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rnenzelt
 : 잃어버린 별을 찾아서.

  스트라빈스키는 음악을 "시간 속에 나타나는 질서"로 규정하며, 단순한 의미에서 작곡이란 
‘음악적 재료를 향한 인간의 정신적인 작업의 결과’라고 이해하였다. 무엇보다도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매듭처럼 머물지 않고 지속성을 지닌 시간 위에 의도를 지닌 작곡가와 연주자는 비
가시적이며 무형의 음들을 찾아 그 틈새로 매듭을 맺고 풀면서 작은 세계를 구축한다. 

I. 일상 : Sternenzelt

 이 작품을 구상할 때 무엇보다 중요시 한 것은, 정육면체의 공간을 통해 별이 가득한 천체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음악적으로는, 인간 존재의 치열한 고독을 묘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철재 프레임을 설계하였고 연주자와 작곡가에게 익숙하고 ‘좋은’ 음을 내는 악기와 
오브제들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구체화 될 무렵, 세계는 거대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곤경에 처하고, 작
품 속에서 찾고자 하는 별의 개념도 다시금 반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바이러스 코로나는 ‘일상’이라고 불리던 시대의 질서와 가치를 무너뜨리고, 인류에게는 새로
운 위기로 다가왔다. 이러한 위기는 보다 구체적인 상실이 되어 예술가들에게는 집합을 단위
로 하는 공연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술은 시대를 반영한다. 일상적인 상식 아래 행해지
던 음악적인 준비마저 불가능한 상황에서 떠오른 질문 중 하나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프로
젝트의 정육면체 철재 프레임에 과연 무엇이 설치되어야할까?’였다. 이미 초반에 고려했던 ‘좋
은’소리를 내는 ‘익숙한’ 악기들로는 지금의 상실과 고독을 표현하기 어려워졌다고 느꼈기 때
문이다.

II 낯섬. 

 그리스어로 ‘위기’를 뜻하는 Crisis (κρίσις)는 ‘기회’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일상을 잃어
버리고 가치와 꿈을 잃어버린 시대를 형상화하기 위해 대체할 음들이 요구되었다.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낯설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음악적이지 않은 ‘소리
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음악적인 실험이라는 기준에서 버려진 것들, 소음이라고 여겨지
는 것들 속에서 메탈 오브제들의 음향들을 선정하기 위해 인근 고철상을 찾게 되었다.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들을 대신해 가시적인 재미와 놀라움을 동시에 줄 오브제들을 고물들 속에서 
찾아낸다는 것. 이런 시도는 이미 상당부분 상실한 시대의 빛 속에서 오래된 시스템의 가치를 
부여잡고 그 비슷한 과거를 재현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사라진 별을 향한 미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에 대한 가치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도저히 대체할 것이 없을 것만 같던 기존의 보편적인 악기들을 대신해 시간과 공간을 형상화
한 철재프레임 안에서 구속되지 않은 허용된 사물들, 더러는 소리로도 치부될 수 없었던 비음
향적인 요소들(유치원놀이용 밧줄, 털실, 꽃병에 말라있던 목화송이, 몇 가지 꽃들, 어린이 때 
사용하던 실로폰과 핸드벨 등)을 통해 무언가 지금 가장 내밀한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기존의 음악적 행위의 가능성이 박탈된 상태, 바로 그것 위에 ‘날 것’ 그대로의 현실여건(예를 
들어 Lock down으로 인해 악기연습이 불가능해진 음악적 여건 등등)을 가지고 이미 곁에 와 
있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별’을 찾고 음악적으로 구체화 해보기 시작했다. 

III. Sternenzelt: 새로운 별(Nova)이 깃들 자리.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촬영은 작업의 전반적 사항과 흐름을 공유한 후, 『코로나 시대, 
예술의 가능성』에 대한 주제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형태로 시작되었다. 
시대의 위기 속에서 예술가들의 고민, 새로운 모색 그리고 도전. 그리고 고철상을 방문하게 
되었다. 의도된 미와 추의 모순 속에서 드러나는 예술성은, 거친 기계음과 고철 파음 속에서 
꽃과 오르골를 통해 비유적으로 실현시켜 보았다. ‘손에 닿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예술의 美
를, 시간의 예술인 음악과 공간적인 예술인 퍼포먼스를 통해 구현이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에
서였다. 기존의 시스템이 기능을 잃고 퇴색 되어버리는 코로나위기의 상황 속에 어떤 방식으
로든 ‘예술’이라는 것을 시도하고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 고민하는 이들의 모습과 닮아있어
서였다. 이어서 실시된 정육면체 철제프레임의 퍼포먼스의 준비는, 빨간 털실을 사용하여 다
양한 방향, 다양한 형태로 걸리고 맺어지는 형상을 통해 시공간을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코로
나로 인해 야기된 여러 어려움들-활동의 제약, 불안, 때로는 분노까지 ... 인터뷰 통해 공유된 
이해는, 어느새 연주자와 작곡가 사이의 틈을 메우고 공동으로 털실작업이 되었다. 털실은 쇠
사슬과 달리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허락하는 유연성이 지닌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공간과 이
동에 대한 또 다른 제약일 뿐, 직·간접적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연주자의 주도성을 침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표현의 제약은 Lock down의 기간 동안 반강제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제한된 상태에서 지내야 했던 인간의 내면의 억압된 상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묶임과 조여짐은 존재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
다.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퍼포머인 연주자는 흐르는 음악을 따라 자신의 춤을 춘다. 그리
고 그 몸짓은 행위를 넘어 자신 안에 별을 찾게 시도를 계속하게 된다.  즉, 이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별을 쫓아서 길을 떠났다가 별을 상실하고 그 대안을 찾아 헤매이고 그러는 중에 결
국 우리 안에 ‘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만나게 된 과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