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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시선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다룬다.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성악인 ‘가곡(歌曲)’을 노래하는 박민희는 그간 가곡이라는 
성악장르에 대하여 ‘시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그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는 시도를 해왔다. 이번 작업은 가곡이 정형시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소네트를 통해 가곡이 다룰 수 있는 시의 
영역을 넓혀보고자 한다. 소네트와 우리나라의 시조는 정형시의 틀 안에서 
구조를 갖고 엄격한 형식을 취하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생성 시기나 
유행했던 시기 등 닮은 구석이 많다. 이에 단순히 전통음악의 선율이나 
장단을 차용하는 것이 아닌 전통음악이 생성되었던 이유와 방법을 찾아 
다른 언어와의 접점을 살펴보고 전통의 뿌리에서 동시대성을 회복하는 
방법론을 고민하는 작업이 되고자 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거문고와 목소리(가곡 기반) 그리고 안무가 
셰익스피어 ‹소네트 18번›에서 동시에 출발한다. 소네트에서 드러나는 
정형의 구조와 시의 이면을 공간 × 시간의 구조로 보여준다. 출연하는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의 언어(거문고, 목소리, 신체)를 통해 ‹소네트 18번›을 
해석한다. 각기 다른 세 개의 이야기는 소네트에 대한 수 많은 해석이 
공존하는 현실처럼 무대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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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드라마투르그 이단비의 글

박민희에게 물었다. “가곡의 본질이 뭔가요?” “시요!” 이 간결하고 명료한 
대답을 토대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Sonnet)가 떠올랐고 이를 근거로 
이번 작업이 확장되었다. 시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또 다시 질문은 던져졌다. “소네트와 가곡의 접합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구조요.” 이런 생각을 토대로 시가 어떠한 해석적인 
범주가 아닌 순수하게 구조적인 틀 안에서 논의되고 해체될 때 그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재미를 느꼈고, 이는 본래의 시적 
형식에 가장 가까운 새로운 형태의 번역에 대한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번역된 ‹소네트 18번›에 대한 첫 인상은 생소함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이루고 있는 4·4·4·2행 
(abab · cdcd · efef · gg)의 형식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결과물이며, 5음보 율격의 약강 형식이라는 시적 운율을 살리기 위한 
시도이다.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적인 특성이 다르다는 점, 무엇보다도 
음절에 따른 운율적 특성을 살릴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번역 자체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출발지점이 되길 희망해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번역상의 시도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서로 다른 시선으로 담아보고자 한 이번 공연의 
취지와 같은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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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t 18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Thou art more lovely and more temperate:
Rough winds do shake the darling buds of May,
And summer's lease hath all too short a date: 
Sometime too hot the eye of heaven shines,
And often is his gold complexion dimm'd; 
And every fair from fair sometime declines,
By chance or nature's changing course untrimm'd;
But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Nor lose possession of that fair thou owest;
Nor shall Death brag thou wander'st in his shade,
When in eternal lines to time thou growest: 
 So long as men can breathe or eyes can see,
 So long lives this and this gives life to thee.

소네트 18 (이단비 譯)

여름 날에 비유할까 너를 
너는 더 온화해 사랑스러 
거친 바람 봄 꽃망울 흔들
여름 날 짧은 하루 아쉬워
때론 태양 빛에 눈이 부셔
그 광채 숨기도 구름 뒤로
온갖 미도 결국 미색 흐려(/잃어)
우연 아님 자연의 섭리로 
허나 영원해 너의 그 여름
잃지 않아 그 아름다움을
방황은 없어 그늘 속 죽음
너는 시간과 시적 불멸을

 시선 숨결 소멸 없는 세상

 시의 숨결 그 안 너는 사랑

프로그램

각자의 시선은 소네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토대로 작업되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
른 공간 구성과 인물의 배치를 통해 드러나는 관계는 이 ‹소네트 18번›의 내용과 구조를 함께 다룬다.  
 무대에 출연하는 박민희(노래), 박우재(거문고), 장홍석(춤) 세 사람은 소네트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이야
기한다. 실제로 소네트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시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관점의 결과들이 존재한다. 소네
트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는 어쩌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데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에 세 사람은 본
인의 시선을 투영하여 ‹소네트 18번›을 바라본다. 
 출연자 외 이단비(드라마투르그&번역), 김진이(기획총괄), 이순정(프로듀서)의 공동 창작이며 전체 공연
에 대한 콘셉트 및 구성 그리고 책임은 박민희에게 있다. 

음원

낭독

존 길구드(Sir Arthur John Gielgud), 
데이빗 데넌트(David Tennant) 
타악기

심운정, 이성록 
영상

안마노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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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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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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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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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제 제시 및 음악 — 박민희

5{(4 × 3)+2}=1
5는 음보

4는 짜임

3은 단락

2는 결론

1은 시 

5는 목소리가 되고

4는 시선이 되고

3은 공간이 되고 
2는 관계가 되고

1은 시간이 된다.  

1은 여러가지 방향으로 나아간다. 1은 사랑이고, 1은 시 자체이고, 1은 건
축에 비할 수 있음직한 구조이다. 이들에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바라봄, 
그것을 다시 1이라고 해둔다. 

  박민희 
  PARK Minhee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김영기. 이승윤. 황숙경 사사)
  주요작품

 ▶ 가곡실격: 방 
 ▶ 가곡실격: 나흘 밤 
 ▶ 박민희 서울노래 노니나노노느니라 
 ▶ 음반 박민희 여창가곡한바탕 사랑거짓말이

# 1. 주제 제시 및 음악 — 박우재 

‹소네트 18번›을 읊는 존 길구드 (Sir Arthur John Gielgud)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단어의 조합과 문장의 배치, 그의 감정상태 그리고 그 순간.
슬기둥 거문고소리가  그 목소리의 길을 따라 연주한다.
박자의 조합과 음정의 배치, 나의 감정상태 그리고 이 순간.

  박우재 

  PARK Woojae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졸업

 2002 제22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국립국악원 한국일보)
  주요작품

 ▶ 4D (Sidi Larbi Cherkaoui 안무) 편곡, 연주

 ▶ 레이디맥베스(연출 한태숙) 음악, 시종 역

 ▶ TEZUKA (Sidi Larbi Cherkaoui) 작곡, 연주

 ▶ Headache (김남진 안무) 작곡, 연주, 움직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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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제 제시 및 춤 — 장홍석

A B A B           A C E G  A

C D C D          B D F G  B

E F E F          A C E   A

G G            B D  F   B

|                |   C

|  Ba BOOM  | Ba BOOM  |  Ba BOOM  |  Ba BOOM  |  Ba BOOM  |  D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D

소네트의 구조에 대해 좀 더 집중 했다.              E

4·4·4·2행 (ABAB · CDCD · EFEF · GG)             F

Ba BOOM 소네트를 읽어갈 때 음률의 형태에            E

대해서 다가갔다.                   F

소네트를 읽고 나를 투영 했다.                G

소네트를 몸으로 읽어 간다.                 G

  장홍석 
  JANG Hongseok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전문사 재학 
  주요작품

 ▶ Cell (안무)
 ▶ 가볍게 우울한 (안무)
 ▶ DECO (안무)
 ▶ INTER-FACE (출연)
 ▶ CO CO (출연)
 ▶ 책의과정 (출연)
 ▶ 펜터질레아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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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객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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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박민희는 솔리스트로 활동 중인 
전통성악가다. 2011년 발표한 
가곡음반 ‘박민희 여창가곡한바탕 
사랑거즛말이’를 비롯하여 다수의 
독창회와 협연을 하였다. 
 2012년 Berliner 
Festspiele(베를린, 
독일)에서 이수경작가의 
작품 ‹노래: 버들은실이되고 
꾀꼬리는북이되어›를 통해 
솔로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하였으며, 안은미컴퍼니의 
‹바리 – 이승편›의 초연 멤버로, 
이 작품을 통해 2011년 
에딘버러페스티벌, 2009년 
피나바우쉬페스티벌 등에 
목소리와 몸의 신체언어를 
사용하는 퍼포머로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가곡실격›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공연을 통해, 
전통가곡을 신체(목소리, 움직임) 
언어로 변형하여 무대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 KBS 국악대상 가악상 수상  
 (201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  
 AYAF 2기 선정  
 (2011-2012)
▶ 월간 ‘객석’ 차세대 이끌  
 10인의 유망주 선정 (2010)

www.parkminhee.com

Staff

구성&공간디자인
박민희   
드라마투르그&번역
이단비 

사진

나승열   
홍보물디자인

강문식  
의상스타일링

윤재원  
녹화

최미연 

무대감독

정광진, 김상엽  
조명

하종기   
음향

장태순     

프로듀서

이순정  
홍보

성혜인  
기획총괄

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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