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조반니/돈주안/돈구안이 

“돈나 안나'" 

부르는 이름 

최선 

이 틀은 오에라 r돈 조반니 Don GiovanniJ (17'8>7 초연 1， 호프안IE. T. A 

Hoffmann l의 단연 소설 「온 주안 Don juanJ (l8J2J , 푸슈킨의 작은 비극 r석 

상손님 KaMeH Hbln rOCTbJ (I 830 l올 나란히 놓고 살펴보여 세 작흥의 상호연깐 

슴에서 냥성주인공 온 조만니/돈 주안/돈 구안과 그틀의 운영에 중요한 의띠 

를 지나는 여인인 돈나 안나융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다 " 

대본삭가 다 폰에 Da Ponte와 작곡가 모차르트 Mozart의 이상적인 합작 이라 

평가되는2J 오페라 r온 조깐니 J 3)는 ‘Drama Giocos이유해한 비극J'이라는 이릅 

이 말해 주는 것져업 회극적인 요소와 비극적 인 요소가 어우러진 드라아로서 

초연 이후 현재까지 얘우 다양하게 수용되고 연충되어 온 바 이 전설의 바앙 

응이의 해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18 1 3년에 응악 평흔지에 딴표왼 호프안의 단연 r돈 주안， 01 나 푸슈킨으1 '드라 

• 고려 대학교 분과대학 노어노운아까 교수 

1l '온 초안니j 는 이얀 '1아이 이스트와 이시아어로 앤역윈 댁스트가 피아노 약보와 

앙깨 셔혀 있는 ‘ ,UOH )I{yall , H이1 H3IcalU llIl“ n pacnyTlm‘’α)On Giovanni , ossia II 
dissoluto punito (2007) , r온 주안J은 E, T. A. Hoffm…nn: Don Juan.(2002J , r석상 
슨닝j은 nylU~“ 11 A , c.<)잉5)판 엑스트로 사용하였고 인용의 언역은 필자의 것아 

다 

21 예§ 는어 Stambinski , 42-53. 요째라 r온 조만니J 21 읍약과 대본의 잔계에 대한 연구 
가들의 꺼얘는 다양하다 V씨oen용 응악과 대본의 충같옹 이야기하고 Casey는 대옹에 

대한 융악의 우'1양 이。!’1 하지'j- "다 용대의 대온이 오사프트의 응악에 열혀 있어

이상적인 안작용 이쭈었다는 스타로인스카의 li현이 가장 적성하다고 여껴진다 대본 

과 응악이 공히 수준이 높아야 오에라익 수준이 높은 것은 용흔이다 

3) 요째라 r동 죠반니n1 이시아얘서나 쪽인에서는 lι흥 오에 '1 '돈 주안J이라고 우은 

다 러시아어 ~ D.OII 거Kyu lI 톡인어호는 α111 J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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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 ‘드라아 실엉’인 작온 비극 r석상송닝 」도 이러한 영향 아래 탄생한 

작용이다 이 두 작풍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릎이 행해져 왔지만 이들이 오페라 

I톤 조안니」와 긴영한 관계등 가지고 있다는 정 역시 이견의 여지가 없다 

작곡자이자 지휘자 그리고 음악평론가였던 호프만의 단연 r온 주안j은 오페라 

r돈 조반니J를 강상하는 한 여앵가의 체험기이다 호프안의 이 여행하는 영광가 

의 오에라 갑상기는 이로 인하여 오에라의 동 조반니가 본래의 모습용 뱃어나 

긍정적이고 영웅적으로 해석되고 연출왼다는4l 불안의 소리가 높용 안픔 이 

오패라의 해석에 획기적인 영향융 미쳤다 

1826년에 구상원 것으로 보이는 푸슈킨의 r석상손님j은 1830년 용디노의 가을 

에 완성되었으나 푸슈건의 사후 1839년에야 땅K되었으며 1847년 초연되었다5> 

드라마 연구이자 드라마 실험인 작은 '1극 r석상손닝j이 이 "1랑웅이에 대한 전 

성과 연경왼 작용등 중에서 툴리에르의 r옹 주앙，6J과 모차르트의 요에라 r온 초 

반니j 의 영향올 받았다는 점은 푸슈킨 연구가툴에 의혜 항상 언급되어 았다 71 

오에라 r온 초반니j의 영향을 받온 작용의 하나로서 작은 '1극 r석상손닝j융 

4) Borchmeyer, 142-194: Starobinski. 73-87 

51 나어지 좌은 비극 세 연은 푸슈킨이 샅이 있융 때 옐-"'1 었고 그 중에서 r모자 

흐트와 상려에여J만 1인슈킨이 상야 잉용 때11832년) 초연되었다 

61 쭈슈킨 시대얘 이 작유용 r톤 주안 또는 석상손닝j이라는 제옥으호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알려져 있었다 

71 푸슈킨의 r석상슨닝j은 다양하께 얘석되연서도 r예브게니 오 ';1 긴j 융 재외한 그의 
다온 작용능에 비얘 작가의 선기적 사실 견혼용 았운 그의 싱리와 연한하여 해석되 

는 경우가 않다 장 양려진 아흐아토바 AXM3TOS3, Bayley, JlOTM뻐의 연구a 위시하 

여 Greene, Gasparov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냐끄 있다 국내 학자둥의 

연구에서도 이 작유은 다양하게 해석 >1 어 았다 애용 용어 깅 '1 숙용 톤 주얀의 역정 
이 ·서호 결엉핑 수 없는 것할용 경@시키려 하는 내석 오순에 의얘 비극적 역성& 

바당에 'I!끄 있으여 자신의 역용 자신 슴에 옹시에 포양하고 있는 얘욕 옹 비 극의 

내적 추영혀으로 작용한다 앵획에서 g 앵으표 건너 '1는 것 이것온 드라아융 드라 
"1죠 안드는 가장 찌싱혀인 계기의 하나이교 에운에 우석킨이 다흥 이년 ‘E리아걱 

연구 드라야석 성힘 속에서 이 운쩌융 시엉얘본 것온 우연이라 한 수 없올 것이 

다” 라며 쭈슈킨의 작은 E라아의 닫쓰기의 저연에 냥안주의적 용식잉율 보았고 이 

현우는 프로이드찍으호 이 작용에 업긍하여 '.포캘로륨 작가 푸슈킨의 자아로 읽었 

나 처선도 이 작유올 다쭈연서 돈 구안으1 파영의 앤인이 현재판 충안하게 사는 에 

주허하는 돈 구얀과 규앤 잊 과거와 사랑하고 싶은 엌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온나 
안나의 안냥에 있다는 꺼해용 원~! lJ~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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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펴요는 과정에서 오페라 r온 조반니J 9.) 영양올 항온 몇몇 작용률을 안나게 되 

연서 옐자는 효프안의 단연 r돈 주안J O] r석상손냥J의 탄생 파정에 상당히 중요 

한 역힐용 했융 수 있겠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 이 글의 첫내리에서 밝힌 야 

이 세 삭용의 상호 연관 속에서 주요 인용들의 이해즙 시도한 계기이다 

2 

기존 연구에서 푸슈킨의 r석상손닝j의 오페라 r동 조안니j 잊 효프안의 r동 

주안J과의 찬제는 어떻게 다푸어져 았냐? 

오에 e} r돈 초반니j와 푸슈킨9.] r석상손닝j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나 아흐마토 

아， 토야<1프스키 동 주요 푸슈킨 연구가등에 의해서 항상 언긍되어 았으며 이 

주채안융 다푼 안면적 연구도 있다" r석상손닝j외에도 l없0년대의 푸슈킨의 

작용툴 속애는 이 요에라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에용 플어 r오자르 

트와 살리에리j에서 눈언 악사는 살리애리와 모차르트 앞에서 오때라 r동 초 

반q，중에 나오는 아리아원 컸고 그 눈언 악사가 술집에서 컸다는 바이용린 

곡 ~Voi che sapete‘도 카흐가 성득하듯이 당시 러시아에 잘 알려지지 않았 
언 r피가호의 경흔j중에 냐오는 채우비노의 아리아이기보다는 r돈 조반니j의 

얘포앵로의 카당로그의 노혜잉 가능성이 크다9> 이 얘 우슈킹이 에포델로의 

카얀로그의 노래의 끝에 반획적으로 나오는 구정 “VOI sa‘Jete Quel che fa 당 
신은 그가 하는 영옹 아시지요”당 ‘ voi che sapete 당신용 (그가 하는 일올) 
아는 사양이지.ll."로 고져 쓴 것옹 r모차프트와 샅리에리j에 사용왼 흉격인 약 

강 5보격의 앵에 잊추느라 그었용 수 있다(‘ cnenon CKpμna'l Ha TpaKTHpej 

p"“ rpblBaß voi che sapete. 4YJlo! ‘ ) r앨킨이야기，(830)의 이곳저곳에도 오 

에라 f온 초반니j융 상기시키는 표현톨이 있다 예한 툴어 켓 언셰 이야기인 

r얀사j의 았부분에 실비오와 새로 전역 온 대위가 다용 후 결l휴가 있었으리 

라고 예상한 동료틀이 그가 나타났용 때 그에게 그가 죽었느냐고 묻는 장연 

으| 해학성도 r돈 조안니 J i.j.g 부분에서 돈 조안니와 기사장의 경투가 끝난 

후 래포옐로가 돈 조반니에게 그가 죽었느냐 노인이 죽었느냐 을는 대사 

8) CTCn8ltOB 

91 Kaι 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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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ì è morto, voi 0 il vecc“o?~)룡 연상시키고 t역앙지기 J에서 상손 의린 

이 두냐가 유혹당하고 어링받는 첫 번께 여자도 아니고 마지악 여자도 아니 

라고 일하는 부분도 얘포옐효가 카탕로그의 노래흉 부르기 션에 옐 "1라에게 

하는 말(‘non siete voi. non fos te, e non sarete, né la prima, né l' ultima 그 
대는 갯 언째 여자도 아지악 여자도 아니었고 아니고 아닐 거요끼)올 연상시 

킨다 1830년에 탄생한 작용 "1 극 네 연용 실상 모두 오에라 r돈 초안니」와 

연경원 것요로 보인다 r모차르트와 살리에려j와 r석상손님j은 스토리와 소 

재에서 r인색한 기사j는 아버 지 와 아융의 대링과 질부의 에아삽 다운다는 

갱얘서 r에스트 기간 용안의 양연j에서 는 죽옹 앞의 향연이라는 삶의 진상 

흩 날카룡게 보여준다는 의이에서 r돈 조반니j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냐 가 

장 중요한 정용 오페라 r동 조반니j가 푸슈킨 창작의 에심인 삶의 모순성， 

삶의 패러옥스윤 핵싱 에시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에라 r돈 조반니j 

는 에대르부르그에서 18 1 7- 181 9년에 옥일어로 공연되었고 1828년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공연되었다 오도예프스키가 1823- 1없4년 명혼에서 모스크바에서 

공연되는 이딴리아 오에라는 로시니 것뿐이라고 비딴한 :f 1825년 l월 3] 일 

에 이탕리아 그흡이 오스크바에서 t돈 조반니J릎 꽁연하였고 오도예프스키는 

이에 영팡하였으며 l않6- ]앓7년 수차헤 공연되었다 쭈슈킨온 러시아어로 번 

역왼 r돈 죠반니 J 10J는 융흔 옥영어 11’와 이윌리아어로 원 오에라 r온 조반 

니j흩 오두 보았용 것이고 당시 모차르트에 영장한 가까운 지기툴의 억용으 

로 모차르트나 그의 마지악 오에라 r등 초반니J에 대한 것용 상당히 깊이 얄 

10l Taruskin. 187 타푸스킹용 '.너 바실리 샤오띤로프 Vasi1iy Samoylov가 주인공용 
앙은 이 요에'.공연용 보고 푸슈킨이 r색상손닝j융 었다고 힌다 허시아어로 원 r 
동 조반니J 리 !:!.ll토가 r석상손닝j에 영양융 춘 것용 사실이겠으나 앤역인 리브에 

토는 러시아어호 노예하기에 앙잊도록 안동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언역 이스트가 어 
밍는지 '1인하지는 옷였으나 러시아어호 앤역되어 혐찌꺼지 이어져 오는 q스트로 

상 예 앤역안으호는 오에'.에 나타나는 의이용 양션히 파악하기 어협다고 여겨진다 
예g 하나안 동자연 2악에서 경혼융 "1￥연서 그녀가 자신의 내연융 셔도 오프께 

인어놓는 ￥션의 온나 안나의 대사인 o.늄이 나용 양쌍<1 여꺼 날이 있용 거라고 

「‘ Forse un giα110 il cielo ancora sentirà pietà di me ’ l 하는 양은 러시아어앤역에 
서 생락되어 있다 이형제 >1 연 그녀의 내연객 견둥이 대용상으로는 장 여악'1 지 않 

는다 그이냐 쭈슈킨용 내연씩 강융용 그녀의 가장 픈 륙징으호 보았다 

11) TOM3wellcKHA, 565 에옴띤애서 공연원 옥잉어‘료 원 r동 조안니J버전에서 온 죠안 

니가 수도사쩍강용 힌 것서엉 r석상승닝J얘서 온 구안이 수도사 혁→장용 하고 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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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언 것 갇다 121 오에라 『동 조안니J21 이탕리아어 공연용 당시 러시아 

운파깨얘 커다한 의 "1 흉 지녔다 13' 그것옹 초국전쟁 이후 프랑스 오에라는 

윤언 퇴조였용 뿐안 아니라 18 12년에서 1829년 사이에 에대르부르그에서 오 

에라는 주로 러시아어와 독일어로안 공연되었기 때운이있다 l씨 푸슈킨의 댁 

스트도 이딴리아어 공연의 영향용 나타내고 있다 r~상손님 j의 이당리아어 

로 제샤 ’o starua genti l is잉 mal Del gran' COmmendatore!. .... Ah, Padrone! 

오 위대한 기사장닝의 정알 숭고하신 석상이시여’ 아， 주인닝'"부터가 그렇 

다 우슈킨은 조고에 이원 ‘ o statua gentilissimaf Del gran ‘ Commendator’ 

Ah, Padrone!’로 썼었다 연구자흩용 Commendator!가 장옷 원 것이라고 융 

게 지썩하며 일중잉표 이후 이어지는 ~ Ah, Padrone!"도 오메라 대온에서 알 

중잉표 없이 이어지는 대사 “Padrone ! ~파 다르다고 지적한다 이는 푸슈킨이 

리브레토용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면죄해서 인용했기 때문이라고 블 수도 있 

고 151 요페라 대본의 레포영로의 대사률 증 서로 다른 두 우용에서 가져았기 

때문이라고 용 수도 있다 '51 이 때 푸슈킨은 2앵의 옹절수용 비슷하게 죠정 

하기 위얘 ‘ o statua gentilissima’(9융정)와 ιDel gran' Commendator!.. ... Ah 

Padronen lO읍컬)융 썼흘 수도 있다 여하튼 우슈킨이 이양리아어로 원 오제 

파 r돈 죠안니j릅 보았으여 이 오얘라용 장 알고 있었고 에우 좋아었다는 것 

용 운영한 샤실이다 푸슈킨이 살리에리에 대해서 앙항 때 오빼라 r톤 조안 

니 .tr 보고 비웃는 사함이라연 모차르트용 죽일 수도 있있용 거라고 생각한 

우분에셔도 장 알 수 있다 그러연 호프안과 푸슈킨의 판게는 어엔가? 호프 

안용 182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싹가융에게 커다란 영향융 이치기 시작하여 

고잘 도스토얘프스키와의 연판이 주로 꺼흔되는 작가이다 호프안이 푸슈킨 

얘깨 꺼친 영양은 한상성이 강한 r스에이드 여왕j에서 지적원 야 있지안\71 

121 TOMßWC8CKHA. 530-531 
131 이시아의 오페라역사에 있어서 이띤피아 요*1의 "시얘 대에서는 raruskin 

1&; 깅5 

141 푸슈인옹 오에사에서 i시니의 이잉피아이로 인 오 '1 아g 씬jI었1 감안’3었디 

15) Kpac)'xHII, 133 

10) CTI!l1ßII08. 63 스에파노프는 ~O Slalu<I genti1issima Dcl gmn ’ Commcndatore!" 
'1 포헬.';;.가 석상옹 초대하c 우윤이고 M Ah, Padrone!'‘는 '1포갱호가 식상이 나타냥 

용 예 정악하는 우용이라고 겨찍힌다 r식상손닝j의 내용용 고혀힐 예 스에파노프으l 

< ， 에는 연익 역。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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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단연 r톤 주안j온 푸슈킨의 『석상손닝J과 마찬가지로 모차르트으1 r돈 

조안니J에 영향올 받은 작용으로 언급휠 뿐， 토마 '1프스키가 r석상손닝j 주 

석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 1"에서 한 알 더 나아가 푸슈킨의 r석상손닝j과 호 

프안의 안면 r돈 주안J 의 에타 텍스트적 판져1흘 다푼 연구는 없다 오페라 

r동 조반'-1 ，에 대한 호프안의 애정은 이 오얘 .f에 대힌 이야기릎 하는 사랑 

이라연 피테 키에르케고르， 아그너， 차이E프스키， 카위가 오에라 r돈 조반니j 

에 대해 한 알올 인용하듯 한언용 인용할 안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r돈 

또반니j를 오페라 중의 오에라료 보았으며 악보흉 구하여 미아노곡으로 되중 

이하여 쳐보기도 하고 이 단연올 방표한 3개월 후 에릉린 '1 오에라 극장에서 

이 오에라릅 지휘하였다 그의 현지글이냐 이 작풍에 대한 몇 차헤의 평론에 

서 보듯 그는 이 오에라의 완벽성과 높은 예술성에 대해 강탄했다애) 그가 

이 오폐라에 대해 깊은 이해와 애정올 가진 만콩 그는 이 오에라에 대한 당 

시의 용상적인 해석에 커다란 불안올 풍고 있었다 우엿보다도 그는 당시 옥 

잉어로 공연되는 양식이 원어로 공연되는 것에 비해 훨씬 예숭성이 때손왼다 

는 것을 명흔에서도 말하고 이 안연 속에서도 화자훌 홍하여 말하고 있다 

푸슈킨이 r석상손닝」올 집뭘했던 1826← 1830년 사이에 호프안의 단연 r톤 주 

안」의 프랑스어 번역이 1829년 Revue de Pari s에 실렸다 이는 1829년 5월부 

터 집중적으로 호프만의 작풍이 소개되던 중 6언째 작풍이었는데 1829년 10 
월호 이 잡지에는 호프안에 대한 영흔이 설렸었고 푸슈킨의 서재에 l앓9년 

12훨부터 나오기 시작한 19권으로 왼 호프안 전징이 있었다는 정으로 보아 

푸슈킨이 호프안이라는 이용올 거론한 적은 없지안 그가 r석상손닝j 창작과 

정에서 작콕가 경 지휘자이자 용악가명릎가이자 소설가인 호프안의 r돈 주안 

」용 읽으여 오차흐트의 오페라 r돈 조반'-1 ，에 대한 성도 있고 얘력적인 해석 

에 집했올 것이라고 추측힐 수 있다 호프안파 푸슈킨이 공히 이 선성의 바 

17) Debreczeny, 326; Baylcy, 319 

18) TOM3we8cK I1 R, 573 토마，.프스키는 호으안의 안연과 r석상손닝j에서 주인공익 성 

격이 다료기는 하지안 그s. 온나 안나의 사랑의 성격얘는 유사얻 바가 있다고 했다 

애4장 92맹에서 102앵에 이르는 돈 구안의 대사가 앤 나중에 지어졌끄 호프안의 앙 

시g 안았다고 양해도 용가능앙 것온 없다고 완팍하게 표현었다 그러나 토아애프스 

키는 푸슈킨의 돈 구안용 감각적 에략을 계측 추구하며 호프안 '1 앙상 권얘와 정앙 
융 느끼는 동 주안과 전혀 다르다고 보았다 

19) r-. larkx: 411rap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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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등이상 주인공으로 하는 여러 양려진 작풍틀 중에서 모차르트의 오에라에 

서안 나타나는 요소틀올 작풍의 에싱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정도 이윤 뒷받침 

하는 중거라고 여겨진다 예용 툴어 티르소 에 몽리나나 몽리에르의 드라마 

와 안리 오에라 r돈 조반니j에는 돈 조반니의 하인의 이휴이 레포헬로이다 

뿐안 아니아 오에라와 푸슈킨의 r석상슨닝 J에 동장하는 이 래포쟁로는 단번 

에 용일한 인융이라는 것융 암 수 있용 안큼 대사와 앵퉁이 유사하다 'JJ 또 

돈 조안나는 경국 돈나 안냐 예몽에 기사장-석상의 슨에 이끌려 지욕으로 간 

다 석상21 손얘 이끌려 파멸하는 것은 티르소 데 융리나외 돈 후안이나 올 

리얘료의 용 주앙의 경우얘도 강으냐 이 작풍틀에서는 그의 파연이 동나 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다 에포젤로의 동장， 톤나 안나와 온 조안니의 안냥으로 

인한 기사장 빛 그 석상과 온 조만니의 대경은 모차르트의 요에라에서안 나 

타나는 요소룹인 것이다 또 이 요소윤은 호프안의 여앵하는 열팡가가 오에 

라용 용예 눈여겨 온 것율이다 호프안의 r돈 주안J과 푸슈킨S!l r석상손닝 J 

과의 연결은 r석상손닝 j에 이항리아어로 왼 혜포첼로의 대사용 재샤로 인용 

하여 시작한 것에서부터 나타난다 (이 단연의 화자는 오에라 f돈 조반'-1. 

용 이양리아어로 감상하는 것용 기뻐하였다) 두 작용의 주인공의 주요한 욕 

갱이야고 항 수 있는 권대는 r석상손닝j 앤 암부운으l 동 구안의 켓 대사에서 

나타나끄 있다 (‘ R eD.8a- eD.8a! He yMep TaM CO CK)'KH 난 그곳에서 켠태로 

워 쭉옹 지경이었어 β)Zll 오에라 r온 조안니j와 호프안의 r온 주C{! J 푸슈킨 

의 r석상손닝j 세 작풍올 나강<1 놓고 살여보니 이 세 작용이 서로에게 초 

1성하는 잊으료 인하여 냥성주인꽁파 여성인융 돈나 안나가 서효의 운영에 가 

지는 의이가 냐릎 선영해지고 수수께끼 같온 여인 돈나 안나의 욕앙파 열정이 

더욱 비극적으로 드러난다 이 세 작용용 나란히 놓고 이틀<1 상호연관 속에서 

주인공융용 살이온 연구는 없으나 시의 화자와 그가 부르는 여인의 잔찌가 이 

새 작용의 상호연판 속얘서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일자의 눔깅융 끈 것용 툴록 

의 시 ’山arH KOMaHD.pa 기사장의 냉견옹J ( 19 10- 19 1 2)22’이다 읍륙의 시 r기사장 

2Vl 에포영호는 따로 다쑤어야 앙 인당 중요한 인윷이나 그삼 자새히 다쭈는 것은 이 

당외 엔위융 벗어난다 이 인용용 이 §에서 다쭈눈 에 각§에서 동연언 성격융 나 

타내어 세 에포낀호안 지에히 이'"힐 필요는 없어 보인다 

21 ) 우슈킨은 F파우스트의 힌 강연，(1없5)에서 파우스트의 융생용 씬，~흐워하는 인간 

으호 요고 있는에 호프띤이 동 주안용 파우스트적인 인’옹호 보는 샤싱파 연경야어 

@이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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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갤용j의 화자는 죽옹에 대한 예강 속에서 삽을 갱산하고 있다 톤냐 안냐 

는 우업 속얘서 깊은 장에 빠져 있고 (‘삐Ha AHHa CnHT, CKpeσHB Ha CepD.ue 

py“ / ,ll,oHHa AHHa 8뻐HT C뼈 AHHa, AHHa‘ 미a，nKO ßb Cn3Th B MonlJle?1 

CnMKO J1b 뻐eTb He3eMHble cu“ ?") 돈 주안은 오래왼 훈영에게 질.!?-{t 신갱하 

듯 “ )l(113Hb nycra, 6e3yMHa H 6e3.nOHHa!/ BblXOJUl Ha 61ITBy, crap“ Ií poK! 삶은 

공허하고 이쳤고 수렁 같아라1 써우리 나오랴， 오혜왼 훌영이여，"라고 외치는데 

눈보악 속에 효른의 승리에 찬 사랑의 곡초 (‘H B OTSeT - nOOeJlHQ H 8.11106 

nellHO -j B CHeìKHOH Mrne noeT pmKo‘ ’ P ’ 오쩌랴 쩨2악 피날에 도입부， 

식탁이 준비되고 온 조반나가 자유용 찬이하는 향연에 나오는 라장조 얄레그로 

비바찌 우용얘서 호른이 강이룡고 당당하게 올린다 - 가 그가 살았던 혜학의 

삶에 대한 기억과 함께 툴리고 이용고 질우선에 다가오듯 기사장 - 석상의 고 

요하고 우거운 알걸용 소리(라단조 안안대)가 틀리고 운이 열리고 기시장 석 

상이 §어와 입용 열어 돈 초반니에게 준이되었느냐고 웅용 때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돈나 안나용 부르지만 그녀는 대답이 없고 그는 자신이 죽올 때 

그녀가 일어나리라는 것용 집착하여 중용으로 틀어간다 돈나 안나§ 구웬의 여 

신으로 여기고 빛의 처녀라고 갱하여 그녀의 이릎융 다급하게 한러보는(‘)(， .. 

Cκ1'3! r .lle 11>1, .lloHHa AHHa?/ AIIHa! AHHa! .. ,") 시의 화자는 r석상손닝J2J 톤 

구안올 연상시키여 자신이 중올 예 돈나 안냐가 일어냐제 되리라는 아지악 구 

정옹 (띠O뻐a AHHa B cMepTHblA 'lðC T80A Bσ'3HeT AH때 BcnmeT 8 CMepTHblH 

'lacJfl 돈나 안나가 돈 초반니가 쭉어야만 갈등에셔 해망되리라는 입장‘ 즉 호 

프안외 단연의 연장가의 r돈 죠안니J 해석과 연경된다 19세기 후반 러시아문학 

에셔 r온 초반니j태아가 예용 율어 융스토이의 f안나 카 •• 니냐j쩌렁 성적 욕구 

와 윤리적 운제'. 연경되어 다쭈어지는24> 것과는 다르게 용욕에재 있어서는 호 

프안이나 푸슈킨에재 있어서치럽 상의 권얘9} 에략의 풍자랴에 오는 삶의 청산 

으로서의 죽용이 문제였고 돈나 안나융 빛의 처녀로 살아냥긴 새 죽용으로 틀 

어가는 용혹의 온 주안이 부르는 아지악 이릉온 돈나 안나였다 

:c2l 1>1101( , ~ 

23> 이 경우 5연과 6연용 연킬하여 polkOK용 자농차 경적 으로 이해하연 -숭리에 찬 

사양의 곡죠 no6e.nHo H 8J1106nCHIIO 아 연경되지 않E 이 시용 언갱안용 

JopreluþpeR가 앙하는 ‘6cc띠 yMHO npoHtC띠，" ‘ OTOp 소리없이 양려가는 자동 :W 

Uino Þ>.529)와도 연경‘l 기 어영다고 여겨진다 

24 ) Buckler. 17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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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연 오때라 ’온 초반니 ， . 호프안21 단연 r온 주안J 푸슈킨의 작용 비극 

r석상손닝L 이 세 작용에서 바항퉁이의 대영사인 냥성인용 동 조딴니/ 돈 

주안/ 톤 구안은 어영게 영상화되어 있나? 오쩌랴 r돈 죠반y，는 공연관계자 

빛 판색의 애째판 및 가치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에석되고 공연되고 관양 

힌다 251 공연에 따라서 주인공 온 죠안니의 금기잔 ~I 어 녕는 모융이 얘우 

잔혹하기도 하고 여성융 대하는 태도가 시니컬하기도 하고 가학 '1 인 오습을

보이기도 한다 돈 조반니는 온나 안나와 진한 육에식 정혹을 가지기도 하고 

이 운재가 아리송하게 처리되지도 하며 동 조반니의 아지악 잔치의 강연도 

다양하게 연출원다 여자률과 합깨 식사용 즐기는 것흩 보여주는 연총J31도 

있고 혼자서 억는 경우도 있고 하인이 식사룹 대렁하기도 하고 레포첼로가 

가져오기도 한다 요리도 최상급에서부터 인스턴트 스액까지 다양하다 또 톤 

조안니 71 에포갱호가 자신의 요리읍 용해 억는 것용 힐아쩌고 오르는 척 휘 

파람 올야고 하연서 올혀주는 장연도 다양하게 연충되는떼 돈 초반니가 냐이 

표로 해포영호의 손응 찌르는 오숭올 보여주는 정우l1 1도 있다 이잉게 되연 

온 조안니의 잔인성이 강조되어 레포첸호의 식욕올 인갱하고 인간의 온성올 

이얘하는 그의 욕성은 약화원다 2006년 질츠부르그 공연'"’에서는 '.포옐로 

가 동 조반니원 옐러죽이기까지 한다 이렇듯 다양하게 연충되는 이 오에라 

의 주인공 온 조반니용 보는 관객의 눈도 얘우 다양하다 동 조만니에 대한 

?51 오껴 '1강상외 대상인 요에 '1익스트는 주호 용악과 얘용'1 상호작용으호서 수용자 

에게 진안의눈에 이 예 대온과 응악의 간깨는 보완 애에염만 아니라 장한 및 오순 

으로 보이기도 한다 운학작용 승에서 아이이니나 인용적 성격이 선 'l 의 역약 속에 

서 익미가 우릿에지웃이 요껴야 측의 인암의 아리아나 유엿 앙장lt 헤치타디보도 

]영다 또한 어잉세 연@하고 어잉셰 연주하느냐 그것용 어잉게 안。}능이느냐 하 

는 역란에서 오껴라라는 예숭객용도 그것의 요t- T성요소양의 역동적 작용의 용앙 

으호서 에석되고 수용씬다 오에각 ’동 조 l간니J 의 경우 혹히 센은 수효의 장연과 공 

연늑'1율이 ~아져 나오는 얀앙 。'H 디앙언 얘써지용 연깨 씬 가능성이 있 '1 

26) 예융 양어 호프안의 영생가가 용 것이 그잉다 

?ll 2007년 Simon Keenlysìdc. Malin Hartelius. Eva 1-lei. Anton Scharinger. Piotr 
I3c(2ula 용현의 스'1 스 앙연 

갱 Th01nas Hampson. I1debrando d’ Arcangclo. Christinc Sch<lfcr. [ S3야1 

111\'rakdarian‘ κlelanie αcner 융연 강욕용 1\ lanin Kus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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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f. 그삼 악덕의 ßf신이자 앵자로 /5잉없이 
쩌릭올 추구하는 유아적인 인간， 부친살애의 상혼얘 시얄리는 오이다푸스 콩 

용엑스로 인한 아니아의 심리중후군용 나타내는 사함으로 보는 견해와291 그 

원 기성 규앵에 반알하여 자유등 추구하여 인간의 본성용 인정하는 비엉한 

인간， 이로써 정계선상에 있용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보는 견해.))호 나눌 수 

있겠다 이 두 견해가 끈질기재 이어지는 것은 질국 오빼라의 동 죠안니가 

오순성 양가성올 지니기 때문일 것이다 온 초반니는 풍없이 자연젝(본능적) 

사랑을 갈구하며 그에게는 여성의 이용 온능적으호 따악하는 능익， 요든 여 

성에게서 미용 땅견해 내는 능력이 있다 3)) 그는 쿄회의 육체 긍기 및 육재 

용 악마적으로 보는 시각에 반양하고， 판습과 균엉용 뛰어녕는다 사랑용 위 

해서 챙산유수처렁 거짓양도 하고 곤한에 빠졌올 때 놀칸 안한 잉기용연 능 

력융 보이여 손올 쓰는 승써도 뛰어나다 그는 그의 분신 강옹 래포젤로는 

뭉흩 모든 인간툴올 장 이해하여 그툴의 욕구와 용성용 인갱한다 자신올 모 

르고 운영에 fl동리는 보용 인간을과 연리 그는 자신융 장 알고 있고 끝까져 

자신의 생양에 대해 당당한 태도톨 보인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용 ‘ libertà 

리에트타’(자유)이다 이 리에르타률 위하여 그는 아무 것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온 조안니는 용잉없이 새로운 여성융 유혹한다 '.포첼로가 갑탄하듯이 

그는 아용다운 여자의 냉셰용 기악히재 암는다 티르소나 용리얘르의 작용에서 

는 온 후안/용 주양이 여성과 사랑에 빠진 것 같지 않용데 오차르트의 동 조 

반니는 다르다 그는 항상 여성을올 강구하며 찾아 에애고 유혹하띤서 자신 

도 사랑에 빠진다 아릅다용 여자등 보거나 냉써올 양게 되연 그는 명써 마 

용이 동하여 사항에 의지는 것이다 그가 장난스혜 말하듯이 그는 오든 여성 

과 사랑에 빠진다고 용 수 있다 그의 용앙은 항상 현재이다 그의 가장 큰 

29) Nov터 lirtα Rusbridger 

:l)l 에용 용어 호프안이나 푸슈인이나 키얘트에고료의 견에 'f 이라하다 

r돈 죠안니j의 아리아용 셰사로 i스끄 리~~.토에서 인용하며 샤량의 갱셰와 유혹의 

문세홈 다용 키에료케l르의 유혹자의 연기는 어디에도 호프안흘 언급하지 않지안 
그 속에 나타나는 껑혼이나 약혼이라는 세도에 대한 깅엽 동 조안니각는 인용의 에 

싱적인 성격인 ‘유흥’에 대엔 사에에 있어셔 호프안익 오에라 에석과 유시하아 오에 

'f 공연 녹아용융에셔 보웃이 이러한 동 조안니 에식。l 사안흩에깨 를 영양용 이쳐 
았고 이시고 잉용용 알 수 있다 

3]) 이는 키애프에고으의 유혹자외 능연과 강아 그는 오온 다양한 여성률외 아증다용 
융 보고 한앙하고 용구하며 그 여성 안에서 진극용 본다 키에르게고르， 쩌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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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징용 자신의 삶1 그 삶의 꽃인 에로스릅 즐기는 것으로 그는 규범용 깨뜨 

려서라도 이§ 쟁취하는 정이다 그는 에로스률 위해서라띤 죽응과의 대연도 

서슴지 않는다 어언 규엉도 인정하지 않는 아냐키스트인 그는 여자률 정욕" 

예나 기사장이나 쭉옹 기사장의 석상용 대연힐 때 거리낌이 없다 동 초반니가 

돈냐 안냐가 약혼자와 항에 있흘 때 그녀에게 상당한 영정융 가지끄 헌신하겠 

아는 알올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돈 조반니는 그너에게 약혼자가 있거나 없거 

나 상판이 없다 그것은 셰훌리나용 유혹힐 때도 아찬가지이다 제갈리나가 경 

혼윷 앞두고 있기 예운에 그녀롤 사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올 앞두고 있 

는 그녀가 더용 아륭답끄 새로웠기 때문일 것이다 321 아지악 장연에서 돈 죠안 

나는 강회하라는 석상의 경고도 우시하고 우려용 없이 석상에게 손올 내인다 

그 손용 제흘리냐앙 보호한다는 손(‘Oh. la Zerlìna è in man d'un cavatìer'’ 1. 
세룹리냐와 사랑용 냐누자연(‘Là cì darem ta mano"} 얘랴에 열린 "f로 그 손 

이다 기사장이 동장할 때의 무거용 용악옹 셰흘리냐와 서료 손융 맞장자고 노 

얘안 예의 당콩하고 경에한 용악에 날카용게 대 "1 왼다"'’ 돈 조안나는 바로 자 

신의 삶의 신조용 지키고 자신의 삶융 싼선하게 누리기 위해 스스로 죽용의 

손길용 받아툴인 껑에서 삶의 모순성의 극접에 었다 돈 초딴니와 연결외는 

보흉 인간등은 그앙 사항하고 부러워하연서도 그것용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그룹 중요하고 적대시한다 돈 조만나가 세상의 이런저런 관습과 규냉에 갇 

혀 부자유 속애서 살아가는 사랑을올 우습게 여기는 것용 사설이다 모두툴 

자유용게 싫을 구가하는 생명력 ~는 동 초반니를 속으로 부러워하긴 하지만 

판습과 규엉 속에서 사는 보용 인간률에게 그는 규냉융 깨뜨리고 세상의 도 

억융 우습게 여기고 그틀융 골당 액이는 패생한 방탕아인 똥이다 그툴용 그 

용 악당 거 짓앙쟁이， 얘신자， 살인자라고 부른다 그용 악억의 화신으로 해석 

한 때 가장 나얻 정으로 꽁히는 것용 그가 자신의 용앙의 충족올 위해 살인 

도 용사한다는 정이다 온 조반니가 살인자인가 아닌가 하는 정은 그의 인간 

321 키에르애고프 492-493 
331 요차르트가 석상의 냉철옹에 아어지의 긴성융 생각g용 수도 있꼈다고 여지 힐 만 

당 돈 죠안냐용 작곡힐 당시의 요사프트의 내연은 자신의 자유효올 상과 에;승용 위 

엠하는 셰도와 관습이라는 현실적 에약 사이에서 도약이 이유이든지 경제적 찬녕이 
없어서든지 수업이 객어셔이E지 아성 >1 연 수 업으냐 정제끽 궁잉으효 인하여 각 

싱얻 고용용 안있다고 하는에 작유에 이이한 전기적 요소가 E러나지 않을 수 없었 

용 것이다 엉리아스 Rusbridg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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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 싼단하는대 중요한 요소이다 과연 그는 살인자인가? 아니다 그는 쟁당 

한 결부에셔 사양올 축였다 그것도 기사장이 동 조안니에게 질우률 청했고 그 

는 마지옷애 용해서 경투용 하다 기사장융 쭉이게 되었언 것이다 결후라는 제 

도는 유링에셔 중세부터 01촉제긍의 영예에 관련원 중요한 개녕이었다 경투에 

서 사항올 죽이는 것은 살인과는 구연되었다 r동 죠반니j가 상연되었던 18세기 

말 유렁에서 엽적으로 경후가 금지되어 있었고， 프항스의 보아르쉐의 드라마 

’Le 뼈rbier de SevilJe 쩌비야의 。l딴사，(]7/51나 rLe mariage de Figar。 피가 

료의 컬혼，(]πW41에서치렁 01족계급과 시민계급간의 충융에서 귀족찌급의 도 

쩍이 용자되고 에싱， 설러， 이히태 풍 진보직 지성충들의 진정한 내적 영예얘 

대한 농의와 항깨 경투에 대한 "1판이 일어났으나 아직 대부분의 구l쪽을은 명 

예§ 위하여 경투흉 하는 것이 흉상적이었다써) 기사장의 축용이 동 조안니와의 

결푸로 인한 것이라는 정융 고려하민 ε 조반니가 그냥 살인자라는 견해나 프 

로이드죄인 ‘부친 살해1는 그 근거가 약해진다 그러냐 연출에 따라서는 예륭 틀 

어 2002년 리찌우 공연351이나 =년 에아트로 '1알 마드리드 공연."에셔는 돈 

죠반니가 옐투호 기사장올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잔인하게 킬료 옐러어라는 

것으호 되어 있어서 돈 조반나의 성격융 해석하는데 있어서 고전적인 연출을 

예융 융어 1991년 프라하 용연 .:m 1999년의 "1엔냐 국립오에라 공연이나3엉) 에트 

료융리단의 2002년 공연과는:ÐJ 7}이가 있다 곤자에도 고선적인 연융율 보여주 

는 용연틀옹 1954년 Furtvaengler 지휘의 비엔나 공연이나 l어7년 런언 영하 

모니의 Glyndeboume공연과 강이 견후의 장연이 툴어 있다 돈 조반니가 결 

34) 13urkhart. 75-88. 

35) Gran ’r eatre del Liceu에서 공연헤었고 English National 0야ra. S taats이"" 
Hannover가 항에 공연언 것으호 융악강혹온 Bertrand de Billyol 여 연장견이 에포 

옐호호 용언한다 스에인 양혹 'fllc 우애호 안 젓이다 

361 싱쪼니 오케스트라의 지얘자는 Viktor Pablo Perez였끄 Carlos Alvarez. Lorenzo 
Regazzo, Maria Bayα Sonia Ganassi, Jose Bros가 용현한다 1940년대호 사 애용 용 

겼으여 돈나 안나가 상당히 용강껴이다 

371 프라하 즉링 극장 공연이며 석화원 것용 충 'f강 。}용아운 돈 죠안니가 나타난다 
호프안적인 에석이 흩보인다 

38) Anna Caterîna Antonacci. Carlos Alvarez. Adrianne Pîeczonka. Ildebrando 
d 'Aπangelo이 용현하며 져씨는 Riccardo 1\1 uli가 양앙다 

39) James Levine이 지쩌하였으여 프네 을 '.잉 에ζ헨， 흥예정(세융리냐)， Ferruccio 

FurlanetlO가 충현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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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 정당하재 앵했다끄 보게 되연 그판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옹 정당하지 

옷하다 동 조안니는 여인용 유흔하기 위해 옷을 강아잉고 거짓앙용 하기는 

하지안 여인들용 사랑하며 자유용 추구하다가 돈나 안나의 아버시가 대표하 

는 규냉에 부딪혀 어얻 수 없이 파멸하게 되는"'， 죽용올 두펴워하지 않는 경 

계선 상의 인간이지 살인자이고 극악우도한 악당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있 

다 

효프안의 난연 r온 주안J에 A 오페랴i} 갑상하는 여앵하는 영장가는 옐비 

라， 셰합리나， 마쩨토의 둥장에는 혈 안싱옹 기용이지 않고 에포옐로， 온나 안 

나와 온 조반니에깨 주 관싱융 두었다 그는 오쩌랴에서 온나 안나와 돈 조반 

니가 함께 동장하는 첫 장연1 기사장파 온 초반니의 걸쭈와 기사장의 죽응， 

돈 조반니와 대비되는 동 오타비오의 앵동거지 돈 초안니가 사랑과 삶올 찬 

이하고 추구하는 것‘ 그가 석상융 호대하고 그에게 끌허가는 장연용 눈여겨보 

았는데 이는 그가 오페라의 내용의 중싱용 돈나 안나와 동 조반니의 안냥이라 

고 여겼고 극의 정정웅 돈 조반니와 석상의 안냥에서 보았다는 것을 말하겠 

다 그는 우선 동 초반니의 비냉앙에 주의동 기올인다 그가 묘사하는 온 주 

안은 자연이 신성에 가까훈 육셰적 정신적 위어냥용 부여한 우혀 아릎압고 

강한 냥자<f.(‘ den Juan stattcte die Nmur, wic ihrer Schoßkinder liebtes, mit 

aJ le dem aus‘ was den Menschen , in näherer Verwandtschaft mit dem 

Göttlichen") 그의 의오는 그의 멋진 강열한 색채의 옷차'，J(앙토 아래 은색으 

로 수놓옹 당간 자켓 장겁)처입 얘우 인상적이다 41' 세 l 악의 풍에서 보듯 그 

는 용갑한 영용 흘강드가 포악한 거인 치오스코의 군대(샤아샌인융1ft 응리치는 

40) 돈 죠반니능 기사장융 증이에 원 후 그융 이올라는 것융 극도로 써렌다 그는 앙 

앙이 있 'f는 'U영로얘깨 기사정 이야기안 얀고는 우엇이은지 빼도 좋다고 양한다 

::t응 자신의 파열이 ::t의 손에 의에 안정 51 리라는 것용 예상었는지 !l용다 그러나 

악싱 석상과 대경언 예는 거 '1 낌이 없다 

41 ) 오에라 r온 죠안니J i! l.!:!.l~토에서 온 죠안니는 사신 21 옷차링용 앙토(~un gran 
m‘mldlo~) 하얀 깃원이 안인 오A("ull Cé\)끼x:ilo con Cl'Indidi penacchi‘) 장검 
("s~<1da’)으호 li사하나 효프안의 안~!애서는 '1포헨호가 '1!간 깃익이 안린 하얀 모 

자("in weißem Hut mil mter Fedcr‘ Ht 잉다는 것용 추가"- 양한다 푸슈킨의 석상 
슨닝에서는 망토(~nJ1 a띠") 요자("UJnllna")， 장갱 ("wnara")이 동 구안21 옷차링으호 ‘ 구나 양아 용 얀당 능에 앤다 옷차임용 웅샤얻 요'f프트가 한언용 요석에용 두은 

옐깅씩(karmosinrOI) 앙토에 긍씀요 장식언 오지용 쓰고 요에라 리허션에 냐타얀 직 

이 잉다끄 힌다 Hennenberg,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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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쳐렁 친한 그을올 혼란시켜 장난스'. 융리치고 빠져나가는 강한 냥자이고 

(M .... bahnt sich duπh das gemeine Gesi찌아. das er wie der tapfere Ilolland 

die Annee des Tyrannen Cymork, durcheinanderwint, daß a11es gar çossierlich 

U빼-einandenJurzelt. den Weg ins Freie.") 공장에서 씌어 낸 천한 속용을과는 다 

혼 뛰어난 인간으로 표현되었다 (‘ U야r den gemeinen Troß, über die 

Fabrikarbei t며， 이e als Nullen.... aus der Werkstätte geschleudert werden , 

erhebt ’ ) 호프안의 열광가가 뼈석한 온 주안에게는 지상에서 인간올 진정으료 

고양시 킬 수 있는 것온 사랑맙에 없다 (~Es gibt hier auf Erden wohJ nichts. 

was den Menschen in seiner innigsten Natur 50 hinaufs떠gert 띠s die 

니obe" ) 그가 본 동 조안니는 항상 사랑융 추구하연서 항상 권대용 느꺼는 파우 

스트적인 인웅이다 항상 새용고 기이한 것올 추구하지또μ2) 항상 실앙하여 권태 

윷 느끼고 정갱 더 악아직인 연융 드러내는 물앵한 인간이다 그가 이아률 쩡그 

언 때는 때피스토옐레스올 연상시키는 구석이 있어 소름이 끼챙 갱도이다 그 

는 경혼하는 사랑툴 전체에 대한 경영에서 약혼녀나 신우용 유혹함으료써 (호프 

안의 여앵가는 돈 주얀이 세용리나올 앤하는 것은 그녀가 절혼올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온다)‘ 인간등의 운영용 손안에 쥐고 인간울에게 잔인한 유회용 하여 

즐거워하는 싼인한 괴율얘재 대항하여 숭리한다 그러나 숭리었다고 생각하며 사 

는 동안 그는 정정 지욕에 가까워진다 경국 죽었다고 생각한 온나 안냐외 아버 

지인 기샤장온 실상 죽지 않는 제도와 규엉으로 살아 있어 온 주안에게 비극적 

죽응융 안낀다 호프안의 여앵하는 영광가가 본 동 초반니의 가장 큰 욕징은 

자신의 삶융 완전히 누리기 위해 애상과 훈영융 관장하는 신에게 대항하지안 

껑정 더 컨대의 수령으로 빠져등어 가고 악상 그의 구원의 여인영 동냐 안냐 

용 알아보지 옷하고 그녀로 인하여 중재 원다는 의이에서 인간 삶의 오순성 

외 극정에 았다는 정이다 

푸슈킨의 r석상슨냥j옹 수도앤 묘지에서 돈나 안나와 동 구안이 안냐는 것 

으로 시작하여 라우라의 파티에서 돈 구안과 온 카용로스외 걸'1-가 일어나고 

동 구안이 돈냐 안냐에게 구애하여 일회의 약속올 받아내고 온나 안나의 죽 

응 냥연(온 알바르‘ 그는 동 구안과의 질투에서 죽었다)인 기사장의 석상올 

42) 이 안연에서 ·놓할얀힌‘ ‘가이언신이한- ‘정이로용 "lt가사외한‘ 융 의이하 

는 "wunderbar", ’so，잉erbar~， "seltsam"‘ Mgeheim" ’ wundervoll- 강용 얀어흩아 
지주 쓰었다 뒤에서 언급되지만 r석상손닝J에서는 ‘ '1이 언crpaHH“ n" 애호훈 
'0'“n"이 자주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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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하고 동나 안나의 사앙의 고액융 받고 난 직후 그가 석상의 손에 의해 

끌려가는 것으로 끝난다 r석상손닝J의 정정옹 동 구안에게 애중의 감정윷 느끼 

연서 갈등하는 돈나 안냐에게 기사장이 석상으로 나타나 동 구안융 지욕으로 이 

끌고 가는 부분이다 결국 온나 안냐와 돈 구안의 안냥"f 온 구안의 파멸이 콕 

의 우게 중싱이다 푸슈킨은 오에라의 앨비라‘ 셰률리냐， 아세토， 오타비오흉 아 

예 퉁장시키지 않고 대신 라우라와 온 카를로스를 퉁장시켰다 이들의 기능은 

온나 안나 및 동 구안의 성격을 뚜렷하게 하는 데 있는 바1 라우라는 제률리 

나와 돈 카률로스는 온 오타비오 잊 아제토와 유사하다고 올 수 있다 기사 

장이 동나 안나의 냥연으로 셜정되어 돈 구안과 기사장 석상과의 세계관의 충을 

잊 그들의 대결이 동시대적임이 날카륨게 드러난다 r석상손닝 j의 동 구안익 성 

격의 가장 중요한 톡갱도 삶에 대한 사랑과 에로스의 추구이다 그는 정얻올 

지니고 앵풍하여 현재의 삶이 최대로 충안하도록 안을연서 산다 이흘 위하여 

그는 판습도 규염도 뛰어념올 수 있고 아우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새롭고 기이한 것에 열리고 권태룹 싫어한다 ("CrpaHHy lO nplt1lTHOCThl 11 

Il aXOHl1ß B ee ne'faJ1애OM B30pe/ 1-1 nOMepT8enl.l X ry6ax. 3 TO CTpaHHQ 슬픈 

시선과 핏기 없는 입술에서 71이한 쾌감윷 느꼈지 그건 기이해 ") 이는 결국 그 

로 하여금 가장 그의 아응옹 끄는 기이한 과부 돈나 안나에 의해 파열하게 한 

다 (“세TO 3a CTpaHltall 8AOBa? 이 우슨 기이한 파부인가요?") 그도 온 조반니처 

컵 여성들과의 사랑을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그는 여인툴의 아릎 

다융용 기악힌 강각으로 알아내며 그녀틀과 사랑올 즐기고 나서 또 새로운 사랑 

올 찾아서 그녀듬융 유감없이 떠난다 사랑에 있어서도 그는 항상 융직이여 영혀 

있다 좋게 앙하연 그는 얘앤 첫사랑융 항 수 있는 인간인 것이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외연 삶에 있어 완전한 자유가 없다는 것올 잘 알고 있다 그의 삶에 

는 그래서 항상 죽옹의 위협이 동안한다 수않은 경두가 이룰 대연한다 과연 그 

는 악당이고 살인자인가? 라우악가 돈 구안이 경투에서 영예즙게(정당하게) 죽 

였다고(피TO r y aH H3 noeAHHKe 'feCTHO y6HJ1") 항상 양썽용 일으키나 항상 죄 

는 없다고(~ Be‘”’“ e npoK잉“ A BC(' He BIlHOBaT .. ") 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경투에서 샤함융 죽였올 뿐 국샤l성도 아니고 살인엉도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삶올 완전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바용 거리낌 없이 실앵힐 뿐이다 피 훌 

리는 돈 카릉로스의 시체 앞에서 랴우01에게 키스하는 것이나 기시장의 석상 앞 

에서 그의 아내인 온나 안냐에게 구애하는 것도 역시 그렇다 그는 상상력이 풍 

부하다 비록 돈나 안나가 에일올 쓰고 있어서 그녀의 아용다용용 제대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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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혔다고 하나 그녀가 보여준 날생한 양뒤꿈지률 보았고 그는 자신의 상상역으 

로 여인의 아릉다용옹 싼생시킨다 상상력이 있기에 예숱도 사랑도 가능하다 한 

면 그는 유혹에 놓힌 사양이다 육히 그의 언어는 유혹적이다 라우라가 부르는 

노래는 그가 지어낸 것이며 그의 청산유수 같은 일은 폰냐 안냐 뽕안 아니라 독 

자등도 요두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암 안큼 유혹적이고 양가적이다 그는 수도사 

의 꽉장용 하고 거짓으로 기도하며 온나 안냐를 거짓말로 유혹였다 자신이 돈 

구안이 아년 것처렁 딴소리용 하고 돈 디에고라고 했다 그는 오때라의 톤 초안 

니처렁 여인용 얻기 위해 연장융 하고 거짓앙올 한다 그러냐 우슈킨의 돈 구안 

용 나중에 그녀에재 자신이 냥연융 중인 사랑이라고 고액힌다 에 그는 돈나 안 

나에게 자기의 갱채용 밝히는 것일까? 여기서 올 수 있는 것용 욕앙의 완전한 

실현융 위얘 끝없이 도전하는 동 구안의 오습이다 온 구안용 돈나 안냐로 하여 

금 냥연과 경투하여 그장 중이게 왼 시신융 사랑하게 한다는 폼 더 완전한 숭리 

훌 앤하는 것이다 돈 구안도 온죠반니처렁 제도권의 경혼이나 남연이라는 존재 

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조소적인 입장이다 욕히 냥연과 아내외 사랑이 결여원 결 

혼에 대뼈서 부정적이다 이는 이네자의 죽용율 슬퍼하여 그녀의 남연이 잔혹한 

사장이었다는 것올 상기시키는 것애서도 나타난다 이재 돈 구안용 자신의 신'" 

II 떳떳이 밝혀여 동나 안나와의 안전한 사랑용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 
장용 보리오라고 기사장-석상융 초대한 것은 바로 기사장-석상에게 경투홍 

신갱한 것에 다즙 아니다 푸슈킨옹 동 구안과 톤나 얀냐가 안냐기 선에 이 "1 

그녀의 납연인 온 알아르나 온 카용로스의 형이 (그와 동 양바르가 강온 인융 

일 수도 있다) 동 구안과의 경후에서 이이 축은 것으로 전재하고 있다 또 톤 

구안이 엘리 외국에 냐가 있었던 것도 누군가와의 경우로 인한 것이다 온 알바 

르와의 경우는 아아도 원혀의 충용이냐 영예의 문째 예운에 일어났언 것 같 

고， 돈 카흩로스와의 절쭈는 라우라로 인한 갈퉁이 근인이지만 결국 세계관의 

충옵이 그 원인이다 돈 카윤로스나 돈 앙바르는 돈 구안과 갈용 인물용 창기 

어혐다 그래서 그틀용 그에게 도전했융 것이고 동 구안용 여러 사양용 죽이게 

되는 것이다 온 구안올 용냥힐 수 없는 이툴은 스스로 경투용 앤했으며 동 구안 

용 라우라가 말했듯이 그풍용 경후에서 정당하게 (영 예용재) 측였다 오페라 r동 

조안니j얘서도 기사장이나 동 오타비오는 동 조안니흉 잭대시하여 은 오타비오 

는 도전하지 않지안 기사장용 얄외 명예용 생각하고 집안의 영예용 생각하여 동 

죠안니에깨 도전하여 쭉었다 판습과 규명용 대표하는 기사장용 갱당한 결투에서 

예혜서 죽은 후 집요하깨 복수윤 노라고 있다가， 래포헬로의 아내일지도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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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용 유혹한 것융 두고 돈 조반니가 그의 아내라연 더 좋았올 거라고 말했용 

때43) ， 입올 열어 언저 동 초반니에게 도전하고 톤 조만니의 용전하려는 의지에 

용하여 그의 집으로 나타나 그와 겨흉다 그러냐 푸슈킨의 r석상손닝J에서는 돈 

구안이 언저 가안있는 석상에재 도전한 것이다 그의 어릿속얘는 그녀의 어릿속 

과 같이 그녀의 냥연에 얘한 생각이 미냐질 않았고 그는 그것융 벗어나고 그녀 

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석상용 밀회의 장소로 초대하여 끝장융 보고 

자 하는 마용올 가셨언 것으로 보인다 돈 구안이 돈 알바르나 돈 카용로스와의 

경후에서 아아도 그훌의 도전에 용신하여 숭리했다연 석상과의 대경에서는 언저 

도션하여 예한다 이는 동 구안이 그에재 강당하기 힘든 샌 직인 석상， 돈냐 안 

냐에게 드리워져 있는 전풍， 과거， 규엉용 표상하는 석상용 지냐치게 의식하며 

정후하고 그녀융 이에셔 얘방시키고자 너우 서툴었기 때문이다 실상 돈 구안옹 

기사장 자세보다는 그 석상이 그녀에게 드리운 거대한 과거， 규엉과 대킬하고 엉 

어 었다 (‘KaKHM OH lllec‘ 매e.!lCT88JleH HcnoßH HoM !/ KakHe nne"H! 'ITO 38 

repKynecLJ A C3M nOl(ol1H‘’K Man 6‘10 H 띠'JlYωeHj 3.necb, CTa8 H8 

Ubl nO'l KH , He Mor 61>1 PYK'f/ 끄o cøoero OH HOCy Jl.OTJl H)'Tò 그가 여기 얼마안 

한 거인으로 세예져 있는지V 저 앙용 어찌하며 1 우슨 에라륭'.스 같。lJ 그언떼 

고인 자제는 키가 작고 일랐었지/ 여기서 땅끝으로 서도 손으로 자기 .i!.f! 안 

질 수 없올 갱도었지 ") 자기의 아내용 가두고 보초처럼 강시얘용 돈 알아르 

가 돈 구안 강용 삶의 신죠롤 가지고 살아가는 냥자용 싫어하여 도전한 경쭈 

에서 돈 구안이 이겼다연 지긍은 장장하깨 서있는 온 양바르의 석상온 동 구 

안에게 힘겹도꽉 거대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럴수욕 그는 그올 울리씨야겠다 

는 생각올 강하게 한 듯하다 그래서 그는 석상에게 밍회장소인 돈나 안나의 

집으로 보초서러 오라고 알항으로써 기사장-석상의 가장 예인한 곳융 건드린 

다 오욕적인 도진애 용하지 않는다연 영예예 치영적인 손상올 입게 원다는 

것이 당시의 용녕이었다 러시아얘서는 경투가 엉격한 철사대로 앵해졌으여 

19세기 전안까지 인언했다 44’ 석상용 도전에 용하여 나타나기는 했지안 갤후용 

정당하게 앵하지는 않았다 그는 나타냐자마자， 쓰러진 ε나 안냐 때운에 제대로 

준비도 안 원 동 구안에게 ‘모든 것용 끝났다 Bce KOH'leHo.~끄 알하며， 당당히 

43) 여인즐이 동 조인니냐 동 구안에게 에혹당하는 것용 보고 그 여인즐의 냥4융이 
지기의 여인§에게 더 애핵융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용 양하는지도 요은마 아찌토 

가 그렇고 돈 카융로스가 그영다 

44) J[OTMaH, 5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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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서혀는 돈 구안얘게 손용 랄라고 한 후 다쩌고쩌 그융 지욕으료 끌고 간다 

요에랴에셔는 온 조반니의 집애 나타난 석상이 돈 조안니의 의시톨 타진하고 손 

용 장은 후액도 회개하라고 여러 언 요구하며 그와 겨둔다 그러나 푸슈킨의 톤 

구안에게 나타난 석상옹 그렇지 않았다 r석상손님j에서 석상으효 요상되는 큐 

엉과 과거는 온 구안의 현재의 상파 겨루기 보다는， 자신외 논리용 가차 없이 설 

앵항 앤이다 결국 현실세계의 논리에 약한 동 구안이 성급하게 준비 없이 온냐 

안나의 냥연의 석상과의 대경용 시도힌 것이 돈 구안에게 파멸융 안겨주었다고 

하겠다 

4 

동 조안니/ 돈 주안/ 돈 구얀외 축용의 씬인이 되는 돈나 안냐는 어떤 여인인 

가? 

오에랴에서 돈냐 안냐는 돈 초반니훌 좋아하는 여인용 중에셔 쩨일 언저 우 

대에 동장한다 카탕료그의 여인률 잊 동나 안나훌 비옷한 오쩌라애서 거흔되 

는 여인융4:)) _ 동냐 안나1 돈나 옐비라， 찌흘리냐， 레포옐로의 아내일지도 모 

르는 여자 동-용 아마도 모두가 에로스흩 추구하는 여인흩영 것이다 이는 

r피가로의 결혼j에 나오는 여자흩이나 r코지 연 투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는 모차르트의 여성관이다 돈나 옐비라가 그토록 톤 조반니에게 집착하연 

서 쫓아다니며 에로스흩 추구함에는 이혼의 여지가 없다 그녀는 중요한다연 

셔 실상 사랑하고 있고 또 그것융 드러낸다 그녀는 동 조안니가 지욕으로 가 

기 직전까지 그흩 쫓아다니며 그에 대한 얘중용 드러내여 잔소리용 한다 애 

용리나 역시 온 조안니의 유혹얘 생게 빠지며 그녀가 언저 돈 초안니에깨 자 

기의 아용 연하기 션에 툴리(‘presto，’) 사랑하자고 땅한다 온나 안나도 쳐용 

부터 동 조반니릎 더 알고 싶어 했고 복수한다연서 사랑하고 있다 그러냐 

돈나 안나는 체툴리나나 앵비라와 얄리 수수께끼처럼 얘얘해 보인다 오메라의 

첫 장연에서 악에서 앙율 보며 후엉거리는 헤포헬로 앞으호 동나 안냐는 돈 

451 셰포헬호의 카양로그에 잉는 여인흩 20ffi멍 중 1Il00영용 옐비라처업 에링안용 여 

자이다 동 죠안니가 어링반용 아가애용 위호에 주셨다고 었융 에 에포옐로가 속으 
호 ~Cosi ne consolò mile e ottocento 18X1영용 쩌료힌 것쩌렁 ·이라 암힌 얘서 알 

수 잉다 동나 안나가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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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반니틀 뒤쫓아 냐온다 그녀는 엘정과 젤앙파 분노가 섞인 욕소리로 돈 죠 

반니를 붙잡고 늘어지여 자기툴 죽이기 전에는 옷 간다며(“Non sperar, se 

non m’uccidi, ch ’ io ti lasci fuggir mai!") 절악하게 다가플여 절앙의 분노흘 

느끼는 장포한 여인으로서 그룡 계속 뒤쫓아 놓아주지 않으리라고(“Come 

furia dìsperata ti saprò 야rseguitar’" ) 양하고 돈 조반니는 그녀로 인한 자신 

의 파떨용 얘강한 뭇 “Questa furia dìs야rata mi vuol far precipitar! 이 절 앙 

의 분노가 냐흩 파멸시킬 것이네，" 라고 알한다 톤냐 안나는 온 조반니틀 계 

속 뒤윷아 큰길까지 나오며 소리흉 질러(‘arditamente il seguo fin nella 

strada per ferrnarlo，~) 아버지 기사장올 깨우게 되고 기시장은 경투로 죽게 

왼다 죽은 아어지의 시체륭 보고 실신했다가 깨어난 그녀는 ‘ FUggl. 

crudele, fuggi! 가라， 잔혹한 자， 가라，"라고 한다 이얘 관객은 그녀가 요타비 

오흘 보고 그러는지 아니연 아직 동 조반니훌 생각하며 소리 지르는지 알 수 

없다<03， 돈 조반니률 향하여 그올 알고 싶용 아옹에 계속 더 그와 함께 하기 

흘 띤하나 그가 도망가려하자 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차서 갈 <11 연 가라고 

어서 가라고 그러는지， 오타비오에게 그가 싫어서 우의식중에 그런 알올 하는 

지 이유도 장 알 수 없다 이어서 오타비오에게 복수의 앵세훌 시키는 장연에 

서 ‘ Fra cento affetti e cento vammi ondeggiando il cor 액 가지 강정릎이 

가승올 요통치게 한다'11 "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그녀 의 내연에 우슨 복잡 
한 생각이 있용까 생각해 보게 만든다 그녀는 무엇용 원하며 우슨 생각올 하 

였던 것일까? 돈나 안나가 오타비오에게 아어지가 죽은 날 방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는 부운도 그녀의 이야기안으로는 사건의 진상온 불흔 그어 21 내연 

융 앙기 어렵다 그 이유는 그녀의 양이 앙뒤가 장 잊지 않기 때문이고 옹악 

적으로도 그녀의 알용 액연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지 옷하는 정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녀는 방으로 올어온 냥자가 오다비요인중 알았다가 공 착각한 것 

용 알았다(‘ un uom che al primo istante avea preso 야r voi. Ma riconobbi 

poi che un inganno era il mio.")고 했는데 왜 그때 소리 지르지 않고 그가 

그녀을 껴안은 후에야 소리를 질렀을까? 엉이 강해서 기사장을 이기게 된 동 

461 ’ crudele 잔혹얻 자? 라는 g현용 영비라가 돈 조안니용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이고 
돈 조안니 자신이 돈나 안나얘게 ‘ Ma voi. 야lla Donn ’ Anna. peπhè così piangete? 
II crudele chi fu che OSÕ la calma turbar del viver vostro? 그히나 그대 아유c) 

용 동나 안나 예 그리 올고 있소? 그대의 조용한 야응 강<1 어떤 잔혹한 자가 용 

으러 놓았소'" 라고 용융 예 그가 자신용 지갱하는 언어여서 흥미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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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반니가 한손으로 양융 옷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억써게 껴안았는데 그녀는 

어영재 힘융 내어 마칭내 그훌 벗어냥용까? 결국 중요가 강한 힘훌 주어 용 

용 'i!고 구우리고 비 "1꼬고 하여 해방되었다(“A1fine il duol, 1 ’oπ'Qre 

dell ’ Înfame attentato accrebbe sì la lena mia, che a forza divincolalllli, 

torcermi e pieganni,da lui mi SC1이sW)는 구째적인 요사가 우엇융 알하는 것 

일까'41) 그녀가 그의 용갯 하냐 하나용 상세히 기억하고 자기의 용짓도 너무 

나 상세히 설영하는 것용 보연 그녀의 머릿속에 그 앙외 기억이 어떤 이유에 

서든지 뚜렷한 색채호 깅숙이 박혀 있용이 분명하다 이 이야기용 안 때 동 

나 안냐는 동 조반니가 아버지와 결l휴융 하기률 원하지 않았지안 아버지가 

고집하여 결!휴흩 하다 아버지훌 죽이깨 원 사실용 인갱하지 않고 그용 아버 

지용 살해한 "1영한 자로 얘도하여 오타비오에게 항상 아버지의 상처와 피흉 

생각하며 복수용 할 것올 앵세시킨다 (ØVendetta ti chiedo, la chiede il tu。

cor. rammenta la piaga del misero seno, rimira di sangue coperto i1 

terreno. se 1’ ira in te langue d’ un giusto fumr.") 여기서 사용왼 표현용 애 

우 강혈하다 그녀는 이언 강렬한 표현올 구사하며 최연 경듯 오타비오에게 

자기의 의사용 그대로 따르도록 외용이 앙힌다 이 부폼에서 그녀의 수사는 

동 조반니의 것 옷지않깨 화려하고 강하지안 그녀의 내연용 보여주지 않는다 

아니， 오히혀 그어의 내연융 가리는 대 사용외는 것처링 보인다 그녀의 양은 

사실 오때라 션째에서 이런 성격올 가진다 l악의 열에 가연용 쓰고 파티가 영 

리는 온 조안니의 집으로 용어 갈 예 동냐 안냐가 ‘ U 뼈sso è periglioso, puõ 

nascer Qualche imbrogJio. T emo 떠 caro sposo, (a Donna Elviral e per voi 

temo ancor 우리가 가려는 길온 위엉합니다 용앵이 얼어날지도 융라요 사 

랑하는 약혼자가 걱갱이에요 [옐비라에게l 그리고 여전히 당신도 걱정스러워 

요，"라고 항 때‘ 또 ‘Protegga il giusto cieloIl zelo - del mio cor’ 하늘이 시 
여， 정투싱 가득한 세 아용 속에 냥아있는 공정항융 보호얘 주시융소셔「 라 

고 톤 오타"1오와 듀엣올 부훌 때， 그곳에서 돈 초반나가 유혹하려는 애용리냐 

471 그녀가 ‘얘앙외었다’l 하는 ￥용에서 용악e 정지언다 이용 그녀가 오료가증에 
도당한 상에로 연출하는 정우도 있다 피터 양혹 이장생(2002년 악상 프로앙스 공 

연 Daniel Harding 지쩌‘ Peter Brook 연용)의 r동 조안니j용 녹화언 것에서 그녀 

가 이 쭈품융 이야기하농 동안 그녀의 어릿속얘 그혀지농 짓옹 아어지의 츄이 끊어 
지는 장연이다 이호써 에호스와 타나토스외 영시와 대씨외 의이가 강l.되는 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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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보고 옐비라에게 죽윷 것 같으며 (“10 moro!") 셰률리나를 유혹하려고 아제 

토갚 떼어내 버리려는 동 조반니플 보고 그곳에 있는 것올 옷 견디겠다고 

("‘“꺼j 

조반니와 옷옹 "f써 입고 앨비라와 일회하고 난 후 양각되기 직전 우대에 냐 

타난 돈나 안나에게 돈 오타에요가 눈울올 거두라는 했올 때 동나 안나는 눈 

율올 훌리는 것이 위안이 원다연서 죽올 때까지 슬풍이 사라지지 않옹 것 

(“Lascia almen alla mia 야na questo piccolo nstor，ι 501 la morte, 0 mio 

tesoro, il mio pianto puδ finir.")이라고 말항 때， 이 모든 온나 안냐의 암은 

얘얘하다 이는 또다시 그녀가 결혼을 미푸는 장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나오는 응악은 그녀가 그날 망 있었던 일용 고액힐 때와 비슷하다 그녀의 어릿 

속에는 어쨌든 그날 방의 그 남자， 동 조반니가 자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녀는 

이렇게 슬은 때 우슨 말용 하는 거냐고 하연서 아버지훌 핑계대고 결혼올 하연 

세상 사힘들이 우어라하겠느냐고 (“o dei , che dite in si tristi momenti? .. Ma 

il mondo, 0 Dio! .... tu 야n 5ai quant' io t ’ amai, Tu cono5ci la mia fe.") 돈 

오타비오융 연득하연서 그흘 향한 사랑과 자신의 정철올 주장하고 있다 이영게 

사랑과 정젤융 알하연서 아어지의 슬용올 내세우연서 죽어도 겔혼을 옷하겠마는 

동냐 안나이다 이때 그녀가 하늘이 나갚 블쌍'1 여깅 냥이 있올 거라고 

(" Forse un giomo il cielo ancora sentirà pietà di me." ) 한다 2악 마지 악 부 

운에서 샤라진 돈 조반니융 생각하여 그녀가 ‘ 5010 mirandolo stretto in 

catene alle mie pene calma darò 그가 사슬에 꽉 묶인 것융 용 수만 있다연 

내 괴로웅 누그러질 텐데 "41:ll라고 하거냐 요타비오에게 상처흉 씻융 수 있게 

일 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연서 사땅하는 이가 씬하는 것올 진정한 사랑윤 

따라야 한다(" AI desio di chi t’adora ceder deve un fido amor. ")고 돈 오타 

비오와 이중창융 힐 때도 그녀의 진정한 사랑은 누구영까， 끝까지 온 조반니 

윤 사로잡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안든다 오페라 전체에 

나타나는 그녀의 얄틀융 찬찬히 외생어 보여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돈 조깐니 

에 대한 사항과 증오올 동시에 용고 갈둥한다는 점이다 그녀는 톤 조반니륜 집 

요하게 추적하는 돈나 엔비라나 결혼식올 앙둔 채틀러나처입 동 조반니의 얘 

역에 사로장혀 있지얀 결쿄 그것용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동나 안나가 온 오 

4R1 러시아어로 인억원 리브에토에는 ‘ ECJ1 H lKH8 b1 M cro BHüCTb ItC õY!lY. MO:.KC-r‘ 
3u6Yll)' MCCTH 얘<T 그가 살아 있는 것옹 보지 앉으연 꽉수의 앵새 {l 잊으련안 ζ 

<1 어 있다 러시아어안 당으연 동나 안나의 내연융 그대호 진안안기 어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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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비오에게 아버지률 죽인 납자가 돈 조반니이여 그날 밤에 있었던 일융 이 

야기할 때 그녀의 욕구와 중요와 좌절과 슬용이 더 강하게 진해져 오는 것이 

다 아스크훌 쓰고 셰훌리나가 있는 파티장에 나타냐 섣투의 갑정용 느끼여 

괴로워하여 체륭리냐흉 보고 못 견녀 하는 것， 동 오타비오를 그렇게 사항하는 

것 같지 않으나 그에게 사랑과 정절올 주장하고 아버지로 인한 슬용올 땅하며 

죽어야 이 고통올 잊으리라고 하여 돈 오타비요와의 결혼올 계속 미루며 눈뭉용 

흘리는 이유는 그녀가 그흉 사슬에 묶어서라도 잡아들이고 싶어 항 만큼 오직 

온 조안니안을 원하기 때푼이다 491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나 안나가 돈 조반니 

안을 원하고 기꺼이 돈 죠안니와 판계를 맺으며 그룡 잊지 옷하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인율툴보다 더 강한 내적 갈등올 겪고 있다는 

정이다 돈나 안나는 이 갈둥으로 인하여 경국 파멸로 간다 그녀가 자신의 슬용 

이 죽융 때까지 지속휠 것 같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오순원 감정에서 해 

항쉴 수 있는 것온 죽는 길분일 것이다 돈 조반니가 지옥으로 간 후 경혼하자 

는 돈 요타비오에게 일 년안 더 기다려 딸라고 하여 약혼자와 함께 부르는 

듀엣에서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것올 따라야 한다고 했을 때 그녀는 속으로 

자신의 파열을 얘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녀가 파멸올 양하연서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돈 조반니에 대한 

그녀의 열정올 동정하게 흰다 그가 그녀의 아버지릉 죽었고 여러 여자릉 유 

혹하는 것을 알지만 그즙 사랑할 수닦에 없었고 그 이외의 아우도 실상 원하 

지 않을 안큼 그녀의 열정의 갱도는 강했고 그녀의 욕구는 집요혔다 돈나 앨 

비라 역시 돈 초반니률 쫓아다니지안 그녀는 가장 친일한 상항에서 돈 초반 

니와 헤포캘로올 구별하지 못하는 듯 하고 영회가 끝난 후 래포영료흩 놓아 

491 때미니스트적인 연구 중에는 돈 조반니의 여성 연여 잊 아초씌인 성격용 비난하고 
동나 안나가 기꺼이 톤 죠안니와 판깨홈 가겼다고 하는 주장이나 그녀가 동 조반니 

용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양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니하여 또 에8러나의 。}

'1아 Batti, batti. 0 be! Masetto 예허쥐요 예려혜요 사양하는 아세토 ‘ 가 여성 
이 스스로 자기애재 욕역융 가예당라고 알하는 것으호 용시 싱각한 운찌라고 까지 

알하는 경우가 있다 에융 쓸어 Curtis가 그렇다 그녀의 뼈석은 예용 틀어 2(XX)년 

갇츠부르그 공연애서와 강이 동 조안니가 냐이어런 여자씁 가장 선호하는 것융 나 

타낼 때 실재로 중년기용 하는 어린 소녀융 동장시킨다든지， 아찌도가 쩌용이 \...H! 

'tl 저 때려 엉올 올게 한다등지 하는 공연에서 정당파원다Ji 앤 수 있다 그이나 돈 

나 안나와 온 조안니가 사랑하는 사이이거냐 퉁이 성판제상 융갔다는 주장e 호프 
안 이후 바그너나 에농리오즈에재서도 용 수 있는 견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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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으려고 하는 동 악우가내호 돈 초반니에게 눈언 자신의 모습용 드러 

낸다 그녀는 버혀진다는 사실에 트라우아양 가지고 있고 동시에 성적 욕구가 

충쪽되지 않기에 어허 진 여자(‘abandonata")의 전형적인 육성올 보인다고 항 

수 있다 찌용리나는 동 조반니의 유혹에 가병게 넘어가연서도 그에게 자신의 

이얘힐 보장받융 져l산융 해보는 여자였고 너무 늦기 진에 미래룡 보장방융 

수 있는 마제토에게 동아온 영리한 여자이아 그녀는 2악에서 동 조안니가 안 

낭다는 레 포갤로의 아내나 연인인 여자처렁 늦기 선에 갱신옹 차렀던 것이다 

그러나 돈냐 안냐의 경우는 다르다 그녀는 돈 조반니얀 쫓아 거리까지 냐와 

공격하는 자가 외어 온 조반니원 공격항 안큼(Me sono assalitrice ed 

assalita’) 그녀의 연갱과 욕구는 강였다 또 그녀의 영정안큼 그녀의 유려한 

양송씨도 연화우쌍한 노랫가락도 인상식이다 이러한 강한 영정을 요로지 돈 

조반니에게만 느끼는 돈나 안나이기에 온 조반니가 쭉있올 때 그녀의 삶의 

의미는 사라졌용 것이다 그녀가 동 오타비오와 경혼용 하거나 안하거나 간 

에 그녀는 산총장과 다릅없다 동냐 엠비라는 자신의 강동용 솔칙하게 소리 

내어 노래할 수 있지만(‘Che contrasto d ’affetti, in 잊n ti nasce! ’ ) 동냐 안나 

의 갈둥온 그녀 자신이 알하듯이 쭉어야 끝이 냐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엔 

온 조반니에게 돈나 안나는 륙 l월한 여자였옹까? 그가 온나 안나 때문에 경국 

기사장→석상의 손에 이끌려 즉게 왼다는 익이에서 그녀는 그에게 욕연한 여 

자임용 확실하다 그러나 그 자신의 양가적이고 수사적인 언어 속에서 그런 

갱용 알견한 수 있용까? 아래 부분동용 그것올 온연중에 드러내는 무관이라 

고 여져진다 

*Ma voi , b이la Donn ’Anna, ~rchè co~ì 에angete? J[ c n.td잉"에 fu che 
osò la calma turbar del vivcr vostm? 그이나 그대， 아양다운 동냐 안나 
예 그리 훌고 잉소? 그얘의 죠용앤 아용 감히 어띤 진혹엔 자'1 흐트 '1 놓 
았소? 

*Perdonate, beHissima Donn ’ Ann<l: sc servirvi !lOS~’ 10， 10 ml <l casa 
v'as~tto 정맏 아용다웅 동나 안나 용서해요 안약 애가 당신용 ~I 빼 

용시할 수 있다연 당신융 정얘서 기다리고 있용게요 

위 인용문에서 보듯 동 초반니는 셰1<리나나 동나 옐비아51.1 01 릉옹 우용 때 

는 웅이지 않았던 ‘bella‘냐 ‘ bell issima" 라는 수식어앙 양여 그녀의 이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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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며 그녀의 아릎다용올 찬탄한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동나 안나등 특연 

히 생각혔올 지도 모른다 그현 안큼 그녀의 강둥과 열정은 강해 보인다 그대， 

정 앙 아릅다운 돈나 안냐’ ("vα “ bellissima Donn ’ Anna!" ) 

호프안의 단연 r동 주안J에 A 돈나 안냐는 얘우 중요한 인울이마 여행하는 

열광가가 오페라 r돈 조반니j를 관랑한 때 가장 눈여겨 온 인뭉이 돈나 안나이 

고 실제로 그녀는 관항하는 열광가 앞에 나타나 대화콜 나누는 여자이기까지 

하다 그녀는 음악올 진정으로 이해하는 열광가에게 음악 자체이고 열팡가는 

그녀에게 완전히 올입하여 그녀의 슬흥과 고통올 나누고 그녀의 죽음올 알게 

핑다 호프안의 영광가는 동나 앵비라흘 책용 읽는 것처럽 말하는 지겨운 여인 

으로 처리하고， 제응리냐는 영로 눈여져보지 않는 안연 돈나 안나가 동장하는 

장연용 자세히 묘사한다 톤 초안니의 마지악 향연과 석상이 그를 지육으로 끌 

고 가는 것융 요사한 후에도 돈나 안나의 창백한 얼굴과 기진한 눈 용안정한 

옥소리， 걸혼올 이루는 그녀의 모습이 묘사되었다 한 밤에 오페라등 회상하연 

서 눈앞에 친구 테오도르흘 보는 듯 그에게 온 조만니와 동냐 안나에 대해 이 

야기할 때 영갱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온 조반니흉 사랑하는 그녀의 내 

연의 갈퉁이다 호프안의 여행하는 영장가의 아응올 사로잡은 것은 사랑과 증 

요가， 열정과 갤앙이 교자하는 동나 안나의 강혈한 눈빛과 그녀의 자연스럽고 

유감적인 야검다용이었다 호프얀온 돈나 안나 속에서 열갱파 규영 사이에서‘ 

사랑과 중요 사이에서 갈퉁하는 강한 열정올 가진 여인을 보았고 오차프트 

의 읍악 속에서 그녀융， 그녀 자신이 말하듯이 응악 자제인 그녀륭 역시 응 

약으로 그녀율 이해하는 영팡가을 롱하여 알아보여 그의 해석이 진정 모차 

르트의 오에라가 전하려는 에시지라는 접올 의싱하지 않는다 영장가는 그녀가 

돈 조반니률 안난 이후 약혼자 돈 오타비오(2 1 세 정도의 속울로 묘사왼다)응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용 깨닫게 되고 그녀용 지배하는 강껑은 돈 오타비오에 

대한 권태와 돈 초반니에 대한 영정파 증오라고 보았다 오타비오가 일깨우지 

못한 열정올 일깨운 사항은 돈 조반니였기에 그녀는 심한 갇풍 속에서 돈 조 

반니훌 계속 쫓으며 돈 조안니의 죽음만이 그녀를 갈둥에서 구해 줄 것융 안 

다 경국 돈 조반니가 죽용 때 갈등에서 해방되지만 그녀는 존재 이유흉 상 

설하는 것이다 ("Sie fühlt, nur Don Juans Untergang k,mn der vom t떠l ichen 

Martem beängsteten SeeJe Ruhe v안schaffen‘ aber diese Ruhe ist ihr eigner 

irdischer Untergang.,") 열팡가는 온나 안나가 돈 주안에 맞억는 열정과 힘올 

가진 여자로서 톤 주안에게 얘혹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 운영적인 안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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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강둥이 그의 파열옹 용;a고 또 경국 그녀의 파영융 가져온 것이라고 뼈 

석하었다 소시민잭인 공연판함책과는 진혀 다른 이 용악가는 23호라는 오얘 "1 

박스에서 현실과 이상써계 사이의 욕연한 경힘올 한다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온 。l 혼자안의 예슐율엽의 공간에 동나 안냐가 톨어야 그녀와 용악에 대한 

대화잔 나눈다 그예 그는 앵꽉한 꿈이나 경건한 신앙이 기이한 것‘ 초감각직인 

것융 시연스래 일상식인 것 안으로 연갤하듯 이 옛지고 경이로운 여자 

("heπliche wundervolle Frau‘)의 곁에서 일종의 액일용 상태에 있게 왼다 그 

와 용일한 생각올 하며 오에라용 대하는 그니가 자신용 알아보는 것올 보고 그 

는 끼댐에 념쳐 외친다 

~Wie. Du herrliche. wundcrvo l1e Frau-- du - du sollst mich kennen?’ 
아니， 그대 엣지고 정이로용 여인 그대 그대가 서용 안다구요? 

요에라 관량 이후 망애 다시 23호 욕영석에 앉아서 그녀률 생각하며 그는 현 

설세계용 뛰어녕어 저 언 신비한 지복으| 세혜호 가고 싶어 하며 악이 내려진 

우대용 향해 그녀의 이릎을 부릉다 ‘Donna Anna! 돈나 안나1“ 오에라 판랑 이 

후 속용툴의 대화용 옷 견디는 그는 현실세계와 이상셰계(이상적 예융애계) 사 

이의 간극융 느끼는데 그가 느끼는 이러한 간극옹 오에라의 두 인율 돈 죠반니 

나 온나 안나도 오두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여앵하는 연장가가 오메라 

륭 보는 용안 그와 돈 조만니 그리고 동냐 안나는 얘힘용 공유하는 것이다 

톤나 안냐는 톤 조반니처링 다흔 세계용 추구하는 잉과 열갱융 가진 여인으로 

서 돈 조안니룡 구앤앤 수도 있었는데 동 조반니는 그녀당 알아요지 옷하고 뿌 

리쳤고 큰길까지 뒤쫓아 냐용 그녀윤 뿌리엔 때 냐타난 그녀의 아어지 기사장 

과 경쭈룡 하다 그용 죽이재 원 것이다 현실에서 용냥되지 않는 그와 그녀의 

영정의 힘이 낳온 경파로 돈나 안나의 아버지가 중었으며 이러한 열정의 힘용 

인정하지 않는 지사장- 석상의 손에 돈 죠반니는 죽게 되는 것이아 그가 쭉용 

후 그녀는 존재이유융 상실하는에 여기서 극적인 정은 온나 안냐의 역힐얘 완 

전히 용잉한 오에라가수가 자살한다는 샤섣이다 50' 오에라속의 온나 안나의 연 

정의 불깅은 실채로 그 역할용 알았던 여가수까지 상키게 되었인 것이다 그대 

엇지고 경이호용 여인 온나 안나， I‘Du.he πliche 、vundeπ이le Frau‘ ~Donna 

50) 그녀가 중ξ 시각이 얘역 우시 오페이 r잔 조안니j에서 ~ 조만니가 아식 우 시 

가 안 되었으나 깨용 중겨야겠다고 알하는 부운은 시간이 언긍히는 유언힌 깅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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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오페라 r동 조반니J에 퉁장하는 여인들 중에서 돈 조반니의 죽응의 원인 

이 되는 수수께끼 같은 톤냐 안냐가 호프안의 r동 주1tJ 에서 는 여행하는 열 

광가가 눈여겨 본 여성인뭉로 나타나고 그 역한올 한 여가수가 그의 환상에 

나타나 그와 대화하는 신비한 인율로 퉁장한다연 푸슈킨의 r석상손닝J에서 

그녀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이다 오페라에서 온나 안나 이외의 주요 여성인율 

로 거흔되는 온냐 옐비라， 제룡리나 대신 푸슈건의 드라마에는 라우라가 동 

장한다 푸슈킨의 r석상손님j에 웅장하는 라우라는 삶과 젊옹용 찬미하며 돈 

조반니와 듀엣융 부르는 오에랴의 제을리나와 비슷한 유형으로 블 수 있다 푸 

슈킨의 작용 속에서도 모차르트의 오에라에서처럼 .f우라， 온냐 안나용 비훗 

한 모든 거론되는 여인을이 돈 구안의 애력에 굴복한다 또 푸슈킨의 돈나 

안냐도 모차르트의 돈나 안나 안픔이나 수수께끼이다 푸슈킨의 돈냐 안나는 

냥의 눈올 의식하며 규냉융， 중요성과 정정의 고귀함을 알한다 그녀는 자기가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운에 또 어머니가 원했기 때문에 결혼했 

다고 하연서 냥연이 죽은 후에는 죽응 냥연에게 정정올 지키는 듯 보인다 호 

프안의 단연에 나오는 돈나 안나의 살짝 보이는 가승이 육강적인 연올 드러 

낸다연 푸슈킨의 돈나 안냐의 상싹 보이는 알뒤풍치는 돈 구안으호 하여긍 

그녀의 윤체의 아릉다웅을 상상하게 한다 그녀의 수수께끼 강은 신비항과 

상복 밑의 。}릅다용옹 온 구안의 뜨거운 한싱융 받도록: 한다 그녀는 냥연의 

석상올 살아 있올 때보다 엉갱나게 크게 안틀어 세워 놓고 상복융 업고 얘일 

그곳으로 냥연올 얘도하러 와서 (“3!leC b, CTaB Ha u“nO'l Kκ He Mor 6bl pyKyj 

no csoero OH HOCy JlOT"Hyrb.~)5]) 온 구안으로 하여금 석상융 지나지게 의식 

하고 질투하도록 한다 정투윤 모트는 이 바항퉁이에게 질투심， 그것도 힘겹도 

록 강한 석상에 대한 진투싱과 대겔의식온 그룡 파멸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 

다 온 구안의 갤투는 그가 돈냐 안나가 기사장 석상의 권태릎 없애주는 여인 

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날카용게 드러난다 권태라는 것이 동 구안에게 가장 '1 
영적인 영임올 생각하연 그의 대사 “ 6el Hee - .H .!lyMalO • cKy'laeT 

K씨aHll.op 그녀 없이는 기사장이 권태로워 항 거라고 생각해”는 이런 의미 

에서 애우 중요하다 실상 그녀는 세상의 눈올 의식하지얀 생영 없는 석상의 

511 이용 온나 안나외 냥성성에 대얻 기대시호 용이하는 이자도 잉다 Stahl 

-Schwaetzer. Stahl-Schwaetzer는 돈나 안나가 냥!’이 즉용 후 얘로옹 엣 신 냥자융 

기대하기에 돈 구안에게 앙위꿈치{t.'i!.여주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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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용 없얘중 안큼 생명력 있는 여인이다 강현 생명력용 가진 상에 대한 강 

한 힐정과 욕구룡 느끼는 그녀는 아아도 기다려았던 열정의 대상흉 동 구안 속 

에서 찾았용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 집으로 찾아오라고 언저 제의 한다 

이런 띤에서는 온 조반니의 유혹에 녕어간 셰흩리나가 “안리 pres‘ 0" 사항하려 

가자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n O.!l1ITC - lIlec l:. IIC MCcrO 

T.“’” 야”“ " ‘11M 6e3yMCT88M. JaBTpa 

Ko !>m c npIlJl.HTC. ECIlH 11“ ‘Il~lIeTec‘ 

XpSHIfT“:0 MHC πI(()e lI( y ll lllKCIt‘'. 
꺼 oaκ "P“My’ HO ÐC 'ICpOM, n03JlHCC 

51 1111‘OrO IIC B“*y C To A J10p“, 
KaK OB1l0øe찌 

용허가에요 - 여기는 그런 안올 

그런 이진 양융 항 장소가 아‘l 니다 내언 
제께 오세요 안약 당신이 셰깨 지긍야 

똑강용 흔경용 유져하겠다고 앵애하신다연 
전 당신융 안。}등이갱어요 그이냐 지녁에 종 늦께요 -

과부가 원 이후 아우도 안냐지 %았어요 

인용한 uf와 같이 그녀가 돈 구안에게 얻회릎 허학안 때 하는 용잉한 맏이나 

자신용 사웠처잉 눈울파 "1소생 섞는 과우라는 표현 동 그녀의 표현옹 온 구안 

외 그것과 맞억융 정도로 유려하고 유혹적이다 돈나 안냐는 자기의 맞수 동 구 

안용 이찌야 안난 썽이다 그와 그녀의 유사성은 동일한 단어의 직정한 배영료도 

윗받갱원다 예칭 툴어 셰l장얘서 그녀가 등장하며 샤제에개 하는 옛 대사가 ”열 

어요 。TonpllTe 이고 깨2장애서 동 구인이 라우야의 짐에 한어가서 하는 첫 대 

샤도 ‘얼어 ÜTon p H .. ，~이며 두 경우 다 시앵의 끝에 위시한다 흩 다 갑갑한 에 

상에 대고 얼라고 말하는 듯하다 돈나 안냐는 동 구안용 알게 외연서 느끼는 회 

영과 그와 사랑하고 싶용 강한 욕구와 그가 바로 자기의 남띤융 죽인 사람이라 

는 것에서 기인하는 쇠의식 사이에서 살둥한다 그녀는 돈 구안이야는 연재， 삶 

의 기양 용구의 충족기때 그것이 인깨운 자신의 영정에 안도당하지만 남연과 

그외 석상이라는 규엉과 과거에도 압도당한다(석상은 모든 그녀의 도덕핀 과거 

전용외 우거운 영에로서 그녀에게 엠융 까지고 있었다) 노얘i 사장도 자유호이 

싱장이 '1-르는 대로 현 재에 설앵하는 2f우라(~ .SI 80ßbllO npel1aBaJla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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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OXH08eHblO) CnOB8 nκn HCb， K8 1( 6y.aro HX po)t(llamν H e n8MJlTb pa6cKall‘ 

HO CepD.ue 오늘 전 자유로이 영강에 따었어요/노예 같옹 기억이 아니라 싱장이 

탄생시킨 것처렁 /노랫말이 흉러나오네요")잉}와 탈리 그녀는 새상 사강융의 눈 

과 자신의 욕앙 사이에서 갈동하는 여자로셔 서로 대혀적인 두 힘의 한가운데 

휘말라게 원 것이다 돈 구안이 온나 안나의 앙에서 대화하여 자기의 실찌용 밝 

히자 동냐 안냐는 얘중의 강정 속애서 동 구안이라는 사함에 대한 상반왼 판단 

속에서 그녀가 이찌껏 기다혀 왔언 낭자가 자기갚 어탤지도 오혼다는 사실애도 

강동하지만 그흩 받아툴인다 그녀외 영쟁의 힘은 그만큼 컸다 그녀의 영정온 

그녀로 하여금 돈 구안올 받아환이재 했으나 결국 동 구안도 그녀 자신도 상켜 

버리게 힌다 온 구안온 뜨거운 영갱용 가진 그녀갈 강퉁에서 해앙시키고자 석상 

융 임회의 장소로 초대했고 석상용 온 구안에게 정당하게 경l츄항 여지융 주지 

않용 채 온 구안을 다짜고쩌 지욕으로 끌고 가게 왼 것이다 돈 구안옹 죽으연서 

그의 망므 파당의 이흘융 용렀다 오 돈나 안나， (‘o ):lOHH8 AHHa!" ) 

5. 

오에라 r온 죠반니j와 호프안외 단연 r온 주안j 그러고 푸슈킨의 작온 비 

극 r석상손닝j용 나란히 놓고 섹스트에 잉작해서 비교하며 세 작용의 상호 

연판 옥에서 주요 동장인용률융 상펴온 결과 냥성주인공 돈 조안니/돈 주안/톤 

구안의 가장 큰 욕정옹 그가 항상 에로스와 자유응 추구하고 규영에 묶이지 않 

으며 인간의 용성올 인정하며 상상력이 강하며 중용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예 

문에 앙상 세상'1 강퉁 관찌에 앙고 자신이 추구하는 완진한 상용 실현하기 위 

하여 경국 증용을 만나게 원다는 모순에 빠셀 수밖얘 없다는 갱이다 ·오， 항상 

52) 라우라의 동장온 호프안의 r온 주안J과 연진하여 용 예 흥미융다 효프안의 r돈 

주안」얘 서 동냐 안나의 역안용 하는 여가수가 요폐야 r온 죠반니j와 주인공 돈 조 

만니외 성격융 진정으로 이얘하는 여인으로 션정되어 있는데 라우라는 온 구안>1 
생격용 장 이에안 앤만 아니라 그의 영강애 따라 지용 노혜용 그 영강얘 젖어 노래 

히는 여자인 갱이 그링다 오페라 r온 죠안니J에서 오E 사깎함이 동 초안니의 영 

양 아예 강용 추고 액고 취하고 하는 것이 여기셔는 '1우라가 ￥드는 동 구안이 영 

갑융 중 노에용 사감융이 t!호하여 듭는 '1 또얻 '1우라가 삽il- 진이에연서 현 찌융 
사는 에도는 셰용<l나가 우뜨는 노에의 내용i!~ III 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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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iI꾸려가， 앙상 죄는 없는에도 Be’”‘le npoKaJμ - A oce HeB’‘HOsaT_ 

써 작용에서 당성주인공의 성격용 우각시키는 래포텔로는 거의 용일한 안연 

호프안의 동 주안과 푸슈킨의 동 구안온 오페라의 동 조반니와 약간 다르나 그 

런 쟁으로는 호프안'1 돈 주안과 푸슈킨의 온 구안이 기이하고 새로운 것올 추 

구하고 권태즘 싫어힌다는 갱이 엑스트에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올 툴 수 

있겠다 또 호프안의 동 주안용 신에개 반항하는 망연으로 결혼옹 앞둔 여인툴 

용 유혹한다는 정에서 쭈슈킨의 돈 구안과 다르여 푸슈킨의 돈 구안안이 가진 

득성으료는 에숱적 능역과 상상연융 꽁용 수 있다 

세 작용에 나오는 동나 안나는 그녀가 자신이 원하던 냥성융 찾아 그용 사 

랑하깨 되었으나 그는 샤랑해서는 안 원 사랑이었다는 정애서， 그 냥성안올 원하 

는 그녀로부터 그의 가장 큰 적인 관습과 규엉용 대표하는 석상이 나타나 그 냥 

성융 따연시키게 한 원인이 "1로 그녀의 뜨거운 영갱이었다는 정에서， 그리고 그 

녀의 연갱온 경국 자신까지도 엔사상태로 냥게 하거나 쭉제 한다는 정에서 유사 

하다 그렇다1 그녀의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동 조안니/돈 주안/돈 구안에찌 그 

녀융 다른 여자와는 다르게 꽉밸한 운영의 여자로 남게 했으여 그등에게 꽉연히 

그녀의 이흩올 부E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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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e 

D o n Giovanni/Don JuanIDon Guan rufen ‘ Donna Anna !" 

C hoi , 5 un 

Bcim Vergleich der drei Werke, der Oper ì\'lozarts und Da Pontes 

"Oon Giovanni" und der Erzählung Hoffmanns "Don Juan" sowic 

Puschkins "Kamcnnyj Gost’”‘ 이e wohl alle mitcinander vcrbundcn sind. 

werden folgende Punkte sichtbar 

1. Die drei Leporellos sind voneinander kaum zu unterscheiden 

2. Don Giovanni , Don Juan und Don Guan sind u.a. in dem Sinne 

verwandt dass diese Männcr stC(s nach dem Eros und der Freiheit 

sllchcn und nic der Sittc und der Moral gchoπhen， Sic erkennen die 

Ntltur des r ... lenschen an und fürchten nicht den Tod (sie weichen nicht 

dem Duell - Kampf) , Oies ist der Grund, warum sie immer wi떠er mlt 

dcr Wclt ìn Kon f1 ikt geraten und dadurch zum Schluss das Leben 

zerstören müssen, das sie vollkommen geniessen w이len . Hoffmanns Don 

Ju<m und Puschkins Don Guan unterscheiden sich von Don Giovanni dcr 

Oper in dem Punk t. dass in den beiden erstgcnannten Textcn deutlichcr 

zu lesen ist, dass dìe beiden Prot"agonistcn stcts nach dem Scltsamen 

dem Sondcrb‘ITCn und nach dem Neuen suchen und die Langewcilc 

vcrahscheuen 

3. Die drei Donna Anna haben folgcnde gemeinsame Punkte: Erstens 

sic haben den J\ lann gefunden und gelicbl. den allein sie sich 

gewünscht haben. Aber gerade er war der rvlensch, den sîc nicht lieocn 

durften. Zwαtens， ihnen wurde diescr Mann von der stcinernen Sl<.l (u~ 

geraubt. die Sitte und Moml vertritt. Drittens , der Grund seines 

Unterganges w‘Ir gcrade ihre heiße Leidenschaft, und diese Lcidcnschaft 

bracbtc schlicßlκh ihncn selbst den Tod. Ihrc heiße Leidenschaft licß sie 

für Don Giovann i/Don JuanlDon Guan einc besonders schicksalhaf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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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 bleiben und ließ Don GiovannilDon JuanlDon Guan besonders 

ihren Namen rufen 

~Voi ， bellissima Donn' Anna! Du, herrlκhe wundervolle Frau, Donna 

Annal 0 ,!:loHHa AH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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