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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세기 이후 미술의 전시장에 소리를 사용해 제작한 작품이 등장20 , 

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동시대 미술의 주요한 작품의 형식으로 혼합매체를 . 

사용한 설치미술이 대두되면서,ﾠ 미술에서의 음악의 사용은 가시화되었다 그  . 

중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설치미술 작가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 

는 미술 영역에 음악을 적극적으로 끌어온 동시대 미술의 대표적 1955- )

작가로 그의 설치미술에는 작곡가 필립 밀러 와의 , (Philip Miller, 1964~ )

협업으로 완성된 기악곡 노래 노이즈 등 다양한 양식의 음악이 사용된다, , . 

대개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음향적 재료나 영상 및 시각 매체를 보조하는 역

할에 머물러온 설치미술에서 사용된 기존의 음악과 달리 켄트리지의 작품 , 

속 음악은 모티브 화성 선율 등 음악의 진행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중, , 

요한 요소로서 기능한다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들은 켄트리지의 설치미술의 . 

시각적 현상에만 주목하거나 사용된 음악을 사운드스케이프 혹은 사운드 , 

콜라주로보고 시각을 보조하는 역할로써 설명하고 있다 과연 켄트리지의 . 

설치미술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켄트리지의 설치미술 작품에서 ? 

음악의 역할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의미는 무엇인가, ?

 본 연구는 켄트리지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망명자 펠릭스《 》

블랙박스 시간의 거부(Felix in exile, 1994), (Black Box, 2005), 《 》 《 》

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해 작품 속 음악의 기(The Refusal of Time, 2012) , 

능과 의미를 통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켄트리지 설치미술 작품에서 . 

음악은 내러티브를 형성하여 작품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음악극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한다 이는 라이트모티브의 전략과 음악극 종합예술로 . , 

보는 세 가지 관점을 통해 규명될 수 있다. 

첫째 켄트리지 설치미술 속 음악은 라이트모티브 기법을 통해 서, 

사를 전달하고 극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에 사용. 

된 라이트모티브는 극의 서사를 전달하여 파편적으로 전달되는 영상과 함, 

께 재생되어 작품에 내재된 서사적 내용을 인지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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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것이다. 망명자 펠릭스 에서는 라이트모티브 기법의 단초를 발견할 《 》

수 있으며 여기서 음악의 모티브는 극의 구성을 인지하게끔 돕는 역할을 , 

하였다.《블랙박스 와 시간의 거부 에서는 라이트모티브의 사용이 본격》 《 》

화되는데 두 작품에서 모티브는 서사의 주요 배역이나 사건을 지시하거나 , 

주제를 표상하는 작곡 기법 자체를 모티브로 설정해 작품의 서사를 이끌었

다. 

둘째 작품에서 음악은 서사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 

음악과 극을 결합한 음악극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한다 작품은 전시장을 무. 

대 공간으로 상정함으로써 관객을 대상으로 작품을 상연하고 노래와 레치타

티보 말하기 앙상블 독창 등 가사 있는 음악을 사용해 극의 내용을 전달, , , 

한다 여기서 음악은 시각 매체와 각각의 요소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부여하. 

여 작품을 서사를 갖는 극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즉 음악은 서사를 주, . , 

도하여 작품을 하나의 극으로서 형상화하며 때문에 작품을 확장된 음악극, 

으로 규명하는 근거가 된다 망명자 펠릭스. 《 》는 누적되는 비연속적 서사

를 영상이 전달하고 음악은 형식 음색 선법을 통해 서사의 이해를 도왔, , , 

다 반면 . 블랙박스《 》는 음악의 라이트모티브를 통해 극의 서사를 주도하

여 하나의 극으로 엮어내었다. 시간의 거부 도 영상 가사 등을 통해 파, 《 》

편적으로 제시되는 장면들에 음악이 유기성을 제공해 작품을 시간 이라는 ‘ ’
하나의 주제를 담은 극으로 완성하였다. 

셋째, 다양한 예술의 장르를 융합한 켄트리지 설치미술은 종합예술

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켄트리지의 작품은 바그너의 종합예술작품과 같. 

이 음향재료나 편성 등 음악적 요소를 선정함에 있어 극과의 개연성을 고려

하고 작가가 직접 음악 영상 대본 및 작품 제작 전반에 참여하여 작품 속 , , , 

다양한 매체의 종합적 이상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켄트리지의 설치미술 작. 

품은 신화적 이상 세계를 추구한 바그너의 작품과 달리 역사와 현실의 소재

를 다룸으로써 역사와 사회의 통합을 시도했다 이는 역사 속 사건들을 하. 

나의 극 안에서 종합해 사고함으로써 관객들의 비판적 고찰을 이끌어내는 

켄트리지 종합예술의 의의를 반영한다. 

켄트리지의 설치미술은 라이트모티브를 사용하여 새로운 음악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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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제시했으며 종합예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이는 , . 

미술관에서 음악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미학과 기법에 토대를 둔 새로운 

유형의 음악을 제시하여 동시대 미술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양상이 변화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술과 음악으로 양분된 동시대 예술 수용 공간. 

의 경계를 허무는 탈 경계적 양상과 디지털 매체를 통해 구현된 세기의 ‘ 21

종합예술 로서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주요어 켄트리지 밀러 망명자 펠릭스 블랙박스: , , , ,《 》 《 》

시간의 거부 설치미술 음악극 종합예술        , , , 《 》

학 번 : 2018-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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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1. 문제제기

어두운 공간에 의자가 놓여있고 서곡 의 시작과 함께 무, (Overture)

대에 조명이 켜진다 무대 중앙에 기계장치와 연결된 종이 인형이 등장하고. , 

무대에 오른 종잇조각은 노래하듯 재생되는 소리에 맞춰 움직인다 다음의 . 

장면에서 음악 공연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곳이 미술 전. 

시장이라면 어떨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설치미술 작가 켄트리지? 

는 미술 영역에 음악을 적극적으로 끌어온 동(William Kentridge, 1955- )

시대 미술의 대표적 작가로 그의 설치미술에는 작곡가 필립 밀러, (Philip 

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기악곡 노래 노이즈 등 다양한 양Miller, 1964~ ) , , 

식의 음악이 사용된다 그는 음악 드로잉 영상 조각 등 다양한 매체와 예. , , , 

술의 장르를 혼합하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미술에서 사용해온 , 

효과나 음향으로써의 사운드와 달리 모티브를 통해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음

악을 사용한다. 

세기 들어 음악과 미술의 경계는 허물어지기 시작했으나 재료의 20 , 

사용이 특히 자유로운 설치미술 이 동시대 미술의 주요한 작품(Installation)

의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시화 되었다 그렇지. 

만 설치미술에서 사용되는 사운드는 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음향적 재료

나 영상 및 시각 매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온 반면 켄트리지의 작품, 

에서 사용된 밀러의 음악은 모티브 화성 선율 음악의 진행이 분명하여 미, , , 

술에서 사용되어온 기존의 사운드와는 분명 차별화된다 미술의 영역에서 . 

진행된 그의 작품이 필자에게는 일종의 음악 작품으로 이해되었다 그럼에. 

도 기존의 연구들은 켄트리지의 설치미술의 시각적 현상에만 주목하거나, 

사용된 음악을 사운드스케이프 혹은 사운드콜라주로보고 시각을 보조하는 

역할로써 설명하고 있다 과연 켄트리지의 설치미술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 

수 있을까 켄트리지는 기존의 음악을 사용한 미술과는 다른 유형을 제시하? 

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켄트리지의 설치미술 작품에서 음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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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 

의식에서 출발하여 켄트리지의 설치미술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2. 

켄트리지는 조각 드로잉 영상을 제작하고 작곡가 밀러의 음악을 , , 

결합하여 하나의 설치미술 작품을 완성했다 켄트리지의 설치미술을 연구 . 

대상으로 삼은 본 연구에서는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망명자 펠릭스《 》

블랙박스 시간의 거부(Felix in exile, 1994), (Black Box, 2005), 《 》 《 》

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The Refusal of Time, 2012) .1) 세 작품은 음 

악적 관련성이 매우 크며 시기적으로 켄트리지의 예술적 흐름과 밀러와의 , 

협업을 추적하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켄트리지는  

이 세 작품에서 설치물의 배치 조각물 제작 드로잉 그리기 영상 연출 및  , , , 

음악에 사용된 가사 및 대본 작성뿐만 아니라 작곡가 밀러와의 협업을 통, 

해 음악의 제작에도 참여하여 음악과 시각 매체와의 유기적 관계를 중요하

게 다루었다. 

대개 영화를 위한 음악이나 무용음악 등 특정한 목적을 두고 제작

되는 기능적 음악은 제작자의 요구에 따라 작곡가가 곡을 작곡하게 된다. 

이렇게 목적에 상응하는 음악이 완성되면 이를 가지고 작품을 완성하게 되

는데, 완성된 영상을 가지고 이에 맞추어 음악을 작곡하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하지만 켄트리지의 설치미술에서 영상과 음악은 작가와 작곡가의 . 

유기적인 협업 과정을 통해 제작 단계부터 하나의 전체로 결합되어 완성되

었다 작곡가인 밀러가 완성된 이미지 및 켄트리지가 제시하는 지시를 토대. 

1)  분석을 위해 사용된 악보는 망명자 펠릭스 시간의 거부 의 경우 작곡가,《 》 《 》

에게 제공받은 것을 사용하였으며 블랙박스 는 악보가 유실되어 작곡가에게 제, 《 》

공받은 한 곡 코뿔소 을 근거로 필자가 직접 채보하였음을 밝힌다 본고에서는 음(‘ ’) . 

정 관계 모티브의 사용 화성적 재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는 바 채보는 피아, , , 

노 편성으로 편곡하여 제작했다 채보는 발매된 음반을 근거로 하였다 음반정보는 . . 

다음과 같다. P. Miller(2005), CHAMBRE NOIR/ BLACK BOX CD . 〔 〕

 Johanesburg, JB; CD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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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의적으로 음악을 작곡한 것이 아니라 작품 착수 단계부터 작가와 계, 

속해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곡을 완성했기 때문이다.2) 필자는 그 과정을 살 

펴봄으로써 사운드 재료 인용 악구 음향 재료 연주자 및 악기 선정에 있, , , 

어 밀러와 켄트리지가 합의하에 결정을 내렸으며 특히 작가인 켄트리지가 , 

주 선율을 작곡하거나 노래를 위한 대본을 작성하는 등 음악 작업 전반에 

개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작품에서 사용한 음악은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구현하는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작, 

곡의 세부적 사항은 밀러에 의해 구현되었으나 그 핵심적 아이디어는 켄트

리지에게서 비롯하였다고 할 수 있다.3) 이로써 켄트리지의 설치미술에서 음

악과 시각 매체는 한쪽이 다른 한 쪽을 보조하거나 종속되어 작동하지 않으

며 각 매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켄트리지 설치미술에서 사용된 음악을 

작곡가 밀러와 켄트리지의 공동의 제작물로 보고 작가 혹은 작곡가 중심의 , 

연구가 아닌 작품 을 중심에 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 켄트리지의 작품

과 같이 대형화된 혼합매체 설치미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시대 설치미술을 연구할 때, 

는 작품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작가에게 그 

대표성을 부여한 후 작품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4) 이 

는 본고가 작곡가 밀러의 설치미술 음악이 아닌 켄트리지 설치미술 에서 , ‘ ’

2) 다음의 다큐멘터리를 참고하였다 켄트리지 다큐멘터리  . 

https://art21.org/artist/william-kentridge / 년 월 일 접속[2020 , 8 17 ]
3) 켄트리지는 전시 도록을 통해 우리 가 편성된 악기를 선정한 이유 우리 가 인 ‘ ’ , ‘ ’
용 기법을 선택한 근거 우리 가 음악을 제작한 과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 ‘ ’
있다 이는 예비적 고찰 중 켄트리지와 작곡가 밀러의 협업 에서 상세히 . . ‘2. ’ Ⅱ

언급하겠다. 
4) 켄트리지는 블랙박스 제작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스튜디오 는 질 < > , “ (The Studio)

문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 문제적 공간이 된다 고 언급한바 있다 여기서 스튜디오” . 

란 여러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자신의 작품이 제작되는 작업공간을 지칭하는 동시

에 자신의 작품 자체를 명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켄트리지 작품에서는 , . 

드로잉 조각물 제작 음악 연주 및 작곡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진다, , , . 

William Kentridge, Six Drawing Lesseons,(Havard University  Press, 201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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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음악 연구라는 작품 중심의 연구를 시행하는 근거가 된다.5) 다음을  

전제로 본고는 켄트리지 설치미술 이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두고 켄트리지‘ ’ , 

와 작곡가 밀러의 공동의 작업물로써 음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3. 

미술계는 다양한 매체를 오가며 역동적인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켄

트리지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연구에서 그를 조명해왔다 로잘린드 , . 

크라우스 는 망명자 펠릭스 를 포함한 프로젝션을 위한 (Rosalind Krauss) 《 》

개의 드로잉 시리즈에서 취한 그리고 지우는 드로잉 기법 에 주목하였다9 ‘ ’ . 

그녀는 켄트리지가 일명 팔림프세스트 기법으로 불리는 과거의 형식을 통해 

회화 장르를 실험하고 있다고 본다 켄트리지의 드로잉은 과거에 미술이 사. 

용해온 미술의 관습과 매체 고유의 특성을 떠올리게 하여 매체의 개념 자, 

체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크라우스는 켄트리지는 매체를 . ‘
재창안 한 작가로 평가한다 크라우스는 켄트리지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지’ . 

만 매체 고유의 전통적 특성과 관습을 기반으로 두고 이를 토대로 그 바, , 

깥의 다른 매체 조건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 주목했다.6)

레오라 루스 마츠(Leora Ruth Maltz)는 크라우스가 발견한 켄트리

지의 매체특정성의 논의를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켄트리지의 작품이 . 

매체특정성 이라는 매체에 대한 논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특수성 사이‘ ’
에 위치하여 변증법적인 전략 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저자는 블랙‘ ’ . 《

박스 를 포함한 켄트리지의 작품들이 포스트 콜로니얼 담론이 취하는 전통》

5) 특히 켄트리지 작품에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조각물 제작 영상편집 대본작성에  , , 

있어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협업을 통해 완성된 켄트리지의 설치미술 . 

작품은 켄트리지 설치미술 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 ’ , 2

장 예비적 고찰에서 좀 더 상세히 논의하겠다. 
6) Rosalind Krauss, “’The Rock’: William Kentridge’s Drawings for 

크라우스가 켄트리지를 매체를 재창안한 Projection,” October 92 (2000), 3-35. ‘
작가 로 보는 근거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지훈 매체를 넘어선 ’ . , “
매체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포스트 매체 담론 미학: ‘ - ’ ,” 82/1 (2016), 8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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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전략 즉 유럽의 고전에 근거하여 이를 재창조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 

이는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는 변증법적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본다. 

저자는 켄트리지의 작품에서 변증법적 속성은 서로 다른 매체 사이를 횡단

하게 하는 소통의 수단이 됨을 지적하며 극 과 철학적 방법론 이 켄트리, ‘ ’ ‘ ’
지의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각적 내용을 .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 매체에 대한 논의와 작품에서 사용된 사회문화적 소. 

재에서 도출된 논의를 종합하여 미술사적 의의와 철학적 의미를 종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7) 

이 외에도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 사, 

용된 음악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거나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크리스티. 

나 하그스트룸 스탈은 켄트리지의 설치작 블랙박스 의 음악을- 《 》 모차르트 

와 작곡가 필립 밀러의 음악을 혼합한 사운드콜라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 

사운드 재료의 정보 즉 헤레로에서 녹음해 온 소리를 쓴다는 점과 삽입된 , 

녹음 음반 편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의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고 , 

있다 저자는 . 블랙박스 의 《 》 시각 및 음악 재료의 상징성을 토대로 형식, 

기법 방법론에 있어 트라우마와 상실에 대한 애도작업으로서 작품을 분석, 

한다.8)

크리스텔 스타펄트(Christel Stalpaert)는 작품에 사용된 춤과 움직

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시간의 거부 의 주제인 시간 을 가지 층‘ ’ 4《 》

위 크로노스 에온 프로토콜 카이로스 로 구분하여 시간의 개념을 철학적( , , , )

으로 고찰한다 여기서 저자는 음악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데 음악은 . , 

사운드스케이프로 설명되며 그는 메트로놈을 악기로 사용하면서 시간이 음

악의 재료인 리듬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9)

7) Leora Maltz-Leca, William Kentridge: Process as Metaphor and Other 

Doubtful Enterpris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8).
8) Kristina Hagstr m-St hl, “Mouring as Method. William Kentridge’s Black ö å
Box/Chambre Noir,” Arcadia 45/2 (2010), 339.
9) 다음을 참고하였다 . Christel Staelpart, “Reenacting Modernist Time: William 

Kentridge’s The Refusal of Time,” in The Oxford Handbook of Dance and 

Reenactment, ed. Mark Frank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Elfriede Dreyer, “Of clocks ticking: Heterotopic space, time and mo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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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미술의 재료로 사용한 작품 연구에 있어서 음악 연구의 부

재는 비단 켄트리지에게만 해당되는 이례적 현상이 아니다 뒤샹. (Marcel 

이후 동시대 미술이 모든 종류의 물질을 재료로 사Duchamp, 1887-1968) 

용하면서 미술에서의 음악사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재료의 사용이 자. 

유로운 설치미술이 동시대 미술의 주요한 작품의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

서 미술에서의 소리의 사용은 더욱 확대되었다, .10) 미술의 재료가 된 소리 

의 범주는 매우 넓으며 음 소재와 구성 및 미학에 있어 상이한 특성을 지, 

님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구조나 기법 형식 내용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고, , , 

찰 음악적 맥락 없이 사운드아트라는 큰 개념 안에서만 연구되어 왔다 현, . 

대미술 연구와 음악학적 담론은 모두 이러한 관찰에 동의한다.11)    

큐레이터이자 미술 연구가인 켈리 는 갤러리 사운(Caleb Kelly) 『

드 에서 현대미술의 담론은 사진 및 전시 기록으로 (Gallery Sound, 2017)』

이루어진 아카이브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시 정보와 사진, 

기록 및 비평이 시각적 정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 

시각 예술 종사자에 의해 기록된 전시 자료나 비평은 필연적으로 시각에 주

William Kentridge’s The Refusal of Time(2012),” Communicatio 42/3 (2016), 

338-360
10) 작품과 관람객 작품이 설치된 공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상호관계를 형성하 , “
면서 작품의 의미 를 만들어내는 설치미술에서는 어떠한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회화를 설치 한 작품부터 사진 영상 조각 음악을 매체로 사용하는 설치물 까지 ‘ ’ , , , ‘ ’
그 모양과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설치미술에는 하나의 전시 공간에서 연출되는 상. 

황이나 환경 자체가 내용이 되며 관람객이 작품을 관람하는 경험 체험이 중요하, , 

게 부각된다 정연심 현대공간과 설치미술 서울 에이엔씨. , ( : , 2014), 19-20, 『 』 

56.
11) 최근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태싯그룹을 보면 이러한 연구 상황이 잘 드러난다 . 

작곡가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하는 태싯그룹은 사운드와 이미지를 사용한 즉흥 퍼포

먼스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로 이들은 미술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음악비평, . 

가 신예슬은 태싯그룹의 행보와 이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음악계는 대체로 미디“
어 아트에 대해 침묵하고 미술계는 미디어 아트를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이들의 , ...

방식을 미술의 방식으로만 독해하기 어려운 상황 임을 지적하였다 신예슬 태싯 ” . , “
그룹과 미디어 아트가 당면한 침묵의 문제들 오늘의 작곡가 오늘의 작품 ,” 14 , 『 』

오작 서울 예솔(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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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설령 사운드에 대한 언어화된 기록이 남더라. 

도 작업 과정과 편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작가의 제작의도를 기록하

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그는 저서에서 시각 예술. 

의 공간에서 발견되는 모든 종류의 소리와 전시의 양상을 추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종류의 소리란 작곡된 음악 가져온 음악에서부터 관람객들, 

이 만드는 생활 소음까지의 범주를 포함한다 켈리는 지금까지는 개념미술. 

이나 해프닝 미니멀리즘과 같이 기존의 미학을 전복하거나 자기 비판적 경, 

향을 보이는 아방가르드 경향의 작품들이 주로 음악을 재료로 사용해왔으

나 근래에는 음악을 매체 또는 주제로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확대되고 있, ‘ ’ 
다고 진단하였다.12)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음악은 전통적으로 음악에서 사 

용해 온 기법 형식 미학의 연속선상에서 제작된 음악 을 전시하는 작품을 , , ‘ ’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켈리의 의견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그가 미술. 

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와 이를 포함한 작품을 총칭하여 사운드 아트‘
라고 명명한다는 데 있다(Sound Art)’ .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주목하여 여기

서 발견되는 모든 소리를 사운드 아트의 범주에 포함시킨 켈리의 시각은 사

운드 아트가 얼마나 광범위한 개념인지 얼마나 모호한 개념인지에 대해 보, 

여준다. 

뉴그로브 사전에 따르면 사운드아트 란 (Sound Art) “소리 또는 청각

적 문화에 대한 사고를 담은 다양한 예술 형식”13)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대개 시각과 청각 매체를 동시에 사용한 작품 일반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년대 이후에 미술관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운드 아트1990 ‘ ’
의 범주에는 사운드 설치( 사운드 조각Sound installation), (Sound 

행위 예술 사운드스케이프sculpture), (Performance art), (Soundscape 

개념미술 뿐만 아니라 전자 음악composition), (Conceptual art) (electronic 

12) 음악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란 음악의 전통적 형식과 기법을 충족하는 작품 

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연적으로 발생한 소리나 효과음과는 차이를 보인다, .
13) Mandy-Suzanne Wong, “Sound art,” in Grove Music Online,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

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1002219538?rskey=z

wdgEi 년 월 일 접속 [2020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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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비언트 음악 까지도 포함된다music), (ambient music) .14) 여기서 사용하는 

사운드 아트 란 개념은 동일한 뜻을 독일어로 표기한 소리예술‘ ’ (Klang 

과 차이가 있다 세기 이후 음악의 재료가 음에서 소리로 확장되면Kunst) . 20

서 독일에서는 음악을 소리 예술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 ’ (Klangkunst) , 

독일의 음악학자 드라모테 는 전통적 예술의 형(Helga de la Motte-Haber)

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경향의 작품을 소리예술 이라 명명했다 음악‘ ’ . 

을 통칭하던 용어인 소리예술 이 미술에 등장한 새로운 예술의 형식을 특‘ ’
정하는 개념이 된 것이다 소리예술이란 미술관에 전시되어 보는 동시에 들. 

을 수 있는 작품으로 시간의 예술과 공간의 예술을 구분 하는 예술의 전, “ ”
통적 미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작품을 말한다.15) 소리의 동학 “ (dynamics)

과 변화 프로세스 를 살펴 소리 자체의 미적 가치에 주목(change), (process)”
하는 작품을 일컫는 것이다.16) 이는 소리라는 청각 물질의 변화 양상이나  

작품의 작동 방식에 주목하는 작품으로 특정한 공간에 음향을 전시하여 공, 

간에 대한 의미를 창출하는 시청각적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17) 즉 사운드  

아트와 소리 예술은 유사한 듯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에. 

는 사운드 아트와 소리예술은 청각과 시각의 공감각성을 미학적 전제로 갖

14) 위의 글 Mandy-Suzanne Wong,  . 
15)Sanne Krogh Groth, Kristine Samson, “Sound Art Situation,” Organised 

Sound 22/1 (2017), 102.
16) 년대 중반에서 년대 초에는 이를 새롭게 등장한 예술의 한 형식으로  1990 2000

보아야한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그 대표적 학자인 모테 하버는 시각예술과 음악학 . -

양쪽에서의 연구를 통해 전통적 형식의 예술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미학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위의 글. Sanne Krogh Groth, Kristine Samson, , 102. 
17) 여기서  공간과 소리 가 강조되는 반면 작품이 가지는 사회적 시대적 의의 “ ” , , 

에 대한 고려는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시대적 의의가 없다는 말은 절대. , 

음악의 논의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며 음악의 무목적성 음악의 자율성 논의와 유, , 

사하다 소리예술이 절대음악적 미학에 가까이 한 근거는 양차대전 후 음악학 담론. 

의 양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음악학자 셰퍼는 전후 서양 예술 음악계에서는 음. 

악의 자율성이 곧 당시 동시대적 사고에서의 자유를 의미했고 이것이 민주적 사회, 

의 예술의 역할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에서 모테 하버는 소리예술. -

의 미학적 측면을 예술의 사회적 시대적 맥락을 제거한 채 작품 내적 작동에 주목, 

한 것이다 위의 글. Sanne Krogh Groth, Kristine Sam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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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품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기도 한다.18)   

켄트리지 작품은 소리를 사용한 설치미술로 여기에 사운드아트 혹

은 소리예술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음악은 . 

작곡가 밀러가 음악 내적 논리에 따라 정밀하게 조직한 것으로 사운드 아트

라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그 특성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사용된 . 

사운드는 단순히 특정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의 총합이 아니며 분명한 음악  , 

내적 형식에 따라 조직된 음악 이기 때문이다‘ ’ . 이를 밝혀내기 위해 본고는  

모티브 형식 작곡 기법에 주목하여 음악 중심의 연구를 시행할 것이다, , .

논문의 구성과 연구 목적4.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일 먼저 예비적 고찰에서. 

는 켄트리지와 작곡가 밀러의 작품세계를 조망하여 두 사람이 협업하여 만, 

드는 설치 작품에 대한 분석의 기틀을 다진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선정된 . 

작품을 음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하나의 악곡을 애니메이션 영상. 

과 함께 재생하는 망명자 펠릭스 는 음악의 형식과 영상 속 이야기 구성《 》

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할 것이다 블랙박스 는 오페라 마술피리 를 . 《 》 《 》

재해석한 것으로 원작 오페라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끝으로 , . 

시간의 거부 는 작품 속 개별화된 영상과 결합된 음악의 특징에 주목할 《 》

것이다 마지막 장은 작품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근거로 켄트리지의 . 

설치미술에서 사용된 음악의 기능과 음악극으로서의 가능성을 규명한다. 

본 연구는 작곡가 밀러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켄트리지의 설치미술  

속 음악의 특성을 재고함으로서 미술의 영역에서만 연구되어온 켄트리지 작

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혼합매. 

체를 사용한 설치미술의 증가와 시각과 청각 매체의 탈경계적 양상이 본격

화 된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음악학의 역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의 새로운 수용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켄트리지 연. 

구가 세기 예술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21 . 

18) 이희경 메트로폴리스의 소리들 서울 휴머니스트 . ( : , 2015),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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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고찰 켄트리지와 작곡가 밀러. : Ⅱ

작곡가 밀러와 켄트리지는 함께 작업한 망명자 펠릭스《 》 이후로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해왔다 두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생하여 . 

요하네스버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공통적 문화적 , 

배경과 공유된 경험 문제의식은 유기적인 협업의 전제가 되었다 이 장에서, . 

는 작가 켄트리지와 작곡가 밀러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협업 과정을 살펴 

작품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예술의 장르를 횡단하며 연출하는 켄트리지의 자전적 극1. 

켄트리지는 현재 요하네스버그에 거주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시대 미술의 대표적 작가이다 그는 드로잉 작업을 중심으. 

로 목탄화와 애니메이션 조각 영상설치 그림자극 인형극 태피스트리 퍼, , , , , , 

포먼스 음악극 영상콘서트 등 예술의 장르와 매체를 넘나들며 역동적으로 , , 

작업을 선보여 왔다 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MOMA),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테이트현대미술관(Gugenheim), (Metropolitan) , 

파리 루브르박물관 등 세계의 주요 미술관뿐만 아니라 카(Tate modern), 

셀 도큐멘타 브뤼셀 라 모네극장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 밀라노 라 스칼, , , 

라 극장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엑스 예술제 영국 국립 오페라하우스, , , 

와 같은 주요 음악 공연장에서도 상연된 바 있다.19) 

그는 주로 아파르트헤이트 인종문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산업화, , 

로 인해 야기된 유색인종 착취 문제, 서구의 근대화 식민주의 , 등 역사에 

존재해온 사회 정치적 문제와 러시아 혁명기 소비에트 연방 해체기 중국 , , , 

문화 대혁명시기 아파르트헤이트 해체기와 같은 역사의 전환기에 관심을 , 

19) 한국에서는 년 광주비엔날레 년 서울 미디어시티 등을 통해 처음  2000 , 2008

소개되었고 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윌리엄 켄트리지 주변적 고찰 이란 , 2015 < : >

제목으로 국내 최초의 대규모 개인전이 열렸었다. 

https://misulgwan.com/archives/15729 년 월 일 접속 [202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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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다 특히 차별과 갈등 상황에 주목하는 작품 경향은 작가의 성장 배. 

경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20) 

성장 배경1) 

 켄트리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성장한 유대계 백인으로 그가 , 

태어난 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백인 위주의 차별적 정책인 아1950

파르트헤이트( 가apartheid) 시행되고 있었다 .21) 그의 조부모는 북부 잉글랜 

드에서 이주해온 유대계 백인으로 덕분에 그의 가족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 

내의 유대계 백인으로서 특권층의 지위를 누렸다 특히 년대에는 아파. 1970

르트헤이트가 극심했는데 사회 곳곳에서 폭력과 유혈사태를 빈번하게 목격, 

할 수 있었다 당시 대학생이던 작가는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가로 활동하. 

며 적극적으로 차별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아버지 시드니 켄. 

트리지 역시도 넬슨 만델라의 재판을 변호했던 (Sydney Kentridge, 1922- ) 

인권변호사였으며 어머니 펠리시아 켄트리지 , (Felicia Kentridge, 1930- 

는 법률 구호 협회를 설립했던 변호사이자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가2015)

20) 해찰 언저리의 미학 수류산방 중심 편집부 엮음 서 William Kentridge, : , . (『 』

울 수류산방 중심 이 책은 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을 기념: . 2016). 2015

하며 제작된 도록이다 책에는 전시 정보와 함께 다각도에서 작가 켄트리지를 조명. 

한 논문과 에세이 그리고 작가의 인터뷰가 수록되었다, . 
2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및 제도로 년에 공식적으로 폐기되었 1994

다 백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던 세기 중엽부터 형성되기 시. 17

작하여 점차 제도로 확립되었으며 년에 네덜란드계 백인을 중심의 국민당 단, 1948

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 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 . 

백인 이외의 유색인종의 참정권을 부정하고 백인에게 경제적 특혜를 주었으며 인

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등 정치 사회 경제 등 다방면으로 차별을 법제화하여 시, , 

행하였다 이러한 제약은 광산 산업의 발달과 맞물리며 백인 소수가 아프리카계 . , 

흑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를 독식하는 일로 이어졌고 여기서 야기된 경제적 불, 

평등은 인종갈등을 심화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 :

상업화 도시 서경식 우리 시대 의 우수를 응시하다 해찰, , “ ’ ”, William Kentridge, : 『

언저리의 미학 , 69,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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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2) 백인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서 특권을 누리면서도 인권 문제와 차 , 

별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품고 성장한 작가의 성장배경은 작품에 고스란

히 담겨있다. 

주제2) 

켄트리지는 작품에서 자아나 미적 감각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 

사회 문화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에 주목해왔다 작가에게. 예술은  

작가 스스로의 삶에서 직면했던 모순적 상황과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

는 공간이자 관객에게 역사와 사회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고찰하게끔 메시지, , 

를 던지는 소통의 창구로써의 역할을 한다.

이런 모순된 특성을 인지한 자리에서 항상 예술이 탄생해왔습니다 자기인식“ . 

의 일련의 과정이 단단히 자리 잡은 바로 그 과정에서 말입니다, .”23)

이러한 측면에서 켄트리지는 정치적 미술가로 정의되지만 그가 메, 

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정치 미술이 사용해온 방법론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24) 그의 작업에서는 리얼리즘적으로  직접적으로 사건을 묘 

사하거나 명확한 선악구도를 설정하여 감정을 고취시키는 전형적인 민족주, 

의적 특성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25) 작가는 관객들이 명확하게 알고  ‘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의 헤게모니를 또 다른 역사적 사건들과 병렬함으로’ 

22) 해찰 언저리의 미학 William Kentridge, : , 83.『 』
23) 작가 인터뷰 Tate Modern , “Art must defend the uncertainty”
https://www.youtube.com/watch?v=Dnweo-LQZLU 년 월 일 접속 [2020 8 5 ]
24) 작품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려는 의도가 발견되지 않는다 . 

Cristel Stalpaert, “Reenacting Mordenist Time”, p. 375. 
25) 로잘린드 크라우스는 역사적 사건은 거대한 바위와 같으며 이러한 바위의 규 

모와 무게는 미술 작업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다룰 때에는 우회적 , 

방법으로 접근해야함을 주장한다 이것이 바위 즉 역사에 대항하는 작가 고유의 . , 

저항 방식인 것이다. Rosalind Krauss, “’The Rock’: William Kentridge’s 
Drawings for Projec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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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역사적 사건들을 우회적으로 다루었다. 작품 안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명

확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내용이 , 

되도록 우회적 이고 은유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 .26) 

다매체적 경향3) 

켄트리지는 비트바테스란드 대학에서 정치학과 역사학을 요하네스, 

버그 아트 파운데이션에서 미술을 공부했다.27) 벽화를 그리는 미술가가 되 

고 싶어 미술대학에 입학했던 켄트리지는 졸업 후인 년대에  배우가 1980

되기 위해 파리의 자끄 르 로크 국제 연극학교에서 연극과 마임을 공부했

다 하지만 요하네스버그로 돌아와 에칭화 화가 미술 교육가 무대미술가. , , , 

텔레비전 영상시리즈 아트 디렉터로도 활동했지만 결국 스튜디오로 돌아와 , 

드로잉을 그리기 시작하고 영화 요하네스버그 파리 다음으로 위, 16mm , 《

대한 도시 를 제작하((Johannesburg, 2nd Greatest City after Paris, 1989)》

면서 작품 활동이 본격화 되었다.28) 이에 대해 작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학생이었을 때 저는 매우 강력한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에만  . 

전념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네가 드로잉을 하고 싶다면 드로잉에 전‘ . “ , 

념해서 드로잉의 전문가가 되어라 라고요 만약 연극을 하고 싶다면 연극” . “ , 

만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라 영화에 관심이 있다면 그냥 영화만을 . , 

26) 작가는 작품 제작 시 철저한 자료조사 후 면밀한 구상작업 없이 작업에 착수 

한다 애니메이션 작업의 경우도 특정한 스토리보드 없이 그림을 그리고 지우는 과. 

정을 반복하며 이러한 작업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

인데 이에 대해 작가는 모호함에서 특이성을 향해 작업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 “ ” . 

과정을 거치면서 작가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작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관객의 사고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William Kentridge, 

해찰 언저리의 미학: , 803『 』
27) https://misulgwan.com/archives/15729 년 월 일 접속 [2020 7 15 ]
28) Terry Smith, “Willian Kentridge’s Activist Uncertainty  During and After 

Apartheid,” Nka 28 (2011),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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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마추어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 

문가 업계에는 갖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죠 그런데 제가 스튜디오에서 경. 

험한 시간은 이런 충고를 따르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충. 

고들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29) 

 

켄트리지의 다양한 매체와 예술 경험은 작품에 그대로 드러난다. 

작품에는 드로잉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영향이 발견되는데 그 , , , 

중 음악과 극적 요소는 핵심적이다 그는 게오르크 뷔히너. (Georg Buchner)

의 희곡을 패러디한 하이펠트의 보이체크 (Woyzeck on the Highveld, 《 》

와 괴테의 파우스트를 재해석한 아프리카의 파우스트1992) (Faustus in 《 》

희곡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Africa!, 1995) .30) 그가 직접 연출한 극작품 외 

에도 그의 작업 전반에는 인형극 보드빌 등 비예술적 목적을 가진 대중적 , 

극 장르에서 가져온 극적 소재와 재료 구성으로부터의 영향을 발견할 수 , 

있다.31)  

켄트리지는 오페라 연출 콘서트 오페라 제작 연극 제작 등 음악과 , , 

극을 물리적으로 재현한 작품뿐만 아니라 음악과 극에서 가져온 소재와 내, 

용 형식 주제를 반영한 다매체적 작품도 함께 제작해왔다 특히 그는 , , . 

년에 몬테베르디의 율리시스의 귀향1998 (Il Ritorno d`Ulisse in patria)《 》

을 연출한 것을 시작으로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쇼스타코비치의 오, 《 》

페라 코 베르크의 오페라 룰루 를 연출하여 오페(The Nose), (Lulu)《 》 《 》

라 연출가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은바 있다 또한 밀러가 작곡한 음악으로 . 

제작한 음악극 《시간의 거부》 와 밀러의 라이브 (Refuse the Hour, 2012)

음악에 맞춰 진행되는 영상콘서트 종이음악 슈베 (Paper Music, 2014), 《 》

르트 곡으로 공연된 영상콘서트 겨울 나그네 등 (Winterreise)《 》 음악 예술

의 장르에 속한 작품도 다수 제작하였다. 

29) 해찰 언저리의 미학 William Kentridge, : , 691.『 』
30) 이윤희 ,  EXHIBITION FOCUS William Kentridge Peripheral Thinking, 

https://monthlyart.com/04-world-art/exhibition-focus-william-kentridge-periph

eral-thinking/ 월 일 접속 [2020, 9 12 ]. 
31) Terry Smith, “Willian Kentridge’s Activist Uncertainty  During and After 

Aparthei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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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제도권에서 벗어나 전시되는 켄트리지의 설치 멀티미디어 , 

작품 등에서도 음악의 사용은 특징적이다. 오페라 코 연출과 동시에 제《 》

작한 설치작 나는 내가 아니고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I am not me, 《 》

와 채널 스크린 프로젝션 양판희에 대한 the Horse is not mine, 2008) 3 《

메모 그림자극 등 영상을 기반으(Notes Toward a Model Opera, 2015), 》

로 제작되는 설치미술에서는 영상과 함께 음악이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재생되어 시각 매체와 결합해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는 주로 . 

작곡가 밀러와의 협업으로 제작된다. 

켄트리지와 작곡가 밀러의 협업2. 

작곡가 밀러는 망명자 펠릭스 이후 켄트리지 설치작의 (1994) 《 》

음악을 도맡아 작곡해왔다 밀러는 여러 시대와 다양한 문화로부터 음악 양. 

식과 음 소재를 가져와 작곡하는 음악가로 특히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영, , , 

상 발레 등 다양한 매체 및 장르를 위한 음악 작업을 활발하게 선보여 왔, 

다.32) 최근에는 미술관을 중심으로 사운드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 

그 중 켄트리지와의 협업은 밀러의 작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이

다.33) 최근 주요 미술관에서는 밀러를 초청하며 그의 작품세계 특히 켄트 , 

리지 작품에서 사용된 밀러의 음악을 조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

다 이들은 주로 켄트리지 작품 속 밀러의 음악에서 구현되는 기억 및 구. ‘ ’ 
체적 연상 작용에 주목한다.

밀러의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억장치로서의 사운드‘ (sonic 

32) 그는 영미권의 텔레비전 드라마  The Book of Negroes , Big Bang Clu《 》 《

의 삽입곡을 작곡한 바 있으며 다름슈타트 b , Black Butterfly , Seven up , 》 《 》 《 》

음악제 브루클린 페스티벌(The International Music Institute Darmstadt Festival),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 타운 오페라(Brooklyn Festival),  (Cape Town Opera), 

베니스 비엔날레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 분야를 위(Venice Biennale) 

한 음악을 선보여왔다. 
33) 작곡가의 홈페이지에서도 밀러는 켄트리지를 오랜 공동제작자 “ (collaborator)”
라 소개하며 그와의 작업을 자신의 주요한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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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이다 그는 소리가 특정 기억이나 공간을 떠올리게 하는 memory)’ . 

점에 관심을 두어왔다 그는 특정 소리는 그것과 관련된 문화적 관습이나 . 

사회적 의미 등을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음악이 내포하는 음악 , 

외적 상징이나 의미와의 연결성에 주목한다.34) 예를 들어 설치작 블랙박 《

스 의 음악에서 차용하고 있는 오페라 마술피리 는 그 자체로 음악의 》 《 》

아름다움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관객에게 오페라가 작곡된 당시의 사회와 , 

문화 음악적 관습 등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음악 자체가 전달하, . 

는 청각적 유희를 넘어서 음악이 어떠한 기억과 연상 작용을 일으킬 수 있, 

다고 주장하며 음악의 메시지 전달 및 소통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이를 위. 

해 밀러는 현대 관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공간 및 양식 장르로, 

부터 음 소재와 작곡 기법 구체적 음향 재료를 가져와 작품에 사용해왔다, .

나는 나를 현대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뜻하는 현대 작곡가란 . ( ) 

청중을 완전히 전적으로 소외시킬 수 있는 무조성의 불협화음을 구사한, 

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 컨템포러리 작곡가 는 내 주위에 있. ' '

는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엄청난 음악가공 기술도 내 . ( )

주위에 산재해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로 작업하며 바로 지금 세기. , 21

와 함께하고 싶습니다.35)

그에게 있어 동시대 작곡가란 동시대 공간에서 발견되는 소리로 관객과 소

통하는 이로 과거 관객과의 소통에 무심했던 무조성을 사용한 작곡가들과 , 

차이가 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밀러의 음악 경향은 동시대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선택인 것이다 이처럼 밀러는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익숙한 . 

34) 지난 월 밀러는 소리와 기억의 상관관계 라는 주제로 비평가 메리 코리거 8 , ‘ ’
( 와의 대담 형식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위의 글은 당시 세미나에Mary Corrigall) . 

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이에 ,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노발파운데이션

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orvalfoundation.org/event/triggering-sonic-memory/ 
35) New York Public Radio Interview, Mar 20, 2010 ·by Abbie Fentress 

Swanson, https://www.wqxr.org/story/15579-look-sounds-man-kentridges-film

년 월 일 접속s/[2020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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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동시대 관객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고를 기반으로 구체적 소리 

및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가져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때문에 그의 작품에. 

는 전자음악 미니멀리즘 등 서양 예술음악의 영향부터 자국의 합창음악과 , 

기악음악 재즈의 영향까지 다양한 음악 양식이 혼용된다, .

이를 위해 밀러는 작품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녹음하는 아날로그적 

방법론뿐만이 아니라 소리를 녹음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가공하는 샘플링 , 

등의 현대적인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컴퓨터 기술을 통해 도시의 . 

소음 원시 부족의 노래와 같이 특정 공간에서 채집된 구체적 사운드를 쌓, 

거나 붙여서 음악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실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 

소리들로 작곡된 밀러의 음악은 관객 개개의 경험과 연결되어 소통을 확장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밀러에게 음악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호 교류하. 

는 창구라 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장가를 모아 재작업한  자. 《

장가 프로젝트 (》 THE THULA PROJECT, 아프리칸 콰이어 음악과 2003), 

사진을 모아 작업한 다시 떠올리는 아프리칸 콰이어 1891 (The African 《 》

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작품이다Choir 1891 Re-Imaged, 2017) .36) 그는  

관객이 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료로 음악을 작곡하여 일상과의 연

결을 추구해왔다.

따라서 밀러와 켄트리지가 협업하여 만드는 작품의 목적은 사회,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메시지 전달과 소통에 목적을 둔 . 

밀러와 정치적 미술가 켄트리지의 작품세계가 켄트리지의 설치미술 작품에

서 시각과 음악의 강력한 결합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이 작품 제작 과정을 공유하여 음악과 시각 매체의 결

속력을 강화하였다는 것에 있다 더욱이 작가인 켄트리지가 음악을 구성하. 

는 핵심적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작곡과정 전반을 총괄하였다. 

망명자 펠릭스 는《 》 작가가 영상의 제작을 완료한 후에 작곡가에 

게 곡을 의뢰하여 완성된 작품으로 영상의 제작과 작곡이 별개로 진행됐다. 

하지만 현악 중주와 아프리카 전통 가수의 노래를 교차로 사용한 음악 편4

36) 작곡가 필립 밀러에 대한 정보와 음반 정보는 그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 

https://www.philipmiller.co.za 년 월 일 접속 [2020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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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생각은 작곡가가 아닌 작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작가의 제안은 , 

작품 속 음악의 핵심적 아이디어로 작용하였다 또한 켄트리지는 밀러에게 . 

드보르작(A. Dvořák)의 《현악 중주 번 아메리칸4 12 ‘ ’ (》 String Quartet in 

중 악장을 레퍼런스로 제안함으로서 작품 F Major 'American', Op.96) 2 , 

속 음악의 조성 형식 구성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다, , .37) 

시간의 거부《 》와 블랙박스《 》에서는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  

중 블랙박스《 》는 작가와 작곡가가 사전에 작품 구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지 않고 서로의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작품을 완성했다.38) 

작가의 요구에 따라 밀러가 음악을 작곡한 후 이를 가지고 작가는 다시 작

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작가가 음악의 창작과정에 개입하고 작 

곡가의 음악적 아이디어가 영상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더욱이 . 

작품에서 모차르트 마술피리 를 인용하기로 한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켄《 》

트리지였으며 켄트리지는 밤의 여왕 아리아와 자라스트로 아리아 등 블, 《

랙박스 에 인용된 모티브 악구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또. 》

한 원작에서 낮은 음역 혹은 고음역의 편성이었던 악곡을 가져와 음역의 대

비를 주거나 그대로 인용한 음악적 아이디어 역시도 켄트리지의 결정이었

다.39) 

37) 다음의 사항은 작곡가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 
38) 제작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작가가 작품의 중심적 아이디어를 작곡가에게  . 

전달하고 작곡가는 작가가 선정한 오페라 마술피리 에서 음악적 모티브를 추출, 《 》

한다 이 후 작품의 의도에 맞게 악기와 연주자를 선정해 일차적으로 음악을 완성. 

하지만 완성된 음악에 따라 작가는 시각적 설치물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다시 , , 

작곡가에게 보내어 작가와 작곡가가 결과물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 작

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New York Public Radio Interview, Mar 20, 2010 ·by 

Abbie Fentress Swanson,  https://www.wqxr.org/story/15579-look-sounds-man

년 월 일 접속-kentridges-films/ [2020 9 1 ]
39) 켄트리지는 강연을 통해 모차르트의 밤의 여왕 아리아 중 특정 악구에 주목 ‘ ’ 
하였음을 밝힌바 있다 해당 악구는 블랙박스 에 인용되어 상징적 의미를 전달.  《 》

하는 모티브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켄트리지가 작품 속 모티브 악구를 선정하는 과, 

정에도 개입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나치당 집권기에 녹음된 음반에서 자라스트로 . 

아리아를 듣고 아리아가 전달하는 이성과 자비의 메시지가 현대 관객에게 모순적 , 

감정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 역시도 켄트리지의 것이었다. Wil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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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리지는 시간의 거부《 》40)에서도 밀러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 그는 음악을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매체로 설정. 

하였으며 작곡가와의 논의뿐만 아니라 , 드라마투르그 연주자 무용가 영상 , , , 

편집자 등 여러 전문가들과의 워크샵을 통해 작품에서 사용된 음악을 제작

하였다. 켄트리지는 음악 제작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밀러와 켄트리지 는 하나의 구절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이는 워( ) : ( ) 

크샵에서 봤던 것에 대한 아이디어 리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 . 

그것을 음악가들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테스트하고 디지털로 바꾸었고 그 후 , , 

당신 밀러 은 당신의 오선보를 가지고 혼자 작업했습니다 오선보에 음을 기입( ) . 

하는 온전히 작곡가의 활동에 해당했던 작곡 과정은 이 작품에서는 음악이 , ( ) 

구성되는 많은 과정들 중 하나가 됩니다.41)

작품에서 사용된 음악은 작곡가의 작업뿐만 아니라 연주자 및 다양한 전문, 

가들과의 협업으로 완성되며 이 모든 과정이 켄트리지의 통솔 하에 이루어

진 것이다. 

밀러 역시도 인터뷰를 통해 켄트리지의 작품 속 음악을 작곡하는 

과정은 켄트리지와 떠나는 여행“ (journey) 같다고 표현한 바 있다” .42) 작곡 

Kentridge, Six Drawing Lesseons, 40-52.
40) 시간의 거부 는 작곡가 밀러뿐만 아니라 안무가 다다 마실로 , (Dada 《 》

와 비디오 제작자 메이버그 드Masilo) (Video Constructor) (Catherine Meyburgh), 

라마투르그 갈리슨 사운드 디자이너 에크하트 등 (Peter Galison), (Gavan Eckhart)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완성되었다 더욱이 무대에서 일회적 공연을 목적으로 . 

제작된 동명의 음악극 시간의 거부 에도 동일한 전문가들이 (Refuse the Hour)《 》

참여했는데 이는 밀러의 음악을 사용한 무대에서 공연된 음악극임에도 밀러의 작, 

품이 아닌 켄트리지의 시간의 거부 라는 제목으(Kentridge’s Refuse the Hour)《 》

로 공연된다 음악극 시간의 거부 공연정보. 《 》 

 https://www.designindaba.com/events/refuse-hour 년 월 일 접속 [2020 12 3 ]
41) Peter Galison et al. William Kentridge: The Refusal of Time (Paris: 

이 단행본은 설치 작품과 음악극으로 제작된 Editions Xavier Barral, 2013), 200. 

시간의 거부 에 대한 전시 및 공연 기록을 담은 책으로 과학 철학자 갈렙 켄, , 《 》

트리지 그리고 밀러 외 작품 제작에 참여한 이들의 글과 대화가 수록되어 있다, . 
42) https://art21.org/artist/william-kentridge/ 년 월 일 접속 [2020 ,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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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도 음악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시 말해 음악의 구성 및 전개에 , 

대해 예측할 수 없고 켄트리지와의 협의를 통해 작곡의 전반적 내용이 결정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완성된 음악이 관객으로 하여금 무엇을 . 

보고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 

다.43) 이처럼 켄트리지의 설치미술에서 밀러의 음악과 구체적 메시지를 부 

여하는 음악의 특징은 작가 켄트리지와의 유기적 작업 과정을 통해 축조되

며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는 하나의 큰 축이자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 

요한 토대가 된다 이를 근거로 다음 장에서는 켄트리지가 작품에서 전달하. 

려는 메시지와 의도를 중심에 두고 작품 속 음악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 

다.

43) 작곡가 필립 밀러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작품 수용에 있어 소리의 중요성을 주장했 

다 위의 인터뷰 년 월 일 접속. . [2020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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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연구 . Ⅲ

이 장에서는 켄트리지 설치미술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망명자 《

펠릭스 블랙박스 시간의 거부 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 》 《 》 《 》

음악이 시각 매체와 결합되어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이 작품들에서 과연 어

떤 메시지가 창출되는가 음악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시각? ? 

을 중심으로 작품 연구를 진행해 보겠다.

1. 《망명자 펠릭스》(Felix in exile, 1994)44)

망명자 펠릭스 는 연작 시리즈로 제작된 프로젝션을 위한 드《 》 《

로잉 (》 Drawings for Projection) 중 하나로 작곡가 필립 밀러와 켄트리지

가 함께 제작한 첫 작품이다 비디오로 변환된 필름과 흑백 사운드. 35mm , 

를 사용하는 영상 설치 작품으로 모든 영상은 휴지부를 가진 하나의 악곡, 

과 함께 영사되며 영상과 음악은 각각 분 초로 같은 길이로 구성된다8 43 . 

영상은 미술가 펠릭스 티델바움 과 검시관으로 추 (Felix Teitlebaum)

정되는 흑인 여성 난디 노동과 폭력에 노출되어 사망한 흑인이 등(Nandi), 

장하는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의 형식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주인공 펠릭스는 . 

작가를 연상하게 하며 영상 속의 이야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적 상, 

황을 암시하게 된다.45) 음악은  작곡가 밀러가 작곡한 현악 중주와 아프리4

카 전통 창법의 독창을 교차해 완성하였다 독창곡은 아프리카 가수 쿠말로. 

가 아프리카의 전통 창법을 사용해 즉흥적으로 부른 (Sibongile Khumalo)

것으로 리듬과 음고 가사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박절 및 내용을 인지하기 , , 

44) 분석을 위해 다음의 영상을 참고하였다 망명자 펠릭스 . 《 》 

https://www.youtube.com/watch?v=Q5tX-h2L7n0 년 월 일 접속 [2020 9 6 ]
45) 영상 속 주인공들은 그의 연작 시리즈 프로젝션을 위한 드로잉 에 공통적 《 》

으로 등장하는 인물로 티델바움은 작가를 흑인들은 차별에 노출된 아프리카인을 , 

상징한다 년 이후의 미술사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 Hal Foster et al, 1900 : 『

모더니즘 배수희 외 인 공역 서울 세미콜론, 7 ( :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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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46) 반대로 현악 중주는 박자의 뚜렷한 박절감을 형성하여 독창 4 3/4

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애니메이션과 음악 영상을 보조하는 음악1) : 47)

가 형식. 

음악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전통적 론도 형식의 현악 중주와 아프4

리카 전통 노래가 교차적으로 사용되었다 음악은 표와 같이 . 

의 현악 중주와 일곱 번에 나눠 병치되는 독창으로 구성된A-B-A’-C-A” 4

다.48) 각 섹션은 마지막 부분에 페르마타나 쉼표를 사용하며 섹션의 변화  , 

지점마다 노래를 삽입해 음악의 형식적 구분이 명확하게 전달된다 때문에.  

음악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46) 노래는 아프리카 전통 가수 쿠말로가 즉흥적으로 불렀으며 이를 서양전통의  , 

기악곡과 섞어 음악을 완성했다 여기서 대조적인 두 음악을 교차해 사용하는 아이. 

디어는 작곡가의 의견이 아니었다 음악의 핵심적 아이디어는 작가와 작품에 사용. 

되는 소리 전반의 편집 작업을 맡았던 깁슨 에게서 출발했다 이는 (Angus Gibson) . 

작곡가 밀러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2020.7.9. 
47) 분석에 사용한 악보는 작곡가로부터 제공받았다 악보에는 독창 노래 파트가  . 

기입되어있지 않다 기입되지 않은 내용은 다음의 음반을 참고하였다. . P. 

Miller(2007), 9 Drawings For Projection CD .  Johanesburg, JB; CD Baby.〔 〕
48) 이 중 섹션은 총 마디로 다른 섹션에 비해 길이가 길어 하나의 섹션으로  A 49 , 

보기 어렵다 하지만 첫째 악곡의 중요한 음악적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이를 제. , 

시적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둘째 다른 섹션은 쉼표나 페르마타로 , , 

분명한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하나의 섹션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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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악 중주4 쿠말로의 즉흥 노래 영상

마디 음계
작곡가는 현악 중주 악보에 (* 4 voice

라는 표기로 노래가 연주를 시작하는 
마디를 지시해두었다)

마디 전1 0‘00-0’18“

A

1-28 도리안f 0‘19-1’32마디13

29-50
E ♭ ➜
cm

1‘33“-2’35”마디44-50

B 51-76
E ♭ ➜
cm

2‘36“-3’52”마디75-76

A’ 77-109 도리안f 3‘53“-5’25”마디 시작 전109-110

C
110-14
2

fm 5‘26“-7’20”마디142-143

A“ 끝143- 도리안f 끝149- 7‘21“-8’20”

표 망명자 펠릭스[ 1]《 》 의 음악 구성 

영상은 동일한 인물과 배경을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반복한다 패 . 

턴에 따라 영상은 다섯 개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음악의 론도 , 

형식의 섹션 변화와도 일치한다. 

그 예로 와 에서는 음악의 형식과 영상의 구성이 일치하는 현A A’
상을 볼 수 있다 부분의 영상은 들판 종이 흑인 여성 난디 호텔방에 . A , , , 

앉아 있는 펠릭스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 해당하는 종반부 영상 . A”
역시도 와 순서만 바꾸어 난디 종이 호텔방 들판을 차례로 비춘다 죽어A , , , . 

있는 난디가 종이로 덮이는 장면에서 물이 찬 호텔방의 티델바움으로 변하

고 그가 서 있던 자리가 작품 서두에 등장한 들판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 . 

영상은 음악의 형식과 동일하게 첫 장면과 끝의 장면의 배경을 동일하게 반

복하였다 배경 외에 각 인물이 처한 상황은 변화하는데 관객은 반복되는 . , 

배경 안에서 인물의 상황 변화를 인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등장인물의 파. 

국적 죽음과 그럼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구성을 쉽게 알 수 있

다 영상과 음악의 회귀적 구성은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후에도 끝없이 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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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되는 인종적 갈등 상황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음악의 형식적 구조가 . 

영상의 구성과 일치되어 음악이 영상의 구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다. [그림 1] [그림 2]

[그림 1] 섹션의 영상 들판 종이 난디 호텔방 A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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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섹션의 영상 난디 종이 호텔방 들판 A’ ( - - - )

나 음악 모티브. 

 망명자 펠릭스 에 사용된 음악적 모티브는 각 섹션마다 사용의 《 》

빈도를 달리하여 섹션 간 대조성을 부각시키고 음악의 형식적 구분을 명확, 

히 하는 기능을 한다 곡에는 도 도의 동일한 선율적 소재에 리듬의 대. 2 +3

비를 준 총 개의 모티브 가 사용되었다 표 7 (a, b, c, d, e, f, g)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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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망명자 펠릭스 에서 사용된 음악 모티브 《 》

 

섹션의 a) A 영상 속에는 작품의 주요 인물과 공간 들판 호텔방 경위의의 ( , , 

앵글 안 이 모두 등장하며 작품의 내용을 축약해 제시한다 음악 역시도 작) . 

품에 사용되는 모티브 를 제외한 모티브 를 모두가 등장하g a, b, c, d, e, f

여 음악적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함을 알 수 있다 섹션은 음악적 소재. A

에  따라 마디와 마디로 다시 한 번 나누어진다 특징적인 동음 1-28 29-50 . 

연타 모티브를 사용하여 전자와 후자를 구분하는데 긴 음가가 주요하게 사, 

용되었던 첫 번째 섹션과 다르게 짧은 음가가 동음으로 반복되며 진행감이 , 

더해진다 이 때 영상을 보면 마디까지는 상황을 나열하는 구성을 취했다. 29

면 마디에서 동음 연타가 시작되는 순간 펠릭스의 모습을 클로즈업하고, 29 , 

영상 속 인물들에게는 쓰거나 측량하는 등의 행위 가 추가된다 음악적 변‘ ’ . 

화를 근거로 영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음악적 구조와 영상의 구성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영상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도출되는 음악의 명확. 

한 구조는 영상의 의미 전달을 돕는다.  [악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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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망명자 펠릭스 마디 1-26《 》 

 

섹션은 b) C 전통적인 론도 형식 에서 가장 대조적인 부분(A-B-A’-C-A”)

이다 분 초부터 분 초 여기서 사용된 .(5 26 7 20 ) 영상은 지금까지 각 인물을 

관찰하듯 카메라와 인물 간 객관적 거리를 유지해 온 것과 달리 등장인물이 

처음으로 정면을 응시함으로써 극적인 전환을 맞이한다 특히 해당 장면에. 

는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여주어 폭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영. 

상의 구조를 반영하듯 C섹션의 음악은 음가 리듬 텍스쳐의 사용에 있어 , , 

다른 부분과 차별화된다. 음악은 낯선 모티브 긴 음가와 도약 음정 고음역 , , 

의 선율선을 사용함으로써 영상의 극적 효과를 배가하게 된다. 더욱이 직전

에 등장한 섹션과의 대비는 섹션의 극적 효과를 강조된다 섹션은 A’ C . A’ 8

분 음표를 주로 사용하지만 섹션에서는 하나 혹은 두 개의 성부를 제외, C

한 나머지 성부는 긴 음가를 유지하여 그 움직임에 있어 대조적 분위기를 , 

전달한다 더욱이 섹션은 좁은 음정차를 연주하는 모티브 가 주가 되. A’ c, e

지만 섹션은 도로 도약하는 모티브 와 아르페지오로 도약해 연주하는 , C 7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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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선율 모티브 를 사용해 도로 넓게 도약한다 때문에 밀집되어있던 g 7,6,5 . 

음악적 텍스쳐가 분산되면서 섹션은 앞 섹션과는 완전히 다른 음향적 효C

과가 창출된다. [악보 2]

 

[악보 2] 망명자 펠릭스 마디 107-134《 》 

순환하는 이야기 영상의 패턴을 인지시키는 음악 2) , 

망명자 펠릭스 는 몇 개의 장면과 사건을 애니메이션의 형식으《 》

로 보여주었다 여기서 켄트리지는 자신을 연상시키는 가상의 인물 미술가 . (

펠릭스 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존재하는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 및 )

폭력적 상황을 담았다.49) 영상은 이야기 를 선보이고 있으며 여기서 영상  ‘ ’ , 

49) 티델바움이 파리의 한 호텔방에서 여행 가방에 든 그림을 살펴보는데 흑인 여 , 

성 난디가 그린 그림 속에는 요하네스버그 들판에 버려진 흑인들의 시체가 그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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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이야기는 서사적이지는 않지만 특정 인물을 반복적으로 비추는 방법으, 

로 내러티브를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50) 

여기서 사용된 음악은 전통적 론도 형식의 현악 중주와 명확한 음4

악의 구조를 통해 명확한 형식적 구획을 갖고 있었다 이는 영상에 반복되. 

는 패턴 및 극적 진행과 일치되어 영상의 이해를 도왔다 다시 말해 작품에. 

서 음악은 영상 속 이야기의 구성과 형식 구성을 일치시켜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설치작 속 음악은 몇 개의 모티브를 설정하고 각 섹션마다 중

심 모티브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서 섹션의 대비를 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 

영상의 구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상황이 첨가될 때 대조적인 새로운 모티, 

브를 투입함으로써 극의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 

모티브는 극과 상관관계를 맺지만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 

다 더욱이 작품에서 사용된 아프리카 전통창법의 노래 역시도 즉흥적으로 . 

연주된 것으로 음고와 가사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 

못한다 이는 미끄러지듯 노래하는 전통 창법을 사용하는 음악 자체의 문화. 

적 배경을 연상하게끔 하여 그 상징적 의미를 유추하게 할 뿐이다 선법을 , . 

토대로 작곡된 음악은 극의 구조를 인지시키고 리듬 선율 음색을 통해 작, , , 

품의 음울한 분위기를 묘사하는 기능을 했다. 

즉 작품에서 음악은 극과 상관관계를 맺지만 영상의 구조 를 반영, ‘ ’
하여 영상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망명자 펠릭스 에서는 영상이 . 《 》

서사를 주도하며 음악은 명료한 형식과 모티브의 사용으로 영상의 비인과, ‘

있다는 내용이다 년 이후의 미술사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 Hal Foster et al, 1900 : 『

포스트모더니즘 , 754. 』
50) 영상은 각 인물은 차례로 비추기를 반복하여 이미지를 누적하듯이 내용을 전 

개한다 처음에는 티델바움이 호텔방에 앉아있지만 다시 비춰질 땐 거울을 보고 . , 

있고 다시 영상이 그 방을 비출 땐 물이 차오르는 식이다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 . 

같다 티델바움이 파리의 한 호텔방에서 드로잉을 살펴보는데 난디가 그린 이 그. , 

림에는 요하네스버그 주변에 버려진 흑인들의 사체가 그려져있으며 난디는 경위의, 

를 이용해 사체를 측량하고 이를 기록한다 이 때 경위의는 호텔에 있는 티델바움. 

과 난디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적 이미지로 사용되며 이 경위의를 통해 펠릭스는 , 

난디가 총격에 의해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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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속에서 패턴 을 발견하도록 보조 하는 것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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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2. (Black Box, 2005)《 》 51)

 

블랙박스 는 미니어쳐 극장 키네틱 조각 비디오를 사용, , 35mm 《 》

한 멀티미디어 설치이다 무대 공간에는 분 길이의 영상이 상영되며 영. 22 , 

상과 함께 총 곡의 음악이 뮤직카펫14 52)으로 동반되어 아타카로 재생된다. 

영상과 음악이 재생되는 동안 기계로 작동하는 키네틱 조각이 무대에 등장, 

해 춤을 추거나 노래하는 장면이 연출된다.53) [그림 3]

[그림 3] 전시장에 설치된 블랙박스 《 》

51) 연구를 위해서 작곡가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을 사용하였다 . 
52) 카펫과 같이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음악이 깔리는 것을 일컫는 영화 

음악용어 이성률. ,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의 영화음악의 음악적 특징과 의미 이성. 

률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의 영화음악의 음악적 특징과 의미 서양음악학, “ ,” 『 』 

19/2 (2016).
53) 사용된 키네틱 조각은 각도기 커피 주전자 달걀 거품기 이렉터 세트 , , , (Erector 

목탄 드로잉 풀 종이로 제작되었다set), , , . William Kentridge,  Six Drawing 

Lesseons, 65-67.



- 32 -

설치작에 사용된 음악은 총 곡이며 아리아는 단 곡 제 곡14 , 2 ( 10 , 

곡 으로 성악을 포함한 기악 중심의 악곡이 주가 된다 음악은 아리아13 ) . , 

앙상블 트럼본 유포니엄, , (euphonium) 첼로 더블베이스 키보드 지터 거, , , , , 

트 스트링 기타 오세프란티 를 사용해 아프(gut string guitar), (osseplantjie)

리카 전통악기와 서양 악기를 혼합한 소편성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 사운, 

드 재료 헤레로에서 채집한 사운드 오페라 음원 재료 를 샘플러( , ) (Steinberg 

로 혼합해 제작하였다Cubase sampler) .54) 표  [ 3]

54) 다음의 내용은 작곡가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현재 곡의 악 . 

보는 남아있지 않으며 본고에서 삽입된 악보는 작곡가에게 제공받은 남아있는 유, (

일한 악보 한 곡 코뿔소 를 근거로 필자가 피아노 편곡으로 채보한 것이다 분석) (‘ ’) . 

은 음색적 효과보다는 사용된 음악 모티브와 이것의 활용을 통해 악곡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아노 편곡의 방식을 택하였음을 밝, 

히는 바이다 채보를 위해서는 앨범으로 발매된 필립 밀러의 블랙박스 를 사용. 《 》

하였다.

곡목 시간

1 블랙박스 서곡(Black Bow Overture) 1:41

2 베를린 오프닝(Berlin Opening) 1:14

3 척도 1(Measuring Part 1) 1:02

4 달리는 사람(Running Man) 2:49

5
이 신성한 전당에서(In diesen heil’gen 
Hallen)

1:24

6 워터버그(The Waterberg)55) 1:40

7 축제의 장(Fairground) 1:33

8 진실(Die Wahrheit) 1:36

9 척도 2(Measuring Part 2) 1:56

10
이 신성한 전당에서(In diesen heil’gen 
Hallen)

1:36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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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1) 마술피리 와 음악 서사를 전달하는 음악 : 《 》

 켄트리지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를 연출하면서 블랙박《 》 《

스 를 동시에 제작하였다 그는 설치미술 작품을 원작 오페라에 대한 주석. 》

으로서 제작하였음을 밝힌 바 있으며 때문에 원작과 설치 작품 사이에 발, 

생하는 차이가 켄트리지가 말하고자 하는 주석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56) 

두 작품은 영상과 무대 연출 시각적 재료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 

블랙박스 는 밀러가 작곡한 음악을 재생하고 배우 대신 조각물을 등장, 《 》

시켜 오페라 무대를 재연하였다 때문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주석 은 음악. ‘ ’
과 배우의 역할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작곡가 밀러는 설치작. 

의 음악을 작곡하면서 원작에서 개의 모티브를 가져와 사용하였음을 밝25

55) 현재는 나미비아 국립공원이 있는 자리인 워터베르크에서는 헤레로족과 독일인 

의 전투가 있었다 당시 전쟁 후 기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까지 합쳐 헤레로 인. , 

구의 약 가 사망하였다 일명 헤레로 대학살이라 불리는 사건의 시발점이 7-80% . 

바로 워터베르크 전투이다 현재 워터베르크 전투가 발발했던 나미비아의 산기슭에. 

는 비문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당시 독일군 전사자 인이 묻혀있다고 새겨져, 23

있다 하지만 헤레로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는데 작가는 이 같. , 

은 역사적 침묵에 착안하여 헤레로족 학살사건과 계몽주의를 연결하여 보여주게 

되었다 켄트리지 인터뷰 . Kaplan, Cheryl, “Inside the Black Box: William 

Kentridge in an Interview”, artmag, 2005, db 

http://db-artmag.de/archiv/2005/e/7/1/383.html 년 월 일 접속 [2020 8 1 ]
56) 작가는 년에 오페라 마술피리 를 연출하면서 설치작을 함께 제작하여 2005 , 《 》

오페라에 대한 작가 개인의 주석 으로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음을 밝힌바 있다“ ” . 

William Kentridge, Six Drawing Lesseons, 48.

11 죽음의 무도(Dance Macabre) 2:23

12 코뿔소(Rhino) 1:54

13
사제들의 행진에서 로부터의 애가 ‘ ’ (Lament 

from the March of the Priests)
2:03 아리아

14 베를린 왈츠(Berlin Walts) 2:41

표 [ 3] 블랙박스 수록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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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바 있다.57) 이를 근거로 블랙박스 에서는 원작 오페라 마술피리 《 》 《 》

의 음악과 극 배우의 역할을 중심으로 음악을 분석해보겠다, .

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 모티브. 

 설치작은 오페라 마술피리 를 지시하는 요소와 작가의 주관적 《 》

해석에 따라 선정된 원작 외부의 요소를 혼용했다 여기에는 마술피리 오페. 

라에서 가져온 개의 모티브가 인용되었으며 설치작에서 인용된 모티브 25 , 

중 일부는 극의 주요 인물 혹은 주요 장면으로부터 가져온 선율재료를 음고

와 리듬의 변형 없이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 때문에 청자는 이를 즉각적. 

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원작 오페라의 주요 인물 및 장면을 연상하게, 

끔 한다.

반면 변형이 가해진 모티브는 단번에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그 내, 

용에 변형을 가함으로써 원래의 모티브와는 상이한 맥락을 전달하게 된다. 

이는 인용된 모티브와 변형된 음악적 내용을 동시에 인지시킴으로써 원작, 

과 달라진 극의 내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변형 없이 사용된 인물 모티브a) 

설치작에는 원작의 주요 인물인 자라스트로 밤의 여왕 파파게노의 , , 

아리아와 세 소년 삼중창에서 선율을 인용하였다 선율의 변형 없이 그대로 . 

인용된 선율은 쉽게 인지되며 이는 원작 오페라 속 각 인물과 상황을 쉽게 , 

연상할 수 있게끔 한다.

ㄱ 자라스트로 모티브와 세 소년 모티브. 

57) New York Public Radio Interview, Mar 20, 2010 ·by Abbie Fentress 

Swansonhttps://www.wqxr.org/story/15579-look-sounds-man-kentridges

년 월 일 접속-films/[2020 9 2 ]



- 35 -

원작에서 자라스트로는 원작 오페라에서 공주 파미나를 그녀의 어

머니인 밤의 여왕으로부터 납치해 온 인물로 지혜 이성 자연의 합치된 사, , , 

원에 거주하는 현자로 그려진다 오 이지스와 오지리스여 에서 가져온 자. “ , ”
라스트로 모티브는 작품 전반에서 높은 빈도로 발견되는데 악보에 표기된 , 

부분이 설치작에서 인용된 부분에 해당한다. [악보 3]

[악보 3 마술피리 오 이지스와 오지리스여 중 인용된 자라스트로 모티브] ‘ , ’ 《 》 

설치작에서 자라스트로 모티브는 주로 세 소년 모티브와 함께 사용

된다 세 소년 모티브는 원작에서 타미노가 자라스트로의 사원에서 세 소년. 

을 만날 때 노래되는 삼중창 “이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에”
서 가져왔다 이는 . 끈기 인내 침묵의 계율 을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고 , , ‘ ’
노래한다 이를 근거로 서곡 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일종의 내러티브가 형. ‘ ’
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4]

[악보 4 마술피리 중 세 소년의 삼중창 중 인용된 세 소년 모티브]《 》

설치작의 첫 곡인 서곡 에서는 ‘ ’ 오페라에서 차용한 화음 악구와 자3

라스트로 모티브 세 소년 모티브, 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원래 전통적인 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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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 서곡 은‘ ’ 그 작품의 도입부로서 작품 전반적 성격이나 내용을 압축 

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원작 오페라의. 서곡 역시도  ‘ 첫 마디 이하부

터 화음의 화음선을 소프라노에 제시하여3 , 지혜 이성 자연의 사원이나 세 , , 

소년 세 사제 등 극의 상징적 장치로 숫자 을 , 3 음악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보 5]

[악보 5]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 의 시작부분 ‘ ’《 》 

하지만 설치작의 서곡은 화음을 선율적 소재로 활용하는 것 외에3

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았다. 화음의 등장 후에는 자라스트로와 세 소년 3

인물 모티브가 등장하며 각 모티브는 지터 전통 타악기 관악기 등 다양한 , , , 

악기의 음색을 혼합해 연주했다 화음 모티브도 관악기로 화음을 연주하. 3 3

지만, 최상성부를 트레몰로로 진행함으로써 음색적인 이질감을 추구하는 것

이다 이는 기존의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며. , 

계몽 과 이성 과 관련한 두 인물 모티브를 연주하는 이질적 음색은 계몽과 ‘ ’ ‘ ’
이성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악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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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스트로 모
티브

세 소년 모티브

화음 인용구3

[악보 6] 블랙박스 서곡 ‘ ’ 《 》 

ㄴ 밤의 여왕과 마술피리 모티브. 

파미나의 어머니로 밤의 세계의 여왕이다 극의 전반에는 납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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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구하기 위해 왕자 타미노에게 호소하지만 실상은 자라스트로를 죽이, 

고 그의 힘을 차지하기위해 딸을 이용하는 악인이다 설치작은 오페라에서 . 

가장 알려진 아리아인 “지옥의 복수가 내 가슴에 끓어오르네 에서 모티브를 ”
가져왔다 이는 . 자라스트로를 향해 지옥의 복수의 칼날을 가는 장면에서 등

장한 아리아로 설치작에서는 밤의 여왕 아리아 중 스타카토를 포함한 음형, 

을 모티브로 활용했다. 제 곡 7 ‘축제의 장 에서는 밤의 여왕 모티브 중 리’
듬적 요소를 축출하여 헤레로족의 노래와 전통 타악기의 음색으로 연주했

다 이는 밤의 여왕과 헤레로족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하게 된다. . [악보 7]

[악보 7] 마술피리 아리아 지옥의 복수가 내 가슴에 끓어오르네 “ ” 《 》 
중 인용된 모티브

 

밤의 여왕은 타미노에게 납치된 파미나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음악으로 악한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힘을 가진 피리를 선물했

다 극 중 마술 피리는 악인을 길들이는 악기 이기도 하지만 인간과 동물을 . ‘ ’
길들이는 무기 가 되기도 한다 설치작에서는 맥락상 주로 후자의 의미로 ‘ ’ .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인용된 부분은 파파게노의 아리아 나는야 새잡이라. “
오 에서 가져왔다 마술피리 모티브는 원작과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 , 

음가를 길게 늘이거나 임시표를 붙여 단조화해 극적 반전을 암시하기도 한

다. [악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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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마술피리 나는야 새잡이라오 중 인용된 부분  “ ” 《 》  

등장인물 출처 오페라에서의 의미 

자라스트로
막 번 오 이지스와 오지리스2 10 . ‘

여’
이성 합리 계몽주의, ( )

밤의 여왕
막 번 지옥의 복수가 내 가2 14 . ‘

슴에 끓어오르네’
어둠 무지( )

마술피리 막 번 나는야 새잡이라오1 2 . ‘ ’
계몽의 도구

조화로운 세계로 이끄는 음(

악)

세 소년
막 이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1 , ‘

착할 수 있어요’
계율

끈기 인내 침묵( , , )

파미나
막 번 아 사라졌음을 느껴2 17 . ‘ , 

요’
사랑의 실패

모노스타토

스와 

파파게노

막 번 요 귀여운 비둘기 여1 6 . ‘ , . 

기로 와!’ 
반 이성( )反

사제들 막 번 사제들의 행진곡2 9 . ‘ ’
지혜 이성 자연이 합치된 자, , 

라스트로의 사원

[표 4] 마술피리 에서 모티브로 등장한 주요 인물과 출처 원작에서의 의미 , 《 》

변형된 인용 모티브b) 

작곡가는 인용해 온 음악적 재료를 가공하여 완전히 다른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였다 이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인물 모티브와는 구분되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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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지되지 않지만 원작과는 상이한 내용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ㄱ 파미나 모티브.  

원작에서는 밤의 여왕의 딸로 자라스트로에게 납치된 공주 파미나

가 자신을 구하러 온 왕자 타미노와 진실한 사랑을 성취하게 된다 설치작. 

에서는 왕자 타미노가 변심하였다고 오해한 파미나가 사랑이 사라졌음에 괴

로워하며 죽음을 노래하는 아 사라졌음을 느껴요‘ , ’아리아에서 가져온 선율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했다. 악보 [ 9]

 

악보 [ 9] 마술피리 아 사라졌음을 느껴요 중 모티브로 사용된 파미나 선율‘ , ’ 《 》 

 작품에서 사용된 음악을 분석해보면 헤레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제목의 곡이 선율의 재료를 파미나 모티브로부터 가져와 사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 제 곡 코뿔소 에서는 9 ‘ ’ 녹음된 파미나 아리아를 

파미나 아리아의 음계를 선율적 재료로 사용하였다 새로 작곡된 음악과 함. 

께 파미나 아리아를 노래하는 음원을 병렬하여 재생한 것이다 이를 통해 , . 

제 곡과 헤레로 파미나라는 인물과의 연관성을 암시한다 더욱이 설치작9 , . 

에서 파미나 모티브의 음계를 사용한 악곡은 주로 헤레로와 관련한 사운드 

재료58)로 연주된다 파미나라는 인물 모티브를 헤레로를 연상케하는 소리 . 

재료로 연주함으로써 헤레로의 음색으로 노래하는 파미나라는 인물의 정체, 

성의 변환을 이끌게 된다 이로써 . 설치작에서 파미나는 헤레로족을 상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파미나가 자라스트로에게 납치된다는 원작 오페라, 

의 극적 내용을 헤레로의 이야기로 전유하여 생각하게끔 한다 악보 . [ 10]

58) 헤레로에서 녹음해온 음원 헤레로 전통 악기 소리 및 창법 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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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 10] 블랙박스 제 곡 코뿔소 중 파미나 모티브의 변형9 ‘ ’ 《 》 

ㄴ 사제 모티브. 

곡에는 원작 오페라 중 막의 시작에서 연주되는 사제들의 행진12 2 ‘
곡 이 인용되었다 오페라에서 사제들은 지혜 이성 자연을 노래하는데 밀’ . , , , 

러는 이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기악곡을 아프리카 전통창법을 구

사하는 알프레드 막칼레메레 의 노래로 편곡했(alfred Makgalemele) 다.59) 계 

몽사상의 주요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등장할 때 사용된 기악곡이 아프

리카 노래로 변모되면서 원작이 의미하는 바와 대치되는 내용을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대본의 기능을 하는 인용 음악c) 

설치작에는 원작에서 가져온 모티브를 가지고 작곡한 기악 중심의 

악곡 외에도 년 토마스 비쳄 이 지휘하고 베를린 스1938 (Thomas Beecam)

타트오퍼가 공연한 마술피리 의 구체 음악이 《 》 사용되었다.60) 설치작에서 

59) William Kentridge, Six Drawing Lesseons, 43. 
60) 작가는 모차르트를 가볍고 유쾌하게 연주하는 현대적 해석과 달리 장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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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녹음된 음반의 일부를 세기 초 독일과 당시 정치적 상황을 암시하는 20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녹음된 연주를 가지고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 

인용 모티브와 달리 노래의 가사까지도 함께 가져오게 된다 때문에 설치작 . 

내 음원 재료는 극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대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삽입된 구체 음악은 원작의 맥락과 무관하게 주로 삽입된 가. , 

사의 그 자체의 의미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ㄱ 모노스타토스와 파파게노의 이중창 모티브. 

녹음된 음반에서 모노스타토스와 파파게노의 이중창 ‘요 귀여운 비, 

둘기 여기로 와 중 일부분을 잘라 . !’ 제 곡 척도 제 곡 척도 에3 ‘ 1’, 9 ‘ 2’ 삽 

입하였다 삽입된 부분은 . 서로를 악마임이 틀림없다고 여기며 좀 봐주세, ‘
요 살려주세요 라는 가사를 노래하는 부분이다, ’ .61)

원작에서 모노스타토스는 흑인이자 괴물로서 묘사되는데 계몽주의, 

와 식민주의를 동시에 보여주는 설치작의 맥락에서는 모노스타토스가 아프

느리게 연주하는 음악적 해석에 주목하였다 그는 오페라 마술피리 연출을 의뢰받. 

은 후 사전 조사를 하던 중 다음의 음반을 듣게 되었다 당시 독일은 나치당이 집. 

권하고 있었는데 장중하고 풍성한 오케스트레이션의 오페라는 이성과 지혜를 통해 , 

인간을 계몽한다고 노래하지만 정작 당시는 인종차별과 나치당의 독재정권이 집권,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모순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William Kentridge,  Six 

Drawing Lesseons, 42-44.
61) 다음의 부분의 가사는 표와 같다 김방현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 피리 대 . , 『

본 대역 소리사랑, ( , 2019), 36. 』

Monostatos und Papageno 

(besehen sich - erschrecken einer ueber den 

andern):

 Hu!

 Das ist der Teufel sicherlich!

 Hab' Mitleid! Verschone mich!

 Hu, hu, hu!

(Laufen beide ab.)

모노스타토스와 파파게노

둘이 마주치고 서로 깜짝 놀란다( ):

헉! 

저 것 은 악 마 임 에 틀 림 없- - - - - - - - - -

어!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

엉 엉 엉! ! !

두사람이 서로 피해 도망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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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인을 암시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삽입된 내용은 원작에서 각 . 

인물이 상징하는 의미에 더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가사의 언어적 기능에 충

실하여 극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악보 . [ 11] 

악보 [ 11] 마술피리 요 귀여운 비둘기 여기로 와 중 삽입된 모티브‘ , . !’ 《 》 
 

ㄴ 진실 모티브. 

제 곡 진실 에는 원작 오페라 중 파파게노와 파미나의 이중창에서 8 ‘ ’
가져온 파미나의 노래 중 진실 이라는 가사를 노래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 ’
삽입하였다 악보 . [ 12]  

악보 [ 12] 마술피리 파파게노와 파미나의 이중창 중 삽입된 모티브 《 》 

제 곡을 분석해보면  8 악곡의 도입부에서는 반음계 베이스가 나타나며 상, 

성은 수직 화음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베이스의 3 . 

반음계적 선율이 강조되고 악곡의 음악적 긴장도가 상승된다, . 그 위로 아프

리카 가수가 파미나의 진실 모티브 악구62)를 노래하는데 이 때 진실 모티, 

브는 상대적 음가 음고를 원곡과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하여 원곡의 앞 뒤 , 

맥락을 제거한 채 반복된다 이는 관객에게 진실 이라는 단어 자체를 각인. ‘ ’
시켜 이 후 극적 반전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악보 , . [

62) 다음의 부분의 가사는 표와 같다 김방현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 피리 대. , 『

본 대역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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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 14]  

악보 [ 13] 블랙박스 진실 마디  ‘ ’ 1-6《 》 

악보 [ 14] 블랙박스 진실 마디‘ ’ 12-19《 》 

나 음악에 반영된 막 구성. 2

Papagbno:
 O waer ich eine Maus,
 Wie wollt' ich mich verstecken!
 Waer ich so klein wie Schnecken,
 So kroech' ich in mein Haus!
 Mein Kind, was werden wir nun sprechen?
 
Pamina:
Die Wahrheit! Die Wahrheit, Sei sie auch 
Verbrechen.

파파게노:

오 내가 쥐였으면!

숨기라도 할텐데.

달팽이처럼 작은 몸이라면

집 속에 웅크리고 있을텐데.

아가씨 우리 이제 무슨 말을 해야하. 

나요?

파미나:

진실! 그게 죄라고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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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피리《 》는 막 장 구성인 반면2 3 , 《블랙박스》는 별다른 막의 

구분 없이 분 동안 영상과 음악을 연속하여 재생한다22 .63) 하지만  제 곡3

과 곡 곡과 곡은 같은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대칭을 이루는데 동일한 9 , 5 10 , 

제목을 한 악곡들의 음악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 곡 진실 을 중심으로 대8 ‘ ’
칭을 이룸을 알 수 있다.

 제 곡 3 척도 은 세 소년 모티브와 마술피리 모티브 전조된 세 ‘ 1’ , 

소년 모티브와 음가를 늘인 마술피리 모티브를 교차로 사용하는데 곡 중간, 

에는 모노스타토스와 파파게노의 이중창 중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를 “ , ”
노래하는 음원이 삽입되었다.64) 마술피리의 모티브와 인내와 끈기로 승리를  

성취하는 소년의 모티브가 교차되어 재생되는 동안 살려달라는 가사를 가, 

진 오페라 구절이 삽입되는 것이다 이는 마술피리와 소년이 원작에서처럼 . 

도움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 

다. 

원작에서는 마술피리 가 아름다운 음색으로 사나운 동물이나 악인‘ ’
을 길들이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이를 동물이나 악인의 .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을 억압하는 도구이자 무기라 할 수 있다 원작에서 모. 

노스타토스는 흑인이자 괴물로 그려지는데 그가 악인과 동물을 길들인다는 , 

악기인 마술피리를 보고 살려달라 외치는 모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 ” 

사를 상기시키게 된다 피정복민들을 길들이려던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를 .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악곡의 제목이 척도 라는 점을 상. (measure)

기해 볼 때 원곡 오페라 속 마술피리와 소년의 계율이 설치작에서는 피지, 

배인들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척도이자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63) 이 때 막과 막에서 표현되는 주인공의 정체성은 상반된다 막 초반에는 납 1 2 . 1

치된 딸을 걱정하는 가련한 어머니로 등장했던 밤의 여왕이 막 끝에 이르러 딸을 1

억압하던 악인이었음이 밝혀지고 딸 파미나를 납치했던 제사장 자라스트로스는 악, 

인으로부터 여인을 보호한 현자였다는 것이 오페라의 주된 줄거리이다.
64) 이 때 각도기 모양의 인형이 나와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며 , 

영상에는 새의 드로잉이 독수리로 변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여기서 독수리는 나치. 

를 상징하던 동물이자 문양으로 관객에게 당시의 독일을 연상하게 한다. 



- 46 -

고 해석할 수 있다 악보 . [ 15] 

세 소년 모티브 마술피리 모티브

음가를 늘린 마술피리 모티브

모노스타토스와

파파게노의 이중창

악보 [ 15] 블랙박스 척도  ‘ 1’ 《 》 

. 

이러한 구도는 척도 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척도 는 ‘ 2’ . ‘ 2’
마술피리 모티브와 화음의 선율선이 사용되었으며 이중창의 구절이 삽입3 , 

되어 척도 과 유사한 맥락을 형성하였다‘ 1’ . 하지만 곡의 중반 이후 반음계 , 

하강 선율이 제시되면서 음악적 긴장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척도 에서 암, 1

시적으로 전달되던 메시지가 높아진 음악적 긴장도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

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음색의 변화를 통해 마술피리가 억압의 도구로 사. 

용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악보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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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블랙박스 척도 중 마디‘ 2’ 15-22《 》 

제 곡과 제 곡에 반영된 극적 구성 역시 동일한 전략을 보인다5 10 . 

두 곡 모두 자라스트로의 아리아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편곡 및 연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 곡은 극도의 저음으로 나타나는 자라스트로 아리. 5

아를 기악연주로 대체하고 있는데 싱코페이션으로 리듬의 강세를 상이하게 , 

두고 주선율을 관악기로 한 음 한 음 끊어 연주하도록 편곡하였다 특히 . 23

마디에 이르러서는 최상 성부와 점선으로 표기된 성부 간에 시차가 발생하

도록 최상 성부의 타격점이 점차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계몽 . 

군주가 노래하는 아리아를 다소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이

성의 승리를 확신하는 계몽주의의 모순을 풍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악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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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블랙박스 척도 중 마디 ‘ 2’ 12-28《 》 

반면 제 곡은 년에 녹음된 스트렌쳐의 자라스트로 아리아를 10 1938

그대로 재생했다 설치작에는 원작 오페라의 음원 모티브뿐만 아니라 번. 10

째 악곡으로 베를린 스타트오퍼 연주 중 빌헬름 스트렌쳐(Wilhelm 

가 노래한 아리아를 그대로 삽입하였다 작가는 자라스Strienz,1900-1987) . 

트로의 아리아가 현대 독일 관객에게 아이러니한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65) 아우슈비츠 학살사건과 헤레로족 대학 

살 사건을 연결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나치 집권기에 녹음된 음반을 그대, 

로 차용한 것이다. 

더욱이 오래된 음반의 아리아를 차용함으로써 노이즈가 함께 삽입

되었는데 과거의 음반을 샘플링 하는 음악에서 의도적으로 삽입된 노이즈, 

65) William Kentridge, Six Drawing Lesseon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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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적 거리를 드러내어 노스탤지어를 표상하기도 한다.66) 설치작은 노 

이즈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삽입함으로써 느리고 장중하게 자비와 용서, 

를 노래하는 자라스트로 아리아의 노스탤지어를 강조하고 모순적 감정을 , 

극대화하게 된다 나치 집권기에 녹음된 자애로운 현자 자라스트로에 대한 . 

의문과 아이러니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때 설치작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징하는 동물인 코뿔소를 사

냥하는 장면을 재생하였다 나치 집권기의 음악을 그대로 삽입하고 폭력의 . 

상황을 가시화한 것으로 폭력의 대상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징하는 동, 

물로 설정함으로써 아우슈비츠 사건과 헤레로 대학살 사건을 동치하여 생각

하게끔 의도한 극의 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써 헤레로 대학살 사건에 . 

대한 감정적 효과가 증폭되는 것이다. [그림 4]

[그림 4] 블랙박스 제 곡 자라스트로의 아리아 장면 10《 》 

즉 블랙박스 는 제 곡 진실 을 기준으로 막과 막으로 구분, 8 ‘ ’ 1 2《 》

할 수 있으며 막에서는 원작의 인물을 상징하는 음악적 모티브를 통해 계, 1

몽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지만 막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2

노골화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표 [ 5] 

66) 신예슬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매체적 특성과 그 미학 서울대학교 석사학 , “ ,” (

위 논문, 201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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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페 라 막1

진실

막2

밤의 여왕
딸을 잃은 가련한 
여인

집착하고 억압하는 어머니 악(
인)

자라스트로
딸 파미나를 납치
한 악인

악한 어머니로부터 딸을 구해
낸 현자

설치작 전반

진실

후반

밤의 여왕 
밤의 여왕 리듬 
모티브

헤레로족 애가곡을 노래하는 
밤의 여왕

자라스트로
지혜와 이성을 노래
하는 자라스트로 아
리아

나치 체제 하에 녹음된 자라스트
로 아리아

표 [ 5] 오페라와 설치작의 극의 구성

다 명료한 음악언어로 강조한 극적 효과. 

설치작의 음악은 짧고 명확히 인지되는 모티브를 어렵지 않은 화성 

어법과 명료한 음악적 형식을 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간명하고 명확한 . 

조성 및 화성적 기반을 토대로 모티브를 인식시킴으로써 극적 내용을 어렵

지 않게 인식하게끔 한다 명료한 음악 언어를 통해 강조되는 극적 효과는 . 

밤의 여왕 아리아 장면 에서 잘 나타난다‘ ’ . 

제 곡은 원작 오페라 중 사제들의 행진곡 을 가져와 성악곡으로 11 ‘ ’
편곡해 사용하였다 원작에서는 계몽 이성을 상징하는 사제들이 등장할 때 . , 

쓴 기악곡은 블랙박스 에서 성악곡으로 변환되었는데 편곡된 성악곡이 , 《 》

재생되는 동안 헤레로족 여인들이 쓰는 두건을 쓴 조각 인형이 나와 음악에 

맞춰 움직이게 된다 여기서 여인 뒤로 비치는 무대의 배경은 켄트리지가 . 

연출한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지옥의 복수가 내 가슴에 끓어‘《 》 

오르네 에서 사용되는 무대 배경과 일치한다’ .67) 이를 통해 제 곡이 사제 11

67) 오페라 마술피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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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성의 상징이 아닌 밤의 여왕의 아리아로서 삽입된 것임을 확신할 수 , 

있다. 악보 [ 18] [그림 5]

[악보 18] 마술피리 사제들의 행진 중 마디 ‘ ’ 1-16《 》 

 

[그림 5]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장면 좌 과 블랙박스 중 제 ( ) 11 《 》 《 》 
곡의 장면 우( )

켄트리지는 원작 오페라에서 자라스트로의 낮고 풍부한 음색과 밤

의 여왕의 날카로운 고음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그는 직관적으, 

로 전달되는 음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효과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https://www.youtube.com/watch?v=6s0ypwJi8CI&t=6246s 년 월 일  [2020 9 18

접속]



- 52 -

있다.68) 이를 적용해 설치작에서는 밤의 여왕 아리아를 아프리카 창법으로  

낮은 음역을 노래하게 하여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노래하던 밤의 여왕의 정, 

체성을 반전시키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원작에서 악인으로 그려진 밤의 . 

여왕이 헤레로족을 상징함과 동시에 땅을 잃고 고통 받는 식민주의의 피지

배국을 암시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노래는 아프리카 전통 창법을 따르고 있어 음고와 리듬 음, 

가가 불분명하지만 반주부는 기준박인 분 음표를 주요 진행으로 삼음으로, 4

써 선율과 박자의 유동성이 강조된다 특히 유일하게 키보드 반주와 단선율 . 

노래로 완성된 이 곡은 샘플러 기술로 다양한 악기와 음원을 섞어서 만든 , 

다른 악곡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가장 단순하면서 명확하게 노래하여 . 

아프리카 전통 노래의 음색을 강조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극적 효과 및 전, 

달력을 극대화하려는 작곡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성의 상징인 기악곡을 헤레로의 목소리로 노래하게 함으로

써 설치작이 헤레로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극임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장면이

라 할 수 있다. 설치작은 파미나와 밤의 여왕을 헤레로족으로 정체성을 변

환시키고 음악의 아름다움으로 괴물을 무찌르는 마술피리의 마법을 헤레로 , 

족을 길들이고 착취하는 무기로 그리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악보 . [

19]

68) William Kentridge, Six Drawing Lesseon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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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을 대체한 음 A

[악보 19] 블랙박스 제 곡 중 마디11 1-15《 》 

2) 서사가 전개되는 극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 

블랙박스 는 오페라 마술피리 를 헤레로의 관점에서 각색한 《 》 《 》

것으로 작품의 전제 및 출발점이 극 이었다 하지만 설치작에는 오페라의 , ‘ ’ . 

구성요소인 배우가 등장하지 않으며 때문에 대사도 인물의 만남에서 발생, , 

하는 사건도 가시화되지 않았다 대신 설치된 미니어쳐 극장의 무대 뒤로 . 

영상을 투사해 무대의 배경을 만들고 배우의 역할을 대신하는 키네틱 조각, 

을 등장시켜 조각 드로잉 영상과 스피커라는 매체를 통해 극의 구성 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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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장인물 무대 무대 장치를 대체하였다, , .69) 

각색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져온 요소와 원작 외부에서 가

져온 재료가 동시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 원작의 극적 서사를 기반으로 다. 

른 내용을 재창조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각 매체에서는 원작과 관련. 

한 재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극의 서사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 

지 못한다 사용된 시각 매체는 아우슈비츠 헤레로 코뿔소 사냥 등 헤레로 . , , 

학살사건 아우슈비츠 사건 등 각각의 상황을 연상케 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음악은 원작에서 인용한 모티브를 사용하여 . 

원작 오페라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설치작과 원작 사이의 연결성이 확보된, 

다 음악은 원작으로부터 가져온 재료와 극적 내용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 

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음악은 원작의 인물정보 극의 내용 극의 전개를 . , , 

암시하는 유일한 단서로써 극의 서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작품은 라이트모티브로 인물을 지시하고 주요 사건을 인지시킴으로

서 극의 서사를 제시하고 있음을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작가는 이 작품. 

을 헤레로의 관점에서 다시 쓴 오페라라 설명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작품, 

은 파미나 공주와 밤의 여왕을 헤레로 족으로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 

욱이 설치작은 자라스트로를 통해 나치당의 독재 군주를 연상할 수 있도록, 

당시 녹음된 음원에서 자라스트로 아리아를 가져와 재생하였다 이는 헤레. 

로 대학살 사건70)과 아우슈비츠 사건을 연결하게 되는 장치가 되며 이를 , 

통해 작품의 전달력을 강화하였다 현대 관객에게 잘 알려진 아우슈비츠 사. 

건과 헤레로 학살을 연결시켜 더욱 강력한 감정적 반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다 관객은 독일의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듯이 세기 말에. , 18

도 독일인들이 헤레로를 침략하여 그들을 학살하였음을 인지함으로써 멀게 , 

느껴지던 헤레로 학살 사건이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와 같이 느끼게 된다.71) 

69) 켄트리지는 이러한 작품의 구성을 코메디아 델라르테 와  (commedia dell'arte)

유사하다고 설명한 바있다. William Kentridge, Six Drawing Lesseons, 67.
70) 독일군이 식민지 개척을 위해 아프리카에 식민통치를 시작 헤레로족을 대학살 . 

한 사건으로 이 학살로 인해 약 퍼센트의 헤레로 종족이 사망했다고 전해진다75 . 

세기 최초의 대학살사건으로 기록된다20 .
71) 년에 녹음된 마술피리 의 음반을 삽입함으로써 그 당시 독일의 제국주의 19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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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사용된 일련의 사건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 [ 6]

공 간 축

시 
간 
축

1791
모차르트가 오페라 
마술피리 를 작곡함< >

식민주의

1904
-07

헤레로 대학살 발발

1938
베를린 스타트오퍼가 
마술피리 를 녹음< >

세계대전과 
아우슈비츠 대학
살

2004
설치작에 사용하기위
해 헤레로에서 영상
과 음악을 채집해옴

2005
베를린에서 설치작 
블랙박스《 》를 전시

 

표 [ 6] 블랙박스 의 소재가 된 사건 《 》
 

켄트리지는 독일 음악의 정전과 같은 오페라를 선정하고 계몽사상, 

에 기반한 독일 근대 오페라를 독일이 계몽주의의 끝자락에서 식민지를 침

탈하는 과정 중 발생했던 학살 사건과 병치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원작 오페

라를 재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나쁘다 는 의견을 표명하기보다‘ ’ , 

능동적으로 여러 사건을 연결하고 해석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였

다.72) 계몽사상의 이면에서 벌어진 식민주의 및 헤레로의 역사가 존재함을  

주지시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와 세계대전 독일 내 아우슈비츠 대학살 사건과도 연결된다 작가는 그동안 서구, . 

의 시각으로 바라본 아프리칸 미술 전통은 원시주의 포스트 식민주의 와 같은 , ‘ ’, ‘ ’
형태로 나타났음을 비판하며 남아프리카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가 아, 

닌 재료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William Kentridge, Six Drawing 

Lesseons, 60-63. 
72)  William Kentridge, Six Drawing Lesseons,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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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의 거부》(The Refusal of Time, 2012)73)

  《시간의 거부》는 년 제 회 카셀 도큐멘타에 출품하기위해 제작2012 13

된 개 채널의 비디오와 사운드를 위한 멀티미디어 설치이다5 .74) 재생시간은  

총 분이며 드로잉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여러 형식의 예술을 혼합해 30 , , , 

제작되었다 전시장 중앙에 설치된 기계 호흡기계 가 움직이면 방 안에 개. ( ) 5

의 비디오 프로젝터가 작동하기 시작하며75) 이는 마치 화면으로 숨을 불어 

넣어 영상과 음악을 재생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조각물과 음악 영상. , 

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데 전시장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 [그림 

6] [그림 7]

[그림 6] 시간의 거부 중 제 곡 메트로놈 장면   1 ‘ ’ 《 》 

73) 영상은 년 스톡홀름의 쿰멜홀멘 전시영상을 기록한 것을  2019 (Kummelholmen) 

사용하였다 이는 작곡가로부터 제공받았다 악보는 작곡가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 . 

근거로 악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다음의 음반을 참조하였다, . P. Miller(2012), 

Refusal of Time CD .  Johanesburg, JB; CD Baby/ 〔 〕
74) 해찰 언저리의 미학 William Kentridge, : , 867.『 』
75) 시간의 거부 작품 정보  《 》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499717 년 월 일 [2020 8 3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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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1
화
면 
2

화
면 
3

화
면 
5

화
면 
4

호흡기계메가폰   

메가폰   

전시장

 [그림 7] 시간의 거부 전시장 도면《 》 

 

작가가 처음 작품을 구상할 때는 퍼포먼스 공연으로 제작할 계획이

었다 하지만 그는 현실적인 이유로 음악극과 설치 작업으로 양분하였고. , 

곡을 연주하는 분 길이의 음악극에서 음악 곡과 장면 및 대본을 추30 80 10

려 분 길이의 설치미술 시간의 거부 를 완성하30 (Refusal of the time)《 》

였다.76) 표  [ 7] 

76) 이는 작곡가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음악극과 동일한 악 , 

보를 사용하지만 설치작에서는 다른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연주자 없이 녹음. 

된 음원을 재생하여 설치한다는 점에 있어 컴퓨터로 소리를 왜곡하거나 샘플링하

는 등 디지털 편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음악 자체는 많이 달라진 것과 같이 들

린다 오른쪽 표에 번호는 음악극 왼쪽 에서 사용된 음악의 번호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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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극(Refuse The Hour) 
1. Drum Voluntary 16. Signals
2. Maybe Every Step 17. Hurdy Gurdy Music Box
3. Prologue Metronome* 18. Colonial Invasions
4. Berlioz Intro 19. Ballet Mechanique*
5. Berlioz Breakdown 20. Twins

6. Here I Am
21. Hold Your Breath 
(Reprise 60 years)*

7. Counting Time* 22. Bells & Roses*
8. Truth Is Beauty 23. Rebnembuh Nuh
9. Concerning Entropy 24. Tango

10. To Unsay Undo
25. Blowing Up The 
Meridian*

11. The Lovers (melodrama) 26. Black Hole*
12. Time Into Stone 27. Song For The Bellows
13. Hold Your Breath Against Time* 28. Shembe Death March*
14. Slow Quick Quick Slow 29. Chaos
15. Pumping Through The Streets Of 
Paris*

30. Fat Man Dance

표 [ 7] 음악극에서 사용된 곡  (*표기는 설치미술에서 사용된 곡)

음악은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뮤직카펫으로 동반되며 아타카로 , 

연결되어 하나의 악곡처럼 들린다 여기에는 작가의 낭송조의 말하기와 중. 

창 독창 노래가 포함되며 플루겔호른 트럼펫 트럼본 유포니엄 튜바 바, , , , , , , 

이올린 퍼커션을 사용하지만 각 곡의 표제에 따라 편성을 달리한다 음악은 , . 

연주자들의 연주를 녹음한 후 음원을 가공하거나 가공된 소리를 리믹스하여 

스피커로 재생된다.77)  그림 [ 8]  그림 [ 9] 

77) Peter Galison et al. William Kentridge: The Refusal  of Time, fo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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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 8] 시간의 거부 의 한 장면  《 》

그림 [ 9] 음악극  시간의 거부《 》 의 한 장면(Refuse the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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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대본1) 

시간의 거부 는 식민지 시대의 서구와 비서구의 문화적 충돌을 《 》

주제로 한다 이를 작품에서 표현하기 위해 켄트리지는 당시 유럽 국가들이 . 

피지배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서구의 시간을 강요했던 것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그는 시간을 향한 저항으로 정치적 통제에 대한 저항을 은유 하. " "

였음을 밝힌바 있다.78) 이를 위해 켄트리지는  과학 역사가인 갈렙(Peter 

과 년 동안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과학에서 아이디어를 획득Galeb) 2

하고 예술과 철학 물리학에서 비롯한 아이디어를 담은 대본을 직접 썼, , 

다.79) 

기악 반주와 함께 낭송과 말하기를 오가는 켄트리지의 대사 작가‘ ’(
는 이를 렉쳐 라고 명명한다 는 국제 표준시와 표준화된 길이 무게를 제정‘ ’ ) , 

한 세기 유럽의 역사와 이들의 식민지배를 받던 피지배국의 역사적 19, 20

상황을 소재로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시간의 흐름을 거부할 수 있. ‘
는지 인간이 주어진 운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것을 거부하여 변화를 ’, ‘ ’, ‘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를 관객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은유적으로 주제를 ’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서사적이지 않으며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여 극의 . ‘
내용 을 전달하였다’ . 대본이 수록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

8]

78)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과의 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2017 . 

https://www.youtube.com/watch?v=mX_Qe2HKuEA 년 월 일 접속 [2020 9 19 ]
79) 예술적 작업과 철학적 작업이 서로 얽히며 특수한 상황 속으로 휘감긴다 는  “ ”
갈렙의 설명처럼 대본에는 철학적 질문과 과학 역사적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았, 

다 갈렙은 작품에 드라마투르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Peter Galison et al, 

William Kentridge: The Refusal of Tim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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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8] 시간의 거부 의 소재가 된 사건 《 》

작가의 대사를 근거로 각 곡의 중심이 되는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80) 켄트리지는 작품에서 행진하는 무리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한다 이에 대해  . 
서경식은 유대인의 아프리카로의 이주 유대인의 나치로부터의 이주 아파르트헤, , 
이트의 잔혹한 이주 그의 집으로 일하기 위해 오기위해 흑인 거주 구역을 떠나 , 

곡 제목 길이 영상의 주요 장면
켄트리지의 
대사 렉쳐( ) 
내용

1
메트로놈(Metronom
e)

2:50 개의 메트로놈의 작동 장면9 -

2
계수 시간(Counting 
Time)

2:26

벽면에 위치한 다섯 개의 화면에서 
주변부를 걷는 켄트리지 중앙 . 
모니터에 우리의 태양을 “
돌려달라 는 문구 삽입됨”

년1823

3
기계의 춤(Dance 
Mécanique)

2:18
사랑하는 남녀를 담은 영상.
각기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마지막은 하나의 이미지로 통일됨

-

4

우리가 시간 속에 
있음을 어떻게 
알까?(How Do We 
Know We Are in 
Time?)

1:28
각 화면에 작가와 거울 속 자신이 
등장하여 각 쌍은 모자를 바꾸거나 , 
팔을 흔드는 등 유사한 행위를 함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내의 시간을 
통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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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음악 파편화된 장면을 결합하는 음악2) :  

 시간의 거부 는 시간 과 운명 을 동일 선상에 두고 시간과 운‘ ’ ‘ ’ , 《 》

명을 거부할 수 있을지를 주제로 한다 켄트리지는 한 인터뷰를 통해 다음. 

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시간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보다“( )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 

운명을 피할 것인지 또한 우리가 그것을 좋아할지 아니면 싫어할지에 대해 ,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 ? 

이주한 이들의 이주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해찰 언저. William Kentridge, : 『
리의 미학 , 83』

5

이미지들의 우주적 
아카이브(A 
Universal Archive 
of Images)

1:15

개의 모니터가 한 폭의 화면과 5
같이 사용됨 우주 공간에서 빛이 . 
뻗어나가는 듯 어두운 화면에 밝은 
선들이 파동을 그림

-

6

파리의 거리를 
가로지르는 
펌프작용(Pumping 
Through the 
Streets of Paris)

2:23
피스톤 운동 장면과 
종이 조각들이 커피포트 여인, , 
코뿔소 이미지로 변모하는 장면

파리 도심에 
시계가 
설치된 사건

7

시간에 대항해 숨을 
참아라(Hold Your 
Breath Against 
Time)

2:15

중앙 화면에 작가가 등장하고 각 
화면에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손,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 태엽 책을 , 
넘기는 장면이 각각 등장

쌍둥이 
가설

8
그리니치 자오선 
(Greenwich 
Meridian)

3:17
행성이 공전하는 우주공간을 재연한 

년의 세트장 장면1905
-

9 블랙홀(Black Hole) 3:13
개 화면을 한 폭과 같이 사용해 5
검은 배경에 빛줄기가 떨어지는 
장면

블랙홀 
이야기

10

솀베 죽음의 
행렬80)(Shembe 

Death March)
4:19

좌측 끝 모니터에서 시작된 행렬이 
모니터를 이동하며 행진을 이어가는 
장면

-

표 [ 9] 시간의 거부 에 수록된 악곡과 영상 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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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상일 뿐일까?”81)

켄트리지는 시간을 멈출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과 운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 

벗어날 수 없음에도 이를 시도하는 것 그 자체에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객에게 시간과 운명을 거부하거나 수긍하는 것은 선택해야할 ‘
문제 임을 인지시키는 것이 작품의 주제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켄트’ . 

리지는 시간 이란 개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음악에 주목하였음을 밝히‘ ’
며 때문에 작품에서의 밀러와의 협업이 핵심적이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 

시간을 기반으로 작동하면서 물리적으로 실재“ , ( 하는 음physically present)”
악이야말로 시간과 시간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결정적 수단이 

되어준다고 생각한 것이다.82) 

작품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음악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시간의 저항이라는 주제를 음악 안에서 어떤 방식, 

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가 악기와 배우의 이중 역할. 

작품에는 배우나 이를 대체하는 대체물이 등장하지 않으며 영상은 , 

서사적 줄거리 없이 파편화 되어 음악과 대사 영상이 따로 작동하는 인상, 

을 준다 하지만 음색적 효과보다는 악기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메트. 

로놈 관악기 등의 악기가 영상에도 등장하여 극과 음악 영상과 소리의 결, , 

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작곡가 밀러는 악기 선정과 연주자 선정에 . 

있어 그 악기 및 연주자가 작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 

음을 밝혔다 켄트리지 역시도 이는 기계적 장치이자 음악 악기 가 된다고 . “( ) ”
언급하였다.83) 여기서 악기는 악기의 주법이나 음계에 변화를 주어 작품의  

81) 다음의 인터뷰에서 참조하였다 . 
https://www.youtube.com/watch?v=mX_Qe2HKuEA 년 월 일 접속 [2020 9 19 ]
82) Peter Galison et al, William Kentridge: The Refusal of Time, 197.
83) 위의 책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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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배우와 악기의 역할을 이중으로 수행한다고 할 수 , 

있다. 

 

관악기a) 

설치작에는 오케스트라의 일반적 편성과 달리, 트럼펫 트럼본 튜, , 

바 플뤼겔호른, (flugelhorn), 유포니엄 등 다양한  관악기의 사용이 두드러진

다. 작곡가는 세기 파리 도심에 파이프로 연결된 시계들을 설치했던19 사건 

을 음악의 출발점으로 두고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악기로서 관악기를 선택, 

하였다.84)

켄트리지는 관악기에 숨 의 불어 넣어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와 심‘ ’
장박동을 통해 자율호흡을 유지하는 인간의 신체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관. 

악기의 주기성 있는 리듬 연주는 인간이 호흡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러한 , 

점에서 관악기 리듬과 인간의 호흡을 시각을 알리는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한

다 작품에서 관악기와 신체는 숨 으로 작동하는 기계이자 악기로 기능하는 . ‘ ’
것이다 관악기는 극 중에서 특정 리듬을 연주하여 호흡과 시간의 흐름을 . 

인지시키기도 하지만 블루스 음계 등을 연주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전체적인 악곡에서 관악기와 타악기는 .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재즈에서 주로 사용되는 브라스 밴드의 , 

전통적인 구성을 연상시킨다.85) [악보 20]

84) 도심 중심에 위치한 모시계에서 관을 통해 도심 곳곳에 설치된 시계에 증기 
를 전달하여 동일한 시간을 알리게 되었다 이로서 도심이 유기적 연결성을 갖게 . 
된 것인데 이러한 음악적 아이디어를 관에 호흡을 불어넣어 연주되는 악기인 관, 
악기소리로 표현된다 작곡가는 소리나 소리의 아이디어 생각에서 작곡을 시작하. , 
는데 시간의 거부 작곡에 착수할 때 제일 먼저 작가와 논의한 사항이 세기 , 19《 》 
파리의 거리 아래에 숨 쉬는 시간 펌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오자는 것이었다. 

위의 글Peter Galison et al, , 197.
85) William J. Schafe, “Brass band ( ),” ⅱ in Grove Music Online,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

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2000055900?rsk
ey=Z1m5Hr 년 월 일 접속 [2020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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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시간의 거부 리듬 모티브 《 》 
 

제 곡인 6 ‘파리의 거리를 가로지르는 펌프작용 에서는 관악기와 관’
악기로 연주되는 특정 리듬의 기능이 명확히 드러난다 트럼펫 유포니엄. , , 

튜바로 시작되는 첫 부분의 리듬은 분음표와 분음표 그리고 그 사이에 8 16 , 

배치된 짧은 쉼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악기의 리듬은 일정하게 반복되며. , 

곡 중반부부터 관악기와 동일한 음가로 인성이 더해진다.

여기서 앙상블은 하 허 등의 소리를 짧게 스타카토로 내거나 숨을 , , 

들이마시고 내뱉어 연주하는데 가사 없이 기악적인 음성으로 관악기와 같, 

이 소리를 냄으로써 관과 호흡 시계와 사람의 상관관계를 암시하게 된다, . 

오스티나토 리듬형은 계속해서 유지되며 인성과 관악기가 동일한 리듬을 , 

연주하게 하여 인간 역시도 호흡하는 악기이자 기계로 표현하는 것이다. 

[악보 21] [악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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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시간의 거부 제 곡 중 마디 6 1-3《 》 

[악보 22] 시간의 거부 제 곡 중 마디 6 12-18《 》 

메트로놈b) 

작품에서 메트로놈은 시간을 측정하고 안내하는 기계 장치이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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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이미지로 영상에 등장하는 동시에 악기로도 사용되었다 메트로놈의 . 

작동에 맞추어 소리가 삽입되어 음악과 영상의 작동을 매개하는 매개적 장

치가 되는 것이다 이는 제 곡 메트로놈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 ’ . 

 제 곡 메트로놈 은 기계소리로 구현된 메트로놈이 영상 속에서 작1 ‘ ’
동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화면에 총 개의 메트로놈이 등장하면서 정면에 . 9

위치한 메트로놈을 시작으로 시차를 두고 하나씩 작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영상에는 계속해서 메트로놈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마디에 걸쳐 , 

대의 메트로놈이 모두 켜진 마디부터는 도 음정을 연주하는 바이올린의 9 5 6

피치카토가 소리를 얹는다.

바이올린은 처음에는 메트로놈과 같은 타이밍을 유지하며 박에 한 2

번씩 소리를 내다가 점차 반 박자 밀리거나 당겨진다 때문에 박 단위로 , . 2

형성된 박절적 주기성으로부터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이어 드럼 관악기. , , , 

아프리카 전통적 노래가 추가되면서 리듬만으로 주기성을 지시하던 음악에 

선율과 화음이 생긴다 리듬을 점이라 한다면 선율과 화음은 선 과 면 으. ‘ ’ ‘ ’
로 비유할 수 있다 시간을 측량하던 메트로놈이 기계에서 악기로 그 기능. 

을 확장함으로써 점에서 선과 면으로 이어지는 음악적 효과를 창출하게 된

다. [악보 23]

[악보 23] 제 곡 중 마디 1 6-11

더욱이 곡 중간에는 세 개의 성부가 각각 프랑스어 줄루어 이태리, , 

어의 다른 언어로 된 가사를 동시적으로 노래하는데, 여기서 프랑스어는 베

를리오즈의 장미의 정령 중 연의 가사인 2 “나는 미사도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 도 유구하지 않을 것이니 를 인용하였다 이와 동시에 (De profundis) ” . 

또 다른 성부에서는 안단테 라는 음악의 시간을 지시하는 빠르기말을 다“ ” , 

른 한 성부에서는 줄루어로 일어나라 앉으라 와 같은 짧은 단어를 외치“ ! !”
듯 노래하고 있다 이 때 각 성부는 각기 다른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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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음가 음정으로 노래됨으로써 음악의 복잡성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각 , 

성부가 노래하는 가사를 듣고 극의 장면이나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 

지만 인용된 가곡과 줄루어 빠르기말 안단테 이 전달하는 상징을 통해 그 , ( )

자체의 인상으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곡이 진행됨에 따라 메트로놈의 템포는 빠르게 변화하지만 곡의 마

지막 부분에는 처음의 빠르기로 돌아가 기계적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 기계. 

적 사운드로서 작동하던 메트로놈 소리가 선과 면으로 이어지며 음악적 효

과를 창출하다가 다시금 기계적 사운드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은 시간이 일, 

정하게 흐른다는 사실 속에는 시간에 대한 다채로운 관념 문화가 존재함을 ,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작곡가는 이러한 현상을 음악 안에서 뒤섞이고 . 

충돌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음악의 수사학적 장치. 

인용 음악a) 

시간의 거부《 》에서도 인용 기법이 사용되었다 작곡가와 작가는 . 

협의를 통해 악곡을 선정하고 음악은 선율을 그대로 가져와 삽입하기도 하

지만 주로 인용된 모티브를 가공해 사용했다 가사와 같이 작품에 구체적인 , . 

의미를 전달하는 인용 모티브는 작품 곳곳에서 발견된다 앞서 살펴본 . 《블

랙박스》는 원작 극의 음악 모티브를 가져와 구체적인 극의 인물이나 상‘
황 을 지시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기존의 음악에서 선율 리듬 등 음악의 요’ , , 

소를 가져와 그것이 함축하는 문화적 연상 관습을 통해 작품의 내용 을 전, ‘ ’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작품에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수사학적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ㄱ 베를리오즈의 장미의 혼. ‘ ’

작가와 작곡가는 상의 하에 베를리오즈 의 가곡 장미 (H. Berlio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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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Le spectre de la rose)86)을 선정하고 여기서 가사87) 및 음악 모티브 

를 추출하여 작품 전반에 사용했다.88) 인용된 베를리오즈 모티브 (A, B, C)

는 선율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악기를 바꾸거나 기술적 조작으로 다양, 

한 음색을 적용하고 이를 조각낸 음향적 소재로 쓰기도 한다 작품에서 인. 

용 모티브는 각 악곡의 극적 내용에 따라 맥락과 소재를 달리 적용하여 작

86) 가곡집  에 수록된 곡으로 고티에Les nuits d’ t (é é 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피Gautier) . 

아노 반주로 년에 출판되었으며 수록된 여섯곡 모두 훗날 오케스트라 반주로 재출판되1841

었다. 가사의 내용은 꿈의 정녕이 꿈에서 깨어나 감긴 눈을 뜨라 며 노래한다‘ ’ . Hugh 

Macdonald, “Berlioz, (Louis-)Hector,” in Grove Music Online,

https://www.oxfordmusiconline.com/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
년 월 일 접001/omo-9781561592630-e-0000051424?rskey=4wYLhD&result=3[2020 8 5

속]

87) 정재희 베를리오즈의 연가곡 여름밤 에 관한 분석연, “ Les Nuits d'ete ( ) op.7『 』

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9), 37.

원문 국문
연1

 Souleve ta paupiere closè ̀
 Qu’effleure un songe virginal;
 Je suis le spectre d’une rose
 Que tu portais hier au bal.
 Tu me pris encore emperleé
 Des pleurs d’argent de l’arrosoir,
 Et parmi la fete etoileé ́ ́
 Tu me promenas tout le soir
연2

 O toi pui de ma mort fus cause,̂
 Sans que tu puisses le chasser,
 Toutes les nuits mon spectre rose
 A ton chevet viendra danser.
 Mais ne crains rien, je ne reclamé
 Ni messe ni De profundis;
 Ce leger parfum est mon ame,́ ̂
 Et j’arrive du paradis.
연3

 Mon destin fut digne d’envie,
 Et pour avoir un sort si beau,
 Plus d’un aurait donne sa vié
 Car sur ton sein j’ai mon tombeau,
 Et sur l’allbatre ou je reposê ̀
 Un poete avec un baiser̀
 Ecrivit: “Ci-git une rosé ̂
 Que tous les rois vont jalouser

연1
순결한 꿈이 스쳐가는 너의 감긴 눈꺼풀을 들라
나는 당신이 어제 무도회에서 가슴에 달고 있었던
한 송이 장미의 유령이다. 
당신은 솟아나는 은빛 눈물의 진주로 나를 장식하고
별이 빛나는 축제 동안 밤새도록 나를 이끌고 다녔
다

연2
오 당신이 나의 죽음의 원인이다 , .

당신은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매일 밤 나의 장미의 유령은
당신 침대의 머리맡에 춤추러 올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는 미사도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De profundis)
도 유구하지 않을 것이니.
이 옅은 향기는 나의 영혼이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서 왔다.
연3
나의 운명은 선망 받을 만한 것이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운명을 얻기 위해
그 생명까지 주었다.
당신의 가슴위에 나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쉬고 있는 대리석 위에
입맞춤과 함께 시 한 구절이 적혀있다.
여기에 모든 왕들이 부러워하는 장미 한 송이가 누“

워 있다.”

88) Peter Galison et al, William Kentridge: The Refusal  of Time,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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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구체적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악보 24] [악보 25]

 

[악보 24] 베를리오즈 장미의 정령 에서 인용된 모티브 ‘ ’ A, B

[악보 25] 베를리오즈 장미의 정령 에서 인용된 반음계 모티브 ‘ ’ C

 계수 시간 은‘ ’(Counting Time) 연결구 로 구성되었는데 A(-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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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리오즈 인용 모티브를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악곡에는 인용모티. 

브 의 장 단 도의 하행선율 옥타브의 도약 동일한 조성 및 시작음의 A , 2 , , 

사용 등 베를리오즈 원곡 모티브가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프라노의 가사는 인용 모티브 의 가사 및 . A 1

연의 가사를 그대로 사용했다. [악보 26] [악보 27]

[악보 26] 시간의 거부 제 곡 중 베를리오즈 모티브 와 2 A B《 》 

[악보 27] 시간의 거부 제 곡 중 분절되고 글리산도 음형으로 발전하는 2《 》 
베를리오즈 모티브 B

곡이 진행됨에 따라 인용 모티브 는 분절되어 발전하기도 한다B . 

인용모티브 는 튜바 성부와 트럼본 성부에 나누어 배치되고 앞서 제시된 B , 

반음계는 글리산도로 나타나면서 반음으로 나왔던 음 사이의 간격을 더욱 

좁힌다. 장식을 목적으로 장미를 꺾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를 원망하는 내

용의 베를리오즈 가곡의 가사와 분절되고 발전하는 인용모티브 아프리카 , 

전통 창법이 혼재되면서 상이한 두 문화가 충돌하고 뒤엉키는 것이다 더욱. 

이 곡의 말미에는 무대 중앙 화면에 우리의 태양을 돌려달라 는 헤레로 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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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슬로건89)이 제시되며 시간에 대한 거부와 충돌이 소리 이미지 언어, , , 

를 통해 다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ㄴ 하이든 교향곡 번 호른시그널. 31 “ ”

마지막 곡인 솀베 죽음의 행렬 에서는 하‘ ’(Shembe Death March)

이든 교향곡 번 호른시그널(J. Haydn) 31 ‘ ’(Symphony No. 31 in D major 

“Hornsignal”, 1765)의 호른 선율이 인용되었다 호른소리는 서양 고전음악. 

에서 사냥을 알리는 테마로 사용되어 왔는데 인용된 음악 자체가 지니는 , 

수사적 의미는 작품에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는 언어와 같이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통 창법으로 노래하는 아프리카 여성 가수의 목소리와 

무리가 행진90)하는 영상 하이든 심포니의 호른 테마를 병렬하고 있는데, , 

이는 관객이 아프리카 고전음악 서구 근대 사냥 침략 이주의 역사를 연, , , , , 

쇄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된다 특히 긴 호른 소리는 남아프. 

리카 공화국의 토착 종교인  솀베 교회(Shembe Church)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것으로91) 인용된 호른 시그널에서는 하이든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 

세기 말 식민지배의 주체와 피지배국인 남아프리카로의 18 공간적 상상으로

도 이어진다. [악보 28] [악보 29]

89) William Kentridge, Six Drawing Lesseons, 169.
90) 켄트리지는 그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행렬하는 무리의 이미지를 사용해왔는 
데 이는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한 삶에서 , . “ , 
알 수 없는 미래로 일렬로 걸어가는 민중 을 행렬로 표현하여 그들의 사회적 고, ”
독을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유대인의 아프리카로의 이주 유대인의 나치로. “ , 
부터의 이주 아파르트헤이트의 잔혹한 이주 흑인 거주 구역을 떠나 일터로의, , ( ) 
이주를 포함한다 해찰 언저리의 미학. William Kentridge, : , 787.『 』
91) 밀러의 인터뷰 중에서 , 
https://www.youtube.com/watch?v=LxZbUMFvm3E 년 월 일 접속 [2020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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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하이든 심포니 중 시간의 거부 에 인용된 호른 선율 《 》

[악보 29] 시간의 거부 솀베 죽음의 행렬 마디 ‘ ’ 1-10《 》 

하이든 인용구는 곡이 끝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반복되는데 이번, 

에는 허기거디로 연주하는 베를리오즈 선율이 덧붙여지며 원곡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박절적 흐름이 사라지고 풍성한 울림이 덧붙여. 

진 허디거디 선율은 불완전하게 종지되어 인용된 선율이 내포하는 사냥의 

성공 승리의 의미를 역전시키게 된다 즉 하이든의 인용구가 가지는 의미와 , . 

구조적 아이디어를 상이한 맥락 속에 놓아 원곡이 가진 의미와 관습 자체를 

전복하는 것이다 이는 하이든 시대를 상징하는 고전주의의 이상을 무너뜨. 

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악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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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시간의 거부 솀베 죽음의 행렬 중 허디거디 단선율 ‘ ’ 《 》 

어긋남의 기법c) ‘ ’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작품 속 음악에는 일정한 규칙 안에서 리듬

이나 화성 박절이 일정한 주기성을 벗어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는, . 음 사 

이의 거리를 넓히고 좁혀 시간의 공간을 음악적 공간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보았다 음 간의 거리인 음정 음향적 밀집도 텍스쳐를 조절. , , 

하여 시간의 간격을 넓기거나 좁혀 시간의 어긋남 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 ’ . 

한 작품에서는 협화와 불협화 해결과 같은 전통 화성의 어법을 사용해 어, 

긋남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긋남의 기법 은 곡 전반에서 발견된다 어긋남. ‘ ’ . 

의 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어긋남 자체를 표현하는 것에 있지 않다 이는 . 

한 가지 요소만 어긋나게 하고 나머지를 유지시킴으로서 도리어 어긋나지 , 

않는 상태 일치되고 주기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강조하게 된다, . 

ㄱ 리듬과 박절. 

작품에서 사용되는 리듬은 복잡한 형태를 보이나 이는 리듬이 시간

적으로 밀리는 것 어긋남 의 결과물일 뿐 리듬 자체의 전통적 발전에서 기, ‘ ’
인하지 않는다 제 곡에서는 어긋남의 기법 의 박절적 적용을 발견할 수 . 4 ‘ ’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박절의 어긋남 은 반음계 하행의 모티브를 유사한 . ‘ ’
음형으로 반복하지만 박절적 차이를 두고 등장시킴으로써 만들어낸 것이다, . 

아래의 악보에서 화살표가 마디의 첫 박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원으로 표시

된 반음계의 진행이 박 모두에서 불규칙하게 나타나 리듬적 복잡성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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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킬 뿐 새로운 리듬형을 사용하거나 분화된 음형을 제시하지는 않는

다. [악보 31]

[악보 31] 시간의 거부 제 곡 박절의 어긋남 4《 》 

 

제 곡 기계의 춤 에서도 유사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기악곡인 기3 ‘ ’ . ‘
계의 춤 은 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로 구성된 개의 ’ A-B-A’ , E-D-C-G 4

화음이 곡 전반에서 반복된다 하지만 화성 진행을 살펴보면 한 마디를 단. 

위로 일어나던 화성적 변화가 마디에서부터는 한 박자씩 밀리게 된다 명, 6 . 

확한 구조 안에서 시간을 지연함으로써 화성적 박절감이 다르게 형성되고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강세의 변화는 곡 전반에서 확인된다. . 

[악보 32] [악보 33]

[악보 32] 시간의 거부 제 곡 기계의 춤 중 마디 3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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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시간의 거부 제 곡 기계의 춤 중 마디3 ‘ ’ 14-17《 》 
 

제 곡에서도 리듬의 주기성으로부터 어긋나는 기법이 주로 사용되6

었다. 악곡은 의 명확한 구조 안에서 같은 리듬형(Intro-)A-B-A”(-Coda)

을 가진 성부를 하나씩 얹어내되 시차를 달리 적용하여 리듬이 틀어지도록 

구성하고 있다. 관악기의 특징적 리듬을 지속하되 약간의 음정의 변화나 리

듬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더욱이 곡의 중반부에 트럼펫 솔로가 등장하는데 블루스 스케일의 , 

일부를 사용한 셋잇단음표의 선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리듬적 효과를 내. 

며 일정한 주기성을 창출하던 관악기와 대조를 이루어 분할의 질서를 사, 2

라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선율은 블루스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어 . 

이는 재즈와 아프리카를 연상하게끔 한다 이는 곧 서구적 주기성을 벗어나. 

려 저항하는 아프리카인들의 저항을 표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악보 34] [악보 35]

[악보 34] 시간의 거부 제 곡 중 블루스 스케일을 연주하는 트럼펫 솔로6《 》 

[악보 35] 블루스 스케일

ㄴ 종지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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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남의 기법은 종지와 화성 진행에도 적용된다. 제 곡에는 4 작가

의 말하기와 함께 구조의 명확한 형식을 가지는 반주부가 삽입되는데A-A’ , 

곡 전반의 리듬 모티브는 비슷한 형태로 일관92)되나 음정에서는 협화와 불

협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부분의 주요 음정은 장 도와 단 도이다 이들 . A 2 2 . 

음정은 상성부에서 수직 도로 제시되며 반음계적으로 음역을 점차 확장시2 , 

킨다 에서 클러스터적으로 나타났던 화음진행은 의 시작부에서는 협화. A A’
적 화음으로 나타난다 도씩 쌓아올린 화음은 전통 화성의 화음 원리에 3 . 3

입각한 것으로 종지 등의 명확한 음악적 구획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된다, .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 부분에서 불협화로 나타났던 화음이 A’ A 

협화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규칙한 반. A’ 
음계와 리듬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불협화인 수직 도 이다 협화적 ‘2 ’ . 

해결을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함으로써 맺는 이러한 진행을 통해 어긋남 이‘ ’
라는 작품의 주제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화성적 협화로부터 어긋. 

남의 격차를 넓히거나 좁혀 어긋남 의 격차 역시도 가변적으로 변화함을 ‘ ’
나타낸다. [악보 36]

92) 모티브를 살펴보면 선율적으로는 동음과 반음계적 진행이 주를 이루고 리듬적 

으로는 셋잇단음표를 비롯한 분음표 당김음 등이 나타난다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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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시간의 거부 제 곡 중 음정의 어긋남‘ 4 ’ 《 》  

제 곡 계수 시간 에서 역시 화성적인 해결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2 ‘ ’
는다 화성진행은 반음계를 모티브로 작동하여 계속해서 해결을 회피하고 . 

해결로부터 어긋나 움직인다 종지도 마찬가지다 각 곡은 완전 종지 없이 . . 

연속되어 섹션의 구획이 명확하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부분으로 인지된다, .  

[악보 37]

[악보 37] 시간의 거부 제 곡 중 화성의 어긋남 해결 회피 2 ( )《 》 

기악곡의 표제적 언어d) 

작품에서 사용된 음악은 대사와 반주가 주가 되는 곡과 중창 및 노

래가 포함된 기악 중심의 곡으로 나눌 수 있다 대사가 중심이 되는 악곡에. 

서는 대사가 설치작의 내용을 서술하며 반주부는 대사의 내용을 표현하게 , 

된다. 극을 보조하여 등장인물의 감정과 사건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반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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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넘어서 기악적 요소에 극적 내용을 내포하여 극을 기악곡을 통해 전, 

달하는 것이다. 표 [ 10] 

1 메트로놈(Metronome)
2 계수 시간(Counting Time) 작가의 대사

3 기계의 춤(Dance Mécanique)

4
우리가 시간 속에 있음을 어떻게 알까?(How Do 
We Know We Are in Time?)

작가의 대사

5
이미지들의 우주적 아카이브(A Universal Archive 
of Images)

작가의 대사

6
파리의 거리를 가로지르는 펌프작용(Pumping 
Through the Streets of Paris)

7
시간에 대항해 숨을 참아라(Hold Your Breath 
Against Time)

작가의 대사

8 그리니치 자오선 (Greenwich Meridian)
9 블랙홀(Black Hole) 작가의 대사

10 솀베 죽음의 행렬(Shembe Death March)

표 [ 10] 대사가 있는 곡 

제 곡 블랙홀 은 작가의 대사와 반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대사9 ‘ ’ , 

는 블랙홀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작가 개인의 기억과 신화적 내용, 

과학적 사실을 혼합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페르수스 다나에 할아버. “ , , 

지 아버지와 기차에 탄 살 아이 도서관의 모든 장서들은 블랙홀로 들아, 8 , 

간다 모두 사라지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는 낭송조의 대사는. , ” 93) 베 

93) 페르수스와 다나에 할아버지는 바로 그리스 신화 속 페르수스의 이야기에서   , 

가져온 것으로 운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반면 아버, . 

지와 기차여행을 하던 살의 기억은 작가 개인의 기억에서 가져온 소재이나 기차8

라는 공간은 앞서 작품의 맥락 속에서는 산업화와 식민지배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

이기도 하다 동일한 맥락을 적용해 볼 때 도서관과 장서는 지식의 산출로서 이성. 

의 축적물이자 서구 근대적 사고 내에서 인간의 발전론적 역사관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의 말은 함축적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여 쉽게 인지되나 이해하기는 어려, 

운 서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 80 -

를리오즈 장미의 혼 원곡 그대로를 연주하는 소프라노의 노래의 일부분과 ‘ ’ 
영어로 숫자를 세는 소리 베를리오즈 모티브 악구를 여러 가지 악기로 , 1 

연주하는 소리 피치카토로 현을 뜯는 소리의 단편을 기계적 조작으로 모아, 

내어 겹쳐서 재생하고 있다 이는 모든 빛 입자 소리를 삼키는 블랙홀의 . , , 

특성을 음악의 단편을 쌓아 소리의 층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때 조성음악에서 화성이 선율의 바탕이 되어 주듯이 매우 느린 . , 

속도로 재생되는 베를리오즈 인용 모티브 과 낮고 작은 목소리가 재생되었1

다.  표 [ 11] 

 

더욱이 제 곡 블랙홀 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허디거디로 연주하는 베를리9 ‘ ’
오즈 모티브 음형 과 원곡인 베를리오즈 가곡 장미의 혼 중 모티브 음형 1 ‘ ’ 
을 노래하는 소프라노의 목소리 두 개의 음향 조각이 폴리포니로 혼재됨1 , 

을 알 수 있다 그 후 앙상블이  장조의 도인 와 를 노래하며 완전 . D I D F#

종지하는데 이는 모든 악곡이 불완전 종지 한다는 작품 전체의 통일성으로, ‘ ’
부터 어긋난다.

그러나 제 곡의 장조의 하이든 교향곡 호른 시그널 인용구가 10 D ‘ ’ 
아타카로 이어지면서 완전 종지의 효과는 상실된다 제 곡 솀베 죽음의 . 10 ‘
행렬 은 인용한 하이든 심포니 장조의 도 화성인 음으로 시작된’ D I D, F#, A

다 이는 앞 곡의 완전종지로부터 음을 가져온 것으로 완전 종지되는 듯 했. 

지만 다음 곡에서 동일한 화음으로 시작함으로써 결국 종지의 효과를 감퇴

시키게 된다 이는 빛과 시간이 모두 사라지는 블랙홀에서 곡이 끝날 듯이 . 

완전 종지하지만 다시 시작된 악곡이 시간과 운명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 

없다는 작품의 주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 11] 시간의 거부 제 곡 블랙홀 의 음향구성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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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 된 극을 종합하는 음악3)  

 시간의 거부 는 동명의 음악극과 함께 제작되어 같은 주제와 , 《 》

내용 대본 음악을 공유하며 제작의 단계부터 미술관에서 선보이는 극 으, , ‘ ’
로 의도되었다 이는 잘 알려진 곡조를 사용하여 세속적인 유머 정치적이고 . , 

사회적인 비평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보드빌과 유사해 보인다 특히 영상 . 

속에 등장하는 현대 무용가 마실로 의 춤과 남녀 한 쌍의 만(Dada Masilo)

남을 담은 짧은 영화 악기를 든 사람들의 행렬 등 각 장면과 노래는 이어, 

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는 개별적은 극의 합인 보드빌

의 특성을 재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94) [그림 10]

 <

[그림 10] 시간의 거부 의 영상 속 장면들《 》

94) 보드빌의 특성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김영희 세기 오페라 코미크의  . , “18

역사적 변천 보드빌 코메디에서 프랑스 국민오페라로의 성장 음악응용연구: ,” 『 』 

5 (2005), 14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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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음악은 공통적인 기법과 모티브 음악적 재료를 사, 

용해 인과성이 결여된 장면들을 하나의 주제로 종합한다고 본다. 필자는  

시간의 거부《 》에서 사용된 음악이 주기적으로 작동하는 소리 와 이로부‘ ’
터 어긋나려는 기법 을 작품 전반에 적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인‘ ’ . 

용된 모티브를 분절되고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모티브의 메시지와 함께 시‘
간의 거부 라는 극의 주제가 곡 전반을 관통하게끔 하는 기능을 한다’ . 파텔

(Patel)은 주기성 자체가 문화에 속한 것이며 주기성은 서구 문화의 산물‘ ’ , 

임을 주장한 바 있다.95) 주기성을 서구 문화의 것으로 본 그의 의견과 같 

이 작품에서 사용된 음악은 비서구권 특히 아프리카 의 시간과 서구의 시간, ( )

관을 음악의 비주기성과 주기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 12]

장면 장면

장면
장면

장면

보드빌 시간의 거부

표 [ 12] 보드빌과 시간의 거부 의 극의 구조 비교《 》

즉 주기성과 주기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어긋남의 기법 이란 작‘ ’
곡 기법으로 표현하고 음악 전반에 적용시킴으로써 시간 이라는 하나의 주, ‘ ’
제성을 각 장면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보아도 . 

동일한 주제성을 내포하는 극의 구성 방식을 갖는 것이다 심리학자 솔로몬. 

는 그 켄트리지 는 질서를 제공하지 않지만 그것이 존(Andrew Solomon) “ ( )

95) Aniruddh D. Patel, Music,  Language, and the Brain, (Oxford: Oxford 

중 을 참고하였다Univerisity Press, 2010)  Chapter 3. Rhyth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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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리라는 가능성을 떨쳐 버리지도 않는다 고 설명한 바 있다” .96) 극 안에  

논리적 인과성이나 선형적 구조와 같은 두드러지는 질서가 발견되지 않음에

도 그 안에는 일관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작품에서는 그 질서가 바로 음악으로 구현된 시간 이라는 주제를 ‘ ‘
통해 획득된다고 본다 인과성이 결여된 단편적 영상이 음악을 계기로 시. ‘
간 에 대한 하나의 극으로 엮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음악은 비인과적인 장’ . 

면의 나열과 같던 영상 속 장면들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96) 해찰 언저리의 미학 William Kentridge, : , 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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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리지 설치미술에 사용된 . Ⅳ

음악의 기능과 의미 

지금까지 켄트리지의 설치미술 중 대표작 세 작품을 선정하여 사용

된 음악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켄트리지는 음악과 드로잉 애니메이션. , , 

시 춤 등 다양한 매체를 결합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 연구를 통해서 , . 

그의 작품이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켄트리지의 설치미, 

술이 미술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곡가 밀러와의 . 

협업을 통해 완성된 음악은 작품에서 서사를 주도하거나 통일성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예술. 

의 장르 및 매체가 결합된 그의 설치미술의 핵심은 무엇일까 필자는 연구? 

를 통해서 켄트리지 설치미술 이 일종의 음악극 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한‘ ’ ‘ ’
다.97) 즉 음악과 극이 결합하여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음악극 의 특성을 켄 ‘ ’ ‘
트리지 설치미술 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관점으로 이 장에’ . 

서는 켄트리지 설치미술에서의 음악의 역할을 세 가지 방향으로 고찰해 보

겠다. 

1. 라이트모티브의 전략

97) 음악이 극보다 우선되는 오페라의 전통을 변혁하여 새로운 음악과 극의 결합  

을 보여준 바그너 이후 음악극은 형식 음악 어법 양식상의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 , , 

양상으로 전개되어왔다 현재는 음악극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 ‘ ’
그 양상이 다변화 되었으며 기존의 오페라가 보여준 극과 음악의 결합방식 자체를 , 

거부하는 급진적 작품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음악극은 여전히 전통성과 . 

새로움의 조화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본고는 이를 포괄하는 용어로써 , 

음악극이란 개념을 사용하였다 한상명 개념풀이 음악극 음악과 민족. , “ : ,” 40 『 』 

한상명 세기 후반의 음악극에서 나타난 전통성과 진보성의 (2010), 417-423; , “20

연구 헨체의 우리는 강에 도달한다 의 분석을 통하여 음악이론연구: ,” 22 《 》 『 』 

(2014), 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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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리지 작품 속 음악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바이올린 첼로부. , 

터 지터 거트 스트링 기타 유포니엄 샬마이 등 다양한 악기와 샘플러 기, , , 

술로 가공한 구체 음악 등 작품에는 여러 가지 음향적 재료가 사용되었다. 

노래에서도 창법과 아리아 레치타티보 말하기를 오가는 대사 디지털 기술, , , 

을 통한 사운드 가공 기술이 다채롭게 적용됨으로써 관객에게 익숙한 음악 , 

편성과 구성으로부터 벗어나있음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밀러가 작곡한 켄. 

트리지의 작품 속 음악을 두고 아프리카 음악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

견과 서양음악에 가깝다는 평가가 양립해 왔다.98)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은 음악의 정체성을 판별하는 것에 있기보다는 작품 속 음악이 일종의 의, 

미와 상징성을 가진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켄트리지의 작. 

품에서 음악은 인물과 사건을 지시하여 극의 서사를 인지시키는 기능을 한, 

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여기서 필자는 켄트리지 작품에서 음악의 많은  

부분이 바그너 의 라이트모티브 적으로 사용되었다(R. Wagner) ‘ ’(Leitmotive)

고 생각한다.99) 

켄트리지는 작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

가이며 관객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작품 속에 제시되는 이미지 및 , 

다양한 정보의 인과성을 찾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 켄. 

트리지는 작품의 소재가 되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상징

적 이미지를 사용해 영상 및 시각 매체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시각 매체는 . 

서사적 줄거리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지 않고 다양한 사건 및 내용을 병치, 

하는 방법으로 주제를 전달한다 여기서 사용된 시각적 재료는 작품의 소재. 

가 되는 몇 가지 사건을 암시하는 상징적 이미지 혹은 장면을 연출할 뿐 논

98) 밀러의 세미나에서 밀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의 음악에 대해 남아프 . 

리카공화국 내에서는 서양예술음악에 가깝다는 평을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아프리, 

카 음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노발파운데이션 . 

https://www.norvalfoundation.org/event/triggering-sonic-memory/ 
99) 바그너의 라이트 모티브 기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글에서 참조하였다 김정 . 

숙 바그너 음악극의 라이트모티브기법에 관한 연구 서양음악학. “ ,” 8/1 (2005), 『 』 

149-178, Carl Dahlhaus. Wagner’s Music Dramas. translated by Mary Whitt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86 -

리적 흐름에 따라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시각 매체는 관객에게 작품이 표, 

현하는 내용 혹은 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만을 전달하게 된다.100)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를 상징하는 코뿔소를 그리거나 이를 사냥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상영하여 남아프리카와 식민착취 및 폭력의 역사를 동시에 연상하, 

게끔 하는 식이다 특히 켄트리지가 애니메이션 영상에 사용한 특유의 드로. 

잉 기법은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해 시간을 추상화 하고 영상의 비약적인 “ ”
서사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소재가 된 각 사건 간의 개연성은 발견하기는 , 

더욱 어렵다.101)

바로 이 지점에서 음악이 라이트모티브적으로 사용되어 작품에 하

나의 서사를 형성하고 이로써 관객의 이해를 주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고 본다. 망명자 펠릭스 의 경우에는 라이트모티브 기법이 본격화《 》

되지는 않았다 음악에서 영상 속 이야기의 주요 인물의 등장을 알리거나. , 

상황을 지시하는 모티브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에서 음악. 

의 모티브는 영상의 서사와 분명히 관계를 맺는다 밀러는 작품에서 사용된 . 

음악에 개의 모티브를 설정하고 영상 속 순환적 구조가 반복될 때나 인물7

의 행위가 추가될 때 극적 긴장감이 확대될 때마다 새로운 모티브를 사용, 

하였다 이로써 관객은 모티브의 변환을 인지하고 음악의 형식변화를 감지. 

함으로써 영상 속 이야기의 구조를 쉽게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다 즉 망명. ,《

자 펠릭스 에서 사용된 음악은 모티브의 변화로 형식의 구분을 알리고 음, 》

악의 텍스쳐를 바꾸어 극의 구성과 분위기를 이해하도록 보조한다 여기서 . 

사용된 모티브의 기능은 《블랙박스 와 시간의 거부 에서 보여준 모티》 《 》

브 중심의 서사성의 단초가 된다 할 수 있다. 

《블랙박스 와 시간의 거부 에서는 라이트모티브의 사용이 본》 《 》

격화되었다 필자는 두 작품에서 사용된 라이트모티브를 그 기능에 따라 . 

100) 그의 작품에 사용된 이미지와 특정 행동의 상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서 확인할 수 있다.  Leora Maltz-Leca. Wiliam Kentridge: Process as 
Metaphor and Other Doubtful Enterprises. (Harvard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8). Available from ProQuestDissertations and Theses database.
101) 년 이후의 미술사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 Hal Foster et al, 1900 : 『

니즘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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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적 모티브 와 주제 모티브 로 구분해 명명할 수 있다고 본다‘ ’ ‘ ’ .

첫째로, 지시적 모티브 라 명명한 라이트모티브는 작품 속 극의 주‘ ’
요 배역이나 극에서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게끔 하는 지시적 역할을 수행한

다 주로 기존의 음악에서 인용한 선율을 사용하며. , 인용한 선율 혹은 음악

적 재료가 상징하는 의미와 내용을 통해 작품에 지시적 정보를 전달하는 역

할을 한다고 본다. 극의 배역이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시적 라이트모티브는 작품 전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주요 배. 

역을 알리거나 상황을 인지시키는 동시에 모티브를 변형 결합함으로써 작품, ·

의 서사적 내용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기능은 특히 . 《블랙박스 에서 두드》

러진다. 

켄트리지는 《블랙박스 가 오페라 마술피리 를 헤레로의 관점》 《 》

으로 재창조한 작품임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작품에 사용된 무대 장치. 

와 등장인물을 대체하는 조각물은 원작 오페라에서 가져온 재료를 전혀 사

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작 오페라의 서사적 내용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시각 매체만으로는 무대에 등장한 조각물이 어떤 배역을 하고 있는지 극 , 

중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극이 전달하고자 하는 재창조 된 서사가 무엇인, ‘ ’
지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은 원작에서 가져온 모티. 

브를 라이트모티브로 사용하여 원작 극의 주요 인물을 지시하고 주요 사건

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더욱이 작품에 사용된 지시적 모티브는 원작 오 

페라의 주요 아리아로부터 익숙한 선율을 인용함으로써 관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하였다. 

작품에 나타난 모티브 중 인물을 알리는 모티브로는 자라스트로, 

밤의 여왕 파미나 모티브가 있다 이는 극의 주요 인물을 인지하게끔 하여 , . 

원작의 서사와 무관해 보이는 조각물 및 영상의 내용의 극 중 배역 및 주요 

사건을 지시하고 작품 속 서사의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원작과 무관해 보, . 

이는 조각물이 원작의 자라스트로 혹은 밤의 여왕이라는 배역을 나타내는 

것임을 인지시켜 서사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에 관객은 시각 매체를 통해 

인지된 정보를 음악이 전달한 정보에 따라 극의 서사 속에 대입하게 되고, 

흩어져 있던 사건들을 하나의 극으로 엮어낼 수 있게 된다 작품에서 극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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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을 지시하는 라이트모티브로는 자라스트로 모티브 밤의 여왕 모티브 , , 

파미나 모티브가 이에 해당한다 세 모티브 모두 주요 아리아에서 가져온 . 

선율을 사용하여 서사의 주요 배역을 인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중 . 주목

해야 할 모티브는 파미나와 밤의 여왕을 지시하는 모티브이다 두 모티브는 . 

모티브를 변형하거나 상징적인 음색 재료로 연주하여 설치 작품 속 극 중 

인물의 성격 혹은 정체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모티브를 가공 변형하. , 

여 극 중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그 예로 , ‘밤의 여왕 모티브’
는 헤레로에서 직접 채집한 부족의 구체적 음향으로 가공해 모티브가 전달

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는 제 곡 축제의 장에서 잘 드러난다 설치작. 7 . 

에서는 밤의 여왕 모티브를 작곡가가 헤레로에서 직접 녹음해 온 구체적인 ‘
음향재료 로 가공해 설치작에서는 밤의 여왕이 악인이 아니라 식민지배를 ’ , 

받는 헤레로 족으로 설정되었음을 표현했다. 인용된 밤의 여왕 모티브가 원 

작에서는 딸을 빼앗기고 분노를 노래하던 곡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헤레로 , 

족의 음색으로 노래된 밤의 여왕 모티브는 땅을 잃고 분노하던 헤레로 족의 

모습으로도 치환될 수 있다. 이처럼 음색을 가공해 인물의 정보를 지시한 

밤의 여왕 모티브와 달리 파미나 모티브는 모티브 선율을 변형해 헤레로와 ,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면에서 사용하여 파미나 배역도 헤레로 족을 암시

하고 있음을 인지시킨다 즉 라이트모티브의 음색을 변형하거나 선율을 변. 

형해 그 서사를 인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켄트리지가 헤레로의 시선에서 . ‘
다시 쓴 극 이라 설명한 ’ 《블랙박스 의 서사를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 [악보 

38] [악보 39]

[악보 38] 블랙박스 중 파미나 아리아 모티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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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블랙박스 제 곡 워터버그 의 도입부6 ‘ ’《 》 

작품에서 라이트모티브는 인물이 아닌 특정 사물이나 극의 상황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는 주로 인물 모티브와 결합하여 서사의 중심이 되는 . 

극 중 상황 및 극의 서사를 인지시키게 된다 그 예로 세 소년의 삼중창에. 

서 가져온 세 소년 모티브가 이에 해당하는데 해당 모티브는 세 소년이라, 

는 극 중 인물이 아닌 원작의 가사인 인내 끈기 침묵 을 연상함을 분석을 ‘ , , ’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 작품에서 세 소년 모티브는 주로 자라스트로 모티. 

브와 함께 사용되며 모티브로 지시된 자라스트로라는 극 중 인물이 인내, ‘ ’
를 요구한다는 극의 상황을 전달하게 된다 켄트리지가 설치작에서 자라스. 

트로라는 인물을 독재군주이자 식민통치의 주체와 같은 역할로 설정하고 있

다는 점을 상기할 때 세 소년 모티브는 피지배국에 인내를 요구하고 이들, 

을 수탈했던 상황을 연상시킴으로서 설치 작품 속 극의 서사를 전달하게 되

는 것이다 세 소년 모티브 외에도 원작 오페라 중 파파게노 아리아에서도 . 

마술피리 의 소리를 묘사하던 악구를 가져와 모티브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 ’ , 

설치 작품 속 피지배국을 통치하는 무기로 기능하는 마술피리의 등장을 알

려 극의 서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등장 인물과 극의 내용을 종합해 

어떤 인물이 등장해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를 인지시킴으로서 서사의 골격

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102) 

시간의 거부 에서도 대조적 의미를 전달하는 두 개의 라이트모《 》

티브가 사용되었다 이는 영상이 전달하는 다양한 장면에 일관된 메시지를 . 

전달함으로서 극의 통일성을 부여하였다 그 중 하나는 워킹리듬 모티브로 . ‘ ’ 
주기성 있는 리듬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정량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알리는 , 

102) 본 논문의 블랙박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 모티브를 참조하시오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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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와 같은 역할을 하여 서구의 시간성을 상징하는 기능을 한다 . 워킹리듬  

모티브의 기능은 제 곡 파리의 거리를 가로지르는 펌프 작용 에서 잘 드6 ‘ ’
러난다 제 곡이 관악기로 워킹 리듬 모티브를 연주하는 동안 영상에는 . 6 ‘ ’ , 

피스톤 운동 장면과 잘게 자른 종잇조각이 뭉쳐져 커피포트 여인 코뿔소로 , , 

계속해서 변화하는 장면이 교차로 연출되었다. [악보 40]

각각의 이미지들103)은 식민착취를 상징하는 것들로 여기서 관악기는 워킹 , 

리듬 모티브를 연주해 서구의 시계를 떠올리게 하였다 이는 관객에게 서구. 

의 시계가 식민착취의 도구가 된다는 극적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라이트모. 

티브가 영상 속 장면의 개연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극의 주제 및 극적 , 

서사를 안내하는 것이다.104) 반면 워킹 리듬 모티브와 대비되는 베를리오즈  

모티브는 베를리오즈 가곡에서 가져온 모티브를 가공 변형해 활용하였다, . 

이는 원곡의 가사가 함축하는 희생 수탈의 내용을 연상시켜 근대 서구의 , , 

수탈의 대상이 되는 아프리카의 저항을 상징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베를. 

리오즈 모티브는 주로 리듬을 변형하거나 분절해 등장하며 대조적 의미를 , 

지니는 워킹리듬 모티브와 병치해 사용하여 문화의 충돌을 암시하기도 했

다.105) 

둘째로 필자는 켄트리지 설치미술에서 라이트모티브가 주제 모티, ‘

103) 커피포트나 코뿔소는 아프리카와 커피재배 식민착취를 상징한다 , .
104) 켄트리지는 시각을 알리는 것과 식민사상을 연결해서 본다 그는 작품에서 과 . 

거 기차가 오가는 것을 알리는 악기였던 샬마이 를 사용해 기차로 수탈한 (schalmei)

자원을 나르고 시각을 나타내 통제의 도구로 썼던 역사를 떠올리는 장치로 사용했

음을 밝힌바 있다. Peter Galison et al, William Kentridge: The Refusal of Time, 

211.
105) 본 논문의 시간의 거부 나 음악의 수사학적 장치 중 ㄱ 베를리오즈의 장 3. . . ‘
미의 혼 을 참조하시오’ .

[악보 40] 시간의 거부 속 워킹 리듬 모티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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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로 활용되었다고 본다 연구를 통해 ’ . 작품 전반에는 작품의 주제를 표상

할 수 있는 작곡기법이 여러 음악적 차원에 적용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를 근거로 . 작품의 주제를 표상하는 작곡 기법 자체가 라이트모티브

와 같이 사용된 것을 주제 모티브 라 명명하였다 작곡가 밀러는 작곡기법 ‘ ’ . 

자체를 하나의 모티브와 같이 설정하고 다양한 음악적 층위에서 재현함으로

써 음악의 통일성과 작품의 유기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다, . 

 《블랙박스 의 주제는 계몽사상의 이면에는 식민 침탈의 역사가 ‘》

있음을 상기하자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품은 정전과도 같은 모차르트 오’ . 

페라의 전복적으로 번안하였다 필자는 음악이 정전의 아성을 허무는 다시 . , 

말해 확고한 것을 허무는 작품의 내용을 모호하게 하기 라‘ ’(Blur technique)

는 기법으로 표상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음고를 명확하게 내지 않거나 여. , 

러 소리를 섞어서 모호한 음색을 만드는 방식으로 음악에 적용되었다 예를 . 

들어 서곡 은 자라스트로 모티브와 세 소년 모티브를 타악기로 연타하거나 ‘ ’
트레몰로 하모닉스 등 불분명한 음고를 연주한다 이는 계몽을 상징하는 두 , . 

인물의 모티브를 하나의 음고를 명확히 내는 주법이 아닌 음고를 흐리는 방

식으로 연주하여 음색적으로 이질감을 전달하게 된다.106) 뿐만 아니라 곡  

전반에는 여러 소리를 병치하여 소리를 모호하게 하는 주법을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로써 계몽과 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블랙박스》의 

서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시간의 거부 에서는 《 》 어긋남의 기법‘ (Being Dislocated 

이라 명명한 주제 모티브의 사용이 특징적이다Technique)’ . 여기서 사용된 '

어긋남의 기법이란 리듬이나 화성 박절을 일정한 주기성으로부터 벗어나게 , 

하는 기법으로, 동일한 것으로부터 차츰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작곡 기

법을 말한다. 대개 음악의 요소 중 한 가지만 어긋나게 하고 나머지를 유지

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 어긋나던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끔 

하는 원리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는 작품의 주제인 시간에서 어긋'

난다는 내용을 함축하는 라이트모티브라 할 수 있다 특히 ' . 작품에서 켄트리

106) 본 눈문의 블랙박스 변형된 인용 모티브의 ㄱ 자라스트로 모티브 2. . 《 》 ⓶
와 세 소년 모티브 중 서곡 분석을 참조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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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시간을 거부하는 것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였음을 밝힌 바 있는데, 

주기성으로부터 어긋나는 어긋남의 기법 을 다양한 음악적 층위에 적용함‘ ’
으로서 시간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표현됨을 작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작품에 사용된 음악은 복잡한 리듬을 사용하는 것 같. 

지만, 분석해보면 동일한 리듬을 가진 두 성부를 쓰되 한 성부의 리듬을 시

간적으로 조금씩 밀어내는 어긋남의 기법을 적용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

다 리듬을 분할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어긋나게 함으로써 . 

리듬의 분화를 만든 것이다.107) 결국 작품 속 음악은 어긋남의 기법 이라는  ‘ ’
주제 모티브를 다양한 음악적 층위에 적용함으로서 리듬에 적용된 어긋남의 

기법 박절에 적용된 어긋남에 기법 화성에 적용된 어긋남의 기법으로 구현, , 

하고 곡 전반에 일관성을 형성하였다 이로써 관객은 작품 속 다양한 장면, . 

과 그 내용을 하나의 유기성 안에서 생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켄트리지 작품에서 음악은 작품의 메시

지와 서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켄트리지와 밀러는 , 

라이트모티브 기법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라이트모티브는 유기성 없이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영상 속 각 장면에 등장하여 극의 내용을 인지시키는 

역할을 했다 음악에 설정된 라이트모티브를 통해 작품 속 서사를 전달하는 . 

것이다 나아가 라이트모티브 기법은 단편적 장면들에 연결성을 부여함으로. 

써 악곡 간의 통일성과 장면간의 결속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주제를 함축하는 기법을 라이트모티브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극의 

주제를 상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끔 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켄트리. 

지의 설치미술은 음악극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7) 본 논문의 시간의 거부 중 나 음악의 수사학적 장치 어긋남의 기 3. . ‘《 》 ⓶
법 을 참조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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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를 불어넣는 음악 극이 된 설치미술2. , 

켄트리지 설치미술에서 음악이 라이트모티브 기법을 활용하고 있음

을 통해 드러나듯이 켄트리지는 자신의 작품에서 음악을 통해 구체적인 메, 

시지를 전달하고자 하고자하며 여기서 밀러가 작곡한 음악은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 이러한 측면은 켄트리지의 설치미술이 극 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 ‘ ’
여준다 즉 켄트리지는 자신의 작품에서 구체적 사건과 내용을 전달하고자 . 

하는데 여기서 필자는 음악이 시각적 매체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 

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메시지가 표현된다고 생각한다 즉 음악이 켄트리지 . 

설치미술에 내재한 서사를 형성하는 핵심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대개 설치. 

미술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음향의 물질성 자체에 주목하거나 음향에서 창, 

출되는 공간에 대한 인상을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는 극

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켄트리지 작품에서 사용된 음악은 라이트모티브처. –
럼 그 자체로서 지시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대본 및 시각 매체와 결합- 

해 극 을 이룬다고 본다‘ ’ .108) 이 측면은 지금까지 켄트리지 연구에서 거의  

주목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다 필자는 켄트리지의 작품이 관객을 대상으. 

로 무대 공간을 연출하고 있으며, 대본과 서사가 있고 이것이 음악과 결합, 

하여 궁극적으로 극 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는 다음의 세 관‘ ’ . 

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로 켄트리지의 작품은 마치 음악극 처럼 무대 공간을 설정하, ‘ ’ 
고 있으며 관객의 청취 양상을 고려하고 있다 켄트리지가 전시 공간을 무, . 

대로 상정하며 관객을 대상으로 작품을 상연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가 많다 관객은 연출된 공간에서 설치된 모니터를 매개로 극 중 인물과 마. 

주하거나( 망명자 펠릭스《 》)109) 미니어쳐 극장에 설치된 무대 앞에서, ( 블《

108) 여기서 필자가 지칭하는 극 이란 대본과는 구분되며 작품을 아우르는 하나의  ‘ ’
큰 서사를 말한다 특히 켄트리지 작품에서는 현실적 소재를 통해 메시지 를 전달. ‘ ’
함으로 무대와 작품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 작품을 일컫는 용어로 극 을 사용, ‘ ’
하였다.  
109) 이는 단순히 모니터로 본다는 의미 이상이다 켄트리지는 망명자 펠릭스 의  . < >

영상 속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흑인 노동자들의 시선이 정면을 향하도록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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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박스 )》 혹은 작품이 설치된 공간 내부를 횡단하면서 ( 시간의 거부《 》) 

작품을 관람하게 된다. 블랙박스《 》의 경우 축소된 형태이나 분명히 무대, 

를 제작해 전시장 내부에 설치했으며 그 앞에 의자를 놓아 관람객이 앉아, 

서 이를 관람하게끔 연출했다. 시간의 거부《 》에는 설치된 무대는 없으나 

대의 모니터를 전시장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관객이 무대 안으로 들어와 5 , 

작품을 관람하게끔 했다 켄트리지는 이 작품과 함께 콘서트홀에서 공연되. 

는 동명의 작품을 제작한 바 있는데 당시 두 작품의 청취 양상의 차이를 , 

명시한 바 있다 공연작을 관람할 때는 떨어진 거리에서 하나의 전체로서 . 

작품을 관람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설치미술을 관람할 때는 관객이 작품 , 

내부로 완전히 들어가 관람하게 된다는 것이다.110) 이를 통해 그가 전시 공 

간 자체를 무대로 상정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작품은 관객이 연출. 

된 전시 공간에서 모니터로 재생되는 영상물을 관람하고 스피커를 통해 전, 

시장 내부에 재생되는 음악을 듣도록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무대에. 

서 음악을 포함한 공연을 관람한다고 하여 이를 극이라 정의하기는 불충분, 

하다 이것을 극 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보충되어야 할 지점들이 . ‘ ’
존재한다. 

둘째로 켄트리지의 작품에는 노래와 레치타티보 말하기 앙상블, , , , 

독창 등 음악의 가사로 극의 내용을 전달한다 이는 노래의 형식으로 전달. 

되는 가사와 말하기로 전달되는 대사로 구분할 수 있다 노래로 전달하는 . 

가사는 주로 짧은 단어나 의성어 비약적인 시언어로 기술된다 이는 극의 , . 

서사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지는 못하나 작품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전달하, 

는 역할을 한다 이 때 가사는 그 내용을 알아차리기 쉽도록 내용을 유추. , 

할 수 있는 창법이나 음색 라이트모티브와 결합하여 메시지의 전달력을 강, 

화한다 예를 들어 . 시간의 거부《 》의 제 곡 메트로놈 에는 짧은 단어 및 1 ‘ ’
시와 같이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는 가사의 사용을 살펴볼 수 있다 메트로. ‘
놈 악곡의 중반부에는 상이한 언어와 선율로 노래되는 다성부 노래가 등장’ 

의도적으로 관객과 눈이 마주치도록 연출함으로서 관객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효과

가 발생한다. 
110) 작가는 년 로마유로파 페스티벌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 2012

다. https://www.youtube.com/watch?v=IYBfkkiCxmY 년 월 일 접속 [2020 10 25 ]



- 95 -

한다 여기서 한 성부는 . 베를리오즈의 장미의 정령 중 연의 가사인 2 “나는 

미사도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 도 유구하지 않을 것이니 를 (De profundis) ”
읊조리듯 빠르게 반복하고 또 다른 성부는 안단테 라는 음악의 시간을 지“ ”
시하는 빠르기말을 다른 한 성부에서는 줄루어로 일어나라 앉으라 라는 , “ ! !”
짧은 단어를 노래한다 병치된 성부들은 각기 다른 언어와 각기 다른 리듬. , 

음가 음정으로 노래하여 음악의 복잡성을 심화하기 때문에 관객이 가사의 , , 

내용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각각의 언어는 언어에 맞는 창법으로 노. 

래되며 더욱이 라이트모티브와 결합됨으로서 그 내용을 암시적으로 전달하, 

게 된다. [악보 41]

프랑스 어
베를리오즈 가(
곡)

줄루어
지시어( )

이태리어
빠르기말( )

[악보 41] 시간의 거부 메트로놈 의 가사 ‘ ’ 《 》 

작품에는 낭송조의 대사도 사용되는데 이는 오페라의 레치타티보와 같이 , 

작품에 등장한 장면에 대한 단편적 정보를 산문 형식의 언어로 전달하는 역

할을 한다 그 예로 . 시간의 거부《 》 속 제 곡 파리의 거리를 가로지르는  6 ‘
펌프작용 에는 기악 반주와 함께 가사의 내용이 파리 도심에 시계가 설치된 ’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다 이는 피스톤 운동과 종잇조각들이 커. 

피포트 여인 코뿔소 이미지로 변모하는 영상 속 장면과 함께 등장하는데, , , 

대사는 해당 장면과 다소 무관해 보이는 개별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 

에 이것이 시간의 거부라는 작품의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명확히 알 , 

수는 없다 즉. , 켄트리지 작품에서 사용된 가사나 대본은 극의 단편적 장면

을 설명하거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여 극의 내용을 유추하게끔 하는 역할, 

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대본이 음악이 붙으면서 이해하기가 쉬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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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세 번째 관점인 음악의 기능 을 살펴볼 수 있다. ‘ ’ . 

[악보 42]

[악보 42] 시간의 거부 파리의 거리를 가로지르는 펌프작용 의 대사  ‘ ’《 》 

셋째 켄트리지는 자신의 설치미술에서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 

하며 여기서 음악은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음악은 켄트리지 설치미술에서 흩, . 

어져 기능하는 시각 매체와 각각의 요소를 서사를 갖는 극 으로 결합시키‘ ’
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각 작품이 과연 어떤 전략으로 서사 를 . ‘ ’
가지는 극 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 .

필자는 망명자 펠릭스 를《 》 음악과 결합된 극으로서의 시발점이  

되는 작품으로 본다 물론 이 작품은 극이라기보다는 영화음악이나 음악을 . , 

가진 멀티미디어 작품에 가깝다 그 이유는 음악이 극의 구성을 인지시키고 . 

분위기를 전달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며 영상이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 

하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된 영상은 서사적이지는 않지만 . 

일정 패턴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했

다 여기서 영상은 이야기를 주도하며 음악 없이 영상만으로도 작품을 이해. , 

할 수 있게끔 연출되었다 하지만 음악은 음악적 내용 모티브 형식 전개. - , , -

에 이야기의 구성을 반영하여 영상 속 극이 변하는 지점을 명확히 인지시, 

킴으로써 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음악의 섹. 

션이 바뀌는 지점과 극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을 일치시킴으로서 관객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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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작품 연구를 통해 론도 형. 

식의 음악 구성 중 와 에 해당하는 부분의 영상이 유사한 패턴과 인물A A’
을 반복적으로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악곡의 특정 부분이 재현되는 . 

것처럼 영상 속 이야기 역시도 순환되는 것이다 이는 아파르트헤이트제도. 

의 폐지 후에도 지속되는 인종차별의 문제를 순환되는 극과 이를 보조하는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음악은 아프리카 전통창법의 . 

즉흥 노래와 전통적 론도 형식의 현악 중주를 교차해 사용함으로서 선법4 , 

을 기반으로 작곡된 음악을 통해 극의 분위기를 묘사하기도 한다 이는 상. 

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두 음악을 교차함으로써 인종갈등을 주제로 한 , 

극을 암시적으로 표현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 망명자 펠릭스 의 《 》

음악은 구체적인 서사를 제공하거나 영상과 대등한 위치에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없다.

 반면 본고는 , 블랙박스 에서《 》 음악이 영상을 주도하여 극의 서사 

를 만든다고 본다 이는 . 블랙박스 가《 》 음악을 제외하면 이해할 수 없는  

작품임을 의미한다 음악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여 서사가 있는 극을 완성. 

하는 것이다 작품에는 헤레로 대학살과 관련한 내용과 아우슈비츠를 떠올. 

리게 하는 시각적 자료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를 보는 것만으로는 각각. 

의 자료가 어떤 개연성을 갖는지 알기 어렵다. [그림 11]

[그림 11] 블랙박스 속 배우를 대체하는 조각물 《 》 

이 때 음악이 오페라 마술피리 속 악구《 》 를 라이트모티브로 사용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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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은 원작 극의 서사 속에 두 사건을 대입해볼 수 있게 된다 음악은 단순. 

히 두 사건을 연결해 생각하게끔 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라이트. 

모티브가 주요 배역과 사건을 지시하고 원작 오페라의 연주 음원을 차용해 , 

헤레로족이 된 파미나와 밤의 여왕 이라는 새로운 극을 만들기 때문이다‘ ’ . 

이는 시각 매체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본고는 , 

음악 분석을 통해 작품이 파미나를 헤레로 족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원, 

작과 같이 인물의 정체성에 대한 변곡점이 발생한다는 점 반전 이후에 원, 

작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의 구도를 형성한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다 작. 

품은 원작으로부터 극의 구조 줄거리 주요 배역을 가져와 이를 그대로 유, , 

지하되 주요 배역의 정체성을 변모시키는 방법으로 원작을 재창조한 것이, 

다.  

작품에서는 라이트모티브로 극의 서사와 극 중 인물의 구도를 알리

기도 하지만 녹음된 노래 자체를 차용하여 가사와 음원의 상징적 의미를 , 

극 안으로 끌어오기도 하였다 이는 가사의 구체적 정보와 함께 음원 자체. 

가 가지는 의미를 동시에 연상하게끔 하여 작품에 다수의 시공간을 동시에 ,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작품  속 자라스트로 아리아 장면에는 나. 

치집권기에 녹음된 아리아가 재생되는데 이를 통해 관객은 자라스트로와 , 

나치당을 동일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자라스트로 아리아 속 지혜와 자. 

비를 노래하는 가사는 독재군주의 노래가 되어 모순적인 감정을 촉발하게 

된다 작품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밤의 여왕을 헤레로족으로 설정함과 동. 

시에 자라스트로와 나치당의 독재 군주를 동일시하는 전략으로 사랑과 이, 

성의 힘으로 승리한다던 원작의 내용을 비극적 사건을 그리는 극으로 재창

조한 것이다 다음의 근거를 토대로 작품 연구에서는 . , 블랙박스 가《 》 원작 

의 막 구성을 유지하되 막에서 인물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작품의 주제를 2 2

드러냄을 알 수 있었다 원작에서는 밤의 여왕이 악인이고 자라스트로를 현. 

자임이 밝혀지면서 극의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막에서는 밤의 여왕의 비극, 2

과 자라스트로의 악행을 더욱 노골화하는 구성을 보인 것이다 더욱이 작품. 

에서는 세기 중반에 존재하던 독재군주가 세기 초 발생한 헤레로 학살20 20

의 주도자와 같이 그려짐으로서 아우슈비츠와 헤레로 학살사건이라는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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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공간에 발생한 사건을 하나의 극으로 엮였다. 블랙박스 속《 》 음악이  

제공하는 메시지는 극의 서사를 만드는 골격이 되는 것이다.

시간의 거부《 》에서도 음악은 극을 종합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

하였다 음악이 파편적으로 보이는 각 장면에 유기성을 만들어주어 하나의 . 

극으로 만드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켄트리지는 시간 을 거부하. ‘ ’
는 행위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여기서 음악은 결정적인 역할 을 , “ ”
수행한다는 언급을 언급한 바 있다.111) 분석 결과 작품에서는 시계처럼 정 

량적으로 작동하는 박자를 서구의 시간성이라 가정하고 있으며 주기성 이 , ‘ ’
있는 것과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 주제를 표상하고 있음을 알 수 ‘ ’ 
있었다 이는 대립되는 두 라이트모티브를 충돌시키거나 공통적인 작곡기법. 

어긋남의 기법 을 여러 층위에 적용하여 혹은 시계와 같이 기능하는 악(‘ ’) , 

기의 연주를 통해 표현되었다 그 예로 제 곡 메트로놈 을 살펴보자 작품. 1 ‘ ’ . 

에서 메트로놈은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이자 악기로 사용되었다 이는 박절. 

을 측정하는 기계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곡의 서두에는 , 바이올린 등 악기들

이 메트로놈 박자에 맞추어 소리를 내 음악이 템포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을 

인지시킨다 하지만 메트로놈 소리에 맞춰 추가된 악기 음들이 박에 한 번. 2

씩 소리를 내다가 점차 반 박자 밀리거나 당겨져 시간이 어긋남을 인지하, 

게 된다 이는 박 단위로 형성된 박절적 주기성으로부터 어긋나게 되며. 2 , 

더욱이 드럼 관악기 아프리카 전통 노래가 추가되면서 리듬만으로 주기성, , 

을 지시하던 음악에 선율과 화음이 창출되게 된다 이 때 메트로놈 역시도 . 

빠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을 측량하던 메트로놈이 기계에서 악기로 , 

그 기능을 확장함을 알 수 있다 기계음에서 시작된 소리가 악기로서 음향. 

을 창출하며 시간을 어긋나 작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 곡의 종반부에 , . 1

이르러 다시금 메트로놈은 원래의 박자를 찾으면서 기계로서의 기능을 회, 

복한다고 할 수 있다 주기성과 비주기성의 두 축을 오가는 다시 말해 기. , 

계와 악기를 오가는 음악을 통해 서구의 시간을 거부 하는 행위를 표현한 ‘ ’
것이다 결국 작품에서 사용된 음악은 시간에서 어긋난다 는 하나의 주제를 . ‘ ’

111) 루이지애나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mX_Qe2HKuEA 

년 월 일 접속[2020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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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에서 조명하도록 전 곡을 하나의 원리로 작곡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음악의 통일성은 작품에 사용된 장면들에도 일관된 질서를 부여하

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끔 한다 이 점은 , . 시간의 거부《 》에서 중요하다. 

그 이유는 작품에 사용된 영상과 작가의 대사는 하나의 서사나 통일성을 갖

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영상은 무용가가 춤을 추는 , . 

장면 남녀를 담은 짧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상이한 형식과 내용을 담은 , , 

단편의 나열과 같아 장면 사이의 개연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다섯 . 

개의 모니터에 각각 송출되는 개별화된 영상은 분화된 사고를 유도하는 효

과가 발생한다 이 때 극의 외부에서 낭송되는 작가의 대사도 극의 소재가 . 

되는 사건이나 개념에 대한 짧은 고찰을 담고 있기에 작품에 대한 통시적 , 

설명이 되어주지 못한다 여기서 음악이 시간의 작동과 시간으로부터 벗어. 

나려는 움직임을 표현하여 각 장면에 유기성을 창출하고 하나의 전체로 하, , 

나의 극으로 포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 시간의 거부《 》는 음악으로 

인해 모든 장면에서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일원화된 극이라 할 수 있다.

켄트리지의 설치미술은 음악을 통해 극 으로 형상화 된다 이는 영‘ ’ . 

상이 주도하는 극을 음악이 보조하거나 음악이 작품의 서사를 주도하거나, ,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영상에 음악이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

다 작품은 관객을 대상으로 무대공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사와 노래의 가. , 

사를 통해 극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음악이 있어야만 의미를 . 

전달할 수 있으며 음악과 결합되어야만 극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작품은 , . 

서사를 불어넣는 음악으로 인해 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켄트리지의 작품. 

에서 음악은 극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이며 음악을 들어야만 극을 읽을 

수 있다 이로써 켄트리지 작품은 확장된 음악극 으로서의 새로운 유형을 . ‘ ’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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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매체로 구현한 종합예술 3. 

켄트리지는 작품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춤 조각 드로잉 등 다양한 , , , , 

예술의 장르를 혼합하였으며 이를 위해 작품에는 프로젝션 스크린 스피커 , , , 

등 다양한 매체가 사용되었다 이는 혼합매체의 사용과 예술의 탈경계적 양. 

상이 심화되는 동시대 미술의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지만 필자는 켄트. 

리지 작품의 의의는 단순히 다양한 매체를 혼합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 담긴 여러 예술의 양식들을 혼합해 극 을 이루게 함으로서 ‘ ’
유기적인 하나의 전체로 작동하게끔 한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켄트리지는  

작품에 사용된 시각 재료와 대본을 직접 작성하고 영상제작과 조각물 제작, , 

공간연출을 총괄하였다 더욱이 그는 밀러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 작곡 과정. 

에도 개입하여 음악과 시각매체가 극 이라는 공통의 요소를 전제로 유기적, ‘ ’
으로 작동하게끔 결합을 이끌어 냈다 이는 켄트리지가 작품에서 각각의 요. 

소들이 하나의 전체로서 작동하게끔 작품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시사

한다 여기서 필자는 종합예술작품 으로서의 바그너 음악. (Gesamtkunstwerk)

극과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켄트리지 설치미술에서는 음악극 안에 모든 예. 

술 장르를 융합해 새로운 미적 경험을 창출한 바그너 음악극의 특징이 나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켄트리지는 바그너의 작품에서 종합예술 개념을 기. 

반으로 역사와 자신의 경험에서 유래된 현실적 문제를 가져옴으로써 새로, ‘
운 종합예술 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본다’ .112) 

바그너에 의해 확립된 종합예술작품 개념은 세기 이후 다양한 모19

습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음악계뿐만 아니라 미술에서도 계속해서 거론되어, 

왔다 세기 중반 이후 미술에서의 종합예술은 해프닝 퍼포먼스 등의 형. 20 , 

태로 나타났으며 동시대 설치미술 작품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하지만 미술, . 

에서 모든 예술을 포섭하는 종합예술로서의 작품들은 주로 개념적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으며 바그너의 음악과 극이 결합된 종합예술작품의 경향에서는 , 

벗어나 있었다.113) 하지만 켄트리지 설치미술 속 음악은 극적 요소와 결합 

112) 바그너 종합예술론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이성률 리하르트 바 . , “
그너의 음악극 라인골드 를 중심으로 서양음악학: ,” 9/1 (2006), 9-4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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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체적 서사를 형성함으로써 바그너 종합예술작품에서의 음악극으로, 

서의 특성을 보인다 이는 앞서 라이트모티브 전략과 극의 서사를 형성하는 . 

음악의 기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음악이 . 대본과 시각 매체

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하나의 매체가 다른 매체를 보, 

조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들을 동등한 위치에서 통합적으로 관찰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체화된 극의 서사는 시각 매체 및 작품 속 다양한 예. 

술의 장르와 결합하여 켄트리지 설치미술을 하나의 전체로서 작동하게끔 , 

한다고 본다. 

더욱이 작품 속 음악은 전시장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송출되기 

때문에 음악으로 표현되는 극적 표현력이 강화되었다 이는 바그너 음악극. 

에서 오케스트라와 그 화성의 역할처럼 극의 내용을 해설하거나 표현의 가

능성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밀러는 작품에서 연주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 

로 재생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녹음한 구체적 소리나 전자음향을 사용하

기도 하였는데 이로써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음향재료와 악기를 ,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음악의 극적 표현력이 강화되었다 확장된 음향재료와 . 

편성의 유연성 음악 가공 기법의 다양화를 통해 사용가능한 음향의 범위를 , 

확장하고 극의 표현 범위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음악, . 

의 음향적 재료와 악기 편성 음악의 구성의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 

다.  

작품에는 특정 공간에서 녹음한 소리를 음향적 재료로 사용해 작 , 

품 속 극의 배경이나 극의 소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

였다 음향으로 극의 분위기나 극 중 인물의 감정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 

구체적 음향이 상징하는 내용을 은유적으로 전달함으로서 극에 대한 해설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는 헤레로 대학살이라는 . 《 》

극의 소재를 표현하기 위해 작곡가는 직접 헤레로에서 소리를 녹음해와 이

를 음악의 재료로 사용했다 헤레로 현지에서 전통 부족의 목소리나 악기소. 

리를 녹음해와 이를 편집 가공해 음향재료로 사용함으로써 헤레로라는 공, , 

113) 총체예술 부분을 참고하였다 년 이후의 미술사 .  Hal Foster et al, 1900 : 『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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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대한 정보를 음악을 통해 제공한 것이다 더욱이 녹음된 음향은 라이. 

트모티브와 결합하여 라이트모티브가 지시하는 내용에 대한 해설로서 기능, 

하기도 한다. 

또한 악기 편성 및 악기의 기능도 확장되었다 더욱이 필자는 작품. . 

에 사용된 악기 자체가 극의 주제를 상징함에 주목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 

악기가 극의 배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악기가 연주하는 . 

음악적 내용에 따라 극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년대 . 1950

파치 의 실험적 음악극에서도 기악 연주자가 배우(Harry Parch, 1901-1974)

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나 켄트리지의 설치작품은 스피커를 통해 녹음된 , 

음악을 재생하기 때문에 연주자라는 존재가 없이도 악기 자체가 배우의 역

할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114) 시간의 거부 에서는 극과 음악의 유기성을  《 》

창출하는 악기의 사용이 잘 나타난다 작품의 주제는 시간과 시간에 대한 . 

거부인데 여기서 시간을 거부한다는 것은 시간을 알리고 이를 측정하여 식, 

민수탈의 도구로 썼던 근대서구에 대한 저항을 상징한다 켄트리지는 작품. 

에서 샬마이 유포니움 등 그 기능과 문화적 상징이 뚜렷한 악기를 선택해 , 

극의 상황에 맞게 이를 음악 소리로 등장시킴으로서 극의 내용을 전달하였

다 샬마이는 기차가 오갈 때 바람을 불어 시간을 알리던 악기로 켄트리지. , 

는 피지배국을 수탈하여 기차로 전리품을 나르던 역사를 상기하기위해 이 

악기를 사용했음을 밝힌바 있다 더욱이 작품 전반에는 관악기의 사용이 두. 

드러지는데 이는 관에 증기를 보내 시각을 알렸던 세기 파리에 대한 내, 19

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작품의 주제를 상징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115)

또한 켄트리지는 작품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장면에서 음악과  

시각 매체에 대본의 내용을 직접 반영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대본의 내용 

을 기악 반주와 영상의 구성 원리에 반영하여 대본 음악 영상의 일치시키, , 

114) 파치 음악극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 David Bithell, 

“Experimental music theater”, in Grove Music Online, 

https://doi.org/10.1093/gmo/9781561592630.article.A2240884 년 월  [2020 11

일 접속19 ]
115) 각주 과 작품연구 시간의 거부 중 가 악기와 배우의 이중 역할 78 . 3. < > ‘ . ’Ⅲ

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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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극적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극과 음악 시각매체를 하나로 융합, 

해 몰입적 효과를 창출하며, 시각과 청각의 공감각적 체험을 통해 청각과  

시각 사이의 감각의 전이를 촉발시킨다 즉 관객으로 하여금 세 가지 매체. , 

를 하나의 유기체로 동시에 인지하게끔 하여 극의 전달력을 극대화했다 특. 

히 작품의 극적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장면에 사용된 다음의 기법은 작품

의 전체의 종합적 특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 시간의 거부 중《 》  

블랙홀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해당 장면에는 블랙홀이 빛과 소리 사물‘ ’ . ‘ , , 

이미지 등 모든 것을 삼킨다 는 대사와 기악 반주 애니메이션 영상이 함께 ’ , 

재생되었다 대사가 낭송되는 동안 음악은 기계적 조작을 통해 울림을 섞은 . 

소리에 작품에서 사용한 거의 모든 소리의 단편을 가져와 층을 쌓듯 조합, 

하였다 대본이 표현한 모든 빛과 소리가 모인다 는 블랙홀의 과학적 특성. ‘ ’
을 음악의 구성에 반영하여 이를 표제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때 영상은 , . 

어두운 화면에 밝은 선들이 파동을 그리듯 움직이거나 검은 배경에 빛줄기

가 떨어지게끔 하여 여러 빛들이 흡수된 블랙홀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를 , . 

통해 관객이 시각 매체와 음악을 하나의 전체로서 감각하도록 유도한 것이

다. [그림 12]

[그림 12] 시간의 거부 중《 》 블랙홀 장면 ‘ ’ 

《블랙박스 에서도》 밤의 여왕 아리아 장면에서 동일한 공감각적 효과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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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작품 속 밤의 여왕 의 아리아가 연주되는 제 곡에서 밤의 세. ‘ ’ 11 ‘
계의 여왕 이라는 극 중 인물에 대한 묘사는 밤을 상징하는 검은 배경과 별’
의 궤도를 연상시키는 흰 곡선을 그리는 영상으로 표현되었다 흥미로운 점. 

은 영상 속 애니메이션 장면으로 연출된 흰 선의 움직임이 밤의 여왕 아‘ ’ 
리아의 음형과 속도 움직임을 일치시켜 공감각적 효과를 창출하였다는 것, 

에 있다 시각과 음악에 극적 요소를 직접 반영하여 음악의 음형과 시각의 . 

움직임을 일치시키고 밤의 여왕이라는 극의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116) 

그러나 필자는 켄트리지 작품에서 나타나는 종합예술로서의 특징이 

극 음악 시각매체 등 매체 간의 결합에만 머무르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켄, , . 

트리지는 작품의 소재로 자전적 경험과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한 기법을 극

의 원리에 적용함으로써 근대 서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문제까, 

지도 작품 안에 통합해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조셉 레오 코너. (Joseph Leo 

Koerner)와 코스터 코너( 는Margaret Koster Koerner) 그의 작품 어디를  “
펼치든 그 켄트리지 가 있지만 그의 작품은 단지 개인적 이야기만을 다루지 ( )

않는다 고 설명한 바 있다” .117) 이는 종합된 예술로 이상적 신화세계를 그린  

바그너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바그너는 . 예술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다

는 고대 그리스의 사고를 전제로, 역사적 소재보다는 신화적 내용 에서 소“ ”
재를 가지고와 인간의 진실을 담는 극을 구성하였다 이는 예. 술의 아름다움

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기를 시도하고자 한 바그너 종합예술작품의 목적이 

된다.118) 하지만 켄트리지는 자전적 경험과 다양한 시간과 문화 속 역사적  

사건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역사를 소재로 한 종합예술로써의 극, 

을 제작했다 현실과 과거의 역사를 반영함으로써 사회를 변혁하는 예술이 . ,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역사를 재건하는 목적으로써 예술의 방법론을 택한 

것이다. 

116) 상세한 내용은  작품연구 블랙박스 중 다 명료한 음악언어로 강 . 2. ‘ . Ⅲ 《 》 

조한 극적 효과 를 참조하시오’ .
117) Joseph Leo Koerner, Margaret Koster Koerner, “Whichever page 
you open,” in the William Kentridge, ed. Krauss, Rosalind E (Cambridge: 
The Mit Press, 2017), 180.
118) 이성률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극 라인골드 를 중심으로 , “ : ”, 14,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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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리지는 작품에서 아파르트헤이트 및 인종갈등 식민사상 등 근, 

대 서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문제를 주로 다루어왔다 인종갈등. 

이 첨예하던 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 중산층으로 성장한 켄1950 , 

트리지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주목할 . 

점은 켄트리지는 작품에서 역사적 소재를 리얼리즘과 같이 직접적으로 드러

내거나 묘사하지 않고 역사 속의 사건을 여러 관점에서 관찰하게끔 하는 , 

관찰자적 시점 이라는 방법론으로 재현한다는 점이다 관찰자적 시점으로 ‘ ’ . 

문제를 관찰하고 인지하게끔 하는 과정을 통해 그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 

전달하는 것이다 관찰자적 시점 의 방법론이란 관객에게 극의 소재가 된 . ‘ ’
여러 사건들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소재가 된 사건 및 사회적 문제를 인식, 

하게끔 하려는 켄트리지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역사 속 여러 사건을 병치. 

하고 이를 종합해 사고함으로서 역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이끌어내는 켄

트리지의 종합예술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켄트리지는 자신의 작업 방식에 .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과 관찰자가 되는 사람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 

그 사이에 거리감을 둬야 합니다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와 그 작품이 만들. ...

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관찰자 사이의 대화를 혼자서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스튜디오 작업실 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

.”119) 

이처럼 켄트리지는 자신을 작가이자 작품을 관찰 하는 관찰자로 설‘ ’
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관찰자적 시점 으로 경험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은 , ‘ ’ , 

작품 안에서 극의 형태로 결합된다 이를 통해 관객이 역사 속 사건들을 종. 

합하고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

는 것이다 이는 극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작품은 하나. . 

의 문제의식을 담으나 한 쪽의 입장에서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기보다 하나, 

의 주제에 대한 여러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예를 . 

들어 블랙박스 에서는《 》 계몽사상과 헤레로 대학살 아우슈비츠라는 역사 , 

119) 해찰 언저리의 미학 William Kentridge, : , 695,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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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건들을 가져와 계몽과 이성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창출하였으며, 시《

간의 거부 도》 초 분 음악의 빠르기말 등 시간과 속도를 정량화하는 수치 , , 

들과 국제표준시 제정 상대성이론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헤레로 봉기 등 여, , 

러 층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병치시키는 방식으로 서구와 비서구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제시한 바 있다 하나의 주제에서 연상되는 다수의 시공간. 

적 배경을 극 안에 삽입함으로서 관객이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고하게

끔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켄트리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음악과 극 시각 매체를 , 

통해 다양한 예술의 장르가 하나의 전체로 융합되는 양상은 종합예술작품 

개념과 유사성을 갖는다 그 중 작품 속 음악은 바그너가 그의 음악극에서 . 

시도한 총체적 기법 다시 말해 라이트모티브로 작품에 서사를 형성하거나 , 

기악곡에 극적 요소와 대본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극과 음악을 융합하는 방

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극적 표현성 강화를 위해 선택된 . 

음향재료와 악기 편성에서도 잘 드러나며 시각매체와 음악구성에 대본을 , 

직접 반영하여 강조된 공감각적 효과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켄트리지는 자. 

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역사적 소재와 관찰자적 시점을 반영하여 극을 구

성함으로써 바그너와는 상이한 유형의 종합예술을 제시하였다 종합예술로, . 

서의 작품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의 극 속에서 관찰하게 함으로서, 

관객의 비판적 고찰을 이끄는 것이다 이는 . 바그너의 신화를 벗어나 역사와 

사회를 통합하는 세기 매체 기술로 재창안 된 종합예술 의 가능성을 제, 21 ‘ ’
시하는 켄트리지 작품의 의의라 할 수 있다.120)

120) 여기서 재창안 이라는 용어는 크라우스가 켄트리지에 대해 매체를 재창안 ‘ ’ ‘
한 작가다 라고 평가했던 것에서 착안하였다 크라우스는 망명자 펠릭스 에서 보’ . 《 》
여준 그리고 지우기 기법에 주목하여 켄트리지는 매체의 고유한 관습을 가져와 , 
매체를 재창안하였다고 평가한다 본고는 크라우스의 용어에서 착안해 바그너의 . , 
관습을 가져와 새롭게 자신만의 작업으로 재창조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재창안 이‘ ’
라 명명하였다 김지훈 매체를 넘어선 매체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포스트 매체. , “ : ‘ - ’ 
담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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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Ⅴ

사람은 끊임없이 음악을 듣고 “
외부 세계와 자신이 느끼고 보는 것 사이를 연결하려고 노력합니다.”121)

윌리엄 켄트리지-

지금까지 켄트리지 설치미술 망명자 펠릭스 블랙박스, , 《 》 《 》

시간의 거부 를 음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미술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 《 》

기존의 연구들이 켄트리지 작품에서 사용된 음악의 상징성에 주목하여 이를 

사운드콜라주나 사운드 스케이프로 정의한 것과는 달리 음악의 형식 선율, , , 

리듬 모티브 등 음악을 중심으로 연구한다면 그 기능과 의미를 적확하게 ,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이는 켄트리지 설치미술에 .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미술에서 사용된 새로운 , 

음악의 유형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이 본 연구의 목표였다 그동안 미술의 . 

영역에서는 소리를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매체로서 사용하거나 기존의 미학, 

과 전통적 예술의 장르에 대한 비판으로서 가져오거나 공간에 대한 연상을 , 

일으키는 매체로서 주로 사용해왔다 때문에 켄트리지 설치미술 속 음악은 . 

그동안 미술이 사용해온 음악과는 분명히 다른 음악임을 규명함으로써 동시

대 예술의 새로운 수용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도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매체를 결합하여 음악과 미술 시 춤 등 여러 예, , 

술의 장르를 종합한 켄트리지 설치미술에서 음악이 작품의 서사를 주도하, 

거나 통일성을 창출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음악극의 새로운 유형

을 제시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본고는 라이트모티브의 전략과 음악극 나. , 

아가 혼합매체로 실현한 새로운 종합예술로 보는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켄트

리지 설치미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였다.

121) B. A. MACADAM, “William Kentridge: Slow Music for Fast Action,  and 

Other Conundrums”, ARTnews, 2015.9.24, 

https://www.artnews.com/artnews/news/william-kentridge-slow-music-for-fast

년 월 일 접속-action-and-other-conundrums-5380/[2020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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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켄트리지 설치미술 속 음악은 라이트모티브 기법을 사용함, 

으로써 작품의 서사를 전달하고 극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핵심적 역할을 , 

한다 이는 그의 작품을 음악극으로 규명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 

작품에서 사용된 시각적 재료나 대본은 작품의 소재가 되는 개별적 사건을 

지시하거나 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뿐 서사를 전달하는 역할은 하지 못했, 

다 반면 음악에 사용된 라이트모티브는 극의 서사를 전달함으로써 파편적. , 

으로 전달되는 영상과 함께 재생되어 작품에 내재된 서사적 내용을 인지시

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망명자 펠릭스 는 라이트모티브 《 》

기법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으로 여기서는 이야기의 구성에 따라 . 

중심 모티브를 상이하게 사용하여 극의 구성을 인지하게끔 돕는 역할을 하, 

였다. 《블랙박스 와 시간의 거부 에서는 라이트모티브의 사용이 본격》 《 》

화되었다 여기서는 서사의 주요 배역이나 사건을 지시하는 지시적 모티브. ‘ ’
와 주제를 표상하는 작곡 기법 자체를 모티브로 설정한 주제 모티브 가 작‘ ’
품의 서사를 이끌었다 전자는 기존의 악곡에서 인용한 모티브를 사용해 모. 

티브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와 내용을 통해 서사의 인지시키는 역할을 하였

으며 후자는 작품의 주제를 작곡기법으로 설정함으로서 이를 다양한 음악, 

적 층위에서 재현하게끔 하여 음악의 통일성과 작품의 유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로 작품은 음악이 서사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음악과 극을 결합한 음악극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의 연구에서는 주목되지 못한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작품을 무대공간으, 

로 설정된 전시장과 대본 음악의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음악극으로서의 , 

가능성을 규명하였다 우선 작품은 모니터와 스피커를 설치하여 단순히 영. 

상과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을 무대 공간으로 상정함으로써 , 

관객을 대상으로 작품을 상연하였다 또한 노래와 레치타티보 말하기 앙상. , , 

블 독창 등 가사 있는 음악을 사용해 극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여기서 시, . 

언어로 기술된 노래의 가사나 산문 형식으로 기술된 대사는 은유적 표현이

나 단편적 정보를 제공하지만 극의 서사를 전달하는 역할은 하지 못했다, . 

하지만 음악은 시각 매체와 각각의 요소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부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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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을 서사를 갖는 극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즉 작품은 음악을 . , 

통해 확장된 음악극으로서 규명될 수 있었다 망명자 펠릭스. 《 》는 영상이 

패턴을 반복하며 누적적으로 서사를 형성할 때 음악이 이야기의 구조를 반, 

영하여 극의 구성을 인지시키거나 음색과 선법을 통해 극의 분위기를 묘사, 

하여 서사의 이해를 도왔다 반면 . 블랙박스《 》는 음악의 라이트모티브를 

통해 극의 서사를 주도함으로써 헤레로 대학살과 아우슈비츠 계몽사상이라, , 

는 상이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들은 소재로 하나의 극으로 엮어내

었다 여기서 작품은 라이트모티브와 인용된 음원 재료를 사용하여 원작이 . , 

되는 극의 서사와 극의 구조 줄거리 배역을 가져오되 인물을 지시하는 라, , 

이트모티브와 음향적 재료를 결합하여 주요 배역의 정체성을 변모시키는 전

략으로 극의 서사를 전달하였다. 시간의 거부 는 음악이 파편적으로 보《 》

이는 각 장면에 유기성을 형성하여 이를 엮어냄으로써 시간 에 대한 주제‘ ’
를 담은 하나의 극을 완성하였다 특히 여기서 음악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 

음악의 주기성으로 표상함으로써 비주기성을 음악의 여러 층위에서 재연하, 

여 시간과 시간의 거부라는 극의 주제를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

다 이처럼 음악은 서사를 주도하여 작품을 하나의 극으로서 형상화되었다.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듯이 켄트리지의 설치미

술에서 사용된 음악은 극과 결합하여 매체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끌고, 

새로운 전체로서 기능하게끔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예술의 장르를 융합. 

한 켄트리지 설치미술의 종합예술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작품. 

은 음향재료나 편성 등 음악의 재료를 선택할 때도 극의 상징적 의미를 전

달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음악을 사용해 극의 배경 및 소재를 

전달하거나 주제를 함축하는 악기를 사용하여 음악의 재료가 극에 대한 해, 

설적 기능을 수행하게끔 하였다 또한 음악과 시각매체에 대본을 직접 반영. 

하는 방식으로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켄트리지의 음악과 . 

극을 종합한 특성은 바그너의 종합예술작품과 유사성을 보이지만 필자는 , 

신화적 이상 세계를 추구한 바그너와 달리 켄트리지가 역사와 현실의 소재

를 다루어 역사와 사회의 통합을 추구한 종합예술을 제작하였다고 본다 이. 

는 관찰자적 시점이라는 작가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역사적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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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하나의 극 안에서 종합해 사고함으로써 비판적 고찰을 이끌어내는 켄

트리지 종합예술의 의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본고는 켄트리지가 자신의 설치미술 작품에서 라이트모티브 기법을 

활용하여 서사가 있는 극을 형상화하고 극과 음악을 결합하여 종합예술로, 

서의 음악극을 제시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하지만 켄트리지의 설치미술의 . 

의미는 라이트모티브를 사용하여 새로운 음악극의 유형을 제시했으며 종합,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새로운 미학과 형식. 

을 찾는 소리들의 집합소로서 기능해 온 미술관에서 음악이 전통적으로 추

구해 온 미학과 기법에 토대를 둔 새로운 유형의 음악을 제시하였다는 것, 

이로써 동시대 미술에서의 소리 수용 양상의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작품은 미술의 공간에서 바그너 음악극의 전통을 . 

계승한 새로운 음악극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미술과 음악으로 양분된 동시대 

예술 수용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탈 경계적 양상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디. ‘
지털 매체를 통해 구현된 세기의 종합예술 로서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한 21 ’
켄트리지의 작품에서 역사와 현실과의 소통을 갈구하는 동시대 예술의 열, 

망을 발견하며 본 연구를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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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music on 

W. Kentridge’s Installation

-Felix in exile, Black Box,

The Refusal of Time-

Seorim Kim

Musicology Music Theory, Dep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20th century, the use of music in art has increased 

due to the emergence of installation arts using mixed media as the 

main form of contemporary Arts. Among them, South African 

installation artist William Kentridge(1955- ) is a representative artist of 

contemporary arts who actively drew music to the arts, and his 

Installation works with composer Philip Miller(1964- ), using various 

styles of music such as instrumental music, songs, and noise. The music 

in Kentridge's work serves as an important factor in understanding the 

work through clear progression of music such as motifs, scale, and 

melodies. Nonetheless,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ly on the visual 

phenomenon of installation arts in Kentridge, or described the music 

used as soundscape or sound collage as an aid to vision. Is it possible 
to explain Kentridge's installation art without music? What is th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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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usic in Kentridge's installation art works and what is the meaning 

created there?

This study selected Felix in exile(1994), Black Box(2005), and 

The Refusal of Time(2012), which are considered Kentridge's 

representative works, and presented new interpretations of the function 

and meaning of the music in the work. In Kentridge's installation arts 

work, music presents a new type of music theater by forming narratives 

of the work and playing a key role in the work. This can be identified 

through three perspectives: leitmotif’'s strategy, music theater, and 

“Gesamtkunstwerk”.

First, music in Kentridge's installation art plays a major role in 

delivering the narrative of the work through leitmotif techniques and 

making the play readable. The leitmotif used in the music played a 

leading role in conveying the narrative of the play, playing along with 

the fragmented video to recognize the narrative content inherent in the 

work.

Second, in the work, music plays a key role in shaping the 

narrative, presenting a new type of musical play that combines music 

and drama. The work presents the work to the audience by presenting 

the exhibition hall as a stage space and conveys the contents of the 

play using lyrics such as songs, recitativo, lecture, ensembles, and arias. 

Here, music plays a role in making the work a play with narrative, 

giving specific messages to visual media and each element. In other 

words, music takes the lead in the narrative and shapes the work as a 

play, thus providing the basis for identifying the work as an expanded 

music theater.

Third, the installation arts of Kentridge, which combines various 

genres of art, presents a possibility as a comprehensive art. Kentridge's 

work considered the probability of the play in selecting mu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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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such as sound materials and composition, such as Wagner's 

’Gesamtkunstwerk’, and pursued the comprehensive ideals of various 

media in the work by participating in the overall production of music, 

video, poem, and work. However, unlike Wagner's pursuit of a 

mythical ideal world, Kentridge's installation works attempted to 

integrate history and society by dealing with the subject matter of 

history and reality. This reflects historical events in the work and brings 

out critical considerations from the audience.

Kentridge's installation arts used leitmotif to present a new type 

of music theater, demonstrating its potential as Gesamtkunstwerk. This 

suggests a new type of music based on aesthetics and techniques that 

art music has traditionally pursued in art galleries, indicating that the 

use of music in contemporary arts is changing. In addition, it presents a 

demarcation line between contemporary art divided into arts and music, 

and a new type of art in the 21st century as ’a Gesamtkunstwerk 

implemented through digital media’.

keywords : Kentridge, Miller, Installation, Felix in exile, Black Box, The 

Refusal of Time, Music Theatre, Gesamtkunstw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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