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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특선오페라Ⅱ M. A. Mozart  Le Nozze di Figaro

지휘  이은순연출 및 총감독  박수길

예전에는 이발사였지만 지금은 알마비바 백작의 하인이 된 피가로와 백작의 시녀 수잔나와의 결혼이 주제이다.

알마비바 백작의 하인이 된 전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는 백작부인 로지나의 시녀 수잔나와의 혼례 허락을 받고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

에는 장해가 되는 두 가지 계략이 숨겨 있었다. 이 결혼을 이용하여 은밀히 첫날밤의 권리(당시의 주인들은 하인들의 결혼식 때 신부와 첫날밤을 잘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를 행사하려는 호색적인 백작의 계략과 피가로를 짓궂게 따라다니는 마르첼리나의 계략이 그것이다. 백작은 수잔나가 고분

고분 자기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서 초조해 한다.

한편, 백작의 바람기를 한탄하는 백작부인 로지나는 피가로를 부추겨 거짓 편지를 쓰게 해서 남편의 질투심을 부채질하려 한다. 그 일을 위해 하인 

케루비노를 여자로 변장시키고 있을 때 갑자기 백작이 등장한다. 당황한 케루비노는 창문에서 뛰어내리면서, 피가로가 쓴 거짓 편지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 편지는 결국 백작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백작은 이 모든 일을 조정하는 것이 피가로라는 사실에 대해 화를 내고, 또 수잔나가 자기 말을 듣

지 않는 데 대해 화가 났다. 그는 마르첼리나의 제소를 받아들여 재판을 열어서 마르첼리나가 이겼다고 판정한다. 피가로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

하게 되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르첼리나가 실은 피가로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한편 케루비노의 여장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백작부인

은 자신이 수잔나로 변장하여 백작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기로 한다. 수잔나와 합의를 본 이일은 피가로에게는 비밀리에 추진된다. 백작뿐 아니라 

피가로까지도 변장한 백작부인을 진짜 수잔나로 알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지만, 백작이 애써서 얻은 여자가 다름 아닌 자기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

지자, 백작의 바람기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막이 내린다.

(사)한국소극장오페라(체임버오페라)연합회는 특별공연을 통해서 오페라 무대에 서기를 원하는 신인 성악가들과 이미 오페라계에서 활동
하고 있는 중견 성악가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연으로 지난해, 2011년 한여름 특선 “COSI FAN TUTTE”를 시작으로 올해 공연은 “Le Nozze 
di Figaro”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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