg’s Erwartung," 260. 이는 

당시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가 정신분석적 내용을 단순히 묘사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예술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David Bach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Lewis Wickes, "Schoenberg, Erwartung, and the 

Reception of Psychoanalysis in Musical Circles in Vienna until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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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고 비극에 빠진 여성을 묘사하는 《기다림》 전후의 작품으로는 바그너의 

《파르지팔》(1881), 리햐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1905)와 

《엘렉트라》(1909),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1913)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주로 신화 또는 현실적 사건 전개 속에서 

비극적으로 운명지어진 통제된 광녀의 이미지를 드러내며, 여기서 광녀는 

청자가 이입하고 공감하는 "주체"가 아니라 다만 타자로서 등장한다. 139 

그러나 《기다림》의 여인은 익명으로 당대의 인간(여성) 일반의 원형을 

반영하는 한편, 외부세계로부터 규정지어지지 않은 채 여인의 순수한 내적 

심리 상태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사회적 실제에서 출발한 파펜하임의 리브레토는 쇤베르크의 

해석에 의해 순수하게 인간의 내적인 "비이성적" 심리로 묘사되며, 현실적 

단서를 삭제하고 오직 내면적 심리 상태에 머무름으로써 외부의 "묘사"가 

아니라 내부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정은 작품을 

실제적 사건이 아니라 주체 내부의 심리적 사건, 다시 말해 

"악몽"(Angsttraum)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석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5) 쇤베르크의 그림 

잘 알려진 것처럼 쇤베르크는 그림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기다림》을 작곡하던 시기에 특별히 많은 그림을 남겼으며, 1911년경 

"기다림"(Erwartung)이라는 제목으로 무대 구상 또는 음악 심상(music 

imaging) 140으로 볼 수 있는 그림들을 여러 장 그렸다. 오스트발트(Peter 

                                                                                                               

Studies in Music 23 (1989): 97-99; Melanie Feilotter, "Schoenberg, 

Pappenheim, and the Expression of Solitude in Erwartung, Op. 17" (M.A. 

thesis, McGill University, 1995), 12 참조. 
139

 Taruskin, The Oxford History of Western Music Vol. 4: The Early 
Twentieth Century, 327. 

140
 음악 심상(music imaging)이란 음악을 듣고 내러티브 또는 시각적 경험으로 

이미지화 한 대상을 일컫는다. 이처럼 음악에 의해 유도된 심상(Guided 

Imagery and Music: GIM)은 마찬가지로 해석을 요구하는 중요한 심리치료 

모델을 구성한다. Bruscia, 『음악 심리치료의 역동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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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wald)는 창작의 위기가 찾아온 이 시기에 쇤베르크의 그림들이 특별히 

정신증적(psychotic) 특성을 띠고 있다고 언급한다. 141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것은 3장을 묘사하고 있는 다음 두 그림이다. 

 

 

 

 

[그림3] 쇤베르크의 "기다림"(Erwartung), 1911142 

                                            
141

 Ostwald, "Alienation, Genius, and Illness: The Problem of Arnold 

Schoenberg," 19. 
142

 Arnold Schönberg Center, Catalogue raisonné # 167,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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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쇤베르크는 자신이 주로 사용했던 유화 기법 대신 색연필과 

수채화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음악 작품과 같이 매우 빠르게 그림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림의 구도가 분명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의도적으로 밝은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의 비중이 

더 크게 배치되어 있다.  

휘몰아치는 듯한 밤 또는 검은 숲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고독과 불안을 

드러낸다. 아도르노는 그의 음악 역시 "양식으로서 고독"(Einsmakeit als 

Stil)143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온화한 3화음과 규칙적인 형식을 찾을 

수 없는 작품의 텍스쳐는 어둠과 고독 속에 던져진 주체를 연상시키며, 

작품에선 오직 여인의 독백만이 등장한다. 밤은 작품의 주된 무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마디402-403의 여인의 대사 "나 홀로 나만의 밤 속에서"(ich 

allein in meiner Nacht)를 통해 작품에서 연인을 상실한 여인의 절망적 

심리를 대변한다. 144  또한 색깔 상징으로서 검은색은 일반적으로 금욕과 

억압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145  이는 작품 속 여인의 억압된 상황은 

물론이고 앞서 삭제된 리브레토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쇤베르크 자신의 

억압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림의 밝은 측면은 희망 또는 정상적인 현실을 

상징하는 듯 보인다. 쇤베르크의 사고에 따르면 검은 숲은 여인의 심리적 

현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림의 밝은 면이 일반적으로 목표나 

지향하는 대상이 위치하는 오른쪽 대신 등 뒤의 왼쪽에 위치하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공간 상징에서 작품의 왼쪽은 흔히 과거와 내향성을 

상징한다. 146  따라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현실의 일면은 다만 여인의 

과거와 내면에 남으며, 우측을 향하고 있는 여인은 등 뒤의 밝은 면을 결코 

                                            
143

 Adorno, Philosophie der neuen Musik, 51 
144

 이후 작곡된 《달에 홀린 피에로》 제8곡 "밤"(Nacht)에서 초기 12음 

기법과 카논을 사용한 매우 정교한 다성적 짜임새가 드러나는 것은 밤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오희숙, 『쇤베르크 - 달에 홀린 피에로』, 

143-147. 
145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3), 103. 
146

 정여주, 위의 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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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못한다.  

또한 자기 표현적 그림에서 나타나는 인물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며, 이 경우 구체적인 인물의 특징은 저자의 자아의 상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꼿꼿하지 않고 기대어 있는 모습은 고독과 함께 

자아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임을 상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듯 보이는데, 이는 창작자의 정신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속의 여인은 빛나는 "이마"와 "눈"을 

지니고 있으며, 쇤베르크의 자화상에서 역시 빛나는 이마와 눈은 강조된다. 

이로부터 《기다림》 속 여인과 쇤베르크 자신의 동일시를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그림을 통해 살펴본 작품의 분위기와 저자의 심리는 음악에서 역시 

반영되어 있음을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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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브레토를 읽는 세 가지 관점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단막 일인극(Monodrama) 형식을 취하는 동시에, 

연인의 죽음과 실연에 따른 주인공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기다림》의 리브레토는 그 자체로 매우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품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의 접근법이 결코 작품을 완벽히 해명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파펜하임이 안나O의 먼 친척이었다는 점, 정신분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당시 여성 엘리트로서 다양한 정치 운동과 성 해방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다림》의 리브레토가 그러한 사고의 

연장선에서 탄생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멜라니 

페일로터(Melanie Feilotter)는 《기다림》의 "여인은 무의식과 꿈, 

정신분석의 상징들을 극에 도입한 초기 표현주의자들의 산물"147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마리 파펜하임은 소위 문학과 미술의 "의식의 흐름", "자동기술법", 

혹은 정신분석의 "자유연상"에 비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리브레토를 썼다. 

이는 무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자발적 퇴행"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파펜하임은 쇤베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작품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하며,148 자신의 글쓰기 방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저는 풀밭에 누워 연필로 큰 종이에 쓰면서, 내가 쓴 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 검열 없이 [...] 계속해서 써나갔습니다.149  

 

이는 마치 현실적 감각을 버린 채 꿈을 꾸는 듯한 "변형된 의식 

상태"(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를 시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다림》은 일종의 "심리극"(psychologisches Drama)의 형태를 띠고 

있다. 프로이트는 주인공의 갈등을 드러내는 주요한 극의 형태로 심리극을 

                                            
147

 Feilotter, "Schoenberg, Pappenheim, and the Expression of Solitude in 

Erwartung, Op. 17," 23. 
148

 Hans H. Stuckenschmidt, Schoenberg: His Life, World and Work, trans. 

Humphrey Searle (New York: Schirmer Books, 1978), 121. 
149

 Shawn, Arnold Schoenberg’s Journey, 9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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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는데, 여기서 극의 주된 갈등은 등장인물들 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마음 속의 상이한 충동들로 인해 발생한다. 그리고 극은 

전형적으로 상이한 충동 중 하나가 체념 속에서 소멸되면서 가라앉는다. 

만약 갈등이 억압된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 발생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싸이코 드라마"로 볼 수 있다. 150  이에 기반하여 본 절에서는 

정신분석이라는 그물망을 통해 건져 올릴 수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연인의 시체 앞에서 슬퍼하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연인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파펜하임의 리브레토는 쇤베르크의 수정을 거쳐 크게 세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하는 해소되지 않는 양가성을 지니게 되었다. "열린 

결말"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는 작품 속에서 근본적으로 

"환상"과 "실재"를 구분할 수 없는 데서 기인한다. 먼저 《기다림》의 

연인이 실제로 살해된 것으로 보는 현실적 관점에서 결말은 결국 여인이 

구제할 수 없는 광기에 빠져 연인의 환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살로메》에서 드러나는 비극적 "광녀"(madwoman) 151  모티프와 

유사하다. 또는 이를 사랑과 그리움으로 연인을 따라 죽음을 맞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Liebestod)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인의 살해를 백일몽 또는 악몽으로 간주하고 결말에서 

현실을 인식하거나 꿈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152 

마지막으로 작품을 하나의 심리-텍스트로 간주하고 주인공의 심리적 현실과 

그 특성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 가능하다.153 

                                            
150

 프로이트는 그 대표적인 예로 『햄릿』을 들고 있다. Sigmund Freud, "무대 

위에 나타나는 정신 이상에 걸린 등장 인물들," 정장진 옮김, 『예술, 문학, 

정신분석』 (파주: 열린책들, 2003), 136. 
151

 이 시기에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광녀"의 이미지가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모티프가 세기 전환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몬테베르디부터 등장하는 이에 대한 논의는 McClary, Feminine Endings: 
Music, Gender, and Sexuality, 80-111 참조. 

152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 Carpenter, "Erwartung and the Scene 

of Psychoanalysis," 179.   
153

 이와 유사하게 Falck는 작품의 결말에 대해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

는 작품의 결말을 (1)여인이 악몽에서 깨어난 것으로, (2)정신분석의 "대화치

료"(talking cure)가 성공하여 여인이 회복된 것으로, (3)새로운 낮의 환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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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 가지의 해석에 대응되는 정신분석적 관점이 존재한다. 먼저 

여인을 현실에서 환상으로 빠져드는 여성으로 보는 해석은 당시 정신분석의 

주된 탐구 대상이었던 여성 히스테리에 대응될 수 있다. 이러한 "고전적 

해석"은 여성의 정신을 병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당시의 시대 정신과 

밀접하다. 문학적 견지에서 《기다림》의 리브레토는 플로베르(Gustave 

Flaubert, 1821-1880), 졸라(É mile Zola, 1840-1902), 입센(Henrik Ibsen, 

1828-1906), 스트린드베리(August Strindberg, 1849-1912), 와일드(Oscar 

Wilde, 1854-1900), 베데킨트(Frank Wedekind, 1864-1918), 

호프만슈탈(Hugo Von Hofmannsthal, 1874-1929)의 작품 등에서 묘사되는 

"해방된"(emancipated), 그러나 "성적으로 신경증적인"(sexually disturbed) 

여성을 드러내고 있다. 154  여기서 여주인공은 주체로 경험되지 않으며, 

정신분석적 설명을 요구하는 불가해한 타자로서 파악된다. 이러한 접근은 

다시 말해 작품의 내적 원리가 아닌 소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수잔나 밸리매치(Susanna Välimäki)의 도상학적 층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완전한 의미의 정신분석적 작품 해석으로는 볼 수 없으나, 작품에 

영향을 미친 당시에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작품 전체를 비현실적인 꿈으로 보는 관점은 환상의 기능과 

심리적 현실을 강조하는 정신분석의 논의를 가장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영역이다. 정신분석은 전통적으로 예술을 환상과 현실의 

"중간영역"으로 다루어왔으며,155  여기서 현실과 같은 이분법적, 양자택일적 

구분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원칙"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표현되는 인간의 무의식과 그 상징이며, 이를 

정신분석적 이론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신분석 비평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다림》의 전체 줄거리는 다양한 상징을 내포한 

하나의 "꿈"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 Falck, "Marie Pappenheim, Schoenberg, and the 

Studien über Hysterie," 139. 
154

 Alan P. Lessem, Music and Text in the Works of Arnold Schoenberg: 
The Critical Years, 1908-1922 (Ann Arbor, MI: UMI Research Press, 

1979), 68. 
155

 윤순임 "정신분석과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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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리브레토를 하나의 심리-텍스트로 간주하고 주인공의 

주체적 특성에 주목하는 관점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많은 가능성을 지닌 영역이다. 여기서는 

대상관계이론을 대표하는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1882-1960)의 

편집-분열 자리와 우울 자리의 개념을 통하여 작품을 이해해볼 것이다. 특히 

이 관점은 정신분석적 접근의 독자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살펴볼 

쇤베르크의 음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 동안의 논의는 작품의 기괴하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주로 앞의 두 관점에 치중하여 이루어져왔으나, 작품에 발전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해석이 작품의 종합적인 이해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정신분석에서 주장되는 근본적인 예술의 창작 원리에 따르면 여기서 

언급된 세 가지 관점은 서로 배타적인 해석이 아니라, 창작자의 무의식적 

의도 혹은 감상자의 인식 속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특정 

관점만을 옳은 것으로 간주할 확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작품의 각기 다른 측면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고전적 해석 - 히스테리와 증상 

첫 번째로 살펴볼 관점은 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여인을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당대를 대표한 히스테리 환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를 

"고전적"이라고 명명한 까닭은 프로이트의 초기 이론과 연구에 근거하는 

동시에 《기다림》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암묵적으로 취해지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156  물론 이러한 병리적 이론에 기반한 해석에 대한 

비판적 관점 역시 존재하지만, 157  이는 작품이 구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156

 1960년 그라모폰 음반 소개글에서 지휘자 Robert Craft는 《기다림》의 

여인의 말이 정신분석 내담자를 닮았다고 말한다. Reich, Schoenberg: A 
Critical Biography, 53. 

157
 이러한 해석은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데 따른 

오류라는 지적과 함께, 문학적 작품을 정신분석 사례로 환원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Feilotter, "Schoenberg, Pappenheim, and the Expression of 

Solitude in Erwartung, Op. 17," 14. 또한 이는 여인을 타자적 시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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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나 목적이 아니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작품의 창작 배경과 소재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158  

마리 파펜하임이 쓴 리브레토가 묘사하고 있는 극단적 감정을 오가는 

"여인"은 창작자 개인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앞서 언급한 세기 

전환기의 시대정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광녀 모티프는 당시 

유럽에서 발생한 소설, 연극, 미술, 음악 등 모든 예술 장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시 북유럽을 중심으로 번져나가던 여성해방 

운동과 동시에 성적 고정관념이 붕괴되는 불안에 기반하여 불가해한 여성의 

정신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9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다림》 역시 "죽음과 여성 히스테리의 문학적, 음악적 묘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진다.160 그러나 작품의 장르를 언급하는 

것이 작품의 완전한 해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단순히 작품의 소재를 

피상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작품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작품의 모티브에 대한 언급을 넘어서, 이와 

같은 고전적 해석을 정신분석의 근간을 이루는 초기 히스테리 연구의 

                                                                                                               

"환자"로 규정짓는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시각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긴다. 

일례로 Keathley는 당시 여성 지식인이었던 마리 파펜하임이 작품을 통해 

희생을 거부하고 관습과 억압에 대항하는 능동적 여성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Keathley, "'Die Frauenfrage' in Erwartung: Schoenberg's 

Collaboration with Marie Pappenheim" 참조. 물론 정신분석적 해석이 

전제하는 다의성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해석은 배치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병리적 대상을 출발점으로 하여 표현된 예술 작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접근은 당시의 시대상으로부터 작가가 

받은 영향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58

 프로이트 역시 정신 의학과 예술을 관련 짓는 것이 그 가치를 손상시킨다는 

인식을 경계했다. 그는 병적인 상태와 정상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관례적인 

구분일 뿐이라고 밝히며, "작가가 다룬 정신 치료에 관계된 주제가 아무리 

정확한 것이라 해도 소설의 시적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고 말한다. Sigmund Freud, "빌헬름 옌젠의 『그라디바』에 나타난 

망상과 꿈," 정장진 옮김, 『예술, 문학, 정신분석』 (파주: 열린책들, 2003), 

57. 
159

 이밖에 프로이트는 연인에 집착하는 이중 인격의 여주인공을 그리는 헤르만 

바르(Hermann Bahr, 1863-1934)의 『또 다른 여인』(Die Andere)이라는 

작품을 언급하였다. Freud, "무대 위에 나타나는 정신 이상에 걸린 등장 

인물들," 139. 
160

 Feilotter, "Schoenberg, Pappenheim, and the Expression of Solitude in 

Erwartung, Op. 1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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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비추어 작품이 드러내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실제로 리브레토에서 나타나는 여인의 과거로의 회상과 급격히 

변화하는 분절된 문장, 극단적인 감정의 동요는 정신분석 내담자의 언어를 

연상시킨다. 여인의 고백은 정신분석 내담자의 자유연상을 닮았으며, 그녀는 

히스테리 환자를 규정짓는 증상인 억압된 기억으로부터 고통 받는다. 161 

이에 따라 여러 선행연구들은 《기다림》의 "여인"을 안나O162로 대변되는 

여성 히스테리로 간주하고 있다. 163  안나O는 프로이트와 브로이어가 

공동으로 자신들의 히스테리 증례를 모아 1895년 출판한 『히스테리 

연구』에 등장하는 환자로서 그녀의 치료는 초기 정신분석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164 이 뒤를 이어 프로이트는 1905년 자신의 또 

다른 히스테리 내담자였던 "도라"의 사례를 출판한다. 1909년 《기다림》의 

작곡 이전에 출판된 두 사례 모두 당시 빈의 의과 대학생으로서 정신분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 파펜하임이 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앞서 논한 것처럼 안나O는 마리 파펜하임의 친척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당시 주목 받던 히스테리에 대한 논의는 리브레토의 

창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안나O는 빈 중산층 가정의 대단히 지적인 여성으로 병에 걸린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면서 신경증 증상으로 고통 받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신 후로 그녀의 증상은 악화되어 자살 시도를 동반한 

                                            
161

 Lassem, Music and Text in the Works of Arnold Schoenberg, 68. 
162

 Anna O.라는 이름은 환자의 신상보호를 위한 가명으로, 20세기 중반 그녀의 

본명이 Bertha Pappenheim임이 밝혀졌다. 이니셜 B. P.의 알파벳 순서를 

각각 한 단계 "퇴행"시키면 A. O.가 된다. 
163

 Carpenter, Falck, Simms 등은 《기다림》의 창작과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사례와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Carpenter, "Erwartung and the Scene of 

Psychoanalysis"; Falck, "Marie Pappenheim, Schoenberg, and the Studien 
über Hysterie"; Simms, "Whose Idea was Erwartung?" 참조. 

164
 실제로 안나O의 치료를 담당한 사람은 브로이어였으며, 그는 최면과 증상을 

말로 설명하는 행위를 통해 증상이 완화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이후 

프로이트에 의해 자유연상 기법으로 발전하였으며, 언어를 통한 치료는 

정신분석의 발달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Sigmund Freund and Josef 

Breuer, 『히스테리 연구』, 김미리혜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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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시력장애, 청각장애, 기억상실, 언어상실, 사지마비, 식사거부, 신경성 

기침 등에 시달리게 된다.  《기다림》의 리브레토에서는 이러한 안나O의 

히스테리 증상과 일치하는 여인의 증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인이 작품 전체에 걸쳐 반복해서 

경험하는 각종 환각과 일상적 대상들(나뭇가지, 스치는 소리, 그림자, 버섯 

등)에 대한 공포증적 반응을 들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무의식적 불안이 

외부로 투사되어 구체화되면서 나타나는 공포증은 신경증 환자에게서 

빈번히 나타나는 증상이며, 165  이와 함께 브로이어는 안나O의 사례를 통해 

히스테리 증상으로 개선된 상태와 교대로 나타나는 일종의 "자기 최면" 

상태를 강조한다. 안나O는 "과도하게 그러나 아주 일시적으로 기분이 

고양되었다가 금방 또 불안과 [...] 검은 뱀에 관한 끔찍한 환각에 

빠졌다." 166  마찬가지로 《기다림》의 여인은 환각과 회상을 교대로 

경험한다. 특히 안나O에게는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리본, 구부러진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검은 뱀으로 지각되었는데, 《기다림》의 여인은 3장 

끝부분(마디105-109)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환각을 경험한다. 

 

하지만 역시 그림자가 기어가고 있어!...노랗고 커다란 눈...  

(소름 끼치는 소리)  

줄기에서 튀어나온 듯... 희번덕거리는 눈... 

 

마치 뱀과 같이 묘사되는 이 환각은 사실 제3장의 무대 지시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노란 버섯"이다. 뿐만 아니라, 쇤베르크에 의해 수정되기 

이전의 원본에는 실제로 이것이 구체적인 "뱀"(Schalnge)167으로 언급된다. 

여기서 뱀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한다.168  그 외에도 

여인은 "몸통"(Körper)을 "나무 둥치"(Stamm)로(2장), "그림자"(Schatten)를 

                                            
165

 Freud, 『히스테리 연구』, 118. 
166

 Freud, 위의 글, 39. 
167

 뱀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다음 절 2) 꿈-작업과 상징에서 더욱 

상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168

 "아, 쉿쉿 거리면서.. 뱀처럼 웃고 있어.."(Ah er zischt.. er lacht wie eine 

Schlange..) Laborda, Studien zu Schönbergs Monodram "Erwartung" op. 17,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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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백 개의 손들"(hundert Hände)로(3장), 연인의 "머리"(Kopf)를 

"유령"(Gespenst)으로(4장) 착각한다. 안나O는 이와 유사하게 아버지와 

자신의 머리 대신 "죽은 사람의 머리"를 보는 환각을 경험한다. 169  환시와 

함께 안나O가 경험했던 환청도 나타난다. 그녀는 "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누군가 "우는 소리"로 착각하며(2장), 연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3장), 연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4장).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당시 

히스테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 

다음으로 "기억"은 히스테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70 갑작스럽게 

반복되는 여인의 회상 역시 히스테리적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브로이어와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기억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 171 이라고 말한다. 《기다림》의 여인 역시 과거를 

기억하는 회상을 통해 공포스러운 환각이 촉발된다. 회상과 반대로 안나O는 

"자기최면" 혹은 "몽유병"과 같은 상태에서 반복되는 기억상실 또한 

경험한다. 히스테리성 기억상실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억압을 

통해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생하며, 이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기다림》의 여인은 연인의 살해에 대해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172  

또한 "본다"는 행위는 히스테리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실제로 

실명은 히스테리의 대표적 증상으로서 안나O를 포함한 많은 히스테리 

환자들은 실명이나 시각의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의식에서 

억압되는 보는 행위는 결국 대상을 성적으로 바라보는 관음적 시선이며,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적 실명이 시각이 성적 감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169

 Freud, 『히스테리 연구』, 57. 이 외에도 Carpenter는 여인이 자신의 

연인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을 안나O의 증상과 연결 짓는다. 

Carpenter, "Erwartung and the Scene of Psychoanalysis," 123. 
170

 Falck는 자신의 논문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의 기억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Marie Pappenheim, Schoenberg, and the Studien über Hysterie," 

137 참조. 
171

 Freud, 『히스테리 연구』, 19. 
172

 쇤베르크에 의해 수정되기 전 리브레토에는 여인이 연인을 살해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지만, 여인은 그 기억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작품 해석의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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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대상화 됨으로써 감각 자체를 억압한 결과로 보았다.173  《기다림》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인은 극단적인 환각 속에서 시력을 잃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홀로 나만의 밤 속에서" "당신을 알아 볼 수 없다"고 말한다.174 

이 밖에도 안나O와 일치하는 증상에는 분절되고 와해된 언어와, 

현기증175, 자살에 대한 사고176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그녀는 4장에서 

연인의 시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그의 시선을 의심하는데, 

이러한 비현실적 사고는 히스테리에서 나타나는 현실 검증을 결여한 1차 

사고와 유사하다. 

『히스테리 연구』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유혹"은 현대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히스테리성(연극성) 성격구조 177 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히스테리성 성격은 부적절한 성적 유혹과 급작스러운 감정 변화, 

관심을 끌기 위해 신체적 매력을 사용하는 것, 높은 피암시성 178  등으로 

나타난다. 179  《기다림》 4장에서 질투와 사랑을 급격히 오가는 여인의 

심리와 연인의 시체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부적절한 유혹 상황은 이러한 

                                            
173

 Juan-David Nasio, 『히스테리의 정신분석』, 표원경 옮김 (서울: 백의, 

2001), 179. 이 외에 오이디푸스 신화 역시 시각이 갖는 정신분석적 의미를 

대변한다. 
174

 이러한 고전적 해석에 정신분석가 나지오의 견해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히스테리 환자는 외부와 내부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현실"을 "환상화된 현실"로 변형시킨다. 또한 그는 타인의 

리비도적 매력에만 시선을 집중함으로써 타인의 실제 영상은 보지 못한다. 

히스테리 환자에게서 성기적 쾌락은 향락(jouissance)을 피하기 위해 

억압되고 외면되는 반면, 신체의 민감화와 성애화와 불만족을 통해 과도한 

기억의 흔적에서 비롯되는 거세불안을 통제한다. Nasio, 『히스테리의 

정신분석』, 28, 67-84. 
175

 마디268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현기증을 느꼈죠"(mir schwindelte, wenn 

ich dich ansah...). 
176

 마디353-356 "당신과 함께 죽을 복조차도 없이..."(nicht einmal die Gnade, 

mit dir sterben zu dürfen...) 안나O는 아버지의 죽음에 따른 죄책감으로 

자살을 기도한다.  
177

 실제로 "히스테리"라는 진단명은 병인보다 증상을 기준으로 삼는 

최신DSM(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에서 "연극성 성격장애"로 

대체되어 있으나,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178

 외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피암시성은 그림자 또는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에서 비롯된 환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79

 Stuart C. Yudofsky, 『치명적 결함: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파국적 

관계에 대한 비망록』, 김동욱 외 옮김 (서울: 학지사, 2015),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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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일치한다. 

 

(그녀는 손을 자신에게 가져가 키스한다. 수줍게 애교부리듯) 

손이 내 가슴으로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녀는 옷깃을 열고 애원한다)  

내 심장은 기다림으로 뜨거워요... 밤은 금방 지나가요...당신은 오늘 밤 내 

곁에 있고 싶어했잖아요...  

(갑작스레)  

오, 날이 밝아요...낮에 나와 같이 있을래요? 태양이 우리 위에 

불타고...당신의 손을 내 위에 얹고...당신의 키스를...당신은 내 거에요... 

 

또한 히스테리 성격자는 모든 결핍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존과 함께 

지나치게 극적이고 이상적인 표현 양식을 보이는데,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모든 빛이 당신의 눈에서 나왔어요" 등의 표현은 매우 

인상적이지만 실제로 그에 대한 현실적 근거는 미약하다. 또한 

《기다림》에서 연인을 발로 차거나, 더 나아가 연인을 살해하는 행위는 

히스테리 성격자가 맺는 가학/피학적인 관계를 드러낸다. 180  히스테리성 

성격을 지닌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관심을 얻기 위한 어머니와의 경쟁하는 

오이디푸스적 관계 속에서 동성과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맺는데 이는 

"흰 팔의 여인"을 질투하는 데서 나타난다.  

히스테리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를 통해 작품 속 여인이 드러내는 

증상의 원인 또한 추측해볼 수 있다.181  브로이어와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의 

                                            
180

 Carpenter는 프로이트의 사례 중, 남편을 독살했다는 소문으로 고통 받은 

에미 폰 N. 부인과 《기다림》의 여인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한다. Carpenter, 

"Schoenberg's Vienna, Freud's Vienna: Re-Examining the Connections 

between the Monodrama Erwartung and the Early History of 

Psychoanalysis," 156. 
181

 현대적 관점에서 히스테리성 성격은 동성 양육자의 방치와 무관심, 동시에 

이성 양육자와의 강렬하고 지나친 관계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기다림》 안에서 여인의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당시의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저자 파펜하임이 속했던 빈 사회를 

상정한다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Yudofsky, 『치명적 결함: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파국적 

관계에 대한 비망록』,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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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으로 "외상적 경험에 얽힌 [해소되지 않은] 고통스런 정서" 182  혹은 

억압되거나 분열되어 "의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관념"183을 꼽으며, 특히 성과 

관련된 심리적 외상에 주목한다. 184  실제로 리브레토에서 드러나는 여인은 

연인의 외도 또는 연인의 죽음, 혹은 둘 다로부터 히스테리 증상을 불러올 

수 있는 트라우마를 경험한다.  

동시에 성에 대한 혐오와 욕구의 병존 상태는 히스테리를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특히 프로이트는 성적 유혹과 동시에 

나타나는 억압을 히스테리 증상을 발현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았다.185  

리브레토 상에서 여인은 연인에 대한 강렬한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동시에 

매우 수동적이고 억압된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로 실제로 《기다림》의 

리브레토 성적 암시는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하얀 팔", "손", "눈" 등의 신체 

부위로 퍼져나가며, 여인은 다만 수동적으로 연인을 기다리는 입장에 처한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작품에서 연인의 시체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과 성충동의 표현은 많은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시체성애"를 

연상시킨다. 186  특히 파펜하임은 이미 《기다림》 이전에 『횃불』(Die 

Fackel)에 실린 "해부실"(Seziersaal)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시체를 

성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체에 대한 사랑은 역으로 살아있는 

대상에 대한 억압된 표현을 의미하며, 억압된 욕망은 위험이 따르지 않는 

시체를 통해서만 자유롭게 표출된다. 

물론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인과  안나O를 비롯한 히스테리 사례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기다림》의 여인은 프로이트와 브로이어가 

                                            
182

 Freud, 『히스테리 연구』, 122. 
183

 Freud, 위의 글, 293. 
184

 프로이트는 최초에는 실제적인 성적 유혹을 히스테리의 중요한 병인으로 

다루었으나, 후에 그것이 실제 유혹에 의한 것인지 환상에 의한 것인지는 

중요치 않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여기서 유혹이란 당사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과도한 성적 자극을 의미한다.  
185

 Sigmund Freud, "도라의 히스테리 분석," 김재혁, 권세훈 옮김, 『꼬마 

한스와 도라』 (파주: 열린책들, 2003), 269. 
186

 이미 죽은 연인의 시체에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예술 작품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등장하는 오필리아의 해골에 대한 사랑,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 『에밀리에게 장미를』에 등장하는 연인의 시체와의 

동거,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에 등장하는 요하난의 시체에 대한 사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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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Konversion)이라고 부른 마비와 발작과 같은 만성적 신체화 증상은 

나타내지 않으며, 작품에서 드러나는 연인간의 과도한 감정과 이상화는 

실제 연인 관계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연인 관계 

속에서 인간은 원초적 대상 관계를 반복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사람도 

일시적인 병리성을 보일 수 있다. 187  뿐만 아니라, 본 절에서 히스테리 

증상으로 간주한 몇몇 요소들은 일반적인 낭만주의 문학의 표현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예술 작품을 현실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점을 지니며, 여기서의 논의는 작품의 배경과 소재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적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2) 꿈-작업(Traumarbeit)과 상징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표현주의적 작품이 "정신분석적 꿈-

기록"(psychoanalytisches Traumprotokoll)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188 쇤베르크 자신은 《기다림》이 하나의 "악몽"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실제 리브레토의 대사에는 마지막 장면에서 "꿈"이 

등장한다.189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파펜하임이 작품을 창작했던 자발적 

"퇴행" 상태는 작품에 꿈과 유사한 원리를 불러올 수 있다. 

프로이트는 창조적인 작가와 꿈꾸는 자를 동일시하였으며, "꿈"과 

작가의 창조성의 근원을 이루는 "몽상"(Phantasieren)이 동일한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190  이처럼 꿈과 작품을 동일한 창조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작품 속 장면을 일종의 "꿈"으로 간주하여 해석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191  그는 꿈을 크게 실제로 발현된 꿈-

                                            
187

 르메르(J. G. Lemaire)는 애정생활의 정신병리적 문제를 '개인적인 병리'와 

별개의 '커플 병리'로 보았다. Éric Smadja, 『커플과 커플의 역사』, 임말희 

옮김 (서울: NUN, 2013), 222. 
188

 Strasser, "Freud mit Musik," 165. 
189

 마디395-396 "이 빛깔도 경계도 없는 꿈에서"(in diesem Traum ohne 

Grenzen und Farben). 
190

 Sigmund Freud, "작가와 몽상," 정장진 옮김, 『예술, 문학, 정신분석』 

(파주: 열린책들, 2003), 150-153. 
191

 프로이트는 이미 『꿈의 해석』에서 호메로스와 셰익스피어 등의 작품을 

언급하며 예술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그는 자신의 

논문 "빌헬름 옌젠의 『그라디바』에 나타난 망상과 꿈"(1906)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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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Trauminhalt)과 꿈의 잠재적 의미에 해당하는 꿈-

사고(Traumgedanke), 그리고 꿈-사고를 왜곡시켜 꿈-내용으로 변환하는 

꿈-작업(Traumarbeit)의 3원적 구조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꿈의 발생 원리를 근본적으로 예술 작품의 창작 원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많은 수의 정신분석적 비평(psychoanalytic criticism)이라 

불리는 작업은 바로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작품을 일종의 꿈으로 

간주하고 정신분석의 이론에 따라 해석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프로이트가 주목한 것은 꿈을 왜곡시키는 꿈-작업이었다. 꿈-

작업의 첫 번째 원리인 압축(Verdichtung)은 복잡한 꿈-사고를 꿈 속에서 

매우 간결하고 짧게 변화시킨다. 압축 작업으로 인해 논리적 인과 관계는 

생략되며, 불완전한 묘사와 중복결정되어(überdeterminiert) 나타나는 

최소한의 요소를 통해 의미는 중첩된다. 이러한 꿈의 특성은 무엇보다 

《기다림》 작품 자체의 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작품에서는 마치 꿈처럼 

최소한의 인물만 의미 있게 등장하며, 오직 "숲"이라는 공간 안에서 많은 

장면들이 생략되어 제시된다. 또한 4장에 비하여 매우 짧은 분량의 1-3장 

역시 압축의 원리를 잘 보여준다.192 

전치(Verschiebung)는 압축과 함께 꿈-작업을 이루는 핵심기제이다. 

전치는 꿈-사고에서 심리적 가치가 높은 요소는 그 강도를 박탈하고 다른 

요소에 높은 강도를 부여 함으로써 꿈-내용을 꿈-사고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193  이를 통해 무의식적 사고는 겉으로 보기에 사소하고 엉뚱한 

대상으로 뒤바뀌어 꿈에 나타나게 된다. 궁극적으로 무의식의 저항과 

검열을 피하여 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작품에서는 여인이 

경험하는 환각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연인의 시체는 처음에 나무 둥치로 

등장하며, 최초에 뱀은 버섯으로, 연인은 그림자로 전치되어 등장한다. 또한 

질투의 대상이 되는 여성을 엉뚱한 "하얀 팔"로 지칭하는 것 역시 전치로 

                                                                                                               

꿈 이론을 이용해 작품 속에 나타난 "꿈"을 분석하며 작가가 이러한 장치를 

통해 인간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192

 리햐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역시 4장에 비해 짧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

 Sigmund Freud, 『꿈의 해석』, 김인순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03), 366-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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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꿈-작업은 상징을 통한 묘사이다. 

개인의 경험에 크게 의존하는 압축 및 전치 작업과 달리, 꿈에서 나타나는 

상징은 문화에 따라 어느 정도 전형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여기서 거론되는 상징은 당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상징주의 문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작품에 또 다른 

문학성을 부여하고 있다. 194  이러한 상징은 마찬가지로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은 표현주의적 작품인 《기다림》을 해석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프로이트의 논의에서는 성적인 상징이 중심을 이루며, 《기다림》에서 역시 

많은 성적 상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여인이 첫 장면에서 달고 나오는 꽃은 분명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흰 옷과 꽃은 처녀성을 상징할 수 있으며, 붉은 장미는 그 반대를 의미할 

수 있다. 특히 부분적으로 떨어진 꽃은 그러한 처녀성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임을 드러낸다. 실제로 영어에서 "처녀성을 잃다"는 단어는 

"defloration" 195 으로 꽃과 관련하여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6  이러한 관점에서 1장의 첫 대사 "그를 위한 꽃은 분명 시들었을 

거야..."(Die Blumen für ihn sind sicher verwelkt...) 역시 처녀성의 상실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처녀성에 관한 상징은 이 외에도 작품 전체에 걸쳐 풍부하게 등장한다. 

여기에는 프로이트의 환자였던 "도라"(Dora)의 꿈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197 프로이트는 도라를 치료하면서 그녀가 꾼 2개의 꿈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도라의 첫 번째 꿈은 집에 불이 난 상황에서 어머니는 보석함을 챙기려 

                                            
194

 상징주의 전통의 관점을 취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Feilotter, "Schoenberg, 

Pappenheim, and the Expression of Solitude in Erwartung, Op. 17." 
195

 영어의 "flower"는 라틴어 "flos", 프랑스어 "fleur", 스페인어 "flor"와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하였다. 
196

 이 외에도 클레멘스 브렌타노의 시에 기반한 리햐르트 슈트라우스의 《여섯 

편의 가곡》 op. 68 제2곡 "작은 꽃다발을 묶으려 했네"(Ich wollte ein 

Sträußlein binden), 괴테의 시에 기반한 슈베르트의 

"들장미"(Heidenröslein)에서 모두 처녀성을 상징하는 꽃이 등장한다. 
197

 Carpenter는 도라의 사례가 《기다림》의 작업 전에 새로 출판되었음을 

지적하며,  《기다림》과 도라의 사례가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본다. 

Carpenter, "Erwartung and the Scene of Psychoanalysis,"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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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만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198 프로이트는 이 꿈의 

"보석 상자"를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보석이 연인에게 

선물 받는 것인 동시에 연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199 

마찬가지로 《기다림》의 첫 장면에서 여인의 원피스에 붙어있는 

보석(Schmuck) 역시 꽃과 함께 전형적인 처녀성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또한 화재는 일반적으로 타오르는 사랑, 곧 성충동을 상징한다. 이러한 

뜨거움의 심상은 《기다림》 마지막 장면의 "횃불"과 "불타는 입술"200, 회상 

장면의 "불타는 태양"201, 유혹 장면의 "뜨거운 심장"202에서 드러난다. 

두 번째 꿈에서 도라는 아버지가 아픈 와중에 무성한 낯선 숲으로 

들어가 낯선 남자를 만나며, 남자는 그녀와 함께 가겠다는 제의를 하지만 

거절하고 불안감이 엄습한다. 203  프로이트는 이 꿈을 처녀성을 잃는 것에 

대한 공상이 은폐된 것으로 해석한다. 204  마찬가지로 《기다림》의 배경이 

되는 숲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울창한 숲, 산, 풍경 등은 가장 빈번히 여성의 

성을 상징한다. 205  뿐만 아니라 숲은 당시 남녀의 밀회의 장소로 애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06  작품의 첫 장면에서 하얀 옷을 입은 단정했던 여인은 

숲에서 연인을 찾아 헤매다 빠져 나온 뒤에 찢어진 옷과 피로 더럽혀지며, 

이는 또 다시 처녀성의 상실을 상징하고 있다. 

실제로 숲에서는 여인과 연인의 시체 사이에 신체 접촉이 "축축한" 207 

가운데 벌어진다. "축축함"은 꿈-사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감각 요소로 

불결함과 함께 억압된 성적인 유혹을 의미한다. 208  또한 여인이 연인에게 

                                            
198

 Freud, "도라의 히스테리 분석," 252. 
199

 Freud, 위의 글, 258-259. 
200

 마디418-422 "내 밤의 횃불 같은 당신의 키스...나의 입술은 불타며 

반짝여요"(dein Kuß wie ein Flammenzeichen in meiner Nacht...meine 

Lippen brennen und leuchten). 
201

 마디227 "태양이 우리 위에 불타고"(Die Sonne glüht auf uns). 
202

 마디220-221 "내 심장은 기다림으로 뜨거워요"(Mein Herz ist so heiß vom 

Warten). 
203

 Freud, "도라의 히스테리 분석," 285-286. 
204

 Freud, 위의 글, 291-292. 
205

 Freud, 『꿈의 해석』, 334-437. 
206

 프로이트의 사례에서 도라와 K씨의 만남 역시 호숫가 숲에서 이루어졌다. 
207

 마디150 "아직 축축해"(es ist noch naß). 
208

 Freud, "도라의 히스테리 분석,"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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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발로 찌르는 행위(stoßen)와, 여인이 연인을 살해했다는 가정하에 쏘는 

행위(schießen)는 모두 성교를 상징하는 남성적 행위로 간주되며,209 여인은 

작품에서 이를 능동적으로 반복한다. 꿈에서 실제 성기는 다른 신체 부위로 

변환되어 나타나며, "손"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할 수 있다. 210  이러한 

관점에서 유혹 장면에서 나타나는 연인의 손에 대한 키스와 가슴의 접촉은 

강렬한 성적 접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장의 회상 장면에서 등장하는 담장을 넘어 가는 행위는 

어떤 죄를 범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정원 담장 너머로 당신을 

향해...그건 그만큼 낮아요"(Ü ber die Gartenmauer dir entgegen...so 

niedrig ist sie)에서 독일어 형용사 "niedrig"는 "낮은"과 동시에 "저급한", 

"천한"의 의미를 갖는다. 211  이러한 언어의 중의성을 이용한 전치는 

프로이트의 꿈 사례에서 매우 빈번히 등장한다. 일례로 꿈에서 "내려가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과의 성관계를 암시할 수 있다. 212  또한 여기서 

기어오르거나 기댈 수 있는 담장 또는 벽은 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3  《기다림》에서 역시 3장의 환각에서 "하얀 벽"에 연인의 

그림자가 비치며, 작품에서 정원의 담장은 안전하고 고요한 장소, 즉 연인을 

상징한다.214 

프로이트는 《기다림》에서 나타나는 상징과 매우 유사한 여성 환자의 

꿈을 해석하는데, 꿈 속에서 여인은 붉은 꽃 가지를 들고 난간을 넘어 길을 

가는 도중에 꽃이 대부분 떨어진다. 이후 정원에서 한 남자를 만나 

포옹하고 남자가 그녀의 정원에서 무언가를 빼앗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프로이트는 이 꿈에서 붉은 꽃이 처녀성, 생리, 춘희를 상징하며 난간을 

                                            
209

 Freud, 『꿈의 해석』, 455. 그리스 신화의 에로스(큐피드) 역시 화살을 

"쏜다". 
210

 Freud, 위의 글, 426. 
211

 여성형 대명사 sie가 담장(Gartenmauer)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이 문장은 "그녀는 천해요"로도 

해석될 수 있다. 
212

 Freud, 위의 글, 366. 
213

 Ibid., 421-422. 
214

 Feilotter, "Schoenberg, Pappenheim, and the Expression of Solitude in 

Erwartung, Op.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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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처녀성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는 사고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한다.215 마찬가지로 《기다림》의 여인은 과거에 정원 

담장을 넘어 연인을 만나며 옷에 달린 꽃이 떨어진 상태로 등장한다. 

특히 정원은 여성의 내적 세계인 동시에 몸을 상징하고 있다. 

《기다림》에서 여인은 정원에서 연인을 맞이한다. 216  쇼르스케는 여기서 

등장하는 정원이 파국으로 끝나는 남녀의 비밀스런 사랑을 상징하는 

쇤베르크의 《공중정원의 책》(Das Buch der hängenden Gärten) op. 15의 

연장선이라고 말한다. 217  또한 정원의 상징은 회화에서도 드러나는데, 

루벤스는 작품 "사랑의 정원"(Garden of Love)에는 정원을 배경으로 

에로스와 사랑하는 남녀가 등장한다.  

또 다른 전형적인 여성의 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요소는 바로 

"방" 또는 "집"이다.218 《기다림》의 여인은 유혹 장면에서 "우리 방은 불을 

켜뒀어요...모든 게 기다려요...꽃이 아주 향기로워요"(Unser Zimmer ist 

halb hell...Alles wartet....die Blumen durften so stark)라고 말한다. 

여기서 방과 꽃은 모두 강렬한 성적 상징으로 등장한다. 특히 성적 

상징으로 사용된 방 또는 집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219  4장의 무대 배경에 등장하는 "모든 창문이 어두운 덧문으로 

닫혀있는 집"은 강한 성적 억압을 드러낸다. 

이 외에 작품에서 중요한 상징으로는 "눈"과 "달"을 들 수 있다. 

리브레토 상의 여인의 대사에서 눈(Auge)은 10번 220 , 달(Mond)은 

달빛(Mondlicht)을 포함하여 총 8번 등장한다. 앞서 히스테리에서 주목했던 

눈은 여기서 또 다시 중요성을 획득한다. 민감하고 중요한 감각 기관으로서 

                                            
215

 Freud, 『꿈의 해석』, 376-381, 411-414. 
216

 뒤에서 살펴보겠으나 Keathley 역시 분석에서 정원(Garten)을 길(Weg)과 

대조되는 수동적 여성적 상징으로 이해한다. 
217

 Carl Schorske, 『비엔나: 천재들의 붉은 노을』, 김병화 옮김 (서울: 

생각의 나무, 2010), 472. 이 외에도 윌리엄 블레이크는 사랑의 정원을 

묘지와 대비시키는 시 "사랑의 정원"(Garden of Love)를 남겼다. 
218

 Freud, 『꿈의 해석』, 420. 
219

 Freud, 위의 글, 420. 
220

 쇤베르크는 눈의 상징을 강조하기 위해 파펜하임의 초고에서 "Blick"을 

"Augen"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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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은 쉽게 성기로 대체될 수 있다. 거세를 대변하는 오이디푸스는 스스로의 

눈을 찔러 실명하며, 때로 눈은 꿈 속에서 여성의 성기를 뜻하기도 한다.221 

또한 시선은 그 자체가 성적 관계 또는 매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기다림》의 여인은 먼저 연인의 시선을 의심하며, 일상에서 "한 눈을 

파는" 행위는 곧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기다림》에서 

연인의 모든 매력은 다름 아닌 눈에서 나온다. 

눈은 3장의 환각에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여인은 무대 

배경의 노란 버섯을 "튀어나온 커다란 눈"으로 착각하며, 이는 다시 뱀의 

환각을 불러일으킨다. 눈은 여기서도 명백한 성적 상징으로서 버섯 및 뱀과 

등가를 이루고 있다. 버섯 222  역시 남성의 성기를 상징할 수 있으며, 뱀은 

가장 뿌리깊은 남성 성기의 상징이다. 223  또한 여기서 여인의 두려움은 

절정에 달하는데, 꿈 속에서 성적 흥분은 주로 불안으로 대체된다. 꿈 

속에서 무언가 쫓기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꿈은 많은 경우 성적 충동과 

그 억압의 결과로 생각된다. 224  이러한 연장선에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접촉하는 2장의 환각은 임신에 대한 공포로도 해석될 수 있다.225 

다음으로 빈번한 상징인 달은 마치 거울처럼 여인이 감정을 투사하는 

대상으로 등장하며, 극의 진행에 따라 달은 "예전에는 밝았다"가 가려지고 

흔들린다. 실제로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며 주기적으로 형태가 변하고 

구름에 쉽게 가려지는 천체이다. 또한 달은 여성적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창백한 달은 유아가 자신이 태어난 곳이라 믿는 신체 부위를 

상징하며, 226  데멜의 "정화된 밤"에서 역시 임신의 모티프는 달과 함께 

등장한다. 또한 낭만적 상징주의 전통에서 달은 빈번하게 낭만과 자연의 

                                            
221

 Freud, 위의 글, 426. 
222

 Feliotter는 이를 버섯(Herrenpilze)를 좋아했던 프로이트와 연관 짓는다. 

Feilotter, "Schoenberg, Pappenheim, and the Expression of Solitude in 

Erwartung, Op. 17," 14. 
223

 Freud, 『꿈의 해석』, 424. 
224

 Freud, 위의 글, 673-675. 
225

 프로이트는 원치 않는 해충 등이 들러붙는 꿈을 임신에 대한 공포로 

해석하였다. Freud, 『꿈의 해석』, 424. 
226

 Freud, 위의 글,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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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으로 이용되며 특히 연인과의 비밀스런 결합을 상징한다. 227  작품에서 

달이 가려지는 2장에서는 연인의 시체를 알아보지 못하며, 달이 저무는 

아침은 언제나 연인을 여인과 갈라놓는다.  

이러한 달의 상징은 쇤베르크가 데멜의 시에 붙인 작품 《정화된 

밤》(Verklärte Nacht, op. 4)과 op. 2 제1곡에 사용된 동명의 시 

"기다림"(Erwartung)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파펜하임이 이미 

알고 있었을 op. 2 제1곡 "기다림"에서는 모노드라마 《기다림》과 

마찬가지로 빛나는 달과 붉은 집, 창백한 여인의 상징이 등장하며,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독자에게 성적인 기대를 환기시킨다. 228  특히 달에 관해 

등장하는 색체의 은유는 당시 상징주의 문학에서 매우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229  여기서 1연의 달은 5연에서 창백한 여인의 손으로 대치되는데, 

이러한 3연을 중심으로 한 심상들의 대칭구조는 모노드라마 

《기다림》에서도 사용되었다. 리브레토에서 "어두움"(dunkel)과 

"따뜻함"(warm)의 심상은 1장 시작 부분과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며, 쇤베르크의 음악에서도 발견된다.230 

 

                                            
227

 Feilotter, "Schoenberg, Pappenheim, and the Expression of Solitude in 

Erwartung, Op. 17," 16. 
228

 Walter Frisch, Early Works of Arnold Schoenberg 1893-1908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93-94. 
229

 《달에 홀린 피에로》에 사용된 지로의 시에도 마찬가지로 달에 관한 

색체가 등장한다. "달빛은 수정같이 투명하며, 은처럼 밝고, 하얗고, 창백하며, 

납 같다. 달은 하얀 가슴을 가지고 있으며, 달의 불꽃은 창백하다. 달빛 

아래서 빨래하는 여자는 핏기 없어 보이며, 은처럼 하얀 팔로 색이 빠진 

수건을 빤다. 여인의 입술은 창백하다." 오희숙, 『쇤베르크 - 달에 홀린 

피에로』, 37. 또한 코코슈카의 연극 『불타는 가시덤불』(Der brennende 

Dornbusch, 1911)에서 달은 여성의 성을 상징한다. Crawford, 

Expressionism in Twentieth-Century Music, 293. 
230

 본 논문의 4장 4.정신분석적 해석 중 2)결말: 애도와 복구 참조. 

바닷빛 녹색 연못위로, 

붉은 별장 곁에,  

죽은 떡갈나무 아래 

달이 비치네. 

 

Aus dem meergrünen Teiche 

Neben der roten Villa 

Unter der toten Eiche 

Scheint der 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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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요한 상징은 숫자이다. 프로이트는 꿈에 등장하는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보았다. 231  작품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숫자는 대사 

"당신은 삼일 동안 내 곁에 없었어요"(drei Tage warst du nicht bei 

mir)232에서 사용된 "3"이다. 실제로 상식에 비추어 3일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는 현실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많은 신화와 설화에서는 숫자3이 

등장하는데, 233  특히 주목할 부분은 많은 경우 세 가지 중의 선택 혹은 세 

                                            
231

 꿈 속에서 등장하는 숫자와 계산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Freud, 

『꿈의 해석』, 478-500. 
232

 작품에서 이 대사는 마디235와 284-285에서 2회 등장한다. 
233

 서구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완전함"을 뜻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외에도 예수는 세 가지의 유혹을 받고 사흘만에 부활하였으며, 

나무의 어두운 반영이 

물을 통해 뻗치는 곳에 

한 남자가 서서 

손에 낀 반지를 벗네 

 

세 개의 오팔이 반짝이며. 

창백한 원석에서 

붉은색과 녹색 섬광이  

일렁이고 가라앉네. 

 

그리고 그는 그것에 키스하고, 

그의 눈은 빛난다 

바닷빛 녹색 땅처럼. 

창문이 열린다.  

 

붉은 별장으로부터, 

죽은 떡갈나무 곁에, 

그에게 손짓하는 창백한 

여인의 손. 

 

Wo ihr dunkles Abbild 

Durch das Wasser greift, 

Steht ein Mann und streift 

Einen Ring von seiner Hand. 

 

Drei Opale blinken; 

Durch die bleichen Steine 

Schwimmen rot und grüne 

Funken und versinken. 

 

Und er küßt sie, und 

Seine Augen leuchten 

Wie der meergrüne Grund: 

Ein Fenster tut sich auf. 

 

Aus der roten Villa 

Neben der toten Eiche 

Winkt ihm eine bleiche 

Frauen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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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세 개의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스 신화의 목동 파리스는 세 여인 

중 가장 아름다운 셋째를 선택하며, 신데렐라는 세 자매 중에서 선택된 

셋째였다.234 뿐만 아니라 살로메는 요하난에 대한 세 번의 구애가 실패하자 

그를 죽인다. 이에 근거하면 3일이 지났다는 것은 모든 기회를 잃었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로버트 팰크(Robert Falck)는 안나O가 

식사와 수면을 거부한 3일을 《기다림》에서 연인이 부재한 3일과 

연관시킨다.235  무엇보다 3일은 마틸데가 쇤베르크를 떠나 게르스틀과 함께 

있었던 1908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의 기간이며, 236 결코 우연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 사실은 작품의 해석에 쇤베르크의 개인사적 요소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접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성적 상징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대하여 과잉 해석이라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저자 마리 파펜하임은 작품에서 다양한 성적 

의미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그녀는 성 해방 운동에 앞장섰으며, 

그녀가 이전에 『횃불』에 기고한 시 "첫 임신"(Prima graviditas)은 

여성적 경험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작품에서 

뚜렷하게 제시되는 처녀성의 상실에 대한 상징은 아마도 당시 파펜하임이 

몰두했던 문제에 속할 것이다. 작품의 유혹 장면은 쇤베르크에 의해 

삭제되었다가 파펜하임에 의해 복구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쇤베르크가 

수정하기 전 리브레토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성적 암시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237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 신화에는 삼형제와 세자매가 빈번히 등장한다. 이 밖의 신화는 다음을 

참조. 김원익, "숫자 3 세계 신화의 공통분모," 『신화 인간을 말하다: 김원익 

신화 에세이』 (서울: 바다, 2011). 
234

 Freud, "세 상자의 모티프," 정장진 옮김, 『예술, 문학, 정신분석』 (파주: 

열린책들, 2003), 267-270. 
235

 Falck, "Marie Pappenheim, Schoenberg, and the Studien über Hysterie," 

136. 
236

 마틸데는 8월 26일 게르스틀과 함께 도피하여 8월 30일에 쇤베르크에게 

돌아온다. Coffer, "Richard Gerstl and Arnold Schönberg: A Reassessment 

of their Relationship (1906-1908) and its Impact on their Artistic Works," 

287. 
237

 본 논문의 "리브레토의 수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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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küssen)는 여인의 대사에서 8번 등장하며, 삭제된 것을 포함하면 

12번 등장한다. 이는 작품에 등장하는 어떤 다른 상징보다 많은 것이다. 

이처럼 작품을 하나의 "꿈"으로 간주하는 해석은 앞서 파펜하임과 

쇤베르크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스트린드베리의 작품 시학을 

통해 뒷받침 될 수 있다. 특히 쇤베르크와 파펜하임이 《기다림》의 작곡에 

앞서 접했을 스트린드베리의 『꿈연극』(Ett drömspel, 1901)은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기다림》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작품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은 일관성이 없지만 분명하게 논리를 갖춘 꿈의 형식을 모방하려고 

시도했다.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럴 듯하다.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 그 방식들이란 기억들의 혼합, 경험들, 

자유로운 공상들, 부조리함들, 즉흥들이다. [...] 그러나 고통이 최악에 

이르렀을 때 고통 받는 자는 잠에서 깨어나고 현실과 화해한다.238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 스트린드베리는 자신의 작품을 하나의 

"악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쇤베르크의《기다림》에 대한 인식과도 

일치한다. 이처럼 작품 전체를 꿈의 원리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은 결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죽은 연인을 재발견하는 《기다림》의 

결말은 『꿈연극』과 같이 마지막 장면에서 비로소 주인공이 악몽에서 

깨어나 현실을 지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말까지도 여인이 여전히 꿈 속을 방황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프로이트는 꿈의 궁극적인 목적을 소원 성취로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다림》 속의 소원 성취는 바로 연인의 부활이 될 것이다.  

 

3) 편집-분열 자리(paranoid-schizoid position)와 우울 자리(depressive 

position)  

리비도가 집중되는 신체 부위에 따른 프로이트의 발달 이론239과 달리 

                                            
238

 Strindberg, 『꿈연극』, 7. 
239

 프로이트는 아동 성욕에 대한 이론에 기반하여 심리성적 발달단계를 구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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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1882-1960)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하여 "자리"(position) 240 라는 독창적인 개념으로 발달을 

정의하였다. 그녀는 생애 초기(3개월~15개월)에 부분대상(part-object)으로 

구성된 내적 세계에서 점차 통합된 전체대상(whole-object)으로 이행하는 

것을 발달상의 중요한 변화로 간주하였으며, 전자를 편집-분열 

자리(paranoid-schizoid position) 241 , 후자를 우울 자리(depressive 

position)로 명명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각각의 자리는 그 자체로는 

병리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간주되며, 유아가 아닌 성인에게서도 

언제든 재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고전적 해석이 내포하고 

있던 해석에 병리성을 끌어들인다는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 않다. 또한 

클라인은 "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굳이 외부와 내부를 구분 짓지 

않았는데, 242  이는 작품 전체를 순수한 내적 사건으로 간주하고자 했던 

쇤베르크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클라인의 발달 이론에 

비추어 《기다림》의 리브레토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클라인은 유아에게 엄마의 젖가슴이 최초의 부분대상이며, 이는 

이분법적 도식에 따라 좋거나 나쁜 것,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유아의 내적 세계는 순전히 좋은 것과 함께 

박해적이거나 파편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 243  이 시기에 유아는 

                                                                                                               

(oral stage), 항문기(anal stage), 남근기(phallic stage), 잠복기(latent 

period), 성기기(genital period)로 구분하였다. 
240

 이는 경우에 따라 "태도" 혹은 "자세"로 번역 되기도 한다. Jean Laplanche 

and Jean-Bertrand Pontalis, 『정신분석 사전』, 임진수 옮김 (서울: 

열린책들, 2005), 286. "단계" 혹은 "시기"라는 용어 대신 "자리"를 사용한 

것은 클라인이 이를 일시적으로 거쳐가거나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반복되며 지속되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한편, 

그것이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Hanna 

Segal, 『멜라니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이재훈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87. 
241

 여기서 사용된 "분열"(schizoid)이라는 용어는 최근 "조현병"으로 일컬어지

는 정신분열증(schizophrenia)과는 별개의 의미를 갖는다.  
242

 Clair,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제4판』, 11. 
243

 인간이 지닌 이러한 근원적 인식의 흔적은 성인에게서 역시 선/악을 비롯한 

이분법적, 이항대립적 도식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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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충동(Todestrieb) 244을 투사하는 불안 속에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적 환상(phantasy)245과 편집적이고 분열된 심리기제를 사용한다. 즉, 

여기서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자아의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아가 대상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할 때 

그것은 영속성 없이 불연속적인 각기 다른 대상으로 인식되며, 좋은 대상의 

부재는 단순히 결핍된 상태가 아니라 박해당하는 것으로 경험된다. 

이처럼 편집-분열 자리를 대표하는 박해불안(persecutory anxiety)은 

스스로의 공격성이나 파괴적 충동을 외부의 대상이 가진 것으로 믿는 

투사(projection)를 통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기다림》에 등장하는 

여인의 초기 상태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심리기제는 투사이다. 연인을 

찾아 숲 속으로 들어가기 전,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는 여인의 대사 

"달이 공포에 질려있어..."(der Mond ist voll Entsetzen)는 자신의 두려움을 

달이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여인의 투사를 잘 드러낸다. 연인의 시체를 

처음 발견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대사 "교활한 달 

같으니...자기한테 핏기가 없다고...붉은 피를 칠하는 거야"(Der Mond ist 

tückish...weil er blutleer ist...malt er rotes Blut) 역시 연인을 살해하고도 

모른척하는 스스로의 인정할 수 없는 "교활함"을 달에 투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장인물의 심리를 투사하는 대상으로서 달은 

《살로메》에서 역시 인상적으로 사용된 바 있다. 246  이 외에도 여인의 

심리는 여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직접 드러나기보다는 빈번하게 투사를 

통해 외현화되어 나타난다. 2장에서 여인은 흐느끼는 환청을 듣지만, 247 

실제로 연인의 상실로 슬퍼하는 것은 여인 자신이다. 3장에서 연인에 대한 

                                            
244

 멜라니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후기 이론인 죽음충동을 수용한 소수의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이었다. 후기에 프로이트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원리를 넘어서는 무자극 상태로 회귀하고자 하는 죽음충동을 출생 

때부터 품고 있다고 보았다. 
245

 클라인은 의식적 환상(fantasie)과 구분되는 무의식적 환상을 

"phantasy"라고 칭하였다. Julia Segal, 『멜라니 클라인』, 김정욱 옮김 (서울: 

학지사, 2009), 71. 
246

 《살로메》의 첫 장면에서 경비대장과 시동, 살로메, 헤로디아스, 헤롯은 

각각 달에서 다른 모습을 발견한다. 이는 다름아닌 스스로의 심리를 달에 

투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247

 마디71-72 "거기 누가 울고 있나요?"(Wer weint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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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은 실제로 연인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4장의 유혹 

장면에서는 연인의 시체가 따뜻할 것으로 착각하며, 248  이는 스스로의 

열정을 연인에게 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손이 

차갑다는 깨달음은 연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실망감으로 

이어진다.249 

직접적인 박해불안은 여인이 경험하는 숲의 환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여인은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환각에 쫓기며 

공포에 질린다. 특히 4장의 대사 "낯선 여자가 날 쫓아낼 거야!"(die fremde 

Frau wird mich fortjagen!)와 "나를 위한 자리는 없어"(für mich ist kein 

Platz da)는 직접적으로 박해 상황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박해불안의 

기저에는 외부로 투사된 공격성을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증거로서 

4장의 후반부에서 연인을 힐난하며 공격성을 표현하게 되면서 더 이상 

공포스런 환각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이는 작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연인을 살해하는 동기가 되었을 여인의 

공격성과도 합치된다. 이처럼 살해 후 박해불안에 쫓기는 여인의 모습은 

클라인이 해석한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오레스테이아』(Oresteia)를 

상기시킨다. 오레스테스는 아버지 아가멤논의 복수를 위해 엘렉트라와 

협력하여 직접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살해하지만, 그 죄책감으로 이후 

박해불안에 시달리며 복수의 여신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다.250  

클라인은 이 외에도 현실을 왜곡하는 원초적 방어기제에 속하는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 분열(splitting), 부인(denial)을 편집-분열 

자리의 주요한 특징으로 보았다. 투사적 동일시는 단순히 자신의 심리를 

외부로 기인하는 투사에 비해 보다 복잡한 과정으로서 거부되는 자신의 

                                            
248

 마디216-218 "당신의 사랑스러운 손...왜 이렇게 차갑지?"(Deine liebe 

Hand...so kalt?). 
249

 Keathley, "'Die Frauenfrage' in Erwartung: Schoenberg's Collaboration 

with Marie Pappenheim." 158. 
250

 클라인은 오레스테스의 상태를 죄책감을 느끼는 보다 성숙한 상태로 

간주하지만 편집-분열적 자리의 박해불안은 지속된다.  C. Fred Alford, 

"Melanie Klein and the 'Oresteia Complex': Love, Hate, and the Tragic 

Worldview," Cultural Critique 15 (1990):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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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을 대상에게 투사한 뒤 그것에 대해 동일시하는 내적 대상을 

보유함으로써 대상과의 연결을 유지한다. 이는 자아의 유지뿐만 아니라 

대상을 이상화하거나 대상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251 

작품에서 나타나는 주된 투사적 동일시 대상은 연인과 "하얀 팔"(die 

weißen Arme)의 여인이다. 여인이 발견한 연인은 이미 죽은 상태이므로 

특정한 의도를 지닐 수 없음에도, 그녀는 다른 여자에게 한 눈을 파는 

연인의 시선을 의심하며, 252  그를 "비열한 사람"(Elender)이자 

"거짓말쟁이"(Lügner)로 지각한다. 또한 연인이 "탐욕스럽게"(gierig) 껴안은 

"하얀 팔"은 정당한 근거 없이 "마녀"(Hexe)이자 "창녀"(Dirne)로 간주된다. 

이처럼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형성된 욕망에 찬 나쁜 대상은 역설적으로 

여인의 억압된 공격성과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집-분열 자리를 특징짓는 분열(splitting)은 대상을 완전히 좋거나 

또는 완전히 나쁜 대상으로 나누어 지각하는 방어기제이다. 이는 하나의 

복잡한 관계를 분리하여 단순화시킴으로써 위험한 감정을 통제하고 

전적으로 좋은 대상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흔히 동화 속의 마녀(계모)와 

요정(여왕)은 각각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로 분열된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다림》에서 분열은 비열한 거짓말쟁이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이상화된 대상을 오가는 연인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눈"(Auge)에 대한 지각 역시 분열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최초에 눈은 3장의 환각에서 소름 끼치는 "노랗고 커다란 

눈"(Gelbe, breite Augen)으로 등장하며, 이후 연인의 눈은 "생기 

없고"(starr) "끔찍한"(fürchterlich) "이상한"(seltsam) 눈과 "세상의 모든 

빛이 나오는" 눈을 오간다. 253  여기서 눈은 공포의 대상과 끔찍함과 

아름다움의 극단으로 분열된다. 

                                            
251

 이러한 환상(phantasy)에 기반한 심리기제가 활발히 일어남으로써 유아는 

자신의 내면을 외부로 투사하고 그것을 다시 내적 세계로 재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며, 이것이 근본적인 정신구조를 이룬다. Clair,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제4판』, 64-68. 
252

 마디274-275 "당신 어딜 보는 거죠?"(Wohin schaust du?). 
253

 마디267 "세상의 모든 빛이 정말 당신의 눈에서 나왔어요"(Alles Licht kam 

ja aus deinen Augen). 



 86 

부인(denial) 254 은 불안을 다루는 원초적 방식으로 좌절감을 주는 

박해의 경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상상을 통해 거부하거나 

덮어씌우는 것이다. 255  작품에서 최초로 부인이 드러나는 지점은 2장의 

마지막 장면으로 여기서 여인은 연인의 시체를 발견하고도 

"몸통"(Körper)이 아니라 "나무 둥치"(Stamm)인 것으로 착각한다. 4장에서 

역시 연인의 시체를 발견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부인을 통한 방어기제를 보인다. 이후에도 연인의 죽음과 외도에 대한 

부인은 계속해서 등장하며, 연인의 살해에 대한 부인 역시 추정할 수 

있다.256 

이와 더불어 작품에서 드러나는 편집-분열 자리의 특징으로 

시기심(envy)을 언급할 수 있다. 이는 클라인의 후기 저술 『시기심과 

감사』(Envy and Gratitude, 1957)에서 질투(jealousy)와 엄밀하게 구분한 

개념으로서, 그녀는 시기심을 생애 초기의 엄마와의 2자 관계 속에서 부분 

대상인 이상화된 좋은 젖가슴에 대한 파괴적 충동으로 보았다. 257  반면 

질투는 오이디푸스적 3자 관계 안에서 사랑에 근거한 경쟁자에 대한 

공격성을 의미한다. 258  따라서 질투보다 시기심이 언제나 더 파괴적이며, 

시기심의 목적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의 좋은 속성을 파괴하는 것에 

있다. 259  이러한 관점으로 《기다림》을 바라본다면, 질투는 곧 여인이 

경쟁자인 "하얀 팔"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며, 시기심은 다름아닌 연인에 

                                            
254

 프로이트는 부인(denial, Verleugnung[독])과 부정(negation, 

Verneinung[독])을 구분한다. 부인은 무엇보다 외부의 현실 지각에 관한 

것이며, 부정은 자신의 사고 혹은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Laplanche, 『정신분석 사전』, 171-175. 
255

 Lavinia Gomez, 『대상관계론 입문』, 김창대 외 옮김 (서울: 학지사, 

2008), 68. 
256

 이러한 전능적 부인은 앞서 살펴본 쇤베르크의 유언 초안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그의 음악적 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57

 결과적으로 시기심은 출생에 따른 분리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원초적이고 

강력한 공격성으로 간주된다. Gomez, 『대상관계론 입문』, 69. 
258

프로이트는 질투를 경쟁적, 투사적, 망상적 형태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투사적 질투에서 외도에 대한 무의식적 환상들이 존재하며, 이 

때 자신이 느끼는 유혹을 부인하고 자신의 충동을 환상의 경쟁자에게 

투사하게 된다. Smadja, 『커플과 커플의 역사』, 94. 
259

 Segal, 『멜라니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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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살인"이라는 사건 혹은 환상을 뒷받침하는 파괴적 

충동의 근본적인 동인은 경쟁자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연인에 대한 

시기심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재해서는 안 되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좋은 

대상이 "3일 동안" 없었다는 사실이며, 그로 인한 좋은 대상과의 고통스러운 

분리는 출생 초기 엄마와의 분리를 상기시키는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그 

대상을 파괴하려는 충동으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편집-

분열 자리를 특징짓는 시기심은 작품에서 암묵적으로 제시되는 연인의 

살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편집-분열 자리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여인의 심리에서 우울 자리(depressive position)로의 

변화가 관찰된다. 생후 3개월 경부터 유아는 비로소 외부대상을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인격체로서 인식하기 시작하며, 이제 좋은 대상이 

파괴되거나 그 대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새로운 종류의 불안을 

경험한다. 이러한 우울 자리는 평생에 걸쳐 발달하는 보다 성숙한 

대상관계를 포함한다. 즉, 앞서 좋은 것의 부재에 따른 박해불안과 분노는 

우울 자리에서 상실로 인한 슬픔과 우울로 변환되는 것이다. 260  이 

자리에서는 주체는 자신의 공격성으로 상실된 좋은 대상을 

복구(reparation)하려는 소원과 외부로 투사되던 공격성이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우울감을 경험한다.261  

《기다림》에서는 4장에서 "하얀 팔"에 대한 분노가 절정에 도달한 

직후의 대사 "나를 위한 자리는 없어"(für mich ist kein Platz da)를 

기점으로 뚜렷한 우울 자리의 특성이 나타난다. 통합된 대상 인식과 함께 

대상의 상실에 진정한 슬픔을 느끼는 애도와 공격성에 대한 죄책감은 우울 

자리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제 연인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좋음과 나쁨의 

양극단으로 분열되지 않으며, 연인은 비록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했음에도 그리운 대상으로 통합된다. 편집-분열 자리에서 분리되어 있던 

연인에 대한 사랑과 증오는 우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로 연합되는 

                                            
260

 클라인은 또한 이 불안이 곧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뿌리라고 보았다. Clair,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제4판』, 73-76. 
261

 Gomez, 『대상관계론 입문』,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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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62  이제까지 연인의 죽음 앞에서 진정한 슬픔의 감정이 아니라 

시기심과 질투, 부인으로 대응해왔던 여인은 비로소 현실을 지각하고 

"흐느끼며"(schluchzt auf) 울음을 터뜨린다. 이러한 애도는 대상의 상실을 

극복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여인이 우울 자리에 진입했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우울 자리에서 주체는 과거에 외부로 향했던 공격성에 죄책감을 

느끼며, 죄책감은 용서로 이어진다. 이 역시 《기다림》의 전개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여인은 작품의 말미에 평온하게 "오, 나는 당신을 

저주했어요"(Oh, ich fluchte dir)라고 말하며, 연인에게 퍼부었던 저주의 

말을 후회한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은 연인의 처지와 괴로움을 이해하며 

자신을 떠난 연인을 용서한다.263 클라인은 우울 자리를 사랑과 미움의 갈등 

중에서 사랑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단계로 보았으며, 264  우울 

자리에서 소원하게 되는 대상의 복구는 이러한 용서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를 증명하듯, 새로운 "기다림"의 끝에서 여인의 소망은 환상적으로 

성취되며 살해된 연인은 "복구"된다.  

라벨의 오페라 《어린이와 마법》(L'enfant et les sortilèges, 1924)은 

클라인의 관점에서 《기다림》의 이해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작품에서 어머니가 떠난 아이는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자 

방안의 물건들이 매우 커지면서 생명을 갖게 되고, 아이는 "달빛"이 비치는 

"정원"으로 도망치지만, 이번에는 거대해진 올빼미, 고양이, 다람쥐가 그에게 

복수를 하려 한다. 싸움 중에 아이는 다친 다람쥐를 보고 연민을 느끼고 

치료해준다. 그러자 괴물은 사라지고 세계는 다시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오며,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막이 내린다. 265  이러한 줄거리는 

《기다림》의 전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클라인의 발달상의 관점을 

                                            
262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tschell,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이재훈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236. 
263

 마디376-377 "당신도 괴로웠겠죠...당신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끌렸을 테니"(Vielleicht hast du auch gelitten...vielleicht rief dein Herz 

nach ihr). 
264

 Segal, 『멜라니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68. 
265

 Segal, 위의 글,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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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이는 좋은 대상의 부재로부터 박해불안과 

환각을 경험하며, 이는 결국 애도와 용서, 대상의 복구로 이어진다. 

클라인은 《어린이와 마법》의 줄거리가 편집-분열 자리에서 우울 자리로의 

이행과 함께 사랑의 능력과 현실감각이 돌아오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편집-분열 자리의 주체는 분열과 투사를 이용해 나쁜 

대상들로부터 벗어나는 반면, 우울 자리에서는 나쁨과 좋음이 공존하는 

총체적 대상을 지각하고, 그러한 대상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해 슬픔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반하여 《기다림》의 리브레토를 편집-분열 

자리에서 우울 자리로의 이행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작품의 해석에 있어 이전까지 간과되어 왔던 중요한 발전적 특성을 

부여한다. 이는 4장 후반부의 애도 장면에서 현실인식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며, 숲에서의 서사를 왜곡된 환상으로, 작품 마지막에 발견하는 

연인을 실재로 보는 새로운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다. 266  환상과 현실의 

엄밀한 구분을 논외로 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인 "광녀" 모티프가 

암시하는 주인공의 파멸에서 벗어나있다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작품에서 여인은 단순히 우리와 다른, 혹은 히스테리적 타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편집-분열 자리와 우울 자리를 오가는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267  이러한 주인공의 주체적 성격은 유사한 줄거리를 

갖는 《살로메》와 《기다림》을 구분 짓는 중요한 특성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분석을 통해 쇤베르크의 음악이 갖추고 있는 형식과 그것이 

리브레토에 대한 해석과 맺고 있는 관련을 살펴 볼 것이다. 

  

                                            
266

 이를 현실인식이 아니라 단순히 환상을 통한 "마술적 복구"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작품의 이해에 현실과 환상의 구분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여인이 가진 상실한 대상의 복구에 대한 소망이다. 이는 본 논문의 

4장 4.정신분석적 해석 중 2)결말: 애도와 복구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질 것이

다. 
267

 이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Keathley가 제기한 가부장적 전형에서 벗어나는 

여인의 특성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주체성을 여인에게 부여한다. Keathley, 

"'Die Frauenfrage' in Erwartung: Schoenberg's Collaboration with Marie 

Pappenhei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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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 분석 

 

1) 형식적 구조와 기법상의 특징 

작품의 형식을 나누는 것은 분석의 첫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기다림》은 작품의 형식적 토대를 이루는 리브레토가 전통적 

형식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쇤베르크의 음악 역시 의도적으로 

주제적 기법과 그것을 담기 위한 형식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에 

전통적 음악적 형식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선행연구들에서 역시 

작품의 형식적 측면은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오직 파편화된 

"순간형식"(Momentform) 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되어왔다.  

드물게 형식적 접근을 시도한 앨런 레셈(Alan P. Lessem, 1940-

1991)은 1-3장을 도입부로, 마디수를 기준으로 약 3/4에 가까운 비중268을 

차지하며 주된 플롯이 드러나는 4장을 (1)연인의 발견, (2)에로틱한 

"대화"(dialogue), (3)마지막 이별과 한탄(lament)의 세 부분으로 구분 

지었으나, 269  이러한 구분은 1-3장의 비중을 지나치게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270 작품에서 회상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여인의 다양한 심리 상태 및 

그에 따른 음악적 표현을 포착하는 데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작품에서 쇤베르크는 비록 의식하지는 않았더라도 여인의 심리 상태에 

맞추어 구분 지을 수 있는 음악적 형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음악적 심리극" 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크게 

보아 연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충격으로 이분될 수 있는 

작품은 보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271 

                                            
268

 1장은 37마디, 2장은 52마디, 3장은 35마디, 4장은 302마디로 구성된다. 
269

 Lessem, Music and Text in the Works of Arnold Schoenberg, 84. 
270

 기존의 연구에서 1-3장의 의미를 도입부 혹은 단순히 연인의 시체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축소시킨 반면,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중요한 상징과 

심리 상태가 표현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271

 Falck 역시 여인의 화법과 기억을 기준으로 장면을 구분짓지만, 구체적인 

음악적 표현이나 형식적 의미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4장을 크게 "발

견"(first discovery, 마디125-158), "재확인" (reassurance, 마디159-200), "

사랑의 죽음"(Liebestod, 마디201-272), "질투" (jealousy, 마디272-352), "

사랑, 회한" (love, remorse, 마디353-388), "단념, 자기연민"(r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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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기다림》의 형식 구분 

 구분 마디 

1장 

서주 1-3 

불안 3-14 

회상 15-22 

불안 23-30 

막전환 30-37 

2장 

환각 38-45 

회상 45-70 

환각 70-86 

막전환 87-89 

3장 

환각 90-97 

회상 97-101 

환각 101-113 

막전환 113-124 

4장 

발견 125-158 

부인 159-195 

유혹 196-233 

회상 233-272 

의심 272-348 

애도 349-388 

에필로그 389-426 

 

1-4장 모두 작품의 중간 지점에서 정서적, 음악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여인의 "회상"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 점은 주요한 

형식적 특징이다. 내용상으로 1장에서는 아주 짧은 회상이 나타나며, 

3장에서는 회상이 현실화된 환각과 뒤섞인다.272  전반부와 후반부의 정서가 

                                                                                                               

self-pity, 마디389-426)의 6부분으로 나누었으나 필자의 구분과는 차이가 

있다. Falck, "Marie Pappenheim, Schoenberg, and the Studien über 
Hysterie," 134-135. 

272
 각 장에서 내용적으로 회상을 구분 짓는 대사는 다음과 같다. "달이 예전엔 

아주 밝았는데..."(1장: 마디15), "정원의 담장 뒤는 정말 고요했어..."(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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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1-3장은 전통적인 ABA 3부 형식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음악의 동기적 통일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1-3장은 예기된 불안이 

회상을 거친 뒤 더 큰 감정적 동요로 회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조는 각 장을 거치며 점차 고조되어 4장에 이르러 확대된다. 특히 

4장은 1-3장과 달리 부인을 통한 대조와 함께 두려움과 고독, 질투와 

시기심의 극단적 감정의 표출 후에 이를 위로하고 해소하는 "발전적" 

형식을 지니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1-3장에서 사용된 형식의 

갑작스런 단절과 변화는 4장에 이르러 연속적인 양상을 보이며 통합된다.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감정에 따른 구분은 쇤베르크가 스스로 밝힌 

작곡의도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음악적인 접근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이해의 기준과 단서를 제공한다. 이들 각각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음악 역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을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살로메》와 유사한 텍스처가 나타나지만, 273  쇤베르크는 

보다 다성적 양식을 보이며, 후에 『화성학』에서 분명하게 슈트라우스의 

"꾸며진"(ausschmücken)기법과 자신이 추구하는 근본적 혁신을 구분 

지었다. 274  리듬적 측면에서는 빈번한 박자 변화가 나타나며, 기능적 

강조점이 없는 자유 무조성 양식으로 인해 매우 유연한 리듬을 지닌다. 275 

동시에 작품의 통일성을 형성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악 선율의 끝이 성악 

선율의 시작과 맞물리거나 반대로 성악 선율의 끝이 기악 선율의 시작과 

맞물리는 형태로 끊임없이 선율이 연속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인접한 부분들끼리의 관계가 연속적으로 관련을 맺게 

된다. 276  이러한 주성부(Hauptstimme)의 이어 붙이기는 때때로 서로 다른 

                                                                                                               

마디50), "하지만 당신은 바로 떠나야 하죠..."(3장: 마디100), "당신은 삼일 

동안 내 곁에 없었어요..."(4장: 마디235). 
273

 Lessem, Music and Text in the Works of Arnold Schoenberg, 70. 
274

 Schoenberg, Harmonielehre, 324. 
275

 George Perle, Serial Composition and Atonality: an Introduction to the 
Music of Schoenberg, Berg and Weber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9. 
276

 Dahlhaus, "Ausdrucksprinzip und Orchesterpolyphonie in Schönbergs 

Erwartung,"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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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를 통해 하나의 선율을 형성하며, 이는 베베른의 점묘적 양식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연속은 급격한 형식적 단절과 대조를 

통해 새로운 표현성을 획득하고 있다. 

수직적 측면에서 작품 전체에 걸쳐 드러나는 일반적인 특징은 특정 

조성감을 회피하고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형성하기 위한 불협화의 사용이다. 

타루스킨(Richard Taruskin)은 쇤베르크가 작품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완전4도와 증4도를 쌓아 올린 화음을 "무조적 3화음"(atonal 

triad)이라 칭한다.277 (악보1) 그리고 이러한 무조적 3화음 2개를 중첩시킨 

6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작품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 278  이는 쇤베르크의 

다른 무조음악 작품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불협화의 

사용과는 반대로 오히려 곡에 안정감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다. 

완전4도와 증4도를 쌓아 올린 화음은 필연적으로 장7도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는 가장 거친 불협화를 이루는 단2도를 전위시켜 그 강도를 

약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통적인 화성학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불협화이지만 그 울림의 강도를 약화시킨 "부드러운" 

불협화와 더 강한 불협화 사이의 대조를 통해 쇤베르크는 작폼 속에서 

기존의 전통을 거부하는 새로운 음악적 기능과 표현성을 드러내고 있다.  

 

 

[악보1] 마디7 트롬본이 연주하는 "무조적 3화음" 

 

이러한 불협화의 사용과 관련하여 작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징주의이다. 279  작품에는 여인의 대사에서 "달"(Mond)과 같은 

                                            
277

 Taruskin, The Oxford History of Western Music Vol. 4: The Early 
Twentieth Century, 331-332. 또한 이는 《기다림》에 앞서 쇤베르크의 

《공중정원의 책》(Das Buch der hängenden Gärten) op. 15 제7곡 "불안과 

희망"(Angst und Hoffen)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며, "제2 빈 악파"를 

상징하는 "빈 3화음"(Viennese trichord)로도 불린다.  
278

 Rosen, Arnold Schoenberg, 43-44. 
279

 Rosen, 위의 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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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상이나 회상과 같은 상황이 등장할 때 반복되는 음악적 상징이 

존재한다. 비록 12음 기법과 같이 엄밀한 방식은 아니지만 유사한 음형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유기적 연결이 

나타난다. 《달에 홀린 피에로》에서 각각의 곡에 새롭게 악기를 편성한 

것처럼 《기다림》의 각각의 작은 부분들은 독자적인 모티프와 특징을 띠고 

있으며, 280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티프는 작은 단위에서 분명한 모티프적 

모방 및 변주와 대위적 연관성을 드러낸다. 여기서 살펴본 작품의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나타나는 상징주의적 표현과 모티프적 연결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상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2) 세부 분석 

분석적 접근을 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기다림》 전후로 나타나는 

쇤베르크의 주제적 기법에 비추어, 작품의 통일성을 구성하는 모티프를 

작품 속에서 발견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의 자유 무조성 

음악에서는 자리를 바꾸는 소규모의 음정 단위들이 통일성을 형성하는 

기능을 맡는다.281  그 예로 조지 펄(George Perle)은 《기다림》에서 12음 

기법을 예고하는 화성의 변형이 나타난다고 말하며, 뷰캐넌(Herbert 

Buchanan), 크래프트(Robert Craft), 슈투켄슈미트(Hans Stuckenschmidt), 

레셈(Alan Lessem), 타루스킨(Richard Taruskin), 달하우스(Carl 

Dahlhaus) 등은 각각 세 음으로 구성된 반복되는 동기를 발견해낸다. 282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주장되는 "3음 모티프"들이 일관되지 않고 제각기 

다르다는 사실과, 작품의 잠재된 통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변주를 

인정함으로써 확실한 설득력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특히 많은 

                                            
280

 Ibid., 56. 
281

 Ibid.  
282

 Rosen, Arnold Schoenberg, 40 참조. 뷰캐넌(Buchanan)은 "길가에서"(Am 

Wegrand)의 인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레셈(Lessem)은 

단순히 동기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사랑에 대한 기억을 나타내는 

a동기, 공포와 죄책감을 드러내는 b동기, 죽음을 연상시키는 c동기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는 이들 동기의 매우 

다양한 변형을 상정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예시들로 인해 부분적으로만 

설득력을 얻는데 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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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특정 음형의 악보상의 출현 빈도에 기반할 뿐, 필연적인 연관성이나 

텍스트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는 앞서 쇤베르크 자신의 직접 밝힌 

"동기적 작업"을 벗어나려는 작곡 의도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반복되는 3음 모티프의 등장이 우연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3음 동기들이 

바그너의 "유도동기"(Leitmotif)나, 전통적인 형식을 갖춘 조성음악처럼 

작품 전체의 일관된 형식적 연속성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83  

작품에서는 음고보다는 음정 관계가 중심을 이루며, 그 역시 정확한 

음정 관계가 반복되기보다는 음형을 중심으로 변주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12음 기법에서와 같은 음고(pitch) 중심적 접근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로젠(Cahrls Rosen)은 기존의 전통적인 동기적 작업과 같이 

음고를 기준으로 한 통일성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며,284 페일로터(Melanie 

Feilotter)는 음고 단위(pitch cell)들이 작은 규모에서는 변주되고 반복되는 

구조적 기능이 드러나지만 작품 전체 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285  결국 작품의 이해에 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음고가 아니라 음정을 기준으로 한 제스처 또는 윤곽(contour)이며, 하나의 

고정된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모티프가 

작품에 연속성과 표현성을 부여한다.286 

이러한 인식에서 슈투켄슈미트는 작품 전체를 결정짓는 단일한 모티프 

대신 극단적인 변주와 동기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분석 가능한 사건들의 

연속" 287 으로서 작품을 바라본다. 이와 유사하게 라보르다(José María 

García Laborda)는 《기다림》의 구조를 파편화된 

"순간형식"(Momentform) 288 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형식 안에서 사용된 

                                            
283

 Rosen, Arnold Schoenberg, 40. 
284

 Rosen, 위의 글, 41-42. 
285

 Feilotter, "Schoenberg, Pappenheim, and the Expression of Solitude in 

Erwartung, Op. 17," 35. 
286

 Feilotter, 위의 글, 41. 
287

 Stuckenschmidt, Schoenberg: His Life, World and Work, 120. 
288

 순간형식은 Wörner에 의한 것으로 반복이나 체계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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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요소를 역할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는 크게 작품에서 나타나는 순간 

형식들의 기능을 묘사적(deskriptiv) 특성와 표현적(expressiv) 특성으로 

나누었는데,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이다. 

결국 앞선 음고 중심의 동기적 기법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작품의 진행에 따라 구획된 각 부분들에서 유의미한 음악적 

제스처를 발견하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작품 전체에서 반복되는 음악적 

요소와 각 부분들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부분에서 드러나는 유의미한 동기적 기법과 묘사적이거나 

표현적인 기법 역시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정신분석적 관점은 여인의 

심리에 따라 작품의 형식을 구분 짓고, 그에 대한 음악적 요소와 표현적 

속성을 연결 짓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작품의 발전적이고 극적인 

성격을 보다 정확히 서술하기 위하여, 음악적 요소의 기능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작품의 진행 순서에 따른 접근을 취하였으며, 음악의 기능과 

정신분석적 관점에 따른 해석은 작품에 대한 상세한 분석 이후에 제시될 

것이다. 

 

(1) 제1장 

1장은 전체 작품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마디1-3은 성악 성부가 도입되기 전 작품의 서주(서곡)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오페라에서 서곡이 차지하는 

비중과 바그너에 이르러 확장된 그 기능을 고려할 때, 이 짧은 3마디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앞서 쇤베르크의 시학에서 살펴본 

"기초악상" 역시 처음 제시된 모티프로부터 작품 전체의 음악적 재료가 

발전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루스킨은 마디1-2 

오보에의 주성부 선율 C♯5-A♯4-D4를 작품 전체의 기초악상으로 본다. 289 

집합이론에 따른 이 모티프의 원형(prime form)은 (014)이며, 이 관계는 

음고와 순서를 바꾸어 이어지는 G4-D♯5-E5와 E5-C♯5-B♯4에서도 발견된다. 

                                                                                                               

기법을 의미하며, 각각의 순간형식들은 표현적이거나 묘사적인 기능을 갖는다. 

Laborda, Studien zu Schönbergs Monodram "Erwartung" op. 17, 169. 
289

 Taruskin, The Oxford History of Western Music Vol. 4: The Early 
Twentieth Century,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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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작품 전체에 걸쳐 변주되어 등장하며 작품의 통일성을 

구성한다. (악보2) 

 

[악보2] 마디1-2 오보에 

 

슈투켄슈미트에 따르면 마디3-4의 첫 성악 선율 C♯5-B4-C♮5(hier 

hinein) 역시 작품 전체에 걸쳐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나의 모티프를 

구성한다. 290  반음 간격으로 좁게 모여있는 원형 (012)의 이 모티프는 

마디11-12에서 D♯5-E5-D♮5(fürchte mich), 마디26에서 F♯4-G4-E♯4(Wie 

drohend), D4-E♭4-D♭4(Stille ist), 마디31에서 A4-B♭4-A♭4(ich will 

singen)으로 다시 등장하며, 주로 여인의 방황 또는 두려움을 드러낸다. 

(악보3) 

 

 

[악보3] 마디3-4 "이리 들어가나?", 마디11-12 "무서워...", 마디26 "어찌나 

고요한지...", 마디31 "노래를 하겠어" 

 

마디6 잉글리시 호른과 클라리넷, 바순에서 등장하는 단2도 상승하여 

다시 회귀하는 3음 모티프는 실제로 과거부터 음형이론에 기반하여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된 것으로서,291  쇤베르크는 이를 여인의 슬픔을 

                                            
290

 Stuckenschmidt, Schoenberg: His Life, World and Work, 120. 
291

 조스캥 데 프레(Josquin des Prés, 1450?-1521)와 바흐는 이 음형을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으며, 말러와 베르크 역시 이러한 상징을 

자신의 음악에 사용하였다. Crawford, Expressionism in Twentieth-Century 
Music, 53-54. 

(014)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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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기 위해 작품의 후반부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악보4) 

 

[악보4] 마디6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바순 

 

마디9에서 처음 등장하는 오스티나토(ostinato)는 작품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법이다. 작품의 통일성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통적인 용법과 달리 《기다림》에서 오스티나토는 형식적으로는 

작품의 구획을 나누는 종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규칙성을 

찾기 힘든 작품의 다른 부분과 대조되는 표현적 특징을 드러낸다.292 반복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무조적 3화음이 빈번히 사용되는 작품에서 

오스티나토에서 나타나는 간결함과 규칙성은 오히려 긴장을 유발하며 매우 

강조된다. 마디9의 오스티나토는 "그를 위한 꽃은 분명 시들었을 거야"(Die 

Blumen für ihn sind sicher verwelkt)라는 여인의 불안과 우려와 함께 

바로 이어지는 "밤"(Nacht)의 이미지를 연결한다.293  실제로 말러는 자신의 

작품에서 단3도 또는 완전5도를 반복하는 오스티나토를 밤과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294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오스티나토는 각 

악기들이 동시에 서로 다른 음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첼로: 단2도, 독주 

비올라: 단3도, 하프: 감5도 등) 이는 음악적으로 앞으로 작품 전체에서 

사용될 다양한 오스티나토를 먼저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5) 

                                            
292

 이러한 오스티나토의 활용은 《달에 홀린 피에로》에서 더욱 발전된다. 

오희숙, 『쇤베르크 - 달에 홀린 피에로』, 61-63. 
293

 말러 역시 《대지의 노래》 등에서 3도나 5도 음정을 반복하는 

오스티나토를 밤 또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Crawford, 

Expressionism in Twentieth-Century Music, 53. 
294

 《대지의 노래》(Das Lied von der Erde), 《교향곡 제3번》 4악장 등. 

Crawford, Expressionism in Twentieth-Century Music,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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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 마디9 바순, 하프, 비올라, 첼로에서 등장하는 오스티나토 

 

동기적 기법 외에 주목할 점은 작품의 전반부를 특징짓는 갑작스런 

전환이다. 가사 "오늘 밤은 아주 따뜻해"(Die Nacht ist so warm)와 

"무서워"(Ich fürchte mich)를 연결하는 마디10-11에서는 베이스튜바가 

단2도를 이루는 2개의 음 E♭1-F1를 제시하며 불안으로 여인의 감정이 

평온함에서 두려움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음악적 선율이 아니라 단순히 

주의를 돌리는 음색의 짧은 음가를 사용하여 곡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방식은 1-3장의 감정적 전환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여인의 회상은 마디16의 독주 바이올린 선율과 함께 시작된다. 이와 

같은 높은 음역대의 독주 바이올린 선율 역시 여인의 "회상"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분명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동시에 

첼레스타와 하프의 등장은 여인의 대사 중 "달이 예전엔 아주 

밝았는데"(der Mond war füher so hell)에 나타나는 "달"과 관련이 있다. 

작품 전체에서 "달"은 첼레스타 또는 하프와 자주 함께 등장한다. 마디17-

18에서는 회상 장면에서 귀뚜라미의 노래가 삽입되는데, 여기서는 

클라리넷의 서정적인 선율과 함께 첼레스타의 오스티나토가 귀뚜라미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작품에는 이처럼 "가사 그리기"(tone painting)와 

같은 묘사적인 기법 역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295 (악보6) 

                                            
295

 이러한 직접적인 묘사는 언뜻 쇤베르크 자신의 말한 창작 목표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결론에서 다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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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 마디16-18 하프, 첼레스타, 여인 "달이 예전엔 아주 밝았는데", 

독주 바이올린 

 

회상 선율 

귀뚜라미의 묘사 

달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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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21에서는 귀뚜라미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독주 바이올린의 

F♯7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는 앞선 마디16의 독주 바이올린 선율의 

연장으로서 여인의 회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마디22에서는 "달이 

어슴푸레하다"(der Mond ist in der Dämmerung)는 여인의 대사와 함께 

다소 불완전한 베이스 클라리넷의 "진자 운동"을 연상시키는 단3도 반복 

오스티나토(F3-D3-F3-D3)가 등장한다. 296  이 음형은 앞서 마디4의 하프(B1-

G♯1-B1)에서 미리 제시되었던 것으로, 일종의 예기불안으로서 갑작스러운 

감정의 전환이나 공포에 앞서 등장한다. 

마디24-25의 플룻은 플러터텅잉(Flatterzunge) 주법을 활용한 떨리는 

음색과 동시에 점차 단2도(B4-C5-B4)에서 단3도(B4-D5-B4)와 증4도(B4-F5-

B4)로 음정간격을 넓히며 마치 위협적인 "고요"(die Stille) 앞에서 커지는 

여인의 숨소리와 불안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현악기의 트레몰로 

역시 불안을 유발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마디28의 첼레스타는 마디27의 

대사 "달이 공포에 질려있어"(der Mond ist voll Entsetzen)로부터 역시 

"달"과 연관된다. 

마디30부터 시작되는 막 전환(Verwandlung)은 여인이 용기를 내며 

하는 말("노래를 해야겠어")을 끝으로 대사 없이 진행된다. 여기서 사용된 

불규칙한 리듬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여인의 말과 대조되는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297 특히 마디35는 두 배 빠르게(doppelt so rasch) 지시와 함께 다음 

장에서 어떤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제2장 

2장의 시작을 알리는 마디38의 팀파니의 두 음은 앞서 베이스 튜바의 

두 음이 갑작스런 전환에 사용된 기법과 동일하다. 2장에서는 대본상 

유일하게 달에 등장하지 않으며, 무대는 완전한 어둠으로 묘사된다. 초반의 

촉각적 환각과 중간의 긴 회상, 후반의 청각적 환각이 뚜렷이 구분되며, 

                                            
296

 라보르다(Laborda)는 이를 "진자 오스티나토"(Pendelostinato)라 칭한다. 

Laborda, Studien zu Schönbergs Monodram "Erwartung" op. 17 참조 
297

 Feilotter, "Schoenberg, Pappenheim, and the Expression of Solitude in 

Erwartung, Op. 1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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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일종의 3부 형식이 드러난다. 

마디40에서는 작품에서 처음으로 갑작스러운 fff가 등장하며 금관 

악기가 위협적인 소리를 연출한다. 이는 대사 "뭐지? 이거 놔!"(Was? laß 

los!)에 앞서 소리를 통해 외부의 위협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기서 트롬본은 F♯3에서 D3로 하행하는 글리산도가 

사용되었는데, 작품에서 사용된 글리산도는 빈번하게 D로 회귀한다. 1장 

마디24와 마찬가지로 마디43에서는 플룻의 플러터텅잉이 사용되었다. 

이후 다시 갑작스러운 고요(ruhig)와 함께 여인의 심리는 안도감으로 

변화한다. 이를 나타내듯, 마디46-47에서 사용된 호른의 화음은 앞서 

언급한 완전4도와 증4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무조적 3화음이 아니라 

완전4도를 2개 쌓아 올린 훨씬 부드러운 음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매우 

부드럽고 잘 연결 연결된"(sehr sanft und gut gebunden)이라는 지시는 

이러한 의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는 조성적 체계 밖에서 

가능한 부드러운 울림의 음향적 효과를 위해 쇤베르크가 의도적으로 고안한 

3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악보7) 

 

 

[악보7] 마디47-48 호른 

 

마디49에서는 앞서 마디16에서 독주 바이올린으로 등장했던 도약 

상승하여 고음을 유지하는 음형이 제2 바이올린의 "매우 내적이고 

표현적으로, 하지만 부드럽게"(sehr innig und ausdrucksvoll, aber zart) 

지시로 등장한다. 이는 마찬가지로 여인의 회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선율은 플룻의 고음역으로 이어지며 2장의 중심을 이루는 회상을 이끈다. 

특히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회상은 정지한 회화적인 느낌으로 표현되며, 

마디53부터 고요한 정원을 묘사하는 대사에서는 작품에서 드물게 4마디 

동안 유지되는 페달음 D가 더블베이스에서 등장한다. 마디56-57의 여인의 



 103 

대사 "그리움에 잠겨"(sehnsüchtig)는 앞서 회상 모티프로 간주할 수 있는 

상승하여 고음에서 긴 음가로 유지되는 음형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쇤베르크가 작품에서 정확한 음정 간격이나 음고가 아니라, 대략적인 

선율의 윤곽을 통해 공통된 표현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디60의 대사 "그 너머"(hinüber)에서 über는 특별히 긴 음가의 높은 

음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가곡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가사 

그리기도 나타난다. (악보8) 

 

 

[악보8] 마디49-51 바이올린의 회상 선율과 마디56-60 여인 "그리움에 

잠겨 그 너머를 보았지..." 

 

마디63에서는 다시 완전4도와 증4도로 구성된 무조적 3화음이 

트롬본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가장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보다 

불안한 심리상태로의 변화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디66-68에서는 

다시 "저녁의 빛깔"(Abendfarben)을 묘사하기 위해 하프의 오스티나토와 

첼레스타가 사용되었다. (악보9) 

 

회상 선율 

가사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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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 마디66-68 하프, 첼레스타, 여인 "아득하게...그 저녁의 빛깔..." 

 

마디67에서는 마디22의 베이스 클라리넷의 오스티나토를 상기시키는 

하프의 단3도 오스티나토(E2-C♯2-E2-C♯2)가 사용되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단3도 오스티나토는 곧 닥치는 불안을 암시한다. 이를 가사와 연관 지어 

본다면 시계추의 움직임을 통해 여인의 기다림의 시간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마디70의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지"(Aber du bist nicht 

gekommen)라는 실망의 말과 함께 여인은 다시 공포스런 환각으로 

빠져든다. 특히 이 지점에서 더블베이스는 떨어지는 글리산도로 여인의 

내적 실망감을 그대로 소리로 옮기고 있다.  

이처럼 여인이 불안을 느끼는 지점에서 다시 등장하는 금관 악기를 

통해 작품에서 쇤베르크가 악기의 음색에 따라 상당히 명확히 구분되는 

역할을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전체에 걸쳐 금관 악기는 주로 

불안과 공포의 상황에서, 목관 악기는 떨리는 음색을 활용한 불안 혹은 

선율적으로, 현악기는 역시 트레몰로를 통해 불안을 표현하거나, 회상 상황 

혹은 순수하게 음악적인 전개에서, 첼레스타와 하프는 색채적 대상(달, 하늘 

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2장 전반부의 촉각적 환각에 이어 후반부에 등장하는 청각적 환각은 

작품 전체에서 음악의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는 마치 대화를 나누듯 소리를 주고받는다. 즉, 

리브레토 상의 등장인물은 여인 혼자이지만, 실제 연주에서 음악은 마치 또 

다른 대상처럼 기능하는 것이다. "거기 누가 울고 있나요?"(Wer weint 

색채 묘사 



 105 

da?)라는 여인의 물음에 대하여 마디72에서는 현악기의 트레몰로가 답한다. 

이후 고조된 불안은 빨라진 곡의 템포와 16분 음표와 쉼표로 분절된 여인의 

대사를 통해 나타난다. (악보10) 

 

 [악보10] 마디71-75 여인 "거기 누가 울고 있나요? 여기 누구 있나요?", 

비올라, 첼로 

 

막 전환에서는 1장의 막 전환에서와 같이 여인의 심리와 무관한 

음악적인 전개가 나타난다. 다가올 불안과 공포를 암시했던 1장의 막 

전환과는 달리 2장의 막 전환은 보다 차분한 분위기로 독주 비올라가 회상 

모티프를 떠올리는 선율을 연주하며, 마디87에서 사용된 첼레스타는 

3장에서 다시 등장하는 달을 암시함으로써 작품의 통일성을 구성하고 

3장으로의 연결을 유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청각적 환각 

청각적 환각 



 106 

(3) 제3장 

3장의 무대 설정에서는 2장에서 사라졌던 달빛이 다시 비춘다. 또한 

환각과 회상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던 2장과 달리 둘이 뒤섞이는 양상을 

보인다. 시작부의 하프 오스티나토는 마디92의 가사 "달"(der Mond)을 

상징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가올 불안을 예기한다.  

3장은 마디 수(35마디)와 연주시간(약 2분) 두 측면 모두 작품 전체에서 

가장 짧다. 그러나 짧은 길이에도 불구하고 그 심리적 강도는 간과할 수 

없다. 여기서 여인의 환각은 절정에 달하며 4장에 들어서기 전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는 첫 번째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리브레토상에서 "백 개의 

손들"(hundert Hände)에 대한 환각은 "당신의 그림자"(Dein Schatten)에 

대한 환각으로 전환되며, 이는 다시 "당신은 바로 떠나야 하죠"(so bald 

mußt du fort), "저녁까지는 너무 길어요"(bis zum Abend ist es so 

lang)라는 과거의 "기억"으로 이어진다. 사실상 무의식적 사고가 지배하는 

이 장에서 환각과 회상의 경계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마디97-98에서는 이전에도 유사하게 사용된 독주 바이올린의 회상 

선율이 등장한다. (악보10) 실제 여기서 여인의 대사는 연인에 대한 환각을 

표현하고 있지만, 회상 모티프의 사용을 통해 이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과거의 감각을 되살리는 분명한 회상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으로 마디101의 주성부 트럼펫과 플룻, 오보에에서 

등장하는 꾸밈음이 붙은 슬픔 모티프(C♯4-D4-C♯4)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여기서 여인의 대사는 연인이 빨리 떠나야만 하는 데 따른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음악적으로 이 장치는 마디98의 오보에(D♯-E-D♯)와 

첼로(A4-B♭4-A4)를 통해 미리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쇤베르크가 

작품의 통일성과 유기적 연결을 위해 음악적 재료를 미리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악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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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 마디97-101 플룻, 오보에, 트럼펫, 독주 첼로 

 

동시에 마디101에서는 더블베이스의 트레몰로를 통해 불안을 예기하는 

한편, 이어지는 가사 "당신 불렀어요?"(Rufst du?)에 원인을 제공한다. 

여기서 다시 음악은 여인과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마디104에서 바이올린의 반음계적 상승은 이어지는 대사 

"그림자가 기어가고 있어!"(der Schatten kriecht doch!)의 원인으로서 

실제로 무언가가 기어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후 무대 

설정에서 제시된 커다란 노란 버섯을 여인은 커다란 눈과 뱀으로 지각하며, 

회상 선율 

슬픔 모티프 

슬픔 모티프 

슬픔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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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악기의 떨리는 음색과 긴박감을 표현하는 음형을 통해 불안은 최고조에 

이른다. 마디106에서 트럼펫은 단2도로 부딪히고 있으며, 마디107에서는 

심벌즈를 더블베이스 활로 문지르는 실험적인 연주법도 사용되고 있다. 

마디111에서는 강렬한 정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실로폰의 단3도 

오스티나토(F6-A♭6-F6-A♭6)가 사용되었다. 여인이 연인의 도움을 구하는 

이 장면에서 작품은 첫 번째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이후 현악기가 여인의 

도망치는 발걸음, 시계추 혹은 심장박동을 연상시키는 긴박한 장2도 

오스티나토를 점점 빠르게 연주하면서 막이 전환된다. 마이클 셜린(Michael 

Cherlin)은 여기서 플룻의 오스티나토가 딸림음과 으뜸음을 오가며 

D단조를 암시하고 있다고 말한다.298 이 외에도 작품 전체에 걸쳐 D음으로 

회귀하는 장치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악보12) 

 

 

[악보12] 마디114 막전환에서 사용된 오스티나토 

 

(4) 제4장 

실제 연주에서 4장은 앞의 1, 2, 3장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긴 길이를 

가지며, 불안에서 시작하여 불안으로 회귀하는 이전 장들과 달리 

                                            
298

 Michael Cherlin, Schoenberg's Musical Imaginati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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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레토의 전개에 맞추어 발전적인 성격을 갖는다. 특히 앞의 장들의 성악 

성부에서는 분절적인 레치타티보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4장에서는 보다 긴 

호흡의 아리오조에 가까운 선율이 등장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여기서는 앞서 필자가 분류한 여인의 심리적 단계에 따라 쇤베르크의 

음악을 살펴보겠다. 이는 작곡가 자신에 의한 구분이 아님을 다시 밝혀둔다. 

 

발견 

무대는 다시 연인을 찾아 헤매는 여인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마디125-

127에서는 2장의 회상 장면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정지된 화음이 고요하고 

황량한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마디128의 원형 (013)을 갖는 바이올린 

선율(G♯4-A4-F♯4)은 모티프적 성격을 띠며 작품에서 재등장한다. 또한 

마디129의 가사 "숨"(Atem)에서는 하프의 B음과 성악의 E음으로의 도약이 

완전4도를 이루며 강조되는데, 비록 순간적이지만 이처럼 전통적인 협화적 

울림은 작품에서 이전까지 등장하지 않던 것으로 특별히 평화로운 분위기를 

묘사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후 마디131에서 역시 하프의 B음과 성악의 

F♯으로 이루어진 완전5도가 강조되며, 이는 마치 마디130에서 하프의 

장7도(E2-D♯3)로 형성된 불협화가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악보13) 

작품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러한 평온하고 아름다운 정서는 3장 마지막 

부분의 격렬한 클라이맥스와 대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즉, 

쇤베르크는 긴장과 이완이라는 음악의 기본 원리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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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3] 마디128-131 하프, 여인 "황량하고 창백한 들판이 숨을 죽이고 

있어", 바이올린 

 

그러나 평온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다시 불안이 예기된다. 마디133 

독주 바이올린의 불길한 트레몰로 선율(E5-D♯5-B4-E4-F4)은 4번 반복되며, 

첼레스타에 의해 모방되어 3번 더 반복된다. (악보14) 여기서 첼레스타는 

분명하게 대사에서 드러나는 "창백한 달"(fahle Mond)을 상징하고 있다.299 

이러한 오스티나토와 겹쳐져서 현악기는 진자 운동 오스티나토를 연주한다. 

작품 전체에서 이와 같은 오스티나토의 사용은 더 큰 불안을 예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99

 이처럼 하행을 지속하다 마지막에 상행하는 음형을 반복하는 것은 《달에 

홀린 피에로》 제1곡 "달에 취하여"의 주제(마디1)와 매우 유사한 느낌을 

준다. 여기서 쇤베르크는 마찬가지로 "달"을 유사한 오스티나토로 상징하고 

있다. 

협화적 울림 

(013) 

협화적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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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4] 마디133-134 여인 "여전히 도시와 저 창백한 달이...", 첼레스타, 

독주 바이올린 

 

마디141에서 여인은 "낯선 여자"(die fremde Frau)를 의식하다가 

갑자기 연인의 건강을 걱정하는 급격한 사고의 전환을 보인다. 

성악 성부는 대사 "그가 아프다면!"(Wenn er krank ist!)을 직전 

선율에서 한 옥타브 이상(B3-D♭5) 급격히 도약시킴으로써 사고의 비약적인 

전환을 음악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과 대조는 작품 

전체에 걸쳐 빈번하게 등장하며, 앞서 살펴본 쇤베르크의 시학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후 마디145의 아리오조적인 성악 선율을 거쳐 이미 예기되었던 

시체의 발견에 따른 불안이 시작된다. 마디148에서는 파편적인 클라리넷의 

장2도 오스티나토(B♭4-A♭4-B♭4-A♭4, F4-E♭4-F4-E♭4)가, 

마디150에서는 고조되는 불안을 표현하듯 장2도에서 증4도를 거쳐 

장7도까지 점차 음정 간격을 넓히는 오스티나토가 크레센도 지시와 함께 

사용되었다. (악보15) 이후 마디153에서는 마침내 연인의 시체를 발견하고 

외치는 비명 "그이야!"(Das ist er!)가 큰 북이 동원된 전체 오케스트라의 

fff를 통해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작품 전체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이 지점에서는 빠르게 하행하는 음형이 사용됨으로써 여인의 절망적인 

심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충격을 드러내는 완벽한 정적이 뒤따른다. (악보16) 

 

달의 상징 



 112 

 

[악보15] 마디150 클라리넷의 오스티나토 
 

 

[악보16] 마디153-158 클라이맥스300 

                                            
300

 Arnold Schoenberg, Erwartung op. 17: Monodram in einem Akt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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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denial) 

이후 연인의 죽음을 믿지 않는 부인이 드러난다. 마디160-161 대사의 

"달빛"(Das Mondlicht)은 4장의 시작부와 같이 달을 상징하는 하프와 

첼레스타의 트레몰로를 통해 표현되며, 마디134에서 달을 상징했던 

첼레스타 선율이 하프에서 변주되어 다시 제시된다.301  (악보17) 동시에 긴 

음가와 상승한 짧은 음가를 반복하는 플룻은 마디24-25의 플룻과 유사하게 

여인의 불안 혹은 숨소리를 묘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악보17] 마디159-161 바순, 하프, 첼레스타, 여인 "달빛이...저기..." 

 

마디164에서 하행하는 클라리넷 선율은 대사 "저것이 제발 

사라져준다면"(wenn es nur endlich verschwände)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며, 마디165에서는 대사의 "달"(der Mond)이 다시 첼레스타를 통해 

표현된다. 이 지점에서는 마치 인용음악을 연상시키는 선율이 클라리넷과 

트롬본에서 제시되는데, 한 번은 상행으로, 한 번은 하행으로 비껴나가는 

불완전한 오스티나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마디167과 168에서는 대사 "녹아 없어질 거야"(zerfließen)와 

"사라져"(zergeht)가 각각 D에서 C♯으로 반음계적으로 상승하는 

첼레스타와 C♯에서 D로 글리산도로 하행하는 첼로를 통해 매우 상징적으로 

                                                                                                               

(Vienna: Universal Edition, 1916), UE 5361, 18. 
301

 특히 바순의 장2도 음정(a-g-a)에 뒤따르는 달을 상징하는 모티프는 다시 

《달에 홀린 피에로》 제1곡 "달에 취하여"의 주제를 연상시킨다. 

달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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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었다. D음을 벗어났다가 결국 다시 D음으로 회귀하는 것은 여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연인의 시체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함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악보18) 마디169-170의 호른 선율은 도약 상승하여 천천히 

하행하는 회상 모티프를 연상시키며, 여인의 주의가 다시 연인을 찾아 

헤매던 과거를 향해있음을 드러낸다. 마디172에서는 시체가 사라진 것으로 

착각한 짧은 여인의 기쁨이 대사 "그럴 줄 알았어"(Ich wußte)에서 고음을 

통해 표현된다. 
 

 

[악보18] 마디167-168 여인 "하지만 저건 바로 녹아 없어질 

거야...바라보지 마...", 첼레스타, 첼로 

 

그러나 여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앞서 예견된 것과 같이 시체는 

사라지지 않으며, 그것이 다름아닌 자신의 연인임을 재확인한다. 여인의 

불안한 심리와 마디174 대사에 등장하는 "하늘"(Himmel) 302 은 긴박한 

하프의 오스티나토와 상행하는 첼레스타, 실로폰 및 피치카토 선율을 통해 

표현된다. 마디178의 "당신"(Du)을 확인하는 지점에서는 금관악기를 통해 

                                            
302

 리브레토의 "Herrgott im Himmel"은 감탄사 "오, 하느님"으로 의역하였다. 

죽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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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충격을 표현하고 있다. 여인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며 절규하는 

마디190은 또한 클라이맥스로 볼 수 있으며, 연인의 시체를 처음 발견하게 

되는 마디155-159와 같이 충격을 표현하는 쉼표가 뒤따른다. 이러한 충격은 

마디 187-188에서 바이올린의 상행 선율과 바순의 단2도로 부딪히는 

음(F♯3-G3)으로 예비되며, 비올라와 첼로의 피치카토가 인식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유혹 

마디 196부터 시작되는 다음 장면은 "눈을 떠요"(Wach auf)라고 

말하는 아리오조적 선율로 시작된다. 지금까지 주로 16분음표로 이루어졌던 

성악 성부에는 점2분음표의 긴 음가가 사용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긴 호흡의 

바이올린 선율은 마치 애절한 아리아를 연상시킨다. 특히 여기서 첫 시작음 

B4-D♯5-C5는 마디1-2에서 처음 등장했던 원형 (014) 모티프에 해당한다. 

또한 성악 성부의 악구(Wach auf ~ ich liebe dich so)는 D음에서 시작하여 

한 옥타브 아래의 D음에서 끝마치며 D음의 상징성과 앞서 언급한 조성적 

특성을 암시하고 있다. (악보19) 

 

 

[악보19] 마디197-208 여인 "눈을 떠요..눈 좀 떠봐요...죽지 말아요, 내 

사랑", 바이올린 

(014) 

d음으로의 글리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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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209에서는 다시 레치타티보적 양식으로 전환되며, 마디211-

212에서는 첼레스타와 목관악기의 트릴을 통해 불 켜진 방의 "꽃"(Die 

Blumen) 향기와 유혹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마디212의 독주 

바이올린에서는 슬픔 모티프(G5-A♭5-G5)가 등장하는데, 이는 이어지는 

"어떡하지"(Was soll ich tun)라는 여인의 망연자실한 심정과 관련 지을 수 

있다. 마디215-217의 대사 "당신의 사랑스러운 손"(Deine liebe 

Hand)에서는 독주 바이올린의 회상 선율과 트릴, 아리오조적인 성악 

선율이 사용되었다. 이는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기억과 유혹의 

분위기와 관련된다. (악보20) 

 

 

[악보20] 마디215-218 여인 "당신의 사랑스러운 손...왜 이렇게 차갑지?", 

독주 바이올린 

 

그러나 "왜 이렇게 차갑지?"(so kalt?)라는 여인의 현실 인식과 함께 

분위기는 반전되며 음악은 격렬하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마디217에서는 

바이올린이 피치카토로 슬픔 모티프(G♯4-A4-G♯4)를 연주하며, 

마디219에서는 비올라와 첼로가 불안을 표현하는 단2도 오스티나토(G♭3-

F3-G♭3-F3, A4-B♭4-A4-B♭4)가 등장한다. 뜨거운 "가슴"(Brust)과 "내 

회상 선율 

슬픔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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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Mein Herz)은 ff와 fff로 표현되고 있다. 마디225의 "오, 날이 

밝아요"(Oh, es ist heller Tag)에서는 타악기와 금관악기가 가세하여 

격렬함의 수위는 더 높아지며, 낮의 빛은 하프와 첼레스타의 오스티나토로, 

특히 태양은 트라이앵글과 글로켄슈필을 통해 암시되고 있다. 마디225-

226에서 베이스 튜바가 불협화가 아닌 단3화음의 제2전위(F♯1-D2-B2, G1-

E♭2-C3, G♯1-E2-C♯3)를 연주하는 것 또한 특징적인데, 저음역대의 강한 

배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악보21) 

 

 

[악보21] 마디225-226 튜바, 하프, 첼레스타, 글로켄슈필, 트라이앵글, 여인 

"오, 날이 밝아요" 

 

이후 상승하는 음형들을 거쳐 여인이 "당신은 내 거에요"(mein bist 

du)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유혹 장면은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리브레토 

상의 분위기와는 달리 여인의 유혹의 말은 괴성에 가깝게 표현되며, 그 

직전 마디229의 "당신의 키스"(deine Küsse) 역시 전혀 감미롭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여인이 연인의 시체를 앞에 두고 유혹하는 

살로메적 광녀를 연상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밝음"의 묘사 

단3화음 제2전위 

슬픔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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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 

카타르시스적인 감정의 분출 이후 수그러든 감정을 대변하듯 하강하는 

마디230의 첼로 선율과 함께 다시 여인의 태도는 변화한다. 4장에서 역시 

이어지는 회상은 작품의 형식적 중심을 이루고 있다. 마디233의 피치카토는 

연인의 "생기 없고 끔찍한 눈"에 대한 여인의 인식적 전환을 드러낸다. 이후 

마디235-236의 오보와 바이올린 선율과 대사 "3일 동안"(drei Tage)을 

시작으로 회상이 전개된다. 마디239의 대사 "정원 담장 너머"(Ü ber die 

Gartenmauer)는 상승하는 첼레스타를 통해 표현되었다. 마디242에서는 

연인과의 헤어짐 혹은 연인의 죽음을 떠올리며 fff와 ffff로 갑작스러운 

감정이 표현된다. 이후 여인은 "아니, 아니...이건 사실이 아니에요"(Nein, 

nein...es ist nicht wahr)라고 말하며 이를 부인한다. "어떻게 죽을 수 

있죠?"(Wie kannst du tot sein?)라는 여인의 물음에서는 성악 성부가 

D음으로 하행하는 글리산도적 기법이 사용되었다. 마디246의 

"어디에나"(Ü berall)에는 "über"를 표현하기 위해 다시 고음을 사용한 가사 

그리기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선율은 "당신"(du)에서 다시 D음으로 

회귀한다. (악보22) 앞서 연인의 시체를 발견하고 연인을 깨우려는 

장면에서도 역시 D음으로 회귀하는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작품에서 D음이 곧 죽음을 상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03  또한 

달하우스(Carl Dahlhaus)는 여기서 성악 선율 E5-D♯5-A4가 이미 이전부터 

제시된 모티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한다.304 

 
 

 

[악보22] 마디245-246 여인 "어떻게 죽을 수 있죠? 어디에나 당신은 

살아있었잖아요..." 

                                            
303

 또한 D단조가 전통적으로 죽음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 역시 D단조로 시작하며, 죽음을 묘사하는 

《달에 홀린 피에로》 제7곡 "병든 달"에서 역시 D단조가 사용되었다.  
304

 Dahlhaus, "Ausdrucksprinzip und Orchesterpolyphonie in Schönbergs 

Erwartung," 707. 

d음으로의 글리산도 d음 
가사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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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마디251에서는 플룻과 피콜로에서 슬픔 

모티프(F5-G♭5-F5, B♭5-C♭6-B♭5)가 나타난다. 마디254-256에서 다시 한 

차례의 연인의 죽음에 대한 부인이 ff와 금관악기들로 강조된 이후, 

마디258에서는 여인의 키스에서 다시 플룻과 바이올린이 슬픔 모티프를 

연주한다. 다음으로 마디258-260에서는 현 사이에 종이를 끼운 하프 305와 

첼레스타의 오스티나토를 통해 "희미한 맥박과 함께"(mit leisem Schlag) 

흘러나오는 연인의 피를 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악보23) 이는 앞서 

1장의 귀뚜라미와 2장의 청각적 환각에서 사용된 바 있는 음악이 담당하고 

있는 직접적인 상황 묘사에 해당한다.  

 

 

[악보23] 마디259-260 하프, 첼레스타, 여인 "당신의 피가 아직도 희미한 

맥박과 함께 떨어지고 있어요" 

 

                                            
305

 악보상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mit Papiestreifen zwischen den Saiten", 

UE 5361, 33. 

청각적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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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인은 "마지막 숨결로"(mit dem letzten Atem) 연인에게 

키스하며 여인을 따라 죽기를 소원하며, 마디266에서 하프의 글리산도는 

죽음을 상징하는 D음에서 하행하여 D음으로 끝맺는다. 동시에 마디266-

268의 독주 바이올린 선율은 "세상의 모든 빛"(Alles Licht)을 담고 있는 

연인의 "눈"(Augen)에 대한 회상을 상징한다. (악보24)  

 

 

[악보24] 마디266-267 하프, 여인 "당신의 눈을 봐요...세상의 모든 빛이 

정말 당신의 눈에서 나왔어요", 독주 바이올린 

 

마침내 "이제 나는 당신에게 죽도록 입맞춤 하겠어요"(Nun küß ich 

mich an dir zu Tode)라는 여인의 말과 함께 음악은 고요하게 정지한 듯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연출은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마지막 장면 "사랑의 죽음"(Liebestod)을 상기시키며, 특히 

마디270-273의 애잔한 바순 선율은 마치 라이트모티프를 제시하는 것처럼 

들린다. 레셈(Lessem)은 이 바순 선율이 B단조에 속하며, B단조는 

d음으로의 글리산도 

회상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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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질투의 대상인 하얀팔의 여인을 상징한다고 말한다.306 

 

의심 

줄거리와 음악적 측면 모두에서 작품은 이 지점에서 종결되어도 이상할 

것 없게 느껴지지만, 마디272-273의 실로폰과 첼레스타의 단3도 

스타카토(F5-A♭5)와 함께 여인의 감정은 연인의 시선에 대한 의심으로 

급변한다. 마디274의 연인의 "눈"(Auge)은 첼레스타로 상징되고 있다. 이후 

현악기의 트레몰로와 긴박하게 상승하는 음형으로 다시 혼란스러운 정서가 

표현되며, 긴장이 고조되다가 외도에 대한 부인과 함께 다시 급작스런 

전환이 뒤따른다. 마디282에서는 "갑자기 훨씬 느리게"(plötzlich viel 

langsamer) 지시와 함께 다시 안도하는 여인의 심리가 고요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마디284에서 "다시 더 빠르게"(wieder rascher)지시로 연인에 대한 

의심은 계속된다. 마디235의 회상 장면에서 "3일 동안"(drei Tage)이 

소프라노의 저음역에서 불려진 반면, 연인을 힐난하는 마디284의 "3일 

동안"은 고음역에서 제시되어 이러한 정서의 차이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마디289-292는 드물게 대사 없이 음악적으로 전개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막 전환과 클라이맥스 이후의 충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마디에 성악 성부가 등장하였다. 마디289의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음형은 

여인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연인의 외도에 대한 여인의 내적 사고가 

음악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마디293의 부인 "아냐, 그럴 리가 

없어"(Nein, das ist doch nicht möglich)로 이어진다. 마디296의 여인의 

갑작스런 회상 "아, 방금 떠올랐어"(Ah, jetzt erinnere ich mich)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주 바이올린의 회상 선율로 제시된다. 또한 대사 

"탄식"(Seufzer)은 실제로 과거 만하임 악파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된 

약박에서 반음 하행하여 쉼표가 뒤따르는 한숨(Seufzer) 모티프의 연속으로 

표현되었다. (악보25) 

 

                                            
306

 Lessem, Music and Text in the Works of Arnold Schoenberg,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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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5] 마디296-297 여인 "아, 방금 떠올랐어...잠결에 내뱉은 말..."  

 

마디303에서는 급격한 반음계적 상행과 함께 크레센도 지시로 

"미친듯한 두려움"(in rasender Angst)을 표현하고 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 사고는 마디304-306에서 "안 돼...아니, 그건 안 돼"(Ich will das 

nicht...nein, ich will nicht)로 부인된다. 이후 연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한 

물음이 이어지며, 마디311-312에서는 이에 대한 여인의 혼란스러운 심리가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는 목관악기의 선율과 실로폰으로 강조된다.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한 내적 사고 307는 다시 마디313에서 강력히 부인된다. 

절망적인 정서를 반영하듯 전반적으로 선율은 다시 하행하며, 마디316-

317에서는 성악을 포함하여 오보에, 트럼펫, 첼로 성부 전체에 걸쳐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악구가 사용되었다. 마디318에서는 종이를 끼운 

하프와 첼레스타의 불규칙한 음형이 "흔들리는 달"(der Mond schwankt)을 

상징한다. (악보26)  

 

                                            
307

 앞서 살펴본 삭제된 리브레토에 근거하면 이것을 자신이 연인을 살해한 

사실에 대한 억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회상 선율 
한숨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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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6] 마디316-319 오보에, 트럼펫, 하프, 첼레스타, 여인 "그럴 

리가...오, 달이 흔들리고 있어", 첼로 

 

마디320에서는 클라리넷과 바순이 단3도, 장3도 오스티나토를 연주하며 

작품의 분위기는 다시 전환된다. 마디325에서 다시 등장하는 연인의 시선에 

대한 의심은 곧 "하얀 팔의 여인"(die Frau mit den weißen Armen)에 대한 

질투로 구체화된다. 특히 마디327-329에서는 성악 성부에서 도약 상승 후 

다시 하강하는 4음으로 구성된 유사한 음형이 3번 반복되는데, (악보27) 

이는 각각 대사의 "마녀"(die Hexe), "창녀"(die Dirne), "하얀"(weißen)에 

대응되며 동일한 질투의 대상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정확히 

같은 음고나 음정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략적으로 유사한 윤곽을 

통해 통일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반주에서는 하강하는 

음형이 강조되며 여인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주로 외부의 

공포나 불안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금관악기가 이번에는 여인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후 자신을 속인 연인과 하얀 팔의 여인에 대한 

격렬한 비난이 이어지며, 마디337에서 연인을 "거짓말쟁이"(Lügner)라고 

달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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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는 부분에서는 앞서 하얀 팔의 여인을 비난할 때와 유사한 음형이 

사용되었다. (악보28)  

 

 

[악보27] 마디327-329 트롬본, 여인 "대체 그녀는 어디 있죠...이 마녀, 

창녀...하얀 팔의 여자..." 

 

 

[악보28] 마디336-337 여인 "비열한 사람, 거짓말쟁이...당신..." 

 

마디339-340과 마디347에서는 트롬본의 증4도와 완전4도를 쌓아 올린 

무조적 3화음이 반음계적 하행으로 연속해서 연주되며, 마디345-346에서는 

모든 성부에서 하행과 상행이 겹쳐지며 혼란스러운 여인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후 마디347의 팀파니를 신호로 여인의 질투는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애도 

쉼표를 통한 잠깐 동안의 정적 이후 비극적인 현악기의 하행 선율이 

시작된다. 마디349-351의 대사 "나를 위한 자리는 없어"(für mich ist kein 

Platz da)는 작품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변곡점을 이룬다. 성악 

성부는 긴 음가의 하행 도약 선율과 마지막의 한숨 모티프를 통해 여인의 

슬픔과 절망적인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마디351의 독주 비올라의 음형(E5-

F5-D5)은 앞서 등장한 원형 (013) 모티프에 해당한다. 또한 마디352에서는 

첼로(A4-B♭4-A4)와 오보에(B5-C6-B5), 클라리넷(F♯6-G6-F♯6)에서 모두 슬픔 

저주의 음형 

성악 성부와 유니즌 

저주의 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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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프가 사용되며 여인의 흐느낌을 묘사하는 듯하다. 이전까지 드물게 

사용되었던 이 모티프는 애도 장면부터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악보29) 

 

 

[악보29] 마디350-352 오보에, 클라리넷, 여인 "나를 위한 자리는 없어...", 

독주 비올라, 첼로 

 

이후 성악은 긴 음가를 지닌 아리오조의 성격을 띤다. 마디353-

354에서는 독주 바이올린이 마디351에서 나타났던 반음 상승 후 단3도 

하행하는 원형 (013) 모티프(C♯6-D6-B5)를 다시 연주하고, 연인과 함께 

죽기를 소망하는 여인의 대사 "당신과 함께 죽을 복조차도 없이"(nicht 

einmal die Gnade, mit dir sterben zu dürfen) 이후 마디356에서 슬픔 

모티프(B5-C6-B5)로 끝맺는다. (악보30) 

 

한숨 모티프 

(013) (013) 

슬픔 모티프 

슬픔 모티프 

슬픔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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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0] 마디353-357 여인 "오! 당신과 함께 죽을 복조차도 없이...", 독주 

바이올린 

 

마디357의 하프의 분절된 단3도 오스티나토를 기준으로 여인의 심정은 

기존의 혼란스러운 감정에서 점차 애도로 전환된다. 여기서도 슬픔의 

모티프는 마디358-359의 잉글리시 호른(A4-B♭4-A4)과 클라리넷(A4-B♭4-

A4), 첼로(G4-A♭4-G4), 마디361-362의 잉글리시 호른(C6-D♭6-C6, B4-C5-B4) 

등 곳곳에서 발견된다. (악보31) 마디358-361의 성악 선율은 매우 

선율적이며, 상승하여 유지 후 서서히 하강하는 이전의 회상 선율과 

유사하다. 실제로 여기서의 가사 "얼마나,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데"(Wie 

lieb, wie lieb ich dich gehabt hab)는 과거의 기억과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마디361-362의 잉글리시 호른의 선율 역시 정지한 듯한 차분한 화성 

속에서 애도의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마디363에서는 하프가 이전의 

무조적 3화음이 아닌 장3화음의 제1전위(B1-G2-D3)를 연주한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디367-368의 클라리넷 선율 역시 

부드러운(sehr zart) 울림으로 애도와 위로의 기능을 맡는다.  

 

(013) 

슬픔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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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1] 마디358-36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여인 "얼마나,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데...", 첼로 

 

마디369에서는 연인과 처음 손을 잡았던 추억에 대한 대사 "오, 그 

따뜻함"(Oh, so warm) 308이 매우 서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선율은 

슬픔 모티프(E5-F5-E5)와 한숨 모티프(E5-D♯5)를 포함하고 있다. 이후 성악 

성부는 레치타티보적으로 변화하며, 마디370-371의 바이올린(C5-D♭5-C5), 

                                            
308

 리브레토 전체에서 "warm"은 1장 마디10의 "오늘 밤은 아주 따뜻해"(Die 

Nacht ist so warm)와 4장 유혹 장면 마디219의 "손이 내 가슴으로 

따뜻해지지 않나요?"(Wird sie nicht warm an meiner Brust?), 그리고 이 

지점에서 총 3번 등장한다. 특히 작품이 시작되고 마무리 되는 1장과 4장 

애도 장면에서 동일 심상의 등장은 상징주의적 작품의 순환적 구조를 

뒷받침한다. 

슬픔 모티프 슬픔 모티프 

슬픔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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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372의 플룻(C5-D♭5-C5)과 클라리넷(G♯5-A5-G♯5), 마디373의 플룻(C5-

D♭5-C5), 마디374의 성악(B4-C5-B4)과 잉글리시 호른(D♯5-E5-D♯5)에서 

슬픔 모티프가, 마디370의 바순(G4-F♯4)과 마디371의 오보에(F5-E5)와 독주 

바이올린(G6-F♯6), 마디372의 트롬본(A3-G♯3)과 첼레스타(G♭5-F5), 

마디374의 독주 바이올린(E6-E♭6, C6-B5)과 바순(B♭4-A4)에서 한숨 

모티프가 나타난다. (악보32)  

특히 마디372-374는 전체적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마치 분산화음처럼 G음에서 시작하여 G음으로 회귀하는 독주 바이올린의 

선율은 그 자체로 대칭 구조일 뿐 아니라, 처음과 중간 끝에서 3번 

등장하며 대칭성을 형성한다. 이와 함께 잉글리시 호른과 클라리넷은 상하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바순과 호른 역시 마디373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룬다. 하프는 마디372에서 상행하는 선율(F♯3-G3-B3)을, 마디374에서는 

순서를 뒤집어 하행하는 선율(B3-G3-F♯3)을 연주한다. 이러한 대칭구조는 

이후 전개되는 12음기법의 아이디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작품의 결말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309 (악보32) 

 

  

                                            
309

 본 논문의 "작품의 형식과 결말이 갖는 의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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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전과 달리 대사상의 의문문이 실제로 

상승하는 음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마디373의 대사 "그녀와 자주 

키스했나요?"(hast du sie oft geküßt?)와 마디374의 대사 "그녀를 많이 

사랑했나요?"(hast du sie sehr geliebt?)는 모두 상행 선율로 끝나는 반면, 

이전까지 대부분의 의문문은 하행하는 선율로 표현되었다. 이는 여인이 더 

이상 "광녀"가 아니라 현실적인 소통 기능을 지닌 주체로 표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애도 장면 전반에 걸쳐 슬픔과 한숨 모티프는 계속해서 

등장한다. 마디375에서는 독주 비올라 주성부(F5-E5)가, 마디376에서는 

플룻 주성부(A4-G♯4)가 한숨 모티프를 연주하며, 연인의 마음이 하얀 팔의 

여인에게 끌렸음을 받아들이는 마디377에서는 오보에(D♯5-E5-D♯5), 

클라리넷(G5-A♭5-G5), 베이스 클라리넷(D4-E♭4-D4), 바순(A2-B♭2-A2), 

트럼펫(B4-C5-B4), 첼로(F4-G♭4-F4) 등 거의 모든 성부에 걸쳐 슬픔 

모티프가 나타난다. (악보33) 

 

 

슬픔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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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3] 마디377-378 오보에,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여인 "당신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끌렸을 테니...", 첼로 

 

마디380 "나는 당신을 저주했어요"(ich fluchte dir)에서는 앞서 질투 

장면에서 하얀 팔의 여인을 저주했던 음형(마디326-329)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는 마디337에서 연인을 "거짓말쟁이"(Lügner)라고 

비난했던 음형과도 유사하다. 이는 바로 앞의 마디379의 비올라 선율에서 

유사하게 제시되며,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절제된 정서로 노래된다. 또한 

한숨 모티프로 끝맺는 마디382의 가사 "나는 행운이라고 믿었어요"(ich 

glaubte, war im Glück)는 애도 장면이 시작되는 마디350-351의 가사 

"나를 위한 자리는 없어"(für mich ist kein Platz da)(악보29)의 선율이 

그대로 반음 높게 이조되어 재현되고 있다. (악보34) 이를 통해 이전의 

격렬했던 정서가 더욱 절제되고 소화된 형태로 재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34] 마디380-382 여인 "오, 나는 당신을 저주했어요..하지만 당신의 

연민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마디383에서는 쇤베르크 자신이 『화성학』에서 밝힌 11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등장한다. (악보35) 쇤베르크에 따르면 이 화음은 전통적인 의미의 

"불협화"(Dissonanz)를 의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부드럽게(zart) 울리는 

저주의 음형 

"für mich ist kein Platz da"와 동일한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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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편성과 넓은 음정 간격을 통해 오히려 약한 울림을 가지는 것이다.310 

이러한 의도를 통해 실제 울리는 음향이 아니라 악보상에 표기된 음고를 

통한 분석은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저음을 이루고 있는 콘트라바순의 D음은 작품 전체에서 죽음 혹은 연인을 

상징하며 의미 있게 사용되었던 음이다. 311  이는 하프의 점차적인 도약과 

함께 마치 이제까지의 정서가 승화되는 느낌을 준다. (악보36) 
 

 

[악보35] 마디382-383 밀집표기312 

 

  

[악보36] 마디382-385 하프 

 

마디385에서는 현악기의 트레몰로가 등장하지만 이전의 불안을 

예기했던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 이후 점차 하강하는 음형은 여인의 

불안과 분노의 정서가 사그라들어 해소됨을 상징한다. 마디386에서는 

트라이앵글과 함께 인식적 전환을 표현하는 트럼펫의 단3화음의 협화적 

울림(F4-A♭4-C5)이 등장한다. 여기서는 6마디 동안 대사 없이 오직 음악을 

통해 여인의 내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이후 시계추의 움직임을 떠올리는 

실로폰과 첼레스타의 오스티나토가 이어지며, 마디387에서는 날이 밝아오는 

무대 지시와 함께 독주 바이올린이 과거에 대한 회상과 위로를 상기시키는 

                                            
310

 Schoenberg, Harmonielehre, 502-503. 
311

 레셈(Lessem)은 여기서 콘트라바순의 D음이 조성적 해결을 암시한다고 

말한다. Lessem, Music and Text in the Works of Arnold Schoenberg, 92. 
312

 Schoenberg, Harmonielehre, 502, 악보예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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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을 연주한다. 

마디388에서는 마지막으로 하프의 4음으로 구성된 비난의 음형과 

비올라의 슬픔 모티프(C4-D♭4-C4)가 이번에는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등장한다. (악보37) 사실상 여기서 작품의 정서적, 음악적 측면의 갈등은 

종결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길가에서"(Am Wegrand, op. 6 no. 

6)의 인용313으로 대표되는 음악적 코다, 극적 에필로그가 뒤따른다. 

 

 

[악보37] 마디388 하프, 독주 바이올린, 비올라 

 

에필로그 

마디389부터는 다시 아리오조적 선율이 등장하며, 오보에가 1장에서 

방황을 상징했던 원형 (012)의 3음 모티프(E5-F5-E♭5)를 연주한다. 이는 

연인을 찾아 헤매는 여인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슬픔 모티프 

역시 마디392-393과 마디395 성악 성부(A♯4-B4-A♯4, B3-C4-B3, D♯5-E5-

D♯5)에서 나타난다. 마디398의 가사 "세상의 모든 빛깔"(alle Faren der 

Welt)은 목관악기와 금관악기의 트레몰로 외에 하프, 글로켄슈필, 

트라이앵글의 음색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는 쇤베르크가 사용한 악기의 

색채적 활용을 드러낸다. 마디403의 의문문 "나만의 밤 속에서?"(in meiner 

Nacht?)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올라가는 음으로 문장을 맺고 있다. 이후 

연인과의 이별을 한탄하는 마디408-409의 성악 선율은 다시 슬픔 모티프의 

결합(D♯4-E4-D♯4, G4-A♭4-G4, D♯4-E4-D♯4)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38) 

                                            
313

 이 사실은 독일어권에서는 아도르노가, 영미권에서는 Buchanan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Adorno, Philosophie der neuen Musik, 51; Buchanan, 

"A Key to Schoenberg's 'Erwartung' (Op. 17)" 참조. 

저주의 음형 

슬픔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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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8] 마디408-409 여인 "다시 영원한 기다림의 날들..." 

 

마디410의 더블베이스의 반음계적 하행에 이어 마디411에서는 잘 

알려진 "길가에서"(Am Wegrand, op. 6 no. 6)의 인용을 발견할 수 있다. 

가사 "수 천의 사람들이 지나가요"(Tausend Menschen ziehn vorüber)의 

직접적인 이용 외에도, "길가에서"의 마디3-4에서 사용된 성악 선율과 

마디22-24에서 사용된 성악 선율이 《기다림》의 마디411-412의 베이스 

클라리넷과 바순, 잉글리시 호른과 클라리넷에서 각각 등장한다. (악보39, 

40) 이 인용은 마디416까지 변형되며 등장하며, 여기서 역시 작품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원형 (014)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다. 

 

 

[악보39] "길가에서"(Am Wegrand, op. 6 no. 6) 마디3-4, 마디22-24 

슬픔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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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0] 《기다림》 마디 411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콘트라바순, 

여인 

 

이후 분위기는 다시 점차 고조되어 연인을 애타게 부르짖는 

장면(마디415-416)에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다시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가사 "어두워요"(Es ist dunkel)와 함께 마디418부터 시작되는 

하프의 오스티나토는 마디22와 마디67의 단3도 오스티나토를 연상시킨다. 

이 외에 피콜로의 트릴과 바이올린과 첼레스타의 트레몰로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호른과 현악기의 상승과 함께 마디424에서는 

여인의 환희를 표현하듯 성악 성부가 고음의 fff로 "오, 당신 거기 

있나요"(Oh, bist du da)를 노래한다. 연인의 귀환을 의미하는 이 지점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D음으로 회귀하는 단3도 음형(D-B-D)을 연주한다. 

마지막으로 마치 스트레토처럼 서로 다른 박자에서 겹쳐지는 모든 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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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르는 상행과 하행 선율이 제시된 후 작품은 끝난다. 여기서도 하프는 

D음에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나는 글리산도를 연주하게 되어있다.  

(악보41) 

 

 

[악보41] 마디426 종결부314 

                                            
314

 Schoenberg, Erwartung op. 17: Monodram in einem Akt (1909), UE 5361, 

62. 

d음으로의 글리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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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된 음들로 끝나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남긴다. 음악적으로 이는 전통적인 "으뜸음"(tonic)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15  실제로 작품의 마지막 마디426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12개의 

음을 모두 들을 수 있다. 이는 쇤베르크 자신이 주장했던 "범조성"에 대한 

사고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크로포드(John Crawford)는 이것이 

쇤베르크가 말한 "원심력"을 드러내며 작품의 열린 결말을 드러낸다고 

말한다.316 본 장의 분석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은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3) 음악의 구성 요소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의 전개에 따른 분석에 기반하여, 

이를 음악의 구성적 기능에 따라 새롭게 조명해볼 것이다. 라보르다(José 

María García Laborda)는 이미 《기다림》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요소를 

"묘사적(deskriptiv) 특성"과 "표현적(expressiv) 특성"으로 나눈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묘사와 표현 대상에 대한 논의와 묘사와 표현을 

구분하는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본 논의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작품에서 음악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한 구성적 기능를 다시 (1) 

묘사적, (2)표현적, (3)형식적 요소의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묘사와 표현을 엄밀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묘사"는 현상 또는 사물을 글이나 

그림과 같은 다른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현주의 사조에서 

"표현"이란 인간 주체의 내면적인 정서 혹은 사고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묘사는 묘사되는 "대상"을 전제하며, 표현은 표현의 

"주체"를 상정한다. 본 절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따라 작품 속 

주인공인 여인의 내면적 심리와 관계되는 음악적 표현은 "표현"으로, 그 

                                            
315

 Rosen, Arnold Schoenberg, 57. 
316

 Crawford, Expressionism in Twentieth-Century Music,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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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대상이나 환경에 대한 음악적 표현은 "묘사"로 간주하였으며, 이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음악적 요소는 순수하게 형식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쇤베르크 자신은 "내적 사건들의 묘사"(Darstellung 317  der 

inneren Vorgänge), 내적 자연의 "모방"(Nachahmung)과 

"재연"(Wiedergabe)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묘사와 표현을 엄밀히 

구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시학에서 본질적인 음악적 

사고를 직접적인 모방보다 우위에 두었으나, 실제로 《기다림》에서는 

물론이고 이후의 《달에 홀린 피에로》 등에서 역시 가사 그리기를 비롯한 

직접적인 묘사는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쇤베르크의 음악적 

기법은 언뜻 자신이 주장한 시학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외견상 모순은 쇤베르크의 인간의 내면과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해소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표현이란 "내적 자연" 혹은 

"내적 사건"의 묘사이며, 앞서 살펴본 "유언 초안"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그에게 내부세계와 외부세계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다. 무엇보다 

《기다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악몽"으로 간주되며 작품 안에서 실제와 

환상을 엄밀히 구분 지을 수 없는 작품이다. 따라서 그가 직접적으로 

외부의 대상 혹은 가사를 모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를 그 자신의 

관점에서 내적 사건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면 그의 시학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의 모든 요소를 심리적 사건으로 간주한다면 사실상 묘사와 

표현의 구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사용한 묘사와 표현의 

구분에 앞서 이와 같은 작곡가의 의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묘사적 요소 

《기다림》에서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음악의 기능은 외부 대상의 

묘사이다. 여기서 "외부 대상"이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작품 속 여인의 

내면적 심리를 제외한 모든 대상과 상황을 의미한다. 외부 대상에 대한 

                                            
317

 독일어 단어 "Darstellung"은 "묘사"로도, "표현"으로도 번역될 수 있으나, 

단순히 드러냄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주의에서의 "표현"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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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는 다시 가사 그리기 기법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묘사와, 

대상에 대한 보다 추상적인 청각적 상징으로 구분된다. 

우선 작품 전체에서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모방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장 마디17-18에서는 첼레스타가 귀뚜라미의 소리를 묘사하는 

것처럼 들리며, (악보6) 4장 마디258-260에서는 종이를 끼운 하프를 통해 

연인에게서 피가 박동하며 떨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악보23) 또한 3장의 마지막 막 전환 부에서는 여인의 도망치는 

발걸음 혹은 심장박동을 연상시키는 긴박한 오스티나토가 사용되었다. 

(악보12) 이 외에 "위"를 뜻하는 독일어 단어 "über"를 긴 음가로 표현하는 

전통적인 가사 그리기 기법도 나타난다. (악보8) 

다음으로 악기의 음색과 음형을 통한 상징이 존재한다. 하프와 

첼레스타는 주로 오스티나토의 형태로 "달"과 관련하여 등장하며, (악보6, 

14, 17) 동시에 하늘과 색채적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악보20) 

특히 대본상 달이 등장하지 않는 2장에서는 마디66-68의 가사 "저녁의 

빛깔"(die Abendfarben)과 관련해서만 하프와 첼레스타가 사용되었다. 

(악보9) 마디383-384에서는 여명이 밝아오는 하늘을 하프의 도약 선율이 

묘사하고 있으며, (악보36) 특히 마디398에서는 가사 "세상의 모든 

빛깔"(alle Farben der Welt)를 표현하기 위해 실제로 작품에 투입된 거의 

모든 관현악기들이 사용되었다. 이는 리브레토 상에서 등장하는 색깔을 

그대로 음색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마디167과 168에서는 연인의 시체를 부인하는 대사 "녹아 없어질 

거야"(zerfließen)와 "사라져"(zergeht)를 각각 D에서 C♯으로의 상행과 

C♯에서 D로의 하행 글리산도로 표현하고 있다. (악보18) 이는 결국 연인의 

죽음이 부인되었다가, 결국 그 부인이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을 음악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D음과 관련한 죽음과 부활의 상징은 결말의 해석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작품에서 중요한 음악의 기능은 대상을 묘사하면서 그것이 마치 

제2의 등장인물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음악은 여인의 독백에 

마치 대화와 유사한 형식을 부여하며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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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장의 마디71-72에서 등장하는 청각적 환각은 그대로 현악기의 

트레몰로를 통해 묘사되는데, 이는 마치 여인의 의문문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들린다. (악보10) 또한 두려움이 절정에 이르는 3장의 환각 

마디107-109에서는 튀어나온 눈과 뱀을 금관악기와 떨리는 음색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작품에 암시적으로 등장하는 두려움의 대상 혹은 

동물적, 야수성을 지닌 대상은 금관악기와 떨리는 음색을 통해 표현되면서 

여인과 상호작용한다. 

 

(2) 표현적 요소 

표현주의적 작품을 대표하는 《기다림》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기법은 음악을 통한 주인공 내면의 심리 표현이다. 여기서 "표현"이란 

쇤베르크 자신이 주장한 "내적 사건들의 묘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통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을 이끌어내고 상징화하는 

더욱 근원적인 차원을 포함한다.318  이러한 표현성은 작품에 동원된 다양한 

악기들의 음색과 쇤베르크가 독창적으로 추구한 음의 윤곽적, 모티프적 

정보, 오스티나토, 음의 강약과 수직적 울림을 통해 획득된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오페라와 마찬가지로 여인의 성악 선율은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기다림》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작품 전반부의 

분절된 레치타티보적 텍스처와 후반부의 아리오조적 텍스처의 대비이다. 

이를 통해 음악은 환각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상태와 슬픔 혹은 보다 안정된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악보18, 19) 이는 리브레토 분석을 

통해 논한 것과 같이 여인의 심리 상태가 애도를 거치며 통합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작품에는 모티프를 통한 내면 심리의 표현이 나타난다. 마디3의 

성악 첫 선율에서 제시되는 반음 간격의 3음 모티프는 위축된 여인의 

심리를 대변하며 여인의 방황과 두려움을 드러낸다. (악보3) 원형 (012)로 

대표되는 이 모티프는 작품 초반에 빈번하게 변주되어 등장하며, 연인을 

                                            
318

 Luigi Rognoni, The Second Vienna School: Expressionism and 
Dodecaphony, trans. Robert W. Mann (London: Calder, 197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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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헤매는 마디389에서 다시 등장한다. 작품 후반부에서는 슬픔과 한숨 

모티프가 여인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밀도 있게 사용되었다. (악보28, 29, 

30, 31, 32, 36, 37) 

 

 

[악보42] 여인의 심리와 관련된 모티프 

 

다음으로 보다 느슨한 음의 윤곽을 통한 심리 표현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독주 현악기의 선율을 통한 회상의 표현이다. 마디16에서 

여인의 회상과 함께 처음 제시되는 이 회상 선율은 작품 전체에 걸쳐 

여인의 회상 장면 혹은 그리움과 연관을 맺고 있다. 작품 속에서 결코 

동일한 음정 관계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주 현악기 특유의 음색과 

부드러운 울림, 그리고 상행하여 지속되는 음의 윤곽을 통해 청자는 마치 

라이트모티프처럼 회상을 이끄는 느낌을 받게 된다. (악보6, 8, 11, 20, 24, 

25)  

마디326-329에서 하얀 팔의 여인과 연인을 저주하는 4음으로 구성된 

음형 역시 이러한 예로, 작품 속에서 증오의 정서는 비슷한 음 윤곽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특히 마디329에서는 금관악기가 여인의 성악 선율과 협화를 

이루며 분노의 정서를 강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에 앞서 제시되는 

슬픔 모티프를 통해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악보27, 28) 

이밖에 윤곽을 통한 정서 표현의 예로 여인의 절망은 절망은 반음계적 

하행, 긴장의 고조는 반음계적 상행 선율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마디70-

71의 더블베이스는 연인이 오지 않은 것에 실망하는 여인의 심리를 

글리산도로 하행하는 더블베이스를 통해 매우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악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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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3] 마디69-71 여인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지...", 더블베이스 

 

때로 온화한 하행 선율은 두려움이나 긴장의 완화를 드러낸다. 수직적 

측면에서 일시적인 안정과 평온한 심리 상태, 애틋함은 정지한 듯 지속되는 

화음과 완전4도를 쌓아 올린 부드러운 울림으로 표현되며, (악보7) 불안은 

증4도와 단2도로 부딪히는 울림을 통해 표현된다. 오스티나토는 주로 

여인의 불안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며, 음정 간격이 좁을수록, 또는 음정 

변화가 급격할 수록 더 큰 감정의 동요를 표현하고 있다. (악보12, 15) 

특히 주목할 것은 음악을 통한 대사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 심리의 

표현이다. 연인의 부재를 한탄하는 마디289-292에서는 대사 없이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악기들을 통해 절망감과 부정적 사고를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반대로 연인의 상실을 애도하는 마디383-389에서는 대사 

없이 내적 사고가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며, 하강하는 선율로 부정적 

감정의 해소를 표현하고 있다. 

또는 대사와 반대되는 감정의 표현도 나타난다. 마디30에서 클라리넷, 

콘트라바순, 하프에서 등장하는 오스티나토와 마디31 성악 선율의 (012) 

모티프는 여인이 용기를 내며 하는 말("노래를 해야겠어")과 대조되는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 319  (악보3)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반대되는 

여인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앞서 

쇤베르크의 시학에서 살펴본 그가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모순과 

대조를 내포하는 무의식적 감정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9

 Feilotter, "Schoenberg, Pappenheim, and the Expression of Solitude in 

Erwartung, Op. 17," 42. 

절망감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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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색적 측면에서는 외부 대상의 묘사와 유사하게 현악기의 트레몰로와 

관악기의 플러터텅잉으로 여인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앞서 

두려움의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던 금관악기는 동시에 여인의 

경악스러운 감정이나 분노를 표현한다. 그 예로 마디329에서 등장하는 

트럼펫과 호른은 성악 선율을 모방하며 하얀 팔의 여인에 대한 분노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3) 형식적 요소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심리 상태의 표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 음악의 일반적인 형식적 기능도 드러난다. 가장 좋은 예는 

음악적 재료를 제시하는 서주 부분과 막 전환에서 나타나는 간주적 기악 

음악이다. 특히 작품 전체의 재료들이 제시되는 1장에서 이러한 형식적 

기능이 두드러진다. 여기서 음악은 암시적으로 작품의 이어질 전개와 

분위기를 드러내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작품 속의 대상 혹은 

여인의 심리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구체적인 묘사나 표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음악적 통일성과 

유기적 연결을 위한 장치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는 작품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원형 (014) 모티프와 정서적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동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원형 (013) 모티프, 그리고 

완전4도와 증4도를 쌓은 무조적 3화음의 사용은 그 예이다. 

 

 

[악보44] 형식적 기능을 갖는 음악적 재료 

 

쇤베르크가 가사와 음악의 관계에서 논하였던, 보다 유기적인 음악적 

연결을 위해 텍스트를 따르지 않는 경우 역시 드러난다. 악기의 음색은 

특정 상징이나 심리적 표현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음색적 구분을 통한 

대위적 기능을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각 악기는 마치 다성음악의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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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처럼 취급되며, 가까운 마디 내에서 모티프적 모방과 변주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반복되는 모티프가 여인의 감정과 무관하게 다시 

재현되거나 실제 사용에 앞서 제시되는 것 역시 이에 속한다. (악보11) 그 

예로 마디22에서 달과 불안을 상징하는 베이스 클라리넷의 단3도 

오스티나토 음형은 마디4의 하프에서 미리 제시되며, 마디411부터 시작되는 

"길가에서"(Am Wegrand)의 인용은 순수하게 음악적으로 변주된다.  

외부 대상을 묘사하거나 내면적 심리를 표현하지 않는 오스티나토는 

일종의 종지적 역할로서 작품의 형식을 구분 짓는 기능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청자는 극의 변화에 대비하며 작품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짧은 

음가와 피치카토 등의 강조되는 음색을 통해 장면의 갑작스런 음악적 

분위기의 전환을 이끄는 기법 역시 음악의 형식적 기능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성적 측면에서 형식적인 요소라 하여, 이러한 음악적 장치가 

이어서 살펴볼 심리적 기능을 갖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순수 기악 음악 

역시 우리에게 감정을 유발하듯, 모든 음악적 요소는 감상자 혹은 작곡가에 

대한 심리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주체의 감정을 비언어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320  

                                            
320

 음악 미학에서 논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치료의 즉흥 연주는 

관력적이거나 비관련적일 수 있다. 관련적 즉흥 연주는 아이디어, 느낌, 

이미지와 같이 비음악적인 대상을 묘사하거나 재현한다. 반면 비관련적 

연주에서는 오직 음악적인 의도로 조직되며 완전히 스스로의 생각이나 

특성이 투사된 비언어적 경험을 끌어낸다. Bruscia, 『음악 심리치료의 

역동성』, 23. 



 145 

4. 정신분석적 해석 

 

본 절에서는 앞서 시도한 상세한 음악 분석에 근거하여, 작품에 심리적 

의미를 부여하는 보다 과감한 정신분석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작품의 음악적 요소가 갖는 심리적 기능을 언급한 후, 리브레토 

해석을 통해 밝힌 주인공의 심리와 음악에서 드러나는 쇤베르크의 심리를 

종합하여 작품의 열린 결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신분석적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작품의 

형식적 요소가 갖는 다양한 정신분석적 의미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곧 

음악내적인 요소에 음악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 음악의 심리적 기능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음악이 인간의 심리와 맺고 있는 차원의 심리적 

기능과 앞서 살펴본 음악의 구성 요소는 각각 독립적인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미한 심리적 기능을 갖는 음악적 요소가 구성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구성적 측면에서는 핵심적이지 않은 요소가 

감상자 또는 작곡가에게 중대한 심리적 가치를 지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논의에서는 작품 속 여인뿐만 아니라 작곡가 쇤베르크의 심리 

역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음악 

작품은 매우 다양한 심리적 기능을 갖고 있다. 우선 음악은 하나의 심리적 

대상(object)으로서 전이 또는 투사와 같은 다양한 정신역동적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제공한다. 321  이는 개인의 경험과 복잡한 정서가 음악을 

통해 유발될 수 있는 근거를 이룬다. 또한 정신분석가 하인즈 코헛은 

                                            
321

 음악치료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신역동적 측면은 특별히 강조되며,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 (1)자유연상 기법으로서의 음악, (2)투사 

대상으로서의 음악, (3)중간 대상(transitional object)으로서의 음악, 

(4)담아주기(container)와 안아주기(holding) 역할의 제공, (4)거울로서의 음악, 

(5)전이, 역전이, 상호주관적 반응에 참여. 정현주 외,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3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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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갖는 주요한 심리적 기능으로 각각 이드, 자아, 초자아의 관점에서 

억압된 감정의 카타르시스적 경험, 트라우마적 사건의 숙달(mastrery), 

그리고 음악적 규칙에 대한 순응 또는 반항을 들고 있다.322 이 외에 음악의 

중요한 기능은 상실한 대상을 떠나보내는 애도(mourning, 

Trauer[독]) 323 이다. 이는 정신분석에서 우울과 구분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레퀴엠(requiem), 애가(lament), 장송곡(funeral 

march)과 같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애도의 목적으로 사용된 음악 장르를 

통해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324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음악의 심리적 

기능을 《기다림》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1)대상으로서의 음악, 

(2)카타르시스, (3)애도 작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심리적 기능이 작용하는 대상에 대한 논의는 작품의 이중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음악은 일차적으로 작품 속 여인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작곡가 쇤베르크의 심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에는 히스테리적 증상의 근원이 되는 여인의 기억과 

마찬가지로 쇤베르크 자신의 기억이 얽혀있다. 외도라는 소재뿐만 아니라, 

연인의 "3일" 동안의 부재 역시 공통적인 요소이며, 작품은 게르스틀과 

마틸데의 사건이 발생한 후 거의 정확히 1년 후에 작곡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 할 때, 결국 보다 완전한 《기다림》의 해석을 위해서는 

히스테리적 여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에 대한 작곡가 자신의 반응이 

투영되어 있는 작품의 이중적 관계를 고려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쇤베르크의 반응과 음악적 표현 역시 작품 

해석의 주안점으로 삼았다. 작품 속 주인공에 대한 심리뿐만 아니라 

창작자와 해석자 또는 감상자를 포함하는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해석은 

                                            
322

 이 밖에도 그는 전이와 타협 형성, 승화를 음악의 주요한 작용으로 

언급한다. Kohut, "Observation on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Music," 

37. 
323

 열린책들 프로이트 전집에서는 "슬픔"으로 번역되었다. 
324

 George Pollock, "Mourning and Memorialization through Music," in 

Psychoanalytic Explorations in Music, ed. Stuart Feder, Richard L. Kamel 

and George H. Pollock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90), 

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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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신분석비평 연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325  

데이비드 패닝(David Fanning)은 이러한 관점에서 쇤베르크가 

리브레토에 등장하는 여인의 "해석자"(Interpreter)로서 음악 작품을 쓴 

것으로 보며, 쇤베르크는 리브레토상의 표면적인 독백(monologue)을 음악을 

통해 내적인 대화(dialogue)로 변화시켰다. 326  이는 마치 정신분석가와 

내담자의 관계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로버트 팰크(Robert 

Falck)는 쇤베르크가 파펜하임의 텍스트에 "안나O가 그녀의 환경에 반응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으며, 작품이 스스로를 위한 "대화 

치료"(talking cure)를 닮았다고 말한다. 327  창작자의 정신 생활이 작품에 

반영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쇤베르크가 짧은 기간 동안 "무의식적" 사고에 

기반하여 작곡한 《기다림》은 하나의 해석을 위한 텍스트를 제공하며, 328 

동시에 이는 "내적 사건"의 표현을 추구했던 쇤베르크의 시학과도 일치한다. 

이에 기반하여 다음의 논의에서는 작품이 쇤베르크의 심리에 대해 갖는 

기능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325

 작품 내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작품의 창작 및 감상 과정에 

주목하는 연구는 정신분석비평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정신분석가/문학비평가 노먼 홀랜드(Norman N. Holland, 1927-)는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 1897-1962)의 단편 소설 “에밀리에게 장미를”(A 

Rose for Emily, 1930)에 대한 독자의 해석으로부터 독자의 방어(defense), 

기대(expectation), 환상(fantasy), 변형(transformation)을 분석하였다.  마리 

파펜하임의 리브레토를 쇤베르크가 ‘해석’하고 ‘표현’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리브레토의 주요 부분을 삭제한 쇤베르크의 의도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작품 속 여인(die Frau)과 작곡가 쇤베르크의 심리 모두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Norman N. Holland, 5 Readers Reading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5). 
326

 Carpenter, "Erwartung and the Scene of Psychoanalysis," 183. 
327

 Falck, "Marie Pappenheim, Schoenberg, and the Studien über Hysterie," 

142. 
328

 또한 정신분석적 음악치료에서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즉흥연주는 

연주자의 성격과 내적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기다림》에서 실제 치료의 목적을 갖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별도의 

내담자-치료사를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쇤베르크는 리브레토의 여인을 분석하는 치료사로 자리할 수도 있으며, 

스스로를 음악을 통해 고백하는 내담자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담자-음악-치료사 간에 일어나는 정신역동적 현상과 관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드러난 주체가 반드시 실재하는 작곡가와 동일시 

된다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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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으로서의 음악 

정신분석적 작품 해석의 중요한 전제로서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심리적 대상으로 간주된다.329 이때 "대상"(object)이란 프로이트적 의미에서 

욕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 혹은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주체가 관계 

맺을 수 있는 내/외적 표상을 의미한다. 음악이 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이(transference)나 투사(projection)와 같은 정신활동이 작품을 

매개로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이는 작품 속 주인공은 물론이고 

창작자 혹은 감상자가 주체로서 음악에 심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좁은 의미의 대상으로는 앞서 외부 대상을 묘사하는 음악의 기능에서 

살펴본 여인과 상호작용하는 음악을 들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음악의 

기능에 기반하여 작품은 단 한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 다양한 심리를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된다. 특히 음악은 환각적 대상을 형성할 수 있으며, 330 

이는 작품 속에서 청각적 환각을 음악으로 표현한 데서 드러난다. (악보10) 

이 외에 작품 속 대상의 기능을 드러내는 것으로 마디133의 독주 바이올린 

선율을 들 수 있다. 여인의 내적 불안을 표현하는 이 선율은 바로 다음 

마디에서 달을 상징하는 첼레스타로 옮겨지며 반복되는데, 이는 앞서 

                                            
329

 이러한 관점은 정신분석가 크리스토퍼 볼라스(Christopher Bollas)의 

"변형대상"(transformational object) 개념을 통해 확장된다. 대상을 완전한 

타자로 지각할 수 없는 유아는 엄마를 하나의 자아 "변형 과정"으로 체험하며, 

여기서 대상은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환경-신체적(enviro-somatic) 기능으로 

지각된다. 이는 앙지외(Anzieu)의 "외피"(envelope) 개념과도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상 개념은 고정된 외부 실체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경험되는 음악의 특성을 해명하는데 적합하다. 데이비드 존(David John)은 

이를 음악치료에 적용하여 변형대상의 특성이 음악의 핵심이라고 본다. 

Christopher Bollas, The Shadow of the Object: Psychoanalysis of the 
Unthought Know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13-29; 

David Joh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in Music Therapy as a Tool in 

the Treatment of Psychosis," in The Art and Science of Music Therapy: A 
Hand Book, ed. T. Wigram (Chur: Harwood Academic Publishers, 1995), 

161. 이 외에도 음악은 어머니와의 분리를 대체하기 위한 위니캇의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 자기애의 충족과 성장을 위한 코헛의 

자기대상(selfobject)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정현주 외,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42-43. 
330

 프로이트 역시 청각적 환각을 중시하였다. Susan Hadley (ed.), 『정신역동 

음악치료: 사례 연구』, 김성희 옮김 (서울: 학지사, 2008),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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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레토에서 분석한 달에 투사된 여인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악보14) 

다음으로 음악은 전이(transference) 대상으로서 창작자와 깊은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전이란 본래 정신분석 환경에서 내담자가 과거에 맺은 

중요한 관계를 다시 재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적 의미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음악, 악기, 예술작품 등 모든 심리적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 《기다림》의 해석에 정신분석의 역할을 강조한 알렉산더 

카펜터(Alexander Carpenter)는 작품에서 여인이 "연인의 시체"와 맺고 

있는 전이 관계를 강조하며, 동시에 작품을 통해 쇤베르크의 자신의 욕망 

역시 자기분석(self-analysis)적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331  이러한 측면에서 

쇤베르크는 《기다림》을 통해 "유언 초안"에 남겼던 감정과 마틸데와의 

관계를 다시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이 관계 속에서 

쇤베르크는 음악을 통해 연인의 외도를 부인하고, 여인과 동일시하며 

외도를 저지른 연인을 비난하고, 또 때로는 불가해한 심리를 지닌 

여성으로서 부인 마틸데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작품에서 

음악은 때로는 여인의 심리와 공명하며 여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때로는 

타자로서 여인을 공포에 질리게 하거나 징벌적인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음악은 위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인해 표현의 매체로서 여러 

장점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음악은 복잡한 감정의 혼합을 안전하게 

표출하는 한편, 외상적인 사건 혹은 압도적인 감정을 안전하게 

재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332 결과적으로 음악에서는 의식적으로 거부되거나 

분리된 감정들 역시 저항을 줄여서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애도 작업의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음악은 투사 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앞서 리브레토 분석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투사는 작곡가 혹은 동일시된 대상의 내면을 음악을 통해 

외면화시킴으로써 표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이러한 투사는 방어적으로 

사용되는 고전적 의미가 아닌 정상적인 정신 활동으로서 일반화된 의미를 

                                            
331

 Carpenter, "Erwartung and the Scene of Psychoanalysis," 239-246. 
332

 Eschen, 『분석적 음악치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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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333  쇤베르크는 저자 파펜하임의 의도와는 별개로 리브레토를 다시 

해석하고 자신의 정서를 투사하는 정신역동적 관계에 있으며, 자신의 

내부에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 역시 음악을 통해 외부로 투사된다. 특히 

미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음악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을 추한 소리에 

투사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34  즉, 음악은 불유쾌한 

소리를 통해 불유쾌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카타르시스적 경험을 유도한다. 

이와 대조되는 기능으로 음악은 주체를 위로하고 보호하는 지지적 

대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은 하나의 환경으로서 위니캇의 

"안아주기"(holding) 335  역할을 담당한다. 전통적인 음악에서는 안정적인 

리듬과 화음, 조성이 이러한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336  위협적인 소리가 

지배적인 《기다림》에서 역시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무조적 3화음의 

부드러운 울림과 "포화된" 소리를 통해 이러한 기능이 드러난다. 작품 속 

여인과 청자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제공하는 음악적 순간은 주로 작품 

후반부에서 강조되며, 이 때 음악은 안아주는 대상으로 작용한다.  

 

(2) 카타르시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미학적 의미로 사용된 

"카타르시스"(Catharsis)는 원래 의학적인 "정화" 또는 "배설"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부정적 감정에 이입함으로써 정념이 순화되고 승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에 기반하여 감상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하는 비극이 

감동을 주는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 동시에 카타르시스는 브로이어와 

프로이트가 초기에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요법으로서, 

최면 등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트라우마를 외부로 표현함으로써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뜻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미학적으로 예술 작품을 통해 

슬픔이나 고통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대리 경험하는 쾌감을 설명하기 위해 

                                            
333

 Bruscia, 『음악 심리치료의 역동성』, 48-49. 
334

 Bruscia, 위의 글, 148. 
335

 안아주기란 생애 최초에 엄마와 아이가 맺는 안정적인 2자 관계에 필수적인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돌봄을 의미한다.  
336

 정현주 외,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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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특히 음악은 불협화음이나 음의 강약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카타르시스적 경험을 얻는데 유리한 매체이다. 코헛은 공격성이나 

성충동과 같은 이드의 기능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음악의 카타르시스적 

경험을 꼽고 있다. 그에 따르면 억압된 욕구나 소원은 음악을 통해 승화된 

형태로 경험되며, 이를 통해 긴장이 해소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 337 

실제로 《기다림》은 리브레토와 음악 두 측면에서 모두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주를 이루는 작품으로서, 카타르시스 이론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프로이트는 특히 강한 감정이 동반될 때 증상이 소멸되는 카타르시스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338 이러한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은 작품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감정의 고조와 뒤따르는 급격한 휴지 또는 이완이다. 특히 

총 8회에 걸쳐 등장하는 음악적 클라이맥스 339에서는 여인의 감정 역시 

절정에 도달하며, 이후 다시 완화된 정서와 상대적으로 온화한 음악적 

표현이 등장한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3장의 마지막 

환각(마디110-112)에서는 여인의 공포가 절정에 도달하며 연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후 막 전환을 거쳐 다시 평온한 정지한 화음을 배경으로 4장이 

시작된다. 특히 "당신은 내 거에요"(mein bist du)라고 말하는 유혹 장면의 

클라이맥스(마디229) 직후에는 이전까지와 확연히 구분되는 완화된 감정이 

선율적 진행과 함께 등장한다. 또한 하얀 팔의 여인에 대한 질투심이 극에 

달하는 마디347-348 이후에는 분노의 감정이 해소되고 작품은 애도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는 프로이트가 특히 주목했던 공격성의 발산을 통한 

                                            
337

 Kohut, "Observation on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Music," 22-23. 
338

 Freud, 『히스테리 연구』, 17-18. 
339

 필자가 여인의 감정과 음악적 표현에 근거하여 판단한 8회의 클라이맥스는 

다음과 같다. 1)여인의 공포가 절정에 도달하는 마디110-112, 2)연인의 

시체를 최초로 인식하는 마디153-157, 3)부인 후 연인의 시체를 재인식하는 

마디190-193, 4)유혹 장면에서 연인에 대한 갈망이 드러나는 마디229, 

5)회상 도중 연인의 죽음을 부인하는 마디242-244, 6)질투의 감정이 절정에 

도달하는 마디347-348, 7)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절정에 도달하는 마디415-

416, 8)다시 연인을 발견하는 마디424. 이와 유사하게 Crawford는 

《기다림》에 6번의 클라이맥스가 등장한다고 말하며, 마디110-112, 153-

157, 190-193, 347-348, 415-416, 424를 제시한다. Crawford, 

Expressionism in Twentieth-Century Music,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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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심리에 이입함으로써 

창작자 혹은 감상자 역시 동일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작품은 작곡가 쇤베르크에게 카타르시스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 쳄린스키 서클 안에서 게르스틀과도 안면이 있었던 파펜하임은 

게르스틀과 마틸데 사이의 사건 역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이를 

의식하여 외도를 소재로 하는 작품의 리브레토를 쓴 것으로 보인다. 

레이몬드 코퍼(Raymond Coffer)는 스스로 부인의 외도를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쇤베르크가 파펜하임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건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의도한 것이라고 본다.340  

이러한 작품을 통한 카타르시스적 경험에서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감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쇤베르크의 

음악에서는 작품 속 여인에 대한 분명한 공감적 반응이 나타난다. 

《기다림》에서는 여인을 단순히 광녀로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분노, 안도, 슬픔과 같은 여인의 심리에 공감적으로 작용하는 음악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무엇보다 음악은 작품 속 여인이 경험하는 정서를 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감상자에게 카타르시스적 경험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여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구성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예로 극 중 여인의 혼란스러운 심리와 충격의 묘사는 물론이고, 

연인의 외도에 분노하는 부분(마디347-348)에서 음악은 함께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마디70의 대사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지"(Aber du bist 

nicht gekommen)와 그에 따른 절망감의 표현은 유언 초안에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원했던" 쇤베르크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 보인다. (악보43) 

또한 쇤베르크의 "유언 초안"을 상기시키는 연인과의 이별을 부인하는 

마디243-244의 대사 "아니, 아니...이건 사실이 아니에요"(nein, nein...es ist 

nicht wahr)는 음악적으로 절규에 가깝게 강조된다. (악보45)  

 

                                            
340

 Coffer, "Richard Gerstl and Arnold Schönberg: A Reassessment of their 

Relationship (1906-1908) and its Impact on their Artistic Works,"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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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5] 마디243-244 여인 "아니, 아니...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 작품의 작곡에 카타르시스의 전제가 되는 자기 자신 혹은 

부인 마틸데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쇤베르크에게 억압된 감정을 정화시키는 일종의 

"심리치료"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후 쇤베르크는 작품에 12음 기법이라는 

보다 이성적이고 독창적인 형식적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기다림》과 

쌍을 이루는 오페라 《행복한 손》의 리브레토를 직접 쓸 수 있게 된다. 

 

(3) 애도 작업 

프로이트적 개념에서 애도(Trauer)는 공격성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병리적인 우울증(Melancholie)과는 달리 정상적인 대상 상실에 따른 슬픔의 

과정을 의미한다. 341  클라인은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애도를 편집-분열 

자리보다 성숙한 우울 자리의 특성으로 보았다. 우울 자리에서 주체는 전체 

지각된 대상의 상실을 비로소 체감하고 진정으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에디트 르쿠르(Edith Lecourt)는 음악이 박해하는 초자아의 역할과 

함께 분리(separation), 애도(mourning)와 우울(depression)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았으며, 342  음악은 특히 비언어적인 방식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모성적 대상을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애도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343 이러한 애도 작업은 앞서 리브레토 분석에서 

                                            
341

 Sigmund Freud, "슬픔과 우울증," 윤희기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파주: 열린책들, 2003), 243. 
342

 이는 애도(mourning)를 음악의 주요한 기능으로 언급한 미국의 정신분석가 

조지 폴락(George H. Pollock)의 견해와 같은 것이다. George Pollock, 

"Mourning through Music: Gustav Mahler,"(1974) in Psychoanalytic 
Explorations in Music, ed. Stuart Feder, Richard L. Kamel and George H. 

Pollock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90), 321-40 참조. 
343

 특히 이러한 음악을 통한 애도 작업은 말러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형제와 딸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죽음을 경험했으며 이를 작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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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것과 같이 환각에 쫓기며 극단적인 감정을 오가다가 마지막에 

비로소 연인의 상실을 슬퍼하며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리에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쇤베르크의 음악이 이러한 리브레토의 전개와 

정확히 일치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점이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애도의 시작을 기점으로 한 음악적 

텍스처의 극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마디349-351의 

대사 "나를 위한 자리는 없어"(für mich ist kein Platz da)를 기점으로 

성악은 아리오조적 선율로 변화하며, 이전까지와 같은 급격한 강약의 변화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정서는 연인의 상실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으로 

통합된 것처럼 보이며, 음악은 이에 맞추어 온화한 화음과 위로를 주는 

듯한 선율적인 진행이 주를 이룬다. 특히 벨레스(Egon Wellesz, 1885-

1974)는 마디353의 대사 "얼마나,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데"(Wie lieb, wie 

lieb ich dich gebat hab')로 시작되는 음악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부드럽고 

섬세한 색체를 띠고 있다고 말한다.344 (악보31) 이와 함께 두드러지는 것은 

슬픔 모티프와 한숨 모티프의 활용이다. 이전까지 직접적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던 모티프적 기법은 애도 장면에서 매우 명시적으로 활용되며, 

이는 음악을 통해 여인의 슬픔을 대신 드러냄으로써 위로의 기능을 하며 

보다 통일성 있는 텍스처를 형성한다. 이러한 음악적 장치는 결말에서 더욱 

극단적인 광녀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살로메》와 대조적인 것이다. 

애도 작업의 결정적인 증거는 여인의 의사소통 능력의 회복이다. 

이전까지 여인은 독백적인 파편화된 언어를 사용했으며, 특히 빈번한 

의문문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음악적 표현은 별다른 규칙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애도 장면에서 대사 중 의문문은 실제와 같이 상행하는 

음으로 끝맺으며 소통의 기능을 나타낸다. 345  (악보46) 이전까지의 환각과 

                                                                                                               

승화시켰다. Pollock, "Mourning through Music: Gustav Mahler," 321-339. 
344

 Egon Wellesz, Arnold Schönberg, trans. W. H. Kerridge (New York: Da 

Capo Press, 1969), 129. 
345

 작품 전체에서 의문문은 마디23, 28, 39, 40, 41, 43, 72, 73, 102, 195, 215, 

218, 220, 227, 246, 256, 275, 277, 280, 302, 309, 311, 325, 340, 341, 345, 

373, 374, 379, 393, 403, 415에서 총 38회 나타난다. 이들 중 상행으로 

끝나는 경우는 마디23, 218, 227, 277, 311, 341, 373, 374, 379,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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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에 시달리는 편집-분열 자리에서 여인은 수많은 물음을 던지지만, 

대부분 하행하는 음으로 끝마치며 청자에게 비일관적인 독백으로 느껴졌다. 

이처럼 의사소통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쇤베르크가 애도 작업을 거치며 

여인의 대사를 보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악보46] 작품 후반 여인의 의문문: 마디373 "그녀와 자주 키스했나요?..", 

마디374 "그녀를 많이 사랑했나요?", 마디379 "어쩌겠어요?", 마디403 

"나만의 밤 속에서?..", 마디415 "당신은 어디 있나요?.." 

 

특히 음악적으로는 "해결"로 볼 수 있는 장치가 나타난다. 작품에선 

전통적인 관점에서 조성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디411-

416에서 인용된 "길가에서"(Am Wegrand, op. 6 no. 6)의 D단조(악보39)와 

함께 마디53-56의 D음의 페달음, 지속적으로 나타난 D음으로 종결되는 

글리산도 음형(악보18, 19, 22, 24)을 통해 작곡가가 암시적으로 D단조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46  여명이 밝아오는 에필로그의 

                                                                                                               

415뿐이다. 전반부에서는 의문문이 반복되는 경우에 변화를 주기 위해 

상행하는 선율이 사용된 반면, 애도가 시작되는 후반부에서는 대부분의 

의문문이 상행으로 마치고 있다. 
346

 Lessem은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음고는 D와 C♯이라고 말하며, 

마디383의 바순의 D음이 일종의 조성적 해결을 의미한다고 본다. Lessem, 

Music and Text in the Works of Arnold Schoenberg, 92. 또한 Fink는 

의문문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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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383에서 사용된 11음으로 구성된 화음의 최저음은 다름아닌 

콘트라파곳의 D음이며, (악보35) 작품의 마지막 마디에서 나타나는 하프의 

글리산도 역시 악기의 한계 음역과 무관하게 D음에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나고 있다. (악보41) 이는 마치 편집-분열 자리에서 우울 자리로의 심리적 

해결과 음악적 해결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카타르시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애도 작업 역시 극 중 여인의 

애도인 동시에 쇤베르크의 애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애도란 실제적인 

죽음 외에도 심리적인 대상의 상실을 포함한다. 쇤베르크의 "유언 초안"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당시 마틸데와의 사별에 필적하는 심리적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악 작품은 새로운 상징화를 통하여 

트라우마적 사건을 떠나 보내고 슬픔의 감정을 영속적으로 담는 기능을 할 

수 있다. 347  결과적으로 《기다림》에서 드러나는 음악적 애도 작업은 

외도로 인한 연인의 심리적 상실을 애도하며 작곡가가 그녀를 용서하는 

작업을 도왔을 것이다. 

 

2) 결말: 애도와 복구 

기본적으로 열린 결말을 취하고 있는 작품에서 결말에 대한 해석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앞서 리브레토 해석에서 논한 것과 같이, 대사 "오, 

당신 거기 있나요"(Oh, bist du da)로 끝맺는 작품은 여인의 광기, 백일몽적 

소원 성취, 악몽에서 깨어남, 현실 인식의 회복, "사랑의 죽음"(Liebestod) 

348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품고 있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이처럼 

오직 줄거리에 기반하여 결말에 대한 배타적인 결론을 전제하는 접근이 

아니라, 쇤베르크의 음악과 작곡배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심리-텍스트로서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D단조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라 

이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Robert Fink, "Desire, 

Repression, and Brahms's First Symphony," in Msuic/Ideology: Resisting 
the Aesthetic, ed. Adam Krims (Amsterdam: G+B Arts International, 

1998), 262. 
347

 Pollock, "Mourning and Memorialization through Music," 208. 
348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연인의 대사 "아침이 우리를 갈라 놓아요"(Der 

Morgen trennt uns)는 "낮"(Tag)이 둘을 갈라놓는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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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결말이 갖는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결말부의 음악이 애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해석의 전제가 된다. 정신분석가 존 볼비(John Bowlby, 1907-

1990)는 애도의 단계를 무감각(numbness), 갈망과 수색(yearning and 

searching), 혼란과 절망(disorganization and despair), 

재조직화(reorganization)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349  "나 홀로 나만의 밤 

속에서"(ich allein in meiner Nacht) 헤매는 여인의 정서가 고조되는 4장의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에서는 이러한 연인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과 갈망, 

혼란과 절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애도 작업을 통해 살펴본 작품 

말미의 의사소통 능력의 회복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애도의 

정점에서 주체는 상실한 대상의 복구(reparation)를 소원하게 된다. 

동시에 "길가에서"의 인용 역시 결말의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회상된 노래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350  또한 최근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음악 심리치료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떠오른 노래가 현재 삶과 갈등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351  물론 회상의 동기는 파펜하임의 텍스트에 의해 제공된 

것이지만, 352  작품 전체에서 이 인용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요소이다.  

여기서 "길가에서"는 1905년 작곡된 작품으로 1906년 봄 쇤베르크가 

게르스틀을 처음으로 만나기 이전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동시에 

욘 마카이(John Henry Mackay, 1864-1933)의 시 "길가에서"(Am 

Wegrand)는 《기다림》과 유사하게 애타는 그리움으로 연인을 찾지만 

                                            
349

 Gomez, 『대상관계론 입문』, 260. 
350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언젠가 우연히 스스로가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아리아를 흥얼거렸던 이유를 해명한다. Freud, 『꿈의 

해석』, 259. 
351

 Bruscia, 『음악 심리치료의 역동성』, 354-368. 
352

 실제 가사 "수 천의 사람들이 지나가요"(Tausend Menschen ziehn 

vorüber)의 인용 외에도 Diane Penney는 1장에서의 두 번 등장하는 노래의 

암시("사랑의 노래"(Liebeslied), "노래를 하겠어"(Ich will singen))가 

쇤베르크가 자신의 가곡을 떠올리는데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Carpenter, 

"Erwartung and the Scene of Psychoanalysis,"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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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헛된 시도로 끝나는 화자의 슬픔을 그리고 있다. 쇤베르크는 이러한 

슬픔과 후회로 게르스틀을 만나기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기를 소원하는 

것일까? 대상을 복구하기 위해 시간을 되돌리는 공상은 무의식의 

"무시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무의식적 사고는 시간을 

비롯한 현실원칙과 무관하게 전개된다.353  

흥미롭게도, 작품에는 시간의 상징이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작품에서 

시계추의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오스티나토이다. 작품에서 오스티나토는 

불안을 예기하고 형식적 구분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여인의 "기다림"의 

시간을 상징하기도 한다. (악보9) 특히 애도 장면이 끝나고 여명이 밝아오는 

마디386의 오스티나토는 첼레스타와 실로폰의 음색으로 인해 매우 

직접적으로 시계를 연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트라이앵글과 함께 

등장하는 트럼펫은 마치 기쁨을 표현하듯 슬픔 모티프가 반전된 선율을 

연주한다. (악보47)  

 

 

[악보47] 마디386 트럼펫, 첼레스타, 실로폰, 트라이앵글 

 

이로 인해 청자는 연인의 복구를 희망하는 여인의 소원에 따라 시간을 

                                            
353

 Sigmund Freud, "무의식에 관하여," 윤희기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파주: 열린책들, 2003), 190. 

시계추의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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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리는 장면을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마디389이하를 

"에필로그"로 이름 붙일 수 있는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작품에는 주목할 대칭 구조가 나타난다. 애도 장면에 

속하는 마디372-374의 대칭 구조는 여러 악기와 성부에서 매우 직접적으로 

제시되며, (악보32) 이는 마치 작품 전체 형식의 축소판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대칭 구조는 리브레토에서 역시 찾아 볼 수 있다. 1장 시작부에서 

"오늘 밤은 아주 따뜻해"(Die Nacht ist so warm)로 등장했던 

"따뜻함"(warm)의 심상은 4장 애도 장면에서 연인의 손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오, 그 따뜻함"(Oh, so warm)으로 다시 등장한다. 또한 여인의 

첫 대사 "이리 들어가나?...길이 안 보여"(Hier hinein?...Man sieht den 

Weg nicht)에서 길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어둠"은 작품이 끝나기 직전 

"어두워요"(Es ist dunkel)로 다시 등장한다. 

 

[표2] 《기다림》의 연대표 

1905. 10. 18. "길가에서"(Am Wegrand, op. 6 no. 6) 작곡 

1906. 봄 게르스틀과 쇤베르크의 만남 

1908. 8. 26. 게르스틀과 마틸데의 도피 

1908. 8. 27. (?) 쇤베르크 "유언 초안" 작성 추정 

1908. 8. 30. 마틸데의 복귀 

1908. 11. 4. 게르스틀의 자살 

1909. 여름 마리 파펜하임에게 리브레토 의뢰 

1909. 8. 13. 부조니에게 작곡 구상을 밝힘 

1909. 8. 27. 《기다림》 작곡 착수 

1909. 9. 12. 《기다림》 초고 완성 

1916. 《기다림》 출판 

1923. 10. 18. 마틸데 사망 

1924. 6. 6. 《기다림》 초연 (쳄린스키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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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역전 외에도 대상의 복구를 상징하는 장치는 D음으로의 

글리산도이다. 작품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D음으로 하행하는 글리산도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마디167과 168에서는 연인의 

시체를 부인하며 D에서 C♯으로 상행했다가 C♯에서 D로 하행하는 

글리산도가 사용되었다. (악보18) 또한 마디196-208에서 연인의 시체 

앞에서 "눈을 떠요"(Wach auf)라고 애원하는 성악 선율과 마디245-246에서 

"어떻게 죽을 수 있죠?"(Wie kannst du tot sein)라고 말하는 선율은 모두 

D음으로 하행하는 글리산도로 끝마친다. (악보19, 22) 이를 통해 D음으로의 

하행이 죽음, 상행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죽음의 상징과 

대조적으로 여인이 "당신 거기 있나요"(bist du da)라고 말하는 마디424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D음에서 시작하여 단3도 하행했다가 다시 D음으로 

상행하는 음형이 사용되었다. (악보48) 또한 마디266에서는 연인과 함께 

죽기를 갈망하며 D음에서 D음으로 하행하는 하프의 글리산도가 사용된 

반면, (악보24)작품의 마지막 마디에서는 D음에서 D음으로 상행하는 하프의 

글리산도가 나타난다. (악보41) 이는 곧 작품의 마지막 결말을 연인의 

"부활" 또는 "복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악보48] 마디424 여인 "오, 당신 거기 있나요...", 바이올린, 비올라 

 

지금까지 언급한 D음의 상징성과 대칭적 요소를 작품의 전개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음으로의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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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작품에서 나타나는 D 음의 상징과 음악적 대칭구조 

마디수 내  용 

168 첼로 D음으로 하행 글리산도 

208 성악 D음으로 하행 글리산도 

246 성악 D음으로 하행 글리산도 

266 하프 D음으로 하행 글리산도 

337 연인을 비난 

372-374 대칭적 구조 

380 비난을 후회 

383 콘트라바순의 D음 (음악적 해결) 

386 시계추 묘사 

411 "길가에서" 인용 (D단조) 

424 바이올린/비올라 D음으로 상행 

426 하프 D음으로 상행 글리산도 

 

마디372-374의 대칭적 구조를 기준으로 전반부에는 D음으로 하행하는 

글리산도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마디373을 기점으로 D음으로의 상행하는 

음형이 등장한다. 즉, 마디373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작품 전체의 

대칭축으로 기능하며, 이 지점에서 시간의 방향이 "역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지는 시계추의 묘사는 시간의 역행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간 시점은 바로 "길가에서"를 작곡한 1905년으로, 이 

작품은 게르스틀을 만나기 직전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 마침내 

쇤베르크의 연인 마틸데는 복구된다. 또한 하얀 팔의 여인과 연인을 

저주하기 위해 사용된 음형(악보27, 28)은 마디380에서 마치 좋은 대상을 

복구하려는 시도처럼 연인에 대한 비난을 후회하는 대목에서 나타난다. 

(악보34) 이는 분열과 투사를 통해 생겨난 나쁜 대상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우울 자리의 특징과 일치하며, 음악을 통한 애도와 복구를 잘 

드러낸다. 

이러한 복구 시도는 클라인의 이론에서 우울 자리의 중요한 특성이다. 

애도와 복구로서 작품의 결말을 해석하는 것은 앞서 리브레토 해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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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관점과 일치하며, 쇤베르크의 음악 역시 이러한 해석을 치밀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기다림》이 쇤베르크 및 마틸데와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는 작품이 1923년 마틸데가 사망한 다음 해인 1924년에 초연된 

사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초연의 지휘를 맡은 쳄린스키는 

마틸데의 형제였으며, 쇤베르크와 쳄린스키는 아마도 마틸데의 죽음 이후 

다시금 작품을 통한 "애도와 복구"를 소망했을 것이다. 클라인은 예술적 

창조의 근원이 바로 이러한 상실 대상의 복구에 대한 소망이라고 보았다. 

작품의 제목 "기다림"(Erwartung)은 연인을 기다리는 여인을 드러내는 

동시에 연인의 복구에 대한 "기대"354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작품의 형식과 정신분석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다림》에 있어 정신분석은 핵심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철학자 지젝은 《기다림》에서 "정신분석은 그 

주제(여성 히스테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악적 형식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55고 말한다. 여기서 형식이란 좁은 의미가 아니라 작품의 

전반적인 양식적 측면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무조적인 동시에 

비주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온 작품의 전반적인 형식적 특징이 갖는 

의미와 정신분석적 함의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작품의 압축적 성격이다. 앞서 살펴본 리브레토에서 

드러나는 압축과 마찬가지로 음악 역시 압축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달하우스는 쇤베르크가 베베른의 관현악 작품을 압축된 교향곡적 작품으로 

생각했다는 사실로부터, "《기다림》에서 1-5마디 길이를 갖는 부분들을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에서 20-30마디에 달하는 "시-음악적 

악절"(dichterisch-musikalischen Periode)의 압축으로 파악할 수 

있다" 356 고 말한다. 실제로 쇤베르크 자신은 작곡 원리로 각 음악의 

                                            
354

 독일어 단어  "erwarten"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작품은 영어로는 "Expectation"으로 번역되며, 한국어로는 "기다림" 혹

은 "기대"로 번역될 수 있다. 
355

 Žižek, "Staging Feminine Hysteria: Schoenberg’s Erwartung," 271. 
356

 Dahlhaus, "Ausdrucksprinzip und Orchesterpolyphonie in Schönbergs 

Erwartung,"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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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는 "압축"(Condensation)을 언급한다. 357 

여기서 드러나는 압축은 프로이트가 꿈-작업의 원리로 제시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서주에서 중복결정되어 응축된 모티프들이 꿈의 재료와 

같이 제시되며, 하나의 압축된 재료로부터 무한히 많은 연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음악적 재료가 유도된다. 이러한 개념은 

쇤베르크가 말한 기초악상(Grundgestalt)이 갖는 의미를 무엇보다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사용된 "길가에서"의 인용 역시 이러한 압축의 원리를 잘 

보여준다. "길가에서"의 1부와 2부의 첫 시작 선율(마디3, 마디22)은 

《기다림》 마디411에서 동시에 각기 다른 성부에서 제시되며 압축된다. 

(악보39, 40) 또한 이 인용에서 나타나는 (014) 모티프는 살펴본 것처럼 

일종의 기초악상으로서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끌어내고 있다. 

다음으로 작품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 자체가 정신분석 

현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358  작품 속에서 여인의 대사와 음악은 마치 

자유연상과 같이 흘러가며, 명시적인 모티프의 제시는 억압되고, 작품 

전체를 결정짓는 작품의 인용은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섬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의식에 드러난다. 359  음악을 통해서는 쇤베르크가 추구한 

"의식의 논리"를 벗어난 무의식의 진짜 감정이 표현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여기서 "여인은 정신분석 내담자(analytische Patientin)로서 음악에 

맡겨지며, 증오와 욕망, 질투와 용서의 고백, 그리고 더 나아가 무의식의 

                                            
357

 Carpenter, The Musical Idea and the Logic, Technique, and Art of its 
Presentation, 174. 

358
 Carpenter와 Falck 등은 작품이 여인에 대한 "대화 치료"(talking cure)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한다. Carpenter, "Erwartung and the Scene of 

Psychoanalysis" 및 Falck, "Marie Pappenheim, Schoenberg, and the 
Studien über Hysterie" 참조. 

359
 이로 인해 Cherlin은 Am Wegrand가 인용되는 이 지점에서 억압되었던 

친숙한 것이 의도치 않게 회귀할 때 발생하는 감정인 두려운 

낯설음(uncanny)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Cherlin, Schoenberg's Musical 
Imagination, 362. 또한 음악의 그로테스크한 접합은 두려운 낯설음을 유발할 

수 있다. 음악에서 나타나는 두려운 낯설음에 관한 논의는 박성우, "음악에서 

나타나는 “두려운 낯설음” (das Unheimliche)에 대한 연구," 『音樂論壇』 

34 (2015): 3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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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징성이 그녀로부터 밀려나온다."360  

아도르노는 또한 이처럼 "트라우마적 충격의 지진파를 

기록"(seismographische Aufzeichnung)하는 것은 곧 작품의 근원적인 

형식규칙(Formgesetz)이 된다고 말한다. 361  그것은 음악의 

연속성(Kontinuität)과 발전(Entwicklung)을 가로막으며, 음악적 언어는 

충격과 얼어붙은 휴지부로 양극화된다. 그는 《기다림》이 표현하는 독백적 

심리와 형식이 "양식으로서의 고독"(Einsmakeit als Stil)을 드러내며, 362 

동시에 의사소통이 부재하는 가운데 쇤베르크가 속한 사회를 더욱 

드러낸다고 말한다. 363  이처럼 인간의 무의식이 인간 내/외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프로이트가 자신의 예술론에서 언급한 사실이기도 하다. 

또 다른 관점에서 아도르노가 지적한 작품에서 드러나는 고독과 

통합되지 않은 양극단의 표현은 앞서 리브레토 해석에서 언급한 편집-분열 

자리의 개념에도 부합한다. 실제로 작품 전반부에서 두드러지는 편집-분열 

자리의 특성은 위협적인 소리와 파편화된 양식, 레치타티보적인 텍스처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곧 작품의 형식 자체가 정신의 특정 발달 

단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마틸데와 게르스틀 사이의 

사건으로 더욱 심화된 쇤베르크가 자신의 삶 전체에 걸쳐 지녔던 

박해불안과 편집증은 작품의 내용과 음악적 특성을 개인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364 

동시에 이러한 표현 양식들이 쇤베르크의 유기체론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작품에서는 통일성을 획득하는 

시도로서 수직적으로는 완전4도와 증4도를 쌓아 올린 무조적 3화음의 

울림이 작품 전체의 이끌어나가며, 수평적으로는 유사한 음정 관계를 

                                            
360

 Adorno, Philosophie der neuen Musik, 47. 
361

 Adorno, 위의 글. 
362

 Ibid., 51. 
363

 Ibid., 48. 
364

 《기다림》의 리브레토 작가이자 의사였던 마리 파펜하임은 쇤베르크가 지

나친 박해(excessvie persecution)에 시달리며 가벼운 조울증 증상을 보였다

고 기록하였다. 또한 Ostwald는 쇤베르크가 때때로 편집증적(paranoid)이었

음을 지적한다. Ostwald, "Alienation, Genius, and Illness: The Problem of 

Arnold Schoenber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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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는 방식과 대위적 모방이 나타난다. 음악적 측면에서 관현악을 

이루는 각 악기의 구별되는 음색과 주성부와 보조성부를 통해 위계적으로 

구성된 작품은 칸타타와 오라토리오의 통주저음 양식에서 드러나는 바흐의 

다성음악적 모범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365 

무엇보다 주인공 여인의 심리와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음악은 일부를 

분리시킬 수 없는 그의 유기체론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작품은 결코 

전통적인 의미의 형식을 갖지는 않지만, 여인의 심리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되는 구획으로 나뉘는 그 자체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해결적 진행으로 나아가는 방식은 전통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조와 모순은 쇤베르크에게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이었다.  

특히 그는 직접적인 음고가 아니라 음정 관계나 그보다 느슨한 음들의 

윤곽을 통한 표현성을 추구하였다. 작곡에 앞서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그는 이성적인 사고에 기반하지 않고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 드러날 수 없는 

간접적이고 잠재된 연관성을 통해 새로운 독창적인 표현원리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칸딘스키가 색과 선을 묘사의 수단이 아니라 정서의 표현으로 

간주한 것처럼, 그는 음악을 통해 무의식을 드러내는 자유로운 표현을 

목표로 한 것이다. 

동시에 작품의 형식을 통해 작곡가가 지닌 유대인의 금욕적 윤리와 

성적 억압을 발견할 수 있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이 성적인 것에서 

유래하는 본능의 갈등들(Triebkonflikte)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말하며, 366 

크로포드(John Crawford)는 표현주의 음악이 자주 이성간 관계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367  쇤베르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스트린드베리와 코코슈카 역시 이러한 측면을 드러내는데, 

세기전환기까지 오랫동안 지속된 성적 억압과 위선은 예술가들에게 많은 

고통을 야기했다.  

                                            
365

 Dahlhaus, "Ausdrucksprinzip und Orchesterpolyphonie in Schönbergs 

Erwartung," 709-710. 
366

 Adorno, Philosophie der neuen Musik, 47. 
367

 Crawford, Expressionism in Twentieth-Century Musi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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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쇤베르크는 여인의 유혹과 성적인 암시가 존재하는 

장면(마디196-233)을 《살로메》의 "일곱 베일의 춤"처럼 관능적이고 

매혹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그의 자유 무조성 작품 안에서도 특별히 

기괴한 모습으로 드러낸다. 작품 외적으로는 그가 의도적으로 성적인 

암시를 갖는 텍스트를 회피하거나 삭제했다는 사실로부터 그의 성적 억압을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악은 투사를 통해 수용할 수 없는 

내면의 욕구를 드러내는 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 때 억압된 요소는 

과도하고 불쾌한 자극으로 변환된다. 이러한 특성은 작품에 사용된 

리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리듬은 무엇보다 관능적인 요소로 간주되며 성적 

충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368  쇤베르크는 《기다림》에서 

오스티나토의 사용을 통해 오히려 규칙적인 리듬을 위협적인 불안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외에는 쉽게 지각할 수 있는 규칙적인 리듬을 의도적으로 

피하였다. 박자는 빈번하게 변화하지만, 그 효과를 단정짓기란 어렵다.  

마지막으로 쇤베르크가 감행한 형식의 파괴와 "불협화의 해방" 자체가 

갖는 정신분석적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작품의 무조적, 

비주제적 특성은 일종의 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생애 초기의 

통제되지 않는 위협적인 소리를 재현하며, 반복되는 구조의 부재로 인해 

청자에게 지속적으로 긴장을 유발한다. 369  이를 통해 쇤베르크는 작품의 

표현성을 획득하는 한편, 그가 더욱 진실에 가깝다고 느낀 대조와 모순으로 

가득 찬 가공되지 않은 무의식적 사고를 드러내려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의도적인 퇴행은 정신분석가 에른스트 크리스(Ernst Kris, 

1900-1957)가 개념화한 자아 통제하의 퇴행370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은 분열적(schizophrenic) 상태에서 트라우마적인 사건과 그에 

따른 감정을 보다 순화된 형태로 경험하게 한다.371  

작품 외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음악적 규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개인의 

                                            
368

 라벨의 《볼레로》 재즈의 리듬은 대표적인 예이다. Kohut, "Observation 

on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Music," 23. 
369

 Kohut, "On the Enjoyment of Listening to Music," 17. 
370

 Ernst Kris, "The Psychology of Caric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7 (1936): 285-303. 

371
 Kohut, "Observation on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Music,"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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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아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코헛은 이를 음악적 

초자아(musical superego)라 칭하였다. 작곡가는 음악적 전통과 규칙에 

순응함으로써 초자아 기능을 만족시키거나, 반대로 이러한 기존의 규칙과 

질서를 거부함으로써 음악의 형식은 변화시킬 수 있다. 372  이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대가 공유했던 빈의 사회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쇤베르크는 전통을 존중하고 그 연장선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동시에 혁명적인 순교자로서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양가적 반응을 

보였다.373 《기다림》은 이러한 개인과 시대 사이의 갈등과, 개인의 감정을 

분출하고자 하는 이드와 규범적 초자아 사이의 타협형성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72

 Kohut, 위의 글, 25. 
373

 수전 맥클러리는 《기다림》의 여인이 광녀의 이미지로서 쇤베르크가 꿈 

꿨던 혁명을 대리한다고 말한다. McClary, Feminine Endings: Music, Gender, 
and Sexuality,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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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기다림》에 정신분석적 사고가 작품의 

다양한 층위에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정신분석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관점의 작품 해석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우선 정신분석 비평의 도상학적 

층위에서 마리 파펜하임의 리브레토와 쇤베르크의 음악 모두 당대의 여성 

히스테리와 정신분석적 담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세기전환기 

빈의 문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기다림》의 

리브레토를 쓴 마리 파펜하임은 정신분석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의사였으며,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사례에 등장하는 "안나 O"의 친척이기도 했다. 또한 

쇤베르크의 역시 빈에 거주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정신분석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제자였던 베베른과 베르크는 정신분석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쇤베르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오토 바이닝어는 

프로이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작품은 음악과 리브레토 

양 측면에서 여성 히스테리를 비롯한 당대의 정신분석의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실제적 요소가 제거된 작품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심리적 현실"을 중시한 정신분석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논의를 통해 정신분석적 사고가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자체에 녹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과 리브레토 모두 자유연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곡되었으며, 다양한 무의식의 원리와 내면적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쇤베르크가 "악몽"에 비유하기도 한 본 작품에서는 

압축과 전치, 상징을 비롯한 프로이트가 제안한 꿈의 원리 역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인간의 내면을 더욱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쇤베르크의 시학과 표현주의적 사고가 존재한다. 쇤베르크는 

"무의식"의 표현을 진정한 예술의 목표로 보았으며, 쇤베르크와 프로이트가 

공유했던 이러한 모더니즘적 사고는 전통적인 형식적 '미'의 추구를 

심리적인 표현주의 원리로 대체한 것이었다.  

음악 분석에서는 쇤베르크가 새로운 원리에 기반한 급진적인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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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모더니즘적 입장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미학적 가치를 고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작품에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이러한 미학은 그 

자신이 밝힌 것과 같이 바흐의 뒤를 잇는 것이었다. 그는 작품의 유기적 

연결과 통일성이 갖는 중요성을 유지한 채 보다 진보된 표현성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기다림》에서 그는 특정 음고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단2도 또는 증4도로 충돌하는 음정 관계와 함께 모티프적 음의 

윤곽을 통해 작품의 통일성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전통과 대조를 포괄하는 

그의 표현주의는 음악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절대음악과 표제음악, 

관련주의와 절대주의의 이항대립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기다림》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심리를 표현하는 음악은 결코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가 추구했던 것은 이처럼 근원적 사고를 표현하는 

주체를 통한 "순수한 표현성"이었다.  

이러한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기다림》과 같은 작품의 출현은 일견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쇤베르크 자신은 무조음악에 대해 "누군가는 

해야 했지만, 아무도 원치 않았기에, 내가 나섰다"고 말했으며, 음악사적 

관점에서 바그너의 연장선에서 《기다림》은 "쓰여져야만 했던"(had to be 

written) 작품으로 간주되었다. 374  정신분석적 담론은 기존의 예술에서 

거부되었던 무의식과 비이성적 사고를 작품의 소재로 끌어들였으며, 과학의 

발달과 심리학적 사고는 형이상학적 미의 추구를 표현주의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예술가는 의식이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 추동에 

의해 창조하며, 거기에 본래 아름다움은 없다는 쇤베르크의 사고는 정확히 

프로이트의 예술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품의 종합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실제적으로 창작에 영향을 미친 개인사적 맥락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정신분석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는 일반적 사실뿐만 아니라, 작품을 하나의 심리-텍스트로 

간주하는 정신분석적 해석을 통해 《기다림》이 갖는 고유한 특수성을 

                                            
374

 Leo Treitler, Music and the Historical Imagination (Cambridge, MA;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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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때 해석은 작곡가를 주체로 간주하느냐, 혹은 

작품 속 주인공을 주체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작품 속 여인의 관점에서 작품에서 드러나는 세부적인 상징 및 

리브레토가 의미를 세 가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음악 

분석을 통해 그에 대응되는 음악이 갖는 기능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음악은 형식적 기능뿐만 아니라 묘사와 표현을 통해 작품을 구성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처럼 세분화된 음악의 기능을 밝히고 리브레토 상의 

의미와 음악을 연결 짓는 연구는 특히 작품의 연주와 해석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작곡가의 관점에서 작곡가의 전기적 배경과 작품 사이의 

관계를 논하였다. 무엇보다 《기다림》의 창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게르스틀과 마틸데 사이의 관계와 그 여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쇤베르크는 자신에게 그림을 가르쳤던 젊은 화가 게르스틀이 부인 마틸데와 

도피 행각을 벌였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자살을 결심하고 유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에 마찬가지로 연인의 외도를 소재로 

하는 《기다림》을 작곡하였다. 또한 작품 속 대사에서 등장하는 "3일"의 

시간은 실제 마틸데가 쇤베르크를 떠나 있었던 시간과 일치한다. 필자는 

이처럼 개인적 사건과 작품 사이의 결코 우연으로 간주할 수 없는 연관성에 

근거하여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외상적 사건이 창작자의 작품에 미친 영향과 

작품이 지니는 심리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기다림》의 여인은 일반적인 "광녀" 혹은 《살로메》와 

같이 비극을 맞는 객체로서가 아니라, 감상자와 작곡가 자신을 끌어들이는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무엇보다 작곡가 개인의 경험과 

내면적 심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앞서 정신분석적 접근을 통해 해석한 

바에 따르면, 쇤베르크는 게르스틀과 마틸데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측면에서 작품 속 여인에 공감한 것으로 생각되며, 작품 속에서 여인은 

때때로 쇤베르크 자신 또는 마틸데를 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분석적 접근을 통해 쇤베르크의 전기적 사건과 작품 사이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분석은 《기다림》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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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개인적, 사회적 배경과 리브레토, 음악을 연결시켜 종합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개인사의 

심리적 충격이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는 일반론적 설명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 여파가 작품에 반영되었는지를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하여 

밝혔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작품의 열린 결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제시일 것이다. 리브레토는 편집-분열 자리에서 우울 자리로 

이행하는 여인을 극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음악 역시 이와 일치된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편집-분열 자리는 실제로 파편화된 음악과 레치타티보적 

성악 선율을 통해 드러나며, 우울 자리의 애도 작업은 아리오조적 선율과 

모티프 기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D음의 상징성과 오스티나토를 

통한 시간의 묘사, "길가에서"의 인용은 음악적 해결의 역할과 함께 시간을 

되돌려 대상의 상실과 상처를 회복하려는 상징성을 갖는다. 무엇보다 이는 

작품 속 여인의 애도인 동시에 트라우마로 남은 부인의 상실에 대한 

쇤베르크 자신의 애도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창작자가 작품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작품의 창조 행위가 창작자의 정신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미처 보완하지 못한 여러 한계점 또한 지니고 있다. 

특히 《기다림》 전후의 음악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필자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다림》이 갖고 있는 음악사적/개인사적 

변곡점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후 작품 양식의 변화를 살피는 작업이 필수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 논한 작품의 특성과 의미가 이후 쇤베르크의 창작 

경향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정신분석을 음악에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엄밀성의 부재와 

미흡함 역시 한계로 생각된다. 특히 정신분석적 접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쇤베르크의 성격적 특성에 대한 탐구는 본 논문에서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이 역시 향후 쇤베르크에 대한 면밀한 전기적 

연구와 더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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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엄밀하게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본 논문의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영국의 소설가 그레이엄 

그린(Graham Greene)은 "글을 쓴다는 것은 치료의 한 형태"라고 

말했으며,375 그는 창작을 하지 않고는 인간적인 공포와 우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시인 하이네는 "창조하면서 나는 치유될 수 있었고, 

창조하면서 나는 건강해졌다" 376 고 말하였다. 결과적으로 《기다림》은 

단순히 음악사적 혁신을 넘어, 이처럼 쇤베르크 개인에게 있어 내면의 

표현을 통한 트라우마적 사건의 애도와 치유적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밝힌 정신분석을 매개로 한 작품과 저자, 그리고 작품과 

시대가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작품뿐만 아니라 작곡가 쇤베르크에 

대한 보다 인간적인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75

 "글을 쓴다는 것은 치료의 한 형태이다. 글을 쓰지도, 작곡을 하지도, 

그림도 그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적 상황에 내재한 광기, 우울,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원문은 “Writing is a form 

of therapy; sometimes I wonder how all those who do not write, compose, 

or paint can manage to escape the madness, melancholia, the panic and 

fear which is inherent in a human situation.”, Graham Greene, Ways of 
Escape. 

376
 "Erschaffend konnte ich genesen, Erschaffend wurde ich gesund.", 

Heinrich Heine, "Schöpfungsli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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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기다림》의 리브레토 

 

일러두기: 본 리브레토는 필자가 번역하였으며, 원문은 Arnold Schönberg Center (Wien) 

아카이브 및 악보(UE 13612)를 참조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세심하게 원고의 감수 및 수정 

제안을 해주신 오페라 평론가/번역가 이용숙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제1장] 

(숲 가장자리. 달 밝은 길과 들판. 키 큰 

나무들과 어두운 숲. 앞쪽 나무 몇 그루와 

넓은 길이 시작되는 부분만 밝다. 하얀 옷

을 입은 한 여린 여인이 온다. 원피스에는 

부분적으로 꽃잎이 떨어진 붉은 장미와 장

식이 붙어있다.) 

(머뭇거리며) 

이리 들어가나?...길이 안 보여...나무둥치

들이 어찌나 반짝이는지...은빛 자작나무처

럼!...  

(몰두한 채 바닥을 쳐다보며) 

오 우리 정원... 그를 위한 꽃은 분명 시들

었을 거야...  

 

오늘 밤은 아주 따뜻해... 

(갑자기 두려워하며) 

무서워... 

(불안해하며 숲에 귀를 기울인다) 

이토록 무거운 공기가 뿜어 나오다니...폭

풍우가 다가오는 것처럼... 

(손을 감싸 쥐고 뒤를 본다) 

무섭도록 으슥하고 적막해... 하지만 적어

도 여기는 밝아... 

(위를 본다) 

달이 예전엔 아주 밝았는데... 

 

(웅크리고 앉아, 귀를 기울이다 우두커니 

앞을 본다) 

오 여전히 귀뚜라미가...사랑의 노래를... 

쉿...너는 참 감미롭구나... 달이 어슴푸레

하다... 

(화들짝 놀라며) 

이 겁쟁이야... 그를 찾지 않을 거야?... 그

럼 여기서 죽어버려... 

I. Scene 
(Am Rande eines Waldes. Mondhelle 
Straßen und Felder; der Wald hoch 
und dunkel. Nur die ersten Stämme 
und der Anfang des breiten Weges 
noch hell. Eine Frau kommt; zart, weiß 
gekleidet; teilweise entblätterte rote 
Rosen am Kleid. Schmuck.) 
(zögernd) 
Hier hinein?...Man sieht den Weg 
nicht...Wie silbern die Stämme 
schimmern...wie Birken!...  
(vertieft zu Boden schauend)  
oh unser Garten...Die Blumen für ihn 
sind sicher verwelkt... 
 
Die Nacht ist so warm... 
(in plötzlicher Angst) 
Ich fürchte mich... 
(horcht in den Wald, beklommen)  
was für schwere Luft 
herausschlägt...Wie ein Sturm, der 
steht...  
(ringt die Hände, sieht zurück) 
So grauenvoll ruhig und leer...Aber 
hier ists wenigstens hell... 
(sieht hinauf)  
der Mond war früher so hell... 
 
(kauert nieder, lauscht, sieht vor sich 
hin) 
Oh noch immer die Grille...mit ihrem 
Liebeslied... 
Nicht sprechen...es ist so süß bei dir... 
der Mond ist in der Dämmerung... 
(auffahrend) 
feig bist du...willst ihn nicht 
suchen?...So stirb doch hier... 
(wendet sich gegen den W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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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방향을 돌린다) 

 

어찌나 고요한지... 

(머뭇거리며 둘러본다) 

달이 공포에 질려있어...이 안을 들여다보

나?... 

(겁에 질려)  

나 홀로... 음침한 그림자 안에서... 

[막전환] 

(용기를 내어 재빨리 숲으로 들어간다)  

노래를 하겠어... 그럼 그가 내 목소리를 

듣겠지... 

 

 
Wie drohend die Stille ist... 
(sieht sich scheu um) 
der Mond ist voll Entsetzen...Sieht 
der hinein?... 
(angstvoll)  
Ich allein...in den dumpfen 
Schatten... 
Verwandlung 
(Mut fassend, geht rasch in den Wald 
hinein) Ich will singen...dann hört er 
mich... 

✽✽✽✽✽✽ 

[제2장] 

(칠흑 같은 어둠, 넓은 길, 높고 빽빽한 나

무들. 그녀는 앞을 더듬는다.) 

(아직 무대 뒤에서) 

여기도 아직 길인가?... 여기는 평탄해... 

(몸을 굽혀 손을 뻗는다, 비명을 지르며) 

뭐지?... 이거 놔!... 

(떨면서 그녀의 손을 보려고 한다) 

잡혔나?... 아니야, 뭔가 기어갔어... 

(거칠게 얼굴을 감싼다) 

여기 또... 누가 날 건드렸지?... 

(쫓아내듯 양손을 마구 흔든다) 

가자...꿋꿋이...이런... 

(팔을 앞으로 뻗은 채 계속 간다) 

그래, 길이 넓어... 

 

(고요히, 생각에 잠겨) 

정원의 담장 뒤는 정말 고요했어... 

(아주 고요히)  

더 이상의 낫질과... 외침과 움직임도 없

는... 그리고 밝은 안개 속의 도시...나는 

그리움에 잠겨 그 너머를 보았지...  

당신이 언제나 내게 걸어왔던 길 위로 헤

아릴 수 없이 깊은 하늘이...훨씬 더 투명

하고 아득하게...그 저녁의 빛깔... 

(슬퍼하며)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지... 

✽✽✽✽✽✽ 

II. Scene 
(Tiefstes Dunkel, breiter Weg, hohe, 
dichte Bäume. Sie tastet vorwärts.) 
(noch hinter der Scene)  
Ist das noch der Weg?...Hier ist es 
eben... 
(bückt sich, greift mit den Händen, 
aufschreiend) 
Was?...lass los!... 
(zitternd auf, versucht ihre Hand zu 
betrachten)  
Eingeklemmt?...Nein, es ist was 
gekrochen... 
(wild, greift sich ins Gesicht)  
Und hier auch...Wer rührt mich an?... 
(schlägt mit den Händen um sich)  
Fort...Nur weiter...um Gotteswillen... 
(geht weiter, mit vorgestreckten 
Armen) 
So, der Weg ist breit... 
 
(ruhig, nachdenklich) 
Es war so still hinter den Mauern des 
Gartens...  
(sehr ruhig)  
Keine Sensen mehr...kein Rufen und 
Gehen...Und die Stadt in hellem 
Nebel...so sehnsüchtig schaute ich 
hinüber... 
Und der Himmel so unermesslich t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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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며) 

거기 누가 울고 있나요?... 

(낮은 목소리로, 겁먹은 채) 

여기 누구 있나요? 

(기다린다) 

(더 크게) 

여기 누구 있나요? 

(다시 귀 기울이며) 

없어... 

(다시 듣는다) 

하지만 아까 분명...이제 위에서 스치는 소

리가...가지들이 부딪히는 거야... 

(공포에 질려 옆으로 도망치며)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밤새의 울음 소리) 

(날뛰며) 

여기로 오지마!...날 내버려둬, 제발... 

(서두르며) 

아무것도 아니야... 

[막전환] 

(달리기 시작하다, 넘어진다) 

빨리, 빨리... 

(이제 무대 뒤에서) 

오, 오... 이게 뭐지?...몸통...아냐, 그냥 나

무 둥치야... 

 

über dem Weg, den du immer zu mir 
gehst...noch durchsichtiger und 
ferner... die Abendfarben... 
(traurig) 
Aber du bist nicht gekommen... 
 
(stehen bleibend) 
Wer weint da?... 
(rufend, sehr leise, ängstlich) 
Ist hier jemand? 
(wartet) 
(lauter) 
Ist hier jemand? 
(wieder lauschend) 
Nichts... 
(horcht wieder) 
aber das war doch...Jetzt rauscht es 
oben...es schlägt von Ast zu Ast... 
(voll Entsetzen seitwärts flüchtend) 
Es kommt auf mich zu... 
(Schrei eines Nachtvogels) 
(tobend) 
Nicht her!...laß mich...Herrgott hilf 
mir... 
(hastig) 
Es war nichts... 
Verwandlung 
(beginnt zu laufen, fällt nieder) 
nur schnell, nur schnell... 
(schon hinter der Scene) 
Oh, oh,...was ist das?...Ein 
Körper...nein, nur ein Stamm... 
 

✽✽✽✽✽✽ 

[제3장] 

(길은 여전히 어둡다. 길 옆에 밝고 넓은 

한 줄의 선. 숲의 공터에 달빛이 비춘다. 

그곳에 높이 자란 풀밭과, 양치 식물, 커다

란 노란 버섯이 있다. 여인이 어둠 속에서 

나온다.) 

저기 빛이!...아! 그냥 달이었어...휴... 

(다시 반쯤 겁먹은 채) 

저기 뭔가 시커먼 게 춤을 춰...백 개의 손

들이... 

(곧 침착하게) 

✽✽✽✽✽✽ 

III. Scene 
(Weg noch immer im Dunkel. Seitlich 
vom Wege ein breiter heller Streifen. 
Das Mondlicht fällt auf eine 
Baumlichtung. Dort hohe Gräser, 
Farne, große gelbe Pilze. Die Frau 
kommt aus dem Dunkel.) 
Da kommt ein Licht!...Ach! nur der 
Mond...wie gut... 
(wieder halb ängstlich) 
Dort tanzt etwas Schwarzes...hundert 
Hä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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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이 굴지 말자...그냥 그림자야... 

 

(다정한 생각에 잠겨) 

오! 웬 당신의 그림자가 하얀 벽에 비치는

군요...하지만 당신은 바로 떠나야 하죠... 

 

(스치는 소리)  

(그녀는 멈춰서 주변을 들러보고 잠깐 귀

를 기울인다) 

당신 불렀어요?  

 

(다시 꿈에 잠겨)  

하지만 저녁까지는 너무 길어요... 

(가벼운 돌풍)  

(그녀는 다시 바라본다) 

하지만 역시 그림자가 기어가고 있어!...노

랗고 커다란 눈...  

(소름 끼치는 소리)  

줄기에서 튀어나온 듯... 희번덕거리는 

눈... 

(풀밭에서 삐걱거리는 소리)  

(놀란다) 

짐승이 아니야, 맙소사, 짐승이 아니야... 

너무 무서워... 당신, 내 사랑, 도와줘요... 

[막전환] 

 

(sofort beherrscht) 
Sei nicht dumm...es ist der 
Schatten... 
 
(zärtlich nachdenkend) 
Oh! Wie dein Schatten auf die 
weißen Wände fällt...Aber so bald 
mußt du fort... 
 
(Rauschen)  
(Sie hält an, sieht um sich und lauscht 
einen Augenblick) 
Rufst du?  
 
(wieder träumend)  
Und bis zum Abend ist es so lang... 
(leichter Windstoß)  
(Sie sieht wieder hin) 
Aber der Schatten kriecht 
doch!...Gelbe, breite Augen...  
(Laut des Schauderns)  
So vorquellend...wie an Stielen...Wie 
es glotzt... 
(Knarren im Gras) 
(entsetzt) 
Kein Tier, lieber Gott, kein Tier...ich 
habe solche Angst...Liebster, mein 
Liebster, hilf mir... 
Verwandlung 
 

✽✽✽✽✽✽ 

[제4장] 

(달이 비추는 넓은 길이 숲 오른쪽으로 나

온다. 노란색과 녹색 줄이 교대하는 초원

과 들판. 왼쪽으로 길은 다시 키 큰 나무

들과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왼쪽 끝에 가

서야 다시 길이 보인다. 거기 한 집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길이 만난다. 집의 모든 

창문은 어두운 덧문으로 닫혀있다. 흰 돌

로 된 발코니. 기진맥진한 여인이 천천히 

나온다. 옷은 찢어져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다. 얼굴과 손에는 피가 흐르는 상처가 

있다.) 

(둘러보며) 

✽✽✽✽✽✽ 

IV. Scene 
(Mondbeschienene, breite Straße, 
rechts aus dem Walde kommend. 
Wiesen und Felder (gelbe und grüne 
Streifen abwechselnd). Etwas nach 
links verliert sich die Straße wieder im 
Dunkel hoher Baumgruppen. Erst ganz 
links sieht man die Straße frei liegen. 
Dort mündet auch ein Weg, der von 
einem Hause herunterführt. In diesem 
alle Fenster mit dunklen Läden 
geschlossen. Ein Balkon aus weißem 
Stein. Die Frau kommt langsam, 
erschöpft. Das Gewand ist zerrissen, 
die Haare verwirrt. Blutige Riss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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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 그는 없어...거리를 온통 뒤졌지

만 사람이라고는 없어...목소리조차도... 

(오싹해하며, 귀 기울임) 

황량하고 창백한 들판이 숨을 죽이고 있

어, 죽은 듯이...지푸라기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거리를 따라서 본다) 

여전히 도시와 저 창백한 달이... 

하늘에는 구름도, 밤새의 날개 그림자도 

없어...이 한 없이 죽은 듯한 창백함... 

(그녀는 비틀거리며 멈춰 선다) 

더는 못 가겠어...그리고 저곳은 나를 들여

보내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나무들 근처(왼쪽)까지 발을 끌며 

힘겹게 간다. 그 아래는 완전히 어둡다) 

낯선 여자가 날 쫓아낼 거야! 그가 아프다

면!  

 

벤치가...좀 쉬어야겠어... 

(지친 채,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그리움

에 잠겨) 

하지만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 

했어... 

(그녀는 나무 아래로 가서 뭔가를 발로 찔

러본다) 

아냐, 이건 벤치의 그림자가 아니야!  

(발로 더듬으며, 경악한다)  

여기 누가 있어... 

(아래로 숙여 귀를 기울인다) 

숨을 쉬지 않아... 

(그녀는 아래를 만져본다) 

축축해...여기 뭔가 흘러나오고 있어... 

(그녀는 그림자 밖 달빛으로 나온다) 

붉게 빛나는데...아, 내 손에 찢어진 상처

가 났지...아냐, 아직 축축해, 이건 저기서 

묻은 거야... 

(온 힘을 다해 물체를 끌어내려고 해본다) 

나는 못 해... 

(몸을 굽히고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그이야!  

(그녀는 맥없이 쓰러진다) 

Gesicht und Händen.) 
(umschauend) 
Er ist auch nicht da...Auf der ganzen, 
langen Straße nichts lebendiges...und 
kein Laut... 
(Schauer; Lauschen) 
Die weiten blassen Felder sind ohne 
Atem, wie erstorben...kein Halm 
rührt sich. 
(sieht die Straße entlang) 
Noch immer die Stadt...Und dieser 
fahle Mond...Keine Wolke, nicht der 
Flügelschatten eines Nachtvogels am 
Himmel...diese grenzenlose 
Totenblässe... 
(Sie bleibt schwankend stehen) 
ich kann kaum weiter...und dort läßt 
man mich nicht ein... 
(Sie hat sich bis in die Nähe der 
Baumgruppen (links) geschleppt, 
unter denen es vollständig dunkel ist) 
die fremde Frau wird mich fortjagen! 
Wenn er krank ist!  
 
Eine Bank...Ich muß ausruhn... 
(müde, unentschlossen; sehnsüchtig) 
Aber so lang hab ich ihn nicht 
gesehen... 
(Sie kommt unter die Bäume, stößt mit 
dem Fuß an etwas) 
Nein, das ist nicht der Schatten der 
Bank!  
(mit dem Fuß tastend; erschrocken)  
Da ist jemand... 
(beugt sich nieder, horcht) 
er atmet nicht... 
(Sie tastet hinunter) 
feucht...hier fließt etwas... 
(Sie tritt aus dem Schatten ins 
Mondlicht) 
es glänzt rot...Ach, meine Hände sind 
wund gerissen...Nein, es ist noch 
naß, es ist von dort... 
(versucht mit entsetzlicher 
Anstrengung den Gegenstand 
hervorzuzi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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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쯤 일어나 얼굴을 나무들 쪽으로 향한

다. 혼란에 빠져) 

달빛이...저기...저기 끔찍한 머리가 있어...

유령이... 

(꼼짝없이 바라본다) 

저것이 제발 사라져준다면...숲에서처럼...

나무 그림자...가소로운 나뭇가지...교활한 

달 같으니...자기한테 핏기가 없다고...붉은 

피를 칠하는 거야... 

(손가락을 뻗어 가리키며 속삭인다) 

하지만 저건 바로 녹아 없어질 거야...바라

보지 마...신경 쓰지 마...저건 분명히 녹아

서 사라져...숲에서처럼...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길 쪽으로 외면한

다) 

가야겠어...나는 그를 찾아야만 해...벌써 

늦었어... 

(침묵, 부동) 

(그녀는 느닷없이 몸을 돌리지만, 완전히는 

아니다) 

(거의 환성을 지르며) 

이제 더 이상 저기 없어...그럴 줄 알았

어... 

 

(그녀는 몸을 더 돌리고, 뜻밖에 그 물체를 

다시 발견한다) 

아직 저기 있어...오, 하느님... 

(그녀의 상체가 앞으로 꺾이고, 그녀는 맥

없이 쓰러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녀는 머리를 숙인 채 그쪽으로 기어가서 

더듬는다) 

이건 살아있는 것 같아...피부와...눈과 머

리카락이 있어...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려는 듯이 몸을 옆

으로 완전히 숙인다) 

그의 눈...그의 입술...당신...당신...당신이

야...나는 당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찾았는

데...숲에서...그리고...  

(그를 잡아당기며)  

듣고 있어요? 말 좀 해봐요...날 좀 봐요... 

Ich kann nicht... 
(bückt sich; mit furchtbarem Schrei) 
Das ist er!  
(Sie sinkt nieder) 
 
(erhebt sich halb, so daß ihr Gesicht 
den Bäumen zugewendet ist; verwirrt) 
Das Mondlicht...nein dort...da ist der 
schreckliche Kopf...das Gespenst... 
(sieht unverwandt hin) 
wenn es nur endlich 
verschwände...wie das im Wald...Ein 
Baumschatten...ein lächerlicher 
Zweig...Der Mond ist tückisch...weil 
er blutleer ist...malt er rotes Blut... 
(mit ausgestreckten Fingern 
hinweisend, flüsternd) 
Aber es wird gleich zerfließen...Nicht 
hinsehen...Nicht drauf achten...Es 
zergeht sicher...wie das im Wald... 
(Sie wendet sich mit gezwungener 
Ruhe ab, gegen die Straße zu) 
Ich will fort...ich muß ihn finden...Es 
muß schon spät sein... 
(Schweigen, Unbeweglichkeit) 
(Sie wendet sich jäh um, aber nicht 
vollständig) 
(fast jauchzend) 
Es ist nicht mehr da...Ich wußte... 
 
(Sie hat sich weiter gewendet, erblickt 
plötzlich wieder den Gegenstand) 
Es ist noch da...Herrgott im Himmel... 
(Ihr Oberkörper fällt nach vorn, sie 
scheint zusammenzusinken, aber sie 
kriecht mit gesenktem Haupt bis hin, 
tastet) 
Es ist lebendig...Es hat Haut...Augen, 
Haar... 
(sie beugt sich ganz zur Seite, als 
wollte sie ihm ins Gesicht sehen) 
seine Augen...es hat seinen 
Mund...Du...du...bist du es...ich habe 
dich so lang gesucht...im 
Wald...und...  
(an ihm zer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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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에 질려 완전히 몸을 숙인다)  

(숨 죽이고) 

맙소사, 대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친다) 

도와줘요... 

(집 쪽으로 올라간다): 

제발!...빨리!...아무도 없어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 본다)  

그가 저기 누워 있어... 

(다시 나무 아래) 

눈을 떠요...눈 좀 떠봐요... 

(간절히)  

죽지 말아요, 내 사랑...죽지만 말아요...나

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다정하고 절박하게) 

우리 방은 불을 켜뒀어요...모든 게 기다려

요...꽃이 아주 향기로워요... 

 

(절망하여) 

어떡하지...그를 깨우려면 무엇을 해야 하

지?... 

(그녀는 어둠 속을 더듬어서 그의 손을 잡

는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손... 

(흠칫하며 의아한 듯) 

왜 이렇게 차갑지? 

(그녀는 손을 자신에게 가져가 키스한다. 

수줍게 애교부리듯) 

손이 내 가슴으로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녀는 옷깃을 열고 애원한다)  

내 심장은 기다림으로 뜨거워요...밤은 금

방 지나가요...당신은 오늘 밤 내 곁에 있

고 싶어했잖아요... 

(갑작스레) 

오, 날이 밝아요...낮에 나와 같이 있을래

요? 태양이 우리 위에 불타고...당신의 손

을 내 위에 얹고...당신의 키스를...당신은 

내 거에요...당신! 날 좀 봐요, 내 사랑, 당

신 곁에 누울게요...그러니 날 좀 봐요... 

(그를 바라본다, 정신을 차리고) 

아, 당신의 눈이 얼마나 생기 없고 끔찍한

Hörst du? Sprich doch...sieh mich 
an... 
(entsetzt, beugt sich ganz)  
(atemlos) 
Herr Gott, was ist...  
(schreiend; rennt ein Stück fort) 
Hilfe... 
(zum Hause hinauf): 
Um Gotteswillen!...rasch!...hört mich 
denn niemand?... 
(schaut verzweifelt um sich)  
er liegt da... 
(zurück unter die Bäume) 
Wach auf...wach doch auf...  
(flehend) 
Nicht tot sein, mein Liebster...Nur 
nicht tot sein...ich liebe dich so... 
(zärtlich, eindringlich) 
Unser Zimmer ist halb hell...Alles 
wartet...die Blumen duften so stark... 
 
(verzweifelt) 
Was soll ich tun...Was soll ich nur 
tun, daß er aufwacht?... 
(Sie greift ins Dunkel hinein, faßt seine 
Hand) 
Deine liebe Hand... 
(zusammenzuckend, fragend) 
so kalt? 
(Sie zieht die Hand an sich, küßt sie; 
schüchtern schmeichelnd) 
Wird sie nicht warm an meiner 
Brust?... 
(Sie öffnet das Gewand, flehend)  
Mein Herz ist so heiß vom 
Warten...die Nacht ist bald 
vorbei...du wolltest doch bei mir sein 
diese Nacht... 
(ausbrechend) 
Oh, es ist heller Tag...Bleibst du am 
Tage bei mir? Die Sonne glüht auf 
uns...deine Hände liegen auf 
mir...deine Küsse...mein bist du...Du! 
Sieh mich doch an, Liebster, ich liege 
neben dir...So sieh mich doch an... 
(sieht ihn an, erwach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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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몹시 슬퍼하며) 

당신은 삼일 동안 내 곁에 없었어요...하지

만 오늘은...확실히...저녁은 너무 평화로웠

어요...나는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완전히 생각에 잠겨)  

정원 담장 너머로 당신을 향해...그건 그만

큼 낮아요...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흔들었죠...아니, 아니...이건 사실이 아니에

요...어떻게 죽을 수 있죠? 어디에나 당신

은 살아있었잖아요...숲에서까지도...당신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맴돌고, 언제나, 언제

나 당신은 내 곁에 있었어요...내 뺨에 당

신의 숨결과...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당

신의 손이...아니야...사실이 아니죠?...그래

도 당신의 입술은 여전히 내 키스에 움직

이는군요... 

 

당신의 피가 아직도 희미한 맥박과 함께 

떨어지고 있어요...당신의 피는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위로 깊숙이 몸을 굽힌다) 

오, 붉은 선혈...그들이 심장을 맞혔어...나

는 여기에 마지막 숨결로 키스하겠어요...

당신을 더 이상 놓치지 않겠어요...  

(반쯤 일어나)  

(애무하며)  

당신의 눈을 봐요...세상의 모든 빛이 정말 

당신의 눈에서 나왔어요...당신을 볼 때마

다 나는 현기증을 느꼈죠... 

(추억에 잠겨 미소 지으며, 비밀스럽고 다

정하게) 

이제 나는 당신에게 죽도록 입맞춤 하겠어

요... 

 

(그녀는 그를 꼼짝 않고 주시한다. 잠시 후 

의아해하며) 

하지만 당신의 눈이 뭔가 이상해요...당신 

어딜 보는 거죠? 

(광포하게) 

당신 대체 뭘 찾는 거죠? 

Ah, wie starr...wie fürchterlich deine 
Augen sind... 
(sehr traurig) 
drei Tage warst du nicht bei 
mir...Aber heute...so sicher...der 
Abend war so voll Frieden...Ich 
schaute und wartete... 
(ganz versunken) 
Ü ber die Gartenmauer dir 
entgegen...so niedrig ist sie...Und 
dann winkten wir beide... 
Nein, nein...es ist nicht wahr...Wie 
kannst du tot sein? Ü berall lebtest 
du...Eben noch im Wald...deine 
Stimme so nah an meinem Ohr, 
immer, immer warst du bei mir...dein 
Hauch auf meiner Wange...deine 
Hand auf meinem Haar...Nicht 
wahr...es ist nicht wahr?...Dein Mund 
bog sich doch eben noch unter 
meinen Küssen... 
 
Dein Blut tropft noch jetzt mit leisem 
Schlag...Dein Blut ist noch lebendig... 
(Sie beugt sich tief über ihn) 
Oh, der breite rote Streif...Das Herz 
haben sie getroffen...Ich will es 
küssen mit dem letzten Atem...dich 
nie mehr loslassen...  
(richtet sich halb auf)  
(liebkosend)  
In deine Augen sehn...Alles Licht kam 
ja aus deinen Augen...mir 
schwindelte, wenn ich dich ansah... 
(in der Erinnerung lächelnd, 
geheimnisvoll, zärtlich) 
Nun küß ich mich an dir zu Tode... 
 
(Sie sieht ihn unverwandt an; nach 
einer Pause, verwundert) 
Aber so seltsam ist dein 
Auge...Wohin schaust du? 
(heftiger) 
Was suchst du denn? 
(sieht sich um, nach dem Balkon) 
Steht dort j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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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둘러 본다, 발코니 쪽으로) 

저기 누가 서있나요? 

(다시 되돌아와, 이마에 손을 얹고) 

마지막에 어땠더라?... 그때도 그렇게 (점

점 더 몰두하여) 보지 않았나요?... 

(기를 쓰고 기억을 떠올리며) 

아냐, 그저 너무 정신이 없었거나...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자신을 억눌렀지... 

(점점 더 냉정해지며) 

그리고 당신은 삼일 동안 내 곁에 없었

죠...시간이 없다고...지난 몇 달 간 당신은 

너무 자주 시간이 없었어요... 

 

(한탄하며, 거부하듯) 

아냐, 그럴 리가 없어...그럴 리가... 

(갑작스런 회상)  

아, 방금 떠올랐어...잠결에 내뱉은 탄식...

사람 이름 같았는데...당신은 내 물음을 키

스로 막았지... 

하지만 왜 그는 오늘 오겠다고 약속했

지?... 

 

(미친듯한 두려움으로) 

안 돼...아니, 그건 안 돼... 

 

(뛰어오르며, 뒤돌아서며) 

왜 누가 당신을 죽였죠?...여기 집 앞에

서...누군가 당신을 찾아냈나요?... 

 

(절규하며, 매달리듯) 

아냐, 아냐...나의 유일한 사랑...그럴 리

가... 

(떨며) 

오, 달이 흔들리고 있어...쳐다볼 수가 없

어...날 좀 봐요... 

 

(갑자기 미친 듯이)  

당신 또 저쪽을 보나요?... 

대체 그녀는 어디 있죠... 

(발코니를 향해) 

이 마녀, 창녀...하얀 팔의 여자... 

(wieder zurück, die Hand an der Stirn) 
Wie war das nur das letzte 
Mal?...War das damals nicht auch 
(immer vertiefter) in deinem Blick?... 
(angestrengt in der Erinnerung 
suchend) 
Nein, nur so zerstreut...oder...und 
plötzlich bezwangst du dich... 
(immer klarer werdend) 
Und drei Tage warst du nicht bei 
mir...keine Zeit...so oft hast du keine 
Zeit gehabt in diesen letzten 
Monaten... 
 
(jammernd, wie abwehrend) 
Nein, das ist doch nicht möglich...das 
ist doch... 
(in blitzartiger Erinnerung)  
Ah, jetzt erinnere ich mich...der 
Seufzer im Halbschlaf...wie ein 
Name...Du hast mir die Frage von 
den Lippen geküßt... 
Aber warum versprach er mir, heute 
zu kommen?... 
 
(in rasender Angst) 
Ich will das nicht...nein, ich will 
nicht... 
 
(aufspringend, sich umwendend) 
Warum hat man dich getötet?...Hier 
vor dem Hause...hat dich jemand 
entdeckt?... 
 
(aufschreiend, wie sich anklammernd) 
Nein, nein...mein einzig 
Geliebter...das nicht... 
(zitternd) 
Oh, der Mond schwankt...ich kann 
nicht sehen...Schau mich doch an...  
 
(rast plötzlich)  
Du siehst wieder dort hin?... 
Wo ist sie denn... 
(nach dem Balkon) 
die Hexe, die Dirne...die Frau mit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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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멸하며)  

오, 당신 역시 그 하얀 팔을 사랑하는군

요...그녀의 팔에 빨갛게 키스했지... 

(주먹을 쥔 채) 

오, 당신...당신...당신 비열한 사람, 거짓말

쟁이...당신...날 똑바로 못 쳐다보는군요! 

부끄러워서 움츠러드나요? 

(발로 그를 찬다) 

그녀를 껴안았지...안 그래요?... 

(역겨움에 떨며)  

다정스럽고 탐욕스럽게...그리고 나는 기다

렸어...당신이 피에 젖어 누워있을 때 그녀

는 어디 갔죠?...그녀의 하얀 팔을 잡고 이

리로 끌고 오겠어요... 

(몸짓) 

이렇게 

(무너지며) 나를 위한 자리는 없어... 

 

(흐느낀다)  

오! 당신과 함께 죽을 복조차도 없이... 

(쓰러져 울며) 

얼마나,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데... 

(몽상에 빠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살았어요...모든 것을 

등진 채. 나는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

어요...올 한 해 동안...당신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은 이래로. 오, 그 따뜻함...이전에 

이토록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당신의 미소와 당신의 말...나는 당신을 정

말 사랑했어요... 

(정적과 흐느낌)  

 

(나지막이, 약간 기운을 차리며) 

내 사랑...나의 유일한 사랑...그녀와 자주 

키스했나요?...내가 그리움으로 죽어가는 

동안... 

그녀를 많이 사랑했나요? 

(애원하듯) 

그렇다고 답하지 마세요. 참...당신은 비통

하게 웃는군요...당신도 괴로웠겠죠...당신

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끌렸을 

weißen Armen...  
(höhnisch)  
Oh, du liebst sie ja die weißen 
Arme...wie du sie rot küsst... 
(mit geballten Fäusten) 
Oh, du...du...du Elender, du 
Lügner...du...Wie deine Augen mir 
ausweichen! Krümmst du dich vor 
Scham? 
(stößt mit dem Fuß gegen ihn) 
Hast sie umarmt...Ja?...  
(von Ekel geschüttelt)  
so zärtlich und gierig...und ich 
wartete...Wo ist sie hingelaufen, als 
du im Blut lagst?...Ich will sie an den 
weißen Armen herschleifen...  
(Gebärde)  
so 
(zusammenbrechend) für mich ist kein 
Platz da... 
 
(schluchzt auf) 
Oh! nicht einmal die Gnade, mit dir 
sterben zu dürfen... 
(sinkt nieder, weinend) 
Wie lieb, wie lieb ich dich gehabt 
hab'...  
(in Träumerei versinkend)  
Allen Dingen ferne lebte ich...allem 
fremd. Ich wusste nichts als 
dich...dieses ganze Jahr...seit du zum 
ersten Mal meine Hand nahmst. Oh, 
so warm...nie früher liebte ich 
jemanden so...Dein Lächeln und dein 
Reden...ich hatte dich so lieb... 
(Stille und Schluchzen)  
 
(leise, sich aufrichtend) 
Mein Lieber...mein einziger 
Liebling...hast du sie oft 
geküßt?...während ich vor Sehnsucht 
verging... 
hast du sie sehr geliebt? 
(flehend) 
Sag nicht: ja...Du lächelst 
schmerzlich...Vielleicht hast du a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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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 

 

(평온하게, 따뜻하게) 

어쩌겠어요?...오, 나는 당신을 저주했어

요...하지만 당신의 연민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나는 행운이라고 믿었어요... 

 

(정적. 동쪽의 여명, 낮은 하늘의 구름, 희

미한 빛에 촛불처럼 노랗게 빛난다.) 

(그녀는 일어선다) 

내 사랑, 나의 사랑, 아침이에요...나 혼자 

여기서 무얼 해야 하죠?...이 끝없는 삶에

서...이 빛깔도 경계도 없는 꿈에서...당신

이 있는 곳이 나의 경계였고, 세상의 모든 

빛깔은 당신의 눈에서 나왔으니까요... 

빛이 온 세상을 비출 테지만...나 홀로 나

만의 밤 속에서?... 

아침이 우리를 갈라 놓아요...언제나 아침

이...이토록 힘겹게 당신은 작별의 키스를 

하죠...다시 영원한 기다림의 날들...오 당

신은 이제 깨어나지 않겠죠... 

 

수 천의 사람들이 지나가요...나는 당신을 

알아볼 수 없어요...모두가 살아서, 그들의 

눈이 타올라요... 당신은 어디 있나요?... 

어두워요...내 밤의 횃불 같은 당신의 키

스...나의 입술은 불타며 반짝여요...당신을 

향해... 

 

(황홀경에 소리지르며)  

오, 당신 거기 있나요... 

(어딘가를 향해)  

찾고 있었어요... 

[막 내림] 

gelitten...vielleicht rief dein Herz 
nach ihr... 
 
(stiller, warm) 
Was kannst du dafür?...Oh, ich 
fluchte dir... aber dein Mitleid 
machte mich glücklich...ich glaubte, 
war im Glück... 
 
(Stille; Dämmerung im Osten, tief am 
Himmel Wolken, von schwachem 
Schein durchleuchtet, gelblich 
schimmernd wie Kerzenlicht.) 
(Sie steht auf) 
Liebster, Liebster, der Morgen 
kommt...Was soll ich allein hier 
tun?...In diesem endlosen Leben...in 
diesem Traum ohne Grenzen und 
Farben...denn meine Grenze war der 
Ort, an dem du warst...und alle 
Farben der Welt brachen aus deinen 
Augen... 
Das Licht wird für alle kommen...aber 
ich allein in meiner Nacht?... 
Der Morgen trennt uns...immer der 
Morgen...So schwer küsst du zum 
Abschied...Wieder ein ewiger Tag des 
Wartens...oh du erwachst ja nicht 
mehr... 
 
Tausend Menschen ziehn 
vorüber...ich erkenne dich nicht...Alle 
leben, ihre Augen flammen...Wo bist 
du?... 
Es ist dunkel...dein Kuß wie ein 
Flammenzeichen in meiner 
Nacht...meine Lippen brennen und 
leuchten...dir entgegen... 
 
(in Entzücken aufschreiend)  
Oh, bist du da... 
(irgend etwas entgegen)  
Ich suchte... 
Vor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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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 psychoanalytic approach to Schoenberg's first stage work, 

monodrama Erwartung op. 17, which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free 

atonality and the athematic techniques that have apparently no 

recurring motives and structures, hence resist conventional analysis. At 

the same time, Erwartung is not only regarded as a major turning point 

in music history, which initiated musical expressionism, but also closely 

related with psychoanalysis developing in Vienna at that time.  

Considering this cultural background and the composer's intention to 

express his own unconsciousness, psychoanalysis provides an 

alternative method to interpret the work, complementing previous 

researches.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analysis and Erwartung has been 

pointed out earlier by philosopher Theodor Adorno. He mention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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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 reveals "the dream protocols" and resembles psychoanalytic 

case study. Robert Falck argued that Freud's Studien über 

Hysterie(1895) had a great impact on the creation of the work. Based on 

this, Alexander Carpenter's more recent dissertation revealed the 

possibility of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the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studies. However, those researches focused 

mainly on extra-musical contexts and missed the specific meanings of 

the work and the close connections between the music and the libretto. 

Therefore, I tried in this study to integrate the historical- and personal 

background, the music and the text comprehensively.  

Erwartung's specific connections with psychoanalysis are as follows. 

(1)The librettist of the monodrama, Marie Pappenheim was a medical 

student, who deeply interested in psychoanalysis. Furthermore, she is 

believed to be a distant relative of Anna O., the most famous patient in 

Studien über Hysterie. (2)Schoenberg was also highly influenced by 

psychoanalytic ideas via Richard Strauss, Gustav Mahler, Alban Berg, 

Anton Webern and musicologist Max Graf. (3) Most of all, his 

expressionism seems to be inseparable with psychoanalytic thinking. 

His thought that artists create works from the unconscious drives and 

that there is no inherent beauty, is exactly what Freud insisted about 

art.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Erwartung has a double meaning 

because it contains two subjects to interpret, namely the protagonist 

and the composer of the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rau, the 

protagonist suffering hallucinations and extreme emotions, the work 

depicts female hysteria, and on the other hand, the various symbols 

that can be interpreted on the basis of Freud's theory of dream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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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the Frau's mental change in the latter half of the 

monodrama can be well understood by psychoanalyst Melanie Klein's 

conception on "paranoid-schizoid position" and "depressive position". It 

gives Frau the developing character as a subject unlike an objectified 

tragic madwoman as in Strauss' Salo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pos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personal affairs and the work. In the summer 

of 1908, Schoenberg's wife Mathilde eloped with Richard Gerstl, the 

young painter who had taught Schoenberg since 1906. Immediately 

after that traumatic event, Schoenberg wrote his unfinished testament, 

deciding to commit suicide. Almost exactly one year later, he began to 

compose Erwartung that also dealt with lover's affair. Besides, "three 

days"(drei Tage) that appears in the work is consistent with the actual 

period where Mathilde had leaved Schoenberg along with Gerstl. On the 

basis of this relevance that cannot be regarded as a mere coincidence 

and should not be ignored, I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event and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the work from the psychoanalytic 

perspective. 

Schoenberg's music, which can be classified as descriptive, 

expressive and formal elements respectively, is directly related to Frau's 

mental states.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form of the 

work in the traditional sense, it can be quite obviously divided according 

to the feelings she experiences during the play. Especially, the 

aforementioned paranoid-schizoid position is expressed by recitatives 

and fragmented vocal melodies, whereas the depressive position is 

expressed by arioso technique and the motifs that frequently represent 

sa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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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all, Schoenberg's musical expressions can function as the 

mourning for the psychological loss of his wife Mathilde. Therefore, the 

open ending of the work can be interpreted as the wish for reparation 

for loss of his lover in view of the symmetry structure appearing in the 

work, the undoubted description of clockwork, the quotation of "Am 

Wegrand", op. 6 no. 6, which composed before Schoenberg met Gerstl, 

and the D notes symbolizing the death and the rebirth. 

In this way, I examined the psychology of the composer, as well as 

the protagonist. This approach also presents a new perspective 

considering not only the creator's impact on the work, but also the 

work's impact on the creator. This thesis is aimed at expanding 

psychoanalytic criticism to the field of music and attempting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the work beyo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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