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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Kruchenikh's opera, "Victory over the Sun", performed in Saint 

Petersburg, Russia, in 1913, contributed to the birth of Malevich's Suprematism in 1915, and 

how the forms and features of the costumes were expressed in the opera's cont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opera, "Victory 

over the Sun" was limited to Suprematism and non-objective art, which was divided into 

analytical cubism, cubo-futurism, and Uspensky's four-dimensional concept of space. 

Second, to reveal that Suprematism, appeared in the form of non-objective abstract art, was 

possible with the set and costume design of "Victory over the Sun," the set design was 

analyzed. Third, to reveal that Malevich's Suprematism was influenced by "Victory over the 

Sun," the study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Suprematism in "Victory over the Sun". 

Finally, Malevich's Suprematism art costumes expressed in "Victory over the Sun" were 

divided into geometric spatial structures, images of black & white, mechanical human 

images, and images of warrio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stume were considered. 

Malevich's "Victory over the Sun" showed a significant impact not only on the birth of 

Suprematism but also on the development of the non-objective art & cost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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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절대주의는 회화에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구

상적인 요소들을 거부하고, 회화의 요소들을 단순

화, 절대화하여 ‘대상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오직 

표시로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말레비치의 사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절대주의(Suprematism)

는 ‘최고의 상태’라는 라틴어의 ‘Supremus’에서 유

래되었으며, 러시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탄생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0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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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으로 거의 말레비치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

진 예술 양식이다(Bowlt, 1982). 그의 기본적인 형

식은 자연의 틀에 박힌 형태에서 벗어나 훨씬 더 

새로운 실체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말레

비치의 사상은 1913년 러시아 오페라 “Victory 

over the Sun”의 무대와 의상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Hulten, 1987). 1913년 말레비치는 “나는 

의상을 디자인 하였다. 이 의상들은 건축물의 벽

에 색을 칠하는 것처럼 색의 대조를 통해 완성 된

다”고 하였듯이 이러한 절대주의적 구성은 의상

디자인을 평면적인 공간속에 기하학적인 선으로 

대상을 분해하고, 재구성하여 또 다른 형태로 변

화시켰는데, 말레비치는 이 작품을 절대주의의 기

원으로 보았다(Grey & Burleigh-Motley, 1986).

  “Victory over the Sun”은 이미 문학과 회화작품

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예술의 종합이

라는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었으나, 실제 예술 의

상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있다는 점에

서, 지금까지 형식주의 예술의 하나로만 인정받고 

있을 뿐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

다. 그러나 선행 연구인 ‘러시아 절대주의 예술 의

상 연구’(박윤정, 2009)와 ‘말레비치의 “Victory 

over the Sun”이 현대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박

윤정, 2016)등을 통해 말레비치의 작품에 등장한 

절대주의 예술 의상들을 고찰한 결과, “Victory 

over the Sun”은 기하학적 공간구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 의상들이 각각의 테마에 따라 독특한 선

과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오페라 

예술 의상에 사용된 재료가 직물이 아닌 종이를 

이용하여 기능주의적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대예술 디자인 

분야에서도 다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에서는 2014

년 10월18일부터 2015년 3월15일까지 ‘Russia 

Avant-Garde Theatre’라는 주제로 “Victory over 

the Sun”을 재조명하였으며, Chanel과 Maison 

Martin Margiela와 같은 현대 패션디자이너들도 

말레비치의 작품을 재해석한 패션들을 2009년부

터 2013년까지 발표함으로써, “Victory over the 

Sun”에 나타난 작품의 본질들을 예술적 디자인의 

표현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초에 등장한 

절대주의 예술 양식을 반영한 오페라 “Victory 

over the Sun”의 무대디자인과 의상을 분석하여, 

절대주의 양식이 의상에 어떠한 특성으로 표현되

었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13년 러시

아 상트 페테르부르그(Saint-Petersburg)에서 공연

된 크르초니흐(A. Kruchenikh)의 오페라 “Victory 

over the Sun”에 표현된 예술 의상과 무대디자인

의 형태와 특징들을 오페라의 내용과 함께 분석

함으로써, 21세기 현대 패션디자이너들이 주관적 

개성과 정신적 감성들을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기

존의 회화나 조각, 공예 등의 예술장르들을 서로 

혼합, 변형하여, 새롭게 이미지를 창조하는 경향

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Victory 

over the Sun”과 같은 예술 의상에 대한 고찰은 

21세기 현대 패션디자인의 발전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

적 고찰에서는 오페라 “Victory over the Sun”이 탄

생하게 된 배경을 절대주의와 비구상 예술로 한정

지어, 1) 분석적 큐비즘, 2) 입체 미래주의 그리고 

3) 우스펜스키의 4차원적 공간개념으로 나누어 설

명하였다. 이것을 위해 볼트(Bowlt, 1976, 1982)와 

그레이(Grey & Burleigh-Motley, 1986), 더글라스

(Douglas, 1974, 1975, 1981) 그리고 말레비치의 자

서전(Malevich, 1968)과 같은 문헌 자료들을 분석하

는 내용분석법을 실시하였다. 

  둘째, 비구상적 추상 예술의 형식으로 등장하게 

된 절대주의가 크루초니흐의 오페라 “Victory over 

the Sun”의 무대와 의상디자인으로 가능하였음을 

밝히기 위해, “Victory over the Sun”에 등장한 오페

라의 제1장에서 제6장까지의 무대와 의상디자인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는 1913년에 제작된 말레비치

의 무대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뿐만 아니라, 1983

년 모스크바 나민 극장(Namin’s Theatre)과 뉴욕 부

르클린 아카데미에서 재 공연된 작품들도 비교하여 

현대적인 관점에서 구현된 “Victory over the Sun”의 

무대와 의상디자인도 살펴보았다. 결론부분에서는 

“Victory over the Sun”에 표현된 말레비치의 절대주

의 예술 의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1) 기하학적인 공간구조, 2) 흑백의 

이미지, 3) 기계적인 인간의 이미지, 4) 전쟁 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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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이미지로 나누어 각각의 예술 의상들의 특징

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인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

리”를 위한 말레비치의 무대 및 의상디자인 연구’ 

(이수민, 2005)에서는 “Victory over the Sun”에 등장

한 의상디자인을 단순히 내용상의 이미지로만 한정

지어, 기계인간의 이미지와 전사의 이미지로만 구

분하였으나, 박윤정(2016)의 ‘말레비치의“Victory 

over the Sun”이 현대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에서

는 “Victory over the Sun”에 표현된 말레비치의 절

대주의 예술 의상의 특징을 위의 두 가지 이외에, 

기하학적인 공간구조와 흑백의 이미지를 추가하여 

설명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예술의 핵심 논제인 비구상 예술을 뒷받침해주는 

기하학적인 공간구조와 흑백의 이미지를 절대주의 

예술 의상의 특징으로 추가하여 설명하였다. 즉, 

“Victory over the Sun”에 등장하는 제5장의 무대디

자인을 통해 절대주의의 기본이 되었던 기하학적인 

공간구조를 완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것을 절대주

의 예술 의상의 첫 번째 특징으로 보았다. 또한 

1915년 말레비치의 대표적인 절대주의 작품 ‘검은 

사각형(The black square)’(그림 1)에서 모든 색채를 

검정색과 흰색의 무채색으로 환원시켜버린 말레비

치의 시도는 이미 “Victory over the Sun”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오페라의 무대와 의상디자인

을 검정색과 흰색으로만 표현한 말레비치의 의도에 

주목하여, 두 번째 절대주의 예술 의상의 특징을 흑

백의 이미지로 보았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프랑

스 Fondation Louis Vuitton(FLV)에서 제공한 2015년 

“Victory over the Sun”의 공연 동영상을 통해 더욱 

다양한 예술 의상들의 특징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Victory over the Sun”에 표현된 말레비

치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실제 오페라 공연에 등장한 

예술 의상들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그 특징과 형

태들을 연구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절대주의와 비구상 예술

  20세기 초 러시아 예술을 소위 ‘전위 예술’이라 

부르는 것은 예술을 단순히 과거라는 전통적 한

계에서 끌어내어, 전통의 변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조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

서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예술은 과거

의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다양

한 실험 예술자체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혁명 전 후의 예술은 일정한 양식을 설명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조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러시아 신원시주의(Neo Primitivism), 

입체 미래주의(Cubo Futurism), 그리고 광선주의

(Rayonism)등 초기 전위 예술의 주된 경향으로, 

이러한 사조의 영향을 받은 절대주의는 20세기 

초 러시아 추상 예술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말레비치 또한 이 당시에 ‘위대한 실험’을 하고 있

었던 작가들 중 한 명이었다. 1915년 ‘0. 10 전시

회’(그림 2)에서 ‘검은 사각형’(그림 1)과 같은 기하

학적 작품을 전시한 말레비치(Kazimir Malevich)는 

같은 해 “입체 미래주의에서 절대주의로: 새로운 

회화적 사실주의(From Cubism to Suprematism: 

The New Painterly Realism)”라는 선언문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절대주의”라 명명하고, 이후 기하

학적인 추상 작품들을 제작하면서 절대주의 작품

을 통한 절대주의 예술 운동을 탄생시키게 된다

(Grey & Burleigh-Motley, 1986). “Victory over the 

Sun(ПобеДа ңад соЈІонҵем: 태양에 대한 승리)”

은 1913년 12월 3일과 5일, 두 번에 걸쳐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에 있는 루나 파크 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이다. 이 오페라의 무대와 의상디

자인을 말레비치가 맡았는데, 그 외에도 마츄신

(M. Matyushin), 크루초니흐 등 당대 러시아의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던 미래주의자들이 각

각의 음악과 서막, 그리고 대본 등을 담당하고 제

작하였다. 

  “Victory over the Sun”은 말레비치가 1915년 절

대주의 선언과 함께 추상 작품을 시작하기 위한 

예비적 과정 일 뿐만 아니라, 절대주의의 기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말레비치의 작품세계를 이해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가 “Victory 

over the Sun”을 통해 표현한 무대와 의상디자인

들은 말레비치 자서전을 통해 실질적인 절대주의 

예술의 시작이었음을 밝히고 있다(Malevich, 

1968). “Victory over the Sun”이 추구하는 비구상 

예술은 대상의 본질적 특징을 자연의 형태에 

따라 원추, 원통, 구형으로 환원 시킨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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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he Black Square 1914-15, Malevich
(출처: Victory over the Sun: The world’s first futurist Opera(p.15) 

Bartlett & Dadswell. 2011.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Exeter press)

<그림 2>  0. 10  전시회, The Last Futurist Exhibition of 

Paintings (1915.12.17.~ 1916.1.17), Malevich
(출처: Malevich: Suprematism and revolution in Russia art 

1910-1930(p.71) Zhadova, L.A, 1982. London: Thames and Hudson)

작가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절대주의 예술의 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비구상 예술은 분석적 

큐비즘, 입체 미래주의 그리고 우스펜스키(P. 

Ouspensky)의 4차원적 공간개념 등이다. 

1) 분석적 큐비즘(Analytic Cubism)

  20세기 초 현대 회화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물

체 자체의 본질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려는 

경향이다. 즉 물체의 주제를 파괴하고 분석하여,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거나 

주제를 단순화 하여,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Douglas, 1974). 1909년과 1911년 사이에 예술가들

은 캔버스의 표면을 평면적인 이미지로 만들기 위

해 물체를 3차원적으로 변형시켜 계속해서 공간과 

형태를 분석하여 나갔다. 여러 관점에서 물체를 볼 

때, 관찰자는 특별한 분할 즉 겹쳐지거나 교차되는 

분할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구성을 할 수 있다. 피카

소는 이것을 ‘구성의 합쳐진 형태’라고 표현하였으

며, 분열된 것의 합계라고 생각하였는데, 1912년 이

후 이러한 현상을 ‘분석적 큐비즘(Analytic Cubism)’

이라 불렀다(Rudenstine, 1981). 이러한 분석적 큐

비즘은 러시아 작가인 모로조브(I. Morozov)나 슈

브킨(S. Shchukin)의 작품들을 통해 절대주의 작

가의 화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ompton, 1978). 

큐비즘의 새로운 구성은 반미학적으로 발전하게 되

었으며, 1910년대와 1920년대의 패션은 이러한 큐

비즘에 즉각적이며 지속적으로 반응하였다. 이 시

기에 큐비즘은 예술로서의 특권을 거부하는 것이었

으므로 패션 또한 예술적인 특권을 추구한 것이 아

니었다. 패션은 큐비즘이 완성되기 훨씬 전부터 큐

비즘의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큐비즘이 새로운 예

술로서 혁신과 시도, 모험이었던 시기부터 함께 하

였다(Compton, 1978). 1908년에서 1920년 사이의 

큐비즘적 예술 의상은 신체를 강조하는 실루엣에서 

부드럽고 유연한 원통형의 형태로 변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현대 패션디자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큐비즘 자체보다는 연극, 문화, 영화

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관되는 큐비즘 문화가 패

션에 영향을 가져와 사물을 보는 방식과 만드는 방

식에 영향을 주었다(Douglas, 1975). 더욱이 분석적 

큐비즘은 시간과 공간의 동력 속에서 이를 논하고 

현대 생활의 변화 가능성을 패션에 제공하였으며, 

의상의 실루엣 변화 외에도 형태를 분석하여 다양

한 해석과 모호성을 허용하였다. 본질적으로 큐비

즘은 분석적이며, 에너지와 에너지를 통한 잠재적

인 움직임의 표현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패션과 큐

비즘 예술 사이의 친화력으로 작용되어 움직임을 

내재한 형태로서 현대 패션에 시도되었다. 말레비

치는 이러한 분석적인 큐비즘적 요소를 이용하여, 

러시아 현대 의상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한 

오페라 “Victory over the Sun”의 무대와 의상디자인

을 하였다(Douglas, 1981). 이것은 전통과 현대적인 

예술들을 적절히 조화시킨 형태로서, 새로운 재질

이나 종이, 꼴라쥬와 같은 재료들을 소재로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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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usical Instrument
(출처: Futurism & Futurisme(p.54) 

P. Hulten. 1987. London: 

Thames & Hudson)

<그림 4>

Victory over the sun, 

제6장의 무대디자인
(출처: Victory over the sun: The 

world’s first futurist opera(p.189) 

Bartlett & Dadswell. 2011.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Exeter press)

<그림 5>

Marius Engh-Victory over 

the Sun 
(출처:http://www.18th street.org)

<그림 6>

Victory over the sun, 

제5장의 무대디자인
(출처: Victory over the sun: The 

world’s first futurist opera(p.182) 

Bartlett & Dadswell. 2011.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Exeter press)

였다. 이러한 분석적 큐비즘은 1920년대까지 지속

되었으며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입체 미래주의(Cubo Futurism)

  입체 미래주의는 1910년경 러시아에서 문학과 회

화의 장르가 결합하여, 시작된 독특한 종합 예술이

다. 마치 러시아 입체 미래주의 시인들의 ‘초이성적 

언어’처럼, 대상을 해체시키고 해체된 부분들 다시 

결합하여,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Victory over the Sun”은 미래주의자들의 미래주의

적 작품이다. 음악과 대본 그리고 미술이 어우러져 

탄생한 종합 예술로서의 “Victory over the Sun”이 기

획, 공연 되었던 1913년경, 러시아의 미래주의는 입

체주의적인 성격이 가미되어 ‘입체 미래주의’라고 불

리었다. 입체 미래주의란 일종의 문학과 미술의 만

남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가인 마야코

브스키(V. Mayakovsky)가 말레비치와 같은 입체주

의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입체 미래

주의’라 불렀으며, 미술가와 문학가가 만나 창조된 

오페라 “Victory over the Sun” 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실험 예술가들에 의해 기획되고 제작된 작품이다. 

“Victory over the Sun”을 제작한 마츄신, 홀레브니코

프, 크루초니흐, 말레비치등도 이러한 배경아래 만나

게 되었으며, 마침내 오페라 “Victory over the Sun”

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Bowlt, 1976). 이들은 새로

운 연극의 형태, 새로운 언어의 형태 등을 고민했다. 

여기서 추구한 새로움이란 미래주의가 주장하고자 

한 것으로, 전통과 결별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다. 당시 러시아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프랑스의 

입체주의는 원근법과 음영법 등에 의해 3차원으로 

보이게 하는 환영적인 화면을 부정하고, 파편화된 

화면구성을 통해 전통적 회화 양식에 반기를 들었는

데 이러한 점이 러시아 미래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전

통과 결별하려는 태도와 일치한 것이다(Hulten, 

1987).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입체 미래주의의 형성 

배경이기도 하다. 말레비치의 ‘악기(Musical 

Instrument)’(그림 3)는 “Victory over the Sun”의 무대

디자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Victory over 

the Sun”의 ‘제6장의 무대디자인’(그림 4)은 이 두 작

품의 상관관계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러시아 입체 미래주의적 경향이 말레비치

의 절대주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3) 4차원(The Fourth Dimension)의 공간개념

  20세기 초, 유럽은 종말론적 분위기와 전쟁의 

기운이 팽배해있어 사회가 불안하였고, 불안한 사

회에 대한 반응 중 종교와 같은 절대적인 힘에 의

존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응

의 한 지류로서 신지학(theosophy)이 발달하였다. 

1909년 러시아 출신 신지학자 우스펜스키는 ‘4차

원(The Fourth Dimension)’의 공간개념에 대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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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다(Henderson, 1975). 그

의 이론에 따르면 3차원에서 우리가 지각하는 시

간과 움직임은 환영과 같고, 그것은 4차원의 공간

에 비해 불완전한 시각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Henderson, 1983). 즉 3차원은 물질적 현상의 세

계로서 인간 정신이 작용하는 본질적 세계인 4차

원의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말

레비치 역시 4차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의 

절대주의 작품이 완성되는 데에 이러한 4차원의 

공간 개념은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그의 

첫 번째 절대주의 전시였던 1915년의 ‘0. 10 전시

회’(그림 2)에 출품되었던 39점의 작품들 중 5작

품의 제목에 ‘4차원’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마츄신과 말레비치가 함께 기획한 

오페라 “Victory over the Sun”은 그 주제 자체가 4

차원에 관한 것이다. 이 작품은 태양이 미래주의

자들에 의해 포획되고, 이후에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간을 가진 ‘제10국(The tenth country)’이 

도래한다는 내용이다. ‘제10국’에서는 창문이 모

두 불규칙하게 열 지어 있으며, 괴이하게 움직이

는 것처럼 보인다고 묘사되어 있다(Douglas, 

1981). 또 “Victory over the Sun”에 등장하는 ‘뚱

뚱한 자’의 독백에서는 ‘모든 길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 아니며 땅을 향해 위로 나있고, 곁길이 없다’ 

고 표현되었다. 이런 기이한 ‘제10국’의 특징은 4

차원적 공간을 암시한다(그림 5). 4차원의 새로운 

세상인 ‘제10국’의 배경이 된 ‘제5장의 무대디자

인’(그림 6)은 절대주의 기원에 논쟁을 불러일으

킬 정도로 추상적인 형태를 보인다. 또한 ‘제6장

의 무대디자인’(그림 4)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찾

아볼 수 있다. 말레비치가 디자인한 “Victory over 

the Sun”의 무대디자인은 모두 큰 사각형 내에 작

은 사각형이 있고, 각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이은 

형태를 기본 틀(frame)로서 정하고 있다. 이것은 

말레비치가 4차원의 새로운 세계인 ‘제10국’의 공

간 틀을 이용해 “Victory over the Sun”의 무대디

자인을 표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말레비치

의 작품에 4차원의 이론이 드러나는 것은 절대주

의시기에 분명히 나타난다. 작품의 제목에 직접

적으로 ‘4차원’, ‘2차원’ 등의 단어가 들어가기 시

작한 것도 첫 번째 절대주의 전시회였던 ‘0. 10 전

시회’에서 부터이다. 

2. “Victory over the Sun”과 절대주의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의 탄생이후 회화의 영

역에만 국한되어 있던 러시아 전위 예술에 한계를 

느낀 예술가들은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

일된 단체 아래 시와 음악, 장식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들을 통합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러

시아 아방가르드들의 세력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

였으며, 상징주의적 경향이 쇠퇴하고, 미래주의, 입

체 미래주의, 신원시주의가 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학과 회화뿐만이 아니라, 예술의 종합

이라는 관점에서 ‘청년동맹’의 주관아래 1913년 크

루초니흐의 오페라 “Victory over the Sun”이 상연되

었다. 크루초니흐가 작사를 하고, 마츄신이 작곡을 

했으며, 말레비치는 여기서 자신의 절대주의 예술

관의 기초한 무대와 의상을 디자인 하였다. 

“Victory over the Sun”은 종합적인 무대장식 예술의 

실험장이었다. 이 작품이 지니는 보다 큰 의의는 

러시아 회화예술을 비구상적인 추상의 형식으로 전

개시켰다는 데 있다. 즉 형식주의자들의 용어로 말

한다면, 조형예술 속에서의 ‘낯설게 만들기 기법’인 

것이다. 베네딕트 리브쉬츠(B. Livshits)는 “Victory 

over the Sun”을 통해, 말레비치가 앞으로 걷게 될 

길을 예견하듯 이렇게 말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은 등불의 물결에 따라 점차적으로 팔과 다

리와 머리를 잃었으며, 각기 조각난 부분으로 절단

되고 있다. 말레비치에 있어서, 등장인물이란 부분

적인 요소들로 해체될 뿐만 아니라, 조형공간 속에

서 완전히 용해되는 기하학적인 장식에 불과했다. 

자신의 화폭을 이미 원과 사각형에 내맡기고 있던 

말레비치는 고정되어 있던 축들 너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Malevich, 1968). 말레

비치는 바로 이 작품을 통하여, 과거의 인습적인 

사물들의 질서와 논리에 반대하여, 자신의 전위적

인 반 논리적, 초이성적인 조형 양식을 구축하기 시

작했던 것이다. 

1) “Victory over the Sun”의 내용

  “Victory over the Sun”은 ‘태양을 대상으로 한 

승리’, ‘태양을 극복한 승리’를 의미한다. 오페라의 

주된 내용은 태양을 패배시키고 난 뒤에 찾아올 

새로운 나라의 도래에 관한 것이다. 오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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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Victory over the sun, 

제1장의 무대디자인
(출처: Victory over the sun: The 

world’s first futurist opera(p.186) 

Bartlett & Dadswell. 2011.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Exeter press)

<그림 8>

Victory over the sun, 

제1장의 무대와 의상디자인 

미래주의 강자

(The futurist strongmen)
(출처: http://www.thekompass.co.uk)

<그림 9>

Victory over the sun, 

제2장의 무대디자인 
(출처: Victory over the sun: The 

world’s first futurist opera(p.186) 

Bartlett & Dadswell. 2011.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Exeter press)

<그림 10>

Victory over the sun, 

제2장의 무대와 의상디자인 

미래주의 강자

(The futurist strongmen)
(출처: http://www.fondationlouisvuitton.fr)

극복의 대상이 되는 태양은 기존의 전통적인 모

든 것을 상징한다. 그것은 전통적인 시간 체계일

수도 있고, 전통 신앙 일수도 있다. 또 말레비치

에게 그것은 전통적인 회화 기법이었을 것이며, 

마츄신에게는 전통적인 작곡법, 홀레브니코프나 

크루초니흐에게는 전통적인 작시법(作詩法) 내지 

어법(語法)이었다. 여기서 태양은 당시 미래주의

자들이 타도의 대상으로 삼은 상징주의를 의미하

는 것이기도 하다. “Victory over the Sun”이라는 

제목은 러시아 상징주의 시인이었던 콘스탄틴 발

몬트(K. Balmont)의 1902년 시집에 나오는 시의 

제목 ‘태양처럼 되자’에 대한 일종의 답변이었다. 

  제1장에서는 태양을 잡아서 가두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장으로 ‘미래주의 강자(The futurist 

strongmen)’이 등장한다. 제2장에서는 태양과 싸움

을 암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전사(The warrior)’, 

‘스포츠맨(The sportsmen)’, ‘악의를 가진 자(The 

certain person with bad intentions)’등이 등장하여 

투쟁의 순간을 노래한다. 제3장에서는 ‘무덤 파는 

사람들(A gravediggers)’가 등장하여 태양의 장례식

을 암시하는 노래를 부른다. 제4장에서는 ‘제10국’에

서 온 사람들이 ‘태양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공휴

일을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태양으로부터의 

해방을 노래한다. 제5장과 6장은 2막에 해당되며, 

태양에 대한 승리이후에 찾아온 ‘제10국’에서의 삶

에 대한 것이다. 제5장에서는 ‘새로운 자들(The 

new man)’, ‘겁쟁이들(The coward)’ 그리고 ‘웅변가

(The reader)’, ‘뚱뚱한 자(The fat man)’등이 등장하

여, 각자가 경험하는 ‘제10국’에서의 삶에 대한 희한

하고, 이상한 느낌들을 노래한다. 제6장에서는 5장

에 등장하였던 ‘뚱뚱한 자’이외에도 ‘시대에 뒤떨어

진 자(The person from the old world)’, ‘주의 깊은 

노동자(Attentive workman)’, ‘스포츠 맨’등이 등장하

여 ‘제10국’에 대해 노래한다. 제6장의 마지막 무대

에서는 ‘쾅’하는 소리와 함께 지금 막 착륙한 비행기 

한 대가 무대에 놓인다. 그리고 곧 비행사가 등장하

여 ‘자움(Zaum)’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 노래를 부른다. ‘자움’이란 ‘의미를 초

월한 언어’나 ‘논리를 초월한 언어’들을 의미한다. 

자움은 미래주의자들이 새로운 언어 예술을 창조하

기 위해 고안한 전혀 새로운 언어이다. ‘비행사’의 

자움 노래가 끝나고, 오페라의 마지막은 도입부에 

등장하였던 ‘미래주의 강자’들이 커튼을 찢으면서 

“시작이 좋은 모든 것은 좋고, 끝이 없다. 세계는 멸

망하겠지만, 우리에게 끝은 없다”라고 외치면서 막

을 내린다(Bartlett & Dadswell, 2011). 

2) “Victory over the Sun”의 무대와 의상디자인

(1) 제1장의 무대와 의상디자인 

  제1장은 태양을 잡아 가두겠다는 의지가 드러

나 있는 장으로, 미래주의 강자가 커튼을 찢으며 등

장한다. ‘제1장의 무대디자인’(그림 7)은 기하학적인 

형태로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그림 1)의 구성에 

기초하여 디자인 되어있다. 사각형의 구성안에 기

하학적인 선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화면은 ‘미래

주의 강자’의 등장과 함께 강렬한 비구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말레비치의 순수성은 의상

디자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제1장에 등장한 

‘미래주의 강자’(그림 8)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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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Victory over the sun, 

제3장의 무대디자인
(출처: Victory over the sun: The 

world’s first fururist opera(p.187)

Bartlett & Dadswell. 2011.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Exeter press

<그림 12>

무덤 파는 사람들

(A gravediggers)
(출처: http://www.thekompass.co.uk)

<그림 13>

Victory over the sun, 

제4장의 무대디자인
(출처: Victory over the sun: The 

world’s first futurist opera(p.187) 

Bartlett & Dadswell. 2011.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Exeter press

<그림 14>

웅변가

(The reader)
(출처: http://www.thekompass.co.uk)

는 말레비치의 개념을 의상디자인에 그대로 표현하

고 있다. 비인체공학적인 의상들은 기하학적인 형

태를 이용해, 기계와 같은 이미지를 흑과 백의 색채

로 표현하고 있다.

(2) 제2장의 무대와 의상디자인

  제2장은 태양과의 싸움을 암시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그림 9). 무대디자인의 기본 구성도 제1장과 

마찬가지로 ‘검은 사각형’의 형태를 그대로 응용하

고 있다. 검정색 사각형 안에 다시 작은 사각형을 

구현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각형의 끝은 대각선으

로 연결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화면 가운데에는 말

레비치의 ‘악기(Musical Instrument)’ (그림 3)에서 보

였던 악기의 음표들이 자리하고 있어 자움으로 노

래를 부르는 등장인물들의 투쟁의식을 엿볼 수 있

다. 제2장에 등장한 ‘미래주의 강자’(그림 10)들은 

제1장에 등장한 ‘미래주의 강자’(그림 8)들이 실제 

의상디자인으로 구현되어, 공연 중인 장면이다. 여

기에서는 의상의 공간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

여, 단순히 현실공간에서 움직이는 형태의 재현이 

아니라, 역동성 자체를 보여주는 입체로 표현하고 

있다. 의상에 사용된 재료도 종이와 두꺼운 마분지

를 이용하여 기능적인 의상디자인의 형태를 보여주

고 있다.

(3) 제3장의 무대와 의상디자인 

  제3장은 태양의 장례식을 암시한다. 말레비치의 

사각형 틀 안에 보이는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는 소

용돌이 형태의 디자인이 보인다(그림 11). 이것은 

피카소의 ‘바이올린’과 같은 형태 구성을 보여주는

데, 말레비치의 ‘악기’(그림 3)에서도 보이는 구성이

다. 제3장의 무대디자인은 말레비치가 큐비즘 특히 

피카소의 영향을 발전시켜 완성시킨 작품임을 알 

수 있다. “Victory over the Sun”의 무대와 의상디자

인의 형태도 입체 미래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음

악적인 모티브를 작품의 주제로 가져온 점이나 전

체적으로 파편화된 기하학적 도형들로 화면을 분할

시킨 점 들이, 이 두 작품의 상관관계를 말해주는 

요소이다. 제3장에는 ‘무덤 파는 사람들’(그림 12)이 

등장한다. 말레비치의 의상디자인 중에서 인체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3차원적인 인체를 평면적인 2차원적인 형태로 변화

시키다 보니, 그의 예술관이었던 역동성이 배제되

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덤 파는 

사람들’은 의상디자인의 실루엣을 허리에서 다리까

지 긴 스커트를 부풀려, 움직이는 것 같은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직선구조의 기하학적인 재킷과 

대조를 이루도록 긴 플리츠스커트에 사선의 솔기 

선을 넣어 동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4) 제4장의 무대와 의상디자인

  제4장은 ‘제10국’에서 온 사람들이 태양으로부터

의 해방을 노래하는데, 제4장의 무대디자인에서도 

‘검은 사각형’의 형태를 볼 수 있다. 검은 사각형에

는 내부의 작은 사각형 모서리에 태양의 윗부분을 

겹쳐 표현하고 있다. 제4장의 무대디자인이 흥미로

운 점은 이 사각형이 말레비치를 가리키는 상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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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Victory over the sun, 제5장의 무대와 

의상디자인 새로운 자들(The new man)
(출처:http://www.thekompass.co.uk)

<그림 16>

Victory over the sun, 

제6장의 무대와 의상디자인
(출처: http://www.fondationlouisvuitton.fr)

<그림 17>

주의 깊은 노동자

(Attentive workman)
(출처: http://www.fondationlouisvuitton.fr)

자(hieroglyph)라는 것이다. 제4장의 무대디자인은 

“Victory over the Sun”의 ‘오페라 대본의 표지’(그림 

13)로도 사용되었다. 므그레보프(A. Mgrebov)는 이 

작품에서 ‘Kp’는 크루초니흐를, 검은 정사각형은 말

레비치를 그리고 음표는 마츄신을 상징하는 상형문

자라고 적고 있다(Zhadova, 1982). 검은 정사각형이 

말레비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말레비치가 절

대주의를 선언한 이후 그가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

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제4장에 등장하는 ‘웅변가’

(그림 14)의 의상에서는 극단적인 대립을 선과 색채

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비구상적이고 순수한 형태

의 구조는 검정색 재킷의 형태에서 볼 수 있으며, 

두 다리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구조는 다양한 

상징들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녹색의 한 

쪽 팬츠는 검정색과 흰색의 창조적인 이미지에 절

대적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적인 디자인으로 

보인다.

(5) 제5장의 무대와 의상디자인

  제5장의 무대디자인(그림 6)은 구상(具象)적인 

형태가 전혀 없고,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도형으

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무대디자인들과

는 확연히 구분된다. 오히려 이 작품은 말레비치

의 첫 번째 절대주의 전시인 ‘0. 10 전시회’에 출

품되었던 ‘검은 사각형’과 거의 같은 형태를 보여

준다(Zhadova, 1982). 말레비치 자신은 4차원의 

새로운 세계인 ‘제10국’의 공간을 이러한 사각형

의 틀을 통해 “Victory over the Sun”의 무대디자

인으로 나타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5장의 무

대디자인은 절대주의 이전의 구상회화 시기에서 

절대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

며, 말레비치가 4차원 이론에 노출되고, 이것을 

자신의 작품에 받아들임으로써, 절대주의가 완

성된 것임을 증명하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

는 디자인이다. 제5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자

들’(그림 15)은 패션과 분석적 큐비즘 예술 간의 

친화력을 보여준다. 패션은 큐비즘의 특징인 형

태의 불확실성, 공간과 움직임의 모호성을 도입하

여 변화 가능하고, 구분이 불가능한 형태를 예술 

의상의 우아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말레비치

는 이러한 의상디자인을 통해 디자인 라인을 재

구성하고, 다양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디자

인을 하였다. 커다란 V 네크라인과 바지위에 덧

입은 검정색과 노란색으로 구성된 팬츠의 디자인

은 분석적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의상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박윤정, 2009).

(6) 제6장의 무대와 의상디자인

  입체 미래주의 화면구성에서 언급한 말레비치의 

‘악기’(그림 3)는 ‘제6장의 무대디자인’(그림 4)과 깊

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악기’의 윗부분 중앙에 

보이는 세로형태의 원통과 음표의 머리 부분은 ‘제6

장의 무대디자인’에 나타난 위쪽 중앙의 원통 형태

와 유사하고, 화면 오른쪽 하단에 옆으로 삐죽 튀어

나온 입방체의 형태는 ‘악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난다. 입방체 아래의 대각선으로 내려 그어진 선과 

왼쪽의 사각형 형태들 역시 두 작품의 연관성을 가

시적으로 보여준다(그림 16). 제1장부터 6장까지의 

무대디자인은 모두 큰 사각형 내에 작은 사각형이 

있고, 각각의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이은 이른바 말

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의 형태를 무대디자인의 기

본 프레임으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6장에 

등장하는 ‘주의 깊은 노동자’(그림 17)의 의상도 말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24권 1호 (2022. 2)108

- 108 -

<그림 18> 미래주의 강자(The Futurist Strongmen) 
(출처: http://www.kr.pinterest.com)

<그림 19> Victory over the sun, 제6장의 무대와 

의상디자인 Stas Namin’s theatre, Shakko Moscow 1983
(출처: http://www.bam150years.blogspot.com)

<그림 20> 네로(Nero)
(출처: http://www.thekompass.co.uk)

<그림 21> 주의 깊은 노동자(Attentive Workman)
(출처: http://www.thekompass.co.uk)

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 작품인 ‘검은 사각형’의 색

채에 영향을 받았다. 상의는 긴 팔이 기하학적 구성

으로 디자인된 재킷이며, 하의는 둥근 튜브 모양의 

타원형이 반복되어 있다. 색채는 붉은 모자와 오른

쪽 발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검정색과 흰색의 무채

색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Ⅲ. “Victory over the Sun”에 

표현된 절대주의 예술 의상의 특징

1. 기하학적인 공간구조

  “Victory over the Sun”에 표현된 절대주의 예술 

의상들은 인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지 않고, 원

통과 원뿔, 육면체 등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인 공

간구조(Geometric spatial structure)로 표현하고 

있다. “Victory over the Sun”의 공연 장면(그림 

18, 19)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배우들이 마분지와 

철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의상들을 입고 연기하

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말레비치의 패션 드로잉

과 실제 공연 예술 의상들을 비교하면 다소 비현

실적으로 보이는 4차원적인 공간의 개념을 의상

디자인 속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인체공학적인 의상들은 배우들의 움직임을 제

한하였고, 배우들은 기하학적인 공간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마분지와 철사로 만든 원통과 원

뿔과 같은 기하학적인 도형들 속에서, 뻣뻣한 자

세로 겨우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다(그림 

18).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해 보이는 배우들의 

움직임은 의상과 더불어 이들을 더욱 분절되어 

보이는 공간구조 속에 가둬둔 것으로 보인다. 의

상의 공간들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은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는 형태의 재현이 아니라, 

배우들의 움직임 자체를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

해, 3차원적인 인체에 4차원적인 공간의 개념을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제6장의 무

대와 의상디자인’(그림 19)을 보면, 공연하는 배우

들이 인체와 의상 사이에 기하학적인 공간을 지

닌 입체적인 디자인의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2. 흑백(Black & White)의 이미지

  흑백의 이미지는 말레비치가 ‘0. 10 전시회’(그

림 2)에서 절대주의를 선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

을 미쳤던 ‘검은 사각형’(그림 1)을 예고했던 것이

다. “Victory over the Sun”의 등장인물들은 기하

학적인 선의 구조로 이루어진 의상디자인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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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연극과 삶

(Teatr I Zhin)에 실린 

제1장의 공연장면
(출처: Victory over the sun: The 

world’s first futurist opera(p.185) 

Bartlett & Dadswell. 2011.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Exeter press)

<그림 23>

악의를 가진 자(The certain 

person with bad intentions)
(출처: Victory over the Sun: The 

world’s first futurist opera(p.5) 

Bartlett & Dadswell. 2011.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Exeter press)

<그림 24> 연극과 삶

(Teatr I Zhin)에 실린 

제4장의 공연장면
(출처: Victory over the sun: The 

world’s first futurist opera(p.185) 

Bartlett & Dadswell. 2011.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Exeter press)

<그림 25> 무덤 파는 

사람들(A gravediggers)
(출처: Victory over the Sun: The 

world’s first futurist opera(p.4) 

Bartlett & Dadswell. 2011.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Exeter press

정색과 흰색의 무채색의 대비를 이룬 의상들을 

착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1장에 등장하는 

‘미래주의 강자’(그림 18)와 ‘네로(Nero)’(그림 20) 

그리고 제6장에 등장하는 ‘주의 깊은 노동자’(그림 

21)의 의상에서도 이러한 흑백의 이미지를 이룬 

의상디자인을 볼 수 있다. ‘네로’와 함께 등장한 

‘주의 깊은 노동자’들의 의상은 강렬한 둥근 태양

의 선과 대조를 이루며, 흑 과 백의 대비를 이룬 

모습들을 보여준다. 말레비치의 목표가 회화에서 

물체의 잔재를 배제한 ‘비대상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었다면, 흰색과 검정색은 물체의 부재를 전달

하기 위해 사용된 것인데, 이러한 말레비치의 순

수성은 의상디자인에도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말

레비치는 자신의 작품에 간결하면서 순수한 형태

들의 대부분을 이러한 검정색과 흰색으로 표현하

고 있다.

  1913년 “Victory over the Sun”을 공연하거나, 

1915년 ‘0. 10 전시회’를 할 시기만 하더라도 검정

색과 흰색은 모두 회화에서 배제되는 무채색의 

개념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샤넬의 리

틀 블랙 드레스가 유행 된 이후 100년 동안 이 검

정색과 흰색은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가장 오랫동

안 유행하여온 색채이다(박윤정, 2016). 이것은 

마치 말레비치가 “Victory over the Sun”의 무대와 

의상디자인을 통해 절대주의를 완성하면서, 미래

의 패션을 예측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기계적인 인간의 이미지

  러시아의 다른 무대의상 디자인과는 달리 

“Victory over the Sun”에 표현된 의상디자인을 보면, 

신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보이기보다는 원통과 원뿔, 

육면체 등의  파편화된 인체 부분들로 이루어진 구

성체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이것은 인간의 형상이

라기보다는 기계적인 로봇에 더 가깝게 묘사된 인

물들이었다. 말레비치는 1912년 신원시주의적 경향

에 입문하면서부터, 인물들을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구성된 형태로 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인물

들은 기계적인 로봇에 가깝게 묘사하였다. “Victory 

over the Sun”의 의상디자인에 보이는 인물들은 이

미 1912년에 확립된 이러한 입체주의적인 로봇과 

같은 인간의 이미지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네로’

(그림 20)는 둥근 한 쪽 어깨와 대각선으로 내려오

는 스커트(下衣), 그리고 V자로 올린 팔의 표현 등

이 기하학적인 형태들의 독립적인 형태를 보여준

다. 이러한 기하학적 도형들로 이루어진 기계적인 

이미지의 의상 디자인들은 단순히 개념의 차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작되어 배우들에게 입

혀졌다. 1913년 12월 ‘연극과 삶(Teatr i Zhizn)’지 에 

실린 “Victory over the Sun”의 제1장의 공연을 담은 

사진(그림 22)을 보면 가장 오른 쪽에 있는 인물이 

‘악의를 가진 자’(그림 23)임을 알 수 있으며, 제4장

의 공연 장면을 담은 사진(그림 24)의 무대 오른편

에서는 ‘무덤 파는 사람들’(그림 25)을 찾아낼 수 있

다. 비록 흐릿한 흑백 사진에 불과하지만, 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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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전사(The warrior)
(출처: Victory over the sun: The worlds7 first futurist opera(p.4) 

Bartlett & Dadswell. 2011.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Exeter press)

<그림 27> 터키 전사(The turkish soldier)
(출처: http://www.thekompass.co.uk)

들과 말레비치의 의상디자인 습작들을 대조하면 이 

사진 속 인물들이 대충 어느 배역을 맡았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Victory over the Sun”의 의상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말레비치의 개념을 그대로 실

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배우들의 움직임은 의상과 

더불어 이들을 더욱 기계나 로봇과 같이 보이도록 

하였고, “Victory over the Sun”에서 구현된 인체들은 

조명의 효과에 의해 더욱 분절되어 보였다. 기계 인

간의 이미지는 1910년대와 1920년대의 러시아 문학

과 예술에서 발견되는 인체에 대한 일반적인 세 가

지 관념 중 하나였다(Bowlt, 1976). 이 세 관념은 첫

째, 인체의 내부에 대한 관심과 장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바램, 두 번째, 인체의 외양을 관능적으로 표

현하려는 경향, 마지막으로 기계미학의 연장선상에

서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해석하려는 태도이다. 이

들 세 관념은 특히 연극, 오페라, 발레 등의 공연 예

술에서의 무대미술 속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의상

디자인의 경우 기계 인간의 이미지는 말레비치의 

“Victory over the Sun”에서 가장 처음 발견된다. 말

레비치의 의상디자인은 당시의 관객들과 비평가들

로부터 충격적인 반응을 얻어낸 혁명적인 것이었지

만, 이후 러시아에서 기계로서의 인체 관념을 표현

한 인물상이나 의상디자인에 있어서는 하나의 전통

으로 확립되었다. 

4. 전쟁 중 전사(Warrior)의 이미지

  러시아는 1905년과 1917년에 혁명을 겪는 동안 

러시아 전통의 고수와 부정(否定) 사이에서 나아

갈 바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었다. 미술 

분야에서는 전통을 고수하려는 신원시주의자들과 

기존의 전통을 타파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

자는 광선주의, 입체 미래주의자들이 서로 대립하

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이념과 예술 사조의 실험장 이었던 러시아의 당

시 시대 상황은 “Victory over the Sun”의 탄생 배

경이기도 하였다. 세 번의 혁명을 겪고, 또 가까

운 발칸 반도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등 20

세기 초 러시아는 전쟁의 기운이 내내 감돌았으

며, 러시아의 문학과 예술관련 사람들은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전쟁을 강력히 비난하고, 반전 

운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미래주의 시인인 마야

코브스키는 전쟁을 저주하는 시를 발표하기도 하

였는데, 이러한 전쟁을 모티브로 한 의상디자인은 

“Victory over the Sun”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오페

라 제2장에는 전쟁과 관련된 두 인물, ‘전사(The 

warrior)’(그림 26)와 ‘터키 전사(The turkish 

soldier)’(그림 27)가 등장한다. 특히 ‘터키 전사’는 

손에 전형적인 이슬람 칼인 사브르(sabre)를 들고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이슬람을 상징하는 초승달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머

리는 트럼프 카드에서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 형

태(◆)를 하고 있다. ‘전사’ 역시 머리는 트럼프 카

드의 스페이드(spade:♠)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과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에 대

한 알레고리로 볼 수 있다. ‘전사’나 ‘터키 전사’와 

같은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Victory over the Sun”의 등장인

물들은 거의 모두 갑옷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어, 

‘미래주의 전사’와 같이 보인다. “Victory over the 

Sun”의 전사 이미지는 미래주의 전사로서 마츄신 

말레비치, 홀레브니코프, 크루초니흐의 모습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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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Rudenstine, 1981). 이

들은 기존의 예술적 전통에 반기를 들고 전위라

는 이름아래 전혀 다른 새로운 언어와 음악, 미술 

등으로 미래의 예술을 위한 선구자의 길을 걷고

자 하였으며, 이것이 “Victory over the Sun”을 탄

생시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전통과 관습에 저

항하려는 그들의 의지가 오페라의 인물들을 통해 

전사의 이미지로 구현된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Victory over the Sun”은 20세기 초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위 예술인 ‘절대주의’를 바탕으로 한 

예술 작품이다. 당시 러시아 예술은 과거를 극복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실험 정신으로, 전

통의 변화를 일상생활에서부터 여러 예술 장르로 

폭넓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특히 러시아라

는 특수한 상황에서 탄생한 말레비치의 비구상 

예술은 순수 예술 뿐만 아니라 “Victory over the 

Sun”의 무대와 의상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Victory over 

the Sun”에 표현된 절대주의 예술 의상에서는 1) 

기하학적인 공간구조, 2) 흑백의 이미지, 3) 기계

적인 인간의 이미지, 4) 전쟁 중 전사의 이미지로 

구분하여, 절대주의 예술 의상들의 특징을 고찰하

였다. 먼저 기하학적인 공간구조에서는 ‘미래주의 

강자’와 같이 배우들의 인체와 의상 사이에 존재

하는 기하학적인 공간을 4차원의 공간감을 지닌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의

상들을 기하학적인 공간구조로 표현한 것은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을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의 움직임 자체를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

해, 공간의 개념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흑백의 이미지이다. 말레비치는 회화에서 

‘비대상의 세계’를 자신의 작품에 표현하면서, 기

하학적이며 순수한 형태의 대부분을 검정색과 흰

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흰색과 검정색은 물체의 

부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것인데, 이러한 말

레비치의 특징은 의상디자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세 번째, 기계적인 인간의 이미지는 말레비

치가 1912년 신원시주의적 경향에 입문하면서부

터, 인물들을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구성된 형태로 

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인물들은 기계적인 

로봇에 가깝게 묘사하였다. “Victory over the 

Sun”의 의상디자인에 보이는 인물들은 이미 1912

년에 확립된 이러한 입체주의적인 로봇과 같은 

인간의 이미지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네로’는 둥

근 한 쪽 어깨와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스커트, 그

리고 V자로 올린 팔의 표현 등이 기하학적인 형

태들의 독립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하

학적 도형들로 이루어진 기계적인 이미지의 의상 

디자인들은 단순히 개념의 차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작되어 배우들에게 입혀졌다. 

마지막으로 전쟁 중 전사의 이미지를 살펴보았

다. “Victory over the Sun”에는 전쟁을 모티브로 

한 의상디자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특히 제2장에

는 전사와 터키전사가 등장하여 갑옷과 같은 복

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과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등장인물들도 거의 갑옷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어, 미래주의 전사와 같이 보인다. 

이것은 전통과 관습에 저항하려는 그들의 의지가 

“Victory over the Sun”을 통해 전사의 이미지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레비치가 과거의 인습적인 사물의 질서와 논

리에 반대하여 자신만의 전위적인 예술양식을 구

축하였던 것은 모더니즘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

던 예술가들이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을 통

해 모더니즘을 극복하려 했던 것과 비슷한 결과

를 가져왔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다시 100년 

전의 예술이었던 러시아 전위 예술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예술 의상의 관점에서 보려하고 있다. 역

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변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변화라는 것은 지나

고 보면, 늘 과거의 예술과 관습 그리고 문화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임을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절

대주의 예술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

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실제로 “Victory over the 

Sun”은 현대 패션디자이너들이 소재의 선택과 다

양한 표현 방법들을 통해 디자이너들의 창작의도

가 예술 의상 부분으로 영역의 확장을 넓히고 있

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레비치의 이론

과 연구들은 실질적인 패션디자인의 발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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