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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알반 베르크 (Alban Berg) 오페라《룰루》는 지금까지 ‘룰루’를 둘러싼 사랑

과 복수의 비극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주인공 ‘룰루’는 세기말 팜므파탈, 수동적

인 여성, 남성 욕망의 투사체 등으로 해석되며, 기존의 연구들은 룰루가 ‘여성’

이라는 단편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오페라에서 룰루는

“아버지가 없는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 그려지며, “인간

의 기지에 길들여진” 동물적 존재로 비유되는 동시에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모

호하게 하는 젠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더 나아가 게슈비츠 백작부인

(Countess Geschwitz)과 룰루의 동성애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룰루의 젠더 정

체성은 이분법적으로 ‘여성’이라고만 할 수 없는 다양한 양상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통해 오페라《룰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버틀러

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포스트 페미니즘의 하나로, 그녀는 지금까지 페미니스트

들이 ‘여성’ 혹은 ‘여성의 범주’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버틀러는 ‘여성’과 ‘여성의 재현’이 남성 중심 사회의 권력에 의해 담론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젠더를 “안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a stylized repetition of acts, 원저자 강조)을 통해 구성된 규정할 수

없는 정체성(an identity)”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버틀러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리브레토에 나타나는 ‘룰

루’의 젠더 주체의 범주를 분석하고, 룰루의 모호한 젠더 주체가 양식화된 음악

의 반복을 통해 어떠한 젠더 정체성을 구현해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이 세기 전환기 남성 시민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다양한 성 담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오페라《룰루》의 현대적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였으며,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룰루의 젠더 주체의 범주는 과정-중의-룰루로 해석할 수 있다. 오페라

프롤로그에서 룰루는 동물적인 존재 그리고 ‘여성의 원형(Die Urgestalt des

Weibes)’의 모습을 상징한다. 또한, 룰루와 화가의 대화에서 ‘룰루’는 시민사회

의 개념인 진리, 신념, 사랑, 맹세 등을 모두 거부하며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처럼 룰루는 동물과 인간의 존재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운 모습,

그리고 시민사회의 개념을 거부함으로써 이성의 지배를 받는 주체가 아닌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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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된다. 이러한 룰루의 모습은 버틀러가 젠더 수행성 개념의 전제로 ‘여성’

의 주체를 가정하지 않는 것처럼, 룰루의 주체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한

다. 또한 오페라에서 남성들은 룰루를 ‘이브’, ‘넬리’, ‘미뇽’ 등의 다양한 이름으

로 부르는데, 이는 남성들이 룰루의 본질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환상을 실현시켜줄 성적 대상으로 룰루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룰루는

주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이데올로기 사회 규범의 수행을 통해

룰루의 주체가 구성되어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룰루’의 양식화된 음악의 반복은 극적으로 중요한 리브레토 부분에서

룰루의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낸다. 먼저,《룰루》는 성악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나타형식, 론도형식, 변주곡형식 등 기악곡 형식을 사용하여 극적인 의미를

표현한다. 제1막의 소나타형식은 쇤 박사와 룰루의 관계를 상징하며 제2막의 론

도 형식은 룰루에 대한 알바의 사랑, 제3막의 변주곡 형식은 몰락해가는 룰루의

모습을 표현한다. 다음으로, ‘룰루’를 표현하는 음렬은 ‘룰루의 P5 음렬’, ‘기호동

기’ 등을 유도 동기(Leitmotive)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룰루의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이는 인간이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처럼, 오페라에서 룰루가 정해진 자신의 음렬을 반복함으로써 자

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도 동기와 더

불어《룰루》는 악구를 반복하는 유도 악구(Leitsektion)를 사용한다. 유도 악구

는 선율뿐만 아니라 화음, 화성진행까지 광범위하게 반복하고, 음렬과 조성이

병치 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음악적 장치는 오페라에서 극적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오페라에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구현해 가는 데 큰 역

할을 한다.

셋째, 룰루는 남성사회의 기획된 존재로서 여성이라는 젠더의 ‘허구적 생산

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사회의 중심인물로 대표되는 쇤 박사는 룰루를 남성

사회에서 요구한 이상적인 여성으로 길러내고, 룰루의 매력적인 모습을 이용하

여 그녀의 결혼을 기획한다. 또한 오페라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남성은 룰루를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한다. 때문에 룰루는 남자들의 집

단적 환상을 반영한 과장된 여성인 팜므파탈의 모습을 수행해 간다. 이는 버틀

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여성으로서 룰루의 젠더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의

권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룰루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충동화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다양한 젠

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버틀러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해부학적으로 결정된 성인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강제적 이성애의

구분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고 비판하고, 인간의 젠더 정체성은 생물학



- iii -

적 성과 사회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게이, 레즈비언, 드래그 등 수많은 가능

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페라에서 룰루 역시 양성적 성향

과 동성애 관계를 통해 젠더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보여

준다. 즉, 룰루는 남성이 되고 싶어 하길 소망하거나, 게슈비츠와 동성애관계에

서 레즈비언 남성인 부치(butch)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통하여 지금까지 외설스럽고

퇴폐적인 오페라로 여겨온 오페라《룰루》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룰루’의 다양한 젠더 층위가 인간이 갖는 다양한 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알반 베르크, 프랑크 베데킨트, 오페라《룰루》,『룰루 비극

-2부작』, 주디스 버틀러, 젠더 정체성, 수행성.

학 번 : 2011-2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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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그녀는 자신의 삶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 수는 없어.

Die kann von der Liebe nicht leben, weil ihr Leben die Liebe ist.1)

오페라《룰루》(Lulu, 1936)는 알반 베르크(Alban Berg, 1885-1935)의 후기

오페라이자 12음 기법으로 작곡된 작품이다. 베르크는 베데킨트(Frank

Wedekind, 1864-1918)의 희곡『룰루-비극 2부작』「대지의 정령」(Der

Erdegeist)과 「판도라의 상자」(Die Büches der Pandora)를 원작으로 오페라

《룰루》 리브레토를 직접 작업하였다.2) 이 오페라는 ‘룰루(Lulu)’가 세 명의 남

자와 결혼하면서 사회적인 부와 지위를 얻는 상승기와 그녀가 세 번째 남편을

죽이고 난 뒤 재산을 잃고 매춘부로 전락하는 몰락기로 구성되어 있다.3)

20세기의 중요한 오페라로 자리매김 된 이 오페라는 지금까지 ‘룰루’를 둘러

싼 사랑과 복수의 비극으로 이해되며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었다.4) 특히 주인

공 ‘룰루’는 연구의 중심 대상이었다. 기존 연구에서 룰루는 거부할 수 없는 치

명적인 매력으로 남성을 유혹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성상인 세기말 팜므파

1) Alban Berg, Lulu, Oper in drei Akten, Orchestre de l'Opéra de Paris, IRCAM,
3-6/1979, 233. 본 논문은 Alban Berg, Lulu, Oper in drei Akten nach den
Tragödien Erdgeist und Büchse der Pandora von Frank Wedekind, Orchestre
de l'Opéra de Paris, IRCAM, 3-6/1979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이 리브레토는 프
리드리히 체르하(Friedrich Cerha)가 제3막을 완성하고 피에르 불레즈(Pierre
Boulez)가 1979년 녹음한 음반의 책자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음반의 리브레토는
다음과 같은 발행사항을 갖고 있다. Akt 1 und 2 ⓒ 1936, 1937 by Universal
Edition Wien Copyright renewed, Akt 3 ⓒ 1977 by Universal Edition A.G.
Wien. 이하 본 논문에서는 페이지수만 표시하도록 하겠다.

2) 앞으로 본 논문에서 오페라 작품 자체를 지칭할 때는 《룰루》, 룰루의 캐릭터를
강조할 때는 ‘룰루’, 그리고 일반적인 룰루에 대한 설명은 룰루로 표기하겠다.

3) 더글라스 자르만은 오페라 전반부의 룰루의 남편들이 1인 2역을 맡아 매춘부가 된
룰루의 고객들이 되는 것은 오페라 음악적 구조와 극적인 의미의 핵심이라고 지적
한다. Douglas Jarman, Alban Berg, Lulu-Cambridge Opera Handboo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56-57.

4) Karl Kraus, Die Büches der Pandora, Fackel Nr. 182, June 9 1905 reprinted in
Literatur und Lüge, Munich 1929. Translated by Celia Skrine. Douglas Jarman,
Alban Berg, Lulu-Cambridge Oprea Handbooks, 102-112. 오페라를 룰루를 중심
으로 한 남녀의 복수로 이해하는 것은 1905년 빈에서 극비리에 열린 베데킨트의
「판도라의 상자」의 공연에서 서두 강연을 맡았던 칼 크라우스(Karl Kraus)의 해
석 때문이라고 더글라스 자르만(Douglas Jarman), 레오 트라이틀러(Leo Treitler)
등은 지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Ⅱ-2) 베르크의 베데킨트 수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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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femme fatale)로 여겨졌고,5) 다른 한편 “의지가 없는 수동적인 여성

(Mitchell)”,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자 모순된 존재(Perle)”, “남성 욕망의

투사체(Treitler)”등으로 해석되었다.6) 심지어 미첼(Mitchell)은 베르크가 극적인

측면에서 수동적이며 비발전적인 특징을 갖는 ‘룰루’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

한 것은, 베데킨트의 희곡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베르크를 비난하기도

하였다.7) 이처럼 룰루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룰루가 ‘여성’이라는 단편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오페라에서 룰루는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룰루는 “아버

지가 없는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 그려지며, “인간의 기

지에 길들여진” 동물적 존재로 비유되는 동시에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모호하

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8) 또한 룰루는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는 해방된

여성, 남성중심 사회의 기획된 수동적인 여성, 남자가 되길 소망하는 모습을 드

러내기도 한다. 더 나아가 게슈비츠 백작부인(Countess Geschwitz)과 룰루의

동성애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룰루의 젠더9) 정체성은 이분법적으로 ‘여성적’이

라고만 할 수 없는 훨씬 다양한 양상을 포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룰루’의 젠

더 정체성에 대해 체계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과연 ‘룰루’는 어떤 인물인가? 이 주인공이 보여주는 젠더 정체성은 오페라

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진 룰루의 젠더 정체성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한

다. 특히 ‘룰루’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젠더 정체성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1956-)의 젠더 ‘수행성(Performativity)’ 개

5) Keren Pegley, “Femme fatal and Lesbian Representations in Alban Berg's
Lulu,” Encrypted messages in Alban Berg's music, ed. Siglind Bruhn. (New
York; London: Garland Pub., 1998),

6) 선행연구들에 관해서는 본 논문 Ⅱ-3을 참조.
7) Donald Mitchell, “The Character of Lulu: Wedekind’s and Berg’s Conceptions
Compared,” The Music Review 15 (1954), 274.

8) Berg, Lulu, 68.
9) 젠더(gender)는 원래 전통적으로 유럽어 문법의 명사 분류체계에서 ‘남성형
(masculine)’, ‘여성형(feminine)’, ‘중성형(neuter)’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젠더”는
생물학적 섹스와 달리 양성을 사회문화적으로 범주화하는 용어로 그 의미가 확대
전용되었다. (김애령, “‘여자 되기’에서 ‘젠더하기’로 버틀러의 보부아르 읽기,” 『한
국 여성철학』 13 (2010), 24.) 반면 생물학적인 성을 지칭하는 섹스(sex)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해부학적인 기표를 의미하므로 젠더와 구분하여 사용된다. 이
두 용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Ⅲ.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performativity)’
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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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연구의 척도로 삼았다.10) 버틀러의 이론은 전통적인 여성의 주체를 거부하

고 젠더의 통일된 유형을 와해시키며 젠더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고 있

기 때문이다. 즉,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은 지금까지 오페라《룰루》가 사랑과

복수와 비극의 이분법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에서 벗어나,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적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포스트 페미니즘 흐름의 하나로, 그녀는 지금

까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혹은 ‘여성의 범주’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왔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과 ‘여성의 재현’이 남성중심 사회의 권력에 의해 담론적

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에서 흥미로운

점은 인간의 ‘젠더(gender)’가 인간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버틀러에

게 젠더는 행위의 과정이며, 젠더 정체성은 행위들의 연쇄이다. 다시 말해 버틀

러는 젠더를 수행을 통하여 발생되는 연속적인 실천과정으로 바라보며, 버틀러

에게 젠더 정체성은 우리가 “결과로 알려진 바로 그 ‘표현물(남성 혹은 여성)’

때문에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11) 그리고 버틀러는 젠더를 “안정된 정체

성이 아니라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a stylized repetition of acts, 원저자 강

조)을 통해 구성되는 제도화된 규정되지 않는 정체성(an identity)”이라고 설명

한다.12) 이와 같이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은 단순히 여성의 권리와 해방을 주장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을 바라보는 이성애적 규범을 해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룰루를 ‘남성 욕망의 대상, 팜므파탈’이라 설명했

던 단편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는 베르크 오페라《룰루》와 ‘룰루’의 캐릭터에 관

한 선행연구를 고찰할 것이다. 특히 베르크가 베데킨트의 『룰루-비극 2부작』

을 선택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폭넓게 파악하고 당시 대두된 성 담론과

베르크가 베데킨트의 희곡을 오페라로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또한

《룰루》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기존 접근의 한계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이후

10) 수행성(performativity): 젠더는 무대 위에서 배우가 행하는 퍼포먼스처럼 언제
나 행위로 나타난다. 젠더는 고정된 명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틀러는 배
역 뒤의 배우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연기 혹은 연행성 퍼포먼스보다 퍼
포머티비티를 주장한다. 퍼포머티비티는 연극적 행위라는 의미도 있지만, 언어학
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언어를 뜻하는 수행문과도 관련되어 있다.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파주: 문학동네, 2008), 버틀러의
주요개념들.

11) Butler, Gender Trouble, 25; 『젠더 트러블』, 131.
12) Butler, Gender Trouble, 140; 『젠더 트러블』, 349.



- 4 -

Ⅲ장은 본 논문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주는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의 주요

논지를 파악하고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해석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통하여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새

로운 해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1절에서는 리브레토를 중심으로 룰루의 젠더 주

체의 범주가 오페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2절에서는 오페라

《룰루》에 사용되는 양식화된 음악 어법인 형식, 음렬, 등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특히, 양식화된 ‘룰루’ 음악어법의 반복을 통해서 룰

루의 젠더 정체성이 오페라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

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리브레토와 음악어법의 해석을 토대로 3절에서는 남성

중심사회의 기획된 존재로서 룰루가 여성으로서 젠더 정체성을 어떻게 획득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룰루의 양성적 특

징과 룰루와 게슈비츠 백작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젠더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룰

루의 젠더 수행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통하여 지금까지 외설스럽고

퇴폐적인 오페라로 여겨온 오페라《룰루》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룰루’의 다양한 젠더 층위가 인간이 갖는 다양한 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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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비적 고찰

1. 오페라《룰루》의 개요

오페라《룰루》는 알반 베르크의 미완성 유작이다. 베르크는 1928년부터 오

페라 대본 작업을 시작했지만, 《룰루》를 쓰는 동안 연주회용 아리아 《포도

주》(Der Wein, 1929)와 《바이올린 협주곡》(Violin Concerto, 1935)을 함께 작

곡하면서 오페라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당시 나치 집권 하에서 《룰루》의

초연이 힘들어지자 베르크는 오페라 제작사를 독려하기 위해 오페라를 관현악

작품인 《오페라 ‘룰루’의 5개 교향모음곡》(5 Symphonische Stücke aus der

Oper Lulu)13)으로 만들었고, 1934년 봄에 오페라 《룰루》에 기초한 짧은 교향

모음곡을 완성했다. 《룰루 모음곡》(Lulu-Suite, 1934)은 1934년 11월 30일 베

를린에서 지휘자 에리히 클라이버(Erich Kleiber, 1890-1956)에 의해 초연되었지

만 당시 문화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어 끝내 지휘자 클라

이버가 사임하기에 이른다. 1935년 12월 24일 베르크가 사망하고, 《룰루》는 1

막과 2막 그리고 3막은 마디 268의 관현악까지만 작곡된 채 미완으로 남게 되

었다.14) 베르크의 부인 헬렌 베르크(H. Berg, 1885-1976)는 《룰루》를 완성하

기 위해 아르놀트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와 안톤 폰 베베른

(Anton von Webern, 1883-1945), 알렉산더 쳄린스키(Alexander Zemlinsky,

1871-1942) 등에게 이후 작업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작곡 방법에 대한 이유로

작품완성을 거절하였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는 1937년 6월 2일 스위

스 취리히에서 베르크가 남긴 《룰루 모음곡》의 오케스트라 스케치를 기초로

3막의 미완성 부분이 보강되어 초연되었다.16) 그러나 헬렌 베르크는 자신이 살

13) 《오페라 ‘룰루’의 5개 교향모음곡》(5 Symphonische Stücke aus der Oper
Lulu)은 《룰루 모음곡》(Lulu-Suite)으로 축약되어 불리기도 한다. 이하 본 논문
에서는 이 곡을 《룰루 모음곡》이라 부르겠다.

14) Jack M. Stein, “Lulu: Alban Berg’s Adaptation of Wedekind,” Comparative
Literature 26/3 (1974), 230.

15) George Perle, “The Complete ‘Lulu’,” The Musical Times 120 (1979), 116.
16) 1937년 취리히 초연의 지휘는 로버트 덴즐러(Robert Denzler), 룰루는 누리 해드
직(Nuri Hadzic), 게슈비츠는 마리아 버나드(Maria Bernard), 쇤 박사는 에스거
스티그(Asger Stig), 알바는 피터 박세바노스(Peter Baxevanos)가 맡았다.
Andrew Clements, “Lulu,” The New Grove Dictionary of Opera, Grove Music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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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는 동안 《룰루》가 완성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그녀의 사후인 1976년에

야 미완의 상태이지만《룰루》의 출판이 가능하였다. 이후 프리드리히 체르하

(Friedrich Cerha, 1926-)가 오페라《룰루》를 완성하여 1979년 2월 파리에서 피

에르 불레즈(Pierre Boulez, 1925-2016)의 지휘로 초연되었다.17)

1) 《룰루》의 구성 및 내용18)

오페라 《룰루》는 프롤로그와 간주곡을 포함한 3막 7장으로 구성되었다. 오

페라의 내용은 크게 『룰루-비극 2부작』인 「대지의 정령」(Der Erdegeist)과

「판도라의 상자」(Die Büches der Pandora)으로 나뉜다. 먼저, 오페라 1부는

「대지의 정령」으로 주인공 룰루가 세 명의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회

적 지위와 부를 얻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룰루는 세 번째 남편인 쇤 박

사(Dr.Schön)와 실랑이를 벌이다 권총으로 그를 쏴 죽이고, 경찰에 체포되어 재

판을 받고 투옥된다. 오페라 2부인 『판도라의 상자』는 감옥에 갇힌 룰루가 콜

레라에 걸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게슈비츠 백작부인의 계략으로 병원에서 탈출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쇤 박사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룰루는 쇤 박사의 아들인

알바(Alwa)와 사랑을 나누며 미래를 약속한다. 그러나 룰루는 탈옥한 몸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재정적 파탄에 이르자 매춘부로 몰락한다.

《룰루》의 내용을 막별로 살펴보면,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동물 조련사가 청

http://www.oxfordmusiconl ine.com/search?q=Lulu&searchBtn=Search
&isQuickSearch=true [2018년 1월 10일 접속].

17) 1979년 파리 초연에서 룰루 역은 테레사 스트라타스(Theresa Stratas), 게슈비
츠는 이본느 밍똥(Yvonne Minton), 알바는 케네스 리겔들(Kenneth Riegeldl) 쇤
박사는 프란츠 마주르카(Franz Mazurka), 무대 디자인은 쉐로(Patrice Chéreau)
가 맡았다. 이 초연이 녹음된 후 3막 버전의 새로운 프로덕션이 급속히 퍼져나갔
다. 《룰루》는 1979년 6월 미국 싼타페(Santa Fe)에서 마이클 틸슨 토마스
(Michael Tilson Thomas)의 지휘로 미국 초연되었고 룰루는 낸시 샤이데(Nancy
Shade)가, 영문번역은 아르투이르 제이콥스(Artyur Jacobs)가 맡았다. 1981년 영
국 초연은 코벤트 가든에서 열렸는데, 지휘는 콜린 데이비스(Colin Davies) 그리
고 연출은 고츠 프리드리히(Götz Friedrich)에 의해 이루어졌고 카렌 암스트롱
(Karen Amstrong)이 룰루 역을 맡았다. Douglas Jarman, “Alban Berg,” The New
Grove Dictionary of Opera, Grove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
online.com/grovemusic/search?q=Alban+Berg&searchBtn=Search&isQuickSearch=true.
[2018년 1월 10일 접속].

18) 오페라의내용은다음의자료를참고로작성하였다. Andrew Clements, “Lulu,” The New
Grove Dictionary of Opera, Grove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
online.com/search?q=Lulu&searchBtn=Search&isQuickSearch=true. [2018년 1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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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들을 서커스로 초대하며 인상적인 동물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동물

조련사는 오페라의 등장인물들을 동물에 비유하는데, 룰루의 첫 번째 남편인 의

사는 곰, 쇤 박사는 호랑이, 쉬골흐(Schigolch)는 도마뱀, 알바는 원숭이, 두 번

째 남편인 화가는 낙타로 소개한다. 마지막에 뱀으로 소개되는 룰루는 피에로

복장을 하고 무대에 등장한다.

오페라의 1막은 화가가 의사 남편을 둔 ‘룰루(Lulu)’라는 아름답고 매력이 넘

치는 여성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화가는 룰루의 아름다운 모

습에 매혹당하고, 화가의 유혹에 넘어간 룰루는 그와 밀애를 나누게 된다. 룰루

의 외도를 목격한 첫 번째 남편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는다. 이후 룰루는 화가와 결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룰루를 길러준 쇤 박사

가 화가에게 그녀의 부도덕한 과거를 폭로하자, 룰루의 두 번째 남편인 화가는

그 충격으로 자살한다. 쇤 박사는 ‘룰루’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남자이지만, 그는

자신의 약혼녀와 결혼하기 위해 룰루와 부정한 관계를 청산하려고 한다. 쇤 박

사의 결혼 소식에 화가 난 룰루는 쇤 박사에게 아프리카 왕자와 결혼할 거라며

그의 질투심을 유발한다. 결국, 쇤 박사는 룰루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고 마

침내 약혼녀와 파혼하고 룰루와 결혼한다.

2막 1장은 ‘룰루’와 쇤 박사의 결혼생활로 시작한다. 그러나 룰루는 여전히

자신을 따르던 남자들과 관계를 갖고 심지어 쇤 박사의 아들인 알바를 유혹한

다. 이를 목격한 쇤 박사는 룰루에게 권총 자살을 하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룰루

가 쏜 총에 맞아 죽게 된다.

이후 오페라에서는 무성영화가 상영된다. 무성영화의 첫 부분은 쇤 박사를

죽인 룰루가 체포되고 재판을 받아 투옥되는 내용으로 오페라의 1부인 「대지

의 정령」이 마무리된다. 무성영화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오페라 2부인 「판도

라의 상자」가 시작하는데, 룰루가 게슈비츠 백작부인으로 부터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위장하여 병원으로 후송되고, 결국 병원에서 백작부인과 옷을 바꿔 입고

탈옥하는 장면이 상영된다. 이 두 부분은 체포-재판-투옥, 그리고 감염-후송-위

장이라는 대칭 구조를 이룬다.

오페라는 2막 2장에서 다시 시작한다. 병에 걸려 쇠약해진 룰루가 감옥에서

쇤 박사의 집으로 돌아온다. 쇤 박사의 아들 알바는 여전히 아름다운 룰루의 매

력에 빠져 찬사를 보내며 사랑을 애원한다. 마침내 룰루는 알바의 사랑을 받아

들이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하며 둘은 사랑을 나눈다. 이후 룰루는 알바와

함께 국경을 넘어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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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의 3막에서 룰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포주인 마르퀴즈

(Marquiz)가 룰루를 이집트 사창가에 팔아버린다고 협박한다. 이 와중에 쇤 박

사가 남긴 융프라우 주식이 폭락하여 룰루와 알바는 모든 재산을 잃고 만다. 탈

옥한 룰루의 존재를 알게 된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러 들이닥치자 룰루는 다시

도망친다. 결국 재산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자 룰루는 런던의 사창가에서 매

춘부로 살아간다. 게슈비츠 백작부인은 룰루의 초상화를 보며 과거의 아름다웠

던 룰루에게 여전히 찬사를 보낸다. 알바는 매춘부로 전락한 룰루의 모습을 안

타까워하며 룰루를 때리려는 매춘 고객을 저지하다 죽게 된다. 룰루는 자신의

마지막 고객인 청부살인마인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와 매춘의 대가에 대

해 실랑이를 벌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되고 만다. 게슈비츠 역시 룰루의 살

인을 저지하다 잭 더 리퍼에게 살해당한다.

2) 《룰루》의 음악적 특징

오페라《룰루》를 베르크의 첫 번째 오페라《보체크》 (Wozzeck,

1917-1922)와 비교해 보면 《룰루》는 만년의 음악적 기법 변화와 독창적인 면

모가 더욱 잘 드러난다. 《보체크》 이후 베르크의 작품은 신고전주의적 형식의

명료성과 객관성을 지향하고 있다.19) 《룰루》는 《보체크》보다 더 나아가 음

악 구조적 기법의 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형식면에서 다음과 같이 다른 특징

을 보인다.20)

첫째, 음악 기법적인 면에서 《보체크》가 무조 오페라인 반면 《룰루》는

12음 기법21)의 오페라이다. 《룰루》에는 오페라 전체에 사용되는 기본 음렬 뿐

아니라 여자 주인공의 음렬, 남자 주인공의 음렬 등 인물별로 다양한 음렬이 사

용되었다. 그리고 이 음렬들은 등장인물들이 자신만의 독립적인 음렬을 가지며

유도 동기처럼 사용된다. 그 대표적인 예는 오페라 시작 부분에서 트롬본이 연

주하는 4개의 음표로 구성된 기본체(basic cell)22)이다. 기본체는 오페라의 중요

19) 조석희, “알반 베르크,” 『20세기 작곡가 연구 Ⅱ』, 이석원·오희숙 책임편집 (서
울: 음악세계, 2001), 175.

20) 베르크 오페라《보체크》와 오페라《룰루》의 비교는 그로브 사전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Jarman, “Alban Berg,” 위의 항목.

21) 《룰루》에 사용된 12음렬은 오페라 작곡 전에 만들어졌다.
22) “베이직 셀(Basic Cell)”은 펄(George Perle)이 사용한 용어로 보통 작은 음정관
계로 이루어진 단위을 뜻한다. 이는 한국어로 ‘기본체’라 번역되며 본 논문에서도
이 번역어를 따른다. 《룰루》에 사용된 기본체에 관한 자세한 음악분석은 Ⅳ.2
에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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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마다 등장하는 짧은 리듬적 패턴으로 오페라에서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음렬 및 특징적인 화음과 미묘하게 연결되어 오페라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둘째, 형식적인 면에서 《보체크》가 극의 진행순서 및 장면전환에 따라 성격

소곡, 교향곡, 인벤션 등 음악 형식이 완벽하게 구분되었던 것과 달리, 《룰루》에서

는 극의 ‘내용’에 따라 소나타 형식, 론도 형식, 변주곡 형식이 사용된다. 또한, 이러

한 형식 안에 다른 음악 형식이 포함되거나 극적인 내용에 맞춰 여러 음악 형식이

뒤섞여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룰루》의 1막은 소나타 형식임에도 불구하

고 오페라 1막 1장의 첫 시작은 소나타 형식이 아닌 서주와 캐논(Introduction

and Canon)으로 룰루를 쫓아다니는 화가의 모습을 묘사하는 등, 베르크는 극적

인 상황에 따라 형식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소나타 형식은 제1막 제2장이

되어서야 쇤 박사가 소나타 제시부의 1주제를 노래할 때 시작된다. 또한 소나타

형식의 2주제는 선율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가보트와 뮈제트(Gavotte and

Musette)로 구성되어 쇤 박사와 룰루의 대화를 표현한다. 이처럼 소나타 형식이

제1막의 주요한 형식이라 하더라도 극의 내용에 따라 형식 안에 칸초네타, 리

트, 코랄테마 등 다른 음악 형식이 삽입된다. 이처럼 《룰루》에서는 음악형식

이 오페라의 극적인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인물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독자적인 상징으로 사용되면서 전통적인 소나타, 론도, 변주곡 형식이 파편화되

고 와해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룰루》는 아리아, 앙상

블, 카바티나 등으로 구성된 ‘넘버 오페라’를 연상하게 하는 고전적인 오페라의

특징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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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르크의 베데킨트 수용

이번 절에서는 오페라《룰루》를 둘러싼 당시 세기말 빈의 사회·문화적 배

경의 이해를 위해 오페라의 원작인 베데킨트 『룰루-비극 2부작』의 탄생배경

과 그 당시의 성 담론을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베르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나아가 베르크가 베데킨트의 희곡

을 어떻게 오페라로 각색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베데킨트『룰루-비극 2부작』과 세기말 성 담론

(1) 『룰루-비극 2부작』의 탄생 과정 23)

오페라《룰루》의 원작인 희곡『룰루-비극 2부작』을 쓴 프랑크 베데킨트는

브레히트의 스승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하였다. 베데킨트의 작품

들은 우스꽝스럽게 희화화된 정신과 육체의 갈등을 보여주었고, 특히 사회의 몰

락을 강조하였다. 베데킨트는 인습에 얽매인 중산층들의 이중적인 도덕관을 질

타하거나 그들이 즐기는 방탕한 생활을 육체의 해방으로 대치시켰으며, 그의 작

품세계에서는 편협하고 고루한 중산층과 사회 소외계층인 보헤미안, 창녀, 범죄

자 등 중산층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의 흑백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이러한 작품세계에 수반된 소위 ‘부도덕한 장면들’ 때문에 베데킨트의 작품은

끊임없이 검열에 시달렸다.

베데킨트는 주로 재치 넘치는 사회 풍자적인 작품을 썼으며, 그의 문체는 자

연주의와 표현주의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19세기 말 당시에는 자연주의

연극이 크게 유행했지만, 베데킨트는 사실적인 자연주의 기법에서 벗어나 당시

에 소재로 잘 사용되지 않았던 ‘성’에 관한 이야기나 독특한 표현주의적 극작법

을 문학의 형태로 구축했다. 베데킨트는 당시 다른 작가들로부터 소외당하고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는 예술의 실체를 오히려 예술의 병폐로 혼동하는 자

연주의 작가들을 비난했고 자연주의 작가들 역시 그를 비판했기 때문이다.24)

23) 본 논문에서 『룰루-비극 2부작』은 베데킨트 희곡의 최종 형태인 「대지의 정
령」 서곡 및 4막과 「판도라의 상자」 서곡 및 3막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다. 베
데킨트 『룰루-비극 2부작』의 탄생 과정은 Frank Wedekind, Erdegeist Die
Büches der Pandora Tragödien (München: Goldmann Klassiker)를 번역·출간한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Frank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
극 2부작』, 이재진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207-226.

24) Frank Wedekind, 위의 책,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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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킨트의 전기를 쓴 쿠처(Artur Kutscher, 1878-1960)는 베데킨트가 파리

에 머물렀던 1891부터 1895년 사이에 『룰루 비극』을 구상하였다고 추정한

다.25) 당시 파리에서는 캄프셔(Felicien Champsaur)26)가 쓴 판토마임 『룰루』

가 성황리에 공연되며 큰 주목을 받았고, 베데킨트가 이 작품을 분명히 인지하

고 있었을 것이라고 쿠처는 설명한다. 베데킨트가 ‘룰루’를 주인공으로 만든 희

곡은 1894년 『판도라의 상자 룰루 괴기비극』(Die Büches der Pandora Eine

Monstrtragödie)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지만, 난해하고 음란하다는 이유로 출판

이 미뤄진다.

1895년 『판도라의 상자 룰루 괴기비극』은 드디어 출간되지만 베데킨트는

5막이었던 이 괴기비극을 1-3막과 4-5막 두 부분으로 나눈다. 먼저 1895년에

베데킨트는 2막-3막 사이에 “극장 분장실”(Garderobe im Theater)을 써넣어

『대지의 정령. 4막 비극』(Der Erdegeist. Tragödie in vier Aufzügen)을 만들

고, 1901년에 4막과 5막 사이에 룰루의 구출 작전을 보여주는 “호화로운 거실”

장면을 새로 삽입하여『판도라의 상자. 3막 비극』(Die Büches der Pandora

Tragödie in drei Aufzügen)을 완성한다. 결국 1902년에 최종적으로 룰루 비극

은 2개의 극으로 나뉘었고, 1904년에 출간되었다.27)

하지만「판도라의 상자」는 발표되자마자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압수되었다. 재판과정에서 「판도라의 상자」의 예술성은 인정받았으나 그 당시

시민사회가 금기시해오던 윤락이나 혼란스러운 성적 묘사는 선정적인 것으로

여겨져 출판을 금지당한다. 당시 「판도라의 상자」는 이 판결의 영향으로 원작

에 충실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88년 페터 차덱(Peter Zadek)이 연출을

맡은 함부르크 공연에서야 비로소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28) 「대지의 정령.

4막 비극」과 「판도라의 상자. 3막 비극」으로 이루어진 베데킨트의 『룰루-비

극 2부작』의 내용은 오페라《룰루》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베데킨트 희곡과

베르크의 오페라는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극적인 상황의 묘사가 다소 다르기도

25) Artur Kutscher, Eine unbekannte französische Quelle zu Frank Wedekinds
Erdegeist und Büches der Pandora, 1947, S. 497. (김광선, “알반 베르크의 프랑
크 베데킨트 수용,”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17 (2007), 79에서 재인용.)

26) 그러나 이 판토마임과 베데킨트의 희곡은 주인공의 이름만 같을 뿐 내용은 서로
다르다. 김광선, “알반 베르크의 프랑크 베데킨트 수용,” 79.

27) 개작과 출간과정에 대한 내용은 문헌마다 다소 다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Frank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213-214; 이재진, “붸데킨트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신화적 특성,” 『독어
교육』 25 (2002), 402; 김광선, “알반 베르크의 프랑크 베데킨트 수용,” 79-80.

28) Frank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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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29)

베데킨트의 『룰루-비극 2부작』은 인간 내면의 욕망과 무의식을 드러내는

표현주의 문학 그리고 세기 전환기에 제기된 다양한 성 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베데킨트는 『룰루-비극 2부작』의 「대지의 정령」과 「판도라의

상자」에서 주인공 룰루를 대조적인 방식으로 서술한다. 「대지의 정령」에서

남성들은 룰루의 타고난 아름다움과 관능미에 빠져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룰루를 소유하려 한다. 반면 「판도라의 상자」에서 남성들은 육

체적인 매력을 잃은 룰루를 매음굴로 팔아버리려고 하거나 이용하려 하면서 인

간 내면의 이중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룰루는 “거칠고 아름다운 짐승

으로 영혼이 깃들지 않은 생명체, 초인적인 존재”로 묘사된다.30) 룰루는 여성의

몸으로 시민사회에서 자신의 속성을 실체화 하려하지만 그녀가 속한 시민사회

는 룰루를 “영혼이 깃들지 않은 짐승”으로 취급한다.31) 이처럼 『룰루-비극 2부

작』은 자연주의 문학이 유행하던 시기에 독자적으로 형성된 반자연주의적인 성격

을 가지며 시민사회 속 인간의 내면세계를 다루는 표현주의 문학의 특징을 갖고

있다.32)

베데킨트는 자신의 일기에 『룰루-비극 2부작』에 대한 문학적 표현에 대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말하지 않는 단어와 표현을 찾으려고 노력했다.”33)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베데킨트의 극적 표현기법은 그로테스크하고 개방적인 형식

을 취하면서, 극의 구성이 내용의 흐름으로 진행된다기보다 장소에서 사건이 일

어나거나 혹은 사건이 대화를 통해 설명되는 “정거장식 드라마 구성”을 띠고

있다.34) 칼 노이만 역시 베데킨트가 『룰루-비극 2부작』의 극적 의도가 “인간

의 의식 능력이 그 무의식을 마주하였을 때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

29) 희곡과 오페라의 차이점은 본 절의 2) 베르크의 베데킨트 수용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30) Frank Wedekind: Bd.Ⅰ.,a.a.O., S. 236: “Das wahre Tier, das wilde Schöne
Tier, (...) sie ward geschaffen.” (김남이, “프랑크 베데킨트의 <룰루-비극>에 나
타난 현대사회 비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15에서 재인
용.)

31) Frank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216.
32) 베데킨트 희곡의 표현주의적 특징은 다음 논문에 상세히 서술되어있다. 김남이,
“프랑크 베데킨트의 <룰루-비극>에 나타난 현대사회 비판,” 5-8.

33) Frank Wedekind: Bd., I ., a.a.O., S. 42: “...suchte deshalb gerade für das
Worte und Ausdruck zu finden, was man im gewöhnlichen Leben ungesagt
sein läßt.” (김남이, “프랑크 베데킨트의 <룰루-비극>에 나타난 현대사회 비판,”
14에서 재인용.)

34) 김남이, “프랑크 베데킨트의 <룰루-비극>에 나타난 현대사회 비판,”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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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라고 언급했음을 지적하면서35) 룰루가 표현하는 “무의식적인”36) 본성 그

리고 룰루의 ‘성’이 지닌 어두운 기원과 쇤 박사와 룰루의 비극적인 갈등에 대

해 설명한다. 베데킨트는 『룰루-비극 2부작』을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을 들추

어내고 인간의 억압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주인공 룰루는 감추어진

인간의 성욕을 드러내고 있다. 룰루는 사랑을 지배하면서 남성들에게 파괴당하

기 때문에 결국 모두를 파멸시키는 여인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룰루-비극 2부

작』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허위에 찬 도덕성을 드러냄으로써 사회

의 부조리를 공격하고 있다.37) 더 나아가 베데킨트는 당대의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이 바지를 입을 수 있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표면적인 행위의 성의 해방을

주장했던 것에서 벗어나 “완전한 성의 해방”을 요구했다.38) 베데킨트에게 인간

의 ‘성’은 비뚤어진 시민사회의 도덕관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회규범이자 사회비

판의 도구였다. 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베데킨트는 성 문화의 비판자이자

성 혁명의 선구자로서 가장 현대적인 작가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39)

(2) 세기말 성 담론

베데킨트는 『룰루-비극 2부작』에서 제도화된 성의 형태인 결혼과 매춘을

통해 남성들의 위선적인 욕망을 폭로하고 있다. 당시 세기말에 유행한 성 담론

은 베데킨트의 사상과 작품세계 그리고 베르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

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리하르트 프라이헤어 폰 크라프트에

빙(Richard Freiherr von Krafft-Ebing, 1840-1902),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1856-1939), 파울 율리우스 뫼비우스(Paul Julius Möbius,

1853-1907), 오토 바이닝어(Otto Weininger, 1880-1903)에 의해 다양한 성 담론

이 대두되었다.40) 특히 바이닝어는 반 유대주의자이자 여성 혐오주의자로 『성

35) Frank Wedekind, Prosa, Darmen Verse (Munich, 1960), I: 957. “Ich hatte das
menschlich Bewusste....am menschlich Unbewussten scheitern lassen wollen”
(Karl Neumann, “Wedekind’s and Berg’s Lulu,” Music Review 35 (1974), 53에
서 재인용.)

36) Karl Neumann, “Wedekind’s and Berg’s Lulu,” Music Review, 35 (1974), 53.
37) Ruth Florak, Wedekinds Lulu (Tübingen, 1995), S. 200. (이화진, “팜므파탈
Femme fatale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47에서 재인용.)

38) Frank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216 참조.
39) Frank Wedekind, 위의 책, 225.
40) 세기 전환기의 성 담론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크라프트 에빙의 『성 심리학,
의학적이고 범죄심리학적인 연구』(Psychopathia sexualis. Eine
klinisch-forensische Studie, 1886), 프로이트의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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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격』(Geschlecht und Character, 1903)이라는 저작을 남겼다.41) 바이닝어의

열렬한 독자 중에는 칼 크라우스(Karl Kraus, 1874-1936), 쇤베르크, 베베른, 쳄

린스키, 쉬레커(Franz Schrecker, 1878-1934)를 비롯하여 ‘베르크’도 있었다.42)

바이닝어는 『성과 성격』에서 인간의 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

는데,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인간이 남성과 여성의 모든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양성 개념이다.43) 바이닝어에 따르면 이상적인 남성은 부분적으로 여성

적 특징을, 이상적인 여성은 부분적으로 남성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

람들은 서로에게 강한 성적 매력을 느끼는데, 남성과 여성은 부족한 부분을 완

벽하게 보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에서 ‘심리적-성적

양성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성들은 외적으로

여성적인 남성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여성한테서 감각적인 욕구를 느끼는 여성

들도 남성적 특징을 지닌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는 육체적인 면뿐 아니라 심리

적인 면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바이닝어는 주장한다.

또한, 바이닝어는 모든 인간이 동성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동성애는 비정상이 아니라, “단지 산발적으로 존재하면서 양성 구분이 되지 않

(Drei Abhandlungen zur Sexualtheorie, 1905)와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따른 심
리적 결과』(Einige psychische Folgen des anatomischen
Geschlechtsunterschieds, 1925), 뫼비우스의 『성과 몰염치』(Geschlecht und
Unbescheidenheit, 1904)가 있다.

41) 『성과 성격』은 원래 바이닝어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는 자신의 원고를 프로
이트에게 보내지만 거절당한다. 바이닝어는 이에 좌절하여 베토벤의 생가에서 권
총 자살로 23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는데, 당시 이 사건은 빈(wien) 사회에 커다
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빈 지식인들 사이에서 『성과 성격』이 널리
읽히면서 당대의 많은 철학가, 비평가, 예술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베르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이닝어의 성 담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2) 쇤베르크는 한 메모에서 “크라우스와 알텐베르크(Peter Altenberg, 1859-1919),
바이닝어, 프로이트, 베데킨트”를 나열해 쓰기도 했다. 이러한 일례를 통해 베데킨
트가 바이닝어와 같은 연장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Julie
Brown, Schoenberg and Redemp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71-73.

43) 바이닝어의 양성이론은 비슷한 시기에 프로이트가 주장한 양성이론보다 빠르며,
바이닝어는 이상적인 남성과 여성은 다음과 같은 개체적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
다.

이상적인 남성 μ= 3/4M+ 1/4W
이상적인 여성 ω= 3/4W+ 1/4M (M은 남성, W는 여성)

Otto Weininger, Geschlecht und Charakter (Gustav Kiepenheuer Verlag/Wilhelm
Braumüller Verlag, 1932), 임우영 역 『성과 성격』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56.



- 15 -

는 결과로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특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44) 동성애는

성적으로 특이한 중간단계에 속하고 지속적인 중간 형태들과 관련을 갖는 것인

데, 동성애의 형태들만이 중간단계인 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동성애의 극단

적인 경우는 하나의 성이 발현되므로 이상적일 따름이다. 이 때문에 모든 인간

존재가 이성애적인 것처럼 동시에 모든 존재는 동성애적이라는 것이다. 바이닝

어는 인간이 자웅동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을 최초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바이

닝어의 양성개념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는 모

든 인간이 여성적 요소의 극복을 요구한다. 남성은 여성적인 요소를 없애고 여

성 역시 여성적인 요소를 없애버려야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리고 여성 해방의 정도는 여성들이 얼마나 남성이 되어가는 것에 달려있다. 결

국 바이닝어의 주장은 여성의 특징을 극복하거나 제거해야 할 것으로 바라본다.

이 때문에 ‘양성이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우월

적이고 여성 혐오 사상으로 치우쳐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바이닝어의 여성 혐오적인 특징은 여성을 지적으로 열등한 대상으로 바라보

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여성의 기억이 지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

정한’ 여성은 살아가면서 정체성이 완전히 결여 되어 있다”고 보았다.45) 바이닝

어는 여성의 기억과 사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술한다.

지속적인 기억은 정체성에 대한 논리적 법칙의 심리적 표현으로 나타난다.46) 이 법칙

은 지속적인 기억이 결여된 ‘절대적’ 여성의 사고에 적용되는 공리가 될 수 없다. 절대

적 여성에게는 ‘정체성의 원칙(Principium identitatis)’이 [그리고 모순(contradictions)

과 배중률(exclusi terti)47)의 원칙도] 없다. 이 세 가지 원칙뿐만 아니라 기억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논증의 법칙도 없다.48)

바이닝어는 절대적 여성에게는 기억도 없고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하므로 정

체성이 없다고 정의한다. 반면 남성성에 대해 그는 남성은 일관된 의식이 있으

44) Weininger, 『성과 성격』, 92.
45) Weininger, 위의 책, 317.
46) 이 문장에는 “이것으로 기억에서 논리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넘어간 것을
정당하게 증명했다고 기대한다.”라는 각주가 첨가되어있다. Weininger, 위의 책,
322.

47) 옮긴이 임우영의 주: 배중율(排中律)은 형식논리학의 사유 법칙중 하나로, 어떤
명제와 그것의 부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법칙을 말한다. 제3의 가능
성은 완전히 배제한다. Weininger, 위의 책, 위의 쪽.

48) Weininger, 위의 책, 위의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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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비록 과거 자신이 종종 어떠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긴 하지만,

자신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의식이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남

성의 특징은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계속해서 같은 존재였다는 전

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결코 자신

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해할 필요도 없으므로, 바이닝어의 입장에서 여성

은 정체성이 없는 존재이다. 나아가 바이닝어는 여성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논

리와 윤리의 이념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이러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여성은

‘혼란한 상태’나 ‘부정직함’이라 말할 수 있으므로, 여성은 “무도덕적”인 존재라

고 주장한다.49)

남녀 차별적인 바이닝어의 관점은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제시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남성적인 특성에 천재성을 부여하고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개

념과 행동상의 특징을 제시한다. 남성은 천재성과 도덕성을, 여성은 감성과 섹

슈얼리티를 지녔다는 것이다.50) 바이닝어는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 보고 남성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W는 언제나 그리고 철저하게 성적이다. W는 성생활이나 짝짓기 영역 혹은 종

족 번식에서 다시 말해서 남성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부풀어 오르고’, 이

런 일에서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완벽하게 충족한다.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완

벽하게 충족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M은 단지 성적이지 만은 않다.…… W가 성

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 충족되는 동안 M은 수많은 일을 수행한다. 전쟁과 유희,

사교와 술자리, 토론과 학문, 사업과 정치 등등이다.51)

바이닝어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육체적·심리적 관점에서 여성

에게 성이란 독점적이고 지속적이므로 다방면에 걸쳐 여성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남성에게 성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충물이다. 남성

은 심리적 궁지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성을 의식하고 자신의 성에 맞설 수 있으

49) Weininger, 위의 책, 328.
50) 이러한 여성의 타자성(otherness)에 대한 바이닝어의 생각은 당대의 유명 비평가
칼 크라우스가 베데킨트의 작품을 바이닝어의 사상과 연계해 고찰한 것에서도 나타
난다. Edward Timms, Karl Kraus Apocalyptic Satirist: Culture and Catastrophe
in Habsburg Vienn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6), 69. (Andrew
Barker, “Berg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Vienna 1900’,” The Cambridge
Companion to Berg, ed. Anthony Pop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31에서 재인용.)

51) 여기서 W는 여성, M은 남성이다. Weininger, 『성과 성격』,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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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다른 것으로부터 그 성을 떼어 낼 수도 있고 자신의 성에 대해 알 수 있

다. 그러나 여성은 자신의 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성은 바로

성이며 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52)

바이닝어의 여성 혐오적인 서술은 성의 제도화된 형태인 ‘결혼과 매춘’에 대

해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여성은 태생적으로 매춘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보는

데, 이는 당대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빈에서는

매춘이 성행하였고, 그 중심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금전적으로 성공한 남성이

자 한 가정의 질서와 안정을 보증하는 절대적 권위를 지닌 아버지였다.53) 남성

의 재력은 성인이 된 후에도 5-10년이 지나야 가능한 것이므로 결혼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좋은 가문의 정숙한 여성과 혼외정사는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일

이었다. 결혼을 택할 수 없는 남성에게 그 대안은 매춘이었다. 때문에 바이닝어

가 모성과 매춘에 대해 논한 것은 당연했다. 결과적으로 남성들은 자신의 욕구

를 매춘을 통해 발산해야 했다. 이러한 빈 사회에 대해 츠바이크(Stefan Zweig,

1881-1942)는 매춘을 “중산층 사회의 호화로운 구조물이 솟아 있는 그 아래로

어두운 지하 감옥”54)이라고 표현했다. 더 나아가 바이닝어는 거리의 몸을 파는

여자뿐만 아니라 “소위 얌전한 처녀들이나 결혼한 부인들도 창녀 유형에 속한

다”고 주장한다.55) 여성에게 매춘의 성향과 모성적인 본능은 한 여성에게 태어

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으로 여성 안에 모든 성향이 다 들어있으며, 그러므로 매춘

은 처음부터 남성이 여성에게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바이닝어의 인간의 성을 바라보는 양성이론, 남성과 여성의 특징 구

분, 도덕성 등은 여성 혐오적이고 남성 중심적 담론들이다. 다시 말해 당시 비

엔나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 우월적 사고의 종속적인 구성물이며, 남성들의 이데

올로기를 반영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고는 당대의 예술가들에게 수용되어 다

양한 작품으로 재탄생하였다. 쉬레커는 바이닝어의 이론을 연구해 자신의 오페

라에 심리 분석적 관점을 도입했고, 쳄린스키의 오페라《난쟁이》(1922)의 각본

을 쓴 게오르크 클라렌(Georg Klaren)은 1924년 바이닝어에 대해 단행본을 쓰

52) Weininger, 위의 책, 193.
53) Allan Janik and Stephen Toulmin, Wittgenstein's Vienna (New York:
Touchstone, 1973), 석기용 역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 (서울: 필로소픽,
2013), 60-63.

54) Stefan Zweig, The World of Yesterday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4), 83. (Janik and Toulmin,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 69에서 재
인용.)

55) Weininger, 『성과 성격』,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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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특히 베르크는 바이닝어의 『성과 성격』의 많은 부분을 오페라《룰

루》의 프롤로그에 인용하였다.56) 베르크는 『성과 성격』이 출판된 첫해부터

열렬한 관심을 보였고 “자기의 생각과 책을 인용하여 정리한 스크랩북을 만들

어가며 바이닝어의 저작에 몰두했다”고 한다.57)

2) 베르크의《룰루》와 베데킨트『룰루-비극 2부작』의 구조적 차이

베르크가 베데킨트의 작품을 처음 접한 것은 1905년 5월 29일 비엔나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공연되었을 때이다. 이 공연은 출판이 금지된 「판도라의

상자」의 검열문제를 피하고자 정선된 관객만 볼 수 있는 ‘사적인 공연’으로 극

비리에 진행되었고 당시 독일의 최고의 비평가였던 크라우스가 이 공연의 서두

에 강연을 맡았다. 20대의 청년이었던 베르크는 베데킨트의 작품뿐만 아니라 크

라우스의 서문에도 크게 감동한다.58) 크라우스는 「판도라의 상자」의 마지막

장면이 “남성 세계의 자신에 죄에 대한 성급한 복수”라는 논평을 남겼고 이는

베르크가 작품을 구상할 때 많은 영향을 주었다.59) 이때 ‘잭 더 리퍼’ 역은 베데

킨트가 직접 맡았으며, ‘룰루’ 역은 훗날 베데킨트의 부인이 된 틸리 베데킨트

(Tilly Wedekind)가 맡았다. 틸리는 그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발 디딜 틈 없는 공연장에서 천사처럼 보이는 20세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몇십 여년 후 연극, 연출 그리고 칼 크라우스의 서문이 그에게 준 오랜 감동은

세계적으로 인식되었다. 그의 이름은 알반 베르크였고 훗날 그는 오페라《룰

56) Weininger, 위의 책, 834.
57) Susanne Rode-Breymann, Alban Berg und Karl Kraus, Zur geistigen
Biographie des Komponisten der «Lulu» (Frankfurt am Main; Bern; New
York: Verlag Peter Lang, 1988), 106-13. (Julie Brown, Schoenberg and
Redemption, 71에서 재인용.)

58) 김광선, “알반 베르크의 프랑크 베데킨트 수용,” 81.
59) 더글라스 자르만은 오페라 전반부의 룰루의 남편들이 매춘부가 된 룰루의 고객
들이 되는 1인 2역의 역할이 오페라의 음악적 구조와 극적 의미의 핵심이라고 지
적하며, 베르크의 음악적 구조와 극적 의미의 표현이 크라우스의 해석에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한다. Douglas Jarman, “Alban Berg,”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 Grove Music online. [2018년 1월 10일 접
속]. 트라이틀러 역시 룰루가 마지막 고객인 잭 더 리퍼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초기 대다수의 진부한 비평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초기의 룰루에 대한 비평
에서 언급한 남성이 룰루를 죽임으로써 자기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는 구조는 크
라우스의 서두 강연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Leo Treitler, “The Lulu
Character and the Character of Lulu,” Reflections on Musical Meaning and
its Representatio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1),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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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를 작곡했다.60)

그러나 베르크는 《룰루》를 작곡하기에 앞서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경험

과 청년 시절 자신의 사생아를 둔 삶을 반영한 오페라《보체크》를 먼저 만들

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베르크는 《서정모음곡》(Lyrique Suite, 1923)

을 완성한 뒤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Gerhart. Hauptmann, 1862-1964)의 《그

리고 피파는 춤춘다》(Und Pippa tanzt)를 가지고 새로운 오페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우프트만 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로열티 지급에 대한 협상이

무산되자, 1928년 베데킨트의 『룰루-비극 2부작』을 오페라 대본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베데킨트의 작품은 1920년대 들어 인기가 시들해졌고 베데킨

트가 1918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원작자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

다.61) 이런 현실적인 이유와 더불어 다른 한편, 베르크가 《룰루》를 만들게 된

계기는 만년의 연인이었던 한나 푹스 로베틴(Hanna Fuchs Robettin,

1896-1964)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결혼제도에 대한 회의와 여동생 스마락다 베르

크(Smargada Berg, 1887-?)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고 보인다.62)

베르크의 여동생 스미락다 베르크는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었고 한 번의 이

혼 후 레즈비언으로 평생을 살았다.63) 베르크는 누이동생이 동성애자인 만큼 동

성애 성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거부감 없이 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베르크가 결혼을 앞두고 베르크의 당시 약혼녀인 헬렌 나호브스키(Helene

Nahowski)의 아버지에게 1910년에 쓴 편지에서 잘 나타난다.64)

60) George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Berkley and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38

61) Bryan R. Simms, “Berg's “Lulu” and Theatre of the 1920s,” Cambridge
Opera Journal 6/2 (1994), 147.

62) 조석희, “알반 베르크,” 182.
63) Benard Grun(ed.), Alban Berg Letters to H is Wife (London: Faber and
Faber, 1971), 41.

64) 베르크는 동성애와 매춘에 대해 더욱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었지만 빈 사회의
남성 중심적 견해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미첼 모리스(Mitchell Morris)는 베
르크가 미래의 장인어른에게 동성애에 대해 쓴 편지가 결국 보수적인 관점이었다
고 평가한다. 편지에 드러난 베르크의 서술방식이 스마락다의 “레즈비언적 성향”보
다 그녀의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Mitchell Morris, “Admiring the Countess Geswitz,” En Travesti: Women,
Gender Subversion, Opera, ed. Corinne E. Blackmer and Patricia Juliana Smi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5),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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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레즈비언 성향은 가족을 절망적인 슬픔으로 빠뜨렸습니다. 너무 비통합

니다. 그녀를 위한 요양원도 없고, 치유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레즈비언

성향이 가져올 위험이나 타인들의 악의적인 소문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가족에 대한 당신의 공격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려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금 같은 긴 편지를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 보내서 동

성애와 동성애자를 범죄자로서 취급하는 사람들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중상모략하는 것을 더

듣게 된다면 나는 언젠가 (중상모략을) 문제 삼을 것입니다.65)

베르크는 스마락다의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자신의 마음과 가족의

상황을 피력했다. 베르크의 성에 대한 고민은 바이닝어의 『성과 성격』에 서술

된 젠더 유형 및 지성, 도덕성, 섹슈얼리티로부터 아이디어를 채집한 것뿐 아니

라 1904년 10월에 『횃불』(Die Fackel)에 개성(individual)과 천재성(genius)라

는 두 가지 기본 분류에 대한 글을 쓴 것에서도 알 수 있다.66) 또한 “매춘은 결

혼이다(Brodell ist Ehe).”라는 베르크의 메모는 베르크가 얼마나 성에 대해 끊

임없이 고민했는지를 보여준다.67) 더 나아가 베르크는 매춘에 대해 다소 관용적

이었다. 1910년 그의 부인 헬렌에게 보낸 편지에서 베르크는 그녀의 여동생의

친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밝히며 “매춘부의 지위는 당신을 포함하여 다른 많

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속하지 않다”라고 쓰고 있다.68) 이와 같이 베르크

를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여러 가지 상황은 그가 당대의 성문화를 비판하는 베

데킨트의 희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베르크는 베데킨트의 희곡을 오페라로 어떻게 바꾸었을까?

베르크는 전작인 《보체크》와 마찬가지로 《룰루》의 리브레토를 직접 작업했

다. 1930년 8월 7일 쇤베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베르크는 “베데킨트 특유의 언

어를 훼손하지 않고 가사를 음악 형식에 적합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호소하였

다.69)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의 리브레토는 “그의 각색은 단순히 천재적인

65) Grun, Alban Berg Letters to H is Wife, 110.
66) Brown, Schoenberg and Redemption, 71.
67) Autograph source for Lulu (ÖNB, F 21 Berg 28/ vi, fol. 6v). “ÖNB” stands for
the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and refers here always to the
Musiksammlung. (Silvio José Dos Santos, “Marriage as Prostitution in Berg's
Lulu,” The Journal of Musicology 25 (2008), 143에서 재인용.)

68) Grun, Alban Berg Letters to H is Wife, 101.
69) J. Brand, C. Hailey and D. Harris, The Berg-Schönberg Correspo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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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음악극 역사에서 말하는 드라마로부터 다른 어떤 수용과 비견되지

않을 만큼 고도의 정교함”을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다.70) 베르크가 희곡을 오

페라 리브레토로 각색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이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71)

첫째, 베데킨트의 희곡과 베르크 오페라는 극의 구조 면에서 큰 차이를 갖는

다. 베데킨트의 『룰루-비극 2부작』은 「대지의 정령」 서곡과 4막, 「판도라

의 상자」 서곡과 3막으로 총 7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베르크는 2부작으로 구

성된 7막 짜리 연극을 3막 7장으로 된 하나의 오페라로 만들었다. 베르크 오페

라의 이런 변화는 당시 『룰루-비극 2부작』 연극 연출가인 에리히 엥겔(Erich

Engel, 1891-1966)의 영향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엥겔은 베데킨트 연극에서 부

족했던 일관성을 보충하고 자신의 새로운 연출에서는 분명하고 통일된 메시지

를 전달하고자 하였다.72) 대담하게 대본과 무대 장치적 요소를 모두 수정한 엥

겔의 연출은 현재 상연되는 베데킨트의 극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한다.73) 베르

크 역시 엥겔의 연출과 마찬가지로 「대지의 정령」과 「판도라의 상자」를 합

쳐서 하나의 오페라로 만들었다. 엥겔은 희곡의 대사를 반 이상 삭제하였는데,

베르크 역시 많은 부분의 대사를 삭제하였다. 베르크의 이러한 변화는 오페라가

연극과 다르게 대사를 노래로 불러야하므로 같은 분량의 대사를 가사로 만든다

면 오페라 공연시간은 희곡보다 몇 배 더 긴 공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베르크는 베데킨트의 원작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베르크는 베데킨트 특유의 언어를 손상하지 않으며 베르크만

의 문학적 통찰력으로 희곡을 매우 신중하게 축약하고 문장을 거의 그대로 수

용하였다. 결국, 오페라에 남아 있는 희곡의 부분은 베데킨트 작품에서 베르크

가 파악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오페라는 베데킨트의 희곡에 대한 베르크의

해석으로 평가받는다.74) 희곡과 오페라를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inghamton: Macmillan Press, 1987), 405.
70) Stein, “Lulu: Alban Berg's Adaptation of Wedekind,” 225.
71) 1920년대 당시 연극 연출과 베르크가 연극을 오페라로 수용한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imms, “Berg’s ‘Lulu’ and Theatre of the 1920s,” 147-15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72) Simms, “Berg’s ‘Lulu’ and Theatre of the 1920s,” 149.
73) Simms, 위의 글, 149.
74) 김광선, “알반 베르크의 프랑크 베데킨트 수용,”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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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킨트 희곡 룰루의 변화 베르크 오페라 《룰루》

「대지의 정령」 서곡

룰루의 전성기

오페라 《룰루》 1부 서곡

1막

1막

1장

2막 2장

3막 3장

4막 2막 1장

「판도라의 상자」 서곡
룰루의 체포와

판결

서곡 삭제

무성영화를 도입한 간주곡

룰루의 몰락기

오페라 《룰루》 2부

1막 2막 2장

2막
3막

1장

3막 2장

[표 2-1] 베데킨트 희곡과 오페라 《룰루》 비교

둘째, 희곡과 달리 오페라 《룰루》에는 간주곡을 배경으로 하는 짧은 무성

영화가 삽입된다. 이는 당시 오토 팔켄베르크(Otto Falckenberg, 1873-1947)가

연출한 『룰루-비극 2부작』 연극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제6막 직전에 막간

장면인 파리 화류계의 장면에서 무성영화를 활용한다.75) 이 무성영화는 연극의

상황을 묘사하고 객관적인(sachlich) 분위기를 살리려는 의도였다.76) 그러나 베

르크의 영상은 팔켄베르크와 달리 「대지의 정령」과 「판도라의 상자」의 시

간적 경과를 전제하며 룰루가 쇤 박사를 죽이고 난 후 체포와 재판, 감옥 생활,

탈옥의 모습을 보여준다. 짧은 영상과 음악으로 이루어진 무성영화가 제2막 제1

장과 제2장 사이에 삽입됨으로써 1부 「대지의 정령」과 2부 「판도라의 상

자」가 단절감 없이 이어진다.

셋째, 베르크는 희곡과 달리 룰루, 쇤 박사, 알바, 게슈비츠 백작부인, 쉬골흐

총 5명의 주요인물을 제외하고 캐릭터의 이름을 직업명으로 대신한다. 이들의

존재는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나 역할의 차원으로 규정되는데, 가

령 희곡에서 ‘슈바르츠’는 오페라에서는 ‘화가’로, 룰루의 첫 번째 남편 ‘골’은

‘의사’라는 직업으로 불리면서 다른 인물과 뚜렷이 구별된다. 이는 각 캐릭터가

75) Simms, “Berg’s ‘Lulu’ and Theatre of the 1920s,” 155.
76) Simms, 위의 글,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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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자아를 지닌 인물이 아니라 베데킨트가 의도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역할(직업)’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77)

넷째, 베르크 오페라는 베데킨트 희곡과 달리 한 사람이 여러 배역을 맡는

다중 캐스팅을 사용한다. 이 역시 엥겔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룰루-비극 2부작』 연극과 같이 많은 인물을 다루는 공연을 할 때 연극 연출

들은 다중 캐스팅을 사용하였다고 한다.78) 엥겔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 1인 2역

의 이중캐스팅을 활용하여 극적인 내용에서 주인공의 일관성을 증가시켰다. 베

르크는 더 나아가 더블캐스팅을 엥겔보다 더 깊게 적용하였는데, 베르크는 대칭

성이 강조된 그의 음악을 등장인물의 음악적 요소와 다중캐스팅을 결합하여 사

용하였다.79) 베르크는 오페라 작업 초기 단계부터, 베데킨트의 작품에 암묵적으

로 내재된 대규모 대칭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룰루에 의해 죽게 된

골 박사, 화가, 쇤 박사는 1부에서 피해자였지만 오페라의 2부에서 이들은 룰루

의 매춘부 고객으로 나오면서 가해자가 되는 형태로 오페라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베르크는 3막 2장에서 베데킨트가 작곡한 “고백”(Konfession)이

라는 류트노래(Lautenlied)의 선율을 사용한다.80) 이 역시 팔켄베르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뚜렷한 조성을 지닌 베데킨트의 류트노래는 12음 기법으로 쓰인

오페라에서 조성과 음렬이 병치 되는 효과를 내며, 오페라 캐릭터와 극을 묘사

하는 역할로도 쓰인다.81)

77) 김광선, “알반 베르크의 프랑크 베데킨트 수용,” 89.
78) Simms, “Berg’s “Lulu” and Theatre of the 1920s,” 150.
79) 그의 오페라에 대한 구상을 살펴보면 베르크가 인물들의 수많은 관계를 고려한
이후에 다중캐스팅을 계획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은 Patricia Hall, “Role and Form in Berg’s Sketches for Lulu’s,” Alban
Berg: H istorical and Analytical Perspectives, ed. David Gable and Robert P.
Morg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235-59를 참조.

80) 베데킨트의 “고백”은 시민사회의 도덕관을 비판하고 육체적 해방을 추구하는 내
용이다. 이곡은 총 6절로 되어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1절 가사만 소개하였다. 전
체 가사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Douglas Jarman, The Music of Alban Berg
(London: Faber and Faber, 1983), 245-247.

81) Simms, “Berg’s “Lulu” and Theatre of the 1920s,”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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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베데킨트의 류트노래(Lautenlied) “고백(Konfession)”

독일어 독일어 번역

Freudig schwör’ ich es mit jedem

Schwure

Vor der Allmacht die mich zuchtigen

kann:

Wie viel lieber wär ich eine Hure

Als an Ruhm und Glück der reichste

Mann!

Welt, in mir ging dir ein Weib verloren,

Abgeklärt und jeder Hemmung bar.

Wer war für den Liebesmarkt geboren

So wie ich dafür geboren war?

나를 벌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굳게 맹세한다.

가장 큰 명성과 부를 가진 남자이기 보

다 창녀이고 싶다!

세상이여, 내안에서한여자가사라져버렸네.

알만큼 알고 부끄러울 것 없는 여인.

이처럼 사랑을 팔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표 2-2] 베데킨트의 류트노래 “고백” 1절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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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크는 베데킨트의 “고백”의 주제선율을 변주곡으로 만들어 길거리의 여

자로 추락한 룰루의 종말과 알바의 죽음을 묘사한다. 또한 “고백”의 선율은 특

히 알바와 쉬골흐가 등장할 때 배럴 오르간(barrel organ)으로 연주되다가 사창

가의 손님이 등장할 때 사라진다.82) 궁극적으로 베르크가 베데킨트의 노래를 사

용한 것은 극에 최대한 베데킨트의 의도를 반영하려 했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베르크의 《룰루》는 당대 연극연출, 최신 영화기술 그리고 베데

킨트가 작곡한 류트노래를 사용하여 오페라의 종합예술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

고 있다. 이는 베르크가 자신의 작곡기법과 예술적인 능력을 만년의 작품이었던

《룰루》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절에서

살펴본 《룰루》의 역사·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주인공 룰

루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82) 자동장치에 의해서 연주자 없이 특정한 악곡을 연주하는 오르간. 일반적으로는
거리의 악사가 핸들을 손으로 돌려 연주하는 소형 오르간을 가리키나, 이것은 정
확하게는 배럴 피아노이다. 배럴오르간은 나무로 된 원통에 길이가 다른 금속제
의 머리가 뭉툭한 못이 박혀 있어 핸들을 돌리면 못이 오르간의 레버를 들어 올
려 관에 바람을 보내서 멜로디와 화음을 연주하게 되었다. 네이버 두산 악기 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9744&cid=40942&categoryId=33037 [2018년 1월
1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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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룰루’ 캐릭터 분석: 선행연구 및 한계

오페라《룰루》는 베르크 사후, 베르크의 제자였던 라이히(Willi Reich,

1898-1980)에 의해 곧바로 연구되기 시작했다.83) 라이히는 베르크가《룰루》를

쓸 때 함께 있었던 제자로 당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는데, 1900년대

초반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오페라《룰루》의 음악기법이 무엇이고 미완성 된

이 작품을 누가 완성할 것인가?’ 였다. 이러한 이유로《룰루》연구는 음악 분석

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주인공 룰루의 캐릭터84)에 관한 연구는 이보다 한참 후인 1954년 도널드 미

첼(Donald Mitchell)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4년에

조지 펄(George Perle, 1915-2009) 1974년에 칼 노이만(Karl Neumann), 1989년

에 레오 트라이틀러(Leo Treitler, 1931-) 등 여러 학자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었

다. 흥미로운 점은 룰루의 캐릭터에 관한 연구가 단순히 인물의 특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베데킨트 희곡과 오페라에서 나타나는 ‘룰루’ 캐릭터의 차이, 오페

라 전체 음악과 ‘룰루’ 캐릭터가 맺는 관계, 나아가 세기말 빈의 여성상과 룰루

의 관계까지 ‘룰루’를 둘러싼 여러 담론을 폭넓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먼저, 미첼은 룰루가 인간의 동물적, 자연적 속성을 과장해서 보여준다고 설명하
면서 룰루의 캐릭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85) “룰루는 전체로서 부분적인 진

리를 대표하는 ‘신화’다. 여기에 그녀의 치명적인 매혹과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빠져

드는 매력이 존재한다. 그녀는 만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유하거나 닮

고 싶어 하는 만인의 연인이다.”86) 미첼은 남성 중심적인 견해에서 룰루를 여성이

닮고 싶어 하는 이상향 그리고 남성이 욕망하는 성적 매력을 가진 여성으로서 바라

83) Willi Reich and M. D. Herter Norton, “Alban Berg “Lulu”,” The Musical
Quarterly 22/4 (1936), 383-401.

84) 캐릭터(Character)는 첫째, 사전적인 의미로 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
물 또는 작품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개성과 이미지를 뜻한다. 네이버 국어
사전 “캐릭터,”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8602400. [2017년 10월 20일 접속].
둘째, 연극적인 의미에서 캐릭터는 ‘등장인물’로 번역되며 “극 중의 역할, 특정한
이름, 직무, 특징에 많은 대사가 할당되어 있고 배우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Terry Hodgson, (The) Batsford Dictionary of Drama. (London:
Batsford, 1988), 김익두, 곽병창, 이정송, 김월덕 공역, 이기우 감수, 『연극용어 사
전』 (서울: 한국문화사, 1998).

85) Mitchell, “The Character of Lulu: Wedekind’s and Berg’s Conceptions
Compared,” 268-274.

86) Mitchell, 위의 글,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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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

또한, 미첼은 베데킨트 희곡에서 룰루가 “비발전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이

라 주장한다. 그는 룰루의 결혼, 죽음, 사랑 등 중요한 사건이 그녀의 ‘의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 그 ‘자신’ 자체로 ‘발생’한다고 바라보는데87) 미첼은

베데킨트 희곡에서 “룰루가 중립성을 갖고 도덕적으로 무관한(amoral) ‘결백함’”

을 지닌다고 설명한다.88) 반면, 베르크의 오페라에서 ‘룰루’는 음악이라는 예술

의 특성상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을 전달하고 발전적인” 캐

릭터를 실현한다고 분석한다.89) 이에 따라 미첼은 베르크가 근본적으로 “룰루의

캐릭터의 특징을 텍스트와 극적인 행위의 적절한 수정 없이 (오페라로) 변화시

켜 극적 혼란을 자초”한다고 비판한다.90) 결국, 미첼은 “베르크의 음악이 베데

킨트를 배격한다”는 강한 어조로 베르크를 비판한다.

그런데 이후 조지 펄은 오페라《룰루》에서 베르크가 ‘룰루’의 캐릭터를 극

에서 음악으로 각색하면서 극적 혼란이 생겼다는 미첼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

한다.91) 그는 베르크가 베데킨트의 희곡에서 선정한 텍스트 중 룰루의 태생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신화 같은 존재로 나오는 부분을 포

함하였고, 남성들이 룰루를 ‘넬리’, ‘이브’, ‘미뇽’ 등으로 저마다 다르게 부르는

부분을 오페라에 가져온 것은 베르크가 베데킨트 희곡의 극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이라고 평가한다.92) 나아가 펄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희곡과 오페라

의 모순을 비판했던 미첼의 주장을 반박한다. 첫째, 베르크는 “베데킨트의 캐릭

터 중 무엇보다 ‘룰루’를 음악적으로 실현 가능한 성격으로 변환”하였고, 둘째,

“베데킨트의 길고 과하게 복잡한 룰루 희곡을 일관된 대본으로 축소”했으며 셋

째, “베데킨트의 극을 음악적 캐릭터화 하면서 생기는 등장인물의 변형 및 수정

은 명백하게 불가피한 문제이며 더 나아가 3막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펄은《룰루》의 의의를 설명한다.93) 즉, 펄은

베르크가 음악을 통해 베데킨트의 『룰루-비극 2부작』의 복잡한 내용을 더 일

관된 작품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87) Mitchell, 위의 글, 271.
88) Mitchell, 위의 글, 272.
89) Mitchell, 위의 글, 위의 쪽.
90) Mitchell, 위의 글, 274.
91) George Perle, “The Character of Lulu: A Sequel,” Music Review 25 (1964):
311-319.

92) Perle, 위의 글, 317.
93) Perle, 위의 글, 311.



- 28 -

다른 한편, 펄은 오페라에 두 개의 룰루 캐릭터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룰

루가 “지치지 않고 유혹하는 자연의 힘이자 악마”를 상징하는 동시에 “모든 남

성의 이상적인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자연의 상태·······인간의 화신으로서 여

자”라고 설명한다.94) 이처럼 펄은 극적 의미를 투영하는 음악적 어법 면에서 미

첼과 견해를 달리하지만, 미첼과 마찬가지로 룰루를 남성의 성적 욕망의 판타지

로서 소유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룰루의 캐릭터를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수동적’ 여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칼 노이만95)은 룰루를 “혼합된 존재”라고 평가하며 인간적이며 신적인, 그리

고 사실적이면서 우화적인 모습과 극적인 모순을 아우르는 존재로 보고 있다.96)

노이만은 베르크의 ‘룰루’가 베데킨트의 희곡과 마찬가지로 인간 본연의 심연을

재현하는 동시에 “여성의 아름다움, 매력, 사랑스러움, 내재된 즉흥성과 순수함

그리고 치명적인 파괴력의 정수를 재현”한다고 해석한다.97) 또한, 노이만은 베

데킨트의 희곡이 “본질적으로 새로운 예술 장르인 오페라로 만들기에 적합한

가?”98)라는 질문을 던지며 희곡과 오페라의 괴리를 비판했던 선행연구들을 반

박하고, 궁극적으로 베르크가 베데킨트의 일관적이지 못한 텍스트를 과감히 축

약해서 음악적으로 그 ‘균열’을 채우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노

이만 역시 미첼, 펄과 마찬가지로 룰루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기만 한 대상으로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룰루’를 욕망의 대상이자 “수동적인” 여성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고수한다.

미첼, 펄, 노이만의 연구는 1979년《룰루》의 3막이 완성되기 이전의 연구들

로, 룰루의 캐릭터가 베데킨트의 『룰루-비극 2부작』과 《룰루》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베데킨트의 극에 대한 베르크

의 음악적 해석이 적절한지에 대해 주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페라가

완성된 이후의 연구들은 주인공 ‘룰루’가 갖는 캐릭터의 의미를 다양한 역사·사

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룰루’에 관한 연구가 새로

94) Perle, 위의 글, 317.
95) Karl Neumann, “Wedekind’s and Berg’s Lulu,” Music Review 35 (1974):
47-57.

96) Neumann, 위의 글, 52.
97) Neumann, 위의 글, 53.
98) 노이만은 베르크가 오페라 대본으로 변화시킨 것과 관련하여 첫째, 더 협소한 오
페라적 제약 때문에 필요했던 삭제와 압축, 둘째, 텍스트의 수정, 셋째, 베데킨트의
드라마가 본질적으로 오페라로 전환되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세 가지 측면을 지적
하며 이 질문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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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국면을 맞이한다.

1989년, 레오 트라이틀러99)는 ‘룰루’를 둘러싼 작품의 역사적 맥락과 여성으

로서 ‘룰루’가 여성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서술했다. 그의 연구는 첫째로 캐

릭터 ‘룰루’에 초점을 맞추어 베데킨트의 희곡을 베르크가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다루며, 둘째로는 룰루를 피에로, 뱀, 무용수, 매춘부 등으로 여기는 역사·사회·

문화적 의미와 룰루의 다양한 이름에 대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트라

이틀러는 먼저, 베데킨트의 극과 베르크의 음악 어법에 관해 베르크가 사용한

“순수한 형식주의”에 입각한 음악 어법이 베데킨트가 찾고 있던 ‘사건에 부여된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트라이틀러는 룰루의 캐릭터

에 대해 룰루를 단순히 매춘부 여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룰루를 그 자체로 이해

하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룰루를 “남성 (욕망의) 투사 복합

체”100)로 바라보며, 룰루가 극적으로 왜 모순된 캐릭터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해 문학 및 미술과 관련해 사회적 배경에 대해 언급한다. 이러한 트라이

틀러의 해석은 미첼, 펄, 노이만이 천착했던 음악과 희곡의 괴리에 대한 논의를

벗어나 베데킨트 희곡에 대한 베르크의 음악적 해석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룰

루의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역사·문화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케런 페글리(Karen Pegley)101)의 연구는 룰루의 캐릭터를 세기말 “팜므파탈

99) 트라이틀러의 자신의 글 “The Lulu Character and the Character of Lulu”를 총
세 편의 단행본에 출간하였다. 이 글은 1989년에 출간된 트라이틀러의 저서 Music
and the H istorical Imagination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1989), 1991년에 데이빗 게이블과 로버트 모간(David Gable and Robert P.
Morgan)이 편저한 Alban Berg, Historical and Analytical (Oxford: Claredon
Press, 1991), 그리고 2011년에 발표된 트라이틀러의 책 Reflections on Musical
Meaning and its Representations (Bloomin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1)
에 개정·출간되었다. 이 연구들은 미세한 교정사항을 제외하고 논지는 모두 같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의 글을 참고하였다.

100) Treitler, 위의 글, 192.
101) 케런 페글리는 오페라 룰루로 다음의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Keren Pegley
“Musical and Literary Characterization in Berg’s Lulu: An Analysis of the
Representation of Lulu and Geschwitz as women,” (M.D. Diss., York University in
Canada, 1990). 이는 같은 해 미국 음악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도 발표되었다.
“Musical Characterization of Woman in Lulu: A Feminist Deconstruction,” paper
rea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Oakland, CA,
1990. 그리고 이 내용은 1998년에 다음 단행본의 한 챕터로 출판되었다. Keren
Pegley, “Femme fatal and Lesbian Representations in Alban Berg’s Lulu,” in
Encrypted Messages in Alban Berg's music, ed. Siglind Bruhn (New York;
London: Garland Pub., 1998): 249-277. 본 선행연구는 1998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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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me fatale)”로서 “여성적 모호성(female ambiguity)”을 지닌, 그 속성을 규

정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정의하면서 베르크가 룰루를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

하는지 분석한다.102) 페글리에 따르면 세기말 팜므파탈은 남성적 논리나 지성을

갖지 못한 성적인 존재로 여겨졌는데, 룰루 역시 오페라에서 뱀에 비유되는 동

물적 존재이자 신비하면서도 관능적인 여성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팜므파탈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페글리의 연구가 이전 연구와 다른 점은 ‘룰루’의 팜

므파탈적 특징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적인 음악적 예를 들어 분

석하고, 나아가 룰루와 함께 '게슈비츠 백작부인' 캐릭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다. 그녀는 베르크의 게슈비츠 캐릭터에 대한 해석이 베데킨트의 극에서 나타나

는 게슈비츠의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룰루를 통해서만 자신의 힘과 정체성을

찾는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여성의 이미지’를 재현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페

글리는, 게슈비츠의 레즈비언적인 특징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석

한다.103) 물론 페글리의 연구에서 지금까지 등한시되었던 게슈비츠에 대한 음악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새롭지만, 룰루와 게슈비츠의 관계에 나타난 여성 동성애

양상을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남긴다.

주디스 락헤드(Judith Lochhead)의 연구104)는 룰루의 정체성을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여성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락헤드

에 따르면, 1950-60년대의 룰루의 캐릭터에 관한 연구는 “서양문화에서 전형적

으로 유포되는 ‘여성’의 신비에 대한 모호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105) 반면, 페

글리를 포함한 1980-90년대의 연구는 여성을 억압하는 오페라의 한 전통으로서

“룰루의 캐릭터에 대한 의미로 전환”되었다고 그녀는 평가한다.106) 그러면서 락

헤드는 시대별로 룰루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견해는 룰루의 캐릭터의 의미가

“전형적인” 것 혹은 “패러디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다고 평가한다.107) 즉, 룰루

102) Pegley, “Femme fatal and Lesbian Representations in Alban Berg’s Lulu,”
253.

103) Pegley, “Femme fatal and Lesbian Representations in Alban Berg's Lulu,”
267.

104) 락헤드는 90년대 말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을 통해 룰루의 캐릭터를 분석했다.
Judith Lochhead, “Lulu’s Femine Performance,” The Cambridge Companion
to Berg, ed. Anthony Pop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227-244; Judith Lochhead, “Hearing Lulu,” Audible Traces; Gender, Identity,
and Music, ed. Elaine Barkin and Lydia Hamessley (Zurich and Los Angeles:
Carcifoli, 1999): 231-255.

105) Lochhead, “Lulu’s Femine Performance,” 228.
106) Lochhead, 위의 글,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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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캐릭터의 의미가 ‘전형적’이다는 것은 남성 중심적 견해에서 룰루가 부정적

이고 수동적인 기존의 여성 의미를 함의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룰루의 캐릭터

가 ‘패러디적’이라는 것은 룰루가 서구문화에서 이해되어온 여성의 천변 일률적

인 모습을 비판하고 여성의 억압을 보여주며 나아가 여성의 의미에 대한 새로

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비교적 최근에는 오페라《룰루》와 룰루 캐릭터에 대한 역사·사회·문화 맥락

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108) 대표적으로 실비오 도스 산토스(Silvio José

Dos Santos)109)의 연구가 있다. 산토스는 베르크가 베데킨트 희곡에서 작품을

선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음악적으로 바그너적인 특성과 제2 빈악

파의 관계, 룰루의 초상화에서 나타나는 룰루의 모티브, 룰루의 결혼과 매춘의

관계, 게슈비츠의 동성애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다

루지 않았던 베르크를 둘러싼 역사·문화적 관계와 오페라의 인물과 내용을 조

망함으로써 작곡가를 둘러싼 세기말 빈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오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오페라의 사회적 맥락에 따른 극적

의미가 음악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룰루의 캐릭터에

대한 논의는 다소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첫째, 룰루를 ‘여성’의 모습만을 재현하는 캐릭터로 해석하기 때문

에, 룰루를 통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있다. 둘째, 룰루가

107) Lochhead, 위의 글, 228.
108) 홀(Patricia Hall), 카너(Mosco Carner), 모리스(Mitchell Morris), 포플(Anthony
Pople) 등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은 주로 오페라 《룰루》의 쇤 박사, 알바, 게슈비
츠에 관한 연구와 음악 어법과 등장인물의 역할 및 관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또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오페라 제작사를 위해 만들어진 《5개의 룰루 교향 모음
곡》의 작품 탄생배경에 대해 다룬 연구가 있다. Magaret Notely, “Berg’s
Propaganda Pieces: The ‘Platonic Idea’ of Lulu,” The Journal of Musicology 25
(2008): 95-142.

109) 실비오 도스 산토스는 오페라 《룰루》로 다음의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Silvio José dos Santos, “Portraying Lulu: Desire and Identity in Alban Berg’s
‘Lulu’” (Ph.D Diss., Brandeis University, 2003). 이 논문은 두 차례에 걸쳐 다음
의 학술지에 발행되었다. Silvio José Dos Santos, “Ascription of Identity: The
Bild Motif and the Character of Lulu,” The Journal of Musicology 21 (2004):
267-308; Silvio José Dos Santos, “Marriage as Prostitution in Berg’s Lulu,”
The Journal of Musicology 25 (2008): 143-182. 이 내용은 이후 2014년에 단행
본으로도 출간되었다. Silvio José dos Santos, Narratives of Identity in Alban
Berg's “Lulu” (Rochester: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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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여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하지 않았다.

때문에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해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극과 음악의 괴리에 대한

문제만 더 부각시켰고,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한 상

황이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룰루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파생시킨다. 룰루를 ‘여성’이라는 하나의 젠더 정체성

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룰루의 동물적이며 초자연적 특성은 단순히 세기말

팜므파탈의 양상으로서 여성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일까?

왜 남성들은 룰루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가? 만약, 룰루가 단일한 젠더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룰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그 젠더

정체성은 오페라에서 어떻게 획득 되는가? 물론 락헤드는 룰루의 모순적인 캐

릭터와 음악과 극의 괴리를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

하면서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버틀러의 수행적인 선택(Performative choice)의 개념 룰루의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을 넓혀주었다. 무엇보다 룰루는 모든 모순적인 특징을 갖고 총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페라에서) ‘수행된’ 정체성의 개념은 다양한

인격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110)

이러한 흥미로운 접근에도 불구하고 락헤드의 연구는 주디스 버틀러의 『젠

더 트러블』(Gender Trouble)에서 나타나는 수행성 개념을 단편적으로 추출하

여 사용하고, ‘수행(performance)’과 ‘수행성(performativity)’의 의미 차이를 정확

히 구분하지 않는다.111) 또 룰루의 모호한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사

회·문화적 맥락과 리브레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음악에만 한정 지어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녀의 연구는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도입해 룰루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행연구

라고 할 수 있지만, 룰루 캐릭터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다루지 않아 룰루의

극적 의미와 그에 따른 음악의 역할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

다. 이에 따라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관한 복합적인 문제를 더욱 자세히 규명하

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인간의 성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젠

110) Lochhead, “Lulu’s Femine Performance,” 232.
111) 수행과 수행성에 대한 구분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검토하는 본 논문 Ⅲ.3
젠더 수행성에서 더욱 자세히 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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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체성을 “다양한 사회적 수단을 통해 유지되어온 은밀하고 지속적인 실

천”112)으로 설명하는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112) Butler, 『젠더 트러블』,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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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113)은 포스트 페미니즘 경향 중 하나로 기존의 페미

니즘과 달리 ‘여성’ 혹은 ‘여성의 주체를 거부한다. 버틀러는 지금까지 페미니스

트들이 ‘여성’ 혹은 ‘여성들’이라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버틀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sex) 혹은 젠더(gender)란 ‘사회의 규

범과 양식이 반영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 어떤 정체성’이라고 설명한

다.114)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해부학적으로 결정된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 때문에 자유로운 성의 선택이 불가능하며, 강제적인 이성애 규범은 결국

남성 중심사회의 권력구조가 반영된 성 역할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오스틴(John L. Austin 1911～1960)이

언어철학 강의에서 처음 제시한 ‘수행문(performative)’에서 유래한 것으로, 수행

문은 ‘행동(action)’이라는 명사와 ‘수행하다(perform)’라는 동사가 결합된 것이

다.115) 버틀러는 오스틴의 언어학 이론을 참고하여 젠더의 ‘수행성

(performativity)’ 개념을 발전시킨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남자답게 행동해

야해’ 혹은 ‘너는 좀 더 여성스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와 같은 발화는 성별에

따른 행동 양식과 태도가 이미 내재되어있고 그것이 특정 상황에서 발현되는

113) 수행성 개념은 오스틴의 언어철학에서 유래하여 데리다(Jacques Derrida)를 거
쳐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이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
은 이후 연극 분야에서 에리카 피셔-리히테(Erika Fischer-Lichte)의 퍼포먼스 이
론에 영향을 주었는데, 피셔-리히테는 버틀러의 수행성을 연극의 퍼포먼스의 적
용을 위해 한층 더 나아간 해석으로 자신의 수행성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백
인경, “에리카-피셔-리히테의 퍼포먼스 이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114) Butler, 『젠더 트러블』, 349.
115) 오스틴은 발화가 어떤 사태를 기술하거나 진위를 설명하는 ‘진술적 발화
(constantive utterance)’와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로 구분된다고 지적하며, 수행적 발화를 ‘수행적 문장(performative
sentence)’ 또는 ‘수행문(performative)’이라 부를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결혼
식장에서 어떤 남자가 ‘나는 이 여자를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발
화한다면 이 발화는 어떤 상태를 기술하거나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바로
그와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남자는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만 한다. 이처럼 수행문은 언어적 조건뿐만 아니라 문장이 발화되는 적절한 상황
적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John 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울:
서광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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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여겨지지만, 버틀러는 이러한 젠더에 관한 발화가 명명되는 존재를 ‘만

들어가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버틀러는 젠더도 일종의 수

행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수행적”이라는 의미를 “목적한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

하는 행위”116)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성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인

기표 때문에 결정된 ‘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그런데 젠더가 ‘구성된다

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만약 인간의 젠더가 행위로 구성된 것이라면, 우리

가 알고 있던 ‘남성’과 ‘여성’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

는 버틀러가 주장하는 여성이라는 개념의 기원과 범주,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적인 성인 젠더(gender)의 관계 그리고 젠더 수행성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이라는 젠더 주체의 범주

포스트구조주의에서 인간의 주체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버틀러는 지

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여성의 ‘주체’를 거부하며, 포스트 페미니즘의 담론 형

성에 기여한다. “초기 페미니즘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억압받은 여성의 사회적

권리의 획득에 목표를 두거나 근대적 페미니즘이 여성의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

을 통해 여성의 해방을 추구”하며 전개되어 왔던 것과 달리117) 포스트 페미니즘

은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기존 페미니즘 운동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고, 오히려 여성의 가능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버틀러

역시 페미니즘 이론에서 ‘여성’이라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판하

며, ‘여성’이라는 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한다.

여성이라는 주체는 더 이상 고정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용어로 생각되지 않는다.

재현되거나 실은 해방되어야 할 궁극적인 후보인 ‘주체’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의문시하는 자료도 많았을 뿐 아니라, 무엇이 여성이라는 범주를 구성하고

또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된 합의도 거의 없었다.118)

버틀러는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이 실제로 해방시켜야할 여성의 범주를 일관

116) Butler, 『젠더 트러블』, 131.
117) 이동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차이,” 『아시아 여성 연
구』 43/2 (2004), 47.

118) Butler, 『젠더 트러블』,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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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안정된 주체로 확립하는 것이 젠더 관계를 규제하고 강화한다고 비판한

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성도 존재하지만, 여성이라

는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의 범주’로 이

해되어야 할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버틀러는 기존의 페미니

즘에서 ‘여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이미 구조화된 사회 안에서 진행

되고 있었고, ‘새로운 여성’이라는 관념은 또 다른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의 정치

적 이해관계에 기여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

리고 그녀는 ‘여성’이라는 고정된 개념을 사회적 수단들에 의해 유지되어온 실

천으로 바라보며, 페미니즘의 주체로 ‘여성’이라는 개념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주체’는 그들이 해방시켜야 할 바로 그 정치체계에 의

해 담론119)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명된다. 만약 그 정치체계가 다른 지배의 축

을 따라 젠더화된 주체를 생산해내거나, 남성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체를 생산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여성

들’의 해방을 위해 그러한 정치체계에 무비판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분명 자가당

착일 것이다120)

버틀러는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서는 사회체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여성’

이라는 주체가 사회의 제도와 담론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주체를 만들어낸

사회와 여성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버틀러는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 1926-1984)가 주장한 권력의 사법체계와 주체의 관계를 포착

119) 버틀러가 사용하는 담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발화’ 혹은 ‘대화’가 아니라 특
별히 푸코의 담론 형성을 가리킨다. 이는 우리가 특별한 역사적 순간들에 대해
말하고 지각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진술(statement)의 광범위한 집합’이다. 푸코는
언술을 역사적 맥락과 연결된 반복 가능한 사건들로 이해하고 ‘의학’, ‘범죄’, ‘광
기’ 같은 담론적 형성물을 만들어내는 언술들 사이의 연속성을 찾아낸다. 특히 푸
코는 언술이 가정하는 주체의 위치와 주체가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푸코는 『광기와 문명』(1961)에서는 정신병이라는 개념이 19세
기에 구성되었으며, 『성의 역사』 1권(1976)에서는 섹스와 섹슈얼리티가 19세기
에 일어난 담론의 폭발적 증가 속에서 생산되는 동시에 통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광기’, ‘범죄’, ‘섹슈얼리티’ 같은 개념은 그것이 발생하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이나 변화라는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담론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Sara
Salih, Judith Butler (New York; London: Routledge, 2002), 김정경 역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서울: 앨피, 2007), 90.

120) Butler, 『젠더 트러블』, 87을 참고하여 필자가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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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푸코는 “권력의 사법 체계가 주체를 생산해내며, 그 주체들은 그 결과로

사법체계가 재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121) 그리고 사법적 체계는 정치체계와

관련된 개인의 생활을 제한, 금지, 통제하고 심지어 ‘보호’함으로써 규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버틀러는 설명한다.122) 이처럼 어떤 체제에 규제된 주체들은

그 체제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체제의 필요조건에 따라 형성되며 정의되고 재생

산된다. 만약 사법체계가 개인을 통제하고 개인이 사법체계에 종속되어있다면

여성을 페미니즘의 ‘주체’로 재현하는 언어와 정치학의 사법적 체계는 그 자체

가 하나의 담론적 구성물인 것이다. 버틀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여성

의 주체’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품고 푸코의 계보학(genealogy)123)에

근거하여 여성의 주체를 밝히려고 한다. 계보학적 탐구는 “겉보기엔 ‘원인’ 같아

보이는 것이 ‘결과’임을 폭로하는”124) 데, 이와 마찬가지로 버틀러는 성의 범주

가 “섹슈얼리티125)에 관한 모든 담론적 설명 안의 근본적이고 인과론적 작용이

라고 선언함으로써 ‘원인’ 같아 보이는 것이 실은 성적 경험을 규제하고자 하는

섹슈얼리티 체계의 생산물”이라고 주장한다.126)

버틀러는 푸코의 계보학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두 가지 젠더 체계가

121) Michel Foucault, “Right of Death and Power Over Life,” The H istory of
Sexuality Volume I , An Introduction, trans, Robert Hurley (New York: Vintage,
1980). 원전은 Histoire de la sexualité 1: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1978). (Butler, 『젠더 트러블』, 86에서 재인용.)

122) Butler, 『젠더 트러블』, 87.
123) 푸코의 계보학(généalogie)은 고고학(archéologie)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고고
학은 한 시대의 어떤 담론(담론들)의 형성과 시대의 변환에 따른 그 담론의 변환
을 기술하는 작업, 푸코는 이러한 형성과 변환의 결과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과 변환을 가능하게 해준 조건들-한 시대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무의식적인 장-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고고학이라 부르고 있다. 반면
계보학은 그러한 형성과 변환의 가능성의 조건들 중 특히 권력의 놀이에 초점을
맞추어 담론을 권력의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작업을 말한다. Michel
Foucault, Collège de France texte du discours,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서
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0), 157.

124) Butler, 『젠더 트러블』, 128.
125) 버틀러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Sex, Gender, Sexuality)라는 용어도 모두 젠
더라고 주장한다. 원래 섹스는 생물학적 몸의 차이, 젠더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동일시 양식, 섹슈얼리티는 성적 실행이 발생되는 근원적 욕망으로 설명되었다.
버틀러는 이런 전통적인 구분법에 저항하면서 몸의 ‘인식성’과 욕망의 ‘근원성’을
만드는 것도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가 모
두 젠더라고 주장한다. 셋 다 사회적 구성물이고 제도 담론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Butler, 위의 책, 버틀러의 주요개념들.

126) Butler, 위의 책,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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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권력의 산물임”을 밝히고127) ‘여성’의 개념이 여성이라는 주체가 행하는

‘원인’이 아니라 사회의 성적 경험의 규제가 만들어 내는 하나의 ‘결과’로 본다.

그리고 이 논의를 “페미니즘의 법적 주체로 간주된 것을 생산하고 또 은폐하는

정치적 작용을 추적하는 일은 여성 범주의 페미니즘 계보학(feminist

genealogy)128)”이 맡아야 할 임무라고 주장한다.129) 왜냐하면, 여성의 의미에 대

한 계보학적 접근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성이라는 개념이 권력과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것을 파헤쳐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버틀러는 페미니

즘 계보학적 비평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계보학적 비평은 젠더의 근원이나 여성 욕망의 내적 진리를 거부하며, 억압이 은

폐한 진정하거나 진실한 성적 정체성에 대한 탐색도 거부한다. 그보다 계보학은

이런 정체성 범주의 기원이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치적 이해의 관계를 연구한

다. 이런 정체성의 범주는 사실 여러 개의 산발적 출발지점을 가진, 제도, 실천,

담론의 효과인 것이다. 이 연구 작업은 남근로고스 중심주의와 강제적 이성애라

는 규제적 제도에 집중하며 또 그것을 해체시키려한다.130)

페미니즘 계보학은 우리가 알고 있던 ‘여성’ 정체성 범주의 기원이나 원인의 이해관

계를 밝히고 ‘여성의 주체’를 둘러싼 사회 제도와 실천 담론의 효과로 구성된 것으로

바라본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이라는 개념은 ‘여성의 주체’가 행하는 것이 아니

라, 여성이라 불리는 규범과 실천의 효과로 ‘여성의 주체’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버틀러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시몬 드 보부아르

(Simone de Beauvoir, 1908-1986)의 주장에 동의하며 여성이 사회 담론 안에 구성되

거나 “만들어져가는(becomes) 존재”라고 설명한다.131) 따라서 버틀러는 “여성 자체가

과정 중에 있는 (woman itself is a term in process) 용어”라고 주장한다.132)

127) 김애령, “‘여자되기’에서 ‘젠더하기’로 버틀러의 보부아르 읽기,” 38.
128) 버틀러의 이론에서 계보학은 젠더의 근원, 또는 욕망의 근본이라는 내적 진리
가 있다는 전제를 거부하면서 그런 담론을 진리나 진실로 생산한 역사적 특정 제
도 권력의 역학 관계를 밝히려는 학문적 경향으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을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재구성한 방법으로
논의 된다. Butler, 『젠더 트러블』, 버틀러의 주요개념들.

129) Butler, 『젠더 트러블』, 93.
130) Butler, Gender Trouble, viii-ix; 『젠더 트러블』, 76.
131) Butler, Gender Trouble, 33; 『젠더 트러블』, 147.
132) Butler, 『젠더 트러블』,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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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의 관계

‘여성’이라는 주체를 규정할 수도 없고 ‘여성’이 과정 중의 용어라면 과연 ‘여

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는 무

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섹스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성이라고 여겨

져 왔고, 개개인은 이 생물학적 기표에 따라 사회제도와 관습이 요구하는 성 역

할을 부여받아 ‘여성으로서’ 그리고 ‘남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

다. 즉, 모든 인간은 단순한 인간이기에 앞서 남성-인간이냐 혹은 여성-인간이

냐를 선택해야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기표

인 섹스는 젠더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의 존재로 인식되도록 하

는 사회 규범 및 제도의 생산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

회적인 성으로 알고 있었던 ‘젠더’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설령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젠더’를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젠더 유

형’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버틀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부학적으로 결

정된 성인 ‘섹스’는 불변의 특성을 지니지 않으며, 이 또한 ‘젠더만큼 문화적인

구성물’이라고 주장한다.133)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성은 젠더의 구성물이 인위

적으로 부과된 몸으로서 육체적으로 주어진(given) 것이 아니라 육체의 체현

(the materlialization of bodies)을 결정하는 문화적 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34) 다시 말해 버틀러에게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는 강제적인 규범으

로 작용하여 ‘젠더’와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양식화된 행동을 통

해서 성 역할이 우리의 몸에 기입(inscription)된다는 것이다.135) 그러므로 버틀

러는 “젠더가 급진적인 창조행위는 아닐지라도 개인의 문화적인 역사를 자신만

의 언어로 새롭게 만드는 조용한 기획”이라고 주장한다.136)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가 사회적인 성인 ‘젠더’로 일관되게 구축하는데 기여

하는 생산적 기제로는 ‘강제적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137)’가 있다.

133) Butler, 위의 책, 97.
134) Judith Butler,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3),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고양:
인간사랑, 2003), 24를 참고하여 필자가 번역함.

135) Butler, 『젠더 트러블』, 348.
136)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89.
137)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것을 당연하게 보이도록 만든 것은 사실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 40 -

‘강제적 이성애’란 페미니스트 시인이자 비평가인 에드리엔 리치(Adrienne Rich,

1929-2012)의 표현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이성애자가 될 것을 요구하거나 심지

어 강요하는 지배적 질서”를 뜻한다.138) 나아가 버틀러는 ‘강제적이고 자연화된

이성애’ 체계를 따르지 않는 양성 인간 에르큘린 바뱅139)의 예를 들며, 젠더 규

범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유지되어온 질서와 위계를 폭로한다. 양성 인간은 하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남녀의 성기를 모두 갖고 있으므로 성적으

로 하나의 정체성이 불가능하다. 버틀러는 양성 인간을 젠더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사실 자체가, 젠더를 이분법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불안정하다고 설명

한다. 즉, 양성 인간 바뱅에서 나타나는 ‘젠더의 불일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

물학적인 성인 ‘섹스’와 사회적인 성인 ‘젠더’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마디로

젠더에 ‘트러블’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젠더 유형은 이성애적 규범으로

완벽히 구획되지 않으며, 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결론

적으로 ‘젠더 트러블’은 젠더의 범주가 불안정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더불어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양성 인간 바뱅

뿐만 아니라 LGBT라고 불리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

(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가 있다. 이를테면 여성의 몸을 가졌지만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지하거나, 여성의 몸을 가졌고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성

을 갖고 있지만 사회가 강요하는 ‘강제적 이성애’와 달리 여성을 욕망하는 경우

등이 바로 이러한 예이다. 이 경우 “몸이 다른 젠더 구성의 장소가 될” 가능성

을 차단할 근거가 없으며 이 논리적 관계를 따라 “섹스와 젠더의 구분은 자연

적인 몸과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의 급진적 이질성을 함축”하게 된다.140) 다시

말해 인간의 몸과 인간의 성적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존재 방식”이라

는 것이다.141) 그러므로 버틀러는 젠더와 섹스를 담론의 맥락 속에서 위치시키

고 생물학적인 섹스도 이미 젠더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의미를 산출하는 기제

것은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이라고 만들어버린 규범이다. 따라서 이 규범은 강
제적이고 강압적인 것이지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애는 강제적인 것이다. Butler, 『젠더 트러블』, 버틀러의 주요 개념들.

138)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93.
139) 19세기의 에르큘린 바뱅(Herculine Barbin)은 서른 살에 자살한 양성인간으로,
푸코가 그녀/그의 일기를 발견해서 소개했다. 버틀러는 바뱅을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성적으로 하나인 정체성의 불가능성’이라고 설명한다. 바뱅은 남녀의 성
기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40) Judith Butler, “Sex and Gender in Simone de Beauvoir’s Second Sex” 35. (김애령,
“‘여자되기’에서 ‘젠더하기’로 버틀러의 보부아르 읽기,” 32에서 재인용.)

141) Butler, 위의 글, 위의 쪽. (김애령, 위의 글, 위의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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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섹스 자체가 젠더화 된 범주라면 젠더를 섹스의 문화적 해석으로만 정의하는 것

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젠더를 이미 정해진 섹스의 문화적 의미를 각인한 것(사

법적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젠더는 섹스 자체가 설정되는 바

로 그 생산 장치를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섹스가 자연에 관계되듯 젠더가 문

화와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142)

결국, 버틀러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타고난 것이라 생각하는 섹스도 이미 문

화적인 규범들에 종속되어 젠더화된 범주를 만들어내므로 “섹스는 언제나 이미

젠더(sex was always already gender)”143)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섹스와

젠더는 구별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버틀러는 자연으로서 인간의 몸은 없으

며 이미 해석된 몸이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한다. 결국 성의 선택이란 사회에서

인간 주체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강제적 이성애의 규범으로 모든

인간은 “젠더화 된 양상으로 양식화된”144) 행동을 통해서 성 역할이 우리의 몸

에 “기입”된다고 주장한다.145)

142) Butler, 『젠더 트러블』, 97.
143) Butler, 위의 책, 위의 쪽.
144) Butler, 위의 책, 348.
145) 『젠더 트러블』 3장에서 버틀러는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끌어온다. 이 책
에서 푸코는 감시 구조를 내변화함으로써 주체가 형성된다고 보는 ‘내면화 가설
(the doctrine of internalization)’에 의문을 제기한다. 푸코는 이 이론을 ‘기입
(inscription)의 모델’로 바꾼다. 푸코의 이 모델은 버틀러가 설명하듯 ‘법은 글자
그대로 내면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입되며 그 결과 육체들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이 육체를 관통하며, 육체 위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의 ‘내부’
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은 내면화될 수 없고, 육체 위에 쓰여 진다.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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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

섹스가 이미 젠더라면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자연 대 문화의 이분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고, 젠더 개념을 고집해야 할 이유도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특별히 ‘젠더’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젠더가 인간 행위의 ‘과정’이기 때

문이다. 버틀러에게 젠더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일종의 권력의 표현

이다. 사회의 규제적 권력과 담론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버틀

러에게 젠더 행위의 과정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유형화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젠더는 과연 어떻게 습득되고 표현되는 것인가? 버틀러는 젠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젠더는 육체의 반복되는 양식화(stylization)이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실

체(substance), 즉 존재의 자연적 요소라 여겨지는 외양을 생산하기 위해, 매

우 엄격한 규제의 틀 안에서 반복되는 일련의 행위들이다.146)

버틀러에게 젠더는 행위의 과정이고 더 나아가 젠더 정체성은 행위들의 연

쇄 과정이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의 3장 ‘전복된 몸짓들’(Subversive

Bodily Acts)의 마지막 부분인 ‘내면성에서 젠더의 수행성’(From Interiority to

Gender Performatives)에서 젠더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젠더는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작인의 장소(locus of agency)나 안정된 정체

성(stable identity)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

(a stylized repetition of acts)을 통해서 시간 속에 희미하게 구성되고 외부

공간에 제도화되는 규정되지 않은 정체성(an identity)이다147)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은 젠더를 형성하는 ‘행위’, ‘시간’ 그리고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규칙이나 규범으로 형성된 ‘양식화’를 포함한다. ‘양

식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사회의 문화, 그 지방의 풍습, 집안의

예절 등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결혼의 연령, 결혼식의 방식 등은 오랜 시간에

146) Butler, Gender Trouble, 33; Butler, 『젠더 트러블』, 147-148; Salih, 『주디
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113을 참고하여 필자가 번역함.

147) Butler, Gender Trouble, 140; 『젠더 트러블』, 348. 볼딕체 원저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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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형성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으로 형성된 ‘젠더’

정체성은 하나의 실체로 보거나 주체가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젠더는 일정하게 양

식화되어 있는 행동들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몸에 체현된다. 가령 남자는 머리

를 짧게 깎고 주로 바지를 입는다. 반면 여자는 다리를 모아 앉아야 하고 자신

을 꾸미기 위해 화장을 한다. 이러한 행위는 한 인간을 남자로 혹은 여자로 인

식하게 하는데, 이와 같이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규범적 문화 행위들은 사회적

으로 습득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버틀러는 젠더화된 양상으로 양식화되면서 의미화를 수행하는 이

러한 행동이 “어떤 공적인 행동(a public action)”이라 본다.148) 왜냐하면, 젠더

수행은 개인적이고 개인의 몸으로 의미를 표명하는 실천이지만, 결코 자의적이

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버틀러는 젠더의 수행이 특정한 금지와 제약에

따라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법을 명백히 표현”한다고 주장하

며,149) “수행성” 개념에서 행위와 실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행성 개념은 단일하거나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나 반복과 인용을 수행하는

실천으로 즉, 담론이 지칭하는 효과들을 산출하게끔 해주는 실천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150)

즉,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양식화된 행동들이 인간의 육체에 젠더라

는 의미를 부여(혹은 기입)하게 된다는 주장에 도달한다. 인간의 성에 부여된

규제적 규범들이 수행되는 방식에 따라 인간의 육체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녀는 수행성 개념에서 “주체가 그녀/그로 불리는 존재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주체가 규제되고 강요되는 현상을 생산하는 담론의 반복적 힘”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51)

그러나 버틀러는 이러한 일련의 젠더 행위에서 “수행(perform)”과 “수행성

(performativity)”을 구별한다.152) 왜냐하면 수행은 주체의 존재가 전제되는 반

148) Butler, 『젠더 트러블』, 348.
149) Judith Butler, “Performative Acts and Gender Constitution: An Essay in
Phenomenology and Feminist Theory,” Theatre Journal 40/4 (1988), 525. (김애령,
“‘여자되기’에서 ‘젠더하기’로 버틀러의 보부아르 읽기,” 40에서 재인용.)

150) Butler,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23을 참고로 필자가 번역함.
151) Butler,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24를 참고로 필자가 번역함.
152)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 바로 이 문장이다. 수행자가 없는 수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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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행성이란 주체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이다.153) 즉, 수행자가 미리

존재하지 않는 수행성에서는 “‘행위 뒤의 행위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154) 버틀러를 연구한 사라 살리(Sara Salih)는 젠더의 수행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젠더의 수행성이란,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우리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바로 그곳, 가령 행동의 ‘뒤에’ 혹은 ‘앞에’ 존재하

지 않는다”고 설명한다.155) 버틀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적인 주체 개념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며, 수행과 수행성을 구분한다.156) 왜냐하면, 그녀가 설명

한 “문화적으로 인식 가능한 주체”, 다시 말해 우리가 사회의 규범과 제도로 받

아들여진 주체는 ‘규칙에 갇힌’ 담론의 결과로 나타난 효과이기 때문이다.157) 결

국, 범주가 불안정한 주체의 정체성은 수행의 반복적인 행위인 수행성을 통하여

구성된다.

궁극적으로 버틀러는 단일하고 안정된 것으로 여겨졌던 ‘주체’와 ‘젠더 정체

성’을 부정하고, 이를 다시 이해하는 한 방편으로 ‘수행성’ 개념을 제시한다. 그

자가 없는 행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사실 버틀러는 젠더가 수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수행과 수행성을 구별하며 사용한다. (때때로 『젠더 트러블』
에서 이 두 용어가 혼동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1993년 한 인터뷰
에서 버틀러는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행은 선행하는 주
체를 가정하는 반면, 수행성은 주체라는 바로 그 개념을 의문시한다고 주장한다.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33;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114.

153) 버틀러는 Gender trouble(1990, 번역서명: 『젠더 트러블』) 이후의 저작인
Bodies That Matter(1993, 번역서명: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에서 수행과 수
행성의 구분을 더 명확히 밝히고 있다. 버틀러는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의 서
론에서 『젠더 트러블』에서 논의하지 못한 수행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수행성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책을 참고하시오. Judith Butler,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London:
Routledge, 1993), 1-23,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고양: 인간사랑,
2003), 21-60.

154) 버틀러는 자아가 자아의 행위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실존주의 이론으로 회귀하
려는 것이 아라고 설명하며, 실존주의 이론은 자아와 자아의 행위 모두 담론 이
전의 구조를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는 다름 아닌 타자
안의, 타자를 통한 각각의 다양한 담론적 구성이라고 밝힌다. Butler, 『젠더 트러
블』, 352.

155)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87.
156) 버틀러가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에서 논의한 가운데 많은 것들은 『젠더 트
러블』에서 시작하여 발전한 것이다. 특히 수행성과 물질적인 육체의 관계 분석
이 그러하다. 버틀러는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에서 수행성을 좀 더 상세히 설
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데리다를 끌어들여 특별히 수행성을 인용성(citationality)
이라는 개념에 연결한다.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134.

157) Butler, Gender Trouble, 147; 『젠더 트러블』,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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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주장하는 젠더는 양식화된 일련의 반복적인 행동들에 의해 구성되어져 가

고, 사회규범과 규율 속에서 육체를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행위이다.

이러한 버틀러의 젠더 개념은 젠더 주체와 정체성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전복시킨다. 요컨대, 버틀러는 젠더 수행성 개념을 통해 여성이라는 주체의 범

주를 해체하고 젠더 정체성이 사회적 규범과 규제에 따른 양식화된 행위의 반

복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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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페라《룰루》와 젠더 수행성 개념의 접점

성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전복시키는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이론은 음

악학 내 젠더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루스 솔리(Ruth A. Solie, 1942-)

는 버틀러만큼 젠더 문제에 열정적인 학자는 없다고 평가하며,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이 “도덕·습관을 무시하고 철학적으로 복잡한 버틀러의 주장이 섹스

와 젠더 사이의 구별을 거부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페미니즘 이론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라고 그 의의를 설명한다.158) 또한 수잔 큐직(Suzanne G. Cusick,

1954-)은 버틀러의 젠더의 수행성 개념으로 17세기의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했

던 프렌체스카 카치니(Francesca Caccini, 1587-1641)와 록밴드 펄 잼(Pearl

Jam, 1991-)의 리드 싱어인 에디 베더(Eddie Vedder, 1964-)를 연구한 바 있

다.159) 이처럼 음악학 분야에서도 그 의의가 있는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은 오페

라《룰루》의 주인공 ‘룰루’의 복잡한 젠더 양상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

성을 제공한다.

먼저, 버틀러는 ‘여성’이라는 젠더 주체의 범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

와 마찬가지로 오페라의 프롤로그와 제1막에서 룰루는 동물적인 존재 혹은 룰

루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러한 룰루의 행동과 태도는 오페라에서

룰루가 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또한, 룰루는 세 명의 남편들

에 의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각각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데, 이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주체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버틀러의 질문처럼

룰루의 젠더 주체가 과연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더불어 세기말 다양한 성의 문제는 버틀러가 기존의 페미니즘에서 규정한

여성의 주체를 해체하고 지금까지 원인으로 알고 있던 우리의 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물이라는 급진적인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왜냐하면, 원작자 베데킨트

는 『룰루-비극 2부작』의 룰루를 통해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성의 모습에

서 벗어나 완전한 성의 해방을 표현하려 했기 때문이다. 또한 베데킨트에게 성

의 해방은 기성 사회의 뒤틀린 욕망을 비판하는 동시에 사회 변혁을 끌어내는

158) Ruth A. Solie, “Introduction: On ‘difference’,” Musicology and Difference:
gender and sexuality in music, ed. Ruth A. Solie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18.

159) 수잔 큐직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통하여 어떠한 젠더를 가진 관객이 카치
니와 베더의 노래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David Beard and Kenneth
Gloag, Musicology: the Key Concepts (New York: Routledge, 2016), 113.



- 47 -

도구였다. 베르크 역시 세기 전환기의 다양한 성 담론에 영향을 받았고 성의 문

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왜냐하면, 오페라에서 ‘룰루’는

첫째, 주체가 단일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점, 둘째, 여성을 통해 사회의 비판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룰루’를 버틀러의 논의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오페라에서는 룰루의 이전 행적이나 생활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오

직 남성들과 만남만이 주된 사건으로 그려진다. 즉, 오페라에서 룰루는 남성이

라는 타자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그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

은 룰루가 남성중심사회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남성이 욕망하는 여성의 모습을

충실히 재현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몇몇 선행연구에서 룰루가 ‘수동적인 인

물’, ‘남성의 욕망을 투사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룰루가 어떠한 과정을 통

해 이러한 그러한 캐릭터를 갖게 되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가 어떻

게 여성으로서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은 룰루가 행하는 행위에 따라

젠더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효과적인 해석의 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페라 제2막과 제3막에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로 룰루를

사랑하는 게슈비츠 백작 부인이 등장한다. 룰루와 게슈비츠와의 관계에서 룰루

는 강제적인 이성애 규범을 넘어서는 새로운 젠더의 모습을 보여준다. 바로 룰

루의 다양한 젠더 양상은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다른 페미니즘 이론이 아니라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으로 독해될 수 있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버틀러의 수행

성 이론은 단순히 여성의 권리와 해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성을 바라보

는 기존의 사고를 해체함으로써 “이성애적 일관성이 지닌 허구적 규제”를 폭로

하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

다.160)

본 연구는 앞서 선행연구의 한계점161)에서 “룰루의 젠더 주체의 범주를 여성

160) Butler, Gender Trouble, 137; 『젠더 트러블』, 343.
161)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오페라 《룰루》에 대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부
분 중 하나는 음악과 극의 괴리였다. 베데킨트의 희곡에서 룰루가 모호하면서도
파편적으로 그려졌던 것과 달리, 베르크의 오페라에서 룰루의 음악적 어법은 발
전적이며 일관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첼은 베르크가 극의 의도
를 잘못 해석했다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극적인 면에서 ‘룰루’의 정체성이 모
호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룰루의 캐릭터에 대한 작곡가이자 리브레티스트였던 베
르크의 해석은 결코 틀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단지 소리 예술인 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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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단일한 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가? 만약 룰루가 단일한 젠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룰루’의 젠더 정체성은 남성중심 사회의 이데올로기에서 어떻

게 기획되어지고 구성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으로 먼저, 리브레토에 나타나

는 룰루의 젠더 주체 범주의 문제, 다음으로 오페라《룰루》의 양식화된 음악어

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페라에서 룰루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획득해 가는지 오페라에 등장하는 남자 등장

인물 및 게슈비츠와의 관계를 조망해보고 버틀러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

다.

언어의 예술인 문학이 갖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
이다. 설령, 희곡과 오페라의 괴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조셉 커먼이 밝힌 바와 같
이 오페라의 “작곡가는 극작가”로서, 다시 말해, 베르크가 오페라의 극작가로서
어떻게 음악이라는 언어로 룰루를 표현하고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음악 어법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Joseph Kermann, Opera as
Dram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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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행성 개념으로 분석한 오페라《룰루》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의 출발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혹

은 여성의 범주’가 비판 없이 사용되어 왔으며 여성이라는 ‘주체’가 담론의 구성

물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젠더 정체성은 사회의 규범, 제도, 그리고 담론

안에서 양식화된 인간 행위의 반복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오페라 안에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본 장에서는 오페라《룰루》와 버틀러 수행성 개념의 접점을 근거로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먼저 리브레토를 중심으로

룰루의 젠더 주체 범주에 대해 살펴보고, 오페라《룰루》에 사용된 음악 형식과

‘룰루’를 중심으로 주요 등장인물들을 표현하는 음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

를 토대로 룰루를 중심으로 한 남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룰루를 사랑하는 게슈

비츠 백작부인과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즉 이 네 가지 시각을 통해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파헤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1. ‘룰루’의 젠더 주체의 범주

버틀러는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이 정해 놓은 ‘여성 혹은 여성이라는 범주’가

단지 정치적 이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이미 남성사회의

체계 안에서 ‘여성’의 재현이 왜곡되어왔기 때문에 ‘여성’의 젠더 주체를 가정하

지 않고 ‘여성’ 정체성 범주의 기원이나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 절에서는 ‘룰루’의 리브레토를 분석해 보자.

1) 젠더 주체가 모호한 ‘룰루’

룰루는 오페라 내에서 ‘뱀’, ‘여성의 원형’이자 나아가 ‘시민사회의 개념을 거

부하는 인물’ 등 다양한 형태로 비유되며 룰루의 젠더 주체가 모호하게 그려진

다. 먼저, 프롤로그에서 룰루는 “진짜 짐승, 야생의, 아름다운 짐승(Das wahre

Tier, das wilde, schöne Tier)”으로 소개된다.162) 오페라 1부인 「대지의 정

162) 룰루의 본질을 나타내는 세 가지 형용사인 wahr, wild, schön은 고전주의적 이
상의 덕목인 ‘진, 선, 미(das Wahre, Gute, Schöne)’ 중에서 도덕성을 가리키는
가운데 ‘선(Gute)’은 ‘사나움 또는 야성 das Wilde’로 치환된 것이라 해석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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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자연주의적인 성격을 띠며 동물 조련사는 등장인물들에 대해 “영혼이

없는 피조물(Die unbeseelte Kreatur)”이 모두 “인간의 기지(Gebändigt durch

das menschliche Genie)”에 의해 길들여졌다고 설명한다.163) 프롤로그에서 뱀으

로 비유되는 룰루는 표면적으로 치명적인 요부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극

적인 의미에서 뱀은 원작자인 베데킨트의 이전 작품 『원죄』 (Der Sünderfall)

에서 사악함이 아니라 슬기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164) 그렇기 때문

에, 룰루를 뱀으로 비유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여 ‘이성’에

눈뜨게 해준 뱀처럼 룰루가 “남성들에게 19세기 말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던 성

에 대해 이성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165)

아우유스트! 우리 뱀을 가져와!

(배불뚝이 무대직원이 다음 장면 광대 복장의 룰루 연기자를 장막 앞으로 데려와

서 조련사 앞에 앉힌다.)

그녀는 재앙을 부추기고,

유혹하기 위해, 타락으로 이끌기 위해, 독살하기 위해

그리고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고 살인하기 위해 창조되었지요.

(룰루는 턱을 비죽거린다)

내 사랑스러운 동물, 얌전한 척하지 말렴!

너한테는 야옹거리고 쉭쉭 거리면서

여성의 원형(Die Urgestalt des Weibes)을 왜곡할(verstauchen) 권리가 없어.

《룰루》 프롤로그166)

그러나 동물조련사는 바로 뒤이어 관객들을 향하여 룰루를 “재앙을 부추기

고, 유혹하기 위해, 타락으로 이끌기 위해 …… 창조되었다”고 소개한다. 이 부

분은 「판도라의 상자」를 표현한 것으로, 룰루가 재앙을 부르는 판도라의 신화

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한다. 뒤이어 룰루를

한다. 이재황, “세기 전환기 독일어권 문화 속의 새로운 인간상 ‘호모 나투라’,”
『독일어 문화연구』 18 (2009), 54.

163) Berg, Lulu, 68.
164) Vgl. Wildes, Anmerkungen, S. 818. (이재진, “붸데킨트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
성상과 신화적 특성,” 408에서 재인용.)

165) 이재진, “붸데킨트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신화적 특성,” 409.
166) Berg, Lulu,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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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원형(Die Urgestalt des Weibes)”에 비유하며 “왜곡할 권리가 없다”고

질타한다. 여기서 ‘Weib’의 의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67) 사회적인 여성을 의

미하는 ‘Frau’를 사용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여자의 성을 가진’이라는 뜻의

‘Weib’를 사용함으로써 룰루가 여자의 성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룰루가 만약 사회적인 여성을 의미한다면 원래 ‘여성’을 의미

하는 Frau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성을 가진’ Weib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반대로 룰루가 여자의 성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극적인 맥락에서 룰루를 여성이라 가정한다면, 이는 두 가지 방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동물들이 인간의 기지

(Genie)에 의해서 길러졌다고 소개하는데, 룰루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해 ‘여성’으로 길러질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룰루가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성(gender)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즉, 룰루의 ‘여성의 원형’은 단순히

여성의 의미를 함의하기보다 룰루의 주체가 열려있다는 극적인 의미를 나타낸

다. 이러한 룰루의 모습은 룰루가 스스로를 ‘동물(ein Tier)’적인 것(제1막 제2장

중 쉬골흐와의 대화) 그리고 ‘신동 혹은 기적의 아이(Wunderkind)’(제2막 제1

장)로 칭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달리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난다.168)

다음으로, 룰루의 주체에 의문을 들게 하는 지점은 《룰루》제1막 제1장의

화가와 룰루의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 룰루와 화가의 혼외정사 때

문에 첫 번째 남편인 골 박사가 죽게 된다. 이때 당황한 화가는 상황을 수습하

고자 룰루에게 ‘어떻게 할 거냐며 정신 차리라’고 다그친다. 이에 룰루는 ‘난 이

제 부자야(Jetzt bin ich Reich...)’라고 말한다. 첫 번째 남편이 죽자 자신이 부자

가 되었다고 좋아하는 비도덕적인 룰루의 모습은 룰루의 혼인 관계가 돈을 얻

기 위한 수단의 정략적인 결혼이었거나, 룰루에게 시민사회의 개념인 사랑이나

신뢰가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69) 이어지는 화가와 룰루의 대화

167) 극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Weib’라는 단어는 베이스의 증4도(augment 4th)
화음으로 예비되며 프롤로그 부분의 음악적 클라이막스를 이룬다. 자세한 음악분
석은 Ⅳ.2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168) 룰루의 동물적인 것에 대한 해석은 ‘2) 룰루의 다양한 이름’에서 다시 논의하기
로 한다.

169) 세기말의 시민사회는 근대 사회의 산업혁명과 금전적으로 성공한 가부장 사회의
기반이었다. 부르주아의 결혼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사가 아니라, 사업상 인수합
병이나 혹은 남성의 부를 상징하는 수단이었다. 특히 세기말의 빈 사회는 이성,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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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민 사회의 기본적 개념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화가: (그녀를소파로데리고가서곁에앉힌다.) 질문 하나 하지. 넌 진실을 말할 수 있어?

룰루: 몰라요(Ich weiß es nicht).

화가: 창조주를 믿나?

룰루: 몰라요(Ich weiß es nicht).

화가: 뭔가를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룰루: 몰라요(Ich weiß es nicht).

화가: 그럼 뭘 믿는데?

룰루: 몰라요(Ich weiß es nicht). 날 내버려 둬요! 당신은 미쳤어요!

화가: 너는 영혼이 없어?

룰루: 몰라요(Ich weiß es nicht).

화가: 사랑해본 적이 있어?

룰루: 난 몰라요(Ich weiß es nicht).

화가: (일어서며 스스로에게) 그녀는 몰라.

룰루: (꼼짝 않고) 나는 모른다구요(Ich weiß es nicht).

화가: (의사를 쳐다보며) 그는 알까….

《룰루》 제1막 제1장170)

화가는 룰루에게 진실 혹은 진리, 창조주에 대한 믿음, 맹세, 영혼, 그리고

사랑에 관해 물어보지만 룰루는 모든 질문을 부정한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진리

에 대한 인식,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맹세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화가가 질문한

사회의 개념에 대한 모든 거부는 룰루가 무(無) 자아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무 자아의 상태는 자연 그대로의 ‘정의 내릴

수 없는 본성(Natur)’ 그 자체가 룰루의 모습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171) 다

시 말해 룰루는 인간이 정의하는 어느 것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지

고 있다.

와 진보, 불굴의 인내, 자립 그리고 훌륭한 취향과 행동의 기준에 길들여진 동조 의
식이었다.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며 무질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피되었다. 이런
규칙들을 잘 따른다면 누구나 명성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척도가 무엇이든 성공은 개
인의 능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Janic and Toulmin, 『세기말 빈과 비트겐
슈타인』, 60-125.

170) Berg, Lulu, 84-85.
171) Wilhelm Emrich, Wedekind. Die Lulu Tragödie, In Benno von Wiese(Hrsg):
Das deutsche Drama II. Von Barok bis zur Gegenwart. Düsseldorf 1980.,
S.211. (김남이, 위의 글, 5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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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리브레토에 표현된 룰루는 한편으로는 비도덕적이며, 다른 한편으로

는 자아가 없는 존재로서 즉, 자아에 의해 형성되는 주체가 없는 모습을 보인

다. 룰루의 이런 모습은 여성을 자아도 없고 영혼도 없는 무의 존재로 설명했던

바이닝어의 사상과 맞닿아있는 듯하다.172) 그러나 동시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

념들을 부정하는 룰루의 모습은, 사회 규범 및 제도 안에서 양식화된 행위의 반

복을 통해 젠더가 형성되어왔으므로, 오늘날 여성의 주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의 전제와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 버틀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이라는 개념이 사회 내 젠더 관계의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주체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를 비판한다. 따라서 사회 규범 및 제도

를 부정하는 룰루의 이러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여성’이라는 주체 형성의 가능

성을, 나아가 사회 내 젠더 규제를 거부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을 통해 오페라에서 ‘룰루’는 단순히 여성의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

라 성을 초월한 인간존재로 자리매김한다.

2) 룰루의 다양한 이름173)

룰루의 젠더 주체 범주를 모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오페라에 등장하

는 남자들이 룰루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오페라의 제1막에 등장

하는 룰루의 다양한 이름은 이 오페라와 룰루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많은

혼란을 주는데, 이는 제1막 제2장의 쇤 박사와 화가의 대화에서 가장 집중적으

로 드러난다.

쇤 박사: 미뇽과 같은 출신의 사람한테 시민 사회적인 상식을 기대해선 안 돼.

화가: 누구 얘길 하는 거야?

쇤 박사: 네 부인에 대해 하는 말이야!

화가: 에바?

쇤 박사: 난 그녀를 미뇽이라고 불러.

화가: 나는 그녀를 넬리 라고 생각했는데.

쇤 박사: 골 박사가 그렇게 불렀지.

화가: 난 그녀를 에바라고 불러…

쇤 박사: 원래 이름이 뭔지는 나도 몰라.

172) Weiniger, 『성과 성격』, 409-480. 여성의 심리학 챕터 참고.
173) 룰루의 다양한 이름에 대한 문학적인 배경은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
비극 2부작』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직접 인용 시에는 각주에 해당 페이지를 명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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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그녀는 아마 알 거야…

《룰루》 제1막 제2장174)

룰루는 첫 번째 나이 많은 남편인 저명한 의사이자 교수인 골 박사에게는

생동감과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켜 줄 무용수 ‘넬리’로, 화가에게는 순결한 최초

의 여성인 ‘에바’로, 쇤 박사와 알바에게는 아름다운 여성의 이상형이자 예술적

영감을 주는 ‘미뇽’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룰루를 사랑하는 남성들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그녀를 부르는 것은 남자들이 “룰루에게서 고유의 자율적인 한 인간

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상에 따른 대상(허상)을 보기” 때문일 것이

다.175) 룰루의 다양한 이름의 유래, 그 이름에 관계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살

펴보면 남성들의 욕망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넬리(Nelly)’로서의 룰루

룰루의 첫 번째 남편은 ‘골(Goll)’ 박사로, 오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명이 이

름을 대신하여 표기된다. 첫 번째 남편인 의사는 대사가 거의 없다. 그가 룰루

를 ‘넬리’라고 부르는 장면도 등장하지 않지만, 제1막 1장에서 룰루와 화가 그리

고 제1막 제2장의 쇤 박사와 화가의 대화에서 의사 남편이 룰루를 ‘넬리’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베데킨트는 희곡에서 룰루의 첫 번째 남편의 이름인 ‘골(Goll)’을 실제 인물

에서 가져왔는데, 골(F. Goll, 1829-1903)은 스위스의 명성 있는 의사로 취리히

대학병원의 원장이자 교수였다. 물론 오페라에서 첫 번째 남편은 이름 대신 직

업명으로 불리지만, 역사·문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오페라에서 ‘의대 교수’는 희

곡에서의 ‘골’과 같은 역할을 한다.176) 첫 번째 남편인 의사와 룰루는 당시 시대

상을 반영하듯, 오페라에서 10살 이상 꽤 많은 나이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세

기말 상류 사회에서 남자들은 부와 사회적 명예가 뒷받침되어야만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린 신부를 두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177)

그렇다면 첫 번째 남편인 의사는 자신의 아내인 룰루를 왜 ‘넬리’라 불렀을

까? 트라이틀러는 ‘넬리’라는 이름은 세 가지 함의를 갖는다고 다음과 같이 설

174) Berg, Lulu, 104-105.
175) Gertrud Milkereit, “Die Idee der Freiheit im Werke von Frank Wedekind,”
(Diss. Köln, 1957), 6. (이재진, “붸데킨트의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신화적
특성,” 413에서 재인용.)

176)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11.
177) Wedekind, 위의 책, 위의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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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178) 첫째, 베르크가 오페라《룰루》를 쓸 당시 오스트리아 작곡가 막스

브란트(Max Brand, 1896-1980)의 오페라《기계주의자 홉킨스》(Maschinist

Hopkins, 1929)를 심사하였는데, 이 오페라의 여주인공 ‘넬리’는 룰루와 비슷한

인물로 남자를 통하여 신분 상승을 했다가 결국 몰락한다. 베르크는 이때 당시

브란트의 오페라를 보고 감명을 받아 ‘넬리’라는 이름을 자신의 오페라 《룰

루》에서 똑같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트라이틀러는 추정한다. 둘째, 당시

매춘부와 쇼걸이 ‘넬리’라는 이름을 종종 사용되었으므로 베르크가 이를 고려했

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트라이틀러는 베르크가 《룰루》의 리브레토 작

업을 할 당시인 1928년 6월 17일, 아내에게 쓴 편지를 근거로 그가 왜 그런 이

름을 사용했는지 설명한다. 이 편지에서 베르크는 당시 존 어스킨(John

Erskine, 1879-1951)의 소설 《트로이의 헬레나의 사생활》(The Private Life of

Helen of Troy, 1925)을 재미있게 읽었다며, 오페라 주인공 룰루를 헬레나로 해

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179) 이를 근거로 트라이틀러는 베르크가 헬레나를

룰루로 여기고, 헬레나와 관련 있는 ‘넬리’라는 이름을 룰루에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넬리’라는 이름은 엘리(Ellie) 혹은 엘라(Ella)와 같이 헬레

나(Helena)의 축소형이기 때문이다.180)

이처럼 ‘넬리’라는 이름에는 베르크가 오페라를 쓸 당시 상황과 아름다운 여

성의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다. 룰루와 첫 번째 남편인 의사와의 결혼은 사회적

인 부와 명예를 갖춘 남자와 어리고 매력 있는 여성과의 결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넬리’라는 이름은 가부장제 사회의 ‘권력의 생산물로서 여성이라

는 젠더’를 의미한다. 룰루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은 첫 번째 남편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력의 상징물이며, 만년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 마음껏 즐기는 환상을

실현해 주기 때문이다.

(2) ‘에바(Eva)’로서의 룰루

178) 더 자세한 내용은 Treitler, “The Lulu Characeter and the Character of Lulu,”
201을 참조.

179) Grun, Alban Berg Letters to H is Wife, 363.
180) 헬레나는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인물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미녀 중 한 명이다. 원래 헬레나는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였지만 트로이
왕자 파리스의 유혹에 넘어가 함께 트로이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만든다. 성현숙 외 3인, “헬레네,” 그리스 로마 신화 인물 백
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98408&cid=58143&categoryId=58143 [2017
년 9월 2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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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는 룰루의 두 번째 남편으로 희곡에서 ‘슈바르츠(Schwarz)’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남편인 ‘골’과 마찬가지로 오페라에서 직업으로 표기

된다. 원래 ‘슈바르츠’라는 이름은 아프리카 여행담이나 식민지 정책에 관한 다

수의 글을 발표했던 베른하르트 슈바르츠(Bernhard Schwarz, 1844-1901)를 모

델로 한다.181) 하지만 베데킨트는 희곡에서 슈바르츠를 무지한 인간으로 그리고

있다.182) 룰루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화가의 태도는 오페라 제3막에서

룰루가 화가에 대해 “나는 그에게 언제나 잠자리 상대일 뿐이었어요. 그는 날

사랑했지만, 나를 알지는 못 했어요”라는 대사에서 직접 드러나기도 한다.183)

화가는 처음에 첫 번째 남편이 부르는 이름인 ‘넬리’로 룰루를 칭한다. 그러

나 룰루는 자신은 ‘넬리’가 아니라 ‘룰루’라고 대답하는데, 룰루가 ‘넬리’라는 이

름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남성들이 부르는 이름이 자신의 본질 혹은 실체가 아

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넬리’라는 이름이 의사 남편이 바라는

하나의 대상물로서 룰루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화가는 룰루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에바’라고 부

르겠다고 말하며 키스하려 한다. 룰루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빠진 화가는 룰

루를 의사 부인이 아닌 자신의 여자로 대하기 시작한다.

룰루: (깨어난 듯) 나는 넬리가 아니라 룰루예요.

화가: 난 널 에바라고 부르겠어. 키스해줘 에바.

룰루: 당신 담배 냄새가 나요.

화가: 너는 왜 말을 놓지 않지?

룰루: 그건 불편해요.

화가: 점잔 빼지마.

룰루: 점잔이요? 그래야 했던 적 없는데요.

화가: 아 이제 세상일은 될 대로 되라지...

룰루: 제발 날 건드리지 말아요!

화가: 넌 아직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181)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12.
182) 극적인 의미에서 베데킨트가 화가의 이름을 ‘검다’는 뜻의 슈바르츠로 정한 것
은 미래를 검게 보는 즉, 비관적인 화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기 위함이라고 한
다. 또한, 다른 한편 화가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물이며, 룰루는 슈바르
츠를 장님, 바보라고 부른다. 슈바르츠라는 인물을 통해 베데킨트는 자연주의의
이론이나 실체에 대한 비판적인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있다. Wedekind, 위의 책,
위의 쪽.

183) Berg, Lulu,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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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 한 번도 사랑해 본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룰루》 제1막 제1장184)

화가는 룰루가 자신을 다정하게 불러주길 바라며 사랑하는 연인이 되길 요

구한다. 그는 마침내 “세상일은 될 대로 되라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룰루에게 매달린다.185) 계속되는 화가의 구애에 넘어간 룰루는 드디어

그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러던 와중 화가는 룰루에게 “넌 아직 한 번도 사랑

을 해 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며, 룰루를 자신의 이상형인 순결한 여성으로 보

고 싶어 한다. 즉, 화가는 룰루를 순수함을 간직 여성이자 자신의 육체적 욕망

과 이상을 실현해 주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화가의 태도는 룰루의 사랑

에 ‘눈이 먼’ 화가의 모습, 그리고 룰루에 대한 화가의 사랑이 룰루의 실체 보지

못하고 그가 판단을 상실하여 무지함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신화적으로 보면, 화가가 룰루를 부르는 ‘에바’라는 이름

은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브(eve)’이며, 이는 천지창조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

이다.186) 이브는 판도라와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게 되어 에덴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불행을 가져다주는 여인이다.187) 오페라에서 룰루 역시 화가에게 불행을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룰루를 순결한 여성이라고 믿었던 화가는 룰루의 지난 과

거를 알게 되자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가의 극단

적인 선택은 화가 역시 여성에 대한 순결과 정조를 강조하는 사회관습과 남성

들의 환상으로 룰루를 바라본다는 것이며, 결국 파멸로 이끈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에바’라는 이름 역시 첫 번째 남편과 마찬가지로 룰루에 대한

화가의 갈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버틀러의 관점에서 룰루를 다

루는 화가의 모습은 오페라에서 룰루의 주체가 남성들에 의해 여성이라 불리는

사회 규범과 실천을 통해 다양하게 구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페라

에서 룰루의 실체는 아무리 룰루가 자신을 룰루라고 밝혀도 남성들의 행위 결

184) Berg, Lulu, 79-80.
185) 베데킨트의 희곡에서 화가와 룰루가 벌이는 실랑이는 두 사람의 현재에 처한
상황이나 지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페라에서는 베르크가 이를 캐
논 기법으로 만들면서 극의 내용을 다수 삭제했다. 극의 내용상 화가는 자신의
여행이나 개인적인 일을 모두 제쳐두고 룰루에게 달려들어 키스를 퍼붓는다.

186) 인간의 원죄와 결부된 최초의 여인인 이브는 원래 “남자와 함께”라는 뜻이며
“삶”이나 “삶을 주는 이”라는 의미가 있다. 신화적으로 보면 판도라와 마찬가지로
불행을 가져다주는 여인이다.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12.

187) 이재진, “붸데킨트의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신화적 특성,”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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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서 대체 가능한 허상으로 점철된다.

(3) ‘미뇽(Mignon)’으로서의 룰루

룰루의 세 번째 남편인 쇤 박사188)는 앞서 의사 남편과 화가와 달리 오페라

에서 ‘쇤 박사’라는 이름으로 표기된다. 룰루와 함께 자란 쇤 박사의 아들 알바

역시 룰루를 ‘미뇽’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알바는 룰루를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

볼 때 ‘미뇽’이라 지칭한다.

‘미뇽’이라는 이름은 룰루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남자인 쇤 박사가 붙여준 이

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미뇽’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남녀 모두에게 사용되고, 사창가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남자아이에게 흔히 붙이

는 이름이다. 소녀나 소년 모두에게 붙는 이름인 미뇽은 이중적인 의미 때문에

“양성 관계를 표현하다가 호모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189) 미뇽이라는 이름의

중의적인 함의는 룰루의 본성에 남성의 모습이 내재해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오페라 안에서 룰루가 단순히 여성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만

드는 지점이다.

또한 미뇽이라는 이름은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련 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 1795)190)에 등장하는 이름이다. 빌헬름은 유랑 극단에서 남

자 옷을 입고 남자 역할을 하는 ‘미뇽’이라는 소녀를 구해준다. 이 빌헬름은 쇤

박사와 비슷한 인물인데, 쇤 박사는 알함브라 까페에서 꽃을 팔던 12살 어린 아

이 룰루를 데려와 양육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베데킨트의 룰루 역시 미뇽처럼

고향도 모르고 자신의 이름도 모른다. 이러한 문학적 배경과 마찬가지로 오페라

《룰루》에서 쇤 박사는 ‘룰루’를 역시 미뇽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그녀의 출생

과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룰루의 출생에 대한 논란은 제1막 제2장에서 쇤

188) 쇤 박사의 이름은 베데킨트 희곡의 초고에 쉐닝(Schöning)으로 표기되었다고
한다. 이 이름 또한 독일의 신문과 출판을 주름잡던 실제 인물 페르디난트 쉐닝
(Ferdinand Schöning, 1815-1883)에서 빌려온 것으로, 신문왕으로 출세하는 이야기
는 19세기 사실주의 문학에서 자주 쓰이던 소재였다. 베데킨트는 이 인물과 직접적
인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쇤(Schön)’으로 바꾸었고, 베르크는
오페라에서 이 이름을 쇤 박사(Dr. Schön)로 다시 고쳐 사용했다. Wedekind, 『地
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12.

189)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24.
190)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 1832)의 이 장편소설은

독일 문학의 고유한 전통인 ‘교양소설’의 전범이다. 이영기,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12295&cid=41773&categoryId=44396[2018년 1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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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가 화가에게 자신이 룰루를 처음 만난 때를 이야기할 때 드러난다.191)

이렇듯 미뇽이라는 이름에는 양성적인 특성과 출생에 대한 비밀이 함축되어

있다. 미뇽으로서의 룰루는 세기말 인간의 성에 대해 새롭게 제기된 인간의 양

성적 특성에 대한 발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버틀러의 관점에서 미뇽이라

는 이름의 양성적 특징은 룰루를 여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룰루를 여성

이라는 생각하는 지점에서 여성의 모습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주체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룰루가 가장 사랑하는 쇤 박사가 부르는 이름이 ‘미

뇽’이 양성적이라는 것은 룰루가 쇤 박사와의 관계를 통해 이성애 규범에 따르

는 여성이라는 젠더 주체인 듯하나, 다른 한편 여성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룰루의 출생의 근원과 존재에 대한 불분명함은 다음에 논의

할 쉬골흐와의 관계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4) ‘룰루’로서의 룰루

쉬골흐는 오페라에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물로, 룰루의 아버지

로 추정된다. 그러나 쉬골흐는 룰루에게 돈을 구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에

게 잠자리를 요구하며 애인 행세를 하기도 하는 등, 둘의 관계는 남녀 사이인지

혹은 혈연관계인지 불분명하다. 문학적으로 쉬골흐는 베데킨트의 단편 작품

『엘린의 재생』(Elins Erweckung, 1894)에서 이미 등장했던 인물로, 무(無)에

서 나타나 전쟁에서 몸을 다쳐 목발에 의지한 채 방황하는 거지로 설정되어 있

다. 이와 유사하게 『룰루-비극 2부작』에서도 쉬골흐는 성(性)이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신원이 불분명하다. 또한, 그는 윤락업의 포주로 법을 모르며 살아

가는 인물인데, 이는 쉬골흐라는 이름의 기원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쉬골

흐, “Schigolch”는 “논리적이란 뜻을 가진 Logisch”를 거꾸로 읽으면 대략 쉬골

흐”가 된다.192) 즉, 그의 이름은 논리를 뒤집고 법을 무시하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페라《룰루》에서도 쉬골흐는 정해진 직업이 없고 방황

191) 룰루의 출생에 관한 논의는 Ⅳ.3. 1)쇤 박사에 의해 기획된 ‘룰루’를 참고하

시오.
192) 쉬골흐는 베데킨트 초고에 놀테(Nolte)로 되어 있고 그 후 크로케(Krocke) 혹은
넉크(Knocke)로 바뀌었다가 쉬골흐가 되었다. Krocke, Knocke는 영어의 knocker
로 노크하는 사람, 유령, 걸인, 도둑, 유랑인, 팸푸 등의 뜻을 담고 있고 프랑스어
의 croque는 검은 남자, 무덤 지기라는 뜻을 갖는다.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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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쉬골흐의 출생 및 근원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룰루와 비

슷하다. 또한, 오페라에서 쉬골흐는 유일하게 주인공 룰루를 ‘룰루’라고 부르며

때때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쇤 박사는 쉬골흐를 룰루의 아버지로 여

긴다. 쉬골흐는 제1막 제2장에서 처음 등장하여, 화가와 결혼한 룰루에게 찾아

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축하해준다. 그리고 쉬골흐가 돈을 요구하자 룰루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돈을 준다. 다음은 제1막 제2장의 쉬골흐와 룰루의 대화

이다.

쉬골흐: 뭐가 궁금하냐고? 뭐가 궁금해?...나는 내 룰루를 현세에 남겨두고 올 바

에야 천상의 모든 기쁨을 포기하고 심판의 날까지 살려고 했어. (그녀의

무릎을 쓰다듬으며) 나의 귀여운 룰루.

룰루: 날 룰루라고 부르다니!

쉬골흐: 룰루, 아니야? 내가 언제 너를 달리 부른 적이 있니?

룰루: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더 이상 룰루라고 불리지 않아요. 내가 춤춘 지 얼

마나 오래됐죠? 지금 나는 단지...

쉬골흐: 넌 누구야?

룰루: (몸서리치며)...한 마리 동물...(ein Tier)

(전기 벨이 밖에서 울린다.)

《룰루》 제1막 제2장193)

쉬골흐가 부르는 룰루194)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Loulouette’로 ‘종달새 혹

은 귀여운 새’에서 온 것으로 ‘Loulolou’로 표기된다. 룰루라는 이름은 나폴레옹

3세 아들의 이름이기도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이름에도

193) Berg, Lulu, 93.
194) “루"로 시작되는 단어는 주로 아기들의 말인데, “니니(Nini), 가가(Gaga), 치치
(Zizi), 나나(Nana)”와 같은 이름처럼 룰루도 창녀들이 즐겨 사용한 이름이다. 에
밀 졸라의 “나나”에서는 룰루가 개의 이름으로 사용된다. 졸라의 “나나”와 붸데
킨트의 “룰루”이야기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두 여인의 이야기는 한결같
이 길거리 여인의 성장과 파멸을 그리고 있다. 룰루처럼 나나도 귀족, 언론, 기업
가, 극장, 동성연애, 카이로 등의 사건이나 인물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 두 여인은
비너스 상으로 신화적인 요소와 현실적인 특징을 한 몸에 담고 있다. 나나라는
이름은 원래 바빌로니아의 사랑의 여신인 나네아(Nanaea)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두 작품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의 성격은 현저히 구별된다. 나나는 온갖
매력을 풍기는 ‘숙명적인 여인(Femme fatale)’을 대표하고 있으며 나폴레옹 3세
시기의 퇴폐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룰루는 창녀지만 “순박
한 여인(Courtnsane innocente)”으로 현대판 기생의 운명을 지닌다.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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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룰루’라는 이름은 ‘미뇽’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양성적인 특징을 띠고

있는데 룰루가 단순히 여성만을 묘사하고 있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룰루는 쉬골흐에게 자신의 이름을 듣자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더

이상 룰루라고 불리지 않아요(Ich heiβe seit Menschengedenken nicht mehr

Lulu).”라고 대답한다. 이는 룰루가 자신의 이름을 잊은 채 아주 오래된 것으로

화가의 아내인 에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룰루가 화가

와 결혼한 상황에서 쉬골흐에게 대답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두 번째 남편인 화

가가 룰루를 육체적 욕구의 대상으로 다루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룰루의 이러한 대답은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화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베데킨트 원작의 같은 부분에서, 룰루가

자신의 이름을 “룰루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로 들린다(Lulu klingt mir ganz

vorsindtflutlich)”라고 대답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195) 여기서

“vorsindtflutlich”는 19세기 말 ‘아주 오래되었거나 낡은 것’을 표현할 때 농담처

럼 쓰던 말이자, 동시에 ‘노아의 홍수 이전’이라는 중의적인 뜻이 있다. 원래 초

고에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 이전’이란 뜻으로 “vorsündflutlich”라고 표기되어있

었다고 하는데196) 이는 룰루가 ‘룰루’라는 자신의 이름을 오래전의 것이자, 자신

의 본질을 현재에는 규정할 수 없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쉬골흐가 대화 끝에 룰루가 누구인지에 관해 묻자, 그녀는 자신이

‘동물(ein Tier)’이라고 대답한다.197) 이는 오페라에서 자신과 가장 비슷한 특징

을 지닌 사람이자 룰루의 아버지로 추정된 인물인 쉬골흐가 물어본 질문에 대

한 대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룰루는 룰루 자신 스스로를 동물이라 규

정함으로써 자신을 시민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한

다. 이러한 룰루의 동물적인 특성은 도덕과 문명 이전인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적 존재이자 원초적 존재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오페라에서

룰루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을 갖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원초적인 ‘여성’을 뜻하는 것이라 반박할 수 있

다. 하지만 룰루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때, 베데킨트

195) 이재진, “붸데킨트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신화적 특성,” 412.
196) 이재진, 위의 글, 412.
197) 프롤로그에서 동물조련사가 룰루를 “진짜 짐승, 야성의, 아름다운 짐승”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룰루의 동물적 본성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을 뜻
하며 “야성이란 곧 ‘자연’의 성질을 의미하는 ‘호모 나투라’인 룰루의 중심적 본질”
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재황, “세기 전환기 독일어권 문화 속의
새로운 인간상 ‘호모나투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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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룰루의 성을 통해 당대에 시민사회가 갖는 이중적인 도덕성과 부조리함을

비판하려 했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룰루’라는 이름은 룰루의 다양한 이름 중에서 룰루의 아버지로 추정

되는 쉬골흐가 부른 이름이자, 룰루 자신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이다. 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룰루’라는 이름이 오페라의 제목인 것으로 미루

어 보아 룰루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다. 그런데 ‘룰루’라는 이름의

기원이 양성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룰루가 단순히 표면적인 여성, 그 이상

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룰루는 ‘룰루’라는 이름이 기

원을 추적하기 힘든 아주 오래전의 자신으로 여긴다. 즉, 룰루는 자신 스스로의

본성을 현재의 시민사회의 관점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자연적인 상태의 근원적

인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룰루’라는

이름은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양성적인 의미 그리고 자연적인 의미를 함의한

다는 점에서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룰루의 다양한 이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룰루는 그녀를 소유하고자 하는

상대에 따라 에바, 넬리, 미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룰루가 하나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왜냐하면, 룰루의 모습은 각각의 남성

들에 따라 “교환 가능하고 대체 가능한 대상물”로 표현되며.198) 그녀는 “남성들이

자신의 내부에서 찾고자 하는 자아에 대한 “보충규정(Ergänzungsbestimmung)”199)으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룰루는 하나의 여성이 아니라 많은 남성이 추구

하는 ‘여성이라는 범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본 절에서 살펴본 ‘룰루’는 어느 하나로 규정지을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물이다. 먼저, 오페라 프롤로그에서 룰루는 동물적인 존재에 비유되

고, 제1막 제1장에서 룰루는 시민사회 개념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주체를 해체한

다. 이러한 룰루의 모습은 ‘여성’이라는 주체가 그 어디에서도 가정되지 않을

때, 여성의 재현이 의의가 있다는 버틀러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룰루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오페라 안에서 끊임없이 룰루의 주체 범주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여성에 대한 재현과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룰루의 다양한 이

름은 룰루가 남자들의 욕망으로부터 기원한 대체 가능한 대상물이라는 것을 보

여준다. 왜냐하면 룰루의 남편들은 남성 시민사회의 권력층으로, 룰루를 자신의

198) 이화진, “팜므파탈 Femme fatale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51.
199) Hartmut Viçon, Frank Wedekind (Stuttgart: J.B. Metzler, 1987), S. 200. (이
화진, “팜므파탈 Femme fatale 연구,” 5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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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을 실현시켜줄 대상이나 부속품 또는 교환 가능한 대체품으로 그녀를 다루

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룰루의 이름 중, ‘미뇽’과 ‘룰루’는 양성적인 특징을 띠

고 있다. 그러나 설령 룰루의 다양한 이름이 모두 단순히 여성을 가정한다 할지

라도, 룰루의 여성이라는 ‘주체’가 다양한 이름을 통해 구성되어져 가는 것을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룰루의 모습은 버틀러가 ‘여성의 모습이 실제 여

성의 주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근 로고스 중심의 규제와 실천으로부터 비

롯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결국, 룰루의 다양한 이름은

룰루의 남편들이 가진 욕망의 또 다른 표현물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오페라 《룰루》의 프롤로그와 제1막 1장에서 나타나는 룰루의 혼란스러운 모

습은 룰루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룰루의 자연적인 본성은 남성 이데올로기의 규범과 실천

을 통해 다양한 이름이라는 표현의 결과물로 드러난다. 따라서 룰루의 모호한

젠더 주체는 남성들이 부르는 다양한 이름을 통해 여성의 주체가 생성되어져

가는 “여성 자체가 과정 중에 있는 용어(woman itself is a term in process)

로”200)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오페라에서 룰루는 사회의 규범과 실천의

효과로 표현되는 과정-중의-룰루로 해석할 수 있다.

200) Butler, 『젠더 트러블』,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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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화된 음악어법을 통해 구현되는 ‘룰루’

앞 절에서는 리브레토를 중심으로 룰루의 ‘젠더 주체 범주’가 하나의 단일

범주로 규정될 수 없으며, ‘과정-중의-주체’(subject in-process)로 구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201) 그렇다면 음악적으로 룰루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가? 버틀러는 젠더를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a stylized repetition of acts)을

통해서 시간 속에 희미하게 구성되고 외부 공간에 제도화되는 규정할 수 없는

젠더 정체성(an identity)”으로 설명한다.202) 이러한 버틀러의 주장이 음악어법

에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을까? 본 절에서는 《룰루》의 음악 어법에 따른 극

적 의미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음렬과 유도 악구 등 룰루의 특징적인 음악 요소

를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203)

1) 극적인 의미를 반영한 《룰루》의 음악 형식204)

베르크는 오페라를 작곡하기 전에 리브레토 작업에 먼저 착수하였고 2개의

희곡을 1개의 오페라로 만들기 위해 고심하였다. 1930년 8월 7일 쇤베르크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베르크는 베데킨트의 희곡에 따라 막을 나누지 않고 “계

획적으로 제2막 제2장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시작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으

로) 합쳐지도록” 하였고, “베데킨트의 희곡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오페라를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205)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듯 “오페라 《룰루》에서 각 막의 주요한 형식적 요소

는 극적 아이디어를 재현”하고 있다.206) 먼저, 제1막은 소나타형식으로 룰루가

201) Salih,『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86.
202) Butler, Gender trouble, 140; 『젠더 트러블』, 349.
203) 이 절에 사용되는 음악분석은 George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Berkley and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펄은 베르크 연구의 대가로 작곡가이자 음악 이론
가로, 1968년에 알반 베르크 협회(Alban Berg Society)를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그리고 레드리히 (Hans F. Redlich)와 공동 설립했다. 베르크에 관한
펄의 중요한 연구는 오페라 《룰루》의 제3막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Berg의 마
지막 연인에 관한 비밀 표제가 서정 모음곡(Lyric Suite)에 있다는 것을 밝힌 것
이다.

204)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73-74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오페라 룰루의 형식은 베르크가 오페라 악보에 모두 일일이 표기하고 있어 형식 분
석이라기보다는 베르크가 악보에 표기해 놓은 형식을 정리해놓은 형태에 가깝다.

205) Brand, Hailey and Harris, The Berg-Schönberg Correspondence,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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쇤의 약혼을 파혼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장면과 룰루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쇤 박사의 무능력함이 소나타의 종결 테마로 상징화된다. 제2막은 론도형식으로

룰루에 대한 알바의 사랑과 열정을 묘사하고, 제3막은 주제와 변주곡형식으로

변주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쇠락해가는 룰루 인생의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

러한 방식으로, 오페라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형식적 요소는 극의 내용 및 등장

인물의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나아가 드라마의 전체적인 구조와 세세한 뉘

앙스까지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07)

막 주요형식 마디

1막

소나타-알레그로

악장

(Sonata-Allegro

movement)

제시부(Exposition):2장 mm.533-668

발전부(Development):3장 mm.1209-1288

재현부(Recapitulation):3장 mm.1289-1361

2막
론도(Rondo)

제시부(Exposition):1장 mm.243-336

중간부분(Middle division): 2장 mm.1001-1058

재현부(Recapitulation):2장 mm.1059-1065

3막

주제와 변주

(Theme and

Variation)

콘체르탄테 코랄 12 변주(Concertante Chorale

12 Variations): 1장
mm.83-230

4 Variation on the tune of the Procurer's

Song: Interlude
mm.693-736

주제와 4변주(Theme and 4 Variation): 2장

주제(Theme)
mm.737-752

mm.824-842

변주2(Variation2) mm.1024-1047

변주3(Variation3) mm.1110-1122

변주4(Variation4) mm.1008-1016

[표 4-2-1] 간략하게 정리한 《룰루》의 전체 형식208)

206) George Perle, “Lulu: The Formal Design,”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17/2 (1964), 181.

207) 오페라의 내용에 따른 구분과 막의 관계는 선행연구 부분에서 제시하였고 형식
에 따른 분류는 마디와 정확한 막의 관계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 형식과 막의 유
기적인 관계는 오페라의 형식 구분을 참조할 것.

208) 이 표는 오페라의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보여준다. 소나타형식 중 제
시부는 제1막 제2장부터 시작되고 발전부와 재현부는 제3막 제1장에 해당한다. 그
리고 쇤의 죽음을 알리는 소나타 재현부는 제2막 제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된다.
론도형식은 제2막 제2장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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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오페라에 사용되는 소나타, 론도, 변주곡은

기악곡 형식이지만, 극의 내용에 맞추어 선율 주제의 제시와 반복이 등장인물의

음악을 통하여 치밀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1막에서 쇤 박사는

소나타 제시부의 첫 주제 선율을 부르고 소나타 제시부의 두 번째 주제는 룰루

와 쇤 박사의 대화가 나오는 부분으로, 춤곡 양식인 가보트가 사용된다.209) 또

한, 음악적 형식은 각 막에서 다른 형식과 교차되면서 사용된다. 각 막의 큰 구

조를 이루는 소나타, 론도, 변주곡형식 안에 캐논, 아리에타, 카바티나 같은 형

식이 중간 중간 삽입되면서 원래의 기악곡 형식이 와해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

로는 극적 내용의 전달과 음악 어법이 조화를 이룬다.

(1) 프롤로그와 제1막

오페라는 동물 조련사가 전체 등장인물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이후 제1막

제1장의 서주, 캐논과 코다(Introduction, Canon and Coda)는 룰루를 유혹하기

위해 쫓아다니는 화가와 룰루의 쫓고 쫓기는 사랑의 놀이를 묘사한다. 원래 캐

논이 카치아(caccia)210)라는 사냥 음악에서 유래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베르크가

음악형식을 남녀의 구애장면에 사용한 것은 극적인 내용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의 소나타형식은 제1막 제2장부터 사용되며 룰루와 쇤 박사의 관계를

상징한다. 소나타의 첫 주제는 룰루가 쉬골흐를 집에 들이는 것을 혐오하는 쇤

박사의 노래 “내가 당신 남편이라면, 그런 인간을 나한테 얼씬도 못 하게 했어

(Wenn ich Ihr Mann wäre, käme mir dieser Mensch nicht über die

Schewelle)”로 시작한다. 소나타 제시부의 경과구는 마디 554-586 부분으로, 쇤

박사는 룰루의 두 번째 남편이 된 화가에게 룰루의 과거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

에 대해 노래한다. 소나타형식의 2주제는 춤곡 형식인 가보트와 뮈제트(Gavotte

and Musette)로, 쇤 박사가 룰루와 내연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내용에 맞춰 사

용된다. 이와같이 소나타형식은 극의 내용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제1막 제2장과 제3장은 쇤 박사와 룰루의 사이의 언쟁을 묘사한다. 여기서

209) 베르크의 이러한 음악어법에 대해 트라이틀러는 음악의 형식이 베데킨트가 극
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느낌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Treitler, “The Lulu Character and the Character of Lulu,” 190.

210) 카치아는 ‘사냥’을 의미하는데, 한 성부를 다른 성부가 쫓는 것을 가리킨다.
Donald J. Grout, Claude V. Paslica, J. Peter Burkholder, A H istory of Western
Music 7th Edition, 민은기, 오지희, 이희경, 전정임, 정경영, 차지원 역 『그라우
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 (상)』 (서울: 이앤비플러스, 2009),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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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의 제시부와 재현부가 오페라의 제1막과 제2

막이라는 더 큰 형식적인 단위와 연관되어 극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소나타형식의 재현부는 제1막 제3장과 제2막 제1장에 걸쳐 나타난다. 즉, 소나

타형식이 오페라의 막 보다 한 층위 높은 곳에 존재하면서 기악 형식의 하위에

오페라의 막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진다.

막 번호 주요 형식 마디

소

나

타

제

시

부

제1

막

제2

장

No.10 듀엣티노(Duettino) mm.416-457

No.11 실내음악(Chamber Music) mm.463-530

No.12 소나타(Sonata): 제시부(Exposition)

주요주제(Principal Theme) mm.533-553

연결구(Bridge) mm.554-586

종속주제(Subordinate Theme):

가보트와 무제트( Gavotte and Musette)
mm.587-614

종결주제(Closing Theme) mm.615-624

반복(Reprise)

주요주제와 연결구(Principal Theme and Bridge) mm.625-649

종속주제(Subordinate Theme) mm.650-665

종결주제(Closing Theme) mm.666-668

No.13 모노리드미카(Monoritmica) mm.669-957

1막

간주곡 2/3장
No.14 mm. 958-992

발

전

부 제1

막

제3

장

No.15 래그타임(Ragtime) mm.992-1020

No.16 안단테(Andante) mm.1020-1040

No.17 영국풍 왈츠(English Waltz) mm.1040-1094

No.18 레치타티보(Recitative) mm.1095-1112

No.19 코랄(Chorale) mm.1113-1154

No.20 서주와 6중주(Introduction and Sextet) mm.1155-1208

No.21
소나타형식 발전부(SONATA:

DEVELOPMENT)
mm.1209-1288

재

현

부

재현부(RECAPITULATION)

주요주제(Principal Theme) mm.1289-1298

연결구(Bridge) mm.1299-1303

종속주제(Subordinate Theme) mm.1304-1355

(소나타형식의)종결주제(Closing Theme) mm.1356-1361

재

현

제2

막

No.22 레치타티보(Recitative) mm.1-39

No.23 아리에타(Arietta) mm.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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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제1막 제2장부터 등장하는 소나타형식

소나타의 발전부는 제1막 제3장에서 쇤 박사와 룰루의 대화로 다시 시작한

다. 이 부분은 쇤 박사가 룰루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룰루에

게 복종하며 그의 약혼녀에게 약혼을 파기하는 편지를 쓰며 제1막을 마치는 내

용이다. 그리고 소나타의 재현부는 제2막 제1장에서 룰루의 승리를 더욱 극적으

로 묘사한다. 이처럼 《룰루》의 음악적 형식은 극적 내용에 맞추어 사용됨으로

써 등장인물의 대화와 오페라의 내용에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형식과 내용의

밀접한 관계에 따라 음악적인 소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와 같이 극적

인 내용을 양식화된 음악어법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베르크는 “드라마를 무대의

현실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음악 그 자체가 최대로 발휘”할 수 있

는 자신의 음악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211)

(2) 제2막

오페라 제2막의 론도형식은 룰루에 대한 알바의 사랑을 묘사한다. 론도형식

은 제2막 제1장의 마디 243부터 시작하는데, 론도형식의 선율 제시 부분에서 알

바는 서정적인 선율로 노래하며 룰루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순환하는 구조를 가

진 론도의 특징을 이용하여 베르크는 ‘뚜물투오소(Tumultuoso)’라는 음악적인

부분을 활용한다. ‘뚜물투오소’는 스페인어로 “난잡한 떠들썩한 소리”212)라는 뜻

으로 조연이 등장할 때마다 오페라 《룰루》 제2막의 배경음악으로 삽입된다.

뚜물투오소는 룰루와 알바 대화사이에 음악적 에피소드가 출현하는 방식으로

론도형식의 주제 사이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코랄 테마를 활용한 뚜물투오소에

서는 ‘음식을 시중드는 시종’의 선율을 반주하면서 론도의 제시부 두 번째 부분

211) Alban Berg, “Opernproblem,” Neue Musik-Zeitung 49, Heft 9 (Stuttgart, 1928),
오희숙 역 “알반 베르크,” 『음악미학 텍스트』, 한독음악학회 역 (부산: 세종출판사,
1998), 422.

212) 민중서림, 스페인어 사전,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출판원 자료 제공,
http://spdic.naver.com/#/entry/esko/2964158 [네이버 스페인어 사전 2018년 1월 18
일 접속].

부

반

복

제1

장

No.24 카바티나(Cavatina) mm.61-88
No.25 앙상블(Ensemble)

주요부분(Principal Section) mm.94-172
캐논(Canon) mm.173-194
레치타티브(Recitative) mm.195-200
재현부(Recapitulation) mm.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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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율 진행을 방해한다. 뚜물투오소는 제2막 제1장에서만 총 6번 출현하면서

론도형식의 흐름을 반복하거나 중단한다.

[표 4-2-3] 제2막 제1장의 론도형식, 제시부

결정적으로 론도형식이 중단되는 곳은 제2막 제1장의 마지막 부분이다. 여기

서 론도형식이 중단되고 쇤 박사가 룰루에게 권총 자살을 하라고 협박하는 긴

아리아가 시작되며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이 부분은 쇤 박사의 아리아와 룰루의

리트(Lied) 형식으로 표현된다. 다섯 절로 구성된 쇤 박사의 아리아의 절 사이

사이에서, 룰루는 ‘룰루의 리트(Lied der Lulu)’를 노래한다. 이 노래는 룰루의

첫 번째 남편인 골 박사의 죽음과 두 번째 남편인 화가의 죽음에 대해 룰루가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쇤 박사는 룰루에게 스스로 자살할 것

을 요구하며 아리아의 마지막 절을 부르는데, 이 아리아에 제2막의 론도형식 사

이에 삽입되었던 뚜물투오소가 등장한다. 뚜물투오소의 어수선한 음향을 가진

주제가 연주되는 가운데 룰루가 쇤 박사를 향해 쏘는 5발의 총성이 들리며, 쇤

막 넘버 형식이름 마디

론

도

형

식

제

시

부

와

에

피

소

드

제

2막

제

1장

No.26
론도(Rondo): 제시부(Exposition)
주요테마(Principal Theme, Part1) mm.243-249

No.27

코랄테마(Chorale Theme)

첫 번째 반복(First Restatement)

cf.No.19,

mm.1113-1122

mm.250-261

연결테마(Bridge Theme) mm.262-267

종속주제(Subordinate Theme) mm.268-273.

No.28
뚜물투오소(Tumultuoso) m.274

종속주제(Subordinate Theme) mm.275-280

No.26

주요테마 파트 2(Principal Theme, Part 2) mm.281-286,

코랄테마(Chorale Theme)

두 번째(Second Restatemen)

뚜물투오소(Tumultuoso)

mm.287-297

m.294 코랄 테마에

삽입

No.27
주요테마 파트 2(Principal Theme, Part 2) mm.298-306

연결구(Transition) mm.306-309

** 뚜물투오소(Tumultuoso) mm.310-317

마무리 테마(Concluding Theme) mm.318-328.

코데타(Codetta) mm.32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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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는 ‘알바’를 외치며 죽어간다.

[표 4-2-4] 제2막 제1장의 쇤 박사의 아리아에 삽입된 룰루의 리트

이 부분에 사용된 소나타형식과 론도형식은 룰루가 부르는 카바티나와 아리

에타 등의 성악 양식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크며 논리적인 구조를 보인다. 즉

남자 주인공들에게 더 큰 규모의 음악 형식을 사용한 반면, 룰루를 상징하는 음

악 형식은 전체적인 오페라의 형식 구조 안에서 부분적인 역할을 한다.213)

쇤 박사의 죽음 후에 제2막 제1장과 제2장 사이에는 무성영화가 삽입된다. 20

세기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오페라는 룰루의 체포, 재판, 투옥, 탈출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영화음악은 앞뒤가 똑같은

순환구조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간주곡으로 오페라의 전환점 역할을 한다. 오페

라의 원작인 「대지의 정령」이 끝나고, 콜레라의 감염, 병원 탈옥에서 「판도라

의 상자」가 시작된다. 오페라의 2부 「판도라의 상자」는 영화음악 2부부터 시

작하지만 1부와 음악적으로 연결되어 마치 1개의 작품인 것처럼 연주된다.

213) Dave J. Headlam, The Music of Alban Ber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6), 311.

막 넘버 형식이름 마디

론

도

의

중

단

제2막

제1장

뚜물투오소(Tumultuoso) mm.338-379

No.29

**

서주와 아리아(Introduction and Aria)

서주(Introduction) mm.380-386

1절(1st Strophe) mm.387-400

2절(2nd Strophe) mm.401-415

뚜물투오소(Tumultuoso) mm.416-420

3절(3rd Strophe) mm.421-441

4절(4th Strophe) mm.442-490

No.30
룰루의 리트(Lied der Lulu) mm.491-538

5절(5th Strophe) mm.539-552

** 뚜물투오소(Tumultuoso) mm.553-604

그라베와 연결구(Grave and Transition) mm.605-619

No.31 아리에타(Arietta) mm.620-651

2막간주곡 No.32 오스티나토(Ostinato) mm.6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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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오페라의 1부와 2부에 무성 영화의 내용과 음악

오페라의 제2막 제2장은 극의 전개상 「판도라의 상자」 후반부의 시작이지

만 음악적으로는 제2막 제1장의 론도형식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는 어수선한

음향을 표현하였던 뚜물투오소가 사라지고, 탈옥 후에 쇠약해진 룰루가 오페라

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른다.214) 이는 곧바로 알바의 서정적인 사랑의

고백을 담은 론도형식의 중간 부분(Middle Division)으로 이어지고 론도의 재현

부에서 알바는 룰루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가(Hymm)로 끝을 맺는다. 탈옥 후에

룰루와 알바가 나누는 사랑의 대화는 음렬과 조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오페

라에서 음악적인 절정을 이룬다.

214) 룰루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부분은 ‘룰루의 등장 음악(Lulu's Entrance
Music)’인데 이 부분은 오페라의 선율 중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받으며, 특
히 룰루의 고음 아리아가 돋보인다. 이 음악은 이후 룰루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도 동기(라이트모티브, Leitmotif)처럼 반복되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의 분석은 룰루의 유도 악구(라이트섹티온, Leitsektion)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내용 마디
영화음악 1부 룰루의 체포, 재판 투옥 mm. 656-687

2부 「판도라의 상자」(Die Büches der Pandora)

영화음악 2부
1부의 음악을 역행하여

콜레라의 감염, 병원, 탈옥
mm. 687-718

Curtain Music

커튼뮤직
mm. 71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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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제2막 제2장 론도형식의 중간부와 룰루의 등장 음악

(3)제3막

제3막은 서커스 음악으로 시작하며 파리 화려한 사교계의 다양한 인간군상이

펼쳐진다. 프롤로그에서 동물조련사가 등장할 때 나왔던 서커스 음악이 다시 나

오며,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노래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융

프라우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모두 미래에 큰 부를 거머쥘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다.

제3막의 주요형식은 변주곡형식이다. 제3막 제1장의 변주는 듀엣 1과 콘체르

탄테 코랄 주제와 12개의 변주곡(DuetⅠConcertante Chorale Variations)으로 극

의 내용을 전개한다. 변주곡이 진행될 때마다 룰루의 몰락이 그려지는데, 이 변

주곡 역시 여러 에피소드로 중단된다. 그중에서 마르퀴즈가 부르는 뚜쟁이의 노

래(Procurer's Song)는 룰루를 이집트 사창가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부르

는 노래이다. 뚜쟁이의 노래는 성악 선율과 함께 색소폰이 함께 유니슨으로 연주

막 넘버 형식이름 마디

론

도

형

식

제2

막

제2

장

No.37

론도(Rondo: Middle Division)
시작 부분에 기초를 둔 종속 테마와 룰루의 등장 음

악 마무리(Subordinate Theme, reprise framed by

beginning and conclusion of Lulu’s Entrance

Music)

mm.1001-1015

대조부분(Contrasting Section):

a.초상화 화음에 기초한 첫 번째 에피소드(First

episode, based on Picture Chords7)

mm.1016-1029

b.룰루 등장음악에 기초를 둔 두 번째 에피소드

(Second episode, based on Lulu’s Entrance

Music)

mm.1030-1037

종결테마, 변주곡(Concluding Theme, Variation) mm.1038-1047

코데타(Codetta) mm.1048-1058

No.38

론도(Rondo): 재현부 (Recapitulation)
주요테마, 캐논으로 된 파트 1 (Principal Theme,

Part1 with Canon)
mm.1059-1065

연결테마(Bridge Theme) mm.1065-1068
주요테마, 파트2(Principal Theme, Part2) mm.1069-1074
종결테마(Concluding Theme) mm.1075-1079
룰루의 등장음악에 기초를 둔 코다(Coda based

on Lulu’s Entrance Music)
mm.1080-1087

뮤제트(Musette) mm.1087-1096
찬가(Hymm) mm.109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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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관능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반주에서는 베데킨트가 작곡한 류트노래

(Lautenlied)가 대위적으로 진행된다. 이 뚜쟁이의 노래 선율은 반음계 형태로 조

성 없이 노래되지만 반면 베데킨트의 류트노래는 조성감이 뚜렷한 선율로 진행

된다.

[표 4-2-7] 제3막 제1장의 콘체르탄테 코랄과 변주곡, 뚜쟁이의 노래와 변주곡

제3막 제1장의 후반부는 앙상블의 음악으로 다시 카지노에서 시작한다. 제3

막 후반의 특징은 음렬로 된 군중들의 합창과 룰루와 게슈비츠 듀엣이 대비된

다는 것이다. 시끄럽고 서로 충돌하는 소리는 긴박감을 자아내며 룰루가 앞으로

막 넘버 주요형식 마디

제3막

제1장
No.43

듀엣 1, 콘체르탄테 코랄 변주곡(Duet, Concertante

Chorale Variations)

변주곡 1(Variation1) mm.83-88

에피소드1(Episode1): mm.89-98

변주곡 2(Variation2) mm.99-102

에피소드 2(Episode2):

뚜쟁이의 노래(The Procurer’s Song) mm.103-118

열정적으로(Appasianato) mm.119-124

룰루의 리트(Lied de Lulu) mm.125-145

변주곡3(Variation 3) mm.146-149

에피소드3(Episode3): 레치타티브처럼(Quasi recitative) mm.150-153

변주곡4(Variation4) mm.154-157

에피소드4(Episode4):

영국 왈츠(English Waltz) mm.158-171

뚜쟁이의 노래(The Procurer’s Song) mm.172-175

열정적으로(Appasianato) mm.176-181

변주곡5(Variation5) mm.182-187

변주곡6(Variation6) mm.188-191

변주곡7(Variation7) mm.192-199

변주곡8(Variation8) mm.200-207

변주곡9(Variation9) mm.208-215

변주곡10(Variation10) mm.216-223

변주곡11(Variation11) mm.224-227

변주곡12, 스트레타(Variation12, Stretta) mm.22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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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할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 어수선한 분위기로 그려진다. 제3막 제1장 중

가장 극적인 사건은 융프라우 주식이 폭락하면서 룰루가 전 재산을 잃는 것이

다. 베르크는 제3막 제1장의 중반부인 마디 300 정도 까지만 작곡하고 완성하지

못하여 이후는 체르하가 작곡했다. 체르하는 베르크가 즐겨 사용하는 대칭 구조

를 사용하고 주제 선율의 변주 형태로 제3막의 제1장과 제2장의 간주곡을 만들

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3막 제1장은 마르퀴즈의 뚜쟁이의 노래(The

Procurer’s Song)가 4개의 변주곡으로 확장되면서 제3막 제2장으로 넘어간다.

[표 4-2-8] 제3막 제1장의 판토마임과 간주곡에서 나타나는 변주곡형식

막 넘버 형식 마디

제3막

제1장

No.44

앙상블Ⅱ(Ensemble)
A.서커스음악(Circus Music)
a.반복(Refrain) mm.231-243
b.“모두가 돈을 벌어”(“Alle Welt gewinnt”) mm.244-252
B. 대조부분(Contrasting Section) mm.253-261
C. 반복(Refrain) mm.261-294

No.45 듀엣Ⅱ(DuettⅡ) mm.294-352

No.46 판토마임(Pantomime) mm.353-369

No.47 듀엣Ⅲ(DuettⅢ) mm.370-469

No.48 솔로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카덴짜 mm.470-498

No.49 셰나(Scena) mm.499-563

No.50

앙상블Ⅲ(Ensemble)

A. 서커스 음악(Circus Music) mm.564-597

B. 오스티나토(Ostinato) mm.598-607
C.서커스 음악(Circus Music)
a.연결구 (Transition) mm.608-613
b.“모두가 돈을 잃어”(“Alle Welt verliert”) mm.614-622
D.대조부분(Contrasting Section) mm.623-633
E.서커스 음악(Circus Music) mm.633-651

No.51 멜로드라마(Melodrama) mm.652-673

No.52 레치타티브(Recitative) mm.674-692

3막

간주

곡

No.53

뚜쟁이 노래에 기초한 4개의 변주곡(Four

Variations on the tune of the Procurer’s

Song)

mm.6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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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막 제2장은 셰나Ⅰ(ScenaⅠ)215)라는 ‘장면 음악’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장

면은 매춘을 하는 고객의 등장에 따라 베데킨트가 직접 작곡한 ‘류트노래’의 주

제가 배럴 오르간으로 연주된다. 이 류트노래가 제3막 제1장에서는 반주로 사용

된 것과 달리, 제3막 제2장에서는 명확한 주제 선율로 쓰인다. 특히 베데킨트의

주제는 쉬골흐와 알바가 대사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배경음악으로 연주된다.

베데킨트의 ‘고백’이라는 류트노래는 시민사회의 도덕관을 비판하고 육체적 해

방과 자유로운 성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알바와 쉬골흐는

룰루가 매춘으로 벌어 온 돈에 기대어 살아간다. 룰루가 자신의 몸을 팔아 남성

에게서 번 돈으로 다시 쉬골흐와 알바를 먹여 살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장면에

서 사용되는 베데킨트의 음악은 결국 룰루가 가부장제 시민사회의 희생양이라

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룰루의 매춘 고객들이 등장할 때 룰루의

남편이 등장했던 음악이 다시 연주되면서 음악적인 반복과 대칭 구조를 보여주

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제3막의 변주곡형식은 룰루의 모습을 양식화된 음악 어법

으로 표현함으로써 룰루가 몰락해가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215) 셰나는 라틴어 ‘scaena’에서 유래한 단어로, 오페라에서 무대, 무대 위에서 장면의
재현, 그리고 막의 구분을 의미하기도 한다. 흔히 ‘장면 음악’이라고도 번역되는 셰나
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있는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recitative accompagnato)에서 발
전된 것으로, 극의 내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악형식의 일종이다. Jack Westrup,
“Scena,” Grove Music Online, http://libproxy.snu.ac.kr/www.oxfordmusic
online.com/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
0-e-0000024721?rskey=TbMWJD&result=1 [2018년 1월 19일 접속].

막 넘버 형식 마디

제3

막

제2

장

No.54

셰나Ⅰ(ScenaⅠ)
A.멜로드라마, 파트1(Melodrama, Part1):

테마(Theme)(배럴 오르간 음악,Barrel Organ

Music)

mm.737-752

B.멜로드라마, 파트2(Melodrama, Part2) mm.753-767
C.룰루와 교수, 첫 번째 입장(Lulu and Professor, 1st

entrance)
mm.768-823

No.55

셰나Ⅱ(ScenaⅡ)
A.멜로드라마, 파트1(Melodrama, Part1): 테마(Theme)

(배럴 오르간 음악, Barrel Organ Music)
mm.824-842

B.멜로드라마, 파트2((Melodrama, Part2) mm.843-849
C. 룰루와 교수 두 번째 입장(Lulu and the Professor

2nd entrance)
mm.850-869

No.56 연결구(Transition) mm.87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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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룰루의 몰락을 묘사하는 제3막 제2장의 변주곡형식

(4) 룰루의 음악형식

   오페라에서 주인공 ‘룰루’가 노래하는 형식은 바로 리트(Lied)형식이다. ‘룰

루’가 부르는 리트는 룰루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하

다. 주인공 룰루는 오페라 전체에 걸쳐 리트 두 곡을 부르는데, 먼저 첫 번째

리트는 제2막 제1장에서 쇤 박사가 룰루에게 권총 자살을 하라고 협박할 때 지

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노래고, 두 번째 리트는 제3막 제1장에 마르

퀴즈가 룰루를 이집트 사창가로 팔려고 할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와 자신

의 존재 가치를 설명하는 노래다.

리트는 소규모의 성악 양식이지만 룰루의 노래가사는 극적으로 의미가 크다.

리트 두 곡의 내용은 룰루가 단지 수동적인 여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상황을 개척하는 능동적인 모습, 즉 자기 존재의 의식이 뚜렷한 면모를 보

인다. 그러나 락헤드는 룰루의 리트를 룰루의 ‘진정한’ 음악적 구현이라기보다는

룰루의 삶에서 최근의 일을 소리로 묘사하는 콜라주라 평가한다.2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의 리트가 오페라에서 룰루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이유는 음악적으로 오페라 전체의 기본 음렬과 룰루를 상징하는 P5 음

렬이 사용되어 음악적으로도 룰루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216) Lochhead, “Lulu’s Femine Performance,” 241.

No.57 현악4중주(Quartet) mm.888-1024

No.58

셰나 Ⅲ(ScenaⅢ)
A.변주곡(Variation) mm.1024-1047
B.멜로드라마(Melodrama) mm.1048-1057
C.룰루와 흑인(Lulu and Negro) mm.1058-1109

No.59

셰나Ⅳ와 피날레(ScenaⅣ and Finale)
A.변주곡 Ⅲ (VariationⅢ) mm.1110-1122
B.연결구(Transition) mm.1123-1145
C.음의 길이를 충분히(Sostenuto) mm.1146-1187
D.룰루와 잭(Lulu and Jack): 아다지오 파트 1(Adagio

Part1)
mm.1188-1234

E.아다지오, 파트2(Adagio, Part2) mm.1235-1278

F.노뚜르르노(Notturno) mm.1279-1291

G.느리고 폭넓게(Largo) mm.1294-1314

H.느리고 장중하게(Grave) mm.1315-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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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의 리트(Lied der Lulu)

“만약 사람들이 날 위해 자살했다고 해도 그게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내가 왜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했는지 아는 것처럼, 당신은 왜 당신이 나를 부인으

로 맞이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당신의 가장 친한 친

구들을 속였지만, 당신 스스로를 속일 순 없었어요. 내가 당신의 노년을 희생시킨

다면, 당신은 나의 젊음을 가졌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날 나 자신

과 다른 무엇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룰루》제2막 제1장217)

룰루가 제2막 제1장에서 노래하는 리트 가사에서 룰루는 남편들의 죽음과

자신의 가치가 무관하며, 쇤 박사의 위선적인 행동과 이중성을 폭로한다. 더 나

아가 룰루는 자신 그 자체의 존재이며 아무것도 되지 않으려고 했다며 룰루의

고유 음렬로 노래한다. 리트를 노래하는 룰루의 모습은 마치 남성 시민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는 해방된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17) Berg, Lulu,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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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1] 제2막 제1장 룰루의 리트

오페라를 구성하는 주요형식과 룰루의 음악 형식의 관계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룰루’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오페라의 막을 구성하는 형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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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부분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글리는 룰루와 남자주

인공들의 음악 형식 관계가 여러 함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218) 먼저, 남자

주인공의 음악적 형식은 룰루가 노래하는 성악 양식에 비해 훨씬 ‘지적’이고 전

통적인 기악형식을 사용한다. 즉, 쇤의 소나타형식 그리고 알바의 론도형식은

논리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을 강화시킨 발전적인 형식인 반면, 룰루의 리트, 칸

초네타 성악 형식은 폐쇄적이고 논리적 발전이 없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다음으

로, 룰루의 몇몇 성악 양식의 아리오소와 아리에타는 초기 이태리 오페라에서

기원한 것으로 역사가 긴 것에 대비해, 쇤의 소나타형식은 최근 음악 형식으로

역사가 더 짧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룰루가 노래하는 17세기의 성악 형식은 룰

루의 태고적 신비를 표현하고, 쇤 박사가 노래하는 18세기 기악양식은 시민사회

의 논리와 이성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룰루》의 음악 형식에 대한 페글리의 비평은 룰루가 팜므파탈이라

는 관점 그리고 룰루와 쇤 박사 및 알바의 음악적 형식의 기원과 유래를 들어

그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219) 왜냐하면 팜므파탈이 표현하는 여성성이 “남성

들이 욕망하는 집단적 환상”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성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보

다 “하나의 고정관념 속에 형상화시키려는 남성사고의 은유”이기 때문이다.220)

이러한 면에서 작품의 내부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작곡가 베르크가 표현하는 룰

루 음악형식은 당시 빈의 남성 중심사회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곡 당시 베르크는 여성 혐오적이고 남성 우월주의가

짙은 바이닝어의 사상에 심취했으므로, 작곡가가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룰루를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룰루》를 작품

내부가 아닌 시대적 배경에 관한 거시적 관점에서 버틀러의 시각으로 독해한다

고 할 때, 작곡가 베르크가 남자주인공들과 룰루의 음악형식을 다르게 사용한

것은 다분히 베르크의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221) 물

론 이러한 해석이 다소 비약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용

하는 음악용어 및 곡을 써가는 방식이 남성 우월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218) Pegley, “Femme fatal and Lesbian Representations in Alban Berg's Lulu,”
259-260.

219) 팜므파탈에 대해서는 Ⅳ.3에서 더 자세히 논하기로 하겠다.
220) 이화진, “팜므파탈Femme fatale 연구,” 5.
221)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시오. John Shepherd, “Music and
Male Hegemony,” Music and Society: The Politics of Composition,
Performance and Reception. ed. Richard Leppert and Susan McCl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15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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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을 것이다.

2) 《룰루》음렬의 다양한 특징222)

베르크는 등장인물과 극의 내용에 관련 있는 음렬을 만들기 위해 매우 독특

한 음렬을 고안하였다. 베르크의 베데킨트 수용을 연구한 스타인은 오페라《룰

루》에 사용된 12음 기법이 오페라의 전체에 사용되는 기본 음렬과 기본 음렬

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 및 활용된다고 지적하면서 음렬이 베르크만의 “창의적

인 기법”이라고 평가한다.223) 그리고 베르크의 음렬은 쇤베르크의 음렬과 달리

“특징적인 멜로디의 윤곽”이 중요한데224) 이러한 선율의 윤곽은 음렬이 전회

(inversion)225)되더라도 그 정체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펄은

오페라에 등장하는 특정한 음정관계를 음군으로 묶어 기본체(Basic Cell)226)227)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음악적 특징은 룰루가 등장할 때, 음렬이 반복

적으로 출현하면서 오페라의 내용과 함께 룰루를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22) 룰루의 음렬 분석은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의 4장 “The Musical
Language of Lulu”를 참고하였고 직접 인용 시에는 따로 페이지수를 표시하였다.

223) Stein, “Lulu: Alban Berg's Adaptation of Wedekind,” 234.
224)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85.
225) ‘Inversion’이라는 단어는 ‘정반대’ 혹은 ‘역’의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이때 ‘정
반대’ 혹은 ‘역’이라는 뜻은 마치 거울에 비쳤을 때 보이는 것과 같이 좌우 반대
의 상을 말한다. 이러한 ‘Inversion’의 현상을 음악에서는 전회라는 용어로 설명한
다. 안소영, 『무조음악 분석』 (서울: 심설당, 2008), 96.

226) “기본체(Basic Cell)”는 펄이 Serial Composition and Atonlaity에서 사용한 용
어로 보통 작은 음정 관계로 이루어진 단위를 뜻한다. 이 기본체는 그 구성요소
의 변형, 음정 관계의 다양한 형태의 이도(transposition) 자유로운 결합, 혹은 독
립적인 세부사항의 연관을 통해서 확장되어 사용된다. 기본체는 고정된 음정 관
계의 작은 집합(microcosmic set)의 종류로서 화음(Chord)과 선율적 음형
(melodic figure) 혹은 선율과 화음이 동시에 결합한 형태로 사용된다. 기본체의
요소들은 12음렬과 같이 순서가 고정되어 있고 기본, 전회, 역행, 역행전회가 사
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순서가 동시에 정의되지 않으므로 오직 ‘기본’과
‘전회’만 의미가 있다. 기본체를 이루는 음들은 중추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하나의
기본체는 겹쳐져 사용되거나 두 개 이상의 기본체가 연결되어 사용된다. George
Perle, “Free Atonality,” Serial Composition and Atonla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9.

227) 베이직 셀이라는 용어는 기본체라고 번역된다. 기본체는 선적 또는 수직적으로
있는 음정적으로 일정한 짧은 동기(motive)적 요소로서 전회(inversion), 역행
(retrograde), 역 전회(retrograde-inversion) 그리고 이도(transposition)등을 통해
변화될 수 있으며, 한 기본체는 보다 큰 집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시발로써 사
용된다. 이여진, 『12音-音樂 言語』 (서울: 음연, 199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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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룰루》의 기본체와 기호 동기(Sign Motive)

오페라에 사용되는 기본체는 매우 주제적인 특징을 갖는다. 오페라의 프롤로

그 처음 시작 마디에서 3개의 기본체가 모두 제시되고, 이는 등장인물의 음렬과

결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기본체Ⅰ은 프롤로그 맨 처음 부분에

서 트롬본으로 연주되면서 오페라의 커튼이 열림과 동시에 팡파르와 같은 역할

을 한다. 기본체 Ⅱ는 제3막의 처음과 시작 부분에서 그리고 기본체 Ⅲ는 제2막

의 마지막 부분의 종지에 활용된다.

[악보 4-2-2] 오페라 전체에 등장하는 기본체(Basic Cell)

이 중에서도 기본체Ⅰ은 ‘룰루’의 매혹적인 매력을 상징하는데, 제1막 제2장

에서 룰루와 화가가 대화를 나누는 에피소드와 제2막 제1장에서 쇤 박사의 연

결 에피소드의 음악인 소나타형식의 재현부를 반주한다. 그리고 “당신은 내 것

이야(Du bist ja mein)”라고 외치는 룰루의 대사와 화가가 “전부 거짓말이

야!(Alles Lüge!)”라고 소리치는 대사 등 극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에 활용된다.

[악보 4-2-3] 기본체의 음정 관계

기본체Ⅰ의 구조적인 기능은 첫 번째 음과 세 번째 음, 그리고 두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의 관계가 증 4도를 이룬다는 것이다. 기본체Ⅰ은 증 4도의 관계를 유지

하면서 음을 이도(transposition)228) 시키며 12음이 겹치지 않게 출현하며 다음

228) 무조 음악과 음렬 음악에서는 조성 음악과 달리 ‘조’(key, 調)의 개념이 없기 때
문에 무조음악에서 ‘조옮김’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 무조음악에서의
‘transposition’은 주어진 선율에 대하여 일정한 음정(서열 음고류 음정)의 도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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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2개의 음렬을 만든다.

[악보 4-2-4] 기본체를 이도하여 다시 주제적으로 사용하는 트로프Ⅰ

기본체Ⅰ에서 파생된 트로프Ⅰ(TropeⅠ)229) 음렬을 활용하여 제2막 제1장의

마디 634-644에서 룰루의 노래 선율로 활용된다. 트로프Ⅰ에서는 완전4도 진행

이 두 번 겹쳐 장 7도가 만들어진다. 이 장7도의 선율 윤곽은 룰루가 노래 부르

는 선율과 일치하는데, 룰루가 알바에게 경찰에 넘기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부분 (제2막 제1장) 그리고 마르퀴즈에게 경찰에 넘기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부분(제3막 제1장)에서 장 7도 선율 음형이 드러난다. 그리고 룰루가 남성들에

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할 때 이 선율을 반복하여 노래한다.

[악보 4-2-5] 제2막제1장에서룰루가알바에게경찰에넘기지말아달라고호소하는부분

큼 옮긴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옮김’이라는 용어대신 이도(transposi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안소영, 『무조음악분석』, 90.

229) 트로프라는 용어는 원, 집합과 동의어이다. 무조음악 분석과 음렬 분석에서 따
로 번역한 용어가 없으므로 원어 그대로 사용함을 밝힌다. 이여진, 『12音-音樂
言語』 (서울: 음연, 1995),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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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6] 제3막제1장에서룰루가마르퀴즈에게경찰에넘기지말아달라고호소하는부분

기본체Ⅰ을 변형한 트로프Ⅰ과 더불어 오페라에는 룰루를 표시하는 특징적

인 기호 동기(Sign Motive)가 등장한다.

[악보 4-2-7] 룰루의 기호 동기(Sign Motive)

기호 동기는 A♭-D♭이라는 완전4도의 고정된 음정관계를 갖는다. 이 음정은

주로 룰루를 상징하는 음색인 비브라폰으로 연주되며230) 룰루의 등장을 알린다.

처음 기호 동기는 제1막에서 초인종 역할을 하며 등장인물들의 입·퇴장을 알릴

때 울린다. 그리고 제1막 제2장에서 쉬골흐가 등장하거나 화가의 자살 사건을

수습하려는 경찰이 등장하는 소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오페라 제2부에서부터 기호 동기의 기능은 유도 동기와 유사하게 쓰인

다. 기호 동기는 제2막 제2장에서 룰루가 감옥에서 쇤 박사의 집으로 돌아와 오

페라 1부에 있었던 옛날 기억을 회상할 때 연주된다. 그리고 룰루와 알바가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룰루가 알바에게 “오래전으로 돌아왔군요(Das erinnert

an vergangene Zeiten)”라고 말하며 술을 따를 때, 기호 동기의 화음이 멀리서

230) 룰루를 상징하는 음색은 플루트, 비브라폰, 색소폰을 주로 사용한다.



- 84 -

들려온다. 그리고 제2막 마지막에서 마침내 알바와 사랑을 나눌 때, 룰루는 알

바에게 “이 소파는 당신의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죽었던 곳이죠?(Ist das noch

der Divan, auf dem sich Dein Vater verblutet hat?)”라고 이야기할 때, 마디

1144에서 비브라폰이 한 박자가량 짧게 연주하고 마디 1145-1147까지 베이스

성부에서 바순이 D♭을 지속음으로 연주하고 셋잇단음표로 A♭음을 연주한다.

이는 극적으로 최절정에 다다랐다는 것을 기호 동기의 음향이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다음은 오페라 전체에 걸쳐 기호 동기가 반복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한 것

이다.231)

[표 4-2-10] 룰루의 등장 및 극의 진행을 알리는 기호 동기의 반복232)

231)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92-93의 내용을 표로 정
리한 것이다. 그리고 룰루의 등장 표기는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다시 표기한 것
이다.

232) 이 부분의 기호동기의 반복을 추출한 것은 펄의 분석이고 룰루의 등장을 표시
한 것은 필자의 것이다.

막 내용 마디
룰루

등장

제1막

제1장
화가의 집에 의사가 들어올 때 m.195

제1막

재2장

룰루가 출구로 “얘들아 오늘 오실 손님이 있단다”

제1막 제2장 끝과 간주곡 연결
mm.956-957 **

제1막

제3장

쇤 박사가 드레스룸에 들어와 룰루와 단둘이 남음
mm.1169-1176 **
mm.1204-1208 **

룰루를 표시할 때 mm.1233f. **

쇤 박사를 표시할 때 m.1258

제2막

제1장

게슈비츠가 떠나려고 일어날 때 mm.33f.

“쇤 박사”를 알리는 남자하인(Manservant)의 입장 mm.223-225

쉬골흐의 시종 허락 mm.367-382

제2막

제2장

룰루와 알바가 단둘이 남아 있을 때 mm.1013-1015 **

룰루와 알바가 사랑을 나눌 때 mm.1144-1147 **

제3막
재정이 파탄나고 손님들이 나갈 때

mm.652f
m.665-668
m.672f

룰루와 시종이 옷을 바꿔 입기 위해 황급히 들어옴 m.674 **

제3막

제1장
마르퀴즈가 시종이 아닌 룰루를 발견 m.691 **

제3막

제2장

잭이 룰루를 따라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고 그 방안이

보일 때
mm.1275-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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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동기의 구성음 A♭-D♭은 오페라 내에서 전략적으로 반복된다. 이렇

듯 절대 음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소리 그 자체가 지시적인 기능을 획득하고 룰

루의 음고류(pitch-class)를 결정한다. 그리고 기호 동기는 기본체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기호 동기는 전체작품의 ‘조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소리이지만 때로는 반복적인 조성의 중심역할과 결합하기도 한다. 기호동기는

드라마 전환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베데킨트의 「대지의 정령」과 「판도라의

상자」가 분리되는 룰루의 투옥기간동안 영화음악의 중간에 삽입되기도 한다.

그리고 기호 동기가 오페라의 주요한 유도악구(Leitsektion)233)의 음고를 결정하

는데, 기호 동기와 음악이 합쳐지면서 룰루와 쇤 박사의 인연이 결코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한편으로 기호 동기는 룰루와 쇤 박사의 질긴 운명의 극

적인 내용을 음악적 재현한다.

[악보 4-2-8] 기호 동기와 소나타 종결 테마의 연결

이처럼 기호 동기는 오페라 전체에 걸쳐 반복된다. 특히 룰루의 등장과 극의

내용을 강조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오페라 처음에는 등장인물의 입·퇴장

을 알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다가 극적으로 중요한 순간에도 들리면서 혼돈을

일으킨다. 그러나 극에 몰입하는 순간 기호 동기의 음향은 청자의 몰입을 방해

하면서, 현실과 극의 세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이러한 베르크의 양

식화된 음악어법의 반복은 극으로 환원되며 룰루의 음악적 정체성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 《룰루》의 기본 음렬과 주요 등장 인물의 음렬

오페라《룰루》에서 등장 인물은 각자 자신의 음렬을 갖고, 그 음렬에 기반

233) 라이트섹티온(Leitsektion)이라고 불리는 이 용어는 본 논문에서 유도악구로 번역
하여 사용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Ⅳ.2.3).(3) 룰루의 유도악구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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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래를 부른다. 마치 등장인물들은 정해진 역할 있는 것처럼 자신만의 음

렬을 갖고 있다. 베르크는 1928년 9월 1일 쇤베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룰

루》에 사용한 음렬에 대해 “하나의 음렬로 자신을 규정할 수 없고, 하나의 음

렬에서 다른 여러 음렬을 만들어냈고 그 음렬을 독립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히

고 있다.234)

베르크는 등장인물이 많은 대규모 오페라에서 하나의 음렬로는 음악적 표현

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체크》에서 이미 깨달았고, 그는 많은 등장인물의 음렬

을 하나의 기본 음렬에서 다양하게 추출해서 사용한다. 이에 대해 펄은 베르크

의 음렬이 다음의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첫째, “바그너가 사용한

유도 동기와 유사하게 인물을 재현”하고 둘째, “극의 주요 인물들의 특징을 표

현하는 음악적 어법(idiom)으로서 역할 그리고 유도 동기를 기반으로 한 화성과

선율”을 만들어낸다고 펄은 설명한다.235) 그렇다면 오페라에서 사용되는 음렬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악보는 베르크가 지시한 원 음

렬로, 펄은 이 음렬을 “기본 음렬(Basic Series)”이라 하였다. 이 음렬은 《룰

루》 전체에 걸쳐 사용되며 등장인물의 음렬을 만드는데 기본재료가 된다.

[악보 4-2-9] 오페라 《룰루》의 기본 음렬236)

이 기본 음렬에서 1-2-3-3-2-1로 음을 제거하면 남은 음이 쇤 박사의 음렬이

된다.

234) Brand, Hailey and Harris, The Berg-Schönberg Correspondence, 373.
235)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95 참고.
236) Perle, 위의 책,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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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10] 쇤 박사의 음렬 추출과정237)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쇤 박사의 기본 음렬을 추출하여 4개의 반음 위로 이도

하면 다음과 같이 쇤의 음렬이 추출된다.

[악보 4-2-11] 쇤 박사의 P4 음렬

또한, 이 기본 음렬의 첫 번째 음표를 시작으로 매번 7번째 음을 12개 추출

하여 음도 4개의 반음 위로 이도하면 쇤 박사의 아들인 알바의 음렬이 만들어

진다.

[악보 4-2-12] 알바의 P4 음렬

이렇게 얻어진 쇤과 알바의 P4 음렬은 흥미롭게도 1, 4, 7, 10번째 음이 같

다. 이는 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인 것처럼 오페라 전체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극의 상황을 음악적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알바와 쇤의 P4음렬은

제2막 제1장의 가장 복잡한 장면에서 사용된다. 쇤 박사가 운동선수에게 총을

237) 4분음표는 추출되어 음렬로 만들어진 음이고 온음표는 제거된 음렬이다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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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누는 동시에 룰루와 같이 있는 알바를 향해 다시 총을 겨누는 긴박감을 재현

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238)

[악보 4-2-13] 쇤 박사와 알바의 음렬 관계

다음으로 쉬골흐의 음렬이다. 쉬골흐는 룰루의 출생과 과거를 알고 있는 남

성이자 천식이 있고 늙은 남자, 룰루에게 돈을 구걸하는 남자, 룰루의 아버지,

포주, 때로는 룰루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로, 오페라에서 룰루와 쉬골흐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게 그려진다. 이러한 쉬골흐의 성격을 반영하듯 그의 음렬

은 반음계적으로 진행한다. 쉬골흐 음렬의 추출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전회와

오페라의 기본 음렬을 섞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악보 4-2-14] 쉬골흐의 음렬

오페라의 내용에서 은근슬쩍 등장하여 룰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소리 없이

등장하여 룰루를 도와주는 등 쉬골흐의 알 수 없는 정체성은 반음계적인 진행

으로 표현된다. 이에 대해 펄은 쉬골흐의 음렬을 “음렬적인 트로프(Serial

Trope)”라고 정의하며 음렬을 트로프의 분절(segment)239)로 사용한다.240) 즉,

238) 이 장면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Perle, 위의 책, 95를 참조.
239) ‘segment’는 분절로 번역되며 몇 개의 작은 단위로 나뉜 음렬의 분할을 뜻한다.
이여진, 『12音-音樂 言語』,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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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의 음렬이 전체로 사용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쉬골흐의 “음렬

적인 트로프”는 룰루의 성장배경을 상징하는 쉬골흐의 근본적인 본성과 일치한

다고 펄은 분석한다.241)

마지막으로, 룰루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삶을 헌신하는 게슈비츠 백작부인

은 제2막 제1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게슈비츠의 음렬은 프롤로그에서 변형되어

출현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열두 개의 음이 세 부분으로 분절(segment)을

이루며 출현한다. 게슈비츠 음렬 P7의 첫 번째 분절인 a는 3음이 없는 5도로 이

루어졌고, 이 5도는 b와 c부분의 페달로서 역할을 한다. 게슈비츠의 성격을 결

정짓는 분절 a의 개방5도는 3음이 빠지면서 성격이 모호한데 이는 성적 정체성

이 모호하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242)

[악보 4-2-15] 게슈비츠 백작부인의 음렬

게슈비츠의 음렬은 두 음으로 구성된 화음(dyad)과 두 개의 5음 음계로 구성되

어 있는데, “5음 음계의 모호한 특징”이 게슈비츠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한

다.243) 게슈비츠의 음렬은 쇤 박사 그리고 알바의 음렬보다 오페라에서 널리 사

용되고 비교적 조성적 특징을 띤다.244)

이와 같이 《룰루》의 음렬은 베르크가 극적 의미를 묘사하기 위해 각각의

등장인물들에게 특별히 고안한 음렬을 사용한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특징과 관

계에 따라 음렬의 추출방식을 달리함으로써 극적인 의미를 보다 섬세히 표현하

려고 하였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룰루의 음렬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3) 양식화된 음악적 반복으로서 ‘룰루’

룰루를 표현하는 음렬은 오페라 전체의 기본 음렬을 토대로 초상화 화음 음

240)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102.
241) 쉬골흐의 음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Perle, 위의 책, 102-106을 참고.
242) Morris, “Admiring the Countess Geswitz,” 355-357.
243) Reich and Norton, “Alban Berg ‘Lulu’,” 395.
244)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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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Picture Chord Serial)245)이 먼저 만들어진다. 그리고 4개 초상화 화음 음렬

을 다시 수평적으로 배열하면 룰루의 음렬이 만들어진다. 룰루 음렬은 오페라의

프롤로그에서 동물조련사가 처음 룰루를 소개할 때 연주된다. 이 음렬은 쉽게

기억될 수 있게 유도 동기처럼 반복적으로 출현하며, 다양한 변형으로 특별한

주제와 그 주제의 변형적인 제스쳐를 갖는다.

(1) ‘룰루’의 유도 동기적인 음렬

쇤 박사와 알바의 음렬이 기본 음렬에서 바로 추출된 것과 달리 룰루를 상

징하는 음렬은 기본 음렬에서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을 거쳐 추출된다. 초상

화 화음의 맨 윗 성부의 음을 추출하여 F-G-G#-A#으로 중간 성부

C-D-F#-D# 그리고 맨 아래 성부 E-A-B-C#을 군을 다음과 같이 수평적으로

나열하면 룰루 기본 음렬에 대한 P5가 만들어진다.246)

[악보 4-2-16] 룰루의 P5 음렬

룰루의 P5 음렬은 오페라 프롤로그에서 룰루를 뱀에 비유하며 소개할 때 그

리고 제2막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245) 이 초상화 음렬은 본 절의 3).(2) 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246) Perle, 위의 책,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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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17] 프롤로그에서 동물조련사가 노래하는 룰루 음렬

[악보 4-2-18] 제2막에 사용되는 룰루 음렬

룰루 P5 음렬의 음정 간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

을 발견할 수 있다. [악보 4-2-19]를 보면, 룰루의 음렬은 온음계, 온음음계, 4음

군의 트로프로 나뉜다. 룰루 음렬의 처음 온음계 헥사코드는 온음음계의 5개 음

의 분절과 겹쳐지는데, 이 다섯 음은 마지막 네 음에서 3화음의 윤곽으로 해결

된다. 룰루 음렬의 마지막 네 음의 종지적 특징은 극의 내용을 표현할 때 이용된다.

[악보4-2-19] 룰루 음렬의 음정 구조

룰루의 음렬은 룰루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룰루의 매

력에 빠진 남성들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때, 룰루의 P5 음렬을 직접 따라 부르기

도 하고 극적인 의미를 연결하는 간주곡(제1막 제1장과 제2장 사이)으로 사용되

기도 한다. 다음은 룰루의 음렬이 반복되어 사용되면서도 극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부분들을 목록화한 것이다.247)

247) 룰루의 음렬은 오페라에 걸쳐 더 많이 반복되지만 오케스트라 반주와 함께 대
규모 음향으로 구현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Perle, 위의 책,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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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1] 오페라 전체에 반복되는 룰루의 음렬

이처럼 룰루의 P5 음렬은 음악적으로나 극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룰루의 젠

더 정체성을 드러낼 때 사용된다. 이는 오페라 안에서 양식화된 음악 어법인 음

렬이 반복되고 음악적으로 룰루의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 특히 음렬은 형식과 달리 대사의 의미를 더하거나 대사를 넘어서는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248)

(2)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은 오페라《룰루》에 기본 음렬 12음을 3개의 음군

으로 분절화(segmentation)249)하여 4개의 화음으로 만든다.

248) 이에 대해서는 Ⅳ.3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겠다.
249) 분절(segment)과 달리 분절화(segmentation)는 작품의 주요한 음악적 단위(unit)
에 의한 분석 절차. 혹은 한 음렬을 3음(trichord), 4음(tetrachord), 6음(hexachord)

막 극의 내용 마디

프롤

로그
동물조련사의 룰루 소개 “그녀는 재앙을 부추기고” mm.44-46

제1막

제1장

화가가 룰루를 유혹하려하자 “당신은 날 가질 수 없어요!” mm.156-159

화가와 룰루사이의 결말(Conclusion) “당장 날 내버려 둬요” mm.181-185

제1막

제2장
룰루 “얘들아 오늘 오실 손님이 있단다” mm.955-957

제2막

제1장

쇤 박사의 아리에타의 결말부분에서 룰루의 대답 mm.60-61

이어지는 카바티나 부분에서 룰루와 쇤 박사의 퇴장

룰루를 표현하는 플루트로 연주
mm.84-85

제2막

제1장

3성부 캐논의 결말 부분에서 쉬골흐, 학생, 로드리고에게

“저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Wunderkind)”이라 대답하는 룰루
mm.190-194

쇤의 1절 아리아 룰루의 대답 “내 새로운 옷이 마음에 드나요?” mm.399-401

쇤의 2절 아리아 후에 이어지는 룰루의 대답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강박증이에요”
mm.419-421

제2막

제2장

론도 중간부분의 코데타에서 룰루를 유혹하는 알바의 대사

“당신 입술이 약간 가늘어졌군”

mm.1048-10

54

제3막

제1장
“나를 따라와 어서 시종의 문 밖으로 나가자구” mm.68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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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0] 오페라의 기본 음렬과 초상화 화음 음렬

룰루의 초상화는 룰루 아름다움을 재현함으로써 사실상 오페라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룰루의 섹슈얼리티를 정의하고 룰루의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250) 또한, 초상화 화음의 지시적인 기능은 극의 내용이 전개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초상화 화음 음렬은 첫째, 음렬 그 자체로서 초상화를 지시하거

나 둘째, 그림의 주인공로서 룰루를 지시하거나 셋째, 그림을 만든 화가를 지시

한다. 초상화 화음 음렬이 사용되는 음악은 오페라에서 극적인 시간과 공간이

바뀐다 하더라도 오페라 내내 무대 위의 초상화의 모습을 일관적으로 상징한

다.251)

예를 들어 초상화 화음 음렬은 제2막 제1장에서 쇤 박사가 룰루가 쏜 총에

맞아 죽어갈 때 사용된다. 쇤 박사는 룰루를 향해 마디 588에서 기본체Ⅰ의 완

전4도 음정 관계로 “너는 여전히 똑같아(Du bleibst Dir gleich)”라고 노래 부를

때, 초상화 화음 음렬은 룰루를 대신 상징한다. 쇤 박사의 노래에 뒤이어 오케

스트라는 마디 590부터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의 전회 형태인 I8과 I2음렬이

번갈아 가며 연주된다.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의 전회 형태인 I8과 I2음렬은 6

도 차이로, 이 음렬의 상성부는 8음 음계인 D♯-C♯-C♮-B♭-A-G-F♯-D로

구성된 음계가 오케스트라 반주에서 연주된다.

등의 부분들로 나눔으로서 독립된 분절(segment)들을 마치 독립된 음렬처럼 사용
한다. 이여진, 『12音-音樂 言語』, 343.

250) Silvio José Dos Santos, “Ascription of Identity: The Bild Motif and the
Character of Lulu,” The Journal of Musicology 21 (2004), 269.

251) 룰루의 초상화는 연극과 오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출에 따라 매우 크
게 혹은 작은 형태로든 오페라와 연극 내내 무대장치로 관객들에게 보여진다. 베
르크는 이러한 무대의 시각적 장치를 초상화음렬을 통해 청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오. Santos, 위의 글, 26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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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1] 제2막제1장에서쇤박사의선율에이어지는룰루의초상화화음음렬

이 부분은 쇤 박사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죽어가는 쇤 박사의 시야에서 룰루

의 초상화가 사라지는 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베르크는 가사 그리기

기법처럼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에서 하나씩 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쇤 박

사가 죽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르크가 초상화 화음 음렬을 오

페라에서 룰루를 대신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주인공 룰루는 룰루를 상징하는 기본 음렬, 룰루의 매력을 상징하는 P5 음렬

그리고 룰루의 모습을 상징하는 초상화 화음 음렬을 사용하여 극의 내용에 따

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특히 룰루의 P5 음렬은 양식화된 음악 어법의 반복

을 통하여 룰루의 매혹적인 모습을 남성들에게 드러내며, 여성이라는 젠더 정체

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반면 초상화 화음 음렬은 초상화 그림 그 자

체 그리고 오페라 무대에서 룰루의 등장과 초상화라는 그림 속의 룰루의 모습

을 동시에 재현함으로써 음악적으로 룰루를 해체하기도 한다.252)

(3) 룰루의 유도 악구(Leitsektion)253)

유도 동기적인 음렬과 더불어 오페라《룰루》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오페라

252) 무대에서 매춘부로 전락한 룰루의 모습과 룰루의 아름다운 초상화에 대한 대비
는 본 논문의 Ⅳ.4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253) 이 부분의 음악분석은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135-138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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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걸쳐 룰루가 출현할 때마다 악구가 주제적으로 반복되어 사용된다는 것

이다. 등장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적인 반복은 바그너가 사용한 “유도 동기

(Leitmotive)”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데, 펄은 이러한 음악적인 단위를

“Leitsektion”이라고 칭하였다.254)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도 악구 혹은 유도

악절이 되는데, 다양한 길이의 반복되는 음악적인 부분(section)혹은 단위(unit)

를 뜻한다. 특히 룰루와 관련된 유도 악구는 주인공의 성악 선율을 포함하여 오

케스트라의 반주 부분의 화성진행과 구조 등을 광범위하게 반복하여 사용함으

로써 등장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유도 악구는

극적으로도 의미 있는 부분에 사용되어 극적 전개를 도와주고 강조함으로써 중

요한 기능을 한다.

① 룰루의 등장 음악(Lulu's Entrance Music)

룰루 등장 음악 유도악구는 룰루가 처음 소개되는 프롤로그에서 사용되어

음악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룰루 등장음악 유도악구는 룰루가 처음 등장할

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페라《룰루》 전체에 걸쳐 룰루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악적 구성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룰루의

등장

음악

부분 마디 음악적 특징

악구(section)1 mm.44-52 룰루 음렬제시

연결구 mm.53-55 기본체Ⅰ

악구(section)2 mm.56-62 쇤과알바의 음렬

[표 4-2-12] 룰루 등장음악 유도악구 형식 분석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1은 룰루를 처음 소개하는 부분으로 동물조련사는

“그녀는 재앙을 부추기기 위해 창조되었지요(Sie ward geschaffen Un heil an

zustifen)”라는 가사를 룰루의 P5 음렬로 노래한다.

254) 이 용어에 대해 펄은 휴고 바이스갈(Hugo Weisgall)이 제안한 용어로 바그너
의 라이트 모티브와 비교하여 지시적인 기능을 갖는 확장된 형식적인 단위를 가
리킨다고 설명한다. Perle, “Lulu: The Formal Design,”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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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2] 동물조련사가 노래하는 룰루 음렬

먼저, 룰루의 등장 음악의 두드러진 특징은 12음렬이지만 음렬 자체가 조성

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12개의 음들을 3화음적인 조성으로 사용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성적인 트로프는 좀 더 깊은 구조적인 층위에서 일어나

고 조성의 상성부 방향에서 제한하는 방식으로 선형적으로 펼쳐진다.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1(마디 44-52)은 다장조 3화음은 F#장조 3화음으

로 해결되는 전타음(Appogiatura)에 의하여 계류된다.255) 이 진행의 상성부는 C

♭(B)-B♭-A♭으로 하행하면서 A♭단조에 의해 완성된다.256) 이 악구는 오페

라 프롤로그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극적으로 룰루가 중요한 행동을 할 때마다

반복하여 등장한다.

255) 본 논문의 악보는 Alban Berg, Lulu: Oper in drei Akten, nach den
Tragödien Erdgeist und Büchse der Pandora von Frank Wedekind;
Klavierauszug mit Gesang von Erwin Stein (Wien: Universal Edition,
1964-1978)을 사용하였다.

256) 이 상성부 진행인 C♭(B)-B♭-A♭은 오페라의 제2막 제2장에서 룰루가 노래
하는 “오 자유(O Frei heit! Herr Gott im Himmel!)”는 마디 1001-1003에서
C#-B의 단7도의 도약과 연결되어, 룰루의 음악적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주는 고음 B로 표현된다. 이 부분은 Ⅳ.3에서 극의 내용과 관련지어 자세히 분석
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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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3] 프롤로그의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1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1의 두 번째 화음진행은 마디 46의 베이스 F장조

3화음 위에 마디 45의 A♭단조 화음에 이어 아르페지오로 연주되고, 이는 마디

47까지 두 번째 박자 반까지 이어진다. C# 감3화음은 마디 47의 내성에 있다가

아르페지오로 연주되고, 이 진행은 마디 48에서 증음정 된 G♭의 아르페지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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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다.

동물조련사가 노래하는 룰루의 음렬은 [악보4-2-23]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G

♯(A♭)단조 두 번째는 C#의 세 번째는 B♭장조 화음의 특징을 갖는다. 마디

49부터 노래하는 “유혹하기 위해, 타락으로 이끌기 위해, 독살하기 위해(zu

locken, zu verfuhren, zu vergiften)”의 부분은 베이스는 쉬골흐의 음렬 분절 a,

b를 포함하고 분절 c는 성악성부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베르크는 쉬골흐와 룰루

의 부녀 관계 혹은 둘 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극적인 의미를 룰루 음렬과 쉬골

흐 음렬을 대위적으로 배치하여 표현하였다.

[악보4-2-24] 룰루의 음렬과 쉬골흐 음렬의 병치

기본체로 연결된 룰루 등장 음악 유도악구의 악구2는 마디 56-59까지는 7화

음의 연속적인 진행으로 음렬음악에서 3화음의 조성으로 돌아온다. 이 부분의

음을 축소하면 [악보 4-2-25]와 같다. 마디마다 베이스의 화성이 단2도 진행되는

형태는 오페라에서 룰루가 등장할 때마다 등장 음악 2로 변형되어 뚜렷이 나타난다.

[악보 4-2-25] 마디 56-59까지 음고류 소재와 화음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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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6] 프롤로그의 룰루 등장음악 유도악구2

마디 56-59의 오케스트라 반주의 화음 진행과 다르게 동물조련사가 노래하

는 선율은 마디 56-57에서 알바 음렬의 기본 음렬(P0, P10, P3, P1)의 첫 번째 헥

사코드가 화성적으로 펼쳐지고 마디 58-59에서는 쇤 박사의 전회 음렬(I5,I3,I8,I6)

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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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7] 알바와 쇤 박사의 음렬

유도 악구는 마디 60마디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마디로 돌아오는 증 4도의

화음이 돌아오면서 마무리된다. 이때 상성부에서 동물조련사 노래하는 선율은

룰루의 P5 음렬의 전회형으로 “여성의 원형(die Urgestalt des Weibes)”이라는

가사를 강조하고 있다.257)

[악보 4-2-28] 프롤로그에서 “여성의 원형”의 가사 강조

이처럼 분석을 통하여 유도 악구1은 아버지로 추정되는 쉬골흐와 관련 있고,

유도 악구2는 쇤 박사와 알바의 음렬과 연관된다. 이는 오페라의 안에서 룰루와

남성 등장인물들과 관계를 상징할 때 반복하여 연주되며, 극적으로 중요한 가사

의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는 극적

인 상황에 맞추어 등장인물의 음렬과 합쳐지거나 병치 되어 사용되고, 화음이나

조성적인 분위기의 Ⅴ-Ⅰ 화성 진행 구조가 사용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오페

라에서 반복된다.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가 사용되는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257) 리브레토에 대한 의미는 본 논문 Ⅳ.1을 참고하시오.



- 101 -

[표 4-2-13] 룰루 등장음악 유도악구 반복

② 소나타 종결 테마(Sonata Closing Theme, Coda Music)

제1막의 소나타 부분의 종결 테마는 룰루가 쇤 박사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부르는 음악이다. 쇤 박사가 약혼녀와 결혼하기 위해 룰루에게 관계를 끝낼 것을

알리자, 룰루는 쇤 박사와 자신의 숙명적인 관계를 소나타 제시부의 종결 테마로

노래한다. 소나타 종결 테마의 유도 악구는 조성을 암시하는 풍부한 화성때문에

음렬 음악인 오페라《룰루》룰루에서 비교적 기억하기 쉬운 선율이다. 그리고 쇤

박사와 룰루의 관계를 상징하는 소나타 제시부 종결 테마는 소나타 형식의 발전

부 및 재현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막 오페라의 내용 마디 특징

프롤

로그

뱀으로 비유되는 룰루를 처음 소개할 때

“그녀는 재앙을 부추기고, 유혹하기 위해...”
mm.42-62

제2막

제1장

룰루가 쇤과 결혼의 그의 집에서 그녀의 추종

자 앞에 나올 때
mm.145-172

룰루의 음렬과

결합

룰루가 로드리고에게 “쇤은 당신을 쥐구멍으로

쫓아 낼거에요”
mm.209-211 유도악구1

“당신이 큰 귀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mm.218-223
유도악구2

기호동기

mm.857-863

패러프레이즈

제

2막

제

2장

룰루가 감옥에서 돌아와 “오 자유(Oh frei)”라

고 노래할 때
mm.953-1003 유도악구1

룰루가 알바에게 “다시 오래전 옛날로 돌아 왔

군요”
mm.1010-1015

유도악구1

기호동기

알바가 룰루에게 “당신이 여기 들어올 때 수척

해 보이긴 했어”
mm.1030-1037

유도악구1과

악구2 축소결합

알바 “당신이 사악한 매춘부가 아니었다면” mm.1080-1086 유도악구2

제

3막

제

1장

알바가 하인으로 변장한 룰루를 알아 볼때 mm.676-678 유도악구2 반복

제

3막

제

2장

룰루가 잭에게 “저를 애태우지 말아줘요” mm.1265-1275

소나타종결테마

와 유도악구2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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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9] 룰루가 레치타티보로 노래하는 소나타 종결테마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 악구의 특징은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가 화성진행

에 사용된 것과 달리, 소나타 종결테마의 상성부에 사용된 선율이 유도 동기적

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는 쇤 박사와 룰루의 관계

의 변화, 인물들의 감정 변화 그리고 쇤 박사와 룰루의 거부할 수 없는 관계를

상징한다.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악구에 대해 펄은 쇤 박사에 대한 ‘룰루의 사

랑(Lulu's love)’과 쇤 박사가 룰루에 의해 파괴되는 ‘무능력함(Dr. Schön's

inability)’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258)

258)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79.



- 103 -

[악보 4-2-30]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

먼저,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는 제1막 제2장과 제3장 사이 간주곡에서

확장된 형태로 활용된다. 간주곡에서는 마치 룰루와 쇤 박사의 운명을 상징하듯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 동기가 반복되며 룰루의 P5 음렬과 연결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의 [악보 4-2-31]은 제1막 제2장에서 화가가 죽자 쇤 박사가 경찰을

부르기 위해 문으로 다가가고, 룰루는 자신의 P5 음렬로 쇤 박사의 손에 묻은

화가의 피를 닦아 주면서 “당신은 머지않아 나와 결혼하게 될 거야!(Sie

heiraten mich ja doch!)”라고 노래한다.

[악보 4-2-31] 룰루가 노래하는 ‘당신은 머지않아 나와 결혼하게 될 거야!

한편 룰루의 P5 음렬과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 부분은 오케스트라 반주부

분에서는 룰루의 기호 동기로 연결된다. 다음의 [악보 4-2-32]는 마디 956에서

기호 동기가 연주된 후 마디 958에서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 동기가 제2막과 제

3막의 간주곡으로 이어진다. 이 간주곡은 등장할 룰루와 쇤 박사의 결혼을 암시

한다.

[악보 4-2-32] 제2막과 제3막 사이에 연주되는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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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나타 재현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제1막 제3장에서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는 쇤 박사가 노래하는 대답의 선율로 활용된다. 제1막 제3

장에서 쇤 박사는 룰루가 불러주는 대로 자신의 약혼을 파기하는 편지를 쓰는

데, 쇤 박사는 절규하듯 “나의 사형집행이 다가온다(Jetzt... kommt... die Hin

richtung)”고 노래한다. 제1막은 쇤 박사가 더 이상 룰루에게 저항할 수 없어 결

국 룰루와 결혼하게 되는 무능력함을 상징하며 마무리된다.

[악보 4-3-33] 제1막 제3장에서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 동기를 노래하는 쇤 박사

또한,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는 제2막 제1장에서 룰루가 노래하는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Deine Liebe zu mir)”에 음형이 활용된다. 쇤 박사와 룰루가

같은 선율로 노래하는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는 ‘룰루에게서 벗어나지 못

하는 쇤 박사의 운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쇤 박사에 대한 룰루의 사랑을 의미’

함으로써 이 유도 동기가 오페라에서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악보 4-3-34] 쇤박사에대한 ‘룰루의사랑’을노래하는소나타종결테마유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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쇤 박사는 자신과 결혼한 이후 룰루가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룰루에게 권총자살을 강요한다. 그러면서 쇤 박사와 룰루와 실랑이를

벌이며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로 “나는 너와 이혼

할거야(Ich scheiden lassen!)”라고 노래한다.

[악보 4-3-35] 쇤 박사가 “이혼할 거야”라고 외치며 노래하는 유도 동기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는 제2막 제1장 이후로 들리지 않다가 제3막 제

2장에서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가 나오는 마지막 장면의 오케스트라의 반

주에 사용된다. 쇤 박사를 역할을 하는 성악가가 다시 잭 더 리퍼로 등장하는

이중역할은 오페라 전체 걸쳐 쇤 박사와 룰루의 필연적인 운명이 중요한 축이

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악구는 룰루 등장음악과 함께 상성부의

조성적인 선율이 유도 동기적으로 사용되며, 쇤 박사와 룰루의 관계를 표현할

때 오페라《룰루》전체에 걸쳐 반복된다. 다음은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악구가

사용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259)

259)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79-81.

막 오페라의 내용 마디 특징

제1막

제2장

룰루의 쇤에 대한 사랑을 고백 mm.615-624 소나타제시부 끝

화가가 쇤과 룰루의 언쟁에 끼어들며 mm.666-668
소나타제시부의

반복 끝

제1막

제2-3장

룰루가 쇤 박사에게 “당신은 나와 결혼하

게 될 거야”라고 말한 이후 간주곡 연결구
mm.956-964

제1막

제3장
쇤이 “이제 나의 사형집행이 다가온다” mm.1356-60 제1-2막 사이

제2막

제1장

룰루가 쇤에게의 사랑하냐고 물을 때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
mm.82-83

뒤이어 룰루 음

렬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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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4]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악구의 반복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와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악구는 기능 화성에 기

초한 3화음을 사용하며 조성적인 특징을 갖는다. 12음렬로 작곡된 오페라에서

룰루를 표현하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조성에 기반한 이 선율은 오페라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걸쳐 나타난다. 그리고 음렬 오페라에서 조성적인 악구는 극적

인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에 대해 락헤드 역시 룰루의 P5 음렬과

함께 유도 악구에서 사용하는 ‘조성적 소리’가 12음기법 음악에서 극적인 효과

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한다.260) 예를 들어 룰루의 P5 음렬과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의 결합은 오페라의 처음 시작부분에 등장하며, 가사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룰루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가사를 강조한다. 또한 소

나타 종결테마의 유도 악구는 그 자체로 조성적인 특징을 띠며, 음렬로 이루어

진 오페라에서 극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활용되므로 청중들을 보다 쉽게 극

으로 몰입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룰루의 양식화된 반복에 따른 음악적

특징은 룰루의 음악적 정체성이 ‘소리의 효과의 산물’로서 그리고 ‘룰루의 음악

적 수행의 결과’로서 청자에게 룰루의 정체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261)

지금까지 살펴본 오페라《룰루》는 성악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나타형식, 론

도형식, 변주곡형식 등의 기악 형식과 춤곡 양식, 성악 양식을 통해 극적인 내용

과 등장인물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오페라의 음악 형식은 버틀러가

주장하는 젠더의 ‘양식화된 행위 반복’과 마찬가지로 오페라에서 룰루의 젠더를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오페라《룰루》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식들은 버틀러가 젠더를 형성하는 ‘행위’, ‘시간’ 그리고 사회적인 규칙

260) Lochhead, “Lulu’s Femine Performance,” 236.
261) 유도악구에 대한 극적인 의미는 본 논문 Ⅳ.3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는 너와 이혼 할거야!!” mm.472-474

제2막

제2장
룰루가 쇤이 죽은 후 바로 노래하는 선율 파편적으로 등장

제3막

제2장

잭과 룰루가 서로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 mm.1193 오케스트라 반주

룰루가 잭에게 “저를 애태우지 말아줘요” mm.1159-1264

오케스트라반주에

서 룰루 등장음악

유도악구와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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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규범이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처럼,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에 큰 역할을 한다. 가령, 쇤 박사와 알바에게는 기악형식을 사용하면서 룰루는

리트 형식으로 노래한다거나, 화가와 룰루의 쫓고 쫓기는 구애 장면을 캐논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해석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데, 먼저, ‘오페라에서 사용하는 음악의 반복이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사

용하는 음악의 반복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순수한 기악 양식

에서 사용하는 반복은 음악 구조와 형식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 달리 오페

라에서 특정한 등장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반복하는 음악 어법은 청자로 하여금

극적인 의미에서 등장인물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드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이는 오페라《룰루》의 등장인물들이 각자 고유한 음렬을 갖고 유도 동기적

으로 자신을 상징하는 음렬을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룰루

를 표현하는 음렬은 ‘룰루의 P5 음렬’, ‘기호 동기’ 그리고 ‘초상화 화음 음렬’이 반

복됨으로써 룰루의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극적으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다른 한편 다양한 룰루의 음렬은 룰루의 정체성

을 해체하기도 하는데, 가령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과 룰루의 음렬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어떤 것이 룰루의 진짜 룰루의 모습인지 혼돈에 빠뜨리기도 한다.

다음으로, 음악을 통해 룰루의 정체성, 특히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음악의 양식화된 반복과 젠더의 양식화된 반

복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페라 안에서 음악의 양식화된 반복은 청

자로 하여금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262) 예를 들어 극적

으로 의미 있는 부분에서 룰루가 남성을 유혹할 때 룰루의 P5 음렬을 노래하거나

룰루의 매력에 빠진 남성들이 룰루의 음렬을 따라 부르는 것은 베르크가 리브레토

작업과 음악작업을 모두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룰루》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유도 악구로 화음, 화성 진행과 구조까지 광범위하게 반복하며 오페라에서

룰루의 캐릭터를 구현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음악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룰루와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리브

레토와 음악 어법을 통해 어떻게 구현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62) 물론 이러한 해석은 양식화된 음악의 반복이 일관적인 룰루의 정체성을 형성하

는 것과 룰루의 수행을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과 모순되어 보

일 수 있다. 그러나 수용 미학적 관점에서 음악을 듣는 청자가 룰루의 반복되는 음

렬과 유도악구 등을 통해 룰루의 정체성을 음악적 소리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음악은

오페라에서 캐릭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까지 고려

해 작품을 해석하고자 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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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성 중심 사회의 기획된 존재로서의 ‘룰루’

버틀러는 페미니즘 계보학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두 가지 젠더 체계가 일정한 권력의 산물”임을 밝히려 한다.263) 그녀는 여성이

라는 젠더 정체성은 여성이라는 ‘주체’가 행하는 ‘원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여

성’을 다루는 방식이나 성적 경험, 그리고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 구성되

어진 하나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룰루는 오페라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여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고 있는가? 오페라《룰루》는 극적인

사건이 인과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264) 때문에

등장인물들은 펼쳐지는 사건에 따라 각자 처한 상황에서 행동하고 반응한다. 이

로 인해 룰루의 여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은 남자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쇤 박사, 화가, 알바 등

룰루를 추종하는 남성에 의해 여성으로서의 룰루의 ‘젠더 수행성’이 어떻게 나

타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쇤 박사에 의해 기획된 ‘룰루’

《룰루》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쇤 박사다. 그는 룰루를 양육한

인물이자 룰루가 유일하게 사랑한 남자이며, 룰루의 마지막 남편이다. 동시에

쇤 박사는 남성시민사회의 권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로, 룰루를 남성사회에

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길러낸다.

먼저, 쇤 박사에 의해 기획된 룰루의 모습은 그녀가 쇤 박사에게 자신의 사

랑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첫 번째 남편이 죽자마자 쇤 박사는 룰루

를 그녀와 밀애를 나눈 화가와 바로 결혼하게 한다. 쇤 박사는 룰루를 사회적으

로 성공한 남자들과 결혼시키지만, 한편으로 룰루와 내연관계에 있는 연인이다.

그러나 쇤 박사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집안 좋은 약혼녀와 결혼하려 마음

먹고, 룰루와 관계를 청산하려 한다. 하지만 오히려 룰루는 쇤 박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자신을 길러준 인물이 쇤 박사뿐이라며 그에게 매달린다.

263) 김애령, “‘여자되기’에서 ‘젠더하기’로 버틀러의 보부아르 읽기,” 38.
264) 오페라 구성의 병렬식 특징은 원작 『룰루-비극2부작』 과 유사한 것으로 사
건이 벌어지는 상황 자체를 중요시한다. 이처럼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각자 처
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극을 이끌어가는 구성
을 “정거장식 드라마(Stationendrama)”라고 지칭한다. 김남이, “프랑크 베데킨트
의 <룰루-비극>에 나타난 현대사회 비판,”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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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룰루는 제1막 제2장에서 둘의 숙명적인 인연에 대해 “내 남편..”이란 가

사를 레치타티보로 노래한다. 265)

룰루: 하지만 당신 생각에 적당한 곳에서 우리는 만날 수도 있어요.

쇤 박사: 우리는 아무 데서도 만나지 않을 거야...

룰루: 당신 스스로도 당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죠.

쇤 박사: ...네 남편이 동석하지 않는다면.

룰루: ‘내 남편’... (완전히 바뀐 어조로)

이 세상에 내가 속한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어디 있었는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당신의 시계를 훔치려 했을 때, 당신은 내 손을 잡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을 주었죠.이 세상에 당신 말고 여태껏 누가 날 보살펴 줬죠?

《룰루》 제1막 제2장266)

쇤 박사에 대한 룰루의 사랑 고백은 두 번째 남편인 화가에게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 룰루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직 쇤 박사라는 것

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쇤 박사는 자신의 시계를 훔치려는 어린 룰루를 양육한

사람으로, 룰루에게는 절대적인 존재다. 즉, 룰루의 입장에서 쇤 박사는 그녀의

보호자이자, 아버지 그리고 연인이다. 이 때문에 룰루는 쇤 박사를 숙명적인 관

계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다. 그러나 쇤 박사는 룰루가 두

번째 남편인 젊은 화가와 결혼하여 만족하며 살 거라 생각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룰루는 진정으로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쇤 박사라고 고백한다.

이처럼 룰루는 쇤 박사와 자신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 호소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쇤 박사에 의해 만들어진 룰루의 인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

다. 왜냐하면, 오페라에서 룰루가 아버지가 없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존재이자

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룰루의 모든 사회적인 상황과 행위는 쇤

박사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룰루의 사랑 고백 이후 쇤 박사는 룰루가 시

민사회 개념으로 이해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룰루에게 끊임없이

265) 베르크는 이 부분을 제1막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 종결 테마 유도 악구로 처리
하였다. 쇤 박사와 룰루를 상징하는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악구는 조성적인 분위
기를 주며, 음렬 음악과 다른 분위기로 룰루에 대한 쇤 박사의 사랑을 표현한다.
룰루가 레티타티보로 노래하는 동안 오케스트라 반주부에서는 쇤 박사에 대한
‘룰루의 사랑’을 표현하는 유도 동기가 나오며 극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자세한
음악적 특징은 본 논문 Ⅳ.2.3).(3).②소나타 종결테마 부분을 참고하시오.

266) Berg, Lulu,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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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서 역할을 강요한다. 이는 쇤 박사가 지금까지 룰루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화가에게 충고하는 제1막 제2장에서 더욱 잘 드러

난다.

쇤 박사: ...넌 50만 마르크랑 결혼 한 거야.

화가: (지금부터 점점 좌절하며) 내가 그녀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내게

아직 한 번도 사랑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

쇤 박사: 미뇽과 같은 출신의 사람한테 시민 사회적인 상식을 기대해선 안 돼.

화가: 누구 얘길 하는 거야? ···········(중략)·····

쇤 박사: (격려하며) 그녀가 권위를 느끼도록 만들어. 무조건 복종하게만 하면 돼.

화가: (머리를 흔들며)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정신병원에서 죽었다고 말했어... 그

녀는 아직 한 번도 사랑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 ··········(중략)·····

쇤 박사: 자네 자신부터 수습하도록 해! 정신 차리게!

화가: ...그녀가 자기 어머니 무덤에 걸고 맹세했었는데..

쇤 박사: 무덤은 고사하고 그녀는 자기 어머니를 알지도 못해.

《룰루》 제1막 제2장267)

쇤 박사는 두 번째 남편인 화가에게 룰루를 ‘50만 마르크’라는 돈에 비유하

며 화가와 룰루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충고한다. 이는 쇤 박사가

룰루를 자본 가치로 다루며, 그에게 룰루의 결혼이 일종의 사업수단이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쇤 박사는 계획한대로 어린 룰루를 길러 부와 명예를 지닌 남자와

의 결혼하게 하였고, 룰루에게 결혼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쇤

박사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남성 경제 사회에서 룰루의 결혼이 금전적 이익이나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쇤 박사는 화가에게 룰루를 “미뇽과 같은 출신의 사람한테 시민 사회

적인 상식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데, 이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함의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룰루를 부르는 ‘미뇽’이란 이름은 문학적으로도

출신과 기원을 알 수 없는 존재이다.268) 룰루가 부모도 알 수 없고 기원도 알

수 없는 존재,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쇤 박사는 룰

루의 본질적인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성에서 원하는 여성으로 룰루를 길러

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쇤 박사는 룰루를 출신이 비천한 계급의 사람으로

267) Berg, Lulu, 104-106.
268) 미뇽이라는 이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 Ⅳ.1.2)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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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륜이나 애정행각을 아무런 의식이 없는 행하는 무도덕한 인물로 취급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룰루가 성공한 남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과 쇤 박사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거나 자신을 추종하는 남자들과 계속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룰루에 대한 쇤 박사의 이러한 태도는 룰루와

육체적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남성들의 위선적이며 이중적인 모습을 표현한

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룰루는 끊임없이 남성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대상으

로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계속되는 대화에서 쇤 박사는 “그녀가 권위

를 느끼도록 만들어. 무조건 복종하게만 하면 돼.” 라고 화가에게 충고한다. 이

는 사실상 지금까지 쇤 박사가 룰루를 기르면서 권위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방

법으로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룰루가 쇤 박사에 의해 기획

된 인물이라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쇤 박사가 룰루를 시민사회에 의해 기획된 존재로 길러냈다는

것은 룰루가 자신을 무대 위 하나의 상품으로 설명하는 제1막 제3장의 대사에

서 잘 나타난다.

룰루: 당신 아버지가 내 성공을 믿도록 해야 해요! 그는 어쩌면 나와 결혼할 만큼

부자인 사람을 찾으려고 날 극장의 무대 위에서 공연하도록 했어요.

알바: 우리에게서 당신을 빼앗기지 않길!

룰루: 그러면서도 당신은 거기에 음악을 작곡했어요. 벌써 저 아래 몇몇이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어요.

《룰루》 제1막 제3장269)

룰루는 알바에게 쇤 박사가 자신과 결혼할 남자를 찾기 위해 무대 위에서

공연하도록 했다고 말한다. 두 남편을 잃은 룰루는 새로운 남편을 찾기 위해 다

시 무대 위에서 공연하기 시작한다. 이 대화에서 쇤 박사는 룰루를 부유한 남자

와 결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용수로 직업을 갖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룰루가 무대에서 춤추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성이 갖추어야 젠

더 행위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쇤 박사에게 무용수라는 직업은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270)

269) Berg, Lulu, 118-119.
270) 다른 한편, 알바는 룰루의 춤에 사용할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는데, 이는 알

바가 암묵적으로 쇤 박사가 룰루를 무용수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

을 암시한다. 그런데도 알바는 자신의 아버지인 쇤 박사의 부인이 된 룰루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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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쇤 박사는 룰루의 보호자이자, 사회적인 아버지로서 룰루를 남성사회

의 이데올로기로 룰루를 길러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룰루의 결혼이 남

성사회의 돈과 권력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룰루

는 ‘룰루’ 스스로가 아니라, 남성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된 규범과 실천을 통해

‘여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오페라《룰

루》의 이러한 지점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가지 젠더 체계가 일정한 권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무용수라는 직업을 통해 룰루는 쇤 박사의 의도대로 사회적인 부와 명

예를 갖은 남자와 결혼하지만, 쇤 박사는 룰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위선적이

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남성사회의 중심인물로 대표되는 쇤 박사는 사회에

서의 성공과 인간의 본성 양쪽 모두에 이기적 열망을 지니고 있었고, 그는 어느

한쪽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의식에 부딪혀 끝내 파멸한다.271) 결국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된 도덕관이 쇤 박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욕망의 대상으로서 ‘룰루’

쇤 박사에 의해 기획된 ‘룰루’의 모습이 당시 남성 중심 시민사회에서 여성

들이 추구하는 결혼의 관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한편으로 쇤 박사 이외의 남자

들은 룰루를 동경의 대상이자 소유하고 싶어 하는 여성으로 추종한다. 즉, 오페

라에서 룰루는 남성의 욕망을 ‘투영’하는 여성으로서 젠더를 수행한다. 이런 경

우 룰루는 신화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지면서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극대

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여성성이 과장된 룰루의 모습은 룰루가 남성들의

성적 환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흔히 팜므파탈272)로 설명된다.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 알바와 룰루의 관계는 다음 챕터인 2)욕

망의 대상으로서 ‘룰루’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271) Vgl. Wilhelm Emrich : Wedekind. Die Lulu-Tragödie, in Benno von (Hrsg.):
Das deutsche Drama Ⅱ., Von Barok bis zur Gegenwart, Düsseldorf 1980,
S.216; 김남이, “프랑크 베데킨트의 <룰루-비극>에 나타난 현대사회 비판,”32쪽
에서 재인용.

272) 팜므파탈(Femme fatale)을 한국어로 번역하고자 한다면 ‘요부’라는 단어가 가
장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영미 및 독일에서 이루어진 팜므파탈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서에서는 ‘fatal woman’ 혹은 ‘verhängnisvolle Frau’라는 번역어보다는 불어
원문인 ‘Femme fatale’이 그대로 사용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팜므파탈’
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팜므파탈은 저항 할 수 없는 관능적 매력
과 신비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남성들을 성적으로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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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 대상으로서 룰루는 특히 육체적 사랑에 매달리는 화가, 쇤 박사의 아

들 알바 그리고 쉬골흐를 비롯해 운동선수, 학생, 단역인 시종 등 등장하는 대

부분의 남자 인물들에게서 발견된다. 특히 룰루의 매혹적인 모습은 룰루를 상징

하는 룰루의 P5 음렬, 룰루의 등장 음악에서 나타나는 조성과 음렬의 대비를 통

해서 잘 드러난다.

(1) 화가와 룰루

화가와 룰루의 관계는 화가의 무지함과 룰루의 아름다움이 서로 대조되면서

룰루의 매력을 부각 시켜준다. 화가는 룰루의 초상화를 그려준 인물로 오페라

시작부터 룰루를 유혹한다. 룰루의 첫 번째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1

막 제1장에서 화가는 룰루의 매력에 빠져 다음과 같이 룰루를 유혹한다.

화가: (다시 그림 도구를 잡으려다 갑자기 그녀의 마력에 빠져 룰루를 향해 돌아

서서 다가간다.) 왼쪽 속바지를 살짝 올려주시면...

룰루: 여기요?

화가: (그녀 곁에서) 허락해주시는 건가요?

룰루: 뭘 원하시나요?

화가: 당신께 그걸 보여드릴게요.

룰루: 안 돼요!

화가: 예민하군요...

룰루: 날 제발 내버려 둬요! (그의 얼굴에 양치기 막대를 던지고 출입구로 서둘러 간

다.)날 가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룰루》 제1막 제1장273)

화가는 룰루의 남편과 쇤 박사, 알바가 자리를 비우자 기다렸다는 듯이 룰루를

유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룰루가 쉽게 넘어오지 않자 화가는 화실을 돌아다니

며 룰루를 자신의 품에 안으려고 한다. 이때 룰루는 사다리 위로 올라가거나 소

파 뒤로 숨으며 도망 다니는데, 제1막 제1장에 나타나는 룰루와 화가의 쫓고 쫓

기는 구애 장면은 캐논 형식으로 묘사된다.

치명적 불행을 일으키는 여성들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한다. 이화진, “팜므파탈
Femme fatale 연구,” 1.

273) Berg, Lulu,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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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 당신은 날 가질 수 없어요!(Sie bekommen mich nicht!)

화가: 오 맙소사!

《룰루》 제1막 제1장274)

[악보 4-3-1] 캐논 형식으로 룰루의 음렬을 따라 부르는 화가

캐논 형식으로 노래하면서 룰루와 화가는 무대 위를 종횡무진 뛰어다닌다. 마침

내 룰루는 화가의 유혹에 넘어가 몸을 맡기고, 둘은 밀애를 나누다가 첫 번째

남편에게 발각된다. 그리고 룰루의 나이 많은 첫 남편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 죽

게 되고 룰루는 곧바로 화가와 결혼하게 된다.

이후 룰루를 그린 그림으로 큰 부를 거머쥔 화가는 결혼한 후에도 룰루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지낸다. 이는 제1막 제2장에서 룰루를 육체적 욕망의 대

상으로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신 머리칼이

상쾌한 아침 숨결 같아.” 화가는 방금 씻고 나온 룰루의 모습을 마치 물에서 태

어난 “아프로디테(Aphrodite)”275)의 모습에 비유하듯 말한다.276) 화가의 이러한

태도는 룰루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룰루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274) Berg, Lulu, 77.
275)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로 미와 사랑의 여신이
며 여성의 성적 아름다움과 사랑의 욕망을 관장한다. 호메로스는『일리아스』에서 아
프로디테가 제우스와 오케아니데스 중 한 명인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하
지만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따르면 그녀는 크로노스의 낫에 잘린 우라노
스의 성기가 바다에 떨어져 그의 정액과 바닷물이 섞이면서 생겨난 거품에서 태어났
다고 한다.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나온 여인’이라는 뜻이다. 성현숙 외 3인, 그리스 로
마신화 인물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97989&cid=58143&categoryId=58143
[2018년 1월 22일접속].

276) 노이만은 이러한 화가의 태도에 대해 룰루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환상
속의 존재로 룰루를 대한다고 논평하고 있다. Neumann, “Wedekind’s and Berg’s
Lulu,”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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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돌아오며) 당신오늘정말매력적으로보이는군. 당신머리칼이상쾌한아침숨결같아.

룰루: 방금 씻고 왔어요.

화가: 매일매일 당신이 새롭게 느껴져. (소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애무한다.)

룰루: 당신은 끔찍해요!

화가: 당신 탓이야.

룰루: 당신은 날 탕진하고 있어요!

화가: 당신은 내 거야. 당신을 가진 후로 내게는 당신뿐이야. 나 자신은 완전히 잃어

버렸어. (룰루 쪽으로 더 몸을 숙인다.)

《룰루》 제1막 제2장277)

화가에게 룰루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대상이자, 매일 매일 새롭게 느껴지는

욕망의 대상이다. 룰루는 화가에게 “당신은 날 탕진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룰루는 화가가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불평한다. 자아를 잃어

버릴 만큼 룰루에게 빠져 있는 화가는 육체적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는 룰루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이브(eve)’로, 혹은 사랑을 해보지

않은 순결한 처녀로, 자기 멋대로 상상한다. 그리고 화가의 눈먼 욕망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다. 끝내 화가는 쇤 박사로부터 룰루의 부정한 과거와 룰루의

거짓된 과거를 듣자 그 충격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파국을 맞는다. 궁극적으로 화가의 죽음은 룰루를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여

성에 대한 남자의 헛된 욕망과 환상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2) 알바와 룰루

알바는 쇤 박사의 아들이자 룰루와 오누이로 지내며, 오페라에서는 작곡가로

등장한다.278) 알바는 세기말 빈의 젊은 세대이며 탐미주의자로279) 룰루의 아름

277) Berg, Lulu, 89.
278) 한편 작곡가로 등장하는 알바는 베르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해석하기
도 한다. 왜냐하면, 알바는 베데킨트 희곡에서는 극작가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베
데킨트가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검열과 금지를 거치면서 겪은 괴로움
을 알바를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김남이, “프랑크 베데킨트
의 <룰루-비극>에 나타난 현대사회 비판,” 39.

279) 세기말 유럽의 부르주아들은 가부장제 사회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금전적으로
성공한 부르주아 남성들은 결혼과 매춘에 대한 이중적인 도덕관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부를 상징하거나 성적 욕구를 승화시키는 방편으로 예술에
심취한 탐미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룰루》는 세기말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
하고 있는데, 룰루의 세 번째 남편인 쇤 박사를 통해서는 세기말 부를 축적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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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을 찬양하고 룰루를 주인공으로 오페라를 구상한다.280) 룰루를 사랑하지만

늘 룰루 주변에 머물러야 했던 알바는 음악적으로 론도형식을 통해 룰루 곁을

맴도는 인물로 묘사된다.281) 알바는 쇤 박사가 죽고 난 후에야 드디어 룰루의

연인이 된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룰루를 사랑하고 그녀를 지

켜주려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알바의 비극적 운명은 룰루의 남편은 아니지만,

오페라에서 중요한 축을 이룬다. 알바와 룰루의 사랑은 음악적으로 조성적인 분

위기의 선율과 음렬이 함께 쓰이면서 오페라에서 음악적인 절정을 이룬다.

먼저, 알바와 룰루의 관계는 쇤 박사가 죽고 난 후 연인관계로 발전된다. 룰

루가 감옥에 갔다가 콜레라에 걸려 탈옥한 후,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데, 알바는 룰루를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한다. 알바와 룰루의 관계는 음악적으

로 제2막 제2장의 마디 1001부터는 알바를 상징하는 론도 형식의 중간 부분

(Middle Division)에서 시작한다. 오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부분으로 룰루

의 등장음악 유도 악구의 종속 테마(Subordinate Theme)가 반복된다. 마디

1001은 룰루의 등장 음악 유도 악구1의 화성 윤곽의 반복인데, [악보 4-3-2]의

마디 1002의 첫 번째 마디의 베이스에 있는 C는 F로 진행한다. 이때 마디 1001

부터 상성부는 C♭(B)-B♭-A♭(G#)으로 하행하면서 A♭단조로 마무리된다. 상

성부 진행은 프롤로그에서 룰루의 등장음악 유도 악구1의 오케스트라 반주 부

분의 소프라노 성부의 선율이었다. 이는 제2막 2장에서 “오 자유! 하느님 감사

합니다!(O Freiheit! Herr Gott im Himmel!)”라는 가사와 함께 마디 1001-1003

르주아 남성중심 사회의 위선적인 도덕성을 보여주며, 쇤 박사의 아들인 알바는
예술을 추종하는 탐미주의 작곡가로 등장한다. 세기말 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도서를 참조하시오. Carl E. Schorscke, F in-de Siècle Vienna: Politics
and Culture (New York: Vintage Books, 1981), 김병화 역 『세기말 비엔나』
(서울: 구운몽, 2006), 289-426; Janic and Toulmin, 『세기말 빈과 비트겐슈타
인』, 60-125.

280) 알바는 룰루와 연인이 되기 전 그녀에 대한 사랑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모습
을 보여준다. 알바는 오페라를 구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알바: 이것에 관해 확실히 흥미로운 오페라를 쓰게 될 거야.

(포스터 앞에 서며) 첫 번째 장면. 의사... 이미 썩어 버린!

(오래 지속하며, 매우 험담 소리와 환호 소리가 밖에서 들린다.)

이건 동물 곡예단에 있는 것처럼 미친 듯이 날뛰었지.

먹이를 우리 앞에서 보여줄 때 말야.(다시 그림 옆에서)

두 번째 장면. 그 화가... 아직 믿기지 않는군!

세 번째 장면. 이렇게 정말 계속해야 했었던 걸까?

《룰루》 제1막 제3장 (Berg, Lulu, 120)
281) IV. 2. 1)의 극적인 의미를 반영한 《룰루》의 음악형식 절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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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C#5-B5의 단 7도의 도약과 연결되어 룰루의 음악적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

게 보여주는 고음 B5로 표현된다.

룰루: (살짝 일어나며, 여기서부터 연기 없이 생기 넘치는 어조로)

오, 이제 난 자유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룰루》 제2막 제2장282)

[악보 4-3-2] 제2막 제2장의 룰루의 등장 음악 유도 악구 1의 “오 자유”

룰루는 감옥에서 돌아와 자유를 만끽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콜레라로 초췌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룰루는 마디 1001의 첫 번째 박자에서 B5음으로

자신의 관능적인 매력을 표현한다. 이 부분은 음악적으로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

한 클라이막스인 만큼 이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먼저 도널드 미첼은 ‘고통받

는 여성’이 이토록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르는 것은 베르크가 오페라를 잘못 해

석한 것이라 비난한다. 그는 이러한 음악적 장치들이 그녀의 수동적이고 ‘결정

282) Berg, Lulu,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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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발전 없는 역할’에 반대되는 ‘룰루에게 오페라적으로 깊이 있고 통렬한

감정을’ 고취시킨다고 말한다.283) 그러나 역설적으로 룰루가 힘든 상황에서 가

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룰루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음악을 통해 드

러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룰루의 아름다움

은 결국 모든 남성에 욕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룰루의 필연적인 운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미첼과 달리 트라이틀러는 제2막 제2장에서 룰루가 “오 자

유”라고 노래하는 부분에서 “음악적으로 룰루의 정체성이 가장 잘 나타난다”고

설명한다.284)《룰루》가 음렬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베이스에서 조성

감이 느껴지는 화성진행을 하며 조성적 특징을 띠므로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선율은 알바와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어진다. 특히 알바가 룰루

의 매혹적인 모습에 빠져들며 키스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조성은 아니지만 조성

감이 느껴지는 화음으로 들린다. 룰루가 음렬로 노래하다가 마디 1037-38의 “키

스해줘요(komm gib einen kuß)”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음악은 순간적으로 조성

적으로 들리며 알바와 룰루는 서로 키스한다. 이 노래는 마치 알바와 룰루의 운

명을 상징하듯 오페라가 절정을 향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 선

율은 바로 알바의 론도 주제 선율로 이어진다. 알바는 다음과 같은 가사로 노래

한다. “당신 눈이 깊은 샘의 수면에 돌을 던진 것처럼 반짝이는군요.” 알바가

론도의 주제 선율을 노래할 때, 베이스 성부는 마디 1038-39에서 C#-F#-C#-G#

의 으뜸화음에서 딸림화음(Ⅰ-Ⅴ)으로 진행하는 선율 윤곽을 가지며 음렬과 대

비되며 조성적인 느낌으로 알바의 사랑을 표현한다.285)

283) Mitchell, “The Character of Lulu: Wedekind’s and Berg’s Conceptions
Compared,” 271-272.

284) Treitler, “The Lulu Character and the Character of Lulu,” 76.
285) 베르크 음악의 조성적인 특징에 대해 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엇보다 베
르크 음악이 다른 작곡가의 12음 기법과 구별되는 것은 화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
다는 것이다. 주어진 멜로디 혹은 화성이 복잡한 기능이 무엇이던 간에 쇤베르크
와 베베른의 음렬작품에서는 하나의 음렬이 도출된다. 그러나 오페라《룰루》에
서는 다양한 12음렬에서 도출된 화성적인 구성은 호소력 있는 화성적 텍스쳐를
갖는다. 왜냐하면, 음렬 그 자체로 종속적이고, 12음기법적이지 않은 것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텍스쳐는 다른(쇤베르크와 베베른) 12음 기법 음악과
얼마나 다른지는 외성(outer voice)의 특징에 의해 제시된다. 특히 선형적이고 정
해진 방향성을 갖는 베이스 성부는 화성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
통적인 조성음악의 중요한 결집력을 수반한다.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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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 이리 와서 키스해줘요!

알바: 당신눈이마치깊은샘의수면에 돌을 던진 것처럼 반짝이는군요.

《룰루》 제2막 제2장286)

[악보 4-3-3] 조성적인 분위기의 룰루와 알바의 키스장면

이 장면에서 노래하는 알바의 선율은 익숙한 선율로 이미 제2막 제1장에서

룰루와 알바가 단둘이 있을 때, 그가 룰루에게 사랑을 고백한 장면에서 나왔던

선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룰루를 표현하는 음악 어법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서 룰루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286) Berg, Lulu, 180.

조성적 느낌의 화성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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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 세상 저 너머에서 막 잠에서 깨어난 영혼... 오, 이 손...

《룰루》 제2막 제1장287)

[악보 4-3-4] 제2막 제1장의 알바의 론도 주제 선율의 출현

더불어 알바가 룰루의 연인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음악적인 장치는 바로 ‘룰

루의 P5 음렬’이다. 화가가 룰루를 유혹할 때 룰루의 음렬을 따라 불렀듯이, 알

바 역시 키스를 한 후 곧바로 룰루의 음렬로 제2막 2장 마디 1048-54마디에 걸

쳐 노래한다. 이는 알바가 룰루와 앞으로 함께할 운명이라는 것을 음악적으로

암시한다.

알바: (내밀하게 그녀에게 키스한다. – 그리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서 떨어지며) 당신

입술이 약간 가늘어졌군.

《룰루》 제2막 제2장288)

[악보 4-3-5] 룰루의 P5 음렬로 노래 부르는 알바

알바는 계속해서 룰루에게 키스를 외치며 7도 상행의 음형 진행으로 노래한

다. 그 순간 룰루는 알바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알바는 룰루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룰루에 대한 알바의 사랑은 룰루와

쇤 박사의 관계만큼이나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이 상황은 룰루가 얼마나 매력적인 여

287) Berg, Lulu, 151-152.
288) Berg, Lulu,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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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극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는 음악적으로 오페라

에서 쇤 박사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 동시에 조성적인 특징을 띠는 알바의 음렬

을 통해서 드러난다.289)

알바: 그게 당신의 매력을 감소시키진 않아요. – 이리 와요, 내 사랑!...

룰루: 진정해요! –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쏴 죽였어요.

알바: 그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순 없어. – 이리 와! – 키스해줘요!

한 번 더! – 키스를!!!

룰루: 머리를 젖혀요! (그녀는 조심스레 그에게 키스한다)

《룰루》 제2막 제2장290)

[악보 4-3-6] 룰루에게 키스를 외치는 알바

289) 알바의 음렬과 쇤 박사의 음렬 관계는 본 논문 Ⅳ.2.2) 《룰루》음렬의 다양한
특징을 참고하시오.

290) Berg, Lulu, 181.

7도 상행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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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룰루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며 제2막 제2장의 음악은 절정을 향

해간다. 알바는 자신의 론도 주제를 다시 반복하며 노래를 이어간다.

알바: 만약 당신의 그 아이같이 커다란 두 눈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을 한 남자를 파멸시키는 교활한 창녀로 생각했을 거야.

룰루: (명랑하게)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손을 그의 머리카락에

묻는다.) 나와 함께 오늘 국경을 넘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어요.

《룰루》 제1막 제2장291)

[악보 4-3-7] 오페라의 가장 높은 음이 출현하는 룰루와 알바의 중창

291) Berg, Lulu, 181.

    알바의 론도 주제선율

 오패라 《룰루》의 최고음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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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자신의 주제 선율로 “네가 깊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지 않았다면 너를

창녀로 여겼을 거야”라고 노래한다. 알바의 주제 선율 위에 룰루는 “내가 그랬

으면 좋겠어요(Wollte Gott, ich ware das)”라고 대답하며 노래한다. 이때 마디

1084에서 《룰루》에서 가장 높은 음 중 하나인 D6 음으로 룰루는 창녀가 되길

원한다고 노래한다. 이 부분은 룰루가 육체적인 성에 대해 자유롭다는 것과 제3

막에서 창녀로 몰락하는 룰루의 운명을 음악적으로도 암시한다.292) 국경을 넘어

도망가자는 룰루의 제의에 알바는 룰루에 대한 찬가로 대답을 대신한다. 제2막

제2장의 마지막 부분인 룰루에 대한 찬가는 룰루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표현

한 노래다.

알바 – 룰루에 대한 찬가(Hymn)

이 드레스를 통해 보는 당신의 몸매는 마치 음악 같아요.

이 발목은 우아하게(grazioso), 이 매혹적으로 부풀어 오른 곳은 노래하듯

(cantabile),

이 무릎은 신비롭게(misterioso), 그리고 장엄한 관능의 안단테(andante).

의식 속 서로 아름다움을 비길 데 없는

늘씬한 두 적수가 얼마나 평화롭게 서로를 맞대고 있는지.

하지만 변덕스러운 여주인이 깨어나면 두 경쟁자는 마치 양극처럼 자리를 비키지

요. 당신을 찬양할 거예요. 당신의 감각이 사라지도록.....

《룰루》 제1막 제2장293)

룰루에 대한 알바의 찬가는 룰루의 육체에 대한 남성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

준다. 알바는 룰루의 몸을 발목은 우아하게, 가슴은 노래하듯, 무릎은 신비롭게

그리고 룰루의 관능적인 매력은 안단테로 은유하며 육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다. 알바는 작곡가의 감수성으로 음악적으로 룰루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여

292) 다른 한편 베르크가 이 부분에서 룰루에게 가장 높은 음을 배정한 것은 베르크
가 탐독했던 바이닝어의 저작 『성과 성격』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
이닝어는 여성을 태어날 때부터 모성과 매춘의 기질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는데,
이는 당시 매춘이 성행하던 빈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19세기 말 여성을 정숙한 여인와 창녀로 구분하는 것은
남성 욕망의 원칙에서 여성의 모습을 양식화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상복,
“여성신화와 반(反)신화,”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10 (2002), 136. 또한, 베르크
가 남긴 “매춘은 결혼이다(Bordell ist Ehe)”라는 메모를 미루어 보았을 때, 룰루
의 음악적인 어법은 그 의미를 더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선행
연구Ⅱ.2를 참고하시오.

293) Berg, Lulu,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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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알바와 룰루의 사랑이 근친상간이라는 것이다. 룰루는 알

바의 형제이자 어머니였던 인물이고 마침내 연인이 된 여자다. 이는 룰루의 거

부할 수 없는 매력을 표현하는 극적 장치이며, 룰루를 결국 자신의 여자로 만들

고야 마는 남성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룰루에 대한 알바의

사랑은 룰루가 결국 남성의 욕망의 투사체이자 소유하고 싶은 대상물이라는 것

을 담지한다. 이와 함께 룰루와 알바의 사랑을 묘사하는 음악은 음렬과 조성적

인 소리를 병치해서 표현한다. 음악은 리브레토를 강조하거나 음렬 음악에서 조

성적인 소리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정서적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

리고 이러한 베르크의 음악 어법은 여성으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3) 많은 남성의 추앙을 받는 ‘룰루’

화가, 알바 이외에도 운동선수, 학생, 아프리카 왕자, 그리고 단역으로 등장

하는 시종까지, 오페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룰루의 육체적인 아름다

움에 반한다. 끊임없이 많은 남성들이 따르는 룰루는 오페라에서 거부할 수 없

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으로 표현된다.

먼저, 아프리카 왕자는 룰루를 행복한 삶의 화신으로 바라보며, 그녀를 자신

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아프리카 왕자

내가 그녀를 처음에 문학계 모임의 젊은 아가씨로 여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내

가 그녀에게 매혹된 것은 그녀의 춤이 아니라 그녀의 육체와 영혼의 고귀함입니

다. 열흘 밤 동안 그녀의 춤에서 그녀의 정신을 탐구했고, 비로소 오늘 저는 분명

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진정 행복한 삶의 화신입니다. 배우자로서 그녀는 한 남

자를 무엇보다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혼잣말로) 나의 아내로서...

《룰루》 제1막 제3장294)

아프리카 왕자는 룰루의 육체적·정신적 고귀함을 연구하며, 그녀의 춤으로부터

룰루의 정신을 탐구한다. 룰루의 육체적 아름다움이 ‘자연성’을 상징한다면 아프

리카 왕자를 비롯한 룰루가 상대하는 남자들은 ‘사회성’ 또는 ‘정신성’의 범주를

대표한다.295) 룰루를 육체에 대해 연구하는 아프리카 왕자의 모습은 룰루의 본

294) Berg, Lulu, 119-120.
295) 이재황, “세기 전환기 독일어권 문화 속의 새로운 인간상 ‘호모 나투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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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룰루의 자연성을 지배하려는 남성사회의 태

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때문에 룰루와의 결혼을 꿈꾸는 아프리카 왕자는 자

연적인 룰루를 지배하려 드는 남성의 사회적인 욕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으로, 남성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룰루의 모습은 룰루의 등장 음악 유도

악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더욱 잘 드러난다. 쇤 박사와 결혼한 후에도 룰

루는 제2막 1장에서 많은 남성들을 거느리며 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다.

룰루가 운동선수, 학생, 쉬골흐 앞에 우아한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나올 때 프

롤로그에 이미 사용되었던 유도 악구1이 반복되어 연주된다.

[악보 4-3-8] 제2막 제1장 룰루의 추종자 앞에서 노래하는 룰루의 등장 음악

룰루의 등장 음악 유도 악구1은 제2막 제1장에서 반복되어 나온다. 마디 145

마디의 반주부분 상성부 두 번째 박자에서는 소프라노 선율의 F-B의 증 4도

 증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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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과 베이스의 C음인 근음이 이 부분의 최상성부인 룰루의 노래부분과 대비

되어 룰루의 매혹적인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된다.296) 이처럼 룰루의 등장 음

악 유도 악구는 룰루가 많은 남성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반복

되어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남성들의 추앙을 받는 룰루의 모습은 고등학생, 로드리고,

쉬골흐 셋이 룰루와 결혼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 부분

은 캐논 형식으로 “그가 원래 그녀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Er hat sie nämlich

ursprünglich heiraten wollen)”라는 비슷한 가사를 서로 선율을 모방하며 정신

없이 노래한다.297) 쉬골흐가 룰루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고 말하자, 지금까지 쉬

골흐를 룰루의 아버지로 알고 있던 로드리고와 학생은 큰 혼돈에 빠진다. 이 둘

이 당황해서 쉬골흐에게 룰루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묻자, 쉬골흐는 룰루

가 아버지가 없었다고 대답한다. 쉬골흐의 대답에 모든 등장인물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이 장면은 음악적으로 이태리 부파의 관습인 앙상블

피날레(ensemble finale)를 따르고 있다.298)

로드리고: 그가 원래 그녀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

쉬골흐: 나도 원래 그녀랑 결혼하려고 했지.

로드리고: 원래 그녀랑 결혼하려고 했다고요?

쉬골흐: 너도 원래 그녀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로드리고: 물론이죠. 나도 원래 그녀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쉬골흐: 그녀랑 원래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고등학생: (깜짝 놀라서) 뭐라고요?! – 원래 그녀랑 결혼하려고 했다고요?!

로드리고: (쉬골흐에게) 그녀는 당신 딸이 아니었어요?

쉬골흐: 상상도 못할 걸!

고등학생: 그럼 “당신 딸”이 무슨 말이에요?

296) 이러한 음악에 대해 락헤드 역시 룰루 등장음악 유도악구가 “‘유혹으로서 여성’
을 표현하며 여성적인 매력의 힘”을 발산한다고 평가한다. Lochhead, “Lulu’s
Femine Performance,” 238.

297) 쉬골흐, 로드리고 그리고 학생이 말한 결혼은 엄밀히 말하면 잠자리를 의미한
다. 그녀와 관계를 갖고 싶거나, 그리고 베르크가 남긴 “결혼은 매춘이다”라는 메
모를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성한 결혼이
아니다.

298) 앙상블 피날레는 이태리 부파의 관습으로 모든 등장인물들이 해결할 수 없는
혼란과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앙
상블 피날레는 ‘혼란스러운 앙상블(ensemble of perplexity)’이라고도 한다. Perle,
“The Character of Lulu: A Sequel,”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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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그럼 그녀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예요?

쉬골흐: 그녀는 그런 걸 가진 적 없어!

고등학생: 그녀는 한 번도....

룰루: (다시 혼자 흥얼거리며 회랑에서 내려온다.)내가 뭐가 없었다고요?

셋 모두: 아버지!

룰루: 네 맞아요. 저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Wunderkind).

《룰루》 제2막 제1장299)

[악보 4-3-9] “Wunderkind”라는 가사를 강조하는 룰루의 P5 음렬

혼란에 빠진 남성들 틈에 나타난 룰루는 자신의 P5의 음렬로 자신이 ‘하늘에

서 떨어졌어요(Wunderkind)’이라고 대답한다. 남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보

는 대화에서 룰루는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난 인물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신격

화한다. 룰루는 아버지가 없이 태초의 모성으로부터 태어난 완전한 자연적 존재

이며, 이는 낭만주의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를 반영

한다. 즉, 룰루는 “자연=어머니=여성”이라는 등식을 고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상징한다.300) 룰루의 팜므파탈적인 모습은 관능적 존재로 그리고 여성이라는 젠

더가 갖는 고정된 이미지 대한 상징으로, 남성들의 성적 욕구가 여성성에 어떻

게 투영되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오페라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남성들은 룰루를 관능적인 여성이자

그들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남성들은 아무도 룰루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아름다운 몸을 가진 여성을 소유하길 원할

뿐이다. 룰루는 남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팜므파탈로서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수

행하며, 남성들의 허구적 젠더 상상물이 되어간다.301)

299) Berg, Lulu, 142-143.
300) 이화진, “팜므파탈 Femme fatale 연구,” 49.
301) “팜므파탈이 담고 있는 여성성이란 남성적 시각에서 결부된 집단적 환상을 의
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여성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고정관
념 속에서 형상화하려는 남성사고에 대한 은유일 뿐이다.” 이화진, 위의 글, 5.

 

룰루 P5 음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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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 절에서는 룰루와 남성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룰루가 여성

으로서 젠더 정체성을 어떻게 획득되는지에 대한 젠더 수행성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룰루’는 오페라에서 쇤 박사에 의해 남성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인 여성의 모습, 때로는 남성들이 선망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페

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소유하고 여성으로서 룰루를 취급한다. 이는

여성으로서 룰루의 젠더가 “개인의 문화적인 역사를 자신만의 언어로 새롭게

만드는 조용한 기획”으로서 302) 남성의 욕망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룰루는 자신을 추앙하는 남자들에게 자신 스스로를 아버지가

없는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의 총아(Wunderkind)로라 밝히며, 남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한다.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젠더 정체성을 수행하는 룰루는

남자들을 끊임없이 유혹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이러한 룰루의 모습을 ‘여성

의 팜므파탈’로 이해 할 수 있는가? 팜므파탈은 남성들이 소유할 수 없는 여성,

남성들의 집단적 환상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의 모습을 개념화시킨 것이다. 즉,

팜므파탈은 남성 욕망의 총체로서 이성애적 규범과 양식화된 행위를 통해 부정

적인 여성의 모습을 상징하며, 남성들의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욕구를 비정상적

인 여성의 모습에 투영한 것이다. 룰루를 다루는 남성들의 태도를 비쳐 볼 때,

남성사회에서 여성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비되는지를 보여준다. 결론적

으로 버틀러의 관점에서 남성사회의 기획된 존재로서 ‘룰루’는 남성들이 가진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도덕성을 폭로하고, 룰루의 팜므파탈적인 이미지가 위선

과 왜곡된 시선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룰루는 남성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여성의 왜곡된 모습을 상징한다. 룰

루의 ‘여성’이라는 젠더는 남성중심의 권력체계에 의한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 형성되어진다. 이러한 반복되는 수행의 결과로 이해되는 지점, 즉 수행성

은 룰루의 ‘여성’ 이라는 젠더 수행이 남성 중심 사회의 “허구적 생산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303)

302) Judith Butler, “Variation on Sex and Gender: Beauvoir, Wittig, Foucault,”
The Judith Butler Reader, ed. Sara Salih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87)
131;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89에서 재인용.

303) Butler, Gender Trouble, 24; 『젠더 트러블』, 130;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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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룰루의 양성적 특징

지금까지 룰루와 남성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여성으로서 룰루의 젠더 정체성

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룰루와 게슈비츠 백작부인관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오페라에서 쇤 박사와 더불어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로는 게슈비츠 백작부인이 있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이 오페라《룰루》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룰루가

단순히 여성이라고만 할 수 없는 다양한 젠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버틀

러는 기존의 인간의 성을 바라보는 강제적 이성애 규범을 해체함으로써 다양한

젠더 수행에 설명할 수 있다. 게이, 레즈비언, 드래그304)등은 생물학적인 성

(sex)과 사회적인 성(gender)이 불일치(trouble)하는 사람들로 ‘남성’ 혹은 ‘여성’

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버틀러는 이들의 “젠더는 명사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

를 통해 “수행적으로 구성”되어진다고 주장한다.305) 버틀러에게 “젠더는 언제나

행위(doing) 인 것이다.”306)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등한시 해왔던 룰루와 게슈비츠와의 관계를

버틀러의 시각으로 조망해봄으로써 오페라《룰루》에서 룰루가 어떠한 젠더 양

상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룰루’와 게슈비츠의 관계

게슈비츠는 룰루를 감옥에서 구출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극의

후반에서 오페라의 내용을 이끌어간다. 《룰루》는 미완성 유작이므로 베르크가

제3막 제2장에서 게슈비츠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명확히 알기는

304) 드래그(Drag)는 자신의 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성의 옷을 입은 복장전환자,
크로스 드레서를 말한다. 드래그에는 여장남성인 드래그 퀸과 남장 여성인 드래
그 킹이 있지만, 그냥 드래그라고 칭할 때는 주로 드래그 퀸을 의미한다. 드래그
는 헤테로 섹슈얼인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호모 섹슈얼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큰 범주에서 볼 때는 드래그도 트랜스젠더의 범주에 들어간다. 광의의 트랜스젠
더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옷만 바꿔입는 트랜스베스타이트(드래그), 심리적인 동
일시도 수반되는 (협의의) 트랜스젠더, 의학적인 수술을 통해 몸도 이성으로 전
환되는 트랜스 섹슈얼이 그것이다. Butler, 『젠더 트러블』, 버틀러의 주요개념
들.

305) Butler, 『젠더 트러블』, 131-132.
306) 물론 이때의 행위는 그 행동deed에 선행하는 어떤 주체의 행위가 아니다. 이것
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영향력 있는 버틀러의 개념이다.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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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하지만 원작자 베데킨트는 게슈비츠가 “초인적 희생을 보여주는 룰루

비극의 중심 인물”이라고 설명한다.307) 일각에서는 게슈비츠에 대한 베데킨트의

발언이 당시 검열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308) 그러나 룰

루와 게슈비츠의 관계는 분명히 오페라에서 큰 중심을 이룬다. 왜냐하면 룰루의

아름다움에 대한 게슈비츠의 찬사는 룰루가 남성과 여성을 떠나 얼마나 매력적

인 인물인가를 부각시켜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룰루와 게슈비츠와의 동성애309)

관계에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남자 ‘룰루’ 혹은 룰루의 남성 충동화

307) 극[i.e. 판도라의 상자]에서 비극적 중심 인물은 룰루가 아니라, (···) 게슈비츠 백
작부인이다. (···) 게슈비츠 백작부인은 제1막에서 초인적 자기희생[i.e. 감옥 병원
에서 룰루를 위한 게슈비츠 자신의 대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준
다. 제2막에서 극의 줄거리는 그녀가 짊어진 성적 도착의 가혹한 운명을 극복하려
는 시도에서 그녀의 모든 정신적 자원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그 후, 제3
막에서 가장 두려운 영혼의 고문을 스토아적(금욕적) 평정으로 견디며, 그녀는 자
신의 생을 그녀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한다. [i.e. 룰루를 보호하려는 시도
중에 잭 더 리퍼에게 살해당함] Frank Wedekind, Forward to Pandora’s Box in
The Lulu Plays and other Sex Tragedies, trans. Stephen Spender (London:
Calder and Boyars, 1972), 103-104. (Mitchell, “The Character of Lulu:
Wedekind's and Berg's Conceptions Compared,” 268에서 재인용.)

308) Morris, “Admiring the Countess Geswitz,” 350.
309) 어원학적으로 이 용어는 ‘이성애’(heterosexuality)의 반대어이며, 그리스어인
homo와 라틴어인 sexualis의 합성어다. ‘Homosexualität’라는 말은 1869년 남색반대
(antisodomy)를 주장하는 독일의 팸플릿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이후 독일의 성과학
자들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푸코는 『성의 역사 제1권』에서 의학담론이 이
용어를 전유하면서 ‘동성애’는 남색과 같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닌, 정체성과 같은
것임을 지시했다.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에서 동성애는 호모에로티시즘
(homoeroticism), 남성 간의 우정(male bonding), 게이, 레즈비언(lesbian), 복장도착
자(transvestite), 성도착자(transsexual), 이성애자(heterosexual), 동성사회
(homosocial), 남색, 댄디(dandy), 양성애자(bisexual), 톰보이(tomboy) 등과 같은 어
휘 지도를 그리면서 의미론적 경계를 구성한다. 이처럼 동성애는 동성 간의 실제적
인 성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규범적 성행위 전반을 지시하는 문화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페미니즘 비평 내에서 동성애는 페미니즘적 기획과 부합하기도 혹
은 부합하지 않기도 하다. 레즈비언 페미니즘에서 레즈비어니즘(lesbianism)은 남성
과 가부장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성 섹슈얼리티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형식이라고
주장한다. 이리가라이(Luce Irigaray)는 『하나이지 않은 성(This Sex Which Is
Not One)』에서 남근 중심적 문화에서 모든 섹슈얼리티는 이미 남성 동성애적(프
랑스 철자법을 활용하면 ho(m)mo-sexuality는 남성 섹슈얼리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며, 이성애적 교환은 다만 이러한 구조화인 동성애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
라고 주장한다. 서울 문학 평론가 협회, “동성애(同姓愛, Homosexuality,
Homosexualität),”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새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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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비츠는 제2막 제1장에서 룰루가 쇤 박사와 결혼한 후에 등장한다. 게슈

비츠는 극적으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나 룰루의 양성적 특징을

암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오페라 2부에서의 관계를 암시하듯 게슈

비츠는 룰루에게 꽃을 선물하며 관심을 표현하고 룰루에게 남자로 옷을 바꿔

입기를 요구한다.

쇤 박사: (소파 뒤를 지나 가운데 탁자로 간다.)아름다운 꽃이군!

룰루: 게슈비츠 부인이 제게 갖다 준 거예요.

게슈비츠 백작부인: 오, 별 말씀을. (당혹스런 침묵) 아무튼 남자로 가장하실 거죠?

룰루: 그게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게슈비츠백작부인: (룰루그림을가리키며) 여기당신은마치요정같아요.

《룰루》 제1막 제2장310)

룰루와 게슈비츠의 관계는 오페라 연출마다 서로 상이하지만 같은 색깔 옷

을 입고 나옴으로써 극적인 의미에서 함께 할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룰루가 빨간 원피스를 입거나 게슈비츠는 빨간색 남성 바지 정

장을 입고 나와 게슈비츠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311) 그러나 대사에 게슈비츠는 룰루의 아름다움에 빠

져있지만 룰루에게 남장을 하도록 간곡히 부탁한다. 이 둘의 레즈비언 동성애

관계에서 룰루는 남자 역할을 하는 부치(butch)이고 게슈비츠는 여자 역할을 하

는 펨(femme)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제2막 제1장 알바와 룰루의 대화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룰루: 그냥 옷이 어떤지 물어본 거예요.

알바: 당신의 재봉사가 확실히 나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군요.

내가 당신을 안다고 말해도 된다면.

룰루: 거울을 볼 때 내가 남자였으면 했어요... 나의 남편!

《룰루》 제1막 제2장312)

310) Berg, Lulu, 134.
311) 본 논문의 연구에 주로 사용된 오페라 《룰루》의 프로덕션은 올리비에 파이
(Olivier Py)의 무대연출, 피에르 앙드레 바이츠(Pierre-André Weitz)의 무대 및
의상 디자인, 마이클 보더(Michael Boder)의 지휘, 그리고 소프라노 페트리샤 페
티봉(Patricia Petibon)이 주인공 룰루를 맡은 도이치 그라모폰의 2011년 DVD다.

312) Berg, Lulu,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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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는 알바에게 자신이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룰루는 자기에게 내

재되어있는 남성성을 자각하고 직접적으로 남성이 되길 희망한다. 이는 룰루가

“남성화 충동”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313) 왜냐하면, 룰루는 제

1막 제3장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아버지이자 연인인 쇤 박사를 파혼시키고 결국

자신과 결혼하게 만들기 때문인데, 이는 룰루가 오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남성성

을 지니는 쇤 박사를 제압하고 룰루가 남성의 힘을 넘어서는 인물로 변모해 간

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룰루는 자신에게 권총 자살을 강요하던 쇤 박사

를 오히려 권총으로 죽이게 되면서 자신의 강인함을 확인한다.

이처럼 룰루의 레즈비언 남성 역할과 남성화 충동은 세기 전환기에 대두된

인간에 대한 양성이론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성이론을

제기한 바이닝어는 여성이 진정한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인간인 남

성의 특징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닝어의

견해는 남성 가부장제 사회의 한계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룰루가 남성이 되기

를 소망하는 모습은 룰루가 단순히 ‘여성’의 젠더 정체성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는 것을 방증한다.314) 이러한 룰루의 모습은 강제적 이성애 규범을 해체하는 버

틀러의 젠더 수행성으로 독해할 수 있는 지점일 것이다.

(2) 게슈비츠 백작부인의 희생

룰루와 게슈비츠 백작부인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게슈비츠

의 룰루에 대한 초인적인 희생이다. 왜냐하면, 게슈비츠는 룰루가 쇤 박사를 죽

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녀를 구출해주고,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갇힐 만큼 룰

루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게슈비츠는 오페라 마지

막에 아름다움을 잃고 매춘부로 전락한 룰루를 끝까지 지켜주는 숭고한 사랑을

보여준다. 게슈비츠의 희생은 오페라 중간에 무성영화로 상영되기도 하지만, 제

2막 제2장에서 룰루가 알바에게 게슈비츠가 자신을 어떻게 구해줬는지를 설명

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룰루: 오, 게슈비츠 부인이 아주 영리하게 계획을 짰어요. 함부르크에서 올 여름 콜레라

가 무섭게 유행했대요. 그녀는 날 탈출시키려고 계획적으로 그걸 이용했어요. 그

녀는 간병인 과정을 마치고 함부르크로 가서 콜레라 환자들을 간병했어요. 기회가

생기자마자 그녀는 죽은 환자가 입었던 속옷을 입고 바로 그날 아침 여기 내가

313) 이상복, “여성신화와 반신화,” 138.
314) Weininger, 『성과 성격』,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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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감방으로 왔어요. 교도관이 밖에 나간 사이 우리는 재빨리 우리 속옷을 바꿔

입었죠.

알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게슈비츠 부인과 당신이 같은 날 콜레라에 걸렸다는 건

가요?

룰루: 맞아요! 그게 이유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같은 병실에 입원했어요. 게슈

비츠 부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서로 최대한 닮도록 분장했어요.

그저께 그녀는 완치돼서 퇴원했고, 조금 전 돌아와 시계를 두고 왔다고 말

했어요. 나는 그녀의 옷을 입고 빠져나왔죠. (즐겁게) 지금 그녀는 감옥에서

쇤 박사의 살해범으로 누워있어요.

《룰루》 제2막 제2장315)

게슈비츠는 간병인 교육을 받고 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위장을 하여, 룰루

를 감옥에서 탈옥시키고 대신 옥살이를 한다. 전염병까지 걸려가며 룰루를 구출

한 게슈비츠의 목적은 단 하나, 룰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일

반적으로 레즈비언들의 성적 관심이 정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

즈비언 백작부인인 게슈비츠가 룰루에게 정서적인 유대를 갈망하는 것을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316) 그리고 게슈비츠가 룰루에게 관심과 사랑을 원한다는 것

은 제1막 제3장의 게슈비츠의 대사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게슈비츠 백작부인: 당신은 날 깡그리 속이고 내 모든 걸 가져갔어요.

룰루: 아 그래요, 뭘 가져갔죠?

게슈비츠 백작부인: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 감옥에 가기로 했

을 때, 당신이 내게 했던 그 열정적인 맹세는 있었나요? 당신은 모

든 걸 속이고 내 모든 걸 가져갔어요...

룰루: 당신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족속이예요. 남자라기엔 재료가 모자

라고, 여자라기엔 머릿속에 뇌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미쳤

어요!

《룰루》 제3막 제1장317)

게슈비츠는 자신의 초인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룰루의 사랑을 얻지 못하자

룰루를 원망하기 시작한다. 룰루를 원망하는 게슈비츠의 행동은 레즈비언 관계

가 “단순히 성욕의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에 의해서 형성 된다”는 것을

315) Berg, Lulu, 179.
316)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215.
317) Berg, Lulu,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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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준다.318) 반면, 룰루는 게슈비츠를 다른 사람과는 종류가 다른 사람으로

취급한다. ‘남자라기엔, 재료가 모자라고 여자라기엔 뇌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룰루의 대사는 그녀가 게슈비츠의 동성애 성향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취급하

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룰루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게슈비츠는 룰루에게 감정

적 유대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희생하는데, 제3막 제1장에서 게슈비츠가 룰루의

부탁으로 그녀를 위협하는 남성과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319)

룰루: 마르타!(이어서 게슈비츠 백작부인이 문을 닫고 살롱으로 들어온다.)

내 사랑, 당신이 오늘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게슈비츠 백작부인: 어떻게?

룰루: 당신이 그 뜀뛰기 선수랑 홍등가로 가준다면요.

게슈비츠 백작부인: 무슨 목적으로요, 내 사랑?

룰루: 그는 자기가 오늘 저녁 당신을 갖지 못하면 날 내일 고발하겠대요.

게슈비츠 백작부인: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

죠?이해가 안 돼요!

룰루: 그는 그냥 자기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그에게 사랑해 달라고

애원해야 해요.

게슈비츠 백작부인: 그러고 나면요?

룰루: 내일 아침 당신을 기다릴게요. 당신이 오기 전엔 눈을 뜨지 못할 거예요.

게슈비츠 백작부인: 그럼 그를 불러요.

룰루: 하지만 당신은 그의 목에 매달려 안겨야 해요.

《룰루》 제3막 제1장320)

‘마르타!’라고 게슈비츠의 이름을 부르는 룰루는 마치 곧 사랑해줄 것처럼 다

정한 모습을 보인다. 룰루는 궁지에 몰리게 되자 게슈비츠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운동선수와 하룻밤을 보내 줄 것을 부탁한다. 운동선수는 제2막 제1장에서 룰루

의 성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을 추앙하던 사람이었으나, 그는 제2막 제2장부터 육

체적인 아름다움을 잃은 룰루를 곡예사로 만들어 돈을 벌려고 한다. 하지만 이

318)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215
319) 제3막에서부터 남성들은 룰루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거나 사창가로 팔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남성들
은 룰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다. 룰루의 매력에 사로잡혀 욕망의 대상으로 보
았던 남성들은 룰루를 돈벌이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
에서 룰루는 다시 한번 게슈비츠에게 자신을 위해 희생해 주라고 부탁한다.

320) Berg, Lulu,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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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그의 의도가 빗나가게 되자 제3막에서는 룰루를 경찰에 신고할 거라 협박

한다. 그러자 룰루는 운동선수가 게슈비츠에게 관심 있다는 것을 이용해 그를

따돌리려 한다. 이 장면에서 룰루는 게슈비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전혀 관심

이 없이,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게슈비츠를 계속해서 이용한다. 동성

애자에게 이성과의 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폭력 행위인지 룰루는

알고 있는가? 룰루는 처음부터 게슈비츠의 마음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으며,이러

한 룰루의 모습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성과 간악함이 드러난다. 이 장면은

남성들이 룰루를 이용하려하자 룰루가 다시 게슈비츠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

는 일련의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오페라 전반부에서 룰루를 소유하고

싶어 했다가 이제 사창가로 룰루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남성들의 위선적인 모습

은 룰루가 게슈비츠의 희생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중적인 모

습과 유사하다. 때문에 게슈비츠의 희생은 룰루와 게슈비츠의 레즈비언을 보여

주는 한편, 룰루가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넘어 인간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

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룰루의 남성화 충동과 더불어 룰루와 게슈비츠의 동성애 관계는

오페라에서 룰루의 젠더가 행위를 통해 다양하게 구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러한 해석은 베데킨트가 말하는 성의 해방이 곧 사회의 개혁으로 연

결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룰루는 자신의 행위에 따

라 다양한 젠더 양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젠더를 고정된 것

으로 바라보는 이성애적 규범이 “허구적 규제”를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이는

베데킨트가 주장한 성의 해방을 통해 위선적이 사회의 도덕관을 비판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2) 젠더 이분법을 넘어

오페라《룰루》는 룰루의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다. 룰루는 오페라 마지막

제3막 제2장에서 런던의 사창가 매춘부로 몰락하여, 잭(Jack)321)이라는 마지막

321) 1888년 8월에서 11월 까지 런던의 화이트 채플 지역에서 다섯 명의 창녀가 살
해되었다.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연쇄 살인을 조사한 경찰이나 범죄 심리학자들
은 범인은 의학적 기술이 있음을 밝혀냈다. 범인은 살해된 여자의 음부를 예리한
칼로 정확하게 도려냈기 때문이다. 화이트채플 살인자는 경찰과 신문에 자신을
“잭”(Jack the Ripper)이라고 밝혔다. 정신병적인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신문에서
만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런던의 극장이나 바리에테, 음악회 등에서
도 크게 주목을 끌었다.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룰루비극 2부작』,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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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사랑을 나누려 하다가 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다. 잭은 쇤 박사의 역

할을 맡은 배우가 1인 2역을 담당하는데, 이는 마치 쇤 박사가 룰루에게 복수를

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처럼 지금까지 마지막 결론 부분을 남성들이 룰루에

게 복수하는 구조로 해석해온 것은 크라우스 비평의 영향이었다.322) 다른 한편,

더글라스 자르만은 제3막 제2장에서 베르크가 남성 성악가들이 1인 2역을 맡는

것은 “파격적인 복수의 상징”일 뿐 아니라, “오페라 전반부의 고상한 부르주아

캐릭터들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화류계의 그늘진 거주자들과 같다”는 의미로,

“작품의 주제가 성적 위선과 더 넓은 층위의 도덕적· 사회적 의미를 표현”한다

고 해석한다.323) 따라서 마지막에 룰루의 초상화의 역할과 게슈비츠의 의미심장

한 대사를 통해 《룰루》는 버틀러의 시각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

(1) 게슈비츠 백작부인의 독백과 ‘룰루’의 죽음

매춘부가 된 후 룰루는 아름다움과 매력이 사라지고, 제3막 제2장에서 타락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쉬골흐, 알바는 룰루에게 빌붙어 룰루가 매춘으로

번 돈에 기대어 살아간다. 다른 한편 게슈비츠는 룰루의 초상화를 마지막까지

몰래 간직하며, 룰루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낸다. 룰루에 대한 게슈비츠의 한

결같은 사랑은 룰루가 매춘부로 전락했음에도 룰루의 아름다움이 상실되지 않

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페라의 시작 부분이 룰루의 초상화를 그리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룰루의 초상화는 오페라 내내 무대에 걸려 있으

면서 룰루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324)

알바: 한번 봅시다! (게슈비츠에게서 캔버스 말이를 받아 펼친다. 감동해서)

세상에, 이건 룰루의 초상화잖아.

룰루: (비명을 지르듯) 내 초상화! 저리 치워요! 창밖으로 던져 버려요!

알바: (갑자기 활기를 찾고) 그럴 리가 있나? 이 그림을 보니 내 자존감이 회복되

322) 1905년 5월 29일은 베데킨트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날이었다. 하이네
(A.Hine)가 뷘의 초연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출하였고 이에 앞서 크라우스
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해설을 했기 때문이다. 크라우스는 이 강연으로 베데킨트
를 세계적 작가로 끌어올렸다. 제한된 관객 앞에서 이루어진 공연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자 재공연을 하였다. Wedekind, 위의 책, 122.

323) Jarman, “Alban Berg,”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
Grove Music online. [2017년 4월 7일 접속].

324) 연출에 따라 다르지만, 오페라에서 첫 번째 남편, 화가, 쇤 박사 모두 초상화
아래에서 죽음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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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군요. 나의 비운이 이해가 돼요. (구슬프게) 이 꽃잎처럼 부풀어 오른 입

술, 이 커다란 순진무구한 아이 같은 눈, 이 장밋빛 새하얀 충만한 몸 앞에

서 자신의 시민적 지위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돌을 던지라지.

쉬골흐: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저걸 걸어 놔야해.

《룰루》 제3막 제2장325)

마침내, 게슈비츠가 룰루의 초상화가 담긴 캔버스를 펼치자, 알바는 룰루의

그림을 보며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노래한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웠던 룰루의 모

습에서 자신이 매혹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는다. 반면, 쉬골흐는 포주처럼

초상화를 매춘 고객에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 이 부분은 음

악적으로 게슈비츠가 자신이 가져온 룰루의 그림을 펼치는 연기를 할 때, 룰루

의 초상화 화음 음렬이 3도 하행으로 이도(transposition)된 두 쌍의 화음 음렬

(I2-I11,I8-I5)로 시작한다. 이때 룰루는 A5음으로 “내 초상화 내 눈 앞에서 치워

버려!(Mein Bild Mir aus Augen!)”라고 절규하듯 노래한다. 최상성부와 화성의

대비만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4-4-1] 룰루의 노래와 초상화 화음 음렬의 대비326)

무대 위의 실제 등장한 룰루와 그림 안에 있는 룰루의 초상화가 교차되는

상황은 매춘부로 전락한 룰루와 과거에 아름다웠던 룰루의 모습이 동시에 무대

325) Berg, Lulu, 228-229.
326) George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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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여 진다. 무대에서 룰루의 초상화가 등장하며 룰루의 정체성은 해체되는

듯하다. 왜냐하면, 실제 룰루의 초상화의 모습은 첫 번째 의사 남편의 아내였던

룰루의 모습을 두 번째 남편인 화가가 그린 것으로, 룰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

하고 남성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여성에 대한 환상을 상징하며, 제3막 제2장

에서 룰루는 그런 남성들에 의해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룰루의 초

상화는 남성들의 환상을 투영하는 것으로 룰루가 “여성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암시”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327)

다음으로, 룰루의 초상화는 룰루가 마지막 매춘 고객인 잭을 데려오기 직전,

게슈비츠 백작부인이 그녀의 초상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노래하는 장면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게슈비츠는 자살을 시도하면서, 룰루가 죽어가는 자신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한다.

게슈비츠 백작부인:

(····)아냐, 내가 피 흘리며 죽어있는 걸 봐도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거야. –차라리 다리에서 뛰어내릴까? 강물과 그녀의 심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차가울까?–칼로?– 흠, 좋은 방법인거 같지 않아- 차라리 목을 매달까? (뛰어

올라 벽에서 모포 끈을 잡는다.) 빨리! 그녀가 오기 전에. (갑자기 뭔가 떠올리

고는 룰루의 초상화를 끌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당신의 마음에 진심으로 호

소하겠어요.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Erbarm Dich mein!)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룰루》 제3막 제2장328)

게슈비츠의 모습은 정서적인 유대와 룰루의 관심을 갈구하는 여성동성애의

특징을 보여준다. 게슈비츠의 모습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까지 독일 희곡

에서 레즈비언의 전형이었다고 한다.329) 게슈비츠 백작부인은 초상화 앞에서 무

릎꿇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Erbarm Dich mein!)”라 소리치며 노래한다. 마

치 신에게 호소하듯 게슈비츠는 여전히 룰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이 부분은 음악적으로 초상화 화음 음렬의 기본위치와 전위가 대조를 이루며

선형적으로 펼쳐진다.

327) 이상복, “여성신화와 반신화,” 133.
328) Berg, Lulu, 238.
329) Morris, “Admiring the Countess Geswitz,”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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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2] 게슈비츠 선율을 반주하는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330)

뒤이어 룰루와 마지막 손님인 잭이 등장하는데, 룰루는 게슈비츠를 ‘언니’라

고 소개하지만, 잭 더 리퍼는 게슈비츠가 룰루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아챈다.

잭이 등장하자 룰루와 쇤 박사의 관계를 상징하는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악구가

오케스트라의 반주 부분에서 연주된다. 이는 쇤 박사의 역할을 하는 성악가가

잭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후 룰루와 잭이 매춘의 대가로 흥정을 하자 룰루

의 등장 음악 유도악구가 연주된다.

이 부분의 극적인 내용은 음악으로 섬세하게 묘사된다. 룰루가 “원하신다면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게요.”라고 말하며 잭을 껴안자 마디 1260에서 쇤 박사를

상징하는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악구가 연주된다. 그리고 다시 룰루가 “당신을

좋아해요! 날 더 이상 애태우게 하지 말아요.”라고 말하는 부분인 마디 1267에

서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가 연주된다. 이후 음악은 룰루가 잭과의 사랑을

위해 마치 그녀가 유혹하는 것처럼 그리고 잭은 룰루가 사랑한 쇤 박사인 것처

럼 룰루의 등장 음악 유도 악구와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악구가 하나로 엮이

며 연주된다.331)

330) George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111.
331) Lochhead, “Hearing Lulu,”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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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적 느낌의 Ⅴ진행

증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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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 원하신다면. (램프를 치우고 잭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는다.)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게요. (애절하게) 당신을 좋아해요! 날 더 이상 애원하게 하지

말아요.

《룰루》 제3막 제2장332)

[악보 4-4-3] 소나타 종결테마와 룰루의 등장 음악 결합

그리고 잭과 룰루의 모습을 지켜보던 게슈비츠는 다음과 같이 독백을 한다.

게슈비츠 백작부인: (혼자서, 꿈처럼) 이게 여기서 보내는 나의 마지막 밤이야. 독

일로 돌아가서 대학에 등록할 거야. 법학을 공부하고 여성

인권을 위해 싸워야만 해.

《룰루》 제3막 제2장333)

룰루가 죽기 직전, 룰루와 사랑이 좌절되자 게슈비츠는 독일로 돌아가 여성

운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페미니스트 레즈비언이 되겠다고 선언

한다. 페미니스트 레즈비언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며 레즈비언 생활양식

을 취하고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334) 게슈비츠

의 이러한 행동은 베데킨트 희곡이 쓰였을 시기의 사회적 맥락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 당시 독일은 빌헬름 시대 즈음으로 여성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였다.335)

빌헬름 시대 여성운동의 주요 골자는 여성 매춘제도의 폐지, 이중적인 성도덕

비판, 여성의 직업교육 등 여성 해방운동 및 인권신장이었다.336) 여성운동을 계

획하는 게슈비츠의 대사는 베데킨트가 주장하는 성의 해방과 사회개혁이 당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슈비츠가 대사를 마치자마자 방에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

는 룰루의 죽음의 비명(Todesschrei)이 들리며, 룰루가 잭에게 살해당한다. 잭에

게 살해당하는 룰루를 구하려다 게슈비츠 마저 죽음에 이르고, 여성운동을 하겠

다는 게슈비츠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332) Berg, Lulu, 243.
333) Berg, 위의 글, 위의 쪽.
334)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215.
335) 근대 독일은 빌헬름2세 통치하던 빌헬름시대(1890-1918)를 거쳐 바이마르 공화
국(1918-1933) 그리고 히틀러의 제3제국(1933-1945)으로 이어진다.

336) 김기녀, “독일 빌헬름 시대 부르주아 여성 운동과 섹슈얼리티,” 『독일연구』 7
(200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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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의 목소리: (방으로부터) 안돼! – 안 돼! – 안 돼, 안 돼! (죽음의 비명)

게슈비츠백작부인: (뻣뻣하게일어나서룰루의방문으로급히달려가온힘으로문을연다.)

잭: (몸을아래로 구부린 채 문을 벌컥 열고 피가 묻은 칼로 게슈비츠를 찌른다.)

게슈비츠 백작부인: (쓰러진다.)

《룰루》 제3막 제2장337)

잭은 룰루와 게슈비츠를 살해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듯 조용히 무대를 떠난

다. 잭 역할은 여성을 살해하고 성기를 도려낸 성도착 증세를 보인 실제 연쇄살

인마를 모델로 한다. 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잭이 등장할 때부터 룰루의 입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대사인데, 입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룰루가 잭에게 살에 당하는 설정에 대해, 독문학자 이재진은 “룰루처

럼 강한 힘을 지닌 여성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남성에 의해서만 제거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338) 이러한 해석은 룰루의 초월

적인 모습이 무자비하고 무도덕한 힘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룰루의 죽음은 시민사회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도

덕성을 드러내며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파괴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페라는 게슈비츠가 부르는 사랑의 죽음(Libestod)이라는 노래

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 노래의 베이스 성부는 게슈비츠를 상징하는 음렬의 분

절(segments)인 3음이 없는 개방 5도로 진행된다.339) 장조도 단조도 아닌 개방

5도의 애매한 특징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게슈비츠의 정체성을 드러내 준다.

게슈비츠를 상징하는 음렬 분절은 마디 1324 전까지 계속 등장하고 오페라는 F

음으로 마친다. 마디 1324는 A장조 그리고 마디 1325는 A단조로 해석할 수 있

는데, 음렬 안에서 조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나며 이는 베르크 음

렬의 특징이다. 그리고 게슈비츠는 “룰루! 나의 천사! 한 번만 널 더 보게 해줘!

난 네 곁에 있어! 네 곁에 있을게! 영원히!”라는 대사로 노래한다. 이처럼 룰루

는 레즈비언적인 성향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도덕관을 어지럽힌 죄인이자 동시

에 시민사회의 희생자라는 것을 함께 보여 준다

337) Berg, Lulu, 243.
338) 이재진, “붸데킨트의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신화적 특성,” 419
339) 게슈비츠의 음악적 특징은 본 논문 Ⅳ.2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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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비츠 백작부인: 룰루! 나의 천사! 한 번만 널 더 보게 해줘! 난 네 곁에 있

어! 네 곁에 있을게! 영원히! (그녀는 죽는다.)

《룰루》 제3막 제2장340)

[악보 4-4-4] 게슈비츠가 노래하는 사랑의 죽음(Liebestod)

A장조이든 A단조이든 A음이 게슈비츠가 부르는 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A음을 기준으로 게슈비츠의 5도 음렬 분절은 [악보 4-4-5]에서

보듯이 마디 1319부터 진행한다. 그리고 마디 1320의 A♭-E♭화음부터는 3도

관계로 하행하며 진행되며 마지막에 F음으로 마친다. 이 부분의 베이스를 축약

해서 표시하면 [악보 4-4-5]와 같다.

340) Berg, Lulu,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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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5] 게슈비츠의 화음 음렬로 진행하는 베이스341)

게슈비츠는 여성으로서 룰루를 바라보는 유일한 인물로 높은 귀족 신분임에

도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게슈비츠의 동성애적 성

향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고통받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다른 한편 자신을 사랑하는 룰루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순수함 지닌 인물

이다. 그리고 게슈비츠가 죽어가며 노래하는 부분은 룰루를 향한 그녀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다. 이러한 게슈비츠의 순수함은 남성중심사회의 도덕관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이와 같이 룰루는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룰루의 초상화와 대비되며 남성

사회에 욕망의 대상이자 희생자로서 시민사회의 모순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

다. 19세기 말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혐오주의가 팽배하던 시기에 오페라《룰

루》는 남성사회에서 여성의 힘이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342)

룰루는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감각적-물질적 능력”과 시민사회가 규정하고 있

는 “도덕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343) 그리고 룰루에 대한 게

슈비츠의 독백은 룰루의 자연적 본질을 이해하는 게슈비츠의 사랑을 상징하며,

룰루의 죽음을 더욱 숭고하게 묘사하고 있다.

(2) 여성에 대한 남성 복수와 젠더 이분법을 넘어

오페라《룰루》의 시작은 룰루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동물적 존재로 묘사

되며, 동물조련사가 룰루를 인간의 기지로 이해하려는 것에 대해 청중들 향해

질타한다. 또한, 오페라가 전개되어가면서 룰루는 자신 스스로를 동물적 존재이

자 초월적 존재로 묘사하며 젠더 주체를 불분명하게 나타낸다. 더 나아가 이러

한 룰루의 모습을 표면적으로 여성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지점은 제3막 제2장

341) 이 분석은 Morris, “Admiring the Countess Geswitz,” 356을 참고하여 분석한
것이다.

342) 이재진, “붸데킨트의 드마라에서 나타나는 여성상과 신화적 특성,” 420.
343) 이재진, 위의 글,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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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쉬골흐가 룰루를 정의하는 대사에서 잘 나타난다.

알바: 무엇을 이해 못 해요?

쉬골흐: 그녀는 자신의 삶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 수는 없어.

《룰루》 제3막 제2장344)

알바가 룰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쉬골흐는 룰루에

대해 “자신의 삶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정의한다.

쉬골흐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룰루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는 오페라

시작에서 인간의 기지로 이해할 수 없는 룰루의 본성을 다시 확인해주는 듯하

다. 쉬골흐는 오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등장인물이자 룰루처럼 기원이 불

분명한 인물로, 쉬골흐가 룰루에 대해 설명하는 대사는 오페라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345) 즉, 쉬골흐는 룰루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규정지

을 수 없는 자연적인 존재이자, 인간의 위선을 보여주는 초월적 힘을 가진 인물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쉬골흐는 룰루를 규정되지 않은 존재로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

운 자연 그 자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룰루는 육

체적 욕망에 근거한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정서적 욕망에 근거한 동성 간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룰루의 삶 그 자체로서의 ‘사랑’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근원적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을 던진다. 더 나아가 이는 베데킨트가 세기말 시민 사회의 위선과 속물근성 그

리고 이중 도덕관에 대한 저항의식을 룰루를 통해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344) Berg, Lulu, 233.
345) 쉬골흐가 이 대사를 하는 동안 베데킨트의 류트노래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온
다. 베데킨트의 ‘고백’이라는 노래는 한 여인이 화장로 등장하며 시민사회의 도덕관
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도에 맞게 베르크는 베데킨트의 류트 노래를 사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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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버틀러 수행성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

구는 크라우스의 논평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복수’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

어나,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보

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버틀러의 시각으로 리브레토에 나타나

는 ‘룰루’의 젠더 주체의 범주를 분석하고, 룰루의 모호한 주체가 양식화된 음악

의 반복을 통해 어떻게 젠더 정체성을 구현해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리브레토와 음악 어법의 분석을 바탕으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이 세기 전환기

남성 시민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다양한 성 담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20세기에 중요한 오페라 레퍼토

리로 자리매김 한《룰루》의 현대적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표였다. 그리고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룰루의 젠더 주체의 범주는 과정-중의-룰루로 해석할 수 있다. 오페라

프롤로그에서 룰루는 동물적인 존재 그리고 ‘여성의 원형(Die Urgestalt des

Weibes)’의 모습을 상징한다. 또한 화가와의 대화에서 ‘룰루’는 시민사회의 개념

인 진리, 신념, 사랑, 맹세 등을 모두 거부하며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된

다. 이처럼 룰루는 동물과 인간의 존재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운 모습, 그리고

시민사회의 개념을 거부함으로써 이성에 지배를 받는 주체가 아닌 무(無)주체적

인 모습을 표현한다. 이러한 룰루의 모습은 버틀러가 젠더 수행성 개념의 전제

의 출발로 ‘여성’의 주체를 가정하지 않는 것처럼, 룰루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

해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이라도 하

듯 오페라에서 룰루는 ‘이브’, ‘넬리’, ‘미뇽’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

나 룰루의 다양한 이름은 룰루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욕망

의 결과로 표현되는 교환 대상물로서 룰루의 모습이다. 따라서 룰루는 고정된

주체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이데올로기 사회 규범에 맞는 수행을 통해

룰루의 주체가 구성되어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오페라에 나타나는 ‘룰루’의 양식화된 음악의 반복은 극적으로 중요한

리브레토 부분에서 룰루의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낸다. 먼저, 《룰루》는 성악작

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나타형식, 론도형식, 변주곡형식 등 다양한 기악 형식을

사용하여 극적인 의미를 표현한다. 1막의 소나타형식은 쇤 박사와 룰루의 관계

를 상징하며, 2막의 론도 형식은 룰루에 대한 알바의 사랑, 3막의 변주곡 형식



- 148 -

은 몰락해가는 룰루의 모습을 표현한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고유음렬을

갖고 유도 동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룰루’를 표현하는 음렬은 ‘룰루의

P5 음렬’, ‘기호 동기’, ‘초상화 음렬’ 등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룰루의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이는 인간이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 젠더 정체

성을 형성해 가는 것처럼, 오페라에서 하나의 캐릭터가 정해진 자신의 음렬을

반복함으로써 룰루의 정체성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무엇보다 오페라《룰루》에서 분석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악구를 반복하는

유도 악구(Leitsektion)이다. 유도 악구는 선율뿐만 아니라 화음, 화성진행까지

광범위하게 반복하고, 음렬과 조성을 병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음악적

장치는 오페라에서 극적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오페라에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구현해 간다.

셋째, 룰루는 남성사회의 기획된 존재로서 여성이라는 젠더의 ‘허구적 생산

물’로서 젠더를 수행한다. 남성사회의 중심인물로 대표되는 쇤 박사는 룰루를

남성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길러낸다. 그리고 룰루의 매력적

인 모습을 이용하여 쇤 박사는 룰루의 두 번의 결혼을 기획한다. 쇤 박사에게

룰루는 하나의 자본이자 그녀의 결혼은 하나의 사업이다. 왜냐하면, 룰루의 결

혼은 부와 명예를 가진 남자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러한 룰루의 모습이 룰루의 여성이라는 젠더가 남성 사회의 이데올로기에서 비

롯한 ‘일정한 권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오페라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남성들은 룰루를 관능적인 여성으로 그들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한다. 룰루의 남편인 화가, 알바, 룰루를 추종하는 남성들은 룰루

의 육체를 희구하며 룰루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남성들의 태도는 육체

적 욕망의 쾌락에 대한 남성들의 집단적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이런 경

우 룰루는 성적 매력이 과장되게 부각되는 팜므파탈의 모습으로서 여성이라는

젠더를 수행해 간다. 왜냐하면, 룰루는 남성들 앞에서 매력을 드러낼 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룰루의 모습은 남성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여성에 대한 왜곡된 재현 중 하나로,

여성으로서 룰루의 모습이 실제로는 남성 욕망에 기원한 허구적인 ‘여성’ 젠더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룰루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충동화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다양한 젠

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오페라에서 룰루는 남성이 되고 싶어 하길 소망하거

나, 게슈비츠와 동성애관계에서 레즈비언 남성인 부치(butch)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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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틀러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으로

결정된 성으로 인해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강제적 이성애의 구분이 젠더 이데

올로기로 작용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인간의 젠더 정체성은 생물학

적 성과 사회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게이, 레즈비언, 드래그 등 수많은 가능

성이 존재하며, 이들의 젠더는 행위와 수행을 통해 구성되어진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젠더는 행위와 수행의 일련의 연쇄이자 구축되는 과정을 통해 드러

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룰루도 양성적 성향과 동성애 관계를 통해 젠더

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으로 해석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표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체

신,

초월적인 존재

젠

더

남성사회의

여성으로서

허구적 생산물

인간

양성

다양한 이름

과정-중의 -룰루

룰루의

남성 정체성,

레즈비언

남성역할

동물

자연적인 존재

[표 5] 룰루의 젠더 정체성

먼저, 표의 세로축인 룰루의 주체는 인간을 중심으로 동물적인 존재와 신적

인 존재로 가정하였을 때, 오페라에서 룰루는 동물적인 존재이자 시민사회의 개

념을 거부함으로써 주체를 해체하고 다양한 이름을 통해 과정-중의-주체로서

유동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물론 신적인 존재와 동물적인 존재가 젠더의 층위

와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를 통해 인간 본성과

근원에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오페라에서 룰루는 자신의 주체의 범주를 해체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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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표의 가로축인 젠더 층위에서는 룰루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양성

적 특징을 지닌다. 남성사회의 기획된 존재로서 룰루는 여성이라는 역할을 통해

가부장적인 권력의 산물인 허구적 젠더 생산물로서 모습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룰루의 남성적인 특징과

남성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룰루의 레즈비언 남성역할인 부치는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이 일치하는 남성은 아니지만, 이성애적 구분법에서 넓게는 남

성이라는 젠더 범주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수행성 개념으로 살펴본 룰루의 젠더

는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특수한 일련

의 관계를 둘러싼 상호 수렴의 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346) 왜냐하면,

오페라에서 룰루는 주체가 고정되지 않고 열려있는 존재로서 남성들과의 수행

의 관계를 통해 구축되어져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으로

서의 ‘룰루’ 젠더 정체성은 남성 중심사회의 여성에 대한 허구적 상상물이자 환

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통해 접근한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수많은 해석의 작은 부분에 불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젠더의 논의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술로서 음악이 역사·사회·문화적 맥락과 영

향을 주고받으며 탄생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니콜라

스 쿡(Nicholas Cook, 1950-)의 음악과 언어에 관한 통찰은 많은 점을 시사한

다. 쿡은 “음악은 의미를 잉태”하고 있으며 단순히 언어적 의미를 넘어선다고

설명한다. 또한, 언어는 “음악의 산파 기능”을 하며 “음악의 잠재적 의미를 실제

의미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연결고리를 형성한다고 쿡은 지적한다.347) 이러한

음악과 언어의 관계는 음악이 언어의 다양한 의미(polyvalent)를 함의하며, 삶

안에서 다양하게 창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에서 젠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음악에 담긴 다양한

346) Butler, Gender Trouble, 10,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 103.
347) 니콜라스 쿡은 “음악은 의미를 잉태하고 있으며 단지 언어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
이 아니다. 하지만 말은 이른바 음악의 산파로서 기능한다. 말은 잠재적 의미를 실
제 의미로 변화시킨다. 말은 작품과 세계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크레이머의 용어
를 빌리자면 말은 음악의 세속성의 대리인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Music is
pregnant with meaning; it does not just reflect verbal meaning. But words
function. so to speak, as music's midwife. Words transform latent meaning into
actual meaning; they form the link between the work and world. To borrow
Kramer's term, they are the agent of music worldliness. Nicholas Cook, Very
Short Introduction to Mus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21. 장호연
역 『음악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문선, 2004), 149를 참조하여 필자가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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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이해하는 하나의 시도일 것이다. 따라서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으로 바라

본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통해 오페라 《룰루》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를 맺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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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Lulu by the Concept of

Butler’s P erformativity
- With Priority Given to the Gender Identity of ‘Lulu’

Kim, So-yi

Department of Music, Music Theory & Music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ban Berg’s Lulu is an opera which has positione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operas in the 20thcentury.Many studies with various

standpoints have expounded the opera in the context of a tragedy

with love and revenge. Particularly, Lulu, the heroine of the work,

has been a main subject of studies. She is regarded as a fin de

siècle femme fatale who seduces the male deadly and leads them to

death finally. Meanwhile other views appreciate her as a passive role,

the object of male sexual fantasy, inconsistency, and a compound of

male projections. Nonetheless, precedent studies pinpoint the fractional

aspect of Lulu’s femaleness.

The opera, however, shows Lulu’s various attributes. She is

described as “Wunderkind (transcendent being)” and likened to the

animal being “gebändigt durch das menschliche Genie (tamed by

human genius)”. In addition, her behavior is ambiguou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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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on of gender revealing the characteristic of a liberated female

to win her own love, the passiveness manipulated by the masculine

society, and the desire to become a male. Moreover, her homosexual

relation with Countess Geschwitz underpins Lulu’s multifarious gender

identity not distinguished according to dichotomy. Given these, it is

necessary to shed light on Lulu’s gender identity distinctly and

systemically. This study explores a new perspective on Lulu based

on the concept of gender performativity by Judith Butler.

Butler’s gender performativity, a theory of post-feminism, asserts

that ‘a female’ and ‘category of female’ are accepted without any

criticism and ‘a female’ and ‘the representation of a female’ are

constituted by the discourse of the masculine-centric social power.

Notably, it argues that gender, which is not constructed by a stable

identity, is an identity institutionalized by “a stylized repetition of

acts”.

Examining the libretto and musical language of Lulu by Butler’s

perspective, this study confirms that Lulu’s identity is ambiguous and

her gender identity is formed by a stylized repetition of music, which

connotes that her behavior is associated with the view of the fin de

siècle male society on a female and the gender discourse of the early

20thcentury. With the aim to review contemporary implications of

Lulu, the study finds and develops the following arguments regarding

Lulu’s gender identity.

First, Lulu’s identity category can be seen as Lulu in progress. An

animal being and ‘die Urgestalt des Weibes (the archetype of

Woman)’ are representations for her in the prologue of the opera.

Conversations with a painter describe her as the unfathomable being

to deny the values of the civil society, such as truth, faith, love and

pledge. Those shows Lulu’s ambiguity traversing between a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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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 animal beings, and non-subjectivity with the denial of the

civil society’s concept, not subjectivity controlled by rationality.

Various aspects from Lulu make constant questions of who she is

really as Butler a does not assume the subject of ‘a female’ as the

beginning of the premise of gender performativity. Actually, males in

opera name her in various way, ‘Eve,’ ‘Nelly,’ and ‘Mignon,’ which

indicates that they perceive Lulu as the object to fulfill their fantasy,

instead of understanding her substance. In this context, it can be

understood that Lulu’s subject is not fixed and it is constituted by

doing masculine ideology regulatory.

Second, Lulu’s stylized repetition of music reveals her various

identities in the dramatically significant part of libretto. Above all,

Lulu is vocal music but delivers dramatic meanings by employing

sonata, rondo, variation, and instrumental forms. The sonata structure

of Act I connotes relations between Dr. Schön and Lulu, the rondo of

Act II expresses Alba’s love to Lulu, and the variation of Act III

stands for Lulu’s falling down. Next, regarding twelve-tone

expression for Lulu, the repeated use of Lulu’s series of P5 and

sign-motive in the purpose of Leitmotive constitutes her musical

identity. That is, Lulu constructs her identity in the opera by

repeating her series as a human being does one’s identity by a

stylized repetition of acts. Together with Leitmotive, the opera uses

Lietsektion (reiterating a musical unit). It repeats melody, chord, and

harmonic progress extensively, and juxtaposes twelve-tone set and

non-dodecaphonic tone. This musical device communicates dramatic

implications more effectively and constitutes Lulu’s identity

synchronously.

Third, it can be regarded that Lulu is a ‘fictive construction’ of

the gender of a female being manipulated by the masculin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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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Schön, a main figure of the society, builds up her according to

the ideal type of a female required by the society. He schemes her

two marriages taking advantage of Lulu’s fascination. In this point,

as the gender from a highly rigid regulatory frame asserted by

Butler, her identity can be apprehended. Meanwhile, almost all males

in the opera treat her as the object for embodying their fantasies. In

this sense, she performs a femme fatale mirroring their collective

fantasy.

Fourth, Lulu assumes various aspects of gender identities, not

fixed to compulsory heterosexuality. As Butler criticizes, although

many genders can be considered, male or female of absolute gender

dichotomy by an anatomical approach strongly influence gender

ideology. In addition, Like Butler argues, it can be asserted that

regarding gays, lesbians, and drags, whose biological genders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ir social genders, their act and performance

demonstrate their various gender identities. In this context, Lulu’s act

entails various gender identities. She desires to be a male and

performs Butch, lesbian male, in the homosexual relation with

Countess Geschwitz.

keywords : Alban Berg, Frank Wedekind, Lulu, Judith Butler,

P erformativity, Identity, Gend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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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알반 베르크 (Alban Berg) 오페라《룰루》는 지금까지 ‘룰루’를 둘러싼 사랑

과 복수의 비극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주인공 ‘룰루’는 세기말 팜므파탈, 수동적

인 여성, 남성 욕망의 투사체 등으로 해석되며, 기존의 연구들은 룰루가 ‘여성’

이라는 단편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오페라에서 룰루는

“아버지가 없는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 그려지며, “인간

의 기지에 길들여진” 동물적 존재로 비유되는 동시에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모

호하게 하는 젠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더 나아가 게슈비츠 백작부인

(Countess Geschwitz)과 룰루의 동성애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룰루의 젠더 정

체성은 이분법적으로 ‘여성’이라고만 할 수 없는 다양한 양상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통해 오페라《룰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버틀러

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포스트 페미니즘의 하나로, 그녀는 지금까지 페미니스트

들이 ‘여성’ 혹은 ‘여성의 범주’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버틀러는 ‘여성’과 ‘여성의 재현’이 남성 중심 사회의 권력에 의해 담론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젠더를 “안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a stylized repetition of acts, 원저자 강조)을 통해 구성된 규정할 수

없는 정체성(an identity)”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버틀러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리브레토에 나타나는 ‘룰

루’의 젠더 주체의 범주를 분석하고, 룰루의 모호한 젠더 주체가 양식화된 음악

의 반복을 통해 어떠한 젠더 정체성을 구현해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이 세기 전환기 남성 시민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다양한 성 담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오페라《룰루》의 현대적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였으며,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룰루의 젠더 주체의 범주는 과정-중의-룰루로 해석할 수 있다. 오페라

프롤로그에서 룰루는 동물적인 존재 그리고 ‘여성의 원형(Die Urgestalt des

Weibes)’의 모습을 상징한다. 또한, 룰루와 화가의 대화에서 ‘룰루’는 시민사회

의 개념인 진리, 신념, 사랑, 맹세 등을 모두 거부하며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처럼 룰루는 동물과 인간의 존재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운 모습,

그리고 시민사회의 개념을 거부함으로써 이성의 지배를 받는 주체가 아닌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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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된다. 이러한 룰루의 모습은 버틀러가 젠더 수행성 개념의 전제로 ‘여성’

의 주체를 가정하지 않는 것처럼, 룰루의 주체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한

다. 또한 오페라에서 남성들은 룰루를 ‘이브’, ‘넬리’, ‘미뇽’ 등의 다양한 이름으

로 부르는데, 이는 남성들이 룰루의 본질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환상을 실현시켜줄 성적 대상으로 룰루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룰루는

주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이데올로기 사회 규범의 수행을 통해

룰루의 주체가 구성되어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룰루’의 양식화된 음악의 반복은 극적으로 중요한 리브레토 부분에서

룰루의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낸다. 먼저,《룰루》는 성악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나타형식, 론도형식, 변주곡형식 등 기악곡 형식을 사용하여 극적인 의미를

표현한다. 제1막의 소나타형식은 쇤 박사와 룰루의 관계를 상징하며 제2막의 론

도 형식은 룰루에 대한 알바의 사랑, 제3막의 변주곡 형식은 몰락해가는 룰루의

모습을 표현한다. 다음으로, ‘룰루’를 표현하는 음렬은 ‘룰루의 P5 음렬’, ‘기호동

기’ 등을 유도 동기(Leitmotive)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룰루의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이는 인간이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처럼, 오페라에서 룰루가 정해진 자신의 음렬을 반복함으로써 자

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도 동기와 더

불어《룰루》는 악구를 반복하는 유도 악구(Leitsektion)를 사용한다. 유도 악구

는 선율뿐만 아니라 화음, 화성진행까지 광범위하게 반복하고, 음렬과 조성이

병치 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음악적 장치는 오페라에서 극적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오페라에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구현해 가는 데 큰 역

할을 한다.

셋째, 룰루는 남성사회의 기획된 존재로서 여성이라는 젠더의 ‘허구적 생산

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사회의 중심인물로 대표되는 쇤 박사는 룰루를 남성

사회에서 요구한 이상적인 여성으로 길러내고, 룰루의 매력적인 모습을 이용하

여 그녀의 결혼을 기획한다. 또한 오페라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남성은 룰루를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한다. 때문에 룰루는 남자들의 집

단적 환상을 반영한 과장된 여성인 팜므파탈의 모습을 수행해 간다. 이는 버틀

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여성으로서 룰루의 젠더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의

권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룰루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충동화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다양한 젠

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버틀러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해부학적으로 결정된 성인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강제적 이성애의

구분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고 비판하고, 인간의 젠더 정체성은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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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과 사회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게이, 레즈비언, 드래그 등 수많은 가능

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페라에서 룰루 역시 양성적 성향

과 동성애 관계를 통해 젠더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보여

준다. 즉, 룰루는 남성이 되고 싶어 하길 소망하거나, 게슈비츠와 동성애관계에

서 레즈비언 남성인 부치(butch)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통하여 지금까지 외설스럽고

퇴폐적인 오페라로 여겨온 오페라《룰루》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룰루’의 다양한 젠더 층위가 인간이 갖는 다양한 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알반 베르크, 프랑크 베데킨트, 오페라《룰루》,『룰루 비극

-2부작』, 주디스 버틀러, 젠더 정체성, 수행성.

학 번 : 2011-2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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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그녀는 자신의 삶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 수는 없어.

Die kann von der Liebe nicht leben, weil ihr Leben die Liebe ist.1)

오페라《룰루》(Lulu, 1936)는 알반 베르크(Alban Berg, 1885-1935)의 후기

오페라이자 12음 기법으로 작곡된 작품이다. 베르크는 베데킨트(Frank

Wedekind, 1864-1918)의 희곡『룰루-비극 2부작』「대지의 정령」(Der

Erdegeist)과 「판도라의 상자」(Die Büches der Pandora)를 원작으로 오페라

《룰루》 리브레토를 직접 작업하였다.2) 이 오페라는 ‘룰루(Lulu)’가 세 명의 남

자와 결혼하면서 사회적인 부와 지위를 얻는 상승기와 그녀가 세 번째 남편을

죽이고 난 뒤 재산을 잃고 매춘부로 전락하는 몰락기로 구성되어 있다.3)

20세기의 중요한 오페라로 자리매김 된 이 오페라는 지금까지 ‘룰루’를 둘러

싼 사랑과 복수의 비극으로 이해되며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었다.4) 특히 주인

공 ‘룰루’는 연구의 중심 대상이었다. 기존 연구에서 룰루는 거부할 수 없는 치

명적인 매력으로 남성을 유혹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성상인 세기말 팜므파

1) Alban Berg, Lulu, Oper in drei Akten, Orchestre de l'Opéra de Paris, IRCAM,
3-6/1979, 233. 본 논문은 Alban Berg, Lulu, Oper in drei Akten nach den
Tragödien Erdgeist und Büchse der Pandora von Frank Wedekind, Orchestre
de l'Opéra de Paris, IRCAM, 3-6/1979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이 리브레토는 프
리드리히 체르하(Friedrich Cerha)가 제3막을 완성하고 피에르 불레즈(Pierre
Boulez)가 1979년 녹음한 음반의 책자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음반의 리브레토는
다음과 같은 발행사항을 갖고 있다. Akt 1 und 2 ⓒ 1936, 1937 by Universal
Edition Wien Copyright renewed, Akt 3 ⓒ 1977 by Universal Edition A.G.
Wien. 이하 본 논문에서는 페이지수만 표시하도록 하겠다.

2) 앞으로 본 논문에서 오페라 작품 자체를 지칭할 때는 《룰루》, 룰루의 캐릭터를
강조할 때는 ‘룰루’, 그리고 일반적인 룰루에 대한 설명은 룰루로 표기하겠다.

3) 더글라스 자르만은 오페라 전반부의 룰루의 남편들이 1인 2역을 맡아 매춘부가 된
룰루의 고객들이 되는 것은 오페라 음악적 구조와 극적인 의미의 핵심이라고 지적
한다. Douglas Jarman, Alban Berg, Lulu-Cambridge Opera Handboo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56-57.

4) Karl Kraus, Die Büches der Pandora, Fackel Nr. 182, June 9 1905 reprinted in
Literatur und Lüge, Munich 1929. Translated by Celia Skrine. Douglas Jarman,
Alban Berg, Lulu-Cambridge Oprea Handbooks, 102-112. 오페라를 룰루를 중심
으로 한 남녀의 복수로 이해하는 것은 1905년 빈에서 극비리에 열린 베데킨트의
「판도라의 상자」의 공연에서 서두 강연을 맡았던 칼 크라우스(Karl Kraus)의 해
석 때문이라고 더글라스 자르만(Douglas Jarman), 레오 트라이틀러(Leo Treitler)
등은 지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Ⅱ-2) 베르크의 베데킨트 수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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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femme fatale)로 여겨졌고,5) 다른 한편 “의지가 없는 수동적인 여성

(Mitchell)”,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자 모순된 존재(Perle)”, “남성 욕망의

투사체(Treitler)”등으로 해석되었다.6) 심지어 미첼(Mitchell)은 베르크가 극적인

측면에서 수동적이며 비발전적인 특징을 갖는 ‘룰루’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

한 것은, 베데킨트의 희곡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베르크를 비난하기도

하였다.7) 이처럼 룰루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룰루가 ‘여성’이라는 단편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오페라에서 룰루는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룰루는 “아버

지가 없는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 그려지며, “인간의 기

지에 길들여진” 동물적 존재로 비유되는 동시에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모호하

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8) 또한 룰루는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는 해방된

여성, 남성중심 사회의 기획된 수동적인 여성, 남자가 되길 소망하는 모습을 드

러내기도 한다. 더 나아가 게슈비츠 백작부인(Countess Geschwitz)과 룰루의

동성애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룰루의 젠더9) 정체성은 이분법적으로 ‘여성적’이

라고만 할 수 없는 훨씬 다양한 양상을 포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룰루’의 젠

더 정체성에 대해 체계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과연 ‘룰루’는 어떤 인물인가? 이 주인공이 보여주는 젠더 정체성은 오페라

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진 룰루의 젠더 정체성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한

다. 특히 ‘룰루’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젠더 정체성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1956-)의 젠더 ‘수행성(Performativity)’ 개

5) Keren Pegley, “Femme fatal and Lesbian Representations in Alban Berg's
Lulu,” Encrypted messages in Alban Berg's music, ed. Siglind Bruhn. (New
York; London: Garland Pub., 1998),

6) 선행연구들에 관해서는 본 논문 Ⅱ-3을 참조.
7) Donald Mitchell, “The Character of Lulu: Wedekind’s and Berg’s Conceptions
Compared,” The Music Review 15 (1954), 274.

8) Berg, Lulu, 68.
9) 젠더(gender)는 원래 전통적으로 유럽어 문법의 명사 분류체계에서 ‘남성형
(masculine)’, ‘여성형(feminine)’, ‘중성형(neuter)’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젠더”는
생물학적 섹스와 달리 양성을 사회문화적으로 범주화하는 용어로 그 의미가 확대
전용되었다. (김애령, “‘여자 되기’에서 ‘젠더하기’로 버틀러의 보부아르 읽기,” 『한
국 여성철학』 13 (2010), 24.) 반면 생물학적인 성을 지칭하는 섹스(sex)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해부학적인 기표를 의미하므로 젠더와 구분하여 사용된다. 이
두 용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Ⅲ.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performativity)’
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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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연구의 척도로 삼았다.10) 버틀러의 이론은 전통적인 여성의 주체를 거부하

고 젠더의 통일된 유형을 와해시키며 젠더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고 있

기 때문이다. 즉,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은 지금까지 오페라《룰루》가 사랑과

복수와 비극의 이분법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에서 벗어나,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적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포스트 페미니즘 흐름의 하나로, 그녀는 지금

까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혹은 ‘여성의 범주’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왔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과 ‘여성의 재현’이 남성중심 사회의 권력에 의해 담론적

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에서 흥미로운

점은 인간의 ‘젠더(gender)’가 인간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버틀러에

게 젠더는 행위의 과정이며, 젠더 정체성은 행위들의 연쇄이다. 다시 말해 버틀

러는 젠더를 수행을 통하여 발생되는 연속적인 실천과정으로 바라보며, 버틀러

에게 젠더 정체성은 우리가 “결과로 알려진 바로 그 ‘표현물(남성 혹은 여성)’

때문에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11) 그리고 버틀러는 젠더를 “안정된 정체

성이 아니라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a stylized repetition of acts, 원저자 강

조)을 통해 구성되는 제도화된 규정되지 않는 정체성(an identity)”이라고 설명

한다.12) 이와 같이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은 단순히 여성의 권리와 해방을 주장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을 바라보는 이성애적 규범을 해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룰루를 ‘남성 욕망의 대상, 팜므파탈’이라 설명했

던 단편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는 베르크 오페라《룰루》와 ‘룰루’의 캐릭터에 관

한 선행연구를 고찰할 것이다. 특히 베르크가 베데킨트의 『룰루-비극 2부작』

을 선택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폭넓게 파악하고 당시 대두된 성 담론과

베르크가 베데킨트의 희곡을 오페라로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또한

《룰루》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기존 접근의 한계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이후

10) 수행성(performativity): 젠더는 무대 위에서 배우가 행하는 퍼포먼스처럼 언제
나 행위로 나타난다. 젠더는 고정된 명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틀러는 배
역 뒤의 배우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연기 혹은 연행성 퍼포먼스보다 퍼
포머티비티를 주장한다. 퍼포머티비티는 연극적 행위라는 의미도 있지만, 언어학
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언어를 뜻하는 수행문과도 관련되어 있다.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파주: 문학동네, 2008), 버틀러의
주요개념들.

11) Butler, Gender Trouble, 25; 『젠더 트러블』, 131.
12) Butler, Gender Trouble, 140; 『젠더 트러블』,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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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은 본 논문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주는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의 주요

논지를 파악하고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해석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통하여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새

로운 해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1절에서는 리브레토를 중심으로 룰루의 젠더 주

체의 범주가 오페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2절에서는 오페라

《룰루》에 사용되는 양식화된 음악 어법인 형식, 음렬, 등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특히, 양식화된 ‘룰루’ 음악어법의 반복을 통해서 룰

루의 젠더 정체성이 오페라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

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리브레토와 음악어법의 해석을 토대로 3절에서는 남성

중심사회의 기획된 존재로서 룰루가 여성으로서 젠더 정체성을 어떻게 획득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룰루의 양성적 특

징과 룰루와 게슈비츠 백작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젠더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룰

루의 젠더 수행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통하여 지금까지 외설스럽고

퇴폐적인 오페라로 여겨온 오페라《룰루》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룰루’의 다양한 젠더 층위가 인간이 갖는 다양한 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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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비적 고찰

1. 오페라《룰루》의 개요

오페라《룰루》는 알반 베르크의 미완성 유작이다. 베르크는 1928년부터 오

페라 대본 작업을 시작했지만, 《룰루》를 쓰는 동안 연주회용 아리아 《포도

주》(Der Wein, 1929)와 《바이올린 협주곡》(Violin Concerto, 1935)을 함께 작

곡하면서 오페라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당시 나치 집권 하에서 《룰루》의

초연이 힘들어지자 베르크는 오페라 제작사를 독려하기 위해 오페라를 관현악

작품인 《오페라 ‘룰루’의 5개 교향모음곡》(5 Symphonische Stücke aus der

Oper Lulu)13)으로 만들었고, 1934년 봄에 오페라 《룰루》에 기초한 짧은 교향

모음곡을 완성했다. 《룰루 모음곡》(Lulu-Suite, 1934)은 1934년 11월 30일 베

를린에서 지휘자 에리히 클라이버(Erich Kleiber, 1890-1956)에 의해 초연되었지

만 당시 문화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어 끝내 지휘자 클라

이버가 사임하기에 이른다. 1935년 12월 24일 베르크가 사망하고, 《룰루》는 1

막과 2막 그리고 3막은 마디 268의 관현악까지만 작곡된 채 미완으로 남게 되

었다.14) 베르크의 부인 헬렌 베르크(H. Berg, 1885-1976)는 《룰루》를 완성하

기 위해 아르놀트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와 안톤 폰 베베른

(Anton von Webern, 1883-1945), 알렉산더 쳄린스키(Alexander Zemlinsky,

1871-1942) 등에게 이후 작업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작곡 방법에 대한 이유로

작품완성을 거절하였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는 1937년 6월 2일 스위

스 취리히에서 베르크가 남긴 《룰루 모음곡》의 오케스트라 스케치를 기초로

3막의 미완성 부분이 보강되어 초연되었다.16) 그러나 헬렌 베르크는 자신이 살

13) 《오페라 ‘룰루’의 5개 교향모음곡》(5 Symphonische Stücke aus der Oper
Lulu)은 《룰루 모음곡》(Lulu-Suite)으로 축약되어 불리기도 한다. 이하 본 논문
에서는 이 곡을 《룰루 모음곡》이라 부르겠다.

14) Jack M. Stein, “Lulu: Alban Berg’s Adaptation of Wedekind,” Comparative
Literature 26/3 (1974), 230.

15) George Perle, “The Complete ‘Lulu’,” The Musical Times 120 (1979), 116.
16) 1937년 취리히 초연의 지휘는 로버트 덴즐러(Robert Denzler), 룰루는 누리 해드
직(Nuri Hadzic), 게슈비츠는 마리아 버나드(Maria Bernard), 쇤 박사는 에스거
스티그(Asger Stig), 알바는 피터 박세바노스(Peter Baxevanos)가 맡았다.
Andrew Clements, “Lulu,” The New Grove Dictionary of Opera, Grove Music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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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는 동안 《룰루》가 완성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그녀의 사후인 1976년에

야 미완의 상태이지만《룰루》의 출판이 가능하였다. 이후 프리드리히 체르하

(Friedrich Cerha, 1926-)가 오페라《룰루》를 완성하여 1979년 2월 파리에서 피

에르 불레즈(Pierre Boulez, 1925-2016)의 지휘로 초연되었다.17)

1) 《룰루》의 구성 및 내용18)

오페라 《룰루》는 프롤로그와 간주곡을 포함한 3막 7장으로 구성되었다. 오

페라의 내용은 크게 『룰루-비극 2부작』인 「대지의 정령」(Der Erdegeist)과

「판도라의 상자」(Die Büches der Pandora)으로 나뉜다. 먼저, 오페라 1부는

「대지의 정령」으로 주인공 룰루가 세 명의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회

적 지위와 부를 얻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룰루는 세 번째 남편인 쇤 박

사(Dr.Schön)와 실랑이를 벌이다 권총으로 그를 쏴 죽이고, 경찰에 체포되어 재

판을 받고 투옥된다. 오페라 2부인 『판도라의 상자』는 감옥에 갇힌 룰루가 콜

레라에 걸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게슈비츠 백작부인의 계략으로 병원에서 탈출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쇤 박사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룰루는 쇤 박사의 아들인

알바(Alwa)와 사랑을 나누며 미래를 약속한다. 그러나 룰루는 탈옥한 몸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재정적 파탄에 이르자 매춘부로 몰락한다.

《룰루》의 내용을 막별로 살펴보면,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동물 조련사가 청

http://www.oxfordmusiconl ine.com/search?q=Lulu&searchBtn=Search
&isQuickSearch=true [2018년 1월 10일 접속].

17) 1979년 파리 초연에서 룰루 역은 테레사 스트라타스(Theresa Stratas), 게슈비
츠는 이본느 밍똥(Yvonne Minton), 알바는 케네스 리겔들(Kenneth Riegeldl) 쇤
박사는 프란츠 마주르카(Franz Mazurka), 무대 디자인은 쉐로(Patrice Chéreau)
가 맡았다. 이 초연이 녹음된 후 3막 버전의 새로운 프로덕션이 급속히 퍼져나갔
다. 《룰루》는 1979년 6월 미국 싼타페(Santa Fe)에서 마이클 틸슨 토마스
(Michael Tilson Thomas)의 지휘로 미국 초연되었고 룰루는 낸시 샤이데(Nancy
Shade)가, 영문번역은 아르투이르 제이콥스(Artyur Jacobs)가 맡았다. 1981년 영
국 초연은 코벤트 가든에서 열렸는데, 지휘는 콜린 데이비스(Colin Davies) 그리
고 연출은 고츠 프리드리히(Götz Friedrich)에 의해 이루어졌고 카렌 암스트롱
(Karen Amstrong)이 룰루 역을 맡았다. Douglas Jarman, “Alban Berg,” The New
Grove Dictionary of Opera, Grove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
online.com/grovemusic/search?q=Alban+Berg&searchBtn=Search&isQuickSearch=true.
[2018년 1월 10일 접속].

18) 오페라의내용은다음의자료를참고로작성하였다. Andrew Clements, “Lulu,” The New
Grove Dictionary of Opera, Grove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
online.com/search?q=Lulu&searchBtn=Search&isQuickSearch=true. [2018년 1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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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들을 서커스로 초대하며 인상적인 동물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동물

조련사는 오페라의 등장인물들을 동물에 비유하는데, 룰루의 첫 번째 남편인 의

사는 곰, 쇤 박사는 호랑이, 쉬골흐(Schigolch)는 도마뱀, 알바는 원숭이, 두 번

째 남편인 화가는 낙타로 소개한다. 마지막에 뱀으로 소개되는 룰루는 피에로

복장을 하고 무대에 등장한다.

오페라의 1막은 화가가 의사 남편을 둔 ‘룰루(Lulu)’라는 아름답고 매력이 넘

치는 여성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화가는 룰루의 아름다운 모

습에 매혹당하고, 화가의 유혹에 넘어간 룰루는 그와 밀애를 나누게 된다. 룰루

의 외도를 목격한 첫 번째 남편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는다. 이후 룰루는 화가와 결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룰루를 길러준 쇤 박사

가 화가에게 그녀의 부도덕한 과거를 폭로하자, 룰루의 두 번째 남편인 화가는

그 충격으로 자살한다. 쇤 박사는 ‘룰루’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남자이지만, 그는

자신의 약혼녀와 결혼하기 위해 룰루와 부정한 관계를 청산하려고 한다. 쇤 박

사의 결혼 소식에 화가 난 룰루는 쇤 박사에게 아프리카 왕자와 결혼할 거라며

그의 질투심을 유발한다. 결국, 쇤 박사는 룰루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고 마

침내 약혼녀와 파혼하고 룰루와 결혼한다.

2막 1장은 ‘룰루’와 쇤 박사의 결혼생활로 시작한다. 그러나 룰루는 여전히

자신을 따르던 남자들과 관계를 갖고 심지어 쇤 박사의 아들인 알바를 유혹한

다. 이를 목격한 쇤 박사는 룰루에게 권총 자살을 하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룰루

가 쏜 총에 맞아 죽게 된다.

이후 오페라에서는 무성영화가 상영된다. 무성영화의 첫 부분은 쇤 박사를

죽인 룰루가 체포되고 재판을 받아 투옥되는 내용으로 오페라의 1부인 「대지

의 정령」이 마무리된다. 무성영화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오페라 2부인 「판도

라의 상자」가 시작하는데, 룰루가 게슈비츠 백작부인으로 부터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위장하여 병원으로 후송되고, 결국 병원에서 백작부인과 옷을 바꿔 입고

탈옥하는 장면이 상영된다. 이 두 부분은 체포-재판-투옥, 그리고 감염-후송-위

장이라는 대칭 구조를 이룬다.

오페라는 2막 2장에서 다시 시작한다. 병에 걸려 쇠약해진 룰루가 감옥에서

쇤 박사의 집으로 돌아온다. 쇤 박사의 아들 알바는 여전히 아름다운 룰루의 매

력에 빠져 찬사를 보내며 사랑을 애원한다. 마침내 룰루는 알바의 사랑을 받아

들이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하며 둘은 사랑을 나눈다. 이후 룰루는 알바와

함께 국경을 넘어 도망간다.



- 8 -

오페라의 3막에서 룰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포주인 마르퀴즈

(Marquiz)가 룰루를 이집트 사창가에 팔아버린다고 협박한다. 이 와중에 쇤 박

사가 남긴 융프라우 주식이 폭락하여 룰루와 알바는 모든 재산을 잃고 만다. 탈

옥한 룰루의 존재를 알게 된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러 들이닥치자 룰루는 다시

도망친다. 결국 재산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자 룰루는 런던의 사창가에서 매

춘부로 살아간다. 게슈비츠 백작부인은 룰루의 초상화를 보며 과거의 아름다웠

던 룰루에게 여전히 찬사를 보낸다. 알바는 매춘부로 전락한 룰루의 모습을 안

타까워하며 룰루를 때리려는 매춘 고객을 저지하다 죽게 된다. 룰루는 자신의

마지막 고객인 청부살인마인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와 매춘의 대가에 대

해 실랑이를 벌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되고 만다. 게슈비츠 역시 룰루의 살

인을 저지하다 잭 더 리퍼에게 살해당한다.

2) 《룰루》의 음악적 특징

오페라《룰루》를 베르크의 첫 번째 오페라《보체크》 (Wozzeck,

1917-1922)와 비교해 보면 《룰루》는 만년의 음악적 기법 변화와 독창적인 면

모가 더욱 잘 드러난다. 《보체크》 이후 베르크의 작품은 신고전주의적 형식의

명료성과 객관성을 지향하고 있다.19) 《룰루》는 《보체크》보다 더 나아가 음

악 구조적 기법의 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형식면에서 다음과 같이 다른 특징

을 보인다.20)

첫째, 음악 기법적인 면에서 《보체크》가 무조 오페라인 반면 《룰루》는

12음 기법21)의 오페라이다. 《룰루》에는 오페라 전체에 사용되는 기본 음렬 뿐

아니라 여자 주인공의 음렬, 남자 주인공의 음렬 등 인물별로 다양한 음렬이 사

용되었다. 그리고 이 음렬들은 등장인물들이 자신만의 독립적인 음렬을 가지며

유도 동기처럼 사용된다. 그 대표적인 예는 오페라 시작 부분에서 트롬본이 연

주하는 4개의 음표로 구성된 기본체(basic cell)22)이다. 기본체는 오페라의 중요

19) 조석희, “알반 베르크,” 『20세기 작곡가 연구 Ⅱ』, 이석원·오희숙 책임편집 (서
울: 음악세계, 2001), 175.

20) 베르크 오페라《보체크》와 오페라《룰루》의 비교는 그로브 사전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Jarman, “Alban Berg,” 위의 항목.

21) 《룰루》에 사용된 12음렬은 오페라 작곡 전에 만들어졌다.
22) “베이직 셀(Basic Cell)”은 펄(George Perle)이 사용한 용어로 보통 작은 음정관
계로 이루어진 단위을 뜻한다. 이는 한국어로 ‘기본체’라 번역되며 본 논문에서도
이 번역어를 따른다. 《룰루》에 사용된 기본체에 관한 자세한 음악분석은 Ⅳ.2
에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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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마다 등장하는 짧은 리듬적 패턴으로 오페라에서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음렬 및 특징적인 화음과 미묘하게 연결되어 오페라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둘째, 형식적인 면에서 《보체크》가 극의 진행순서 및 장면전환에 따라 성격

소곡, 교향곡, 인벤션 등 음악 형식이 완벽하게 구분되었던 것과 달리, 《룰루》에서

는 극의 ‘내용’에 따라 소나타 형식, 론도 형식, 변주곡 형식이 사용된다. 또한, 이러

한 형식 안에 다른 음악 형식이 포함되거나 극적인 내용에 맞춰 여러 음악 형식이

뒤섞여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룰루》의 1막은 소나타 형식임에도 불구하

고 오페라 1막 1장의 첫 시작은 소나타 형식이 아닌 서주와 캐논(Introduction

and Canon)으로 룰루를 쫓아다니는 화가의 모습을 묘사하는 등, 베르크는 극적

인 상황에 따라 형식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소나타 형식은 제1막 제2장이

되어서야 쇤 박사가 소나타 제시부의 1주제를 노래할 때 시작된다. 또한 소나타

형식의 2주제는 선율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가보트와 뮈제트(Gavotte and

Musette)로 구성되어 쇤 박사와 룰루의 대화를 표현한다. 이처럼 소나타 형식이

제1막의 주요한 형식이라 하더라도 극의 내용에 따라 형식 안에 칸초네타, 리

트, 코랄테마 등 다른 음악 형식이 삽입된다. 이처럼 《룰루》에서는 음악형식

이 오페라의 극적인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인물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독자적인 상징으로 사용되면서 전통적인 소나타, 론도, 변주곡 형식이 파편화되

고 와해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룰루》는 아리아, 앙상

블, 카바티나 등으로 구성된 ‘넘버 오페라’를 연상하게 하는 고전적인 오페라의

특징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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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르크의 베데킨트 수용

이번 절에서는 오페라《룰루》를 둘러싼 당시 세기말 빈의 사회·문화적 배

경의 이해를 위해 오페라의 원작인 베데킨트 『룰루-비극 2부작』의 탄생배경

과 그 당시의 성 담론을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베르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나아가 베르크가 베데킨트의 희곡

을 어떻게 오페라로 각색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베데킨트『룰루-비극 2부작』과 세기말 성 담론

(1) 『룰루-비극 2부작』의 탄생 과정 23)

오페라《룰루》의 원작인 희곡『룰루-비극 2부작』을 쓴 프랑크 베데킨트는

브레히트의 스승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하였다. 베데킨트의 작품

들은 우스꽝스럽게 희화화된 정신과 육체의 갈등을 보여주었고, 특히 사회의 몰

락을 강조하였다. 베데킨트는 인습에 얽매인 중산층들의 이중적인 도덕관을 질

타하거나 그들이 즐기는 방탕한 생활을 육체의 해방으로 대치시켰으며, 그의 작

품세계에서는 편협하고 고루한 중산층과 사회 소외계층인 보헤미안, 창녀, 범죄

자 등 중산층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의 흑백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이러한 작품세계에 수반된 소위 ‘부도덕한 장면들’ 때문에 베데킨트의 작품은

끊임없이 검열에 시달렸다.

베데킨트는 주로 재치 넘치는 사회 풍자적인 작품을 썼으며, 그의 문체는 자

연주의와 표현주의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19세기 말 당시에는 자연주의

연극이 크게 유행했지만, 베데킨트는 사실적인 자연주의 기법에서 벗어나 당시

에 소재로 잘 사용되지 않았던 ‘성’에 관한 이야기나 독특한 표현주의적 극작법

을 문학의 형태로 구축했다. 베데킨트는 당시 다른 작가들로부터 소외당하고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는 예술의 실체를 오히려 예술의 병폐로 혼동하는 자

연주의 작가들을 비난했고 자연주의 작가들 역시 그를 비판했기 때문이다.24)

23) 본 논문에서 『룰루-비극 2부작』은 베데킨트 희곡의 최종 형태인 「대지의 정
령」 서곡 및 4막과 「판도라의 상자」 서곡 및 3막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다. 베
데킨트 『룰루-비극 2부작』의 탄생 과정은 Frank Wedekind, Erdegeist Die
Büches der Pandora Tragödien (München: Goldmann Klassiker)를 번역·출간한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Frank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
극 2부작』, 이재진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207-226.

24) Frank Wedekind, 위의 책,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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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킨트의 전기를 쓴 쿠처(Artur Kutscher, 1878-1960)는 베데킨트가 파리

에 머물렀던 1891부터 1895년 사이에 『룰루 비극』을 구상하였다고 추정한

다.25) 당시 파리에서는 캄프셔(Felicien Champsaur)26)가 쓴 판토마임 『룰루』

가 성황리에 공연되며 큰 주목을 받았고, 베데킨트가 이 작품을 분명히 인지하

고 있었을 것이라고 쿠처는 설명한다. 베데킨트가 ‘룰루’를 주인공으로 만든 희

곡은 1894년 『판도라의 상자 룰루 괴기비극』(Die Büches der Pandora Eine

Monstrtragödie)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지만, 난해하고 음란하다는 이유로 출판

이 미뤄진다.

1895년 『판도라의 상자 룰루 괴기비극』은 드디어 출간되지만 베데킨트는

5막이었던 이 괴기비극을 1-3막과 4-5막 두 부분으로 나눈다. 먼저 1895년에

베데킨트는 2막-3막 사이에 “극장 분장실”(Garderobe im Theater)을 써넣어

『대지의 정령. 4막 비극』(Der Erdegeist. Tragödie in vier Aufzügen)을 만들

고, 1901년에 4막과 5막 사이에 룰루의 구출 작전을 보여주는 “호화로운 거실”

장면을 새로 삽입하여『판도라의 상자. 3막 비극』(Die Büches der Pandora

Tragödie in drei Aufzügen)을 완성한다. 결국 1902년에 최종적으로 룰루 비극

은 2개의 극으로 나뉘었고, 1904년에 출간되었다.27)

하지만「판도라의 상자」는 발표되자마자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압수되었다. 재판과정에서 「판도라의 상자」의 예술성은 인정받았으나 그 당시

시민사회가 금기시해오던 윤락이나 혼란스러운 성적 묘사는 선정적인 것으로

여겨져 출판을 금지당한다. 당시 「판도라의 상자」는 이 판결의 영향으로 원작

에 충실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88년 페터 차덱(Peter Zadek)이 연출을

맡은 함부르크 공연에서야 비로소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28) 「대지의 정령.

4막 비극」과 「판도라의 상자. 3막 비극」으로 이루어진 베데킨트의 『룰루-비

극 2부작』의 내용은 오페라《룰루》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베데킨트 희곡과

베르크의 오페라는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극적인 상황의 묘사가 다소 다르기도

25) Artur Kutscher, Eine unbekannte französische Quelle zu Frank Wedekinds
Erdegeist und Büches der Pandora, 1947, S. 497. (김광선, “알반 베르크의 프랑
크 베데킨트 수용,”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17 (2007), 79에서 재인용.)

26) 그러나 이 판토마임과 베데킨트의 희곡은 주인공의 이름만 같을 뿐 내용은 서로
다르다. 김광선, “알반 베르크의 프랑크 베데킨트 수용,” 79.

27) 개작과 출간과정에 대한 내용은 문헌마다 다소 다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Frank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213-214; 이재진, “붸데킨트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신화적 특성,” 『독어
교육』 25 (2002), 402; 김광선, “알반 베르크의 프랑크 베데킨트 수용,” 79-80.

28) Frank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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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29)

베데킨트의 『룰루-비극 2부작』은 인간 내면의 욕망과 무의식을 드러내는

표현주의 문학 그리고 세기 전환기에 제기된 다양한 성 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베데킨트는 『룰루-비극 2부작』의 「대지의 정령」과 「판도라의

상자」에서 주인공 룰루를 대조적인 방식으로 서술한다. 「대지의 정령」에서

남성들은 룰루의 타고난 아름다움과 관능미에 빠져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룰루를 소유하려 한다. 반면 「판도라의 상자」에서 남성들은 육

체적인 매력을 잃은 룰루를 매음굴로 팔아버리려고 하거나 이용하려 하면서 인

간 내면의 이중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룰루는 “거칠고 아름다운 짐승

으로 영혼이 깃들지 않은 생명체, 초인적인 존재”로 묘사된다.30) 룰루는 여성의

몸으로 시민사회에서 자신의 속성을 실체화 하려하지만 그녀가 속한 시민사회

는 룰루를 “영혼이 깃들지 않은 짐승”으로 취급한다.31) 이처럼 『룰루-비극 2부

작』은 자연주의 문학이 유행하던 시기에 독자적으로 형성된 반자연주의적인 성격

을 가지며 시민사회 속 인간의 내면세계를 다루는 표현주의 문학의 특징을 갖고

있다.32)

베데킨트는 자신의 일기에 『룰루-비극 2부작』에 대한 문학적 표현에 대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말하지 않는 단어와 표현을 찾으려고 노력했다.”33)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베데킨트의 극적 표현기법은 그로테스크하고 개방적인 형식

을 취하면서, 극의 구성이 내용의 흐름으로 진행된다기보다 장소에서 사건이 일

어나거나 혹은 사건이 대화를 통해 설명되는 “정거장식 드라마 구성”을 띠고

있다.34) 칼 노이만 역시 베데킨트가 『룰루-비극 2부작』의 극적 의도가 “인간

의 의식 능력이 그 무의식을 마주하였을 때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

29) 희곡과 오페라의 차이점은 본 절의 2) 베르크의 베데킨트 수용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30) Frank Wedekind: Bd.Ⅰ.,a.a.O., S. 236: “Das wahre Tier, das wilde Schöne
Tier, (...) sie ward geschaffen.” (김남이, “프랑크 베데킨트의 <룰루-비극>에 나
타난 현대사회 비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15에서 재인
용.)

31) Frank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216.
32) 베데킨트 희곡의 표현주의적 특징은 다음 논문에 상세히 서술되어있다. 김남이,
“프랑크 베데킨트의 <룰루-비극>에 나타난 현대사회 비판,” 5-8.

33) Frank Wedekind: Bd., I ., a.a.O., S. 42: “...suchte deshalb gerade für das
Worte und Ausdruck zu finden, was man im gewöhnlichen Leben ungesagt
sein läßt.” (김남이, “프랑크 베데킨트의 <룰루-비극>에 나타난 현대사회 비판,”
14에서 재인용.)

34) 김남이, “프랑크 베데킨트의 <룰루-비극>에 나타난 현대사회 비판,”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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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라고 언급했음을 지적하면서35) 룰루가 표현하는 “무의식적인”36) 본성 그

리고 룰루의 ‘성’이 지닌 어두운 기원과 쇤 박사와 룰루의 비극적인 갈등에 대

해 설명한다. 베데킨트는 『룰루-비극 2부작』을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을 들추

어내고 인간의 억압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주인공 룰루는 감추어진

인간의 성욕을 드러내고 있다. 룰루는 사랑을 지배하면서 남성들에게 파괴당하

기 때문에 결국 모두를 파멸시키는 여인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룰루-비극 2부

작』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허위에 찬 도덕성을 드러냄으로써 사회

의 부조리를 공격하고 있다.37) 더 나아가 베데킨트는 당대의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이 바지를 입을 수 있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표면적인 행위의 성의 해방을

주장했던 것에서 벗어나 “완전한 성의 해방”을 요구했다.38) 베데킨트에게 인간

의 ‘성’은 비뚤어진 시민사회의 도덕관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회규범이자 사회비

판의 도구였다. 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베데킨트는 성 문화의 비판자이자

성 혁명의 선구자로서 가장 현대적인 작가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39)

(2) 세기말 성 담론

베데킨트는 『룰루-비극 2부작』에서 제도화된 성의 형태인 결혼과 매춘을

통해 남성들의 위선적인 욕망을 폭로하고 있다. 당시 세기말에 유행한 성 담론

은 베데킨트의 사상과 작품세계 그리고 베르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

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리하르트 프라이헤어 폰 크라프트에

빙(Richard Freiherr von Krafft-Ebing, 1840-1902),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1856-1939), 파울 율리우스 뫼비우스(Paul Julius Möbius,

1853-1907), 오토 바이닝어(Otto Weininger, 1880-1903)에 의해 다양한 성 담론

이 대두되었다.40) 특히 바이닝어는 반 유대주의자이자 여성 혐오주의자로 『성

35) Frank Wedekind, Prosa, Darmen Verse (Munich, 1960), I: 957. “Ich hatte das
menschlich Bewusste....am menschlich Unbewussten scheitern lassen wollen”
(Karl Neumann, “Wedekind’s and Berg’s Lulu,” Music Review 35 (1974), 53에
서 재인용.)

36) Karl Neumann, “Wedekind’s and Berg’s Lulu,” Music Review, 35 (1974), 53.
37) Ruth Florak, Wedekinds Lulu (Tübingen, 1995), S. 200. (이화진, “팜므파탈
Femme fatale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47에서 재인용.)

38) Frank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216 참조.
39) Frank Wedekind, 위의 책, 225.
40) 세기 전환기의 성 담론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크라프트 에빙의 『성 심리학,
의학적이고 범죄심리학적인 연구』(Psychopathia sexualis. Eine
klinisch-forensische Studie, 1886), 프로이트의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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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격』(Geschlecht und Character, 1903)이라는 저작을 남겼다.41) 바이닝어의

열렬한 독자 중에는 칼 크라우스(Karl Kraus, 1874-1936), 쇤베르크, 베베른, 쳄

린스키, 쉬레커(Franz Schrecker, 1878-1934)를 비롯하여 ‘베르크’도 있었다.42)

바이닝어는 『성과 성격』에서 인간의 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

는데,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인간이 남성과 여성의 모든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양성 개념이다.43) 바이닝어에 따르면 이상적인 남성은 부분적으로 여성

적 특징을, 이상적인 여성은 부분적으로 남성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

람들은 서로에게 강한 성적 매력을 느끼는데, 남성과 여성은 부족한 부분을 완

벽하게 보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에서 ‘심리적-성적

양성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성들은 외적으로

여성적인 남성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여성한테서 감각적인 욕구를 느끼는 여성

들도 남성적 특징을 지닌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는 육체적인 면뿐 아니라 심리

적인 면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바이닝어는 주장한다.

또한, 바이닝어는 모든 인간이 동성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동성애는 비정상이 아니라, “단지 산발적으로 존재하면서 양성 구분이 되지 않

(Drei Abhandlungen zur Sexualtheorie, 1905)와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따른 심
리적 결과』(Einige psychische Folgen des anatomischen
Geschlechtsunterschieds, 1925), 뫼비우스의 『성과 몰염치』(Geschlecht und
Unbescheidenheit, 1904)가 있다.

41) 『성과 성격』은 원래 바이닝어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는 자신의 원고를 프로
이트에게 보내지만 거절당한다. 바이닝어는 이에 좌절하여 베토벤의 생가에서 권
총 자살로 23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는데, 당시 이 사건은 빈(wien) 사회에 커다
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빈 지식인들 사이에서 『성과 성격』이 널리
읽히면서 당대의 많은 철학가, 비평가, 예술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베르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이닝어의 성 담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2) 쇤베르크는 한 메모에서 “크라우스와 알텐베르크(Peter Altenberg, 1859-1919),
바이닝어, 프로이트, 베데킨트”를 나열해 쓰기도 했다. 이러한 일례를 통해 베데킨
트가 바이닝어와 같은 연장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Julie
Brown, Schoenberg and Redemp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71-73.

43) 바이닝어의 양성이론은 비슷한 시기에 프로이트가 주장한 양성이론보다 빠르며,
바이닝어는 이상적인 남성과 여성은 다음과 같은 개체적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
다.

이상적인 남성 μ= 3/4M+ 1/4W
이상적인 여성 ω= 3/4W+ 1/4M (M은 남성, W는 여성)

Otto Weininger, Geschlecht und Charakter (Gustav Kiepenheuer Verlag/Wilhelm
Braumüller Verlag, 1932), 임우영 역 『성과 성격』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56.



- 15 -

는 결과로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특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44) 동성애는

성적으로 특이한 중간단계에 속하고 지속적인 중간 형태들과 관련을 갖는 것인

데, 동성애의 형태들만이 중간단계인 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동성애의 극단

적인 경우는 하나의 성이 발현되므로 이상적일 따름이다. 이 때문에 모든 인간

존재가 이성애적인 것처럼 동시에 모든 존재는 동성애적이라는 것이다. 바이닝

어는 인간이 자웅동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을 최초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바이

닝어의 양성개념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는 모

든 인간이 여성적 요소의 극복을 요구한다. 남성은 여성적인 요소를 없애고 여

성 역시 여성적인 요소를 없애버려야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리고 여성 해방의 정도는 여성들이 얼마나 남성이 되어가는 것에 달려있다. 결

국 바이닝어의 주장은 여성의 특징을 극복하거나 제거해야 할 것으로 바라본다.

이 때문에 ‘양성이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우월

적이고 여성 혐오 사상으로 치우쳐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바이닝어의 여성 혐오적인 특징은 여성을 지적으로 열등한 대상으로 바라보

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여성의 기억이 지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

정한’ 여성은 살아가면서 정체성이 완전히 결여 되어 있다”고 보았다.45) 바이닝

어는 여성의 기억과 사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술한다.

지속적인 기억은 정체성에 대한 논리적 법칙의 심리적 표현으로 나타난다.46) 이 법칙

은 지속적인 기억이 결여된 ‘절대적’ 여성의 사고에 적용되는 공리가 될 수 없다. 절대

적 여성에게는 ‘정체성의 원칙(Principium identitatis)’이 [그리고 모순(contradictions)

과 배중률(exclusi terti)47)의 원칙도] 없다. 이 세 가지 원칙뿐만 아니라 기억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논증의 법칙도 없다.48)

바이닝어는 절대적 여성에게는 기억도 없고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하므로 정

체성이 없다고 정의한다. 반면 남성성에 대해 그는 남성은 일관된 의식이 있으

44) Weininger, 『성과 성격』, 92.
45) Weininger, 위의 책, 317.
46) 이 문장에는 “이것으로 기억에서 논리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넘어간 것을
정당하게 증명했다고 기대한다.”라는 각주가 첨가되어있다. Weininger, 위의 책,
322.

47) 옮긴이 임우영의 주: 배중율(排中律)은 형식논리학의 사유 법칙중 하나로, 어떤
명제와 그것의 부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법칙을 말한다. 제3의 가능
성은 완전히 배제한다. Weininger, 위의 책, 위의 쪽.

48) Weininger, 위의 책, 위의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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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비록 과거 자신이 종종 어떠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긴 하지만,

자신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의식이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남

성의 특징은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계속해서 같은 존재였다는 전

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결코 자신

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해할 필요도 없으므로, 바이닝어의 입장에서 여성

은 정체성이 없는 존재이다. 나아가 바이닝어는 여성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논

리와 윤리의 이념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이러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여성은

‘혼란한 상태’나 ‘부정직함’이라 말할 수 있으므로, 여성은 “무도덕적”인 존재라

고 주장한다.49)

남녀 차별적인 바이닝어의 관점은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제시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남성적인 특성에 천재성을 부여하고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개

념과 행동상의 특징을 제시한다. 남성은 천재성과 도덕성을, 여성은 감성과 섹

슈얼리티를 지녔다는 것이다.50) 바이닝어는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 보고 남성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W는 언제나 그리고 철저하게 성적이다. W는 성생활이나 짝짓기 영역 혹은 종

족 번식에서 다시 말해서 남성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부풀어 오르고’, 이

런 일에서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완벽하게 충족한다.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완

벽하게 충족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M은 단지 성적이지 만은 않다.…… W가 성

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 충족되는 동안 M은 수많은 일을 수행한다. 전쟁과 유희,

사교와 술자리, 토론과 학문, 사업과 정치 등등이다.51)

바이닝어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육체적·심리적 관점에서 여성

에게 성이란 독점적이고 지속적이므로 다방면에 걸쳐 여성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남성에게 성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충물이다. 남성

은 심리적 궁지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성을 의식하고 자신의 성에 맞설 수 있으

49) Weininger, 위의 책, 328.
50) 이러한 여성의 타자성(otherness)에 대한 바이닝어의 생각은 당대의 유명 비평가
칼 크라우스가 베데킨트의 작품을 바이닝어의 사상과 연계해 고찰한 것에서도 나타
난다. Edward Timms, Karl Kraus Apocalyptic Satirist: Culture and Catastrophe
in Habsburg Vienn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6), 69. (Andrew
Barker, “Berg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Vienna 1900’,” The Cambridge
Companion to Berg, ed. Anthony Pop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31에서 재인용.)

51) 여기서 W는 여성, M은 남성이다. Weininger, 『성과 성격』,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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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다른 것으로부터 그 성을 떼어 낼 수도 있고 자신의 성에 대해 알 수 있

다. 그러나 여성은 자신의 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성은 바로

성이며 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52)

바이닝어의 여성 혐오적인 서술은 성의 제도화된 형태인 ‘결혼과 매춘’에 대

해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여성은 태생적으로 매춘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보는

데, 이는 당대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빈에서는

매춘이 성행하였고, 그 중심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금전적으로 성공한 남성이

자 한 가정의 질서와 안정을 보증하는 절대적 권위를 지닌 아버지였다.53) 남성

의 재력은 성인이 된 후에도 5-10년이 지나야 가능한 것이므로 결혼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좋은 가문의 정숙한 여성과 혼외정사는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일

이었다. 결혼을 택할 수 없는 남성에게 그 대안은 매춘이었다. 때문에 바이닝어

가 모성과 매춘에 대해 논한 것은 당연했다. 결과적으로 남성들은 자신의 욕구

를 매춘을 통해 발산해야 했다. 이러한 빈 사회에 대해 츠바이크(Stefan Zweig,

1881-1942)는 매춘을 “중산층 사회의 호화로운 구조물이 솟아 있는 그 아래로

어두운 지하 감옥”54)이라고 표현했다. 더 나아가 바이닝어는 거리의 몸을 파는

여자뿐만 아니라 “소위 얌전한 처녀들이나 결혼한 부인들도 창녀 유형에 속한

다”고 주장한다.55) 여성에게 매춘의 성향과 모성적인 본능은 한 여성에게 태어

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으로 여성 안에 모든 성향이 다 들어있으며, 그러므로 매춘

은 처음부터 남성이 여성에게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바이닝어의 인간의 성을 바라보는 양성이론, 남성과 여성의 특징 구

분, 도덕성 등은 여성 혐오적이고 남성 중심적 담론들이다. 다시 말해 당시 비

엔나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 우월적 사고의 종속적인 구성물이며, 남성들의 이데

올로기를 반영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고는 당대의 예술가들에게 수용되어 다

양한 작품으로 재탄생하였다. 쉬레커는 바이닝어의 이론을 연구해 자신의 오페

라에 심리 분석적 관점을 도입했고, 쳄린스키의 오페라《난쟁이》(1922)의 각본

을 쓴 게오르크 클라렌(Georg Klaren)은 1924년 바이닝어에 대해 단행본을 쓰

52) Weininger, 위의 책, 193.
53) Allan Janik and Stephen Toulmin, Wittgenstein's Vienna (New York:
Touchstone, 1973), 석기용 역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 (서울: 필로소픽,
2013), 60-63.

54) Stefan Zweig, The World of Yesterday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4), 83. (Janik and Toulmin,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 69에서 재
인용.)

55) Weininger, 『성과 성격』,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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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특히 베르크는 바이닝어의 『성과 성격』의 많은 부분을 오페라《룰

루》의 프롤로그에 인용하였다.56) 베르크는 『성과 성격』이 출판된 첫해부터

열렬한 관심을 보였고 “자기의 생각과 책을 인용하여 정리한 스크랩북을 만들

어가며 바이닝어의 저작에 몰두했다”고 한다.57)

2) 베르크의《룰루》와 베데킨트『룰루-비극 2부작』의 구조적 차이

베르크가 베데킨트의 작품을 처음 접한 것은 1905년 5월 29일 비엔나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공연되었을 때이다. 이 공연은 출판이 금지된 「판도라의

상자」의 검열문제를 피하고자 정선된 관객만 볼 수 있는 ‘사적인 공연’으로 극

비리에 진행되었고 당시 독일의 최고의 비평가였던 크라우스가 이 공연의 서두

에 강연을 맡았다. 20대의 청년이었던 베르크는 베데킨트의 작품뿐만 아니라 크

라우스의 서문에도 크게 감동한다.58) 크라우스는 「판도라의 상자」의 마지막

장면이 “남성 세계의 자신에 죄에 대한 성급한 복수”라는 논평을 남겼고 이는

베르크가 작품을 구상할 때 많은 영향을 주었다.59) 이때 ‘잭 더 리퍼’ 역은 베데

킨트가 직접 맡았으며, ‘룰루’ 역은 훗날 베데킨트의 부인이 된 틸리 베데킨트

(Tilly Wedekind)가 맡았다. 틸리는 그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발 디딜 틈 없는 공연장에서 천사처럼 보이는 20세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몇십 여년 후 연극, 연출 그리고 칼 크라우스의 서문이 그에게 준 오랜 감동은

세계적으로 인식되었다. 그의 이름은 알반 베르크였고 훗날 그는 오페라《룰

56) Weininger, 위의 책, 834.
57) Susanne Rode-Breymann, Alban Berg und Karl Kraus, Zur geistigen
Biographie des Komponisten der «Lulu» (Frankfurt am Main; Bern; New
York: Verlag Peter Lang, 1988), 106-13. (Julie Brown, Schoenberg and
Redemption, 71에서 재인용.)

58) 김광선, “알반 베르크의 프랑크 베데킨트 수용,” 81.
59) 더글라스 자르만은 오페라 전반부의 룰루의 남편들이 매춘부가 된 룰루의 고객
들이 되는 1인 2역의 역할이 오페라의 음악적 구조와 극적 의미의 핵심이라고 지
적하며, 베르크의 음악적 구조와 극적 의미의 표현이 크라우스의 해석에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한다. Douglas Jarman, “Alban Berg,”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 Grove Music online. [2018년 1월 10일 접
속]. 트라이틀러 역시 룰루가 마지막 고객인 잭 더 리퍼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초기 대다수의 진부한 비평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초기의 룰루에 대한 비평
에서 언급한 남성이 룰루를 죽임으로써 자기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는 구조는 크
라우스의 서두 강연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Leo Treitler, “The Lulu
Character and the Character of Lulu,” Reflections on Musical Meaning and
its Representatio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1),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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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를 작곡했다.60)

그러나 베르크는 《룰루》를 작곡하기에 앞서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경험

과 청년 시절 자신의 사생아를 둔 삶을 반영한 오페라《보체크》를 먼저 만들

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베르크는 《서정모음곡》(Lyrique Suite, 1923)

을 완성한 뒤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Gerhart. Hauptmann, 1862-1964)의 《그

리고 피파는 춤춘다》(Und Pippa tanzt)를 가지고 새로운 오페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우프트만 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로열티 지급에 대한 협상이

무산되자, 1928년 베데킨트의 『룰루-비극 2부작』을 오페라 대본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베데킨트의 작품은 1920년대 들어 인기가 시들해졌고 베데킨

트가 1918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원작자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

다.61) 이런 현실적인 이유와 더불어 다른 한편, 베르크가 《룰루》를 만들게 된

계기는 만년의 연인이었던 한나 푹스 로베틴(Hanna Fuchs Robettin,

1896-1964)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결혼제도에 대한 회의와 여동생 스마락다 베르

크(Smargada Berg, 1887-?)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고 보인다.62)

베르크의 여동생 스미락다 베르크는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었고 한 번의 이

혼 후 레즈비언으로 평생을 살았다.63) 베르크는 누이동생이 동성애자인 만큼 동

성애 성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거부감 없이 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베르크가 결혼을 앞두고 베르크의 당시 약혼녀인 헬렌 나호브스키(Helene

Nahowski)의 아버지에게 1910년에 쓴 편지에서 잘 나타난다.64)

60) George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Berkley and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38

61) Bryan R. Simms, “Berg's “Lulu” and Theatre of the 1920s,” Cambridge
Opera Journal 6/2 (1994), 147.

62) 조석희, “알반 베르크,” 182.
63) Benard Grun(ed.), Alban Berg Letters to H is Wife (London: Faber and
Faber, 1971), 41.

64) 베르크는 동성애와 매춘에 대해 더욱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었지만 빈 사회의
남성 중심적 견해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미첼 모리스(Mitchell Morris)는 베
르크가 미래의 장인어른에게 동성애에 대해 쓴 편지가 결국 보수적인 관점이었다
고 평가한다. 편지에 드러난 베르크의 서술방식이 스마락다의 “레즈비언적 성향”보
다 그녀의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Mitchell Morris, “Admiring the Countess Geswitz,” En Travesti: Women,
Gender Subversion, Opera, ed. Corinne E. Blackmer and Patricia Juliana Smi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5),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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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레즈비언 성향은 가족을 절망적인 슬픔으로 빠뜨렸습니다. 너무 비통합

니다. 그녀를 위한 요양원도 없고, 치유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레즈비언

성향이 가져올 위험이나 타인들의 악의적인 소문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가족에 대한 당신의 공격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려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금 같은 긴 편지를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 보내서 동

성애와 동성애자를 범죄자로서 취급하는 사람들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중상모략하는 것을 더

듣게 된다면 나는 언젠가 (중상모략을) 문제 삼을 것입니다.65)

베르크는 스마락다의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자신의 마음과 가족의

상황을 피력했다. 베르크의 성에 대한 고민은 바이닝어의 『성과 성격』에 서술

된 젠더 유형 및 지성, 도덕성, 섹슈얼리티로부터 아이디어를 채집한 것뿐 아니

라 1904년 10월에 『횃불』(Die Fackel)에 개성(individual)과 천재성(genius)라

는 두 가지 기본 분류에 대한 글을 쓴 것에서도 알 수 있다.66) 또한 “매춘은 결

혼이다(Brodell ist Ehe).”라는 베르크의 메모는 베르크가 얼마나 성에 대해 끊

임없이 고민했는지를 보여준다.67) 더 나아가 베르크는 매춘에 대해 다소 관용적

이었다. 1910년 그의 부인 헬렌에게 보낸 편지에서 베르크는 그녀의 여동생의

친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밝히며 “매춘부의 지위는 당신을 포함하여 다른 많

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속하지 않다”라고 쓰고 있다.68) 이와 같이 베르크

를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여러 가지 상황은 그가 당대의 성문화를 비판하는 베

데킨트의 희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베르크는 베데킨트의 희곡을 오페라로 어떻게 바꾸었을까?

베르크는 전작인 《보체크》와 마찬가지로 《룰루》의 리브레토를 직접 작업했

다. 1930년 8월 7일 쇤베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베르크는 “베데킨트 특유의 언

어를 훼손하지 않고 가사를 음악 형식에 적합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호소하였

다.69)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의 리브레토는 “그의 각색은 단순히 천재적인

65) Grun, Alban Berg Letters to H is Wife, 110.
66) Brown, Schoenberg and Redemption, 71.
67) Autograph source for Lulu (ÖNB, F 21 Berg 28/ vi, fol. 6v). “ÖNB” stands for
the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and refers here always to the
Musiksammlung. (Silvio José Dos Santos, “Marriage as Prostitution in Berg's
Lulu,” The Journal of Musicology 25 (2008), 143에서 재인용.)

68) Grun, Alban Berg Letters to H is Wife, 101.
69) J. Brand, C. Hailey and D. Harris, The Berg-Schönberg Correspo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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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음악극 역사에서 말하는 드라마로부터 다른 어떤 수용과 비견되지

않을 만큼 고도의 정교함”을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다.70) 베르크가 희곡을 오

페라 리브레토로 각색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이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71)

첫째, 베데킨트의 희곡과 베르크 오페라는 극의 구조 면에서 큰 차이를 갖는

다. 베데킨트의 『룰루-비극 2부작』은 「대지의 정령」 서곡과 4막, 「판도라

의 상자」 서곡과 3막으로 총 7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베르크는 2부작으로 구

성된 7막 짜리 연극을 3막 7장으로 된 하나의 오페라로 만들었다. 베르크 오페

라의 이런 변화는 당시 『룰루-비극 2부작』 연극 연출가인 에리히 엥겔(Erich

Engel, 1891-1966)의 영향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엥겔은 베데킨트 연극에서 부

족했던 일관성을 보충하고 자신의 새로운 연출에서는 분명하고 통일된 메시지

를 전달하고자 하였다.72) 대담하게 대본과 무대 장치적 요소를 모두 수정한 엥

겔의 연출은 현재 상연되는 베데킨트의 극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한다.73) 베르

크 역시 엥겔의 연출과 마찬가지로 「대지의 정령」과 「판도라의 상자」를 합

쳐서 하나의 오페라로 만들었다. 엥겔은 희곡의 대사를 반 이상 삭제하였는데,

베르크 역시 많은 부분의 대사를 삭제하였다. 베르크의 이러한 변화는 오페라가

연극과 다르게 대사를 노래로 불러야하므로 같은 분량의 대사를 가사로 만든다

면 오페라 공연시간은 희곡보다 몇 배 더 긴 공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베르크는 베데킨트의 원작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베르크는 베데킨트 특유의 언어를 손상하지 않으며 베르크만

의 문학적 통찰력으로 희곡을 매우 신중하게 축약하고 문장을 거의 그대로 수

용하였다. 결국, 오페라에 남아 있는 희곡의 부분은 베데킨트 작품에서 베르크

가 파악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오페라는 베데킨트의 희곡에 대한 베르크의

해석으로 평가받는다.74) 희곡과 오페라를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inghamton: Macmillan Press, 1987), 405.
70) Stein, “Lulu: Alban Berg's Adaptation of Wedekind,” 225.
71) 1920년대 당시 연극 연출과 베르크가 연극을 오페라로 수용한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imms, “Berg’s ‘Lulu’ and Theatre of the 1920s,” 147-15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72) Simms, “Berg’s ‘Lulu’ and Theatre of the 1920s,” 149.
73) Simms, 위의 글, 149.
74) 김광선, “알반 베르크의 프랑크 베데킨트 수용,”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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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킨트 희곡 룰루의 변화 베르크 오페라 《룰루》

「대지의 정령」 서곡

룰루의 전성기

오페라 《룰루》 1부 서곡

1막

1막

1장

2막 2장

3막 3장

4막 2막 1장

「판도라의 상자」 서곡
룰루의 체포와

판결

서곡 삭제

무성영화를 도입한 간주곡

룰루의 몰락기

오페라 《룰루》 2부

1막 2막 2장

2막
3막

1장

3막 2장

[표 2-1] 베데킨트 희곡과 오페라 《룰루》 비교

둘째, 희곡과 달리 오페라 《룰루》에는 간주곡을 배경으로 하는 짧은 무성

영화가 삽입된다. 이는 당시 오토 팔켄베르크(Otto Falckenberg, 1873-1947)가

연출한 『룰루-비극 2부작』 연극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제6막 직전에 막간

장면인 파리 화류계의 장면에서 무성영화를 활용한다.75) 이 무성영화는 연극의

상황을 묘사하고 객관적인(sachlich) 분위기를 살리려는 의도였다.76) 그러나 베

르크의 영상은 팔켄베르크와 달리 「대지의 정령」과 「판도라의 상자」의 시

간적 경과를 전제하며 룰루가 쇤 박사를 죽이고 난 후 체포와 재판, 감옥 생활,

탈옥의 모습을 보여준다. 짧은 영상과 음악으로 이루어진 무성영화가 제2막 제1

장과 제2장 사이에 삽입됨으로써 1부 「대지의 정령」과 2부 「판도라의 상

자」가 단절감 없이 이어진다.

셋째, 베르크는 희곡과 달리 룰루, 쇤 박사, 알바, 게슈비츠 백작부인, 쉬골흐

총 5명의 주요인물을 제외하고 캐릭터의 이름을 직업명으로 대신한다. 이들의

존재는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나 역할의 차원으로 규정되는데, 가

령 희곡에서 ‘슈바르츠’는 오페라에서는 ‘화가’로, 룰루의 첫 번째 남편 ‘골’은

‘의사’라는 직업으로 불리면서 다른 인물과 뚜렷이 구별된다. 이는 각 캐릭터가

75) Simms, “Berg’s ‘Lulu’ and Theatre of the 1920s,” 155.
76) Simms, 위의 글,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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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자아를 지닌 인물이 아니라 베데킨트가 의도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역할(직업)’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77)

넷째, 베르크 오페라는 베데킨트 희곡과 달리 한 사람이 여러 배역을 맡는

다중 캐스팅을 사용한다. 이 역시 엥겔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룰루-비극 2부작』 연극과 같이 많은 인물을 다루는 공연을 할 때 연극 연출

들은 다중 캐스팅을 사용하였다고 한다.78) 엥겔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 1인 2역

의 이중캐스팅을 활용하여 극적인 내용에서 주인공의 일관성을 증가시켰다. 베

르크는 더 나아가 더블캐스팅을 엥겔보다 더 깊게 적용하였는데, 베르크는 대칭

성이 강조된 그의 음악을 등장인물의 음악적 요소와 다중캐스팅을 결합하여 사

용하였다.79) 베르크는 오페라 작업 초기 단계부터, 베데킨트의 작품에 암묵적으

로 내재된 대규모 대칭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룰루에 의해 죽게 된

골 박사, 화가, 쇤 박사는 1부에서 피해자였지만 오페라의 2부에서 이들은 룰루

의 매춘부 고객으로 나오면서 가해자가 되는 형태로 오페라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베르크는 3막 2장에서 베데킨트가 작곡한 “고백”(Konfession)이

라는 류트노래(Lautenlied)의 선율을 사용한다.80) 이 역시 팔켄베르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뚜렷한 조성을 지닌 베데킨트의 류트노래는 12음 기법으로 쓰인

오페라에서 조성과 음렬이 병치 되는 효과를 내며, 오페라 캐릭터와 극을 묘사

하는 역할로도 쓰인다.81)

77) 김광선, “알반 베르크의 프랑크 베데킨트 수용,” 89.
78) Simms, “Berg’s “Lulu” and Theatre of the 1920s,” 150.
79) 그의 오페라에 대한 구상을 살펴보면 베르크가 인물들의 수많은 관계를 고려한
이후에 다중캐스팅을 계획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은 Patricia Hall, “Role and Form in Berg’s Sketches for Lulu’s,” Alban
Berg: H istorical and Analytical Perspectives, ed. David Gable and Robert P.
Morg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235-59를 참조.

80) 베데킨트의 “고백”은 시민사회의 도덕관을 비판하고 육체적 해방을 추구하는 내
용이다. 이곡은 총 6절로 되어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1절 가사만 소개하였다. 전
체 가사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Douglas Jarman, The Music of Alban Berg
(London: Faber and Faber, 1983), 245-247.

81) Simms, “Berg’s “Lulu” and Theatre of the 1920s,”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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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베데킨트의 류트노래(Lautenlied) “고백(Konfession)”

독일어 독일어 번역

Freudig schwör’ ich es mit jedem

Schwure

Vor der Allmacht die mich zuchtigen

kann:

Wie viel lieber wär ich eine Hure

Als an Ruhm und Glück der reichste

Mann!

Welt, in mir ging dir ein Weib verloren,

Abgeklärt und jeder Hemmung bar.

Wer war für den Liebesmarkt geboren

So wie ich dafür geboren war?

나를 벌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굳게 맹세한다.

가장 큰 명성과 부를 가진 남자이기 보

다 창녀이고 싶다!

세상이여, 내안에서한여자가사라져버렸네.

알만큼 알고 부끄러울 것 없는 여인.

이처럼 사랑을 팔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표 2-2] 베데킨트의 류트노래 “고백” 1절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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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크는 베데킨트의 “고백”의 주제선율을 변주곡으로 만들어 길거리의 여

자로 추락한 룰루의 종말과 알바의 죽음을 묘사한다. 또한 “고백”의 선율은 특

히 알바와 쉬골흐가 등장할 때 배럴 오르간(barrel organ)으로 연주되다가 사창

가의 손님이 등장할 때 사라진다.82) 궁극적으로 베르크가 베데킨트의 노래를 사

용한 것은 극에 최대한 베데킨트의 의도를 반영하려 했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베르크의 《룰루》는 당대 연극연출, 최신 영화기술 그리고 베데

킨트가 작곡한 류트노래를 사용하여 오페라의 종합예술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

고 있다. 이는 베르크가 자신의 작곡기법과 예술적인 능력을 만년의 작품이었던

《룰루》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절에서

살펴본 《룰루》의 역사·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주인공 룰

루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82) 자동장치에 의해서 연주자 없이 특정한 악곡을 연주하는 오르간. 일반적으로는
거리의 악사가 핸들을 손으로 돌려 연주하는 소형 오르간을 가리키나, 이것은 정
확하게는 배럴 피아노이다. 배럴오르간은 나무로 된 원통에 길이가 다른 금속제
의 머리가 뭉툭한 못이 박혀 있어 핸들을 돌리면 못이 오르간의 레버를 들어 올
려 관에 바람을 보내서 멜로디와 화음을 연주하게 되었다. 네이버 두산 악기 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9744&cid=40942&categoryId=33037 [2018년 1월
1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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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룰루’ 캐릭터 분석: 선행연구 및 한계

오페라《룰루》는 베르크 사후, 베르크의 제자였던 라이히(Willi Reich,

1898-1980)에 의해 곧바로 연구되기 시작했다.83) 라이히는 베르크가《룰루》를

쓸 때 함께 있었던 제자로 당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는데, 1900년대

초반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오페라《룰루》의 음악기법이 무엇이고 미완성 된

이 작품을 누가 완성할 것인가?’ 였다. 이러한 이유로《룰루》연구는 음악 분석

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주인공 룰루의 캐릭터84)에 관한 연구는 이보다 한참 후인 1954년 도널드 미

첼(Donald Mitchell)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4년에

조지 펄(George Perle, 1915-2009) 1974년에 칼 노이만(Karl Neumann), 1989년

에 레오 트라이틀러(Leo Treitler, 1931-) 등 여러 학자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었

다. 흥미로운 점은 룰루의 캐릭터에 관한 연구가 단순히 인물의 특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베데킨트 희곡과 오페라에서 나타나는 ‘룰루’ 캐릭터의 차이, 오페

라 전체 음악과 ‘룰루’ 캐릭터가 맺는 관계, 나아가 세기말 빈의 여성상과 룰루

의 관계까지 ‘룰루’를 둘러싼 여러 담론을 폭넓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먼저, 미첼은 룰루가 인간의 동물적, 자연적 속성을 과장해서 보여준다고 설명하
면서 룰루의 캐릭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85) “룰루는 전체로서 부분적인 진

리를 대표하는 ‘신화’다. 여기에 그녀의 치명적인 매혹과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빠져

드는 매력이 존재한다. 그녀는 만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유하거나 닮

고 싶어 하는 만인의 연인이다.”86) 미첼은 남성 중심적인 견해에서 룰루를 여성이

닮고 싶어 하는 이상향 그리고 남성이 욕망하는 성적 매력을 가진 여성으로서 바라

83) Willi Reich and M. D. Herter Norton, “Alban Berg “Lulu”,” The Musical
Quarterly 22/4 (1936), 383-401.

84) 캐릭터(Character)는 첫째, 사전적인 의미로 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
물 또는 작품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개성과 이미지를 뜻한다. 네이버 국어
사전 “캐릭터,”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8602400. [2017년 10월 20일 접속].
둘째, 연극적인 의미에서 캐릭터는 ‘등장인물’로 번역되며 “극 중의 역할, 특정한
이름, 직무, 특징에 많은 대사가 할당되어 있고 배우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Terry Hodgson, (The) Batsford Dictionary of Drama. (London:
Batsford, 1988), 김익두, 곽병창, 이정송, 김월덕 공역, 이기우 감수, 『연극용어 사
전』 (서울: 한국문화사, 1998).

85) Mitchell, “The Character of Lulu: Wedekind’s and Berg’s Conceptions
Compared,” 268-274.

86) Mitchell, 위의 글,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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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

또한, 미첼은 베데킨트 희곡에서 룰루가 “비발전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이

라 주장한다. 그는 룰루의 결혼, 죽음, 사랑 등 중요한 사건이 그녀의 ‘의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 그 ‘자신’ 자체로 ‘발생’한다고 바라보는데87) 미첼은

베데킨트 희곡에서 “룰루가 중립성을 갖고 도덕적으로 무관한(amoral) ‘결백함’”

을 지닌다고 설명한다.88) 반면, 베르크의 오페라에서 ‘룰루’는 음악이라는 예술

의 특성상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을 전달하고 발전적인” 캐

릭터를 실현한다고 분석한다.89) 이에 따라 미첼은 베르크가 근본적으로 “룰루의

캐릭터의 특징을 텍스트와 극적인 행위의 적절한 수정 없이 (오페라로) 변화시

켜 극적 혼란을 자초”한다고 비판한다.90) 결국, 미첼은 “베르크의 음악이 베데

킨트를 배격한다”는 강한 어조로 베르크를 비판한다.

그런데 이후 조지 펄은 오페라《룰루》에서 베르크가 ‘룰루’의 캐릭터를 극

에서 음악으로 각색하면서 극적 혼란이 생겼다는 미첼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

한다.91) 그는 베르크가 베데킨트의 희곡에서 선정한 텍스트 중 룰루의 태생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신화 같은 존재로 나오는 부분을 포

함하였고, 남성들이 룰루를 ‘넬리’, ‘이브’, ‘미뇽’ 등으로 저마다 다르게 부르는

부분을 오페라에 가져온 것은 베르크가 베데킨트 희곡의 극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이라고 평가한다.92) 나아가 펄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희곡과 오페라

의 모순을 비판했던 미첼의 주장을 반박한다. 첫째, 베르크는 “베데킨트의 캐릭

터 중 무엇보다 ‘룰루’를 음악적으로 실현 가능한 성격으로 변환”하였고, 둘째,

“베데킨트의 길고 과하게 복잡한 룰루 희곡을 일관된 대본으로 축소”했으며 셋

째, “베데킨트의 극을 음악적 캐릭터화 하면서 생기는 등장인물의 변형 및 수정

은 명백하게 불가피한 문제이며 더 나아가 3막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펄은《룰루》의 의의를 설명한다.93) 즉, 펄은

베르크가 음악을 통해 베데킨트의 『룰루-비극 2부작』의 복잡한 내용을 더 일

관된 작품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87) Mitchell, 위의 글, 271.
88) Mitchell, 위의 글, 272.
89) Mitchell, 위의 글, 위의 쪽.
90) Mitchell, 위의 글, 274.
91) George Perle, “The Character of Lulu: A Sequel,” Music Review 25 (1964):
311-319.

92) Perle, 위의 글, 317.
93) Perle, 위의 글,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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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펄은 오페라에 두 개의 룰루 캐릭터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룰

루가 “지치지 않고 유혹하는 자연의 힘이자 악마”를 상징하는 동시에 “모든 남

성의 이상적인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자연의 상태·······인간의 화신으로서 여

자”라고 설명한다.94) 이처럼 펄은 극적 의미를 투영하는 음악적 어법 면에서 미

첼과 견해를 달리하지만, 미첼과 마찬가지로 룰루를 남성의 성적 욕망의 판타지

로서 소유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룰루의 캐릭터를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수동적’ 여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칼 노이만95)은 룰루를 “혼합된 존재”라고 평가하며 인간적이며 신적인, 그리

고 사실적이면서 우화적인 모습과 극적인 모순을 아우르는 존재로 보고 있다.96)

노이만은 베르크의 ‘룰루’가 베데킨트의 희곡과 마찬가지로 인간 본연의 심연을

재현하는 동시에 “여성의 아름다움, 매력, 사랑스러움, 내재된 즉흥성과 순수함

그리고 치명적인 파괴력의 정수를 재현”한다고 해석한다.97) 또한, 노이만은 베

데킨트의 희곡이 “본질적으로 새로운 예술 장르인 오페라로 만들기에 적합한

가?”98)라는 질문을 던지며 희곡과 오페라의 괴리를 비판했던 선행연구들을 반

박하고, 궁극적으로 베르크가 베데킨트의 일관적이지 못한 텍스트를 과감히 축

약해서 음악적으로 그 ‘균열’을 채우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노

이만 역시 미첼, 펄과 마찬가지로 룰루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기만 한 대상으로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룰루’를 욕망의 대상이자 “수동적인” 여성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고수한다.

미첼, 펄, 노이만의 연구는 1979년《룰루》의 3막이 완성되기 이전의 연구들

로, 룰루의 캐릭터가 베데킨트의 『룰루-비극 2부작』과 《룰루》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베데킨트의 극에 대한 베르크

의 음악적 해석이 적절한지에 대해 주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페라가

완성된 이후의 연구들은 주인공 ‘룰루’가 갖는 캐릭터의 의미를 다양한 역사·사

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룰루’에 관한 연구가 새로

94) Perle, 위의 글, 317.
95) Karl Neumann, “Wedekind’s and Berg’s Lulu,” Music Review 35 (1974):
47-57.

96) Neumann, 위의 글, 52.
97) Neumann, 위의 글, 53.
98) 노이만은 베르크가 오페라 대본으로 변화시킨 것과 관련하여 첫째, 더 협소한 오
페라적 제약 때문에 필요했던 삭제와 압축, 둘째, 텍스트의 수정, 셋째, 베데킨트의
드라마가 본질적으로 오페라로 전환되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세 가지 측면을 지적
하며 이 질문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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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국면을 맞이한다.

1989년, 레오 트라이틀러99)는 ‘룰루’를 둘러싼 작품의 역사적 맥락과 여성으

로서 ‘룰루’가 여성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서술했다. 그의 연구는 첫째로 캐

릭터 ‘룰루’에 초점을 맞추어 베데킨트의 희곡을 베르크가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다루며, 둘째로는 룰루를 피에로, 뱀, 무용수, 매춘부 등으로 여기는 역사·사회·

문화적 의미와 룰루의 다양한 이름에 대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트라

이틀러는 먼저, 베데킨트의 극과 베르크의 음악 어법에 관해 베르크가 사용한

“순수한 형식주의”에 입각한 음악 어법이 베데킨트가 찾고 있던 ‘사건에 부여된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트라이틀러는 룰루의 캐릭터

에 대해 룰루를 단순히 매춘부 여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룰루를 그 자체로 이해

하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룰루를 “남성 (욕망의) 투사 복합

체”100)로 바라보며, 룰루가 극적으로 왜 모순된 캐릭터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해 문학 및 미술과 관련해 사회적 배경에 대해 언급한다. 이러한 트라이

틀러의 해석은 미첼, 펄, 노이만이 천착했던 음악과 희곡의 괴리에 대한 논의를

벗어나 베데킨트 희곡에 대한 베르크의 음악적 해석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룰

루의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역사·문화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케런 페글리(Karen Pegley)101)의 연구는 룰루의 캐릭터를 세기말 “팜므파탈

99) 트라이틀러의 자신의 글 “The Lulu Character and the Character of Lulu”를 총
세 편의 단행본에 출간하였다. 이 글은 1989년에 출간된 트라이틀러의 저서 Music
and the H istorical Imagination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1989), 1991년에 데이빗 게이블과 로버트 모간(David Gable and Robert P.
Morgan)이 편저한 Alban Berg, Historical and Analytical (Oxford: Claredon
Press, 1991), 그리고 2011년에 발표된 트라이틀러의 책 Reflections on Musical
Meaning and its Representations (Bloomin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1)
에 개정·출간되었다. 이 연구들은 미세한 교정사항을 제외하고 논지는 모두 같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의 글을 참고하였다.

100) Treitler, 위의 글, 192.
101) 케런 페글리는 오페라 룰루로 다음의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Keren Pegley
“Musical and Literary Characterization in Berg’s Lulu: An Analysis of the
Representation of Lulu and Geschwitz as women,” (M.D. Diss., York University in
Canada, 1990). 이는 같은 해 미국 음악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도 발표되었다.
“Musical Characterization of Woman in Lulu: A Feminist Deconstruction,” paper
rea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Oakland, CA,
1990. 그리고 이 내용은 1998년에 다음 단행본의 한 챕터로 출판되었다. Keren
Pegley, “Femme fatal and Lesbian Representations in Alban Berg’s Lulu,” in
Encrypted Messages in Alban Berg's music, ed. Siglind Bruhn (New York;
London: Garland Pub., 1998): 249-277. 본 선행연구는 1998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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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me fatale)”로서 “여성적 모호성(female ambiguity)”을 지닌, 그 속성을 규

정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정의하면서 베르크가 룰루를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

하는지 분석한다.102) 페글리에 따르면 세기말 팜므파탈은 남성적 논리나 지성을

갖지 못한 성적인 존재로 여겨졌는데, 룰루 역시 오페라에서 뱀에 비유되는 동

물적 존재이자 신비하면서도 관능적인 여성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팜므파탈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페글리의 연구가 이전 연구와 다른 점은 ‘룰루’의 팜

므파탈적 특징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적인 음악적 예를 들어 분

석하고, 나아가 룰루와 함께 '게슈비츠 백작부인' 캐릭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다. 그녀는 베르크의 게슈비츠 캐릭터에 대한 해석이 베데킨트의 극에서 나타나

는 게슈비츠의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룰루를 통해서만 자신의 힘과 정체성을

찾는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여성의 이미지’를 재현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페

글리는, 게슈비츠의 레즈비언적인 특징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석

한다.103) 물론 페글리의 연구에서 지금까지 등한시되었던 게슈비츠에 대한 음악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새롭지만, 룰루와 게슈비츠의 관계에 나타난 여성 동성애

양상을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남긴다.

주디스 락헤드(Judith Lochhead)의 연구104)는 룰루의 정체성을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여성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락헤드

에 따르면, 1950-60년대의 룰루의 캐릭터에 관한 연구는 “서양문화에서 전형적

으로 유포되는 ‘여성’의 신비에 대한 모호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105) 반면, 페

글리를 포함한 1980-90년대의 연구는 여성을 억압하는 오페라의 한 전통으로서

“룰루의 캐릭터에 대한 의미로 전환”되었다고 그녀는 평가한다.106) 그러면서 락

헤드는 시대별로 룰루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견해는 룰루의 캐릭터의 의미가

“전형적인” 것 혹은 “패러디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다고 평가한다.107) 즉, 룰루

102) Pegley, “Femme fatal and Lesbian Representations in Alban Berg’s Lulu,”
253.

103) Pegley, “Femme fatal and Lesbian Representations in Alban Berg's Lulu,”
267.

104) 락헤드는 90년대 말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을 통해 룰루의 캐릭터를 분석했다.
Judith Lochhead, “Lulu’s Femine Performance,” The Cambridge Companion
to Berg, ed. Anthony Pop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227-244; Judith Lochhead, “Hearing Lulu,” Audible Traces; Gender, Identity,
and Music, ed. Elaine Barkin and Lydia Hamessley (Zurich and Los Angeles:
Carcifoli, 1999): 231-255.

105) Lochhead, “Lulu’s Femine Performance,” 228.
106) Lochhead, 위의 글,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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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캐릭터의 의미가 ‘전형적’이다는 것은 남성 중심적 견해에서 룰루가 부정적

이고 수동적인 기존의 여성 의미를 함의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룰루의 캐릭터

가 ‘패러디적’이라는 것은 룰루가 서구문화에서 이해되어온 여성의 천변 일률적

인 모습을 비판하고 여성의 억압을 보여주며 나아가 여성의 의미에 대한 새로

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비교적 최근에는 오페라《룰루》와 룰루 캐릭터에 대한 역사·사회·문화 맥락

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108) 대표적으로 실비오 도스 산토스(Silvio José

Dos Santos)109)의 연구가 있다. 산토스는 베르크가 베데킨트 희곡에서 작품을

선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음악적으로 바그너적인 특성과 제2 빈악

파의 관계, 룰루의 초상화에서 나타나는 룰루의 모티브, 룰루의 결혼과 매춘의

관계, 게슈비츠의 동성애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다

루지 않았던 베르크를 둘러싼 역사·문화적 관계와 오페라의 인물과 내용을 조

망함으로써 작곡가를 둘러싼 세기말 빈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오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오페라의 사회적 맥락에 따른 극적

의미가 음악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룰루의 캐릭터에

대한 논의는 다소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첫째, 룰루를 ‘여성’의 모습만을 재현하는 캐릭터로 해석하기 때문

에, 룰루를 통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있다. 둘째, 룰루가

107) Lochhead, 위의 글, 228.
108) 홀(Patricia Hall), 카너(Mosco Carner), 모리스(Mitchell Morris), 포플(Anthony
Pople) 등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은 주로 오페라 《룰루》의 쇤 박사, 알바, 게슈비
츠에 관한 연구와 음악 어법과 등장인물의 역할 및 관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또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오페라 제작사를 위해 만들어진 《5개의 룰루 교향 모음
곡》의 작품 탄생배경에 대해 다룬 연구가 있다. Magaret Notely, “Berg’s
Propaganda Pieces: The ‘Platonic Idea’ of Lulu,” The Journal of Musicology 25
(2008): 95-142.

109) 실비오 도스 산토스는 오페라 《룰루》로 다음의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Silvio José dos Santos, “Portraying Lulu: Desire and Identity in Alban Berg’s
‘Lulu’” (Ph.D Diss., Brandeis University, 2003). 이 논문은 두 차례에 걸쳐 다음
의 학술지에 발행되었다. Silvio José Dos Santos, “Ascription of Identity: The
Bild Motif and the Character of Lulu,” The Journal of Musicology 21 (2004):
267-308; Silvio José Dos Santos, “Marriage as Prostitution in Berg’s Lulu,”
The Journal of Musicology 25 (2008): 143-182. 이 내용은 이후 2014년에 단행
본으로도 출간되었다. Silvio José dos Santos, Narratives of Identity in Alban
Berg's “Lulu” (Rochester: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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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여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하지 않았다.

때문에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해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극과 음악의 괴리에 대한

문제만 더 부각시켰고,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한 상

황이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룰루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파생시킨다. 룰루를 ‘여성’이라는 하나의 젠더 정체성

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룰루의 동물적이며 초자연적 특성은 단순히 세기말

팜므파탈의 양상으로서 여성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일까?

왜 남성들은 룰루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가? 만약, 룰루가 단일한 젠더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룰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그 젠더

정체성은 오페라에서 어떻게 획득 되는가? 물론 락헤드는 룰루의 모순적인 캐

릭터와 음악과 극의 괴리를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

하면서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버틀러의 수행적인 선택(Performative choice)의 개념 룰루의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을 넓혀주었다. 무엇보다 룰루는 모든 모순적인 특징을 갖고 총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페라에서) ‘수행된’ 정체성의 개념은 다양한

인격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110)

이러한 흥미로운 접근에도 불구하고 락헤드의 연구는 주디스 버틀러의 『젠

더 트러블』(Gender Trouble)에서 나타나는 수행성 개념을 단편적으로 추출하

여 사용하고, ‘수행(performance)’과 ‘수행성(performativity)’의 의미 차이를 정확

히 구분하지 않는다.111) 또 룰루의 모호한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사

회·문화적 맥락과 리브레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음악에만 한정 지어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녀의 연구는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도입해 룰루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행연구

라고 할 수 있지만, 룰루 캐릭터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다루지 않아 룰루의

극적 의미와 그에 따른 음악의 역할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

다. 이에 따라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관한 복합적인 문제를 더욱 자세히 규명하

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인간의 성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젠

110) Lochhead, “Lulu’s Femine Performance,” 232.
111) 수행과 수행성에 대한 구분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검토하는 본 논문 Ⅲ.3
젠더 수행성에서 더욱 자세히 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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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체성을 “다양한 사회적 수단을 통해 유지되어온 은밀하고 지속적인 실

천”112)으로 설명하는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112) Butler, 『젠더 트러블』,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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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113)은 포스트 페미니즘 경향 중 하나로 기존의 페미

니즘과 달리 ‘여성’ 혹은 ‘여성의 주체를 거부한다. 버틀러는 지금까지 페미니스

트들이 ‘여성’ 혹은 ‘여성들’이라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버틀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sex) 혹은 젠더(gender)란 ‘사회의 규

범과 양식이 반영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 어떤 정체성’이라고 설명한

다.114)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해부학적으로 결정된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 때문에 자유로운 성의 선택이 불가능하며, 강제적인 이성애 규범은 결국

남성 중심사회의 권력구조가 반영된 성 역할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오스틴(John L. Austin 1911～1960)이

언어철학 강의에서 처음 제시한 ‘수행문(performative)’에서 유래한 것으로, 수행

문은 ‘행동(action)’이라는 명사와 ‘수행하다(perform)’라는 동사가 결합된 것이

다.115) 버틀러는 오스틴의 언어학 이론을 참고하여 젠더의 ‘수행성

(performativity)’ 개념을 발전시킨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남자답게 행동해

야해’ 혹은 ‘너는 좀 더 여성스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와 같은 발화는 성별에

따른 행동 양식과 태도가 이미 내재되어있고 그것이 특정 상황에서 발현되는

113) 수행성 개념은 오스틴의 언어철학에서 유래하여 데리다(Jacques Derrida)를 거
쳐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이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
은 이후 연극 분야에서 에리카 피셔-리히테(Erika Fischer-Lichte)의 퍼포먼스 이
론에 영향을 주었는데, 피셔-리히테는 버틀러의 수행성을 연극의 퍼포먼스의 적
용을 위해 한층 더 나아간 해석으로 자신의 수행성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백
인경, “에리카-피셔-리히테의 퍼포먼스 이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114) Butler, 『젠더 트러블』, 349.
115) 오스틴은 발화가 어떤 사태를 기술하거나 진위를 설명하는 ‘진술적 발화
(constantive utterance)’와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로 구분된다고 지적하며, 수행적 발화를 ‘수행적 문장(performative
sentence)’ 또는 ‘수행문(performative)’이라 부를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결혼
식장에서 어떤 남자가 ‘나는 이 여자를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발
화한다면 이 발화는 어떤 상태를 기술하거나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바로
그와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남자는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만 한다. 이처럼 수행문은 언어적 조건뿐만 아니라 문장이 발화되는 적절한 상황
적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John 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울:
서광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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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여겨지지만, 버틀러는 이러한 젠더에 관한 발화가 명명되는 존재를 ‘만

들어가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버틀러는 젠더도 일종의 수

행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수행적”이라는 의미를 “목적한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

하는 행위”116)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성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인

기표 때문에 결정된 ‘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그런데 젠더가 ‘구성된다

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만약 인간의 젠더가 행위로 구성된 것이라면, 우리

가 알고 있던 ‘남성’과 ‘여성’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

는 버틀러가 주장하는 여성이라는 개념의 기원과 범주,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적인 성인 젠더(gender)의 관계 그리고 젠더 수행성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이라는 젠더 주체의 범주

포스트구조주의에서 인간의 주체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버틀러는 지

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여성의 ‘주체’를 거부하며, 포스트 페미니즘의 담론 형

성에 기여한다. “초기 페미니즘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억압받은 여성의 사회적

권리의 획득에 목표를 두거나 근대적 페미니즘이 여성의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

을 통해 여성의 해방을 추구”하며 전개되어 왔던 것과 달리117) 포스트 페미니즘

은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기존 페미니즘 운동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고, 오히려 여성의 가능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버틀러

역시 페미니즘 이론에서 ‘여성’이라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판하

며, ‘여성’이라는 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한다.

여성이라는 주체는 더 이상 고정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용어로 생각되지 않는다.

재현되거나 실은 해방되어야 할 궁극적인 후보인 ‘주체’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의문시하는 자료도 많았을 뿐 아니라, 무엇이 여성이라는 범주를 구성하고

또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된 합의도 거의 없었다.118)

버틀러는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이 실제로 해방시켜야할 여성의 범주를 일관

116) Butler, 『젠더 트러블』, 131.
117) 이동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차이,” 『아시아 여성 연
구』 43/2 (2004), 47.

118) Butler, 『젠더 트러블』,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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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안정된 주체로 확립하는 것이 젠더 관계를 규제하고 강화한다고 비판한

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성도 존재하지만, 여성이라

는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의 범주’로 이

해되어야 할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버틀러는 기존의 페미니

즘에서 ‘여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이미 구조화된 사회 안에서 진행

되고 있었고, ‘새로운 여성’이라는 관념은 또 다른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의 정치

적 이해관계에 기여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

리고 그녀는 ‘여성’이라는 고정된 개념을 사회적 수단들에 의해 유지되어온 실

천으로 바라보며, 페미니즘의 주체로 ‘여성’이라는 개념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주체’는 그들이 해방시켜야 할 바로 그 정치체계에 의

해 담론119)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명된다. 만약 그 정치체계가 다른 지배의 축

을 따라 젠더화된 주체를 생산해내거나, 남성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체를 생산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여성

들’의 해방을 위해 그러한 정치체계에 무비판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분명 자가당

착일 것이다120)

버틀러는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서는 사회체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여성’

이라는 주체가 사회의 제도와 담론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주체를 만들어낸

사회와 여성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버틀러는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 1926-1984)가 주장한 권력의 사법체계와 주체의 관계를 포착

119) 버틀러가 사용하는 담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발화’ 혹은 ‘대화’가 아니라 특
별히 푸코의 담론 형성을 가리킨다. 이는 우리가 특별한 역사적 순간들에 대해
말하고 지각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진술(statement)의 광범위한 집합’이다. 푸코는
언술을 역사적 맥락과 연결된 반복 가능한 사건들로 이해하고 ‘의학’, ‘범죄’, ‘광
기’ 같은 담론적 형성물을 만들어내는 언술들 사이의 연속성을 찾아낸다. 특히 푸
코는 언술이 가정하는 주체의 위치와 주체가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푸코는 『광기와 문명』(1961)에서는 정신병이라는 개념이 19세
기에 구성되었으며, 『성의 역사』 1권(1976)에서는 섹스와 섹슈얼리티가 19세기
에 일어난 담론의 폭발적 증가 속에서 생산되는 동시에 통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광기’, ‘범죄’, ‘섹슈얼리티’ 같은 개념은 그것이 발생하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이나 변화라는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담론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Sara
Salih, Judith Butler (New York; London: Routledge, 2002), 김정경 역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서울: 앨피, 2007), 90.

120) Butler, 『젠더 트러블』, 87을 참고하여 필자가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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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푸코는 “권력의 사법 체계가 주체를 생산해내며, 그 주체들은 그 결과로

사법체계가 재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121) 그리고 사법적 체계는 정치체계와

관련된 개인의 생활을 제한, 금지, 통제하고 심지어 ‘보호’함으로써 규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버틀러는 설명한다.122) 이처럼 어떤 체제에 규제된 주체들은

그 체제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체제의 필요조건에 따라 형성되며 정의되고 재생

산된다. 만약 사법체계가 개인을 통제하고 개인이 사법체계에 종속되어있다면

여성을 페미니즘의 ‘주체’로 재현하는 언어와 정치학의 사법적 체계는 그 자체

가 하나의 담론적 구성물인 것이다. 버틀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여성

의 주체’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품고 푸코의 계보학(genealogy)123)에

근거하여 여성의 주체를 밝히려고 한다. 계보학적 탐구는 “겉보기엔 ‘원인’ 같아

보이는 것이 ‘결과’임을 폭로하는”124) 데, 이와 마찬가지로 버틀러는 성의 범주

가 “섹슈얼리티125)에 관한 모든 담론적 설명 안의 근본적이고 인과론적 작용이

라고 선언함으로써 ‘원인’ 같아 보이는 것이 실은 성적 경험을 규제하고자 하는

섹슈얼리티 체계의 생산물”이라고 주장한다.126)

버틀러는 푸코의 계보학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두 가지 젠더 체계가

121) Michel Foucault, “Right of Death and Power Over Life,” The H istory of
Sexuality Volume I , An Introduction, trans, Robert Hurley (New York: Vintage,
1980). 원전은 Histoire de la sexualité 1: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1978). (Butler, 『젠더 트러블』, 86에서 재인용.)

122) Butler, 『젠더 트러블』, 87.
123) 푸코의 계보학(généalogie)은 고고학(archéologie)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고고
학은 한 시대의 어떤 담론(담론들)의 형성과 시대의 변환에 따른 그 담론의 변환
을 기술하는 작업, 푸코는 이러한 형성과 변환의 결과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과 변환을 가능하게 해준 조건들-한 시대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무의식적인 장-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고고학이라 부르고 있다. 반면
계보학은 그러한 형성과 변환의 가능성의 조건들 중 특히 권력의 놀이에 초점을
맞추어 담론을 권력의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작업을 말한다. Michel
Foucault, Collège de France texte du discours,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서
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0), 157.

124) Butler, 『젠더 트러블』, 128.
125) 버틀러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Sex, Gender, Sexuality)라는 용어도 모두 젠
더라고 주장한다. 원래 섹스는 생물학적 몸의 차이, 젠더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동일시 양식, 섹슈얼리티는 성적 실행이 발생되는 근원적 욕망으로 설명되었다.
버틀러는 이런 전통적인 구분법에 저항하면서 몸의 ‘인식성’과 욕망의 ‘근원성’을
만드는 것도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가 모
두 젠더라고 주장한다. 셋 다 사회적 구성물이고 제도 담론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Butler, 위의 책, 버틀러의 주요개념들.

126) Butler, 위의 책,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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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권력의 산물임”을 밝히고127) ‘여성’의 개념이 여성이라는 주체가 행하는

‘원인’이 아니라 사회의 성적 경험의 규제가 만들어 내는 하나의 ‘결과’로 본다.

그리고 이 논의를 “페미니즘의 법적 주체로 간주된 것을 생산하고 또 은폐하는

정치적 작용을 추적하는 일은 여성 범주의 페미니즘 계보학(feminist

genealogy)128)”이 맡아야 할 임무라고 주장한다.129) 왜냐하면, 여성의 의미에 대

한 계보학적 접근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성이라는 개념이 권력과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것을 파헤쳐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버틀러는 페미니

즘 계보학적 비평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계보학적 비평은 젠더의 근원이나 여성 욕망의 내적 진리를 거부하며, 억압이 은

폐한 진정하거나 진실한 성적 정체성에 대한 탐색도 거부한다. 그보다 계보학은

이런 정체성 범주의 기원이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치적 이해의 관계를 연구한

다. 이런 정체성의 범주는 사실 여러 개의 산발적 출발지점을 가진, 제도, 실천,

담론의 효과인 것이다. 이 연구 작업은 남근로고스 중심주의와 강제적 이성애라

는 규제적 제도에 집중하며 또 그것을 해체시키려한다.130)

페미니즘 계보학은 우리가 알고 있던 ‘여성’ 정체성 범주의 기원이나 원인의 이해관

계를 밝히고 ‘여성의 주체’를 둘러싼 사회 제도와 실천 담론의 효과로 구성된 것으로

바라본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이라는 개념은 ‘여성의 주체’가 행하는 것이 아니

라, 여성이라 불리는 규범과 실천의 효과로 ‘여성의 주체’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버틀러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시몬 드 보부아르

(Simone de Beauvoir, 1908-1986)의 주장에 동의하며 여성이 사회 담론 안에 구성되

거나 “만들어져가는(becomes) 존재”라고 설명한다.131) 따라서 버틀러는 “여성 자체가

과정 중에 있는 (woman itself is a term in process) 용어”라고 주장한다.132)

127) 김애령, “‘여자되기’에서 ‘젠더하기’로 버틀러의 보부아르 읽기,” 38.
128) 버틀러의 이론에서 계보학은 젠더의 근원, 또는 욕망의 근본이라는 내적 진리
가 있다는 전제를 거부하면서 그런 담론을 진리나 진실로 생산한 역사적 특정 제
도 권력의 역학 관계를 밝히려는 학문적 경향으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을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재구성한 방법으로
논의 된다. Butler, 『젠더 트러블』, 버틀러의 주요개념들.

129) Butler, 『젠더 트러블』, 93.
130) Butler, Gender Trouble, viii-ix; 『젠더 트러블』, 76.
131) Butler, Gender Trouble, 33; 『젠더 트러블』, 147.
132) Butler, 『젠더 트러블』,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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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의 관계

‘여성’이라는 주체를 규정할 수도 없고 ‘여성’이 과정 중의 용어라면 과연 ‘여

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는 무

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섹스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성이라고 여겨

져 왔고, 개개인은 이 생물학적 기표에 따라 사회제도와 관습이 요구하는 성 역

할을 부여받아 ‘여성으로서’ 그리고 ‘남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

다. 즉, 모든 인간은 단순한 인간이기에 앞서 남성-인간이냐 혹은 여성-인간이

냐를 선택해야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기표

인 섹스는 젠더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의 존재로 인식되도록 하

는 사회 규범 및 제도의 생산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

회적인 성으로 알고 있었던 ‘젠더’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설령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젠더’를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젠더 유

형’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버틀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부학적으로 결

정된 성인 ‘섹스’는 불변의 특성을 지니지 않으며, 이 또한 ‘젠더만큼 문화적인

구성물’이라고 주장한다.133)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성은 젠더의 구성물이 인위

적으로 부과된 몸으로서 육체적으로 주어진(given) 것이 아니라 육체의 체현

(the materlialization of bodies)을 결정하는 문화적 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34) 다시 말해 버틀러에게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는 강제적인 규범으

로 작용하여 ‘젠더’와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양식화된 행동을 통

해서 성 역할이 우리의 몸에 기입(inscription)된다는 것이다.135) 그러므로 버틀

러는 “젠더가 급진적인 창조행위는 아닐지라도 개인의 문화적인 역사를 자신만

의 언어로 새롭게 만드는 조용한 기획”이라고 주장한다.136)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가 사회적인 성인 ‘젠더’로 일관되게 구축하는데 기여

하는 생산적 기제로는 ‘강제적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137)’가 있다.

133) Butler, 위의 책, 97.
134) Judith Butler,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3),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고양:
인간사랑, 2003), 24를 참고하여 필자가 번역함.

135) Butler, 『젠더 트러블』, 348.
136)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89.
137)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것을 당연하게 보이도록 만든 것은 사실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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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이성애’란 페미니스트 시인이자 비평가인 에드리엔 리치(Adrienne Rich,

1929-2012)의 표현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이성애자가 될 것을 요구하거나 심지

어 강요하는 지배적 질서”를 뜻한다.138) 나아가 버틀러는 ‘강제적이고 자연화된

이성애’ 체계를 따르지 않는 양성 인간 에르큘린 바뱅139)의 예를 들며, 젠더 규

범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유지되어온 질서와 위계를 폭로한다. 양성 인간은 하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남녀의 성기를 모두 갖고 있으므로 성적으

로 하나의 정체성이 불가능하다. 버틀러는 양성 인간을 젠더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사실 자체가, 젠더를 이분법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불안정하다고 설명

한다. 즉, 양성 인간 바뱅에서 나타나는 ‘젠더의 불일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

물학적인 성인 ‘섹스’와 사회적인 성인 ‘젠더’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마디로

젠더에 ‘트러블’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젠더 유형은 이성애적 규범으로

완벽히 구획되지 않으며, 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결론

적으로 ‘젠더 트러블’은 젠더의 범주가 불안정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더불어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양성 인간 바뱅

뿐만 아니라 LGBT라고 불리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

(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가 있다. 이를테면 여성의 몸을 가졌지만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지하거나, 여성의 몸을 가졌고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성

을 갖고 있지만 사회가 강요하는 ‘강제적 이성애’와 달리 여성을 욕망하는 경우

등이 바로 이러한 예이다. 이 경우 “몸이 다른 젠더 구성의 장소가 될” 가능성

을 차단할 근거가 없으며 이 논리적 관계를 따라 “섹스와 젠더의 구분은 자연

적인 몸과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의 급진적 이질성을 함축”하게 된다.140) 다시

말해 인간의 몸과 인간의 성적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존재 방식”이라

는 것이다.141) 그러므로 버틀러는 젠더와 섹스를 담론의 맥락 속에서 위치시키

고 생물학적인 섹스도 이미 젠더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의미를 산출하는 기제

것은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이라고 만들어버린 규범이다. 따라서 이 규범은 강
제적이고 강압적인 것이지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애는 강제적인 것이다. Butler, 『젠더 트러블』, 버틀러의 주요 개념들.

138)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93.
139) 19세기의 에르큘린 바뱅(Herculine Barbin)은 서른 살에 자살한 양성인간으로,
푸코가 그녀/그의 일기를 발견해서 소개했다. 버틀러는 바뱅을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성적으로 하나인 정체성의 불가능성’이라고 설명한다. 바뱅은 남녀의 성
기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40) Judith Butler, “Sex and Gender in Simone de Beauvoir’s Second Sex” 35. (김애령,
“‘여자되기’에서 ‘젠더하기’로 버틀러의 보부아르 읽기,” 32에서 재인용.)

141) Butler, 위의 글, 위의 쪽. (김애령, 위의 글, 위의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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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섹스 자체가 젠더화 된 범주라면 젠더를 섹스의 문화적 해석으로만 정의하는 것

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젠더를 이미 정해진 섹스의 문화적 의미를 각인한 것(사

법적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젠더는 섹스 자체가 설정되는 바

로 그 생산 장치를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섹스가 자연에 관계되듯 젠더가 문

화와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142)

결국, 버틀러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타고난 것이라 생각하는 섹스도 이미 문

화적인 규범들에 종속되어 젠더화된 범주를 만들어내므로 “섹스는 언제나 이미

젠더(sex was always already gender)”143)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섹스와

젠더는 구별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버틀러는 자연으로서 인간의 몸은 없으

며 이미 해석된 몸이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한다. 결국 성의 선택이란 사회에서

인간 주체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강제적 이성애의 규범으로 모든

인간은 “젠더화 된 양상으로 양식화된”144) 행동을 통해서 성 역할이 우리의 몸

에 “기입”된다고 주장한다.145)

142) Butler, 『젠더 트러블』, 97.
143) Butler, 위의 책, 위의 쪽.
144) Butler, 위의 책, 348.
145) 『젠더 트러블』 3장에서 버틀러는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끌어온다. 이 책
에서 푸코는 감시 구조를 내변화함으로써 주체가 형성된다고 보는 ‘내면화 가설
(the doctrine of internalization)’에 의문을 제기한다. 푸코는 이 이론을 ‘기입
(inscription)의 모델’로 바꾼다. 푸코의 이 모델은 버틀러가 설명하듯 ‘법은 글자
그대로 내면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입되며 그 결과 육체들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이 육체를 관통하며, 육체 위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의 ‘내부’
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은 내면화될 수 없고, 육체 위에 쓰여 진다.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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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

섹스가 이미 젠더라면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자연 대 문화의 이분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고, 젠더 개념을 고집해야 할 이유도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특별히 ‘젠더’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젠더가 인간 행위의 ‘과정’이기 때

문이다. 버틀러에게 젠더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일종의 권력의 표현

이다. 사회의 규제적 권력과 담론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버틀

러에게 젠더 행위의 과정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유형화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젠더는 과연 어떻게 습득되고 표현되는 것인가? 버틀러는 젠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젠더는 육체의 반복되는 양식화(stylization)이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실

체(substance), 즉 존재의 자연적 요소라 여겨지는 외양을 생산하기 위해, 매

우 엄격한 규제의 틀 안에서 반복되는 일련의 행위들이다.146)

버틀러에게 젠더는 행위의 과정이고 더 나아가 젠더 정체성은 행위들의 연

쇄 과정이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의 3장 ‘전복된 몸짓들’(Subversive

Bodily Acts)의 마지막 부분인 ‘내면성에서 젠더의 수행성’(From Interiority to

Gender Performatives)에서 젠더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젠더는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작인의 장소(locus of agency)나 안정된 정체

성(stable identity)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

(a stylized repetition of acts)을 통해서 시간 속에 희미하게 구성되고 외부

공간에 제도화되는 규정되지 않은 정체성(an identity)이다147)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은 젠더를 형성하는 ‘행위’, ‘시간’ 그리고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규칙이나 규범으로 형성된 ‘양식화’를 포함한다. ‘양

식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사회의 문화, 그 지방의 풍습, 집안의

예절 등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결혼의 연령, 결혼식의 방식 등은 오랜 시간에

146) Butler, Gender Trouble, 33; Butler, 『젠더 트러블』, 147-148; Salih, 『주디
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113을 참고하여 필자가 번역함.

147) Butler, Gender Trouble, 140; 『젠더 트러블』, 348. 볼딕체 원저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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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형성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으로 형성된 ‘젠더’

정체성은 하나의 실체로 보거나 주체가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젠더는 일정하게 양

식화되어 있는 행동들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몸에 체현된다. 가령 남자는 머리

를 짧게 깎고 주로 바지를 입는다. 반면 여자는 다리를 모아 앉아야 하고 자신

을 꾸미기 위해 화장을 한다. 이러한 행위는 한 인간을 남자로 혹은 여자로 인

식하게 하는데, 이와 같이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규범적 문화 행위들은 사회적

으로 습득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버틀러는 젠더화된 양상으로 양식화되면서 의미화를 수행하는 이

러한 행동이 “어떤 공적인 행동(a public action)”이라 본다.148) 왜냐하면, 젠더

수행은 개인적이고 개인의 몸으로 의미를 표명하는 실천이지만, 결코 자의적이

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버틀러는 젠더의 수행이 특정한 금지와 제약에

따라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법을 명백히 표현”한다고 주장하

며,149) “수행성” 개념에서 행위와 실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행성 개념은 단일하거나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나 반복과 인용을 수행하는

실천으로 즉, 담론이 지칭하는 효과들을 산출하게끔 해주는 실천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150)

즉,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양식화된 행동들이 인간의 육체에 젠더라

는 의미를 부여(혹은 기입)하게 된다는 주장에 도달한다. 인간의 성에 부여된

규제적 규범들이 수행되는 방식에 따라 인간의 육체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녀는 수행성 개념에서 “주체가 그녀/그로 불리는 존재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주체가 규제되고 강요되는 현상을 생산하는 담론의 반복적 힘”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51)

그러나 버틀러는 이러한 일련의 젠더 행위에서 “수행(perform)”과 “수행성

(performativity)”을 구별한다.152) 왜냐하면 수행은 주체의 존재가 전제되는 반

148) Butler, 『젠더 트러블』, 348.
149) Judith Butler, “Performative Acts and Gender Constitution: An Essay in
Phenomenology and Feminist Theory,” Theatre Journal 40/4 (1988), 525. (김애령,
“‘여자되기’에서 ‘젠더하기’로 버틀러의 보부아르 읽기,” 40에서 재인용.)

150) Butler,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23을 참고로 필자가 번역함.
151) Butler,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24를 참고로 필자가 번역함.
152)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 바로 이 문장이다. 수행자가 없는 수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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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행성이란 주체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이다.153) 즉, 수행자가 미리

존재하지 않는 수행성에서는 “‘행위 뒤의 행위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154) 버틀러를 연구한 사라 살리(Sara Salih)는 젠더의 수행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젠더의 수행성이란,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우리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바로 그곳, 가령 행동의 ‘뒤에’ 혹은 ‘앞에’ 존재하

지 않는다”고 설명한다.155) 버틀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적인 주체 개념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며, 수행과 수행성을 구분한다.156) 왜냐하면, 그녀가 설명

한 “문화적으로 인식 가능한 주체”, 다시 말해 우리가 사회의 규범과 제도로 받

아들여진 주체는 ‘규칙에 갇힌’ 담론의 결과로 나타난 효과이기 때문이다.157) 결

국, 범주가 불안정한 주체의 정체성은 수행의 반복적인 행위인 수행성을 통하여

구성된다.

궁극적으로 버틀러는 단일하고 안정된 것으로 여겨졌던 ‘주체’와 ‘젠더 정체

성’을 부정하고, 이를 다시 이해하는 한 방편으로 ‘수행성’ 개념을 제시한다. 그

자가 없는 행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사실 버틀러는 젠더가 수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수행과 수행성을 구별하며 사용한다. (때때로 『젠더 트러블』
에서 이 두 용어가 혼동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1993년 한 인터뷰
에서 버틀러는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행은 선행하는 주
체를 가정하는 반면, 수행성은 주체라는 바로 그 개념을 의문시한다고 주장한다.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33;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114.

153) 버틀러는 Gender trouble(1990, 번역서명: 『젠더 트러블』) 이후의 저작인
Bodies That Matter(1993, 번역서명: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에서 수행과 수
행성의 구분을 더 명확히 밝히고 있다. 버틀러는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의 서
론에서 『젠더 트러블』에서 논의하지 못한 수행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수행성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책을 참고하시오. Judith Butler,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London:
Routledge, 1993), 1-23,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고양: 인간사랑,
2003), 21-60.

154) 버틀러는 자아가 자아의 행위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실존주의 이론으로 회귀하
려는 것이 아라고 설명하며, 실존주의 이론은 자아와 자아의 행위 모두 담론 이
전의 구조를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는 다름 아닌 타자
안의, 타자를 통한 각각의 다양한 담론적 구성이라고 밝힌다. Butler, 『젠더 트러
블』, 352.

155)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87.
156) 버틀러가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에서 논의한 가운데 많은 것들은 『젠더 트
러블』에서 시작하여 발전한 것이다. 특히 수행성과 물질적인 육체의 관계 분석
이 그러하다. 버틀러는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에서 수행성을 좀 더 상세히 설
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데리다를 끌어들여 특별히 수행성을 인용성(citationality)
이라는 개념에 연결한다.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134.

157) Butler, Gender Trouble, 147; 『젠더 트러블』,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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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주장하는 젠더는 양식화된 일련의 반복적인 행동들에 의해 구성되어져 가

고, 사회규범과 규율 속에서 육체를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행위이다.

이러한 버틀러의 젠더 개념은 젠더 주체와 정체성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전복시킨다. 요컨대, 버틀러는 젠더 수행성 개념을 통해 여성이라는 주체의 범

주를 해체하고 젠더 정체성이 사회적 규범과 규제에 따른 양식화된 행위의 반

복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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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페라《룰루》와 젠더 수행성 개념의 접점

성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전복시키는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이론은 음

악학 내 젠더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루스 솔리(Ruth A. Solie, 1942-)

는 버틀러만큼 젠더 문제에 열정적인 학자는 없다고 평가하며,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이 “도덕·습관을 무시하고 철학적으로 복잡한 버틀러의 주장이 섹스

와 젠더 사이의 구별을 거부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페미니즘 이론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라고 그 의의를 설명한다.158) 또한 수잔 큐직(Suzanne G. Cusick,

1954-)은 버틀러의 젠더의 수행성 개념으로 17세기의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했

던 프렌체스카 카치니(Francesca Caccini, 1587-1641)와 록밴드 펄 잼(Pearl

Jam, 1991-)의 리드 싱어인 에디 베더(Eddie Vedder, 1964-)를 연구한 바 있

다.159) 이처럼 음악학 분야에서도 그 의의가 있는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은 오페

라《룰루》의 주인공 ‘룰루’의 복잡한 젠더 양상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

성을 제공한다.

먼저, 버틀러는 ‘여성’이라는 젠더 주체의 범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

와 마찬가지로 오페라의 프롤로그와 제1막에서 룰루는 동물적인 존재 혹은 룰

루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러한 룰루의 행동과 태도는 오페라에서

룰루가 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또한, 룰루는 세 명의 남편들

에 의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각각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데, 이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주체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버틀러의 질문처럼

룰루의 젠더 주체가 과연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더불어 세기말 다양한 성의 문제는 버틀러가 기존의 페미니즘에서 규정한

여성의 주체를 해체하고 지금까지 원인으로 알고 있던 우리의 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물이라는 급진적인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왜냐하면, 원작자 베데킨트

는 『룰루-비극 2부작』의 룰루를 통해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성의 모습에

서 벗어나 완전한 성의 해방을 표현하려 했기 때문이다. 또한 베데킨트에게 성

의 해방은 기성 사회의 뒤틀린 욕망을 비판하는 동시에 사회 변혁을 끌어내는

158) Ruth A. Solie, “Introduction: On ‘difference’,” Musicology and Difference:
gender and sexuality in music, ed. Ruth A. Solie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18.

159) 수잔 큐직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통하여 어떠한 젠더를 가진 관객이 카치
니와 베더의 노래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David Beard and Kenneth
Gloag, Musicology: the Key Concepts (New York: Routledge, 201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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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였다. 베르크 역시 세기 전환기의 다양한 성 담론에 영향을 받았고 성의 문

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왜냐하면, 오페라에서 ‘룰루’는

첫째, 주체가 단일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점, 둘째, 여성을 통해 사회의 비판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룰루’를 버틀러의 논의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오페라에서는 룰루의 이전 행적이나 생활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오

직 남성들과 만남만이 주된 사건으로 그려진다. 즉, 오페라에서 룰루는 남성이

라는 타자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그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

은 룰루가 남성중심사회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남성이 욕망하는 여성의 모습을

충실히 재현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몇몇 선행연구에서 룰루가 ‘수동적인 인

물’, ‘남성의 욕망을 투사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룰루가 어떠한 과정을 통

해 이러한 그러한 캐릭터를 갖게 되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가 어떻

게 여성으로서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은 룰루가 행하는 행위에 따라

젠더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효과적인 해석의 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페라 제2막과 제3막에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로 룰루를

사랑하는 게슈비츠 백작 부인이 등장한다. 룰루와 게슈비츠와의 관계에서 룰루

는 강제적인 이성애 규범을 넘어서는 새로운 젠더의 모습을 보여준다. 바로 룰

루의 다양한 젠더 양상은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다른 페미니즘 이론이 아니라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으로 독해될 수 있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버틀러의 수행

성 이론은 단순히 여성의 권리와 해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성을 바라보

는 기존의 사고를 해체함으로써 “이성애적 일관성이 지닌 허구적 규제”를 폭로

하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

다.160)

본 연구는 앞서 선행연구의 한계점161)에서 “룰루의 젠더 주체의 범주를 여성

160) Butler, Gender Trouble, 137; 『젠더 트러블』, 343.
161)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오페라 《룰루》에 대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부
분 중 하나는 음악과 극의 괴리였다. 베데킨트의 희곡에서 룰루가 모호하면서도
파편적으로 그려졌던 것과 달리, 베르크의 오페라에서 룰루의 음악적 어법은 발
전적이며 일관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첼은 베르크가 극의 의도
를 잘못 해석했다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극적인 면에서 ‘룰루’의 정체성이 모
호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룰루의 캐릭터에 대한 작곡가이자 리브레티스트였던 베
르크의 해석은 결코 틀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단지 소리 예술인 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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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단일한 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가? 만약 룰루가 단일한 젠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룰루’의 젠더 정체성은 남성중심 사회의 이데올로기에서 어떻

게 기획되어지고 구성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으로 먼저, 리브레토에 나타나

는 룰루의 젠더 주체 범주의 문제, 다음으로 오페라《룰루》의 양식화된 음악어

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페라에서 룰루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획득해 가는지 오페라에 등장하는 남자 등장

인물 및 게슈비츠와의 관계를 조망해보고 버틀러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

다.

언어의 예술인 문학이 갖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
이다. 설령, 희곡과 오페라의 괴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조셉 커먼이 밝힌 바와 같
이 오페라의 “작곡가는 극작가”로서, 다시 말해, 베르크가 오페라의 극작가로서
어떻게 음악이라는 언어로 룰루를 표현하고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음악 어법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Joseph Kermann, Opera as
Dram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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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행성 개념으로 분석한 오페라《룰루》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의 출발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혹

은 여성의 범주’가 비판 없이 사용되어 왔으며 여성이라는 ‘주체’가 담론의 구성

물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젠더 정체성은 사회의 규범, 제도, 그리고 담론

안에서 양식화된 인간 행위의 반복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오페라 안에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본 장에서는 오페라《룰루》와 버틀러 수행성 개념의 접점을 근거로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먼저 리브레토를 중심으로

룰루의 젠더 주체 범주에 대해 살펴보고, 오페라《룰루》에 사용된 음악 형식과

‘룰루’를 중심으로 주요 등장인물들을 표현하는 음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

를 토대로 룰루를 중심으로 한 남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룰루를 사랑하는 게슈

비츠 백작부인과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즉 이 네 가지 시각을 통해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파헤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1. ‘룰루’의 젠더 주체의 범주

버틀러는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이 정해 놓은 ‘여성 혹은 여성이라는 범주’가

단지 정치적 이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이미 남성사회의

체계 안에서 ‘여성’의 재현이 왜곡되어왔기 때문에 ‘여성’의 젠더 주체를 가정하

지 않고 ‘여성’ 정체성 범주의 기원이나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 절에서는 ‘룰루’의 리브레토를 분석해 보자.

1) 젠더 주체가 모호한 ‘룰루’

룰루는 오페라 내에서 ‘뱀’, ‘여성의 원형’이자 나아가 ‘시민사회의 개념을 거

부하는 인물’ 등 다양한 형태로 비유되며 룰루의 젠더 주체가 모호하게 그려진

다. 먼저, 프롤로그에서 룰루는 “진짜 짐승, 야생의, 아름다운 짐승(Das wahre

Tier, das wilde, schöne Tier)”으로 소개된다.162) 오페라 1부인 「대지의 정

162) 룰루의 본질을 나타내는 세 가지 형용사인 wahr, wild, schön은 고전주의적 이
상의 덕목인 ‘진, 선, 미(das Wahre, Gute, Schöne)’ 중에서 도덕성을 가리키는
가운데 ‘선(Gute)’은 ‘사나움 또는 야성 das Wilde’로 치환된 것이라 해석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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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자연주의적인 성격을 띠며 동물 조련사는 등장인물들에 대해 “영혼이

없는 피조물(Die unbeseelte Kreatur)”이 모두 “인간의 기지(Gebändigt durch

das menschliche Genie)”에 의해 길들여졌다고 설명한다.163) 프롤로그에서 뱀으

로 비유되는 룰루는 표면적으로 치명적인 요부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극

적인 의미에서 뱀은 원작자인 베데킨트의 이전 작품 『원죄』 (Der Sünderfall)

에서 사악함이 아니라 슬기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164) 그렇기 때문

에, 룰루를 뱀으로 비유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여 ‘이성’에

눈뜨게 해준 뱀처럼 룰루가 “남성들에게 19세기 말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던 성

에 대해 이성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165)

아우유스트! 우리 뱀을 가져와!

(배불뚝이 무대직원이 다음 장면 광대 복장의 룰루 연기자를 장막 앞으로 데려와

서 조련사 앞에 앉힌다.)

그녀는 재앙을 부추기고,

유혹하기 위해, 타락으로 이끌기 위해, 독살하기 위해

그리고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고 살인하기 위해 창조되었지요.

(룰루는 턱을 비죽거린다)

내 사랑스러운 동물, 얌전한 척하지 말렴!

너한테는 야옹거리고 쉭쉭 거리면서

여성의 원형(Die Urgestalt des Weibes)을 왜곡할(verstauchen) 권리가 없어.

《룰루》 프롤로그166)

그러나 동물조련사는 바로 뒤이어 관객들을 향하여 룰루를 “재앙을 부추기

고, 유혹하기 위해, 타락으로 이끌기 위해 …… 창조되었다”고 소개한다. 이 부

분은 「판도라의 상자」를 표현한 것으로, 룰루가 재앙을 부르는 판도라의 신화

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한다. 뒤이어 룰루를

한다. 이재황, “세기 전환기 독일어권 문화 속의 새로운 인간상 ‘호모 나투라’,”
『독일어 문화연구』 18 (2009), 54.

163) Berg, Lulu, 68.
164) Vgl. Wildes, Anmerkungen, S. 818. (이재진, “붸데킨트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
성상과 신화적 특성,” 408에서 재인용.)

165) 이재진, “붸데킨트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신화적 특성,” 409.
166) Berg, Lulu,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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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원형(Die Urgestalt des Weibes)”에 비유하며 “왜곡할 권리가 없다”고

질타한다. 여기서 ‘Weib’의 의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67) 사회적인 여성을 의

미하는 ‘Frau’를 사용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여자의 성을 가진’이라는 뜻의

‘Weib’를 사용함으로써 룰루가 여자의 성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룰루가 만약 사회적인 여성을 의미한다면 원래 ‘여성’을 의미

하는 Frau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성을 가진’ Weib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반대로 룰루가 여자의 성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극적인 맥락에서 룰루를 여성이라 가정한다면, 이는 두 가지 방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동물들이 인간의 기지

(Genie)에 의해서 길러졌다고 소개하는데, 룰루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해 ‘여성’으로 길러질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룰루가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성(gender)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즉, 룰루의 ‘여성의 원형’은 단순히

여성의 의미를 함의하기보다 룰루의 주체가 열려있다는 극적인 의미를 나타낸

다. 이러한 룰루의 모습은 룰루가 스스로를 ‘동물(ein Tier)’적인 것(제1막 제2장

중 쉬골흐와의 대화) 그리고 ‘신동 혹은 기적의 아이(Wunderkind)’(제2막 제1

장)로 칭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달리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난다.168)

다음으로, 룰루의 주체에 의문을 들게 하는 지점은 《룰루》제1막 제1장의

화가와 룰루의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 룰루와 화가의 혼외정사 때

문에 첫 번째 남편인 골 박사가 죽게 된다. 이때 당황한 화가는 상황을 수습하

고자 룰루에게 ‘어떻게 할 거냐며 정신 차리라’고 다그친다. 이에 룰루는 ‘난 이

제 부자야(Jetzt bin ich Reich...)’라고 말한다. 첫 번째 남편이 죽자 자신이 부자

가 되었다고 좋아하는 비도덕적인 룰루의 모습은 룰루의 혼인 관계가 돈을 얻

기 위한 수단의 정략적인 결혼이었거나, 룰루에게 시민사회의 개념인 사랑이나

신뢰가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69) 이어지는 화가와 룰루의 대화

167) 극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Weib’라는 단어는 베이스의 증4도(augment 4th)
화음으로 예비되며 프롤로그 부분의 음악적 클라이막스를 이룬다. 자세한 음악분
석은 Ⅳ.2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168) 룰루의 동물적인 것에 대한 해석은 ‘2) 룰루의 다양한 이름’에서 다시 논의하기
로 한다.

169) 세기말의 시민사회는 근대 사회의 산업혁명과 금전적으로 성공한 가부장 사회의
기반이었다. 부르주아의 결혼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사가 아니라, 사업상 인수합
병이나 혹은 남성의 부를 상징하는 수단이었다. 특히 세기말의 빈 사회는 이성,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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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민 사회의 기본적 개념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화가: (그녀를소파로데리고가서곁에앉힌다.) 질문 하나 하지. 넌 진실을 말할 수 있어?

룰루: 몰라요(Ich weiß es nicht).

화가: 창조주를 믿나?

룰루: 몰라요(Ich weiß es nicht).

화가: 뭔가를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룰루: 몰라요(Ich weiß es nicht).

화가: 그럼 뭘 믿는데?

룰루: 몰라요(Ich weiß es nicht). 날 내버려 둬요! 당신은 미쳤어요!

화가: 너는 영혼이 없어?

룰루: 몰라요(Ich weiß es nicht).

화가: 사랑해본 적이 있어?

룰루: 난 몰라요(Ich weiß es nicht).

화가: (일어서며 스스로에게) 그녀는 몰라.

룰루: (꼼짝 않고) 나는 모른다구요(Ich weiß es nicht).

화가: (의사를 쳐다보며) 그는 알까….

《룰루》 제1막 제1장170)

화가는 룰루에게 진실 혹은 진리, 창조주에 대한 믿음, 맹세, 영혼, 그리고

사랑에 관해 물어보지만 룰루는 모든 질문을 부정한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진리

에 대한 인식,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맹세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화가가 질문한

사회의 개념에 대한 모든 거부는 룰루가 무(無) 자아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무 자아의 상태는 자연 그대로의 ‘정의 내릴

수 없는 본성(Natur)’ 그 자체가 룰루의 모습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171) 다

시 말해 룰루는 인간이 정의하는 어느 것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지

고 있다.

와 진보, 불굴의 인내, 자립 그리고 훌륭한 취향과 행동의 기준에 길들여진 동조 의
식이었다.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며 무질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피되었다. 이런
규칙들을 잘 따른다면 누구나 명성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척도가 무엇이든 성공은 개
인의 능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Janic and Toulmin, 『세기말 빈과 비트겐
슈타인』, 60-125.

170) Berg, Lulu, 84-85.
171) Wilhelm Emrich, Wedekind. Die Lulu Tragödie, In Benno von Wiese(Hrsg):
Das deutsche Drama II. Von Barok bis zur Gegenwart. Düsseldorf 1980.,
S.211. (김남이, 위의 글, 5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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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리브레토에 표현된 룰루는 한편으로는 비도덕적이며, 다른 한편으로

는 자아가 없는 존재로서 즉, 자아에 의해 형성되는 주체가 없는 모습을 보인

다. 룰루의 이런 모습은 여성을 자아도 없고 영혼도 없는 무의 존재로 설명했던

바이닝어의 사상과 맞닿아있는 듯하다.172) 그러나 동시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

념들을 부정하는 룰루의 모습은, 사회 규범 및 제도 안에서 양식화된 행위의 반

복을 통해 젠더가 형성되어왔으므로, 오늘날 여성의 주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의 전제와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 버틀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이라는 개념이 사회 내 젠더 관계의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주체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를 비판한다. 따라서 사회 규범 및 제도

를 부정하는 룰루의 이러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여성’이라는 주체 형성의 가능

성을, 나아가 사회 내 젠더 규제를 거부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을 통해 오페라에서 ‘룰루’는 단순히 여성의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

라 성을 초월한 인간존재로 자리매김한다.

2) 룰루의 다양한 이름173)

룰루의 젠더 주체 범주를 모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오페라에 등장하

는 남자들이 룰루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오페라의 제1막에 등장

하는 룰루의 다양한 이름은 이 오페라와 룰루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많은

혼란을 주는데, 이는 제1막 제2장의 쇤 박사와 화가의 대화에서 가장 집중적으

로 드러난다.

쇤 박사: 미뇽과 같은 출신의 사람한테 시민 사회적인 상식을 기대해선 안 돼.

화가: 누구 얘길 하는 거야?

쇤 박사: 네 부인에 대해 하는 말이야!

화가: 에바?

쇤 박사: 난 그녀를 미뇽이라고 불러.

화가: 나는 그녀를 넬리 라고 생각했는데.

쇤 박사: 골 박사가 그렇게 불렀지.

화가: 난 그녀를 에바라고 불러…

쇤 박사: 원래 이름이 뭔지는 나도 몰라.

172) Weiniger, 『성과 성격』, 409-480. 여성의 심리학 챕터 참고.
173) 룰루의 다양한 이름에 대한 문학적인 배경은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
비극 2부작』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직접 인용 시에는 각주에 해당 페이지를 명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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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그녀는 아마 알 거야…

《룰루》 제1막 제2장174)

룰루는 첫 번째 나이 많은 남편인 저명한 의사이자 교수인 골 박사에게는

생동감과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켜 줄 무용수 ‘넬리’로, 화가에게는 순결한 최초

의 여성인 ‘에바’로, 쇤 박사와 알바에게는 아름다운 여성의 이상형이자 예술적

영감을 주는 ‘미뇽’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룰루를 사랑하는 남성들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그녀를 부르는 것은 남자들이 “룰루에게서 고유의 자율적인 한 인간

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상에 따른 대상(허상)을 보기” 때문일 것이

다.175) 룰루의 다양한 이름의 유래, 그 이름에 관계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살

펴보면 남성들의 욕망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넬리(Nelly)’로서의 룰루

룰루의 첫 번째 남편은 ‘골(Goll)’ 박사로, 오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명이 이

름을 대신하여 표기된다. 첫 번째 남편인 의사는 대사가 거의 없다. 그가 룰루

를 ‘넬리’라고 부르는 장면도 등장하지 않지만, 제1막 1장에서 룰루와 화가 그리

고 제1막 제2장의 쇤 박사와 화가의 대화에서 의사 남편이 룰루를 ‘넬리’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베데킨트는 희곡에서 룰루의 첫 번째 남편의 이름인 ‘골(Goll)’을 실제 인물

에서 가져왔는데, 골(F. Goll, 1829-1903)은 스위스의 명성 있는 의사로 취리히

대학병원의 원장이자 교수였다. 물론 오페라에서 첫 번째 남편은 이름 대신 직

업명으로 불리지만, 역사·문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오페라에서 ‘의대 교수’는 희

곡에서의 ‘골’과 같은 역할을 한다.176) 첫 번째 남편인 의사와 룰루는 당시 시대

상을 반영하듯, 오페라에서 10살 이상 꽤 많은 나이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세

기말 상류 사회에서 남자들은 부와 사회적 명예가 뒷받침되어야만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린 신부를 두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177)

그렇다면 첫 번째 남편인 의사는 자신의 아내인 룰루를 왜 ‘넬리’라 불렀을

까? 트라이틀러는 ‘넬리’라는 이름은 세 가지 함의를 갖는다고 다음과 같이 설

174) Berg, Lulu, 104-105.
175) Gertrud Milkereit, “Die Idee der Freiheit im Werke von Frank Wedekind,”
(Diss. Köln, 1957), 6. (이재진, “붸데킨트의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신화적
특성,” 413에서 재인용.)

176)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11.
177) Wedekind, 위의 책, 위의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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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178) 첫째, 베르크가 오페라《룰루》를 쓸 당시 오스트리아 작곡가 막스

브란트(Max Brand, 1896-1980)의 오페라《기계주의자 홉킨스》(Maschinist

Hopkins, 1929)를 심사하였는데, 이 오페라의 여주인공 ‘넬리’는 룰루와 비슷한

인물로 남자를 통하여 신분 상승을 했다가 결국 몰락한다. 베르크는 이때 당시

브란트의 오페라를 보고 감명을 받아 ‘넬리’라는 이름을 자신의 오페라 《룰

루》에서 똑같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트라이틀러는 추정한다. 둘째, 당시

매춘부와 쇼걸이 ‘넬리’라는 이름을 종종 사용되었으므로 베르크가 이를 고려했

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트라이틀러는 베르크가 《룰루》의 리브레토 작

업을 할 당시인 1928년 6월 17일, 아내에게 쓴 편지를 근거로 그가 왜 그런 이

름을 사용했는지 설명한다. 이 편지에서 베르크는 당시 존 어스킨(John

Erskine, 1879-1951)의 소설 《트로이의 헬레나의 사생활》(The Private Life of

Helen of Troy, 1925)을 재미있게 읽었다며, 오페라 주인공 룰루를 헬레나로 해

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179) 이를 근거로 트라이틀러는 베르크가 헬레나를

룰루로 여기고, 헬레나와 관련 있는 ‘넬리’라는 이름을 룰루에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넬리’라는 이름은 엘리(Ellie) 혹은 엘라(Ella)와 같이 헬레

나(Helena)의 축소형이기 때문이다.180)

이처럼 ‘넬리’라는 이름에는 베르크가 오페라를 쓸 당시 상황과 아름다운 여

성의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다. 룰루와 첫 번째 남편인 의사와의 결혼은 사회적

인 부와 명예를 갖춘 남자와 어리고 매력 있는 여성과의 결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넬리’라는 이름은 가부장제 사회의 ‘권력의 생산물로서 여성이라

는 젠더’를 의미한다. 룰루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은 첫 번째 남편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력의 상징물이며, 만년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 마음껏 즐기는 환상을

실현해 주기 때문이다.

(2) ‘에바(Eva)’로서의 룰루

178) 더 자세한 내용은 Treitler, “The Lulu Characeter and the Character of Lulu,”
201을 참조.

179) Grun, Alban Berg Letters to H is Wife, 363.
180) 헬레나는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인물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미녀 중 한 명이다. 원래 헬레나는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였지만 트로이
왕자 파리스의 유혹에 넘어가 함께 트로이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만든다. 성현숙 외 3인, “헬레네,” 그리스 로마 신화 인물 백
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98408&cid=58143&categoryId=58143 [2017
년 9월 2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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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는 룰루의 두 번째 남편으로 희곡에서 ‘슈바르츠(Schwarz)’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남편인 ‘골’과 마찬가지로 오페라에서 직업으로 표기

된다. 원래 ‘슈바르츠’라는 이름은 아프리카 여행담이나 식민지 정책에 관한 다

수의 글을 발표했던 베른하르트 슈바르츠(Bernhard Schwarz, 1844-1901)를 모

델로 한다.181) 하지만 베데킨트는 희곡에서 슈바르츠를 무지한 인간으로 그리고

있다.182) 룰루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화가의 태도는 오페라 제3막에서

룰루가 화가에 대해 “나는 그에게 언제나 잠자리 상대일 뿐이었어요. 그는 날

사랑했지만, 나를 알지는 못 했어요”라는 대사에서 직접 드러나기도 한다.183)

화가는 처음에 첫 번째 남편이 부르는 이름인 ‘넬리’로 룰루를 칭한다. 그러

나 룰루는 자신은 ‘넬리’가 아니라 ‘룰루’라고 대답하는데, 룰루가 ‘넬리’라는 이

름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남성들이 부르는 이름이 자신의 본질 혹은 실체가 아

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넬리’라는 이름이 의사 남편이 바라는

하나의 대상물로서 룰루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화가는 룰루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에바’라고 부

르겠다고 말하며 키스하려 한다. 룰루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빠진 화가는 룰

루를 의사 부인이 아닌 자신의 여자로 대하기 시작한다.

룰루: (깨어난 듯) 나는 넬리가 아니라 룰루예요.

화가: 난 널 에바라고 부르겠어. 키스해줘 에바.

룰루: 당신 담배 냄새가 나요.

화가: 너는 왜 말을 놓지 않지?

룰루: 그건 불편해요.

화가: 점잔 빼지마.

룰루: 점잔이요? 그래야 했던 적 없는데요.

화가: 아 이제 세상일은 될 대로 되라지...

룰루: 제발 날 건드리지 말아요!

화가: 넌 아직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181)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12.
182) 극적인 의미에서 베데킨트가 화가의 이름을 ‘검다’는 뜻의 슈바르츠로 정한 것
은 미래를 검게 보는 즉, 비관적인 화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기 위함이라고 한
다. 또한, 다른 한편 화가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물이며, 룰루는 슈바르
츠를 장님, 바보라고 부른다. 슈바르츠라는 인물을 통해 베데킨트는 자연주의의
이론이나 실체에 대한 비판적인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있다. Wedekind, 위의 책,
위의 쪽.

183) Berg, Lulu,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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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 한 번도 사랑해 본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룰루》 제1막 제1장184)

화가는 룰루가 자신을 다정하게 불러주길 바라며 사랑하는 연인이 되길 요

구한다. 그는 마침내 “세상일은 될 대로 되라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룰루에게 매달린다.185) 계속되는 화가의 구애에 넘어간 룰루는 드디어

그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러던 와중 화가는 룰루에게 “넌 아직 한 번도 사랑

을 해 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며, 룰루를 자신의 이상형인 순결한 여성으로 보

고 싶어 한다. 즉, 화가는 룰루를 순수함을 간직 여성이자 자신의 육체적 욕망

과 이상을 실현해 주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화가의 태도는 룰루의 사랑

에 ‘눈이 먼’ 화가의 모습, 그리고 룰루에 대한 화가의 사랑이 룰루의 실체 보지

못하고 그가 판단을 상실하여 무지함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신화적으로 보면, 화가가 룰루를 부르는 ‘에바’라는 이름

은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브(eve)’이며, 이는 천지창조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

이다.186) 이브는 판도라와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게 되어 에덴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불행을 가져다주는 여인이다.187) 오페라에서 룰루 역시 화가에게 불행을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룰루를 순결한 여성이라고 믿었던 화가는 룰루의 지난 과

거를 알게 되자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가의 극단

적인 선택은 화가 역시 여성에 대한 순결과 정조를 강조하는 사회관습과 남성

들의 환상으로 룰루를 바라본다는 것이며, 결국 파멸로 이끈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에바’라는 이름 역시 첫 번째 남편과 마찬가지로 룰루에 대한

화가의 갈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버틀러의 관점에서 룰루를 다

루는 화가의 모습은 오페라에서 룰루의 주체가 남성들에 의해 여성이라 불리는

사회 규범과 실천을 통해 다양하게 구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페라

에서 룰루의 실체는 아무리 룰루가 자신을 룰루라고 밝혀도 남성들의 행위 결

184) Berg, Lulu, 79-80.
185) 베데킨트의 희곡에서 화가와 룰루가 벌이는 실랑이는 두 사람의 현재에 처한
상황이나 지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페라에서는 베르크가 이를 캐
논 기법으로 만들면서 극의 내용을 다수 삭제했다. 극의 내용상 화가는 자신의
여행이나 개인적인 일을 모두 제쳐두고 룰루에게 달려들어 키스를 퍼붓는다.

186) 인간의 원죄와 결부된 최초의 여인인 이브는 원래 “남자와 함께”라는 뜻이며
“삶”이나 “삶을 주는 이”라는 의미가 있다. 신화적으로 보면 판도라와 마찬가지로
불행을 가져다주는 여인이다.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12.

187) 이재진, “붸데킨트의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신화적 특성,”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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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서 대체 가능한 허상으로 점철된다.

(3) ‘미뇽(Mignon)’으로서의 룰루

룰루의 세 번째 남편인 쇤 박사188)는 앞서 의사 남편과 화가와 달리 오페라

에서 ‘쇤 박사’라는 이름으로 표기된다. 룰루와 함께 자란 쇤 박사의 아들 알바

역시 룰루를 ‘미뇽’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알바는 룰루를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

볼 때 ‘미뇽’이라 지칭한다.

‘미뇽’이라는 이름은 룰루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남자인 쇤 박사가 붙여준 이

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미뇽’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남녀 모두에게 사용되고, 사창가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남자아이에게 흔히 붙이

는 이름이다. 소녀나 소년 모두에게 붙는 이름인 미뇽은 이중적인 의미 때문에

“양성 관계를 표현하다가 호모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189) 미뇽이라는 이름의

중의적인 함의는 룰루의 본성에 남성의 모습이 내재해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오페라 안에서 룰루가 단순히 여성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만

드는 지점이다.

또한 미뇽이라는 이름은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련 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 1795)190)에 등장하는 이름이다. 빌헬름은 유랑 극단에서 남

자 옷을 입고 남자 역할을 하는 ‘미뇽’이라는 소녀를 구해준다. 이 빌헬름은 쇤

박사와 비슷한 인물인데, 쇤 박사는 알함브라 까페에서 꽃을 팔던 12살 어린 아

이 룰루를 데려와 양육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베데킨트의 룰루 역시 미뇽처럼

고향도 모르고 자신의 이름도 모른다. 이러한 문학적 배경과 마찬가지로 오페라

《룰루》에서 쇤 박사는 ‘룰루’를 역시 미뇽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그녀의 출생

과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룰루의 출생에 대한 논란은 제1막 제2장에서 쇤

188) 쇤 박사의 이름은 베데킨트 희곡의 초고에 쉐닝(Schöning)으로 표기되었다고
한다. 이 이름 또한 독일의 신문과 출판을 주름잡던 실제 인물 페르디난트 쉐닝
(Ferdinand Schöning, 1815-1883)에서 빌려온 것으로, 신문왕으로 출세하는 이야기
는 19세기 사실주의 문학에서 자주 쓰이던 소재였다. 베데킨트는 이 인물과 직접적
인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쇤(Schön)’으로 바꾸었고, 베르크는
오페라에서 이 이름을 쇤 박사(Dr. Schön)로 다시 고쳐 사용했다. Wedekind, 『地
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12.

189)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24.
190)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 1832)의 이 장편소설은

독일 문학의 고유한 전통인 ‘교양소설’의 전범이다. 이영기,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12295&cid=41773&categoryId=44396[2018년 1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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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가 화가에게 자신이 룰루를 처음 만난 때를 이야기할 때 드러난다.191)

이렇듯 미뇽이라는 이름에는 양성적인 특성과 출생에 대한 비밀이 함축되어

있다. 미뇽으로서의 룰루는 세기말 인간의 성에 대해 새롭게 제기된 인간의 양

성적 특성에 대한 발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버틀러의 관점에서 미뇽이라

는 이름의 양성적 특징은 룰루를 여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룰루를 여성

이라는 생각하는 지점에서 여성의 모습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주체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룰루가 가장 사랑하는 쇤 박사가 부르는 이름이 ‘미

뇽’이 양성적이라는 것은 룰루가 쇤 박사와의 관계를 통해 이성애 규범에 따르

는 여성이라는 젠더 주체인 듯하나, 다른 한편 여성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룰루의 출생의 근원과 존재에 대한 불분명함은 다음에 논의

할 쉬골흐와의 관계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4) ‘룰루’로서의 룰루

쉬골흐는 오페라에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물로, 룰루의 아버지

로 추정된다. 그러나 쉬골흐는 룰루에게 돈을 구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에

게 잠자리를 요구하며 애인 행세를 하기도 하는 등, 둘의 관계는 남녀 사이인지

혹은 혈연관계인지 불분명하다. 문학적으로 쉬골흐는 베데킨트의 단편 작품

『엘린의 재생』(Elins Erweckung, 1894)에서 이미 등장했던 인물로, 무(無)에

서 나타나 전쟁에서 몸을 다쳐 목발에 의지한 채 방황하는 거지로 설정되어 있

다. 이와 유사하게 『룰루-비극 2부작』에서도 쉬골흐는 성(性)이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신원이 불분명하다. 또한, 그는 윤락업의 포주로 법을 모르며 살아

가는 인물인데, 이는 쉬골흐라는 이름의 기원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쉬골

흐, “Schigolch”는 “논리적이란 뜻을 가진 Logisch”를 거꾸로 읽으면 대략 쉬골

흐”가 된다.192) 즉, 그의 이름은 논리를 뒤집고 법을 무시하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페라《룰루》에서도 쉬골흐는 정해진 직업이 없고 방황

191) 룰루의 출생에 관한 논의는 Ⅳ.3. 1)쇤 박사에 의해 기획된 ‘룰루’를 참고하

시오.
192) 쉬골흐는 베데킨트 초고에 놀테(Nolte)로 되어 있고 그 후 크로케(Krocke) 혹은
넉크(Knocke)로 바뀌었다가 쉬골흐가 되었다. Krocke, Knocke는 영어의 knocker
로 노크하는 사람, 유령, 걸인, 도둑, 유랑인, 팸푸 등의 뜻을 담고 있고 프랑스어
의 croque는 검은 남자, 무덤 지기라는 뜻을 갖는다.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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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쉬골흐의 출생 및 근원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룰루와 비

슷하다. 또한, 오페라에서 쉬골흐는 유일하게 주인공 룰루를 ‘룰루’라고 부르며

때때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쇤 박사는 쉬골흐를 룰루의 아버지로 여

긴다. 쉬골흐는 제1막 제2장에서 처음 등장하여, 화가와 결혼한 룰루에게 찾아

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축하해준다. 그리고 쉬골흐가 돈을 요구하자 룰루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돈을 준다. 다음은 제1막 제2장의 쉬골흐와 룰루의 대화

이다.

쉬골흐: 뭐가 궁금하냐고? 뭐가 궁금해?...나는 내 룰루를 현세에 남겨두고 올 바

에야 천상의 모든 기쁨을 포기하고 심판의 날까지 살려고 했어. (그녀의

무릎을 쓰다듬으며) 나의 귀여운 룰루.

룰루: 날 룰루라고 부르다니!

쉬골흐: 룰루, 아니야? 내가 언제 너를 달리 부른 적이 있니?

룰루: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더 이상 룰루라고 불리지 않아요. 내가 춤춘 지 얼

마나 오래됐죠? 지금 나는 단지...

쉬골흐: 넌 누구야?

룰루: (몸서리치며)...한 마리 동물...(ein Tier)

(전기 벨이 밖에서 울린다.)

《룰루》 제1막 제2장193)

쉬골흐가 부르는 룰루194)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Loulouette’로 ‘종달새 혹

은 귀여운 새’에서 온 것으로 ‘Loulolou’로 표기된다. 룰루라는 이름은 나폴레옹

3세 아들의 이름이기도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이름에도

193) Berg, Lulu, 93.
194) “루"로 시작되는 단어는 주로 아기들의 말인데, “니니(Nini), 가가(Gaga), 치치
(Zizi), 나나(Nana)”와 같은 이름처럼 룰루도 창녀들이 즐겨 사용한 이름이다. 에
밀 졸라의 “나나”에서는 룰루가 개의 이름으로 사용된다. 졸라의 “나나”와 붸데
킨트의 “룰루”이야기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두 여인의 이야기는 한결같
이 길거리 여인의 성장과 파멸을 그리고 있다. 룰루처럼 나나도 귀족, 언론, 기업
가, 극장, 동성연애, 카이로 등의 사건이나 인물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 두 여인은
비너스 상으로 신화적인 요소와 현실적인 특징을 한 몸에 담고 있다. 나나라는
이름은 원래 바빌로니아의 사랑의 여신인 나네아(Nanaea)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두 작품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의 성격은 현저히 구별된다. 나나는 온갖
매력을 풍기는 ‘숙명적인 여인(Femme fatale)’을 대표하고 있으며 나폴레옹 3세
시기의 퇴폐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룰루는 창녀지만 “순박
한 여인(Courtnsane innocente)”으로 현대판 기생의 운명을 지닌다.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비극 2부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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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룰루’라는 이름은 ‘미뇽’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양성적인 특징을 띠고

있는데 룰루가 단순히 여성만을 묘사하고 있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룰루는 쉬골흐에게 자신의 이름을 듣자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더

이상 룰루라고 불리지 않아요(Ich heiβe seit Menschengedenken nicht mehr

Lulu).”라고 대답한다. 이는 룰루가 자신의 이름을 잊은 채 아주 오래된 것으로

화가의 아내인 에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룰루가 화가

와 결혼한 상황에서 쉬골흐에게 대답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두 번째 남편인 화

가가 룰루를 육체적 욕구의 대상으로 다루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룰루의 이러한 대답은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화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베데킨트 원작의 같은 부분에서, 룰루가

자신의 이름을 “룰루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로 들린다(Lulu klingt mir ganz

vorsindtflutlich)”라고 대답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195) 여기서

“vorsindtflutlich”는 19세기 말 ‘아주 오래되었거나 낡은 것’을 표현할 때 농담처

럼 쓰던 말이자, 동시에 ‘노아의 홍수 이전’이라는 중의적인 뜻이 있다. 원래 초

고에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 이전’이란 뜻으로 “vorsündflutlich”라고 표기되어있

었다고 하는데196) 이는 룰루가 ‘룰루’라는 자신의 이름을 오래전의 것이자, 자신

의 본질을 현재에는 규정할 수 없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쉬골흐가 대화 끝에 룰루가 누구인지에 관해 묻자, 그녀는 자신이

‘동물(ein Tier)’이라고 대답한다.197) 이는 오페라에서 자신과 가장 비슷한 특징

을 지닌 사람이자 룰루의 아버지로 추정된 인물인 쉬골흐가 물어본 질문에 대

한 대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룰루는 룰루 자신 스스로를 동물이라 규

정함으로써 자신을 시민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한

다. 이러한 룰루의 동물적인 특성은 도덕과 문명 이전인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적 존재이자 원초적 존재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오페라에서

룰루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을 갖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원초적인 ‘여성’을 뜻하는 것이라 반박할 수 있

다. 하지만 룰루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때, 베데킨트

195) 이재진, “붸데킨트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신화적 특성,” 412.
196) 이재진, 위의 글, 412.
197) 프롤로그에서 동물조련사가 룰루를 “진짜 짐승, 야성의, 아름다운 짐승”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룰루의 동물적 본성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을 뜻
하며 “야성이란 곧 ‘자연’의 성질을 의미하는 ‘호모 나투라’인 룰루의 중심적 본질”
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재황, “세기 전환기 독일어권 문화 속의
새로운 인간상 ‘호모나투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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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룰루의 성을 통해 당대에 시민사회가 갖는 이중적인 도덕성과 부조리함을

비판하려 했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룰루’라는 이름은 룰루의 다양한 이름 중에서 룰루의 아버지로 추정

되는 쉬골흐가 부른 이름이자, 룰루 자신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이다. 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룰루’라는 이름이 오페라의 제목인 것으로 미루

어 보아 룰루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다. 그런데 ‘룰루’라는 이름의

기원이 양성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룰루가 단순히 표면적인 여성, 그 이상

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룰루는 ‘룰루’라는 이름이 기

원을 추적하기 힘든 아주 오래전의 자신으로 여긴다. 즉, 룰루는 자신 스스로의

본성을 현재의 시민사회의 관점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자연적인 상태의 근원적

인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룰루’라는

이름은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양성적인 의미 그리고 자연적인 의미를 함의한

다는 점에서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룰루의 다양한 이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룰루는 그녀를 소유하고자 하는

상대에 따라 에바, 넬리, 미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룰루가 하나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왜냐하면, 룰루의 모습은 각각의 남성

들에 따라 “교환 가능하고 대체 가능한 대상물”로 표현되며.198) 그녀는 “남성들이

자신의 내부에서 찾고자 하는 자아에 대한 “보충규정(Ergänzungsbestimmung)”199)으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룰루는 하나의 여성이 아니라 많은 남성이 추구

하는 ‘여성이라는 범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본 절에서 살펴본 ‘룰루’는 어느 하나로 규정지을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물이다. 먼저, 오페라 프롤로그에서 룰루는 동물적인 존재에 비유되

고, 제1막 제1장에서 룰루는 시민사회 개념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주체를 해체한

다. 이러한 룰루의 모습은 ‘여성’이라는 주체가 그 어디에서도 가정되지 않을

때, 여성의 재현이 의의가 있다는 버틀러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룰루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오페라 안에서 끊임없이 룰루의 주체 범주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여성에 대한 재현과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룰루의 다양한 이

름은 룰루가 남자들의 욕망으로부터 기원한 대체 가능한 대상물이라는 것을 보

여준다. 왜냐하면 룰루의 남편들은 남성 시민사회의 권력층으로, 룰루를 자신의

198) 이화진, “팜므파탈 Femme fatale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51.
199) Hartmut Viçon, Frank Wedekind (Stuttgart: J.B. Metzler, 1987), S. 200. (이
화진, “팜므파탈 Femme fatale 연구,” 5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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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을 실현시켜줄 대상이나 부속품 또는 교환 가능한 대체품으로 그녀를 다루

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룰루의 이름 중, ‘미뇽’과 ‘룰루’는 양성적인 특징을 띠

고 있다. 그러나 설령 룰루의 다양한 이름이 모두 단순히 여성을 가정한다 할지

라도, 룰루의 여성이라는 ‘주체’가 다양한 이름을 통해 구성되어져 가는 것을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룰루의 모습은 버틀러가 ‘여성의 모습이 실제 여

성의 주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근 로고스 중심의 규제와 실천으로부터 비

롯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결국, 룰루의 다양한 이름은

룰루의 남편들이 가진 욕망의 또 다른 표현물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오페라 《룰루》의 프롤로그와 제1막 1장에서 나타나는 룰루의 혼란스러운 모

습은 룰루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룰루의 자연적인 본성은 남성 이데올로기의 규범과 실천

을 통해 다양한 이름이라는 표현의 결과물로 드러난다. 따라서 룰루의 모호한

젠더 주체는 남성들이 부르는 다양한 이름을 통해 여성의 주체가 생성되어져

가는 “여성 자체가 과정 중에 있는 용어(woman itself is a term in process)

로”200)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오페라에서 룰루는 사회의 규범과 실천의

효과로 표현되는 과정-중의-룰루로 해석할 수 있다.

200) Butler, 『젠더 트러블』,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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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화된 음악어법을 통해 구현되는 ‘룰루’

앞 절에서는 리브레토를 중심으로 룰루의 ‘젠더 주체 범주’가 하나의 단일

범주로 규정될 수 없으며, ‘과정-중의-주체’(subject in-process)로 구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201) 그렇다면 음악적으로 룰루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가? 버틀러는 젠더를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a stylized repetition of acts)을

통해서 시간 속에 희미하게 구성되고 외부 공간에 제도화되는 규정할 수 없는

젠더 정체성(an identity)”으로 설명한다.202) 이러한 버틀러의 주장이 음악어법

에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을까? 본 절에서는 《룰루》의 음악 어법에 따른 극

적 의미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음렬과 유도 악구 등 룰루의 특징적인 음악 요소

를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203)

1) 극적인 의미를 반영한 《룰루》의 음악 형식204)

베르크는 오페라를 작곡하기 전에 리브레토 작업에 먼저 착수하였고 2개의

희곡을 1개의 오페라로 만들기 위해 고심하였다. 1930년 8월 7일 쇤베르크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베르크는 베데킨트의 희곡에 따라 막을 나누지 않고 “계

획적으로 제2막 제2장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시작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으

로) 합쳐지도록” 하였고, “베데킨트의 희곡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오페라를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205)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듯 “오페라 《룰루》에서 각 막의 주요한 형식적 요소

는 극적 아이디어를 재현”하고 있다.206) 먼저, 제1막은 소나타형식으로 룰루가

201) Salih,『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86.
202) Butler, Gender trouble, 140; 『젠더 트러블』, 349.
203) 이 절에 사용되는 음악분석은 George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Berkley and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펄은 베르크 연구의 대가로 작곡가이자 음악 이론
가로, 1968년에 알반 베르크 협회(Alban Berg Society)를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그리고 레드리히 (Hans F. Redlich)와 공동 설립했다. 베르크에 관한
펄의 중요한 연구는 오페라 《룰루》의 제3막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Berg의 마
지막 연인에 관한 비밀 표제가 서정 모음곡(Lyric Suite)에 있다는 것을 밝힌 것
이다.

204)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73-74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오페라 룰루의 형식은 베르크가 오페라 악보에 모두 일일이 표기하고 있어 형식 분
석이라기보다는 베르크가 악보에 표기해 놓은 형식을 정리해놓은 형태에 가깝다.

205) Brand, Hailey and Harris, The Berg-Schönberg Correspondence,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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쇤의 약혼을 파혼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장면과 룰루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쇤 박사의 무능력함이 소나타의 종결 테마로 상징화된다. 제2막은 론도형식으로

룰루에 대한 알바의 사랑과 열정을 묘사하고, 제3막은 주제와 변주곡형식으로

변주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쇠락해가는 룰루 인생의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

러한 방식으로, 오페라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형식적 요소는 극의 내용 및 등장

인물의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나아가 드라마의 전체적인 구조와 세세한 뉘

앙스까지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07)

막 주요형식 마디

1막

소나타-알레그로

악장

(Sonata-Allegro

movement)

제시부(Exposition):2장 mm.533-668

발전부(Development):3장 mm.1209-1288

재현부(Recapitulation):3장 mm.1289-1361

2막
론도(Rondo)

제시부(Exposition):1장 mm.243-336

중간부분(Middle division): 2장 mm.1001-1058

재현부(Recapitulation):2장 mm.1059-1065

3막

주제와 변주

(Theme and

Variation)

콘체르탄테 코랄 12 변주(Concertante Chorale

12 Variations): 1장
mm.83-230

4 Variation on the tune of the Procurer's

Song: Interlude
mm.693-736

주제와 4변주(Theme and 4 Variation): 2장

주제(Theme)
mm.737-752

mm.824-842

변주2(Variation2) mm.1024-1047

변주3(Variation3) mm.1110-1122

변주4(Variation4) mm.1008-1016

[표 4-2-1] 간략하게 정리한 《룰루》의 전체 형식208)

206) George Perle, “Lulu: The Formal Design,”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17/2 (1964), 181.

207) 오페라의 내용에 따른 구분과 막의 관계는 선행연구 부분에서 제시하였고 형식
에 따른 분류는 마디와 정확한 막의 관계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 형식과 막의 유
기적인 관계는 오페라의 형식 구분을 참조할 것.

208) 이 표는 오페라의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보여준다. 소나타형식 중 제
시부는 제1막 제2장부터 시작되고 발전부와 재현부는 제3막 제1장에 해당한다. 그
리고 쇤의 죽음을 알리는 소나타 재현부는 제2막 제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된다.
론도형식은 제2막 제2장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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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오페라에 사용되는 소나타, 론도, 변주곡은

기악곡 형식이지만, 극의 내용에 맞추어 선율 주제의 제시와 반복이 등장인물의

음악을 통하여 치밀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1막에서 쇤 박사는

소나타 제시부의 첫 주제 선율을 부르고 소나타 제시부의 두 번째 주제는 룰루

와 쇤 박사의 대화가 나오는 부분으로, 춤곡 양식인 가보트가 사용된다.209) 또

한, 음악적 형식은 각 막에서 다른 형식과 교차되면서 사용된다. 각 막의 큰 구

조를 이루는 소나타, 론도, 변주곡형식 안에 캐논, 아리에타, 카바티나 같은 형

식이 중간 중간 삽입되면서 원래의 기악곡 형식이 와해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

로는 극적 내용의 전달과 음악 어법이 조화를 이룬다.

(1) 프롤로그와 제1막

오페라는 동물 조련사가 전체 등장인물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이후 제1막

제1장의 서주, 캐논과 코다(Introduction, Canon and Coda)는 룰루를 유혹하기

위해 쫓아다니는 화가와 룰루의 쫓고 쫓기는 사랑의 놀이를 묘사한다. 원래 캐

논이 카치아(caccia)210)라는 사냥 음악에서 유래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베르크가

음악형식을 남녀의 구애장면에 사용한 것은 극적인 내용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의 소나타형식은 제1막 제2장부터 사용되며 룰루와 쇤 박사의 관계를

상징한다. 소나타의 첫 주제는 룰루가 쉬골흐를 집에 들이는 것을 혐오하는 쇤

박사의 노래 “내가 당신 남편이라면, 그런 인간을 나한테 얼씬도 못 하게 했어

(Wenn ich Ihr Mann wäre, käme mir dieser Mensch nicht über die

Schewelle)”로 시작한다. 소나타 제시부의 경과구는 마디 554-586 부분으로, 쇤

박사는 룰루의 두 번째 남편이 된 화가에게 룰루의 과거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

에 대해 노래한다. 소나타형식의 2주제는 춤곡 형식인 가보트와 뮈제트(Gavotte

and Musette)로, 쇤 박사가 룰루와 내연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내용에 맞춰 사

용된다. 이와같이 소나타형식은 극의 내용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제1막 제2장과 제3장은 쇤 박사와 룰루의 사이의 언쟁을 묘사한다. 여기서

209) 베르크의 이러한 음악어법에 대해 트라이틀러는 음악의 형식이 베데킨트가 극
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느낌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Treitler, “The Lulu Character and the Character of Lulu,” 190.

210) 카치아는 ‘사냥’을 의미하는데, 한 성부를 다른 성부가 쫓는 것을 가리킨다.
Donald J. Grout, Claude V. Paslica, J. Peter Burkholder, A H istory of Western
Music 7th Edition, 민은기, 오지희, 이희경, 전정임, 정경영, 차지원 역 『그라우
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 (상)』 (서울: 이앤비플러스, 2009),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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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의 제시부와 재현부가 오페라의 제1막과 제2

막이라는 더 큰 형식적인 단위와 연관되어 극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소나타형식의 재현부는 제1막 제3장과 제2막 제1장에 걸쳐 나타난다. 즉, 소나

타형식이 오페라의 막 보다 한 층위 높은 곳에 존재하면서 기악 형식의 하위에

오페라의 막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진다.

막 번호 주요 형식 마디

소

나

타

제

시

부

제1

막

제2

장

No.10 듀엣티노(Duettino) mm.416-457

No.11 실내음악(Chamber Music) mm.463-530

No.12 소나타(Sonata): 제시부(Exposition)

주요주제(Principal Theme) mm.533-553

연결구(Bridge) mm.554-586

종속주제(Subordinate Theme):

가보트와 무제트( Gavotte and Musette)
mm.587-614

종결주제(Closing Theme) mm.615-624

반복(Reprise)

주요주제와 연결구(Principal Theme and Bridge) mm.625-649

종속주제(Subordinate Theme) mm.650-665

종결주제(Closing Theme) mm.666-668

No.13 모노리드미카(Monoritmica) mm.669-957

1막

간주곡 2/3장
No.14 mm. 958-992

발

전

부 제1

막

제3

장

No.15 래그타임(Ragtime) mm.992-1020

No.16 안단테(Andante) mm.1020-1040

No.17 영국풍 왈츠(English Waltz) mm.1040-1094

No.18 레치타티보(Recitative) mm.1095-1112

No.19 코랄(Chorale) mm.1113-1154

No.20 서주와 6중주(Introduction and Sextet) mm.1155-1208

No.21
소나타형식 발전부(SONATA:

DEVELOPMENT)
mm.1209-1288

재

현

부

재현부(RECAPITULATION)

주요주제(Principal Theme) mm.1289-1298

연결구(Bridge) mm.1299-1303

종속주제(Subordinate Theme) mm.1304-1355

(소나타형식의)종결주제(Closing Theme) mm.1356-1361

재

현

제2

막

No.22 레치타티보(Recitative) mm.1-39

No.23 아리에타(Arietta) mm.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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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제1막 제2장부터 등장하는 소나타형식

소나타의 발전부는 제1막 제3장에서 쇤 박사와 룰루의 대화로 다시 시작한

다. 이 부분은 쇤 박사가 룰루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룰루에

게 복종하며 그의 약혼녀에게 약혼을 파기하는 편지를 쓰며 제1막을 마치는 내

용이다. 그리고 소나타의 재현부는 제2막 제1장에서 룰루의 승리를 더욱 극적으

로 묘사한다. 이처럼 《룰루》의 음악적 형식은 극적 내용에 맞추어 사용됨으로

써 등장인물의 대화와 오페라의 내용에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형식과 내용의

밀접한 관계에 따라 음악적인 소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와 같이 극적

인 내용을 양식화된 음악어법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베르크는 “드라마를 무대의

현실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음악 그 자체가 최대로 발휘”할 수 있

는 자신의 음악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211)

(2) 제2막

오페라 제2막의 론도형식은 룰루에 대한 알바의 사랑을 묘사한다. 론도형식

은 제2막 제1장의 마디 243부터 시작하는데, 론도형식의 선율 제시 부분에서 알

바는 서정적인 선율로 노래하며 룰루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순환하는 구조를 가

진 론도의 특징을 이용하여 베르크는 ‘뚜물투오소(Tumultuoso)’라는 음악적인

부분을 활용한다. ‘뚜물투오소’는 스페인어로 “난잡한 떠들썩한 소리”212)라는 뜻

으로 조연이 등장할 때마다 오페라 《룰루》 제2막의 배경음악으로 삽입된다.

뚜물투오소는 룰루와 알바 대화사이에 음악적 에피소드가 출현하는 방식으로

론도형식의 주제 사이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코랄 테마를 활용한 뚜물투오소에

서는 ‘음식을 시중드는 시종’의 선율을 반주하면서 론도의 제시부 두 번째 부분

211) Alban Berg, “Opernproblem,” Neue Musik-Zeitung 49, Heft 9 (Stuttgart, 1928),
오희숙 역 “알반 베르크,” 『음악미학 텍스트』, 한독음악학회 역 (부산: 세종출판사,
1998), 422.

212) 민중서림, 스페인어 사전,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출판원 자료 제공,
http://spdic.naver.com/#/entry/esko/2964158 [네이버 스페인어 사전 2018년 1월 18
일 접속].

부

반

복

제1

장

No.24 카바티나(Cavatina) mm.61-88
No.25 앙상블(Ensemble)

주요부분(Principal Section) mm.94-172
캐논(Canon) mm.173-194
레치타티브(Recitative) mm.195-200
재현부(Recapitulation) mm.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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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율 진행을 방해한다. 뚜물투오소는 제2막 제1장에서만 총 6번 출현하면서

론도형식의 흐름을 반복하거나 중단한다.

[표 4-2-3] 제2막 제1장의 론도형식, 제시부

결정적으로 론도형식이 중단되는 곳은 제2막 제1장의 마지막 부분이다. 여기

서 론도형식이 중단되고 쇤 박사가 룰루에게 권총 자살을 하라고 협박하는 긴

아리아가 시작되며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이 부분은 쇤 박사의 아리아와 룰루의

리트(Lied) 형식으로 표현된다. 다섯 절로 구성된 쇤 박사의 아리아의 절 사이

사이에서, 룰루는 ‘룰루의 리트(Lied der Lulu)’를 노래한다. 이 노래는 룰루의

첫 번째 남편인 골 박사의 죽음과 두 번째 남편인 화가의 죽음에 대해 룰루가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쇤 박사는 룰루에게 스스로 자살할 것

을 요구하며 아리아의 마지막 절을 부르는데, 이 아리아에 제2막의 론도형식 사

이에 삽입되었던 뚜물투오소가 등장한다. 뚜물투오소의 어수선한 음향을 가진

주제가 연주되는 가운데 룰루가 쇤 박사를 향해 쏘는 5발의 총성이 들리며, 쇤

막 넘버 형식이름 마디

론

도

형

식

제

시

부

와

에

피

소

드

제

2막

제

1장

No.26
론도(Rondo): 제시부(Exposition)
주요테마(Principal Theme, Part1) mm.243-249

No.27

코랄테마(Chorale Theme)

첫 번째 반복(First Restatement)

cf.No.19,

mm.1113-1122

mm.250-261

연결테마(Bridge Theme) mm.262-267

종속주제(Subordinate Theme) mm.268-273.

No.28
뚜물투오소(Tumultuoso) m.274

종속주제(Subordinate Theme) mm.275-280

No.26

주요테마 파트 2(Principal Theme, Part 2) mm.281-286,

코랄테마(Chorale Theme)

두 번째(Second Restatemen)

뚜물투오소(Tumultuoso)

mm.287-297

m.294 코랄 테마에

삽입

No.27
주요테마 파트 2(Principal Theme, Part 2) mm.298-306

연결구(Transition) mm.306-309

** 뚜물투오소(Tumultuoso) mm.310-317

마무리 테마(Concluding Theme) mm.318-328.

코데타(Codetta) mm.32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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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는 ‘알바’를 외치며 죽어간다.

[표 4-2-4] 제2막 제1장의 쇤 박사의 아리아에 삽입된 룰루의 리트

이 부분에 사용된 소나타형식과 론도형식은 룰루가 부르는 카바티나와 아리

에타 등의 성악 양식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크며 논리적인 구조를 보인다. 즉

남자 주인공들에게 더 큰 규모의 음악 형식을 사용한 반면, 룰루를 상징하는 음

악 형식은 전체적인 오페라의 형식 구조 안에서 부분적인 역할을 한다.213)

쇤 박사의 죽음 후에 제2막 제1장과 제2장 사이에는 무성영화가 삽입된다. 20

세기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오페라는 룰루의 체포, 재판, 투옥, 탈출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영화음악은 앞뒤가 똑같은

순환구조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간주곡으로 오페라의 전환점 역할을 한다. 오페

라의 원작인 「대지의 정령」이 끝나고, 콜레라의 감염, 병원 탈옥에서 「판도라

의 상자」가 시작된다. 오페라의 2부 「판도라의 상자」는 영화음악 2부부터 시

작하지만 1부와 음악적으로 연결되어 마치 1개의 작품인 것처럼 연주된다.

213) Dave J. Headlam, The Music of Alban Ber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6), 311.

막 넘버 형식이름 마디

론

도

의

중

단

제2막

제1장

뚜물투오소(Tumultuoso) mm.338-379

No.29

**

서주와 아리아(Introduction and Aria)

서주(Introduction) mm.380-386

1절(1st Strophe) mm.387-400

2절(2nd Strophe) mm.401-415

뚜물투오소(Tumultuoso) mm.416-420

3절(3rd Strophe) mm.421-441

4절(4th Strophe) mm.442-490

No.30
룰루의 리트(Lied der Lulu) mm.491-538

5절(5th Strophe) mm.539-552

** 뚜물투오소(Tumultuoso) mm.553-604

그라베와 연결구(Grave and Transition) mm.605-619

No.31 아리에타(Arietta) mm.620-651

2막간주곡 No.32 오스티나토(Ostinato) mm.6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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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오페라의 1부와 2부에 무성 영화의 내용과 음악

오페라의 제2막 제2장은 극의 전개상 「판도라의 상자」 후반부의 시작이지

만 음악적으로는 제2막 제1장의 론도형식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는 어수선한

음향을 표현하였던 뚜물투오소가 사라지고, 탈옥 후에 쇠약해진 룰루가 오페라

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른다.214) 이는 곧바로 알바의 서정적인 사랑의

고백을 담은 론도형식의 중간 부분(Middle Division)으로 이어지고 론도의 재현

부에서 알바는 룰루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가(Hymm)로 끝을 맺는다. 탈옥 후에

룰루와 알바가 나누는 사랑의 대화는 음렬과 조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오페

라에서 음악적인 절정을 이룬다.

214) 룰루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부분은 ‘룰루의 등장 음악(Lulu's Entrance
Music)’인데 이 부분은 오페라의 선율 중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받으며, 특
히 룰루의 고음 아리아가 돋보인다. 이 음악은 이후 룰루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도 동기(라이트모티브, Leitmotif)처럼 반복되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의 분석은 룰루의 유도 악구(라이트섹티온, Leitsektion)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내용 마디
영화음악 1부 룰루의 체포, 재판 투옥 mm. 656-687

2부 「판도라의 상자」(Die Büches der Pandora)

영화음악 2부
1부의 음악을 역행하여

콜레라의 감염, 병원, 탈옥
mm. 687-718

Curtain Music

커튼뮤직
mm. 71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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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제2막 제2장 론도형식의 중간부와 룰루의 등장 음악

(3)제3막

제3막은 서커스 음악으로 시작하며 파리 화려한 사교계의 다양한 인간군상이

펼쳐진다. 프롤로그에서 동물조련사가 등장할 때 나왔던 서커스 음악이 다시 나

오며,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노래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융

프라우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모두 미래에 큰 부를 거머쥘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다.

제3막의 주요형식은 변주곡형식이다. 제3막 제1장의 변주는 듀엣 1과 콘체르

탄테 코랄 주제와 12개의 변주곡(DuetⅠConcertante Chorale Variations)으로 극

의 내용을 전개한다. 변주곡이 진행될 때마다 룰루의 몰락이 그려지는데, 이 변

주곡 역시 여러 에피소드로 중단된다. 그중에서 마르퀴즈가 부르는 뚜쟁이의 노

래(Procurer's Song)는 룰루를 이집트 사창가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부르

는 노래이다. 뚜쟁이의 노래는 성악 선율과 함께 색소폰이 함께 유니슨으로 연주

막 넘버 형식이름 마디

론

도

형

식

제2

막

제2

장

No.37

론도(Rondo: Middle Division)
시작 부분에 기초를 둔 종속 테마와 룰루의 등장 음

악 마무리(Subordinate Theme, reprise framed by

beginning and conclusion of Lulu’s Entrance

Music)

mm.1001-1015

대조부분(Contrasting Section):

a.초상화 화음에 기초한 첫 번째 에피소드(First

episode, based on Picture Chords7)

mm.1016-1029

b.룰루 등장음악에 기초를 둔 두 번째 에피소드

(Second episode, based on Lulu’s Entrance

Music)

mm.1030-1037

종결테마, 변주곡(Concluding Theme, Variation) mm.1038-1047

코데타(Codetta) mm.1048-1058

No.38

론도(Rondo): 재현부 (Recapitulation)
주요테마, 캐논으로 된 파트 1 (Principal Theme,

Part1 with Canon)
mm.1059-1065

연결테마(Bridge Theme) mm.1065-1068
주요테마, 파트2(Principal Theme, Part2) mm.1069-1074
종결테마(Concluding Theme) mm.1075-1079
룰루의 등장음악에 기초를 둔 코다(Coda based

on Lulu’s Entrance Music)
mm.1080-1087

뮤제트(Musette) mm.1087-1096
찬가(Hymm) mm.109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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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관능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반주에서는 베데킨트가 작곡한 류트노래

(Lautenlied)가 대위적으로 진행된다. 이 뚜쟁이의 노래 선율은 반음계 형태로 조

성 없이 노래되지만 반면 베데킨트의 류트노래는 조성감이 뚜렷한 선율로 진행

된다.

[표 4-2-7] 제3막 제1장의 콘체르탄테 코랄과 변주곡, 뚜쟁이의 노래와 변주곡

제3막 제1장의 후반부는 앙상블의 음악으로 다시 카지노에서 시작한다. 제3

막 후반의 특징은 음렬로 된 군중들의 합창과 룰루와 게슈비츠 듀엣이 대비된

다는 것이다. 시끄럽고 서로 충돌하는 소리는 긴박감을 자아내며 룰루가 앞으로

막 넘버 주요형식 마디

제3막

제1장
No.43

듀엣 1, 콘체르탄테 코랄 변주곡(Duet, Concertante

Chorale Variations)

변주곡 1(Variation1) mm.83-88

에피소드1(Episode1): mm.89-98

변주곡 2(Variation2) mm.99-102

에피소드 2(Episode2):

뚜쟁이의 노래(The Procurer’s Song) mm.103-118

열정적으로(Appasianato) mm.119-124

룰루의 리트(Lied de Lulu) mm.125-145

변주곡3(Variation 3) mm.146-149

에피소드3(Episode3): 레치타티브처럼(Quasi recitative) mm.150-153

변주곡4(Variation4) mm.154-157

에피소드4(Episode4):

영국 왈츠(English Waltz) mm.158-171

뚜쟁이의 노래(The Procurer’s Song) mm.172-175

열정적으로(Appasianato) mm.176-181

변주곡5(Variation5) mm.182-187

변주곡6(Variation6) mm.188-191

변주곡7(Variation7) mm.192-199

변주곡8(Variation8) mm.200-207

변주곡9(Variation9) mm.208-215

변주곡10(Variation10) mm.216-223

변주곡11(Variation11) mm.224-227

변주곡12, 스트레타(Variation12, Stretta) mm.22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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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할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 어수선한 분위기로 그려진다. 제3막 제1장 중

가장 극적인 사건은 융프라우 주식이 폭락하면서 룰루가 전 재산을 잃는 것이

다. 베르크는 제3막 제1장의 중반부인 마디 300 정도 까지만 작곡하고 완성하지

못하여 이후는 체르하가 작곡했다. 체르하는 베르크가 즐겨 사용하는 대칭 구조

를 사용하고 주제 선율의 변주 형태로 제3막의 제1장과 제2장의 간주곡을 만들

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3막 제1장은 마르퀴즈의 뚜쟁이의 노래(The

Procurer’s Song)가 4개의 변주곡으로 확장되면서 제3막 제2장으로 넘어간다.

[표 4-2-8] 제3막 제1장의 판토마임과 간주곡에서 나타나는 변주곡형식

막 넘버 형식 마디

제3막

제1장

No.44

앙상블Ⅱ(Ensemble)
A.서커스음악(Circus Music)
a.반복(Refrain) mm.231-243
b.“모두가 돈을 벌어”(“Alle Welt gewinnt”) mm.244-252
B. 대조부분(Contrasting Section) mm.253-261
C. 반복(Refrain) mm.261-294

No.45 듀엣Ⅱ(DuettⅡ) mm.294-352

No.46 판토마임(Pantomime) mm.353-369

No.47 듀엣Ⅲ(DuettⅢ) mm.370-469

No.48 솔로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카덴짜 mm.470-498

No.49 셰나(Scena) mm.499-563

No.50

앙상블Ⅲ(Ensemble)

A. 서커스 음악(Circus Music) mm.564-597

B. 오스티나토(Ostinato) mm.598-607
C.서커스 음악(Circus Music)
a.연결구 (Transition) mm.608-613
b.“모두가 돈을 잃어”(“Alle Welt verliert”) mm.614-622
D.대조부분(Contrasting Section) mm.623-633
E.서커스 음악(Circus Music) mm.633-651

No.51 멜로드라마(Melodrama) mm.652-673

No.52 레치타티브(Recitative) mm.674-692

3막

간주

곡

No.53

뚜쟁이 노래에 기초한 4개의 변주곡(Four

Variations on the tune of the Procurer’s

Song)

mm.6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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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막 제2장은 셰나Ⅰ(ScenaⅠ)215)라는 ‘장면 음악’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장

면은 매춘을 하는 고객의 등장에 따라 베데킨트가 직접 작곡한 ‘류트노래’의 주

제가 배럴 오르간으로 연주된다. 이 류트노래가 제3막 제1장에서는 반주로 사용

된 것과 달리, 제3막 제2장에서는 명확한 주제 선율로 쓰인다. 특히 베데킨트의

주제는 쉬골흐와 알바가 대사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배경음악으로 연주된다.

베데킨트의 ‘고백’이라는 류트노래는 시민사회의 도덕관을 비판하고 육체적 해

방과 자유로운 성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알바와 쉬골흐는

룰루가 매춘으로 벌어 온 돈에 기대어 살아간다. 룰루가 자신의 몸을 팔아 남성

에게서 번 돈으로 다시 쉬골흐와 알바를 먹여 살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장면에

서 사용되는 베데킨트의 음악은 결국 룰루가 가부장제 시민사회의 희생양이라

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룰루의 매춘 고객들이 등장할 때 룰루의

남편이 등장했던 음악이 다시 연주되면서 음악적인 반복과 대칭 구조를 보여주

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제3막의 변주곡형식은 룰루의 모습을 양식화된 음악 어법

으로 표현함으로써 룰루가 몰락해가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215) 셰나는 라틴어 ‘scaena’에서 유래한 단어로, 오페라에서 무대, 무대 위에서 장면의
재현, 그리고 막의 구분을 의미하기도 한다. 흔히 ‘장면 음악’이라고도 번역되는 셰나
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있는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recitative accompagnato)에서 발
전된 것으로, 극의 내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악형식의 일종이다. Jack Westrup,
“Scena,” Grove Music Online, http://libproxy.snu.ac.kr/www.oxfordmusic
online.com/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
0-e-0000024721?rskey=TbMWJD&result=1 [2018년 1월 19일 접속].

막 넘버 형식 마디

제3

막

제2

장

No.54

셰나Ⅰ(ScenaⅠ)
A.멜로드라마, 파트1(Melodrama, Part1):

테마(Theme)(배럴 오르간 음악,Barrel Organ

Music)

mm.737-752

B.멜로드라마, 파트2(Melodrama, Part2) mm.753-767
C.룰루와 교수, 첫 번째 입장(Lulu and Professor, 1st

entrance)
mm.768-823

No.55

셰나Ⅱ(ScenaⅡ)
A.멜로드라마, 파트1(Melodrama, Part1): 테마(Theme)

(배럴 오르간 음악, Barrel Organ Music)
mm.824-842

B.멜로드라마, 파트2((Melodrama, Part2) mm.843-849
C. 룰루와 교수 두 번째 입장(Lulu and the Professor

2nd entrance)
mm.850-869

No.56 연결구(Transition) mm.87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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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룰루의 몰락을 묘사하는 제3막 제2장의 변주곡형식

(4) 룰루의 음악형식

   오페라에서 주인공 ‘룰루’가 노래하는 형식은 바로 리트(Lied)형식이다. ‘룰

루’가 부르는 리트는 룰루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하

다. 주인공 룰루는 오페라 전체에 걸쳐 리트 두 곡을 부르는데, 먼저 첫 번째

리트는 제2막 제1장에서 쇤 박사가 룰루에게 권총 자살을 하라고 협박할 때 지

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노래고, 두 번째 리트는 제3막 제1장에 마르

퀴즈가 룰루를 이집트 사창가로 팔려고 할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와 자신

의 존재 가치를 설명하는 노래다.

리트는 소규모의 성악 양식이지만 룰루의 노래가사는 극적으로 의미가 크다.

리트 두 곡의 내용은 룰루가 단지 수동적인 여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상황을 개척하는 능동적인 모습, 즉 자기 존재의 의식이 뚜렷한 면모를 보

인다. 그러나 락헤드는 룰루의 리트를 룰루의 ‘진정한’ 음악적 구현이라기보다는

룰루의 삶에서 최근의 일을 소리로 묘사하는 콜라주라 평가한다.2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의 리트가 오페라에서 룰루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이유는 음악적으로 오페라 전체의 기본 음렬과 룰루를 상징하는 P5 음

렬이 사용되어 음악적으로도 룰루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216) Lochhead, “Lulu’s Femine Performance,” 241.

No.57 현악4중주(Quartet) mm.888-1024

No.58

셰나 Ⅲ(ScenaⅢ)
A.변주곡(Variation) mm.1024-1047
B.멜로드라마(Melodrama) mm.1048-1057
C.룰루와 흑인(Lulu and Negro) mm.1058-1109

No.59

셰나Ⅳ와 피날레(ScenaⅣ and Finale)
A.변주곡 Ⅲ (VariationⅢ) mm.1110-1122
B.연결구(Transition) mm.1123-1145
C.음의 길이를 충분히(Sostenuto) mm.1146-1187
D.룰루와 잭(Lulu and Jack): 아다지오 파트 1(Adagio

Part1)
mm.1188-1234

E.아다지오, 파트2(Adagio, Part2) mm.1235-1278

F.노뚜르르노(Notturno) mm.1279-1291

G.느리고 폭넓게(Largo) mm.1294-1314

H.느리고 장중하게(Grave) mm.1315-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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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의 리트(Lied der Lulu)

“만약 사람들이 날 위해 자살했다고 해도 그게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내가 왜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했는지 아는 것처럼, 당신은 왜 당신이 나를 부인으

로 맞이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당신의 가장 친한 친

구들을 속였지만, 당신 스스로를 속일 순 없었어요. 내가 당신의 노년을 희생시킨

다면, 당신은 나의 젊음을 가졌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날 나 자신

과 다른 무엇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룰루》제2막 제1장217)

룰루가 제2막 제1장에서 노래하는 리트 가사에서 룰루는 남편들의 죽음과

자신의 가치가 무관하며, 쇤 박사의 위선적인 행동과 이중성을 폭로한다. 더 나

아가 룰루는 자신 그 자체의 존재이며 아무것도 되지 않으려고 했다며 룰루의

고유 음렬로 노래한다. 리트를 노래하는 룰루의 모습은 마치 남성 시민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는 해방된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17) Berg, Lulu,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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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1] 제2막 제1장 룰루의 리트

오페라를 구성하는 주요형식과 룰루의 음악 형식의 관계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룰루’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오페라의 막을 구성하는 형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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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부분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글리는 룰루와 남자주

인공들의 음악 형식 관계가 여러 함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218) 먼저, 남자

주인공의 음악적 형식은 룰루가 노래하는 성악 양식에 비해 훨씬 ‘지적’이고 전

통적인 기악형식을 사용한다. 즉, 쇤의 소나타형식 그리고 알바의 론도형식은

논리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을 강화시킨 발전적인 형식인 반면, 룰루의 리트, 칸

초네타 성악 형식은 폐쇄적이고 논리적 발전이 없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다음으

로, 룰루의 몇몇 성악 양식의 아리오소와 아리에타는 초기 이태리 오페라에서

기원한 것으로 역사가 긴 것에 대비해, 쇤의 소나타형식은 최근 음악 형식으로

역사가 더 짧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룰루가 노래하는 17세기의 성악 형식은 룰

루의 태고적 신비를 표현하고, 쇤 박사가 노래하는 18세기 기악양식은 시민사회

의 논리와 이성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룰루》의 음악 형식에 대한 페글리의 비평은 룰루가 팜므파탈이라

는 관점 그리고 룰루와 쇤 박사 및 알바의 음악적 형식의 기원과 유래를 들어

그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219) 왜냐하면 팜므파탈이 표현하는 여성성이 “남성

들이 욕망하는 집단적 환상”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성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보

다 “하나의 고정관념 속에 형상화시키려는 남성사고의 은유”이기 때문이다.220)

이러한 면에서 작품의 내부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작곡가 베르크가 표현하는 룰

루 음악형식은 당시 빈의 남성 중심사회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곡 당시 베르크는 여성 혐오적이고 남성 우월주의가

짙은 바이닝어의 사상에 심취했으므로, 작곡가가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룰루를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룰루》를 작품

내부가 아닌 시대적 배경에 관한 거시적 관점에서 버틀러의 시각으로 독해한다

고 할 때, 작곡가 베르크가 남자주인공들과 룰루의 음악형식을 다르게 사용한

것은 다분히 베르크의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221) 물

론 이러한 해석이 다소 비약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용

하는 음악용어 및 곡을 써가는 방식이 남성 우월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218) Pegley, “Femme fatal and Lesbian Representations in Alban Berg's Lulu,”
259-260.

219) 팜므파탈에 대해서는 Ⅳ.3에서 더 자세히 논하기로 하겠다.
220) 이화진, “팜므파탈Femme fatale 연구,” 5.
221)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시오. John Shepherd, “Music and
Male Hegemony,” Music and Society: The Politics of Composition,
Performance and Reception. ed. Richard Leppert and Susan McCl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15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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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을 것이다.

2) 《룰루》음렬의 다양한 특징222)

베르크는 등장인물과 극의 내용에 관련 있는 음렬을 만들기 위해 매우 독특

한 음렬을 고안하였다. 베르크의 베데킨트 수용을 연구한 스타인은 오페라《룰

루》에 사용된 12음 기법이 오페라의 전체에 사용되는 기본 음렬과 기본 음렬

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 및 활용된다고 지적하면서 음렬이 베르크만의 “창의적

인 기법”이라고 평가한다.223) 그리고 베르크의 음렬은 쇤베르크의 음렬과 달리

“특징적인 멜로디의 윤곽”이 중요한데224) 이러한 선율의 윤곽은 음렬이 전회

(inversion)225)되더라도 그 정체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펄은

오페라에 등장하는 특정한 음정관계를 음군으로 묶어 기본체(Basic Cell)226)227)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음악적 특징은 룰루가 등장할 때, 음렬이 반복

적으로 출현하면서 오페라의 내용과 함께 룰루를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22) 룰루의 음렬 분석은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의 4장 “The Musical
Language of Lulu”를 참고하였고 직접 인용 시에는 따로 페이지수를 표시하였다.

223) Stein, “Lulu: Alban Berg's Adaptation of Wedekind,” 234.
224)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85.
225) ‘Inversion’이라는 단어는 ‘정반대’ 혹은 ‘역’의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이때 ‘정
반대’ 혹은 ‘역’이라는 뜻은 마치 거울에 비쳤을 때 보이는 것과 같이 좌우 반대
의 상을 말한다. 이러한 ‘Inversion’의 현상을 음악에서는 전회라는 용어로 설명한
다. 안소영, 『무조음악 분석』 (서울: 심설당, 2008), 96.

226) “기본체(Basic Cell)”는 펄이 Serial Composition and Atonlaity에서 사용한 용
어로 보통 작은 음정 관계로 이루어진 단위를 뜻한다. 이 기본체는 그 구성요소
의 변형, 음정 관계의 다양한 형태의 이도(transposition) 자유로운 결합, 혹은 독
립적인 세부사항의 연관을 통해서 확장되어 사용된다. 기본체는 고정된 음정 관
계의 작은 집합(microcosmic set)의 종류로서 화음(Chord)과 선율적 음형
(melodic figure) 혹은 선율과 화음이 동시에 결합한 형태로 사용된다. 기본체의
요소들은 12음렬과 같이 순서가 고정되어 있고 기본, 전회, 역행, 역행전회가 사
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순서가 동시에 정의되지 않으므로 오직 ‘기본’과
‘전회’만 의미가 있다. 기본체를 이루는 음들은 중추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하나의
기본체는 겹쳐져 사용되거나 두 개 이상의 기본체가 연결되어 사용된다. George
Perle, “Free Atonality,” Serial Composition and Atonla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9.

227) 베이직 셀이라는 용어는 기본체라고 번역된다. 기본체는 선적 또는 수직적으로
있는 음정적으로 일정한 짧은 동기(motive)적 요소로서 전회(inversion), 역행
(retrograde), 역 전회(retrograde-inversion) 그리고 이도(transposition)등을 통해
변화될 수 있으며, 한 기본체는 보다 큰 집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시발로써 사
용된다. 이여진, 『12音-音樂 言語』 (서울: 음연, 199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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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룰루》의 기본체와 기호 동기(Sign Motive)

오페라에 사용되는 기본체는 매우 주제적인 특징을 갖는다. 오페라의 프롤로

그 처음 시작 마디에서 3개의 기본체가 모두 제시되고, 이는 등장인물의 음렬과

결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기본체Ⅰ은 프롤로그 맨 처음 부분에

서 트롬본으로 연주되면서 오페라의 커튼이 열림과 동시에 팡파르와 같은 역할

을 한다. 기본체 Ⅱ는 제3막의 처음과 시작 부분에서 그리고 기본체 Ⅲ는 제2막

의 마지막 부분의 종지에 활용된다.

[악보 4-2-2] 오페라 전체에 등장하는 기본체(Basic Cell)

이 중에서도 기본체Ⅰ은 ‘룰루’의 매혹적인 매력을 상징하는데, 제1막 제2장

에서 룰루와 화가가 대화를 나누는 에피소드와 제2막 제1장에서 쇤 박사의 연

결 에피소드의 음악인 소나타형식의 재현부를 반주한다. 그리고 “당신은 내 것

이야(Du bist ja mein)”라고 외치는 룰루의 대사와 화가가 “전부 거짓말이

야!(Alles Lüge!)”라고 소리치는 대사 등 극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에 활용된다.

[악보 4-2-3] 기본체의 음정 관계

기본체Ⅰ의 구조적인 기능은 첫 번째 음과 세 번째 음, 그리고 두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의 관계가 증 4도를 이룬다는 것이다. 기본체Ⅰ은 증 4도의 관계를 유지

하면서 음을 이도(transposition)228) 시키며 12음이 겹치지 않게 출현하며 다음

228) 무조 음악과 음렬 음악에서는 조성 음악과 달리 ‘조’(key, 調)의 개념이 없기 때
문에 무조음악에서 ‘조옮김’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 무조음악에서의
‘transposition’은 주어진 선율에 대하여 일정한 음정(서열 음고류 음정)의 도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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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2개의 음렬을 만든다.

[악보 4-2-4] 기본체를 이도하여 다시 주제적으로 사용하는 트로프Ⅰ

기본체Ⅰ에서 파생된 트로프Ⅰ(TropeⅠ)229) 음렬을 활용하여 제2막 제1장의

마디 634-644에서 룰루의 노래 선율로 활용된다. 트로프Ⅰ에서는 완전4도 진행

이 두 번 겹쳐 장 7도가 만들어진다. 이 장7도의 선율 윤곽은 룰루가 노래 부르

는 선율과 일치하는데, 룰루가 알바에게 경찰에 넘기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부분 (제2막 제1장) 그리고 마르퀴즈에게 경찰에 넘기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부분(제3막 제1장)에서 장 7도 선율 음형이 드러난다. 그리고 룰루가 남성들에

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할 때 이 선율을 반복하여 노래한다.

[악보 4-2-5] 제2막제1장에서룰루가알바에게경찰에넘기지말아달라고호소하는부분

큼 옮긴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옮김’이라는 용어대신 이도(transposi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안소영, 『무조음악분석』, 90.

229) 트로프라는 용어는 원, 집합과 동의어이다. 무조음악 분석과 음렬 분석에서 따
로 번역한 용어가 없으므로 원어 그대로 사용함을 밝힌다. 이여진, 『12音-音樂
言語』 (서울: 음연, 1995),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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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6] 제3막제1장에서룰루가마르퀴즈에게경찰에넘기지말아달라고호소하는부분

기본체Ⅰ을 변형한 트로프Ⅰ과 더불어 오페라에는 룰루를 표시하는 특징적

인 기호 동기(Sign Motive)가 등장한다.

[악보 4-2-7] 룰루의 기호 동기(Sign Motive)

기호 동기는 A♭-D♭이라는 완전4도의 고정된 음정관계를 갖는다. 이 음정은

주로 룰루를 상징하는 음색인 비브라폰으로 연주되며230) 룰루의 등장을 알린다.

처음 기호 동기는 제1막에서 초인종 역할을 하며 등장인물들의 입·퇴장을 알릴

때 울린다. 그리고 제1막 제2장에서 쉬골흐가 등장하거나 화가의 자살 사건을

수습하려는 경찰이 등장하는 소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오페라 제2부에서부터 기호 동기의 기능은 유도 동기와 유사하게 쓰인

다. 기호 동기는 제2막 제2장에서 룰루가 감옥에서 쇤 박사의 집으로 돌아와 오

페라 1부에 있었던 옛날 기억을 회상할 때 연주된다. 그리고 룰루와 알바가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룰루가 알바에게 “오래전으로 돌아왔군요(Das erinnert

an vergangene Zeiten)”라고 말하며 술을 따를 때, 기호 동기의 화음이 멀리서

230) 룰루를 상징하는 음색은 플루트, 비브라폰, 색소폰을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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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온다. 그리고 제2막 마지막에서 마침내 알바와 사랑을 나눌 때, 룰루는 알

바에게 “이 소파는 당신의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죽었던 곳이죠?(Ist das noch

der Divan, auf dem sich Dein Vater verblutet hat?)”라고 이야기할 때, 마디

1144에서 비브라폰이 한 박자가량 짧게 연주하고 마디 1145-1147까지 베이스

성부에서 바순이 D♭을 지속음으로 연주하고 셋잇단음표로 A♭음을 연주한다.

이는 극적으로 최절정에 다다랐다는 것을 기호 동기의 음향이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다음은 오페라 전체에 걸쳐 기호 동기가 반복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한 것

이다.231)

[표 4-2-10] 룰루의 등장 및 극의 진행을 알리는 기호 동기의 반복232)

231)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92-93의 내용을 표로 정
리한 것이다. 그리고 룰루의 등장 표기는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다시 표기한 것
이다.

232) 이 부분의 기호동기의 반복을 추출한 것은 펄의 분석이고 룰루의 등장을 표시
한 것은 필자의 것이다.

막 내용 마디
룰루

등장

제1막

제1장
화가의 집에 의사가 들어올 때 m.195

제1막

재2장

룰루가 출구로 “얘들아 오늘 오실 손님이 있단다”

제1막 제2장 끝과 간주곡 연결
mm.956-957 **

제1막

제3장

쇤 박사가 드레스룸에 들어와 룰루와 단둘이 남음
mm.1169-1176 **
mm.1204-1208 **

룰루를 표시할 때 mm.1233f. **

쇤 박사를 표시할 때 m.1258

제2막

제1장

게슈비츠가 떠나려고 일어날 때 mm.33f.

“쇤 박사”를 알리는 남자하인(Manservant)의 입장 mm.223-225

쉬골흐의 시종 허락 mm.367-382

제2막

제2장

룰루와 알바가 단둘이 남아 있을 때 mm.1013-1015 **

룰루와 알바가 사랑을 나눌 때 mm.1144-1147 **

제3막
재정이 파탄나고 손님들이 나갈 때

mm.652f
m.665-668
m.672f

룰루와 시종이 옷을 바꿔 입기 위해 황급히 들어옴 m.674 **

제3막

제1장
마르퀴즈가 시종이 아닌 룰루를 발견 m.691 **

제3막

제2장

잭이 룰루를 따라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고 그 방안이

보일 때
mm.1275-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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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동기의 구성음 A♭-D♭은 오페라 내에서 전략적으로 반복된다. 이렇

듯 절대 음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소리 그 자체가 지시적인 기능을 획득하고 룰

루의 음고류(pitch-class)를 결정한다. 그리고 기호 동기는 기본체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기호 동기는 전체작품의 ‘조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소리이지만 때로는 반복적인 조성의 중심역할과 결합하기도 한다. 기호동기는

드라마 전환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베데킨트의 「대지의 정령」과 「판도라의

상자」가 분리되는 룰루의 투옥기간동안 영화음악의 중간에 삽입되기도 한다.

그리고 기호 동기가 오페라의 주요한 유도악구(Leitsektion)233)의 음고를 결정하

는데, 기호 동기와 음악이 합쳐지면서 룰루와 쇤 박사의 인연이 결코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한편으로 기호 동기는 룰루와 쇤 박사의 질긴 운명의 극

적인 내용을 음악적 재현한다.

[악보 4-2-8] 기호 동기와 소나타 종결 테마의 연결

이처럼 기호 동기는 오페라 전체에 걸쳐 반복된다. 특히 룰루의 등장과 극의

내용을 강조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오페라 처음에는 등장인물의 입·퇴장

을 알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다가 극적으로 중요한 순간에도 들리면서 혼돈을

일으킨다. 그러나 극에 몰입하는 순간 기호 동기의 음향은 청자의 몰입을 방해

하면서, 현실과 극의 세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이러한 베르크의 양

식화된 음악어법의 반복은 극으로 환원되며 룰루의 음악적 정체성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 《룰루》의 기본 음렬과 주요 등장 인물의 음렬

오페라《룰루》에서 등장 인물은 각자 자신의 음렬을 갖고, 그 음렬에 기반

233) 라이트섹티온(Leitsektion)이라고 불리는 이 용어는 본 논문에서 유도악구로 번역
하여 사용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Ⅳ.2.3).(3) 룰루의 유도악구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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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래를 부른다. 마치 등장인물들은 정해진 역할 있는 것처럼 자신만의 음

렬을 갖고 있다. 베르크는 1928년 9월 1일 쇤베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룰

루》에 사용한 음렬에 대해 “하나의 음렬로 자신을 규정할 수 없고, 하나의 음

렬에서 다른 여러 음렬을 만들어냈고 그 음렬을 독립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히

고 있다.234)

베르크는 등장인물이 많은 대규모 오페라에서 하나의 음렬로는 음악적 표현

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체크》에서 이미 깨달았고, 그는 많은 등장인물의 음렬

을 하나의 기본 음렬에서 다양하게 추출해서 사용한다. 이에 대해 펄은 베르크

의 음렬이 다음의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첫째, “바그너가 사용한

유도 동기와 유사하게 인물을 재현”하고 둘째, “극의 주요 인물들의 특징을 표

현하는 음악적 어법(idiom)으로서 역할 그리고 유도 동기를 기반으로 한 화성과

선율”을 만들어낸다고 펄은 설명한다.235) 그렇다면 오페라에서 사용되는 음렬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악보는 베르크가 지시한 원 음

렬로, 펄은 이 음렬을 “기본 음렬(Basic Series)”이라 하였다. 이 음렬은 《룰

루》 전체에 걸쳐 사용되며 등장인물의 음렬을 만드는데 기본재료가 된다.

[악보 4-2-9] 오페라 《룰루》의 기본 음렬236)

이 기본 음렬에서 1-2-3-3-2-1로 음을 제거하면 남은 음이 쇤 박사의 음렬이

된다.

234) Brand, Hailey and Harris, The Berg-Schönberg Correspondence, 373.
235)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95 참고.
236) Perle, 위의 책,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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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10] 쇤 박사의 음렬 추출과정237)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쇤 박사의 기본 음렬을 추출하여 4개의 반음 위로 이도

하면 다음과 같이 쇤의 음렬이 추출된다.

[악보 4-2-11] 쇤 박사의 P4 음렬

또한, 이 기본 음렬의 첫 번째 음표를 시작으로 매번 7번째 음을 12개 추출

하여 음도 4개의 반음 위로 이도하면 쇤 박사의 아들인 알바의 음렬이 만들어

진다.

[악보 4-2-12] 알바의 P4 음렬

이렇게 얻어진 쇤과 알바의 P4 음렬은 흥미롭게도 1, 4, 7, 10번째 음이 같

다. 이는 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인 것처럼 오페라 전체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극의 상황을 음악적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알바와 쇤의 P4음렬은

제2막 제1장의 가장 복잡한 장면에서 사용된다. 쇤 박사가 운동선수에게 총을

237) 4분음표는 추출되어 음렬로 만들어진 음이고 온음표는 제거된 음렬이다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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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누는 동시에 룰루와 같이 있는 알바를 향해 다시 총을 겨누는 긴박감을 재현

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238)

[악보 4-2-13] 쇤 박사와 알바의 음렬 관계

다음으로 쉬골흐의 음렬이다. 쉬골흐는 룰루의 출생과 과거를 알고 있는 남

성이자 천식이 있고 늙은 남자, 룰루에게 돈을 구걸하는 남자, 룰루의 아버지,

포주, 때로는 룰루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로, 오페라에서 룰루와 쉬골흐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게 그려진다. 이러한 쉬골흐의 성격을 반영하듯 그의 음렬

은 반음계적으로 진행한다. 쉬골흐 음렬의 추출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전회와

오페라의 기본 음렬을 섞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악보 4-2-14] 쉬골흐의 음렬

오페라의 내용에서 은근슬쩍 등장하여 룰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소리 없이

등장하여 룰루를 도와주는 등 쉬골흐의 알 수 없는 정체성은 반음계적인 진행

으로 표현된다. 이에 대해 펄은 쉬골흐의 음렬을 “음렬적인 트로프(Serial

Trope)”라고 정의하며 음렬을 트로프의 분절(segment)239)로 사용한다.240) 즉,

238) 이 장면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Perle, 위의 책, 95를 참조.
239) ‘segment’는 분절로 번역되며 몇 개의 작은 단위로 나뉜 음렬의 분할을 뜻한다.
이여진, 『12音-音樂 言語』,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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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의 음렬이 전체로 사용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쉬골흐의 “음렬

적인 트로프”는 룰루의 성장배경을 상징하는 쉬골흐의 근본적인 본성과 일치한

다고 펄은 분석한다.241)

마지막으로, 룰루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삶을 헌신하는 게슈비츠 백작부인

은 제2막 제1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게슈비츠의 음렬은 프롤로그에서 변형되어

출현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열두 개의 음이 세 부분으로 분절(segment)을

이루며 출현한다. 게슈비츠 음렬 P7의 첫 번째 분절인 a는 3음이 없는 5도로 이

루어졌고, 이 5도는 b와 c부분의 페달로서 역할을 한다. 게슈비츠의 성격을 결

정짓는 분절 a의 개방5도는 3음이 빠지면서 성격이 모호한데 이는 성적 정체성

이 모호하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242)

[악보 4-2-15] 게슈비츠 백작부인의 음렬

게슈비츠의 음렬은 두 음으로 구성된 화음(dyad)과 두 개의 5음 음계로 구성되

어 있는데, “5음 음계의 모호한 특징”이 게슈비츠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한

다.243) 게슈비츠의 음렬은 쇤 박사 그리고 알바의 음렬보다 오페라에서 널리 사

용되고 비교적 조성적 특징을 띤다.244)

이와 같이 《룰루》의 음렬은 베르크가 극적 의미를 묘사하기 위해 각각의

등장인물들에게 특별히 고안한 음렬을 사용한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특징과 관

계에 따라 음렬의 추출방식을 달리함으로써 극적인 의미를 보다 섬세히 표현하

려고 하였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룰루의 음렬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3) 양식화된 음악적 반복으로서 ‘룰루’

룰루를 표현하는 음렬은 오페라 전체의 기본 음렬을 토대로 초상화 화음 음

240)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102.
241) 쉬골흐의 음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Perle, 위의 책, 102-106을 참고.
242) Morris, “Admiring the Countess Geswitz,” 355-357.
243) Reich and Norton, “Alban Berg ‘Lulu’,” 395.
244)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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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Picture Chord Serial)245)이 먼저 만들어진다. 그리고 4개 초상화 화음 음렬

을 다시 수평적으로 배열하면 룰루의 음렬이 만들어진다. 룰루 음렬은 오페라의

프롤로그에서 동물조련사가 처음 룰루를 소개할 때 연주된다. 이 음렬은 쉽게

기억될 수 있게 유도 동기처럼 반복적으로 출현하며, 다양한 변형으로 특별한

주제와 그 주제의 변형적인 제스쳐를 갖는다.

(1) ‘룰루’의 유도 동기적인 음렬

쇤 박사와 알바의 음렬이 기본 음렬에서 바로 추출된 것과 달리 룰루를 상

징하는 음렬은 기본 음렬에서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을 거쳐 추출된다. 초상

화 화음의 맨 윗 성부의 음을 추출하여 F-G-G#-A#으로 중간 성부

C-D-F#-D# 그리고 맨 아래 성부 E-A-B-C#을 군을 다음과 같이 수평적으로

나열하면 룰루 기본 음렬에 대한 P5가 만들어진다.246)

[악보 4-2-16] 룰루의 P5 음렬

룰루의 P5 음렬은 오페라 프롤로그에서 룰루를 뱀에 비유하며 소개할 때 그

리고 제2막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245) 이 초상화 음렬은 본 절의 3).(2) 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246) Perle, 위의 책,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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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17] 프롤로그에서 동물조련사가 노래하는 룰루 음렬

[악보 4-2-18] 제2막에 사용되는 룰루 음렬

룰루 P5 음렬의 음정 간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

을 발견할 수 있다. [악보 4-2-19]를 보면, 룰루의 음렬은 온음계, 온음음계, 4음

군의 트로프로 나뉜다. 룰루 음렬의 처음 온음계 헥사코드는 온음음계의 5개 음

의 분절과 겹쳐지는데, 이 다섯 음은 마지막 네 음에서 3화음의 윤곽으로 해결

된다. 룰루 음렬의 마지막 네 음의 종지적 특징은 극의 내용을 표현할 때 이용된다.

[악보4-2-19] 룰루 음렬의 음정 구조

룰루의 음렬은 룰루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룰루의 매

력에 빠진 남성들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때, 룰루의 P5 음렬을 직접 따라 부르기

도 하고 극적인 의미를 연결하는 간주곡(제1막 제1장과 제2장 사이)으로 사용되

기도 한다. 다음은 룰루의 음렬이 반복되어 사용되면서도 극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부분들을 목록화한 것이다.247)

247) 룰루의 음렬은 오페라에 걸쳐 더 많이 반복되지만 오케스트라 반주와 함께 대
규모 음향으로 구현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Perle, 위의 책,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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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1] 오페라 전체에 반복되는 룰루의 음렬

이처럼 룰루의 P5 음렬은 음악적으로나 극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룰루의 젠

더 정체성을 드러낼 때 사용된다. 이는 오페라 안에서 양식화된 음악 어법인 음

렬이 반복되고 음악적으로 룰루의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 특히 음렬은 형식과 달리 대사의 의미를 더하거나 대사를 넘어서는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248)

(2)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은 오페라《룰루》에 기본 음렬 12음을 3개의 음군

으로 분절화(segmentation)249)하여 4개의 화음으로 만든다.

248) 이에 대해서는 Ⅳ.3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겠다.
249) 분절(segment)과 달리 분절화(segmentation)는 작품의 주요한 음악적 단위(unit)
에 의한 분석 절차. 혹은 한 음렬을 3음(trichord), 4음(tetrachord), 6음(hexachord)

막 극의 내용 마디

프롤

로그
동물조련사의 룰루 소개 “그녀는 재앙을 부추기고” mm.44-46

제1막

제1장

화가가 룰루를 유혹하려하자 “당신은 날 가질 수 없어요!” mm.156-159

화가와 룰루사이의 결말(Conclusion) “당장 날 내버려 둬요” mm.181-185

제1막

제2장
룰루 “얘들아 오늘 오실 손님이 있단다” mm.955-957

제2막

제1장

쇤 박사의 아리에타의 결말부분에서 룰루의 대답 mm.60-61

이어지는 카바티나 부분에서 룰루와 쇤 박사의 퇴장

룰루를 표현하는 플루트로 연주
mm.84-85

제2막

제1장

3성부 캐논의 결말 부분에서 쉬골흐, 학생, 로드리고에게

“저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Wunderkind)”이라 대답하는 룰루
mm.190-194

쇤의 1절 아리아 룰루의 대답 “내 새로운 옷이 마음에 드나요?” mm.399-401

쇤의 2절 아리아 후에 이어지는 룰루의 대답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강박증이에요”
mm.419-421

제2막

제2장

론도 중간부분의 코데타에서 룰루를 유혹하는 알바의 대사

“당신 입술이 약간 가늘어졌군”

mm.1048-10

54

제3막

제1장
“나를 따라와 어서 시종의 문 밖으로 나가자구” mm.68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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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0] 오페라의 기본 음렬과 초상화 화음 음렬

룰루의 초상화는 룰루 아름다움을 재현함으로써 사실상 오페라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룰루의 섹슈얼리티를 정의하고 룰루의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250) 또한, 초상화 화음의 지시적인 기능은 극의 내용이 전개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초상화 화음 음렬은 첫째, 음렬 그 자체로서 초상화를 지시하거

나 둘째, 그림의 주인공로서 룰루를 지시하거나 셋째, 그림을 만든 화가를 지시

한다. 초상화 화음 음렬이 사용되는 음악은 오페라에서 극적인 시간과 공간이

바뀐다 하더라도 오페라 내내 무대 위의 초상화의 모습을 일관적으로 상징한

다.251)

예를 들어 초상화 화음 음렬은 제2막 제1장에서 쇤 박사가 룰루가 쏜 총에

맞아 죽어갈 때 사용된다. 쇤 박사는 룰루를 향해 마디 588에서 기본체Ⅰ의 완

전4도 음정 관계로 “너는 여전히 똑같아(Du bleibst Dir gleich)”라고 노래 부를

때, 초상화 화음 음렬은 룰루를 대신 상징한다. 쇤 박사의 노래에 뒤이어 오케

스트라는 마디 590부터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의 전회 형태인 I8과 I2음렬이

번갈아 가며 연주된다.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의 전회 형태인 I8과 I2음렬은 6

도 차이로, 이 음렬의 상성부는 8음 음계인 D♯-C♯-C♮-B♭-A-G-F♯-D로

구성된 음계가 오케스트라 반주에서 연주된다.

등의 부분들로 나눔으로서 독립된 분절(segment)들을 마치 독립된 음렬처럼 사용
한다. 이여진, 『12音-音樂 言語』, 343.

250) Silvio José Dos Santos, “Ascription of Identity: The Bild Motif and the
Character of Lulu,” The Journal of Musicology 21 (2004), 269.

251) 룰루의 초상화는 연극과 오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출에 따라 매우 크
게 혹은 작은 형태로든 오페라와 연극 내내 무대장치로 관객들에게 보여진다. 베
르크는 이러한 무대의 시각적 장치를 초상화음렬을 통해 청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오. Santos, 위의 글, 26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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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1] 제2막제1장에서쇤박사의선율에이어지는룰루의초상화화음음렬

이 부분은 쇤 박사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죽어가는 쇤 박사의 시야에서 룰루

의 초상화가 사라지는 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베르크는 가사 그리기

기법처럼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에서 하나씩 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쇤 박

사가 죽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르크가 초상화 화음 음렬을 오

페라에서 룰루를 대신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주인공 룰루는 룰루를 상징하는 기본 음렬, 룰루의 매력을 상징하는 P5 음렬

그리고 룰루의 모습을 상징하는 초상화 화음 음렬을 사용하여 극의 내용에 따

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특히 룰루의 P5 음렬은 양식화된 음악 어법의 반복

을 통하여 룰루의 매혹적인 모습을 남성들에게 드러내며, 여성이라는 젠더 정체

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반면 초상화 화음 음렬은 초상화 그림 그 자

체 그리고 오페라 무대에서 룰루의 등장과 초상화라는 그림 속의 룰루의 모습

을 동시에 재현함으로써 음악적으로 룰루를 해체하기도 한다.252)

(3) 룰루의 유도 악구(Leitsektion)253)

유도 동기적인 음렬과 더불어 오페라《룰루》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오페라

252) 무대에서 매춘부로 전락한 룰루의 모습과 룰루의 아름다운 초상화에 대한 대비
는 본 논문의 Ⅳ.4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253) 이 부분의 음악분석은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135-138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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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걸쳐 룰루가 출현할 때마다 악구가 주제적으로 반복되어 사용된다는 것

이다. 등장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적인 반복은 바그너가 사용한 “유도 동기

(Leitmotive)”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데, 펄은 이러한 음악적인 단위를

“Leitsektion”이라고 칭하였다.254)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도 악구 혹은 유도

악절이 되는데, 다양한 길이의 반복되는 음악적인 부분(section)혹은 단위(unit)

를 뜻한다. 특히 룰루와 관련된 유도 악구는 주인공의 성악 선율을 포함하여 오

케스트라의 반주 부분의 화성진행과 구조 등을 광범위하게 반복하여 사용함으

로써 등장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유도 악구는

극적으로도 의미 있는 부분에 사용되어 극적 전개를 도와주고 강조함으로써 중

요한 기능을 한다.

① 룰루의 등장 음악(Lulu's Entrance Music)

룰루 등장 음악 유도악구는 룰루가 처음 소개되는 프롤로그에서 사용되어

음악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룰루 등장음악 유도악구는 룰루가 처음 등장할

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페라《룰루》 전체에 걸쳐 룰루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악적 구성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룰루의

등장

음악

부분 마디 음악적 특징

악구(section)1 mm.44-52 룰루 음렬제시

연결구 mm.53-55 기본체Ⅰ

악구(section)2 mm.56-62 쇤과알바의 음렬

[표 4-2-12] 룰루 등장음악 유도악구 형식 분석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1은 룰루를 처음 소개하는 부분으로 동물조련사는

“그녀는 재앙을 부추기기 위해 창조되었지요(Sie ward geschaffen Un heil an

zustifen)”라는 가사를 룰루의 P5 음렬로 노래한다.

254) 이 용어에 대해 펄은 휴고 바이스갈(Hugo Weisgall)이 제안한 용어로 바그너
의 라이트 모티브와 비교하여 지시적인 기능을 갖는 확장된 형식적인 단위를 가
리킨다고 설명한다. Perle, “Lulu: The Formal Design,”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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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2] 동물조련사가 노래하는 룰루 음렬

먼저, 룰루의 등장 음악의 두드러진 특징은 12음렬이지만 음렬 자체가 조성

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12개의 음들을 3화음적인 조성으로 사용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성적인 트로프는 좀 더 깊은 구조적인 층위에서 일어나

고 조성의 상성부 방향에서 제한하는 방식으로 선형적으로 펼쳐진다.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1(마디 44-52)은 다장조 3화음은 F#장조 3화음으

로 해결되는 전타음(Appogiatura)에 의하여 계류된다.255) 이 진행의 상성부는 C

♭(B)-B♭-A♭으로 하행하면서 A♭단조에 의해 완성된다.256) 이 악구는 오페

라 프롤로그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극적으로 룰루가 중요한 행동을 할 때마다

반복하여 등장한다.

255) 본 논문의 악보는 Alban Berg, Lulu: Oper in drei Akten, nach den
Tragödien Erdgeist und Büchse der Pandora von Frank Wedekind;
Klavierauszug mit Gesang von Erwin Stein (Wien: Universal Edition,
1964-1978)을 사용하였다.

256) 이 상성부 진행인 C♭(B)-B♭-A♭은 오페라의 제2막 제2장에서 룰루가 노래
하는 “오 자유(O Frei heit! Herr Gott im Himmel!)”는 마디 1001-1003에서
C#-B의 단7도의 도약과 연결되어, 룰루의 음악적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주는 고음 B로 표현된다. 이 부분은 Ⅳ.3에서 극의 내용과 관련지어 자세히 분석
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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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3] 프롤로그의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1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1의 두 번째 화음진행은 마디 46의 베이스 F장조

3화음 위에 마디 45의 A♭단조 화음에 이어 아르페지오로 연주되고, 이는 마디

47까지 두 번째 박자 반까지 이어진다. C# 감3화음은 마디 47의 내성에 있다가

아르페지오로 연주되고, 이 진행은 마디 48에서 증음정 된 G♭의 아르페지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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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다.

동물조련사가 노래하는 룰루의 음렬은 [악보4-2-23]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G

♯(A♭)단조 두 번째는 C#의 세 번째는 B♭장조 화음의 특징을 갖는다. 마디

49부터 노래하는 “유혹하기 위해, 타락으로 이끌기 위해, 독살하기 위해(zu

locken, zu verfuhren, zu vergiften)”의 부분은 베이스는 쉬골흐의 음렬 분절 a,

b를 포함하고 분절 c는 성악성부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베르크는 쉬골흐와 룰루

의 부녀 관계 혹은 둘 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극적인 의미를 룰루 음렬과 쉬골

흐 음렬을 대위적으로 배치하여 표현하였다.

[악보4-2-24] 룰루의 음렬과 쉬골흐 음렬의 병치

기본체로 연결된 룰루 등장 음악 유도악구의 악구2는 마디 56-59까지는 7화

음의 연속적인 진행으로 음렬음악에서 3화음의 조성으로 돌아온다. 이 부분의

음을 축소하면 [악보 4-2-25]와 같다. 마디마다 베이스의 화성이 단2도 진행되는

형태는 오페라에서 룰루가 등장할 때마다 등장 음악 2로 변형되어 뚜렷이 나타난다.

[악보 4-2-25] 마디 56-59까지 음고류 소재와 화음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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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6] 프롤로그의 룰루 등장음악 유도악구2

마디 56-59의 오케스트라 반주의 화음 진행과 다르게 동물조련사가 노래하

는 선율은 마디 56-57에서 알바 음렬의 기본 음렬(P0, P10, P3, P1)의 첫 번째 헥

사코드가 화성적으로 펼쳐지고 마디 58-59에서는 쇤 박사의 전회 음렬(I5,I3,I8,I6)

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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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7] 알바와 쇤 박사의 음렬

유도 악구는 마디 60마디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마디로 돌아오는 증 4도의

화음이 돌아오면서 마무리된다. 이때 상성부에서 동물조련사 노래하는 선율은

룰루의 P5 음렬의 전회형으로 “여성의 원형(die Urgestalt des Weibes)”이라는

가사를 강조하고 있다.257)

[악보 4-2-28] 프롤로그에서 “여성의 원형”의 가사 강조

이처럼 분석을 통하여 유도 악구1은 아버지로 추정되는 쉬골흐와 관련 있고,

유도 악구2는 쇤 박사와 알바의 음렬과 연관된다. 이는 오페라의 안에서 룰루와

남성 등장인물들과 관계를 상징할 때 반복하여 연주되며, 극적으로 중요한 가사

의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는 극적

인 상황에 맞추어 등장인물의 음렬과 합쳐지거나 병치 되어 사용되고, 화음이나

조성적인 분위기의 Ⅴ-Ⅰ 화성 진행 구조가 사용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오페

라에서 반복된다.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가 사용되는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257) 리브레토에 대한 의미는 본 논문 Ⅳ.1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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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3] 룰루 등장음악 유도악구 반복

② 소나타 종결 테마(Sonata Closing Theme, Coda Music)

제1막의 소나타 부분의 종결 테마는 룰루가 쇤 박사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부르는 음악이다. 쇤 박사가 약혼녀와 결혼하기 위해 룰루에게 관계를 끝낼 것을

알리자, 룰루는 쇤 박사와 자신의 숙명적인 관계를 소나타 제시부의 종결 테마로

노래한다. 소나타 종결 테마의 유도 악구는 조성을 암시하는 풍부한 화성때문에

음렬 음악인 오페라《룰루》룰루에서 비교적 기억하기 쉬운 선율이다. 그리고 쇤

박사와 룰루의 관계를 상징하는 소나타 제시부 종결 테마는 소나타 형식의 발전

부 및 재현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막 오페라의 내용 마디 특징

프롤

로그

뱀으로 비유되는 룰루를 처음 소개할 때

“그녀는 재앙을 부추기고, 유혹하기 위해...”
mm.42-62

제2막

제1장

룰루가 쇤과 결혼의 그의 집에서 그녀의 추종

자 앞에 나올 때
mm.145-172

룰루의 음렬과

결합

룰루가 로드리고에게 “쇤은 당신을 쥐구멍으로

쫓아 낼거에요”
mm.209-211 유도악구1

“당신이 큰 귀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mm.218-223
유도악구2

기호동기

mm.857-863

패러프레이즈

제

2막

제

2장

룰루가 감옥에서 돌아와 “오 자유(Oh frei)”라

고 노래할 때
mm.953-1003 유도악구1

룰루가 알바에게 “다시 오래전 옛날로 돌아 왔

군요”
mm.1010-1015

유도악구1

기호동기

알바가 룰루에게 “당신이 여기 들어올 때 수척

해 보이긴 했어”
mm.1030-1037

유도악구1과

악구2 축소결합

알바 “당신이 사악한 매춘부가 아니었다면” mm.1080-1086 유도악구2

제

3막

제

1장

알바가 하인으로 변장한 룰루를 알아 볼때 mm.676-678 유도악구2 반복

제

3막

제

2장

룰루가 잭에게 “저를 애태우지 말아줘요” mm.1265-1275

소나타종결테마

와 유도악구2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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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29] 룰루가 레치타티보로 노래하는 소나타 종결테마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 악구의 특징은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가 화성진행

에 사용된 것과 달리, 소나타 종결테마의 상성부에 사용된 선율이 유도 동기적

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는 쇤 박사와 룰루의 관계

의 변화, 인물들의 감정 변화 그리고 쇤 박사와 룰루의 거부할 수 없는 관계를

상징한다.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악구에 대해 펄은 쇤 박사에 대한 ‘룰루의 사

랑(Lulu's love)’과 쇤 박사가 룰루에 의해 파괴되는 ‘무능력함(Dr. Schön's

inability)’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258)

258)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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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30]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

먼저,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는 제1막 제2장과 제3장 사이 간주곡에서

확장된 형태로 활용된다. 간주곡에서는 마치 룰루와 쇤 박사의 운명을 상징하듯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 동기가 반복되며 룰루의 P5 음렬과 연결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의 [악보 4-2-31]은 제1막 제2장에서 화가가 죽자 쇤 박사가 경찰을

부르기 위해 문으로 다가가고, 룰루는 자신의 P5 음렬로 쇤 박사의 손에 묻은

화가의 피를 닦아 주면서 “당신은 머지않아 나와 결혼하게 될 거야!(Sie

heiraten mich ja doch!)”라고 노래한다.

[악보 4-2-31] 룰루가 노래하는 ‘당신은 머지않아 나와 결혼하게 될 거야!

한편 룰루의 P5 음렬과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 부분은 오케스트라 반주부

분에서는 룰루의 기호 동기로 연결된다. 다음의 [악보 4-2-32]는 마디 956에서

기호 동기가 연주된 후 마디 958에서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 동기가 제2막과 제

3막의 간주곡으로 이어진다. 이 간주곡은 등장할 룰루와 쇤 박사의 결혼을 암시

한다.

[악보 4-2-32] 제2막과 제3막 사이에 연주되는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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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나타 재현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제1막 제3장에서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는 쇤 박사가 노래하는 대답의 선율로 활용된다. 제1막 제3

장에서 쇤 박사는 룰루가 불러주는 대로 자신의 약혼을 파기하는 편지를 쓰는

데, 쇤 박사는 절규하듯 “나의 사형집행이 다가온다(Jetzt... kommt... die Hin

richtung)”고 노래한다. 제1막은 쇤 박사가 더 이상 룰루에게 저항할 수 없어 결

국 룰루와 결혼하게 되는 무능력함을 상징하며 마무리된다.

[악보 4-3-33] 제1막 제3장에서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 동기를 노래하는 쇤 박사

또한,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는 제2막 제1장에서 룰루가 노래하는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Deine Liebe zu mir)”에 음형이 활용된다. 쇤 박사와 룰루가

같은 선율로 노래하는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는 ‘룰루에게서 벗어나지 못

하는 쇤 박사의 운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쇤 박사에 대한 룰루의 사랑을 의미’

함으로써 이 유도 동기가 오페라에서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악보 4-3-34] 쇤박사에대한 ‘룰루의사랑’을노래하는소나타종결테마유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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쇤 박사는 자신과 결혼한 이후 룰루가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룰루에게 권총자살을 강요한다. 그러면서 쇤 박사와 룰루와 실랑이를

벌이며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로 “나는 너와 이혼

할거야(Ich scheiden lassen!)”라고 노래한다.

[악보 4-3-35] 쇤 박사가 “이혼할 거야”라고 외치며 노래하는 유도 동기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동기는 제2막 제1장 이후로 들리지 않다가 제3막 제

2장에서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가 나오는 마지막 장면의 오케스트라의 반

주에 사용된다. 쇤 박사를 역할을 하는 성악가가 다시 잭 더 리퍼로 등장하는

이중역할은 오페라 전체 걸쳐 쇤 박사와 룰루의 필연적인 운명이 중요한 축이

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악구는 룰루 등장음악과 함께 상성부의

조성적인 선율이 유도 동기적으로 사용되며, 쇤 박사와 룰루의 관계를 표현할

때 오페라《룰루》전체에 걸쳐 반복된다. 다음은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악구가

사용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259)

259)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79-81.

막 오페라의 내용 마디 특징

제1막

제2장

룰루의 쇤에 대한 사랑을 고백 mm.615-624 소나타제시부 끝

화가가 쇤과 룰루의 언쟁에 끼어들며 mm.666-668
소나타제시부의

반복 끝

제1막

제2-3장

룰루가 쇤 박사에게 “당신은 나와 결혼하

게 될 거야”라고 말한 이후 간주곡 연결구
mm.956-964

제1막

제3장
쇤이 “이제 나의 사형집행이 다가온다” mm.1356-60 제1-2막 사이

제2막

제1장

룰루가 쇤에게의 사랑하냐고 물을 때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
mm.82-83

뒤이어 룰루 음

렬과 결합



- 106 -

[표 4-2-14]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악구의 반복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와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악구는 기능 화성에 기

초한 3화음을 사용하며 조성적인 특징을 갖는다. 12음렬로 작곡된 오페라에서

룰루를 표현하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조성에 기반한 이 선율은 오페라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걸쳐 나타난다. 그리고 음렬 오페라에서 조성적인 악구는 극적

인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에 대해 락헤드 역시 룰루의 P5 음렬과

함께 유도 악구에서 사용하는 ‘조성적 소리’가 12음기법 음악에서 극적인 효과

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한다.260) 예를 들어 룰루의 P5 음렬과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의 결합은 오페라의 처음 시작부분에 등장하며, 가사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룰루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가사를 강조한다. 또한 소

나타 종결테마의 유도 악구는 그 자체로 조성적인 특징을 띠며, 음렬로 이루어

진 오페라에서 극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활용되므로 청중들을 보다 쉽게 극

으로 몰입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룰루의 양식화된 반복에 따른 음악적

특징은 룰루의 음악적 정체성이 ‘소리의 효과의 산물’로서 그리고 ‘룰루의 음악

적 수행의 결과’로서 청자에게 룰루의 정체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261)

지금까지 살펴본 오페라《룰루》는 성악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나타형식, 론

도형식, 변주곡형식 등의 기악 형식과 춤곡 양식, 성악 양식을 통해 극적인 내용

과 등장인물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오페라의 음악 형식은 버틀러가

주장하는 젠더의 ‘양식화된 행위 반복’과 마찬가지로 오페라에서 룰루의 젠더를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오페라《룰루》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식들은 버틀러가 젠더를 형성하는 ‘행위’, ‘시간’ 그리고 사회적인 규칙

260) Lochhead, “Lulu’s Femine Performance,” 236.
261) 유도악구에 대한 극적인 의미는 본 논문 Ⅳ.3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는 너와 이혼 할거야!!” mm.472-474

제2막

제2장
룰루가 쇤이 죽은 후 바로 노래하는 선율 파편적으로 등장

제3막

제2장

잭과 룰루가 서로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 mm.1193 오케스트라 반주

룰루가 잭에게 “저를 애태우지 말아줘요” mm.1159-1264

오케스트라반주에

서 룰루 등장음악

유도악구와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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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규범이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처럼,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에 큰 역할을 한다. 가령, 쇤 박사와 알바에게는 기악형식을 사용하면서 룰루는

리트 형식으로 노래한다거나, 화가와 룰루의 쫓고 쫓기는 구애 장면을 캐논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해석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데, 먼저, ‘오페라에서 사용하는 음악의 반복이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사

용하는 음악의 반복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순수한 기악 양식

에서 사용하는 반복은 음악 구조와 형식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 달리 오페

라에서 특정한 등장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반복하는 음악 어법은 청자로 하여금

극적인 의미에서 등장인물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드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이는 오페라《룰루》의 등장인물들이 각자 고유한 음렬을 갖고 유도 동기적

으로 자신을 상징하는 음렬을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룰루

를 표현하는 음렬은 ‘룰루의 P5 음렬’, ‘기호 동기’ 그리고 ‘초상화 화음 음렬’이 반

복됨으로써 룰루의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극적으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다른 한편 다양한 룰루의 음렬은 룰루의 정체성

을 해체하기도 하는데, 가령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과 룰루의 음렬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어떤 것이 룰루의 진짜 룰루의 모습인지 혼돈에 빠뜨리기도 한다.

다음으로, 음악을 통해 룰루의 정체성, 특히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음악의 양식화된 반복과 젠더의 양식화된 반

복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페라 안에서 음악의 양식화된 반복은 청

자로 하여금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262) 예를 들어 극적

으로 의미 있는 부분에서 룰루가 남성을 유혹할 때 룰루의 P5 음렬을 노래하거나

룰루의 매력에 빠진 남성들이 룰루의 음렬을 따라 부르는 것은 베르크가 리브레토

작업과 음악작업을 모두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룰루》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유도 악구로 화음, 화성 진행과 구조까지 광범위하게 반복하며 오페라에서

룰루의 캐릭터를 구현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음악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룰루와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리브

레토와 음악 어법을 통해 어떻게 구현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62) 물론 이러한 해석은 양식화된 음악의 반복이 일관적인 룰루의 정체성을 형성하

는 것과 룰루의 수행을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과 모순되어 보

일 수 있다. 그러나 수용 미학적 관점에서 음악을 듣는 청자가 룰루의 반복되는 음

렬과 유도악구 등을 통해 룰루의 정체성을 음악적 소리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음악은

오페라에서 캐릭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까지 고려

해 작품을 해석하고자 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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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성 중심 사회의 기획된 존재로서의 ‘룰루’

버틀러는 페미니즘 계보학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두 가지 젠더 체계가 일정한 권력의 산물”임을 밝히려 한다.263) 그녀는 여성이

라는 젠더 정체성은 여성이라는 ‘주체’가 행하는 ‘원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여

성’을 다루는 방식이나 성적 경험, 그리고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 구성되

어진 하나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룰루는 오페라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여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고 있는가? 오페라《룰루》는 극적인

사건이 인과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264) 때문에

등장인물들은 펼쳐지는 사건에 따라 각자 처한 상황에서 행동하고 반응한다. 이

로 인해 룰루의 여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은 남자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쇤 박사, 화가, 알바 등

룰루를 추종하는 남성에 의해 여성으로서의 룰루의 ‘젠더 수행성’이 어떻게 나

타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쇤 박사에 의해 기획된 ‘룰루’

《룰루》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쇤 박사다. 그는 룰루를 양육한

인물이자 룰루가 유일하게 사랑한 남자이며, 룰루의 마지막 남편이다. 동시에

쇤 박사는 남성시민사회의 권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로, 룰루를 남성사회에

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길러낸다.

먼저, 쇤 박사에 의해 기획된 룰루의 모습은 그녀가 쇤 박사에게 자신의 사

랑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첫 번째 남편이 죽자마자 쇤 박사는 룰루

를 그녀와 밀애를 나눈 화가와 바로 결혼하게 한다. 쇤 박사는 룰루를 사회적으

로 성공한 남자들과 결혼시키지만, 한편으로 룰루와 내연관계에 있는 연인이다.

그러나 쇤 박사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집안 좋은 약혼녀와 결혼하려 마음

먹고, 룰루와 관계를 청산하려 한다. 하지만 오히려 룰루는 쇤 박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자신을 길러준 인물이 쇤 박사뿐이라며 그에게 매달린다.

263) 김애령, “‘여자되기’에서 ‘젠더하기’로 버틀러의 보부아르 읽기,” 38.
264) 오페라 구성의 병렬식 특징은 원작 『룰루-비극2부작』 과 유사한 것으로 사
건이 벌어지는 상황 자체를 중요시한다. 이처럼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각자 처
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극을 이끌어가는 구성
을 “정거장식 드라마(Stationendrama)”라고 지칭한다. 김남이, “프랑크 베데킨트
의 <룰루-비극>에 나타난 현대사회 비판,”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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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룰루는 제1막 제2장에서 둘의 숙명적인 인연에 대해 “내 남편..”이란 가

사를 레치타티보로 노래한다. 265)

룰루: 하지만 당신 생각에 적당한 곳에서 우리는 만날 수도 있어요.

쇤 박사: 우리는 아무 데서도 만나지 않을 거야...

룰루: 당신 스스로도 당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죠.

쇤 박사: ...네 남편이 동석하지 않는다면.

룰루: ‘내 남편’... (완전히 바뀐 어조로)

이 세상에 내가 속한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어디 있었는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당신의 시계를 훔치려 했을 때, 당신은 내 손을 잡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을 주었죠.이 세상에 당신 말고 여태껏 누가 날 보살펴 줬죠?

《룰루》 제1막 제2장266)

쇤 박사에 대한 룰루의 사랑 고백은 두 번째 남편인 화가에게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 룰루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직 쇤 박사라는 것

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쇤 박사는 자신의 시계를 훔치려는 어린 룰루를 양육한

사람으로, 룰루에게는 절대적인 존재다. 즉, 룰루의 입장에서 쇤 박사는 그녀의

보호자이자, 아버지 그리고 연인이다. 이 때문에 룰루는 쇤 박사를 숙명적인 관

계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다. 그러나 쇤 박사는 룰루가 두

번째 남편인 젊은 화가와 결혼하여 만족하며 살 거라 생각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룰루는 진정으로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쇤 박사라고 고백한다.

이처럼 룰루는 쇤 박사와 자신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 호소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쇤 박사에 의해 만들어진 룰루의 인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

다. 왜냐하면, 오페라에서 룰루가 아버지가 없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존재이자

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룰루의 모든 사회적인 상황과 행위는 쇤

박사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룰루의 사랑 고백 이후 쇤 박사는 룰루가 시

민사회 개념으로 이해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룰루에게 끊임없이

265) 베르크는 이 부분을 제1막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 종결 테마 유도 악구로 처리
하였다. 쇤 박사와 룰루를 상징하는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악구는 조성적인 분위
기를 주며, 음렬 음악과 다른 분위기로 룰루에 대한 쇤 박사의 사랑을 표현한다.
룰루가 레티타티보로 노래하는 동안 오케스트라 반주부에서는 쇤 박사에 대한
‘룰루의 사랑’을 표현하는 유도 동기가 나오며 극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자세한
음악적 특징은 본 논문 Ⅳ.2.3).(3).②소나타 종결테마 부분을 참고하시오.

266) Berg, Lulu,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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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서 역할을 강요한다. 이는 쇤 박사가 지금까지 룰루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화가에게 충고하는 제1막 제2장에서 더욱 잘 드러

난다.

쇤 박사: ...넌 50만 마르크랑 결혼 한 거야.

화가: (지금부터 점점 좌절하며) 내가 그녀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내게

아직 한 번도 사랑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

쇤 박사: 미뇽과 같은 출신의 사람한테 시민 사회적인 상식을 기대해선 안 돼.

화가: 누구 얘길 하는 거야? ···········(중략)·····

쇤 박사: (격려하며) 그녀가 권위를 느끼도록 만들어. 무조건 복종하게만 하면 돼.

화가: (머리를 흔들며)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정신병원에서 죽었다고 말했어... 그

녀는 아직 한 번도 사랑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 ··········(중략)·····

쇤 박사: 자네 자신부터 수습하도록 해! 정신 차리게!

화가: ...그녀가 자기 어머니 무덤에 걸고 맹세했었는데..

쇤 박사: 무덤은 고사하고 그녀는 자기 어머니를 알지도 못해.

《룰루》 제1막 제2장267)

쇤 박사는 두 번째 남편인 화가에게 룰루를 ‘50만 마르크’라는 돈에 비유하

며 화가와 룰루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충고한다. 이는 쇤 박사가

룰루를 자본 가치로 다루며, 그에게 룰루의 결혼이 일종의 사업수단이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쇤 박사는 계획한대로 어린 룰루를 길러 부와 명예를 지닌 남자와

의 결혼하게 하였고, 룰루에게 결혼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쇤

박사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남성 경제 사회에서 룰루의 결혼이 금전적 이익이나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쇤 박사는 화가에게 룰루를 “미뇽과 같은 출신의 사람한테 시민 사회

적인 상식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데, 이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함의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룰루를 부르는 ‘미뇽’이란 이름은 문학적으로도

출신과 기원을 알 수 없는 존재이다.268) 룰루가 부모도 알 수 없고 기원도 알

수 없는 존재,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쇤 박사는 룰

루의 본질적인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성에서 원하는 여성으로 룰루를 길러

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쇤 박사는 룰루를 출신이 비천한 계급의 사람으로

267) Berg, Lulu, 104-106.
268) 미뇽이라는 이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 Ⅳ.1.2)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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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륜이나 애정행각을 아무런 의식이 없는 행하는 무도덕한 인물로 취급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룰루가 성공한 남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과 쇤 박사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거나 자신을 추종하는 남자들과 계속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룰루에 대한 쇤 박사의 이러한 태도는 룰루와

육체적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남성들의 위선적이며 이중적인 모습을 표현한

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룰루는 끊임없이 남성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대상으

로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계속되는 대화에서 쇤 박사는 “그녀가 권위

를 느끼도록 만들어. 무조건 복종하게만 하면 돼.” 라고 화가에게 충고한다. 이

는 사실상 지금까지 쇤 박사가 룰루를 기르면서 권위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방

법으로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룰루가 쇤 박사에 의해 기획

된 인물이라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쇤 박사가 룰루를 시민사회에 의해 기획된 존재로 길러냈다는

것은 룰루가 자신을 무대 위 하나의 상품으로 설명하는 제1막 제3장의 대사에

서 잘 나타난다.

룰루: 당신 아버지가 내 성공을 믿도록 해야 해요! 그는 어쩌면 나와 결혼할 만큼

부자인 사람을 찾으려고 날 극장의 무대 위에서 공연하도록 했어요.

알바: 우리에게서 당신을 빼앗기지 않길!

룰루: 그러면서도 당신은 거기에 음악을 작곡했어요. 벌써 저 아래 몇몇이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어요.

《룰루》 제1막 제3장269)

룰루는 알바에게 쇤 박사가 자신과 결혼할 남자를 찾기 위해 무대 위에서

공연하도록 했다고 말한다. 두 남편을 잃은 룰루는 새로운 남편을 찾기 위해 다

시 무대 위에서 공연하기 시작한다. 이 대화에서 쇤 박사는 룰루를 부유한 남자

와 결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용수로 직업을 갖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룰루가 무대에서 춤추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성이 갖추어야 젠

더 행위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쇤 박사에게 무용수라는 직업은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270)

269) Berg, Lulu, 118-119.
270) 다른 한편, 알바는 룰루의 춤에 사용할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는데, 이는 알

바가 암묵적으로 쇤 박사가 룰루를 무용수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

을 암시한다. 그런데도 알바는 자신의 아버지인 쇤 박사의 부인이 된 룰루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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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쇤 박사는 룰루의 보호자이자, 사회적인 아버지로서 룰루를 남성사회

의 이데올로기로 룰루를 길러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룰루의 결혼이 남

성사회의 돈과 권력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룰루

는 ‘룰루’ 스스로가 아니라, 남성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된 규범과 실천을 통해

‘여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오페라《룰

루》의 이러한 지점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가지 젠더 체계가 일정한 권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무용수라는 직업을 통해 룰루는 쇤 박사의 의도대로 사회적인 부와 명

예를 갖은 남자와 결혼하지만, 쇤 박사는 룰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위선적이

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남성사회의 중심인물로 대표되는 쇤 박사는 사회에

서의 성공과 인간의 본성 양쪽 모두에 이기적 열망을 지니고 있었고, 그는 어느

한쪽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의식에 부딪혀 끝내 파멸한다.271) 결국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된 도덕관이 쇤 박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욕망의 대상으로서 ‘룰루’

쇤 박사에 의해 기획된 ‘룰루’의 모습이 당시 남성 중심 시민사회에서 여성

들이 추구하는 결혼의 관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한편으로 쇤 박사 이외의 남자

들은 룰루를 동경의 대상이자 소유하고 싶어 하는 여성으로 추종한다. 즉, 오페

라에서 룰루는 남성의 욕망을 ‘투영’하는 여성으로서 젠더를 수행한다. 이런 경

우 룰루는 신화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지면서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극대

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여성성이 과장된 룰루의 모습은 룰루가 남성들의

성적 환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흔히 팜므파탈272)로 설명된다.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 알바와 룰루의 관계는 다음 챕터인 2)욕

망의 대상으로서 ‘룰루’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271) Vgl. Wilhelm Emrich : Wedekind. Die Lulu-Tragödie, in Benno von (Hrsg.):
Das deutsche Drama Ⅱ., Von Barok bis zur Gegenwart, Düsseldorf 1980,
S.216; 김남이, “프랑크 베데킨트의 <룰루-비극>에 나타난 현대사회 비판,”32쪽
에서 재인용.

272) 팜므파탈(Femme fatale)을 한국어로 번역하고자 한다면 ‘요부’라는 단어가 가
장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영미 및 독일에서 이루어진 팜므파탈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서에서는 ‘fatal woman’ 혹은 ‘verhängnisvolle Frau’라는 번역어보다는 불어
원문인 ‘Femme fatale’이 그대로 사용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팜므파탈’
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팜므파탈은 저항 할 수 없는 관능적 매력
과 신비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남성들을 성적으로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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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 대상으로서 룰루는 특히 육체적 사랑에 매달리는 화가, 쇤 박사의 아

들 알바 그리고 쉬골흐를 비롯해 운동선수, 학생, 단역인 시종 등 등장하는 대

부분의 남자 인물들에게서 발견된다. 특히 룰루의 매혹적인 모습은 룰루를 상징

하는 룰루의 P5 음렬, 룰루의 등장 음악에서 나타나는 조성과 음렬의 대비를 통

해서 잘 드러난다.

(1) 화가와 룰루

화가와 룰루의 관계는 화가의 무지함과 룰루의 아름다움이 서로 대조되면서

룰루의 매력을 부각 시켜준다. 화가는 룰루의 초상화를 그려준 인물로 오페라

시작부터 룰루를 유혹한다. 룰루의 첫 번째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1

막 제1장에서 화가는 룰루의 매력에 빠져 다음과 같이 룰루를 유혹한다.

화가: (다시 그림 도구를 잡으려다 갑자기 그녀의 마력에 빠져 룰루를 향해 돌아

서서 다가간다.) 왼쪽 속바지를 살짝 올려주시면...

룰루: 여기요?

화가: (그녀 곁에서) 허락해주시는 건가요?

룰루: 뭘 원하시나요?

화가: 당신께 그걸 보여드릴게요.

룰루: 안 돼요!

화가: 예민하군요...

룰루: 날 제발 내버려 둬요! (그의 얼굴에 양치기 막대를 던지고 출입구로 서둘러 간

다.)날 가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룰루》 제1막 제1장273)

화가는 룰루의 남편과 쇤 박사, 알바가 자리를 비우자 기다렸다는 듯이 룰루를

유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룰루가 쉽게 넘어오지 않자 화가는 화실을 돌아다니

며 룰루를 자신의 품에 안으려고 한다. 이때 룰루는 사다리 위로 올라가거나 소

파 뒤로 숨으며 도망 다니는데, 제1막 제1장에 나타나는 룰루와 화가의 쫓고 쫓

기는 구애 장면은 캐논 형식으로 묘사된다.

치명적 불행을 일으키는 여성들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한다. 이화진, “팜므파탈
Femme fatale 연구,” 1.

273) Berg, Lulu,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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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 당신은 날 가질 수 없어요!(Sie bekommen mich nicht!)

화가: 오 맙소사!

《룰루》 제1막 제1장274)

[악보 4-3-1] 캐논 형식으로 룰루의 음렬을 따라 부르는 화가

캐논 형식으로 노래하면서 룰루와 화가는 무대 위를 종횡무진 뛰어다닌다. 마침

내 룰루는 화가의 유혹에 넘어가 몸을 맡기고, 둘은 밀애를 나누다가 첫 번째

남편에게 발각된다. 그리고 룰루의 나이 많은 첫 남편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 죽

게 되고 룰루는 곧바로 화가와 결혼하게 된다.

이후 룰루를 그린 그림으로 큰 부를 거머쥔 화가는 결혼한 후에도 룰루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지낸다. 이는 제1막 제2장에서 룰루를 육체적 욕망의 대

상으로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신 머리칼이

상쾌한 아침 숨결 같아.” 화가는 방금 씻고 나온 룰루의 모습을 마치 물에서 태

어난 “아프로디테(Aphrodite)”275)의 모습에 비유하듯 말한다.276) 화가의 이러한

태도는 룰루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룰루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274) Berg, Lulu, 77.
275)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로 미와 사랑의 여신이
며 여성의 성적 아름다움과 사랑의 욕망을 관장한다. 호메로스는『일리아스』에서 아
프로디테가 제우스와 오케아니데스 중 한 명인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하
지만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따르면 그녀는 크로노스의 낫에 잘린 우라노
스의 성기가 바다에 떨어져 그의 정액과 바닷물이 섞이면서 생겨난 거품에서 태어났
다고 한다.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나온 여인’이라는 뜻이다. 성현숙 외 3인, 그리스 로
마신화 인물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97989&cid=58143&categoryId=58143
[2018년 1월 22일접속].

276) 노이만은 이러한 화가의 태도에 대해 룰루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환상
속의 존재로 룰루를 대한다고 논평하고 있다. Neumann, “Wedekind’s and Berg’s
Lulu,”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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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돌아오며) 당신오늘정말매력적으로보이는군. 당신머리칼이상쾌한아침숨결같아.

룰루: 방금 씻고 왔어요.

화가: 매일매일 당신이 새롭게 느껴져. (소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애무한다.)

룰루: 당신은 끔찍해요!

화가: 당신 탓이야.

룰루: 당신은 날 탕진하고 있어요!

화가: 당신은 내 거야. 당신을 가진 후로 내게는 당신뿐이야. 나 자신은 완전히 잃어

버렸어. (룰루 쪽으로 더 몸을 숙인다.)

《룰루》 제1막 제2장277)

화가에게 룰루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대상이자, 매일 매일 새롭게 느껴지는

욕망의 대상이다. 룰루는 화가에게 “당신은 날 탕진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룰루는 화가가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불평한다. 자아를 잃어

버릴 만큼 룰루에게 빠져 있는 화가는 육체적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는 룰루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이브(eve)’로, 혹은 사랑을 해보지

않은 순결한 처녀로, 자기 멋대로 상상한다. 그리고 화가의 눈먼 욕망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다. 끝내 화가는 쇤 박사로부터 룰루의 부정한 과거와 룰루의

거짓된 과거를 듣자 그 충격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파국을 맞는다. 궁극적으로 화가의 죽음은 룰루를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여

성에 대한 남자의 헛된 욕망과 환상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2) 알바와 룰루

알바는 쇤 박사의 아들이자 룰루와 오누이로 지내며, 오페라에서는 작곡가로

등장한다.278) 알바는 세기말 빈의 젊은 세대이며 탐미주의자로279) 룰루의 아름

277) Berg, Lulu, 89.
278) 한편 작곡가로 등장하는 알바는 베르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해석하기
도 한다. 왜냐하면, 알바는 베데킨트 희곡에서는 극작가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베
데킨트가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검열과 금지를 거치면서 겪은 괴로움
을 알바를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김남이, “프랑크 베데킨트
의 <룰루-비극>에 나타난 현대사회 비판,” 39.

279) 세기말 유럽의 부르주아들은 가부장제 사회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금전적으로
성공한 부르주아 남성들은 결혼과 매춘에 대한 이중적인 도덕관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부를 상징하거나 성적 욕구를 승화시키는 방편으로 예술에
심취한 탐미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룰루》는 세기말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
하고 있는데, 룰루의 세 번째 남편인 쇤 박사를 통해서는 세기말 부를 축적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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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을 찬양하고 룰루를 주인공으로 오페라를 구상한다.280) 룰루를 사랑하지만

늘 룰루 주변에 머물러야 했던 알바는 음악적으로 론도형식을 통해 룰루 곁을

맴도는 인물로 묘사된다.281) 알바는 쇤 박사가 죽고 난 후에야 드디어 룰루의

연인이 된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룰루를 사랑하고 그녀를 지

켜주려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알바의 비극적 운명은 룰루의 남편은 아니지만,

오페라에서 중요한 축을 이룬다. 알바와 룰루의 사랑은 음악적으로 조성적인 분

위기의 선율과 음렬이 함께 쓰이면서 오페라에서 음악적인 절정을 이룬다.

먼저, 알바와 룰루의 관계는 쇤 박사가 죽고 난 후 연인관계로 발전된다. 룰

루가 감옥에 갔다가 콜레라에 걸려 탈옥한 후,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데, 알바는 룰루를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한다. 알바와 룰루의 관계는 음악적으

로 제2막 제2장의 마디 1001부터는 알바를 상징하는 론도 형식의 중간 부분

(Middle Division)에서 시작한다. 오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부분으로 룰루

의 등장음악 유도 악구의 종속 테마(Subordinate Theme)가 반복된다. 마디

1001은 룰루의 등장 음악 유도 악구1의 화성 윤곽의 반복인데, [악보 4-3-2]의

마디 1002의 첫 번째 마디의 베이스에 있는 C는 F로 진행한다. 이때 마디 1001

부터 상성부는 C♭(B)-B♭-A♭(G#)으로 하행하면서 A♭단조로 마무리된다. 상

성부 진행은 프롤로그에서 룰루의 등장음악 유도 악구1의 오케스트라 반주 부

분의 소프라노 성부의 선율이었다. 이는 제2막 2장에서 “오 자유! 하느님 감사

합니다!(O Freiheit! Herr Gott im Himmel!)”라는 가사와 함께 마디 1001-1003

르주아 남성중심 사회의 위선적인 도덕성을 보여주며, 쇤 박사의 아들인 알바는
예술을 추종하는 탐미주의 작곡가로 등장한다. 세기말 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도서를 참조하시오. Carl E. Schorscke, F in-de Siècle Vienna: Politics
and Culture (New York: Vintage Books, 1981), 김병화 역 『세기말 비엔나』
(서울: 구운몽, 2006), 289-426; Janic and Toulmin, 『세기말 빈과 비트겐슈타
인』, 60-125.

280) 알바는 룰루와 연인이 되기 전 그녀에 대한 사랑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모습
을 보여준다. 알바는 오페라를 구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알바: 이것에 관해 확실히 흥미로운 오페라를 쓰게 될 거야.

(포스터 앞에 서며) 첫 번째 장면. 의사... 이미 썩어 버린!

(오래 지속하며, 매우 험담 소리와 환호 소리가 밖에서 들린다.)

이건 동물 곡예단에 있는 것처럼 미친 듯이 날뛰었지.

먹이를 우리 앞에서 보여줄 때 말야.(다시 그림 옆에서)

두 번째 장면. 그 화가... 아직 믿기지 않는군!

세 번째 장면. 이렇게 정말 계속해야 했었던 걸까?

《룰루》 제1막 제3장 (Berg, Lulu, 120)
281) IV. 2. 1)의 극적인 의미를 반영한 《룰루》의 음악형식 절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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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C#5-B5의 단 7도의 도약과 연결되어 룰루의 음악적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

게 보여주는 고음 B5로 표현된다.

룰루: (살짝 일어나며, 여기서부터 연기 없이 생기 넘치는 어조로)

오, 이제 난 자유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룰루》 제2막 제2장282)

[악보 4-3-2] 제2막 제2장의 룰루의 등장 음악 유도 악구 1의 “오 자유”

룰루는 감옥에서 돌아와 자유를 만끽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콜레라로 초췌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룰루는 마디 1001의 첫 번째 박자에서 B5음으로

자신의 관능적인 매력을 표현한다. 이 부분은 음악적으로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

한 클라이막스인 만큼 이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먼저 도널드 미첼은 ‘고통받

는 여성’이 이토록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르는 것은 베르크가 오페라를 잘못 해

석한 것이라 비난한다. 그는 이러한 음악적 장치들이 그녀의 수동적이고 ‘결정

282) Berg, Lulu,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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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발전 없는 역할’에 반대되는 ‘룰루에게 오페라적으로 깊이 있고 통렬한

감정을’ 고취시킨다고 말한다.283) 그러나 역설적으로 룰루가 힘든 상황에서 가

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룰루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음악을 통해 드

러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룰루의 아름다움

은 결국 모든 남성에 욕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룰루의 필연적인 운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미첼과 달리 트라이틀러는 제2막 제2장에서 룰루가 “오 자

유”라고 노래하는 부분에서 “음악적으로 룰루의 정체성이 가장 잘 나타난다”고

설명한다.284)《룰루》가 음렬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베이스에서 조성

감이 느껴지는 화성진행을 하며 조성적 특징을 띠므로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선율은 알바와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어진다. 특히 알바가 룰루

의 매혹적인 모습에 빠져들며 키스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조성은 아니지만 조성

감이 느껴지는 화음으로 들린다. 룰루가 음렬로 노래하다가 마디 1037-38의 “키

스해줘요(komm gib einen kuß)”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음악은 순간적으로 조성

적으로 들리며 알바와 룰루는 서로 키스한다. 이 노래는 마치 알바와 룰루의 운

명을 상징하듯 오페라가 절정을 향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 선

율은 바로 알바의 론도 주제 선율로 이어진다. 알바는 다음과 같은 가사로 노래

한다. “당신 눈이 깊은 샘의 수면에 돌을 던진 것처럼 반짝이는군요.” 알바가

론도의 주제 선율을 노래할 때, 베이스 성부는 마디 1038-39에서 C#-F#-C#-G#

의 으뜸화음에서 딸림화음(Ⅰ-Ⅴ)으로 진행하는 선율 윤곽을 가지며 음렬과 대

비되며 조성적인 느낌으로 알바의 사랑을 표현한다.285)

283) Mitchell, “The Character of Lulu: Wedekind’s and Berg’s Conceptions
Compared,” 271-272.

284) Treitler, “The Lulu Character and the Character of Lulu,” 76.
285) 베르크 음악의 조성적인 특징에 대해 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엇보다 베
르크 음악이 다른 작곡가의 12음 기법과 구별되는 것은 화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
다는 것이다. 주어진 멜로디 혹은 화성이 복잡한 기능이 무엇이던 간에 쇤베르크
와 베베른의 음렬작품에서는 하나의 음렬이 도출된다. 그러나 오페라《룰루》에
서는 다양한 12음렬에서 도출된 화성적인 구성은 호소력 있는 화성적 텍스쳐를
갖는다. 왜냐하면, 음렬 그 자체로 종속적이고, 12음기법적이지 않은 것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텍스쳐는 다른(쇤베르크와 베베른) 12음 기법 음악과
얼마나 다른지는 외성(outer voice)의 특징에 의해 제시된다. 특히 선형적이고 정
해진 방향성을 갖는 베이스 성부는 화성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
통적인 조성음악의 중요한 결집력을 수반한다.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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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 이리 와서 키스해줘요!

알바: 당신눈이마치깊은샘의수면에 돌을 던진 것처럼 반짝이는군요.

《룰루》 제2막 제2장286)

[악보 4-3-3] 조성적인 분위기의 룰루와 알바의 키스장면

이 장면에서 노래하는 알바의 선율은 익숙한 선율로 이미 제2막 제1장에서

룰루와 알바가 단둘이 있을 때, 그가 룰루에게 사랑을 고백한 장면에서 나왔던

선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룰루를 표현하는 음악 어법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서 룰루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286) Berg, Lulu, 180.

조성적 느낌의 화성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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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 세상 저 너머에서 막 잠에서 깨어난 영혼... 오, 이 손...

《룰루》 제2막 제1장287)

[악보 4-3-4] 제2막 제1장의 알바의 론도 주제 선율의 출현

더불어 알바가 룰루의 연인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음악적인 장치는 바로 ‘룰

루의 P5 음렬’이다. 화가가 룰루를 유혹할 때 룰루의 음렬을 따라 불렀듯이, 알

바 역시 키스를 한 후 곧바로 룰루의 음렬로 제2막 2장 마디 1048-54마디에 걸

쳐 노래한다. 이는 알바가 룰루와 앞으로 함께할 운명이라는 것을 음악적으로

암시한다.

알바: (내밀하게 그녀에게 키스한다. – 그리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서 떨어지며) 당신

입술이 약간 가늘어졌군.

《룰루》 제2막 제2장288)

[악보 4-3-5] 룰루의 P5 음렬로 노래 부르는 알바

알바는 계속해서 룰루에게 키스를 외치며 7도 상행의 음형 진행으로 노래한

다. 그 순간 룰루는 알바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알바는 룰루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룰루에 대한 알바의 사랑은 룰루와

쇤 박사의 관계만큼이나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이 상황은 룰루가 얼마나 매력적인 여

287) Berg, Lulu, 151-152.
288) Berg, Lulu,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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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극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는 음악적으로 오페라

에서 쇤 박사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 동시에 조성적인 특징을 띠는 알바의 음렬

을 통해서 드러난다.289)

알바: 그게 당신의 매력을 감소시키진 않아요. – 이리 와요, 내 사랑!...

룰루: 진정해요! –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쏴 죽였어요.

알바: 그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순 없어. – 이리 와! – 키스해줘요!

한 번 더! – 키스를!!!

룰루: 머리를 젖혀요! (그녀는 조심스레 그에게 키스한다)

《룰루》 제2막 제2장290)

[악보 4-3-6] 룰루에게 키스를 외치는 알바

289) 알바의 음렬과 쇤 박사의 음렬 관계는 본 논문 Ⅳ.2.2) 《룰루》음렬의 다양한
특징을 참고하시오.

290) Berg, Lulu, 181.

7도 상행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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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룰루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며 제2막 제2장의 음악은 절정을 향

해간다. 알바는 자신의 론도 주제를 다시 반복하며 노래를 이어간다.

알바: 만약 당신의 그 아이같이 커다란 두 눈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을 한 남자를 파멸시키는 교활한 창녀로 생각했을 거야.

룰루: (명랑하게)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손을 그의 머리카락에

묻는다.) 나와 함께 오늘 국경을 넘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어요.

《룰루》 제1막 제2장291)

[악보 4-3-7] 오페라의 가장 높은 음이 출현하는 룰루와 알바의 중창

291) Berg, Lulu, 181.

    알바의 론도 주제선율

 오패라 《룰루》의 최고음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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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자신의 주제 선율로 “네가 깊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지 않았다면 너를

창녀로 여겼을 거야”라고 노래한다. 알바의 주제 선율 위에 룰루는 “내가 그랬

으면 좋겠어요(Wollte Gott, ich ware das)”라고 대답하며 노래한다. 이때 마디

1084에서 《룰루》에서 가장 높은 음 중 하나인 D6 음으로 룰루는 창녀가 되길

원한다고 노래한다. 이 부분은 룰루가 육체적인 성에 대해 자유롭다는 것과 제3

막에서 창녀로 몰락하는 룰루의 운명을 음악적으로도 암시한다.292) 국경을 넘어

도망가자는 룰루의 제의에 알바는 룰루에 대한 찬가로 대답을 대신한다. 제2막

제2장의 마지막 부분인 룰루에 대한 찬가는 룰루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표현

한 노래다.

알바 – 룰루에 대한 찬가(Hymn)

이 드레스를 통해 보는 당신의 몸매는 마치 음악 같아요.

이 발목은 우아하게(grazioso), 이 매혹적으로 부풀어 오른 곳은 노래하듯

(cantabile),

이 무릎은 신비롭게(misterioso), 그리고 장엄한 관능의 안단테(andante).

의식 속 서로 아름다움을 비길 데 없는

늘씬한 두 적수가 얼마나 평화롭게 서로를 맞대고 있는지.

하지만 변덕스러운 여주인이 깨어나면 두 경쟁자는 마치 양극처럼 자리를 비키지

요. 당신을 찬양할 거예요. 당신의 감각이 사라지도록.....

《룰루》 제1막 제2장293)

룰루에 대한 알바의 찬가는 룰루의 육체에 대한 남성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

준다. 알바는 룰루의 몸을 발목은 우아하게, 가슴은 노래하듯, 무릎은 신비롭게

그리고 룰루의 관능적인 매력은 안단테로 은유하며 육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다. 알바는 작곡가의 감수성으로 음악적으로 룰루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여

292) 다른 한편 베르크가 이 부분에서 룰루에게 가장 높은 음을 배정한 것은 베르크
가 탐독했던 바이닝어의 저작 『성과 성격』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
이닝어는 여성을 태어날 때부터 모성과 매춘의 기질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는데,
이는 당시 매춘이 성행하던 빈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19세기 말 여성을 정숙한 여인와 창녀로 구분하는 것은
남성 욕망의 원칙에서 여성의 모습을 양식화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상복,
“여성신화와 반(反)신화,”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10 (2002), 136. 또한, 베르크
가 남긴 “매춘은 결혼이다(Bordell ist Ehe)”라는 메모를 미루어 보았을 때, 룰루
의 음악적인 어법은 그 의미를 더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선행
연구Ⅱ.2를 참고하시오.

293) Berg, Lulu,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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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알바와 룰루의 사랑이 근친상간이라는 것이다. 룰루는 알

바의 형제이자 어머니였던 인물이고 마침내 연인이 된 여자다. 이는 룰루의 거

부할 수 없는 매력을 표현하는 극적 장치이며, 룰루를 결국 자신의 여자로 만들

고야 마는 남성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룰루에 대한 알바의

사랑은 룰루가 결국 남성의 욕망의 투사체이자 소유하고 싶은 대상물이라는 것

을 담지한다. 이와 함께 룰루와 알바의 사랑을 묘사하는 음악은 음렬과 조성적

인 소리를 병치해서 표현한다. 음악은 리브레토를 강조하거나 음렬 음악에서 조

성적인 소리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정서적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

리고 이러한 베르크의 음악 어법은 여성으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3) 많은 남성의 추앙을 받는 ‘룰루’

화가, 알바 이외에도 운동선수, 학생, 아프리카 왕자, 그리고 단역으로 등장

하는 시종까지, 오페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룰루의 육체적인 아름다

움에 반한다. 끊임없이 많은 남성들이 따르는 룰루는 오페라에서 거부할 수 없

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으로 표현된다.

먼저, 아프리카 왕자는 룰루를 행복한 삶의 화신으로 바라보며, 그녀를 자신

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아프리카 왕자

내가 그녀를 처음에 문학계 모임의 젊은 아가씨로 여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내

가 그녀에게 매혹된 것은 그녀의 춤이 아니라 그녀의 육체와 영혼의 고귀함입니

다. 열흘 밤 동안 그녀의 춤에서 그녀의 정신을 탐구했고, 비로소 오늘 저는 분명

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진정 행복한 삶의 화신입니다. 배우자로서 그녀는 한 남

자를 무엇보다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혼잣말로) 나의 아내로서...

《룰루》 제1막 제3장294)

아프리카 왕자는 룰루의 육체적·정신적 고귀함을 연구하며, 그녀의 춤으로부터

룰루의 정신을 탐구한다. 룰루의 육체적 아름다움이 ‘자연성’을 상징한다면 아프

리카 왕자를 비롯한 룰루가 상대하는 남자들은 ‘사회성’ 또는 ‘정신성’의 범주를

대표한다.295) 룰루를 육체에 대해 연구하는 아프리카 왕자의 모습은 룰루의 본

294) Berg, Lulu, 119-120.
295) 이재황, “세기 전환기 독일어권 문화 속의 새로운 인간상 ‘호모 나투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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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룰루의 자연성을 지배하려는 남성사회의 태

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때문에 룰루와의 결혼을 꿈꾸는 아프리카 왕자는 자

연적인 룰루를 지배하려 드는 남성의 사회적인 욕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으로, 남성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룰루의 모습은 룰루의 등장 음악 유도

악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더욱 잘 드러난다. 쇤 박사와 결혼한 후에도 룰

루는 제2막 1장에서 많은 남성들을 거느리며 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다.

룰루가 운동선수, 학생, 쉬골흐 앞에 우아한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나올 때 프

롤로그에 이미 사용되었던 유도 악구1이 반복되어 연주된다.

[악보 4-3-8] 제2막 제1장 룰루의 추종자 앞에서 노래하는 룰루의 등장 음악

룰루의 등장 음악 유도 악구1은 제2막 제1장에서 반복되어 나온다. 마디 145

마디의 반주부분 상성부 두 번째 박자에서는 소프라노 선율의 F-B의 증 4도

 증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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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과 베이스의 C음인 근음이 이 부분의 최상성부인 룰루의 노래부분과 대비

되어 룰루의 매혹적인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된다.296) 이처럼 룰루의 등장 음

악 유도 악구는 룰루가 많은 남성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반복

되어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남성들의 추앙을 받는 룰루의 모습은 고등학생, 로드리고,

쉬골흐 셋이 룰루와 결혼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 부분

은 캐논 형식으로 “그가 원래 그녀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Er hat sie nämlich

ursprünglich heiraten wollen)”라는 비슷한 가사를 서로 선율을 모방하며 정신

없이 노래한다.297) 쉬골흐가 룰루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고 말하자, 지금까지 쉬

골흐를 룰루의 아버지로 알고 있던 로드리고와 학생은 큰 혼돈에 빠진다. 이 둘

이 당황해서 쉬골흐에게 룰루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묻자, 쉬골흐는 룰루

가 아버지가 없었다고 대답한다. 쉬골흐의 대답에 모든 등장인물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이 장면은 음악적으로 이태리 부파의 관습인 앙상블

피날레(ensemble finale)를 따르고 있다.298)

로드리고: 그가 원래 그녀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

쉬골흐: 나도 원래 그녀랑 결혼하려고 했지.

로드리고: 원래 그녀랑 결혼하려고 했다고요?

쉬골흐: 너도 원래 그녀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로드리고: 물론이죠. 나도 원래 그녀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쉬골흐: 그녀랑 원래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고등학생: (깜짝 놀라서) 뭐라고요?! – 원래 그녀랑 결혼하려고 했다고요?!

로드리고: (쉬골흐에게) 그녀는 당신 딸이 아니었어요?

쉬골흐: 상상도 못할 걸!

고등학생: 그럼 “당신 딸”이 무슨 말이에요?

296) 이러한 음악에 대해 락헤드 역시 룰루 등장음악 유도악구가 “‘유혹으로서 여성’
을 표현하며 여성적인 매력의 힘”을 발산한다고 평가한다. Lochhead, “Lulu’s
Femine Performance,” 238.

297) 쉬골흐, 로드리고 그리고 학생이 말한 결혼은 엄밀히 말하면 잠자리를 의미한
다. 그녀와 관계를 갖고 싶거나, 그리고 베르크가 남긴 “결혼은 매춘이다”라는 메
모를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성한 결혼이
아니다.

298) 앙상블 피날레는 이태리 부파의 관습으로 모든 등장인물들이 해결할 수 없는
혼란과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앙
상블 피날레는 ‘혼란스러운 앙상블(ensemble of perplexity)’이라고도 한다. Perle,
“The Character of Lulu: A Sequel,”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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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그럼 그녀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예요?

쉬골흐: 그녀는 그런 걸 가진 적 없어!

고등학생: 그녀는 한 번도....

룰루: (다시 혼자 흥얼거리며 회랑에서 내려온다.)내가 뭐가 없었다고요?

셋 모두: 아버지!

룰루: 네 맞아요. 저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Wunderkind).

《룰루》 제2막 제1장299)

[악보 4-3-9] “Wunderkind”라는 가사를 강조하는 룰루의 P5 음렬

혼란에 빠진 남성들 틈에 나타난 룰루는 자신의 P5의 음렬로 자신이 ‘하늘에

서 떨어졌어요(Wunderkind)’이라고 대답한다. 남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보

는 대화에서 룰루는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난 인물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신격

화한다. 룰루는 아버지가 없이 태초의 모성으로부터 태어난 완전한 자연적 존재

이며, 이는 낭만주의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를 반영

한다. 즉, 룰루는 “자연=어머니=여성”이라는 등식을 고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상징한다.300) 룰루의 팜므파탈적인 모습은 관능적 존재로 그리고 여성이라는 젠

더가 갖는 고정된 이미지 대한 상징으로, 남성들의 성적 욕구가 여성성에 어떻

게 투영되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오페라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남성들은 룰루를 관능적인 여성이자

그들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남성들은 아무도 룰루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아름다운 몸을 가진 여성을 소유하길 원할

뿐이다. 룰루는 남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팜므파탈로서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수

행하며, 남성들의 허구적 젠더 상상물이 되어간다.301)

299) Berg, Lulu, 142-143.
300) 이화진, “팜므파탈 Femme fatale 연구,” 49.
301) “팜므파탈이 담고 있는 여성성이란 남성적 시각에서 결부된 집단적 환상을 의
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여성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고정관
념 속에서 형상화하려는 남성사고에 대한 은유일 뿐이다.” 이화진, 위의 글, 5.

 

룰루 P5 음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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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 절에서는 룰루와 남성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룰루가 여성

으로서 젠더 정체성을 어떻게 획득되는지에 대한 젠더 수행성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룰루’는 오페라에서 쇤 박사에 의해 남성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인 여성의 모습, 때로는 남성들이 선망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페

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소유하고 여성으로서 룰루를 취급한다. 이는

여성으로서 룰루의 젠더가 “개인의 문화적인 역사를 자신만의 언어로 새롭게

만드는 조용한 기획”으로서 302) 남성의 욕망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룰루는 자신을 추앙하는 남자들에게 자신 스스로를 아버지가

없는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의 총아(Wunderkind)로라 밝히며, 남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한다.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젠더 정체성을 수행하는 룰루는

남자들을 끊임없이 유혹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이러한 룰루의 모습을 ‘여성

의 팜므파탈’로 이해 할 수 있는가? 팜므파탈은 남성들이 소유할 수 없는 여성,

남성들의 집단적 환상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의 모습을 개념화시킨 것이다. 즉,

팜므파탈은 남성 욕망의 총체로서 이성애적 규범과 양식화된 행위를 통해 부정

적인 여성의 모습을 상징하며, 남성들의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욕구를 비정상적

인 여성의 모습에 투영한 것이다. 룰루를 다루는 남성들의 태도를 비쳐 볼 때,

남성사회에서 여성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비되는지를 보여준다. 결론적

으로 버틀러의 관점에서 남성사회의 기획된 존재로서 ‘룰루’는 남성들이 가진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도덕성을 폭로하고, 룰루의 팜므파탈적인 이미지가 위선

과 왜곡된 시선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룰루는 남성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여성의 왜곡된 모습을 상징한다. 룰

루의 ‘여성’이라는 젠더는 남성중심의 권력체계에 의한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 형성되어진다. 이러한 반복되는 수행의 결과로 이해되는 지점, 즉 수행성

은 룰루의 ‘여성’ 이라는 젠더 수행이 남성 중심 사회의 “허구적 생산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303)

302) Judith Butler, “Variation on Sex and Gender: Beauvoir, Wittig, Foucault,”
The Judith Butler Reader, ed. Sara Salih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87)
131;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89에서 재인용.

303) Butler, Gender Trouble, 24; 『젠더 트러블』, 130;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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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룰루의 양성적 특징

지금까지 룰루와 남성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여성으로서 룰루의 젠더 정체성

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룰루와 게슈비츠 백작부인관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오페라에서 쇤 박사와 더불어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로는 게슈비츠 백작부인이 있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이 오페라《룰루》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룰루가

단순히 여성이라고만 할 수 없는 다양한 젠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버틀

러는 기존의 인간의 성을 바라보는 강제적 이성애 규범을 해체함으로써 다양한

젠더 수행에 설명할 수 있다. 게이, 레즈비언, 드래그304)등은 생물학적인 성

(sex)과 사회적인 성(gender)이 불일치(trouble)하는 사람들로 ‘남성’ 혹은 ‘여성’

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버틀러는 이들의 “젠더는 명사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

를 통해 “수행적으로 구성”되어진다고 주장한다.305) 버틀러에게 “젠더는 언제나

행위(doing) 인 것이다.”306)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등한시 해왔던 룰루와 게슈비츠와의 관계를

버틀러의 시각으로 조망해봄으로써 오페라《룰루》에서 룰루가 어떠한 젠더 양

상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룰루’와 게슈비츠의 관계

게슈비츠는 룰루를 감옥에서 구출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극의

후반에서 오페라의 내용을 이끌어간다. 《룰루》는 미완성 유작이므로 베르크가

제3막 제2장에서 게슈비츠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명확히 알기는

304) 드래그(Drag)는 자신의 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성의 옷을 입은 복장전환자,
크로스 드레서를 말한다. 드래그에는 여장남성인 드래그 퀸과 남장 여성인 드래
그 킹이 있지만, 그냥 드래그라고 칭할 때는 주로 드래그 퀸을 의미한다. 드래그
는 헤테로 섹슈얼인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호모 섹슈얼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큰 범주에서 볼 때는 드래그도 트랜스젠더의 범주에 들어간다. 광의의 트랜스젠
더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옷만 바꿔입는 트랜스베스타이트(드래그), 심리적인 동
일시도 수반되는 (협의의) 트랜스젠더, 의학적인 수술을 통해 몸도 이성으로 전
환되는 트랜스 섹슈얼이 그것이다. Butler, 『젠더 트러블』, 버틀러의 주요개념
들.

305) Butler, 『젠더 트러블』, 131-132.
306) 물론 이때의 행위는 그 행동deed에 선행하는 어떤 주체의 행위가 아니다. 이것
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영향력 있는 버틀러의 개념이다.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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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하지만 원작자 베데킨트는 게슈비츠가 “초인적 희생을 보여주는 룰루

비극의 중심 인물”이라고 설명한다.307) 일각에서는 게슈비츠에 대한 베데킨트의

발언이 당시 검열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308) 그러나 룰

루와 게슈비츠의 관계는 분명히 오페라에서 큰 중심을 이룬다. 왜냐하면 룰루의

아름다움에 대한 게슈비츠의 찬사는 룰루가 남성과 여성을 떠나 얼마나 매력적

인 인물인가를 부각시켜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룰루와 게슈비츠와의 동성애309)

관계에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남자 ‘룰루’ 혹은 룰루의 남성 충동화

307) 극[i.e. 판도라의 상자]에서 비극적 중심 인물은 룰루가 아니라, (···) 게슈비츠 백
작부인이다. (···) 게슈비츠 백작부인은 제1막에서 초인적 자기희생[i.e. 감옥 병원
에서 룰루를 위한 게슈비츠 자신의 대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준
다. 제2막에서 극의 줄거리는 그녀가 짊어진 성적 도착의 가혹한 운명을 극복하려
는 시도에서 그녀의 모든 정신적 자원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그 후, 제3
막에서 가장 두려운 영혼의 고문을 스토아적(금욕적) 평정으로 견디며, 그녀는 자
신의 생을 그녀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한다. [i.e. 룰루를 보호하려는 시도
중에 잭 더 리퍼에게 살해당함] Frank Wedekind, Forward to Pandora’s Box in
The Lulu Plays and other Sex Tragedies, trans. Stephen Spender (London:
Calder and Boyars, 1972), 103-104. (Mitchell, “The Character of Lulu:
Wedekind's and Berg's Conceptions Compared,” 268에서 재인용.)

308) Morris, “Admiring the Countess Geswitz,” 350.
309) 어원학적으로 이 용어는 ‘이성애’(heterosexuality)의 반대어이며, 그리스어인
homo와 라틴어인 sexualis의 합성어다. ‘Homosexualität’라는 말은 1869년 남색반대
(antisodomy)를 주장하는 독일의 팸플릿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이후 독일의 성과학
자들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푸코는 『성의 역사 제1권』에서 의학담론이 이
용어를 전유하면서 ‘동성애’는 남색과 같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닌, 정체성과 같은
것임을 지시했다.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에서 동성애는 호모에로티시즘
(homoeroticism), 남성 간의 우정(male bonding), 게이, 레즈비언(lesbian), 복장도착
자(transvestite), 성도착자(transsexual), 이성애자(heterosexual), 동성사회
(homosocial), 남색, 댄디(dandy), 양성애자(bisexual), 톰보이(tomboy) 등과 같은 어
휘 지도를 그리면서 의미론적 경계를 구성한다. 이처럼 동성애는 동성 간의 실제적
인 성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규범적 성행위 전반을 지시하는 문화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페미니즘 비평 내에서 동성애는 페미니즘적 기획과 부합하기도 혹
은 부합하지 않기도 하다. 레즈비언 페미니즘에서 레즈비어니즘(lesbianism)은 남성
과 가부장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성 섹슈얼리티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형식이라고
주장한다. 이리가라이(Luce Irigaray)는 『하나이지 않은 성(This Sex Which Is
Not One)』에서 남근 중심적 문화에서 모든 섹슈얼리티는 이미 남성 동성애적(프
랑스 철자법을 활용하면 ho(m)mo-sexuality는 남성 섹슈얼리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며, 이성애적 교환은 다만 이러한 구조화인 동성애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
라고 주장한다. 서울 문학 평론가 협회, “동성애(同姓愛, Homosexuality,
Homosexualität),”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새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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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비츠는 제2막 제1장에서 룰루가 쇤 박사와 결혼한 후에 등장한다. 게슈

비츠는 극적으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나 룰루의 양성적 특징을

암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오페라 2부에서의 관계를 암시하듯 게슈

비츠는 룰루에게 꽃을 선물하며 관심을 표현하고 룰루에게 남자로 옷을 바꿔

입기를 요구한다.

쇤 박사: (소파 뒤를 지나 가운데 탁자로 간다.)아름다운 꽃이군!

룰루: 게슈비츠 부인이 제게 갖다 준 거예요.

게슈비츠 백작부인: 오, 별 말씀을. (당혹스런 침묵) 아무튼 남자로 가장하실 거죠?

룰루: 그게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게슈비츠백작부인: (룰루그림을가리키며) 여기당신은마치요정같아요.

《룰루》 제1막 제2장310)

룰루와 게슈비츠의 관계는 오페라 연출마다 서로 상이하지만 같은 색깔 옷

을 입고 나옴으로써 극적인 의미에서 함께 할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룰루가 빨간 원피스를 입거나 게슈비츠는 빨간색 남성 바지 정

장을 입고 나와 게슈비츠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311) 그러나 대사에 게슈비츠는 룰루의 아름다움에 빠

져있지만 룰루에게 남장을 하도록 간곡히 부탁한다. 이 둘의 레즈비언 동성애

관계에서 룰루는 남자 역할을 하는 부치(butch)이고 게슈비츠는 여자 역할을 하

는 펨(femme)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제2막 제1장 알바와 룰루의 대화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룰루: 그냥 옷이 어떤지 물어본 거예요.

알바: 당신의 재봉사가 확실히 나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군요.

내가 당신을 안다고 말해도 된다면.

룰루: 거울을 볼 때 내가 남자였으면 했어요... 나의 남편!

《룰루》 제1막 제2장312)

310) Berg, Lulu, 134.
311) 본 논문의 연구에 주로 사용된 오페라 《룰루》의 프로덕션은 올리비에 파이
(Olivier Py)의 무대연출, 피에르 앙드레 바이츠(Pierre-André Weitz)의 무대 및
의상 디자인, 마이클 보더(Michael Boder)의 지휘, 그리고 소프라노 페트리샤 페
티봉(Patricia Petibon)이 주인공 룰루를 맡은 도이치 그라모폰의 2011년 DVD다.

312) Berg, Lulu,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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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는 알바에게 자신이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룰루는 자기에게 내

재되어있는 남성성을 자각하고 직접적으로 남성이 되길 희망한다. 이는 룰루가

“남성화 충동”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313) 왜냐하면, 룰루는 제

1막 제3장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아버지이자 연인인 쇤 박사를 파혼시키고 결국

자신과 결혼하게 만들기 때문인데, 이는 룰루가 오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남성성

을 지니는 쇤 박사를 제압하고 룰루가 남성의 힘을 넘어서는 인물로 변모해 간

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룰루는 자신에게 권총 자살을 강요하던 쇤 박사

를 오히려 권총으로 죽이게 되면서 자신의 강인함을 확인한다.

이처럼 룰루의 레즈비언 남성 역할과 남성화 충동은 세기 전환기에 대두된

인간에 대한 양성이론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성이론을

제기한 바이닝어는 여성이 진정한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인간인 남

성의 특징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닝어의

견해는 남성 가부장제 사회의 한계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룰루가 남성이 되기

를 소망하는 모습은 룰루가 단순히 ‘여성’의 젠더 정체성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는 것을 방증한다.314) 이러한 룰루의 모습은 강제적 이성애 규범을 해체하는 버

틀러의 젠더 수행성으로 독해할 수 있는 지점일 것이다.

(2) 게슈비츠 백작부인의 희생

룰루와 게슈비츠 백작부인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게슈비츠

의 룰루에 대한 초인적인 희생이다. 왜냐하면, 게슈비츠는 룰루가 쇤 박사를 죽

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녀를 구출해주고,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갇힐 만큼 룰

루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게슈비츠는 오페라 마지

막에 아름다움을 잃고 매춘부로 전락한 룰루를 끝까지 지켜주는 숭고한 사랑을

보여준다. 게슈비츠의 희생은 오페라 중간에 무성영화로 상영되기도 하지만, 제

2막 제2장에서 룰루가 알바에게 게슈비츠가 자신을 어떻게 구해줬는지를 설명

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룰루: 오, 게슈비츠 부인이 아주 영리하게 계획을 짰어요. 함부르크에서 올 여름 콜레라

가 무섭게 유행했대요. 그녀는 날 탈출시키려고 계획적으로 그걸 이용했어요. 그

녀는 간병인 과정을 마치고 함부르크로 가서 콜레라 환자들을 간병했어요. 기회가

생기자마자 그녀는 죽은 환자가 입었던 속옷을 입고 바로 그날 아침 여기 내가

313) 이상복, “여성신화와 반신화,” 138.
314) Weininger, 『성과 성격』,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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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감방으로 왔어요. 교도관이 밖에 나간 사이 우리는 재빨리 우리 속옷을 바꿔

입었죠.

알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게슈비츠 부인과 당신이 같은 날 콜레라에 걸렸다는 건

가요?

룰루: 맞아요! 그게 이유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같은 병실에 입원했어요. 게슈

비츠 부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서로 최대한 닮도록 분장했어요.

그저께 그녀는 완치돼서 퇴원했고, 조금 전 돌아와 시계를 두고 왔다고 말

했어요. 나는 그녀의 옷을 입고 빠져나왔죠. (즐겁게) 지금 그녀는 감옥에서

쇤 박사의 살해범으로 누워있어요.

《룰루》 제2막 제2장315)

게슈비츠는 간병인 교육을 받고 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위장을 하여, 룰루

를 감옥에서 탈옥시키고 대신 옥살이를 한다. 전염병까지 걸려가며 룰루를 구출

한 게슈비츠의 목적은 단 하나, 룰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일

반적으로 레즈비언들의 성적 관심이 정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

즈비언 백작부인인 게슈비츠가 룰루에게 정서적인 유대를 갈망하는 것을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316) 그리고 게슈비츠가 룰루에게 관심과 사랑을 원한다는 것

은 제1막 제3장의 게슈비츠의 대사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게슈비츠 백작부인: 당신은 날 깡그리 속이고 내 모든 걸 가져갔어요.

룰루: 아 그래요, 뭘 가져갔죠?

게슈비츠 백작부인: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 감옥에 가기로 했

을 때, 당신이 내게 했던 그 열정적인 맹세는 있었나요? 당신은 모

든 걸 속이고 내 모든 걸 가져갔어요...

룰루: 당신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족속이예요. 남자라기엔 재료가 모자

라고, 여자라기엔 머릿속에 뇌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미쳤

어요!

《룰루》 제3막 제1장317)

게슈비츠는 자신의 초인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룰루의 사랑을 얻지 못하자

룰루를 원망하기 시작한다. 룰루를 원망하는 게슈비츠의 행동은 레즈비언 관계

가 “단순히 성욕의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에 의해서 형성 된다”는 것을

315) Berg, Lulu, 179.
316)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215.
317) Berg, Lulu,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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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준다.318) 반면, 룰루는 게슈비츠를 다른 사람과는 종류가 다른 사람으로

취급한다. ‘남자라기엔, 재료가 모자라고 여자라기엔 뇌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룰루의 대사는 그녀가 게슈비츠의 동성애 성향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취급하

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룰루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게슈비츠는 룰루에게 감정

적 유대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희생하는데, 제3막 제1장에서 게슈비츠가 룰루의

부탁으로 그녀를 위협하는 남성과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319)

룰루: 마르타!(이어서 게슈비츠 백작부인이 문을 닫고 살롱으로 들어온다.)

내 사랑, 당신이 오늘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게슈비츠 백작부인: 어떻게?

룰루: 당신이 그 뜀뛰기 선수랑 홍등가로 가준다면요.

게슈비츠 백작부인: 무슨 목적으로요, 내 사랑?

룰루: 그는 자기가 오늘 저녁 당신을 갖지 못하면 날 내일 고발하겠대요.

게슈비츠 백작부인: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

죠?이해가 안 돼요!

룰루: 그는 그냥 자기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그에게 사랑해 달라고

애원해야 해요.

게슈비츠 백작부인: 그러고 나면요?

룰루: 내일 아침 당신을 기다릴게요. 당신이 오기 전엔 눈을 뜨지 못할 거예요.

게슈비츠 백작부인: 그럼 그를 불러요.

룰루: 하지만 당신은 그의 목에 매달려 안겨야 해요.

《룰루》 제3막 제1장320)

‘마르타!’라고 게슈비츠의 이름을 부르는 룰루는 마치 곧 사랑해줄 것처럼 다

정한 모습을 보인다. 룰루는 궁지에 몰리게 되자 게슈비츠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운동선수와 하룻밤을 보내 줄 것을 부탁한다. 운동선수는 제2막 제1장에서 룰루

의 성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을 추앙하던 사람이었으나, 그는 제2막 제2장부터 육

체적인 아름다움을 잃은 룰루를 곡예사로 만들어 돈을 벌려고 한다. 하지만 이

318)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215
319) 제3막에서부터 남성들은 룰루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거나 사창가로 팔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남성들
은 룰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다. 룰루의 매력에 사로잡혀 욕망의 대상으로 보
았던 남성들은 룰루를 돈벌이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
에서 룰루는 다시 한번 게슈비츠에게 자신을 위해 희생해 주라고 부탁한다.

320) Berg, Lulu,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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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그의 의도가 빗나가게 되자 제3막에서는 룰루를 경찰에 신고할 거라 협박

한다. 그러자 룰루는 운동선수가 게슈비츠에게 관심 있다는 것을 이용해 그를

따돌리려 한다. 이 장면에서 룰루는 게슈비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전혀 관심

이 없이,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게슈비츠를 계속해서 이용한다. 동성

애자에게 이성과의 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폭력 행위인지 룰루는

알고 있는가? 룰루는 처음부터 게슈비츠의 마음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으며,이러

한 룰루의 모습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성과 간악함이 드러난다. 이 장면은

남성들이 룰루를 이용하려하자 룰루가 다시 게슈비츠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

는 일련의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오페라 전반부에서 룰루를 소유하고

싶어 했다가 이제 사창가로 룰루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남성들의 위선적인 모습

은 룰루가 게슈비츠의 희생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중적인 모

습과 유사하다. 때문에 게슈비츠의 희생은 룰루와 게슈비츠의 레즈비언을 보여

주는 한편, 룰루가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넘어 인간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

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룰루의 남성화 충동과 더불어 룰루와 게슈비츠의 동성애 관계는

오페라에서 룰루의 젠더가 행위를 통해 다양하게 구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러한 해석은 베데킨트가 말하는 성의 해방이 곧 사회의 개혁으로 연

결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룰루는 자신의 행위에 따

라 다양한 젠더 양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젠더를 고정된 것

으로 바라보는 이성애적 규범이 “허구적 규제”를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이는

베데킨트가 주장한 성의 해방을 통해 위선적이 사회의 도덕관을 비판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2) 젠더 이분법을 넘어

오페라《룰루》는 룰루의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다. 룰루는 오페라 마지막

제3막 제2장에서 런던의 사창가 매춘부로 몰락하여, 잭(Jack)321)이라는 마지막

321) 1888년 8월에서 11월 까지 런던의 화이트 채플 지역에서 다섯 명의 창녀가 살
해되었다.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연쇄 살인을 조사한 경찰이나 범죄 심리학자들
은 범인은 의학적 기술이 있음을 밝혀냈다. 범인은 살해된 여자의 음부를 예리한
칼로 정확하게 도려냈기 때문이다. 화이트채플 살인자는 경찰과 신문에 자신을
“잭”(Jack the Ripper)이라고 밝혔다. 정신병적인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신문에서
만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런던의 극장이나 바리에테, 음악회 등에서
도 크게 주목을 끌었다. Wedekind, 『地靈, 판도라의 상자-룰루비극 2부작』,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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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사랑을 나누려 하다가 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다. 잭은 쇤 박사의 역

할을 맡은 배우가 1인 2역을 담당하는데, 이는 마치 쇤 박사가 룰루에게 복수를

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처럼 지금까지 마지막 결론 부분을 남성들이 룰루에

게 복수하는 구조로 해석해온 것은 크라우스 비평의 영향이었다.322) 다른 한편,

더글라스 자르만은 제3막 제2장에서 베르크가 남성 성악가들이 1인 2역을 맡는

것은 “파격적인 복수의 상징”일 뿐 아니라, “오페라 전반부의 고상한 부르주아

캐릭터들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화류계의 그늘진 거주자들과 같다”는 의미로,

“작품의 주제가 성적 위선과 더 넓은 층위의 도덕적· 사회적 의미를 표현”한다

고 해석한다.323) 따라서 마지막에 룰루의 초상화의 역할과 게슈비츠의 의미심장

한 대사를 통해 《룰루》는 버틀러의 시각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

(1) 게슈비츠 백작부인의 독백과 ‘룰루’의 죽음

매춘부가 된 후 룰루는 아름다움과 매력이 사라지고, 제3막 제2장에서 타락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쉬골흐, 알바는 룰루에게 빌붙어 룰루가 매춘으로

번 돈에 기대어 살아간다. 다른 한편 게슈비츠는 룰루의 초상화를 마지막까지

몰래 간직하며, 룰루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낸다. 룰루에 대한 게슈비츠의 한

결같은 사랑은 룰루가 매춘부로 전락했음에도 룰루의 아름다움이 상실되지 않

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페라의 시작 부분이 룰루의 초상화를 그리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룰루의 초상화는 오페라 내내 무대에 걸려 있으

면서 룰루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324)

알바: 한번 봅시다! (게슈비츠에게서 캔버스 말이를 받아 펼친다. 감동해서)

세상에, 이건 룰루의 초상화잖아.

룰루: (비명을 지르듯) 내 초상화! 저리 치워요! 창밖으로 던져 버려요!

알바: (갑자기 활기를 찾고) 그럴 리가 있나? 이 그림을 보니 내 자존감이 회복되

322) 1905년 5월 29일은 베데킨트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날이었다. 하이네
(A.Hine)가 뷘의 초연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출하였고 이에 앞서 크라우스
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해설을 했기 때문이다. 크라우스는 이 강연으로 베데킨트
를 세계적 작가로 끌어올렸다. 제한된 관객 앞에서 이루어진 공연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자 재공연을 하였다. Wedekind, 위의 책, 122.

323) Jarman, “Alban Berg,”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
Grove Music online. [2017년 4월 7일 접속].

324) 연출에 따라 다르지만, 오페라에서 첫 번째 남편, 화가, 쇤 박사 모두 초상화
아래에서 죽음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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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군요. 나의 비운이 이해가 돼요. (구슬프게) 이 꽃잎처럼 부풀어 오른 입

술, 이 커다란 순진무구한 아이 같은 눈, 이 장밋빛 새하얀 충만한 몸 앞에

서 자신의 시민적 지위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돌을 던지라지.

쉬골흐: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저걸 걸어 놔야해.

《룰루》 제3막 제2장325)

마침내, 게슈비츠가 룰루의 초상화가 담긴 캔버스를 펼치자, 알바는 룰루의

그림을 보며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노래한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웠던 룰루의 모

습에서 자신이 매혹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는다. 반면, 쉬골흐는 포주처럼

초상화를 매춘 고객에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 이 부분은 음

악적으로 게슈비츠가 자신이 가져온 룰루의 그림을 펼치는 연기를 할 때, 룰루

의 초상화 화음 음렬이 3도 하행으로 이도(transposition)된 두 쌍의 화음 음렬

(I2-I11,I8-I5)로 시작한다. 이때 룰루는 A5음으로 “내 초상화 내 눈 앞에서 치워

버려!(Mein Bild Mir aus Augen!)”라고 절규하듯 노래한다. 최상성부와 화성의

대비만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4-4-1] 룰루의 노래와 초상화 화음 음렬의 대비326)

무대 위의 실제 등장한 룰루와 그림 안에 있는 룰루의 초상화가 교차되는

상황은 매춘부로 전락한 룰루와 과거에 아름다웠던 룰루의 모습이 동시에 무대

325) Berg, Lulu, 228-229.
326) George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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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여 진다. 무대에서 룰루의 초상화가 등장하며 룰루의 정체성은 해체되는

듯하다. 왜냐하면, 실제 룰루의 초상화의 모습은 첫 번째 의사 남편의 아내였던

룰루의 모습을 두 번째 남편인 화가가 그린 것으로, 룰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

하고 남성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여성에 대한 환상을 상징하며, 제3막 제2장

에서 룰루는 그런 남성들에 의해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룰루의 초

상화는 남성들의 환상을 투영하는 것으로 룰루가 “여성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암시”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327)

다음으로, 룰루의 초상화는 룰루가 마지막 매춘 고객인 잭을 데려오기 직전,

게슈비츠 백작부인이 그녀의 초상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노래하는 장면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게슈비츠는 자살을 시도하면서, 룰루가 죽어가는 자신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한다.

게슈비츠 백작부인:

(····)아냐, 내가 피 흘리며 죽어있는 걸 봐도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거야. –차라리 다리에서 뛰어내릴까? 강물과 그녀의 심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차가울까?–칼로?– 흠, 좋은 방법인거 같지 않아- 차라리 목을 매달까? (뛰어

올라 벽에서 모포 끈을 잡는다.) 빨리! 그녀가 오기 전에. (갑자기 뭔가 떠올리

고는 룰루의 초상화를 끌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당신의 마음에 진심으로 호

소하겠어요.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Erbarm Dich mein!)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룰루》 제3막 제2장328)

게슈비츠의 모습은 정서적인 유대와 룰루의 관심을 갈구하는 여성동성애의

특징을 보여준다. 게슈비츠의 모습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까지 독일 희곡

에서 레즈비언의 전형이었다고 한다.329) 게슈비츠 백작부인은 초상화 앞에서 무

릎꿇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Erbarm Dich mein!)”라 소리치며 노래한다. 마

치 신에게 호소하듯 게슈비츠는 여전히 룰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이 부분은 음악적으로 초상화 화음 음렬의 기본위치와 전위가 대조를 이루며

선형적으로 펼쳐진다.

327) 이상복, “여성신화와 반신화,” 133.
328) Berg, Lulu, 238.
329) Morris, “Admiring the Countess Geswitz,”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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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2] 게슈비츠 선율을 반주하는 룰루의 초상화 화음 음렬330)

뒤이어 룰루와 마지막 손님인 잭이 등장하는데, 룰루는 게슈비츠를 ‘언니’라

고 소개하지만, 잭 더 리퍼는 게슈비츠가 룰루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아챈다.

잭이 등장하자 룰루와 쇤 박사의 관계를 상징하는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악구가

오케스트라의 반주 부분에서 연주된다. 이는 쇤 박사의 역할을 하는 성악가가

잭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후 룰루와 잭이 매춘의 대가로 흥정을 하자 룰루

의 등장 음악 유도악구가 연주된다.

이 부분의 극적인 내용은 음악으로 섬세하게 묘사된다. 룰루가 “원하신다면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게요.”라고 말하며 잭을 껴안자 마디 1260에서 쇤 박사를

상징하는 소나타 종결테마 유도악구가 연주된다. 그리고 다시 룰루가 “당신을

좋아해요! 날 더 이상 애태우게 하지 말아요.”라고 말하는 부분인 마디 1267에

서 룰루 등장 음악 유도 악구가 연주된다. 이후 음악은 룰루가 잭과의 사랑을

위해 마치 그녀가 유혹하는 것처럼 그리고 잭은 룰루가 사랑한 쇤 박사인 것처

럼 룰루의 등장 음악 유도 악구와 소나타 종결 테마 유도 악구가 하나로 엮이

며 연주된다.331)

330) George Perle, The Operas of Alban Berg Volume Ⅱ Lulu, 111.
331) Lochhead, “Hearing Lulu,”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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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적 느낌의 Ⅴ진행

증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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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 원하신다면. (램프를 치우고 잭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는다.)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게요. (애절하게) 당신을 좋아해요! 날 더 이상 애원하게 하지

말아요.

《룰루》 제3막 제2장332)

[악보 4-4-3] 소나타 종결테마와 룰루의 등장 음악 결합

그리고 잭과 룰루의 모습을 지켜보던 게슈비츠는 다음과 같이 독백을 한다.

게슈비츠 백작부인: (혼자서, 꿈처럼) 이게 여기서 보내는 나의 마지막 밤이야. 독

일로 돌아가서 대학에 등록할 거야. 법학을 공부하고 여성

인권을 위해 싸워야만 해.

《룰루》 제3막 제2장333)

룰루가 죽기 직전, 룰루와 사랑이 좌절되자 게슈비츠는 독일로 돌아가 여성

운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페미니스트 레즈비언이 되겠다고 선언

한다. 페미니스트 레즈비언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며 레즈비언 생활양식

을 취하고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334) 게슈비츠

의 이러한 행동은 베데킨트 희곡이 쓰였을 시기의 사회적 맥락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 당시 독일은 빌헬름 시대 즈음으로 여성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였다.335)

빌헬름 시대 여성운동의 주요 골자는 여성 매춘제도의 폐지, 이중적인 성도덕

비판, 여성의 직업교육 등 여성 해방운동 및 인권신장이었다.336) 여성운동을 계

획하는 게슈비츠의 대사는 베데킨트가 주장하는 성의 해방과 사회개혁이 당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슈비츠가 대사를 마치자마자 방에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

는 룰루의 죽음의 비명(Todesschrei)이 들리며, 룰루가 잭에게 살해당한다. 잭에

게 살해당하는 룰루를 구하려다 게슈비츠 마저 죽음에 이르고, 여성운동을 하겠

다는 게슈비츠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332) Berg, Lulu, 243.
333) Berg, 위의 글, 위의 쪽.
334)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215.
335) 근대 독일은 빌헬름2세 통치하던 빌헬름시대(1890-1918)를 거쳐 바이마르 공화
국(1918-1933) 그리고 히틀러의 제3제국(1933-1945)으로 이어진다.

336) 김기녀, “독일 빌헬름 시대 부르주아 여성 운동과 섹슈얼리티,” 『독일연구』 7
(200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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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의 목소리: (방으로부터) 안돼! – 안 돼! – 안 돼, 안 돼! (죽음의 비명)

게슈비츠백작부인: (뻣뻣하게일어나서룰루의방문으로급히달려가온힘으로문을연다.)

잭: (몸을아래로 구부린 채 문을 벌컥 열고 피가 묻은 칼로 게슈비츠를 찌른다.)

게슈비츠 백작부인: (쓰러진다.)

《룰루》 제3막 제2장337)

잭은 룰루와 게슈비츠를 살해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듯 조용히 무대를 떠난

다. 잭 역할은 여성을 살해하고 성기를 도려낸 성도착 증세를 보인 실제 연쇄살

인마를 모델로 한다. 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잭이 등장할 때부터 룰루의 입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대사인데, 입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룰루가 잭에게 살에 당하는 설정에 대해, 독문학자 이재진은 “룰루처

럼 강한 힘을 지닌 여성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남성에 의해서만 제거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338) 이러한 해석은 룰루의 초월

적인 모습이 무자비하고 무도덕한 힘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룰루의 죽음은 시민사회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도

덕성을 드러내며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파괴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페라는 게슈비츠가 부르는 사랑의 죽음(Libestod)이라는 노래

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 노래의 베이스 성부는 게슈비츠를 상징하는 음렬의 분

절(segments)인 3음이 없는 개방 5도로 진행된다.339) 장조도 단조도 아닌 개방

5도의 애매한 특징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게슈비츠의 정체성을 드러내 준다.

게슈비츠를 상징하는 음렬 분절은 마디 1324 전까지 계속 등장하고 오페라는 F

음으로 마친다. 마디 1324는 A장조 그리고 마디 1325는 A단조로 해석할 수 있

는데, 음렬 안에서 조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나며 이는 베르크 음

렬의 특징이다. 그리고 게슈비츠는 “룰루! 나의 천사! 한 번만 널 더 보게 해줘!

난 네 곁에 있어! 네 곁에 있을게! 영원히!”라는 대사로 노래한다. 이처럼 룰루

는 레즈비언적인 성향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도덕관을 어지럽힌 죄인이자 동시

에 시민사회의 희생자라는 것을 함께 보여 준다

337) Berg, Lulu, 243.
338) 이재진, “붸데킨트의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신화적 특성,” 419
339) 게슈비츠의 음악적 특징은 본 논문 Ⅳ.2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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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비츠 백작부인: 룰루! 나의 천사! 한 번만 널 더 보게 해줘! 난 네 곁에 있

어! 네 곁에 있을게! 영원히! (그녀는 죽는다.)

《룰루》 제3막 제2장340)

[악보 4-4-4] 게슈비츠가 노래하는 사랑의 죽음(Liebestod)

A장조이든 A단조이든 A음이 게슈비츠가 부르는 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A음을 기준으로 게슈비츠의 5도 음렬 분절은 [악보 4-4-5]에서

보듯이 마디 1319부터 진행한다. 그리고 마디 1320의 A♭-E♭화음부터는 3도

관계로 하행하며 진행되며 마지막에 F음으로 마친다. 이 부분의 베이스를 축약

해서 표시하면 [악보 4-4-5]와 같다.

340) Berg, Lulu,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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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5] 게슈비츠의 화음 음렬로 진행하는 베이스341)

게슈비츠는 여성으로서 룰루를 바라보는 유일한 인물로 높은 귀족 신분임에

도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게슈비츠의 동성애적 성

향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고통받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다른 한편 자신을 사랑하는 룰루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순수함 지닌 인물

이다. 그리고 게슈비츠가 죽어가며 노래하는 부분은 룰루를 향한 그녀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다. 이러한 게슈비츠의 순수함은 남성중심사회의 도덕관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이와 같이 룰루는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룰루의 초상화와 대비되며 남성

사회에 욕망의 대상이자 희생자로서 시민사회의 모순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

다. 19세기 말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혐오주의가 팽배하던 시기에 오페라《룰

루》는 남성사회에서 여성의 힘이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342)

룰루는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감각적-물질적 능력”과 시민사회가 규정하고 있

는 “도덕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343) 그리고 룰루에 대한 게

슈비츠의 독백은 룰루의 자연적 본질을 이해하는 게슈비츠의 사랑을 상징하며,

룰루의 죽음을 더욱 숭고하게 묘사하고 있다.

(2) 여성에 대한 남성 복수와 젠더 이분법을 넘어

오페라《룰루》의 시작은 룰루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동물적 존재로 묘사

되며, 동물조련사가 룰루를 인간의 기지로 이해하려는 것에 대해 청중들 향해

질타한다. 또한, 오페라가 전개되어가면서 룰루는 자신 스스로를 동물적 존재이

자 초월적 존재로 묘사하며 젠더 주체를 불분명하게 나타낸다. 더 나아가 이러

한 룰루의 모습을 표면적으로 여성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지점은 제3막 제2장

341) 이 분석은 Morris, “Admiring the Countess Geswitz,” 356을 참고하여 분석한
것이다.

342) 이재진, “붸데킨트의 드마라에서 나타나는 여성상과 신화적 특성,” 420.
343) 이재진, 위의 글,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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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쉬골흐가 룰루를 정의하는 대사에서 잘 나타난다.

알바: 무엇을 이해 못 해요?

쉬골흐: 그녀는 자신의 삶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 수는 없어.

《룰루》 제3막 제2장344)

알바가 룰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쉬골흐는 룰루에

대해 “자신의 삶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정의한다.

쉬골흐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룰루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는 오페라

시작에서 인간의 기지로 이해할 수 없는 룰루의 본성을 다시 확인해주는 듯하

다. 쉬골흐는 오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등장인물이자 룰루처럼 기원이 불

분명한 인물로, 쉬골흐가 룰루에 대해 설명하는 대사는 오페라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345) 즉, 쉬골흐는 룰루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규정지

을 수 없는 자연적인 존재이자, 인간의 위선을 보여주는 초월적 힘을 가진 인물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쉬골흐는 룰루를 규정되지 않은 존재로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

운 자연 그 자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룰루는 육

체적 욕망에 근거한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정서적 욕망에 근거한 동성 간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룰루의 삶 그 자체로서의 ‘사랑’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근원적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을 던진다. 더 나아가 이는 베데킨트가 세기말 시민 사회의 위선과 속물근성 그

리고 이중 도덕관에 대한 저항의식을 룰루를 통해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344) Berg, Lulu, 233.
345) 쉬골흐가 이 대사를 하는 동안 베데킨트의 류트노래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온
다. 베데킨트의 ‘고백’이라는 노래는 한 여인이 화장로 등장하며 시민사회의 도덕관
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도에 맞게 베르크는 베데킨트의 류트 노래를 사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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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버틀러 수행성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

구는 크라우스의 논평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복수’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

어나,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보

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버틀러의 시각으로 리브레토에 나타나

는 ‘룰루’의 젠더 주체의 범주를 분석하고, 룰루의 모호한 주체가 양식화된 음악

의 반복을 통해 어떻게 젠더 정체성을 구현해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리브레토와 음악 어법의 분석을 바탕으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이 세기 전환기

남성 시민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다양한 성 담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20세기에 중요한 오페라 레퍼토

리로 자리매김 한《룰루》의 현대적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표였다. 그리고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룰루의 젠더 주체의 범주는 과정-중의-룰루로 해석할 수 있다. 오페라

프롤로그에서 룰루는 동물적인 존재 그리고 ‘여성의 원형(Die Urgestalt des

Weibes)’의 모습을 상징한다. 또한 화가와의 대화에서 ‘룰루’는 시민사회의 개념

인 진리, 신념, 사랑, 맹세 등을 모두 거부하며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된

다. 이처럼 룰루는 동물과 인간의 존재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운 모습, 그리고

시민사회의 개념을 거부함으로써 이성에 지배를 받는 주체가 아닌 무(無)주체적

인 모습을 표현한다. 이러한 룰루의 모습은 버틀러가 젠더 수행성 개념의 전제

의 출발로 ‘여성’의 주체를 가정하지 않는 것처럼, 룰루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

해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이라도 하

듯 오페라에서 룰루는 ‘이브’, ‘넬리’, ‘미뇽’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

나 룰루의 다양한 이름은 룰루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욕망

의 결과로 표현되는 교환 대상물로서 룰루의 모습이다. 따라서 룰루는 고정된

주체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이데올로기 사회 규범에 맞는 수행을 통해

룰루의 주체가 구성되어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오페라에 나타나는 ‘룰루’의 양식화된 음악의 반복은 극적으로 중요한

리브레토 부분에서 룰루의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낸다. 먼저, 《룰루》는 성악작

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나타형식, 론도형식, 변주곡형식 등 다양한 기악 형식을

사용하여 극적인 의미를 표현한다. 1막의 소나타형식은 쇤 박사와 룰루의 관계

를 상징하며, 2막의 론도 형식은 룰루에 대한 알바의 사랑, 3막의 변주곡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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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몰락해가는 룰루의 모습을 표현한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고유음렬을

갖고 유도 동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룰루’를 표현하는 음렬은 ‘룰루의

P5 음렬’, ‘기호 동기’, ‘초상화 음렬’ 등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룰루의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이는 인간이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 젠더 정체

성을 형성해 가는 것처럼, 오페라에서 하나의 캐릭터가 정해진 자신의 음렬을

반복함으로써 룰루의 정체성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무엇보다 오페라《룰루》에서 분석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악구를 반복하는

유도 악구(Leitsektion)이다. 유도 악구는 선율뿐만 아니라 화음, 화성진행까지

광범위하게 반복하고, 음렬과 조성을 병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음악적

장치는 오페라에서 극적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오페라에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구현해 간다.

셋째, 룰루는 남성사회의 기획된 존재로서 여성이라는 젠더의 ‘허구적 생산

물’로서 젠더를 수행한다. 남성사회의 중심인물로 대표되는 쇤 박사는 룰루를

남성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길러낸다. 그리고 룰루의 매력적

인 모습을 이용하여 쇤 박사는 룰루의 두 번의 결혼을 기획한다. 쇤 박사에게

룰루는 하나의 자본이자 그녀의 결혼은 하나의 사업이다. 왜냐하면, 룰루의 결

혼은 부와 명예를 가진 남자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러한 룰루의 모습이 룰루의 여성이라는 젠더가 남성 사회의 이데올로기에서 비

롯한 ‘일정한 권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오페라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남성들은 룰루를 관능적인 여성으로 그들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한다. 룰루의 남편인 화가, 알바, 룰루를 추종하는 남성들은 룰루

의 육체를 희구하며 룰루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남성들의 태도는 육체

적 욕망의 쾌락에 대한 남성들의 집단적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이런 경

우 룰루는 성적 매력이 과장되게 부각되는 팜므파탈의 모습으로서 여성이라는

젠더를 수행해 간다. 왜냐하면, 룰루는 남성들 앞에서 매력을 드러낼 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룰루의 모습은 남성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여성에 대한 왜곡된 재현 중 하나로,

여성으로서 룰루의 모습이 실제로는 남성 욕망에 기원한 허구적인 ‘여성’ 젠더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룰루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충동화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다양한 젠

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오페라에서 룰루는 남성이 되고 싶어 하길 소망하거

나, 게슈비츠와 동성애관계에서 레즈비언 남성인 부치(butch)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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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틀러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으로

결정된 성으로 인해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강제적 이성애의 구분이 젠더 이데

올로기로 작용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인간의 젠더 정체성은 생물학

적 성과 사회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게이, 레즈비언, 드래그 등 수많은 가능

성이 존재하며, 이들의 젠더는 행위와 수행을 통해 구성되어진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젠더는 행위와 수행의 일련의 연쇄이자 구축되는 과정을 통해 드러

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룰루도 양성적 성향과 동성애 관계를 통해 젠더

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으로 해석한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표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체

신,

초월적인 존재

젠

더

남성사회의

여성으로서

허구적 생산물

인간

양성

다양한 이름

과정-중의 -룰루

룰루의

남성 정체성,

레즈비언

남성역할

동물

자연적인 존재

[표 5] 룰루의 젠더 정체성

먼저, 표의 세로축인 룰루의 주체는 인간을 중심으로 동물적인 존재와 신적

인 존재로 가정하였을 때, 오페라에서 룰루는 동물적인 존재이자 시민사회의 개

념을 거부함으로써 주체를 해체하고 다양한 이름을 통해 과정-중의-주체로서

유동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물론 신적인 존재와 동물적인 존재가 젠더의 층위

와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를 통해 인간 본성과

근원에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오페라에서 룰루는 자신의 주체의 범주를 해체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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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표의 가로축인 젠더 층위에서는 룰루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양성

적 특징을 지닌다. 남성사회의 기획된 존재로서 룰루는 여성이라는 역할을 통해

가부장적인 권력의 산물인 허구적 젠더 생산물로서 모습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룰루의 남성적인 특징과

남성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룰루의 레즈비언 남성역할인 부치는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이 일치하는 남성은 아니지만, 이성애적 구분법에서 넓게는 남

성이라는 젠더 범주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수행성 개념으로 살펴본 룰루의 젠더

는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특수한 일련

의 관계를 둘러싼 상호 수렴의 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346) 왜냐하면,

오페라에서 룰루는 주체가 고정되지 않고 열려있는 존재로서 남성들과의 수행

의 관계를 통해 구축되어져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으로

서의 ‘룰루’ 젠더 정체성은 남성 중심사회의 여성에 대한 허구적 상상물이자 환

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통해 접근한 ‘룰루’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수많은 해석의 작은 부분에 불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젠더의 논의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술로서 음악이 역사·사회·문화적 맥락과 영

향을 주고받으며 탄생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니콜라

스 쿡(Nicholas Cook, 1950-)의 음악과 언어에 관한 통찰은 많은 점을 시사한

다. 쿡은 “음악은 의미를 잉태”하고 있으며 단순히 언어적 의미를 넘어선다고

설명한다. 또한, 언어는 “음악의 산파 기능”을 하며 “음악의 잠재적 의미를 실제

의미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연결고리를 형성한다고 쿡은 지적한다.347) 이러한

음악과 언어의 관계는 음악이 언어의 다양한 의미(polyvalent)를 함의하며, 삶

안에서 다양하게 창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에서 젠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음악에 담긴 다양한

346) Butler, Gender Trouble, 10,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 103.
347) 니콜라스 쿡은 “음악은 의미를 잉태하고 있으며 단지 언어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
이 아니다. 하지만 말은 이른바 음악의 산파로서 기능한다. 말은 잠재적 의미를 실
제 의미로 변화시킨다. 말은 작품과 세계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크레이머의 용어
를 빌리자면 말은 음악의 세속성의 대리인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Music is
pregnant with meaning; it does not just reflect verbal meaning. But words
function. so to speak, as music's midwife. Words transform latent meaning into
actual meaning; they form the link between the work and world. To borrow
Kramer's term, they are the agent of music worldliness. Nicholas Cook, Very
Short Introduction to Mus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21. 장호연
역 『음악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문선, 2004), 149를 참조하여 필자가 번역함.



- 151 -

의미를 이해하는 하나의 시도일 것이다. 따라서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으로 바라

본 룰루의 젠더 정체성을 통해 오페라 《룰루》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를 맺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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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n Berg’s Lulu is an opera which has positione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operas in the 20thcentury.Many studies with various

standpoints have expounded the opera in the context of a tragedy

with love and revenge. Particularly, Lulu, the heroine of the work,

has been a main subject of studies. She is regarded as a fin de

siècle femme fatale who seduces the male deadly and leads them to

death finally. Meanwhile other views appreciate her as a passive role,

the object of male sexual fantasy, inconsistency, and a compound of

male projections. Nonetheless, precedent studies pinpoint the fractional

aspect of Lulu’s femaleness.

The opera, however, shows Lulu’s various attributes. She is

described as “Wunderkind (transcendent being)” and likened to the

animal being “gebändigt durch das menschliche Genie (tamed by

human genius)”. In addition, her behavior is ambiguou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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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on of gender revealing the characteristic of a liberated female

to win her own love, the passiveness manipulated by the masculine

society, and the desire to become a male. Moreover, her homosexual

relation with Countess Geschwitz underpins Lulu’s multifarious gender

identity not distinguished according to dichotomy. Given these, it is

necessary to shed light on Lulu’s gender identity distinctly and

systemically. This study explores a new perspective on Lulu based

on the concept of gender performativity by Judith Butler.

Butler’s gender performativity, a theory of post-feminism, asserts

that ‘a female’ and ‘category of female’ are accepted without any

criticism and ‘a female’ and ‘the representation of a female’ are

constituted by the discourse of the masculine-centric social power.

Notably, it argues that gender, which is not constructed by a stable

identity, is an identity institutionalized by “a stylized repetition of

acts”.

Examining the libretto and musical language of Lulu by Butler’s

perspective, this study confirms that Lulu’s identity is ambiguous and

her gender identity is formed by a stylized repetition of music, which

connotes that her behavior is associated with the view of the fin de

siècle male society on a female and the gender discourse of the early

20thcentury. With the aim to review contemporary implications of

Lulu, the study finds and develops the following arguments regarding

Lulu’s gender identity.

First, Lulu’s identity category can be seen as Lulu in progress. An

animal being and ‘die Urgestalt des Weibes (the archetype of

Woman)’ are representations for her in the prologue of the opera.

Conversations with a painter describe her as the unfathomable being

to deny the values of the civil society, such as truth, faith, love and

pledge. Those shows Lulu’s ambiguity traversing between a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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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 animal beings, and non-subjectivity with the denial of the

civil society’s concept, not subjectivity controlled by rationality.

Various aspects from Lulu make constant questions of who she is

really as Butler a does not assume the subject of ‘a female’ as the

beginning of the premise of gender performativity. Actually, males in

opera name her in various way, ‘Eve,’ ‘Nelly,’ and ‘Mignon,’ which

indicates that they perceive Lulu as the object to fulfill their fantasy,

instead of understanding her substance. In this context, it can be

understood that Lulu’s subject is not fixed and it is constituted by

doing masculine ideology regulatory.

Second, Lulu’s stylized repetition of music reveals her various

identities in the dramatically significant part of libretto. Above all,

Lulu is vocal music but delivers dramatic meanings by employing

sonata, rondo, variation, and instrumental forms. The sonata structure

of Act I connotes relations between Dr. Schön and Lulu, the rondo of

Act II expresses Alba’s love to Lulu, and the variation of Act III

stands for Lulu’s falling down. Next, regarding twelve-tone

expression for Lulu, the repeated use of Lulu’s series of P5 and

sign-motive in the purpose of Leitmotive constitutes her musical

identity. That is, Lulu constructs her identity in the opera by

repeating her series as a human being does one’s identity by a

stylized repetition of acts. Together with Leitmotive, the opera uses

Lietsektion (reiterating a musical unit). It repeats melody, chord, and

harmonic progress extensively, and juxtaposes twelve-tone set and

non-dodecaphonic tone. This musical device communicates dramatic

implications more effectively and constitutes Lulu’s identity

synchronously.

Third, it can be regarded that Lulu is a ‘fictive construction’ of

the gender of a female being manipulated by the masculin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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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Schön, a main figure of the society, builds up her according to

the ideal type of a female required by the society. He schemes her

two marriages taking advantage of Lulu’s fascination. In this point,

as the gender from a highly rigid regulatory frame asserted by

Butler, her identity can be apprehended. Meanwhile, almost all males

in the opera treat her as the object for embodying their fantasies. In

this sense, she performs a femme fatale mirroring their collective

fantasy.

Fourth, Lulu assumes various aspects of gender identities, not

fixed to compulsory heterosexuality. As Butler criticizes, although

many genders can be considered, male or female of absolute gender

dichotomy by an anatomical approach strongly influence gender

ideology. In addition, Like Butler argues, it can be asserted that

regarding gays, lesbians, and drags, whose biological genders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ir social genders, their act and performance

demonstrate their various gender identities. In this context, Lulu’s act

entails various gender identities. She desires to be a male and

performs Butch, lesbian male, in the homosexual relation with

Countess Geschwitz.

keywords : Alban Berg, Frank Wedekind, Lulu, Judith Bu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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