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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London SLA 7038(Japan); 번역 이영록, 鈴木松子의 일본어 대역 및 파파고와 구글 번역 참고] 

 

 

I. 볼프-페라리의 생애와 작품 

 

에르마노 볼프-페라리(Ermanno Wolf-Ferrari)는 1876년 1월 12일 베네치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남독일 바이에른 출신의 아우구스트 볼프(August Wolf), 어머니는 베네치아의 여공 

에밀리아 페라리(Emilia Ferrari)였다. 그의 아버지는 대대로 개신교 목사이며, 가문의 시조는 

세바스찬이라고 하며,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났으며, 독일에서도 상당한 가정이었다. 한편 

어머니는 베네치아의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다. 후년 그는 이 양친의 이름을 연결하여 1892년부터 

볼프-페라리라는 성을 쓰게 됐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지만, 아버지가 꽤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음악가가 되어도 돈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를 화가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그도 한때 

로마의 미술학교(Accademia di belle arti)에 등록하였는데, 그와 별개로 피아노를 레 프루사에게 

사사했다.  1892년 17살 때 그림 공부를 명목으로 뮌헨에 갔지만, 결국 1893년부터 1895년까지 

뮌헨 음악원(Münchner Akademie der Tonkunst)에 등록하고, 라인베르거(J. G. Rheinberger)에게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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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배웠다. 

1895년 베네치아로 돌아갔지만, 이탈리아의 오페라 및 음악 출판의 중심지인 밀라노를 자주 

찾아 거기에서 보이토(Boito)와 줄리오 리코르디를 알게 됐다. 1897년부터 밀라노로 거처를 옮겨 

독일 합창단(Corale Tedesca)을 맡았으며, 그 동안 리코르디 사와 관계를 돈독히 했다. 1  1899년 

오라토리오 ‘술라미타(Sulamita)’를 고향 베네치아에서 초연하여 작곡가로서 출발하며, 이어 

1900년 ‘신데렐라(La Cenerentola)’를 베네치아에서 초연했지만 평이 전혀 좋지 못해, 그는 

베네치아는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그 후 자신의 오페라를 베네치아에서 초연하려 

하지 않고 대부분을 독일에서 초연했다. 실제로 이 ‘신데렐라’도 독일에서 ‘Aschenbrödel’ (재투성이 

아가씨)라는 제목으로 상연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호평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자신은 

베네치아풍의 것, 이탈리아풍의 것을 소재로 하여 이탈리아적으로 작곡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이탈리아보다 독일에서 더 인기가 좋다는 것도 확실하다. ‘신데렐라’가 실패로 끝나고, 

밀라노로 돌아온 그는 밀라노에서 그의 작품 실패에 대해서조차 화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절망해서 독일로 여행했다. 

1903년부터는 베네치아에 돌아가, 1909년 베네테토 마르첼로 음악원(Liceo musicale Benedetto 

Marcello)의 주임 교수로 교편을 잡아, 그간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다. 그러나 대부분 베네치아가 

아니라 뮌헨에서 초연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고향에서 살고 가르쳤으나, 아버지의 고향에서 

자신의 오페라 초연을 한다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나라에 몸을 잘 나누는 이탈리아-독일의 

혼혈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1903년 ‘금 새장(La Gabbia dorata; Der Goldene Käfig)’이 뮌헨 국립 

오페라에서 초연되고, 역시 뮌헨 레지덴츠 극장(Residenztheater)에서 "호기심 많은 여인들(Le 

Donne Curiose; Die Neugierjgen Frauen)”이 초연되어 매우 호평을 받았다. 1906년 뮌헨 시립 

극장에서 그의 대표작 ‘네 불량배들(Il quatro rusteghi; Die vier Grobiane)’가 초연되었고,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은 대본도 베네치아 방언을 써서 1750 년대 이전 베네치아의 거리를 

무대로 한 풍속 연극이라 할 만큼 베네치아의 향취가 강하다. 곡은 말과 음악이 잘 밀착되어 있고, 

게다가 순수하게 음악적으로도 훌륭해 무대를 보고 있으면 매우 신나는 작품이다. 그러나, 

뱃노래(barcarolle) 이외에는 금방 흥얼거릴 만한 곡이 없고, 그 때문에 아리아를 중심으로 보는 

오페라 팬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다. 1909년 걸작 ‘수잔나의 비밀’이 뮌헨에서 초연됐다. 대단한 

성공을 거둬 지휘자 펠릭스 모틀(Felix Mottl)은 "내가 아는 가장 바그너적인 오페라다"라 썼다. 

그러나 1911년에 로마의 코스탄치 극장에서 2  이탈리아 초연된 때는 "가장 이탈리아적이며, 

베르디의 팔스타프에 가까운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 초연이야말로 볼프-페라리가 이탈리아에서 

인정받은 첫 작품이었다. 뮌헨에서 많이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하나도 공연되지 

않았다. 5년 전 뮌헨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네 불량배들’ 조차도 이탈리아 초연이 없었다. 

‘수잔나의 비밀’이 로마에서 크게 성공한 결과는 매우 중요했다. 다음 해인 1912년, 젊은 툴리오 

세라핀(Tullio Serafin)이 로비고(Rovigo; 베네치아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1913년 비토리오 

구이(Vittorio Gui)가 나폴리에서, 1915년 밀라노 베르메 극장(Teatro dal Verme)에서 아르투로 

토스카니니(Arturo Toscanini)가 이 작품을 올렸다. 당시 주목받던 젊은 세 지휘자들이 경쟁적으로 

무대에 올렸다는 것이 이 작품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입증한다.  

1911년 ‘성모의 보석’을 베를린에서 초연하고, 그 후 미국으로 여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1 이탈리아의 유수한 음악 출판사 

2 현재 로마 오페라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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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드레스덴에서 ‘사랑의 의사(L’Amore medico)’를 초연했다. 그러나 그 후 활동은 느려졌다. 

이는 다분히 당시의 사회 정세가 영향이 컸을 것이다. 이 때는 1차 대전의 분위기가 밀려올 

때였으며, 1916년 이탈리아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선전 포고를 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라가 전쟁을 하는 셈이었으며, 부인도 독일인이었으므로, 정신적 피로감이 틀림없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신작 오페라가 발표된 것은 1차 대전 종전 수년 후인 1925년이었다. 12년의 공백 후였으며, 

‘사랑하는 부부(Gli amanti Sposi)’를 베네치아에서 발표했다. 이어 1927년에 뮌헨에서 ‘하늘 색(Verte 

di cielo)’, 같은 해 밀라노 라 스칼라에서 ‘Sly’를 초연했으며, 로마에서 1931년 ‘뻔뻔한 과부(Vedova 

scaltra)’, 1936년 라 스칼라에서 ‘Il Campiello’, 1937년 ‘마곤차(Magonza)’와 ‘La dama boba’를 

초연했다. 

1939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의 작곡과 교수로 임명되어, 2차 대전이 터진 후 잘츠부르크로 

이주했다. 그는 뮌헨 교외의 플라넥(Planegg)이란 작은 마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숲 옆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빌라를 사고, 오페라 ‘테베의 신(Gli dei a Tebe)’을 거기서 작곡하여 1943년 

하노버(Hanover)에서 초연했다. 대전의 전화를 그는 이 바이에른 숲 속에서 피했다. 대전이 끝난 

뒤인 1946년 그는 취리히로 갔고, 1948년 오랜만에 베네치아로 돌아갔는데, 고향에서 세상을 뜨고 

싶어하기라도 한 것처럼 거기서 타계했다. 

볼프-페라리는 20 세기 초의 베리즈모 오페라 전성 시대에 활약했지만, 달콤한 선율에 취하게 

하는 감정 과다의 베리즈모 오페라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말에 밀착시켜 가는 수법을 

선호하며, ‘팔스타프’의 유일한 후계자로 알려져 있다. 감미로운 선율로 승부한 남 이탈리아의 

작곡가(칠레아, 조르다노, 레온카발로), 서정적인 중부 토스카나의 작곡가(푸치니, 마스카니) 등의 

베리즈모주의에 대해, 이탈리아와 독일의 혼혈인 부조니와 볼프-페라리가 반(反) 베리즈모적이었던 

것은, 아마 혈통 때문일 것이다. 부조니와 함께 그는 더욱 재검토되면 좋은 사람일 것이다. 

 

         [ 해설; 永竹由幸] 

 

II. 줄거리 

시간; 현대(1909년 초연 당시) 

장소; 피에몬테 지방의 질 백작의 저택 살롱 

 

질 백작은 새로 결혼한 수잔나에게 외출하면 안된다고 말해 놓았는데, 밖에서 “정말 아내 같은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별실로 가는 동안, 마침 수잔나가 황급히 

돌아온다. 수잔나는 망토, 모자, 작은 꾸러미를 말을 못 하는 하인인 상테에게 주고 자기 방에 

들어간다. 백작이 나타나서 수잔나가 자기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한다. 그러나 담배 냄새를 

맡고, 누가 피웠는지 의심하며 혹시 아내의 애인일까 생각한다. 질의 독백은 “나는 이 싫은 냄새를 

잘 알고 있다(Ben lo conosco l’odor molesto)” (악보 1) 

 

 ◀ 악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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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상테를 불러 담배 피우냐고 묻는데, 그는 안 핀다고 몸짓으로 답한다. 그때 수잔나가 

쳄발로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린다(악보 2). 

 

 ◀ 악보 2 

 

질은 이 소리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테에게 코코아를 가져오라고 말한다. 수잔나가 쳄발로를 

다 치고 나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질은 가구 뒤에 숨는다. 그는 아내의 눈을 가리고, 놀라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다. “오늘 밖에서 네가 걷는 것을 봤는데?” 수잔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한다. 

상테가 코코아를 가져와, 수잔나에게 살며시 질이 담배 냄새를 알아차렸다고 몸짓으로 전한다.  

질은 약혼 시절의 즐거웠던 추억을 말하며 두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중창을 부른다. 그러나 

질이 아내를 안으려 하자 다시 담배 냄새를 느껴 밀쳐 낸다. 그녀는 남편이 눈치 챘다고 생각했고, 

사실 당신이 없을 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고, 사소한 비밀이 있지만 그건 묻지 말아 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질은 그 말을 듣고 그녀가 바람을 피우는 줄 알고 심하게 화를 내고, 물건을 

던져 부순다. 수잔나는 울기 시작하며 자기 방으로 도망간다. 질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는다. 간주곡이 연주되는 동안에 상테가 부서진 것을 치운다. 

수잔나가 장갑과 모자와 우산을 들고 와, 남편에게 클럽에 나가시면 어떠냐고 말한다. 질은 

아내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고 싶어하는 줄 알고 신경질적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때 수잔나가 

“이렇게 나를 버려두지 마셔요"(Viacosi non malasciate)란 슬픈 노래를 부른다(악보 3). 

 

◀ 악보 3 

 

질은 수잔나의 사랑스러운 말에 언짢은 기분을 풀고 외출하려 하지만, 수잔나가 “돌아올 때는 

노크를 크게 해줘요. 제 방에서 잘 들리지 않아서요”라고 말하니 질은 더 의심하고 그냥 

나가버린다. 

수잔나는 불을 켜고 바로 담배에 불을 붙인다. 상테는 담배를 핀다. 남편의 노크 소리가 

들리는데, 그녀는 황급히 담배를 꺼 주머니에 넣고 문으로 간다. 들어온 질은 다시 담배 냄새를 

알아차리고, 화나서 집안을 뒤지지만 아무도 찾지 못한다. 어쩔 수 없이 우산을 잊어버린 

것이라면서 우산을 들고 나간다. 

수잔나는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아 가벼운 구름은 즐거워" (Oh gioia la nube leggera)라 흥겹게 

노래하는데, 그 때 질이 창문으로 갑자기 들어온다. 당황한 수잔나는 담배를 뒤로 숨기는데, 질이 

뭘 숨겼냐고 수잔나의 손을 돌렸을 때 담뱃불에 화상을 입고 만다. 질은 그래도 아내의 비밀이 

바람기가 아닌 담배라서 안심하며, 사과하는 아내를 용서하고, 그도 담뱃불을 붙인다. 담배불이 

꺼졌을 때 두 사람은 침실로 사라진다. 상테가 나타나 방의 불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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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악곡 해설 

 

이 오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된 하나의 곡이며, 균등하게 통합하여 조성을 배분했다. 

서곡과 코다는 D 장조, 질이 질투에 불타는 부분은 flat 조성들, 담배 연기가 보이는 부분은 sharp 

조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조성의 추이는 아래 도식이다(표 1).  

 

▼ 표 1. 곡 전체의 조성 추이 

 

서곡 질의 질투(1) 간주곡 질의 질투(2) 코다 - 담배 연기 

D g – E♭- B♭- E♭ - C - c E♭ g E – d – E – A – D 

 

            질투의 연결 

 

간단하게 말해, flat 조성 부분을 A B C, sharp 부분을 X Y Z 로 나타내면 표 2처럼 된다. 

 

▼ 표 2. 곡 전체의 조성 추이; 요약 

 

서곡 Flat 부분      Sharp 부분 

Z A B – A’ B – C C’ – B A  X – D – X – Y – Z 

 

질투 부분에서는 g단조와 E flat장조를 중심으로 근연조로 조옮김을 반복하고, 첫째 질투 

부분에서는 c단조로, 둘째 질투 부분에서는 g단조로 끝맺는다. 한편 수잔나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일변하여 sharp 넷의 E장조가 되고, 질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flat의 d단조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sharp가 하나씩 줄어들어 E – A - D장조로 변하고, 서곡의 끝과 같도록 D장조 

주음의 전주로 마무리한다. 서곡은 I, II, III, IV 의 네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제가 나올 

때마다 이들이 잘 겹쳐진다. I/II, I/II/III, I~IV 가 교묘하게 얽히는 모습은 볼프-페라리의 능숙한 

대위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작법은 베르디 후기의 작품 ‘오텔로’와 ‘팔스타프’를 계승한다고 하겠는데, 내용적으로는 17세기 

나폴리 파 시대의 인테르메초의 3  현대판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분명히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의 

부분이 나뉘어 있다. 이 오페라는 주제는 ‘오텔로’, 그 취급은 ‘팔스타프’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중 

수잔나가 "당신이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che non dovreste ne pensar ne dire)라는 

곳은, ‘오텔로’ 제 3막 데즈데모나의 "제 손에는 슬픔과 나이가 아직 새겨지지 않았어요"(Essa ancor 

l’orme ignora del duolo e dell’età.)와 같은 선율을 사용하여 해당 오페라를 상기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이것은 볼프-페라리가 일부러 그랬는지 순전히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페라 골수 팬이라면 

미소를 짓게 하는 부분일 것이다. 

주제는 라이트모티브(leitmotif)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서곡 시작의 

주제는 악보 4다. 

 

 
3 Intermezzo; ‘막간극’. 



6    London SLA 7038(Japan); 번역 이영록 

◀ 악보 4 

 

이 주제는 여러가지 형태로 곳곳에 얼굴을 보이며, 수잔나의 쳄발로 주제(악보 2), 간주곡 및 

마지막 사랑의 2 중창에 이용되고 있다. 

또 아래 담배 연기의 주제는 반음계적으로 상행-하행하며 묘사적이다(악보 5). 

 

◀ 악보 5 

 

아리아는 전반에 질의 질투의 아리아, 후반에 수산나의 탄식의 아리아와, 담배의 아리아가 있고, 

중간에는 수잔나의 탄식의 아리아 “이렇게 나를 버려두지 마셔요"(악보 3)가 가끔 독립하여 

불리기도 한다. 

 

         [ 해설; 永竹由幸] 

 

IV. 출연진 

 

* 마리아 키아라(Maria Chiara; Soprano) 

 

1976년 일본에 방문한 리차렐리와 함께 현재(1977년)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이탈리아의 신진 

소프라노이다. 생년은 1939 년과 1944년 두 설이 있지만 경력에서 후자가 옳다고 보인다. 4 

키아라는 베네치아 근교의 오데르초(Oderzo) 태생이다. 베네치아의 마르첼로 음악원에서5 배우고, 

1965년 유서 깊은 베네치아 도제 궁전 중정에서 상연되는 베르디 오텔로의 데스데모나 역으로 

데뷔해 일약 주목을 받았다. 마침 당시 테발디가 제 1 선에서 물러날 시기라서, 리리코 스핀토의 

큰 재목이라는 기대를 끌었다. 나폴리, 피렌체, 트리에스테,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 각지의 가극장 

외에 브뤼셀과 암스테르담 등에도 출연하고 토스카, 투란도트의 류 역, 나비 부인, 수녀 안젤리카 

등 푸치니의 히로인을 주로 불러 성공을 거뒀다. 

키아라가 세계적으로 주목된 것은, 1969년 베로나 아레나에서 류 역, 다음 해 ‘카르멘’의 

미카엘라 역의 성공 및 같은 해 뮌헨에서 도밍고와 ‘보엠’, 빈의 ‘나비 부인’이다. 1971년 

베를린에서 ‘시몬 보카네그라’, 1972년 라 스칼라에서 미카엘라, 1973년 코벤트 가든에서 다시 류 

역으로 명성이 결정적으로 굳어졌다. 현재는 베르디 중기 이후에서 베리스모 오페라를 주로 

다루지만, 혜택받은 매우 투명한 미성에다 감정 표현과 벨 칸토의 기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테발디의 후계자로 가장 유망하다. 

 

 
4 실제는 1939 년생이 옳다. 

5 현재 베네치아 음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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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른트 바이클(Bernd Weikl; bariton) 

 

1942년 빈 태생. 발터 베리(Walter Berry) 이후 빈 출신의 뛰어난 재능으로 현재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바리톤이다. 어릴 때 마인츠로 옮겨 그 곳의 음악원을 졸업한 후 1965 년부터 

하노버에서 페르트와 라이머에게 사사하고, 그 동안에도 각지의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1968년 

하노버 오페라에서 ‘마탄의 사수’의 오토카르 역으로 데뷔하고, 바로 카라얀에 인정을 받아 

잘츠부르크 부활절 음악제에서 ‘트리스탄’의 멜롯 역으로 발탁되었다. 이 역은 보통 테너가 맡으며, 

바이클의 목소리의 고음역이 잘 뻗는 좋은 점이 엿보인다. 

1970 년부터 73년까지 라인 오페라에 속하고 각지에 출연하다, 72년 바이로이트 음악제에서 

‘탄호이저’의 볼프람으로 데뷔했다. 73년부터는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에 속하여 ‘돈 조반니’의 

타이틀 롤, ‘세빌랴의 이발사’의 피가로, ‘예프게니 오네긴’의 타이틀 롤 등 넓은 범위의 역으로 

성공을 거뒀지만, 빈, 뮌헨, 파리, 밀라노, 로마, 메트로폴리탄, 런던 등에서도 매우 높이 평가받고 

있다. 레코드들도 최근 여러 회사에서 매우 많고, 여기서도 그의 다채로운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영웅적인 배역과 함께 성격적 배역까지(예를 들어 이 ‘수잔나의 비밀’) 특기로 

하고, 레파토리도 독일 오페라에 한하지 않고 이탈리아, 프랑스계까지 유난히 넓다. 

 

* 람베르토 가르델리(Lamberto Gardelli; 지휘) 

1915년 베네치아 태생의 명 지휘자. 현재는 다수가 꼽는 베르디 오페라의 제 1인자로서 

거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베르디 초기 오페라 전곡을 착착 Philips 에 녹음하는 중이다. 페사로의 

로시니 음악원에서 배웠고, 작곡을 페트라슈에게 사사했다. 졸업 후, 로마에서 세라핀과 

마스카니에게 배웠으며, 세라핀의 어시스턴트 역할에서 배운 것이 많았다. 

지휘자의 경력은 이탈리아 밖이 많다. 1946~55년까지 스톡홀름 로열 오페라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덴마크 라디오 심포니 등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에서 활약했다. 1955 년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 오페라의 음악감독을 맡았다. 그 후, 유럽과 미주에서 자유롭게 활약하고 1964년 

카네기 홀에서 연주회 형식의 벨리니 ‘카퓰렛 가와 몬테규 가’를 지휘해 데뷔하고 절찬받았다. 

1966년 ‘앙드레 셰니에’로 메트로폴리탄에서 데뷔했다. 

현재(1977년) 스위스 베른 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있으며, 각지에 객연하여 명성이 높다. 

가르델리의 재능이 일본에서 최초로 주목받은 것은 Decca의 푸치니 ‘삼부작’의 명연이었는데, 그 

후 여러 레코드사에 녹음하면서, 현재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뺄 수 없는 거장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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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 I > 
질 백작 저택 안의 우아한 거실. 출입구와 창문, 양측으로 출입구. 산책 복장의 질 백작, 모자를 눈까지 

깊이 눌러쓰고, 안쪽에서 급하게 등장. 

 

GIL 

Mantiglia grigia, cappellino rosa, 

figura snella ... Chiarirò la cosa! 

 

 

 

 

 

SUSANNA 

Tornato adesso? Prendi! Non far motto! 

 

 

 

Che gran paura! 

 

E in camera. 

 

 

 

 

GIL 

E in salotto. 

Avrò di certo veduto male : 

non era lei, non era lei! 

Ma è naturale. 

Però… 

 

... se l'occhio cadde in errore 

non erra il naso che avverte odore : 

Odor, per Bacco, 

ch'è di tabacco, Ch'è di tabacco! 

Si. 

Ben lo conosco l’odor molesto 

che per istinto schivo e detesto. 

Chi la mia casa dunque profuma? 

Io? Se non fumo? Io non fumo! 

Lei? Ma non fuma. Lei non fuma! 

Frattanto, ahimè, 

l'odore c’è , l'odore c’è. 

frattanto ecc… 

si, si, l’odore c’è. 

O, il rio pensiero che d'improvviso 

질 백작 

회색 망토, 장미색 모자, 

날씬한 몸매... 몰라볼 리가 없어! 

(백작은 역시 어수선한 모습으로 왼쪽에 있는 첫째 방에 

들어가 숨는다. 백작이 퇴장하자 산책 복장에 회색 망토, 

장미색 모자를 쓴 백작부인 수잔나가 매우 초조한 

모습으로 안쪽에서 나온다) 

 

수잔나 (문 옆에 선 하인 상테에게 낮은 목소리로) 

돌아오셨어? 이거 가져가 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수잔나, 망토와 모자, 작은 종이 꾸러미를 상테에게 

건네준다. 상테는 종이 꾸러미를 서둘러 주머니에 넣고 

안쪽으로 간다) 

정말 깜짝 놀랐어! 

(왼쪽 첫째 방으로 보러 달려가, 깊은 한숨을 내쉰다) 

방에 있어야겠네. 

(수잔나, 오른쪽 방으로 퇴장. 왼쪽 방에서, 초조하게 

나온 질 백작, 급히 오른쪽 방을 보러 간다. 그도 또한 

깊은 한숨을 내쉰다) 

 

질 백작 

응접실에 있잖아. 

잘못 본 게 틀림없어 ; 

수잔나가 아니었어, 아니었다고! 

하지만 자연스러워. 

그런데… 

(매우 놀란 듯,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설령.... 눈으로 못 알아본다 해도 

내 코는 속지 않을 것 같다. 

냄새, 바카스 신에 의하면, 

냄새다, 담배 냄새! 

맞아. 

난 이 역한 냄새를 잘 알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싫어하는 냄새. 

그런데 우리 집에서 누가 필까? 

나? 누가 펴? 난 아닌데! 

아내? 안 펴. 안 핀다고! 

어쨌든, 아이고, 

여기서 냄새 나는군, 여기야. 

어쨌든… etc. 

맞다, 맞아. 여기서 냄새나. 

오, 경고를 주는 생각이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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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nasce in mente come un avviso, 

e cresce, cresce, si fa gigante, 

lancia un sospetto raccapricciante ecc. 

Un seduttore! 

Un fumatore! 

Dio! quale orrore! 

Eppure occorre prudenza e flemma 

perchè si sciolga l'aspro dilemma. 

Più d'uno sposo, lui disgraziato, 

sposo divenne predestinato ecc., 

S0l0 perchè troppo temè, 

Troppo temè d’essere… ahimè! ecc., 

Ad indagare incominciamo. 

Ehi! Sante! 

Dimmi la veritá, Sante : 

tu fumi. 

Fuma forse, per caso, la Contessa? 

 

E allora, questo odor che qui si sente? 

 

 

 

 

 

(à sei) Evitiam che un domestic 

sospetti ch’io sospetto… 

Ahimè! L'odore c’è! 

 

 

M’avveggo che sai niente. 

(à Sante) Basta. Va! 

(à sei) Sarà una fantasia dell'odorato. 

(à Sante) Prepara il cioccolato. 

 

 

Ella suona… ed io fremo… 

Ed io fremo e m’arrovello! 

E tradirmi potrebbe… 

dopo un mese? 

Silenzio…. lascia il cembalo… 

 

 

Guardala! Con quell'aria ingenua e franca, 

la si direbbe l'innocenza istessa… 

è si tristo sarei 

da dubitar di lei? 

갑자기 찾아온다. 

거인 같은 크기로 자라나서 

혐오스러운 의심을 키우네. 

바람둥이! 

흡연자! 

신이여! 이 무슨 무서운 일이야! 

하지만, 이 괴로운 상황을 풀기 위해 

신중히, 현명하게 행동해야 하지. 

하나 이상의 불행한 신랑이, 

이런 운명을 맞지, etc. 

단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엔 너무 두렵다... 아아! etc. 

그럼 조사해 볼까? 

자네! 상테! (상테가 안쪽에서 등장) 

사실을 말해줘, 상테. 

자네 담배 피나? (상테, 불안을 누르고 고개를 젓는다) 

그러면 백작 부인이 펴? 

(상테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지만, 강하게 부정한다) 

그러면 이 냄새는 뭐지? 

(상테는 과장되게 내색하며. 어깨를 으쓱거린다. 

수잔나의 방에서 아름다운 쳄발로의 울림이 들린다. 

상테는 수잔나의 방 쪽으로 신호를 보내다가, 담배를 

피는 몸짓으로 질 백작이 냄새를 알아차렸다고 

수잔나에게 알리려 하지만, 수잔나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방백] 내 의심을 하인이 알게 하면 

안 되겠네. 

아 여기서 냄새가 나는군!  

(상테에게 다시 백작이 말을 걸려 하자, 상테는 곧 

공손하면서도 태연한 태도를 취한다)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만. 

이제 됐으니, 나가게! 

[방백] 이것은 냄새가 가져온 환상이 아닐 수 없다. 

(상테에게) 초콜릿을 준비해. 

(상테, 전처럼 수잔나의 방을 향해 내색을 하고 안쪽으로 

퇴장) 

쳄발로를 치네… 몸이 떨려… 

치가 떨리고 분노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배신했을까… 

결혼 한 달 만에? 

조용하네… 쳄발로를 그만 치는군… 

(수잔나가 꽃을 꽂은 아름다운 꽃병을 가져와 작은 탁자 

위에 놓는 것을 보고. 백작은 분별 있게 몸을 가린다) 

보라고! 순진하고 솔직한 분위기 자체로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고 하겠지. 

수잔나를 의심하면, 

슬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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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o, mi convinco, è Sante, 

è quel vecchio volpone 

che se la fuma 

in barba al suo padrone, 

si, è lui! è lui! Ah, ah! 

 

 

 

SUSANNA 

O, siete qui, mio Gil? Buona sera! 

 

GIL 

Mia piccola Susanna,. sono qui. 

(à sei) E volto quello di chi un marito inganna? 

Sedete a me vicino. 

e discorriamo, candida colomba, 

limpida Stella mia presente sempre, 

come faro ai viandanti agli occhi miei. 

Tanto e ci overo che - ridete, 0 cara! - 

benche sappia che sola non uscite, 

poc'anzi mi sembrò – ridete, o cara, 

ridete, ridete! 

 

SUSANNA 

Rido, ma. di che cosa? 

 

GIL 

Mi sembro da lontano vedervi per via... 

figura snella, mantiglia grigia e capellino rosa! 

 

SUSANNA 

Or si, rido a proposito! 

Uscir sola, contro il vostro divieto? 

(à sei) M'ha veduta! 

 

GIL 

So che m'illusi… ma ... perchè arrossire? 

 

SUSANNA 

Perchè mi spiace udir la prima volta 

delle cose da voi 

che non dovreste nè pensar nè dire. 

 

GIL 

Si, si, vi dò ragione, 

non siete già di quelle, 

아니, 분명히, 수잔나는 상테하고 똑같이, 

날 무시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교활한 여우야. 

그래, 남자다, 남자다! 아, 아! 

(질, 장난치듯이, 들키지 않도록 수잔나에게 다가가고, 

뒤에서 두 손으로 눈을 가린다) 

 

수잔나 

오, 여보, 당신이에요? 어느 새 저녁이네! 

 

질 

귀여운 수잔나, 나야. 

(방백) 이게 남편을 속이는 얼굴이라 누가 믿어? 

옆에 앉아요. 

좀 얘기 하자고, 순결한 비둘기, 

내 눈엔 여행자의 봉화 같고, 

내 앞에 항상 빛나는 별. 

정말 그렇고, 수잔나, 웃어요! 

당신이 혼자 외출 안 하는 줄은 잘 알지만, 

난 그렇다고 보았거든 – 웃어요, 여보, 

웃어요, 웃어! 

 

수잔나 

웃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질 

길에서, 멀리서 당신을 본 듯해… 

호리호리한 몸매, 회색 망토에 장미빛 모자를! 

 

수잔나 (동요를 숨기려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야, 웃지 않을 수 없어요, 

못 하게 하셨는데, 제가 혼자 나갔을까요? 

(방백) 들켰네! 

 

질 

날 속인 줄은 아는데… 왜 얼굴을 붉혀? 

 

수잔나 

당신이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을 것들을 

처음 들어서 서운하기 때문이에요. 

 

질 

그래요, 응, 당신이 맞아, 

당신은 흔한 다른 사람들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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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 buona fra le buone, 

voi bella fra le belle! 

V'uguaglio, o cara, al giglio 

e il paragon non fallo, 

a specchio v'assomiglio 

del limpido cristallo. 

L’ombra d'un dubbio ostile 

sia pur fugace, fugace e lieve ; 

Io specchio e il fior gentile 

contaminar, contaminar non deve, non… 

… deve. 

 

SUSANNA 

Come sapete… 

… a fondo 

la scienza d'ingraziarvi! 

 

GIL 

N0, cara, vi rispondo: 

non so che idolatrarvi. 

Vizi non ho: ne gioco, 

nè vin, nè fumo – 

(à sei) Guai! 

 

SUSANNA 

(à sei) Ah, me ne duol non poco! 

 

GIL 

E quanto a donne il sai, 

non ne amo ne desidero 

che una, e me ne vanto. 

Mio tutto ti considero, 

non mia metà soltanto. 

E sempre innamorato, 

Susanna e giammai sazio… 

 

SUSANNA 

Sante col cioccolato. 

 

GIL 

Io tanto lo ringrazio.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착하고, 

미인들 중에도 미인이야! 

오 당신, 내가 당신을 

순백의 백합 같이 보고, 

수정처럼 맑은 거울에서 

모습이 비친다니까. 

꺼림직한 의심의 그림자도 

빛이 들며 떠나 버리고; 

거울 같고 부드러운 꽃을 

생채기 내면 안 되지… 안… 

… 돼. 

 

수잔나 

여보, 아시듯이요 … 

… 제가 깊이 

당신에게 감사함을 아시고 있잖아요! 

 

질 

아니, 여보, 내가 말한다니까; 

얼마나 당신을 좋다고 말해야 할지 몰라. 

난 나쁜 거 안 해; 

포도주도 담배도 안 하잖아 - 

(방백) 아 참! 

 

수잔나 

(방백) 아, 정확히 찌르네! 

 

질 

당신도 알지만, 난 여자라면, 

당신 한 명만 있으면 되고, 사랑해. 

난 그게 자랑스러워. 

내 모든 것은 당신이고, 

단지 내 반쪽으로만 보지는 않아. 

항상 당신, 수잔나를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 

 

수잔나 (초콜릿을 가져온 상테를 보고) 

상테가 초콜릿을 가져왔네요. 

 

질 (무관심하게) 

아주 고맙구만. 

(질은, 수잔나 곁에서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돌아다니며 막대기 손잡이를 

만지작거린다. 그 동안, 상테는 수잔나에게 질이 담배 

냄새를 알아차렸다고 알려주기 위해 몸짓을 반복하면서 

탁자 위에 초콜릿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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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NA 

(à sei) Dal suo gesticolare 

mi sembra di capir… 

 

GIL 

Sante, potete andare. 

(à Susanna) Da me ti vo' servir. 

 

 

 

 

 

 

 

Il dolce idillio, dimmi, rammenti 

de' primi giorni del nostro amor? 

Rammenti? 

 

SUSANNA 

Parmi rivivere tutti i momenti 

di quell'idillio, di quell'idillio nel vivo ardor 

ecc. 

 

GIL 

Là nel giardino... 

 

SUSANNA 

... pieno si sole... 

 

GIL 

... molti sospiri… 

 

SUSANNA 

... poche parole; 

io ti sfuggivo… 

 

GIL 

... io t'inseguivo… 

…. e fu così 

che un certo di 

colsi il primissimo bacio furtivo. 

 

SUSANNA 

L'intraprendente! 

L'intraprendente! Me lo rubò… 

... me l0 rubò! 

수잔나 (방백) 

저 몸짓의 

의미를 알 것 같네… 

 

질 (바쁘게, 초콜릿을 찻잔에 부으며) 

상테, 나가도 돼. 

(수잔나에게) 내가 해 준다니까. 

(상테, 인사를 하고 퇴장. 질은 의아한 눈길로 본다. 

갑자기, 몸을 돌려 긴 의자에 아주 편한 티를 내고 

걸터앉은 수잔나에게 공손하게 초콜릿을 날라간다. 

수잔나, 상냥하게 감사하며 초콜릿을 마시기 시작한다. 

질은 초콜릿 컵을 손에 들고 그녀 옆에 앉고, 그도 다시 

마시기 시작한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수잔나에게 

말을 건다) 

저, 말해 봐요;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의 

부드러운 전원 연가를. 

기억해? 

 

수잔나 

그 때 모든 순간을 되살리시는 모양이에요. 

열정으로 연가를 부르던 나날을, etc. 

 

 

질 

정원에서… 

 

수잔나 

... 한낮에 ... 

 

질 

... 한숨 많이 쉬었지… 

 

수잔나 

... 거의 말 없었죠; 

제가 도망쳤잖아요 ... 

 

질 

... 난 쫓아갔지 ... 

.... 그 덕에 

확실하게 

처음으로 은밀한 키스를 따냈잖아. 

 

수잔나 

간도 크시지! 

어쩜! 훔쳤잖아요… 

... 나한테 훔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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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 

Ten resi tanti : 

Chi li contò? 

Io fui, per questo, 

un ladro onesto. 

 

SUSANNA 

L'intraprendente! 

 

SUSANNA, GIL 

Care memorie, 

fresco sorriso 

d'un paradiso, d'un paradiso 

Che ci beò, che ci beò, 

d'un paradiso ecc. 

 

GIL 

 

 

 

(à sei) Ah! L'odore fatal 

sin nella veste! 

 

SUSANNA (à sei) 

Ahimé! Ahimé! 

Ha fiutato e ha sentito! 

 

GIL (à sei) 

Ah! Ella si turba … 

Si turba … 

Non sospetto: certezza! 

 

SUSANNA (à sei) 

Ahimé! Ahimé! 

Ma ch'io faccia sul serio 

qualche cosa di male? 

 

GIL 

Susanna, non negarlo! 

Tu covi! 

 

SUSANNA 

I0? 

 

GIL 

Sì! 

질 

노력 많이 했지; 

누가 그거 세 봤어? 

적어도, 이 건으론, 

정직한 도둑이라고. 

 

수잔나 

감히! 

 

수잔나, 질 

아름다운 기억, 

상쾌한 미소, 

모두 천국 같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천국 같아 etc. 

 

질 

(질, 잠시 다른 일을 잊고, 수잔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정열적으로 키스한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를 

밀쳐내고 선다) 

[방백] 아! 저 징그러운 냄새가 

옷에서 나잖아! 

 

수잔나 (질의 태도에 흔들려 일어섬. 방백) 

아아 어떡해! 

냄새에서 눈치챘네! 

 

질 (방백) 

아! 당황하고 있어… 

당황했네… 

더 의심할 필요 없다: 확실해! 

 

수잔나 (방백) 

맙소사! 어떡하지! 

하지만 내가 도대체 뭘 

크게 잘못했다고? 

 

질 

수잔나, 지워도 안돼! 

뭐 숨기고 있어? 

 

수잔나 (당황해서) 

내가? 

 

질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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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egreto! 

Confessa! 

 

SUSANNA 

Ebben … 

 

GIL 

Di su! 

 

SUSANNA 

Se fosse vero. 

 

GIL 

Susanna! 

 

SUSANNA 

Se più forte della mia volontà… 

 

GIL 

Susanna! 

 

SUSANNA 

Un vizio… una voglia… 

Che ha poi la sua ragione… 

 

GIL 

Susanna! 

 

SUSANNA 

Spesso al circolo tu ten val degli amici… 

io passo il tempo… 

 

GIL 

Udir si pub di peggio? 

 

SUSANNA 

Se come gli altri 

tu chiudess'un occhio 

sul mio segreto... 

 

GIL 

Io? 

Lo distruggerò! 

 

SUSANNA 

Resta a veder se trovi! 

뭔가 비밀이 있어! 

털어놔! 

 

수잔나 

설마 ... 

 

질 

말해! 

 

수잔나 

진짜라면요. 

 

질 

수잔나! 

 

수잔나 

만약 내 의지보다 강하다면요... 

 

질 

수잔나! 

 

수잔나 

나쁘더라도… 욕망이고… 

그 이유가 있답니다… 

 

질 

수잔나! 

 

수잔나 

당신은 자주 클럽에 친구들 보러 가고... 

나는 시간을 때워야 ... 

 

질 

어떤 더 나쁜 소리를 하려고? 

 

수잔나 

다른 분들처럼 

내 비밀에 

눈감아 주신다면요... 

 

질 

내가? 

결단코 찾고야 말겠어! 

 

수잔나 

찾는다면 주목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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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ogni cura io lo nasconderò. 

 

GIL 

Ah! 

Scellerata! Da tua madre 

andrò tosto a reclamare ecc., 

Si, da tua madre ecc. 

Quella femmina esemplare 

per austera dignità 

che giammai non s’è permessa 

di siffatte enormità. 

 

SUSANNA 

Eh, mio Dio, chissà che anch'essa… 

 

GIL 

Questo è il colmo! Taci là. 

Tali orrori me li dici 

con quel tono da innocente! 

Me li dici come niente 

o model, o model di falsità. 

 

SUSANNA 

Maltrattarmi, maltrattarmi, via, per nulla! 

 

 

GIL 

Io? 

Sciagurata! 

 

SUSANNA 

O che tante, 0 che tante, non l0 fanno? 

 

GIL 

Ah! 

Questo è il c0lm0! 

 

SUSANNA 

Sei cattivo, sei tiranno 

senza amor, senza pietà. 

Sei cattivo ecc. 

 

GIL 

Ma cospetto, basti, basti, 

io più gonzo non saro. 

Ma cospetto ecc. 

최선을 다해서 숨길 거여요. 

 

질 

아! 

염치 없으니라고! 장모님께 

장모님께 가 따지겠어, etc. 

그래, 장모님께 etc. 

장모님은 품위를 갖춘 

여성의 귀감이시고 

이렇게 큰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셨어. 

 

수잔나 

에 참, 맙소사, 그러신지 누가 알아요… 

 

질 

그만 둬! 입 닥쳐.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투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거짓말 교과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 

 

수잔나 

오해도 유분수지, 아무 것도 아닌 것 갖고 이러실 수 

있어요? 

 

질 

내가? 

화냥년 같으니! 

 

수잔나 

오, 아주 많은 여자들이, 여자들이 이걸 하는지 알아요? 

 

질 

아! 

그만 못 해! 

 

수잔나 

당신은 못됐어요, 폭군이고, 

애정도 없고, 연민도 없어요. 

당신은 못됐어요 etc. 

 

질 

무슨 일이야, 이제 됐어, 됐어, 

더 이상 안 속겠어. 

무슨 일이야,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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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NA 

Meco usar villan linguaggio? 

 

GIL 

Userò dell'altro ancora! 

 

SUSANNA 

Minacciarmi? Ne hai il coraggio? 

 

GIL 

Ciarle no; fatti, 0 signora! 

 

 

Toh! Toh! Toh! Toh! 

 

SUSANNA 

Pian! Che fai tu? 

Fermo! Vandalo! Vandalo! 

 

GIL 

Toh! Toh! Toh! Toh! 

 

SUSANNA 

Pian! Che fai tu? 

Fermo! Vandalo! Vandalo! 

 

GIL 

Toh! Toh! Toh! Toh! 

 

SUSANNA 

Ah! 

 

GIL 

Toh! 

 

SUSANNA 

Ah! 

 

GIL 

Toh! 

 

SUSANNA 

Fermo! Vandalo! 

 

GIL 

Ah! tener cosi pottessi 

수잔나 

나도 그런 식으로 말해 봐요? 

 

질 

더 심한 소리를 들을 거야! 

 

수잔나 

협박이에요? 용기는 있으셔? 

 

질 

말뿐 아니라, 해 주지, 마님! 

(질, 맹렬한 기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 컵, 

장갑 넣는 상자, 세간, 책 등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진다) 

이 녀석도! 이 녀석도! 이 녀석도! 

 

수잔나 

진정해요, 뭐 해요? 

오 그만둬요! 난폭하게도! 폭군! 

 

질 

이 녀석도! 이것도! 이것! 

 

수잔나 

진정해요, 뭐 해요? 

오 그만둬요! 난폭하게도! 폭군! 

 

질 (탁자, 긴 의자, 의자를 뒤집는다)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수잔나 

아! 

 

질 (의자 위에 발을 올리고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다! 

 

수잔나 

아! 

 

질 

이것도! 

 

수잔나 

그만둬요, 깡패 같으니! 

 

질 

아! 그 놈을 잡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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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 mi intendo sotto il pie! 

 

SUSANNA 

Conosciuto mai t'avessi! 

 

GIL 

Debbo ciò dir io di te! 

 

SUSANNA 

Men vo’ dunque… 

 

GIL 

Sai la strada, donna… doppia! 

 

SUSANNA 

Men vo' a piangere di là. 

 

GIL 

Coccodrillo! 

 

SUSANNA 

Tigre! 

 

GIL 

Bada! Scoppio! 

 

SUSANNA 

Scoppia! 

 

SUSANNA, GIL 

E sara quel che sarà! 

그냥 발 밑에서… (의자를 부순다) 

 

수잔나 

차라리 당신을 몰랐으면! 

 

질 

너한테 해야 할 소리를! 

 

수잔나 

내가 하고 싶어… 

 

질 

그 길을 알잖아, 야… 이중인격자 같으니라고! 

 

수잔나 (오른편 첫번째 방을 가리키며) 

저기 가서 울겠어요. 

 

질 

악어의 눈물임? 

 

수잔나 

호랑이처럼 난폭해! 

 

질 

입 조심해! 두들겨 맞는다! 

 

수잔나 

해봐요! 

 

수잔나, 질 

될 대로 되겠지! 

 

< Side II > 

 

관현악의 간주. 수잔나, 오른쪽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고 흐느껴 운다. 질은 안락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상테가 뒤쪽에 나타나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매우 놀라움을 표시하며 방을 

둘러본다. 질이 눈치채지 못하게 주의하면서 방을 정돈하기 시작한다. 질은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상테를 놀라게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가만히 있다. 방을 정돈해 버리자, 상테는 조심스레 

뒤쪽으로 가 퇴장한다. 

 

GIL 

Coglierla debbo… coglierla! 

 

 

 

질 

잡고 말 거야… 잡겠어! 

(수잔나, 방에서 다시 나온다. 아주 침착한 태도로, 질의 

장갑, 모자, 양산을 들고, 질에게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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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NA 

Eccovi i vostri guanti… il cappello, l'ombrello.. 

 

GIL 

Perché? 

 

SUSANNA 

Non dovevate al circolo degli amici andar 

stasera? 

 

GIL 

Tenete a farmi uscire, eh? 

 

SUSANNA 

Tengo all'opposto. 

 

GIL (à sei) 

Ma mi manda Via! Chiaro! 

Le dò fastidio. Fingiamo. Tornerò. 

 

 

Perché l’ombrello? 

 

SUSANNA 

Minaccia pioggia, 

torbida la sera. 

 

GIL 

Precisamente, avremo una bufera! 

 

 

SUSANNA 

Via cosi non mi lasciate, 

piansi tanto sola, 

ed aspetto mi volgiate 

uno sguardo, una parola, ecc. 

Ah! me l'aspetto, lo vedete 

da pentita qual'io sono 

come segno del perdono 

che accordar vi prego a me; 

so che buono il core avete 

e cangiato il cor non è. 

 

GIL (à sei) 

 

 

수잔나 

당신의 장갑하고, 모자, 우산 있어요… 

 

질 

왜? 

 

수잔나 

오늘 저녁에 친구들 계신 클럽에 간다 하시지 않았어요? 

 

 

질 

내가 나가 주기를 원해, 응? 

 

수잔나 

천만에, 아녀요. 

 

질 (방백) 

하지만 날 내보내려고? 뻔하지! 

내가 귀찮게 하는구만. 나가는 척하지만, 돌아오겠어. 

(질은 장갑을 끼고, 모자를 쓴다. 수잔나, 질에게 박쥐 

우산을 준다) 

우산은 왜? 

 

수잔나 

저녁에 구름이 낀대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질 

정확히, 우리 사이엔 폭풍이 칠거야! 

(뒤쪽으로 나가려는 질을, 수잔나는 교묘하게 붙든다) 

 

수잔나 

저를 버리고 나가지 마셔요, 

혼자 많이 울었고, 

당신이 돌아서서 

봐 주고, 말해 주기를 기다려요. etc. 

아! 기다릴 거고요, 

당신에게 주는 용서의 신호로서 

내가 얼마나 뉘우치는지 

봐 주셔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착한 지도 알고, 

그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질  

(수잔나의 말에 감동받는다. 박쥐 우산을 탁자 위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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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che vocina dolce! 

 

SUSANNA 

Se v'offesi non volendo, 

se il mio torto assai vi spiace 

smetterò, l'impegno prend0, 

ma facciamo, via, la pace, ecc. 

Ah! sono sempre la meschina 

Vostra sposa che v’adora 

che d'un bacio solo implora 

la dolcissima mercede, 

che d'un bacio ecc. 

Son la vostra 

che cattiva, che cattiva poi non è. 

 

GIL (à sei) 

Ah! che vocina dolce! 

La malia ne dura in me! 

 

 

 

SUSANNA 

Grazie! son paga 

Ed ora andate; e nel tornare 

vogliate sonar forte! 

Da quella stanza il suon poco si sente. 

 

GIL 

Volete vi prevenga? 

 

SUSANNA 

Certamente. 

Ma perché, amico mio, 

di quelle occhiate ancor? 

 

GIL 

Susanna - addio! 

 

 

 

SUSANNA 

Che palpiti, che palpiti! 

O la terribil cosa una passione 

quando più a dominarla non riesce 

nè voler nè ragione! 

E, cosa anche peggiore, amarlo tanto, 

(방백) 아, 얼마나 달콤한 목소리야! 

 

수잔나 

제가 모르는 새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제 잘못 때문에 기분 상하셨으면 

그만 하겠어요. 행동은 앞으로 하겠지만, 

이만 화해해요, etc. 

아! 저는 당신의 양순한 아내고, 

당신을 사랑하며, 

그냥 키스보다 

[마음이 담긴] 가장 열렬한 키스를 청하는 

아내랍니다. etc. 

저는 당신의 것이고, 

못되진, 못되지는 않았어요. 

 

질 (방백)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푼다) 

아! 얼마나 나를 녹이는 목소리인지! 

내 안에서 완고함이 사라진다니까! 

(일어나서, 잠시 감정이 혼란스러운 채 문을 닫으며, 

마음을 정하고 수잔나의 이마에 키스한다) 

 

수잔나 

고마와요! 기분이 나아졌어요. 

그럼 지금 나가셨다, 돌아오실 때 

벨을 세게 눌러 주셔요. 

제 방에선 잘 안 들려요. 

 

질 (다시 짜증난다) 

내가 돌아오면 알고 싶어서? 

 

수잔나 

그럼요. 

그런데 왜, [화가 풀린] 당신, 

아직 그런 표정을 지어요? 

 

질 (아무렇게나 모자를 쓰고, 무언가 찜찜한 모습으로) 

수잔나, 다녀 올게! 

(질, 뒤쪽으로 퇴장. 완전히 밤이다. 수잔나, 우아한 

갓으로 장식된 램프를 켠다) 

 

수잔나 

아 두근거려, 아직 두근거려. 

오, [사람이] 더 통제하고 싶어하지 않을 때 

열정은 끔찍해! 

 

더 나쁜 건,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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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 noi due non esistere segreti 

e celarne frattanto 

uno per lui! 

Ah, giustamente è nelle furie andato, 

ma come far? 

Non posso che raddoppiar di garbo e di 

prudenza. 

 

Bravo Sante. Chiudiam tutte le porte. 

 

 

 

Ecco il mio vizietto profumato, causa di tanti 

strepiti. 

Ed ei l'odia! Peccato! 

 

 

 

 

Chi è la? 

 

GIL 

Son io, Susanna! 

 

SUSANNA 

Mio marito! 

 

GIL 

Apri! 

 

SUSANNA 

Dove la celo? 

 

 

 

Qui! Tu, là! 

 

GIL 

Ma che fate? 

 

SUSANNA 

Apro! Apro! Cielo! 

 

GIL 

E indugio frapposto... Dei passi di corsa… 

più acut0 l’odore… è qua, è qua il fumatore! 

둘 사이에 비밀이 없는데도 

그를 위해 숨겨야 한다니! 

 

아, 그는 당연히 화나서 나갔는데, 

난 이제 어째야지? 

두 배로 조신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네. 

 

(상테, 뒤쪽에서 은근슬쩍, 조심스럽게 나온다) 

상테, 잘 했어요. 문 다 닫아 줘요. 

(상테, 수잔나가 말한 대로 한 후, 그녀가 첫 장면에서 

상테에게 준 작은 꾸러미를 그녀에게 건넨다. 수잔나는 

그 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낸다) 

이게 내 향기 나는 일탈이고, 그 많은 소동의 원인이군. 

 

그리고 남편은 싫어하고. 죄스럽잖아! 

(상테가 수잔나에게 작은 촛불을 준다. 수잔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만족스럽게 피우기 시작한다. 상테도 

냄새를 맡고, 둘이 즐거운 미소를 나눈다. 그 때 뒤쪽 

문을 누군가 반복하여 노크한다) 

거기, 누구에요? 

 

질 (바깥에서) 

나야, 수잔나! 

 

수잔나 

남편이야! 

 

질 

열어! 

 

수잔나 

담배, 어디 숨겨야 해? 

(수잔나는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상테에게 창걸이를 

가리킨다. 상테는 당황하며 남은 담배를 거기 숨기려고 

뛰어간다) 

여기! 자, 거기요! 

 

질 

뭐 하는데? 

 

수잔나 (뒤쪽의 문을 열면서) 

열어요! 열어! 맙소사! 

 

질 (등장. 화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냄새를 맡는다) 

늦게 열어주고…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났고… 

냄새가 더 진해… 담배 핀 사람이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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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vil s'é nascosto, ah, ah, inutil risorsa! 

Ah, ah! 

Scovarlo, trovarlo, schiacciarlo saprò! 

Si, schiacciarlo saprò! 

 

 

 

SUSANNA 

Ma che avete? Che avete? 

Che cosa, che cosa v'affanna? 

 

GIL 

Non c’è! 

 

SUSANNA 

Che? 

 

GIL 

Non c’è! 

 

SUSANNA 

Ma che cosa? Che cosa? 

 

GIL 

Tacete, tacete, o casta Susanna ecc. 

 

SUSANNA 

Ahimé! Ahimé! ecc. 

 

GIL 

Ehi, Sante! 

 

SUSANNA 

Non m'ode. 

 

GIL 

Balordo! 

 

SUSANNA 

E più s'altera : 

qual grillo lo tenta? 

Pel fumo? Ma no! 

 

GIL 

Qui Sante! 

Qui dico! 

거리에서부터 그가 숨어 있었군. 아, 아, 쓸데 없구만! 

아, 아! 

찾아 내라, 찾아 내, 찾기만 하면 반죽음이다! 

그래, 잡기만 해 봐라! 

(질, 먼저 오른쪽 방으로 뛰어들고, 다음에 다른 방으로 

뛰어 들어간다) 

 

수잔나 

그런데 뭐 하셔요? 왜 이러시는데요? 

뭐가, 뭐가 당신을 걱정하게 해요? 

 

질 (실망한 듯, 돌아온다) 

없잖아! (다른 방으로 들어간다) 

 

수잔나 

네? 

 

질 (실망한 듯, 다시 나온다) 

없네! 

 

수잔나 

그런데 뭐에요? 뭔데? 

 

질 

조용히, 조용히, 오 순진한 수잔나. etc. 

 

수잔나 

맙소사! 아이고! etc. 

 

질 

어이, 상테! 

 

수잔나 

상테는 못 들었는데요. 

 

질 

바보 같으니라고! 

 

수잔나 

더 바꿔 놓는군요; 

대체 뭣 때문에 이러서요? 

담배 연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질 

여기야, 상테! 

여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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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trone! 

Sei sordo? 

 

 

 

GIL 

Cogliam l'inimico… 

 

SUSANNA 

Che? 

 

GIL 

... è in casa, deluderci adesso non può. 

 

SUSANNA 

Che? 

 

GIL 

Esplora sollecito solaio e cantina… 

 

SUSANNA 

Eh? 

 

GIL 

… e tetti e comignoli dispensa e cucina! 

 

SUSANNA 

Eh? 

 

GIL 

Non buco, non angolo sfuggire ti dè! 

 

SUSANNA 

Eh? 

 

GIL 

Va! Va! Scovare sì dé! ecc. 

 

SUSANNA 

Ma Gil! 

 

 

 

 

GIL 

Non c’è! 

안락의자! 

당신 귀먹었어? 

(상테는 숨어있던 장소에서 살며시 도망가려고 한다. 

뒤쪽에서 뛰어 도망가려다 질에게 거칠게 잡힌다) 

 

질 

그 녀석을 잡자고… 

 

수잔나 

예? 

 

질 

... 집에 있어. 이제 더 놓칠 수 없겠지. 

 

수잔나 

무슨 말이에요? 

 

질 

서둘러 찾아, 다락방과 지하실을… 

 

수잔나 

에? 

 

질 

... 지붕과, 굴뚝, 주방과 부엌! 

 

수잔나 

네? 

 

질 

도망칠 수 있는 구멍도, 구석도 없다구! 

 

수잔나 

엥? 

 

질 

가! 가! 어디건 철저히 찾아주겠어! etc. 

 

수잔나 

하지만 질! 

(상테는 질에게 재촉당해 탁자 위의 전갈 모양 등불에 

불을 붙이고 뒤쪽으로 퇴장한다. 질, 왼쪽 방으로 

뛰어들었다가 되돌아온다) 

 

질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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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NA 

Ma che? 

 

GIL 

Non c’è! 

 

SUSANNA 

Ma che? 

 

GIL 

Costei mi derise, 

in salvo l0 mise, 

invano mi logoro. 

 

SUSANNA 

Ahimé! Ahimé! Ahimé! 

 

GIL 

… Non c’è! No, non c’è! 

Non c’è! ecc. 

 

SUSANNA 

Ah! 

Ma alfin, che cercate? 

 

GIL 

Che cerco? L'ombrello! 

 

SUSANNA 

C0l vostro cappello 

portato l'ho qui. 

 

GIL 

Ah, sì! 

 

SUSANNA 

Ricordate? Ma eccolo! 

 

GIL 

Chi? 

 

SUSANNA 

L'ombrello. 

 

GIL 

Ah brigante! Furfante! 

수잔나 

그런데, [진짜] 뭐에요? 

 

질 (방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다) 

없잖아! 

 

수잔나 

[정말] 뭐에요? 

 

질 (창문이 걸린 뒤편, 탁자 아래, 다른 모든 곳을 찾는다) 

그녀는 날 비웃고 있고, 

그 녀석을 안전하게 구했고, 

난 헛되게 지쳤군. 

 

수잔나 

어휴! 맙소사! 맙소사! 

 

질 

… 없네! 아니냐, 역시 없어! 

없잖아! etc. 

 

수잔나 

아! 

정말, 뭐 찾아요? 

 

질 

뭐 찾냐고? 그 우산이지! 

 

수잔나 

모자하고 같이 

여기 갖다 놓았어요. 

 

질 

오, 알았어! 

 

수잔나 

기억해요? 여기 있잖아요! 

 

질 (노해서) 

누구 말야? 

 

수잔나 

그 우산이요. 

 

질 (박쥐 우산에 분노를 터뜨리며) 

아아 악당놈아! 불량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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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cone! Cialtrone! 

Buffone! 

(à Susanna) Addio! Me ne vò! 

ma guai, tra un istante… 

 

SUSANNA 

Che mai? 

 

GIL 

… o casta Susanna… 

 

SUSANNA 

Che mai? 

 

GIL 

... ma guai, tra un istante ritorno farò, sì! 

E all0r coglierò! 

 

SUSANNA 

Gil! 

 

GIL 

Ah! Ah! 

 

SUSANNA 

Gil! 

 

GIL 

Ah! ah! 

 

SUSANNA 

Ah! 

 

Respiro, e andato 

Che paura mi fece, mio Dio, con 

quell'ombrello! 

L'ombrel…? Strambo all'eccesso 

divenne mio marito. 

E chi sa che gli rumina pel capo? 

Ma libera alla fine, posso, 

come anelavo, 

dedicarmi al mio svago favorito! 

 

 

 

O gioia la nube leggera 

악당! 무뢰한! 

바보! 

(수잔나에게) 나 나간다! (박쥐우산을 둘로 꺾으면서) 

하지만 조금 뒤에 문제가… 

 

수잔나 

왜요? 

 

질 

... 오, 순진한 수잔나... 

 

수잔나 

무슨 일인데요? 

 

질 

... 하지만 조심해, 좀 뒤에 돌아올 테니까, 그래! 

그를 잡을 수만 있다면! 

 

수잔나 

여보! 

 

질 

아! 아! 

 

수잔나 

당신! 

 

질 

아! 아! 

 

수잔나 

아! (질, 부서진 박쥐우산을 내리치고 거칠게 뒤쪽에서 

퇴장. 수잔나, 한숨을 쉰다) 

숨 좀 돌리겠군. 나갔으니. 

그 우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놀랐는지! 

 

우산… ? 그이가 도대체 

그것 때문에 왜 그러는 거야? 

그이 머리에 뭐가 들어서 그러는지 누가 알아? 

그래도 결국엔 바라던 대로 

자유롭게 있을 수 있네. 

내가 즐기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 

(수잔나는 주머니에서 숨겼던 담배를 꺼낸다. 다시 불을 

붙이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 아주 만족스럽게 피우기 

시작한다) 

아 즐거워라, 눈을 가늘게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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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li occhi socchiusi seguire 

che ascende con cerule spire, 

ascende più tenue, più tenue d'un vel 

a sembra dorata chimera vanente nel limpido 

ciel! 

Sottile vapor mi carezza, 

mi culla, sognare mi fa; 

libare con lenta dolcezza 

io vo' la tua voluttà. 

In quelle spire cerule 

vedo vagar per sino 

un'amorosa imagine; 

quella del mio sposino! 

Ma più gentil, più tenera, 

leggiadra più mi par; 

da' suoi profili eterei 

mi sento affascinar, ecc. 

 

 

 

 

GIL 

Ti colgo questa volta? 

 

 

 

SUSANNA 

Ah! Gil! 

 

GIL 

Dov’è l'infame? 

 

SUSANNA 

Chi? 

 

GIL 

Quei che nascondete assente me! 

 

 

Disdetta! Mi sono scottato! Perfida! 

Cosa nascondi là? 

 

SUSANNA 

La sigaretta… 

 

GIL 

가벼운 구름이 푸르게 소용돌이치며 

오르는 것을 따라가고, 

맑은 하늘에서 사라지는 

금색 키메라 같이 보이는 베일보다 

더 가볍게, 가볍게 올라가네! 

미묘한 연기가 나를 어루만지고, 

요람에 태우듯 하고, 나를 꿈꾸게 하지; 

느긋한 달콤함으로 쉬면서, 

네 열락을 맛보고 싶어. 

이 자주색 나선의 연기에서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보이네; 

바로 남편! 

 

그런데 더 점잖고, 더 부드럽고, 

더 우아할수록 더 남편처럼 느껴; 

그 투명한 영상이 

나를 매료시키지, etc. 

(수잔나는 담배를 계속 피고, 눈을 감고 자신의 쾌활한 

공상에 흠뻑 젖어 있다. 그 사이 램프가 꺼지고, 갑자기 

질이 창문 쪽에 나타난다. 손에 박쥐 우산을 쥐고 있다) 

 

질 

녀석, 이제 잡았나? 

(수잔나, 두려움에 뛰어올라 담배를 든 손을 뒤로 

숨긴다) 

 

수잔나 

아! 질! 

 

질 (방 안으로 뛰어든다) 

그 새끼 어디 있어? 

 

수잔나 

누구 말여요? 

 

질 

네가 나한테서 숨긴 녀석! 

(수잔나가 숨기고 있는 손을 잡는다. 담뱃불에 질이 

덴다) 

아이코! 데었네! 화냥년아! 

거기 숨긴 게 뭐야? 

 

수잔나 (공포에 몸을 떨며, 담배를 꺼내) 

담배인데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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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 Tu fumavi? 

 

SUSANNA 

Perdono! 

 

GIL 

Angelo mio, a me perdona invece ; 

ero—ahimé—sì—geloso! 

 

SUSANNA 

Geloso? Del mio fumo? 

Ah! ah! ah! 

Perdoniamoci a gara! 

Io più non fumero se tu non vu0i s0l l’amor 

tu0 mi preme. 

 

GIL 

N0! fumeremo insieme! 

 

SUSANNA 

Ah! 

Prendi! 

 

GIL 

Anche un'altra! 

 

SUSANNA 

Quella di domani! 

 

 

GIL 

Biricchina! 

 

SUSANNA 

Caro sposo, fumerai? 

 

GIL 

Mi proverò. 

 

SUSANNA 

Mi farai mai più il geloso? 

 

GIL 

N0, mia cara, fumero. 

 

SUSANNA 

어? 당신 담배 폈어? 

 

수잔나 (질의 무릎 밑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 줘요! 

 

질 (그 또한 무릎을 꿇고) 

내 천사, 대신 날 용서해요; 

내가 – 맙소사 – 그래, 질투했지! 

 

수잔나 

질투요? 내 담배를? 

아~! 아하하! 

서로 용서하면 되겠네요! 

사랑을 원하지 않으시면, 다시 안 필게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질 

아니, 같이 펴야지! 

 

수잔나 

아! 

(질에게 담배를 주고) 잡아요! 

 

질 

또 하나! 

 

수잔나 

내일에요! 

(수잔나, 질의 담배에 그녀 스스로 불을 붙인다. 입맞춤) 

 

질 

장난스럽긴! 

 

수잔나 

사랑하는 당신, 한 대? 

 

질 

그러지. 

 

수잔나 

날 다시 질투하게 만드실 거여요? 

 

질 

아니, 내 사랑, 피워도 돼요. 

 

수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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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SUSANNA, GIL 

Tutto è fumo a questo mondo che col vento sì 

dilegua ecc. 

ma I'amor, l'amor sincer, profondo fuma, 

fuma senza tregua ecc. 

 

SUSANNA 

L'amor! 

 

GIL 

L'amor! 

 

 

 

SUSANNA 

Ma nella foga, ve', d'allegria la mia s’è spenta. 

 

GIL 

E vedi, anche la mia. 

아! 

 

수잔나, 질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네. etc. 

 

하지만 사랑은, 신실한 사랑은, 짙은 연기만이, 끊임없는 

담배 연기만이네. etc. 

 

수잔나 

사랑! 

 

질 

내 사랑! 

(두 사람은 담배를 입에 문 채, 손을 잡고 아이처럼 춤을 

춘다) 

 

수잔나 (춤을 멈춘다) 

근데 열심히 추다 보니, 기쁨이 꺼졌군요. 

 

질 

봐요, 내 담배도 그렇네.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당황한다. 그러나 상테가 불을 켠 초를 들고 뒤쪽에서 들어온다. 상테는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미소지으며, 담배에 불을 붙여 준다. 부부는 등불을 받고,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인다. 

수잔나는 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질은 뭔가를 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왼쪽 방을 본다. 수잔나, 알아들은 

듯이 미소를 띄운다. 상테는 알아차리고, 문을 열고 공손히 인사한다. 수잔나와 질이 나간다. 상테는 초를 

끄고, 무대는 어두워진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상테는 뒤쪽으로 

간다. 

 

== Fine del’Oper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