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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페아의 대관식》에 나타난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요소
이남금
본 논문은 베네치아 오페라의 초기 작품으로 부제넬로의 대본에 몬테베르디가 음악을 쓴 《포페아의 대관식》을 중
심으로 지금까지 바로크 음악사나 오페라사에서 조명하지 못 한 17세기 베네치아 오페라에 끼친 막 구성, 줄거리 전개
방식, 인물 관계도, 음모 등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포페아의 대관식》을 분석한 결과,
막 구성, 줄거리 전개 방식, 인물 관계도 형성, 음모, 변장, 외설적인 장면의 삽입 등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요소가 다분
히 반영되어 있다. 그리하여 《포페아의 대관식》은 몬테베르디 이후 베네치아 오페라를 주도한 칼레티의 《오르민
도》, 《이아손》, 체스티의 《오론테아》 등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페라 제작자들이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특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응용하면서 사랑에 빠진 연인, 말더듬는 희극적인 하인, 음모를 꾸미는 악당, 암살
시도, 위장된 신분의 발각 등 베네치아 오페라의 관습을 형성하는 데에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요소를 반영한 베네치아 오페라의 문화는 로마 오페라로 전파되어 막 구성, 변장 등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수용되고 그 유형화된 등장인물이 직접적으로 도입된 첫 오페라 《고통 받는
자여 희망을 가져라》가 제작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또 18세기에 들어서서 ‘인테르메초’와 ‘코
메디아 페르 무지카’ 형태로 발전하게 된 오페라 부파의 전통이 시작된다면 베네치아 오페라가 오페라 역사에서 점하
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 검색어: 코메디아 델라르테, 오페라, 《포페아의 대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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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요소
- 《포페아의 대관식》의 경우 Ⅳ. 결론

Ⅰ. 서론
베네치아 카니발은 이탈리아 최대의 축제로서 공화국이 1162년에 아퀼레이아와의 전쟁에서 승
리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에서 시작되었다. 15-16세기에 카니발은 콤파니에 델라 칼차
(Compagnie della Calza)에 의해 그리고 17세기에는 베네치아 카니발 컨소시엄(Consorzio
Carnevalle di Venezia)에 의해 주관되었다. 그들은 카니발 기간 동안 베네치아 시민들과 관광객들
이 베네치아 곳곳을 누비며 축제를 즐기게 하였고, 가장 행렬, 불꽃 축제 등과 더불어 토너먼트,1)
1) 토너먼트는 17세기 북이탈리아와 파리, 뮌헨, 빈 등의 궁정에서 왕족의 결혼과 생일 축하를 위해 열렸던 극음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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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ʼarte) 등의 극 오락물을 무대에 올렸는데, 그 중 우스꽝스
러운 의상과 가면, 즉흥성, 외설적 요소 등을 특징으로 한 코메디아 델라르테가 17세기 이전부터
축제의 중심 장르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
1637년에 로마 오페라 제작자들이 베네치아로 이주하여 베네치아 오페라를 뿌리내리게 한 후2)
오페라도 카니발 기간 동안에 상연되었는데, 베네치아 오페라 제작자들은 막 구성, 주제 등 로마
오페라의 특징을 받아들이면서도 관객들의 흥미 유발을 하고 관중을 끌어 모으기 위해 17세기
이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요소를 폭넓고도 직접적으로 반영하면서 베
네치아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다. 그렇다면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장르의
어떤 요소들이 베네치아 오페라의 주요 자원이 되었는가. 우리의 음악학계에서는 아직 이에 대해
진진하게 묻고 답하고 있지 않다. 변혜련이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1567-1643)의 현존하
는 세 편의 오페라 《오르페오》(LʼOrfeo, 1607), 《율리시스의 귀향》(Il Ritorno dʼUlisse in
Patria, 1640), 《포페아의 대관식》(Lʼincoronazione di Poppea, 1643)을 중심으로 궁정과 상업 오
페라를 비교 연구하였고, 나주리가 마초키(Virgilio Mazzocchi, 1597-1646)와 마라촐리(Marco
Marazzoli, 1602?-1662)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고통 받는 자여 희망을 가져라》(Chi soffre speri,
1637)를 중심으로 로마 오페라에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수용된 배경을 밝힌바
있지만, 이에 대한 주요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베네치아 오페라의 초기 작품이면서 당대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부제넬로
(Giovanni Francesco Busenello, 1598-1659)의 대본에 몬테베르디가 음악을 쓴 《포페아의 대관
식》을 중심으로 상업 오페라에 끼친 막 구성, 줄거리 전개 방식, 인물 관계도, 음모 등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글은 문헌들을 통해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기원과
인물 유형, 대본, 즉흥성 등 전체적인 특징과 베네치아에서 그 장르가 성행할 수 있었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장르의 어떤 재료들이 베네치아 오페라의 관습을 형성하였는지 알아볼 것이

다. 이는 중세시대의 마상시합을 모델로 한 것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기병들이 투기장에 등장하여 시를 짧게 노래
하거나 낭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5세기 동안에는 시를 노래하는 부분이 더욱 길어지고 복잡해졌으며 기
병들이 실제 싸우는 장면보다는 미리 계획된 경기 장면으로 짜여졌다. 이러한 경향은 16세기에 계속되었는데,
1559년에 프랑스의 앙리 2세(Henri II, 1519-1559)가 공연 중 창에 맞아 사망하자 실제 전투 장면이 빠르게 사라졌
다. 17세기에는 음악과 미리 계획된 전투 장면뿐만 아니라 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말을 탄 수 많은 기병의 무리
들과 마차, 이동 가능한 무대 장치 등이 경기장에 등장하여 공연이 화려하게 꾸며졌다. 토너먼트의 주제는 다양하
고, 대본은 짧은 사건으로 나누어지고 기병의 이름과 전문적인 승마 기술을 포함한다. 기병은 대체로 귀족이었고
때때로 여성이 등장하기도 한다. 대체로 마을의 광장이나 궁정의 정원에서 공연되었다(Colin Timms 2001,
657-658).
2) 로마에 오페라가 정착된 시기는 대략 1620년경으로, 특히 바르베리니(Maffeo Barberini, 1568-1644)가 1623년에
교황 우르바노 8세(Urbano , 재위 1623-1644)로 선출된 이후 바르베리니 가문이 21년간 오페라를 후원하였다.
바르베리니 가문은 종교적, 정치적 권력 과시의 수단으로서 오페라를 후원하였고, 1628년경부터는 로마의 카니발
을 위해 오페라를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보를 인쇄하여 로마 오페라를 발전시켰다. 1630년대 후반에 교황의
건강이 악화되어 로마 오페라 문화가 정체되자 로마 오페라 제작자들은 더 나은 제작 환경을 찾아 베네치아로
이주하여 베네치아에 오페라를 뿌리내리게 했다. 로마를 떠나 베네치아에 들어온 대표적인 로마 오페라단은 마넬
리(Francesco Manelli, 1595-1667) - 페라리(Benedetto Ferrai, 1603-1681) 극단이 있다(나주리 2014, 5; 김택완 2008,
98; 민은기 박을미 오이돈 이남재 2016, 225-226; Simon Towneley 1954, 5).

Ⅷ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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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문헌적 고찰을 토대로 《포페아의 대관식》을 분석하여3) 지금까지 바로크 음악사나
오페라사에서 조명하지 못 한 17세기 베네치아 오페라에 대한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영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Ⅱ.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기원과 특징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마임(mime), 노래, 춤, 곡예 등의 훈련을 거친 전문 배우들에 의한 즉흥
적 익살극으로 대중 연극의 한 형태이다. 1545년 2월 25일 이탈리아의 파도바에서 마피오(Ser
Maphio)를 중심으로 배우들이 극단을 형성하고 직업 배우가 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
이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시작이다(김찬자 2016, 49; Robert Henke 2002, 69-73). 코메디아 델라르
테라는 명칭은 18세기경에 정착되었고, 16, 17세기에는 ʻ즉흥극ʼ(commedia allʼimprovviso), ʻ테마극
ʼcommedia a soggetto), ʻ하인극ʼ(commedia di zanni), ʻ이탈리아 극ʼ(commedia Italiana) 등으로 불렸
다(Kenneth Richards․Laura Richards 2006, 102). 그 기원에 관해서는 로마의 아텔라나 소극
(atellana farce),4) 플라우투스(Titus Maccius Plautus, B.C. 254경-184)의 라틴 희극, 이탈리아 소극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 아텔라나 소극은 로마 시대 캄파니 지방의 오스크인들의 도시
인 아텔라에서 3세기에 유래했다. 이것은 희극과 비극이 끝난 후에 공연되었던 것이었다. 아텔라
나 소극에서 배우들은 희화화한 나무 껍질로 만든 가면을 쓰고 몇몇 인물유형을 전형화시켜 고
정된 역할을 하는데, 이 극의 인물유형 가운데에는 늙고 어리석으며 호색가인 파푸스(Pappus), 조
롱기 있고 주먹질을 하는 어리석은 마쿠스(Maccus), 큰 입을 가진 대식가이며 수다쟁이고 볼품없
는 부코(Bucco), 곱추에 능청맞고 교활하며 사기꾼인 도센누스(Dossennus), 허풍장인 밀레스 글로
리오수스(Miles Gloriosus) 등이 있다. 이들 주변에는 늘 찌푸린 얼굴의 산니오(Sannio), 귀머거리
소르두스(Sordus), 미치광이 코코모논(Cocommonon) 등 다양한 부수적인 인물들이 함께 등장한

3)

《포페아의 대관식》은 1643년 산티시미 조반니 파올로 극장에서 초연되었는데, 이때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나리오가 출판되었다. 《포페아의 대관식》의 대본은 나폴리 공연에 맞춰 1651년에 인쇄되었으며, 부제넬로의
『여가 시간』(Delle hore ociose, 1656)에도 수록되었다. 반면 자필 악보는 소실되었고, 나폴리 공연과 관련 있는

것으로 빌(Taddeo Wiel, 1849-1920)이 1888년에 산 마르코 도서관에서 발견한 베네치아 필사본과 가스페리니
(Guido Gasperini, 1865-1942)가 산 피에트로 마옐라 음악원에서 1930년에 발견한 나폴리 필사본만이 현존한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베네치아 필사본과 나폴리 필사본 음악이 곳곳에서 상이한 까닭에 두 필사본 중에 어떤 판본이
초연 악보에 더욱 가까운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베네치아 필사본이 몬테베르디의 자필 악보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주로 4성부로 기보되어 있는 나폴리 필사본과는 달리 베네치아 필사본의 기악은
베네치아 오페라의 기악처럼 대부분 3성부로 기보되어 있기 때문이다(변혜련 2010, 55-70; Alan Curtis 1989,
23-54; Paolo Fabbri Tim Carter 1993, 16-2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베네치아 필사본을 토대로 말리피에로(Gian
Francesco Malipiero, 1882-1973)가 편집하여 1931년에 우니버잘(Universal)에서 출판된 포페아의 대관식 을 선
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 포페아의 대관식 의 우리말 가사는 필자가 박제성이 번역한 Claudio Moteverdi,
Lʼincoronazione di Poppea, The Age of Enlightenment, Decca DVU0137을 참고하여 정리 및 수정할 것이다.
4) 소극은 중세 도덕극의 막간극에서 발달한 것으로 노골적인 농담, 과장된 표현, 황당무계, 우연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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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아텔라나 소극은 플롯이나 시나리오를 토대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고, 배우들은 극을
수월하게 이끌기 위해 대개 슬랩 스틱(slap stick, 팬터 마임용의 끝이 갈라진 막대)을 사용했는데,
이는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인물들이 허리에 차던 막대기와 유사하다(김찬자 2016, 45; 장지연
1997, 259; Paul Kuritz 1988, 41). 이렇듯 아텔라나 소극이 지니고 있는 배우들의 가면 착용, 인물
들의 전형성, 즉흥 연기 등의 면이 코메디아 델라르테와 유사하다. 아텔라나 소극을 코메디아 델
라르테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 시대의 아텔라나 소극이 중세 시대에 침
체기를 거친 후 16세기에 코메디아 델라르테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장지연 1997,
259-260).
또한 코메디아 델라르테가 플라우투스의 라틴 희극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마쿠스
를 연기한 배우이면서 아텔라나 소극의 제작자이기도 했던 플라우투스는 라틴 희극에 지식인 뿐
아니라 대중을 포함한 많은 관객을 확보시키기 위해 그 장르의 인물들을 자신의 희극에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인물들의 심리 전개를 단순화시키고 외형 및 성격적 특징을 강조하고 얼굴에 분
장을 한 정형화된 인물들을 무대에 올렸다(김찬자 2016, 45).
학자들은 이탈리아 소극에서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흔적을 찾기도 한다. 이탈리아 소극은 중세
기 동안 이탈리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지만 가장 발달했던 시기는 1500-1550년이었고 이 시기 이
후로는 소극이 쇠퇴하였다.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1500년대 중반 이후 코메디아 델라르테가
흥행한다는 점에서 그 기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 소극도 인물들의 전형성, 즉흥 연기 등
을 특징으로 한다. 이탈리아 소극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베올코(Angelo Beolco)인데, 그는 배우들
에게 즉흥성을 부여하고 방언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즉 귀족에게는 피렌체 방언을, 군인
에게 베르가모 방언을, 의사에게는 베니스 방언을 사용하게 헸다. 또한 그의 대부분의 작품에는
농부 루짠테(Ruzzante)가 계속 이어지며 등장한다(김찬자 2016, 46-48; 장지연 1997, 261-262).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배우들은 10-20명 정도 무리지어 극단을 이루며 주로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장터나 광장의 급조된 야외 무대에서 순회공연을 하였다. 그들은 관객이 예측할 수 있는 고
정된 전형적인 역할을 하였고 보통 공연하는 모든 작품에서 동일 인물로 등장하였다. 즉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극단은 공통적으로 고정된 성격을 지닌 등장인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인물 유형은
가면을 착용하지 않은 자와 가면을 착용한 자로 구분되는데, 각 인물에는 성격과 지역적, 사회적
유형의 특성 등이 복합되어 있다(김찬자 2016, 64; Anne Macneil 2001, 170; Emily Wilbourne
2016, 27). 가면을 착용하지 않은 역할은 토스카나 어를 사용하는 한 쌍 혹은 두 쌍의 젊은 연인
과 하녀로 등장한다. 그 중 남자 연인역은 주로 말재주가 있고 높은 교육을 받았지만 영리하지 못
하며 순진한 성격이고, 하녀는 여주인들의 사랑을 이끄는 충고자이다.
가면을 착용한 역할은 주인과 하인으로 나뉘는데, 주인은 탐욕스런 노인이자 베네치아 상인인
판탈로네(Pantalone), 볼로냐 출신이며 이웃 일에 끼어들어 일을 망치는 어수룩한 학자 도토레
(Dottore), 허풍스러운 군인 카피타노(Capitano) 등이다. 하인은 자신의 주인을 돕거나 좌절시키며
하녀와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그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연 때마다 고유한 의상과 가면을
착용하여 희화화되어 등장한다. 예컨대 판탈로네는 주로 매부리코에 흑갈색이나 갈색을 띤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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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쓰고 긴 회색 수염이 있으며 긴 머리 묶음에 테 없는 작은 모자를 쓴다. 몸에는 꼭 끼는 붉은
웃옷과 바지를 입고 무릎까지 오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허리춤에는 손수건이나 흰 검을 차고, 길
쭉한 신발을 신는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대본은 배우들의 공동 작업으로 쓰여졌다. 그 대본은 대부분 3막 구성이
고, 그 내용은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주된 사랑 이야기에 두 번째 사랑
이야기인 부차적 줄거리를 포함한다(Susan Gail Lewis 1995, 72; Wilbourne 2016, 36). 이때 음악,
동문서답식 문답놀이, 음모, 변장 등의 구성 요소가 극을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

․ Franklin J. Hildy 2005,

(김찬자 2016, 139-142; Wilbourne 2016, 36; Oscar Gross Brockett

318). 예컨대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지만 그들의 사랑이나 결혼은 노인 판탈로네나 도토레의 계
략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고 하인의 도움을 받거나 변장을 이용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들은
사랑을 이룬다. 그러나 그 대본은 배우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대사, 노래, 춤, 마임 등이 자세히 나
타나 있지 않은 카노밧초(canovaccio) - 대략적인 줄거리와 배우들의 행동 지시 사항, 그리고 필요
한 무대 소품만을 아주 간략하게 지시해 놓은 것 - 이기 때문에(장지연 1997, 270; Macneil 2001,
170), 극을 진행하는 세부 사항은 배우들의 즉흥연기에 맡겨진다.
배우들은 오랫동안 고정 배역으로 작업한 경험으로 쌓아 둔 격언, 농담, 춤, 노래, 패턴 마임, 곡
예 등의 기술을 응용하여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 즉흥연기를 하였다. 또 모든 배역에게는 라찌
(lazzi)라는 희극 장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즉석에서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라찌는 배우들이 공연을 중지하고 극 주제와는 상관없는 농담이나 공포스러운 혹은 깜
짝 장면을 표현하는(Olga Taxidou 1998, 117 재인용) 부분이다. 배우들은 주로 극 진행 중 관중
이 지겨워지기 시작했다고 느끼거나 막의 끝 부분에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느낄 때 라찌를
사용하였다(김찬자 2001, 211; 김찬자 2016, 133). 라찌에는 주로 외설적인 희극 장면이 쓰였다.
그 예로서 카피타노에게는 주로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주어지는데, 대체로 터무니없는 칼솜씨를
보이며 다리 사이로 칼이 튀어나오게 하여 관객에게 성기를 연상시킴으로써 웃음을 자아낸다. 이

․

외에도 폭식과 간통 등의 요소가 삽입되어 있다(Macneil 2001, 171; Edwin Wilson Alvin
Goldfarb 2015, 185-186).
이렇듯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 우스꽝스러운 의상과 가면을 착용한 인물
들의 출현, 춤, 노래, 팬터 마임, 곡예적 묘기 등을 동반한 즉흥연기, 라찌 등의 흥미로운 요소로
짧은 시간 안에 성공을 거두었고, 귀족들과 예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면서 장터나 광장뿐만 아니

․

라 점차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의 저택, 궁정 등에서도 공연되었다(나주리 2014, 14; Wilson

Goldfarb 2015, 187; Nino Pirrotta 1955, 305). 또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극단은 해가 지날수록 그
수가 늘어났다. 17세기 중반까지 유명했던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극단으로는 콘피덴티 극단(I
Comici Confidenti, 1572-1634), 젤로시 극단(I Comici Gelosi, 1572-1604), 우니티 극단(I Comici
Uniti, 1578-1640), 데시오시 극단(I Comici Desiosi, 1581-1599), 아체시 극단(I Comici Accesi,
1590-1628), 페델리 극단(I Comici Fedeli, 1601-1652) 등이 있다(김찬자 2001, 208; Macneil 2001,
171). 이들은 피렌체, 베로나, 만토바, 베네치아, 볼로냐 등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순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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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이전에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5) 등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정기적으로 베네치아 카니발 기간에 공연되면서 그 축제의 중심 장
르가 되었으며, 또 베네치아에서 상업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김찬자 2016, 196). 베네치
아는 무역 도시였고 특히 아드리아 해, 이오니아 해, 에게 해, 흑해 등을 통해 동양과 교역하는 항
구였기 때문에 상업적인 부를 일군 사람이나 여러 귀족들이 경제적 및 정치적, 문화적으로 영향력
을 행사하는 과두제 국가였다. 여기에서 1580년경에 코메디아 델라르테를 독점적으로 상연하여
이윤 창출을 할 목적으로(Peter Jordan 2014, 112) 두 귀족 미키엘(Alvise Michiel)과 트론(Ettore
Tron)이 산 카시아노에 각각 미키엘 극장(Teatro Michiel)과 트론 극장(Teatro Tron)을 개관하였다.
알비제와 에토레는 극장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그들은 각각 젤로시 극단, 콘피덴티 극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극단들이 정기적으로 카니발 기간 동안 코메디아 델라르테를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무대장치와 제작 비용 등을 후원하였으며(Jordan 2014, 112-113; Ellen Rosand 1993, 88), 1스쿠디
(scudi)의6) 절반에 해당하는 티켓 값을 지불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
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Mark Ringer 2006, 131).
1608년에 미키엘 극장이 폐쇄되었고(Anne MacNeil 2003, 9), 1629년에 트론 극장이 화재로 폐
쇄되자 트론 가문의 프란체스코(Francesco)와 에토레가 그 극장을 개조하여 1637년 3월 6일에 산
카시아노 극장(Teatro San Cassiano)을 개관하였다. 이때 트론 형제는 콘피덴티 극단 대신 로마
오페라단 페라리-마넬리와 계약을 맺고, 그 극단이 두 카니발 시즌 동안 《안드로메다》(Lʼ
Andromeda, 1637)와 《진노한 마녀》(La maga fulminata, 1638)를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후원하
였으며 4리라 정도의 입장료로 상당한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7) 산 카시아노 극장을 필두로 베네
치아에서는 트론 가문과 경쟁하기 위해(Ellen Rosand 1991, 77) 그리마니(Grimani) 가문 소유의
산티시미 조반니 파올로(Santissimi Giovanni e Paolo, 1638년), 차네(Almorò Zane) 소유의 산 모
이제(San Moisè, 1640년) 등 공공 오페라 극장들이 잇달아서 문을 열었다. 또 그 극장들에서 하나
혹은 두 작품의 오페라가 정기적으로 베네치아 카니발 기간에 공연되었다.
오페라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베네치아에서 오페라는 르네상스 시기부터 대중들의 문화적
삶의 중심이었던 코메디아 델라르테를 대신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베네치아 오페라 제작자들
은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 이미 베네치아에서 뿌리내려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코메디아 델라르
테의 주제와 인물 유형, 구성 요소 등을 삽입하여 오페라를 창작하였다(Macneil 2001, 171;
Ringer 2006, 134; Wilbourne 2016, 130; Rosand 1993, 94; Lewis 1995, 104). 다시 말하면 베네치
5)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프랑스에서 꽤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앙리 3세(Henri III, 재위 1573-1589)가 1577년 젤로
시 극단을 초대한 후,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프랑스에서 왕과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며 ‘왕의 이탈리아 극단 배우
들’(Comédiens du Roi de la troupe italienne)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곤뉴 대저택에서 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공연하였다. 1697년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루이 14세(Louis XIV, 재위 1643-1715)의 여인 맹트농 부인(Françoise
dʼAubigné, Marquise de Maintenon, 1635-1719)을 겨냥한 거짓 새침데기 (La fausse prude)를 공연하였는데, 그
사건 이후 19년 동안 프랑스에서 활동하지 못했다(김찬자 2016, 49-50).
6) 스쿠디는 이탈리아의 화폐 단위 금화를 의미하는데, 1스쿠디는 6리라(lira) 4솔디(soldi)의 가치이다.
7) 초기 베네치아 오페라의 관람료는 4리라 정도였는데, 이 요금은 1673년까지 유지되었다(Rosand 1993, 88 97;
Wilbourne 2016, 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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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페라에는 흔히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인물 유형 중 서정성으로 이목을 끄는 귀족 출신의 하
나 혹은 두 쌍의 연인들이 등장하고(Rosand 1993, 94; Hellmuth Christian Wolff 1975, 15), 대본
의 내용은 그 연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랑 이야기로 전개된다. 또 베네치아 오페라에는 주로 유모,
시녀, 몸종 등의 희극적인 하인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주인공에게 충고하고 위로하며 때로는 서
로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은 주인공들의 엄숙한 음악과는 대조적으로 익살스럽고 해
학적이어서 청중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유용했다(변혜련 1998, 45; Pirrotta 1955, 319-320). 이
외에도 음모와 변장이라는 희극적이고 극적인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Rosand 1993, 95).

Ⅲ.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요소 - ≪포페아의 대관식》의 경우
1. 인물 관계도, 줄거리
《포페아의 대관식》은 부제넬로의 대본과 몬테베르디의 음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부제넬
로는 타키투스(Cornelius Tacitus,

56-117)의 『연대기』(Annals)

13-16권과 수에토니우스

(Suetonius, 69-122)의 『12명의 황제들』(De Vita Caesarum) 6권, 카시우스(Dio Cassius, 155-235)
의 『로마 역사』(Historia Romana) 61-62권을 바탕으로(Ringer 2006, 215) 로마의 5대 황제 네로
네와 오토네의 부인 포페아의 결혼을 각색하여 《포페아의 대관식》 대본을 작성하였다.
《포페아의 대관식》에는 역사적 실존 인물인 네로네(Nerone)와 오타비아(Ottavia: 로마의 황
후), 오토네(Ottone), 포페아(Poppea), 세네카(Seneca: 네로네의 스승)가 등장한다. 이 등장인물 이
외에도 포페아의 유모 아르날타(Arnalta)와 오타비아의 하인과 하녀 누트리체(Nutrice), 드루질라
(Drusilla), 발레토(Valletto), 다미젤라(Damigella)를 포함하여 두 명의 호위병(Due soldati), 근위병
대장 리베르토 카피타노(Liberto Capitano), 근위병 리토리(Littori), 시인 루카노(Lucano), 세네카의
가족들(Famigliari di Seneca), 호민관들(Tribuni), 집정관들(Consoli), 사랑의 신(Amore), 미덕의 여
신(Virtù), 행운의 여신(Fortuna), 비너스(Venere), 머큐리(Mercurio), 아테네(Pallade)가 출현한다.
부제넬로는 《포페아의 대관식》에 이러한 많은 배역들을 등장시키면서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인
물 유형들, 즉 두 쌍의 연인인 포페아와 네로네, 오토네와 드루질라라는 인물 관계도를 설정한다.
또 발레토, 누트리체, 아르날타 등의 희극적인 하인들을 등장시키는데, 그 중 발레토는 오타비아
의 하녀 다미젤라의 연인이다.
《포페아의 대관식》은 프롤로그와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페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루시타니아에서 돌아온 오토네는 자신의 집 앞에서 네로네의 호위병을 발견하고는 포
페아가 네로네와 사랑을 나누고 있음을 짐작한다. 새벽이 오자 네로네는 포페아에게 사랑을 다짐
하고는 로마 궁전으로 떠난다. 네로네와 포페아가 다시 만나 지난밤의 쾌락을 상기하고, 포페아
에게 배신당한 오토네는 그녀를 단념하고 옛 연인이었던 드루질라가 나타나자 갑자기 그녀에게
사랑고백을 한다. 오타비아는 오토네에게 포페아를 암살하라고 명령하고, 변장한 오토네가 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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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정원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든 포페아를 헤치려하지만 그 순간 포페아가 깨어난다. 네로
네는 오토네를 드루질라와 함께 추방하고, 또 오타비아의 추방을 선언한다. 드디어 포페아의 대
관식이 거행되면서 극의 막이 내린다. 이와 같이 《포페아의 대관식》은 불륜관계에 있던 네로네
와 포페아가 오타비아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여기
에 포페아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녀 드루질라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오토네를 중심으로 한 부
차적 줄거리가 더해져 있다.

2. 음모, 변장
《포페아의 대관식》에 수용된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특징으로는 줄거리와 인물 관계도 요소
외에도 음모와 변장이라는 요소를 꼽을 수 있다. 우선 《포페아의 대관식》에는 포페아가 세네카
를 살해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세네카는 네로네가 황후 오타비아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포페
아를 앉힐 결심을 하자 그에게 도덕적으로 잘못 된 일이라고 네로네를 설득하는 인물이다. 따라
서 포페아는 네로네와의 사랑을 반대하는 세네카를 살해하기 위해 네로네의 힘을 빌려 그를 살
해하고자 한다. 즉 포페아가 네로네에게 세네카를 음해하며 그의 사형을 명령하도록 부추기자,
네로네는 세네카의 죽음을 선포하고 떠난다(포페아/네로네/오토네, 1막 10장 47-71행).
POPPEA
A speranze sublimi il cor inalzò
per chè tu lo comandi
e la modestia mia riceve vita.
Ma troppo sʼattraversa et impedisce
di si regie promesse il fin sovrano.
Seneca il tuo Maestro
quello stoico sagace
quel filosofo astuto
che sempre tenta perturbar altrui
che il tuo scettro dipenda sol da lui
NERONE
Che, che?
POPPEA
Che il tuo scettro dipenda sol da lui.
NERONE
quell decrepito pazzo ha tanto ardire
POPPEA
quel ha tanto ardire
NERONE
O là vada undi voi a Seneca volando

제 심장은 드높은 희망으로 두근거린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명성을 되찾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당신의 고귀한 약속과
그 이행 사이에는
많은 장애물이 가로놓여있답니다
세네카, 당신의 선생
현명한 금욕주의자이자
교활한 철학자
그는 항상 사람들을 압도하고자 하는
당신의 권좌 뒤에 숨은 실세에 다름없어요
뭐라고?
당신의 권좌 뒤에 숨은 진정한 실세입니다
그 늙은이가! 이토록 뻔뻔스럽다니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철면피예요
누구든 한 명 급히 세네카에게 달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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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mponga a lui che in questa sera ei mora
vuoʼche da me lʼarbitrio mio dipenda
non da concetti
e da sofismi altrui
rinegherei per poco
la potenza dell’alma
sʼio credessi che servil mente indegne
si movessero mai col moto dʼaltre.
Poppea, Poppea sta di buon core
hoggi vedrai ciò che può far Amore

오늘 저녁 바로 자살하라는 명을 전하거라
나는 나에게 부여된 힘을 실행하는 것이니라
일시적인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궤변 또한 아니다
나는 내 자신의 영혼을
가능한 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강제적인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싶을 뿐이다
포페아, 이 훌륭한 여인이여
늘 당신에게 큐피트의 힘을 보여주겠노라

세네카를 향한 포페아의 음모는 그의 죽음을 야기한다. 즉 이후 극은 세네카가 리베르토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리베르토/세네카/세네카의 가족들, 2막 2-3장), 여기에서 몬테베르디는 반음계적 진행
과 감4도, 완전4도 등의 도약 진행으로 음악적으로도 극의 어두운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극적 긴
장감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세네카/세네카의 가족들, 2막 3장 22-27행).
SENECA
Itene tutti a prepararmi il bagno
che se la vita corre come rivo fluente
in un tepido rivo
questo sangue innocente
io vo che vada a imporporarmi
del morir la strada.

가서 내 욕조를 준비해주게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나는 이제 따뜻한 욕조 속에서
내 결백한 피를 흘려보낼 걸세
붉게 물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길을 채색해주겠지

[악보 1] 《포페아의 대관식》 중 2막 3장 ‘친구여, 시간이 다가왔다’ 마디 32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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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포페아의 대관식》에서는 오타비아와 오토네가 음모를 꾸미는 한 쌍의 악당으로 등장하
여 포페아를 살해할 계략을 세우기도 한다. 1막 12장에서 오토네는 포페아가 황후가 되면 자신을
헤칠 것을 두려워하여 복수를 다짐하는데, 오타비아는 네로네와 포페아의 관계를 알고 분노에 가
득 차 오토네에게 여장을 하고 포페아를 암살하라고 명령한다(오타비아/오토네, 2막 9장 9-36행).

OTTAVIA
voglio che la tua spada scriva gli obblighi miei
col sangue di Poppea
vuò che l’uccida.
OTTONE
Che uccida chi?
OTTAVIA
Poppea.
OTTONE
Poppea?
Che uccida Poppea chi?
OTTAVIA
Poppea, Poppea perchè
dunque ricusi quel che già promettesti?
OTTONE
Io ciò promise?
Urbanità di complimenti humili,
modestia di parole costumate
a che pena mortal mi condannaste?
OTTAVIA
Che discorri fra te?
OTTONE
Discorro modo più cauto e più sicuro
d’un’impresa si grande.
O ciel o Dei in questo punto estremo,
ritoglietemi i giorni e i spirti miei.
OTTAVIA
Che mormori?
OTTONE
Fo’voto, alla fortuna che mi doni attitudine
a servirti.
OTTAVIA
E perchè l’opra tua quanto più presta sia tanto
più grata
precipita gli indugi.
OTTONE

나는 자네의 칼이 저 추잡한 포페아의
피로 물들기를 바라네
그녀를 죽여주길 바라네
누구를요?
포페아
포페아?
포페아를 죽이라는?
포페아라고 나는 말했네
당신이 약속했던 것을 지금 배반하는 것인가?
제가 약속했던 것이요?
나의 의무로써, 예의바르고
충성스러움과 존경으로 말한 그 말은
나를 처벌하는 치명적인 형벌입니까?
불안한가?
당신이 저에게 명령한 이 엄청난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야할지 불안합니다
오! 하늘이여, 오! 신이시여 이런 끔찍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다니
무얼 망설이는가?
행운의 여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보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면 보다 서둘러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네

- 66 -

《포페아의 대관식》에 나타난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요소
Si tosto ho da morir?
OTTAVIA
Ma che frequenti soliloqui son questi?
Ti protesta l’imperial mio sdegno
che se non vai veloce al maggior segno
pagherai, pagherai la pigrizia con la testa.
OTTONE
Se Neron lo saprà?
OTTAVIA
Cangia vestiti.
Habito muliebre ti ricopra

나는 이렇게 빨리 죽는 건가?
무슨 혼자 말이 그리 많은가!
나의 제국에서 벌어지는 불쾌한 일들을
자네가 한시 바삐 처리해주길 바라네
그렇지 않으면 자네 머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야
네로네가 알아버린다면요?
옷을 바꾸어 입고
여자로 변장하거라

이후 오토네는 드루질라에게 옷을 빌리고(오토네/드루질라, 2막 11장), 드루질라로 변장한 오토
네가 포페아의 정원으로 들어가 포페아를 헤치려는 찰나에 사랑의 신이 나타나 그를 저지하여 모
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오토네/사랑의 신/포페아/아르날타, 2막 14장).
포페아를 암살하려는 일이 틀어진 후, 드루질라는 포페아의 죽음 소식을 기다리다가 근위병들
에게 체포되어 심문을 받고선 오토네를 지키고자 자신이 포페아를 죽이려 했다고 거짓 진술한다.
네로네는 드루질라에게 처형을 선고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오토네는 드루질라를 구하고자 오타
비아의 명령을 받았고 범인임을 자백한다. 네로네는 오토네와 드루질라를 추방하고, 또 오타비아
를 추방한다. 그리고 집정관들과 호민관들의 축복 속에서 포페아의 대관식이 거행된다(드루질라/
아르날타/네로네의 근위병들/오타비아/집정관들/호민관들/사랑의 신/비너스, 3막 1-8장).
이처럼

《포페아의 대관식》에는 코메디아 델라르테처럼 음모, 변장의 구성 요소가 극을 이끌

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부제넬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네로네와 포페아의 사랑을 이루
는 데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데에 사용하여 극적 긴장감을 조성한 것이다.

3. 라찌(lazzi)
라찌는 배우들이 극 흐름과는 관계없는 연기를 즉흥적으로 펼치는 부분으로, 부제넬로는

》

《포

페아의 대관식 에 극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내용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두 장면을 삽입하
였다. 첫 번째 장면은 발레토와 다미젤라가 등장하는 2막 5장으로, 이 장면은 네로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욕조 속에서 자살을 한 세네카의 모습을 담은 2막 3장
과 세네카에게 죽을 명령을 했지만 그를 잃어 슬픈 네로네의 감정이 그려진 2막 6장 사이에 삽입
되어 있다.8) 즉 부제넬로는 세네카의 죽음 이후 극도로 어두워진 극의 분위기를 잠시 완화시키기
위해 2막 5장에 발레토와 다미젤라가 사랑을 나누는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8)

《포페아의 대관식》의 2막 4장은 세네카와 미덕의 신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다룬다. 하지만 이 장은 소실되어 이
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Claudio Monteverdi 193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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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LETTO
Sento un certo non so che,
che mi pizzica e diletta,
dimmi tu che cosa egli è
Damigella amorosetta.
Ti farei ti direi
ma non so quel ch’io vorrei.
Se sto teco il cor mi batte
se tu parti io sto melenso
al tuo sen di vivo latte
sempre aspiro e sempre penso.
Ti farei, ti direi,
ma non so quel ch’io vorrei
DAMIGELLA
Astutello garzoncello
bamboleggia Amor in te
Se divieni amante affè
perderai tosto il cervello
cresc’Amor per sollazzo coi bambini
ma sete amore tu due ma landrini
VALLETTO
Dunque Amor così comincia
Ma se amaro divenisse questo miel
che si mi piace
l'adol ciresti tu dimmelo vita mia dimmelo, di.
DAMIGELLA
L'adolcirei sì.
VALLETTO, DAMIGELLA
O caro godiamo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
나를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네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오
귀여운 다미젤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 가슴은 요동치지만
당신이 가고 나면 나는 곧 상실감에
빠져버린다오
우유처럼 하얀 당신의 가슴 외엔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는다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네
귀엽고 작은 개구쟁이 같으니라고
큐피트와 함께 장난치고 있네요
사랑에 빠진 게 확실하군요
이제 이성을 잃을 거예요
큐피트가 어린이와 함께 즐겁게 해줄 거랍니다
그러나 당신이나 큐피트는 모두 악동이에요
어떻게 사랑이 시작될까?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감미로움이
지겨워진다면
당신이 다시금 달콤하게 만들어주오
그렇게 해줄 거죠, 나의 사랑?
물론 다시 달콤하게 만들어줄게요
오 나의 사랑이여

또 부제넬로는 오타비아가 오토네에게 포페아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긴장감 넘치는 장
면 후에 관객들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2막 9장과 오토네가 드루질라에게 포페아의 암살
계획을 털어 놓는 2막 11장 사이에 오타비아의 하인과 하녀 발레토, 드루질라, 누트리체가 수다
떠는 장면을 삽입하였다. 특히 발레토가 누트리체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장면(2막 10장 37-45
행)은 관객들의 즐거움을 더한다.

VALLETTO
Andiam a Ottavia homai

오타비아에게 갈 시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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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ora nona mia
NUTRICE
Ti darò una guanciata.
VALLETTO
Venerabile antica
NUTRICE
Buggiardello
VALLETTO
del buon Caronte idolatrata amica.
NUTRICE
Che sì buggiardello insolente che sì
VALLETTO
Andiam
che in te è passata la mezzanotte
nonche il mezzodì.

할머니
얼굴을 한 번 갈겼으면 좋겠군
나이 많은 할망구
조그마한 게 까부는군
카론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여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군
진정하고
당신은 이미 한낮을 지났을 뿐만 아니라
한밤중이네

《포페아의 대관식》에는 네로네와 포페아가 다시 만나 지난밤의 쾌락을 상기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포페아/네로네/오토네, 1막 10장 1-31행), 이는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라
찌에 해당되는 색정적인 장면을 연상시킬 만큼 다소 외설적이다.
POPPEA
Come dolci, Signor,
come soavi riuscirono a te
la notte andata di questa bocca i baci?
NERONE
Più cari,
i più mordaci.
POPPEA
Di questo seno i pomi?
NERONE
Mertan le mamme tue
più dolci nomi
POPPEA
Di queste braccia i dolci amplessi?
NERONE
Idolo mio deh
in braccio ancor t’havessi.
Poppea respiro appena
miro le labbra tue
e mirando recupero con gl’occhi
quello spirto infiammato che nel baciarti,

사랑하는 당신
지난밤의 키스는
얼마나 황홀했나요 이 입술이
강력해질수록
더 좋아하게 되었소
이 봉긋한 내 가슴은요?
당신의 가슴은
더 달콤한 이름을 가질 만하오
제 팔들의 친근한 포옹은요?
오, 나의 우상이여,
아직도 내 품 안에 있는 듯하오
포페아, 나는 당신 입술을 보고 있노라면
숨을 쉬기도 힘이 드오
내가 당신을 보고 있노라면
당신을 자극했던 나의 키스의 그 불꽃같은
열정이 기억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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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ara
in te diflussi non è più in cielo il mio destino,
ma sta dei labbri tuoi
nel bel rubino.
POPPEA
Signor
le tue parole son si dolci
ch’io nell’anima mia le ridico a me stessa
e l’interno ridirle
necessita al deliquio il cor amante
come parole le odo
come baci io le godo
son de’tuoi cari detti
i sensi sì soavi e sì vivaci
che non contenti i di blandir l’udito
mi passano al stampar sul cor
sul cor i baci

내 사랑이여
내 운명은 더 이상 하늘에 달려있지 않고
저 영광스러운 루비를 닮은
당신의 입술에 달려있소
황제여
당신의 말은 너무도 달콤하여
혼자 되뇌곤 한답니다
그 무언의 반복은
사랑으로 충만한 내 가슴을 녹인답니다
내가 들은 그 말들은
입맞춤으로 그 맛을 더한답니다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말들은
내 감각들을 황홀케 하고
만족치 못하고 내 귀를 애무하며
가슴을 뚫고 지나가
내 심장에 입맞춤을 한답니다

몬테베르디는 이 장면의 도입에서 불협화음, 선율의 움직임, 가사 반복 등으로 꾸며 그 상황을 전
달하고 있다. 즉 포페아가 당신을 감5도 도약 진행으로 강조하며 사랑하는 당신 지난밤의
키스는 얼마나 황홀했나요?라고 물으면, 네로네가 바소 콘티누오와 반진행하고 완만한 형태를
띠는 선율선으로 더 좋아하게 되었소를 반복하며 강력해질수록 더 좋아하게 되었소라고
답변한다(마디 1248-1258). 또 포페아가 봉긋한을 불협화음으로 유도하며 이 봉긋한 내 가
슴은요?이라고 노골적으로 물으면, 네로네가 마디 1255-1258의 선율을 확장 변형하며, 그리고
더 달콤한을 장식적으로 꾸미면서 당신의 가슴은 더 달콤한 이름을 가질만하오라고 황
홀한 듯 말한다(마디 1259-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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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포페아의 대관식》 중 1막 10장
‘사랑하는 당신 얼마나 황홀했나요’ 마디 1248-1268

4. 희극적 하인
코메디아 델라르테와

《포페아의 대관식》의 연관성은 희극적인 하인의 등장에서도 발견된다.

베네치아 오페라에서 희극적인 하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인공들에게 충고하거나 위로하고, 또
그들의 음악은 익살스러워서 청중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유용했다.

《포페아의 대관식》에 등장

하는 대표적인 하인은 아르날타이다. 아르날타는 포페아의 유모로서 그녀가 네로네와의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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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하며 로마의 황후가 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자 그녀에게 허황된 욕심을 버리라고 조언하는
인물이다. 아르날타가 포페아에게 충고하는 장면은 1막 4장에서 그려지는데, 아르날타는 포페아가
자신의 충고를 계속 무시하자 결국 그녀를 비꼬고 투덜거리며 퇴장하여 관객의 웃음을 일으킨다
(1막 4장 37-47행). 몬테베르디는 이 대목을 리듬과 선율 반복, 반종지로 처리함으로써 그 상황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Arnalta
Mira Poppea,
dove il prato è più ameno e dilettoso
stassi il serpente ascoso
dei casi le vicende son funeste,
la calma è profezia de le tempeste.
Poppea
Non temo no di noia alcuna.
Per me guerreggia Amor e la fortuna.
Arnalta
Ben sei pazza se credi
che ti possano far contenta e salva
un garzon cieco et una cieca calva
ben sei pazza se credi

조심해요, 포페아
잔디가 제 아무리 푸르고 심지어
유혹적이라고 하더라도
뱀이 숨어 있는 법이죠
운명이 바뀌는 것은 불가해한 것이랍니다.
고요함은 곧 닥칠 폭풍을 예견하죠.

아니, 어떤 방해도 두렵지 않아
내 안에는 큐피트와 행운이 자리 잡고 있어.
분명 미친 거예요
장님 소년과 대머리 처녀의 손에 의해
아가씨의 안전과 행복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미친 거예요.

[악보 3] 《포페아의 대관식》 중 1막 4장
‘희망이여, 내 마음을 계속 현혹하는구나’ 마디 6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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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포페아의 대관식》에서 아르날타는 드루질라로 변장한 오토네가 포페아를 살해하려는 순
간에 포페아의 비명에 다급하게 등장하여 위급한 상황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하며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이 상황은 2막 14장
45-49행에서 다루어지는데, 음악이 잦은 가사 반복과 함께 2분음표 – 8분음표 - 16분음표로 전개
되어 칼을 들고 있던 오토네를 보고 놀란 아르날타의 모습을 돋보이게 한다.
Arnalta
Accorrete
o servi o damigelle
inseguir Drusilla dalli
tanto mostro a ferir non sia chi falli.
Dalli dalli.

이리 와 봐,
빨리 밖에 있는 모두
드루질라를 쫒아가서 잡아 와
저런 못된 것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
잡아 와, 잡아야 해.

[악보 4] 《포페아의 대관식》 중 2막 14장
‘오토네는 드루질라로 변장했네’ 마디 1361-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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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날타는 포페아의 대관식 직전에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상승한 것에 기뻐하면서도 신분의
격차를 신랄하게 비판한다(아르날타, 3막 6장).
ARNALTA
Hoggi sarà Poppea di Roma imperatrice.
Io che son la nutrice
ascenderò delle grandezze i gradi.
No col volgo io non m’abbasso più
chi mi diede del tu
hor con nova armonia
gorgheggierammi il vostra signoria.
Chi m’incontra per strada mi dice
fresca donna e bella ancora
E io pur so che sembro
delle Sibille il leggendario antico
ma ogn’un così m’adula
credendo guadagnarmi
per interceder grazia di Poppea
et io non
fingendo di non capir le frodi
in coppa di bugie
bevo le lodi.
Io nacqui serva
e morirò matrona
mal volentier morrò
se rinascessi un di,
vorrei nascer padrona
e morir serva.
Chi lascia le grandezze
piangendo a morte va,
con più felice sorte,
come fin de gli stenti ama la morte.

오늘 포페아가 로마의 황후가 되는구나
그녀의 시녀인 나는
세상 저위로 올라가
이젠 저 아래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되네
나를 너라고 불렀던 저것들은
이제 태도를 바꿔
존칭을 쓰겠지
이제 거리에서 만나도 얼마나 젊으신지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라고 말하겠지
나도 이제는 고대의
전설적인 무녀를 닮게 되었군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떠들며
포페아의 환심을 사려고
내가 중간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며 나에게
애원하겠지
그래, 나는
그들의 거짓말을 믿는 척하며
교활함의 술잔을 높이 들어
칭송의 찬가를 마시면 되겠구나
노예로 태어났지만
이젠 고귀한 부인이 되어
죽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태어난다면
귀족으로 태어나
노예로 죽으리
지체 높은 사람들은 죽을 때
눈물을 흘리는 법이지만
노예는 그렇지 않지
고된 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환영한다오

Ⅳ. 결론
오페라는 극, 음악, 의상, 무용, 무대 장치, 조명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장르로서 고대 그리스 비
극의 복원을 목표로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탄생되었

- 74 -

《포페아의 대관식》에 나타난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요소
다. 이 시기의 오페라는 궁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즉 귀족들의 결혼식이나 생일, 또 정치적
인 회동을 축하하기 위해 제작되고 공연되었다. 이후 오페라는 성격상의 큰 변화 없이 만토바를
거쳐 로마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초기 오페라의 성격은 1637년 베네치아에서 최초의 상
업 오페라 극장이 설립되면서부터 바뀌게 되는데, 이제 오페라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소유한 소
수의 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상업화 되었다.
17세기 중반경 베네치아에서 오페라가 거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적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
었던 배경에 대해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미 베네치아에서는 상업적인 부를 일
군 소수의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
다. 또 부유한 상인과 귀족들이 극장을 세우거나 지원하였고, 누구나 입장료를 내고 코메디아 델
라르테를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베네치아 오페라 제작자들은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상업화를 본
보기로 삼으면서, 또 그 장르의 요소들을 수용하면서 오페라의 상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베네치아 오페라의 초기 작품인 부제넬로와 몬테베르디가 협업한 《포페아의 대관식》을 분석
한 결과, 막 구성, 줄거리 전개 방식, 인물 관계도 형성, 음모, 변장, 외설적인 장면의 삽입 등 코
메디아 델라르테의 요소가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 그리하여 《포페아의 대관식》은 몬테베르디
이후 베네치아 오페라를 주도한 칼레티(Pier Francesco Caletti, 1602-1676, 카발리(Cavalli)라고 불
린다)의 《오르민도》(Ormindo, 1644), 《이아손》(Giasone, 1648-1649), 체스티(Pietro Antonio
Cesti, 1623-1669)의 《오론테아》(Orontea, 1649) 등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페라 제작
자들이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특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응용하면서 사랑에 빠진 연인,
말더듬는 희극적인 하인, 음모를 꾸미는 악당, 암살 시도, 위장된 신분의 발각 등 베네치아 오페
라의 관습을 형성하는 데에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요소를 반영한 베네치아 오페라의 문화는 로마 오페라로 전파되
어 막 구성, 변장 등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수용되고 그 유형화된 등장인물이
직접적으로 도입된 첫 오페라 《고통 받는 자여 희망을 가져라》(대본: 로스필리오시(Giulio
Rospigliosi, 1600-1669), 음악: 마라촐리, 마초키, 베르니니(Gian Lorenzo Bernini, 1598-1680))가
제작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또 18세기에 오페라 부파(Opera buffa)의 전통
이 시작된다면 베네치아 오페라가 오페라 역사에서 점하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2ea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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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ments of the Commedia dell'arte
appeared on L'incoronazione di Poppea

Namgeum Lee
This paper looks into the influence of commedia dell’arte on the 17th century Venetian opera, in the
scene composition, plot development style,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conspiracy, and so on,
which had not been highlighted by Baroque music or opera history, by a focused research on
L'incoronazione di Poppea, an early work of the Venetian opera, written by Giovanni Francesco
Busenello and scores written by Claudio Monteverdi. The analytic results of L'incoronazione di Poppea
shows that much of commedia dell’arte elements are reflected such as scene composition, plot
development styl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conspiracy, disguise, insertion of an obscene scene. It
means that Monteverdi’s L'incoronazione di Poppea became the work to be a model as it creates the
tradition of Venetian opera customs; such as a lover falling in love, comedic servant stuttering, a villain
plotting a conspiracy, an assassination attempt, a disguised identity being revealed and others. Those
traditions are later appeared in the works that followed and led the Venetian opera, such as Pier
Francesco’s Caletti’s Ormindo(1644) and Giasone(1648-1649) and Pietro Antonio Cesti’s Orontea(1649)
and more, in which the opera producers actively used and applied characteristic elements of commedia
dell’arte.
Furthermore, the culture of the Venetian opera reflecting the element of commedia dell’arte was spread
to the Roman opera and contributed to the cultural environment that allowed the production of Chi-soffre
speri (1637). It was the first opera in which the elements of commedia dell’arte were directly introduced
such as the scene composition, disguise, and fixed characters. Further, as the tradition of opera buffa,
developed to be the form of ‘intermezzo’ and ‘commedia per musica’, begins in the 18th century, it had
been an important indication Venetian opera hold on opera history.
Key words: commedia dell’arte, opera, Lʼincoronazione di Pop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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