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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통해 대본을 음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음악과 연극적 요소를 결합 했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모차르트는 총 22개의 오페라를 만들었다. 그 중 로렌조 다 폰테

(Lorenzo da Ponte, 1749-1838)의 대본으로 작곡한 <피가로의 결혼 Le

Nozze di Figaro>과 <돈 지오반니 Don Giovanni> 그리고 <코지 판 투테

Cosi fan tutte>는 오페라 부파에 속하며, 이 작품들은 모차르트에게 18

세기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입지를 정점에 올려놓았다. 특히 <피가로의

결혼>은 당시 계몽주의적 주제를 반영하는 문장으로 인해 사회적인 반향

을 일으켰던 프랑스의 작가 보마르셰(Pierre-Augustin Caron de

Beaumarchais)의 연극 대본을 오페라로 만든 것이다. 모차르트는 이 작

품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들을 과감히 삭제하고 오히려

원작보다 더욱 희극적인 요소를 살렸으며, 기존의 전형적이던 오페라 작

곡 기법에서 벗어나 색다른 양식을 선보인다.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을 통해 아리아보다 앙상블을 중심으로 인

물들 간의 관계를 나타냈고, 여러 가지 음악적 장치를 통해 인물의 감정

과 캐릭터를 묘사해 사건을 전개했으며 조성 및 악곡의 형식, 선율, 화

성과 리듬, 악기 배치에 따른 오케스트라 텍스처를 통해 극과 음악의 관

계를 더욱 긴밀히 했다.

주요어 :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 오페라, 음악과 연극적 요소의

결합

학 번 : 2009-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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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페라는 ‘노래하는 연극’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페라와 연극은 이야

기나 행동 속에서, 배우를 통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삶을 모방해서 재현

혹은 제시하는 예술1)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무대에서 의상을 걸친 등

장인물이 ‘연기’를 하는 것은 연극이지만 오페라는 ‘노래와 기악 연주에

의해’ 극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연극과 차별성이 생긴다.

또한 오페라는 17세기 중반 라틴어 오푸스(opus)의 복수형에서 유래되

었는데, 이것은 문학적으로 작품을 뜻한다. 즉 오페라가 음악뿐만 아니

라 연극과 무용 그리고 문학과 미술이 총체적으로 함께 어우러진 종합

예술 즉 여러 작품의 합성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2) 이처럼 여러 가지

장르의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기 때문에, 오페라를 음악으로 형상화하는

데는 작곡가의 기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오스민의 분노는 코믹한 터치를 위해 터키풍(Alla turca)으로 썼습니다. 이 아리아를 쓰면서(그가

우리 잘츠부르크의 마이다스3)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셔씨의 아름답고도 깊은 음들이 한층 빛나

도록 했습니다. ‘모하메드의 수염을 걸고 맹세하노니(Drum beim Barte des Propheten)’ 악구는 사

실 같은 템포지만 더 짧은 음들로 되어있습니다. 오스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면서(아리아가 끝나가

는 것처럼 보일 때) Allegro assai가 나오고, 템포의 변화와 함께 완전히 다른 리듬과 다른 조성으

로 변합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극도의 분노가 쌓여 이성과 절제를 벗어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면 음악도 그 자체를 잃어버려야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끔찍한 상황에서라도, 그것이 폭력적이건 아니건 격렬한 감정은 절대 흥분된 혐오감까지 표현해서

는 안 되며, 음악으로서 귀에 불쾌감을 주면 안 되고, 오직 듣는 이를 즐겁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악은 음악이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리아를 쓸 때) F장조에

서 먼 조를 택하지 않고 관계조를 택했지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D 단조가 아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먼 A 단조를 택했습니다.4)

1) 에드윈 윌슨, 『연극의 이해』, 채윤미(역), (서울:예니, 1998), pp. 23

2) 옥스퍼드사전. “오페라”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opera,

(2016.08.23)

3) 마이다스 신화를 이용해 잘츠부르크에서 흥행이 보증된 가수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4) Anderson, ed. The Letters of Mozart and His Family, pp. 768-70, 재인용 권송택

(역), 모차르트 오페라의 관습적 이디엄, 서양음악학 12(1) pp.4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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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모차르트가 <후궁으로부터의 탈출>을 작곡했던 기간에 아버

지 레오폴드((Johann Georg Leopold Mozart, 1719-1787)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 글은 모차르트가 오페라를 작곡할 때 음악

의 요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차르트는 대

사를 음악으로 나타낼 때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템포와

리듬, 조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다른 오페라들과 차별성을 가지

고 있는데, 극의 유형과 시대반영적인 성격에 따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피가로의 결혼>은 오페라 중에서도 희극으로 분류되는 ‘오페라 부파’의

형태에 속한다. 본래 희극은 인간사의 여러 가지 광경을 담기 때문에 항

상 코믹한 장면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희비극이 함께 얼룩진

인간의 모든 면을 심도 깊게 다루기 때문에, 온전한 비극보다 창작자가

인물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의 폭이 더 넓어져야 한다.

또한 <피가로의 결혼>은 작품이 만들어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담

고 있다. 모든 예술 작품이 자신이 만들어진 시대의 가치, 철학, 사회와

같은 세계관을 나타내듯이 오페라 역시 그가 만들어진 당대의 사회와 밀

접하게 관련이 있다. 오페라는 다른 어떤 예술 장르보다 작품이 만들어

진 시대상을 강하게 반영하는데, 극 중 사건이 일어나고 진행되는 동안

그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을 다양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극

을 이끌어 가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사회적인 지위 설정은 물론이

거니와 인물의 음악적 표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 <피가로의

결혼>은 봉건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과도기의 작품으로써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차르트의 다른 작품들보다 이와

같이 시대상에 대한 배경지식의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인물들의 특

색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즉 <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음악적인 요소와 연극적인 요소를 이해하

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 3 -

1.1.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논문은 <피가로의 결혼>을 통해 연극적인 요소와 음악적인 요소의

결합에 대한 연구이다. <피가로의 결혼>에 대한 논문은 다소 존재하나,

주로 음악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연극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소홀

히 한 것이 사실이다.5)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을 통해 그가 꿈꾸던 오페라의 이상향,

‘노래하는 연극’을 실현코자 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음악적인 요소와 연극적인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연구하

고, 단순히 선율뿐만이 아니라 역할이 확대된 레치타티보와 오케스트라

의 사용 방법까지 분석 범위를 넓혔다.

본 논문은 오페라 작곡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작곡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음악극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가로의 결혼>을 오

페라 작곡의 교본으로 삼아 모차르트가 사용한 연극적 요소와 음악적 요

소의 결합 방법을 기술적으로 습득해 음악극을 작곡하는 것에 도움을 주

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 뮤지컬을 비롯해 오페라까지, 음악극 작곡에

대해 점점 커져가는 관심에 비해 작곡기술에 대한 교본이 거의 없는 실

정에서 이 논문은 오페라가 대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음악으로 완성되는

과정, 즉 연극적 요소가 음악적 요소로 환원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찾고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기술적론적이고 방법론적 예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5) Heartz는 전작인 파이지엘로(Giovanni Paisiello, 1740-1816)의 <세비야의 이발사>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의 연관성을 주로 서술했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에 치우쳐

모차르트만의 독립적인 작곡 요소를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Allanbrook의 논문

역시 돈 지오반니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모차르트의 리듬 구성 요소나 박절 형태를

살펴보기 때문에 연극적인 면은 고려되지 않았다. Platoff는 4막으로 이루어진 28개의

곡 가운데 오직 2막 피날레 한 곡에만 집중한 분석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석을

살펴 볼 수 없으며 조성 이외의 다른 면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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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곡을 분석하는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악의 기본 요소와 연극

의 기본 요소를 정해 분석 방법을 제한했고, 이들이 결합된 부분을 찾아

예를 들어 서술했다. 음악적인 요소로는 조성 및 화성, 선율, 악기 및

텍스처, 리듬 및 셈여림 그리고 형식 까지 총 8개로 구분했으며 이와 결

합되는 연극적인 요소는 인물과 상황, 분위기, 관계, 행동까지 총 5개로

나누었다.6)

한글 가사는 악보 밑에 함께 볼 수 있도록 명시해 두었고, 분석에 따

른 해석은 논문 저자의 주관적인 것임을 명시해 둔다.

6) M.S.배랭거, 『연극 이해의 길』 이재명(역), (서울:평민사, 1992.)를 참고로 연극

의 요소를 나누었다. 



- 5 -

2. 본론

2.1. 계몽주의 오페라의 시대적 배경

1680년경부터 시작된 계몽주의 시대로의 변화는 귀족중심에서 시민중

심의 사회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음악 역시 이

전과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지배계급만의 향유가 아닌 시민계급까

지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형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중산층 계급에

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악기의 보급과 악보의 출판이 증가되

었으며 연주회장 또한 점차 일반화되었다. 음악이 이처럼 대중화되어도

음악가들은 여전히 교회와 궁정의 후원 없이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

였다. 교회는 음악의 중요한 후원자로 연주와 창작활동을 도왔고, 궁정

과 귀족의 후원은 계속되었으나 음악가들의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후원

은 거의 없었다.7)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은 생의 대부분을 봉건시대의

하인으로 살았으며 그 이후의 시대에 태어난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독립적인 음악가이

자 작곡가의 지위를 쟁취하여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

두 세계의 중간에 있었던 모차르트는 봉건질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도, 새로운 질서를 성취하지도 못했다.8) 따라서 20대 이후에 작곡된 모

차르트의 오페라에는 귀족의 사랑을 받고자 노력하는 순종적인 신동의

단면이 아닌 강력한 정치의식과 반 귀족주의가 잘 드러나 있다.

7) 홍세원, 『고전파 음악』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pp.8~9

8) 폴 맥가, 『모차르트-혁명의 서곡』 정병선(역), (서울:책갈피 2002),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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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글룩의 오페라 개혁과 영향

모차르트는 고전시대의 작곡가 중 계몽주의사상을 음악에 가장 효과적

으로 반영시켰다. 군주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계몽주의

풍조는 사회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페라 개혁운동에 동

기를 제공했는데, 이것은 바로크의 전통적인 오페라 세리아에 대한 거부

와 함께 오페라의 뿌리 깊은 고질병들을 고치려 노력했다. 고전시대가

시작될 무렵, 오페라 세리아는 줄거리와 음악의 흐름보다 스타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우선시되며 이로 인해 ‘노래와 음악에 의해 진행하는 극’

이라는 오페라의 본질이 경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글룩(Christoph Willibald Gluck, 1714-1787)에 의한 오페

라 개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글룩은 이전의 오페라에서 아리

아가 극적 요소를 방해하는 것에 반대하고 오히려 음악이 극을 표현하

는, 즉 ‘시에 음악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테면 별도의 기악

작품처럼 연주되던 오페라 서곡은 이제 작품 전체의 흐름과 이어져야 하

고 아리아의 숫자는 줄어들며, 오케스트라 반주의 레치타티보 형식은 늘

어났다.9) 가수의 자유롭고 화려한 장식을 배제하고 합주와 반주에 의한

낭송을 이용해 이전보다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의 대비를 완화시켰으며,

대사와 드라마의 긴장감을 높여 극의 진행을 원활하게 만들었다.10) 이

전의 작품들보다 합창과 중창이 강화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글룩의 오

페라는 드라마 중심적이며 초인적인 인물이 등장했고, 합창을 중요시했

으며 기교와 감정이 적절히 배제된 순수한 18세기 양식이었다.

글룩의 처방과 맥을 같이하는 모차르트는 글룩의 이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연극으로서의 오페라를 작곡한다’는 이념을 갖는다. 오페라 세리

아에 있어서도 이전 시대의 도식적 구조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

며, 대신 극적 줄거리에 의한 음악적 흐름을 우선시하여 작품전체가 친

9) 허영한, 『새들배 서양음악사II』, (심설당, 2010), pp. 39

10) 나가누마 유미·니토 히로미, 『서양음악사』, 홍성민(역), (하서, 2013),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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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는 ‘시가 음악에 순종

하는 딸이 되어야한다’고 주장11)했으며,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자신만의

기법을 통해 극과 음악을 융합시키는 데 성공했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대본의 내적인 흐름과 일치한다. 아리아만을 중요

시여긴 당시 세태에서 벗어나 앙상블을 중요시하고 복합적인 상황의 변

화를 통해 ‘인간’ 그 자체를 표현하며, 기교가 뛰어나고 감정 표현이 풍

부하다. 템포, 음색, 강세와 선율의 확장 그리고 조화된 화음으로 나타

나는 음악의 흐름은 변칙적이지만 작곡가의 통제에 의해 통일성을 지닌

다. 특히 중요한 등장인물의 묘사는 음악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사용해

표현한다. 또한 오케스트라의 역할도 이전보다 더 확대되었다. 모차르트

는 오케스트라의 역할이 단지 드라마를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교

향곡과 같은 풍부한 내용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12) 또한 오페라에서

복잡한 플롯과 반음계적 화성을 사용한 선율이 서로 균형 및 대조를 이

루는 형식을 통해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열었다.

더 나아가서 글룩의 오페라 개혁과 함께 고전시대의 오페라들은 차츰

당시의 시대 상황을 대변해 주는 ‘계급적 신분타파’를 옹호하는 주제를

갖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오페라 분야에서 희가극을 선호하게 만들었는

데13) 모차르트 역시 <이도메네오>의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페

라 주류였던 오페라 세리아의 고대 신화 같은 주제를 거부하며 징슈필이

나 오페라 부파처럼 일반 대중들에게 한결 접근하기 쉬운 어법을 택했

다.

11) 허영한, 『새들배 서양음악사II』, (심설당, 2019), pp. 48

12) 송주희, “Mozart 오페라 <Le Nozze di Figaro>를 통한 오페라 부파의 특성 연구”(전

북: 전북대 대학원, 2001), pp.14-23

13) 홍세원, 『고전파 음악』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p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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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모차르트와 오페라 부파

오페라 부파에는 이전의 정형화된 인물 유형과 달리 다양한 유형의 인

물이 등장함으로써 음악에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오페라 세리아에 기량

이 뛰어난 가수들을 모두 내어준 오페라 부파는 그보다 가수의 역량이

떨어지는 관계로 덜 과시적이면서 더 단순한 멜로디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단순함은 일반 대중들까지 포용하기 위한 목적에도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모든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부파의 큰 특징이

다. 세리아의 경직되고 단조로운 감상을 뛰어넘어, 드라마와 극의 구성

을 발전시키게 되고 막이 끝날 때엔 중창과 합창이 늘어나면서 점차 아

리아의 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모차르트의 오페

라는 대본과 음악의 효과적 결합을 이루게 된다. 내용의 흐름에 따라 등

장인물의 등장과 퇴장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었고, 구성은 복잡한 플롯을

바탕으로 완벽한 형태를 이룬다. 모차르트는 음악과 연극적인 특성들 사

이의 균형에 대한 글룩의 이념에 충실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는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랑하는 감정을 민감하고 생동감 있게 음악적으로 표현하

는 데에 노력했다.

모차르트는 극중 배역의 성격을 묘사하거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표

현할 때 단순히 대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음악적인 장치를 사용했다.

화려한 선율과 우아한 리듬 형태는 귀족신분을 표현하고, 경쾌하고 재치

있는 선율 혹은 단순한 선율 및 박자는 하인 신분의 역할에 배치하는 등

의 방식으로 계급의 차이를 표현했다.

또한 배역의 비중을 주인공에게만 모두 몰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배역에게 아리아를 맡겨서 모

든 등장인물이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다.14) 또한 모차르트는 오페라 부

파라는 이탈리아 양식의 희가극과 노래극이라는 독일 양식인 징슈필의

14) 김재민, “W. A. Mozart의 오페라 부파와 18세기 계몽주의” (서울:경희대 대학원,

201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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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
작품명

작곡년도와

장소

35
제 1 계율의 책무- Die Schuldigkeit des ersten

Gebots, Part I(종교적 징슈필)

1767

잘츠부르크

38
아폴로 히아킨투스- Apollo et Hyacinthus

(라틴어 희극)

1767

잘츠부르크

50

(46b)

바스티안과 바스티엔- Bastien und Bastienne

(1막의 징슈필)

1768

빈

51

(46a)

보아라, 바보아가씨- La finta semplice

(3막의 오페라 부파)

1768

빈

87

(74a)

폰토의 왕 미트리다테- Mitridate, re di Ponto

(3막의 오페라 세리아)

1770

밀라노

111
알바의 아스카니오- Ascanio in Alba

(2막의 무대 세레나데)

1771

밀라노

126
시피오네의 꿈- Il sogno di Scipione

(무대 세레나데)

1772

잘츠부르크

135 루치오 실라- Lucio Silla (3막의 음악극)

1772

잘츠부르크

밀라노

196
가짜 여정원사- La finta giardiniera

(3막의 오페라 부파)

1775

잘츠부르크

뮌헨

208 양치기 임금님- Il re pastore(2막의 음악극)
1775

잘츠부르크

Ahn.10

(299b)

레 프티 리앙- Les petits riens

(팬터마임을 위한 발레 음악)

1778

파리

묘미를 살려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오페라 부파를 통해 자신의 음악

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했으며 이로 인해 18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되

었다. 그는 글룩이 이루지 못한 음악과 극의 결합을 완전하게 이루었고

이탈리아 풍의 오페라는 물론, 독일 오페라의 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모차르트의 오페라 작품



- 10 -

345

(366a)

영웅극 《이집트왕 타모스》를 위한 합창과 막

간음악 Thamos, Kӧnig in Ägypten

(미완, 부수음악)

1779

잘츠부르크

344

(366b)
차이데- Zaide(미완, 2막의 징슈필)

1779

잘츠부르크

366

크레타의 왕 이도메네오-

Idomeneo, re di Creta

(3막의 오페라 세리아)

1781

잘츠부르크 뮌

헨

367
《이도메네오》에의 발레음악-

Belletmusik zu Idomeneo

1781

뮌헨

384
후궁으로부터 유괴-

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3막의 징슈필)

1782

빈

422
카이로의 거위-

L'oca del Cairo(2막의 오페라 부파)

1783

잘츠부르크

430
속은 신랑- Lo sposo deluso

(미완, 2막의 오페라 부파)

1783

잘츠부르크

486
극장지배인- Der Schauspieldirektor

(음악이 딸린 1막 희극)

1786

빈

492
피가로의 결혼-

Le nozze di Figaro (4막의 오페라 부파)

1786

빈

527
돈 조반니- Don Giovanni

(2막의 오페라부파 혹은 드라마 지오코조 )

1787

빈

프라하

588
여자는 다 그래-

Cosi fan tutte(2막의 오페라 부파)

1790

빈

592a 현자의 돌- Der Stein der Weisen
1790

빈

620 마적- Die Zauberflӧte(2막의 오페라 부파)
1791

빈

621
티토 왕의 자비- La Clemeza di Tito

(2막의 오페라 세리아)

1791

빈

프라하

K.V.= 쾨헬 번호, ( )안은 1964 쾨헬 개정 제 6판

K.6V.Ahn.= 1964년판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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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모차르트의 오페라

모차르트는 총 22개의 음악극을 작곡했는데 그 중 징슈필은 모두 5곡

이 있다. 1767년의 종교적 징슈필인 <제 1계율의 책무(Die Schuldigkeit

des ersten Gebots), K.35>와 1779년 미완성 2막 작품 <자이데 (Zaide,

미완, 1779), K.344>를 제외하면 순수한 징슈필은 <바스티안과 바스티

엔느(Bastien und Bastienne, 1768>와 <후궁으로부터의 탈출(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 1782)>, 그리고 모차르트 최후의 오페라인

<마적(Die Zauberflӧte, 1791)>까지 총 3곡이다. 이중에서 <바스티안과

바스티엔느>는 그의 소년시대의 대표작으로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사

상가 루소(Jean Jacque Rousseau, 1712-1778)의 오페라 <Le devin du

village>를 근거로 하였으며 대본을 자유롭게 번역하여 작곡했다. <바스

티안과 바스티엔느>는 1768년 비엔나에서 초연되었으며 힐러의 징슈필

수법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오케스트라 편성이 독창적이며 최초의 독일

어 가극이기도 하다.

<후궁으로부터의 탈출>로 인해 그의 징슈필은 예술의 영역으로 자리잡

게 되었다. 이 작품은 18세기에 인기를 끌던 동방을 배경으로 모험과 구

출을 주제로 한 낭만적이고 희극적인 줄거리를 가졌으며 특히 이국적인

소재와 piano, forte 다이나믹의 잦은 교대로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나타

낸다. 사랑하는 약혼녀 콘스탄체를 구하기 위해 이국땅으로 잠입한 블론

테의 아리아(No.12)에서는 플루트 협주곡(KV 314)의 테마를 사용해 고

전적인 기악과 성악의 접근을 보여 준다. 모차르트는 기악과 성악의 작

곡에 있어 특별한 차이점을 두지 않았는데, 이러한 양상은 기악곡으로부

터 성악곡으로 주제 선율을 차용하는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다.

근대 독일 오페라의 최초 작품인 <마적>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로서 징슈필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마적>은 원작인 힐러의 창작품과 다

르게 서곡의 장대한 푸가에서부터 장엄한 피날레에 이르기까지 신비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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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아한 멜로디와 대위법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마적’은 빌란트

(Christoph Martin Wieland)의 동화집 「지니스탄(Dschinnistan)」 중

「룰루 혹은 마술피리(Lulu oder die Zauberflӧte)에서 소재를 뽑아 쉬카

네더(Emanuel Schikaneder)가 독일어 대본을 만들었다. 모차르트는 이

작품 속에 18세기의 모든 음악 사상을 표현했다. 즉, 이탈리아의 풍부한

성악기법, 독일 징슈필의 민속적 유머, 가곡 형식의 아리아, 엄숙한 합

창장면은 대위법적 반주에 의한 바로크식 코랄 프렐류드 기법의 재현까

지 들어있다.15) 쉬카네더와 모차르트는 당시 비밀 결사 단체인 프리메

이슨(Freemason)16)에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은 프리메이슨에

대한 상징을 간간히 담고 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부파의 작품은 모두 7곡으로 <보아라, 바보

아가씨(La finta semplice, 1768), K.51(46a)>, <가짜 여정원사(La finta

giardiniera, 1775), K.196>, <카이로의 거위(L’oca del Cairo, 1783),

K.422>, <속은 신랑(Lo Sposo deluso, 1783, 미완성), K.430(424a)>,

<피가로의 결혼(피가로의 결혼,1786), K.492>, <돈 지오반니(Don

Giovanni, 1787), K.527>, <코지판 투테(Cosi fan tutte, 여자는 다 그

래, 1790), K.588>가 있다.

모차르트는 35세인 1781년에 잘츠부르크 대주교와 결별하고 빈에서 독

립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같이 빈에서 활동을 하게 된 사람이 다 폰

테(Lorenzo da Ponte, 1749~1838)였다. 다 폰테는 1782년에 궁정극장의

대본작가인 메타스타지오(Pietro Metastasio, 1698~1782)가 사망하면서

궁정극장의 후임자로 선정되어 오페라 대본을 쓰게 되었다. 다 폰테의

대본에 의한 오페라는 ‘피가로의 결혼’, ‘돈 지오반니’ 그리고 ‘코지판 투

테’이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부파의 특징은 등장인물들을 유형화

시키고 규격화 시킨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오페라 세리아와 다른 방식

으로, 복잡한 플롯 위에 정형화된 인물 군상들은 음악을 통해 표현된다.

15) 송주희, “Mozart 오페라 「Le Nozze di Figaro」를 통한 오페라 부파의 특성 연구”

(전북: 전북대 대학원, 2001), pp.23

16) 프리메이슨은 1717년에 런던에 설립된 세계 시민주의적, 자유주의적, 우애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회합에서는 성서를 사용한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이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음악가들과 관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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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로의 결혼> 중 바르톨로가 부르는 ‘여자는 다 그래’에서 영감을

얻은 <코지판 투테>는 여성의 변덕스러움을 주제로 만들어졌다. 특히 사

건전개의 시간을 하루 동안 벌어지도록 만드는 관례에 따름으로써 당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두 쌍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오해와 변장술 플

롯을 이용한 혼동, 그로 인한 큰 소동 후 해피엔딩 등은 이탈리아 오페

라 부파의 전통에 따랐으며 아이러니를 음악적 유머로 승화시켜 이 오페

라를 걸작으로 만들었다.17) 또한 가벼운 분위기 위에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진지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앙상블 중 마지막

피날레는 모차르트의 역량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돈 지오반니>는 오페라 세리아와 오페라 부파의 결합 형태인 드라마

지오코조(drama giocoso, 유쾌한 극) 형태를 취했는데, 모차르트는 희

극적인 내용과 비극적인 내용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능수능란하

게 다루었다. 전고전시대는 오페라에서 진지한 내용과 희극적인 내용을

혼합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지만 고전주의 작곡가들의 작품

에는 오페라 세리아에 희극적인 요소를 넣거나, 오페라 부파에 비극적인

요소들이 삽입된 경우가 있었다. 다 폰테 대본의 2막 오페라로 이탈리아

어로 써진 <돈 지오반니>는 ‘돈 후안 테노리오(Don Juan Tenorio)’라는

14세기경의 전설의 인물을 소재로 한 오페라이다. 모차르트는 돈 후안을

이기주의자이자 통속적인 도덕의 조소자로, 죽는 순간까지도 참회할 줄

모르는 인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음악은 서곡에서 피날레에 나타날

석상을 암시하거나 마지막에 극적으로 동상이 출현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등 평범한 내용보다는 초인적인 내용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특징은 19세

기 낭만파 음악을 떠오르게 만든다. 모차르트는 이 작품에서도 중창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그것을 음악적 장치를 이용해 등장인물들의 성격묘

사를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몇몇 인물들의 성격, 특히 그들과 다른 사람

들과의 관계는 아리아가 아니라 중창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낸

다.18)

17) 송주희, “Mozart 오페라 「Le Nozze di Figaro」를 통한 오페라 부파의 특성 연구”

(전북:전북대 대학원, 2001), pp.38

18) 이남재·김용환, 『18세기 음악』 (서울:음악세계, 2006), p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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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세리아 오페라 부파 징슈필

주제

귀족 계층 칭송하며

윤리적 내용. 열정

과 사랑 또는 고대

영웅이나 그리스·로

마 신화.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취해 평범한 인물과

장면 등장. 시민생활

을 소재로 함.

익살맞은 주제.

프랑스 희가극을 번역

또는 각색해서 그들의

소재를 찾음. 이국적

인 소재 사용 (후궁으

로부터의 도피)

내용
정가극.

진지하고 비극적.
희가극. 경가극. 희극적 내용

특징

레치타티보와 아리

아를 중요시하며 중

창, 합창은 간혹 사

용. 중요한 배역은

주로 카스트라토.

아리아는 기교적이

고 화려함. 다카포

아리아 사용. 유형

화된 인물 부각

레치타티보 세코와

앙상블 피날레 사용.

등장인물을 유형화

함. 민족어법 강조.

대중적인 성격

레치타티보 대신

대화를 사용

대본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대 표 적

작품

·폰토의 왕 미트리

다테(Mitridate Ré

di Ponto, 1770),

K.87

· 이 도 메 네 오

(Idomeneo,1781),

·보아라, 바보 아가

씨(La finta

semplice, 1768),

K.51(46a)

·가짜 여정원사(La

finta giardiniera,

1775), K.196

· 제 1계율의 책무

(Die Schuldigkeit des

ersten Gebots, 종교

적 징슈필, 1767),

K.35

·자이데 (Zaide, 미

완, 1779), K.344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오페라의 분류에 따른 모차르트 오페라의 대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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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66

·황제 티투스의 자

비(La Clemenza di

Tito,1791), K.621'

· 속은 신랑 (Lo

Sposo deluso, 1783,

미완), K.430(424a)

·피가로의 결혼(피가

로의 결혼, 1786)

K.492

·돈 지오반니(Don

Giovanni, 1787),

K.527

·코지 판투테 (C o s i

fan tutte, 여자는 다

그래, 1790), K.588

·바스티안과 바스

티엔느 ( B a s t i e n

und Bastienne,

1768)

·후궁으로부터의 도피

(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 1782)’

·마술피리

(Die Zauberflöte,

1791)’

2.1.3.1 <피가로의 결혼>의 작곡 배경과 개요

작곡: Wolfgang Amadeus Mozart

원작: Pierre-Augustin Caron de Beaumarchais의 희곡

대본: Lorenzo da Ponte(이탈리아어)

시간, 장소: 18세기 세빌리아 근교의 백작 저택

초연: 1786년 5월 1일, Wien Burg 극장

편성: 2 flutes, 2 oboes, 2 clarinets, 2 bassoons, 2 horns, 2 trumpets,

timpani, violin, viola, violoncello, contrabass

등장인물: Almaviva - 알마비바 백작, 세빌리아의 귀족 (Baritone)

La Contessa - 백작부인 (Soprano)

Figaro - 피가로, 백작의 시종 (Baritone)

Susanna - 수잔나, 피가로의 약혼녀로 백작부인의 하녀

(Sopr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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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ubino - 케루비노, 소년시종 (Mezzo Soprano)

Bartolo - 바르톨로, 내과의사 (Baritone)

Marcellina - 마르첼리나, 성내 여종의 우두머리 (Soprano)

Don Basilio - 돈 바질리오, 음악교사 (Tenor)

Antonio - 안토니오, 정원사 (Baritone)

Barbarina - 바르바리나, 정원사의 딸 (Soprano)

Don Curzio - 돈 쿠르지오, 재판관 (Tenor)

<피가로의 결혼>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불러일으킨 계급 투쟁을

주제로 한 최초의 근대 오페라이다. 이전의 오페라들이 주로 고대 신화

나 영웅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것에 정형화 되어 있었다면, <피가로

의 결혼>은 모차르트가 이전에 쓴 고전적인 작품과 그의 시대 전에 작곡

된 귀족주의적 오페라들과 명백히 구별되는 새로운 것으로 보여진다. 모

차르트가 작곡활동을 하던 시기는 사회적으로 인본주의 사상이 대두되던

18세기 말로, 계몽주의와 공리주의를 중심으로 귀족의 권위나 특권에 대

해 개인의 자유, 평등을 지향하고 철학이나 과학, 문학 그리고 예술 모

두가 귀족이나 전문가들만의 공유였던 소수의 양상에서 벗어나 일반대중

들을 의식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음악도 이와 같은 영향으로 인해 모든

청중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19)

이러한 흐름을 통해 18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위주

로 하는 오페라 세리아보다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취하고 구어체를 사용

한 희극적인 오페라 부파가 더 널리 상연되었다. 레치타티보의 적극적인

활용과 유형화된 인물들, 변장과 밤에 일어나는 혼동, 계략, 플롯 전개

의 주된 수단이 되는 거짓 꾸밈 등이 오페라 부파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1782년에 ‘피가로의 결혼’의 원작인 보마르셰(Pierre-Augustin Caron

de Beaumarchais, 1732~1799)의 3부작 <세비야의 이발사 Le Barbiera

de Seville>, <피가로의 결혼 Le Marriage de Figaro>, <죄 많은 어머니

19) Grout,D.J., 『서양음악사』, 서우석·문호근(역), (서울:수문당, 1978), p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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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Mére Coupable> 중 제 1편인 <세비야의 이발사>가 파이지엘로

(Giovanni Paisiello, 1740 - 1816)에 의해 작곡되어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초연하여 호평을 받고 1783년 당시의 빈 오페라의 중심지였던 부르크 극

장에서 상연을 거듭하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제 1편에 이어지는 두 번째 편, <피가로의 결혼>은 희곡으로서 매우

뛰어난 작품이었지만 프랑스 혁명 전야에 정치적, 사회적 분노를 직설적

으로 표현하고 귀족사회에 대한 풍자와 반항이라는 내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빈을 비롯한 유럽의 황제나 귀족들에 의해 상연 금

지를 당한 문제가 있는 희곡이었다. 이 작품은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오스트리아 빈까지 오게 되었다. 극 자체가 프랑스 혁명을 초래

하였다고 할 만큼 그 당시의 귀족들에게 맞지 않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빈에서도 황제의 명령으로 상연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작품을 모차르트

가 오페라로 만들고자 한 것은 당시 그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그

러나 이 대본에 관심이 있던 다 폰테가 황제에게 권유하고, 결국에는 내

용을 조금 바꾼다면 오페라로 상연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낸다. 1785년

다 폰테의 리브레토가 만들어진 후 궁중작곡가로 있던 모차르트가 손을

대어 1786년 4월 29일 전체를 완전히 작곡하였다. 그리고 이틀 후인 5월

1일, 빈의 브루크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모차르트는 원작의 반체제적인

요소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작곡했으나 빈에서 성공하지 못했다.20)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보마르셰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

였지만, 원작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21) 이는 황제에게서 상연 허가를

받기 위해 사회 비판적인 부분을 많이 완화시켰기 때문인데 모차르트의

20) 폴 맥가, 『모차르트-혁명의 서곡』 정병선(역), (서울: 책갈피 2002), pp.

152~160

21) 보마르셰의 희곡은 작품 곳곳에 그 당시 사회를 비판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 대표

적인 것이 5막 3장의 피가로의 긴 독백이다.

“안 되지. 당신이 성주라 해서 그런 자격은 없어.
귀족, 재산, 지위, 신분 그런 것이 당신을 자만하게 만들었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당신 어머니 배만 아프게 했고 나와서 운 것밖에 더 있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 부분을 통해, 피가로가 당시 구제도의 모순을 비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당시 사회의 부조리한 사회모습(백작의 초야권 행사, 재판관직을 돈을 주고 사는 것등)

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보마르셰의 희곡은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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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생략에도 불구하고 오페라에는 백작에 대한 피가로의 도전적인

아리아를 통해 계급투쟁이 간략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오페라는 단순히 신분적인 계급투쟁뿐만이 아니라, 백작

부인을 비롯한 여성들의 아리아를 통해 남성에 대한 여성의 투쟁도 드러

내고 있다. 모차르트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중 수잔나의 가

장 강력한 비중은 당대 다른 작품들에 비해 매우 급진적이며 극의 전반

에 걸쳐 성적으로 극을 어지럽히는 캐릭터로 ‘케루비노’도 등장한다.

모차르트의 오페라는 보마르셰의 원작에 비해 사회성보다는 사랑 이야

기에 더욱 비중을 둔 모습을 보인다. 등장인물의 성격 역시 상당히 변화

된 모습을 보이는데 원작에서 계몽군주였던 백작은 오페라에서 단순한

욕정에 사로잡혔으며 부인에 대한 과한 질투심을 가진, 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피가로 역시 대본의 의도대로 원작보다 사회

비판적인 모습을 다소 잃어버린 듯 보인다. 이처럼 모차르트의 오페라는

원작 희곡에 비해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힘쓰기 보다는 등장인물

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에 좀 더 중점을 두어 오페라의 예술성을 강조시

켰다고 볼 수 있다.

모차르트가 연극 피가로의 결혼을 오페라로 만들면서 가장 중심을 두

었던 것은 원작과 달라진 인물들에 대해 음악을 이용한 직접적인 ‘묘사’

이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18세기 이탈리아 코믹 오페라의 관습을 따

르고 있기 때문에 전형화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귀족과 평민, 허영심이

강한 여자, 인색한 노인, 서투르면서도 영리한 하인, 서로 속이는 남편

과 부인, 현학적인 법률가와 공증인, 돌팔이 의사, 거만한 군 지휘관 등

인물들의 약점이 풍자되며 음악적으로 그려진다. 나열한 인물들의 특징

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극의 내용은 주로 일상생활의 평범함을 지니고

시민 생활을 소재로 하는 유쾌함을 다룬다.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

을 이탈리아의 일반적인 오페라 부파양식 위에 잘 짜여진 형식과 연극적

요소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음악적 장치를 더하여 사건을 전개한다. 등장

인물들에게 다양한 성격을 부여하고 인물 묘사까지 모든 것을 음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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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완벽하게 구성해 오페라의 극적인 효과를 높였는데, 모차르트가 <피

가로의 결혼>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용한 음악적 장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모차르트는 레치타티보를 단순히 리듬을 부여하는 일률적

인 방법으로 대사를 음악에 넣으려하지 않았다. 각각의 등장인물이 갖는

목소리의 톤(tone)이나 억양, 알맞은 성격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음

악으로 표현했다. 전통적으로 레치타티보는 크게 아리아가 나오기 전에

보다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물이 자체적으로 감정선을 정리하는

용도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의 내용 전달을 위해 쓰여진다. 또한 어떤

형태의 레치타티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계급이 표현되는 수단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보통 평민 계층은 레치타티보 세코(recitativo secco)22)를,

귀족 계급은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recitativo accompagnato)23)를 사용

하는데, <피가로의 결혼>에는 총 5개의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가 나오며

모차르트는 귀족뿐만이 아니라 평민인 수잔나에게도 역할을 확대시켰다.

이것은 단순히 귀족과 평민의 구분이 아니라 모차르트가 음악적인 역할

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취한 방식으로서 평민이지만 모든 듀엣마다 등장

할 정도로 사건의 해결사로 등장하는 수잔나의 아리아 이전에 레치타티

보 아콤파냐토를 주어 극중 그녀의 위치적 표상을 드러낸다.

모차르트는 레치타티보 세코를 각 장면의 연결부위에서 인물들이 대화

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데 사용했고, 음악적인 요소보다도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가 잘 드러나도록 의도했다. 그 예로 피가로의 경우, 아리아

가 시작되기 전 홀로 독백하는 형태로 쓰여졌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오페라 부파의 특징에 따라 레치타티보 세

코의 비중이 높으며 반주는 보통 쳄발로로 화성을 붙이는 정도이고 바소

콘티누오(Basso continuo)24)로 계속된다. 이전까지는 레치타티보 세코를

주로 등장인물 혼자 불렀으나 이 오페라에서는 2명 또는 5명, 6명씩 대

22) 레치타티보 세코는 인물의 노래에 맞추어 반주하는 악기가 건반악기 하나로, 단조

롭지만 보다 극의 전개를 위해 내용 전달을 신속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23)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는 노래에 맞추어 반주하는 악기가 관현악으로, 보통 귀족의

노래에 쓰인다. 반주하는 악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웅장한 음향으로, 노래에 맞춰 감

정적인 변화를 유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4) 바로크 음악에서 붙여진 지속적인 베이스 성부.



- 20 -

화 식으로 주고받는 것이 시도되었다. <피가로의 결혼>에서 레치타티보

아콤파탸노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감정 상황이 급속히 전개되어

어떤 감정이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을 때 아리아가 뒤따라 나오

게 된다. 즉, 아리아의 도입부로 쓰여졌다.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는 오

케스트라 반주위에 성악 선율이 더해지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감정 표

현이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파를란도 양식(Parlando style)25)의 사용으로 인해 등장인물들은

더욱 생동감을 갖게 된다. 주로 피가로의 아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장치는 등장인물의 성격묘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피가로의 결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말을 노래화한 것이 아닌 연극적인 상황에 따라 인물

에게 템포, 음역, 악센트의 변화를 주어 극을 표현하고 적절하게 전개된

선율선의 형태에 맞추어 화성의 조화, 리듬, 보조악기의 음조 등 여러

가지 음악 장치를 통해 모차르트만의 특성을 가진다.

두 번째로, <피가로의 결혼>은 ‘앙상블’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전

의 오페라 세리아에서는 가수 개개인의 기량을 보여주는 화려한 아리아

가 주를 이루고 앙상블은 이중창 혹은 삼중창 정도로만 구성되어졌다.

오페라 부파에서는 희극적 인물들이 벌려놓은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앙상블이 생겨났고 모든 막의 끝

에 쓰여졌는데 희극적 인물들뿐만 아니라 극의 자연스러움 혹은 긴장도

를 높이기 위해 점점 신중한 인물들도 앙상블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

한 앙상블은 규모는 작지만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소나타 형

식으로 써진 곡들이 많고 각 등장인물의 특성이 선율, 리듬, 음역, 악기

등으로 표현되어 앙상블 내에서 인물의 개별성을 드러낸다. <피가로의

결혼>은 특히 이전의 모차르트가 쓴 다른 오페라보다 앙상블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인물들의 성격을 아리아를 통해 나타내는 것보다도, 앙상블

내에서 함께 어우러지며 음악적으로 극이 흘러가는 상황이나 다른 인물

들과의 관계를 통해 개별 인물들의 성격을 보다 입체화시킨다. 때문에

<피가로의 결혼>은 아리아와 중창의 비중이 거의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25) 반은 말하고, 반은 노래하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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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모차르트는 중창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도 했다.26) 당대

에 작곡된 오페라의 아리아들은 귀족이 주인공으로써, 지위의 화려함을

드러내기 위해 처음 시작된 부분을 다시 반복하는 다카포 아리아가 중심

을 이루었지만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평민인 수잔나와 피가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다카포 아리아보다 론도, 미뉴에트 형식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구조로 작곡되어졌다.

세 번째로, 모차르트는 ‘앙상블 피날레’ 형태를 통해 등장인물들간의

관계나 사건을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다. 당시 18세기의 모든 오페라

는 세 종류의 피날레를 사용했다. 첫 번째는 단순히 하나의 아리아나 합

창으로 끝내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 작품의 경우에도 1막은 피가로의 아

리아 No.9 ‘Non più andrai’ 로 끝나며 3막은 모든 등장인물들에 의한

합창(Coro)으로 끝난다. 두 번째는 춤곡의 계속적인 연결 형태에 의한

피날레다. 이것은 프랑스 오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에서 가장 개성있게 나타나는 ‘앙상블에 의

한 피날레’이다. 이것은 독창이나 중창으로 시작하여 많은 수의 등장인

물이 더해지면서 막을 끝내는 방법이다. 모차르트 또한 이러한 전통에

입각하여 피날레를 다루었다.

모차르트의 앙상블 중 가장 중요하며 복잡한 앙상블 피날레는 여러 악

장들을 연결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세밀하게 계획된 조 구성에 의해

통일되었다. 2막 피날레의 경우는 E♭-B♭, G-C-F, B♭-E♭으로 구성

되어 있고 4막 피날레의 구성은 D-G, E♭-B♭, G-D로 관계조에 의해

긴밀한 구성력을 가짐으로써 소나타 형식의 조성체계와 흡사한 구조다.

이러한 구성은 등장인물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음악의 절정을 느낄 때 음

악과 극의 상황이 철저히 들어맞도록 만든다.

마지막으로 <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 작곡 기

법은 플롯의 전개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음악적 장치이다. 당시

작곡가들은 전통적으로 극 중 인물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곡의 구조

및 형식, 악기를 배정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관습적 표현방식을

26) 김재민, “W. A. Mozart의 오페라 부파와 18세기 계몽주의” (서울: 경희대 대학원,

2014), p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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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부분 등장인물 제목

2중창

Act I,

Scene 1
S, F Cinque... diedi

Act I,

Scene 2
S, F Se a caso madama

Act I,

Scene 5
S, M Via resti servita, madama

Act II,

Scene 14
S, Che Aprite presto, aprite

Act III,

Scene 16
Ce, S Crudel! perchè finora fermi

Act III,

Scene 20
S, Ca Che soave zeffiretto

3중창

Act I,

Scene 7
S, Ce, Bas Cosa sento

Act I,

Scene 13
Ce, Ca, S Susanna, or via sortie

6중창
Act III,

Scene 18

F, S, Ce, M,

Bar,D.C.

Riconosci in questo

amplesso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작곡 방식은 인물들의 특성을 만들어 낸다. 제한된

표현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오페라는 통일성을 갖게 되고 더욱

극적인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또한 모차르트는 단순히 인물의 물리적인

행동만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선율 형태에

따른 ‘극적인 움직임’으로 극을 이끌어나가는 특징을 주었다. 빈 악파의

3대 거장이었던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토벤의 관현악 작품들을 살펴보면

주로 현악기들이 주선율을 담당하고 관악기는 화음의 보충 역할을 하는

형태로 작곡되었지만,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이러한 용법에 변화가 생기

기 시작한다. 인물의 특성에 맞추어 클라리넷을 첨가하여 색채감을 주거

나 오보에, 플루트로 음향의 변화를 주는 등 악기의 배합에 따른 텍스처

로 오페라는 더욱 풍부한 음향을 갖게 된다.

표 3)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앙상블의 종류와 제목



- 23 -

축약 이름 축약 이름 축약 이름

S Susanna F Figaro Ce Il conte Amlmaviva

Ca La contessa Che Cherubino M Marcellina

Bar Bartolo Bas Basilio D.C. Don Curzio

위 표에 나타난 각각의 이름이 축약된 형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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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극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의 결합의 예

2.2.1. 인물이 음악적 요소로 표현된 예

2.2.1.1. 인물이 조성 및 화성으로 표현된 예

피가로는 자신의 감정을 형태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낸다. 그의 카바티

나(Cavatina)27)는 이러한 피가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단조로운 선

율의 반복과 I-V의 강진행 그리고 간결한 리듬형태는 ‘하인’으로서의 사

회적 신분과 그의 성격을 형상화한다. 이 곡은 귀족들의 춤곡이었던 미

뉴에트를 흉내 낸 것으로 3/4박자이다. Allegretto 템포이며 첫 번째 마

디에서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를 의도적으로 비우고, 그 뒤 피치카토로 진

행되는데 4마디 소절로 이루어진 선율 형태는 미뉴에트가 갖는 3박자의

묘미를 더욱 살리도록 의도한다. 피가로가 부르는 낮은 음역을 비워둠으

로써 사실상 베이스는 노래 선율이며 이로 인해 노래가 더욱 강조된다.

악보 1) 제 1막 2장, No.3 ‘Se voul ballare Signor Contino’, 마디 1-7

“백작님, 만약 춤추고 싶으시다면..”

27) 18~19세기의 오페라·오라토리오에서 볼 수 있는 기악반주가 따른 서정적인 독창곡.

아리아보다 양식이 단순하고 프레이즈나 가사의 반복이 없다. 또 기교적인 화려한 콜

로라투라풍의 꾸밈도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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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피가로의 선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1,2마디

화성을 축약시키면 다음과 같다.

악보 2) 제 1막 2장 No.3 ‘Se voul ballare Signor Contino’ 마디 1-2

화성 요약

피가로와는 대조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더라도 늘 침착하게 대응

하는 백작의 권위적인 모습은 반음계의 간결한 선율로 표현된다. 하지만

No.16 ‘Crudel! perchè finora’ 이중창에 나타나는 백작의 모티브는 감정

을 차분하게 드러내는 평소 모습과 조금 예외적이다. 이것은 사랑에 대

해 보다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백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잔나가 자신을 외면하는 아픔은 A 단조로 시작된다. 첫 마디의 오케

스트라 전주는 i-It.₆-V 진행이다. 보통 I-V의 강진행으로 거침없이 권

력을 드러내던 백작의 형태에 증 6화음을 더한 것은 상대방에게 받아들

여지지 않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 고민하는 남자의 괴로운 마음을 효과적

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4마디의 증3화음과 5마디

VI의 해결 위에 나타나는 제 2바이올린의 반음계적 상행 음계는 백작의

번뇌스러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갑작스럽게 변하는 다이나믹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 놓여져 있다. 강한

forte 뒤에 이어지는 piano 와 스타카토 형태의 폭 넓은 음형은 백작의

분노와 번뇌를 보여준다. 피가로의 카바티나와 달리 4/4박자이며

Andante 템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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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제 3막 2장, No.16 ‘Crudel! perchè finora’, 마디 1-7

“냉정하군, 어째서 아직까지도 내게 그리 시들한가”

악보 4에 나타나는 백작 부인의 아리아 역시 춤곡 형식이 아닌 2박자

계통의 곡이다. Andante 템포로 그녀의 차분한 성격을 강조하고 특색있

는 선율 형태를 통해 백작의 사랑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백작 부인의

수동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선율은 각 악구의 첫 음인 C와 E를 맴

도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선율 형태는 27마디 제 1바이올린에

서 그대로 차용되거나 오보에와 바순에서 등장하는 형태와 대조를 이룬

다. 오보에와 바순에서 나오는 형태는 노래 선율과 마찬가지로 백작의

애정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는 상행 형태의 세 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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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제 3막 7장, No.19 'Dove sono i bei momenti', 마디 26-33

“달콤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은 어디에 있나”

바질리오의 모티브는 3개의 화음 중 두 번째에 부감7화음 혹은 부속화

음이 위치한다. 이것은 부감7화음과 부속화음의 베이스가 그 뒤에 이어

지는 세 번째 음으로 반음 상행하면서 해결되는데, 인물의 특성을 나타

내는 모티브에 반음계적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백작에게 달라붙어 아첨

하는 바질리오의 간교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악보5에서 2마디로 구성된 동형진행은 각각 B♭-g-E♭의 I로 시작해

vii°₇ 혹은 V를 거친 뒤 vi으로 해결된다. 3도씩 하행하는 동형진행은 2

분음표의 긴 음가로 순차 하행하는 바질리오의 선율 모티브를 이 장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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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앞의 백작이 이러한 형태를 이끌어낸 상황(악보 6 참조)과 맞물리

며 천천히 진행된다. 바질리오의 모티브는 긴 음가가 순차 하행하면서

백작의 눈치를 면밀히 살피는 아첨꾼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모차르트는 바질리오의 모티브를 누군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특정 악

기에 집어넣어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인물의 대사에 적절히 사용한다.

악보 5) 제 1막 7장, No.7 ‘Cosa sento’, 마디 16-23

“어쩔 수 없이 이런 나쁜 상황에 내가 코가 꿰어 있지만

용서해 주세요, 백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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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인물이 선율로 표현된 예

No.7 ‘Cosa santo’의 3중창은 백작과 바질리오, 수잔나가 서로 대조되

는 선율을 사용함으로 인해 더욱 개별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백작을 표현한 선율은 그에 대한 기본적인 묘사를 보여주고 있다. 점

4분음표와 두 개의 4분음표로 끊어지는 절도 있는 리듬 형태는 백작이

대영주로서 남들에게 명령을 하고 상대방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데 익숙한 인물이라는 것을 연상시킨다.

악보 6은 백작의 가사에 맞추어 순차 상행하는 음계 형태를 띠고 있다.

백작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지배 계급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기 때문

에 모차르트는 백작이 매우 놀란 장면이라 하더라도 동형진행을 이용해

일관된 선율 형태를 유지한다. 순차 상행하는 음계는 상황의 진행과 함

께 점차 고조되는 백작의 감정을 나타내며 3번의 동형진행으로 감정이

철저하게 절제된 형태를 보인다. 이것은 백작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특권, 즉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피가로에게 간단한 리듬 형태의 선

율을 주거나 수잔나가 8분 음표 리듬을 주로 하는 선율을 갖는 것과 근

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악보 6) 제 1막 7장, No.7 ‘Cosa sento’, 마디 6-11

“당장 가서 그 자식을 쫓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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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는 백작과 백작부인의 진중함 사이에 확연히 대조되는 수잔나

의 선율 형태를 넣음으로써 이들의 사이를 극명하게 부각시켰다. 수잔나

의 가사에 나타난 ‘의심하는 자’는 백작을 암시하는 것으로써, 모차르트

는 어떠한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 냉소 혹은 풍자를 드러낼 때 단 2도의

음정 관계를 이루는 선율을 주로 사용했는데 수잔나 역시 스타카토가 붙

은 단 2도의 선율과 반주의 vii°₇화성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로 그녀의

성격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9마디에서 베이스에 나타나는

i₆은 약박을 강조함으로써 여린내기 시작과 함께 단 2도를 이루는 노래

선율과 맞물려 더욱 백작에 대한 냉소를 부각시킨다.

악보 7) 제 2막 8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207-211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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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에 나타난 부분 또한 수잔나가 등장하는 도입 부분의 선율에 8분

음표만을 사용함으로서 악보 7과 리듬이 동일하다. 백작부인으로부터 받

은 신부지참금으로 인해 결혼을 가로막고 있던 피가로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수잔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25마디의 반주는

V/V7를 사용했으며 트릴이 붙은 스타카토의 가벼운 형태는 피가로를 온

전히 구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수잔나의 들뜨고 행복함을 나타낸다.

또한 31마디의 선율 첫번째 박에 계류음을 줌으로써 피가로의 이름을 강

조한다.

악보 8) 제 3막 5장, No.18 ‘Riconosci in questo amplesso’, 마디 24-31

“고귀하신 백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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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0 pezzi duri를 준비해 왔어요. 피가로를 위해 지불하려고요.“

No.18 ‘Riconosci in questo amplesso’에서 피가로가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마르첼리나는 이전에 수잔나와의 이중창에서

보여준 모습과 다르게 ‘어머니’로서의 면모를 선율로 상징하고 있다. F

장조로 흐르는 선율은 ‘모성애의 포근함’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음들의

진행이 도약과 순차가 섞여 빈 공간이 채워지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선

율의 구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음들의 진행이 도약과 순차의 진행보

다 악보 9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개씩 짝을 이루어 흰 음으로 표시된,

내재되어 있는 순차상행 형태를 기틀로 한다. 이 주변으로 다른 음들이

도약과 순차 진행으로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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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형태와 마찬가지로 목관 악기에 주어진 형태 역시 모성애를 상징

한다. 4마디 바순에서 나오는 세 개의 음은 호른의 으뜸음 옥타브가 받

쳐주는 형태를 띠고 있다.

악보 9)제 3막 5장 No.18 ‘Riconosci in questo amplesso’, 마디 1-5와

선율 구조

“엄마의 품에 안겨 다시 보자꾸나. 사랑하는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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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인물이 악기 및 오케스트라 텍스처로 표현된 예

모차르트는 수잔나가 가지고 있는 밝은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플루트와

오보에를 사용했고 높은 음역대를 보강해 쉼표를 이용한 선율 형태로 가

볍고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가만히 있으라고 제지하는 수잔나의 말과 다르게 케루비노의 부산스런

행동은 리듬 형태를 통해 연상된다. 3마디에서 볼 수 있듯이 노래 선율

과 바이올린, 비올라의 당김음과 플루트 및 오보에가 갖는 리듬 형태의

악센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악보 10) 제 2막 3장, No.12 ‘Venite,ingnocchiatevi’, 마디 6-14

“가만히 좀 있어봐, 여기에 있어봐, 여기 움직이지 말고 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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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인물이 리듬 및 셈여림으로 표현된 예

케루비노는 단순하게도 여자만 보면 사랑에 빠지는 어린 소년이다. 빠

른 템포와 쉼표가 섞인 짧은 음가에 폭 넓은 도약이 섞인 선율, 극적으

로 교차되는 다이나믹의 연속적인 사용은 사춘기 소년의 들뜬 마음을 표

현하고 있다. 쉼표와 함께 8분음표 3개로 이루어진 반주 모티브와 대조

적인 다이나믹의 잦은 교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춘기 소년의 변덕스

러운 감정을 암시한다.

또한 케루비노의 모티브 선율은 5음으로 시작해서 으뜸음에 종착한다.

다음 선율 악구 역시 장 6도로 급도약해서 5음으로 시작하며 3음으로 마

친다. 이러한 선율 형태는 자신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케루비노의 불안

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어 졌다.

악보 11) 제 1막 5장, No.6 ‘Non sò più, cosa con’,마디 1-5

“내가 무엇이고, 무얼해야 하는지 더 이상 모르겠어. 열이 났다가도 금방 차가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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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인물이 형식으로 표현된 예

피가로는 백작이 신혼방으로 자신과 가까운 방을 내준 의도가 일하는

것을 용이하게 돕는 것이 아닌 ‘수잔나에 대한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깨

닫는다. 이로 인해 그가 부르는 No.3 ‘Se vuol ballare Signor Contino’는

분노에 가득 찬 ‘도전적인’ 카바티나이다. 피가로의 공격은 단순히 백작

의 욕망을 노리는 것이 아닌 백작의 권위와 신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하인이 주인을 가르친다’는 내용은 당시 시민계층에 확산되었던 계몽사

상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동네 이발사였던 피가

로는 천성적인 기지와 뛰어난 재치를 활용해 백작이 로지나에 대한 사랑

을 쟁취하도록 도와주었다. 전작과 <피가로의 결혼>이 다른 점이 있다

면, 그것은 바로 피가로의 ‘사회적 위치’이다.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백

작의 성에 하인으로 들어와 살게 된 피가로는 지위의 변화로 인해 그에

게 귀속되어있으므로 예전만큼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가 어렵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피가로가 부르는 아리아 ‘Se voul ballare Signor

Contino’는 의도적으로 미뉴에트라는 귀족들이 즐겨한 춤곡 형식을 택함

으로써, 백작의 방식으로 복수하겠다는 피가로의 의지를 음악적인 특징

으로 풀어나간다.(악보 1 참조)

‘Se voul ballare Signor Contino’는 카바티나 형식으로 총 다섯 개의 부

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4연으로 구성된 텍스트의 첫 연이 마지막에 다시

반복됨으로, 음악적으로는 다카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중심 조성은 F

장조이고, 3/4박자의 첫 부분은 귀족들의 궁중 무곡을 연상시키는 미뉴

에트 양식으로 되어 있다. 이 곡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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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A 경과구 B C D A coda

마디 1-20 21-30 31-42 43-63 64-103 104-122 123-131

조성 F 장조 C 장조
F 장조
d 단조

F 장조

박자 3/4 2/4 3/4 2/4

템포 Allegretto Presto Allegretto Presto

표 5) No.3 ‘Se vuol ballare Signor Contino’ 구조 분석

64마디부터 Presto의 빠르기로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은 본래 피가로의

신분에 맞는 콩트르당스28) 춤곡 형식이다. 이전의 부분이 피가로가 주

인의 특권체제에 도전하기 위해 일부러 그의 문화양식을 패러디하여 미

뉴에트 양식을 택한 것이라면 이어지는 콩트르당스 부분은 평민들이 즐

기던 춤곡으로써, 백작을 자신의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춤을 추게

만들며 복수의 의지를 드러낸다. 2/4박자로 단순한 리듬의 반복, 강한

강박, 빠른 스텝은 흥분과 어지러움을 제공하여 백작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악보 12는 백작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지 계획하는 피가로의 모습

을 piano 의 다이나믹 위에 여린박에 붙는 트릴 형태의 모티브를 붙임으

로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8) 17세기 영국의 농촌에서 유행한 쾌활한 2박자의 춤으로 컨트리댄스라고 하였다.

1710년경 프랑스에 전해져 콩트르당스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점차 민속적인 색채가

없어지고 사교적인 춤과 음악으로 세련되었다. 그 후 독일·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유럽

각국에 전파되어 크게 유행하였다. 4쌍 또는 8쌍의 남녀가 서로 마주 서서 춤추며,

음악은 4분의 2박자 또는 8분의 6박자로 8소절의 선율이 반복된다. 모차르트나 베토

벤의 작품에도 이런 형식의 작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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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제 1막 2장, No.3 ‘Se voul ballare Signor Contino’,

마디 64-71

“술책을 쓰고, 수단을 부리고, 여기선 때리고 저기선 장난치고.”

백작의 음모를 다 뒤집겠다고 단언하는 피가로의 결의는 간결한 4분음

표와 8분음표의 리듬 구조와 함께 상승하는 음계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동형진행을 통해 상승하는 형태는 반주에서 총 세 개의 성부를 가지고

있다. 계획에 대한 확신은 반복을 통해 98마디에 이르러 굳어지며 그 후

99마디부터 crescendo 와 함께 forte 의 다이나믹으로 3도씩 하강하는 형

태를 갖는다.

104마디에 이르러 미뉴에트 형식으로 쓰여진 Ⓐ부분이 재등장한다.

Presto 템포의 콩트르당스에서 바로 이어지는 미뉴에트 사이에 모차르트

는 늘임표를 붙였다. 103마디의 늘임표는 이전에 몰고 온 극적 긴장감을

그대로 유지하되 앞부분과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는 뒷부분을 의식한 연

극적인 장치로 사용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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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제 1막 2장 No.3 ‘Se voul ballare Signor Contino’,마디 96-105

“모든 음모를 내가 뒤집어 엎으리라. 만약 춤추고 싶으시다면”

카바티나의 끝 부분은 피가로 본연의 모습으로써, 중간에 등장했던 콩

트르당스의 Presto 템포가 다시 등장한다. 격식을 차리며 부른 미뉴에트

보다 백작을 물리칠 묘책을 꾸미러 신나게 퇴장하는 부분은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입은 피가로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시 콩트르당스 부

분을 붙여준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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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분

A B 경과구 A 경과구 C 경과구 A 종결부 후주

마
디

1
-13

14
-24

25
-31

32
-43

44
-57

58
-61

61
-77

77
-89

89
-101

101
-115

조
성

C 
장조

G 장조 C 장조 G 장조 G 장조
C 
장조

악보 14) 제 1막 2장, No.3 ‘Se voul ballare Signor Contino’,

마디 123-131

1막을 마무리하는 피가로의 아리아 No.9 ‘Non più andrai’ 는 피가로의

눈을 통해 관객들에게 케루비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해 주는 역할

을 하고 있다. 이 곡의 형식은 경과구를 포함한 Ⓐ, Ⓑ, Ⓒ의 반복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은 피가로의 단순한 성격을 연상시킨다.

표 6) No.9 ‘Non più andrai’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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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상황이 음악적 요소로 표현된 예

2.2.2.1 상황이 조성 및 화성으로 표현된 예

모차르트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시작을 수잔나와 피가로의 이중

창으로 열었다. 신혼방에 가구 들여놓을 공간을 재는 피가로의 선율은

가사의 숫자가 점점 상승하는 것과 함께 확장된다. 두 개의 4분음표 형

태로 짝을 이루는 형태의 모티브에서 가장 낮은 음인 D부터 형태의 첫

박을 비교했을 때, A, B, C, D까지 상승하며 각각 5도, 6도, 7도로 결

국 옥타브까지 넓어진다.

악보 15) 제 1막 1장, No.1 ‘Cinque dieci’ 숫자에 따른 음 구조

점점 상행하는 형태

No.1 ‘Cinque dieci’ 이중창은 앞으로 수잔나와 피가로의 미래 생활을

보여주는 압축판이라 할 수 있다. 모차르트는 이 악구를 통해 피가로의

성격 뿐만 아니라 전체 오페라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악보 16에서 볼

수 있듯이 피가로와 수잔나를 상징하는 두 주제는 각각 서로 다른 형태

를 띠고 있으며 절대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 피가로는 진지하고 실용적

인 일을 많이 하는 반면, 수잔나는 자신의 모자를 쓰고 거울 앞에서 뽐

내며 걷고 있다. 피가로의 성격은 화성에 속하는 음들로만 구성된 선율

로 암시된다. 오른손의 주제 선율과 함께 나오는 왼손의 제 2주제는 오

른손과 맞물려 2도 관계로 계류음에 의해 갈등이 지속되었다가 3도 혹은

6도 관계 음으로 해결되는 형태이다.

이것은 <피가로의 결혼>에서 모차르트가 나타내고자 하는 ‘갈등’과 ‘해

결’을 상징하는 모티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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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제 1막 1장, No.1 ‘Cinque dieci’, 마디 18-30

“오. 십. 이십. 삼십. 삼십 육. 사십 삼.“

이어지는 No.2 ‘Se a caso madama’에서는 신혼방의 위치를 두고 갈등

이 벌어진다. 이중창의 첫 번째 주제는 피가로에 의해 제시된다. 이 주

제는 수잔나에 의해 중간 부분부터 조성이 B♭ 장조에서 G 단조로 달라

진다. 이러한 변화는 수잔나가 침실에 관해 서술하는 초점이 피가로와

다른 것을 상징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찾아오는 백작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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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 질 수 있는 위치의 침실에 대해 불길함을 토로하는 서술은 단조

로 만들었다. 48마디의 제 1바이올린에서 등장하는 모티브는 여러번의

반복을 거친다. 49마디의 첫 박 G음에서 알 수 있듯이 계류음을 포함하

고 있으며 베이스의 위치는 2전위된 화음이다. 이때 베이스와 비올라의

관계 역시 4도로 이중 불협화가 발생되어 수잔나가 이야기하는 불행한

상황을 암시하는 것을 돕는다. 50마디 제 1바이올린에서 스타카토가 붙

은 D 연타음은 종소리를 상징한다. 이것은 59마디 가사의 ‘딩딩, 동동’

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형상화 되는데 소리가 다른 각각의 의성어를 음역

대가 높은 악기와 낮은 악기들에 번갈아 주면서 종소리를 연상시킨다.

악보 17) 제 1막 1장, No.2 ‘Se a caso madama’, 마디 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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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이른 아침에 귀하신 백작 나리께서 딩딩! 딩딩!

당신을 밖으로 멀리 보내면, 딩딩! 동동! 나의 문에는 악마가 온다오.“

수잔나와 백작부인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린 백작은 갑자기 나타난 피가

로가 결혼식 준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당혹스러워 한다. 천천

히 하라며 슬쩍 권하는 백작의 속내와, 그가 결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피가로의 대조되는 상황은 악보 1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선율

형태와 화성진행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다. 피가로는 G장조에서

I-V의 강진행이지만 백작은 vii₆으로 끼어들고 364마디부터 병진행으로

노래 선율이 순차 하행하면서 D장조로 전조된다. 모차르트는 피가로가

forte 의 간단하고 명쾌한 화성 진행 및 선율 형태와 달리 백작이 다른

속내를 품은 것이 드러나도록 밀집 위치의 화성과 piano 의 긴 음가에

트릴이 추가되는 형태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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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제 2막 8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358-369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게. 내 의심을 풀어주고 가야지. 떠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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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 ‘Crudel! perchè finora’는 백작과 수잔나가 부르는 이중창이다.

수잔나는 앞으로 자신으로 변장할 백작부인을 대신해 백작과의 밀회 약

속을 잡기 위해 직접 백작을 찾아간다. 거짓으로 사랑을 속삭이며 얼른

약속을 잡아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수잔나와 달리, 백작은 지금까

지 자신을 거부하기만 하던 수잔나가 제 발로 걸어 들어 온 지금의 상

황이 믿겨지지 않아 재차 수잔나의 마음을 물으며 확인한다.

열정적인 백작의 물음과는 달리, 애정이 없는 수잔나는 성의 없게 계속

같은 대답을 반복하다가 실수로 반대의 대답을 하기도 한다. 자기도 모

르게 안 간다고 대답하고 그 순간 의심하는 백작을 얼른 달래주는 모습

이 음악적 장치들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백작의 급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열정적인 질문들은 A단조의 V에

대한 vii₇의 1전위 화음과 V 해결의 반복으로 쓰여 졌다. 같은 질문의

반복 역시, 같은 선율로 반복된다. 이 때 백작이 나오는 부분에 불안정

한 화성 진행이 더욱 도드라지는데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낮은 음역대

를 중복시켜 채워주고 음폭이 넓은 8분음표로 이루어진 악구 형태가 함

께 반복되기 때문이다.

백작의 의심은 화성 이외에도 단 2도 관계의 선율로 연상되는데 42마디

에서 시작되는 플루트 제 1주자의 선율과 48마디에서 바순 제 1주자의

선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수잔나의 대답 실수에 깜짝 놀란 백작의 의

심 섞인 물음은 forte 에 스타카티시모가 붙은 4분음표로 연상시키고 있

다.

또한 백작의 추궁을 돌리기 위해 수잔나는 백작의 forte 와 대조적인

piano 의 긴 음가로 부드러운 선율을 이용해 은유적으로 회유를 나타내

고 있다. A장조의 IV-V₆-I 진행으로 음형을 바꾸어 8분음표로 순차 하

행하는 선율과 반주의 붓점 형태는 수잔나의 교태 섞인 애교를 연상시킨

다. 이때 46마디의 첫 번째 박자는 계류음으로 인해 베이스와 갈등, 해

결을 이루는 7-6관계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백작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는 수잔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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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제 3막 2장, No.16 ‘Crudel! perchè finora’, 마디 42-53

“올 거지?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그러니까 올 거지? 아니라고!”

“네. 실망 안 시켜요. 아니요! 네 당신이 좋아하신다면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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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상황이 선율로 표현된 예

피가로에 대한 정절을 지키려고 자신을 거부하던 수잔나는, 알고 보니

바질리오의 등장으로 인해 숨은 나뿐만이 아니라 케루비노까지 숨겨주고

있었다. 화가 난 백작이 수잔나를 향해 ‘참 정직한 마리아 O nestissima

signora’ 라며 비꼬자 바질리오는 백작에게 ‘여자는 원래 다 그렇다’ 며

아첨한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바질리오의 성악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모차

르트는 바질리오가 노래하는 ‘여자들은 다 그렇죠 cosi fan tutte le belle’

선율을 자신의 또 다른 오페라 <여자는 다 그래>에서 예언가로 변장한

하녀가 노래하는 악절에 그대로 입혔다. 이처럼 자신이 작곡한 다른 오

페라라 하더라도,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연극적인 상황이 유사하다면 모

차르트는 자신의 선율을 차용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세 인물들은 각기 다른 선율 형태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다. 당황한

수잔나의 선율이 piano 의 B♭-C-A 세 음의 반복만으로 표현되는 것과

다르게 바질리오의 선율은 155마디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잔나를 비꼬는

가사를 2도 상하행하는 8분음표의 형태를 장 2도로 반복해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백작 역시 단 2도가 포함된 네 개의 음, D-E♭-E♮-F-E-F로

긴 음가의 선율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냉소는 등장인물들의 선율뿐만 아니라 반주에서도 드러난다. 플

루트와 바순은 동일한 선율을 중복하는데, 단 2도로 이루어진 형태이다.

또한 제 2 바이올린과 비올라도 8분음표가 4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반복

형태로 단 2도 관계와 비화성음의 해결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대조적인 부분은 수잔나와 바질리오, 백작의 선율에 나타나는 다

이나믹으로, 이것은 다그치는 이와 궁지에 몰린 이가 누구인지를 상징하

는 음악적 장치로 사용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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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제 1막 7장, No.7 ‘Cosa sento’, 마디 155-166

“모든 여자들은 다 그래. 뭔가 변하는 게 없어.”

“오! 신이시여, 이 일이 어찌될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안되는데.”

“이제 어찌된 건지 알겠군.”

남자인 케루비노를 여장시킨 후 놀리는 모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강조해야 하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급하게 도약을 하는 경

우가 있는데, 그 예시로 95마디와 96마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여자들

이 그를 사랑해도 당연해’의 가사 중 ‘여성 femmine’을 강조하기 위해 일

부러 선율의 방향을 바꾸어 장 9도를 떨어트린다. 또한 이웃음을 붓점

리듬 형태의 약박에 넣은 형태와 꾸밈음을 선율에 더해 주어 케루비노를

조롱하는 듯한 선율을 만든다. 103마디에서 등장하는 스타카토가 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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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하행과 상행하는 선율 형태는 여장으로 인해 달라진 케루비노의 모

습을 아래 위로 바라보는 수잔나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악보 21) 제 2막 3장, No.12 ‘Venite, inginocchiatevi’, 마디 95-108

“만약 여자들이 그를 사랑한다면, 이 멋진 모습 때문이겠죠.

그럼요, 확실히 이 멋진 모습 때문이겠죠.“

이어지는 두 번의 물음은 대사의 반복을 통한 강조로 노래 선율에 맞추

어 반주 악구가 응답하는 선율 형태를 갖는다. 첫 번째는 물음이기 때문

에 선율의 끝을 올리고, 다음은 감탄으로 선율의 끝을 내린다.

악보 22) 제 2막 3장, No.12 ‘Venite, inginocchiatevi’, 마디 114-118

“그럼요. 이 멋진 모습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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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루비노가 아닌 수잔나의 등장으로 인해 계획한 모든 것이 틀어진 백

작은 어지러움을 느낀다. 모차르트는 이것을 반주 선율의 큰 폭의 도약

과 순차 하행하는 16분음표의 형태로 나타냈다. 베이스의 지속음으로 인

해 순차 하행과 도약이 더 잘 드러나도록 유도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혼

란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이때 수잔나의 선율은 백작이나 백작부인과

다르게 레치타티보 형태를 띠는데 이 상황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제

3자로서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악보 23) 제 2막 8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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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보세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니 머리가 혼란스럽겠지.”

“어찌된 거야!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군.”

“이것이 어찌 된 이야기지, 수잔나가 거기 있다니.”

결혼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마르첼리나 문제가

사라지면서, 수잔나에게 기쁨을 표현하는 칸틸레나29)가 주어진다.

다 함께 등장해 6중창을 부르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모차르트는 선율로

집단을 구분했다. 수잔나는 행복감에 칸틸레나 양식의 선율을 노래하고

아들을 확인한 마르첼리나와 바질리오는 같은 선율 형태를 노래하며 부

모를 찾은 피가로는 이 선율의 화성을 이루는 베이스를 받침으로 103마

29) 15세기 당시의 세속·종교 음악에서 널리 쓰이던 특정 양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발라

드 양식(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상성부 지배적 양식이라고 함)이라고도 불리는데, 맨

위의 성악 성부가 주를 이루고 그 아래에 대개 악기에 의한 덜 복잡한 테너 성부 및

콘트라테너 성부가 보조적으로 놓인다. 칸틸레나 양식은 하나의 선율 아래 화음이 반

주되는 수직 화음적 짜임새에 의한 동성음악 과 선율들이 서로 얽히는 대위법적 짜임

새에 의한 다성음악 에 두루 적용되었다.



- 53 -

디부터는 지속음의 연속 사용 형태를 띠고 있다. 세 명의 선율이 하나의

박절로 일치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돈 쿠르지오와 백작은 선율은 비슷하지만 악구의 시작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돌림노래의 리듬 형태처럼 보인다. 이것은 두 사

람이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로 인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넋이 나간

상황을 희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악보 24) 제 3막 5장, No.18 ‘Riconosci in questo amplesso’,

마디 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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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 행복한 순간에 이 영혼도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잔인한 고통의 순간에, 이 영혼도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 장면의 이전에, 수잔나가 마르첼리나를 오해하고 그녀의 말을 의심

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녀가 엄마라고 Sua madre? 그가 아빠라고 Sua

padre? ’하고 묻는 부분 역시 선율로 상징되어졌다. 수잔나가 묻고, 다

른이가 대답하는 악구는 그대로 반복된다. 수잔나의 의심 섞인 질문의

선율은 반음관계의 상행 음계로 되어있다. 그녀를 제외한 모두가 대답하



- 55 -

는 선율은 이와 반대인 하행 형태로서, 백작만이 이 상황을 믿을 수 없

다는 듯 대답과 상행하는 선율 형태를 보인다. 대답하는 악구 속에 포함

되어있지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을 은유적

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수잔나의 선율과 똑같이 질문하는 구조로 만들어

졌다.

의심과 확신이 공존하는 상황은 반주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피아노의

오른손은 두 개의 성부를 갖는다. V-I 강진행의 반복 위에 도약과 순차

상행하는 모티브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의 내면을 상징하고 있다. 모차르

트는 의심하거나 염탐할 때 단 2도 관계의 선율을 이용했는데 이것은 84

마디의 C음과 B음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때 왼

손의 옥타브 중복은 점점 커져가는 다이나믹과 함께 85마디에 이르러 결

국 V로 종지함으로써 물음에 대한 확신으로 매듭 짓는 것으로 보인다.

악보 25) 제 3막 5장, No.18 ‘Riconosci in questo amplesso’,

마디82-85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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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상황이 악기 및 오케스트라 텍스처로 표현된 예

29마디에 나타난 바질리오의 모티브는 케루비노를 당장 쫓아내라는 백

작의 분노에 바질리오가 급히 투입된 형태로, 23마디부터 짧고 빠른 리

듬과 단 2도 혹은 장 2도의 비화성음이 포함되어 불안한 감정을 드러내

는 수잔나의 선율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백작이 케루비노에 대한 바질리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함으로 인해 수

잔나는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그녀의 선율 ‘불행하다 me meschina! 고

통에 빠졌구나 son oppressa dal dolor'는 동형진행을 통해 잠시 딸림조

를 거친다. 오케스트라 텍스처로 그녀의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을

돕는데, 제 2바이올린의 8분 음표 네 개로 구성된 형태는 긴 음가로 유

지되는 목관의 화음형태와 안으로 내포되어 계속 움직이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비올라와 첼로, 콘트라베이스의 4분음표와 쉼표의 리듬 형

태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27마디에 이르러 백작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이전의 piano 다이나믹

에서 벗어나 forte 에 스타카티시모가 붙은 현악기와 함께 제 1바이올린

은 펼친 3화음 형태로 더블링되고, 목관 역시 오보에가 더해지며 오케스

트라의 텍스처를 두껍고 무겁게 만들어 인물들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한다. 29마디에서 갑작스럽게 바뀌는 다이나믹은 바질리오의 망연자

실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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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제 1막 7장, No.7 ‘Cosa sento’, 마디 23-30

“이젠 끝장이야. 아 불쌍한 나, 고통에 짓눌리는구나.”

“빨리 가라.”

“이런 나쁜 상황에”

무심코 들춘 탁자 밑에서 케루비노를 발견한 백작으로 인해, 음악은 그

를 발견하기 전과 달라진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그 형태가 달라진다. 하

행하던 선율이 순차 상행하는 선율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바질리오

의 모티브 선율 형태를 백작이 동형진행으로 가사만 바꿔서 반복해 부르

다가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를 맞아 141마디에서 점 4분음표와

8분음표를 포함하는 선율을 사용했다. 137마디부터 목관악기들이 오랫동

안 음가가 지속되는 형태를 도입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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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을 잃은 백작의 공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백작의 당혹

스러운 ‘아, 이게 뭐냐! Ah, cosa veggio!’ 가사 뒤에 이어지는 수잔나와

바질리오의 등장은 목관악기 그룹이 순차 상행하고 현악기 그룹이 순차

하행하는 이중적인 형태를 띰으로써 두 인물을 이중적으로 표현해 하나

의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들의 내면을 은유적으

로 드러낸다.

악보 27) 제 1막 7장, No.7 ‘Cosa sento’, 마디 137-146

“시동을 보게 되었지. 아니! 이게 뭐지!”

“아! 이럴 수가!”

“아! 더 잘 되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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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는 선율이나 리듬적인 요소 이외에도 특징적인 악기의 사용을

하나의 연극적인 효과로 사용했다. 이것은 No.26 ‘Tutto è disposto’에서

106마디에 등장하는 호른을 예로 들 수 있다.

‘나머지는 말하지 않겠어.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의 가사

의 끝에 등장하는 갑작스러운 호른의 3화음(E♭장조의 I)의 펼친 옥타브

형태는 호른30)을 상징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부인이 바람난 남

자’를 상징하는 호른 음향을 사용해 피가로가 수잔나에 대해 의심함으로

인해 비롯되는 질투를 냉소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또한 이 형태 뒤에 이어지는 112마디는 111마디의 정박 형태와 다르게

당김음 리듬 형태를 갖고 있다. 이것은 질투로 인해 흔들리는 피가로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악보 28) 제 4막 8장, No.26 ‘Tutto è disposto’, 마디 106-111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30) 독일어에서는 Horn(뿔)의 동사형인 hörnen(뿔을 달다)는 ‘남편을 속여 간통하다’라

는 뜻이고 그 분석적 형용사인 gehörnt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이라는 은유적인 어

법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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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상황이 리듬 및 셈여림으로 표현된 예

마르첼리나 혹은 피가로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은 결혼 문제를 놓고 서

로 대립한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마르첼리나가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장내는 소란스러워지고, 백작은 계약서를 본인이 읽어 줄 테니 조용히

하라고 외친다. 백작의 ‘조용히 silenzio’ 라는 가사가 나오기 전까지 장

내는 계속되는 8분음표 모티브와 점차 상승하는 동형진행 형태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암시한다. 수잔나와 백작부인의 당황은 735마디에

서 vii의 1전위 된 형태로 말문을 여는 것으로 연상시킨다.

이러한 당황스러움을 뚫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현악기의 짧은 아르페지

오 리듬 형태의 순차 상행하는 선율은 737마디에서 piano 가 붙여진 긴

음가로 된 선율 형태로 바뀌며 상황을 차분히 가라앉힌다. 모차르트는

백작의 이중적인 속내를 선율로 암시하는데 3도 도약하거나 단 2도로 상

행하는 두 음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이중 성부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

난다.

악보 29) 제 2막 8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735-741

“뭐라고!”

“아하! 조용, 조용,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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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상황이 형식으로 표현된 예

3막의 피날레 No.22 ‘Ecco la marcia, andiamo’에는 실제 스페인에서

기원한 음악의 유일한 부분인 판당고31)가 나온다. 모차르트는 이 멜로

디를 글룩의 오페라 <돈 주앙 Don Juan> 중 발레 부분에서 찾았는데,

이 부분은 피가로와 수잔나의 결혼식 피로연을 위한 춤곡으로 나타냈다.

<피가로의 결혼>이 왕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스페인을 무대로 했기 때문

에, 모차르트는 실제 스페인의 민속 춤곡을 차용했다.

악보 30) 제 3막 8장, No.22 ‘Ecco la marcia, andiamo’, 마디 132-141

31) 무어인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춤은 18세기 유럽에서 널리 유행했고 20

세기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민속춤으로 남아

있다. 보통 남녀가 짝을 지어 추며, 처음에는 캐스터네츠 박자에 맞추어 손뼉을 치거

나 손가락을 튕기거나 발을 구르면서 천천히 추다가 점점 빨라진다. 음악은 3/4박자

또는 6/8박자이며 때때로 음악이 갑자기 중단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음악이 다시 시

작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 정열적인 표현과 함께, 파트너들은 여러 가지

스텝과 몸짓으로 서로 약을 올리거나 덤비거나 쫓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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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분위기가 음악적 요소로 표현된 예

2.2.3.1. 분위기가 조성 및 화성으로 표현된 예

수잔나가 아닌 백작부인이 나타나자 나머지 남자들은 공황 상태가 된

다. 테너, 바리톤, 베이스로 이루어진 낮은 음역대의 선율 악구는 이러

한 긴장감을 조성으로 암시하고 있다. G 단조로 시작한 19마디의 에피

소드는 관련 조성들로 이동한다. D 단조와 E♭장조, C 단조와 B♭장조

까지 옮긴 후에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다. 408마디에서는 vii7의 1전위

되어 불안정감을 더하며 이를 C 단조로 연결한다. 모차르트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

했을 때의 놀람, 당혹감 등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며 결론으로 도달하는

큰 순환을 그려낸다.

악보 31) 제 4막 마지막 장, No.28 ‘Pian, pianin, le andrò più presso’,

마디 4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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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하늘이시여! 저것 좀 봐. 미치겠군! 뭐라 해야 하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난 모르겠어.“

2.2.3.2. 분위기가 선율로 표현된 예

만약 케루비노가 옷장에서 나온다면 그를 죽일 작정으로, 백작은 칼을

뺀 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때 예상치 못한 수잔나의 등장은 이

전의 긴장된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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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란 백작과 백작부인이 수잔나의 이름을 되묻듯이 부르는 상행하

는 선율 형태와 달리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점차 순차 하행하는 형태의

현악기 반주로 암시되고 있다. 백작과 백작부인이 잠시 어안이 벙벙해진

것은 늘임표를 붙여 연극적으로 감정이 바뀔 수 있는 공간을 주었으며

이후 수잔나가 등장해 장면의 분위기를 바꾼다.

모차르트는 백작에게 확실치 않은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려주

기 위해 이전의 밝고 명랑한 수잔나의 악구에서 벗어나 귀족적인 분위기

를 빌려온다. 박자는 4/4에서 3/8으로 변화하며 I-V-I의 화성으로 분명

한 진행감을 보이며 현악기의 악구들도 같은 음이 지속되거나 순차 상행

혹은 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안정성을 더해 주고 있다.

133마디에 이르러 더해지는 호른의 옥타브로 중첩된 지속음 형태는 수

잔나의 선율이 순차 상행하던 레치타티보 형태를 벗어나 도약함으로서

보다 용이하게 움직이는 대신해 이전의 형태를 이어주어 장면을 이어가

고 있다.

악보 32) 제 2막 8장,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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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나!”

“백작님. 왜 그리 놀라십니까? 칼로 가엾은 케루비노를 죽이시려구요?

여기를 보세요.”

정원사 안토니오는 발코니에서 누군가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

기한다.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레치타티보 형태의 선율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파를란도 양식(parlando)으로, 오페라 부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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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이다.

악보 33) 제 2막 8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483-490

“여러 꽃들이 만발한 정원 쪽 발코니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봤는데

더구나 한 남자였어요, 백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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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악기의 셋잇단음표 그룹과 같은 음을 반복 사용하면서 점차 상행하는

노래 선율 역시 오페라 부파에서 흔히 사용되는 악구이며 안토니오의 등

장으로 인한 분위기의 변화는 바순 2주자의 순차 하행하는 반음 음정

F-E-E♭을 통해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긴장감은 485마디에서 비

올라와 제 2바이올린 사이의 증 4도와 함께 1전위된 vii°₇이 상승하는 노

래 선율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제 1바이올린의 악구까지 더해지며 점차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암시한다.

이 때 피가로가 안토니오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이 뛴 거라고 주장

한다. 모차르트는 이 부분을 이전의 안토니오가 단순하게 상황을 서술하

는 레치타티보 형식의 선율과 다르게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피가

로의 묘책을 설명하기 위해 선율 형태를 그와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다.

피가로의 선율은 상승하는 형태였던 안토니오 선율과 대비되도록 방향성

이 아래를 향한다. 또한 안토니오의 선율이 F음으로 지속음을 가졌다면

피가로의 선율은 그보다 5도 아래인 B♭음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형태

말고도 악구와 함께 등장하는 바순은 이전과 다르게 폭이 넓어져 피가로

의 노래 선율에 포함된 음을 모두 감싸며, 각각 539마디의 첫박과 둘째

박, 541마디의 첫박과 둘째박의 음으로 구성된다. 모차르트는 음악적 장

치를 통해 안토니오가 불러온 갑작스러운 사건의 발단에 피가로가 유연

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악보 34)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538-540 선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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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 제 2막 8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538-545

“징징거리지 말고 좀 조용히 해봐요. 돈 서푼 짜리를 가지고 그렇게 큰 소란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소.

바로 내가 저기서 뛰어 내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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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나는 백작부인의 의도대로 백작에게 밀회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결혼식을 마치고 저녁때 꼭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수잔나의 대사는 본심

과 다르며 백작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가 이야기하는 방식인 반음계가 내

포된 선율을 차용한다. ‘여자들의 결심에는 시간이 걸린다 Signor, la

donna ognora tempo ha dir di sì’ 고 대답하는 수잔나의 선율의 베이스

C음은 반음계적 하행을 통해 11마디부터 13마디까지 C-B-B♭-A-A♭-G

에 도달한다. 10마디에서는 오른손의 첫째 성부역시 반음계 하행 진행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반음계의 사용은 백작의 특징을 빌려온 것 뿐 아

니라 음악적인 맥락에서 해결이 안 되고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명확

한 수잔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악보 36) 제 3막 2장, No.16 ‘Crudel! perchè finora’, 마디 10-14

“백작님, 여자는 ‘네’라고 말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피가로와 함께 있는 수잔나를 백작부인으로 오해한 백작은 분노에 차

서 다그친다. 선율의 첫 박에 강한 sforzando 를 붙이고 뒤이어 piano

를 붙임으로서 도약하는 선율 형태를 더욱 강조시킨다. 이로 인해 악센

트가 이동되는데 다이나믹의 교차와 함께 노래 선율을 모든 악기에 중첩

시킴으로서 백작의 강한 분노를 연상시킨다.

349마디부터 순차 상행하는 부점 선율 형태의 백작과 다르게 352마디에

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나머지 사람들이 부르는 ‘난 어찌된 일인지 모르

겠네 Son storditi’ 에 해당되는 선율은 No.7 ‘Cosa sento’에서 바질리오

의 염탐하는 모티브(악보 5 참고)를 차용했다. 이러한 기법으로 인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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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며 분위기를 엿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연상시키고 있다. 강한 다이나믹과 잦은 액

센트를 가진 백작의 선율과 대조적으로 낮은 목소리(sotto voce)의 하행

하는 선율 형태이다.

악보 37) 제 4막 마지막장, No.28 ‘Pian, pianin, le andrò più presso’,

마디 346-359

“이 나쁜 놈이 나를 배반했어. 나를 모욕했어. 누가 와 있는지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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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네. 이것이 정말 사실인 것 같지는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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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분위기가 악기 및 오케스트라 텍스처로 표현된 예

케루비노로 인한 백작과 백작부인의 갈등은 음악적 장치들에 의해 암시

되어졌다. 현악기들의 트레몰로와 제 1바이올린의 16분음표로 이루어진

하행음계, 잦은 다이나믹의 교체와 함께 화성을 더해 인물들간의 갈등을

둘러싼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63마디에 나타난 화성, V₇이 3전위된 화

성과 베이스의 지속음은 4도 관계를 이루며 G-F#으로 단 2도 관계의 불

협화로 인해 불안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악보 38) 제 2막 6장, No.13 ‘Susanna or via sortie’, 마디 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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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나. 이제 그만 나오너라. 내가 이렇게 원하잖아.”

“그만 하세요. 내 말 좀 들어 보세요. 그녀는 나올 수 없어요.”

2.2.3.4. 분위기가 리듬 및 셈여림으로 표현된 예

2막의 피날레는 백작의 분노와 함께 시작된다. 두 박자마다 fp 를 붙여

리듬과 악구를 강조하고 같은 가사와 선율을 반복하는데 이런 요소들은

백작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더욱 부각시키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제

1바이올린과 2바이올린에서 상행하는 8분음표 형태는 도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Allegro의 빠른 템포 속에서 안정되지 않는 백작의 심리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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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백작부인은 piano 의 다이나믹과 제 1바이올린에서 4

분음표로 선율을 감싸는 옥타브 형태, 하행하는 제 2바이올린의 긴 선율

악구가 백작의 용서를 구하는 가사를 상징하고 있다.

악보 39) 제 2막 8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1-6

“이제 나오너라. 이 못된 녀석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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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나는 백작부인에게서 받은 신부지참금을 가지고, 마르첼리나와 혼

인계약서 문제가 달려있는 피가로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당당하게 등장

한다. 이 때 피가로가 마르첼리나와 포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며 행복

했던 부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뀐다. C 장조에서 벗어나 C

단조로 조성이 이동하며 반주의 트레몰로 형태와 함께 수잔나의 선율은

순차 상행한다. 40마디의 선율은 레치타티보 같은 리듬 형태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42마디와 43마디의 쉼표 뒤에 이어지는 제 1바이올린의

선율은 혼란스러운 수잔나의 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 2바

이올린에서 나오는 16분음표의 트레몰로 뒤에 제 1바이올린으로 이어지

는 상행하는 스케일 형태는 수잔나의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암시한다.

피가로의 설득이 forte 의 다이나믹인 반면에 수잔나가 말하는 부분은

piano 이다. 이것은 진실을 당당하게 말하는 피가로가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강하게 붙잡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수잔나 역시 그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분노하지만 연인의 입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

에 현악기의 요동치는 트레몰로 형태와 목관악기의 꽉 찬 화음 층으로

인해 두꺼운 오케스트라 텍스처의 반주에도 불구하고 piano 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48마디부터 피가로는 오해에 찬 수잔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같은 음정

그리고 같은 음가인 4분 음표를 사용하며 말하는 듯한 연극조의 선율을

노래한다. 제 1바이올린의 부드러운 선율과 함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

지만, 수잔나는 피가로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때 수잔나의 선율을 지

배했던 C 단조에서 벗어나 C 장조의 I-V도 화성 진행을 지속시킨다.



- 76 -

악보 40) 제 3막 5장, No.18 ‘Riconosci in questo amplesso’,

마디 40-53

“내버려둬 나쁜 놈아! 이 맛 좀 봐라!”

“아니야 거기서요! 거기 멈춰 봐! 이봐, 이것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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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관계가 음악적 요소로 표현된 예

2.2.4.1. 관계가 조성 및 화성으로 표현된 예

케루비노를 숨겨 준 것이 들통난 수잔나와 백작 부인과 케루비노의 관

계에 대한 의심으로 분노에 찬 백작 그리고 그의 말에 아첨하는 바질리

오까지 세 명의 인물은 각자 다른 선율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의 악구 안에 있다. 이러한 심경은 반음계를 이용한 화성진행으로

나타난다.

악보 41) 제 1막 7장, No.7 ‘Cosa sento’, 마디 195-207

“오, 신이시여! 이 일이 어찌 될까!”

“뭔가 변하는게 없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알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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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막의 피날레는 여러 장면의 연속으로 인해 규모가 커진다. 연극적인

장면에 따라 8개의 부분으로 구성했는데(표 11참조), 각각의 조성은 E

♭-B♭-G-C-F-B♭-E♭이며 Ⓓ부분의 조성인 G를 화성의 위치축으로,

여기로부터 5도씩 하행하는 5도권 관계가 시작된다.

악보 42) 2막 finale의 조성 구조 설명

하행을 시작하는 Ⓓ부분은 으뜸조인 E♭과 딸림조인 B♭의 가온음조

이기도 하지만 아직 하행하기 전이므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부터 Ⓓ까지 전개되는

동안 E♭장조의 으뜸화음의 구성음, 즉 E♭,G, B♭을 끄집어낸다. 이

것은 조성관계가 원조로부터 진행한 것이며,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더라도 여러 조가 혼재한 구조 안에 기본 바탕으로는

‘원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악보 43) 2막 finale Ⓐ부터 Ⓓ까지 조 요약

ⒶⒷⒸ가 진행되는 동안, 백작은 옷장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와 깜

짝 놀란다. 이어지는 Ⓓ는 피가로가 등장해 복합적인 거짓말로 계속 스

스로를 얽어매게 되는 부분으로, 곡의 흐름 역시 갑작스러운 피가로의

등장처럼 새롭게 바뀐다. 앞선 장면에서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갑

작스럽게 등장한 피가로 부분은 이전의 으뜸조인 E♭과 딸림조인 B♭의

가온음조 G 장조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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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 B♭ G C F B♭ E♭

이야기의
시작

단절
다른 플롯의 등장

발전
연속되는 상황

결론

간단한 장면을 나타내는 Ⓑ와 Ⓓ보다 더 큰 사건을 담고 있는 다른 부

분들을 위해 음악의 구조는 극에 맞추어 확장된다. 이 때 Ⓑ와 Ⓓ의 간

단한 I-V 화성 진행보다 더 모험적인 화성 연결이 나타나며, Ⓒ와 Ⓕ의

경우 발전부 속으로 흘러간다.

2막 피날레의 조성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 2막 finale의 조성 개요

모든 섹션 안의 음악적인 형식은 플롯 위에 뚜렷하게 위치한다. 극적인

긴장이나 이해가 불확실한 부분은 재현부 안에서 화성으로 해결되는 것

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2막 피날레 No.15에서 확대된 대부분의 섹션들

은 특별한 사건이나 혹은 이로 인해 인물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포함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에서 백작 부인은 백작의 사과를 거부하

다가 백작부인이 그의 사과에 호응하는 순간, 화성 역시 이전의 계속 진

행되었던 반음계적인 짤막한 동형진행들을 지나 재현부의 짧은 기간 속

에서 해결되는 형태로 등장한다.

또한 모차르트는 인물들의 선율 사이에 발생하는 화음 관계를 통해 친

밀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수잔나와 피가로의 No.1 ‘Cinque dieci’의 끝부

분과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선율의 병행 형태가 그들의 완벽한 사랑

을 보여주듯이, 이 부분에서도 백작에 한마음으로 대항하는 두 여인의

공동전선을 ‘병행’으로 보여준다. 이 부분들은 서로의 선율이 각각 3도

혹은 6도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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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피가로와 수잔나의 병행과 수잔나와 백작부인의 병행에 대한

비교

“아! 결혼식이 가까워진 아침에, 얼마나 근사한 나의 신랑인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은 용서 받을 가치가 없어요.”

모차르트는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정을 단순히 가사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적 장치를 이용했다. 선율 혹은 가사의 일치와 불일

치 여부에 따라 관계에 대한 서술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암시된

다.

악보 45의 예에서 수잔나와 백작은 각각 다른 가사와 선율 형태로 함께

노래하지만 인물들이 맞이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각자의 속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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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제 3막 2장, No.16 ‘Crudel! perchè finora’, 마디 32-36

“거짓을 말했다 해도 저를 용서하세요. 당신은 사랑이 뭔지 아시겠죠,”

“내 마음의 기쁨이 나를 만족시키는구나.”

다음의 예시 역시 수잔나와 백작의 이중창으로, 수잔나가 피가로나 백

작부인과 함께 이루었던 화음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리듬과 선율이 유

사한 형태로 협화를 이루지만 선율의 가사가 다른 것처럼 서로의 속마음

이 전혀 같지 않음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이 부분에서의 병행은 백작

은 수잔나를 가질 수 있다는 기쁨에서 연유하며 수잔나는 백작을 계획대

로 속였다는 기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상징된다.

악보 46) 제 3막 2장, No.16 ‘Crudel! perchè finora’, 마디 60-65

‘당신은 사랑이 뭔지 아시겠죠.“

“내 마음의 가득한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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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 ‘Che soave zeffiretto’ 편지 이중창은 편지를 받아쓰는 첫 번째

부분과 완성된 편지를 다시 읽어보는 행동을 통해 두 부분으로 나눠진

다. 이 중 두 번째 부분은 수잔나와 백작부인 둘 사이의 친밀함을 더 자

세히 묘사하는데 두 여성은 그들이 쓴 편지의 문장들을 읽을 때 앞 성부

를 모방하며 스트레토(stretto)로 이어진다. 선율들 사이에 일어나는 3도

와 6도 협화 병진행 역시 백작부인과 수잔나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기법

으로 쓰여 졌다.

악보 47) 제 3막 10장, No.20 ‘Che soave zeffiretto’, 마디 45-56

“나머지는 그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럼요, 물론 알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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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관계가 선율로 표현된 예

관계에 있어 선율의 형태는 극중 인물들 간의 우위를 상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마르첼리나와 수잔나가 피가로를 연정 상대로 놓고

경쟁하는 1막 중 이중창의 예시이다. 인사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반주 선

율 위로, 마르첼리나가 먼저 ‘맡기고 가시오, 찬란한 아가씨 Via resti

servita, Madama brillante ’라며 자신의 무례한 발언들을 궁중예법의 대

화 방식으로 교묘히 감춘다.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 적은 수잔나는 레치

타티보처럼 경직된 선율 형태로 대답함으로서 자신이 수세에 몰린 것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마르첼리나의 말을 거절하는 수잔나는 예의를 갖

추기 위해 내린 끝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는 같은

음으로 연속되고 있다. 이를 받아치는 마르첼리나의 거절은 당당한 4분

음표로 여유 있는 순차 하행형태로 수잔나보다 선율의 보폭이 크다.

악보 48) 제 1막 4장, No.5 ‘Via resti servita, madama’, 마디 9-13

“아니요, 당신 먼저 가세요.”

“아니요, 당신 차례예요.”

몇 번의 비난 공격 끝에 수잔나는 마르첼리나의 약점을 알게 된다. 그

것은 바로 ‘나이’에 대한 언급으로, 이제 관계의 우세는 수잔나에게 넘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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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는 이 부분을 선율과 리듬의 형태로 보여준다. 처음의 형태와

는 다르게 이제 수잔나의 선율은 마르첼리나보다 더 다양하고 큰 폭으로

변화한다. 셋잇단음표의 콜로라투라 선율로 마치 상대방을 조롱하는 듯

한 곡선을 그리는 수잔나의 선율과 이전의 수잔나가 그랬듯 경직된 것처

럼 같은 음만 연속으로 사용하는 마르첼리나의 선율은 시작과 다르게 뒤

바뀐 둘의 관계를 암시한다.

악보 49) 제 1막 4장, No.5 ‘Via resti servita, madama’, 마디 56-60

“이 늙은 할망구가 나를 웃기고 있네.”

“어머나, 큰일이군. 만약 여기 있다가는 망신당하겠어.”

케루비노가 벽장에 갇혀 있고, 백작과 백작부인은 대치한다. 숨어서 이

를 지켜보는 수잔나의 불안함은 반음계적인 형태의 선율로 표현된다. 케

루비노가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잔나가 벽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므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같은 선율 패턴이 반복되면서 52마디

에 이르러 그녀의 불안함은 반음계를 이용해 G음까지 올라간다.

이 때의 인물들은 서로 각자의 입장을 노래하기 때문에 다른 가사와 형

태의 선율을 갖는다. 하나의 화성 안에서 조금씩 다른 선율과 유사한 모

습을 보이는 것은 한 공간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연상시키는

음악적 장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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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제 2막 6장, No.13 ‘Susanna or via sortie’, 마디 41-53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군. 어떻게 되어 가는지 두고 보자.”

“상황이 매우 나쁘게 되었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

“그게 정말 확실한 거지? 애인이 여기에 있겠지, 여기에 있을거야.”

숨겨둔 케루비노로 인해 그동안 긴장했던 백작부인은 수잔나의 등장으

로 이제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가빠옴을 느낀다. 모차르트는 ‘수잔나,

나 숨이 멎는 것 같아’의 가사를 짧은 8분 쉼표가 붙은 당김음 리듬과

반복되는 세개 음들의 짧은 악구로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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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제 2막 8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167-171

“수잔나, 나 죽어. 숨이 멎는 것 같아.”

이제 부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백작은 악보 51에 나타난 백작부인

의 반주 모티브를 차용한다. 이러한 장치는 백작부인의 눈치를 보며 자

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백작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 때 백작의 선율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더라도 forte를 붙여 긴 음가를 유지하는 순

차 하행형태로 자신이 사과해야 하는 순간에도 백작 특유의 오만함을 잃

지 않음을 상징하고 있다.

악보 52) 제 2막 8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181-186

“내 실수에 대해서 당신께 용서를 구하겠소, 용서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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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등장인물의 관계들을 선율의 형태를

통해 묘사했다. 이제까지 계속 일방적으로 추궁당하던 백작부인은 수잔

나의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인해 상황이 역전됨으로 상행하는 선율과 뒤

에 두 개의 4분음표를 이용해 강조하면서 백작의 사과를 요구한다. 지금

껏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던 모습을 벗어나 forte 의 다이나믹으로 206마

디에 나타난 백작의 선율처럼 긴 음가의 비화성음이 없는 형태의 선율이

다. 이것은 백작부인의 권위를 연상시킨다.

악보 53) 제 2막 8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211-218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당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짓밟기를 그렇게도 원했나요?”

이제 백작은 당황하며 수잔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늘 상대방에게 명

령조로 이야기하고 결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던 백작의 모습과

다르게 바질리오가 사용한 반음정이 섞인 모티브처럼 백작 역시 반음계

가 포함된 선율로 나타난다. 백작부인의 심중을 살피는 모습을 긴 음가

에 piano 로 하행하는 선율 형태를 이용해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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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 제 2막 8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219-222

“수잔나, 그녀를 도와줘. 진정시킬 수 있게.”

수세에 몰린 백작이 백작부인, 수잔나, 피가로의 간청과 함께 유사한

형태의 선율을 노래한다. 하지만 이것은 일어난 상황에 대한 순응 혹은

나머지 무리들과 같은 입장이 아니라, ‘마르첼리나 왜 늦게 오는가!’라는

가사를 통해 관계가 다른 것을 암시한다.

악보 55) 제 2막 10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453-457

“아! 백작님. 우리의 소망을 감싸주는 의미로 반대하지 말아 주세요.”

“마르첼리나, 마르첼리나! 어째서 이렇게 늦게 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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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로만을 향한 수잔나의 애정은 피가로와 마르첼리나의 사이를 완벽

히 오해했을 때 잠시 변화가 생긴다. 분노와 질투에 그녀는 백작과 판사

의 편에 서게 되는데 이때의 선율은 마르첼리나, 바르톨로, 피가로와 수

잔나, 돈 쿠르지오, 백작으로 형태에 의해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다. 수

잔나가 백작의 선율을 차용한 것은 피가로에 대한 적대 감정으로 인해

피가로의 반대편인 인물과 같은 감정이라는 것을 연상시킨다.

악보 56) 제 3막 5장, No.18 ‘Riconosci in questo amplesso’,

마디 54-57

“좋은 마음에 정이 가득해.”

“떨리는 구나. 분노로 어찌할 바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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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관계가 악기 및 오케스트라 텍스처로 표현된 예

감정의 양상이 극과 극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음 예

시에 나오는 대화는 같은 선율의 형태를 갖는다. 서로 다른 입장인 것은

오케스트라의 텍스처를 다르게 함으로서 암시한다. 백작부인의 선율에는

제 1바이올린이 중첩되고, 백작의 선율에는 제 1바이올린에 대선율을 주

며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옥타브로 중첩되었다.

악보 57) 제 2막 8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34-38

“여자 옷을 입히기 위해 옷을 벗겼는데..”

“아! 망칙스런 여편네라는 걸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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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관계가 리듬 및 셈여림으로 표현된 예

피가로는 수잔나의 의견에 동조하지만 자신의 모티브에서 벗어나지 않

는다. 이것은 둘 사이의 감정이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리듬이 만드는 액센트를 sf 로 강조하며, 고정된 악구

를 반복해 전개하고 있다.

악보 58) 제 1막 1장, No.2 ‘Se a caso madama’, 마디 116-120

“의혹과 의심이 나를 굳어버리게 하는군.”

“의심을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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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는 의견이 일치하는 인물들에게 같은 선율을 배정하고 나머지

에게 다른 선율을 주는 형태로 관계를 구분했다. 백작이 마르첼리나의

계약서를 그대로 읽어주면서 783마디 Più lento는 양측의 승패를 극명하

게 드러낸다. 선율뿐만 아니라 다이나믹과 리듬의 대조를 통해 나타난

두 집단의 승패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마르첼리나 편이 수잔나의

편보다 긴 음가와 piano 로 표현된다. 이와 반대로, 빨리 이 상황을 타

개할 묘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수잔나쪽은 forte 와 4분

음표, 8분음표를 이용한 반주 형태로 대조된다.

악보 59) 제 2막 12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783-789

“난 정말 모르겠어. 어찌 해야 좋을까. 절망이야.”

“아! 멋진 한 방이야, 잘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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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issimo로 등장하는 908마디는 2막 피날레의 가장 극적인 부분이

다. 지금껏 이어진 동형진행에서 벗어나 반음계적으로 상행하는 반주는

8분음표 형태는 piano 로 시작해 forte 까지 단 두 마디 만에 급하게 도

달한다. 이것은 수잔나와 백작부인, 피가로가 긴 음가를 통해 반음계를

포함하는 상행 선율과 함께 상대방의 우세로 인해 자신들이 패배할까봐

불안해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악보 60) 제 2막 12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908-913

“이건 정말로 지옥의 악마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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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부

분

전

주
A

경

과

구

B

경

과

구

a' b'

종

결

구

경

과

구

B

경

과

구

종

결

구

후

주

마

디

1-

17

18

-26

27

-29

30

-35

36

-42

43

-49

49

-56

56

-59

59

-67

67

-76

77

-80

81

-85

85

-88

조

성
G 장조 G 장조

A 장조,

D 장조
G 장조

박

자
4/4

템

포
Allegro

2.2.4.5. 관계가 형식으로 표현된 예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오페라 <이도메네오 Idomeneo>와 그 외 작품들

은 전통적인 아리아와 함께 시작했다. 하지만 <피가로의 결혼>과 이후의

작품들은 앙상블과 함께 시작된다.

1막을 여는 수잔나와 피가로의 두 개의 이중창은 이 오페라에 대해 여

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알려주고 있다. 보마르셰의 연극에서처럼 주인공

이 단순히 피가로 자신만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함께

해결하는 ‘둘이 함께’라는 점이다. 3막의 6중주 또는 4막의 피날레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듯이 No.1 이중창은 소나타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것

은 제시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발전부에서 설득하며, 재현부에서 화합

하는 ‘관계의 변화’를 나타낸다.

표 8)No.1 ‘Cinque dieci’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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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

분

전

주
a b a'

경

과

구

b' a' a“

경

과

구

b“

종

결

구

후

주

마

디
1-3 4-8

9

-20

21

-28

29

-37

38

-41
42-44 45-47

48

-55

56

-63

64

-69

70

-74

조

성
A 장조 E 장조 A 장조 E 장조 A 장조

박

자
4/4

템

포
Allegro

마르첼리나와 수잔나의 다툼이 나오는 이중창 No.5 ‘Via resti servita’는

Ⓐ에서 Ⓐ’로, Ⓐ“로 전개되는 형태이다. 이것은 수잔나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다 끝난 마르첼리나가 결국 거칠게 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No.5 ‘Via resti servita, madama’ 구조 분석

2막의 피날레는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장면에 따라 나누어지

면서 조성이나 박자, 템포 등 음악적 장치가 변화되는데 이러한 변화요

인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피날레의 구조 안에 화성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형진행을 반복시키

는 것은 다른 부분과 이어질 때 구조를 복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사용

된다. 극적인 대치는 각각 다른 부분으로부터 흘러나와 하나의 섹션 안

에 응축되지만, 플롯의 부담은 섹션 사이에 나오지 않는다. 즉 단순한

형식보다 더 발전된 ‘소나타’ 같은 형식은 평범한 장면에서 쓰이지 않는

다.

2막의 피날레는 다 폰테가 ‘드라마 속의 드라마’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

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갖는다. 천 마디에 육박하는 길이인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는 첫 번째 음에서 마지막 음에 이르기까지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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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조성 빠르기 박자 마디 행동

Ⓐ E♭ allegro 4/4 1-125

백작부인은 케루비노가 옷

장 안에 있다고 말하며 백

작에게 용서를 구한다. 화

가 난 백작은 그녀를 비난

하고 폭력적으로 변한다.

Ⓑ B♭ andante 3/8 126-166

옷장 속에서 수잔나가 나온

다. 백작과 백작부인은 예

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다.

Ⓒ B♭ allegro 4/4 167-327

백작은 용서를 구하지만 백

작부인은 거부한다. 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받아준다.

Ⓓ G allegro 3/8 328-397

피가로가 들어와 그의 결혼

준비를 요청한다. 백작은

이를 유보시킨다.

짐 없이 동형진행으로 전개된다. 배우의 행위가 지속되며, 점점 더 늘어

나는 무대 위 등장인물들의 숫자 또한 극적인 긴장감을 더해준다. 이야

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고가 더해지고, 복잡하게 발전되며 결국 해결에

이른다. 또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잠시 사건이 중지된 상태로 머무르

기도 한다. 모차르트와 다 폰테는 마지막 4막의 끝이 절정에 이르지 않

았던 보마르셰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피날레를 구성했다.

모차르트는 일관성 있게 플롯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섹션을 음악적인

형식으로 구조화시켰다. 피날레의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은 시작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관습적인 형태에서 벗어났지만, 조성은 다시 원조로 회귀

함으로서 조적인 강화를 중요시했다.

표 10) No.15 Act 2 Finale, ‘Esci omai, garzon malnato’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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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백작부인은 웨딩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백작에게 간

청한다.

Ⓕ F
a l l egro

molto
4/4 467-604

안토니오가 들어와 백작부

인의 창문에서 누군가 뛰어

내렸다고 설명한다. 화가

난 백작이 범인을 잡아내려

할 때 피가로는 자신이 뛰

어내렸다고 주장한다.

Ⓖ B♭ andante 6/8 605-696

안토니오가 백작에게 정원

에 떨어진 서류를 준다. 피

가로는 수잔나와 백작부인

의 공조로 그것이 케루비노

의 군입허가서인 것을 알게

된다.

Ⓗ E♭

allegro assai

più allegro

prestissimo

4/4

697-782

783-907

908-940

마르첼리나, 바질리오와 바

르톨로가 피가로에게 마르

첼리나의 주장을 밀어붙이

기 위해 닥친다. 혼란이 다

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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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행동이 음악적 요소로 표현된 예

2.2.5.1. 행동이 조성 및 화성으로 표현된 예

가사의 ‘piano’32)를 표현하기 위해 반주는 piano 셈여림과 8분음표 스타

카토로 가볍게 표현된다. 같은 음, 같은 음가로 ‘piano’를 반복하면서 마

치 ‘말하는 듯한’ 효과를 낸다. 53마디에서 반주는 순차 하행과 상행이

맞물리며 55마디에서 V로 종지한다.

악보 61) 제 1막 2장, No.3 Se voul ballare Signor Contino, 마디 51-57

“가만히”

32) 이탈리아어로 ‘작게, 가만히’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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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나로 변장해 백작과 밀회를 즐기는 백작부인을 피가로는 수잔나로

오해하고 있다. 미리 도착해 기다리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수잔나가 정말

등장하면 어쩌나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피가로의 모습을 음악적 장치를

사용해 연상시킨다.

‘발소리가 나네? 수잔나?’하는 가사는 3마디에서 8분음표에 스타카토가

붙은 리듬으로 발소리를 나타낸다. 뒤이어 5마디에서 나타나는 감 3화음

과 해결되지 않은 V는 피가로의 불안함을 표현한다. ‘아무도 아니구나’

하며 씁쓸하게 안도하는 마음은 갑작스러운 forte 와 장 3화음의 펼친

형태로 나타난다. 어두운 밤에 자신의 모습을 우울하게 자각하는 부분은

piano 로 V₇의 1전위 형태의 긴 음가로 표현했다.

이 부분은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 형식을 갖는다. 귀족의 지위를 나타

낼 때 사용하던 관현악 반주의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를 모차르트는 사

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백작과 밀회를 갖는다는 오해로 비롯된 배신감과 행동에 따른 움직임을

관현악의 풍부한 음향을 빌려 보다 복잡한 감정의 양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

악보 62) 제 4막 8장, No.26 ‘Tutto è disposto’의 레치타티보, 마디 1-6

“인기척이다. 그녀구나.. 아무도 아니군. 어두운 밤이야.

난 이미 시작했어. 바보 같은 남편이라는 일을.”



- 100 -

방안에 갇힌 케루비노와 수잔나는 사방으로 나가는 문이 모두 다 백작

에 의해 차단되었기 때문에 당황한다. 패닉에 빠진 모습을 동형진행으로

반복하면서 분위기를 점점 불안과 긴장감으로 고조시킨다. 결국 창밖으

로 뛰어내릴 결심을 한 케루비노와 그에 대한 수잔나의 반대 그리고 케

루비노의 작별인사는 G 단조의 화성을 차용해 연상시킨다.

51마디에서 케루비노가 창 밖으로 뛰어내림과 동시에 G장조로 변화하

며 crescendo 가 붙은 악구는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킨다. 케루비노가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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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리는 행동 후 이어지는 부분은 화성의 별다른 변화 없이 I로 계속

유지된다.

악보 63) 제 2막 7장, No.14 ‘Aprite presto, aprite’, 마디 43-54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아. 그만해, 제발! 오, 신이여! 얘가 죽으려고! 멈춰요, 제발!”

“날 찾아내면 날 죽일 거야. 나를 그냥 둬, 더 큰일 나기 전에 내가 불구덩이로

뛰어들게. 마님 대신 너를 안아볼게. 안녕! 이렇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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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행동이 선율로 표현된 예

백작은 어제 밤에 일어난 사건을 레치타티보 형식으로 설명한다. 삼중

창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레치타티보는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상황

설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 장치로 보여진다. 대사를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반주는 레치타티보가 진행되는 동안 등장하지

않는다.

케루비노가 몰래 숨어있었다는 것을 흉내 내는 백작의 모습은 piano

로, 이야기 전개의 시작을 시동 거는 듯한 16분음표 선율 형태로 나타냈

다. 이것은 케루비노가 발견되기 직전의 위기를 더 효과적으로 암시하

고, 케루비노에게 들키지 않게 살금살금 다가가 확 덮치는 백작의 음흉

한 성격을 연상시킨다.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129마디부터 백작이 탁자 밑에 숨은 케루비노에

접근하는 부분을 묘사한다. 이때 모차르트는 백작에게 바질리오의 순차

하행하는 모티브를 준다. 이것은 백작의 권위보다도 현재의 장면에서 염

탐자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질리오의 간교하

고 교활한 성격을 백작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율의 하

행은 케루비노가 발견되기까지 계속되며, 오케스트라 역시 piano 로 현

악기로만 구성된다.

악보 64) 제 1막 7장, No.7 ‘Cosa sento’, 마디 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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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너의 사촌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

겁먹은 바르바리나가 문 밖으로 나오더군.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보고, 여기저기를 찾아봤어.

그리고 천천히 탁자 위의 깔개를 들췄을 때, 시동을 보게 되었지.”

2.2.5.3. 행동이 악기 및 오케스트라 텍스처로 표현된 예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수잔나가 노래 성부에 나타나는 것에 앞서, 수

잔나의 모티브가 제 1바이올린에서 먼저 등장한다. 이로 인해 관객은 수

잔나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 깨어나는 행동이 나타나

는 가사, ‘여기가 어디죠Dove sono?’와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장면이 암

시된다.

깨어난 수잔나는 자신의 가슴을 보고 있는 남자들로 인해 분통을 터드

린다. 63마디에서는 제 1바이올린의 8분음표의 당김음 리듬형태로 당황

함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66마디에 나타나는 ‘이런 무례하게! 밖으로

나가시오!’의 가사에 나타난 그녀의 분노는 화음 형태의 더블링과 트레

몰로, 목관악기의 중첩과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에서 나타나는 큰 도약으

로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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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5) 제 1막 7장, No.7 ‘Cosa sento’, 마디 62-69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무례하게! 밖으로 나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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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Non più andrai’에서 피가로가 케루비노에게 명령하며 케루비노

를 앞뒤로 움직이게 만들었듯이, No.12 ‘Venite, inginocchiatevi’ 에서는

수잔나가 케루비노를 끌어들여, 그에게 그녀의 옷을 입게 만든다. 수잔

나의 선율은 케루비노의 행동을 수반하기 위한 지시어의 나열로만 쓰여

졌으며 실제적인 행동은 케루비노에게 맡겨지고 오케스트라에 의해 묘사

된다.

케루비노의 여장으로 인해 들뜬 수잔나의 모습은 16분음표의 짧은 음가

선율로 연상된다. 82마디의 첼로와 83마디의 제 1바이올린이 서로 유사

한 악구를 주고 받는 것은 남자에서 여자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케루비노

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모차르트는 같은 선율을 악기의 배치를 달리함으

로서 극의 장면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악보 66) 제 2막 3장, No.12 ‘Venite, inginocchiatevi’, 마디 81-87

“보세요, 이 귀여운 녀석을. 얼마나 멋진지 보세요, 이 깜찍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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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풀리고, 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B♭장조

의 이중창에 갑자기 백작이 등장한다. 백작이 수잔나를 찾을 때 G 단조

로 조성이 바뀐다. 백작이 수잔나를 찾기 위해 이쪽저쪽 살펴보는 모습

을 297마디에서 8분음표 형태로 발걸음을 연상시켰다. 이전의 조용했던

선율 형태에서 갑자기 제 1, 2바이올린에 나타나는 선율은 폭 넓게 포물

선을 그리는 화음 형태로 더블링 그리고 비올라와 첼로, 콘트라베이스에

서 나타나는 8분음표의 도약 형태는 백작의 발걸음을 상징함으로써 그의

등장을 음악으로 알려준다. 이때 295마디의 수잔나와 피가로의 선율은

화해로 인해 협화 관계를 유지하는 유사한 형태이다.

악보 67) 제 4막 14장, No.28 ‘Pian, pianin, le andrò più presso’,마디 293-299

“온 숲 속을 다 돌아다녔지만 그녀를 못 찾겠네. 이 봐, 수잔나.”

“이건 백작님이다. 알고 있는 목소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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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행동이 리듬 및 셈여림으로 표현된 예

수잔나의 쉼표가 섞인 선율은 고통에 점점 가빠져 오는 숨소리를 형상

화하고 있다. 모차르트는 ‘단어 그리기(word-painting)’, 즉 단어를 그대

로 음악에 입히는 오페라 부파의 기법을 사용했다. 이 장면의 반주는 폭

이 넓은 음계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piano 로 조용하게 움직인다.

악보 68) 제 1막 7장, No.7 ‘Cosa sento’, 마디 38-43

“난 고통에 짓눌리는 구나.”

정신을 차린 수잔나는 자신의 가슴을 쳐다보고 있는 두 남자를 발견한

다. 수잔나의 윽박지름에도 불구하고 두 남자의 엉큼한 시선은 계속 이

어진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너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가사는 70

마디부터 73마디까지 점차 상행하는 선율로 이어진다. 이 때 바이올린은

8분음표 4개로 그루핑되어 슬러가 붙여진 포물선 형태인데 이것은 마르

첼리나가 아들에게 애정을 표현할 때 사용된 형태와 유사하다. 수잔나를

달래기 위해 표면적인 애정으로 둔갑하려는 바질리오와 백작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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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 제1막 7장, No.7 ‘Cosa sento’, 마디 70-73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너를 돕기 위해서야.”

바르톨로는 ‘사기꾼이니 믿지 말라’는 수잔나의 악구는 트레몰로와 함께

crescendo 로 점차 커져 forte 까지 간다. 선율 역시 동형진행을 통해 점

차 상승하면서 98마디에서는 8분음표의 형태에서 벗어나 제 1바이올린은

화음의 형태로,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트레몰로로 바뀌며 목관악기가

중첩된다. 이러한 악구의 변화는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는 수잔나

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 109 -

악보 70) 제 1막 7장, No.7 ‘Cosa sento’, 마디 92-100

“이건 함정이야. 계략이야. 사기꾼의 이야기는 믿지 마세요.”

케루비노가 백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도망갈 방법을 찾기 위해 여기

저기 살피는 숨가쁜 행동을 모차르트는 쉼표가 붙은 악구와 당김음으로

표현했다. 이 모티브는 옥타브를 옮기거나 끊임없이 이리저리 조를 바꿔

가며 곡의 전체에 지속적으로 등장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케루비노의

행동을 상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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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1) 제 2막 7장, No.14 ‘Aprite presto, aprite’, 마디 1-4

백작의 계속되는 추궁에 묘안을 짜내느라 피가로의 대답은 점차 늦어질

수밖에 없고 모차르트는 이것을 음악적 장치로 풀어나간다. 이러한 문제

는 피가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점차적으로 리듬을 늘려가는 방

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황하고 무서워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가

사를 표현하기 위해 598마디부터 변하는 악구는 아래로 하강하는 형태로

반복된다. 상황 설명하는 부분으로 인해 가사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601마디의 뛰어내리고 난 다음 중요한 사건인 ‘발의 신경이 뒤틀렸다’는

가사는 602마디에서 piano 의 긴 음가로 지속되는 반음계 하행 선율로

등장한다.

605마디는 뒤틀린 다리로 인해 절뚝이는 피가로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해 6/8박자의 스타카토가 붙은 8분음표 형태의 악구로 바뀌어 졌다.

이 형태는 8분음표 리듬의 악구가 마치 다리가 절뚝여서 짚은 곳을 또

짚듯이 같은 음들이 반복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장면을 연상시킨다.

악보 72) 제 2막 11장, No.15 ‘Esci omai, garzon malnato’,

마디 5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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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소리치고 그 편지 쓴 이야기를 하니 당황하고 무서워서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발의 신경이 막 뒤틀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네가 흘린 종이란 말인가.”

수잔나와 백작부인의 이중창은 두 성부 사이의 관계를 대위법적인 요소

로 풀어주는 특징을 가졌다. 백작 부인은 편지에 쓸 말을 불러주고, 수

잔나는 이를 받아 적는다. 오보에와 바순 선율은 백작부인이 부른 문장

과 수잔나가 반복하는 단어 사이에 들어간다. 이 막간은 수잔나가 백작

부인이 불러주는 단어를 받아쓰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연극적인 길이를 음

악적인 공간으로 암시하고 있다.

22마디에 나타난 수잔나의 가사 ‘소나무 아래라구요 sotto I ?’의 반복은

연극적인 행동으로, 받아쓰기를 하던 수잔나는 ‘숲속의 소나무 아래’ 중

‘나무 아래’ 단어만 이해해 백작부인에게 다시 반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수잔나의 묻는 선율은 질문이므로 8분음표 음가로 상행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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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제 3막 10장, No.20 ‘Che soave zeffiretto’, 마디 12-23

“숲 속의 소나무 아래에서, 오늘 저녁 불어 올 거예요.”

“소나무 아래라고요? 오늘 저녁 불어 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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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부인을 수잔나로 오해한 케루비노는, 수잔나를 깜짝 놀래켜 주려

한다.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다가가’는 모습을 1마디에서

레가토가 붙은 하행선율 끝에 스타카토가 붙은 같은 음의 8분음표에 스

타카토가 붙은 형태로 표현했다.

악보 74) 제 4막 6장, No.28 ‘Pian, pianin, le andrò più presso’, 마디 1-4

“가만히 그녀 곁으로 가볼까. 시간 버리는 일은 아닐 거야.”

백작부인은 백작이 오기 전에 케루비노를 서둘러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호통을

칠 수 없고, 순순히 물러서지 않는 케루비노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져간

다. 모차르트는 이 아슬아슬한 반동을 약박에 forte, 강박에 piano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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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고정적인 박절에서 벗어나, 흥미 있는 리듬으로 만들었다. 오케스트

라가 표현하는 물리치는 행위는 forte 지만, 어둠속에서 작게 말해야 하

는 백작 부인 목소리는 piano 로 표현했다.

악보 75) 제 4막 6장, No.28 ‘Pian, pianin, le andrò più presso’,

마디 13-19

“겁 없는 놈, 건방진 놈. 여기서 어서 빨리 꺼져!”

“짜증내기는. 교활한 여자, 난 네가 왜 여기에 있는지 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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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행동이 형식으로 표현된 예

악보 76에 나타난 레치타티보는 숨어있던 백작이 케루비노가 백작부인

을 흠모하는 것 같다는 바질리오의 말에 ‘뭐라고 Come!'하며 튀어나오

는 부분이다. 모차르트는 삼중창이 시작되기 전 백작이 선행한 가사와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이 이어지길 원했지만 백작의 권위를 상징하는

주제 악구 좀처럼 주제와 이어지지 않고, 자신의 부인과 케루비노에 대

해 의심하는 모습은 노래 대신 반주 선율에 조금 더 상징적으로 나타난

다. 레치타티보 후 이어지는 1마디와 2마디의 강한 트레몰로는 백작이

흥분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아리아에서 시작하는 1마디부터 ff 로 나오는 것과는 달

리, 처음 말문을 여는 것은 piano 로 시작한다. 순차 상행하는 모티브는

오프닝 악구와 다르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점점 감출 수 없는 분노로

열이 더해지는 백작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모차르트가 곡에 앞서 붙인 레치타티보에 백작이 ‘뭐라고!’ 하며 튀어나

오는데, 이 행동은 바로 노래로 이어진다. 3중창은 딸림화음으로 시작해

5마디에 위치한 으뜸화음, 즉 B♭ 장조의 I까지 가는 종지로 시작됐다.

연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장면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모차르

트는 이러한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레치타티보는 노래와 구별되는 부

자연스러운 멈춤 없이 곧장 다음 장면으로 이어진다.

백작의 분노는 조용한 동반을 이끌고 나온다. 4마디에서 긴 음가로 시

작되는 선율은 명령조를 위해 4분음표 2개로 끝나는 악구 형태를 갖는

다. 이어지는 5마디의 16분음표와 4분음표의 조합은 점차 상승하는 분노

를 조용하게 표출하기 시작하는 백작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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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6) 제 1막 7장, No.7 ‘Cosa sento’, 레치타티보와 마디 1-7

“뭐야. 뭐라고들 한다고? 내가 뭘 들은 거야! 당장 가서”

“오, 잘됐군!” “오,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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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모차르트는 오페라를 ‘노래하는 연극’으로 정의했다. 그는 연극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음악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작곡했으며,

<피가로의 결혼>에는 이러한 점이 잘 표현되어 있다. 모차르트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음악적 요소인 조성, 화성, 선율,

리듬 및 오케스트라 텍스처, 형식을 연극적 요소로 인물, 상황, 분위기,

관계, 행동에 적용시켜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모차르트는 인물의 사회적 지위나 성격에 따른 연극적인 상황을 조성

및 화성 그리고 리듬을 사용해 표현했다. 백작과 백작부인보다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성격이 단순한 피가로는 I-V의 명확한 화성 진

행을 주었으며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수잔나는 주로 F 장조의 곡이거나

바르바리나처럼 하녀의 신분을 드러내는 6/8박자를 사용했다. 백작과 백

작부인의 아리아는 이보다 더 복잡하게 반음계를 포함하는 선율로 나타

나며 악기 및 오케스트라 텍스처에 있어 신분의 차이나 인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차별성을 갖는다.

모차르트의 이전 시대에 단순히 반주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던 오케스

트라는 이제 그 기능이 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성격을 띠며 연극적인

상황을 떠맡기도 한다. 케루비노가 옷을 갈아입거나 수잔나가 백작부인

이 불러주는 가사를 적을 때 행동하는 ‘공간’은 오케스트라가 표현한다.

‘중의성(Imbroglio)’으로 칭해지는 모차르트의 특성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이나 분위기를 음악으로 세분화 시켜 은유적으로 드

러내는데, 그 때 단순히 하나의 감정이 아닌 복합적인 감정의 양상을 여

러가지 방법을 통해 동시에 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모티브에 의해 곡 전체로 통일된다. 염탐하는 장면이나 의심하는

부분은 단 2도의 선율을 사용하고 애정을 나타내는 선율이 변용되어 인

물의 특징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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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주로 선율을 통해 나타냈다. 인물들 간의 친밀도에 따라 협화

를 사용하거나 선율의 일치 혹은 가사의 일치 여부에 따라 의견이 맞는

편을 나누어 서술한다. 동일한 리듬과 협화음정 관계의 선율을 같이 부

른다 해도 외적인 일치일 뿐, 틀린 가사로 인물들 내면의 사이를 표현한

다.

행동 역시 선율의 형태를 주로 사용해 연상시켰다. 다리를 절뚝이는

형상을 흉내내기 위해 사용한 6/8박자의 스타카토가 붙은 8분음표나 백

작부인이 케루비노를 쫓아낼 때 조용한 선율과는 다르게 반주 선율의 넓

은 보폭은 행동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을 통해 오페라에서 복잡한 플롯이

주는 묘미를 살린다. 플롯의 전개를 주로 앙상블을 사용했는데, 특정한

인물 개인의 정서만을 드러내는 정적인 아리아보다 앙상블은 인물들 간

의 감정이나 개별적인 생각을 동시에 명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전보

다 플롯을 살리는 데 이로운 점이 있다. 플롯의 형식을 조성을 통해 상

징하기도 한다. 사건의 진행에 맞춰 갈등이나 긴장감이 상승 할 때는 5

도 올린 조로 전조하거나 반음계적인 진행을 사용했고, 반대로 갈등을

지나 화해, 평화를 상징할 때는 5도를 내린 조로 이동하거나 딸림화음의

연속 진행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는 완전하게

단절된 조로 전조하기도 한다.

모차르트는 이렇듯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특정 인물과 상황에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오페라 전체의 조화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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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combination of

theatrical factors and musical ones

in <Le Nozze di Figaro> of

Mozart’s 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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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focuses on how Mozart combined music and theatrical factors in

a process that he materialized the script of Le Nozze di Figaro into music.

Particularly, the opera <Le Nozze di Figaro> was based on the theatre script

of French writer, Pierre-Augustin Caron de Beaumarchais, who had created

social sensation for the enlightening nature of Le Nozze di Figaro. Mozart

vitalized comic elements, showing unconventional approach from the existing

typical techniques of opera composition. In Le Nozze di Figaro, Mozart

expressed the relationship of characters by primarily using ensemble rather

than aria. Through various musical instruments, he described emotion of

characters and developed events. In addition, he maintained even closer

relationship between theatre and music by making use of tonality, mode of

music, melody, harmony, rhythm and orchestra texture from instrument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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