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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18세기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Siècle des Lumières) 혹은 계몽주의 시기라고 불린

다. 계몽은 “빛을 비추다” 혹은 “어둠을 밝히다”라는 의미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춤으로써 어둠에 

대한 공포를 몰아내고 미지의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준다.1) 여기에서 ‘빛’은 일반적으로 ‘이

성’을 의미한다. 이 세상이 신의 피조물로서 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중세적 세계관에서 벗어

나, 비로소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고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18세기 계몽주의는 

과거의 관습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오직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사물과 세상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몽’이란 용어는 18세기 당대 유행하던 것 중 하나로, 다양하고 폭넓게, 때로는 

모순적으로 사용되었다. 당대 여러 사상가들은 통일성 없이 상용되던 이 개념을 정리하기 시작했

는데, 그 중 하나가 독일의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다. 칸트는 1784년에 발표한 

* 본 논문은 필자의 학위 논문 �라모의 음악비극 ≪이폴리트와 아리시≫ 연구: 주요 등장인물의 조표와 조성

으로 발현된 계몽주의�에서 제4장의 첫 번째 부분(“디안과 라무르를 통해 본 이성과 감정 간의 관계”)을 발

췌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1) 권용선, �이성은 신화다, 계몽의 변증법� (서울: 그린비, 200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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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서 �계몽이란 무엇인가�(Was ist Aufklärung)에서 ‘계몽’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다. 

계몽은 인간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숙(Ụnmündigkeit)에서부터 벗어남을 뜻한다. 여기서 미성숙이란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고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전

적으로 인간 자신의 책임이다. 이러한 미성숙의 원인은 지성의 미성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지성을 활용하려는 결심과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히 알려고 하라! 

그대 자신의 지성을 스스로 활용하도록 용기를 내라. 이것이 계몽의 표어이다.2)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칸트는 계몽의 핵심을 “지성의 주체적 사용”으로 보았다.3) 인간은 객관

적 대상을 이성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4) 이에 따라 인간은 이제 이성을 통해 

주체의 독자성을 확립하고 사고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세계의 중심이 된다.5) 이처럼 계몽주의는 인

간과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다. 이성은 이 세기가 동경하고 추구하고 성취해 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로, 18세기는 이성의 통일성과 불변성을 완전히 믿었다.6) 

하지만 이성에 대한 추구는 고대 그리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소크라테스(Socrates, 

BC470-399)와 플라톤(Plato, BC427-347)은 이성을 진리로 여기며, 본능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감

성에 대비시키며 이를 우위에 놓았다.7)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은 근대 철학을 정립한 데카

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와 근대 철학을 종합한 칸트에 의해서도 계속된다. 그러나 18세기

의 이성은 17세기의 이성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7세기의 이성이 데카르트와 말

브랑슈(Nicolas de Malebranche, 1638-1715), 그리고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 1632-1677)와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의 철학에서 볼 수 있듯이 ‘영원한 진리’의 영역

을 나타낸다면, 18세기의 이성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확증하는 ‘정신의 근원적 힘’이었다.8) 

그리하여, 18세기 계몽주의는 17세기와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길로 전개되었다. 이 새

로운 길을 정립한 사람은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이다. 뉴턴은 데카르트의 순수 연역이 아

니라, 분석적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원리나 공리

2) Immanuel Kant, “Was ist Aufklärung”, Werke, ed. Cassirer, Vol. IV (1784), 169. (주명철, �서양금서의 

문화사: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중심으로� (서울: 길, 2006), 31 재인용.)

3) 권용선, �이성은 신화다, 계몽의 변증법�, 62.

4) 권용선, 위의 책, 62. 

5) 권용선, 위의 책, 65.

6) Ernst Cassirer, Die Philosophie der Aufklärung, 박완규 옮김 �계몽주의 철학� (서울: 민음사, 1995), 20.

7) 원종철, “감성과 이성”, �인간연구� 제1호 (2000), 45.

8) Cassirer, �계몽주의 철학�,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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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만 얻고자 했다.9) 다시 말해, 뉴턴은 발견된 ‘사실’로

부터 원리와 법칙을 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은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가 볼테르(Voltaire, 1694-1778)에게 쓴 글에서 볼 수 있다. 

… 우리가 그리스도교인보다 낫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깨우친 자이며 신성한 

은총보다는 오히려 과학이 인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준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10)

이처럼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세상을 신이 아닌 과학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는 음악 

분야에서도, 특히 라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모는 18세기 대표적인 음악 이론가였다. 그는 작곡가로서 보다는 1722년에 출판된 자

신의 주저인 �화성론�을 통해 음악 이론가로서 처음 명성을 얻었다. �화성론�은 서양음악 교육에

서 필수적인 ‘화성’에 대한 체계를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이 책이 출판된 이후 

음악에 대한 개념화와 교육은 완전히 달라졌다. 라모의 이러한 선구적인 노력을 통해 화성은 서양

음악 이론에서 중심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다. 라모는 

이전의 음악 이론가들이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 논의로 이론서를 시작하였던 것과는 달리, 당대 과

학자들과 “계몽사상가”들의 영향 아래, 철저히 경험주의적이고 과학적 방법과 근거, 그리고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약 42년간 총 40여 편의 음악 이론서와 저널 기고문들을 발표했다. 

더욱이 라모는 �화성론�에서 화성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2권의 24장 ｢모드와 조의 특

징에 관하여｣(De la propriété des Modes et des Tons)에서 장⋅단조의 특징에 관해서도 과학적

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장조의 으뜸화음은 C-E의 장3도와 C-G의 완전5도로 이루어진 반면, 단조의 

으뜸화음은 A-C의 단3도와 A-E의 완전5도로 이루어져 있다[악보 1]. 

<악보 1> C장조와 a단조의 으뜸화음

9) Cassirer, 위의 책, 22-23.

10) Colin Jones,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France (New York : Cambridge Univ. Press, 1994), 

방문숙, 이호영 [공]옮김. �케임브리지 프랑스사�,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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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와 단조는 으뜸화음이 갖는 3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장3도의 C-E는 모노코드의 분할에서 4번

째와 5번째의 생성 순서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A-C의 단3도는 그렇지 않다.11) 이에 

따라 라모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장조는 장3도의 ‘밝고 즐거운’ 성격을, 그리고 단조는 단3도의 

‘부드럽고 슬픈’ 성격을 지닌다고 언급했다. 

장3도가 활발하고 즐겁기 때문에 장조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반면, 단3도는 부드럽고 슬프기 때문에 단

조는 이러한 특징을 가질 것이다.12)

더 나아가 라모는 건반악기의 연주자이자 작곡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각 조성에 따른 독특한 성

격도 다음과 같이 규정지었다[표 1].

조성 성격

C, D, A 장조 즐거움, 축하

F, B♭장조 폭풍, 분노

G, E 장조 우아함, 상냥함, 즐거움

D, A, E 장조 장엄함, 위엄, 기품, 웅장함

d, g, b, e 단조 다정함, 애정, 달콤함

c, f 단조 다정함, 비탄

f, b♭ 단조 애절함, 애통함

<표 1> 라모가 규정한 각 조성의 성격13)

따라서 본 글에서는 라모의 이론을 토대로, 그의 첫 번째 음악비극이자 작곡가로서 첫 성

공을 거두게 해 준 ≪이폴리트와 아리시≫의 프롤로그에 나오는 두 여신인 디안(Diane)과 라무르

(L’Amour)를 분석하여보고자 한다. 프롤로그는 이 음악비극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설정하는 것으

로, 신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디안에 의해 평화롭게 지배되는 에리망트(Erymanthe) 숲에 ‘사랑’

의 신인 라무르가 침범하는 것으로 사건이 전개 된다. 라무르는 데스탕(Destin)에 의해 일 년 중 

11) 단3도는 모노코드의 분할이나 소리체에 의해 5번째(E)와 6번째(G)에 생성되는 것이지만, 이는 기초 저음에서 

직접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이지 않다. 더욱이 라모는 단3화음(A-C-E)을 과학적으로 증

명해 내기 위해 평생에 걸쳐 노력했다. 높은 음의 현을 퉁기면 낮은 현도 함께 진동한다는 공진이론

(sympathetic resonance)과 2가지 근원에서 단3화음이 생성된다는 co-generation 이론을 만들었으나, 이 모

두 과학적으로 틀렸다. 결국 그는 자연적인 근원을 가지고 단3화음을 만드는 것에 실패하였는데, 이는 오늘

날까지도 자연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12) Jean-Philippe Rameau, Traité de l’harmonie réduite à ses principes naturels (Paris, 1722), 55.

13) Rameau, 위의 책,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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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 그러니까 본 극이 진행되는 바로 그 날 디안의 숲에 대한 통치권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디안에 의해 질서 있게 통제되던 숲은 라무르에 의한 사랑의 감정으로 혼란스러워진다. 더욱이 이

는 본 극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 이처럼 본 글에서는 라모가 ‘이성’과 ‘감성’

으로 서로 대립하는 두 여신을 조성을 비롯하여, 음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초기 계몽주의 시대 작곡가였던 라모가 이성과 감성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2. 이성의 여신, 디안

디안은 “빛나는 것”, 혹은 “비추는 것”을 의미하는 ‘달의 여신’이자 ‘숲의 여신’으로, 숲속에 사

는 ‘동물’들과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다. 그녀는 처녀성을 가진 신임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을 

도와 인류와 왕위 계승을 보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디안은 변덕스럽고 광기 있는 모습으로 그

려졌으나, 에페즈(Éphèse)의 신전에 있던 동상에 의하면 그녀는 ‘자연의 상징’(symbole de la 

Nature)으로 여겨지기도 했다.14) 특히, 그녀의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빛’이나 ‘숲’, 그리고 ‘자연’

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중요한 개념이었다. ‘계몽’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빛’은 그 자체로 ‘이

성’을 가리켰고, ‘숲’이나 ‘자연’은 ‘계몽사상가’들로 하여금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게 해 주는 주된 

토대 가운데 하나였다. 

더욱이 디안은 대본에 따르면, 숲의 백성들을 “법 아래에서 통제하는”(d’être sous les 

lois) “좋은 군주”(cette aimable souveraine)로, 세상을 “평화롭게 지배한다”(je fais régner la 

paix). 그녀는 백성들을 “담담하게 동요되지 않게”(gardent leur indifférence) 하고, 부당하더라도 

“법을 따르며”(aux lois du sort il faut que j’obéisse),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C’est à moi 

de les secourir)하고 “왕을 세운다”. 이 외에도 1막 3장에 나오는 디안의 대여사제가 라무르를 가

리켜 “이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나 당신의 감정이 매력적이지요”(Tes alarmes / Ont des charmes 

/ Pour qui manque de raison)라고 말한 것에서 유추하여 볼 수 있듯이, 디안은 ‘이성적인 사람’이 

섬기는 신이다. 이와 같이 디안은 라무르의 ‘감성’에 대항하여 ‘이성’을 표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디안은 자신의 숲에 침입한 라무르에 맞서, 자신을 따르는 님프들과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14) Denis Diderot, “DIANE”,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t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vol.4 (1754), 9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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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데스탕의 법에 따라 단 하루 동안 라무르의 통치권을 허락해 주고, 곧 

위험에 처할 이폴리트(Hippolyte)와 아리시(Aricie)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는 본 극의 전개를 

예비하는 것으로, 이후 그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본 극인 1막과 5막에 직접 등장한다. 이처럼 

디안은 신들의 세계를 다룬 프롤로그 뿐 아니라, 본 극의 결정적인 상황에 등장함으로써 극을 해결

해 나가는 중심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프롤로그를 중심으로 디안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자 하겠다. 

디안은 먼저, 프롤로그의 첫 장에 등장한다. 그녀는 자신을 찬양하는 님프와 숲의 주민들

의 뒤를 이어 무대 위에 나온다.

Sur ces bords fortunés je fais régner la paix 이 행운의 기슭에서, 내가 평화를 준다네! 

Qu’elle verse sur vous des douceurs éternelles, 너희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Ah! vous ne la perdrez jamais 아! 너희들은 결코 이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네

Si vous m’être toujours fidèles. 내게 항상 충성을 다 한다면.

디안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충성만 다 한다면 결코 영원한 낙인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

고 말한다. 이는 두 대의 플루트와 제2바이올린에 의해 반주되는 D장조의 3박의 에르로 노래된다

[악보 2]. 

<악보 2> 프롤로그 1장 중, 디안의 에르, 마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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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장조는 라모의 �화성론�에 의하면, “즐거움, 크게 기뻐함, 장엄함, 기품”을 나타내는 조성15)으로, 

이는 샤르팡티에(Marc-Antoine Charpentier, 1643-1704)의 �작곡의 규칙�(Règles de composition, 

c.1692)이나 마송(Charles Masson, c.1660-c.1725)의 �신 논서�(Nouveau Traité, 1697), 그리고 장 

루소(Jean Rousseau, 1644-1699)의 �분명한 방법론�(Méthode claire, Paris, 2/1683)에서도 비슷하

게 규정되었다.16) 더욱이 마테존(Johann Mattheson, 1681-1764)은 �새로이 단장한 오케스트라�

(Das Neu-eröffnete Orchestre, 1713)에서 플루트와 바이올린에 의해 반주되는 D장조를 “섬세하고 

우아함”을 드러낸다고 밝혔다.17) 이처럼, 디안은 부점 리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플루트와 바이

올린의 반주가 있는 D장조에서 처음 등장함으로써, 장엄한 기품을 지닌 섬세하고 우아한 여신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과 즐거움을 준다. 더욱이 그녀는 화성을 지탱해 주던 바스 콩티뉘

(basse continue) 대신, 일반적으로 남자 성부가 맡는 특권이었던 기초저음(basse fondamentale)을 

노래함으로써, 주체적인 모습 또한 보여준다.18) 

숲의 주민들의 등장이 마쳐지면, 디안은 앞부분과 분명히 대비되는 빠르기인 ‘상당히 느

리게’(Assez lent)로 10행의 긴 가사를 노래한다. 이 부분은 가사에 의해 두 부분으로, 즉 1-4행과 

5-10행으로 나누어진다. 그녀는 먼저 백성들에게 충성을 다해 자신을 섬기면 영원한 평화를 줄 것

이라고 말하는 한편, 후반부에서는 강한 괴물인 라무르를 언급하며 불길함을 암시하여 준다. 그리

고 이에 따라 라모는 전반부를 앞부분의 에르와 같이 플루트와 제2바이올린에 의해 반주되는 D장

조의 3박의 에르로 작곡한 반면, 후반부는 빈번한 전조가 발생하는 2박의 레시타티프 오르디네르

(récitatif ordinaire)로 작곡했다[표 2]. 

에르 레시타티프 오르디네르

가사 1-4행 5-10행

반주 플루트, 제2바이올린 바스 콩티뉘

박자 3박자 2박자

조성 D-A-D b-D-A-f♯

<표 2> 프롤로그 1장의 디안의 노래 구성

15) Rameau, Traité de l’harmonie réduite à ses principes naturels, 157.

16) Rita Katherine Steblin, “Key Characteristics in th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 a Historical 

Approach,” (Ph.D. Dis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81), 60.

17) Johann Mattheson, Das Neueroffnete Orchestre, Part III, chapter II. (김영란, “18세기 정서론과 마테존”, 

�음악과 민족� 제12호 (1996. 11) 274 재인용.)

18) Cynthia Verba, Dramatic Expression in Rameau’s Tragédie en Musique: Between Tradition and 

Enlightenmen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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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안의 에르에서는 목관악기인 플루트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는데, 이는 숲의 여신인 디안

을 상징해 준다. 

이후, 디안의 솔로와 4성부 합창(Dessus, Haute-Contre, Tailles, Basses)은 전조 없이 D장

조에서 교대로 나타난다. 디안은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등장한 라무르를 보고, 숲의 주민들에게 

레시타티프 오르디네르로 도망치라고 말한다. 이에 그들은 현악기의 오케스트라 반주 위에서 그러

기 쉽지 않다고 화성적으로 응답한다. 이처럼 디안과 숲의 주민들은 말과 같은 레시타티프와 오케

스트라 반주가 붙은 4성부 호모포니한 합창으로 음악적으로 분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특히, 이 부분

은 숲의 주민들에게 사랑의 감성이 얼마나 맞서기 어려운지, 즉 사랑의 강력한 힘을 암시하여 준다. 

한편, 디안은 2장에서 라무르가 자신의 평온한 숲에 쳐들어오게 되자, 당장 떠나라고 명

령한다. 

Va, fuis, ton seul aspect vient redoubler ma haine. 떠나라, 도망가라, 너의 모습만으로도 나의 증오가 더 심해진다. 

이는 앞의 에르와 동일한 D장조에서 노래되다가 완전종지된다[악보 3]. 

<악보 3> 프롤로그 2장 중, 디안의 레시타티프, 마디 9-11 

그러나 라무르가 쉽게 물러서지 않자, 그녀는 라무르를 향해,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의 사슬로 

결박할 수 없다고 말한다. 

Enchaîne à ton gré l’univers, 너는 세상을 제멋대로 속박하지만,

Mais respecte ces bois où je tiens mon empire. 그러나 나의 지배지인 이 숲을 간섭하지 마라. 

Non, les coeurs que Diane inspire 아니, 디안이 인도하는 사람들을 

Ne porteront jamais tes fers. 너는 결코 사슬로 묶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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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G장조의 3박의 에르로, 바스 콩티뉘의 반주 위에서 노래된다[악보 4]. 

<악보 4> 프롤로그 2장 중, 디안의 에르, 마디 32-36

이 노래는 에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레시타티프처럼 오직 바스 콩티뉘의 반주 위에서 음절적이고 

비교적 순차 진행으로 낭송적으로 노래된다. 특히, 이는 화려한 선율로 장식되는 라무르의 에르[악

보7 참조]의 바로 뒤에 나옴으로써, 디안과 라무르의 성격을 음악적으로도 뚜렷이 대조시켜 준다. 

다시 말해 디안은 라무르가 화려한 선율로 ‘감성’을 드러내는 것과는 달리, 주로 음절적이고 낭송

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이성적’으로 ‘말’을 한다. 

디안은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라무르가 쉽게 물러서지 않자, 최고의 신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주피터(Jupiter)에게 그를 고발한다. 

Arbitre souverain du ciel et de la terre, 하늘과 땅의 최고 권한을 가진 지배자여,

Dieu puissant dont je tiens le jours, 당신 덕분에 제가 태어났지요.

Pourras-tu souffrir que l’Amour 당신은 참을 수 있나요? 라무르가

Jusqu’aux lieux où je règne ose porter la guerre? 감히 제가 통치하는 곳까지 쳐들어 온 것을요?

C’est toi qui m’as donné l’empire des forêts 숲의 나라를 제게 주셨으니

Et tu dois soutenir les dons que tu m’as faits. 당신은 제가 이들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어야만 해요. 

주피터에 의해 숲의 지배권을 갖게 된 디안은 라무르로부터 위험에 처한 자신의 숲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한다. 그녀는 장중한 2박자의 길게 지속되는 오케스트라 반주 위에서 G장조로 위엄 

있게 노래한다[악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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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프롤로그 2장 중, 디안의 레시타티프 오블리제(récitatif obligé), 마디 93-97

그러나 주피터는 데스탕에 의해 라무르가 단 하루 동안 디안의 숲에 대한 통치권을 얻었음을 전한

다. 이에 디안은 다음 4장에서 신이 명령한 법에 순응할 것임을 밝히며, 위험에 처할 이폴리트와 

아리시를 보호할 것임을 선언한다. 

1행 Nymphes, aux lois du sort il faut que j’obéisse. 님프들이여, 나는 데스탕의 법을 따라야만 한다네.

2행 Je mets des aujourd’hui vos cœurs en liberté 오늘부터 너희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

5행 Hippolyte, Aricie, exposés à périr, 이폴리트와 아리시는 죽을 위험에 당할 수 있다네. 

6행 Ne fondent que sur moi leur dernière espérance.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나한테 달려 있다네.

…

8행 C’est à moi de les secourir.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네. 

8행으로 이루어진 디안의 모놀로그는 바스 콩티뉘의 반주위에서 레시타티프 오르디네르로 노래된

다. 특히 이 노래는 A장조로, 2박과 3박이 교대로 나타나는 불안정한 박자 위에서 진행한다[악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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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프롤로그 4장 중, 디안의 모놀로그, 마디 1-5

디안은 최고의 신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단 하루 동안 라무르의 통치를 허락할 수밖에 없지만, 

끝에는 자신의 백성들, 즉 이폴리트와 아리시를 보호하고 ‘지배’할 것임을 단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디안은 5장으로 구성된 프롤로그 중에서, 주피터가 이끄는 3

장과 라무르의 통치권이 시작되는 5장을 제외하고는 중요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그녀는 D장조와 

G장조, 그리고 A장조로 주로 진행함으로써, 장조성을 보여준다[표 3]. 

내용 조표 조성

프롤로그

1장 디안이 숲의 백성들에게 라무르를 피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명함 ♯ D장조 

2장
라무르에게 자신의 백성을 통치할 수 없다고 말함 ♯ G장조

주피터에게 라무르를 고발함 ♯ G장조

4장 이폴리트와 아리시를 보호할 것을 말함 ♯ A장조

<표 3> 프롤로그에서 디안의 조표와 조성

그리고 이 조성은 모두 라모에 의해 “즐거움, 장엄함, 위엄, 우아함, 기품” 등의 성격으로 규정되었

다. 이 외에도, 디안은 라무르가 침범하기 전인 1장의 에르를 제외하고는 2장부터는 장식적인 오케

스트라 반주가 수반되는 에르를 노래하지 않는다. 그녀는 주로 레시타티프로 진행하며, 2장의 에르

에서도 마치 레시타티프와 같이 바스 콩티뉘나 혹은 길게 지속하는 오케스트라 반주 위에서 주로 

음절적이고 낭송적으로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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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성의 여신, 라무르

디안이 이성적으로 자신의 숲을 평온하게 만들고자 했다면, 라무르는 사랑의 정념으로 그러한 

질서를 깨트리고자 한다. 계몽주의 사상을 집대성 한 �백과전서�에 의하면, 민첩함과 변덕스러움

을 상징하는 ‘날개’와 힘을 상징하는 ‘활’, 그리고 활동을 상징하는 촛대에 붙은 ‘불’을 지니고 있

는19) 라무르는 프롤로그의 2장에서 처음 무대 위에 등장한다. 

Pourquoi me bannir de ces lieux? 왜 이 장소에서 나를 내쫓으려 하는가요?

Quoi! le vaste univers n’est-il pas mon partage? 왜! 이 넓은 세상을 나눌 수 없나요?

Les Enfers, la Terre et les Cieux, 지옥, 땅과 하늘,

Tout doit rendre à l’Amour un éclatant hommage. 이 모든 곳은 라무르에게 눈부신 경의를 바쳐야 한다네.

그는 디안을 섬기는 숲의 님프들과 주민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불어 넣음으로써 그들을 지배하고자 

한다. 두 대의 플루트와 비올라의 반주가 따르는 라무르의 첫 에르는 b단조에서 노래된다[악보 7]. 

19) Diderot, “AMOUR”,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t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vol. 

1 (1751), 374b.

마디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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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단조는 라모에 의하면 “달콤함, 애정 어림, 다정함”을 상징하는 조성으로,20) 사랑의 정념을 부여

하는 라무르와 잘 어울린다. 또한 라무르는 디안과는 달리 장식적이며 모방적인 진행이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라무르는 이와 같이 프롤로그의 2장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이보다 앞선 1장에서 음악으로 

예비 된다. 7마디의 짧은 프렐류드(Prélude)는 디안이 백성들에게 강력한 힘을 지닌 “괴

물”(monstre)인 라무르를 언급한 것에 뒤이어 나타난다. “감미로운 합주”라고 대본에 지시되어 있는 

이 프렐류드는 3박자의 b단조로, 두 대의 플루트와 두 대의 바이올린, 그리고 바스 콩티뉘에 의해 연

주되며, 특히 두 대의 플루트와 제1바이올린에서 나타나는 부드러운 부점 리듬이 특징적이다[악보 8]. 

<악보 8> 프롤로그 1장 중, 프렐류드 “감미로운 합주”, 마디 1-4

20) Rameau, Traité de l’harmonie réduite à ses principes naturels, 157.

마디 26-29

<악보 7> 프롤로그 2장 중, 라무르의 에르, 마디 12-13과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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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단조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라무르의 중심 조성으로, 이 프렐류드는 라무르가 곧 등장할 것임

을 암시하여 준다. 이는 뒤따르는 디안의 가사를 통해서 보다 분명해진다. 

Quels doux concerts se font entendre? 감미로운 연주가 들리나요? 

… …

Que vois-je? c’est l’Amour! 

venez, suivez mes pas,

내가 뭘 보는 거지? 라무르다! 

와라, 나를 따르라!

이처럼, 라무르는 프롤로그의 1장과 2장을 통해 b단조의 중심 조성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한편, 라무르는 본 극에서도 나오는 디안과는 달리, 오직 프롤로그에서만 등장한다. 2장

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프롤로그가 종결되는 5장까지 무대 위에 계속 나타나지만, 5장에

서 가장 두드러진다. 5장은 라무르가 데스탕으로부터 단 하루 동안의 통치권을 허락받은 후 이를 축

하하기 위한 디베르티스망으로, 에르와 춤, 그리고 합창 등의 장식적인 음악으로 가득 차 있다. 우선, 

라무르는 숲의 백성들에게 디안이 없는 동안, “가장 달콤한 기쁨”인 사랑을 주겠노라고 말한다. 

Peulpes, Diane enfin vous livre à ma puissance 백성들이여, 마침내 디안이 너희들을 내게 넘겨주었다네.

Et vous pouvez aimer au gré de vos désirs. 너희들은 이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네. 

Je vais par les plus doux plaisirs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달콤한 기쁨을 준다네. 

Vous consoler de son absence. 디안의 부재를 달래주기 위해

라무르의 이 레시타티프는 바스 콩티뉘의 반주 위에서, 4/4박자에서 2/2박자로, 그리고 또 다시 

4/4박자에서 3/4박자로, 거의 매 마디마다 박자가 바뀌는 불안정한 박자 안에서 f♯단조로 노래된

다[악보 9].

<악보 9> 프롤로그 5장 중, 라무르의 레시타티프 오르디네르, 마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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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레시타티프가 종결되면 1장의 프렐류드와 유사하게, 두 대의 플루트와 두 대의 바이올린, 

그리고 바스 콩티뉘에 의한 7마디(마디 9-15)의 f♯단조의 프렐류드가 이어진다[악보 10]. 

<악보 10> 프롤로그 5장 중, 프렐류드, 마디 9-18

이 프렐류드는 3/4박자로, 두 대의 플루트와 제2바이올린이 서로 모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대

본의 지문을 표현한 것이다.

Les AMOURS enchaînent avec des fleurs 라무르들은 꽃들로 속박한다

les habitants des forêts et les nymphes de DIANE. 숲의 주민들과 디안의 님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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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트와 제2바이올린의 모방적 진행은 사랑을 비유하는 꽃들이 순결한 숲의 주민들과 디안의 님프

들을 옭아맴을 암시하여 준다. 사람들 간의 매듭을 맺는 것은 ‘사랑’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

다.21) 이 외에도 빠르게 순차 하행과 상행 진행하는 화려한 선율은 사랑의 민첩성과 더불어 감각적

인 사랑의 특성을 암시하여 준다. 그리고 이 선율을 모방하여, 라무르의 에르가 바로 이어진다. 

라무르는 디안의 숲을 ‘사랑의 평화’로 지배하고자 한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열의 

있게 섬기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화살을 쏘아 주겠다”고 말한다. 

Régnez, aimable paix, 다스리자, 사랑스런 평화로,

Régnez dans ces forêts! 이 숲 속을 지배하자!

Qu’à nos voeux empressés votre zéle réponds! 열의를 다해 내게 맹세 한다면, 내가 응답하겠노라!

Et vous, tendres Amours, faites voler ces traits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정한 라무르들은, 화살을 쏠 수 있다네. 

Dont dépend le bonheur du monde!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라무르는 앞에 나온 7마디의 오케스트라 프렐류드를 모방하여, 3박으로 된 f♯단조의 에르를 노래

한다. 장식적인 선율과 더불어 가사 그리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 노래는 마치 이탈리아 양식의 

기교적인 아리아를 떠오르게 한다. 이는 1행의 가사 “다스리자”(Régnez)와 4행의 가사 “화살을 쏘

다”(faites voler ces traits)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4행의 “화살을 쏘다”는 16분음표의 빠

른 순차 상행 진행을 통해 화살의 민첩성뿐 아니라, 플루트와 바이올린, 그리고 노래가 서로 모방

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화살이 여기저기 쏘아지고 있음을 묘사해 준다[악보 11]. 

이처럼 라무르의 노래는 대부분 화려하게 장식된다. 특히 그는 5장에서 빈번하게 f♯단조

로 노래하는데, 이 조는 라모가 자신의 이론서에서 그 성격을 따로 규정지어지진 않았지만, 라무르

의 중심 조성인 b단조의 5도 위의 딸림음조로, 두 조는 가깝다. b음을 울렸을 때 이 음 외에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음이 f＃음이기 때문이다. 

21) Diderot, “AMOUR”,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t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3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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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프롤로그 5장 중, 라무르의 에르, 마디 36-44 

한편, 프롤로그는 라무르의 레시타티프 오르디네르로 종결된다. 그는 숲의 주민들에게 이 

기쁜 날을 축하하고, 사랑의 최종 결실인 결혼의 신 앞에 나아가자고 말한다. 

Par de nouveaux plaisirs couronnons ce grand jour! 새로운 기쁨을 위해, 이 멋진 날을 축하하자. 

Au temple de l’Hymen, il faut que je vous guide. 리멘의 신전으로, 나는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라네.

A la fête avec mois je consens qu’il préside. 리멘이 나와 함께 이 축제를 주재한다네. 

Que son flambeau s’allume aux flammes de l’Amour! 리멘의 촛대를 라무르의 불로 밝히자. 

2박자로 바스 콩티뉘의 반주가 수반되는 이 레시타티프는 라무르의 중심 조성인 b단조로 다시 되

돌아와 노래된다[악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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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프롤로그 5장 중, 라무르의 레시타티프, 마디 1-3

더욱이, 이 노래는 레시타티프임에도 불구하고, 라무르의 상징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촛대에 밝혀진 

“불꽃”(flammes)22)을 길고 화려하게 장식한다[악보 13]. 

<악보 13> 프롤로그 5장 중, 라무르의 레시타티프, 마디 14-18

이와 같이, 프롤로그에서만 등장하는 라무르는 다음과 같은 조표와 중심 조성을 가진다[표 4]. 

막 장 내용 조표 조성

프롤로그

2장 라무르는 디안에 맞서 자신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말함 ♯ b단조

5장
디안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된 라무르는 그들에게 마음껏 사랑하라고 말함 ♯ f♯단조

라무르는 백성들에게 이 기쁜 날을 축하하자고 말함 ♯ b단조

<표 4> 라무르의 조표와 조성

22) Diderot, 위의 글, 3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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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무르는 “다정함, 달콤함, 애정”을 드러내는 b단조를 중심 조성으로, 가까운 5도 위의 관계조인 f

♯단조로의 전조만이 일어난다. 이처럼 라무르는 주로 장조로 진행했던 디안과는 달리, b단조와 f#

단조의 단조성을 주로 가진다. 이 외에도 라무르의 선율은 오케스트라의 빈번한 반주 위에 장식적

이고 모방적으로 진행한다. 

4. 나가는 글: 이성과 감성의 대립을 넘어 조화로

≪이폴리트와 아리시≫의 상층부에는 이성과 감성으로 서로 대립하는 두 신인, 디안과 라무르

가 나온다. 그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음의 표와 같이 음악적으로 대비된다[표 5]. 

디안 라무르

조성 장조성 (D장조, A장조, G장조) 단조성 (b단조, f＃단조)

음악적 특징 낭송적, 음절적, 화성적 장식적, 모방적

반주 악기 플루트, 제1바이올린, 바스 콩티뉘 플루트, 제2바이올린/비올라, 바스 콩티뉘

<표 5> 디안과 라무르의 음악적 특성

디안은 D장조와 이의 딸림음조인 A장조와 버금딸림음조인 G장조 안에서 주로 노래한다. 한편, 라

무르는 b단조와 이의 딸림음조인 f♯단조로의 전조가 일어난다. 이처럼 디안과 라무르는 각기 장

조성과 단조성을 드러내는데, 이는 프롤로그의 3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두 신은 주피터로부터 데

스탕의 뜻을 전달받고는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주피터가 E장조로 라무르의 통치권을 허락하자, 디

안은 같은 E장조로 “치욕스러워라!”(Quelle honte!)를 노래하는 반면, 라무르는 이의 관계 단조인 

c♯단조에서 “승리했구나!”(Quelle victoire!)를 노래한다[악보 14]. 

<악보 14> 프롤로그 3장 중, 디안과 라무르의 응답, 마디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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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안은 통치권을 빼앗기는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조’로 응답하는 반면, 라무르는 통치

권을 얻어 ‘기쁨’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조’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디안과 라무르의 두 신 간의 대립적인 성격은 장⋅단조의 조성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모는 디안을 장조성으로, 그리고 라무르를 단조성으로 작곡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라모가 두 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추측하여 볼 수 있다. 라모의 이론서에 따르면, 장조는 자연

에서 직접적으로 생성되는 것인 반면, 단조는 그렇지 않다. 단조는 그저 장조에 의존하여 발생되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장조는 단조보다 더 우월하다. 따라서 디안이 라무르보다 더 우세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두 신이 비유하는 이성과 감성으로 치환해보면, 이성이 감성보다 더 우등

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욱이, 두 사람 간의 대립은 조성 외의 음악적 특징에서도 나타난다. 이성을 상징하는 

디안은 주로 음절적이고 낭송적으로 노래하는 반면, 감성을 상징하는 라무르는 장식적이고 모방적

으로 노래한다. 즉 라무르가 ‘노래’, 즉 ‘음악’을 감각적으로 드러낸다면, 디안은 ‘말’을 한다. 이와 

같이 작곡가 라모는 극렬하게 서로 대립하는 디안과 라무르를 조성과 대비되는 음악적 요소들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라모가 이성의 디안을 감정의 라무르보다 더 우

월한 신으로 여겼음을 추정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조와 단조로 대립되는 디안과 라무르는 서로 가까운 관계조 안에서 진행된다. 

라모는 라무르를 디안의 D장조와 가장 먼 조라고 할 수 있는 A♭이나 f단조로 작곡하지 않고, 디

안과 동일한 조표(＃)를 가지고 있는 가까운 조성인 b단조로 작곡하였다. 그러니까 디안과 라무르

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듯하지만,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라무르는 디

안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적용한 바와 같이, 두 신이 상징하는 ‘이성’과 ‘감

성’의 관계로도 확대시켜 볼 수 있다. 감성은 일반적으로 이성의 타자로 오랫동안 정의되어 왔으

나,23) 그렇다고 이성에 대립되는 개념은 결코 아니었다. 특히,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그러하였

다. 당시 ‘사랑’을 비롯한 ‘감성’은 ‘이성’보다 분명히 열세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무조건적으로 부

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성 못지않게 감성이 중요한 가치를 얻었던 시대가 

바로 이 때였기 때문이다.24) 당시 이성은 물론 감성 보다 훨씬 더 우위에 위치한 것은 사실이었으

나, 서로 대립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연계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25) 

23) 권수미, “계몽주의와 여성의 이성: �이탈리아인�을 중심으로”, �18세기영문학� 제8권 제1호 (2011), 6.

24) 이혜숙, “계몽주의 도덕을 통해 본 이성과 비이성의 역동적 상호관계”, �프랑스학연구� 37집 (2006.8.15.), 

302.

25) 권수미, “계몽주의와 여성의 이성: �이탈리아인�을 중심으로”, 6.



초기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과 감성    29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음악비극 ≪이폴리트와 아리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다. 이성의 디안과 감정의 라무르는 프롤로그에서 극명하게 대립하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목적을 

달성하려하기 때문이다. 디안은 프롤로그의 4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폴리트와 아리시를 보호하

고, 두 연인을 결합시킨다. 실제로 처녀성을 지닌 그녀는 모순적이게도 5막에서 이 연인의 결혼을 

주재한다. 이는 디안이 아리시 숲의 왕이 된 이폴리트의 왕가를 지키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디

안은 비록 처녀성을 지녔지만, 왕실의 종족과 왕위의 계승을 보호하는 여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안의 원수지간인 이폴리트와 아리시를 서로 사랑하게 만든 것은 바로 라무르에 의한 것

이었다. 즉 두 사람은 라무르가 부여한 감정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나, 디안의 통제 가운데 순

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류 보호와 왕위 계승을 위해 디안에 의해 보호된 것이다. 

이처럼 계몽주의 시대 때 사랑을 비롯한 감성은 꼭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 것만은 아니

었다. 이는 �백과전서�의 “라무르”의 항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라무르’는 비도덕적인 욕망과 숭

고한 감성이 뒤섞인 신으로, “잔인하고 모든 악”의 근원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평화”와 “조화”, 

그리고 “모든 덕”의 신으로도 여겨졌다.26) 그는 사람들의 눈을 가림으로써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눈이 멀어” 이성을 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댐으로써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27) 라무르의 이러한 대비되는 특성은 사람의 영혼

에 따라, 즉 사랑을 얼마나 이성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28) 

그리고 이는 자율적 이성을 중심에 놓음으로써 계몽주의의 완성자로 알려져 있는 칸트에

게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과 

�실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에서 감성과 이성 사이의 대립과 구분 뿐 아니라, 

이 둘 사이의 연결과 상호관계 역시 역설했다.29) 칸트의 이성은 독단적 이성이 아니라 감성의 한

계 내에서 그리고 감성적 제약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자율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이성이다.30) 그

렇기에, 칸트는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사이에서 때론 충돌하고 때론 서로를 제약하기도 하지

만, 그럼에도 양자의 완전한 통일을 꿈꾸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다.31) 다시 말해, 칸트는 인간에

26) Diderot, “AMOUR”,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t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374b-375a.

27) Diderot, 위의 글, 375a.

28) Diderot, 위의 글, 375a.

29) 최소인, “인간 : 이성과 감성 사이의 존재 - 칸트 철학에서 이성과 감성의 대립과 조화의 문제 -”, �철학논총� 

제99집 (2020), 335.

30) 최소인, 위의 글, 336.

31) 최소인, 위의 글,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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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이성과 감성이 갈등을 일으키며 대립할 뿐 아니라, 조화와 통일 역시 필연적으로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32) 그리고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모의 첫 번째 음악비극 ≪이폴

리트와 아리시≫의 프롤로그에 나오는 두 여신인 디안과 라무르에게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라모가 작곡가로서도 계몽주의적 면모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32) 최소인, 위의 글,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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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주의(Enlightenment, les Lumières), 이성(Reason), 감성(Sense), 디안(Diane), 라무르

(L’Am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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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Sense in the Early Enlightenment Period: 

focused on Diane and L’Amour in the Prologue of Rameau’s 

tragedie musique Hippolyte et Aricie

Sunok Ryu

This paper discusses how Rameau, as a composer and one of the early 

Enlightenment theorists, deals with the music of Diane and L’Amour in the Prologue 

of his first tragédie en musique, Hippolyte et Aricie. The music of Diane, who 

represents reason and establishes order, is written in major keys (D, G, and A) and 

characterized by recitational phrases and homophonic writing. On the contrary, the 

music of L’Amour, who represents sense and destroys order, is written in minor keys 

(b and f#) and characterized by frequent use of embellishments and polyphonic 

writing. By composing the music of Diane and L’Amour in two contrasting musical 

styles, Rameau musically emphasiz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haracters. In 

his theoretical writings, Rameau describes the major tonalities as natural and positive 

and minor tonalities as unnatural and negative, therefore, it is clear that Rameau 

regarded Diane to be superior to L’Amour. However, Rameau composed the music 

of Diane (D Major) and L’Amour (b minor) in closely related keys so that they are 

described as two deities existing in harmony rather than sharply contrasting them as 

two clashing characters. Rameau’s way of describing Diane and L’Amour as 

contrasting but harmoniously co-existing characters reflects how reason and sense 

were perceived in the early Enlighten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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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과 감성: 

라모의 음악비극 ≪이폴리트와 아리시≫의 프롤로그에 나오는 

디안과 라무르를 중심으로

유선옥

본 논문은 초기 계몽주의 이론가이자 작곡가였던 라모가 자신의 첫 음악비극 ≪이폴리트와 아

리시≫의 프롤로그에서 이성과 감성으로 치환할 수 있는 디안과 라무르를 어떻게 음악적으로 처

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라모는 질서를 세우는 디안을 장조성(D, G, A)으로, 그리고 낭

송적이고 화성적으로 작곡한 반면, 질서를 깨트리는 라무르를 단조성(b, f＃)으로, 그리고 장식적

이고 모방적으로 작곡하였다. 이러한 음악적 대비를 통해, 라모가 디안과 라무르를 음악적으로 대

립시켰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라모의 이론을 통해 장조성의 디안을 단조성의 라무르보다 더 우

월하게 여겼음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라모는 디안(D)과 라무르(b)를 조성적으로 가깝게 

설정함으로써, 두 신을 극렬하게 대비시키기보다는 조화롭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는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과 감성을 바라본 시각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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