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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스크리아빈(Alexander N. Scriabin, 1871-1915)과 메시앙

(Olivier Messiaen, 1908-1992)의 공감각적 음악을 분석함으로써 중학교

음악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이다. 공감각은 하

나의 감각기관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다른 영역의 감각이 발생하는 현

상으로, 예술가들의 창작 동기나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은유나 상징적

기법으로 예술작품에 표현되어 왔다. 특히 음악분야에서 작곡가의 공감

각적 지각은 작곡기법과 표현양식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공감각

적 음악의 탄생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각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그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으며,

공감각적 음악뿐 아니라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스크리아빈의《프로메테우스》(Prometheus, 1910)

와 메시앙의《천국의 색채》(Couleurs de la cité céleste, 1963)를 선정

하여, 작품 속의 공감각적 요소를 분석하고 음악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고찰해보았다. 스크리아빈은 서로 다른 조성을 특정한 색으로 인식하는

색청 공감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색채표현을 위한 별도의 성부를 악보에

포함하거나 신비화음을 통하여 색채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메시앙 역시,

자신의 공감각적 지각을 바탕으로 악보에 특정한 색을 직접 지시하거나

선법과 화음을 색과 대응시킴으로써 음악적 구조 안에 색채적 요소를 포

함하였다. 이처럼 작곡가의 공감각은 고유의 음악어법을 통해 작품에 반

영되었고, 결과적으로 색과 소리의 동시적인 제시를 통해 더욱 강화된

음악적 효과를 제공하였다.

이상의 특징을 고려해볼 때, 공감각적 음악은 음악수업에 활용함으로

써 학생들에게 미적체험과 창의력 계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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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라는 작곡가의 독특한 지각방식은 악곡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작품 속에 내재된 공

감각적 요소를 통해 다양한 예술의 형태를 느끼고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감각 간의 결합을 통해 작곡가의 공감각적 지각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

해봄으로써 음악의 심미적 체험을 극대화시키고 상상력과 창의력 계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 교육적으로 활용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공감각적 음악

을 활용한 교수․학습방안을 제안하였다. 각 수업은 ‘공감각의 이해’, ‘프

로메테우스’, ‘천국의 색채’ 의 학습주제를 가지고 3차시에 걸쳐 진행되

며, 차시별로 구체적인 학습목표와 내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조성

의 변화를 색으로 표현한 색채악보를 만들거나 색채선법의 다양한 색채

와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활동 등을 통해 작곡가의 공감각적 지각

을 이해하고 음악과 색채 간의 공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공감각적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각과 사고의

통합을 통해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창의력 계발을 위한 교육적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음악에서의 공감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더 많은 공감각적 음악의 교육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예술세계에 대한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공감각적 음악, 음악교육, 스크리아빈, 메시앙, 프로메테우스,

천국의 색채

학 번 : 2009-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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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특정한 음 혹은 음악을 듣고 특정한 색이 떠오른 적이 있는가? 하나의

감각기관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다른 영역의 감각이 발생하는 현상을

공감각(synesthesia)이라고 하며, 한 감각이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신경학적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감각은 예술가들의 창작 동기나 과

정에 예술적 아이디어로 사용되거나 은유나 상징적 기법으로 예술작품에

표현되었다. 특히 음악분야에서 음과 색의 공감각적 결합은 작곡가의 작

곡기법과 표현양식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음악작품의 탄생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감각적 음악1)은 중학교 음악수업의 제재곡으로 활용함으로

써 악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감각 간의 결합을 사

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감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사실 빠른

박자와 현란한 화성의 대중음악에 익숙한 중학교 학생들에게 클래식음악

을 지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반음계적 선율과 불협화음, 무조

성, 불규칙적인 박자 등을 지니는 현대음악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에

공감각적 음악은 작곡가의 독특한 지각과정과 표현방법을 통해 작품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하여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고, 청각위주의 전

통적인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감각의 결합을 통한 통합적인 음

악수업의 형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 교육적으로 연구될 만

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공감각적 음악을 중학교 음악수업에 어

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공감각적 음악의 교

1) 본 논문에서 공감각적 음악(synesthetic music)이란 작곡가의 공감각적 지각을 바탕으

로 창작 동기나 과정에 있어서 감각 간의 결합이 직, 간접적으로 표현된 음악으로, 감

상자들로 하여금 공감각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의미한다. (Dani Cavallaro,

Synesthesia and the Arts, 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and

Company, 2013,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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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스크리아빈(Alexander N.

Scriabin, 1871-1915) 의《프로메테우스》(Prometheus, 1910)와 메시앙

(Olivier Messiaen, 1908-1992)의《천국의 색채》(Couleurs de la cité

céleste, 1963)를 선정하였다.2)

스크리아빈은 서로 다른 조성을 특정한 색으로 인식하는 색청 공감각

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공감각적 지각을 바탕으로 음과 색을 결합

한 독특한 표현기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악보에 색채표현을 위한 별도의

성부를 포함하여 관현악이 연주되는 동안 특정한 색채를 나타내거나, 화

음의 다양한 전이를 통해 다채로운 색채적 효과를 표현하였다. 한편, 메

시앙도 음악을 들을 때 특정한 색채를 지각하는 공감각을 가지고 있었

다. 그는 음과 색의 대응을 통해 청중들도 자신과 유사한 공감각적 경험

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악보에 색채를 직접 지시하거나 음악적 요소와

색채 간의 결합을 통해 음악적 구조 안에 색채적 요소를 포함하였다. 이

러한 작품들 속에 표현된 화음, 선법, 성부의 진행 등은 색채와 결합되어

표면적 혹은 내재적으로 다양한 공감각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음악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음악적 개념과 다양한 음악활동의 가능성을 지닌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각적 음악은 그 당시 공감각에 대한 이해의 부

족으로 인해 크게 각광받지 못했으며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다행

히 최근 들어 예술에서의 공감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스크리아빈

과 메시앙의 공감각과 그들의 작품을 공감각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 가능성이나 활용방안 등 교육적 범주에

서의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3) 따라서 본 연구는 스크리아빈과 메시앙

2) 음악교육에서는 공감각의 교육적 당위와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의 공감각적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왔다. 코다이(Zoltan Kodaly, 1882-

1967)의 ‘손기호(hand signs)’나 달크로즈(Emile Dalcroze, 1865-1950)의 ‘유리드믹스

(Eurhythmics)’가 대표적인데 음악과 신체를 결합함으로써 감각의 민감성을 증진하는

음악학습방법으로, 실제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등

학교의 경우, 공감각 능력 자체를 길러주기 위한 교수방법보다는 공감각적 음악을 통

해 작곡가의 지각과정과 표현기법을 이해하고, 작품 속에서 공감각적 요소를 발견하

며, 공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사고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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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감각적 음악을 중학교 3학년 음악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공감각이 음악과 미술 분야의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둘째, 관련 저서, 인터

뷰 기록, 악보의 서문 등의 자료를 통해 스크리아빈과 메시앙의 공감각

을 알아보고, 셋째, 이러한 지각과정이 음악작품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고찰해본 뒤, 넷째, 이를 바탕으로 공감각적 음악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스크리아빈과 메시앙의 공감각

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공감각적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부 특

정 사조의 작곡가와 작품으로 편중된 중학교 음악수업에 다양한 악곡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감각과 사고의 통합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

함으로써 창의력 계발을 위한 교육적 시도로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으로 보인다.

3) 스크리아빈과 메시앙을 공감각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로는 박지원, “음악사에 나타난

싸이네스테시아와 이를 통한 음악작품의 고찰(Variety of Synesthetic Association in

Music History and Music Composition)”,『지성과 창조』, 9, 2006; K. Peacock,

“Synesthesia Perception: Alexander Scriabin's Color Hearing”, Music Perception,
2(4), 1985; Joseph Edward Harris, “Musique Colorée: Synesthetic Correspondence
in the Works of Olivier Messiaen”, Ph. D. diss. University of Iowa, 2004;

Jonathan W. Bernard, “Messiaen's Synesthesia: The Correspondence between

Color and Sound Structure in His Music”, Music Perception, 4(1), 1986. 등이 있

으며, 공감각을 음악 교육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J. P. Chae, “Synesthesia, a

Method for Total Artwork in Music Education: Investigation and Instructional

Models”, Ph. D. diss. Columbia University, 2004; 박지원,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

한 총체예술 수업 모형: 초등학교 음악수업 모형”,『낭만음악』, 21(2), 2009. 등이 있

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감각의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고, 교육적 활용을 위한 아이

디어를 제시하였다.



- 4 -

Ⅱ. 이론적 배경

1. 공감각(synesthesia)

공감각은 19세기 초에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로 의학, 심리학, 신

경학, 예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4) 과거 한때 특

정약물에 의한 환각 증세나 과대망상에 의한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치부

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현대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뇌 과학의 진보는 물리

적인 증거를 통해 공감각의 존재를 증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개념적 정의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론으

로서의 논리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

의된 주장들을 중심으로 공감각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공감각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음과 색의 공감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1) 공감각의 개념과 특징

공감각(共感覺, synesthesia)은 하나의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일어났을

때, 동시에 다른 기관의 감각이 유발되는 신경학적 현상으로, 그리스어인

‘syn(union) + aesthesia(sensation)’에서 유래한다.5) 즉 청각적 자극에서

시각이나 촉각을 느끼거나, 시각적 자극에서 청각이나 미각을 느끼는 등

서로 다른 감각이 혼합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정도

4) 1883년 프랜시스 갈턴(Francis Galton, 1822-1911)이『네이쳐』(Nature) 지에 특정 음

을 들었을 때 특정 색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공감각이라는 용

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Cavallaro, Synesthesia and the Arts, p. 53.)

5) Richard E. Cytowic, Synesthesia: A Union of the Senses, 2nd ed., Cambridge, MA
and London: The MIT Press, 200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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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사람들도 종종 느낄 수 있다. 빨간색에서 따듯함

을 느끼거나 낮은 음에서 어두운 색을 느끼는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베르만(Greta Berman)은 실제의 공감각은 아니지만 누구나 인식할 수

있고 학습에 의해 발달될 수 있는 ‘상대적 공감각(relative synesthesia)’

이라고 주장하였고,6) 학자에 따라 ‘약한 공감각(weak synesthesia)’이나

‘보통의 공감각(ordinary synesthesia)’ 혹은 ‘공감각적 은유(synesthetic

metaphor)’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7)

그러나 실제의 공감각은 하나의 자극에 대해 동시적으로 인식되는 지

각적 경험으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실제경

험과 같은 생생한 지각적 실제성(reality)을 지닌다.8) 이러한 현상을 경

험하는 사람들을 ‘공감각자(synesthete)’라고 부르며, 2000명 중 1명 정도

가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공감각자로 알려진 캐럴 스틴(Carol

Steen, 1943-)은 자신의 공감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종종 눈을 감은 채, 내면적으로 색과 모양을 본다. 크고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만한 소리는 외적으로 보는 것과 같은 시각적 지각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은 마치 내 몸 전체를 압박하는 것 같다. [...] 종종 

실제의 자극보다 더 생생하고 선명하며, [...] 공감각은 우연이 아니며 

내 삶의 일부분이다.10)

이러한 공감각에 대해 씨토윅(Richard E. Cytowic)은 무의식적이고

(involuntary), 발현되고(extended), 지속적이며(consistent), 기억할 수 있

6) Greta Berman, “Synesthesia and the Arts”, Leonardo, 32(1), 1999, p. 16.

7) 캄펀은 이러한 현상은 실제의 공감각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에 의한 연상

작용 혹은 감각 간의 유사성에 기초한 은유적 어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언어나 음악,

미술 등의 예술분야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 (Cretien van Campen, The
hidden sense: synesthesia in art and science, Cambridge, MA and London: The

MIT Press, 2008, p. 92.)

8) Campen, 위의 책, p. 4.

9) Gail Martino and Lawrence E. Marks, “Synesthesia: Strong and Weak”,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2), 2001, p. 62.

10) Carol Steen, “Visions Shared: A Firsthand Look into Synesthesia and Art”,

Leonardo, 34(3), 2001, pp. 203-208.



- 6 -

고(memorable), 감정적인(emotional)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고,11) 베런 코헨과 해리슨(S. Baron-Cohen and John E.

Harrison)은 4세 이전의 어린 시절에 처음 나타나며, 착각(hallucination)

이나 망상(delusion) 등의 정신적인 질환과는 구별되는 매우 생생하고 자

동적인 비 학습적 현상이라고 언급하였다.12) 또한 글자와 색, 음과 색,

조성과 색, 음정과 맛, 숫자와 색 등 다양한 감각의 형태와 결합되는 양

상을 보이지만, 한 개인에게 나타난 감각 간의 결합은 동일한 형태를 지

니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

[그림 Ⅱ-1] 숫자와 색의 공감각13)

위에서 제시된 그림은 2로 이루어진 한 개의 삼각형을 포함하는 5로

구성된 하나의 행렬이다. 비 공감각자의 경우, 숨겨진 2를 찾기 어려운

반면, 숫자와 색 간의 공감각을 가지고 있는 공감각자들은 5가 초록색, 2

가 빨간색으로 보여 숨겨진 삼각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11) 씨토윅은 환각제의 복용이나 뇌의 결함 등 후천적으로 생겨난 공감각(acquired

synesthesia)과 구별하여 실제의 공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특징을 제시하

였다. 첫째, 의지에 의해 억제하거나 불러일으킬 수 없는 무의식적 현상이고, 둘째,

실제로 눈앞에 존재하며, 셋째, 일생동안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넷째, 원래의 자극

보다 더 생생하고 쉽게 기억되며, 다섯째, 공감각적 지각이 실제라는 확고한 신념, 즉

강한 감각적 믿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Cytowic, Synesthesia: A Union of the
Senses, pp. 67-70.)

12) S. Baron-Cohen and John E. Harrison, Synesthesia: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Blackwell, 1996, p. 7.

13) V. S. Ramachandran and E. M. Hubbard, “Synesthesia: A Window into

Perception, Thought and Language”,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8(12),
2001,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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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공감각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조절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현상으로, 하나의 자극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의 지각이 즉각

적, 동시적으로 발생하며, 한번 나타난 감각 간의 결합은 일생동안 지속

된다. 또한 일부 소수 사람들에게만 드물게 나타나며 개인에 따라 결합

되는 유형이나 형태는 다양하다.

공감각과 관련된 연구들의 초점은 이러한 현상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

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감각의 정확한 원인과 발생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다. 베일리와 존슨(M. Bailey and

K. Johnson)은 한 가족 내에 여러 명의 공감각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

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유전

에서 그 원인을 찾았고, 공감각은 X염색체와 연관된 우성 형질일 것이라

는 가설을 내세웠다.14)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2005년 캐나다 워털루 대

학의 연구에서 여성 일란성 쌍생아와 남성 일란성 쌍생아 중 한 명만 공

감각자인 사례를 들어 X염색체와의 연관성과 하나의 유전자에 의한 우

성유전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15)

반면 베런 코헨(S. Baron-Cohen)은 모든 인간은 각 감각이 뚜렷이 구

별되지 않고, 관련 영역들이 상당수준 연결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주장하

였다. 이러한 공감각적 상태는 자라면서 점차 감각이 분화되면서 없어지

는데, 일부 사람들만이 신경 분절의 실패로 인한 뇌 영역들 간의 비정상

적 연결 때문에 공감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로센바처와

러브레이스(Peter G. Grossenbacher and Christopher T. Lovelace)는 공

감각의 원인을 감각과 관련된 신경 경로에서 피드백 신호가 억제되지 못

하고 다른 경로로 새어 나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공감각자의 뇌 자체

는 정상인과 해부학적으로 동일하나 일반인과 구별되는 기능적인 특징으

로 인해 공감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16)

14) 김채연, “공감각의 신경기전에 대한 연구개관”,『한국심리학회지』, 30(1), 2011, p. 5.

15) 김채연, “소리를 보게 만드는 유전자 공감각의 유전적 기초”,『과학과 기술』, 3,

2009, p. 97.

16) 김채연, “공감각의 신경기전에 대한 연구개관”,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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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공감각 현상은 단순히 특이하고 이상한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지각뿐 아니라 인지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상상력과 창의력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공감

각자들 중 많은 과학자와 예술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한다.17) 물론 이러한 특성은 공감각자들만의 고유한 능력일 수 있다. 그

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3명 중 한 명이 공감각 현상을 경험하며,

심지어 우리 모두가 공감각자이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Dann, 1998; Walsh, 2005).18)

오드버르트와 가보스키는(H. S. Odbert and T. F. Karwoski)는 공감

각자와 비 공감각자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비 공감각자 역시 공감각자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며 비슷한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하였고,19) 스펙터와 마우어(F. Spector and D. Maurer)도 비 공감각자들

도 공감각자와 같이 상호 감각적 정보를 결합할 수 있으며,20) 막스

(Lawrence E. Marks) 역시, 공감각적 경험 중 일부는 공감각자뿐 아니

라 일반사람들에게도 공통되는 중요한 인지적 특성이라고 진술하였다.21)

이러한 주장들은 캄펀(Cretien van Campen)이 언급한 ‘숨겨진 감각

(hidden sense)’으로서 공감각의 의미와도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각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히 뇌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감각의 일

부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감각적 가능성을 인

식하지 못하고 있다. [...] 공감각은 감각 아래 숨겨진 상태로 존재하며 

의식적으로 공감각을 인식하려고 노력할 때 나타날 수 있다.22)

17) Martino and Marks, “Synesthesia: Strong and Weak”, p. 62.

18) 김정희, “융합인재교육(STEAM) 관점에서 미술교과의 공감각 교육에 관한 논의”,

『미술교육연구논총』, 32, 2012, p. 126.

19) H. S. Odbert et al, “Studies in Synesthetic thinking: Musical and verbal

associations of color and mood”,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26, 1942.
20) F. Spector and D. Maurer, “Synesthesia: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percep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5(1), 2009.

21) Lawrence E. Marks, “On Colored-Hearing Synesthesia: Cross-Modal Translation

of Sensory Dimensions”, Psychological Bulletin, 82(3), 1975,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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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최근 공감각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발달론적

접근이 대두되고 있다. 사실 신경계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

며 지각은 감각기관들의 상호공조로서 실행되기 때문에 지각된 사물에서

시각적인 것은 물론 청각적이거나 촉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23) 따라서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유전적이든, 학습에 의

한 후천적인 것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감각 간의 연합은 공감각자와

비 공감각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지각과정과 사고에 관여함으로써 하나의 대상

에 대해 다른 형태로 인식하는 창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창조하고 감상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감각자와 같은 공감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아

니다. 그러나 캄펀의 주장대로 공감각이 인간 안에 숨겨진 또 다른 감각

으로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학습함으로써 배워질 수 있다면, 공감각적

으로 인식하고 사고하는 경험은 가치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감각

과 사고의 융합에 의해 창조된 공감각적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학습하는

것은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주고 작품을 더 깊이 있게 탐색함으로써 창의

성 계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22) Campen, The hidden sense: synesthesia in art and science, p. 158.

23) 김화자, “잠재적인 것으로서 공감각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미학예술학회지』,

30, 2009, p.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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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과 색의 공감각(sound-color synesthesia)

공감각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 중 하나가 음과 색 간의 공감

각, 즉 색청(color-hearing)이다. 특정한 음 혹은 음악을 듣고 특정한 색

을 본다든지, 특정한 색을 보고 특정한 음을 듣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공감각은 단순히 하나의 음뿐 아니라 특정악기나, 조성, 화음 등

과 결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24) 화가 칸딘스키(Wissily Kandinsky,

1866-1944)는 트럼펫과 같은 금관악기는 노란색, 비올라는 주황색, 튜바

와 드럼은 빨간색, 바순은 보라색, 첼로와 오르간은 파란색 등 음악적 악

기를 특정한 색으로 인식하였고,25) 베토벤은 b단조를 검정색으로, 슈베

르트는 e단조를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장밋빛의 활을 가슴에 들고 있

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26) 이러한 색채적 지각은 같은 조성이

더라도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스크리아빈은 C장조를 빨간

색, D장조를 노란색, F＃장조를 파란색으로 인식했던 반면, 림스키-코르

샤코프는 각각 하얀색, 노란색, 회녹색으로 인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심지어 작곡가의 음악작품을 서로 다른 색으로 인식하기도 하며,27)

악곡의 진행이나 음들의 구성과 같은 음악적 패턴에 따라 색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음과 색의 결합은 고대 그리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대 철학자들이 가졌던 의문 중 한 가지는 음색이 정량화할 수 있는 물

리적 특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고, 음높이와 색 간의 관계는 그 후로

오랜 기간 철학자와 예술가, 과학자들의 연구 과제가 되었다. 특히 아리

24) Marks, “On Colored-Hearing Synesthesia”, p. 314.

25) Campen, The hidden sense, p. 56.

26) 구민자, “음악과 색채의 미학적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 38.

27) 레인스(T. H. Rains)의 연구에서 어느 한 공감각자는 쇼팽의 작품을 자주색, 모차르

트의 작품을 초록색, 바그너의 작품을 빨간색으로 인식하였다. (T. H. Rains, “Report

of a case of psychochomesthes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5, 1909;
Marks, “On Colored-Hearing Synesthesia”, p. 3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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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텔레스는 음높이와 색 간에 유사한 수학적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였

고, 이러한 소리와 색의 결합에 대한 가설은 16세기 말 화가 아킴볼도

(Guiseppe Arcimboldo, 1530-1593)에 의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 아킴

볼도는 음악에 수반되는 색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였고,

초기의 건반악기였던 ‘그라비쳄발로(gravicembalo)’에 서로 다른 색의 줄

이 그어져 있는 종이를 배치함으로써 음과 색을 결합한 ‘색채음악(color

music)’을 처음으로 고안하였다.28) 1704년에는 물리학자인 뉴튼(Issac

Newton, 1642-1727)이 처음으로 음악과 색을 과학적으로 연관시켰고, 소

리진동과 빛 파장을 대응한 수학적 원리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스펙

트럼에 있는 색의 구분은 옥타브에 있는 음의 분포와 유사하며, 7개의

분리된 색은 옥타브의 7개의 음에 대응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Ⅱ-2] 카스텔과 리밍턴의 컬러오르간29)

그 후 뉴튼의 색-음 대응이론에 영감을 받은 카스텔(Jesuit Louis

Bertrand Castel, 1688-1757)은 컬러오르간(color organ)을 고안하였고,

1735년에 악기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색-음 이론을 물리적 장치에 최초

로 적용하였다. 이 컬러오르간은 12개의 음과 12개의 색이 서로 대응되

며 색조명이 건반에 연결되어 건반을 누를 때마다 동시에 해당조명이 투

28) Campen, The hidden sense, pp. 45-46.

29) (좌) Charles Germain de Saint Aubin(1721-1786)의 작품.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5/A_caricature_of_Louis-

Bertrand_Castel%27s_%22ocular_organ%22.jpg. [2014년 11월 25일 접속].

(우) Campen, The hidden sense,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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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어 음악과 색이 함께 표현되도록 설계되었다.

카스텔의 시도는 1770년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

(Erasmus Dawin)에 의해 계승되며, 다윈은 음과 색 간의 특정한 상관관

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색채 하프시코드를 계발하였다. 그러나 악기사용

이 불편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색의 한계로 보편화되지 못하였다.30) 그 후

19세기에 이르러서야 가스등의 발명으로 컬러오르간의 새로운 기술적 가

능성이 제기되었다. 1869년에는 영국의 발명가 카스트너(Frederick

Kastner)가 ‘파이로폰(Pyrophone)’이라는 오르간을 발명했고, 1877년에는

비숍(Bainbridge Bishop)에 이어 1893년에는 리밍턴(Alexander Wallace

Rimington, 1854-1918)의 컬러오르간이 발명되었다. 특히 리밍턴은 뉴튼

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어 색 스펙트럼과 유사한 음계의 음을 서로

대응시켰고, 옥타브가 높아지면 같은 색이되 좀 더 밝게 표현했다. 그러

나 그 시대의 다른 오르간과 마찬가지로 실제 음악적 소리를 내지는 못

하였고 소리를 내는 오르간과 함께 연주되었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세기 초까지 컬러오르간은 크게 유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전자장비의

새로운 발전과 더불어 비디오아트나 미디어아트와 같은 현대예술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32)

이와 같이 음과 색의 공감각은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의 끊임없는 관

심을 받아왔으며, 특히 수많은 화가들과 음악가들에 의해 음과 색을 연

결 지으려는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컬러오르간의

탄생과 더불어 서로 다른 예술분야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음으

로써 상호 간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였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작품

을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30) Marks, “On Colored-Hearing Synesthesia”, p. 313.

31) Campen, The hidden sense, pp. 49-50.

32) 김길호, 백정기,『Sound Color Harmonism』, 서울: 임프레스, 2003, pp.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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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에서의공감각(synesthesia in arts)

예술에서의 공감각은 ‘지각적 현상(perceptual phenomenon)’으로서의

신경학적 의미보다는 ‘감각 간의 전이 혹은 소통’의 의미로 사용되어왔

다. 즉 ‘감각 간의 연합(cross-modal association)’을 추구한 예술가들의

시도로서 해석되며,33) 이러한 시도에 있어 예술가의 공감각적 지각은 하

나의 대상을 다른 형태와 연관지어 인식하게 함으로써 창작 동기나 과정

에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작품에 표현되거나

각기 다른 예술을 통합하는 형태로서 구현되었다.34)

본 장에서는 예술에서의 공감각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19세기 낭만

주의를 시작으로 음악과 미술 분야에서 공감각이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작품에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고찰해봄으로써

공감각의 예술적 의미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단순히 공

감각자들에 의해 창조된 예술뿐 아니라 창작의 과정이나 동기에 있어서

감각 간의 결합이 직, 간접적으로 표현된 예술, 다른 예술에서 영감을 얻

거나 영향을 받은 예술, 각기 다른 예술 간의 통합을 시도한 예술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로서 예술에서의 공감각을 해석한

것은 보다 폭넓게 현상을 바라보고 공감각을 이해함으로써 예술에서의

공감각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여 궁극적으로 음악교육에 활용하기 위

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33) Cavallaro, Synesthesia and the Arts, p. 5.

34) 사실 공감각의 예술적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며 개념적 정의조차

일치되어 있지 않다. 씨토윅(Richard E. Cytowic)은 예술에서의 공감각 역시 신경과

학적 의미로 여기고, 실제적인 공감각적 지각을 가진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들로 한정

하였다. (Cytowic, Synesthesia: A Union of the Senses, pp. 306-320.) 반면, 카발라

로(Dani Cavallaro)는 실제적 공감각과 예술적 공감각을 구분하고, 상호 감각적 효과

를 위해 감각 간의 협동을 추구한 예술적 시도들을 예술적 공감각으로 보았다.

(Cavallaro, Synesthesia and the Arts, pp. 4-5.) 이러한 논의들은 앞으로 공감각의

예술적 측면에 대한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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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에서의 공감각

음악에서 공감각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낭만주의

시기였다. 19세기 초 독일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우주보편성과 개인의 자

유가 조화를 이루는 유토피아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예술작품으로 표현

하길 원했고, 이러한 표현은 각 예술의 장르가 다른 예술적 요소와 특성

을 수용하여, 서로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의 공감각적 예

술작품으로 탄생할 때 가능하다고 여겼다.35) 또한 시간예술과 청각예술

의 엄격한 구분을 넘어 예술의 통합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시각예술과 청각예술을 연결 지으려고 시도하였

다.36) 이러한 맥락에서 공감각은 다양한 감각과 지각을 연결하는 다리로

서,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감각의 통합을 추구하

는 표현기법으로 사용되었다.

공감각의 예술적 표현은 강화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극대화된 감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델 라 모떼는 19세기

초 예술통합의 경향을 예술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감각적 예술

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감정표현의 고조를 통해 공감각적인

감동현상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37) 노발리스 역시,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것은 보편적인 인식이 분산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감각 기관의 세포가 한 자극에 동시에 반응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의 한 순간에서 심포니를 듣고, 시적인 영감을 떠올

리고, 색채를 감지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공감각적 인지현상은

한 예술언어만으로는 표현에 한계가 있으며 상호 연결된 모든 예술이 공

35) 권정선, “공감각 음악으로서의 낭만주의 음악: E. T. A. 호프만의 음악관을 통하여”,

『현상과 인식』, 27(3), 2003, pp. 147-148.

36) 서민지, “색과 소리의 공감각을 활용한 통합미술교육: 중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 34.

37) Helga de la Motte-Haber, Musik und bildende Kunst. Von der Tommalerei zur
Klangskulptur, Laaber: Laaber, 1990, p. 132; 권정선, “19세기 초 예술통합 담론과

낭만주의 음악미학”,『서양음악학』, 9(3), 2006, p. 152 재인용.



- 15 -

감각적 순간의 극대화된 감정표현을 위해 타 예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는 인식의 계기가 된다.38)

음악에서의 공감각은 헝가리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39) 그의 공감각은『새

로운 베를린 음악신문』(New Berlin Music Newspaper)의 저널리스트

인 말링(Fredrich Mahling)의 진술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말링에 의

하면, 1842년 리스트가 음악감독이었을 때 바이마르(Weimar)에 있는 콘

서트 홀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여러분, 좀 더 파란색으로! 이 조성

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보라색이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분홍색이 아니예요.”와 같은 지시를 하곤 했다고 한다.40)

사실 이러한 리스트의 지각은 공감각에 가깝긴 하지만 실제 공감각자

라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그의 작품들 역시 공감각적 음악

(synesthetic music)보다는 표제음악(program music)으로 분류되는 경우

가 더 많다. 채경화는 이러한 음악은 “감각 간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예

술들 간에 상호적인 동기유발을 시켜주고 있지만 공감각의 추구와는 거

리가 있다.”고 보았으며,41) 베르만도 “지각으로서의 공감각이라기보다는

은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다.42) 그러나 작품의 해

석과 감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술가가 공감각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아니라 예술가의 지각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작품을 탄생시켰고, 이

렇게 탄생한 작품이 감상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점이다.

음악 외적인 것, 즉 시적․문학적 주제나 특정한 시각적 대상을 음악으

로 표현한 리스트의 작품들은 서로 다른 감각을 연관 지어 사고할 수 있

는 그의 공감각적 인지능력에서 비롯되며, 청중들로 하여금 시각과 청각,

두 감각 간의 결합을 통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인식하는 공감각적 경험을

38) 권정선, 위의 책, p. 159.

39) Campen, The hidden sense, pp. 18-19.

40) Cavallaro, Synesthesia and the Arts, p. 63.

41) 채경화, “19세기의 예술적 공감각에 대한 고찰”,『음악과 민족』, 11, 1996, p. 213.

42) Berman, “Synesthesia and the Arts”,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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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음악적 경향은 베를리오즈나 슈트라우스 등의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의 총체예술(total

work of art), 즉 ‘종합예술작품(Gesamtkunstwerk)’에 이르러 절정에 달

한다. 종합예술작품은 음악의 주도하에 모든 예술의 궁극적인 종합체

(ultimate synthesis)를 추구하며, 극의 형태에 있어 음악뿐만 아니라 미

술, 문학, 무용 등의 다양한 형태가 결합된 예술의 통합을 의미한다.43)

베르고(Peter Vergo)는 “모든 예술의 종합(synthesis) 혹은 통합

(integration)을 의미하는 이러한 개념은 오페라의 무대 위에서 구현되었

고, 서로 관련 없는 분야들 간의 예술적 노력에도 그 의미가 적용되었

다.”고 언급하였다.44) 이러한 예술통합은 바그너 이전에 다른 예술적 요

소나 감각적 특성을 결합하여 표현한 것과 달리 하나의 예술작품 안에

다른 예술장르들이 집합적인 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

처럼 낭만시대에 있어서 공감각의 개념은 서로 다른 예술의 공생을 뒷받

침하는 심리학적 근거로서, 다양한 감각 혹은 예술적 요소를 함께 결합

하거나 예술적 통합의 형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상주의 시대에는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에 의

해 감상자의 내면세계에 시각적 인상을 그리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그는

‘음의 화가’라는 별명답게 선율과 화성, 리듬에서의 색채감을 통해 대상

으로 받은 인상을 묘사하였다. 즉 직관을 통해 얻은 대상의 본질을 한순

간의 ‘상태’로서 한 폭의 회화로 표현하거나 회화에서 받은 공감각적 인

상을 청각화함으로써, 시각과 청각을 상호 연계하는 ‘시각의 청각화’를

실현하였다.45) 특히 음악에서의 공간성을 표현하기 위해 주제 자체의 시

각적인 면에 주력하였고, 음색을 통해 색채적 효과를 표현함으로써, 감상

43) “Gesamtkunstwerk” in grove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

[2014년 8월 8일 접속].

44) Cavallaro, Synesthesia and the Arts, p. 57.

45) 김용철, “공감각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촉감, 음감, 색감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p.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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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하여금 감각 간의 전이, 즉 공감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황

무지》(Bruyéres), 《달빛》(Clair de Lune), 《불꽃》(Feux d'artifice)

등의 곡명만 보아도 시각과 청각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감각 간의 결합은 20세기에 이르러 스크리아빈과 메

시앙을 통해 좀 더 실체적 본질에 가까운 공감각의 형태로 구현되며, 그

이후 삽화,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장식, 심지어 건축과 도시계획을 포함하

는 다양한 활동의 영역과도 결합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된다.46)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음악과 색채의 공감각적 결합은 뉴욕의 작곡가

인 톨크(Michael Torke, 1961-)에게도 엿볼 수 있다. 톨크는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면서 조성과 색 간의 공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

다. 그에게 있어 D장조는 파란색, E장조는 초록색, G장조는 노란색, G♯

장조는 밝은 주황색으로 인식되었고, 작품의 이름 대신 ‘파란색 작품’을

연습했던 것을 기억하곤 하였다.

내 기억으로 이것은 무의식적 반응이었다. 나는 의지와 상관없이 감각

들이 공감각적으로 결합하는 뇌의 중요한 부분이 존재함을 어디에선가 

읽은 적이 있다. 나의 작품《밝은 파랑음악》(Bright Blue Music)은 D

장조로 시작되고 계속 유지된다. 사람들은 종종 “왜 당신은 전조하지 

않았니?”라고 묻고 한다. (왜냐하면) 나는 D장조를 들을 때 파란색을 

보기 때문이다.47)

또한 그는 자신이 본 색채를생생한 색채적 꿈(vividly colored

dream)’에 비유하곤 하였는데 조성에서 인식되는 그 색채들은 마치 꿈속

에 있는 것과 같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이러한 색채적 지각은

메시앙의내부적 실제(inward reality)’로서의 공감각과 매우 유사하

다.48) 톨크의 공감각적 인식은 그의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되며 《황홀한

46) Cavallaro, Synesthesia and the Arts, p. 57.

47) “colour and music” in grove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

[2014년 8월 14일 접속].

48) Berman, “Synesthesia and the Arts”,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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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Ecstatic Orange), 《초록》(Green), 《밝은 파랑 음악》(Bright

Blue Music) 등에 붙여진 색채적 제목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 톨크는 자신의 공감각적 지각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감의 자원으

로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공감각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수법(gimmick)으로 사용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음악

연주에 있어 스크리아빈과 같은 빛 쇼가 행해지길 원하지도 않았다. 또

한 자신의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청중들이 색을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색채 연상들은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일 뿐 연주나 감

상에 필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하였다.49) 그러나 그의 음악은 청각적, 시각

적, 촉각적 인상이 상호 결합되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다양한 지각을 연

상하게 하는 공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50) 이처럼

톨크는 자신의 공감각적 지각을 바탕으로 작품에 감각적 매력을 불어넣

음으로써 음악과 색채 간의 공감각적 결합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51)

이와 같이 음악에서의 공감각은 작곡가로 하여금 예술적 영감과 아이

디어를 제공하고, 다양한 작곡기법과 표현양식을 통해 창의적인 예술작

품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음악작품들은 작곡가의 공감각적 지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작품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다양한 감각

과 사고의 융합을 통해 깊이 있는 예술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21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음악에서의 공감각은 다양한

감각과 예술의 형태와 결합하여 창의적인 예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49) Campen, The hidden sense, p. 23.

50) Cavallaro, Synesthesia and the Arts, pp. 66-67.

51) Cavallaro, 위의 책,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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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에서의 공감각

미술에서의 공감각은 음악에서 예술통합 담론이 이루어지던 낭만주의

시기에 상징주의 화가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그들은 음악을 예술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형태로 보았고, 음악만이 정신적 예술형태의

이상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에 걸쳐 많은 화가들의 ‘음악의 상태(condition of music)’로의 열망으로

이어졌다. 또한 바그너에 의해 제안된 종합예술작품은 그 당시 화가들에

게 큰 영향을 주었고 다른 감각적 요소를 하나의 경험 안에 조화하기 위

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프랑스 화가 들라크루아

(Eugène Delacroix, 1798-1863)는 음악적 표현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동

안 휘파람 부는 것을 선호하였고, 네델란드 화가 윈터(Janus de Winter,

1882-1951)는《음악적 환상》(Musical Fantasy)과 같은 음악적 제목을

가진 작품을 그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52)

이러한 표현방법은 추상회화에서 절정에 이른다. 추상적 표현은 사물

을 묘사하는 기능으로부터 미술을 해방시키고 예술가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러한 과정에 공감각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청기사파(The Blue Rider)라 불리던 화가, 작곡가, 무용가, 극장 연출가

로 구성된 독일의 예술가 그룹은 ‘예술의 통합’, ‘추상을 통한 자유의 표

현’, ‘정신성의 표현’ 이라는 세 가지의 목적 하에 작품 속에 음악적 요소

를 결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러시아의 화가 칸딘스키(Wissily Kandinsky,

1866-1944)이다. 그는 ‘감각의 통합’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이

러한 그의 생각은 1912년에 출판된『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

여』(Concerning the Spiritual in Art)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칸딘스

키는 색채와 다른 감각 간의 연관성에 대해 “서로 다른 대상과 존재가

포괄하는 경험의 영역은 내적인 가치와 내적인 음향을 획득하며 인간의

52) Campen, The hidden sense,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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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면서 색채가 다른 감각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강조하였다.53)

칸딘스키는 바그너의 오페라《로엔그린》의 연주회에 참석한 이후로

특정한 색과 음악적 악기 간의 유사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에게 있

어 보라색은 바순과 같은 낮은 음역의 목관악기, 어두운 빨간색은 첼로,

노란색과 파란색은 바이올린의 낮은 음들로 인식되었고,54) 자신의 색채

적 지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는 갖가지 색을 내 영혼 속에서 보았다. 그 색들은 내 눈 앞에 있었

다. 거친 선들이, 거의 미친 것 같은 선들이 내 앞에서 그려지고 있었

다. [...] 바이올린들과 콘트라베이스의 낮은 음들과 목관악기들은 당시 

나에게 밤이 되기 전(prenocturnal hour), 즉 초저녁 시간의 모든 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았다. 나의 마음속에서 모든 색을 보았다. 

그들은 내 눈 앞에 나타났고, 거칠고 기이한 선들이 그려졌다.55)

이러한 공감각적 지각은 하나의 작품에 다양한 감각적 요소를 결합하

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졌으며, 《즉흥》(Improvisation), 《인상》(Impre

ssion), 《작곡》(Composition) 등의 작품명에 음악용어를 사용하거나,

무대작품인《황색소리》(The Yellow Sound)를 통해 음악, 움직임, 이야

기, 빛, 장식 등의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기도 하였다.

53) Wassily Kandinsky, Concerning the Spiritual in Art,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7, pp. 24-25.

54) Cavallaro, Synesthesia and the Arts, pp. 60-61.

55) Kandinsky, W. (1913/1982) Reminiscences. In K. C. Lindsay and P. Vergo (Eds.

and Trans.), Kandinsky: Complete Writings on Art (pp. 364) London: Faber ＆

Faber; Cretien van Campen, “Synesthesia and Artistic experimentation”, PSYCHE,
3(6), 1997, pp. 3-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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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칸딘스키,《황색소리》(The Yellow Sound)

칸딘스키는 음악과 색채의 결합은 정신적 떨림을 줄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예술작품을 통한 다중 감각적 조화와 부

조화는 더 깊은 내적인 효과를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영혼을 울리는 감

동을 전해준다는 것이다. “색채는 건반, 눈은 망치, 영혼은 많은 줄을 가

진 피아노이다. 예술가란 건반을 두들겨 사람들의 영혼을 진동시키는 사

람이다.”라는 칸딘스키의 유명한 글귀는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칸딘스

키의 음악적 회화는 공감각적 지각에서 비롯되며, 음악적 요소를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영혼에 호소하는 공감각적 작품을 탄생하기에 이른다.

그 당시 칸딘스키만이 공감각에 관심을 갖은 유일한 예술가는 아니었

다. 세기의 전환기에 많은 진보주의 혹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서로

다른 감각 간의 대응에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작품에 표현하고자 시도

하였다. 특히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 클레(Paul Klee,

1879-1950), 들로네(Robert Delaunay, 1885-1941) 등은 다른 감각 간의

결합을 통해 예술적 영감을 얻거나 음악적 요소를 회화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현대 예술가인 호크니(David Hockey, 1937-)의 작품에

서 좀 더 생생하게 표현되었다. 그는 화가이자 사진작가, 무대디자이너로

서 소리, 색, 공간 간의 공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씨토윅과의 인터

뷰에서 자신이 색을 어떻게 인식하며, 무대 디자인을 함에 있어 색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였다. 씨토윅은 “호크니는 무대 디자인을 창작

할 때 음악에서 영감을 받는다. 사실 그는 악보를 읽을 줄도 모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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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적으로 재능을 타고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음악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

느새 음악은 팔의 실제적 움직임을 이끌면서 색채와 형태를 나타낸다.”

고 기록하였다.56) 공감각에 대한 호크니의 다음 진술은 주목할 만하다.

나는 시각이 음악과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라벨의 

음악에서 특정한 패세지는 나에게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보이며, 특정한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음악은 무대장치를 꾸미는 데에 있어 줄거리보

다 더욱 매혹적으로 다가온다.57)  

호크니의 공감각적 성향은 음악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최고조로 활성

화되었고, 그 결과 라벨의《어린이와 마술》(L'Enfant et les Sortile

ges), 스트라빈스키의《오이디푸스왕》(Oedipus Rex), 《난봉꾼의행

각》(The Rake's Progress), 바그너의《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and Isolde)와 같은 무대 디자인이 탄생되었다.58)

[그림 Ⅱ-4] 호크니, 무대디자인《어린이와 마술》(L'Enfant

et les Sortileges),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and Isolde)

이러한 공감각적 작품들은 소리와 색, 모양, 움직임에서의 다중 감각적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결과적으로 예술 간의 경계를 흐리게 함으

로써 다 학문 간 결합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56) Cytowic, Synesthesia, pp. 312-313.

57) Cytowic, 위의 책, p. 312.

58) Berman, “Synesthesia and the Arts”,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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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음악과 미술에 있어서 예술가 개인의 공감각은 하나의 대상

혹은 현상에 대해 다른 예술의 형태로 인식하는 창조적 역할을 수행하

고, 다양한 기법을 통해 작품에 표현되었다. 이러한 작품을 올바르게 감

상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공감각적 지각을 이해하고 작품 속에 내재된

공감각적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막스(L. E.

Marks)의 주장대로 공감각이 누구에게나 잠재된 공통된 현상이라면 이

러한 현상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감각을 불러일으킴으로

써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작은 불씨를 심어줄 수 있는 유용한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예술에 있어 공감각에 대한 이해는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

하고,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재고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 계발에 기여함으로써 또 다른 예술가 탄생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즉 예술에서의 공감각은 예술가와 감상자 간의 내적 소

통을 위한 보이지 않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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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감각적 음악(synesthetic music)

1. 스크리아빈(Alexander N. Scriabin)

스크리아빈은 러시아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서, 세기의 전환기에

활동한 진보적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59) 그는 예술이란 세계를 변화시키

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이며, 예술가는 예술의 정신을 통하여 위대한 일

을 행하는 종교가로 보았고, 음악을 통하여 세계의 조화와 무한한 환희

의 경지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즉 음악자체보다는 시(詩), 빛, 향기, 무용

등이 결합된 예술 형태에서 종교적인 무아(無我)의 경지를 느끼고자 한

것이다.60)

이러한 스크리아빈의 음악관은 신비주의 사상과 더불어 그의 작품세계

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프로메테우스》(Prometheus, ‘the Poem

of F ire’, 1910)가 탄생되었다. 특히 이 작품에 표현된 음과 색의 공감각

적 요소들은 스크리아빈의 공감각에서 비롯된 고유의 독자적인 음악어법

에서 기인하며, 후에 메시앙, 라즐로, 덴호프 등의 작곡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61) 본 장에서는 스크리아빈의 공감각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

한 지각과정이《프로메테우스》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고찰해봄으로써

작품 속의 공감각적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59) 스크리아빈(Alexander N. Scriabin, 1872-1915)은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작곡과 피아

노를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피아노 교수로 재직하였다. 또한 스위스와 브뤼셀에 체류

하면서 유럽의 문화를 접한 후, 1910년 이후에는 모스크바로 돌아와 활동했다. 작품

양식은 낭만적 시기(1887-1903)라 불리는 초기에는 ‘쇼팽의 후계자’라고 할 만큼 쇼팽

과 리스트의 영향을 받았으며, 서구 음악의 정통과 인상주의 경향이 나타난다. 그 후

에는 니체와 동양철학, 신지학,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유의 음악양식을 확립

하게 된다. (홍정수 외,『두길 서양음악사 2』, 나남출판, 2006, p. 344.)

60) 오희숙,『20세기 음악1: 역사 미학』, 심설당, 2004, pp. 80-81.

61) Kenneth Peacock, “Synesthetic Perception: Alexander Scriabin's Color Hearing”,

Music Perception, 2(4), 1985, p.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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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색청 공감각(color-hearing synesthesia)

스크리아빈은 청각적 자극을 통해 시각적 자극을 인식하는 색청 공감

각을 가지고 있었다(Myers, 1914; Berman, 1999; Cavallaro, 2013). 그에

게 있어 공감각은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지각과정으로서 그

의 사고와 인식체계뿐 아니라 작곡어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스크리아빈의 공감각은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물론 죽음 이후에도 한

동안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스크리아빈

의 이러한 작곡기법에 대해 “음악의 극적인 강렬함을 자극하기 위한 단

순한 무대 기술(trick)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그를 과도한 강

박관념에 집착하는 ‘정신이상자(madness)’ 혹은 ‘사기꾼(charlatanism)’으

로 여기기도 하였다.62) 이는 스크리아빈의 공감각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서 기인하며, 그의 지각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될 때, 비로소 스

크리아빈을 제대로 이해하고 악곡을 바르게 감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크리아빈이 자신의 공감각적 지각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1907년

파리의 연주홀에서 림스키-코르샤코프(Nikolai Rimsky-Korsakov, 1844-

1908)63)와의 대화를 통해서였다. 그 당시에 연주된 D장조 음악작품이 스

크리아빈에게 노란색(yellow)으로 보였고, 림스키-코르샤코프에게는 금

색(gold)으로 보였다. 두 작곡가 모두 색과 조성 간의 공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스크리아빈은 각기 다른 조성의 색채적 효과에 관심을 갖기 시

작했으며, 특히 C, D, F＃장조 음악작품을 들을 때 동시적으로 강렬한

색 지각이 일어남을 알게 되었다. 즉 스크리아빈에게 있어 C장조의 음악

은 빨간색, D장조는 노란색, F＃장조는 파란색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62) Donald Brook, Six Great Russian Composer, London: Rockliff Salibury Square,

1947, p. 88; Berman, “Synesthesia and the Arts”, p. 16 재인용.

63) 림스키코르샤코프는 스크리아빈과 마찬가지로 조성에서 특정한 색을 인식하는 색청

공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rman, 1999, p. 19; Cavallaro, 2013,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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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연상은 매우 분명하고 생생하게 지각되었다.64) 사실 스크리아빈은

단지 3개의 색, 즉 C, D, F＃의 조성에 대응하는 색들만 동시에 인식했

고, 나머지 조성들의 색은 이론적으로(theoretically) 이끌어냈다. 그는 스

펙트럼에 배열된 연속적인 색들을 조성의 으뜸음을 나타낸 5도권에서 밀

접하게 관련된 조성과 매치하였다. 즉 5도권에서 조성이 상승할 때

(C->G->D 등)의 각 조성을 스펙트럼에서의 근접한 색(빨강->주황->

노랑 등)과 연관시킨 것이다.65) 이러한 원리에 의해 도출된 스크리아빈

의 색과 조성 간의 대응은 1911년 사바네프(Leonid Sabaneyev)66)에 의

해 기록되었다.67) 다음은 스크리아빈의 공감각적 지각을 림스키-코르샤

코프와 비교한 표이다.

64) Campen, The hidden sense, p. 52.

65) B. M. Galeyev and I. L. Vanechkina, “Was Scriabin a Synesthete”, Leonardo,
34(4), 2001, p. 358.

66) 사바네프(Leonid Sabaneyev, 1881-1968)는 스크리아빈의 친구이자 전기 작가

(biographer)로서, 스크리아빈의 교향곡과 색청 공감각에 대해 출판한 최초의 저자이

다. 그는《프로메테우스》의 악보가 출판된 것과 동시에 1911년 러시아의 학술지인

『뮤지케』(Muzyke) 에 “On Sound-Color Correlation” 을 실었고, 그로부터 한 달

후 같은 학술지에 스크리아빈의 공감각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의 1911년 논문은스크

리아빈의 공감각에 관한 자료 중 가장 신뢰할 만한 것 중 하나로 여겨진다. (Galeyev

and Vanechkina, 위의 책, p. 357.)

67) 사실 스크리아빈의 조성-색 대응이 학자들마다 완벽하게 일치한 것은 아니다. 특히

중요한 차이가 F＃장조에서 나타나는데 사바네프는 스크리아빈이 F＃을 ‘진한 파랑

색’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 반면, 마이어(Charles Myers)는 ‘보라색’이라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불일치는 작곡가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바네프는 러시아어로 대화가 가능했지만 마이어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통역 및 번역하는 과정 중에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Peacock, “Synesthetic Perception”, pp. 49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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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스크리아빈과 림스키-코르샤코프의 공감각적 지각68)

Major Tonality Scriabin Rimsky-Korsakov

C Red White

Indefinite brown-greenG Orange

YellowD Yellow

RosyA Green

E Light blue Blue, with glitter

B Whitish-blue Dark blue, steel

F-sharp Blue, saturated Indefinite gray-green

D-sharp Violet Dark brown, metallic

A-sharp Purple Gray-violet

E-sharp Dark, steel-blue Dark gray-blue

B-sharp Blue-gray, metallic Dark gray-blue

F-sharp Red, dark Green

그 후 스크리아빈은 음악에서의 색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조성을 강조하고 조성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고 믿었

다. 즉 음악 내에서 조성과 색채의 결합은 시각을 통해 조성을 분명하게

나타냄으로써 청각적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

크리아빈의 색채사용에 대해 마이어(Charles Myers)69)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색은 조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조성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스크리아

빈에게 있어 색이나 색의 변화는 조성 혹은 조성의 변화를 인식하기 

전에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적절한 색을 눈에서 동시에 제시

함으로써 음악적 효과가 강화된다고 믿었다. [...] 단, 조성의 변화가   

68) Peacock, 위의 책, p. 494.

69) 마이어(Charles Myers, 1873-1946)는 영국의 심리학자로서 공감각에 대해 관심이 많

았으며, 스크리아빈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공감각적 경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런던

의 캠브리지를 방문했을 때(1914), 스크리아빈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 자

료는 스크리아빈의 공감각에 관한 자료 중 사바네프의 것과 함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Galeyev and Vanechkina, “Was Scriabin a Synesthete”, p.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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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 고전음악의 경우, 질(quality)이 아닌 강도(intensity)에 있어서만   

색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음악은 현대음악의 심리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특정 작품들, 즉 매우 지적인

(intellectual) 곡들은 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70)

그렇다면 과연 스크리아빈은 실제 공감각자였을까? 사실 한 세기가 지

난 지금도 스크리아빈이 공감각자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말하기란 여전히

어렵다. 캄펀은 씨토윅이 제시한 공감각의 특징에 기초하여 스크리아빈

역시 색청을 지닌 공감각자라고 주장하였다.71) 반면, 마이어는 단지 색채

의 이미지가 강렬할 때에 한해 ‘색채의 느낌(feeling of color)’을 인식하

는 것일 뿐이며,72) 사바네프 역시, 예술적이고 정신적인 효과를 위해 의

도적으로 조성과 색 간의 대응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일부 학

자들은 스크리아빈의 색채적 지각이 신지학(theosophy)73)에서 비롯되었

다고 여겼다. 스크리아빈이 신지학의 성서로 여겨지는 블라바츠키

(Madame Helena Blavatsky)의 저서『신지학의 해답』(La clef de la

Théosophie)을 접한 뒤 신지학 교리에 열정적인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그 이후 그의 사고와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74) 실제로 스크

리아빈의 신지학적 사상은 공감각적 지각뿐만 아니라 음악작품에도 영향

을 미치며, 그 결과 1902년에는 거대한 규모의 신비주의 작품인 ‘미스테

리움(Mysterium)’을 구상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작품의 일부로서《프

로메테우스》가 탄생된다.75)

70) C. S. Myers, “Two Cases of Synesthesia”, Th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
1914, p. 113.

71) Campen, “Synesthesia and Artistic Experimentation”, pp. 5-6.

72) Myers, “Two Cases of Synesthesia”, p. 113.

73) 신지학은 그리스어의 ‘theo(신)’와 ‘sophia(지혜)’의 합성어로, 인간을 해탈시켜 신에게

이르는 길을 열어주고 신비적인 체험이나 특별한 계시에 의하여 알게 되는 종교적인

지혜와 지식을 말한다. 원래 고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블라바츠키(Madame Helena

Blavatsky, 1831-1891)와 그의 추종자들이 1875년 뉴욕에 신지학 협회를 설립하면서

활발히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정유화, “스크리아빈의 색채음악「프로메테우스」에 관

하여”, 『예술논집』, 6, 2005, p. 63.)

74) 정유화, 위의 책,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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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들은 근본적으로 공감각 개념에 대한 불명확성과 모호성에

서 비롯되며, 스크리아빈의 공감각에 대해 더 많은 분석과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스

크리아빈의 공감각은 그의 사고체계뿐 아니라 음악양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음악적 요소와 특정한 색상을 연관시킴으로써 작품에 직, 간접적

으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스크리아빈은 다양한 감각의 동시적인 결합이 주는 심리적 효과

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색과 소리의 동시적인 경험은 더욱 강화된 음

악적 감동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모든 예술을 종합함으로써 신비

로운 환희의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76) “색채는 청중을 위한

강렬한 심리적 공명체이며, 음악적 효과는 적절한 색이 눈에서 동시적인

제시를 통해 강화된다.”는 그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한다.77) 공감각을 통

해 음악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도 귀뿐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눈으로 음악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 후 색을 음악

작곡의 일부로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은 더욱 확고해진다.

이러한 색채와 음악의 동시적인 표현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서의 낭만주의 예술통합을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바네프는 “바그

너에 의해 불분명하게나마 표현된 예술 간의 재합일이 스크리아빈에 의

해 명확하게 실현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예술이 한 작품 안에서

합일을 이룸으로써 엄청난 비약을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78) 또한 당시

음악평론가인 슐레저(Boris de Schloezer, 1881-1969)는 스크리아빈의 공

감각적 작품을 바그너의 ‘음악과 극의 평행진행(parallelism)’이 아닌 ‘대

75) ‘미스테리움’은 세상 종말을 향한 하나의 의식으로, 스크리아빈은 이 작품의 제작과

공연이 우주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 작품은 음악, 시, 무용, 빛, 향의

냄새 등의 다양한 예술형태로 구성되며, 심지어 얼굴의 표현과 눈동자의 움직임 등

세심한 제스처까지 포함하였다. (정유하, 위의 책, pp. 65-66.)

76) J. P. Burkholder et al, A history of western music, 7th ed., W. W. Norton and

Company, 2005, p. 793.

77) Campen, The hidden sense, p. 52.

78) Leonid Sabanejew, “Prometheus von Skyrjabin”, Der Blaue Reiter, 1912, p. 58; 정

유화, “스크리아빈의 색채음악「프로메테우스」에 관하여”, p. 6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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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counterpoint)의 과정’이라 불렀으며, 바그너의 종합이 시적 표현으로

부터 오는 많은 층의 뒤섞인 구조체계가 사용된 반면, 스크리아빈의 예

술적 대위는 다양한 예술의 분리를 부정하는 본질적인 해석이며, 모든

예술에서의 근본적인 합일이라고 주장하였다.79) 이와 같이 스크리아빈의

색청 공감각은 다양한 감각 혹은 예술의 형태를 통합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진보적인 형태의 예술통합을 실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교향곡《프로메테우스》(P rometheus)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1910)는 관현악, 피아노, 합창, 색채오르

간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교향곡으로서, ‘타스티에라 페르 루체(Tastiera

per luce, 이하 루체)’ 성부를 악보에 포함한 음악 역사상 최초의 작품이

다.80) 색의 요소를 음악의 구조에 포함시킴으로써 음악이 연주될 때마다

변화되는 색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색채 외에도 무대,

의상 등의 시각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오페라와 유사해보이나 기

존의 음악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것으로 ‘빛의 교향곡

(symphony of light)’과 ‘소리의 교향곡(symphony of sound)’이 대위법

적으로 작곡된 완전히 새로운 장르라고 할 수 있다.81)

그러나 1911년《프로메테우스》가 모스크바에서 초연될 당시, 불행하

게도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스크리아빈의 의도대로 색과 함께 연주할 수

없었다. 성공적인 첫 연주는 1915년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이루어졌다. 그

당시 지휘자인 알트슐러(Medest Altschuler)는 루체 성부의 표현을 위해

악기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15개의 건반을 가진 ‘크로몰라

79) 박지원, “음악사에 나타난 싸이네스테시아와 이를 통한 음악작품의 고찰”, 『지성과

창조』, 9, 2006, p. 500.

80) I. Vanechkina, “The ‘Luce part’ as a clue to Scriabin's later harmony”,

http://prometheus.kai.ru,/luce_e.htm, trans. by Vanechkina from her article

Sovietskaya muzyka, 4. [2014년 8월 14일 접속].

81) Anna M. Gawboy and Justin Townsend, “Scriabin and the Possible”, A Journal
of the Society for Music Theory, 18(2), 201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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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ola)’라고 불리는 컬러오르간이 개발되었다. 12개의 건반은 12가지

의 각기 다른 색을, 나머지 3개의 건반은 처음 3가지 색을 반복하여 발

사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악기의 음을 누를 때마다 대응되는 색이 무대

뒤에 있는 스크린에 투사되었다.82) 비록 이러한 소리와 색의 동시적인

연주는 스크리아빈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이후 많

은 청중들에게 다채로운 공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1) ‘타스티에라 페르 루체(Tastiera per luce)’ 성부에서의

음과 색의 결합

스크리아빈은《프로메테우스》를 통해 색과 소리의 ‘두 개의 교향곡

(dual symphony)’이 함께 연주되기를 원했다. 즉 음악적 움직임에 변화

가 있을 때마다 색의 변화를 동시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고, 이러한 색

채 표현을 위해 루체 성부를 악보에 포함시켰다. 루체 성부는 색의 변화

를 지시하는 파트로서, 관현악 총보의 상단에 위치하여 작은 보표에 기

보되며 컬러오르간에 의해 연주된다. 세 성부로 구성된 마디 305-308을

제외하고는 주로 두 성부로 구성되는데, 그 중 한 성부는 비교적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며, 다른 한 성부는 느리게 움직이면서 지속음(pedal

point)으로서의 기능을 보인다.83)

루체의 각 성부는 서로 독립성을 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

선 빠른 윗 성부는 스크리아빈의 공감각에서 비롯된 색채를 나타내는 동

시에 신비화음(mystic chord)의 근음을 강조한다. 즉 관현악에서 신비화

음의 근음 진행이 변하면 빠른 윗 성부도 함께 변하는데, 결과적으로 화

음 진행에 의해 발생되는 청각적 인상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공감각적

울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의 마디 13-21을 살펴보면[악보 Ⅲ-1], 루

82) 정유하, “스크리아빈의 색채음악「프로메테우스」에 관하여”, pp. 74-75.

83) Peacock, “Synesthetic Perception”, p.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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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아랫 성부가 F＃을 계속 유지하는 동안, 윗 성부는 E♭, C, A, F＃

의 음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음 진행은 관현악 성부에 나오는 화음의 근

음 진행(E♭, C, A, F＃)과 동일하다. 또한 각각의 음은 E♭은 회색, C

는 빨간색, A는 초록색, F＃은 파란색과 대응되며, 컬러오르간을 통해

연주된다. 이러한 사실은 “윗 성부는 매우 중요하다. [...] 이것은 중심화

음, 즉 신비화음의 하모니에 근음을 부여한다.”고 주장한 그라익

(Clement-Christoph von, Gleich)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84)

[악보 Ⅲ-1] 《프로메테우스》마디 13-2185)

이처럼 루체의 윗 성부는 작곡가의 공감각적인 지각을 바탕으로 색과

소리의 대응을 통해 작품 전체에 걸쳐 화음 진행을 강조함으로써 독특하

고 복잡한 하모니어법으로 쓰여진 작품의 구조적 조직에 중요한 음을 제

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6)

84) Peacock, 위의 책, p. 498.

85) Gawboy and Townscend, “Scriabin and the Possible”, Music Theory Online,
18(2), 2012, ex. 8, http://www.mtosmt.org/issues/mto.12.18.2/gawboy_townsend_ex

amples.php?id=7. [2014년 8월 14일 접속].

86) Peacock, “Synesthetic Perception”, p.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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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느리게 움직이는 아랫 성부는 언뜻 보아서는《프로메테우스》의

하모니 조직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관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나름 중

요한 패턴을 지닌다. 피쿡(Kenneth Peacock)의 분석에 따르면, 루체의

아랫 성부는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일부의 음을 제외하면 F＃, A♭, B♭,

C, D, E, F♯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음의 진행은 F＃에서의 온음음계

(whole-tone scale)와 일치한다.87) 이는 온음음계 진행을 색채와 함께 표

현함으로써 청중들이 음악에서 형식적 조직을 듣는 동시에 색채적 조직

을 보게 하여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감각적 지각을 통합하고자 했던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온음음계의 진행은 스크리아빈의 신지학적 사고와도 밀접한 관

계를 지닌다. 밀카(Danuta Mirka)88)는 루체의 아랫 성부는 ‘영혼

(spiritual)’을 의미하는 F♯에서 ‘물질(material)’을 의미하는 C로, 그리고

다시 F♯으로 돌아오는 철학적 원리에 의해 움직이며, 이러한 진행은 신

지학에서 언급되는 ‘루트레이스(root races)’와 관계된다고 주장하였다.

원래 ‘루트레이스’는 영혼에서부터 물질에 이르기까지 인간 진화의 7개

스테이지를 의미하는데, 루체의 아랫 성부에서 나타나는 온음음계는 이

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완벽한 음악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

당시 신지학적 교리에 빠져있던 스크리아빈이 루체의 아랫 성부에서의

온음음계 진행을 통해 신지학적 교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랫 성부는 색의 스펙트럼을 통해 천천히 움직이는 색채적 배경

을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배경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윗 성

부와의 색채 결합을 통해 상징적인 내용을 암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의 첫 12마디 동안 루체의 윗 성부는 A음을 지속하면

87) F＃은 86마디, A♭는 23마디, B♭는 37마디, C는 121마디, D는 99마디, E는 39마디,

F♯는 146마디 동안 지속되며,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B(11마디), C(2마디), D♭(4마

디), E♯(1마디)를 제외하면 F♯에서의 온음음계 진행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Peacock, 위의 책, p. 503.)

88)《프로메테우스》의 루체 성부를 분석함으로써 신지학적 교리와 작품의 숨겨진 의미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Danuta Mirka, “Colors of a Mystic Fire: Light and Sound

in Scriabin's Prometheus”, American Journal of Semiotics, 13(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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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록색을 나타낸다. 이때 A음은 12마디 동안 관현악에서 들리는 신

비화음의 근음이기도 하다. 이러한 초록색 빛은 아랫 성부에서 F＃의 파

란색과 함께 제시된다. 이에 사바네프(Leonid Sabaneyev)는 두 루체 성

부를 통해 표현된 파란색과 초록색의 혼합은 ‘바다에서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작의 시작(dawn of creation)’, 즉 이 작품의 시작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9)

[표 Ⅲ-2] 루체의 느린 성부에서의 색채 대응90)

음 마디 색채

F♯ 1-86 blue, glaring

A♭ 87-110 purple

B♭ 111-148 steel-gray with a metallic sheen

B 165-183 steel-gray with a metallic sheen

C 202-304 red

D♭ 305-308 violet

D 309-408 yellow

E 409-458 blue-whitish

E♯ 459 deep red

F♯ 460-606 blue, glaring

두 성부는 전체적인 분위기의 변화를 동반하기도 한다.《프로메테우

스》중 4장의 마지막 부분은 관현악이 절정에 달하는 부분으로서, 파리

식 악보(Parisian score)에 따르면,91) ‘타는 듯한 불길’, ‘불이 활활 타오르

고 산산이 부서지는’, ‘크게 타오르는’ 과 같은 표현을 통해 뜨거운 불로

서의 ‘인류의 종말(apocalypse)’을 나타낼 것을 강조하였다.92) 이 부분에

89) Peacock, “Synesthetic Perception”, pp. 498-499.

90) Mirka, “Colors of a Mystic Fire”, p. 238.

91) 스크리아빈은《프로메테우스》의 초연이 실패한 후, 초판 악보에 있는 루체 성부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겼으며, 특히 파리식 악보(Parisian score)라 불리는 이 문서에는

색-음 대응표를 비롯하여 다양한 색채적 효과와 드라마틱한 빛의 변화가 지시되어

있다. (Gawboy and Townscend, “Scriabin and Possible”,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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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루체의 아랫 성부는 C음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되는 빨간색을 통해

불타오르는 지옥과 무아지경에 이른 ‘엑스터시(ecstasy)’를 표현하며, 루

체의 윗 성부는《프로메테우스》의 중심 조성인 F♯의 파란색을 나타내

면서 베일에 가려진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러한 색채 표현은

음악의 절정을 나타내는 동시에 싸우고 대응하는 신화 속의 프로메테우

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다음은 1911년 3월 2일《프로메테우스》연

주에 대한 스크리아빈의 기록이다.

프로메테우스, 사탄(Satanas) 그리고 루시퍼(Lucifer)는 모두 고대신화

에 나온다. 그들은 우주의 창조적 원리인 활기찬 에너지를 나타낸다. 

불은 빛(light), 삶(life), 투쟁(struggle), 발전(increase), 풍요

(abundance), 사고(thought)이다. 처음에 이러한 강렬한 힘은 마치 인

생에서 기운 없고 목마른 것처럼 지치게 표현된다. 이러한 무기력은 영

혼과 물질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을 표현하는 것 같다. 느낌의 갑작스런 

발생 혹은 고조는 무기력에 반대하는 저항을 나타난다. 후에 이것은 물

질과 싸우고 정복한다.93) 

본래 ‘프로메테우스’ 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먼저 생각하

는 사람’ 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제우스 신이 감추어 둔 불을 훔쳐 인간

에게 맨 처음 문명을 가르친 장본인으로, 이러한 행동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 날마다 혹심한 추위 속에서 낮에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 먹히고,

밤이 되면 다시 회복되는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된다. 스크리아빈은 창조

자로서, 인류의 은인으로서, 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프로메테우스와 동일

시하였다. 인류와 세계를 위해 음악을 창조하고 작곡함으로써 고통을 당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94) 이러한 생각은 자신을 신과 동일시했던

신지학적 사고에서 기인하며 결과적으로《프로메테우스》의 사상적 배

경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92) Gawboy and Townscend, 위의 책, p. 12.

93) Berman, “Synesthesia and the Arts”, p. 17.

94) 정유하, “스크리아빈의 색채음악「프로메테우스」에 관하여”,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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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 연주에서 루체 성부는 어떻게 표현될까? 2010년 가우보

이와 타운센드(Anna M. Gawboy and Justin Townsend)는 피아니스트

인 다니엘 슐로스베르크(Daniel Schlosberg)가 연주하고 토시요끼 시마

다(Toshiyuki Shimada)가 지휘한 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색과

음의 대응 교향곡’으로서《프로메테우스》를 기획하였다. 이 연주의 목

표는 1913년에 출판된 악보(Parisian score)에 근거하여 스크리아빈의 의

도대로 연주하기 위함이었고, 루체 성부의 색채를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들은 루체의 두 성부를 동시에 표현하고, 각 성부

의 음악적 역할을 분리하고자 연주장소인 울시홀(Woolsey Hall)을 공간

적으로 분리하였다. 즉 루체의 아랫 성부는 연주홀의 천장과 기둥에 빛

을 비춤으로써 색을 표현하였고, 윗 성부는 무대 위의 작은 빛을 내는

별도의 장치를 통해 빠르게 움직이는 색을 표현하였다.95)

[그림 Ⅲ-1] 2가지의 루체 성부96)

결과적으로《프로메테우스》의 루체 성부를 통해 음악과 색이 다음의

여섯 가지 방법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빠

른 윗 성부는 하모니 리듬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② 느린 아랫 성부는

작품의 프로그램과 관계되는 에피소드에서의 형태와 요소를 명확하게 표

현한다. ③ 색은 다이내믹을 통해 음악적 프레이즈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95) Gawboy and Townscend, “Scriabin and the Possible”, p. 11.

96) Gawboy and Townscend, “Scriabin and the Possible”, ex. 18, http://www.mtosmt.

org/issues/mto.12.18.2/gawboy_townsend_examples.php?id=18. [2014년 8월 14일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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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색 성부 간의 상호작용은 암시(foreshadowing)와 상기(reminiscence)

를 통해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순간을 연결한다. ⑤ 특별한 효과는 프로

그램의 설명을 도와준다. ⑥ 색의 상징적 표현은 프로그램의 설명을 도

와준다.97)

이와 같이 스크리아빈은 두 개의 루체 성부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

하도록 조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색채와의 결합을 통해 음악적 효과를

강조하고, 시각과 청각의 통합된 강화된 경험을 제공하였다.

(2) ‘신비화음(mystic chord)’ 을 통한 화성적 색채감의 표현

스크리아빈은《프로메테우스》에서 루체 성부 외에도 ‘신비화음’이라

불리는 새로운 음악어법을 통해 색채감을 표현하였다. 이 화음은《프로

메테우스》에 사용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프로메테우스 화음

(prometheus chord)’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신비화음은 C, F＃, B♭, E,

A, D의 6개의 음으로 구성되며, 2개의 증 4도(C-F♯, B♭-E), 1개의 감

4도 (F♯-B♭), 2개의 완전 4도(E-A, A-D)로 이루어진다. 스크리아빈의

후기 피아노 음악 중 5개의 소나타에서 이와 유사한 화음을 찾아볼 수

있으며, 수직적 뿐만 아니라 수평적, 즉 멜로디적으로 확장되어 사용하기

도 하였다.98)

[악보 Ⅲ-2] 신비화음

97) Gawboy and Townscend, 위의 책, p. 11.

98) “mystic chord” in grove online music, http://www.oxfordmusiconline.com. [2014년

8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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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전통적으로 화성의 기본체계는 장, 단조의 조성과 기본 3화음으

로 구성된다. 그러나《프로메테우스》에서는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나 4

도 화음을 기초로 한 신비화음이 사용되었다. 4도 음정이 동시에 결합되

면서 장, 단조체계와의 연결은 희미해지고 음향적으로는 신비적인 느낌

을 강하게 준다.99) 4도 음정은 근음의 배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도 음정에 비해 그 울림이 감소되며, 해결되지 않은 화성

적 진행으로 인해 더욱 무조적이고 신비한 색채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화음은《프로메테우스》에 사용됨으로써 균일한 배경적 소리를

만들어내었다.100) [악보 Ⅲ-3]을 살펴보면, 《프로메테우스》의 첫 신비화

음은 흔들리는 트레몰로를 통해 관현악을 통해 제시된다. 이러한 음향은

12마디까지 지속되면서 독특한 색채적 효과를 주고 있다.

[악보 Ⅲ-3]《프로메테우스》마디 1-7

신비화음은 고전적 하모니에서의 기본 3화음과 같이《프로메테우스》

에서 기본 하모니의 단위로서 사용되며, 다양한 전이(transposition)를 통

해 하모니의 변화를 표현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악보 Ⅲ-1]을 살펴보면,

E♭에서의 신비화음 (E♭, A, D♭, G, C, F)이 A에서의 신비화음 (A, D

99) 오희숙,『20세기 음악1: 역사 미학』, p. 82.

100) Gawboy and Townscend, “Scriabin and the Possible”,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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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C♯, F♯, B)으로 하모니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때 신비화음의

전이는 6개의 음 중 2개의 음을 공통음으로 하여 D♭이 C♯, E♭이 D

♯으로 변하면서 이루어진다.101) 이러한 화음의 변화는 곧 작품 전체에

있어서 하모니의 변화를 의미하며, 소리의 색채감을 변화시킴으로써 결

과적으로 음향에서의 음과 색의 결합을 실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특한 구조적 울림, 즉 신비화음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일까? 첫째, 일부학자들은 자연 배음열(overtone series)에서 그 기원

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비화음은 배음열의 8, 9, 10, 11, 13, 14음

으로 구성되는데, 12음인 G음을 생략함으로써 조성을 모호하게 하면서

신비주의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프로메테우스》에 존재하는 다른 음악적 구조와 관련지어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단점이 있다.102)

[악보 Ⅲ-4] 배음열의 윗부분103)

둘째, 드뷔시의 온음음계(whole-tone scale)로부터 진보되어 나온 형태

로 볼 수 있다. 온음음계의 G♯만이 A로 대치된 형태로 의도적으로 무

조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104) 라이제(Jay Reise)는 신비화음

의 6개음 중 4개음은 프랑스 6도(French 6th)에서 나왔으며, 다른 두 음

은 반음계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105) 즉 온음음계나 8음음계 내에

101) Gawboy and Townscend, 위의 책, pp. 4-5.

102) Philio Ewell, “Analytical Approaches to Large-scale Structure in the Music of

Alexander Scriabin”, Ph. D. diss. Yale University, p. 3; 정유하, “스크리아빈의 색채

음악「프로메테우스」에 관하여”, p. 69 재인용.

103) 정유하, 위의 책, p. 69.

104) 윤정아, “스크리아빈의 사상적 배경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 33.

105) 박지원, “음악사에 나타난 싸이네스테시아와 이를 통한 음악작품의 고찰”, p.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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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통적으로 취급되어 온 반음계주의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A음을

제외한 온음음계, D음을 제외한 8음음계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결국 온

음음계, 8음음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106)

이러한 신비화음의 탄생원리에 대해 어떤 것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스크리아빈은 전통적인 화음어법에서 벗어나 자신만

의 독특한 화성어법 구축하고자 했으며, 그 주축으로서 신비화음을 사용

했다는 점이다. 사실《프로메테우스》가 초연되었을 무렵, 이러한 하모니

어법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특히 전통적인 장, 단조의 하모니에 익

숙한 청중들에게 이러한 화성어법은 이해하기 힘들었고, 이에 1913년 2

월 런던에서 이 작품을 연주할 당시에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번

반복하여 연주하기도 하였다.107) 1912년에『청기사』(Blauer Reiter) 지

에 실린 기사는 스크리아빈의 화성어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만의 유일한 하모니라는 것은 신비의 충격(쇼크)에서 시작하여 빛을 

발하는 엑스타스와 아양 떠는 듯한 에로티즘으로 끝맺음하는 것과 같

은 여러 뉘앙스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메테우스의 비극적 에

피소드에서와 같은 쇼크(를 주는 하모니)가 음악에서는 아직 울린 일이 

없으며, 이 곡의 종지부 직전에서와 같은 황홀감을 주는 그런 비약감은 

어떤 곡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108)  

이처럼 신비화음은《프로메테우스》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울림으로서

자연의 기본적인 소리에서 벗어나 소리의 진동과 울림을 통해 화성적 색

채감을 뚜렷하게 표현하였고, 루체 성부와 함께 다채로운 색채적 효과를

106) Jay Reise, “Late Scriabin: Some Principles Behind the Style”, 19th Century
Music, 6(3), 1983, pp. 220-231; 정유화, “스크리아빈의 색채음악「프로메테우스」에

관하여”, p. 69 재인용.

107) Eaglefield A. Hull, A Great Russian Tone-Poet: Scriabin.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and Co., LTD., 1927, p. 61; T. M. Secor, “Mystic chord harmonic

and light transformations in Alexander Scriabin's Prometheu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University of

Oregon, 2013, p. 1 재인용.

108) L. Sabanejew, “Prometheus von Skrjabin”, Der blaue Reiter, Munchen, 1912; 채
경화, “19세기의 예술적 공감각에 관한 고찰”, p. 216 재인용.



- 41 -

부여하면서 소리와 색채의 통합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프로메테우스》에서의 공감각적 특징을 다음

의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신지학적인 믿음을 색과 소리의 공감각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위해 스크리아빈은 신비화음과 그에 따른 화음 진행을 고

안해냈다. 화성체계의 새로운 시도와 독특한 음향적 효과는 신비주의적

음향과 색채감을 표현하였고, 다른 작곡가들과 구별된 자신만의 독특하

고 창의적인 화성어법을 탄생시켰으며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신적인

종합을 이룬다는 신비주의적 이념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둘째, 음과 소리의 결합을 통해 스크리아빈의 공감각적인 음악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청중과의 신비한 교감을 갖고자 했다. 그는 음악적 효과는

적절한 색이 눈에서 동시적인 제시를 통해 강화된다고 믿었고, 색과 소

리의 상호작용은 청중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강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고 생각했다. 이러한 믿음은 악보에 색채 성부를 기보한 첫 작곡자로서

기록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전통적인 청각적 음악예술 형태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진보적인 형태의 예술통합을 실현하였다. 색과 소리의 이중교향곡

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였으며, 서로 다른 예술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이전과는 또 다른 형태의 예술적 통합을 완성하였다.

스크리아빈에게 있어 삶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새로운 체험에 대한

의지’로 이해된다. 그는 각각의 예술방식을 신비주의로 종합화시켰고, 이

러한 경향은 20세기 음악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예술적 형태와 결합한

현대적 종합예술을 추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

히 1950년대 이후 아방가르드 음악에서의 음악과 다른 예술과의 경계선

이 점점 사라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스크리아빈은 그보다 훨씬 이전

에 음악의 영역을 확장시켰다.109) 또한《프로메테우스》에서 보여준 멜

로디와 하모니, 상징적 내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적이고 혁

109) 오희숙,『20세기 음악1: 역사 미학』,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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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인 요소임에 틀림없으며, 궁극적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공감각적

음악을 탄생시켰다. 공감각적 음악, 즉 다양한 감각과 각기 다른 예술형

태를 결합한 총체적인 예술 속에 내포된 음과 색의 신비주의적 발현이야

말로 스크리아빈이 종종 언급하곤 했던 ‘엑스터시(ecstasy)’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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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시앙(Olivier Messiaen)

메시앙은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로서, 정교한 음악적 논리

와 신비주의를 결합한 20세기의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110) 그의 음악적

경향과 사고는 어떤 특정한 부류나 악파에 속하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

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독특한 작곡기법을 통해 고유한 음악세계를 구

축하였다.111) 특히 음악을 들을 때 내적으로 색채를 보았던 그는 자신의

공감각적 지각을 바탕으로 소리와 색의 대응을 통해 음악을 작곡하였다.

이러한 공감각적 대응은《아기예수를 향한 20개의 시선》(Vingt

Regards sur l‘Enfant-Jésus, 1944), 《새의 카달로그》(The Catalogue

d'oiseaux, 1958), 《크로노크로미》(Chronochromie, 1960), 《7개의 하이

카이》(Sept Haikai, 1962)와《협곡에서 별들에게로》(Des canyons aux

étoiles, 1974) 등의 후기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교향곡《천국

의 색채》(Couleurs de la cité céleste, 1963)는 ‘조옮김이 제한된 선법

(modes of limited transposition)’과 ‘색채화음(color chord)’을 통해 소리

와 색의 대응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본 장에서는 메시

앙의 공감각적 지각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지각과정이《천국의 색

채》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고찰해봄으로써 작품 속의 공감각적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10)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은 파리음악원에서 오르간과 작곡을 공부하였

으며 1931년부터는 파리 생 트리니케의 오르간 주자로 있었고, 1941년에는 음악원의

화성학 교수가 되었다. 그의 음악양식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는데, 1기(1929-1935)는

조옮김이 제한된 선법의 확립, 2기(1936-1948)는 첨가가치와 비역행리듬 등 독자적

리듬기법의 사용, 3기(1949-1992)는 전음열주의, 새와 자연의 노래, 색채화음, 기독교

적 상징주의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시기로 구분된다. (Burkholder et al, A history
of western music, p. 909.)

111) 왕치선,『20세기 작곡가 연구Ⅲ』, 이석원․오희숙 책임편집, 음악세계, 2008,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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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적 실제(inward reality)’ 로서의 공감각

나는 일종의 공감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나의 몸보다는 마음

에서 일어나는 듯하다. 음악을 듣거나 악보를 읽을 때에도 내적인 마음

의 눈을 통해 음악과 함께 움직이는 색들을 보며, 매우 생생하게 이러

한 색들이 지각된다. [...] 이러한 소리와 색의 대응은 가락, 화음, 리

듬과 관련된 실제의 음악과 연관된다. 나는 항상 이러한 특이한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실제로 색을 음악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나에게 있어 특정한 소리의 복합체와 공명은 색의 복합체와 연관되며, 

이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로 사용한다.(Messiaen, 40)112)   

메시앙은 음악에서 색을 보고, 색에서 음악을 듣는 ‘색청 공감각

(color-hearing synesthesia)’을 가지고 있었다. 음악과 색의 결합은 그에

게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지각과정으로서, 단순히 음악을 들을 때 뿐만

아니라 악보를 읽을 때에도 인식되었고, 그 색들은 항상 음악과 함께 움

직였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강한 경험으로 지각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내적인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보였다.113) 메시앙이 우연히 보게

된 발레공연에서 G장조로 된 음악과 그에 어울리지 않은 보라색으로 채

색된 무대를 보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부조화를 느꼈고, 결국 그 공연을

보고 복통을 일으켰던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메시앙에게 있어

공감각은 단순한 은유적 어법이나 숙련된 테크닉이 아닌 그의 의지와 상

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적 현상, 즉 ‘내부적 실제(inward

reality)’였고, 이러한 현상은 일생동안 지속되었다.114)

그렇다면 메시앙은 자신의 공감각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을까? 색에

대한 그의 비범한 생각은 처음으로 공감각적 경험을 했던 어린 시절로

112) Olivier Messiaen, Music and Color: Conversations with Claude Samuel, trans.
by E. Thomas Glasow, Portland: Amadeus Press, 1994, p. 40.

113) Jonathan W. Bernard, “Messiaen's Synesthesia: The Correspondence between

Color and Sound Structure in His Music”, Music Perception, 4(1), 1986, p. 41.

114) Claude Samuel, Conversations with Olivier Messiaen, trans. by Felix

Aprahamian, London: Stainer and Bell, 1976,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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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간다. 10세가 되던 해에 파리의 생-샤펠(Saint-Chapelle) 성

당의 스테인드 글라스(stained glass)115)를 보게 된 메시앙은 아름다운

색깔에 압도되었고, 그 황홀한 경험(dazzlement experience)은 그에게

‘빛나는 계시(shining revelation)’로 다가왔다. 이 때 받은 ‘색채 감정

(colored emotion)’은 일생동안 ‘삶의 안식처’ 혹은 ‘평온’의 의미로서 간

직되었고, 음악 작품에서 색채를 사용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116)

[그림 Ⅲ-2] 생-샤펠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사실 다른 공감각자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앙 역시 어린 시절부터 자신

의 공감각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러한 공감각적 지각에 대해 종종 기록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메시앙은 공감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

지 못했을 뿐 아니라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메시앙의 기록에 따르면,

점차적으로 공감각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공감각적 지각이 강렬해진

어른이 되고나서야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117)

115) 색유리를 이어 붙이거나 유리에 색을 칠하여 무늬나 그림을 나타낸 장식용 판유리

로서, 메시앙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무지개 빛의 모든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음계의

모든 음을 포함하고 있는 반음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였다.

116) Jean Marie Wu, “Mystical Symbols of Faith: Olivier Messiaen's Charm of

Impossibilities”, in Messiaen's language of mystical love, edited by Siglind Bruhn,

Garland Publishing, 1998, p. 88.

117) 해리스(Joseph Edward Harris)는 1950년 이전까지의 메시앙의 초기 기록들은 20세

기 초반에 예술가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있던 감각통합에 대한 일반적인 문화적 은유

(cultural metaphor)에 지나지 않으며, 1950년 이후에서야 메시앙의 공감각적 지각이

더 정교해지고 다듬어지면서 그의 작곡방식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Joseph Edward Harris, “Musique Colorée: Synesthetic Correspondence in the
Works of Olivier Messiaen”, Ph. D. diss. University of Iowa, 2004,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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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항상 6번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나는 서서

히 이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것

을 느꼈지만 그 후에는 조금씩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연구하였고, 나에

게 일어나는 특정한 소리-색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다.118)

특히 스위스 출생의 화가인 블렁-가티(Charles Blanc-Gatti, 1890-

1966)와의 만남은 색을 볼 때 색뿐만 아니라 소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세계, 즉 공감각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색청 공감

각을 가지고 있었던 블렁-가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대응하는 색이 보

이는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메시앙에게 설명해주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메시앙도 자신이 갖고 있던 6번째 감각, 즉 음악을 듣거나 악보

를 읽을 때마다 그의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던 색들의 결합에 대해 이해하

게 된다.119)

이러한 공감각의 실체에 대해 메시앙은 자신의 저서,『나의 음악어

법』(The Technique of My Musical Language, 1944)에서 처음으로 표

현하였다. 작품《세상의 종말을 위한 4중주》(Quatuor pour la fin du

temps, 1941)의 2악장 피아노 성부에 대해 ‘주황색과 파란색 화음들의

부드러운 폭포’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것은 작품창작과 관련된 색채적 경

험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 후 1950년 중반에는 자신의 음악에

의해 불러일으키는 화성적 색채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였고, 악보에 색을

직접 지시하거나 관련된 설명을 악보의 서문에 기록하는 등 작품을 통해

공감각을 직,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120) 이를 테면《7개의 하이

카이》(Sept Haikai)에는 특정한 악기와 색채 간의 결합을 지시하였고,

118) Messiaen, Conférence de Kyoto, Paris, 1978, p. 6; Harris, 위의 책, p. 28 재인용.

119) Messiaen, Music and Color, p. 40.

120) 존슨(Robert Sherlaw Johnson)에 따르면, 메시앙은 색채와 소리 간의 결합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대응은 매우 구체적이고 복잡한 형태로서 인

식되었다. (Robert Sherlaw Johnson, Messiaen, J. M. Dent and Sons Ltd, 1975,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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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색채》(Couleurs de la cité céleste)에는 선법과 화음에 대응

된 색채를 악보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메시앙의 공감각은 기독교적 신앙과 결합되기도 하였다. 그는 독

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음악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나 시적인 상상력과

관련된 주관적인 방법으로 종교적 진리를 표현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통

해 대중들을 감화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색채를 불러일으키는 음

악은 고귀한 종교적 의미를 나타내며, 진실한 영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고 믿었다. 즉 부활의 완전한 삶에서는 감각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

에 ‘영원한 색채의 음악, 영원한 음악의 색채’를 알게 되며 음악을 ‘보고’

빛을 ‘듣게’ 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의 찬송에 참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부활과 새로운 삶에 대해 더욱 잘 예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다.121) 이는 음악과 색채와의 결합을 통해 기독교적인 부활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로서 해석된다.

아름다운 음악, 말하자면 경건한 음악, 신앙의 행위 그 자체로서의 음

악, 온갖 주제를 다루면서도 결코 신에 접근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음악 즉 독창적인 음악, [...]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은 채광을 발산하

는 음악이며, 청각에 대해 관능적으로 섬세한 쾌감을 주는 것이다. 동

시에 이 음악은 고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서 가

장 고귀한 것, 즉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신학에 의해 고양되는 종교 감

정을 표현해야 한다.(Messiaen, 3, 9)122)

특히《아기예수를 향한 20개의 시선》(Vingt Regards sur l‘Enfant-

Jésus, 1944)은 메시앙의 기독교적 신앙과 색채적 아이디어가 잘 표현된

작품으로, 화성, 화음, 선법 등의 음악적 요소들이 색채와의 결합을 통해

121) Almut Rössler, Contributions to the Spiritual World of Olivier Messiaen with
Original Texts by Composer, trans. by Dagg and Nancy Poland, Blumnenstrass:

Grilles and Francke Verlag, 1986, pp. 42-43, 64-66; 강윤경, “메시앙의 기독교 신앙

과 음악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 8 재인용.

122) Olivier Messiaen, Technique de mon language musical, 최동선 번역,『메시앙 음

악어법』, 세광음악출판사, 1981, p.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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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주제와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메시앙의 기독교적 신

앙은 공감각과 결합하여 음악의 표현적 측면과 구조적 형성에 영향을 주

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공감각자이더라도 어느 누구도 메시앙처럼 색을 볼 수 없다.

“음악과 색채 결합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극히 개인적인 일이다.”라는

존슨(R. S. Johnson)의 진술처럼, 공감각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

며 그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

한 사실은 메시앙은 색채적 지각은 그 흐름에 있어 고정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며, 다양한 색반응을 일으키는 특정한 소리 간의 결합을 통해 청

중들도 자신과 유사한 공감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

었다.123) 메시앙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종의 6번째 감각, 즉 공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음악작품 속에 내재된 소리-색채 결합을

느낄 수 있다.”면서 “단지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해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124) 이러한 메시앙의 생각은

악보에 특정한 색채를 지시하거나 색과 소리의 공감각적 대응을 통해 자

신의 공감각적 지각을 작품에 표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메시앙의 공감각은 자신만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표현기법을 통

해 공감각적 음악작품의 탄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감각적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서 소리와 색의

대응이 어떻게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공감각적 대응이 감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123) Bernard, “Messiaen's Synesthesia”, pp. 43-44.

124) Andrew Shenton, Olivier Messiaen's System of Signs,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8,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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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향곡《천국의 색채》(Couleurs de la cité céleste)

《천국의 색채》(Couleurs de la cité céleste)는 헨리 스트로블

(Heinrich Stroble)의 위촉에 의해 1963년에 작곡되어 1964년 불레즈

(Pierre Boulez)의 지휘 하에 도나우에싱엔 음악축제(Donaueschingen

Festival)에서 초연되었고, 1966년 악보로 출판된다. 이 작품은 피아노와

관현악으로 구성되며, 3개의 트롬본, 3개의 트럼펫, 작은 D조 트럼펫, F

조 호른, 베이스 트롬본의 금관악기와 3개의 클라리넷, 자일로폰

(xylophone), 자일로림바(xylorimba), 마림바와 금속타악기인 센세로

(cencero), 벨세트, 4개의 공(gong), 2개의 탐탐(tam-tams) 등이 편성된

다.125)

또한 기독교신앙, 단선율 성가, 인도와 그리스의 리듬, 새노래, 색채화

음 등 메시앙의 모든 아이디어가 하나로 집약되며, 그 중 색채는 단순히

화성어법뿐 아니라 작품 구성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로 사용된다. 특히

악보의 서문에 “이 작품의 형태는 전적으로 색채에 의존한다. 가락과 리

듬의 주제, 소리와 음색의 복합체는 색채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주석이

달려 있을 정도로 메시앙의 후기 작품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색채에

대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손꼽힌다.126)

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한 5절을 바탕으로 나의 종교적 관심을 작품

에 반영하였다. [...] 《천국의 색채》에서의 색들은 하늘의 예루살렘, 

즉 천국에서의 색들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색채들의 빛

(shimmering of colors)’으로 표현하였고, 이것은 내가 어린 시절 크게 

영감 받았던 스테인드 글라스를 생각나게 한다. [...] 천국의 벽들은 모

든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이러한 보석들의 색을 무지개 색들로 나

타내고자 했다. 즉 나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색채들을 내 작품에 나타

내려고 시도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소리와 색의 관계에 대  

125) Messiaen, Music and Color, p. 138.

126) Cheong Wai-Ling, “Plainchants as Coloured Time in Messiaen's ‘Couleurs de la
cité céleste’”, Tempo, 64, 2010,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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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특정 소리의 결합은 특정한 색의 배합과 대응

된다. 난 음악 감독자에게 이러한 시각적 인상을 주기 위해 색들의 명

칭을 악보에 기록하였고, 음악 감독자들은 이러한 시각적 인상을 연주

자에게 전달할 것이라 믿는다.(Messiaen, 138-139)127) 

이처럼 메시앙은 음악적 요소와 색채와의 결합을 통해 요한계시록 21

장128)에 묘사된 천국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기법은 천국의

찬란한 빛깔을 묘사하는 비유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상자로 하여금

강한 감각적 효과, 즉 ‘색채적 엑스터시(extase coloreé)’와 일종의 청각

적인 ‘눈부심(éblouissement)’을 제공하고자 했던 메시앙의 의도로서 해

석될 수 있다.129)

(1) ‘조옮김이 제한된 선법(modes of limited transposition)’ 을

통한 선법과 색의 공감각적 대응

조옮김이 제한된 선법은 원래 메시앙의 초기 음악어법 중 하나로서,

그의 저서인『음악어법』(Technique de mon language musical, 1944)에

제시되어 있으며, 《천상의 잔치》(Le banquet céleste, 1928)나《프렐류

드》(Prélude, 1929)와 같은 초기작품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 선법은 12

음의 반음계조직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음군에 의해 조직되며, 음의 구성

에 따라 7가지 선법으로 나누어진다. 선법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제

127) Messiaen, Music and Color, pp. 138-139.

12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의 기초석을

각색 보색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

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하나째는 청옥이요, 열

두째는 자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성의 길을 맑은 유리 같

은 정금이더라.”; 오상은, “메시앙 음악을 이루는 요소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연세음악연구』, 15, 2008, p. 11.

129) Stefan Keym, “Olivier Messiaen's mosaic form”, in Messiaen Studies, edited by
Sho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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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 숫자만큼 반음씩 조옮김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원래의 음군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 즉 한 음군의 마지막 음은 언제나 다음 음군의 첫

음이 되고, 선법에 따른 횟수만큼의 반음계적 조옮김을 하면 더 이상 조

옮김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어느 한 조성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전조의 과정 없이 다른 조성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으며,

특정한 조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선법 안에 편재한 조성(ubiquité tonale

a I'interieur d'un mode)’, 즉 다조성(polymodality)을 갖지는 않으나

동시에 몇 가지의 조성적 분위기를 지니게 된다.130)

이러한 선법들은 색채와 결합하면서 메시앙의 후기 음악어법 중 중요

한 요소로서 사용된다. 메시앙은 “나의 선법은 으뜸음도 종지음도 갖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색들이며, 각 선법이 나타내고자 하는 색채를 표현

한다.”고 언급하면서131)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처음엔 무의식적으로 이 선법을 사용하였다. 얼마 후 나는 이러한 선법

의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선법의 하모니적 

사용에 대해 음계를 올리고 내리는 사다리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선법을 선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 또한 이 선법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조성적인 화성도 아니며 심지

어 화음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색’이다. 그들의 영향력은 

조옮김의 불가능성에서 나오며 이러한 두 현상은 동시적으로 일어난

다.(Messiaen, 48-49)132)

버나드(Jonathan Bernard)에 따르면,133) 메시앙은 제1선법을 제외한 6

개의 선법 중 특히 제2선법, 제3선법, 제4선법, 세6선법의 4개의 선법은

130) 오상은, “메시앙 음악을 이루는 요소들”, pp. 6-7.

131) Messiaen, Music and Color, p. 62.

132) Messiaen, 위의 책, pp. 48-49.

133) 버나드(J. W. Bernard)는 메시앙의 인터뷰 기록들과 악보에 표시된 정보들로부터

선법과 색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J. W. Bernard, “Messiaen's Synesthesia: The

Correspondence between Color and Sound Structure in His Music”, Music
Perception, 4(1),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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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색 혹은 색들의 결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조옮김에 따라

색채가 변화된다고 주장하였다.134) 특히 그 중 제2선법은 메시앙이 자주

사용했던 선법 중 하나로 반음-온음의 각 3음으로 이루어진 4음군으로

분류되며, 3회에 걸쳐 조옮김이 가능하다. 제2선법의 제1조옮김은 메시앙

이 가장 선호하던 보랏빛 파랑, 즉 남보라(blue-violet)를 중심으로, 작은

회색 정육면체에 얼룩이 있는 보랏빛 파란색 돌들, 코발트빛 파란색, 진

한 감청색(Prussian blue), 보라 및 자주의 가장 밝은 빛, 금색, 빨간색,

루비색, 연보라(mauve)의 별들과 검정색, 흰색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같

은 선법이라도 제2조옮김은 완전히 다르다. 금색과 갈색을 중심으로 루

비빛-빨간색의 세로 줄무늬와 갈색의 배경에 반대되는 금색과 은색의

소용돌이(spiral)를 불러일으키며, 제2선법의 제3조옮김은 초록색을 바탕

으로 붉은 주황색(reddish orange)과 은색, 작은 반점이 있는 파란색, 초

원의 나뭇잎 색(prairie-green foliage), 밝은 초록색과 대응된다.135)

제3선법은 옥타브를 3등분하는 4음으로 구성되는 4개의 음군으로 분류

되는데, 4회에 걸친 조옮김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4가지의 색채를 지니

며, 7개의 선법 중 가장 다양한 화성적 가능성을 내포한다. 제3선법의 제

1조옮김은 주황색, 금색, 우유빛 흰색, 제2조옮김은 회색과 연보라색이

지배적이며, 아래에서 위로 어두운 회색, 연보라색, 밝은 회색, 연보라와

연한 노란색 빛을 가진 흰색, 알 수 없는 내용의 불타는 금빛 문자

(flaming gold letters of an unknown script),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는 빨간색 혹은 파란색의 작은 원둘레를 가지며, 제3조옮김은 파란색

과 초록색, 제4조옮김은 주황색, 빨간색, 약간의 파란색에 대응된다. 특히

메시앙은 제3선법의 제2조옮김을 자주 사용하곤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제3선법은 4번의 조옮김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조옮김 즉 내

134) 제5선법은 제4선법과 제6선법의 부분집합(subset)이며, 제7선법은 제3선법을 제외하

고는 다른 모든 선법의 음군을 포함하는 상위 집합(superset)이기 때문에 특정한 색

채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제1선법은 옥타브를 6등분하는 온음음계의 형태로서, 메시

앙은 의도적으로 이 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Bernard, 위의 책, pp. 45-46.)

135) Messiaen, Music and Color,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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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매력을 느낀 것은 제2조옮김이다. 나는 제3선법의 제2조옮김이

모든 선법 중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136)

제4선법은 다른 선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6번의 조옮김 가능성을

지니며, 주제 또는 선율적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제 4선법의 제1

조옮김은 회색, 금색, 약간의 파란색, 제2조옮김은 줄무늬를 가진 쇠빛의

회색, 분홍-엷은 자줏빛과 구리빛의 노란색, 검정과 맑은 프러시안 파란

색, 초록색과 보라빛 자주색, 제3조옮김은 노란색, 보라색, 제4조옮김은

흰색의 줄을 가진 보라색, 제5조옮김은 짙은 보라색, 제6조옮김은 심홍빛

빨간색, 제비꽃색의 자주색, 엷은 자주색, 회색, 분홍색에 대응된다.

제6선법은 온음계적인 4음 음계를 세 온음 간격으로 배치한 것으로서,

세 온음관계에 놓인 두 조를 포괄하게 된다. 이는 조성음악의 근간을 이

루는 5도권의 양 극단에 놓인 두 조를 하나로 통합시킴으로서 조적 안정

성과 새로운 음향을 동시에 충족시킨다.137) 제6선법의 제1조옮김은 회색,

약간의 금색, 주황색, 어두운 초록색, 제2조옮김은 갈색, 황갈색, 주황색,

보라색, 제3조옮김은 노란색, 옅은 자주색, 금색, 제4조옮김은 노란색, 보

라색, 검정색, 제5조옮김은 금색, 흐린 파란색, 갈색 외곽선을 가진 보라

색, 제6조옮김은 검정색, 흰색, 약간의 옅은 파란색과 대응된다.138)

136) Messiaen, 위의 책, p. 64.

137) 전상직,『메시앙의 작곡기법: “아기예수를 향한 20개의 명상”을 중심으로』, 서울:

음악춘추사, 2005, p. 17.

138) Harris, “Musique Colorée”, pp.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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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5] 조옮김이 제한된 선법139)

139) 큰 숫자는 선법, 작은 숫자는 조옮김을 의미하며, 제1선법은 메시앙이 거의 사용하

지 않아 따로 수록하지 않았다. (악보출처: Harris, “Musique Colorée”, pp.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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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메시앙의 선법과 색채 간의 대응은《천국의 색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악보에 구체적인 색을 제시함으로써 각 선법이 나타내

고자 하는 색채를 표현하였다.

[악보 Ⅲ-6] 마디 75에서의 선법과 색의 대응140)

[악보 Ⅲ-7] 마디 76에서의 선법과 색의 대응141)

이를테면, 마디 75의 앞부분에는 ‘보랏빛 파랑(bleu violet)’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부분의 구성음을 분석해보면 제2선법의 제1조옮김에서의 음

군과 일치한다. 반면 뒷부분은 ‘주황색, 금색, 우유빛 흰색(orange, or,

blanc laiteux)’으로, 이 부분의 구성음은 제3선법의 제1조옮김의 음군과

일치한다[악보 Ⅲ-6]. 또한 마디 76에는 ‘보라색(violet)’이 제시되어 있으

며, 구성음을 분석해보면 제4선법 제5조옮김에서의 음군과 일치함을 확

140) Wai-Ling, “Plainchants as Coloured Time in Messiaen's ‘Couleurs de la cité
céleste’”, p. 32.

141) Wai-Ling, 위의 책,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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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악보 Ⅲ-7]. 이러한 색채지시는 메시앙의 저서『리듬, 색채,

조류학 개론』(Traité de rythme, de couleur, et d'ornithologie,

1949-1992)이나 다른 악보에 제시된 선법과 색의 대응과도 비슷한 양상

을 보인다.

이러한 색채 대응에 대해 버나드는 메시앙의 공감각적 지각에서 비롯

된 것으로 지시대상과 임의적인 색채 간의 상징적인 표시(signifier)라고

주장하였다. 즉 악보 상의 색채지시는 특정한 선법을 나타냄으로써 별다

른 언어적 설명 없이 둘 간의 관계를 지시해주는 기호적인(semiotical)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리와 색의 결합은 그 어떤 외부적 논

리나 시스템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메시앙의 공감각에

서 기인한 독특한 색채지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142) 다음에 제시된

메시앙의 진술을 이를 뒷받침한다.

소리-색 관계에 대한 나의 지각과 열정은 조옮김이 제한된 선법을 사

용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수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일종

의 색채현상이다. 각 선법은 정확하게 특정한 색채를 가지며, 조옮김에 

따라 변화된다.143) 

물론 모든 청중들이 음악을 들으며 특정 선법에 나오는 부분마다 메시

앙과 같은 색채적 인상을 받을 수는 없다. 사실 메시앙의 선법에 대한

색채묘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초현실적이고 신비로운 형

태로서, 물리적인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며 그의 공감각에 의해 인식되

는 매우 주관적인 지각이다.144) 그러나 메시앙은 “이러한 색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의도와 또 다른 세계와의 관계를 표현하며, 그

관계는 강렬해서 깊숙이 숨겨진 본능적인 것을 변형하고, 우리가 도달하

142) Shenton, Olivier Messiaen's System of Signs, pp. 49-51.

143) Wu, “Mystical Symbols of Faith”, p. 86.

144) Wu, 위의 책, p. 90.



- 57 -

기를 원하는 더 높은 진실(truth)의 세계로 데려 간다.”고 주장하였다.145)

설사 청중들이 음악을 듣고 자신과 같은 색채를 지각하지 못할지라도 선

법과 색의 대응을 통해 다양한 화성적 색채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강한 시

각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색채화음(color chord)’ 을 통한 색채표현

《천국의 색채》에 사용된 소리와 색의 결합은 단지 선법과 색의 대응

에 제한되지 않는다. 메시앙은 축약된 공명화음(CCR), 회전화음(TC), 반

음계화음(CTC) 등의 색채화음(color chord)을 통해 화음과 색 간의 대응

을 표현하였다. 색채 화음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실제적인 화음이라기보

다는 소리의 복합체 혹은 공명으로서, 특정한 색 혹은 색의 복합체를 나

타낸다. 즉 하나의 화음은 일관되게 같은 색채를 불러일으키며, 화음의

진행은 곧 색채의 변화를 의미한다.146) 특히 다양한 조옮김으로부터 변

화된 전이화음은 다채로운 색채적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화음과 색

채 간의 대응은 12개의 조옮김에 대응하는 12개의 색채를 가졌기 때문에

조옮김이 제한된 선법에서의 색채대응보다 더욱 다양한 색채를 불러일으

킨다.147)

축약된 공명화음(chord with contracted resonance, CCR)은 기본적인

음군과 단7도(축약된 장2도)의 추가적인 2개의 음들로 구성되며, 전타화

145) Messiaen, Conférence de Noctre Dame, p. 11; Shenton, Olivier Messiaen's
System of Signs, p. 50 재인용.

146) 색채화음(color chord)이란 메시앙의 저서인『리듬, 색채, 조류학개론』(Traité de
rythme, de couleur, et d'ornithologie, 1949-1992)에 제시된 12개의 특수 화음 중

색채와의 결합이 제시된 화음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화음과 색 간의 대응은 사무엘

(Claude Samuel)의『메시앙과의 대화』(Conversations with Olivier Messiaen, 1976)
가 출판된 이후, 메시앙의『음악과 색채』(Music and Color, 1994)와『리듬, 색채, 조

류학개론』의 7권에도 언급된다. 버나드(Jonathan W. Bernard, 1986)와 해리스

(Joseph Edward Harris, 2004), 베니테즈(Vincent P. Benitez, 2005), 청와이링(Cheong

Wai-Ling, 2003) 등은 메시앙의 저서, 악보, 악보의 서문 등에 기록된 화음과 색채

간의 대응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색채화음을 연구하였다.

147) Messiaen, Music and Color,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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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appoggiatura chord, 화음A)과 일반화음(genesis chord, 화음B)의 두

가지 유형을 갖는다. 전타화음의 윗부분은 5개의 서로 다른 음으로 구성

되며, 이 음들을 메시앙은 ‘5개의 전타음(quintuple appoggiatura)’라고 불

렀다. 일반화음의 윗부분은 이끔음(leading tone)없는 딸림 9화음으로 이

루어진다. 두 개의 화음은 ‘축약된 공명(contracted resonance)’이라 불리

는 한 쌍의 동일한 베이스를 가지며, 이 음들은 윗부분의 5개의 음들과

베이스 간의 공명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148) 각 화음마다

12번의 조옮김을 통해 총 24개의 화음이 가능하며, 각 화음에 대응되는

색채는 다음과 같다.149)

[악보 Ⅲ-8] 축약된 공명화음(CCR)150)

  

      CCR (1A) : 노란색, 엷은 자주색, 회색

       CCR (1B) : 파란색, 엷은 자주색, 회색을 가진 초록색

       CCR (2A) : 선명한 자주빛 보라색, 노란색, 주황빛 빨간색

       CCR (2B) : 흐린 초록색, 약간의 빨간빛을 가진 회색 

       CCR (3B) : 심홍빛 빨간색, 밝은 회색, 가죽빛 갈색

       CCR (4A) : 밝은 비취빛 초록색, 옅은 파란색, 엷은 자줏빛과 노란색  

       CCR (4B) : 루비빛의 빨간색, 약간의 노란색을 포함한 주황색

148) Harris, “Musique Colorée”, pp. 69-70.

149) Harris, 위의 책, p. 71.

150) Harris, 위의 책, pp. 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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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R (5A) : 회색빛의 노란색, 초록빛 갈색

       CCR (5B) : 연한 초록색, 노란색, 약간의 검정색을 띈 선명한 밤색  

       CCR (6A) : 회색, 선명한 초록색, 노란색

       CCR (6B) : 아랫 부분에 약간의 노란색을 띈 파란색과 초록색

       CCR (7B) : 흰색과 엷은 자줏빛, 주황빛 노란색

       CCR (8A) : 엷은 자주색, 얼음 같은 파란색, 회색

       CCR (8B) : 밝은 파란색, 엷은 자주색, 파란색의 빛깔을 가진 회색

       CCR (9A) : 선명한 짙은 분홍빛 보라색, 약간의 주황빛 빨간색을 가진  

                   분홍빛의 흰색

       CCR (9B) : 파란색, 선명한 커피색, 초록색과 은색, 빨간빛의 갈색

       CCR (10A) : 금색, 주황색, 약간의 검정색

       CCR (10B) : 노란색과 검정색 위의 선명한 양홍색의 빨간색

       CCR (11B) : 밝고 선명한 빨간색, 금색, 연한 회색

       CCR (12A) : 초록색 줄을 가진 선명한 보라색, 연한 파란색, 은색빛의  

                    회색, 약간의 검정색

       CCR (12B) : 밝고 노란빛의 금색, 약간의 흰색, 보라색과 검정색

회전화음(turning chord, TC)은 메시앙이 1940년 초반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그의 저서인 『나의 음악어법』에서 ‘종적 울림(carillon

sonorities)’ 의 범주에 모습을 보이지만 화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1969년에 이르러서야《성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한

묵상》(Méditations sur le Mystére de la Sainte Trinité)의 악보에 처

음으로 이 용어가 제시된다.151) 이 화음은 A, B, C의 세 가지 화음으로

구성되며, 각 12번의 조옮김을 통해 총 36개의 화음이 가능하다. 메시앙

은 이 화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각 그룹은 8개의 음으로 구성된 3개의 화음, 즉 24개의 음으로 이루어

진다. 각 그룹은 일종의 반투명한 단백석(opal)의 8면체 혹은 더 간단

히 말해서 무지개 빛의 글라스와 유사하다. 각 8면체의 면은 빛의 발  

151) Harris, 위의 책,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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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따라 3가지로 변화 가능하다. 각 음들은 3개의 화음에서 비롯된 

총제적인 울림으로 변화하며, [...] 3개의 색 세트와 색채적 효과는 마

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처럼 내 기억에 유지되었다.152) 

메시앙은 세 가지로 구성된 회전화음 그룹이 일종의 ‘총제적인 색채적

효과(global coloured effect)’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저서에

는 단지 3개의 화음에 대한 색채 설명만 제시되어 있다.

[악보 Ⅲ-9] 3가지의 회전화음(TC)

    TC (6) : 빨간색, 주황색, 자줏빛 보라색

       TC (8) : 흰색 줄을 가진 엷은 노란색, 초록색 점이 있는 검정과 회색,  

                엷은 노란색

       TC (10) : 빨간색, 주황색, 금색

반음계화음(chord of total chromaticism, CTC)은 메시앙의 후기 화음

어법 중 하나로서,《천국의 색채》에서 처음 발견되지만 그 후로 20년이

지나서야 언급된다. 이 화음은 반음계의 12개의 음을 모두 포함하며, 8음

음계로 구성된 아랫 부분과 4음 음계로 구성된 윗 부분으로 구성된다.

메시앙은 “반음계화음은 일종의 클러스터(cluster)가 아니다. 그러나 12개

의 음 집단으로, 8개의 색채적 음들과 4개의 보완적인 높은 음들로 이루

어지며, 명확하게 3가지의 색을 겹쳐놓은 것으로 들리며, 이러한 색채들

152) Messiaen, Traite, Ⅲ, p. 86; Harris, 위의 책, p. 7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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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귀와 눈, 마음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153) 메시앙은

단지 4가지의 반음계화음에 한해서 관련색채를 기록하였으며, 각 화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악보 Ⅲ-10] 반음계화음(CTC)

    CTC (4) : 윗부분-엷은 초록빛 파란색의 얇은 줄

           중간부분-분홍색과 보라색 반점을 가진 회색의 돌빛

            아랫부분-빨간빛의 가죽빛 갈색

    CTC (8) : 윗부분-약간의 엷은 파란색

            중간부분-밝은 빨간색

            아랫부분-약간의 초록색

    CTC (9) : 윗부분-엷은 노란색을 가진 크고 밝은 회색빛 파란색 원

              중간부분-밝은 빨간색의 작은 부분

             아랫부분-루비빛 빨간색의 넓은 부분

    CTC (12) : 윗부분-밝고 초록빛을 가진 회색의 얇은 줄

              중간부분-매우 밝은 프러시안 파란색

             아랫부분-노란색과 분홍색

153) Messiaen, Conférence de Kyoto, p. 8; Harris, 위의 책, p. 8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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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색채》는 구조적으로 7개의 그룹(group)과 46개의 부분

(senctions)으로 구분되며, 색채화음은 Ⅱ와 Ⅴ그룹에서 주로 발견된다.

케임(Stefan Keym)은 Ⅱ와 Ⅴ그룹에서 사용된 주요 요소들을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표 Ⅲ-3]《천국의 색채》Ⅱ, Ⅴ그룹에서의 구조분석154)

group Ⅱ

page 6-7 7 8 8-9 9-10 11 12 12-13 13-14 15 16 16

type bs cc pc cc bs pc cc pc bs cc pc cc

group Ⅴ

page 48-49 49 50-51 52 52-53 53 55-58 58-59 59-60

type pc pc+rp pc pc+rp pc pc+rp pc+cc pc+rp pc

악보의 색채지시가 있는 부분은 특정한 색채화음과 밀접한 연관을 보

이며, 이러한 화음과 색채 간의 대응은 메시앙의 다른 악보나 저서에 언

급된 것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국의 색채》의 악보

8-9페이지의 마디 13(RN)155)을 살펴보면, 뒷부분에 ‘빨강, 주황, 금색

(rouge, orange, et or-)’이라고 지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구성음은

G, G♭(F♯), C, F♯, C♯, F, D, D♭(C♯), E♭(D♭)으로서 TC(10)의

음군과 일치한다. 이러한 색채표현은 앞서 해리스가 분석한 TC(10)에서

의 메시앙의 색채설명(빨간색, 주황색, 금색)과도 일치한다.

154) bs는 birdsong(새소리), cc는 colour-chord(색채화음), pc는 plain chant(단선율성가),

rp는 rhythmic pattern(리듬)을 의미한다. (Keym, “Olivier Messiaen's mosaic form”,

pp. 191-192.)

155) 리허설 번호(rehearsal number, RN)는 《천국의 색채》의 악보에 지시된 연주번호

로서 특정한 부분을 지시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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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Ⅲ-11] 반음계화음(CTC)에서의 색채대응156)

또한 악보 15페이지의 마디 26에는 ‘적갈색의 빨강(sardoine rouge)’이

라고 지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구성음은 B♭, E♭, G, B(C♭), F, A,

D, E 로서 CTC(8)의 음군과 일치하며 앞서 제시한 CTC(8)의 중간부분

색채(밝은 빨간색)와 동일하다.157)

이처럼 악보에 제시된 색채지시는 특정화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메시앙은 특정한 색 혹은 색의 복합체를 지시함으로써 화음을

통해 특정한 색을 표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음과 색채

간의 결합은 전통적인 하모니어법에서 벗어난 메시앙만의 독특하고 혁신

적인 화성어법으로 해석된다. 그는 기존의 화성개념을 색채의 개념으로

대신하였고, 화음의 진행은 다른 음색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색채의 변

화로서 여겼다. 그 결과, 화성적 구조를 통한 색채감의 표현은 훌륭한 화

성적 화려함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음향적인 색채감을 제공하였다. 이

러한 화성적 색채감의 추구는 후에 쇤베르크와 베베른의 음색선율

(klangfarbenmelodie)과 음층음악(klangflaechenmusik)을 비롯한 음향음

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58)

156) Wai-Ling, “Plainchants as Coloured Time in Messiaen's ‘Couleurs de la cité
céleste’”, p. 32.

157) 이러한 색채화음에 대한 분석은 와이-링(Cheong Wai-Ling)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Wai-Ling, 위의 책, p. 30.)

158) 전상직, “메시앙 화성어법의 역사적 고찰”, 『연세음악연구』, 15, 2008,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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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천국의 색채》의 공감각적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메시앙의 공감각은 기독교적 신앙과 결합하여 종교적 내용을 전

달하고자 하였다.《천국의 색채》는 자신의 공감각적 지각에서 비롯된

다양한 색채적 요소를 통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천국의 모습을 표현함

으로써 기독교적 신앙을 표출하였다.

둘째, 색채를 작품 구성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로서 사용하였으며, 선

법과 화음 등의 음악적 요소를 색채와 결합함으로써 음악적 구조 안에

색채적 요소를 포함하였다.

셋째, 악보에 색채를 지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연주자가 색채적 표

현을 이해하여 자신의 연주를 통해 나타내고, 궁극적으로는 시각과 청각

의 동시적인 울림을 통하여 청중들에게 강한 감각적 효과를 제공함으로

써 자신과 같은 공감각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메시앙의 음악어법은 그 어느 시대와 사조에도 속하지 않으며 전통과

현대를 오고가는 그만의 고유한 음악양식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때, 메시

앙의 음악은 보수와 혁신 사이의 정체성의 모호함으로 논란이 일기도 하

였다. 아방가르드의 혁신주의자들은 메시앙이 지나치게 19세기의 하모니

영향에 의존한다고 하였고,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불협화음과 특이한 악

기편성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159) 이러한 이중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메시앙 음악의 복합적인 양면성에 있다. 조성과 무

조성, 서양과 동양의 리듬, 기술적 악기와 자연의 소리, 신성과 인성, 소

리와 색채, 논리적 합리성과 신비주의적 불합리성이 공존하는, 서로 다른

요소들의 결합은 그의 음악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세계와 외면세계의

균형을 추구하며, 메시앙만의 고유한 음악세계를 창조하였다.

공감각적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곡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

양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

해 없이는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으며, 작품의 진가를 제대로 평가

159) Berman, “Synesthesia and the Arts”,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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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다. 물론 작곡가의 공감각에 대한 진위여부와 공감각적 요소의

분석, 공감각적 경험의 전달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스크리아빈과 메시앙은 음과 소리의

대응을 통해 음악적 형태에서 특별한 색채적 구성을 일으킴으로서 음악

에서의 시각적인 색채를 표현하고, 청중들에게 음악을 통해 색채를 전달

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작곡가의 공감각적 지각이 있었기에 가능

한 일이며, 창조적인 열정과 의지가 합하여 공감각적 음악의 탄생에 기

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작품을 공감각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는 작품 속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인식하고, 강

화된 음악적 경험과 감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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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감각적 음악을 활용한 음악수업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곡가의 공감각적 지각은 무의식적 혹은 의식

적인 감각 간의 결합을 통해 창작 동기나 과정에 예술적 영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독특하고 창의적인 음악어법을 통해 공감각적 음악작품이 탄

생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공감각적 음악은 감상자에게 감각과 사고

의 결합을 통해 작품을 폭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공감각적 요소들을 통

해 의식적인 공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는

공감각적 음악의 교육 가능성을 내포하며, 특히 중학교의 음악수업에 활

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미적체험과 창의력 계발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공감각적 음악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함

으로써 음악 교육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교수․학습 방안

공감각적 음악을 음악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지도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교수방법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공감각적 음악을 지도할 경

우, 학습자들로 하여금 공감각적 음악은 물론 현대음악, 더 나아가 클래

식 음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사실 공감각

적 음악이 지니는 조성적 모호함과 계속된 화성의 변화, 불규칙한 리듬

등에서 비롯된 낯선 음향적 요소들은 학생들은 물론 가르치는 교사들에

게조차 접근이 쉽지 않다. 그러나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교한 지도계획이 선행된다면 교사와 학

생 모두에게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음악적 경험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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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선 학습대상을 선정하고, 다양한 학자들의 음악발달단계이론을 통

해 선정한 학습자의 발달단계와 음악적 수준을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목표와 내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1) 학습대상 선정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신

체적, 지적, 감정적 측면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유기체적

존재로 성숙하는 단계로서, 급격한 신체적인 성숙과 함께 관념적, 논리

적, 언어적, 지적, 비판적 사고력이 발달하여 추상적, 개념적인 학습이 가

능하다.160) 피아제(Jean Piaget)는 중학교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는 형

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 13-15세)에 해당되며,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청소년들의 인지 구조는 대체로 거의 완전한 성숙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사고의 논리적 조작이 자유로워져 거의 모든 종류의 문제

를 논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161)

그러나 이러한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은 주로 과학적인 활동을 강조하

기 때문에 예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으

며,162) 이러한 비판은 가드너(Howard Gardner)이론의 출발점이 된다. 가

드너에 의하면, 피아제는 예술가, 작가, 음악가 등의 사고과정은 거의 고

려하지 않으며, 과학의 논리에서 벗어난 성인의 인지 형태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직관이나 창조성 혹은 참신한 사고과

정을 배제한 채 논리적, 합리적 사고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163) 이에 가

160)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p. 79.

161)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1992, p. 228.

162) 하그리브스(David J. Hargreaves)는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은 논리적 사고가 명확한

형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는 예술에서 강조하는 이상하거나(ludic) 별난

(antic) 활동보다는 과학적인 활동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David J. Hargreaves,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of Mus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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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너는 음악발달단계를 음악적 상징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문화적 환경

을 통해 생성되는 음악적 표상(sound representation) 또는 상징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출생 단계에서부터 문화 관습적 음악어법에 대한 비판

적 소통단계까지의 질적인 발달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하였다.164) 이러한

발달단계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은 비판적 소통단계, 즉 ‘비평기(13-15

세)’에 속하는 시기로서, 문화 관습적 음악어법에 대한 기계적 순응에서

창의적 작품으로 관심이 변화되며, 음악에 관한 비판적 의사소통과 악보

독보능력이 발달하고 예술적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스와닉(Keith Swanwick)은 중학교 3학년은 음악발달단계 중 상

위인지단계(meta-cognition, 15세 이상)에 속하는 시기로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대한 생각이 분명해지면서 개성이나 가치 등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음악적 반응에 대한 사고나 감정, 즉 음악에 대한 내적인 감정적

내용을 스스로 깨닫고 비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강한 가치체계

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음악적 과정을 창조하거나 음악적, 미학적, 역사

적, 과학적, 심리학적 혹은 철학적으로 음악작품을 감상하고 논할 수 있

게 된다고 주장하였다.165)

또한 하그리브스(David J. Hargreaves)는 중학교 3학년은 ‘전문적 단

계(professional stage, 15세 이상)’에 속하는 시기로서,166) 예술적 관심을

성숙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하나의 작품에 대해 관습적 시각뿐 아

163) H. Gardner, “Development psychology after Piaget: An approach in terms of

symbolization”, Human Development, 22, 1979, p. 76.

164) 권덕원,『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2005, pp. 120-121.

165) 스와닉(Keith Swanwick)은 다양한 연령대의 음악창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

이 음악적으로 일정한 발달적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숙달(mastery, 0-4

세), 모방(imitation, 4-9세), 상상(imagination, 9-15세), 상위인지(meta-cognition, 15

세 이상)의 음악발달단계를 제시하였다. (Keith Swanwick, Music, mind and
education, Routledge, 1988, pp. 73-77.)

166) 하그리브스는 감각 운동적 단계(sensorimotor stage), 형상적 단계(figural stage),

도식적 단계(schematic stage), 규칙 체계적 단계(rule systems stage), 전문적 단계

(professional stage)의 음악발달단계를 제시하였다. (정진원, “음악 인지능력 신장을

위한 음악학습활동 구성방안 연구”,『예술교육연구』, 10(1), 2012. pp.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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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로부터 독립된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여러 예술분야

의 다양한 스타일을 상호관계성 속에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테일

러(Dorothy Taylor)는 음악성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다른 문화권

이나 다른 양식 혹은 다른 시기의 음악과 같은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

며 이를 추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고,167) 로스(Malcolm Ross)는 청소년

시기에 이상적인 형태나 상징적인 특징을 추측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

면서 완벽하게 상징적인 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았다.16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중학교 3학년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개념

을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예술적 형태를 결합하여 감상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음악양식에 대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음악발달단계가 해당 학생들의 음악수준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못하지만 발달상 기대할 수 있는 음악적 능력의 범위

를 파악할 수 있고, 대략적인 위계 및 음악활동 구성에 있어서의 적절한

목표와 내용 설정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169)

더불어 앞서 살펴본 두 작곡가의 작품은 시기상 현대음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중학교 교과서의 현대음악사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은 이미 1, 2학년을 거쳐 낭만시대

까지의 전반적인 흐름과 대표적인 작곡가와 작품들을 학습한 이후로서,

현대음악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워야 하는 만큼 공감각적 음악의 새로운

양식과 음악어법을 통해 현대음악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시

기라고 사료된다.

167) D. Taylor, “Aesthetic Development in Music”, p. 107, in The development of
aesthetic experience, edited by M. Ross, Oxford: Pergamon Press, 1982.

168) M. Ross, “Knowing Face to Face: Towards Matures Aesthetic Encountering”, p.

89, in The development of aesthetic experience, Oxford: Pergamon Press, 1982.
169) 정진원, “음악 인지능력 신장을 위한 음악학습활동 구성방안 연구”,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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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지도계획

공감각적 음악을 활용한 음악수업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각적 음악의 교육적 효용성을 고려하여 수업의 방향을 설

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음악수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

록 구성해야 한다. 공감각적 음악은 ‘공감각’이라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곡가의 지각방식과 표현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함으로써 수업에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빠른 박자와 현란한 화성의 대중음

악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동기 유발적인 악곡은 학습내용에 대한 궁금증

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능동적인 학습자의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악곡을 감상하기 전에 공감각이라는 신기한 현상을 설명하고, 다

양한 유형의 공감각자들을 소개하여 호기심을 자극하며, 제재곡에 흥미

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청각위주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감각 간의

결합을 통한 통합적인 음악수업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공감각적 음악

은 음악을 들을 때, 청각뿐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감각까지도 함께 느

끼고 인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자극이 서로 연결, 통합

되는 감각과 사고 융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각적 경험

은 서로 다른 감각적 경험을 연관시킴으로써 음악적 향수를 증진시키며,

보다 강화된 청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70) 즉

다양한 감각 간의 결합을 통해 추상적인 음악적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

하고, 상이한 지각과정을 통해 뇌와 가슴 속에 공통된 미적 감흥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더욱 강화된 심미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

순히 악곡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감각적 요소를 활용하

170) Taylor, “Aesthetic Development in Music”,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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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고 듣는’ 음악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계발하도

록 구성해야 한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활동을 통하여 미적경험과

즐거움을 얻고 잠재된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여 음악의 사회적 역할

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가능성과 삶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

혀야 한다.”171)고 언급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수용하도록 지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창의성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극되고 복 돋아짐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데, 예술가들의

공감각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공감각적 음악은 작품 속의 다양한 공감각

적 요소를 통해 작곡가의 지각과정을 직, 간접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음악세계를 경험하고 상상해봄으로써 창의력 증진에 도모할 수

있다.172) 따라서 작곡가의 공감각적 지각을 느끼고 표현하는 다양한 활

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음악수업의 방향은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내용을 선정․조

직하며, 학습방법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하며, 세밀하고

정교한 지도계획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171) 교육인적자원부, 「제2011-361호, 음악과 교육과정」,2012, p. 2.

172) 공감각과 창의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라마찬드란과 허버드(V. S. Ramachandran

and E. M. Hubbard)는 공감각을 통해 서로 다른 개념과 아이디어를 의미 있게 연관

시키는 능력인 창의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고(V. S. Ramachandran and E. M.

Hubbard, “Synaesthesia: A Window into Perception, Thought and Language”.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8(12), 2001), 쿤리프(L. Cunliff)는 공감각이 지각

적 싸이클을 더 활성화시키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새로운 이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감각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예술을 가르치고 이해

하는 것은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았다. (L. Cunliff,

“Synaesthesia: Arts Education as Cross-Modal Relationships Rooted in Cognitive

Repertoires”, Journal of Art & Design Education, 13(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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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목표 설정

학습목표의 설정은 학습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활동의 첫 단계로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체험 및 학습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먼저 제재곡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몇 차시에 걸쳐 이루어질 것인지 차시별 세

부 목표를 정해야 한다.173) 본 연구에서는 ‘공감각의 이해’, ‘프로메테우

스’, ‘천국의 색채’ 의 세 가지 학습 주제를 가지고 3차시에 걸쳐 진행되

도록 구성하였으며,174) 각 차시별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Ⅳ-1] 차시별 학습목표

차시 학습주제 학습목표

1차시
공감각의

이해

공감각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공감각이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2차시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를 감상하고,

작품 속의 공감각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조성에 따른 색채악보를 만들 수 있다.

3차시 천국의 색채

‘천국의 색채’ 를 감상하고,

작품 속의 공감각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색채선법을 그림으로 표현해볼 수 있다.

(2) 학습내용 선정 및 조직

학습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학습내용이

무엇인지 선정하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차시별 주요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173)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p. 35.

174) 연간수업시수, 학습자의 음악적 수준, 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사의 재량에 따

라 3차시의 수업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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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시 : 공감각의 이해

1차시에는 공감각현상을 이해하고 음정과 색, 숫자와 색, 냄새와 숫자

등 다양한 공감각자들의 유형을 탐색해보며 간단한 공감각 테스트를 통

해 자신의 공감각적 능력을 파악해본다. 또한 예술에서의 공감각이 논의

되기 시작한 19세기 낭만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음악과 미술 분야에 있어

공감각이 각 예술가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어떻

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수업은 2차시와 3차시에 걸쳐

배우게 될 공감각적 음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호기심을 유발함

으로써 추후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② 2차시 : 스크리아빈의《프로메테우스》

2차시는 스크리아빈의《프로메테우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감각적

음악에 대해 탐색해본다. 우선 제재곡을 감상하고 작곡가의 생애, 공감

각, 작품 양식, 작품 해설, 신지학 등 작곡가와 작품에 대해 파악한다. 또

한 작품 속의 공감각적 요소를 분석하여 작곡가의 공감각이 작품에 어떻

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하고, 조성의 변화에 따라 색을 칠하여 색채악보를

만들어본다.

③ 3차시 : 메시앙의《천국의 색채》

3차시는 메시앙의《천국의 색채》에 대해 학습하며, 2차시와 마찬가지

로 제재곡을 감상한 뒤 작곡가의 생애, 공감각, 작품 양식, 작품 해설, 기

독교적 신앙 등 작곡가와 작품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작품 속의 공감각

적 요소를 분석하여 작곡가의 공감각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

아보고, 메시앙이 제시한 선법과 색채 간의 대응을 형태와 색을 통해 그

림으로 표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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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방법 수립

공감각적 음악은 악곡이 탄생된 시기와 음악적 특징을 고려해볼 때 서

양음악사의 시대구분 중 현대음악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민경훈은

현대음악학습을 위한 지도방법으로 ‘청취’, ‘문헌’, ‘악보’, ‘구조분석’, ‘개념

파악’, ‘전이’의 6단계를 제시하였는데,175) 이러한 단계별 지도방법은 공

감각적 음악의 학습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

준과 악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분석’과 ‘개념파악’의 단계를 하나로

합하여 5단계의 학습방법으로 구성하였고, 2차시와 3차시의 수업에 적용

하였다.

[표 Ⅳ-2] 단계별 학습방법

단계 학습방법 주요학습내용

1 청취
악곡에 대한 호기심 유발하기,

악곡 감상하기, 언어적 표현하기

2 문헌 작곡가, 작품 이해하기

3 악보 연주형태, 악기편성 파악하기

4 구조분석 및 개념파악

공감각적 요소 파악하기

(타스티에라 페르 루체성부, 신비화음,

조옮김이 제한된 선법, 색채화음)

5 전이 색채악보 만들기, 색채선법 표현하기

175) 민경훈은 ‘청취’ 단계에서는 올바른 감상태도 및 습관, 음악적 표현, 언어적 표현,

‘문헌’ 단계에서는 작곡가의 이해, 음악의 역사 이해, 작품 내용의 시대적, 사회적 배

경 이해, ‘악보’ 단계에서는 악보읽기, 악곡형태, 악기편성, 연주형태, 가사형태, ‘구조

분석’ 단계에서는 작곡기법, 악곡구조, 언어구조, ‘개념파악’ 단계에서는 리듬, 음길이,

가락, 화성, 형식, 형태, 빠르기, 음의 세기, 음색, ‘전이’ 단계에는 신체적 표현, 그림

표현, 언어 표현, 문장 표현, 도식악보 제작을 주요 학습내용으로 한 6단계 지도방법

을 제시하였다. (민경훈, “현대음악 학습 방법 연구”, 『음악이론연구』, 4, 1999,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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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취 단계

청취 단계에서는 악곡 감상을 통하여 낯선 음향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음악에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분

위기를 조성하고, 악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감상 전에

작곡가나 작품과 관련된 자료나 영상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루체

성부와 함께 연주되는《프로메테우스》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메시앙

의 공감각과 관련된 스테인드글라스 그림을 통해《천국의 색채》에 대

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단, 감상 시에는 두 음악의 연주시간이 긴

것을 감안하여 악곡을 끝까지 들려주기보다는 10분 내로 제한하도록 한

다. 감상 후에는 교사가 적절한 유도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받은 음악적

느낌을 문장과 언어로 표현하도록 지도하며, 주관적인 생각을 강요하거

나 정해진 답을 유도하지 말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을 존중해줌으로써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

다. 이러한 학습과정은 학생 스스로의 체험을 통한 청각적, 인지적, 비판

적, 언어 표현적 능력을 기르고 창의적이고 발산적인 사고를 계발할 수

있다.

② 문헌 단계

문헌 단계에서는 악곡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학

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크리아빈과 메시앙은 현대음악 작곡가로 분류

되지만, 그 어느 양식에도 속하지 않은 독자적인 음악양식을 가진다. 공

감각과 신지학, 기독교신앙 등과 함께 작곡가의 생애와 작품 양식에 대

해 설명하고, 그리스 신화 속의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와 성경 속의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소개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이때 작곡

가의 사진이나 영상 등 시각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교

사 중심이 강의식 수업이 되지 않도록 이전 시간에 미리 조별로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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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모둠식 학습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즉

각 조별로 작곡가와 작품에 관련된 핵심적 요소를 한 가지씩 선택하여

미리 조사해온 뒤 발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학습할 내용을 미

리 공부해오는 예습의 효과를 더불어 또래 친구의 설명을 통해 학습함으

로써 더 쉽게 이해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

다. 단, 조를 편성 시에는 학생들의 수준과 학업성취를 고려하여 조원들

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③ 악보 단계

악보 단계에서는 연주형태와 악기편성에 초점을 두고 지도한다. 우선

악보를 함께 보며 연주형태를 살펴보고, 각 악기의 모습을 보면서 연주

방법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악기편성을 파악하도록 이끌어준다. 특히《천

국의 색채》의 경우, 일부 특이한 악기들(탐탐, 공, 자일로폰, 자일로림

바, 센세로 등)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각 악기들의 음색과 연주방법을

이해하고 소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악보 전체를 학습하기보

다는《프로메테우스》는 루체 성부가 나오는 부분을, 《천국의 색채》는

색채지시가 표현된 부분들을 일부 발췌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④ 구조분석 및 개념파악 단계

구조분석 및 개념파악 단계에서는 작품 속에 다양한 공감각적 요소,

즉 루체 성부, 신비화음, 조옮김이 제한된 선법, 색채화음에 대한 구체적

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실 이러한 선법과 화음 등 음악적 요소

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화음의 구조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구성

요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청각적으로 느껴지는 음향으로서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학습한다.



- 77 -

⑤ 전이 단계

전이 단계에서는 ‘색채악보 만들기’와 색채선법 표현하기’의 활동을 활

용할 수 있다. ‘색채악보 만들기’는 음악을 들으며 조성의 변화에 따라

색을 칠하여 색채악보를 만들어봄으로써 스크리아빈의 조성과 색채 간의

공감각적 대응을 경험해볼 수 있다. 교사는 조성의 변화가 많은 악곡을

선정하여 들려준 뒤, 학생들이 조성의 변화에 따라 색을 칠하도록 유도

한다. 이 때 음악은 반드시《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학

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조성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클래식음악 혹은 교

사가 임의적으로 조옮김을 한 음악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처음 제시된

조성의 색을 흰색으로 가정하고 조성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자율적으

로 다양한 색채를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활동은 청각적 지각에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고 다양한 방식으

로 음악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색채선법 표현하기’는 메시앙이 묘사한 색채선법을 그림으로 표현해봄

으로써 메시앙의 색채적 지각을 느껴볼 수 있다. 앞서 제시된 메시앙의

선법에 대한 색채 묘사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다양한 형태를 결합

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메시앙의 공감각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지각형태로서 언어적 설명만으로 그의 색채적 지각을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메시앙이 제시한 선법에 대응되는 색채묘사를 직접 그림으

로 표현해봄으로써 메시앙의 공감각적 지각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우선 학생들로 하여금 2, 3, 4, 6선법 중 한 가지를 택하게 하고,

색연필을 가지고 각 선법이 묘사한 색채와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본다.

그림이 완성된 뒤에는 같은 선법을 표현한 작품들을 모아 비교해보고 공

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활동은 작곡가

의 공감각적 지각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청각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음악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해볼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학생 스스로 활동을 통해 작품 속의 공감각적 요



- 78 -

소를 이해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과 여건을 고려하여 활동의 난이도를 조절

하고 경우에 따라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활동들을 추가하는 등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 스스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조언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단, 이러한 활동이 수업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되며

악곡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수업설계는 공감각적 음악을 활용한 하나의 예시로서, 스크리

아빈과 메시앙의 음악뿐 아니라 다른 공감각적 음악을 활용하여 유사한

원칙과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앞으로 심도 있는 이론적, 실천적 사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수정 및 보완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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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 지도의 실제

1) 차시별 교수․학습지도안

학습주제 공감각의 이해

학습목표

• 공감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 공감각이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

유발

학습

목표

• 공감각 그림을 통해 공감각에 대한 흥미

유발하기

• 학습목표 인지하기

그림

전개

예술

에서

의

공감

각

• 공감각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경험 이야기

해보기

• 다양한 공감각 유형 알아보고, 공감각테스트

를 통해 공감각 능력을 알아보기

• 공감각이 음악과 미술 분야에 있어 예술가

와 그들의 작품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관

련 작품 감상하기

<음악에서의 공감각>

: 톨크, 《밝은 파랑음악》

<미술에서의 공감각>

: 호크니, 무대디자인《트리스탄과 이졸데》

• 공감각이 소수사람들만 지니는 특이한 능력

이 아닌 일반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으며 학

습에 의해 계발 가능함을 인식하고, 공감각

의 역할과 가치 토론해보기

관련

그림

음원

사진

정리
차시

예고
• 배운 내용 복습 및 조별 학습 과제 숙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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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스크리아빈의 《프로메테우스》

학습목표

• 제재곡을 감상하고, 작품 속의 공감각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조성에 따른 색채악보를 만들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

입

청

취

동기

유발

학습

목표

• 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제재곡

감상하기

• 학습목표 인지하기

영상

전

개

문

헌

악

보

구

조

․

개

념

전

이

작곡

가,

작품

이해

악보

읽기

공감

각적

요소

탐색

색채

악보

만들

기

• 작곡가의 생애, 공감각, 작품양식, 작품해설,

신지학에 대해 조별로 준비한 내용 발표하기

• 악보를 보며 연주형태와 악기편성 파악하기

• 스크리아빈의 공감각이 제재곡에 어떻게 표

현되었는지 파악하기

- 타스티에라 루체 성부

- 신비화음

• 조성의 변화에 따른 색채악보 만들기

• 완성된 악보를 서로 비교해보고 공통점과 차

이점 파악하며 상호 평가하기

사진

악보

색연필

정리
차시

예고
• 배운 내용 복습 및 조별 학습 과제 숙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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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메시앙의 《천국의 색채》

학습목표

• 제재곡을 감상하고, 작품 속의 공감각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색채선법을 그림으로 표현해볼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

입

청

취

동기

유발

학습

목표

• 제재곡을 감상하면서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

과 연관성 추측하기

• 학습목표 인지하기

그림

음원

전

개

문

헌

악

보

구

조

․

개

념

전

이

작곡

가,

작품

이해

악보

읽기

공감

각적

요소

탐색

색채

선법

표현

하기

• 작곡가의 생애, 공감각, 작품양식, 작품해설,

기독교적 신앙에 대해 조별로 준비한 내용

발표하기

• 악보를 보며 연주형태와 악기편성 파악하기

• 메시앙의 공감각이 제재곡에 어떻게 표현되

었는지 파악하기

- 조옮김이 제한된 선법

- 색채화음

•메시앙의 색채선법의 다양한 형태와 색채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같은 선법 표현한 그림끼리 모아 공통점과 차

이점 파악하며 상호 평가하기

사진

악보

색채

선법

학습지

색연필

정리
차시

예고
• 배운 내용 복습 및 차시 예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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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 시 유의사항

공감각적 음악이 효과적으로 수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업의 전 과

정에 있어 수시로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한 수업계획을 세

웠더라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수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경우에 따

라 활동의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수업전략을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

요하다. 또한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동기력이 중요한 요인

임을 주지하고, 학습내용뿐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호기

심을 유발하여 학습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의지와 끈기이다. 다른 현대음악

작품이 그러하듯이 결코 한 번의 수업을 통해 공감각적 음악에 친숙해질

수 없다. 일반적으로 낯선 환경에 마주했을 때, 다양한 경험을 겪어가면

서 서서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처럼 새로운 음악과 낯선 음향에 친숙해지

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시간의 관념에서 벗어나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세

심하게 관찰하는 습관과 인내력을 길러야 한다.176)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교사가 먼저 새로운 음악양식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며, 악곡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

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

사실 공감각적 음악을 수업에 활용하려다보면 제한된 수업시수, 교구

의 부족, 학습자의 낮은 음악적 지식, 소극적인 참여, 싸늘한 반응 등 여

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힐 수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

담을 되새기며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지도계획을 수정하고, 학습

방법에 대한 부단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질 때, 학습자는 새로운 음악

세계에 한발 더 접근하게 되며, 비로소 공감각적 음악의 교육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176) 민경훈, “현대음악 학습 방법 연구”, 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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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공감각적 음악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스크리

아빈과 메시앙의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 속의 공감각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3학년 음악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

을 제시하였다.

스크리아빈과 메시앙의 공감각적 지각은 다양한 음악적 요소와 색채와

의 결합을 통해 음악작품에 표현되었다. 스크리아빈은《프로메테우스》

에 루체 성부를 포함함으로써 관현악이 연주되는 동안 그에 대응되는 색

채를 표현하였고, 신비화음을 통해 다양한 색채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메

시앙은《천국의 색채》의 악보에 특정한 색을 직접 지시하거나 선법과

화음을 색채와 대응시킴으로써 음악에 색채적 요소를 포함하였다. 이러

한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곡기법들은 다른 감각적 요소를 음악의 구조 안

에 포함한 예술 역사상 첫 시도로서 기록되며, 낭만시대의 표제음악이나

바그너의 종합예술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로서의 예술통합을 실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작품 속에 내재된 공감각적 요소들이 감상자로 하여금 감

각 간의 전이를 통해 작품을 폭넓게 이해하고, 서로 다른 감각이 결합되

는 공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색과 소리의 동시적인

경험이 더욱 강화된 음악적 감동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던 스크리아빈과

색채가 주는 청각적 눈부심은 또 다른 진실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메시앙

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감각이 예술가와

감상자 간의 내적소통을 위한 보이지 않는 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예술가에게는 예술적 영감을 부여하고, 감상자에게는 강한 감각적 효과

를 통해 더 큰 음악적 감흥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특징을 고려해볼 때, 공감각적 음악은 음악수업에 활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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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첫째, 공감각이라는 독

특한 작곡가의 지각방식과 표현방법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함으로써 수업에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청각 이외의 다른 감각들을 함께 느끼고 인

식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자극이 서로 연결․통합되는 감각과 사고융합

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음악 속에 미술, 문학, 무대적 요소를

포함하며, 다양한 예술의 형태를 느끼고 학습할 수 있는 통합교육을 가

능하게 해준다. 넷째, 다양한 경험세계를 통해 음악의 심미적 체험을 극

대화함으로써 상상력과 창의력의 계발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일부

작곡가 중심의 제한된 악곡에서 벗어나 현대음악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교육적 효과에 부응하기 위해 공감각적 음악을 활

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하

였다. 우선 학습대상을 선정하고, 선정한 학습자의 발달단계와 음악적 수

준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내용을 선정 및

조직하며 학습방법을 수립하는 일련의 지도계획을 구안하였다. 특히 2차

시와 3차시의 수업에 걸쳐 감각 간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

였는데, 조성의 변화에 따라 색을 표현한 색채악보를 만들거나 메시앙의

색채선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 등 추상적인 음악적 요소를 시각으

로 표현해봄으로써 작곡가의 공감각적 지각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작품 속의 공감각적 요소를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업시간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 청각 자료를 제시하고 단계별로 학

습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손쉽게 수

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안은 제시된 악곡 이외의 다른 공감각적 음악을

지도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준과 주어진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심도 있는 이론적, 실천적 사례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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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정 및 보완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음악 교육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

악의 가치를 인식하며,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교사는 음악수업을 통해 다양한 시대와

양식의 음악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가치로운 미적경험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함께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사의 의지와 끈기이며, 학

생에 대한 따듯한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이 바탕이 될 때 실현될 수 있

다.

본 연구가 이러한 교사들의 열정에 작은 불씨를 제공하고, 그들의 노

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음악에서의 공감각에

대한 논의를 통해 더 많은 작곡가의 공감각적 음악에 대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재발견되고, 교육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연구될 필

요가 있으며,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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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차시별 교수․학습 방안 -

   (1) 1차시 : 공감각의 이해

 ▣ 공감각 그림을 통해 공감각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이 그림은 2로 구성된 한 개의 삼각형을 포함한 5로 이루어진 하나의 행렬로서,
비공감각자의 경우 숨겨진 2를 찾기 어려운 반면, 숫자-색 공감각을 가진 일부 
공감각자들에게는 5가 초록색, 2가 빨간색으로 보여 숨겨진 삼각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공감각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본다.

공감각 : 하나의 감각기관의 자극이 동시에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으로 
그리스어인 ‘syn(union)+aesthesia(sensation)’에서 유래하며 서로 다른 경험이 
혼합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인구의 2000명 중 1명 정도가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
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실제적 공감각은 아니지만 빨간색에서 따듯함을 느끼거나 낮은 음에서 어두운 색
을 느끼는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에 의한 연상작용 혹
은 감각 간의 유사성에 의해 감각 간의 혼합 역시 넓은 범위에서의 공감각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적 공감각과 구분하여 ‘상대적 공감각’, ’약한 공감각’, ‘공감
각적 은유’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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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공감각의 유형을 이해하고, 간단한 공감각 테스트를 통해 공감각
    능력을 파악해본다.

              [장 니콜라 아르튀르 랭보]         [루치아노 파바로티]
 

색-자소 공감각 : 프랑스의 시인인 랭보(1854-1891)는 특정한 글자(알파벳의 모
음)를 특정한 색과 함께 인식하는 색-자소 공감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시 
『모음들』에서 “검은 A, 흰 E, 붉은 I, 초록의 U, 청색의 O” 라는 문구를 통해 
알파벳의 모음을 색채와 연관시켰다. 실제 랭보는 특정한 글자나 숫자를 특정한 
색으로 인식하였다. 
음-색 공감각 : 이탈리아의 성악가인 루치아노 파바로티(1935-2007)는 음-색의 
공감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래를 부르면서 머릿속으로 다양한 색채로 음들을 
인식하였고 ‘음악을 그렸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하였다.
음정-맛 공감각 : 스위스의 리코더 연주자인 엘리자베스 설스턴은 음정마다 특
정한 맛을 느꼈는데 단3도는 짠 맛, 장3도는 단 맛, 장6도는 저지방 크림 맛, 단
6도는 고지방의 크림 맛으로 인식하였다. 
그 외에도 컴퓨터의 모니터에서 작은 점들의 움직임이나 빛의 유무에 따라 특정
한 소리를 듣거나, 특정한 글자나 숫자를 색이나 사물 혹은 현상과 관련지어 인
식하는 공감각자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공감각 능력은 복잡한 용어를 색을 이용
해 쉽게 외우거나 예술분야에서 천재적인 창의성으로 발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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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각테스트]

1. 숫자나 글자를 보면 색깔이 보인다. 예를 들어 글자 ‘가’를 보면 ‘노란색’이   
   보이고 숫자 ‘5’에서 ‘자주색’이 느껴진다.
2. 요일이나 달에서 특정한 색상이 떠오른다. 예를 들어 ‘7월’에서 늘 ‘바다쪽빛’  
   이, ‘수요일’에서 항상 ‘오렌지색’이 느껴진다.
3. 요일이나 달, 연도가 특정한 위치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9월’은 항상 몸에서  
   왼쪽 1m쯤에 존재한다.
4. 소리를 들으면 색상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차의 ‘경적 소리’가 ‘녹색’으로 보  
   이고 ‘C단조’가 ‘분홍색’으로 보인다.
5. 어떤 단어가 입안에서 맛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동아’라는 단어가 ‘도토  
   리묵’의 쌉쌀한 맛을 느끼게 한다.
6.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촉감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커피 향’이 ‘차가운 유리  
   의 표면을 만지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7. 움직이는 물체를 볼 때 자동적으로 어떤 소리가 들린다든지, 어떤 음식의 맛  
   을 볼 때 특정한 형태가 보인다든지, 통증을 느낄 때 특성한 색을 본다.
   
   => 위의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공감각자일 가능성이 크다.

 ▣ 공감각이 음악과 미술 분야에서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작품을 직접 감상해본다. 

• 톨크의 《밝은 파랑음악》 : 1985년 작곡된 작품으로 톨크에게 있어 D장조가 파  
                          란색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작곡함.

• 호크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통해 떠올린  
                                색과 형태를 바탕으로 무대 디자인을 창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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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에서의 공감각 : 예술에서 공감각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낭만주의 시기로서, 당시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유토피아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예
술작품으로 표현하길 원했고 이러한 표현은 다른 예술적 요소와 특성을 수용하
여 상호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의 공감각적 예술작품으로 탄생할 때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 이후 공감각은 예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감각의 통합을 추구하
는 예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예술가의 공감각적 지각은 하나의 대상을 
다른 형태와 연관지어 인식하게 함으로써 창작 동기나 과정에 예술적 영감을 제
공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작품에 표현되거나 각기 다른 예술을 통합하는 
형태로서 사용되었다. 음악에서는 리스트를 시작으로 바그너, 드뷔시, 톨크의 작
품에서 공감각적 경향을 찾아볼 수 있으며, 미술에서는 칸딘스키, 호크니의 작품
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 공감각이 소수사람들만 지니는 특이한 능력이 아닌 일반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으며 학습에 의해 계발 가능함을 이해하고, 공감각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토론해본다.

공감각의 보편성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23명 중 한명이 공감각현상을 
경험하며 모두가 공감각자이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주장까지 나
오고 있다. 즉 공감각은 잠재되어 있는 감각으로서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각의 역할과 가치 : 공감각은 한 개인의 지각과정뿐 아니라 인지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두뇌발달과 IQ뿐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
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95 -

   (2) 2차시 : 스크리아빈의 《프로메테우스》 

 ▣ 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프로메테우스》 동영상을 감상한다.

                 

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영상으로 연주홀과 기둥에서는 루체의 아랫 
성부, 무대 위의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는 루체의 윗 성부를 색으로 나타내었다.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V3B7uQ5K0IU)      

 ▣ 스크리아빈의 생애, 공감각, 작품양식, 작품해설, 신지학 등 작곡가와 작품에  
    대해 조별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해본다.

                     [스크리아빈]              [프로메테우스 총보 표지]    

스크리아빈의 생애 : 스크리아빈은 1872년 1월 6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으며 아
버지는 법률가,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숙모
에게 맡겨졌다. 5세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출판업자 베라이에프는 
일찍부터 스크리아빈의 재능에 주목하여 그의 작품을 평생 출판하는 계약을 하
는 동시에 매니지먼트를 맡아, 스크리아빈을 베를린, 파리, 브뤼셀, 암스테르담에 
데려가 연주회를 열었다. 1908년 지휘자 쿠세비츠키가 이끄는 관현악단과 함께 
유럽을 돌아다니며 연주하다가 1915년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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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아빈의 공감각 : 스크리아빈은 청각적 자극, 그 중에서도 조성을 특정한 
색채로 인식하는 색청 공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공감각은 음악을 듣
고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지각과정으로 그의 사고와 인식체계뿐 아니라 작곡어법
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스크리아빈의 공감각은 살아있을 당시에는 물론 
죽음이후에도 한동안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였고 ‘정신이상자’ 혹은 ‘사기꾼’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감각적 지각은 독특한 작곡기법과 음
악양식을 통해 《프로메테우스》 의 탄생에 기여하였다.

작품양식 : 낭만적 시기(1887-1903)라 불리는 초기에는 ‘쇼팽의 후계자’라고 할 
만큼 쇼팽과 리스트의 영향을 받았으며, 신비주의 시기라 불리는 1904년 이후의 
작품에는 니체와 동양철학의 영향 아래 음악에서 시(poem)의 형식을 추구하였
다.

작품해설 : 프로메테우스는 ‘타스티에라 페리 루체’ 성부를 악보에 포함한 음악 
역사상 최초의 작품으로 색의 요소를 음악의 구조에 포함시킴으로써 음악이 연
주될 때마다 변화되는 색을 스크린을 통해 투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11년 
모스크바에서 초연될 당시,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색을 표현할 수 없었고 1915
년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컬러오르간과 함께 소리의 색의 연주가 실현되었다.

신지학 : 인간을 해탈시켜 신에게 이르는 길을 열어주고 보통의 신앙이나 추론으
로는 알 수 없는 신의 심오한 본질이나 행위에 관한 지혜와 지식으로서, 블라바
츠키와 그의 추종자들이 1875년 뉴욕에 신지학 협회를 설립하면서 활발히 전파
되기 시작했으며 스크리아빈이 블라바츠키의 저서인 『신지학의 해답』을 접한 뒤 
신지학 교리에 열정적인 관심을 보이며 그 이후 스크리아빈의 사고와 생각을 지
배하게 되며 음악작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 악보를 보며 연주형태와 악기편성을 파악한다.

관현악, 피아노, 합창, 색채오르간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교향곡으로, 관현악이 연
주되면서 색채오르간이 루체 성부를 연주하며 각 건반을 누르면 그에 대응되는 
색이 스크린에 투사된다. 이 성부는 관현악 총보의 상단에 위치하여 작은 보표로 
기보되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로 두 성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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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리아빈의 공감각이 작품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본다.

타스티에라 페르 루체 : 스크리아빈은 이 성부를 통해 색과 소리의 두 개의 교향
곡이 함께 연주되기를 원했다. 즉 음악적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색의 변
화를 동시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고 이러한 색채표현을 위해 루체 성부를 악보
에 포함하였다. 이는 스크리아빈의 공감각적 지각에서 비롯하며 서로 다른 색을 
표현하는 두 개의 루체 성부를 통해 자신의 색채적 지각과 동시에 색과의 결합
을 통해 음악적 효과를 강조하고 시각과 청각의 공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신비화음 : 프로메테우스화음이라고도 불리며, C, F＃, B♭, E, A, D의 6개음으
로 구성된다. 4도 음정이 동시에 결합되면서 조성적으로 모호하고 신비스러운 
음향을 제공하며 독특한 색채적 효과를 부여한다.     

 ▣ 조성의 변화에 따른 색채악보를 만들어본다. 

악곡의 종류와 난이도는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을 고려하여 조성의 변화가 빈번
한 클래식음악이나 교사가 하나의 악곡을 조옮김하여 들려주고 조성이 변할 때
마다 다른 색으로 칠하여 색채악보를 만들어본다. 처음 시작하는 조성의 색을 하
얀색으로 정하고, 조성이 변할 때마다 느껴지는 색을 칠하도록 한다. 단, 이러한 
조성과 색채 간의 대응은 절대적이 아닌 임의적인 결합임을 주지시키고 조성이 
바뀌는 시점에 색이 변화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작
품이 완성된 뒤에는 몇 개의 그림을 모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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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차시 : 메시앙의 《천국의 색채》

 ▣ ‘성 샤펠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을 제시하고, 《천국의 색채》 를 감상  
     하면서 그림과 작품의 연관성에 대해 추측해본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색유리를 이어붙이거나 유리에 색을 칠한 장식용 유리로서, 
메시앙은 이것을 본 뒤로 음악에서 색채를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스테인
드 글라스에 반음계의 모든 음이 다 표현되어 있다고 여기고 천국에 있는 다양
한 색의 돌을 음악으로 표현하기에 이른다.  

 ▣ 메시앙의 생애, 공감각, 작품양식, 작품해설, 기독교신앙 등 작곡가와 작품에  
    대해 조별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해본다.

[메시앙] [천국의 색채 앨범 표지]

메시앙의 생애 : 메시앙은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로서, 파리음악원에
서 오르간과 작곡을 공부했으며, 1931년부터는 파리 생 트리니케의 오르간 주자
로 있었고, 1941년에 음악원의 화성학 교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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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앙의 공감각 : 음악을 들을 때 내적으로 색채를 보았으며 이러한 색들은 음
악과 함께 움직이며 매우 생생하게 지각되었다. 단순히 음악을 들을 때뿐 아니라 
악보를 읽을 때에도 색을 보았고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인식되었다.

작품양식 : 메시앙의 양식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는데 1기(1929-1935)는 조옮김
이 제한된 선법의 확립, 2기(1936-1948)는 첨가가치와 비역행 리듬 등 독자적 
리듬기법의 확립, 3기(1949-1992)는 전음열주의, 새와 자연의 노래, 색채화음, 
카톨릭적 상징주의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작품해설 : 1963년 작곡되어 1964년 불레즈의 지휘하게 초연되었고 1966년 악
보로 출판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한 5절을 바탕으로 무지개 색의 보석으로 
장식된 천국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를 위해 악보에 색을 지시하였고 연주자가 
이러한 색채적 인상을 표현함으로써 청중들에게 공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기독교신앙 : 메시앙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음악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나 시
적인 상상력과 관련된 주관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음악을 
통하여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대중들을 감화시키고자 하였다.  

 ▣ 악보를 보며 연주형태와 악기편성을 파악한다.

  
    ※ 악보 : Messiaen, Couelurs de la cité céleste, Paris: Alphose Leduc,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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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형태 : 솔로 피아노와 관현악
악기편성 : 3개의 트롬본, 3개의 트럼쳇, 작은 D조 트럼펫, F조 호른, 베이스 트
롬본, 피아노, 3개의 클라리넷, 자일로폰(실로폰), 자일로림바, 마림바, 센세로, 벨
세트, 4개의 공, 2개의 탐탐
• 자일로림바 - ‘실로림바’ 라고도 불리며, 마림바의 저음에서 실로폰의 고음까   
               지 폭넓은 음역을 가진 타악기
• 센세로 - 카우벨(cowbell)이라 불리며 소목에 다는 방울처럼 생긴 타악기
• 공 - 청동이나 놋쇠로 만든 원반모양의 타악기
• 탐탐 - 오케스트라용으로 만들어진 대형의 공
• 벨세트 - 리본에 묶여져 있는 작은 종들

 
▣ 메시앙의 공감각이 작품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본다.

조옮김이 제한된 선법 : 1선법을 제외한 6개의 선법 중 2,3,4,6선법을 색채와 결
합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선법은 다양한 색채와 형태를 불러일으킨다. 조옮김에 
따라 색채가 변화된다.
색채화음 : 특정한 화음을 색채와 결합하여 나타냈으며, 축약된 공명화음, 회전
화음, 반음계화음 등을 통해 화음과 색채 간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 메시앙의 색채선법을 다양한 형태와 색채를 통해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메시앙의 4개의 색채선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다양한 색채와 형태를 그림으
로 표현해본다. 메시앙의 색채적 지각은 다양한 색채와 형태가 결합된 상태로, 
다소 초현실적이고 모호하여 언어적 설명만으로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러한 
색채적 지각을 직접 그림으로 표현해봄으로써 메시앙이 느꼈던 색채적 지각, 즉 
공감각적 지각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본다. 그림이 완성된 뒤에는 같은 선법을 표
현한 그림들을 모아 함께 감상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선법
예) 제2선법
 제1조옮김

남보라를 중심으로, 작은 회색 정육면체에 얼룩이 있는 
보랏빛 파란색 돌들, 코발트빛 파란색, 진한 감청색, 보
라 및 자주의 가장 밝은 빛, 금색, 빨간색, 루비색, 연보
라의 별들과 검정색, 흰색



- 101 -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Applicability of Synesthetic Music

- Focusing on Alexander N. Scriabin and

Olivier Messiaen -

Ha-Yang You

Major in Music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ynesthetic music of

Alexander N. Scriabin(1871-1915) and Olivier Messiaen(1908-1992),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music class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Synesthesia is a phenomenon in which stimulation of

a sensory results in stimulation of another sensory. This affects the

process of making art, and has been expressed metaphorically in

artwork. In the field of music, the synesthetic perception of

composers hav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musical composition

and modes of representation, thus leading to the birth of synesthetic

music. However,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synesthesia,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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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has been overlooked thus far.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synesthetic music, much less its educational

applications.

This study analyzed synesthetic factors in selected works of

Scriabin's Prometheus(1910) and Messiaen's Couleurs de la cité

céleste(1963)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synesthetic music in

music education. Scriabin was known to have color-hearing

synesthesia and expressed color by adding a separate part in his

scores or achieved a color effect with the mystic chord. Messiaen

also perceived colors when he heard music. He included color in the

musical structure by indicating specific colors in the score or by

matching modes and chords to colors. From these examples, we can

see that the composers’ synesthesia was reflected in their works

through a unique musical language, thereby strengthening the

intended musical effect based on simultaneous expression of color and

sound.

Based on the unique features of synesthetic music, the following

educational effects can be expected. The students will participate

more actively out of curiosity and interest toward the composers’

unique mode of perception. Moreover, they will be able to feel and

learn diverse forms of art from the synesthetic factors in the

aforementioned pieces. Their aesthetic experience, based on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senses, will be maximized through direct/indirect

experiential participation in the composers’ synesthesia.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udents’ development of imagination

and creativity. As such, synesthetic music can be regarded as a

valuable educational tool in music education.

Against this backdrop, I suggested teaching-learning method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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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e synesthetic music for students in their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e class will be conducted in three sessions, each having

the theme of “understanding synesthesia,” “Prometheus,” and

“Couleurs de la cité céleste.” Specific academic goals, contents and

methods were presented for each session. The proposed methods,

which include activities such as making color-based scores that

represent tonality changes in color and expressing color mode as

drawings, were design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composers’

synesthetic perception and to provide a synesthetic experience

between music and color.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synesthetic music, and as an educational attempt to improve

creativity through integrating senses in the appreciation of music.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timulate discussions on synesthesia in

music and shed light on the educational value of synesthetic music in

addition to the selected works, ultimately providing students with

diverse musical experiences in the realm of art.

Keywords : Synesthetic music, Music education, Scriabin, Messiaen,

Prometheus, Couleurs de la cité céleste,

Student Number : 2009-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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