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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공연에서 나타나는 레지테아터(Regietheater) 사례 분석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코미셰 오퍼 베를린 <마술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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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의 공연예술에서는 첨단 기술과 영상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형

태의 공연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러티브와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애니

메이션이 공연예술에 접목되고 있으며, 오페라 공연에서도 색다른 연출 

방식의 일환으로 애니메이션을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연출가 해석이 가미된 레지테아터(Regietheater) 연 출은 다양한 시도

와 구현 방식으로 주요 음악 페스티벌과 극장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오페라 공연에서 영상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시공간성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졌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도입은 여러 관점에서 오

페라 공연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오페라 공연에서 나타나는 레지테아터 연출의 이상적인 

요건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

을 활용한 코미셰 오퍼 베를린의 <마술피리 Die Zauberflöte> 프로덕션

을 사례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된 애니메이션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애니메이션이 오페라 공연에 

접목되었을 때 창출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오페라 공연에서 레지테아터 연

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레지테아터, 모차르트, 마술피리, 코미셰 오퍼 베를린, 애니

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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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통적인 공연예술은 연주자 또는 출연자가 제공하는 공연

(performance)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공급

자 중심의 공연문화는 관객을 수동적 수용자로 고착시켜 무대와 

객석 사이의 간극을 확대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최근 들어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대중의 문화소비 증가와 함께 전통적인 

관객층에서도 옴니보어(omnivore)1)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다층

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관객들의 문

화적 취향 변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연이 기획․제작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영상기법의 도입이나 IT의 접목, 

친절한 해설이 있는 공연, 관객의 참여 유도 등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관객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 증진과 몰입도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상 매체 기술을 활용한 독특한 형

태의 공연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예술과 기술의 상호작용과 융합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오페라 공연 분야에서도 영상 매체를 활용한 작품 제작과 같

은 다양한 연출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영상 매체의 일환으

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오페라 공연이 국내에도 소개된 바 있

다. 내러티브와 영상으로 이루어진 시청각 매체라 할 수 있는 애

니메이션은 시청각적 이미지의 영상 언어를 통해 수용자로 하여

금 새로운 미적 체험을 선사한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수많은 기

법은 다양한 텍스트를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페라 공연에서 활용되던 초기의 애니메이션 영상은 무대 장치

의 대체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작품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독일의‘코미

1) R. A. Peterson, & A. Simkus, How musical tates mark occupational 

status groups, in Michèle Lamont, Michael Fournier(Eds.). 

Cultivating Differences: Symbolic Boundaries and the Making of 
Inequal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p.15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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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 오퍼 베를린(Komische-Oper-Berin)’2)에서 제작한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의 오페라 <마술피리 (Die 

Zauberflöte)>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프로덕션은 코미셰 

오퍼 베를린의 예술감독인 베리 코스키(Barrie Kosky)의 주도 하

에‘극단 1927’3)이 참여한 것으로 애니메이션 영상을 기반으로 

한 오페라 공연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들에 의해 구현된 <마술피

리>는 일반적인 오페라 무대 혹은 영상 매체가 가지고 있는 각각

의 형식을 넘어서 독특한 형태의 전방위적인 새로운 무대를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페라 공연에서 새로운 무대의 변화는 연출가에 의해 시도

된다. 연출가 해석 중심의 이른바 레지테아터(Regietheater) 연

출은 구현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며, 오페라계의 수

용과 비판 속에 보편적인 양식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독특

한 형태의 프로덕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코미셰 오퍼 베를린의 

<마술피리(2012)>는 모차르트의 고전 오페라인 <마술피리(1791)>

에 동시대적 요소를 가미시켜 새롭게 재탄생시킨 레지테아터 연

출 작품이다. 다소 정형화된 오페라 공연에 판타지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결합하면서, <마술피

2) 베를린 베흐렌스트라세에 위치한 코미셰 오퍼 베를린은 1892년 ‘운 

터 덴 린덴’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다. 코미셰 오퍼 베를린은 세계 

음악극(오페라, 징슈필, 오페레타, 뮤지컬 등) 무대에서 유행을 선도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1920년대에는 오페레타의 유행을 선도했

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발터 펠젠슈타인’이 새로운 형태의 

오페라 공연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유럽의 많은 극장들 역시 변화하

기 시작했다. 코미셰 오퍼 베를린은 특유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새로운 오페라를 만들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코미셰 오퍼 베를린

과 영국 1927그룹의 오페라 <마술피리> 프로그램」,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2017, p.15.

3) ‘극단 1927’은 애니메이션, 연극, 라이브 음악을 결합한 독특한 형

태의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애니메이터이자 일러스트레이터 ‘폴 

배릿’과 작가 ‘수잔 안드레이드’가 창단했으며 이후 배우‘애즈머 

애플턴’,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릴리안 헨리’가 합류했다. 작가, 

애니메이터, 배우, 작곡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에 의해 기획되

고 있는 개성 있는 스타일이 ‘극단 1927’의 가장 큰 특징이다.



4

리>가 고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관객에게 친화력을 선

사함은 물론 작품에 대한 이해력과 몰입도, 상상력을 무한대로 

확장시켰다. 

그동안 국내 오페라계에서는 원작에 충실한 연출은 주로 

‘고전 연출’이라 부르고, 이와 달리 연출가에 의해 재해석된 

연출은 ‘현대 연출’이라 구분하여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구별 

방식은 그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오페라 연출에 대한 이해

와 해석을 놓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유지하기에 어렵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레지테아터 연출’ 개념을 살펴보며 소위 ‘현대 

연출’이라 하는 연출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

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이를 확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코미셰 오퍼 베를린의 <마술피리>

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레지테아터 연출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

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연된 바 있는 이 프로덕션에 도입된 

연출 특징과 강점을 통해 오페라 공연에서 구현되는 연출 방식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레지테아터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오페라 공연의 새로운 동향 : 레지테아터 연출

1) 연출의 중요성 대두 : 바그너의 음악극

근대적 의미의 오페라 형식을 갖춘 작품은 16세기 말 이탈리

아 피렌체의 귀족집단인 ‘카메라타(camerata)’에 의해 탄생했

다.4) 카메라타 그룹에 의해 재현된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 비극으

4) 카메라타는 1697년 피렌체의 백작 바르디(Giovanni Bardi)의 후원으

로 조직된 귀족집단으로, 시인과 작곡가는 물론 귀족 계급의 음악가

와 인문학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 비극을 연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음악을 창안하고자 했으며, 시인과 작곡가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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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중 계몽에 목적을 둔 것으로 카메라타는 르네상스 운동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바로크 시대로 지칭되는 17-18세기에 

이르러 오페라 장르의 음악 기법이 확립됐으며, 이후 몇 세기 동

안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며 형식과 특징에 따라 여러 종류의 오

페라로 파생되었다. 

오페라 역사에서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는 중요

한 전기를 마련한 이로 설명된다. 그는 음악과 극의 유기적 연관

성을 총체적으로 주장하며 여러 종류의 예술을 하나로 집대성시

킨 인물이다. 바그너 이전의 오페라는 주로 음악에 비중을 둔 예

술작품이었다면, 바그너가 스스로 칭한 그의 음악극은 종합예술

작품(Gesamtkunstwerk)으로 설명하기도 한다.5) 특히 바그너는 음

악과 극으로 규정된 대본만으로는 완벽한 음악극을 창조하는 작

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오페라 공연에서 연출의 비중을 극

대화시켰다. 즉 오페라는 연출을 통한 무대에서의 실현(Vergegen- 

waertigung)을 통해 비로소 오페라의 음악과 극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바그너 이론의 핵심이다.6) 당시 바그너의 추종자

들은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구상하며 추상적·상징적 형태의 연

출과 무대를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조명 기술, 원형 파

노라마, 회전 무대 등을 고안해냈다. 무대 미술가로서 혁신적 연

출 방식을 주장한 아피아(Adolphe Apia, 1862-1928), 음악과 회

화적 상상력을 연출의 주요 과제로 인식한 크레이그(Edward 

Gordon Craig, 1872-1966)7)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연출과 무대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주장하며 오페라 공연에 새로운 기술력을 

갖춘 무대 공간을 창조했다. 

이와 같은 시도는 당시 현대 극작품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

으며, 극작품이 희곡적 범주에서 벗어나 예술이 갖는 고유의 특

연스럽게 연극과 음악 사이에 관계를 발전시켰다. 

5) 신동의, “바그너의 오페라 미학: 오페라「파르지팔」을 중심으로”,

『이화음악논집』 제10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6, p.134.

6) 조수철 외, 『바그너와 우리』, 삶과 꿈, 2013, p.150.

7) 남상식, “E.고든 크레이그 연구: 공간구성으로서의 무대연출에 대하

여”, 『한국연극학』 제15호,  한국연극학회, 2000,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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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시각적 부분까지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8) 특히 바그너의 

작품만을 공연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Bayreuther Festspiele)

은 차후 레지테아터 연출의 중요한 실험장으로 변모한다. 

2) 레지테아터 연출의 의미

‘레지테아터(Regietheater)’는 독일어로 ‘발명된 어떤 

것’을 의미한다. 주로 극작품이 공연된 이후 평론가들의 토론을 

들어보면, 연출에 대한 동의부터 불만에 이르기까지 이 용어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9) 레지테아터는 두 

가지 의미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극(텍스트)이 음

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다.10) 오페라의 특성상, 음악은 정

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출가는 주로 극(텍스트)을 변환하거나 

의미를 재해석하는 방식을 시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출가는 

작품의 음악만큼이나 극(텍스트)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의

미로 사용된다. 둘째, ‘주로 자극하거나 비난할 목적의 용어’

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에도 이 용어가 사용된다.11) 이

는 원작과 연출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작품을 변형시키거나 해체

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레지테아터 개념과 용어의 도입 및 시점에 관해 논쟁의 여지

가 있지만, 바그너, 라인하르트(Max Reinhart,1873-1943), 스타

8) 한원균, 「아돌프 아피아와 요셉 스보보다의 무대구성 스타일 비교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6.

9) 레지테아터(Regietheater)는 독일어의 복합명사로 ‘극작품 연출’을 

의미하는 ‘Regie’와 ‘극장’을 나타내는 ‘Theater’의 합성어이

다. 이 두 낱말은 고전어인 그리스어와 라틴어로부터 유래되었다. 

‘Regie’라는 낱말은 18세기 말부터 독일어로 사용되었고, 라틴어의 

‘Regere’부터 프랑스어 ‘Regie’를 거쳐 유래되었다. 또한 그리스

어로 ‘Théatron’은 장소를 의미하는 낱말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곳이며 ‘Theater’는 프랑스어 ‘Théâtre’를 거쳐 17세기경 독일에

서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서는 Helen M.         

Greenwald, The Oxford handbook of Opera,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582.

10) Helen M. Greenwald, 위의 책, p.582.

11) Helen M. Greenwald, 위의 책, p.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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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슬랍스키(Konstantin Sergeevich Stanislavskii, 1863-1938) 

등에 의해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또한 연출가 프로이스

(Philipp Preuss, 1974- )의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가 레지테아터의 고안자이다”라는 색다른 

주장도 뒤 따른다.13) 한편 국내 오페라계에서는 레지테아터 연출

은 ‘연출가 연극’ 혹은 ‘현대적 연출’이라는 표현으로 사용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용어지만, 연출가의 지극히 

개인적 주관에 의한 연출 방식을 지칭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

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레지테아터 연출의 개념 및 구현 방식

레지테아터의 전반적인 개념은 ‘서브 텍스트’의 원리로 설

명할 수 있다. 한 개인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말이나 글로 

표현된 언어 이면에는 함축과 암시를 내포하는 경우가 있다. 서

브 텍스트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성향에 

따라 받아들이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14) 이를 토대로 바라본 레

지테아터 연출의 중요한 측면은 연출가가 인지한 서브 텍스트를 

시각화하려는 점이다. 

레지테아터 연출을 구현하기 위해 연출가는 시공간의 변화, 

등장인물의 캐릭터 변형, 전체 극 혹은 일정 부분의 극의 변경 

등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과연 어떠한 부분까지 재해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이러한 레지테아터 연출의 구현 방식은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퀴넬(Jürgen Kühnel)15)은 무대 

12) Englhart Andreas, Das Theater der Gegenwart, C. H. BECK, 2013,  
 p.27.

13) Margarete Affenzeller, Philipp Preuss:Shakespeare ist quasi    

 Erfinder des Regietheaters, STANDARD, 2016.1.22,               

 http://derstandard.at/2000029572137 (검색일: 2018.1.14) 참조

14) Helen M. Greenwald, 앞의 책, p.591.

15) 문학가이자 학자인 퀴넬(Jürgen Kühnel,1944- )은 슈투트가르트 대  

  학교에서 독일어, 역사 및 정치학, 그리고 연기를 공부했다. 또한   

  지겐 대학교에서 약 30년 동안 문학, 연극 및 영화 연구를 가르쳤   

  다. 이 밖에도 19-20세기 문학과 음악에서 중세시대의 역사, 유럽의  



8

연출, 드라마 재해석, 서술적 변환, 의미론적 변환과 같은 네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퀴

넬이 제시한 레지테아터 구현 방식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

다. 

 

유형 구현 방식

무대 연출 상징적·우화적 연출

극의 재해석 극(텍스트)을 기초로 각색한 접근법

서술적 변환 작품의 시간대 이동

의미론적 변환 연출가의 정신적인 반사 작용 혹은 반응을 연출
 

출처 : Helen M. Greenwald, 앞의 책, p.592 내용을 재구성

표 1. 퀴넬이 주장하는 레지테아터 연출 구현 방식

첫째, ‘무대 연출’은 무대나 의상, 소품 등 전반적인 무대 

미술을 오브제로 표현한 경우이다. 특히 미니멀리즘(minimalism) 

무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사실적 무대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지닌 무대를 작품에 드러낸다. 둘째, 극(텍스

트)을 각색한 ‘드라마 재해석’이 있다. 연출가가 원작의 극(텍

스트)을 일부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출한다. 

셋째, 원작에서 제시하는 작품의 배경을 연출가가 구상하는 시간

대로 변환시키는 방식을 ‘서술적 변환’이라고 한다. 주로 고전 

작품을 현대의 시간대로 이동하거나, 혹은 지정한 어느 시간대로 

이동시킨다. 넷째, 다른 연출 방식보다 더욱 내적인 접근법으로 

‘의미론적 변환’이 있다. 이는 원작에서 제시하고 있는 극(텍

스트)보다 연출가의 정신을 작품에 더욱 깊게 내재시킨 경우에 

  연극과 음악 극장의 역사 등 중세 시대의 독일과 유럽 문학사에 관  

  한 수많은 저서를 저술했는데, 특히 바그너의 오페라, 비교 문학,   

  극장 역사, 영화 및 영화 분석에 관한 연구로 유명하다. 한편 잘츠  

  부르크 페스티벌의 잘츠부르크 심포지엄(Salzburg Symposia)의 창립  

  자이자 주최자 중에 한 명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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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연출 방식이 구현되고 있지만, 기본

적으로 레지테아터 연출은 주로 이와 같은 연출 방식으로 구현되

고 있다.  

4) 레지테아터 연출의 대립 개념 : 원작에 충실한 연출

(werktreu) 

살핀 바와 같이 레지테아터 연출은 연출가의 재해석을 나타

내는 연출 방식이다. 이와 달리 원작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원작에 충실한 연출 방식을 ‘베르크트로이

(werktreu)’라 한다. 레지테아터 연출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오

페라의 종주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오페라는 극적 

요소보다는 음악을 중시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원작에

서 제시된 시대적 배경을 기반으로 재현한 연출, 즉 원작에 충실

한 연출이 대부분이었다.

작품의 시대와 배경에 따라 원작에 충실한 연출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작업이 현대에 이르러 많은 제약이 따른다. 약 1-2백 

년 전에 작곡된 작품의 극(텍스트) 혹은 원작의 작품 배경에 나

타나는 예술 양식을 오늘날에 완벽하게 재현하는 작업은 간단치 

않다. 또한 원작에서 제시하는 언급 대상과 연상 작용에 대한 해

석이 오늘날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16) 동시에 음악적 표현 양식

에서도 변화를 수반한다. 악기의 기능이 변형된 것은 물론, 연주 

기법의 변화, 연주자의 기량에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바로

크 시대의 음악을 오늘날에 그대로 옮겨와 악보 그대로 연주를 

시도하는 작업 자체가 이미 어려운 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시대

상과 음악사의 변화, 그리고 연주자의 연주 기량의 변화 등을 고

려할 때 원작에 충실한 연출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난해한 부분이 

있다. 

16) Helen M. Greenwald, 앞의 책, p.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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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지테아터 연출의 확산 배경과 미디어의 활용 

1) 레지테아터 연출의 확산 배경과 동인

레지테아터 연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음악 페스티벌, 주요 극장과 연출가들에 의해 본격적으

로 확산되며 이른바 ‘레지테아터 시대’가 열렸다. 특히 195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이 재개관된 이후, 빌란트 바그너(Wieland 

Wagner, 1917-1966)가 페스티벌의 감독을 맡은 이후, 연출 방식

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무대 장치는 간소화하고 무대의 중심

을 가수의 노래와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또한 프로

이드(Sigmund Freud, 1856-1939), 융(Carl Gustav Jung, 1875-1961)

의 이론을 작품에 옮겨오면서 정신분석학을 통해 등장인물의 관

계를 나타내고 더불어 심층심리학을 결합시켰다. 색상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인지학의 창시자인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이론을 적용해 연출 기법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켰

다.17) 이 시기에 선보인 연출은 페스티벌이 재개한 초반에는 비

록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종국에는 오페라 연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Salzburg Festival)18) 역시 레지테아터 

연출을 주도적으로 선보였다. 배우이자 연출가로서 극장을 경영

한 라인하르트에 의해 1920년에는 페스티벌의 첫 번째 작품으로 

호프만스탈(Hugo von Hofmannsthal, 1874-1929)의 <예더만 

Jedermann>을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당시 이슈를 일으켰

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라인하르트의 획기적인 연출 방식으

로 주목을 받았으며, 차후에는 지휘자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1908-1989)이 페스티벌에 매번 참여하면서 더욱 유명해

졌다. 카라얀 사후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은 더욱 혁신적인 기획과 연출 방식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17) Helen M. Greenwald, 위의 책, p.584.

18) 1920년 합스부르크 제국의 몰락 이후, 오스트리아의 바로크 및 가톨  

 릭 문화유산을 재발견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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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했다.19) 

코미셰 오퍼 베를린(Komische-Oper-Berin)의 창시자인 펠젠

슈타인(Walter Felsenstein, 1901-1975) 역시 당시 레지테아터 

연출을 주도했다. 연출가인 그에게 오페라를 구성하는 요소 중, 

극(텍스트)은 음악만큼이나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라 인식하고 

가수는 물론 합창단까지 노래하는 배우로서 정확한 연출 디렉션

을 요구했다.20) 뿐만 아니라, 코미셰 오퍼 베를린에서 공연하는 

거의 대다수의 오페라 작품을 독일어로 번안 공연했다. 이는 외

국 오페라 작품을 국내 관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편의를 도운 

것이다. 당시 소규모 형태의 극장에서 20세기의 오페라, 오페레

타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자국의 언어로 공연된 만으로도 큰 혁

신과 변화를 일으킨 셈이다.21) 

2) 레지테아터 연출에서의 영상 매체 활용 

21세기에는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전되며 오페라 공연에서도 

과학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학

기술을 반영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연출가의 콘셉트 상, 기존의 

무대와는 다른 형태의 무대 장면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타 예술 장르를 도입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시도 중, 특히 영상 매체를 활용한 무대 장면의 

새로운 시각적 접근과 이미지 도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 당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공연된 작품 레퍼토리는 스트라빈스  

  키(Igor Stravinsky),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베르크(Alban  

  Maria Johannes Berg), 바일(Kurt Weil) 등 주로 당시 활동했던 작  

  곡가들의 작품이 공연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사순옥, “문화예술축  

  제의 성공과 지역의 발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독일언어문   

  학』 제28호,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05, p.263.

20) Helen M. Greenwald, 앞의 책, p.586.

21) 그가 연출한 오페라 작품 중, <오텔로 Otello>, <호프만의 이야기   

  Les Contes d’Hoffmann>, <푸른 수염 영주의 성 A Kekszakallu    

  herceg vara>, <영리한 암여우 Příhody lišky Bystroušky> 등이 밀  

  케(Georg Mielke)에 의해 독일의 ‘독일 드라마 공화국’(German   

  Dramatic Republic)에서 영화로 제작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Helen  

  M. Greenwald, 위의 책, p.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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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공연에 영상 매체가 도입되면서 작품에서 내포하고 

있는 4차원의 시공간 개념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특

수효과의 일환으로 프로젝션 매핑22)을 공연에 도입하면서 일반적

인 무대에서는 구현되기 어려웠던 시간대와 공간감, 상상의 세계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되며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

다.23) 이렇듯 새로운 형태의 시각적 요소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영상 매체를 통해 고전적 성향을 가진 오페라 작품과 

현대적 요소인 영상 매체가 협력하여 조응(corresponding)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무대 장면의 표현 측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자, 관객의 입장에서는 상상력과 감성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무대 공간 및 새로운 시각 언어와 이

미지 생산을 통해 심미적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통일성과 조화는 관객의 감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까지 한다. 

바그너가 주장했던 종합예술작품 역시 음악과 극이 시청각 예술

과 융합하여 관객에게 정서적 감동을 극대화 시키는 데에 있다고

도 볼 수 있다. 오늘날 오페라 공연에서 영상 매체의 활용하는 

점은 바그너 시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정서적 공감을 자극하는 

효과적 수단인 것으로 살필 수 있다. 

3) 분석 모형 : 이상적인 레지테아터 연출의 요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페라 공연에서 원작에 충실한 연출과 

레지테아터 연출이 병행되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예술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일상의 먼지부터 씻어 주는 것이다.”는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직유를 살핀다면, 이러한 

22) 프로젝션 매핑은 공간 혹은 물리적 오브제에 빛을 투영시켜 그 빛을  

 본래 물리적 형태와는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나타낸다. 이런 공간  

 과 오브제에 영상을 매핑하며 그 안에 나타나는 시각적인 착시나 환  

 상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수연, “프로젝션  

 매핑을 사용한 3D  애니메이션의 공간에 따른 활용 사례 분석 연    

 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제33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3, p.452.

23) 이수연, 위의 논문, pp.459-4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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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은 오페라 공연의 변증법적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논의로 해

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레지테아터 연출 방식 중에서도 특히 영상 매체 

기술의 도입을 통해 관객의 호응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연출

의 한 흐름으로써 수용성을 열어 두고 있다. 다만, 원작이 가지

고 있는 작품 고유성에 대한 지나친 연출가의 주관적 해석과 실

험만을 위주로 시도한 경우, 작품의 해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즉 예술성과 대중성의 대립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레지테아터 연출에서 일정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은 

이상적인 레지테아터 연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이상적인 레지테아터 연출의 요건 

첫째, 원작의 본질과 소통이 전제된 연출의 구현이다. 설득력 

있는 레지테아터 연출은 관객의 입장에서 원작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새로운 이해와 감동을 가질 수 있다. 레지테아터 

대표 연출가로 알려져 있는 ‘콘비츠니(Peter Konwitschny, 

1945- )’는 레지테아터 연출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하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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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 우리 삶의 형태는 조

금씩 달라진다. 그러므로 과거의 오페라 작품을 동시대인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연출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콘비츠니의 주장처럼 연출가는 원작자가 작품에 제시한 본질

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무대 공간을 통해 유형의 공연물로 구현하

며 관객과 소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페라의 극(텍스

트)의 대다수는 특정 사회상을 배경으로 한 인간의 보편적 속성

을 그려냄으로써 인간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

다. 

공연예술 장르에서 소통은 무대와 객석 사이의 소통이라는 

일차적 과정을 통한 배우와 관객 간의 예술적 소통이다. 동시에 

감상(appreciation)이라는 상호 작용과정에서 원작자가 작품에 

제시한 사회상,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선대

(predecessor)와 후대(posterity)가 조우하는 소통의 공간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필 때, 과거의 원작을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해석한 작품은 관객에게 이해와 감동을 

넘어서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며 이 같은 점은 레지테아터 연

출에서의 관심 사항이어야 한다. 

둘째, 원작의 텍스트에 기반을 둔 연출이다. 오페라의 제작 

과정에서 살펴보면, 레지테아터 연출이 구현된 작품은 시대 환경

의 변화에서 오는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로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고전 작품에서 등장하는 몇 세기 전의 무

대, 의상, 소품을 오늘날에서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오페라의 본 고장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

서는 원작 시대의 무대 상황을 재현해낼 수 있는 전문가나 장인

이 생존하고 있어 근접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있지만, 역

사적 상상력에 의한 재현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더욱이 유럽 문

24) 이용숙, “도쿄 니키카이 오페라단 ‘맥베스’ 연출한 독일 거장 페  

 터 콘비츠니”, 중앙선데이, 2013.05.11,                          

 http://news.joins.com/article/11493758 (검색일: 2018.4.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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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권을 벗어난 제3의 공간에서 원작의 무대를 있는 그대로 재현

하는 작업은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시대를 변

형시킨 연출 방식의 구현은 시공간적 한계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자국의 상황에 맞게 현지화를 시도하는 연

출은 관객에게 보다 현실감과 친근감을 더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

적이다. 하지만, 연출가의 주관적 해석만이 난무하거나 혹은 지

나치게 외향적인 측면만 강조한다면 원작에서 추구하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등장인물에 대한 극단적인 캐릭

터 설정, 극과는 무관하게 설정된 자극적인 연출 등이 원작을 왜

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원작에 충실한 연출에 익숙해져 있는 관객의 입

장에서는 레지테아터 연출에 의한 오페라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

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연출가에 의해 무대화되는 연출

과는 달리 한편으로는 지휘자, 가수, 오케스트라를 통해 구현되

는 음악 사이의 괴리감으로 관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다. 즉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오늘날에 연주하는 것은 대체적

으로 동일하지만, 바로크 시대의 음악과 함께 재해석된 무대의 

구현은 청각과 시각의 부조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

다.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페라 공연의 기본적 요

소 중 하나인 음악 역시 고려하여 음악적 요소에 기반을 둔 해석

과 연출이 필요하다. 또한 음악적 요소의 고려와 함께 극적 요소

의 연출에 있어서 원작 텍스트에 대한 충실한 해석과 명확한 캐

릭터 분석에 기반을 둔 연출이 요청된다. 즉 연출가의 새로운 해

석에 의해 재현되는 레지테아터 연출 과정에서도 작곡가의 음악

은 해석의 범주에서 강조되어야 할 요소이다.   

셋째, 사회 및 관객과 소통하는 연출이다. 레지테아터 연출

이 구현된 작품은 공연 이후에 연출가의 작품 해석에 대한 논의

를 필두로 한다. 이는 관객이 느끼는 작품에 대한 소회, 관객으

로서의 개인과 개인은 물론 평론가와 관객 사이의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새로운 시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반영하는 

언론 및 오페라 관계자 사이의 이슈와 논점 등을 토대로 작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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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무대와 객석 및 사회와의 소통은 레지테아터 연출

의 기획 및 제작 전반에 이르는 오페라계에 다양한 의견을 조합

해 볼 수 있다. 관객의 동의를 얻은 연출과 그렇지 못한 연출의 

작품은 철저하게 구분된다. 이렇듯 찬반 논란이 담긴 여론의 호

응과 관심은 오페라 계에 발전을 가져오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현

상이다.   

Ⅲ. 코미셰 오퍼 베를린의 <마술피리> 프로덕션

1. 오페라 <마술피리> 작품 고찰

1) <마술피리>의 등장인물 캐릭터 및 줄거리

<마술피리>는 오페라의 여러 종류 중 징슈필(Singspiel)25)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핀란드 동화집에 삽입되어 있는 이슬람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남녀가 겪는 시험과 

고초를 통과해 마침내 사랑을 이루는 ‘고대 시련 소설’의 형식

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기본적인 극의 진행에 모차르트는 또 

다른 의미를 넣는다. 모차르트는 자신과 이 작품의 대본가인 쉬

카네더(Emanuel Schikaneder, 1751~1812)가 함께 가입한 ‘프리

메이슨(Freemason)’26)에서 주장하는 이상을 작품 내에 투영시켰

다. 특히 극 중에 등장하는 자라스트로의 성은 곧 프리메이슨의 

세계를 구현한 곳이다. 이는 지혜와 이성과 자연이 삼위일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삶의 길을 제시하는 세계로 표방하였

다. 또한 극 중에 등장하는 마술피리 역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음악이 인간을 조화로운 세계로 이끈다는 철학의 

25) 징슈필은 오페라 중간 연극처럼 중간에 대사가 들어있는 독일어 노  

 래극이다. 

26) 18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 시민주의적·인도주의적 우애를 목  

 적으로 하는 비밀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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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이다. 이성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최가 아니라, 이성

과 감성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음악의 궁극적인 이상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27)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줄

거리와 캐릭터는 더욱 극대화된다. <마술피리>의 등장인물들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마술피리> 주요 등장인물 캐릭터

 

작품의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미나의 초

상화를 본 타미노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진다. 이후 밤의 여왕이 

타미노에게 자신의 딸을 자라스트로로부터 구해오라고 명령한다. 

타미노 왕자는 무기로 마술피리와 마술방울을 받아 파파게노와 

함께 파미나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한편 파미나는 모노스타

토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밤의 여왕과 자라스토로 사이에서 갈

등한다. 자라스트로를 악당으로 오해한 타미노는 그가 철학자임

27) 「3色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프로그램」, 서울시오페라단,    

   2012, p.8 

등장인물 캐릭터

타미노

(Tamino)

진정한 사랑을 위해 시련과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남자 주인공

파미나

(Pamina)

자라스트로와 ‘밤의 여왕’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자 주인공 

밤의 여왕

(Konigin der 

Nacht)

‘밤’으로 상징된 감성의 세계 여왕.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갇힌다 

자라스트로

(Sarastro)

‘낮’으로 상징된 이성의 세계 철학자. 

어두운 세상을 구원한다

파파게노

(Papageno)

새잡이로 등장하며 작품에서 코믹한 요소를 극대화 

시킨다

파파게나

(Papagena)

파파게노를 시험하지만 결국 그와 예쁜 사랑을 

이룬다

모노스타토스

(Monostatos)

자라스트로의 노예로, 파미나를 취하기 위해 

괴롭히다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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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깨닫는다. 이어서 타미노는 이성의 세계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시련을 극복하고 차후에는 파미나의 도움으로 최종 시험에 통과

한다. 결국 여러 오해를 풀고 현자인 자라스트로는 밤의 여왕을 

이기며 타미노 왕자와 파미나 공주는 행복한 결실을 맺는다. 또

한 파파게노 역시 연인인 파파게나를 만나 사랑을 이룬다.

2) <마술피리>의 음악적 요소

오페라 <마술피리>는 대사가 자주 등장하는 징슈필의 특징을 

갖추면서도 아리아와 중창, 합창 등의 음악적 요소가 잘 갖추어

진 작품이다. 특히 극 중에서 밤의 여왕이 부르는 ‘지옥의 복수

가 내 마음에 끓어오르고 (Der Hölle Rache koche in meinem 

Herzen)’는 이 작품의 대표 아리아라 할 수 있다. 오페라 작품

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극(텍스트)는 작곡가가 제시

한 음악을 통해 전달될 때, 더욱 명확한 메시지와 표현력을 갖게 

된다. <마술피리>에서 등장하는 주요 아리아와 중창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마술피리> 주요 아리아 및 중창

주요 아리아 및 중창 내용

이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Dies Bildnis ist bezauberng 

schön

파미나의 초상화를 본 타미노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다

지옥의 복수가 내 마음에 

끓어오른다 

Der Hölle Rache koche in 

meinem Herzen

밤의 여왕은 딸에게 자라스트로를 

죽이라고 분노하며 노래한다

사랑하는 타미노! 

Tamino, mein!

파미나와 사랑에 빠진 타미노는 

자라스트로 세계의 일원이 되기 

위해 불과 물의 시험을 통과한다.

파 파 파!

Pa pa pa!

짝이 없어 슬퍼하던 파파게노도 

본인과 어울리는 파파게나를 만나 

행복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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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미셰 오퍼 베를린의 <마술피리>에서 활용한 애니메이션 

1) 등장인물 캐릭터의 상징성 부각

그림 2.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등장인물 캐릭터28) 

첫째, 밤의 여왕의 캐릭터는 거미로 표현하며 상징성을 나타

낸다. <그림 2-1>을 참고하면 밤의 여왕은 거대한 다리를 가진 

거미로 등장하는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가 시작되면서 부터 거미

줄로 파미나를 가두거나 단도를 던지는 애니메이션 장면이 그녀

의 캐릭터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28) 원작에 충실한 연출 사례: 서울시오페라단, 3色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 사진 첨부, 애니메이션 활용 사례: 코미셰 오퍼    

 베를린, 미네소타 오페라(Minesota Opera)의 <마술피리> 홍보 영상  

 편집 https://youtu.be/8XdDPgpdPwI,https://youtu.be/5SU-so9TgF4,  

 엘에이 오페라(LA Opera) <마술피리> 홍보 영상 편집,              

 https://youtu.be/lS8m-ulLOK (검색일: 2018. 04. 30) 참조

순번 등장인물
원작에 충실한 연출 

사례

애니메이션 활용 

사례

1

밤의 여왕

Konigin der 

Nacht

2
모노스타토스

Monostatos

3
자라스트로

Sara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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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스트로의 세계에 있는 딸을 자신의 곁에 머무르도록, 자

신의 세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둬두고 싶은 심리가 이미지

를 통해 시각적으로 더욱 강조되었다. 특히 밤의 여왕이 부르는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고(Der Hölle 

Rache kocht in meinem Herzen)’가 진행되면서 더욱 감정에 격

해지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밤의 여왕이 단도

를 던지고 피로 물드는 장면은 자신의 복수심을 표현하거나 증오

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관객으로 하여금 밤의 여왕의 정

서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둘째, <그림 2-2>를 참고하면 모노스타토스의 캐릭터와 정서

는 그가 끌고 다니는 개를 통해 더욱 상징성이 극대화된다. 특히 

평소 고양이를 끌고 다니는 파파게노를 만났을 때 깜짝 놀라는 

그의 정서는 개가 과장되게 놀라는 모습을 통해 표현된다. 또한 

파미나를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 괴롭히는 장면에서는 그가 끌

고 다니는 개들이 사람보다 더 큰 크기로 그려지는 동시에 위협

적인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보이게 만들며, 모노스타토스의 캐릭

터를 보여주는 동시에 파미나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에 관객들

이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장치로서 애니메이션이 효과적으로 활

용된다. 

셋째, <그림 2-3>을 참고하면 자라스트로의 생각을 표현하는 

이미지는 그가 추구하는 세계관을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머

릿속에는 다섯 가지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각각 진실

(wahrheit), 지혜(weisheit), 노동(arbeit), 예술(kunst), 현명

함(klugheit)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섯 가지의 텍스트가 의미하

는 것은 자라스트로가 추구하는 낮의 세계(이성의 세계)를 이루

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다량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즉시 발현되는 이미지

와 단어(텍스트)로 표현하며 캐릭터의 즉각적인 인지를 효과적으

로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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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텔링의 극대화 기능

그림 3.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장면29)

밤의 여왕과 시녀들이 타미노 왕자에게 공주를 구해오라고 

부탁하는 도입부 장면은 이야기 구조상 관객으로 하여금 ‘나쁜 

마법의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하는 왕자의 미션’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3-1>을 확인해보면 이러한 구조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요소로서 애니메이션은 타미노가 쉴 새 

없이 달리는 움직임, 그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숲속 장면, 사

악한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으로 연출되어 미션에 따른 고난

의 정도와 긴박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29) 원작에 충실한 연출 사례: 서울시오페라단, 3色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 사진 첨부, 애니메이션 활용 사례: 코미셰 오퍼    

 베를린, 미네소타 오페라(Minesota Opera)의 <마술피리> 홍보 영상  

 편집 https://youtu.be/8XdDPgpdPwI,https://youtu.be/5SU-so9TgF4,  

 엘에이 오페라(LA Opera) <마술피리> 홍보 영상 편집,              

 https://youtu.be/lS8m-ulLOK (검색일: 2018. 04. 30) 참조

순번 내용
원작에 충실한 연출 

사례

애니메이션 활용 

사례

1

도입부: 

타미노 

왕자가 

파미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장면

2

극 중 

대사의 

대체제로 

처리된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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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중 대사는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대신 <그림 3-2>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무성영화 속 자막처럼 처리되어 관객에게 전달되

었다. 대사를 축약된 형태의 시각적인 자막으로 드러내어 극적이

고 속도감 넘치는 전개에 힘을 실어주었고, 청각에만 의존했을 

때 자칫 놓칠 수 있는 언어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면서 의

미 전달의 높은 효과를 불러왔다.

3) 음악 텍스트의 보완 효과

그림 4.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장면 표현30)

30) 원작에 충실한 연출 사례: 서울시오페라단, 3色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 사진 첨부, 애니메이션 활용 사례: 코미셰 오퍼    

순번
아리아 

및 중창

원작에 충실한 연출 

사례

애니메이션 활용 

사례

1

파파게노와 

파파게나 

이중창

‘파파파’

2

밤의 여왕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

오르고’

3

모노

스타토스 

아리아 

‘모두가 

사랑을 

나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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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중 등장하는 파파게노와 파파게나의 이중창‘파파파(Pa, 

Pa, Pa)’에서 사랑에 빠져 행복해진 두 사람은 앞으로 생겨날 

아이들을 상상하며 제2, 제3의 파파게노와 파파게나를 만들자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맹세한다. 극 중 등

장인물들이 아리아를 부르는 동안 무대미술의 뛰어넘는, 가사에 

충실한 그림들이 펼쳐진다. <그림 4-1>을 참고하면 이들의 꿈꾸

는 미래의 저택, 그리고 늘어나는 자녀들의 모습까지 기본의 작

화 혹은 설치 중심의 무대를 기반으로 한 공연에서는 쉽게 구현

되기 힘든 장면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묘사되면서 텍스트가 지닌 

의미 전달의 효과성 또한 다감각적으로 더욱 극대화가 된다.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

고(Der Hölle Rache kocht in meinem Herzen)’에 맞춰 등장하는 

장면은 딸인 파미나에게 단도로 자라스트로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모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내용의 가사를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 가사에 담긴 의미를 극대

화시킨다. <그림 4-2>에서 살펴보면 극 중 아리아의 가사의 의미 

전달 수단으로 거미줄로 옭아맨 자신의 딸 파미나를 향해 빨간 

피로 물든 단도를 던지는 애니메이션 움직임, 딸의 온몸을 뒤덮

는 벌레들의 모습과 같은 이미지는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며 복수

심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밤의 여왕의 정서를 관객으로 하여금 직

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파미나의 침실에서 모노스타토스는 아리아 ‘모두가 사랑을 

나누는데(Alles fühlt der Liebe Freuden)’를 부르며 자라스트

로에게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미나에 대한 욕정을 

계속 표현한다. <그림 4-3>을 참고하면 출연 가수들은 한 침대에

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지만, 무대에는 모노

스타토스의 욕정을 상징하는 검정 손들이 침대 주변을 에워싸는 

 베를린, 미네소타 오페라(Minesota Opera)의 <마술피리> 홍보 영상  

 편집 https://youtu.be/8XdDPgpdPwI,https://youtu.be/5SU-so9TgF4,  

 엘에이 오페라(LA Opera) <마술피리> 홍보 영상 편집,              

 https://youtu.be/lS8m-ulLOK (검색일: 2018. 04.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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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이 등장한다. 단순히 노래만 들었을 때 보다 함께 수

반되는 시각적인 움직임을 통해 모노스타토스가 표현하는 욕정은 

더욱 극대화되어 캐릭터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Ⅳ. 오페라 공연에 활용된 애니메이션 기능 평가

1. 오페라 공연에서 활용된 애니메이션의 강점

1) 등장인물의 명확한 캐릭터 표현

작품의 원작에서 제시된 등장인물이 무대에 출연할 때에는 

시공간은 물론 환경적 조건뿐 아니라 가수 개인의 역량에 따라 

그 표현력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진다. 여기에 애니메이션이 활용

됐을 때, 등장인물의 캐릭터는 앞선 조건들이 갖는 한계를 초월

해 원작에서 표현하기 힘들었던 독창적인 캐릭터로 재탄생 된다.

오페라 공연을 관람하는 대다수 관객은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지식을 습득하거나 혹은 상상력에 의존해 이

해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이 활용된 공연을 통한 시청각적이고 

즉각적인 부연 설명은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 그 자체만으로 등장

인물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작품 전반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한층 높이는 데에 기여

한다. 

2) 상상력의 시각화를 통한 관객과의 소통과 유희의 극대화

오페라 작품 중에서도 유독 판타지성이 강한 작품들의 경우 

대체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와 존재성을 바탕으로, 시공간

의 변화가 빈번한 스토리 전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관객들은 오

로지 상상력에 의존해야하는 설정, 즉 일반 상식이나 경험을 전

제로 한 시각화가 어려운 요소들이 작품 전반에 배치되어 있을수

록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의미 전달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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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특히 오페라 <마술피리>는 비현실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작품 특성 상,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선

을 없애며 상상력을 통해 관객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 

코미셰 오퍼 베를린의 <마술피리>에서는 타미노 왕자가 파미

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긴 여정을 칵테일 잔에서 물놀이하는 코

끼리, 날아다니는 피리, 춤추는 작은 종, 자욱한 연기 등의 애니

메이션이 배경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에서만 가능한 

특수한 시각적 요소들을 통해 관객의 유희가 극대화된 사례이다. 

즉 애니메이션 효과가 가미된 오페라 작품을 감상하며 경험에 근

거해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그마저 발현되지 못해 작품 자체가 

의도하는 의미 전달 과정에서 발생되는 격차를 줄이는데 적지 않

은 기여를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상상력의 시각화는 관객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공연의 유희적인 요소를 더

욱 강화시킨다.

3) 무대 장치에 국한된 장면 전환의 한계 극복

코미셰 오퍼 베를린의 <마술피리>에서 출연 가수들의 라이브 

퍼포먼스와 전통적인 무대 세트를 대신한 애니메이션의 이색적인 

조합은 <마술피리>의 원작에 나타나 있는 판타지적 요소들과 상

황들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또한 단지 애니메이션 장면에 지휘

자와 가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

라, 애니메이션이 지휘자와 가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에 

따라 장면을 구사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코미셰 오퍼 베를

린의 <마술피리>에서는 오페라 장르의 특성인 지휘자의 음악적 

표현이 두드러지는 라이브 연주에 맞추어 애니메이션 장면이 전

환되는 것은 물론 지휘자의 변화하는 템포에 따라 수많은 애니메

이션 장면 전환의 완급이 조절된다. 판타지성이 강한 작품에서 

주로 드러나는 시공간의 변화 및 장면 전환 특성이 작화나 구조

물로 제작된 무대 장치만으로는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

만 코미셰 오퍼 베를린의 <마술피리>에서는 이러한 제약과 한계

를 애니메이션을 활용함으로써 극복한다. 예를 들어, 장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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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가 한층 빨라졌으며, 장면 전환의 간극 또한 줄어들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자유롭게 구사되며 극의 스토리를 더

욱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시간적 측면에서는 무대 장치 

전환으로 인해 작품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아쉬움을 보완할 수 있

고, 공간적 측면에서는 실제 구조물로 구현하기 힘든 무대 장치 

요소의 한계를 극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

대로 오페라 공연에서 원작에 충실한 연출과 애니메이션을 활용

한 연출의 기능을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기능 원작에 충실한 연출 애니메이션 활용한 연출

캐릭터 

표현

°가수의 개인적 역량에     

  따른 표현력 범위의 한계

°상상력에 의존한 제한적   

  이해

°원작을 초월한 독창적인   

  캐릭터 탄생

°즉각적인 시청각 자료로   

  이해 및 흥미 상승

관객 

유희

°개인의 이해도 및 상상력  

  격차에 따른 유희의 한계 

°비현실의 시각화를 통한   

  유희 극대화

장면 

전환

°무대 장치에 국한된 장면  

  전환의 한계

°시공간의 자유로운        

  전환으로 작품 흐름 강화

표 4. 오페라 공연에 활용된 애니메이션의 순기능

이처럼 애니메이션이 활용된 공연은 오페라 무대에서 갖는 

한계점이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유희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

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 오페라 공연에서 활용된 애니메이션의 약점

1) 원작의 본질과의 소통 문제 : 작품에 등장하는 출연

가수의 개성 획일화

오페라 공연을 감상하는 중요한 요소로 중 하나로 음악을 들 

수 있다. 특히 작품에 출연하는 가수의 노래와 연기 실력은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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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 공연 감상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즉 같은 프로덕션이라 하더라도 가수 개개인의 음악적 

표현력과 연기력에 따라 공연을 감상하는 묘미는 달라진다. 

코미셰 오퍼 베를린의 <마술피리>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극 중 캐릭터가 재창조되면서 출연하는 모든 가수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분장,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맞춰야 하는 일률적인 연기 

등으로 인해 공연에 출연하는 가수들은 같은 배역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개성과 장점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점은 표면

으로 드러난 재능의 평준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가수 개인에 의한 

라이브로서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철저하게 

계산된 시각적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라이브적 요소가 희생되

어 순간 예술로서의 개성과 감흥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2) 원작의 텍스트와의 충돌 : 축약된 자막으로 인한 상상

력 제약의 역설

오페라의 종류 중에서도 징슈필(Singspiel)31)에 해당하는 

<마술피리>에서는 극 중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가 자주 등

장한다. 특히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극의 스토리는 더욱 

세밀하게 표현되며, 원작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리아 혹은 중창 

등의 음악과 음악 사이에 연결 역할을 한다. 

  코미셰 오퍼 베를린의 <마술피리>에서는 극 중 대사를 의

도적으로 제거하는 대신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살린 시각적인 자

막으로 처리했다. 이 같은 시도는 속도감 있는 극의 전개와 의미 

전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자칫 원

작자가 제시한 텍스트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텍스트의 축약 

및 보완 효과를 위한 자막은 오히려 원작자가 의도했던 해석의 

다양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관객들

의 예술적 상상력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31) 18세기 후반 이후에 독일에서 성행한 민속적 성격을 띤 오페라이다.  

 대사와 서정적인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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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오늘날 공연예술에서 첨단 기술과 영상 매체를 활용한 독특

한 형태를 갖춘 공연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특히 영상 매

체 중에서도 상상적 표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기 위해 애니메이

션이 공연예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페라 공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출가 

해석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는 레지테아터 연출은 새

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어 신선함과 독창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

목을 받는다. 특히 시간적 현재성과 공간적 제한성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원작에서 제시하는 본질

에 충실하지 못한 연출가 개인의 주관적 해석만이 강조된 경우에

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오페라 공연에서 나타나고 있는 레지테아터 연출

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논거를 살펴보았다. 특히 

레지테아터 연출 개념과 구현 방식 및 그 확산 배경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여 레지테아터 연출의 이상적인 요건과 분석틀을 제시

하였다. 살핀 바와 같이 원작의 본질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레지테아터 연출은 사회 및 관객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

정적이다. 본고에서는 오페라 공연에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레

지테아터 연출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코미셰 오퍼 베

를린의 <마술피리> 프로덕션을 분석하여 레지테아터 연출의 강점

과 약점을 살필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코미셰 오퍼 베를린의 <마술피리>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오페라 연출에 활용했음에도 불

구하고 원작의 본질에 충실하게 재해석되었다. 극의 연출에서 도

입된 애니메이션 장면은 등장인물의 캐릭터에 대한 표현의 명확

성을 제공하였으며, 시공간을 초월한 무대 연출을 통해 동시대인

과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 18세기의 

고전 원작에 20세기의 애니메이션 기법을 도입한 새로운 연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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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원작의 본질에 충실한 연출이었다

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둘째,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대사를 자막으로 처리한 연출

은 속도감 있는 극의 전개와 오페라에 역동성을 부여함으로써 다

소 지루할 수 있는 점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원작의 

텍스트에 기반을 둔 연출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애니메이션 기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도된 원작 텍스트의 축

약은 관객들에게 해석의 자율성과 예술적 상상력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향후 이러한 시도들은 보완이 필요하며, 원작

자가 제시한 작품의 텍스트를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둘 수 있다.  

셋째, 오페라 공연에서 애니메이션이 도입되면서 나타나는 

기능적 측면 외에도 레지테아터 연출은 사회 및 관객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전 오페라에 도입

된 새로운 해석과 연출은 오페라계의 이슈 제공은 물론 관객들의 

감상과 해석을 통해 회자됨으로써 다양한 평론 문화를 조성하여 

오페라 공연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심을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지테아터 연출은 분명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오페라 공연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오페라 공연에서 나타나는 레지테아터 연출의 일환으로 소개

된 애니메이션 활용 사례는 공연예술에서 예술과 기술의 상호작

용과 융합이라는 이상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레

지테아터 연출이 고전 작품을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키고 있으

며, 원작의 본질을 꿰뚫는 레지테아터 연출은 한층 심도 높은 공

연으로 평가받는다. 오페라 공연에서의 이러한 다각적이고 다층

적인 시도는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오페라 

작품의 탄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레지테아터 연출에 대한 부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채로

운 작품의 등장과 이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의 과정은 오페라 공

연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잠재된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또한 의미 있는 시도이다. 레지테아터 연출이 갖는 가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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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연출을 통해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사회 및 시대의 대중과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연예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

후 새로운 연출 방식으로 확대되어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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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se Analysis of Regietheater shown in Opera Performance 

- With a Focus on <Magic Flute> of  Komische Oper Berlin 

that Uses Animation - 

Lim, Jung-eun·Kim, Hyeong-soo

In contemporary performance arts, we can see diverse 

types of performances that use advanced technology and 

visual media. It is notable that animation based on narratives 

and images, is grafted on to performance arts. Cases emerge 

that introduce animation in opera performances as part of a 

new stagecraft. 

Regietheater that turns on directors' interpretation, has 

been expanded in full scale through major music festivals and 

theaters through many different attempts to embody. In this 

state, recently visual media have been actively employed in 

opera performances. It has led to expansion of time and 

space along with more attempts. Not least of all, introduction 

of animation has been conducive to reinforcing functionality 

of opera performances in many aspects.      

This study suggests requirements for ideal Regietheater 

production in opera performances. For this end, the functions 

of animation strategically used are evaluated through 

analyzing <Magic Flute(Die Zauberflöte)> production of 

Komische Oper Berlin. Through this research, this study is to 

look deeply into effects created from new and different 

attempts by grafting animation on to opera performances. 

Key words: Regietheater, Mozart, Die Zauberflöte, 

Komische Oper Berlin,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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