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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텔리아의 양가감정, 마르케티의 주이상스

계희승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과 가사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오페라 등장인물의 양가감
정(兩價感情, ambivalence)을 음악 분석으로 읽어내고, 양가감정이 끌어내는 등장
인물, 혹은 성악가의 주이상스(jouissance)가 관객이 오페라를 경험하는 방식에 미
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 분석 대상은 모차르트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
(La clemenza di Tito, KV. 621, 1791)의 3중창(10번곡) “지금 가리라... 기다려
요... 세스토!...”(Vengo... Aspettate... Sesto!...)이다. 마지막으로 장 피에르 폰넬
이 1980년 연출한 오페라-영화에서 비텔리아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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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텔리아의 양가감정,

마르케티의 주이상스*

계희승

1. 들어가면서

본 연구의 출발점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La clemenza di 
Tito, KV. 621, 1791), 제1막, 장면 10의 3중창(10번곡) “지금 가리라... 기다려
요... 세스토!...”(Vengo... Aspettate... Sesto!...)이다.1) 안니오와 푸블리오로부터 
티토 황제가 자신을 황녀로 간택(揀擇)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비텔리아는 공황 상
태에 빠진다(〈가사 1〉, 1-2행).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전(장면 9) 연인 세스토에게 
황제 암살을 종용하지 않았는가! 극단적으로 단편적인 가사와 도약 진행으로 시작
하는 비텔리아의 선율은 그녀의 심리 상태를 훌륭히 반영하는 듯하다(〈악보 1〉 참
조).2)

*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음악분석포럼(Music Analysis Forum)
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장면·곡 번호는 다음 에디션을 따른 것이다. Neue Mozart- 
Ausgabe, Serie II, Werkgruppe 5, Band 20: La Clemenza di Tito, hrsg. Franz 
Giegling (Kassel: Bärenreiter, 1970), BA 4554.

2) 헤르만 아베르트(Hermann Abert)에 의하면 이렇게 극적 전회가 일어나는 장면에서 도
약 진행을 사용하는 것은 모차르트 이전 세대 나폴리 작곡가들 사이에서 흔히 통용되는 



    음악이론연구 제28집46

〈가사 1〉 모차르트-마촐라, 《티토 황제의 자비》, 제1막, 장면 10,
3중창(10번곡) “지금 가리라... 기다려요... 세스토!...”3)

1
2
3
4
5
6

7
8

Vitellia:
  Vengo... Aspettate... Sesto!...
  Ahimè!... Sesto!... È partito?...
  Oh sdegno mio funesto! 
  Oh insano mio furor! 
  Che angustia! Che tormento!
  Io gelo, oh dio! d’orror.

Annio e Publio:
  Oh come un gran contento, 
  come confonde un cor!

  (Partono)

비텔리아:
  지금 가리라... 기다려요... 세스토!...
  세상에!... 세스토!... 그는 떠났나요?...
  아, 나의 치명적인 원한이여!
  아, 나의 정신 나간 분노여!
  비탄이여! 고통이여!
  공포로 얼어붙은 내 모습이라니, 신이시여!

안니오 및 푸블리오:
  아, 너무나 큰 행복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퇴장한다)

〈악보 1〉 모차르트, 《티토 황제의 자비》, 10번곡(3중창), 마디 1-11

작법이었다. Hermann Abert, W. A. Mozart, trans. Stewart Spencer, ed. Cliff Eise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7), p. 1235.

3) 본 논문에 제시되는 가사의 우리말 번역은 모두 필자의 것이다. 이탈리아어 원문과 다음 
두 영문 번역본을 참고하여 가능한 한 행 단위로 직역하였다. Paul Gruber, ed. The 
Metropolitan Opera Book of Mozart Operas, trans. Judyth Schaubhut Smith, 
David Stivender, and Susan Webb, with an introduction by James Levine, The 
Metropolitan Opera Guild (New York: HarperCollins, 1991); J. D. McClatchy, 
Seven Mozart Librettos (New York: W. W. Nort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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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꾀에 넘어간 비텔리아의 처지를 노래하는 이 3중창은 기본적으로 극작품인 
오페라(특히 세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페리페테이아(peripeteia)의 전형이다.4) 
안니오와 푸블리오는 혼란스러워하는 비텔리아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좋으면 저렇
게 정신이 나갔을까?’(7-8행)라며 의아해한다. 제시카 월도프(Jessica Waldoff)의 
지적처럼 3-6행의 가사는 비텔리아가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의미를 되돌아
보는 순간이기도 하다.5) “치명적인”(funesto)이나 “정신 나간”(insano)과 같은 자
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비텔리아의 가사에서 ‘후회’의 흔적이 보
이는 것도 같다.
  여기서 질문 하나. 3중창에서 비텔리아가 경험하는 감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
시 말해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오
페라에서 음악과 가사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등장인물의 양가감정(兩價感情, 
ambivalence)과 성악가의 주이상스(jouissance)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양가감정과 주이상스가 관객이 오페라를 경험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음악 분
석으로 읽어내고 탐구하는 것이다. 글의 말미에서는 장 피에르 폰넬(Jean-Pierre 
Ponnelle, 1932-1988)이 1980년 연출한 오페라-영화에서 비텔리아가 어떻게 그려
지고 있는지, 그리고 음악 분석과 연출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다.

2. 같은 가사, 다른 음악

비텔리아의 감정의 본질에 관한 질문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이유는 그 답이 생각보
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가사만 읽어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이 글을 시
작하며 비텔리아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고 표현했지만 그 공황의 근간을 이루
는 감정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렵게 찾아온 황녀의 자리가 자신의 음모에 의해 
날아갈 것에 대한 불안감인가? 아니면 세스토에 대한 연민의 정이 아직도 남아 있
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일은 물론 음악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도 난해하

4) Jessica Waldoff, Recognition in Mozart’s Opera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276. ‘페리페테이아’, 또는 ‘반전’(反轉)은 “사건을 예상 밖의 방향으로 
급전시킴으로써 독자에게 강한 충격과 함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한
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2006).

5) Waldoff, Recognition in Mozart’s Operas,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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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래로 이야기하는 오페라에서 음악 분석을 
통해 답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는 있다.
  음악을 살펴보기 전에 오페라 대본의 원작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메타스타시오(Pietro Metastasio, 1698-1782)의 원작에서도 비텔리아의 감정
의 정체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촐라의 대본과는 다른 
점이 발견되는 메타스타시오의 원작은 모차르트가 음악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
해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된다. 〈가사 2〉에 제시된 원작 대사는 현재 논의 중인 3
중창과 동일한 장면이다.

〈가사 2〉 메타스타시오, 《티토 황제의 자비》, 제1막, 장면 12

Vitellia:
  Aspetta. (Oh dèi!)
  Sesto?... (Misera me!)
  Sesto?... È partito.
  Publio, corri... raggiungi... 
  digli... No. Va’ più tosto...
  (Ah! Mi lasciai trasportar dallo sdegno.)
  E ancor non vai? 

Publio:
  Dove?

Vitellia:
  A Sesto.

Publio:
  E dirò?

Vitellia:
  Che a me ritorni,
  che non tardi un momento.

Publio:
  Vado.
  (Oh come confonde un gran contento!)

  (Parte.)

비텔리아:
  기다려요. (아 신이시여!)
  세스토는?... (아 슬프도다!) 
  세스토는?... 그는 떠났나요?
  푸블리오, 어서 가세요... [세스토를] 찾아서...
  전해주세요... 아니. 그냥 데려오세요...
  (아! 나의 치명적인 원한이여.)
  아직 안 갔어요?

푸블리오:
  어디로 가라는 말이지요?

비텔리아:
  세스토에게.

푸블리오:
  그리고 뭐라고 말하지요?

비텔리아:
  나에게 돌아오라고요,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푸블리오:
  지금 가겠습니다.
  (아 행복이 혼란을 초래하는구나!)

  (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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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를 읽어내기도 전에 마촐라의 3중창에 등장한 안니오의 부재(不在)가 눈에 
띤다. 안니오는 마촐라가 새롭게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니다. 메타스타시오의 원작
에도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다. 따라서 마촐라-모차르트가 안니오를 추가하여 굳이 
3중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마촐라 대본과의 차이점은 메타스타시오의 이 장면이 
무운시(無韻詩, blank verse), 그러니까 사실상 레치타티보라는 사실이다. 반면 
〈가사 1〉에 제시된 오페라 가사는 생략 부호(ellipsis)로 가득한 비텔리아의 1-2행 
때문에 레치타티보로 착각하기 쉽지만 3-6행과 이어지는 7-8행은 엄격한 7음절
(settenario) 구조와 각운(脚韻)을 갖추고 있다. 마촐라의 가사는 ‘노래’하라고 만든 
시(詩)다.
  3중창의 가사가 원래 레치타티보였다는 사실은 보기보다 중요하다. 오페라에서 
레치타티보와 악곡(musical number)의 극적 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레치타티보의 기본적인 기능은 관객들에게 극의 전개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듯이’ 노래한다. 레치타티보에서의 극적 시간이 현실 세계의 시간(=관객의 시
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이유다. 반면 악곡은 등장인물 내면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풀어내는 곳이다. 그래서 악곡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며 때로는 멈춰있는 경우도 
있다.6) 프란체스코 코티첼리(Francesco Cotticelli)와 파올로조반니 마이오니
(Paologiovanni Maione)의 표현을 빌면 악곡의 시간은 “심리적 시간, 내면화된 
시간”(psychological, internalized time)이다.7) 현재 논의 중인 10번곡에서 모차
르트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원작의 레치타티보를 악곡(3중창)으로 바꾸어 들려

6) 물론 모든 악곡이 ‘시간의 정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존 라이스(John Rice)의 지적처럼 
특히 18세기말에 들어서는 악곡에서도 사건이 ‘전개’되는, 그러니까 극적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액션-앙상블”(action-ensembles)이 많이 작곡되었는데 이는 세리아(seria)의 
쇠퇴와 부파(buffa)의 번영과 무관하지 않다. John A. Rice, W. A. Mozart: “La 
clemenza di Tito,” Cambridge Opera Handboo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35. 레치타티보와 악곡의 시간에 흐름에 관한 가장 심도 
있는 연구는 달하우스의 다음 문헌을 참고하라. Carl Dahlhaus, “Zeitstrukturen in 
der Oper,” Die Musikforschung 34 (1981), pp. 2-11. 이 논문은 내용이 일부 수정되
어 영문으로 번역되었다. Carl Dahlhaus, “The Dramaturgy of Italian Opera,” in 
Opera in Theory and Practice, Image and Myth, ed. Lorenzo Bianconi and 
Giorgio Pestell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pp. 107-113.

7) Francesco Cotticelli and Paologiovanni Maione, “Metastasio: The Dramaturgy of 
Eighteenth-Century Heroic Opera,”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Eighteenth-Century Opera, ed. Anthony R. DelDonna and Pierpaolo Polzonett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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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8) ‘설명’을 듣지 말고 (비텔리아의) ‘감정’에 집중하라는 뜻처럼 들린다.
  〈가사 2〉를 다시 살펴보자. 메타스타시오의 원작에서도 푸블리오가 의아해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하지만 원작의 비텔리아는 마촐라의 그녀보다는 침착해 보인다. 
예컨대 당장 가서 세스토를 찾아오라며 푸블리오에게 ‘명령’을 하고 있고(Publio, 
corri... raggiungi... digli...), 심지어 아직도 가지 않았냐며 재촉하는 모습도 확
인할 수 있다(E ancor non vai?). 말을 잇지 못하는 마촐라의 비텔리아와는 대조
적으로 벌써 황녀의 자태가 보이는 듯하다. 더군다나 〈가사 1〉에서 3-6행은 대본
이나 악보에 별도로 지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텔리아의 방백(aside)같이 들린다.9) 
옆에 있는 안니오와 푸블리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3중
창은 사실 비텔리아의 아리아처럼 들리기도 한다.10)

  다시 비텔리아의 감정에 관한 문제로 돌아가면, 질문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티
토 황제의 간택을 받은 비텔리아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텔리아가 3-6행의 가사에서 노래하는 감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예컨대 
비텔리아는 세스토가 암살에 성공했을 때 자신의 황녀 자리가 날아갈 것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녀는 세스토를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이 둘 외에 또 어떤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가? 메타스타시오의 원작에서도 확답
은 구할 수 없었지만 이보다 더욱 간결해진 마촐라의 대본에서는 더욱 확인할 길
이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모차르트의 음악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부터 할 이야기이다.
  〈악보 2〉의 그래프는 논의 중인 3중창의 베이스 라인을 그린 것이다.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곡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눈에 띠는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과 딸림화음(V)을 수식하는 ♭VI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마디 13-23
에서 아주 잠시나마 ♭VI의 으뜸음화(tonicization)가 일어나는데, 이는 곡 전체에
서 조바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이다. 모차르트 오페라에서 조바꿈이 일

8) 같은 오페라의 3중창 “Quello di Tito è il volto!...”(18번곡)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진 곡이다.

9) 마촐라의 가사 3-6행이 방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대표적으로 
다음 문헌을 참고하라. Rice, W. A. Mozart: “La clemenza di Tito,” p. 81.

10) 모차르트 학자 다니엘 헤르츠(Daniel Heartz)는 더 나아가 이 3중창을 “비텔리아의 아
리아”라고 못 박아 부른다. Daniel Heartz, Mozart’s Operas, ed. Thomas Bau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 332. 헤르만 아베르트 역시 이 
곡이 사실상 아리아라는 점을 지적하지만 이미 부파(buffa)의 시대로 넘어간 시점에서 세
리아(seria)를 작곡해야만했던 모차르트의 고충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덧붙인다. 
Abert, W. A. Mozart, p.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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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는 곡은 사실상 전무(全無)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특수한 경우이다. 
게다가 아무리 간결하고 간단한 조바꿈이라고 해도 통상 딸림조(V)로 가기 마련인
데 3중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성적 이탈은 불과 11마디가량 유지되는 ♭VI의 으
뜸음화 뿐이니 더욱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11) 이러한 조성적·화성적 특징에 주
목하는 이유는 이 곡이 가사와 함께 작용하는 ‘오페라’이기 때문이다.

〈악보 2〉 베이스 라인 그래프

  〈악보 2〉의 베이스 라인 그래프와 함께 〈도식 1〉에 제시된 3중창의 형식 구조를 
살펴보면 곡 전체의 윤곽이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난다.

〈도식 1〉 모차르트, 《티토 황제의 자비》, 10번곡(3중창), 형식 구조

11) 아베르트는 ♭VI로의 조바꿈이 일어나는 이 대목이야말로 가장 “모차르트적”(Mozartian)
이라고 이야기한다. Abert, W. A. Mozart, p. 1235. ♭VI로의 조바꿈이 “모차르트적”이
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VI로의 조바꿈이 일어나더라도 V로의 조바꿈을 동
반하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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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식 1〉의 형식 구조를 통해 베이스 라인 그래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곡은 A-A′의 형
태를 취하고 있다. 두 개의 주제부(각각 X와 Y로 표시)가 조성의 변화 없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니 사실 ‘형식’이라고 부르기에도 무색할 정도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유일한 조바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마디 13-23의 경과구(TR)
뿐이다. 두 개의 주제부(X, Y)가 동일한 조성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12) 예컨대 
좀 더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A파트에서 Y주제가 D장조(V)로 전조된 후 A′파트에서 
원조(I)로 ‘해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공식은 이 곡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사실 3중창에서 (비텔리아의) 심경의 ‘변화’라 할 만한 것은 없으니 조성적인 변
화가 없다는 것이 극적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모차르트 오페라의 악곡 대부분
은 심경의 변화나 사건의 전개가 없는 경우에도 조바꿈을 수반한다.13) 게다가 총 
8행에 불과한 가사마저 A파트에서 모두 소진해버린 마당에 마디 44부터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지루한 반복일 뿐이다.14) 이 곡의 작곡가가 모차르트가 
아니라면 말이다.
  마디 44-73(A′)의 반복이 그저 단순한 반복이 아닌 이유는 마디 13-23(TR)과 
마디 24-44(Y) 때문이다. 〈도식 1〉의 형식 구조를 살펴보면 이 두 부분(TR과 Y)
은 동일한 가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음악적·형식적으로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마디 13-23은 경과구(TR)인데 ♭VI가 일시적으로 
연장되면서 비텔리아의 혼란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가사 3-6행이 방백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원조를 벗어나 다른 조성(E♭장조)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텔리아의 심정을 표현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경

12) 비텔리아 혼자 부르는 X와 등장인물 전원이 함께 노래하는 Y를 각각 제1, 제2주제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각각 X, Y주제로 대신한다.

13) 예컨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의 3중창 “Susanna, or via, sortite”(14번곡)이나 
《이도메네오》의 4중창 “Andrò ramingo e solo”(21번곡)은 극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
어나지 않지만 소나타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극적 변화가 없는 곡에 소나타 형식을 사
용할 때의 난제는 재현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해결되어야 할 극적 긴장이 없을 
때 재현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오래된 문제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문헌들을 참
고하라. Tim Carter, W. A. Mozart: “Le Nozze di Figaro,” Cambridge Opera 
Handboo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 102; Charles 
Rosen, The Classical Style: Haydn, Mozart, Beethoven, exp. ed. (New York: W. 
W. Norton, 1997), p. 293; Janet Schmalfeldt, In the Process of Becoming: 
Analytic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Form in Early Nineteenth-Century 
Mus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82.

14) 비텔리아의 경우 불과 23마디 만에 모든 가사(1-6행)를 소진한다. 총 96마디로 되어 있
는 곡의 4분의 1 지점에서 반복 없이는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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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구의 경우 가사와 음악이 서로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가사가 이어지는 마디 24-44에서도 재활용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
은 명확한 주제(Y)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조인 G장조로 돌아간 상태이다. 다
시 말하면 마디 13-23에 비해 선율적으로나 조성적으로나 매우 ‘안정된’(stable) 
곳이다.15)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텔리아의 가사 3-6행의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 
바로 조금 전에 마디 13-23의 ‘불안정한’(unstable) 음악이 비텔리아의 가사(3-6
행)를 잘 표현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비텔리아의 가사 3-6행이 방백이라는 점을 
이용해 마디 24-44의 ‘안정적인’ 음악은 안니오와 푸블리오의 가사를 대변한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이 대목에서 비텔리아의 음악이 너무나 
독보적이다. 안니오와 푸블리오의 선율에 비해 ‘선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프리마 돈나(prima donna)로서의 비텔리아의 진가가 드러나는 곳은 고음 가득한 
Y주제부다.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든 마디 13-23과 마디 24-44의 가사와 음악을 동시에 해
석해내는 방법은 없다. 오페라에서 가사와 음악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극적 긴장
감(tension). 이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쯤 되면 떠올릴만한 인물 중 한슬리크(Eduard Hanslick, 1825-1904)만한 사
람도 없다. 먼저 다음 가사를 살펴보자.16)

나는 나의 에우리디케를 잃었네
어떤 것을 나의 이 불행에 비할 것인가

나는 나의 에우리디케를 찾았네
어떤 것을 나의 이 행복에 비할 것인가

  잘 알려진 대로 왼편의 가사는 글룩(Christoph Willibald Gluck, 1714-1787)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Orfeo ed Euridice, 1762)에서 에우리디체를 잃
고 절규하는 오르페오의 아리아 “에우리디체 없이 무엇을 할까?”(Che farò senza 
Euridice?)의 가사이다.17) 반면 오른편의 가사는 한슬리크가 보우에(Boyé)를 인용

15) 물론 그렇다고 마디 24-44에 ‘불안정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마
디 36-38에서 비텔리아가 ‘음악적으로’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얼어붙은”(io gelo) 모습
을 목격할 수 있다(본문의 〈악보 3〉 참조). 하지만 조성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명확한 주
제가 있는 이 대목을 경과구와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가 있다.

16) Eduard Hanslick,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미경 번역 (서울: 책세상, 2004), p. 
57.

17) 최초의 모차르트 전기 작가인 니메체크(Franz Xaver Niemetschek, 1766-1849)는 모
차르트의 《티토 황제의 자비》의 관전평에서 이 오페라가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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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데 동일한 곡에 정반대의 가사를 붙여도 이질감이 없다는 것이다.18)

  한슬리크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해 보인다. 음악적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
는 것인가? 같은 음악에 다른 가사.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이 한슬
리크의 주요 논제였다면,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것은 정반대의 경우이다. 같은 가
사, 다른 음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3. 비텔리아의 양가감정

비텔리아가 같은 가사를 다른 음악으로 부르고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그녀의 진짜 속마음인가? 혹은 어느 쪽의 ‘음악’
이 그녀의 속마음을 대변하는가? 예컨대 같은 가사를 사용하는 마디 13-23과 마
디 24-44의 음악 중 우리는 어느 쪽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음악과 가사가 만들어내는 이 극적 ‘긴장’은 비텔리아의 양가감정(兩價感情, 
ambivalence)에서 나온다. 양가감정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오이겐 블로일러
(Eugen Bleuler, 1857-1939)가 처음 소개한 이후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가 발전시킨 개념으로 비텔리아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다음
은 양가감정의 정의이다.

[일반적으로] 양가감정은 상충되는 두 개의 강력한 감정이나 욕구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분석의 관점에서 양가감정은 사람 혹은 사물에 
대하여 상충하는 두 개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 중 오직 한 쪽 감정에 대해서
만 의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쪽 감정만 의식하는 것은 
다른 한 쪽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으로 초래된다.19)

체》에 버금가는 걸작이라고 평한 바 있다. Paul Nettl, “Prager Mozartiana,” 
Mitteilungen der Internationalen Stiftung Mozarteum 9 (1960), p. 4; Heartz, 
Mozart’s Operas, pp. 339-340에서 재인용.

18) 한슬리크가 인용하고 있는 보우에의 문헌은 다음과 같다. Boyé, L’Expression musicale, 
mise au rang des chimères (Paris: Esprit, 1779), p. 14.

19) David Matsumoto (ed.), The Cambridge Dictionary of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32. 우리말 번역은 필자의 것. 프로이트는 양가감
정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양가감정의 정의에 관한 문제가 이어지
는 논의의 핵심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非프로이트적 정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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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정의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상충되는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이 두 가지 감정 중 오직 한 쪽만 의식한
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한 쪽을 알게 되었을 때에 느끼게 될 막연한 ‘두
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20)

  그렇다면 비텔리아가 3중창에서 경험하고 있는 감정, 특히 양가감정의 전제 조
건인 ‘상충’되는 감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촐라의 
가사를 통해 먼저 드러나는 비텔리아의 감정은 세스토가 황제 암살에 성공했을 때 
닥치게 될 상황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다. 황녀가 될 수 없다면 청부살인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갈망했던 자리가 물거품이 되려는 순간 아닌가.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순할 수 있을까? 비텔리아의 감정에는 세스토에 대한 걱정과 
연민, 미안함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도 음악을 통해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드디어 황녀로 간택되었다는 ‘희열
감’이다.
  비록 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가사와 음악이 서로 충돌하며 함께 하
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요컨대 비텔리아는 이 곡의 A파트에
서 똑같은 가사를 두 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차르트가 비텔리아가 동시
에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도식을 보라.

〈도식 2〉 모차르트, 《티토 황제의 자비》, 10번곡(3중창), 마디 1-44의 시간적 펼침

  위 도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곡의 진행을 시각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관객이 
오페라를 경험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이 도식을 보면 비텔리아가 가사 3-6행을 두 
차례(TR과 Y)에 걸쳐 다른 음악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위의 도식이 원래는 아래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20) 그냥 쉽게 표현하면 ‘애증’(愛憎)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애증’이라고 하면 상반
되는 두 가지 감정 모두 의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 정의하는 양가감정
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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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도식 3〉 모차르트, 《티토 황제의 자비》, 10번곡(3중창), 마디 1-44의 공간적 펼침

  위의 도식은 경과구(TR)와 Y주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다. 비텔리아가 부르는 경과구와 Y주제의 가사가 동일하지만 음악이 표현해내는 
감정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으로 표현되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감정이 
사실 동시에 경험되고 있는 것이다. 즉 위의 도식은 비텔리아의 양가감정을 표현한
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험되는 오페라에서는 〈도식 2〉에서와 같이 펼칠 
수밖에 없다.21)

  〈도식 3〉이 설득력을 갖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앞서 살펴본 안니오와 푸블리오의 
반응(7-8행) 때문이다. 이 둘은 비텔리아가 3-6행의 가사를 반복하고 있는 마디 
24-44에서 처음으로 합류하여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정신이 나갔을까?’(7-8행)라
며 노래하고 있다. 관객이 오페라를 경험하는 방식인 〈도식 2〉를 보면 이 둘이 비
텔리아의 가사 3-6행(마디 13-23)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
지만 〈도식 3〉은 이들의 반응이 비텔리아의 가사 1-2행(마디 1-12)에 대한 것이라
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비텔리아가 3-6행을 부르고 있을 때 7-8행을 함께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3-6행이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방백’이라는 주장에도 힘을 실어준다.

21) 물론 여러 등장인물들이 각기 다른 감정을 동시에 노래하는 다중창의 예는 얼마든지 있
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4명의 등장인물이 각자의 생각(=가사)을 동시에 부르는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Fidelio, op. 72, 1805/1814)의 4중창 “Mir ist so wunderbar”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3중창에서의 핵심은 비텔리아 ‘한 사람’이 느끼는 양
가감정이므로 베토벤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감정을 동시에 
노래하는 다중창의 시간 구조(time structure)와 극적 의미에 대해서는 각주 6에 제시된 
달하우스의 다음 문헌을 참고하라. Dahlhaus, “Zeitstrukturen in der Oper,” pp. 
2-11; Dahlhaus, “The Dramaturgy of Italian Opera,” pp. 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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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모차르트가 A파트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단, 반복될 때 
달라지는 점은 경과구(TR)가 없다는 것인데, A파트에서 상충되는 두 개의 감정을 
표현했다면 A′파트에서는 모차르트가 마치 어느 쪽이 진짜인지, 혹은 조금 더 강
한 감정인지 알려주려는 듯하다. 다음 도식을 보라.

〈도식 4〉 모차르트, 《티토 황제의 자비》, 10번곡(3중창)의 감정들

  위의 도식은 비텔리아가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감정들을 덧붙인 것이다.22) 
경과구에서 가사와 음악으로 ‘공포’를 노래했다면, Y주제를 부를 때는 가사로는 공
포를 노래하지만 음악에서는 ‘기쁨’, ‘희열’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곡이 반복되
는 A′파트에서는 ‘공포’를 노래했던 경과구가 통째로 사라지고 앞서 ‘기쁨’이라고 
해석했던 Y′주제부만 남는다. Y′는 Y의 단순 반복이긴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코다
(Y′′)에서 비텔리아의 음악이 표현하는 감정의 본질은 단순한 ‘기쁨’, ‘희열’을 넘어
서는 듯하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 느끼는 희열이라니! 어딘지 모순적이지만 인간이
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다.
  요컨대 3중창에서 모차르트는 처음(A파트)에는 비텔리아의 양가감정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반복을 통해 A′파트에서 어느 쪽이 보다 강한 감정인지 보여준다는 것
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음악, 더 정확히는 가사와 음악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긴장’에 관한 고려 없이는 읽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감정들, 특히 비텔리아가 느끼는 ‘기쁨’, ‘희열’의 감정
이 마촐라의 대본에서는 삭제된 메타스타시오의 원작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이

22) 음악분석을 통해 무대 지시(stage direction)를 읽어내는 대표적인 연구는 데이비드 루
인(David Lewin)의 글을 참조하라. 루인의 말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음악분석 없이
는 무대 지시도 없고, 무대 지시 없이는 음악분석도 없다”는 것이다. David Lewin, 
“Musical Analysis as Stage Direction,” in Music and Text: Critical Inquiries, ed. 
Steven Paul Sch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163-176; 
reprinted in David Lewin, Studies in Music with 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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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사 3〉은 비텔리아가 푸블리오를 보낸 후(〈가사 2〉 참조) 홀로 남아 부르는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중 레치타티보의 일부분이다. 비텔리아의 속내를 조금 더 들
여다 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독백(soliloquy)인데 오페라에서는 삭제되었다. 혹
은 삭제된 것처럼 보인다. 가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
는데 여기서 비텔리아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건 간에 세스토에 대한 ‘연민’은 아
닌 것 같다. 도리어 자리에 있지도 않은 티토 황제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가사 3〉 메타스타시오, 《티토 황제의 자비》, 제1막, 장면 13, 레치타티보

Vitellia:
Che angustia è questa! Ah! Caro Tito, io fui
teco ingiusta, il confesso. Ah! Se fra tanto
Sesto il cenno eseguisse, il caso mio
sarebbe il più crudel... No, non si faccia
sì funesto presagio. (...) Quanti pensieri
mi si affollano in mente! Afflitta e lieta
godo, torno a temer, gelo, m’accendo;
me stessa in questo stato io non intendo.

비텔리아:
괴롭구나! 아! 친애하는 티토 황제여, 고백하건대 
나는 그대에게 잘못을 저질렀군요. 아! 그 사이에 
세스토가 내 명령을 이행했다면 내 상황은 처참하
겠구나... 아니! 그렇게 치명적인 일은 생각하지 말
자. (중략)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
어오는가. 슬픔과 기쁨으로 가득하구나. 공포가 돌
아오고 나는 얼어붙고 불타는구나. 지금 이 상태에
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구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다음 가사이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
어오는가. 슬픔과 기쁨으로 가득하구나. 공포가 돌아오고 나는 얼어붙고 불타는구
나.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구나.”(Quanti 
pensieri mi si affollano in mente! Afflitta e lieta godo, torno a temer, 
gelo, m’accendo; me stessa in questo stato io non intendo.) ‘슬픔’과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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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시에 느끼며 혼란스러워하는 비텔리아의 모습이 3중창의 음악에서 만날 수 
있는 그녀와 흡사하다. 그렇다면 메타스타시오의 이 대사는 삭제된 것이 아니다.23) 
모차르트는 오페라 대본에서 삭제된 원작의 가사를 음악으로 바꾸어 서로 포개놓
은 것이다.

4. 마르케티의 주이상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논의할 내용은 비텔리아가 ‘음악으로’ 표현하는 주이상
스(jouissance)다. 구체적으로 마디 40-41(〈악보 3〉)과 69-70의 B5음을 말하는 것
인데,24) 이 곡의 가장 높은 음은 아니지만 장6도의 도약이 필요하고 비텔리아 선
율의 음역(tessitura)인 G5를 넘어가는 여전히 높은 음이며 무려 한 마디 반이라는 
시간동안 유지해야하는 부담스러운 음이다.25) B5를 부르며 “신이시여!”(Dio!)를 외
치는 비텔리아의 표정은 어떤 모습일까?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
은 주이상스를 단순한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정의한다.26) 
쾌락 자체가 고통으로 경험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현재 비텔리아가 느끼고 있
을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이다. 드디어 황녀로 간택되었다는 기쁨, 동시에 
느낄 세스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세스토가 자신의 요구대로 황제 암살에 성공한
다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을 동시
에 느끼고 있을 비텔리아가 ‘고통스러운 쾌락’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상한 것일까? 
더군다나 3-6행의 가사가 필자의 주장대로 비텔리아의 방백이라면 이는 문자 그대
로 ‘내적 외침’, 혹은 더 나아가 ‘무의식의 외침’이라고 해도 좋겠다. 

23) 삭제된 메타스타시오의 대사의 흔적은 사실 마촐라의 대본 3-6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라이스는 3중창의 가사가 메타스타시오 원작의 제1막, 장면 12-13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Rice, W. A. Mozart: “La clemenza di Tito,” pp. 36-37. 
하지만 마촐라의 대본에서 “행복”(lieta)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24) 본고에서는 A4=440Hz을 기준으로 한다.
25) 가장 높은 음은 마디 83의 D6이지만 8분음표로 빠르게 지나가는 음이다. 본문의 〈악보 

4〉를 참조하라.
26) Jacques Lac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I,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8), pp.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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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모차르트, 《티토 황제의 자비》, 10번곡(3중창), 마디 36-41

  더불어 마디 81-82의 B♭5도 주목할 만한데 B5보다 반음 낮은 음이지만 마디 
80의 F♯4로부터 무려 감11도(=감4도)를 상행 도약해야 하는, 문자 그대로 두려운 
음이다(〈악보 4〉 참조).27) 특히 이 오페라에서 비텔리아가 부르는 곡들은 초연 당
시 비텔리아役을 맡은 마르케티(Maria Marchetti Fantozzi)의 음역을 유의미하게 
넘어간다는 존 라이스(John Rice)의 연구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여기서 성악가가 
육체적 한계를 마주하며 느낄 고통과 희열은 비텔리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28)

〈악보 4〉 모차르트, 《티토 황제의 자비》, 10번곡(3중창), 마디 79-85

  사실 오페라에서 주이상스에 관한 논의는 오래된 것이지만 이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미셸 프아자(Michel Poizat)의 1986년 저작 『천사의 외침: 오페라에서의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29) 이 책에서 프아자는 ‘음악적’ 쾌락

27) F♯4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바로 앞의 E5부터의 도약에 집중한다고 해도 여전히 감5도
라는 쉽지 않은 음정이 기다리고 있다.

28) John A. Rice, “Mozart and His Singers: The Case of Maria Marchetti Fantozzi, 
the First Vitellia,” The Opera Quarterly 11, no. 4 (1995), p. 45.

29) Michel Poizat, The Angel’s Cry: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in Opera, 
trans. Arthur Denne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프아자는 오페
라적 주이상스에 관한 논의는 본고에서 언급된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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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ure)이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는 주이상스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오페
라적 주이상스의 핵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노래로 말’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본능”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관객으로 하여금 “가사와 음악
의 묘한 얽힘과 고통스러운 결합에 의해 탄생한 괴물인 오페라”에서 만족감을 느
끼도록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30) 그러니까 프아자의 주장에 따르면 3
중창에서 비텔리아의 주이상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가사와 음악 사이에 존재하
는 양가감정인 동시에 비텔리아로 분(扮)한 성악가가 음역의 한계에 다다르며 느끼
는 고통과 희열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프라노의 극단적인 고음(高音)을 통해 발현
되는 주이상스에 주목하는 프아자의 주장은 비텔리아의 고음이 주는 극적 효과를 
잘 설명해 준다.
  그렇다면 비텔리아를 연기하는 성악가는 이를테면 ‘스프레차투라’(sprezzatura)
의 미덕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마디 81의 B♭5가 주는 한계와 공포심을 있는 그
대로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성악가 자신과 관객에
게 고스란히 전달될 때 주이상스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아무렇게나 불러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설령 B♭5를 정확히 부르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어렵게, 심지어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그래서 라이스는 비텔리아가 성악가들에게는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어려운 역이
라는 점을 강조한다. “성악가로서 [10번]곡 종반에 나오는 높은 음을 내지를 수 있
어야 하고, 여배우로서 매력적인 악녀여야 한다. 혐오스러운 동시에 세스토가 왜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바치려는지 이해[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31) 
  그런 의미에서 폰넬이 연출한 1980년 영화판의 비텔리아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만난 비텔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32) 특히 반복부인 A′파트에서 비텔리아가 
Y′주제(마디 53-73)를 부를 때의 행복에 가득 찬 모습이란(〈그림 1〉 참조). 두 팔 
벌려 노래하며 어디론가 향하는 비텔리아의 표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미소와 그녀
를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안니오와 푸블리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제임스 
파라킬라스(James Parakilas)는 이 오페라의 종반부에 듣게 될 비텔리아의 유일한 

미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같은 책, pp. 5-7.
30) Poizat, The Angel’s Cry: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in Opera, p. 7.
31) Rice, W. A. Mozart: “La clemenza di Tito,” p. 149.
32) Directed by Jean-Pierre Ponnelle, conducted by James Levine (Vienna 

Philharmonic), with Eric Tappy, Carol Neblett, Tatiana Troyanos, Anne 
Howells, Catherine Malfitano, and Kurt Rydl (Hamburg: Deutsche Grammophon, 
2006), DVD, DGG 0440 073 4128 5. Original release, Munich: Unite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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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23번곡) “결혼의 꿈은 사라지고”(Non più di fiori)를 두고 “광기의 장면”
이라고 불렀지만,33) 정말 광기에 찬 모습이란 10번곡의 비텔리아를 두고 하는 말
일 것이다.

〈그림 1〉 폰넬, 《티토 황제의 자비》(1980), 10번곡(3중창), 화면 캡처

  폰넬의 연출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오랜 시간 잊혀졌던 
《티토 황제의 자비》를 부활시킨 계기가 된 것이 그의 1969년 쾰른 오페라
(Cologne Opera) 연출이었기 때문이다.34) “우리가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니지만 
오페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폰넬의 말처럼, 그는 자신의 연출에서 오페라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라이스는 주장한다.35) 그 방식에 대해서는 폰넬과 라이스 모두 말을 아꼈지만 모
차르트가 음악으로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그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폰넬의 영화판은 쾰른 연출에 비해 호불호가 갈렸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은 비텔리아의 모습이다. 소프라노 캐롤 네블렛(Carol Neblett)이 만들어낸 비텔리

33) James Parakilas, “Mozart’s Mad Scene,” Soundings 10 (1983), pp. 3-17.
34) Rice, W. A. Mozart: “La clemenza di Tito,” p. 138.
35) 위의 책,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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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캐릭터가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영국의 음악비평가 알란 블라이스(Alan Blyth)
는 폰넬이 연출한 비텔리아를 두고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
장하는] 하트의 퀸(The Queen of Hearts)” 같다고 묘사했다.36) 호평의 뜻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폰넬이 오페라 전반에 걸쳐 마촐라의 대사가 아닌 모차르트
의 음악에서 드러나는 비텔리아의 ‘광기’(madness)를 읽어낸 결과라면 이보다 더
한 찬사는 없지 않을까?

5. 나가면서

이 글의 목적은 양가감정과 주이상스가 관객이 오페라를 경험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음악 분석으로 읽어내고 탐구하는 것이었다. 본고에서 진행된 논의는 가사 
중심, 악보 중심의 논의, 즉 텍스트(text) 중심의 논의였다. 성악가의 목소리와 연
기, 연출에 관한 논의를 덧붙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텍스트 중심의 논의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물론 텍스트 중심의 논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텍스트 
자체의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퍼포먼스(performance)에 관한 논의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3중창에서 비텔리아의 고음이 주는 주이상스는 악보 상
으로는 드러나지도 않을뿐더러 전달되지도 않는다. 주이상스는 본질적으로 수행적
(performative)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독자도 비텔리아의 “쾌락적 고통”을 직접 
듣고 경험해보길 바란다.

검색어(Keyword) |

모차르트(Mozart), 오페라(opera), 티토 황제의 자비(La clemenza di Tito), 
양가감정(ambivalence), 주이상스(jouissance), 음악 분석(music analysis), 형
식(forms), 폰넬(Jean-Pierre Ponnelle), 연출(stage direction)

36) Opera 32 (1981), pp. 970-972. 위의 책, pp. 139-14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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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tellia’s Ambivalence, Marchetti’s Jouissance

Kye, Hee Se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1) to investigate the ambivalence 
of operatic characters elicited by a discrepancy between music and text 
by means of music analysis; and (2) to examine character’s and, in 
particular, singer’s jouissance emanating from this ambivalence and 
voice, and discuss the way in which this influences the audience’s 
perception of opera.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trio “Vengo... 
aspettate... Sesto!...” (No. 10) from Mozart’s opera La clemenza di Tito, 
KV. 621 (1791). It concludes by discussing Jean-Pierre Ponnelle’s 
depiction of Vitellia in his 1980 film version of the 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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