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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공간 루프, 독일문화원 공동 주관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프로젝트, <커버드 컬처Covered Culture> 개최 

2020년 11월 17일(화) - 11월 29일(일) AM10:00~PM7:00  

 

 

 

 

대안공간 루프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커버드 컬처COVERED CULTURE>를 개

최한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기획된 <커버드 컬처>는, 현대 음악 작곡가 브리기타 문텐

도르프Brigitta Muntendorf와 드라마투르그 모리츠 로벡Moritz Lobeck의 협업 작업이다.  

 

<커버드 컬처>는 ‘작곡가, 휴머니스트 그리고 혁명가로서 베토벤이 다양한 문화와 개인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합창이 갖는 잠재적 음향을, 음의 고저가 균질화된 ‘허

밍humming’으로 재해석한다. 허밍은 사적이고 내밀한 사운드이다. 허밍의 합창은 부분과 집단에 

대한 청각적이고 현대적 실험이 된다. <커버드 컬처>는 찬송하는 축전 문화에 대한 비판적 질문

을 담고 있다. 

  

문텐도르프/로벡은 베이징 퀴어 합창단, 독일 국립극장 바이마르 오페라 합창단, 그리고 중국, 한

국과 일본에서 가수와 퍼포머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담은 오디오비주얼 설치 작업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하나의 가상 합창단이 된다. 문화적 지표, 개인적 해석과 집단적 차용을 탐구하는 독일-아시

아 프로젝트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베를린, 상하이, 서울, 베이징, 도쿄와 교토에서 열리며, 서울 프로젝

트는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서교동에 위치한 대안공간 루프에서 진행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

부터 오후 7시이며, 입장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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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소개 

 

브리기타 문텐도르프 

독일계 오스트리아인인 작곡가 브리기타 문텐도르프는 다중의 레이어 참조 및 연결망인 다양한 

형식과 모드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음악을 만든다. 브리기타 문텐도르프는 파리 국제예술공동체와 

교토 빌라 카모가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고, 2014년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에는 독일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독일 작곡가상을 수상했다. 그녀의 작품은 파리 가을축제, 

루르트리엔날레 예술축제, 독일 세계연극제 테아터 데어 벨트, 도나우에슁겐 음악축제, 바르샤바 

가을축제,  뮌헨 비엔날레, 스트라스부르 음악축제, 오슬로 현대음악축제, 아테네 오나시스, 메트로 

클럽 교토, 아트쉐어 LA,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 등의 전세계 축제에서 앙상블 모데른, 클랑포룸 

빈, 모크렙 시카고, 뮤직패브릭, 레시에클 등에 의해 연주되었다. 2017년부터 브리기타 문텐도르프

는 독일 퀼른 국립음대 작곡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www.brigitta-muntendorf.de] 

 

모리츠 로벡 

드레스덴에서 태어난 모리츠 로벡은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음악학, 도시 사회학 및 심리학을 

공부했다. 그는 베를린에서 큐레이터 및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 일했으며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빈, 잘츠부르크 국립오페라 극작가로 일했다. 2011년부터 슈투트가르트 국립오페라에서 극작가 겸 

개발담당 부장으로 일했으며 2014년부터 국제 및 다학제적인 아트 페스티벌인 비엔나 페스티벌

의 큐레이터를 맡고 있다. 2018년부터 유럽 아트센터인 HELLERAU에서 음악 및 미디어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하고 있으며, 드레스덴 현대음악 비엔날레 TONLAGEN에서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다. 

 

전시작품 소개 및 주요 이미지 

 

커버드 컬처, 오디오-비주얼 설치, 2020. 

 

 

커버드 컬처, 오디오-비주얼 설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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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컬처 Covered Culture 

참여작가: 브리기타 문텐도르프, 모리츠 로벡 

전시기간: 2020년 11월 17일(화) - 11월 29일(일) 

전시장소: 대안공간 루프 

관람시간: 10:00AM - 7:00PM 

주최/주관: 주한독일문화원, 대안공간 루프 

후원: ZKM | Karlsruhe 

공식 웹사이트 링크 www.covered-culture.org 

 

 

 

*고용량 이미지는 Dropbox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링크) 

https://www.dropbox.com/sh/pwtuquwt4l7vjxd/AADHVPlT79pJVtzvaooMbra1a?dl=0 

사진설명: <커버드 컬처 Covered Culture> 전시작품 이미지  

이미지 제공: 대안공간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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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메인 포스터 

 

 

 

관련링크 

대안공간 루프: www.altspaceloop.com 

 

언론문의처 

대안공간 루프 전시팀  

이선미 큐레이터 / 김다영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02-3141-1377  

gallery.loop.seoul@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