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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한경자입니다.
제27회 전국무용제 기념 제20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무용역사기록학회는 “몸의 정치학: 순응의 춤, 저항의 춤”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
니다. 무대 위 미학의 영역인 무용이 어떻게 보면 사회정치적 맥락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
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주제는 국제 무용학계에서 지난 십수년간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슈였습니다. 무용역사기록학회는 이러한 국제적 학문 경향
과 발맞추어 관습적인 춤, 몸, 정치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몸적 실천이 치열한 현실사회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집중 조명하려고 합니다.

춤과 몸의 정치학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무용과의 위기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연구 주제입니다. 2013년 멜론대학에서 있었던 대학 무용과의 위기에 대한 토론
에서 춤의 정치학이 그 위기를 극복할 한 방법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맞아 무용은 이 분야가 진정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와 같은 변혁의 시대에 춤의 대사회적 역할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시대와 세대와 공감하는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춤, 몸, 움직임은 사회정치적 힘들이 반영되고 형성되는 장으로서 언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의미들이 포착되는 독특하고 독보적인 공간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무용과
정치적 분쟁에 대한 논의는 어느 편을 들거나 옳고 그름을 따져 분란을 일으키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춤, 몸, 움직임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힘들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된 관계들을 조명합니다. 이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사회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이해입니다.

이에 가장 먼저 기조연설에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 부학장이신 이자키 야요이 선생님께서
“전후, 변화하는 일본의 현대무용”이라는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전쟁 시기 춤 텍스트가 오늘날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
니다. 20세기와 21세기는 세계적 전쟁 및 정치적 분쟁의 시기였고 우리나라는 그 한가운데
위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시기 춤에 대한 논의는
대다수가 정치적 분쟁 상황을 제쳐놓거나 아니면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해왔습니다. 금번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사회정치적 요소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춤 텍스트를 다시
읽어내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발제에는 세계무용연맹 아시아·태평양지부 회장이신 우미말
라 사르카, 미시건 대학교의 에밀리 윌콕스, 댄스포스트코리아 편집장이신 장지원 선생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춤이 인간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살펴봅니다.
이 주제는 갈등을 마주한 춤의 대응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고찰합니다. 발제에는 국립대
만예술대학교 야틴 린, 성균관대학교 김재리, 국립국악원의 권혜경 선생님이 수고해주시겠
습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몸과 춤의 정치학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탐색합니다. 여기서는
몸과 몸을 매개로 하는 춤이 반영하고 형성하는 정치성에 집중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생
성 과정을 조명합니다. 발제에는 US 리버사이드의 데릭 베릴, 한양대학교 장순향,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 김채원 선생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로비에 마련된 포스터 발제는 기획 주제와 자유 주제로 구성되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서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제 무용역사기록학회 국제
심포지엄의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Opening Address

Kyungja Han
(President of the Dance Society for Documentation & History, and
Professor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ood Morning!
This is Kyungja Han, the president of the Dance Society for Documentation &

History(SDDH). I sincerely welcome everyone to the 20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Dance Society for Documentation & History celebrating the 27th Korea Dance

Festival.

This year, SDDH chose the theme “Body Politics: Dance of Resistance, Dance of

Conformity.” Some of you may think that dance, the field of aesthetics on stage, is

somehow independent from the socio-political context, but it's actually the most

fundamental issue of the last decade in international dance scholarship. In line with

this international academic trend, SDDH seeks to highlight how various embodied practices

face the society and look beyond the conventional concepts of dance, body and politics.

Dance and politics of the body is a very much-needed research topic in light of the

crisis of dance departments in universities today. The politics of dance was pointed out

as a way to overcome the crisis in Humanities and dance at the conference held at

Mellon University in 2013. Facing such difficulty, dance has to seriously consider what

kinds of educational value the dance has and what kinds of ability the dance can offer.

Also, in this revolutionary age, re-examining the role of dance in our society is an important

way to empathize its link with the times and generations.

Dancing, body and movement are unique places where social and political forces are

reflected and formed. On this theoretical basis, the purpose of discussion on dance and

political conflicts is to shed light on complex and sometimes contradictory relationships

of various forces that organize and operate dance, body and movement, not to take

sides or cause confusion by judging right from wrong. What we want to achieve through

this is a better understanding of humans and our society.

First of all, Yayoi Izaki, the vice president of Ochanomizu University, will give the

keynote address, “Contemporary dance in Japan that has changed since the war: past,
present, and future.”

The first section looks at how the wartime dance text can be reinterpreted today.

The 20th and 21st centuries were a time of global wars and political conflicts, an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country has been in the right center of it. However,
since it is a sensitive issue, most of the discussions on dance at this time have been

put aside or treated as a secondary element of political conflict. This symposium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read the dance text, facing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that have

been neglected so far. In this section, Urmimala Sarkar, the president of the World

Dance Alliance Asia-Pacific sector, Emily Wilcox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d Jiwon Jang, the editor of Dance Post. Korea will present their papers.

The second section looks at how dance expresses conflicts in human society. This

topic examines the response of dance facing conflict and analyze the meaning in such
encounter. Now, Yatin Lin from the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Jae Lee

Kim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and Hye Kyung Kwon from the National Gugak

Center will give presentations.

The third section explores how the politics of body and dance can be explained. Here

we focus on the politics that dance and its medium, the body reflect and form, highlighting

the various complex semantic processes. Derek Burrill from the UC Riverside, Sunhyang

Jang from Hanyang University, and Chaewon Kim from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will express their views on the topic.

In addition to the presentations, we prepared poster presentations that allow more

researchers to share and develop their achievements. I would also like to kindly ask

all participants to take a lot of interest and exchange ideas to make this event more
productive.

Again, I offer my warmest welcome and express my appreciation to all of you and

now I'm announcing the opening of the 20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Dance
Society for Documentation & History.

축 사

조남규((사)한국무용협회 이사장)

한국 무용계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제27회 전국무용제 기념 국제학술심포지
엄’을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무용역사기록학회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의 주제는 춤과 사회정치적 맥락이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과 방식에
대한 탐구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정치, 사회와 분리할 수 없는 예술분야인
춤이 이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춤의
정치성, 사회성 측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춤이 어떻게 갈등을 표현하고 혹은 이에 저항했
는지 그리고 몸과 춤의 정치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쟁 시기의 춤 텍스트는 오늘날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는 우리들이 되짚어
볼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춤과 문화,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춤에 대한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에서 확장된 몸적 실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춤의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국제적 감각
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한국의 무용예술과 무용학의 지평을 넓히고자 함께해주신 무용역사기록학회 임원
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Congratulatory Remark

Namgyu Cho(President of the Korea Dance Association)

It is a great pleasure to have the ‘The 20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and History in commemoration of the 27th Korea Dance

Festival’ which is dedicated to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Korean dance world, with
greate scholars at home and abroad.

The subject of this academic symposium is an exploration of various perspectives and

methods in which dance and socio-political context intersect. It's true that dance, an
art form that can't be separated from politics and society, was passive in dealing with

such sensitive subject. But rather than just emphasizing the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of dance, it now considers how dance expressed or resisted conflict and how it affected
the politics of body and dance, how the dance text of war period can be reinterpreted

today. It is a great opportunity to expand the paradigm of dance an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researchers from not only Korea but also other countries are paying attention

to corporeal practice expanded from conventional and traditional concepts of dance through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the members of the Dance Society

for Documentation & History and all those who participated in this event to broaden
the horizon of dance and dance studies in Korea.

축 사

류명옥 ((사)한국무용협회 충북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제27회 전국무용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류명옥입니다.

바이오산업의 메카이자 직지의 고장 충북 청주에서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전국무용제
기간 중, ‘몸의 정치학: 순응과 저항의 춤’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7회 전국무용제는 솔로 앤 듀엣, 찾아가는 춤 서비스뿐 아니라 국제학술 심포지
엄 까지 역대 무용제사상 최초로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있는 무용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몸으로 표현되는 예술행위로 이 사회에 어떠한 정치적 표현과
영향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용예술의 확장성에 대한 의미 있는 학술행사가 되리라 확신
합니다. 몸으로 표현되는 움직임을 텍스트를 통해 들여다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의미
있는 시도일 것입니다. 또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연사분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시각과 해석을 들을 수 있기에 더욱 기대됩니다.

이렇듯 무용가들은 매 순간 우리 사회의 격동의 시기마다 자신들이 겪는 현장을 몸으로써
표현하고 기록해왔습니다. 춤은 우리의 삶과 사회와 유리될 수 없는 중요한 표현매체로서 중요
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오히려 충북에서는 무용예술에 대한 유의미한
존재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빛이 바래고, 예술 분야 중에서도 그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무용예술들과 예술 분야 전문가
분들이 이러한 자각과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희망해 봅니다.

끝으로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위해 애써주신 이자키 야오이(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
부학장), 우미말라 사르카(세계무용연맹 아시아·태평양지부 회장), 에밀리 윌콕스(미시건대
교수), 야틴 린(대만무용학회 회장, 국립대만예술대학 교수), 데릭베릴(UC 리버사이드 교
수), 최해리(무용역사기록학회 부회장), 송갑석(청주대학교 교수), 이인숙(중국북경수도사
범대 초빙교수, 충북무용협회 이사)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ongratulatory Remark

Myeongok Ryu(Chungcheongbuk-do branch Chairperson of Korea Dance Association)

As the director of this year's 27th Korea Dance Festival, I wish to extend warm

congratulation to you all, and I am pleased to host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Body

Politics: Dance of Resistance, Dance of Conformity' in Cheongju, a meca of bio-industry

and the home of Jikji - the oldest surviving book printed with the world's first-known,

movable metal types.

The 27th Korea Dance Festival is the most meaningful and comprehensive dance

festival since it includes not only solo and duet performances, dance tour but also an
international symposium.

To talk about any political expression and influence in society is a meaningful academic

event on the scalability of dance art. It would be a really difficult and yet valuable attempt

to see the body-expressed movement through text. We are also looking forward to exchanging
views and opinions of scholars from various cultures.

Dancers have expressed and documented their experiences through their bodies in

every turbulent period of our society. Dancing has played a critical role as an important

medium of expression that cannot be separated from our lives and society. Despite this

trend, in this town, Chungcheongbuk-do, dance has lost its significance among various

artistic genres. I hope this symposium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dancers and professional

artists to look back on their perceptions and attitudes.

Finally, I would like to pay tribute to efforts and cooperation of Yayoi Izaki(vice

president of Ochanomizu University), Urmimala Sarkar (president of the World Dance

Alliance Asia-Pacific sector), Emily Wilcox(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Yatin Lin(professor at the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Derek A. Burrill(professor

at the UC Riverside), Haeree Choi(vice-president of the Dance Society for Documentation

& History), Kab-seok Song(professor at the Cheongju University), In Sook Lee(invited

professor at the Capital Normal University, a board member of Korea Dance Association

Chungcheongbuk-do branch) and all others who take part in this symposium.

국제학술심포지엄

몸의 정치학 : 순응과 저항의 춤
International Symposium

Body Politics: Dance of Resistance, Dance of Conformity

세션 Ⅰ

전쟁 시기 춤 텍스트의 재해석
Session Ⅰ

Re-interpretation of the Text from Wartime

기조연설
Keynote Address

전후(戰後), 변천해 가는 일본의 현대무용
-과거, 현재, 미래－
Evolution of Gendai Buyou in Post-war Japa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기조연설자
이자키 야요이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 부학장)

Yayoi IZAKI
(Ochanomizu University)

-

문교육학부 예술・표현행동학과 무용교육학 코스 교수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인문과학계 박사(학술)과정 교수
쥬쿄여자대학 (현재의 시가칸 대학) 교수 역임(2005-2006)
나고야 시민 예술제 심사원특별상(무용부문) 수상(2002,2004).

- Faculty of Letters and Education Performing Arts, Dance &
Dance Education, Professor
-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and Sciences, Education
Organization, Doctoral Program, Professor
- Chukyo Women’s University(currently_Shigakkan University),
Professor (2005-2006)
- Special Jury Award (Dance Part) at Nagoya Citizen Arts
Festival (20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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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戰後), 변천해 가는 일본의 현대무용
-과거, 현재, 미래－

이자키 야요이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 부학장)

국문개요
일본에 있어서 현대무용은 어떤 무용을 지칭하는 것일까? 발레와는 다른 장르라는 것은 확실
하며, 신체가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모티브로 작품을 만드는 모던댄스나, 컨템포러리 댄스, 혹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부토(舞踏)를 현대무용의 영역 안에 포함 시킬 수 있다. 본 강연에서는 문헌
과 자료를 찾아가면서 현대무용이라고 지칭되어지는 무용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발생되고 발전해
왔으며, 현대무용의 조류를 만들어 왔는지 [개척자],[전쟁을 넘어서],[부토의 시작],[모던댄스의
전성기],[컨템포러리 댄스의 대두],[현대무용의 지금]이라는 흐름으로 현대무용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또한, 현 상황에 입각하여 현대무용이 미래를 향하여 어떻게 전진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미래를
향하여]라는 부제를 가지고 일본에 있어서의 현대무용의 지금부터에 대해 고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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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戰後), 변천해 가는 일본의 현대무용
-과거, 현재, 미래－

이자키 야요이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 부학장)

Ⅰ.일본의 현대무용(Gendai Buyou)1)
일본에 있어서 현대무용은 어떤 무용을 지칭하는 것일까? 발레와는 다른 장르 임에는
틀림이 없다. 신체가 만들어 내는 움직임을 모티브로 작품을 창작하는 모던댄스와 컨템포라
리 댄스, 일본에서 창시된 부토(舞踏)를 현대무용이라고 봐도 좋을 듯하다.
모던댄스는 이사도라 던컨(Isadora Dancan,1877-1927)의 춤이 계기가 되어, 전통적
인 발레와는 달리 각자가 자유로운 발상으로 창작하는 무용이다. 일본에서 모던댄스라는
언어가 사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1945)이다. 전쟁 전에는, 일본 최초의 서양식 극장
인 제국극장 (1911년 준공)에 초빙된, 이태리의 연출가 겸 안무가 G·V·로시(Giovanni
Vittori Rossi,1867-1940)에게 지도를 받았던 무용을 “양무(洋舞)”라고 불렀다.

전쟁 전의 양무라는 명칭이 전시 체제하 에서 현대무용으로 바뀌게 되고, 전후에 미국으
로부터 들어온 “모던댄스”라는 명칭은 “현대무용”과 동의어 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명칭 둘 다 그대로 사용되게 되었다. 결국, 일본에 있어서 “현대무용”은 발레와는 다른
무용의 총칭으로서 인식되었고, 전후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무용을 “모던댄스”로
불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 후 일본에 있어서의 “모던댄스“는 미국의 포스트모
던댄스, 유럽의 누벨당스, 컨템포러리 댄스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게 된다. 또한 1960년
이후에는 모던댄스에서 "부토(舞踏)"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된다.

“양무”는 1911년 봄, 제국극장의 개장 공연으로 「훌라댄스」2)라는 작품이 공연된 것을
1) 모던댄스, 컨템포러리 댄스, 부토를 포함한 무용의 총칭으로 본고에서는 현대무용 (Gendai Buyou 일본식읽기
표기)이라고 서술함
2) 일본에서 처음으로 무대상연 된 서양무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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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초로 한다. 이 작품은 서양에서부터 수입된 무용보다도 앞서, 유럽에서 파견된 외교관
부인 믹스부인3)이 안무하고 지도 한 것 이었다. 계속해서 1912년 8월, 이태리인 로시가
제국극장에 가극부(歌劇部) 주임으로 일본에 와서, 가극부에 소속한 일본인에게 발레 테크
닉을 엄격하게 지도하고, 몇 작품을 상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 한 사람이
로시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의 무용작품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가 바로 이시이 바쿠(石井漠、
Baku Ishii,1886-1962)였다. 이시이 바쿠의 작품 『무용시(舞踊詩)』를 살펴보면, 발레도
전통 일본무용도 아닌, 일본인에 의한 새로운 무용의 시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16년 가을 발표한 「명암明暗」에 있어서 야마노(山野,2014)는 이시이를 이렇게 평가했
다. “창작의 베이스에는 로시에게서 배운 양무의 기초가 있었고, 야마다 코우사쿠(山田耕筰,
Kosaku Yamada,1886-1950)4)에게 배운 리드믹이 있었다.” 또 움직임의 특징으로 “몸의
중심을 낮게 유지시키며, 다리가 마루 바닥에 빨려 들어가듯이 밀착시켜 서있고, 강하게,
발을 내딛었다.” 그런데, 이시이의 이러한 새로운 무용 활동은 길게는 지속되지 못했고,
1922년 유럽으로 외유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 시기에 다른 몇 명의 무용가들도 해외로
떠나게 된다. 1925년 이시이가 귀국한 이후, 전시체제로 바뀌는 12-13년 동안 양무의
발전기를 이룬다. 그 동안 이시이는 후진양성에 힘을 쏟으며 정력적으로 작품을 발표하였
다. 문하생으로서는 처제인 이시이 코나미( 石井小波、Konami Ishii 1905-1978)를 비롯
해서, 이시이 미도리(石井みどり,Midori Ishii ,1913-2008), 최승희(崔承喜、Shouki Sai
1911-1969)등 그 후 이름을 빛낸 유명한 무용가들이 탄생하게 된다. 또 1926년에 귀국한
타카타 마사오(高田雅夫、Masao Takada1895-1929), 타카타 세이코(高田せい子、Seiko
Takada 1895-1977)부부도 이 시대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작품을 발표하였다.
또 그들의 문하생에는 에구치 타카야(江口隆哉 Takaya Eguchi, 1895-1977), 미야 미
사코(宮操子、Misako Miya,1907-2009)가 있었는데, 그들은 1931년 독일로 건너가 마리
뷔그만(Mary Wigman,1886-1973) 밑에서 독일의 모던댄스를 익혀, 귀국 한 후 일본의
무용계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41년 말, 태평양전쟁 이후, “무용은 병사들의 위문과 전의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봉사
적인 작품 외에는 어떠한 예술 활동도 금지되었다”(쿠사카,日下1997). 이러한 상황 아래
미야 미사코(宮操子)는 1939년 가을, 전지(戦地)로 무용 위문 공연 의뢰를 받았다고 기술하
고 있다(미야,宮). 위문공연은 1940년과 1941년, 년1회 2개월의 일정으로 이루어 졌다고
3) 「제국극장부속기예학교(帝国劇場付属技芸学校)」의 지도자
4) 양무를 도입한 타이쇼우(大正)쇼우와(昭和) 초기의 작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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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참가 무용 단원은 에구치 타카야와 미야 미사코, 그 외 여성 6명, 남성 1명 계9명으로
결성 되어 전선(前線)부대의 중심뿐만 아니라, 전선의 앞에 주둔하는 부대에도 여러 번
들렀다고 한다. 1회의 무대는 40분간 정도로, 상연작품은 군가, 유행가 등 병사들에게
친근감이 드는 곡으로 조정하여, 고향을 느낄 수 있는 민요를 무용화 한 것 이었다.

전쟁을 사이에 두고 현대무용의 중심에 있었던 무용가로서는, 이시이 바쿠, 타카타 세이
코, 이토우 미치오(伊藤道郎、Michio Ito, 1893-1961), 에구치 타카야, 미야 미사코, 코모
리 토시(小森敏

Toshi Komori, 1887-1951), 히노키 켄지(檜健治

Kenji Hinoki,

1908-1989), 쿠니 마사미(邦正美 Masami Kuni, 1908-2007)이었다. (야마노 山野
Yamano, 2014)
전후의 무용은, 1946년 10월8일, 이시이, 타카타, 에구치, 미야 등이 중심이 되고, 거기
에 발레계의 2, 3개의 단체가 더해진 합동 무용제(쿠사카,1997)로부터 시작 되었다. 1950
년에는 에구치 타카야가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는, 그때까지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군무 작품을 창작하여 상연하였다. 이 작품은 안무, 무용구성 등 무용창작의 새로운 방법
을 보여준 것이었다. 또한, 에구치는 일본여자체육단기대학교(日本女子体育短期大学)의 교
수로서 무용교육을 추진하면서, 그 후의 일본의 현대무용계에서 활약하게 되는 무용가를
육성하였다. 그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노 카즈오(大野一雄

Kazuo Ono,

1906-2010)도 포함되어 있다.
현대무용이 전쟁으로 인한 정체로부터 벗어나 앞으로 전진 하려던 1954년에, 미국의
문화센터가 개최한 모던댄스의 시범공연이 행하여 졌다. 미일 양국의 문화교류는 전쟁으로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무용가들은 그때까지 본 적이 없는 미국의 모던댄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 처음으로 “모던댄스라는 미국식 호칭이 기획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사용되었다” (쿠사카, 1997). 그리고 1955년에는 마사 그라함(Martha Graham
1893-1991)무용단의 일본 첫 공연이 행하여져, 일본 무용가들은 누구나 그라함의 테크닉
을 배우기를 열망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현대무용과 모던댄스는 동의어이기도 하면서, 현대무용은 발레와는 다른,
크게 묶은 무용의 총칭으로서, 또 모던댄스는 미국에서 이입된 명칭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
였다.
1960년대의 모던댄스는 미국의 마사 그라함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한다. 이즈음에 활약한 무용가는 후지 미에코(芙二三枝子 Mieko Fuji, 192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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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다 타카시(西田堯 Takashi Nishida, 1926-2014), 쇼우지 히로시 (庄司裕 Hiroshi
Shouji, 1928-2008), 후지 코(藤井公 Ko Fujii, 1926-2008) 등이 있다. 후지 미에코는
이시이 바쿠, 에구치 타카야에게 사사하여 리드믹한 영향을 느끼게 하는 작풍으로 높은
창작성을 갖추고 있었다. 니시다 코와 쇼우지 히로시는 에구치 타카야의 우수한 제자들로서
알려져 있고, 이 두 무용가들의 연출법과 안무는 독자적이었으며 뛰어난 작품을 발표했다.
이렇게 각각의 무용가 활동이 활발하여 지던 중에 1970년대의 몇몇의 미국 모던댄스
무용단의 일본공연은 일본의 무용가들에게는 큰 자극을 주었다. 또 뉴욕에서 태어난 춤적인
움직임을 배제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을 사용한 포스트 모던댄스의 영향은 일본의 무용가들
작품 속에서도 찾아 볼 수게 되었다.
1959년, 동성소년의 사랑을 테마로 한 「금색禁色」을 발표해서 물의를 빚은 히지카타
타쿠미(土方巽 Tatsumi Hijikata,1928-1986)는, 1968년의 가을에 발표한 「육체의 반
란」으로 “부토(舞踏)”라고 불린 무용형식을 확실하게 구축하기 시작했다. 히지카타가 추구
한 부토는, 일본인의 신체에서부터 생겨난 독자적인 표현을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아름다움 이라는 생각의 방식을 크게 변혁시키는 것이었다. 몸통이 길고 안짱다리인
일본인의 신체가 가지는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무용수의 자의식을 배제하고 히지카
타 독자의 신체관에 의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유럽에서는 20세기 발레단의 모리스 베자르(Maurice Bejart, 1927-2007)
와 독일 표현주의 흐름을 이어받은 피나 바우쉬(Pina Bausch, 1940-2009)가 활약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일본에서 공연을 하면, 무용가들은 모리스 베자르의 발레 테크닉에
근거한 세련된 표현과 피나 바우쉬의 연극적인 성질을 띤 무용수들의 훌륭한 무대공간의
창출에 매우 놀라워했다. 그때까지 미국 쪽으로만 치우쳐 있던 일본의 모던댄스는 이렇게
유럽에서 활약하는 무용가의 일본 공연 영향으로 무용가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작품의
창작에 눈을 뜨게 되고, 더욱이 1980년대에는 프랑스 누벨당스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무렵 프랑스 바뇰레 국제 콩쿨에 몇 명의 일본인 무용가들이 도전을 하여 수상을
하게 되었으며 평가를 받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 유럽에서는 누벨당스에서 파생된 컨템포러리 댄스가 주류가 되었
으며, 젊은 무용가들은 모던댄스, 컨템포러리 댄스라는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다.
현재 현대무용 (모던 댄스/컨템포러리 댄스 등)의 창작활동을 추진하고, 일본 예술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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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단 법인 현대무용협회(Contemporary
Dance Association of Japan)5)가 일본에 있어서의 현대무용을 견인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문화청과의 공동개최에 의한 공연과, 동경도가 조성한 공연을 주최하고,
무용가의 자주적인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또, 콩쿨, 연구회, 강습회 등의 정보 발신 등을
하면서 전국 규모의 무용 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 있어서의 현대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어떤 흐름에
서 발전하고 지금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았다. 약 100년 전에 이시이 바쿠에
의해서 양무라고 불리는 무용이 생겨나고, 전시 하에서는 “양무”가 “현대무용”이라는 명칭
으로 바뀌고, 전후, 미국에서 “모던댄스”라는 무용이 이입되었다. 그 후, 모던댄스는 미국에
서 빌려 온 것이 아닌 일본의 모던댄스가 되고, 거기에 해외（유럽）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컨템포러리 댄스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것과는 별도로, 전후 모던댄스를 배운 히지카타 타쿠미는 독자의 부토를 창시했고,
해외에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일본의 현대무용은 전쟁 전에는 유럽의 루돌프 라반(Rudolf Laban, 1879-1958)，마리
뷔그만의 독일모던 댄스를 배우고, 전후에는 미국의 모던댄스, 포스트 모던댄스를, 1980년
대 이후에는 유럽의 누벨당스, 컨템포러리 댄스의 영향을 받으며 큰 조류를 만들어 왔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현대무용의 조류 안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에구치 타카야의
무용 창작법과 모던댄스 안에서 개혁의 봉화를 든 히지카타 타쿠미의 부토에 관해서 상세하
게 고찰하고자 한다.

5) Contemporary Dance Association of Japan http://www.gendaibuyou.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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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양무에서 모던댄스로
-에구치 타카야(1900-1977)의 공적1931년 12월, 에구치 타카야와 미야 미야코는 독일로 향했다. 이 둘은 타카타 세이코의
문하생이었지만 유럽의 새로운 무용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유학을 떠난다. 베를린에서는
유럽의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1933년에 도레스덴의 뷔그만 무용학교에 입학한다. 뷔그만
의 가르침은 루돌프 라반의 계보를 따르는 발레가 아닌, 새로운 무용을 이론적 혹은 실전적
으로 배우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것은 안무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
고 구성하여 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서, 에구치와 미야는 뷔그만의 지도 아래 독창성
이 있는 움직임의 발견을 중요시하고 창작활동을 하였다.
1933년 10월 26일, 귀국하기 약 2개월 전, 베를린에서 10개의 작품을 발표하여 매스컴
에서도 크게 다루어져 기자, 평론가들에게도 절찬을 받았다.(미야,1995) 이 공연의 경험은
귀국 후의 둘의 무용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경험은 “도레스덴에서 직접 뷔그만의 가르침을 받고, 라반의 메소드
에 기초를 둔 노이에탄츠의 이론과 실제를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쿠사카,1997) 는
평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에구치 타카야가 귀국 후에 제창한 「무용창작법」은, 독일에서의
체험에 기반을 둔 것 이었다. 귀국 후에 가진 최초의 공연(1934년 3월)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많은 젊은 무용가들이 둘의 밑에 모여 들게 되었다.
에구치 타카야는 독일에서 돌아와 새로운 무용을 일본의 모던댄스에 도입하기 위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것 뿐 아니라 많은 작품을 창작하고 공연을 하며, 일본의 현대무용계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월간지 『현대무용』6)을 창간하고, 7년간에 걸쳐 「무용창작법」을
연재하며, 당시의 무용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 연재는, 1961년에 한 권의 책 『무용창
작법』으로서 간행되었고, 그 내용은 모던댄스에 있어서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었다.

에구치가 생각하는 모던댄스는, 이하의 7가지의 점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① 지금까지의 무용과는 생각을 달리하는 성질의 무용
② 창작적이어야 하며
③ 개성적인 예술이어야 하며
6) 에구치타카야가 편집, 간행을 계속한 월간지. 1953년12월 창간호부터 1971년11월(제19권10호)까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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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대를 함께 하는 무용이어야 하며
⑤ 예술성의 독자성에 충실해야하며
⑥ 공간구성의 생각으로부터 인간의 움직임에 의한 예술을 창출해 내야하며
⑦ 「움직임의 형태」를 배제하고 작품마다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

또, 에구치는 무용작품을 창작하는 작업의 커다란 요소로서 다음의 ２가지를 들었다．
① 움직임을 창출하여 「표현운동」을 정하고, 「공간구성」, 「시간구성」에 의해 체계가 잡혀
가는, 형태에 나타나는 「형상화」의 작업이다.
② 「형상화」작업에 이를 때까지의 마음의 움직임, 즉,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형상화
이전」의 작업을 「작품의 창작 기반」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생각의 방식은, 마가렛 두블러(Margaret N. H'Doubler, 1889-1982)의 「내면
의 무용」과 「외면의 무용」이라는 이론과 같은 것이다. 이 이론이 쓰여 있는 도블러의 저서
『Dance A Creative Art Experience』7)는 1940년에 간행되었다.
에구치가 독일에서 들여와 쌓아올린 「무용창작론」과 미국에서 무용코스를 창시한 도블
러의 이론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겨나는 동작을 통해서
작품이 창작 된다는, 무용의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창작무용법」은 「작품의 창작기반」 「작품의 구성」 「표현운동」 「공간구성」 「시간구성」
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용창작을 구조적으로 취하는 에구치의 논리적 사고가 나타나
있다. 「추신」에는 무용 창작법에 관한 참고서가 없어서, 문학, 음악, 연극 등의 다른 장르의
창작법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때 까지 일본에는 무용 창작법이라는 이론이 없었으며,
에구치는 “지금까지의 작품, 창작과정을 상기시켜 생각하는 것, 실제로 창작하면서 생각하
는 것, 작성해 놓은 것 자신이 평상시에 기록해 놓았던 것)과 비교하면서 작은 부분을 실험하
며 생각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사고와 실전을 함께 전개 했다,
에구치가 제창한 「무용창작법」은 일본의 모던댄스를 독일과 미국에서 그대로 빌려온
것이 아닌 일본 독자의 모던댄스로 바꾸기 위한 이론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쟁 전의 양무를, 전쟁을 넘어서 일본의 모던댄스로 향하게 한 인물로서 평가된다.

7) Margaret N. H’Doubler (1985, renewed) Dance A Creative Art Experienc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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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모던댄스의 안에서 부터의 개혁
－히지카타 타츠미(1928－1986)의 부토－
1959년 발표된 「금색禁色」을 시작으로 부토(舞踏)가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히지카타는 모던댄스를 출발점으로 해서, 새로운 무용으로 건너간 것 이었다, 현재는
“부토”라는 명칭이 정착되어, 해외 에서는 일본에서 탄생한 오리지날 무용으로 높게 평가되
고 있다．히지카타가 창시한 부토는 “이형이상(異形異相)의 일그러진 형식”(미카미，2015)
이라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본인의 신체와 신체가 가진
문화를 부정하지 않고, 서양일변도의 한쪽으로만 치우친 무용의 흐름과 결별하여 일본인의
신체 특성을 살린 무용 스타일을 만들어 내었다.
히지카타는 왜 모던댄스로부터 모던댄스와는 또 다른 "부토"를 만들어 내려고 했을까?
1946년 히지카타는 아키타에서 에구치의 문하생으로 입문하여 노이에탄츠를 배우게 된다.
그 후 동경에서 “노이에탄츠를 기초에 두고 클래식발레, 재즈댄스, 스페인댄스와 같은 무용
을 습득해 간다” (미카미, 2015). 하지만, 히지카타에 있어서 발레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히지카타는 “팔과 다리가 똑바로 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쪽 다리의
길이가 짧았기”(미카미,2015) 때문에, 발레의 절대적인 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의 미와 맞지 않는 신체를 가지고, 서양의 것을 초월한 무용을 만들려 했다.
히지카타 부토 메소드의 특징은 무엇인가로 “되는” 신체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
면, 구체적으로는 벌레가 되는 것, 어린 여자아이가 되는 것, 할머니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결국 신체가 “형태”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와 신체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춤추는 사람의 사고와 내면성은 필요 없고, 신체가 완전한 그 자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현대무용은, 해외로부터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해외에서 무용을 배우는 것에 의해
일본의 현대무용을 발전시킨 흐름이 있다. 그러나 히지카타의 부토는 해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체와, 자신이 성장한 풍토에서 생겨난 토착적인 움직임, 히지카타의 사고에서 나오
는 언어와 이미지가, 이른바 미의 개념과는 다른 움직임으로 변환된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
의 현대무용이 해외의 무용을 모방해서 발전 해 온 중에 이질적인 무용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토는 해외에서 큰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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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대무용의 지금, 그리고 미래
일본의 현대무용은 다양한 무용을 받아들이며 발전해왔다. 이시이 바쿠를 원점으로한
흐름은 에구치 타카야의 창작하는 무용으로 계승되어, 히지카타 타츠미의 부토가 태어났고,
그 후로 많은 무용가들이 각자의 신념하에 걸어가는 여정에서 창작과 마주하며 걸어왔다.
일본의 현대무용은 독일과 모던댄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발전해 왔으나, 전시 체제
하의 예술 활동의 금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정체 되었다가, 종전 직후의 합동 무용제를
계기로 재건되어, 미국 모던댄스를 기초로 한 독자풍의 창작을 만들어 간다. 포스터모던댄
스 이후는 유럽의 누벨댄스가 일본의 현대무용에 자극을 주었고, 현재는 거기에 더불어
캐나다, 이스라엘 등의 컨템포라리 댄스 컴퍼니가 일본에서 공연을 갖는 등 해외로부터의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무용가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무용의 상황을 늘
파악하면서, 자신의 작품에 마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
“현대무용”은 일본에 있어서, 모던댄스, 컨템포러리 댄스의 총칭이며, 어떤 정의를 내리
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된다. 지금은 각 무용 장르간의 콜라보레이션 뿐만 아니라, 예술표현
의 분류까지도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부토가 세계에 보여준 것처럼 지금
까지의 미의 개념을 전환시켜, 무용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이 매일 같이 여기저기서 행하여지고 있다. 다양한 무용의 모습이 혼재하는
지금, 무용의 본래의 가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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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of Gendai Buyou in Post-war Japa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Yayoi Izaki
(Ochanomizu University)

Abstract

What kind of dance does the term Gendai Buyou signify in Japan? It is certainly different
from ballet dancing, but so-called modern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which allow the
creation of performance based on the bodily movements, and Butoh, which originated in
Japan, may be included in Gendai Buyou.
In this presentation, I examines how Gendai Buyou has been developed in Japan and has
created a tide of modern dance. I will try to trace the history of Gendai Buyou by examining
[pioneer], [beyond war], [dance], [contemporary dance], and [modern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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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of Gendai Buyou1) in Post-war Japa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Yayoi Izaki
(Ochanomizu University)

Ⅰ. Gendai Buyou of Japan
What kind of dance does the term Gendai Buyou signify in Japan? It is certainly different

from ballet dancing, but so-called modern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which allow

the creation of performance based on the bodily movements, and Butoh, which originated
in Japan, may be included in Gendai Buyou.

The modern dance was initiated by Isadora Duncan (1877-1927), in which, unlike

classical ballet, each dancer created their own movements freely. In Japan, the term

“modern dance” came into use after World War II. In the preceding era, it was called

Youbu (which means western dance) that was developed under the teaching of Giovanni

Vittorio Rosi (1867-1940), an Italian stage director and choreographer, who was invited
to the Imperial Theatre (opened in 1911), which was the first European-style theater
in Japan.

How, then, did the term Gendai Buyou come into being? According to Kusaka (1997),

it was during the period when Japan was heading into war that the authorities tightened

speech censorship, whereupon the term Youbu was regarded problematic as it idolized

the enemy countries, and it was replaced with Gendai Buyou after some deliberations.

Youbu in the pre-war period became Gendai Buyou during wartime, and modern dance

was introduced from the U.S. to Japan after World War II. Although Gendai Buyou

is a synonum for modern dance (Gendai means modern and Buyou means dance), both

terms have coexisted and are still used separately. In Japan,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Gendai Buyou has been used as a general term for dances other than ballet, and that
1) Gendai Buyou is a general term to refer to modern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as well as Butoh. In this
paper, the phonetic transcription of the Japanese reading of this term is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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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modern dance has specifically referred to a new type of dance introduced from

the U.S. in the post-war period. Subsequently, the modern dance in Japan has evolved

under the influences of American post-modern dance and European nouvelle danse as
well as contemporary dance. Elsewhere, a new strand of modern dance was developed
in the 1960s.

The history of Youbu started with a performance of Flower Dance2) as the opening

festivity at the Imperial Theatre in the spring of 1911. It was one of the first repertoires

imported from Europe, and it was choreographed by Mrs. Mix,3) the wife of an ambassador
from Europe. In August 1912, Rosi was invited to the theater as a director of the

opera department. He gave strict training on ballet techniques to Japanese dancers who
belonged to the department, and they presented several performances on stage. This

was the context in which one Japanese dancer decided to part with Rosi's team and

present his own dance performance in 1916. This Japanese dancer is Baku Ishii (1886-1962),

whose Dance Poem heralded the dawn of a new Japanese dance that differentiated itself

from ballet and Japanese traditional dance. Yamano (2014) describes Ishii's Mei-an (Light
and Darkness) performed in the autumn of 1916 saying that “his creation was based

on the principles of Youbu imparted by Rosi and the eurhythmics taught by Kousaku

Yamada (1886-1950).”4) The feature of his dance movements was to “ake a step powerfully

with the centroid position of the body kept low and the feet firmly planted on the

floor." The movement for new dance that Ishii had initiated did not last very long

in Japan, and he traveled to Europe in 1922. Some other dancers left the country at
around the same time.

Youbu saw further development for 12 or 13 years from Ishii’s return in 1925 until

the wartime regime. Upon his return, Ishii dedicated his efforts to training young dancers

and was proactive in creating new performances. His pupils included his sister-in-law

Konami Ishii (1905-1978) as well as Midori Ishii (1913-2008) and Ch’oe Sung-hui
(1911-1969), who later became well-known dancers. His contemporaries, Masao Takata

(1895-1929) and Seiko Takata (1895-1977), traveled to the U.S. and Europe from 1922

to 1926, and they also had many pupils and produced new performances. Their pupils

included Takaya Eguchi (1900-1977) and Misako Miya (1907-2009), who went to Germany
2) The very first Western dance performance that was produced in Japan.
3) A teacher at the Institute of Performing Arts of the Imperial Theatre.
4) A composer who was active in the early 20th century, notable for his incorporation of Western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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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31 to study German modern dance under Mary Wigman (1886-1973). They later

became leading figures of Youbu.

After the war broke out between Japan and the U.S. in 1941, “all artistic stage performances

were banned except ones organized for the soldiers in the front line and those for the

purpose of propaganda promotion” (Kusaka, 1997). According to Miya’s accounts, under
these circumstances, she received a request to perform at the battlefield in the autumn
of 1939 (Miya, 1995). The programs were arranged once a year in 1940 and 1941,

each time lasting for about two months. The dance group was composed of nine members:

Eguchi, Miya, six female dancers and one male dancer. They mainly visited the troops

in the front line, but also stops several times at troops stationed behind the front line.

Each performance lasted for approximately 40 minutes, and they danced to military
songs and popular music as well as folk songs — and these arrangements were to cheer

up the soldiers and make them feel close to their home land.

The leading figures of Gendai Buyou before and after the war included Baku Ishii,

Seiko Takata, Michio Ito (1893-1961), Takaya Eguchi, Misako Miya, Toshi Komori

(1887-1951), Kenji Hinoki (1908-1989) and Masami Kuni (1908-2007) (Yamano, 2014).

The history of dance in post-war Japan started from the dance festival organized by

Ishii, Takata, Eguchi, Miya and others, inviting also a few ballet companies, and this
was held on October 8, 1946 (Kusaka 1997). In 1950, Takaya Eguchi presented his

Puromete no Hi (Fire of Prometheus), an epic mass dance performance unprecedented

in Japan. It indicated a new direction of creative performance as a dance in terms of
choreography and structure. As well as promoting dance education as a professor at

the Japan Women's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Eguchi developed many dancers

who subsequently became successful in Gendai Buyou, including Kazuo Ohno (1906-2010),

who later became an internationally acclaimed Butoh dancer.

Gendai Buyou was coming out of the period of stagnation due to the war, and in

1954, there was a demonstration show of American modern dance as one of events

organized by the American Cultural Center. As there had not been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war, Japanese dancers were strongly shocked to
witness the modern dance that they had never seen before. This was “the first time

the American term ‘modern dance’ was used in this way, by the organizers as an official

name of the dance” (Kusaka, 1997). When Martha Graham and her group presented

their performance for the first time in Japan in 1955, many Japanese dancers eagerly

42

제27회 전국무용제 기념 제20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The 20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in commemoration of the 27th Korea Dance Festival

aspired to learn Graham’s dance technique.

Since this period, the terms Gendai Buyou and modern dance, while being synonyms,

have both been used, with the former being a general term for a large category of dances

apart from ballet and the latter referring specifically to American modern dance.

In the 1960s, modern dance in Japan began following its own path, away from the

influence of Martha Graham (1894-1991). Dancers who were active in this era included

Mieko Fuji (1923-2018), Takashi Nishida (1926-2014), Hiroshi Shouji (1928-2008)

and Ko Fujii (1926-2008). Studying under Baku Ishii and Takaya Eguchi, Fuji was
a highly creative dancer whose performance was somewhat influenced by eurhythmics.

Nishida and Shoji, both being celebrated dancers of the Eguchi school, created very

unique performances in terms of staging methods and choreography. As an apprentice

of Komori, Fujii created his own particular ways of generating movements. While these

notable dancers actively pursued their creative activities, in the 1970s, some American

modern dance groups also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m through their Japan tours.

Post-modern dance originating in New York City, which eliminated active dance movements

and incorporated everyday movements, also started to cast an influence over Japanese
performers.

Tatsumi Hijikata (1928-1986) became a controversial figure in 1959 when he presented

his Kinjiki (Forbidden Colors), a performance based on a theme of homosexual relationship

between young men. His 1968 performance Nikutai no Hanran (Revolt of the Body)
consolidated a new genre of dance called Butoh. In his ideal to be realized in Butoh,

he had a strong sense for a unique expression through Japanese physicality, which had

undermined the conventional sense of beauty. He exposed the typical attributes of a

Japanese physique — a long torso and bow legs — and created performances based on

his philosophy of the body by eliminating dancers’ self-consciousness.

In the 1970s, Europe saw successful dancers such as Maurice Bejart (1927-2007) of

the Ballet of the 20th Century and Pina Bausch (1940-2009), who inherited the German

Expressionism. During their tours in Japan, Japanese dancers were impressed by Bejart’s

highly sophisticated expressions based on ballet techniques and Bausch’s dramatic staging
accompanied by his theatrical dancers.

Modern dance in Japan had only known the American style before these European

dancers came on tour to Japan. Japanese dancers were inspired to create performance

expressing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under the influence of the European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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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pan. Furthermore, French nouvelle danse came to bear an influence on the Japanese

dancers in the 1980s. During this epoch, some Japanese dancers took part in and won

prizes in the Bagnolet International Choreographic Competition (Concours chorégraphique

international de Bagnolet). In the 1990s, contemporary dance, derived from nouvelle

danse, became the mainstream in Europe, and this trend also emerged in Japan, where

young dancers began to create performances to pursue their identity beyond the bounds

of modern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Today, the Contemporary Dance Association of Japan5) is leading Gendai Buyou in

Japan, promoting creative activities of Gendai Buyou (including modern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to further develop art and culture in this country. Their activities
include performances co-organized with the Japanes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nd

those sponsored by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They also support dancers

as they present their private performances and offer information on competitions, workshops
and lessons for the nationwide promotion of the dance culture.

This chapter presented an overview of Gendai Buyou in Japan by going through the

history of its development. Youbu emerged about 100 years ago, initiated by Baku Ishii,

and it was renamed Gendai Buyou during the war period, and modern dance was introduced
from the U.S. after World War II. The American-style modern dance has been gradually

transformed to assume a unique Japanese style, and the evolution has continued with

European influences, gaining recognition as contemporary dance. Apart from this trend,

Tatsumi Hijikata, having studied modern dance in the post-war period, established his
own style known as Butoh, which later gained worldwide recognition.

Thus, Gendai Buyou of Japan emerged through German modern dance by Rudolf

Laban (1879-1958) and Mary Wigman in pre-war Japan, and American modern dance

and post-modern dance came to influence its development in post-war Japan, followed

by other influencers such as European nouvelle danse and contemporary dance during

the 1980s and onward, to create a major trend of dance history.

In the next chapter, I will focus on details of Eguchi’s dance creation method, which

marked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Gendai Buyou, and Hijikata’s Butoh, which
became a revolutionary movement of modern dance.

5) Contemporary Dance Association of Japan http://www.gendaibuyou.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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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ransition from Youbu to modern dance - achievements
of Takaya Eguchi (1900-1977)
In December 1931, Takaya Eguchi and Misako Miya left Japan for Germany. Both

of them studied under Seiko Takata, and they embarked on this voyage in order to

acquire techniques of new dances in Europe. They spent some time in Berlin, absorbing

European arts and cultures, before enrolling in Wigman’s dance school in Dresden in

1933. Wigman herself followed the school of Rudolf Laban, and her teaching was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for learning new dance other than ballet. The concept was for dancers

to create their own movements rather than being choreographed while bearing in mind

the overall arrangements as they developed a performance. The two Japanese dancers

undertook their performance creations focusing on discovering movements with originality.

Only about two months before their return to Japan, on October 26, 1933, they presented

10 performances in Berlin, with large media coverage, stirring admiration among critiques

(Miya, 1995). This experience consolidated their commitment to dance for years to come.

It is recognized that in their German experience they “studied directly under Wigman

in Dresden and introduced Neue Tanz based on Laban’s method to Japan through theory
and practice” (Kusaka, 1997). In other words, Eguchi’s dance creation method, which

he proposed after his return to Japan, was based on his experiences in Germany. Their

first performance after returning to Japan (March 1934) was a great success, and they
inspired many young dancers.

In an effort to integrate this new dance into Japanese modern dance, Eguchi trained

many aspiring dancers and created a number of performances, presented in his exhibitions.

He was thus a leading figure of Gendai Buyou of his era. He launched a monthly magazine

Gendai Buyou6) as a means to disseminate his dance creation method, the publication

of which lasted for seven years, driving the dance community of the time. The articles
were later compiled into a single book, entitled “Buyou Sousakuhou (Dance Creation

Method),” published in 1961. The book set forth theoretical approaches on how to
create a performance in modern dance.

The seven unique aspects of Eguchi's modern dance that he offered were:

6) A monthly journal edited and published by Takaya Eguchi. The first issue was December 1953, and the publication
continued until November 1971 (Vol. 19,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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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ing based on different principles than those of conventional dances
2) Being creative

3) Having unique attributes as art

4) Keeping up with the times

5) Establishing its identity as art

6) Creating a kind of art based on bodily movements in terms of the spatial
arrangements

7) Eliminating choreography and generating new movements in each
performance

Eguchi further set forth the following two points as the most important

purposes of creating dance performances:

1) An “embodiment” process through which the created movements
determine the mode of expression while the spatial and temporal
arrangements form it into a composite performance.

2) An intangible “pre-embodiment” process, which concerns inner

emotional movement prior to the embodiment process. It is called
“the foundation of performance creation.”

These concepts resemble the theoretical notions of “the unseen, inner dance” and

“he outer, observed dance” proposed by Margaret N. H'Doubler (1889-1982), which

she presented in her 1940 book, Dance: A Creative Art Experience.7) The fact that Eguchi's
dance creation method, inspired in Germany and developed in Japan, comes into line

with the theory proposed by H'Doubler, who initiated a dance-teaching method in the
U.S., shows the universal nature of dance that creation of performances is achieved through

the movements driven by the emotional mind of the dancers.

Eguchi’s Buyou Sousakuhou has following chapters: “The foundation of performance

creation”, “Performance arrangements”, “Expression exercise”, “Spatial arrangements” and

“Temporal arrangements”. In Epilogue, he stated that he drew on creative methods in
other genres, such as literature, music and theater, due to a lack of materials directly

related to the dance creative method. The dance creative method had never existed in
Japan before then. He combined thoughts with practice like “thinking while recalling

past performances and processes, thinking while creating an idea actually, and thinking
7) Margaret N. H'Doubler (1985, renewed) Dance: A Creative Art Experienc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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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conducting an experiment on a small section.”

It is believed that Eguchi’s dance creation method served as a theoretical foundation

to shift the modern dance in Japan from German and American styles to a unique

Japanese style. In this sense, he may be regarded as a guiding figure who led the pre-war
Youbu toward the modern dance of Japan that emerged in the post-war era.

Ⅲ. Innovation from within modern dance - Tatsumi Hijikata
(1928-1986) and Butoh
The origin of Butoh may be sought in Hijikata’s Kinjiki (Forbidden Colors), first

performed in 1959. He took modern dance as a starting point, then proceeded to explore

a new style of dancing. Today, Butoh has gained worldwide recognition and acclaim
as dance with originality that was created in Japan.

The concept of Butoh is based on “irregular forms with different shapes and phases”

(Mikami, 2015), which is far behind a conventional notion of beauty. Hijikata created
his own style of dance, deliberately accepting the unique Japanese physique and physical

culture and moving away from the mainstream trend concerned with Western dance styles.
What was the reason for Hijikata walking away from modern dance to invent Butoh?

In 1946, he joined an Eguchi school dance academy in Akita prefecture, where he learned

Neue Tanz. Subsequently, he moved to Tokyo and “built on the Neue Tanz techniques

to master classical ballet, jazz dance, Spanish dance and other Western dances” (Mikami,

2015).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him to master the classical ballet. Realizing that

“his arms and legs were not straight, and what is more, one of his legs was shorter

than the other” (Mikami, 2015) and giving up accepting the absolute beauty prescribed
by the ballet philosophy, he decided to create an original dance beyond the Western
counterparts, with a body deemed unsuitable for expressing the absolute beauty.

Hijikata aimed to make the body “become” something, which is the most characteristic

aspect of his Butoh method — for example, becoming an insect, a little girl, an old
woman and so on. Instead of using the body to show certain “shapes,” a dancer identifies

the body with the image. The dancer’s ideas and sentiments are not relevant here. The
body becomes the bod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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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ai Buyou in Japan has developed by taking in the foreign influences and having

dancers educated abroad. Whereas, Hijikata’s Butoh has shown indigenous movements

derived from his own body and climate, which were irrelevant to the influence of overseas

dance styles, and movements transformed by words and images from his thoughts, which

were different to so-called the concept of beauty. Whereas most styles in Gendai Buyou
have developed by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western dances, his dance was totally
different from them. Therefore, Butoh has been highly appreciated outside Japan.

Ⅳ. Present and future of Gendai Buyou
Gendai Buyou of Japan has evolved, accepting various types of dances in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The trend originated by Baku Ishii was perpetuated in Takaya Eguchi’s

dance creation and provided Tatsumi Hijikata with a foundation for inventing his Butoh.

The evolution further continues as many dancers face their creation in their respective
paths.

Gendai Buyou has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German modern dance. Following

a period of temporary stagnation during wartime as artistic activities were prohibited,

it was revived through the joint dance festival right after World War II. Later, it has
further evolved to take its unique form built on American modern dance. After the

introduction of post-modern dance, European nouvelle danse further inspired Japan’s Gendai
Buyou. Today, contemporary dance companies from Canada, Israel and other places give

tours in Japan to present their performances, and there is no end to the influences that

come from abroad. Japanese dancers need to grapple with their own performances while

keeping up-to-date with the trend in dance outside the country.

The term Gendai Buyou is a general name for the genres of modern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in Japan, but, in my opinion, it should not be defined. We are entering an era

in which cross-category collaborations in dance, and even the modes of artistic expressions,

are becoming border-less. Today, cross-category collaborations take place everywhere

in attempts to transform the conventional concept of beauty and open up the possibilities

for dance, just like Butoh did in front of a world audience. A diversity of modes of
dance coexist in our world today, and now is the time to find the new value of dance
as well as its origin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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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개요
본고는 최근 한 인도 대학의 영어학과 학생들이 벵골인 작가 마하스웨타 데비의 단편 소설 드
라우파디를 번역하여 희곡으로 개작한 작품을 동일한 제목의 연극으로 무대에 올린 것에 관한 것
으로 인해 발생한 민족주의 논쟁으로 시작된다. 이 공연 후에 이어진 증오 캠페인과 어느 한 학과
발표공연에 대한 정치화는 젠더 연구와 페미니스트 연구 분야의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희곡을 읽는 것 자체를 반국가적인 것으로 보고, 이 작품을 성 연구와 시민의 평등권의 관점에
서 또는 하나의 영문학 작품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이 사회의 정치권의 허위 선동의 연장으로
보여졌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관한 이슈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버리는 상황을 고려
하여, 본고는 드라우파디로 불리는 한 여성이 그녀를 둘러싼 인도 내 여러 공연들에서 묘사되어
지는 다양한 방법들을 종합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두 가문의 전쟁을 중심에 다른 대서사시 마
하바라타에서, 두 가문을 전쟁으로 몰고 가게 만드는 시초가 되는 주사위 내기를 묘사한 장면을
중심으로 연출된 공연들에서, 결국 마니푸르 주에서 발생한 (시위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비상
사태 상황에서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모든 상황들에서 드라우파디는 군대의 잔혹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나타내는 인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비선형적 서사의 방식으로 본고는 공
연자에 의해 보여지는 선별된 모습으로서의 여러 시대와 지역에서 공연된 작품 속 드라우파디 여
정을 살펴보고 이로써 그녀에게 힘없는 인도 사회 여성들을 대표하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브라타의 중심적 여성 인물인 드라우파디의 이야기에 직
접적으로 기초를 둔 무용과 연극에서 예들을 찾아보고, 또한 마하스웨타 데비의 소설 드라우파디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번역)과 이 작품의 연극화된 공연 또한 예로 다룰 것이다. 끝으
로 마니푸르에서 실재로 발생한 상황과, 이 상황과 비슷한 그 연극 공연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드라우파디 이야기를 들어 국가적 명예와 가부방적 사회의 헤게모
니 구조 속에서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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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16년 9월 21일 마하스웨타 데비의 최근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행사에서 인도의 하리아나
중앙 대학의 영어·외국어학과 학생들이 그녀의 단편소설 드라우파디를 번역, 연극으로 각색
하여 무대에 올렸다. 이 소설은 학생들의 독서과제 중 하나였고, 그 소설을 각색한 연극
공연은 대학 측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았다. 그런데 공연 다음 날인 9월 22일 이 연극 공연에서
군인들을 폄하하였다는 이유로 군 관계자의 그 지역 측근들을 선동하여 인도학생총협의회
(the Akhil Bharatiya Vidyarthi Parishad (ABVP)), 민족봉사단(힌두교 국수주의 우파단
체, Rashtriya Swayamsevak Sangh (RSS))의 학생지부,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에서 공격적인 혐오시위를 벌였다. 문제가 된 연극 공연과 관련된 학자들과
학생들을 ‘반국가적’ 행위자로 비난했고, 대학 측은 여러 외부적인 압박에 굴복하여, 이
행사를 주관한 두 교수가 정보국(인도의 내부 정보기관)으로부터 수사 받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려한 대학공동체 일원들이 인도학생총협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던
스네사타 마나브 박사와 마노즈 쿠바르 박사를 지지하는 서신을 그 대학 부학장에게 보냈다.

마하스웨타 데비는 아시다시피 현대인도문학의 거장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인도
의 여러 방언들로 번역된 그녀의 작품들은 억압받고 소외된 여성과 남성들의 힘겨운 투쟁들을
조명해왔습니다. 특히 그녀의 작품 “드라우파디”의 연극화된 버전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도 전역에서 공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시민 소요를 다루는데 있어서 군사
력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된 민감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도
의 여러 지역에서 군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강간의 특정한 사례들과 함께, 이 문제는 인도 대중
매체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법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명한 학자들이 작성한 서신의 일부(/articles//adityanigam, SabrangIndia, 201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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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서 과거까지
하리아나 중앙 대학 학생들의 드라우파디 연극 공연과 관련된 학생들의 정학과 교수들의
정직, 나아가 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던 많은 인도학생총협의회 지지자들과 혐오시
위 가담자들은 마하스웨타 데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녀가 쓴 작품이나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에 의해 번역된 작품을 읽어본 적도 없으며, 그 대학이나 다른 어디에
서도 문제가 된 연극을 관람한 적이 없으면서도, 군인 역할을 맡은 배우의 극중 강간 장면에
대해서만 강력한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에
대해 자신들이 반대하는지를 모른다는 점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것을 대학생
들의 사고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수주의를 둘러싼 대중의 정서를 이용했다는 것이 더 중요
한 점이었다. 결국, 지난 해 다른 많은 대학들처럼, 하리아나 중앙 대학은 고등교육의 장에
서 지식의 자유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기 위해 광란을 동원하는 또 다른 보기가 되었다.
이 에피소드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지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악의적인 남성중심적
국수주의를 강요하는 더 커다란 음모의 일부일 뿐이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무용 공연의 인기 주제가 되어온 드라우파디라는 등장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살펴보고, 여러 시대와 공간을 거친 드라우파디 여정에 존재하는 부분적이
고 분열된 역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전환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하바라타의 드라우파디
드라우파디는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 잘 알려 지고 토론된 인물이다. 다른 많은
등장인물들과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 중에서 드루파드 왕의 딸은 마하바라타의 주요 등장
인물 중 하나로 등장한다. 그녀의 이름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공주
드라우파디의 신랑감을 고르기 위한 대회에 많은 왕자들이 초대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판다
바 형제 중 한 명인 아르주나 만이 대회에서 과제로 주어진 화살 목표물 명중시키기를
성공시켜 드라우파디의 남편으로 선택된다. 하지만 왕녀의 적합한 신랑감을 찾는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아르주나가 드라우파디와 네 명의 형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그들의
어머니에게 소개되는 부분부터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판다바 형제의
어머니, 쿤티는 아들 아르주나가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그것을 다른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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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나누어 가지라고 명령한다. 이에 맏형인 유디스티라는 당연히 드라우파디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어머니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형제들은 만장일치로 따르
기로 한다. 그리하여 드라우파디는 다섯 형제의 아내가 된다. 깊이 뿌리내린, 즉 여성에게
있어서는 ‘권리’라는 말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가부장적인 사회 풍조의 희생으로 보여지는
이 장면에서, 판다바 형제들이 어머니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드라우파디의
운명은 봉인되어버린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매몰되어버리고 사랑, 형제들의 어머니에
대한 순응, 드라우파디의 소극적인 동의로 이 상황이 받아들여진다. 일처다부제의 관습이
결혼 풍습의 한 형태임을 제시되는 동시에, 이와 상반되게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의식의
부족과 여성의 객체화가 마하바라타 이야기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마하바라타의 인기
있는 에피소드들 중 많은 인도의 춤과 연극, 영화를 비롯하여, 텔레비전 연속극에서도 다뤄
진 이야기는 쿠루바로 알려진 판다바의 라이벌 가문의 형제들에 의해서 드라우파디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모욕을 당하는 부분이다. “바르트라-하란 / 치르-하란”(문자
그대로 강제로 옷을 벗긴다는 의미)으로 잘 알려진 이 에피소드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집안 왕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주사위 내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속에 드라우파디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것으로 설정되는지를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 마파바라타의 드라우파디 이야기는 쿠루바와 판다바 가문에 속한 결혼을
통해 그녀의 남편인 판다바 형제들, 쿠루바와 연관있는 가문, 드라우파디 집안의 원로들에
의해 그녀가 겪게 되는 역경에서 시작된다. 판다바 형제의 장남 유디스티라는 형제들과
함께 자기 자신과 전 재산을 걸고 쿠루바 가문의 두이요다나와 주사위 내기를 하게 되었다.
그가 내기에 지면서 결국 아내인 드라우파디까지 잃게 되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라이벌인
쿠루바 가문의 장남인 두리요다나의 명령에 따라 드라우파디는 쿠루바 백명의 형제 중
하나이 두샤샤나에 의해 머리채가 잡힌 채로 궁으로 끌려왔는데 가문의 원로들은 이를
보고도 침묵하였다. 마하바라타의 여러 버전이 있지만 드라우파디가 그녀가 능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주변 목격자들에게 따지고, 그 모욕에 대항한 것은 어느 버전에나 분명히
나타난다.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볼 때, 공공장소에서 그녀가 능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녀의 다섯 남편과 가문의 연장자들이 침묵하고만 있었다는 것은 가정 폭력과 성적 학대에
동의이며, 적극적 공모나 이런 폭력에 대한 선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세세하고 특정한 에피소드들로 계속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두샤샤나가 자신의 사리를 벗기려고 하는 동안에도 드라우파디는 엄청난 무력감
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서서 버텼다는 것과 크리슈나 신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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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크리슈나 신의 마술적 힘과 축복으로 그녀의 사리는 끝없이 어이지는 천으로 변하
여, 이를 벗기려고 계속 잡아당기던 두샤샤나는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 이 에피소드에
서 크리슈나의 이러한 행위는 다섯 왕자의 아내가 공공장소에서 능욕을 당하는 것을, 자애
로운 신이 자비롭고 시기적절한 행동으로 구해낸다는 상투적인 이야기이다. 크리슈나신과
관련된 신화와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에 대한 영구적이고 압도적인
숭배로 인해, 많은 여성들과 드라우파디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역경에 맞서는 그녀의
역할은 묻혀 버리게 된다. 신화적인 여성 캐릭터로서 드라우파디와 그녀에 관련된 작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수많은 공연 작품 중 몇 가지 구체적인 예들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인도 여성의 대표성을 띤 인물로서의 드라우파디의 여정을 다루고자
한다.

인도 전통춤 중 널리 알려진 드라우파디 공연
인도 전통춤 중에서 가장 무대에 많이 올려지는 테마는 바로 드라우파디의 바스타-하란
또는 치르-하란으로 알려진 에피소드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룬 공연물 영상은 유튜브,
비메오(비디오 공유 사이트), 그리고 인터넷 상의 여러 형태의 공유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솔로 공연부터 멀티미디어 무용 프로덕션에 이르기까지 드라우파
디의 사리를 벗기려고 하는 장면은 무용 무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공연은
표준화된 버전으로 대부분은 두샤샤나가 드라우파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궁전으로 끌고
오는 드라마틱한 장면, 이어서 그녀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그녀의 사리를 잡아당기는
장면들이 극화된 배경의 화려한 오락물이다. 반주 음악은 크레센도로 적절하게 점점 커져,
사리를 벗기려는 극적인 장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볼거리가 된다. 드라우파디 배역의
춤과 연기력은 자신의 옷을 벗기려는 것을 제지하려고 저항하는 학대받는 화난 공주에서,
경멸적인 아내로, 또 크리슈나 신의 거룩한 개입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자 정의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힘없는 여성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능력으로 평가되어진다. 예를
들어 원형의 동작들(예를 들면 카탁이라는 전통춤 스타일에서 ‘차카르’로 알려진), 스펙타클
한 조명, 세밀한 배경, 무용단 안무와 긴 천의 사용과 같은 다른 특정한 테크닉의 사용을
통해 가족 구조 내에서의 여성 혐오와 여성들의 상처에서, 공연자 혹은 안무자의 능력으로,
재해석 또는 이중판독의 특별한 노력 없이 극의 초점을 전환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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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 혐오의 확장으로 보이거나, 성 문제와는 연관없는 많은 춤, 안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한 세기”(2014:pp)라는
세미나에서, 어느 유명한 무용수가 자신이 드라우파디 역할을 할 때 가장 강조해서 보여주
고자 했던 것은 드라우파디가 남편들과 심지어 집안의 원로들 앞에서 조차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계속된 정의를 향한 그녀의 믿음이었다고 말한 대화를 언급한
적이 있다. 혼자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여성의 강인함, 신에게의 복종을 부각시
켰던 안무였다고 그녀는 말했다. 또한 말하기를 자신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인도 내에서의 워크숍이든 해외에서든, 나이가 젊든, 다양한 다른 문화에 속했든 간에 모든
학생들은 그 메시지를 이해했고 인정했다고 했다. 그녀에게 이러한 비판적이고, 동양적이고
보수적인 메시지들이 동반된 춤의 타당성에 대해서, 성과 관련된 폭력의 상황에서는 구출되
기를 기다린다거나 있지도 않는 어떤 남자를 믿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출 필요
가 있다고 보는 젊은 여성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심지어
성과 관련된 폭력의 심각한 결과를 무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녀는 드라우파디의 곤경을
여성에 대한 사회와 가정의 폭력의 예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유명한 무용수인 말리카
사랍하이는 피터 브룩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극이며 영화인 마하바라타에서 드라우파디
역을 맡았다. 드라우파디 이야기는 피터 브룩에 의해 여러 문화를 종합한 웅장한 퍼포먼스
로 만들어졌고 이어 다양한 문화권의 배우를 캐스팅하여 영화화 했다. 말리카는 브룩이
만든 연극과 영화에 등장하는 유일한 인도 무용수이자 배우였다. 브룩은 주사위 내기에서
담보물로 잡힌 뒤, 두샤샤나가 담보물이었던 드라우파디의 사리를 벗기는 장면을 아주 조심
스럽게 구성하였다. 이 장면들에서 강간과 같은 신체적인 학대가 전혀 암시되지 않아, 그녀의
반응과 크리슈나의 개입의 개연성이 오히려 떨어졌다. 피터 부룩에 의해 만들어진 장면들은
페미니스트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사회적 논란을 피해 안전하게 만들어져서, 등장
인물과 등장인물 해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마하스웨타 데비 그리고 그녀의 ‘돕디’
마하스웨타 데비 원작의 드라우파디라는 제목의 연극이 2016년 무대에 올려짐에 따라
하리아나에서 최근 발생한 논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이 사건은 벵갈어로 쓰여진
마하스웨타 데비의 강력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공공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했고, 드라우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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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돕디라는 중요한 여성 캐릭터가 인도 내 다른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한 삶과 복잡성
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인도학생총협의회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마하스웨타 데비의 연극 드라우파디였다는 것이다. 사회적 보수주
의적 가부장적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특정 집단은 드라우파디를 오랫동안 신화적 존재 그
자체로만 보아왔으며 마하스웨타 데비의 연극은 국가의 비전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보았
다. 폭력적인 시위와 이에 따른 하리아나 대학에서의 사태의 전개는 결코 드라우파디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원래 이야기에서처럼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 속한 남성들의 용맹한
것에 관한 것이었다. 시위대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군인의 명예는 공공에서 보호되어져야
만 하는 것이었으며, 반면 과격한 남성성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과장된 문화 속에서, 연극에
서 존재하는 여성의 역경은 중요한 이슈로조차 인식되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드라우파디는 콜카타에서 1978년 아그니가르바(불의 자궁들)이라는 마하스웨타 데비의
단편소설 모음집의 한 부분으로 처음 출판되었다. 그녀는 사회 변혁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이념 정향으로 잘 알려진 작가였다. 그녀는 스피박이 ‘지난 세기 중반부터 존재
한 좌파 지성과 투쟁’(1981:385) 이라고 부른 맥락에서의 소설과 단편작품들로 많은 상을
생전에 수상하였으며, 서부 벵갈과 방글라데시 두 지역의 진보적인 토착어 사용 작가로
간주되어졌다.
드라우파디의 명예심과 정의와 진리에 대한 믿음(그것에 의하여 드라우파디는 최고의
남성적 권위로 상징되는 크리슈나에 의해 보호되어질 것이라는 가부장적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은 마하스웨타 데비의 이야기에서는 완전히 축출되었다. 그녀
의 이야기는 낙살(인도의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집단) 무장 반군이 봉건 지주에 대항하는
서벵갈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마하스웨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돕디 메지헨은 무장
세력에 총에 맞아 사망한 혁명군의 미망인으로, 남편의 사망 후에도 남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의 연장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의무로서 아내로서 절개를 지키고, 남편의 정치적 신념
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군대에 의해 쫓기다가 붙잡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녀는 여러 군인들에게, 항복과 소속된 정치 단체에 대한 배신, 모든
신념의 포기를 강압적으로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잔혹하게 강간을 당한다. 마하바라타의
드라우파디와는 달리, 돕디 메지헨은 벵갈의 작은 마을의 산탈족 여인으로 누군가에게 구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세나나약(군인들의 우두머리) 앞에 나체로 서서
‘싸우자’고 맞선다. 마하스웨타 데비(스피박은 ‘마하스베타’로 썼다)의 벵갈어 작품의 가야
트리 스피박 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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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우파디는 불굴의 웃음을 웃으며 몸을 떤다. 세나나약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녀가
웃기 시작하자 터진 입술에서 피가 난다. 드라우파디는 손바닥으로 그 피를 훔치며, 그녀의
포효하듯 하늘을 가르는 날카롭고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했다. 옷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너는 내 옷을 벗길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내게 다시 옷을 입힐 수 있단 말인가? 네가 그러
고도 남자냐?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 세나나약의 하얀 겉옷에 피를 뱉고는 말했다. 여기
남자가 어디 있다고 내가 부끄러워해야 한단 말이냐. 나는 네가 다시 내게 옷을 입히도록 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덤벼라 – 어서 덤벼라 - ?
드라우파디는 세나나약 앞에 그녀의 짓이겨진 젖가슴을 들이밀었다. 난생처음 세나나약은 무
장하지 않은 목표물 앞에 서있는 것이 두려웠다, 끔찍하게 두려웠다. (스피박, 1981: 402)

마하스웨타 데비는 드라우파디에게 전혀 다른 삶과 사회적 공간을 제시하였다. 후에 가야
트리 스피박에게 이 강력한 단편 소설을 번역하는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녀 자신도, 원작자
도 이 이야기가 미칠 영향과 후폭풍을 상상하지 못했다.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착취에 대한
이야기로, 소외된 사회의 ‘위험하고’ 훈육받지 못한 여성들을 훈련하고 지배하기 위해 폭력
의 과도한 사용에 관한 논쟁의 중심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한계 사회에서 여성들을 훈련시켰
다. 인도 카스트제도 상 최하층민인 달리트와 부족의 여성들을 행진시킴으로써 창피를 주고
훈육하는 인도의 일반적인 관행에 대한 도전으로, 이 이야기는 나체를 반항의 도구로 바꾸어
놓았으며, 여성의 알몸을 저항의 도구를 만들었다.

마니푸르에서의 드라우파디
마하스웨타 데비의 이야기 드라우파디에서의 여성 주인공은 정치적 인물로, 억압하는
기구와 국가를 특히 비판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그녀의 이야기에서 소외지역의 여성들에게
더욱 취약한 상황과 함께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역경이 강조되었다. 이 이야기는
마니푸르의 가장 중요한 현대 연극 감독들 중 하나인 헤이쉬남 칸하일랄에 의해 각색되어
2000년에 연극으로 만들어졌다. 이 연극에서 그의 아내이자 배우인 헤이쉬남 사비트리가
주인공 역을 맡았다. 주인공인 돕디가 치안 부대 소속 군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겁탈당한
뒤 군대 대장 앞에 끌려왔을 때, 옷을 입기를 거부하는 장면에서 사비트리의 강렬한 돕디역
연기는 여러 다른 공연에서도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큰 감동을 주었다. 이 연극은 관객들로

전쟁 중 전쟁의 주체들: 공연하거나 아니면... 59
Bodies at/of War: Perform or Else...

하여금 시대와 공간을 넘어 인도 땅에서 여성들에게 자행된 악랄하고 폭력적인 범법 행위의
목격자가 되도록 강요함으로써 엄청난 충격과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임팔에서 처음 무대
에 올려진 후 델리에서 공연된 이 연극은 그 후 수년 간 칸하일랄에 엄청난 명성과 비평가들
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이와 함께 헤이쉬남 사비트리는 전국적으로 가장 뛰어난 연기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초점은 연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극 공연 후 따라 오는 것
즉 연기와 실재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무대 위 공연과 삶 사이의 가능한
연관성에 있다. 2004년, 치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인민 해방군의 위험 인물로 알려진 단잠
모라마 데비가 아삼 소총부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그녀의 집에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당하고 체포되어 끌려갔으며 후에 총에 맞고 불에 탄 시체로 발견되었다. 모라마는
끔찍하게 고문당하고 계속적으로 강간당한 후 살해되었다는 것이 공식 조사를 통해 밝혀졌
다. 모라마의 죽음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분노는 역사적이고 유래없는 시위로 이어졌다. 무장
군인 특권법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며, 마니푸르의 메이테이족 여성들이 아삼 소총부대 본부
가 있는 캉글라 요새 앞에서 ‘인도군이 우리를 강간했다’고 외치며 나체 시위를 했다. 그들
은 또한 말하기를 ‘우리, 엄마들이 여기 왔다. 우리 피를 마셔라. 우리 살을 먹어라. 그렇게
하면 어쩌면 너희가 우리 딸들을 살려줄 지도 모르지 않느냐.’
한 아삼소총부대 간부가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나와 그녀들에게 옷을 입어
달라고 간청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오랫동안 용서를 구한 후에야 그녀들은 시위를 멈추었
다. 드라우파디 공연과 나체를 시위의 한 형태로 사용하고 모라마의 죽음 후에 구체화된
저항으로서 나체를 실재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지리적, 시간적 연관성이 너무 많다. 어쨌든, 드라우파디 연극은 2004
년 실재 시위에서 점점 강세를 더해갔으며, 연극과의 유사성 때문에, 시위는 매체를 통해
엽기적인 공연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여 졌다. 그 연관성은 불투명하고 논란거리이지만,
헤이쉬남 칸하일랄이 아마르 칸와르의 2007년 다큐멘터리에서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당신의 연극인 드라우파디가 오늘 12명의 어머니들에 의해 캉글라에서 공연되었습니다.
신문에서는 당신을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고, 사람들도 또한 그렇게 부릅니다”라고 말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The Lightning Testimonies, 2007).
모라마 데비의 가족들이 그녀의 죽음에 대해 알기 전부터, 그들은 경찰에게 항의를 했었
고, 아삼 소총부대 유치장에서 석방시켜 줄 것을 요청했었다. 가족들은 형사 고발을 제기했
고 검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삼 소총부대 측은 오히려 피해자를 형사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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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려 했고, 그녀가 유치장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했
다. 2004년 7월 12일, 마니푸르 주 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사 위원회가 꾸려졌고, 그 후
모든 ‘위험인물’에 대한 특수한 힘의 사용에 관한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가 증거를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고전적인 예들이 이어졌으며, 부당한 사형 판결과 구속 중 강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대답을 회피했다. 경찰은 그녀의 몸에 난 상처들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해달라는 반복적인 그들의 요구도 무시한 채, 심지어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그녀의 사체를 화장하였으며, 조사위원회 측 보고에 따르면 모라마가 “체구가 작은 여성(4
피트 11인치)으로 ‘13명의 무장한, 잘 훈련되고 건장한 아삼 소총 부대원’에 의해 탈출이
쉽게 제지될 수 있었다. 불필요한 발포였고, 무자비한 아삼 소총 부대원의 손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혹독하게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
수라비 초프라는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의 사용에 관한 글에서 잘못에 책임이 있는 군대
에 의해 ‘위험’ 인물로 간주되는 여성에 관한 성적 학대에 대해 쓴 글에서

모라노 데비는 군대에 의해 부당하게 처형되고 고문당한 최초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하
지만 그녀의 살인은 너무 잔인해서 마니푸르에서 대규모 대중의 항의를 촉발시켰다(2016:
331).

초프라는 또한 모라마 데비 사건은 인도에서 국가 보안법에 의해 광범위한 여성들이
경험한 경악할만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례들
은 "보안법의 보호 아래 벌어지는 불법적 폭력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과 보상을 요구하는
희생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2015: 354).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라마
데비의 사법 살인 사건과 같이 잘 문서화된 사건들로 인해, 마니푸르 주와 대법원에 의해
조직된 조사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국가 인권 위원회가 2014년
마침내 모라마 데비 씨의 가족에게 10라크(백만 루피, 약 1,650만원)를 지불하라고 중앙
정부에 지시했으며, 아삼 소총 부대가 저지른 만행들이 지금은 잘 알려지게 되었다. 인도
전역의 다른 시민 사회 단체들에 의해서도 이와 동등하게 심각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온
것을 보면(2016:320–354), 극단적인 힘의 사용 사례와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적인 학대(대
개 여성들의 경우 성적인 학대를 포함)는 인정된 사실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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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주의적 정치 선동으로 인해 사라지는 드라우파디
복종의 재확인의 맥락에서, 국가 건설 계획 하의 여성들의 지위에 대해 파르타 차테르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국수주의에 의해 주창된 새로운 가부장제는 새로운 사회적 책임의 명예를 여성들에게 부
여했고, 여성 해방의 임무를 주권 국가의 역사적 목표와 연관시킴으로써 새롭지만 그러나
완전히 합법적인 종속으로 여성들을 묶어버렸다.

모든 지배의 헤게모니적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이 가부장제는 강압적인 권위와 미묘한
설득의 힘을 결합시켰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뒤바뀐 양성 간 권력 관계의 이념적 형태로
표현되었는데, 여신 또는 어머니로서의 여성 숭배가 그것이다 (1989: 629 – 630).
공연 공간에서의 성별과 관련된 육체 정치학에 대해 그것이 표현의 방식이든 수용의의
방식이든, 만가이는 “가부장적 체계에서는 특히, 여성은 ‘다르게’ 취급받는데, 남성들의
시선은 여성의 몸은 평가 절하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높이 평가된다. 평가 절하는 여성을
악마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과대 평가는 여성을 신격화하고, 여성의 성적 특성을
없애버리고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여성을 둔다.”(2016: 274 - 275). 제도적인 여성의
평가절하와 소외화 속에서, 논의의 우선적 처리 순서에서 밀려 여성들의 부재와 그들의
권리와 관심사의 비인격화는 모두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사회 공간 내에서, 잘못된 인식에
대한 의문 제기, 남성성과 여성성의 형성, 그리고 가능한 권리 구조들이 가족이나 교육기관
과 같은 사회화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야할 중요한 작업이 되었다. 이런 모든 교육과 사회화
공간에서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패권적인 가부장제 속에서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리아나 대학의 사건은 애국주의의 명목 하에 그리고
이것의 공적인 논의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우려들을 또다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가부장적 전형의 재구성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6년 9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발생한 하리아나 중앙 대학 사건, 그리고 지금은
익숙한 맹목적 애국주의를 이용한 우익 단체의 시위와 폭력의 사례, 지적 자유에 반대하는
정치적 선전에서, 무장한 군대의 희생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안군을 찬양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과거의 모든 행동들은, 여성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잔학 행위와 관련된 사실들은 이에 대해 염려하지도 않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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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칭찬의 말들로 대체될 정도로 정당화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마하바라타에서 현재까지
드라우파디가 그녀의 소외된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드라우파디와 그녀가 대표했던
모든 여성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하리아나 중앙 대학에서 발생한 또 다른 부수적인 피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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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es at/of War:
Perform or Else...

Urmimala Sarkar
(President of World Dance Alliance Asia Pacific sector)

Abstract
The essay starts with a reference to the rhetoric of nationalism around a recent event when
Draupadi, an adaptation of the translation of the well known Bengali author Mahasweta Devi’s
short story by the same name was staged as a play, by th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English in an Indian University. The subsequent hate campaign and politicisation of a class
presentation in the University shook many people in gender and feminist studies. The reading
of the playas anti-national and not recognising its importance within the discourses within studies
on gender, civil rights or English literature was seen as an extension of the political propaganda
in the society. In light of such complete marginalisation of issues of violence on women,
this paper tries to bring together different ways in which the woman named Draupadi becomes
represented in performances around her in India - travelling across time and geopolitical spaces,
through the epic of Mahabharata centred around war between two warring families to the
choreographed performances of a scene from the epic around a game of dice, that led finally
to the war between two families in the epic, to finally a situation of emergency in the state
of Manipur – where again Draupadi surfaces as a character depicting strong resistance against
army atrocities. In its non-linear narrative, it attempts to see Draupadi’s travel through time
and space of performative representations as choices of reflections put forward by performers
– thus giving her a specific role as the representative of women as vulnerable subjects in Indian
society. The paper draws on examples from dance and theatre that are directly based on the
story of Draupadi, a central female figure in the Indian epic in Mahabharata. It also draws on
the story “Draupadi” written by Mahasweta Devi (translated by Gayatri Chakraborty Spivak) and
its theatrical rendition. Finally, it looks at a real life situation in Manipur, and its possible connection
to the theatrical representation it came to resemble. This paper is written to reflect upon the
position of women in the context of national honour and hegemonic structure of patriarchy,
taking the story of Draupadi and its af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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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es at/of War:
Perform or Else...8)

Urmimala Sarkar
(President of World Dance Alliance Asia Pacific sector)

The background
On September 21, 2016, Draupadi, an adaptation of the translation of Mahasweta

Devi’s short story by the same name was staged as a play, by th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English and Foreign Languages (at the Central University of Haryana, in India)

in a function commemorating her recent death. The story itself was already a part of
the readings for the students and the play had the full support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On September 22, an aggressive hate campaign was organised by the

Akhil Bharatiya Vidyarthi Parishad(ABVP), the student wing of the Rashtriya Swayamsevak

Sangh (RSS) and the Bharatiya Janata Party(BJP), who mobilized local families of army

personnel to protest against showing the soldiers in poor light in the play. The academics

and students were accused of ‘anti-national’ activities. The University gave in to external

pressures and distanced themselves from the two teachers responsible for the event, to
allow an Intelligence Bureau (India’s internal intelligence agency) enquiry against both

of them.

In reaction to the episode concerned members of the academic community responded

with a letter to the Vice Chancellor of the Central University of Haryana, in support

of the two faculty, Dr. Snehsata Manav and Dr. Manoj Kumar who came under attack

from the ABVP.

Mahasweta Devi who, as you know, is universally recognized as a towering figure in

contemporary Indian literature. Her writings, translated into most Indian languages, have

highlighted the struggles of oppressed and marginalized women and men. Her story “Draupadi”,

8) This paper written as an extension of the commentary “Draupadi’s Travel and Travails” and

published by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EPW, December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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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e dramatized version has been highly acclaimed and performed all over India, deals

with the sensitive but enormously important question of the ethics of deploying the armed

forces in dealing with civil disturbances within the country. This question, along with specific

instances of rapes committed by army personnel in different parts of India, continues to

be debated in the Indian public media and has engaged the attention of political leaders

as well as the courts. (Part of the letter written by prominent academics (/articles/adityanigam,

SabrangIndia, October 22, 2016).

From the present to the past
Many ABVP supporters as well as the protesters who demanded suspension and severe

punishment of both the faculty and the students, had never heard of Mahashweta Devi,
had not read the play written by her or its translation by Gayatri Chakraborty Spivak,

had not seen the play at the University or anywhere else, but were violently objecting

to the supposed abuse that the soldiers who die for the country, were being subjected

to. However not knowing the reason for the protests was not important here. The motive

was, and it was clearly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play on the public sentiments

around nationalism to suppress independent thinking processes of university students.

As a result, like many other university spaces in the past year, the Central University

of Haryana became another showcase of mobilizing frenzy for instigating violence against

intellectual freedom in the place of higher education. This episode is part of a wider
pattern; the imposition of a virulent masculine nationalism intended to circumscribe

intellectual freedom in places of higher learning.

In this essay, I look back at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character of Draupadi,

that have been popular as themes for various dance performances and offer a partial,
fragmented history of various interesting turns in the journey of Draupadi across time

a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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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upadi of Mahabharata
Draupadi is a well known and much discussed character from the epic Mahabharata.

Amongst many other characters and an intricately complex story line, princess Draupadi
– daughter of King Drupad, emerges as one of the principal characters of Mahabharata.

Her name identifies only through her relationship to her father. The story sees Draupadi

being won by Arjuna, one of the five Pandava brothers in a contest, where many princes

are invited to shoot an arrow and hit a target in a competition announced for choosing

a husband for the young princess. The story of finding a suitable husband takes an

unexpected turn when Draupadi is introduced to the mother of the five Pandava brothers

after Arjuna’s return home with the new bride and his four brothers. The mother, Kunti,

without knowing what Arjuna wants her to see, orders him to share it with all the

brothers. The eldest of the brothers, Yudhishthira takes an unanimous decision to follow

the mother’s commands, of course without consulting Draupadi. Thus Draupadi becomes

the wife of all the five brothers. Seen by many as the victim of deep-rooted patriarchal

ethos, which do not acknowledge the meaning of the word ‘agency’ in the context of
women – Draupadi’s fate is sealed that day, as the sons carry out the mother’s orders.

This lack of human agency gets submerged and accepted under the love and obedience

of the brothers, and the submissive acceptance of Draupadi herself. The objectification
and the related lack of recognition of rights of the female subject gets highlighted in

the story of Mahabharata on one hand, while pointing towards the practice of polyandry

as a mode of marriage.

One of the other popular episodes from Mahabharata in many of the Indian dance,

theatre and Television serials as well as cinema has been the public disrobing and insult

of Draupadi by the brothers of the rival clan of Pandavas, known as Kauravas. Well

known as “Vastra-Haran/ Cheer-Haran” (literally meaning forcibly taking away of clothes),

this episode focuses on a game of dice between the rival groups of princes born to

two brothers Dhritarastra and Pandu. As a precursor to the paper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way in which Draupadi has been configured as a character in the epic of Mahabharata.

The story of Draupadi in Mahabharata develops from her plight in the hands of the
Pandava husbands, the related clan of Kauravas and the elders of her family by marriage

belonging to the Kaurava and Pandava clans. Draupadi was lost in a game of dic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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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dhishthira along with his brothers, himself and all his movable and immovable wealth

to the Kauravas. According to the story, at the order of Duryodhana, the eldest son
of the rival Kaurava family, she was dragged by her hair to the court by Dushasana,

one of the hundred Kaurava brothers in the silent presence of the family elders. Among

many versions of Mahabharata, it becomes clear that Draupadi did not accept this humiliation

without challenging all present as witness. But the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is public

humiliation must record the silence of her five husbands and the family elders as consent,

active complicity or abet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buse. The story flows
on, with a lot of details of the particular episode. But for this pap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raupadi remained standing in spite of the tremendous sense of helplessness

and humiliation while Dushasana tried to the saree off her, and prayed to the god Krishna

to come to her rescue. Because of Krishna’s magical powers and blessings, her saree

extended to an unending piece of cloth, pulling at which ultimately tired Dushasana

out. In common parlance the act of Krishna in this episode is seen as that of a benevolent

god’s merciful and timely act of saving the wife of five princes from public shaming.

The much popularised overwhelming admiration perpetuated through associated myths

and stories of Krishna stops many from recognising the role that has been curved out

for Draupadi and the resemblances between her and many other women over time and

space. I choose some specific examples among the endless number of performances,

to discuss Draupadi as a mythical woman character and her representation and then
move on to the journey of Draupadi as a representative of women in India, in the

second half of the essay.

Popular renditions of Draupadi in classical dances
Draupadi Vastra-Haran or Cheer-Haran appears to be one of most performed themes

in all forms of classical dances of India, finding their place in the world through YouTube,

Vimeo, and other forms of sharing services of the internet. Solo classical renditions

to Multi-Media dance production, the episode of disrobing are common in dance. The

popular rendition is a standardized version where the grand narrative is built around

the theatrical pulling of Draupadi by the hair into the Royal hall, by Dushasana, and
subsequent disrobing of her, where the pulling of the saree becomes a theatrical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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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ographic extravaganza in many cases. The accompanying music being appropriately

brought to a crescendo – the dramatic act of removal of the saree itself becomes the

principal spectacle. Draupadi’s dancing and acting capability is tested in the manner

she shifts constantly from the angry and wronged princess struggling to stop the process

of disrobing, to the disdainful wife to finally the pleading helpless woman asking for

Dharma to prevail through some miraculous interventions of god Krishna. The use of
different specific techniques such as the circular movements (i.e. known as ‘Chakkar’
in the classical dance style named Kathak), spectacular lighting, elaborate scenography,

ensemble choreography and use of long pieces of fabric, shifts the focus from the misogyny
within family structures and vulnerability of the women - to the skills of the woman
performer or the choreographer, without any discernible effort on the re-reading or
interpretations. It appears to be either an extension of the misogyny that exists in the

quotidian society, or may be many dancers really do not engage with the gendered

implications and would rather use the story to create a dance to show off the choreography.
I have mentioned one conversation during a seminar “A Century of Negotiations”

(2014: pp) – where a famous danseuse claimed that she projected as the highlight of

her characterization of Draupadi, the faith she continued to have on Dharma (justice)
throughout the time she was publicly humiliated before all her husbands and even the
family elders. The choreography, she said, brought out the strength the act of submission

to god can give to a woman in the hours when she is fighting her battles alone. She

also said that she spoke about this faith in self and prayers, even in her workshops

in India and abroad, and all students, though young and belonging diverse cultures,

understood the message and were convinced by it. On being questioned about the justification

of dance being accompanied by such judgemental, orientalist and conservative messages,

to a group of girls, who instead need to be better equipped to handle all situations
of gender related violence themselves rather than waiting to be rescued , but putting

their faith on some absent man, the dancer remained unconvinced and was even dismissive
of the grave consequences of gender related violence, and also was unwilling to interpret
Draupadi’s predicament as an instance of social/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Mallika Sarabhai, the famous danseuse played the role of Draupadi in Peter Brook’s

world renowned play and film Mahabharata. The play and then the film reache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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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udience worldwide when the story was made into a grand multicultural

performance and subsequently filmed with an international cast by Peter Brook. Mallika

was the only Indian dancer / actor in the play and the movie by Brook. Brook’s carefully

constructed scene of Dushasana's disrobing of Draupadi after she was pawned in the

game of dice, never suggested a serious physical assault like rape and her reactions and
Krishna’s interventions remained rather inconsequential. The spectacle produced by Peter

Brook was devoid of any specific feminist insights, and played safe on social readings,

and hence did not even claim responsibility of looking critically at characters or their
interpretations.

Mahasweta Devi and her ‘Dopdi’
The next section requires me to again go back to the recent controversy in Haryana

has in the year 2016 around the staging of Mahasweta Devi’s play named Draupadi.

It brought the powerful story written by Mahasweta Devi in Bengali once again into

the public domain, and requires us to see the life and complexity the prominent woman

character Draupadi / Dopdi has acquired in different times and spaces within India.

It is, however, particularly interesting that it was Mahasweta Devi’s play Draupadi that

the ABVP sought to silence. A particular form of socially conservative patriarchal nationalism

has long sought to claim Draupadi’s mythic body for itself; Mahasweta Devi’s play is

an explicit challenge to that vision of statehood. The violent protest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s in Haryana University was not about Draupadi at all. Like in the original

story the focus was again on valour of men in the military forces who defend the country.

As far as the protest was concerned, the honour of the army men had to be defended
publicly while the woman’s plight in the play did not even register as an important

issue to the ever-growing rhetorical culture of rabid masculinity.

Draupadi was first published by Mahasweta Devi as a part of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Agnigarbha (Wombs of Fire) in 1978 in Kolkata. The writer was well known
for her Marxist feminist ideological commitment to social change. She won numerous

accolades during her life time for her novels and short stories in the context of what
Spivak calls ‘a presence of leftist intellectualism and struggle since the middl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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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century’ (1981:385) and was considered to be a progressive vernacular writer in both

West Bengal and Bangladesh.

Draupadi’s sense of honour and faith in justice and Dharma (whereby she has complete

faith in the patriarchal system in which her honour is to be protected by a supreme

male authority – Krishna) is completely dislodged in Mahasweta Devi’s story. This story

is set in the state of West Bengal in the times of the armed Naxalite rebellion against

feudal landowners; In her gender-specific vulnerability, Dopdi Mejhen of Mahasweta’s

story is a widow of a revolutionary husband who is shot dead by the armed forces who continues to be faithful to him and his political beliefs, both as an extension of
her love for him and as something that she sees as her social and political duty. The

story centres around her being hunted and caught by the army. She is brutally raped

by multiple army men in the violent process of making her submit to them and betray
the political organization and all that it stood for. Unlike Draupadi of Mahabharata,

Dopdi Mejhen, a Santal woman from a small village in Bengal refuses to beg for someone

to come to her rescue, and instead stands in front of the Senanayak (the chief of the
army group) without clothes and challenges him to ‘counter’ her.

In the translation of Mahasweta Devi’s (spelled ‘Mahasveta’ by Spivac) Bengali story

Gayatri Spivak’s ending reads

Draupadi shakes with an indomitable laughter that Senanayak simply cannot understand.

Her ravaged lips bleed as she begins laughing. Draupadi wipes the blood on her palm and

says in a voice that is as terrifying, sky splitting, and sharp as her ululation, What’s the

use of clothes? You can strip me, but how can you clothe me again? Are you a man?

She looks around and chooses the front of Senanayak's white bush shirt to spit a bloody gob
at and says, There isn't a man here that I should be ashamed. I will not let you put my cloth
on me. What more can you do? Come on, counter me - come on, counter me - ?

Draupadi pushes Senanayak with her two mangled breasts, and for the first time Senanayak

is afraid to stand before an unarmed target, terribly afraid. (Spivak, 1981: 402).

Mahasweta Devi curved out for Draupadi a completely different life and a new social

space. Subsequently, when Gayatri Spivak took up the responsibility of translating this

powerful short story, neither she nor the writer could have imagined the impac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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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math this story, and later the play, would have. Placing itself within the narratives
of exploitation of the lives in the margin it made ripples at the epicentre of debates
on excessive use of violence to subjugate and discipline the ‘dangerous’ undisciplined

women in marginal societies. Challenging the common practice of shaming and disciplining

by parading Dalit and tribal women in India, this story inverts the nakedness into a
tool of defiance, whereby the naked body of the woman becomes a tool of resistance.

Draupadi of Manipur
Mahasweta Devi’s female protagonist in the story Draupadi was a political character,

created specifically to critique the state and its oppressive machinery, where the plight

of the marginalized and exploited people was highlighted alongside the additional

vulnerability of the women in those communities. This story was made into a play by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emporary theatre directors of Manipur, Heishnam Kanhailal,

who created a theatre production on an adaptation of the story in the year 2000, where

Heishnam Sabitri, Kanhailal’s actor wife played the lead role. Sabitri’s powerful acting

of Dopdi, who refused to clothe herself when she was presented to the army chief,

after she was repeatedly raped by the men of the security forces, stunned and overwhelmed

the audience time and again in different performances. The play created a strong impact

and deep agony by forcing the audience into becoming witnesses of the heinous and

violent acts of violation carried out on women through the times and spaces within

the Indian territory. The play first staged in Imphal and then in Delhi, brought Kanhailal

immense fame and critical acclaim in later years along with national recognition to Heisnam

Sabitri as an actor of greatest ability.

However, my focus is here is not restricted only to the play itself but what followed

it, and the possible connections between performance and life that makes us think of

relationship between enactments and lived realities. In 2004, Thangjam Manorama Devi,

reported as a dangerous member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by the security personnel,

was tortured in the presence of her family at her home and then arrested and taken
away by members of Assam Riffles. Her bullet ridden and ravaged body was found

later. According to an official inquiry Manorama was killed after she had been brutally

72

제27회 전국무용제 기념 제20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The 20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in commemoration of the 27th Korea Dance Festival

tortured through the night and repeatedly raped. A historic and unprecedented protest

took place as the local community reacted to the death of Manorama. Demanding the

repeal of Armed Force Special Power Act, a group of women from the Meitei community

of Manipur staged a naked protest in front of the Kangla Fort, where the Assam Riffles

had its headquarters, shouting ‘Indian Army Rape Us!’ They also said ‘We mothers

have come. Drink our blood. Eat our flesh. Maybe this way you can spare our daughters’.
The press reported that an Assam Rifles officer, came out with folded hands in a

manner of pleading, and begged the women to put on clothes. Only after much of

pleading did the women decide to give up their protest. There may be no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performance of Draupadi that uses nakedness as a form of protest and

the real life deployment of nakedness as an embodied resistance after Manorama’s death,
the connections of them through the geographical and temporal affinity are too close

to not be speculated upon. In any case, Draupadi as a play got strengthened by the

2004 real life protest, and the protest got a speculative and performative presence in
the media because of its similarity to the play. The connection remains unclear and

debated,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Heishnam Kanhailal in his interview in Amar

Kanwar’s 2007 Documentary says that he received a call saying, “Your play Draupadi

was performed today by 12 Imas [mothers] in Kangla. The newspapers are calling you

a prophet, and the people as well” (The Lightning Testimonies, 2007).

Even before Manorama Devi’s family knew about her death, they had complained

to the police and requested her release from the custody of Assam Riffles. They lodged

a criminal complaint and also demanded to be given the post-mortem report. The Assam
Riffles tried to cover its path by lodging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the victim, and
alleged that she had died while trying to escape from custody. On July 12, 2004, a

commission of enquiry was ordered by the State Government of Manipur. What followed

was classical case of the state manufacturing and manipulating evidences to strengthen

the logic of use of extraordinary force on any ‘dangerous’ subject, side stepping repeatedly

the issue of extra-judicial murder and rape in custody. The police even cremated her
body without her family’s permission, ignoring their repeated demands for a proper

assessment of the injuries on he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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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ssion report noted that Manorama “a lady of small stature (4 feet 11 inches)”

could easily have been prevented from escaping by “13 armed, well trained, and able-bodied

Assam Riffles personnel…. I am pained to note that the firings were unnecessary, a

valuable life had been made to suffer harshly at the hands of the reckless armed Assam

Rifles Persons”.

Surabhi Chopra, writing on the use of sexual assault on the women who are considered

‘dangerous’ by the forces responsible, says:

Manorama Devi was by no means the first person to be extra-judicially executed and tortured
by the armed forces. But her killing was so brutal that it triggered extensive public protests
in Manipur. (2016: 331)

Chopra also points out that Manorama Devi’s case was an alarming and extraordinarily

grave example of experiences of women under national security laws in a wider spectrum

of women’s experiences in India. However, these particular instances alert us to “women’s

vulnerability to unlawful violence under the cover of security laws, and the challenges

victims face in seeking redress” (2015: 354). The point here is that because of well
documented cases like Manorama Devi’s extra-judicial murder, the formal enquiries the

Enquiry Commission set up by the State of Manipur and the Supreme Court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directive to the Central Government to pay 10 lacs

compensation to Manorama Devi’s family finally in 2014, the atrocities committed by

the Assam Riffles are now well known. As several other such equally serious cases have

also been documented by differ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ll over India (2016: 320
– 354), the instances of use of extreme force and several forms violent abuse (mostly
including those of sexual nature in case of women) are accepted facts.

Draupadi vanishes in the nationalist propaganda
In the context of such reaffirmations of subjugation women within the nation-building

project, Partha Chatterjee Wr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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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patriarchy advocated by nationalism conferred upon women the honor of a new

social responsibility, and by associating the task of female emancipation with the historical
goal of sovereign nationhood, bound them to a new, and yet entirely legitimate, subordination.

As with all hegemonic forms of dominance, this patriarchy combined coercive authority

with the subtle force of persuasion. This was expressed most generally in the inverted ideological

form of the relation of power between the sexes; the adulation of women as goddess or
as a mother. (1989: 629 – 630)

About the gendered body politics that enters the theatrical space – in the form of

representation and its reception, Mangai writes, “In a patriarchal system especially, in

which the female is ‘othered’, the male gaze devalues or over-values the female body.

Devaluation takes the form of demonising women, while over-valuing mystifies,

de-sexualises, and places her as out of reach”. (2016: 274 - 275). In the systemic devaluation

and marginalisation, the absence of women and trivialising of their rights and concerns

are all normalised under other prioritised rhetorical concerns. In such spaces - questioning

of myths, construc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and the possible structures of agency,
become important work within socialising spaces such as family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Consistent efforts by all such disciplined / socialising spaces are the only way to counter

the hegemonic patriarchy from within. In that context, one needs to again reflect upon

the incident in Haryana University to see it as a re-establishment of patriarchal stereotypes

by allowing women’s voices and concerns to be de-prioritised under the agenda of nationalism
and its rhetoric in public sphere.

The incident of September 21 - 22, 2016 at the Central University of Haryana, and

the right wing protest and violence in the Haryana university episode - using the now-familiar

nationalistic jingoism, one is struck by the relentless use of the rhetoric of sacrifice of

armed forces in the propaganda against intellectual freedom. In the process of praising

the security forces, all their past deeds are now legitimized to the extent that facts are

being replaced by aggressive narratives of praises, mostly by people who are neither concerned

nor aware of facts concerning the atrocities committed by them against women. Therefore

the vanishing of Draupadi and all the women she represents is just another case of

collateral damage in Central University of Haryana – while she continues her marginalized
journey from Mahabharata till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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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See Rustom Bharucha’s “Peter Brook's ‘Mahabharata’: A View from India” i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August 6, 1988: 1645.

ⅱ) See Gayatri Chakravorty Spivak’s “’Draupadi’ by Mahasveta Devi” in Critical Inquiry (1981: 402).
ⅲ) See Human Rights Watch interview with L. Gyaneshori, President, Thangmeiban Apunba Nupi
Lup, Imphal (February 26, 2008), https://www.hrw.org/reports/2008/india0908/3.htm. February.
Accessed: 22/10/2016.

ⅳ) See Hon. C. Upendra Singh’s report of The Commission of the Judicial Enquiry – Manorama
Death Enquiry Commission (2004) http://www.hrln.org/hrln/images/stories/pdf/report- of-commi
ssion-of-the-judicial-inquiry-manorama-death.pdf. Accessed: 27/10/2016.

ⅴ) Ibid.
ⅵ) See Surabhi Chopra’s paper “Dealing with Dangerous Women: Sexual Assault Under Cover of
National Security Laws in India” in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4:2, pp
320 – 354. Chopra observes that the women become additionally vulnerable in state actions against
terror, where dangerous women face extreme and brutal sexual violence apart from the standard
treatment meted out to their male conterparts, whereby according to media reports and human
rights documentation the ‘female suspects face sexual violence not just in state custody, but even
before they are detained or arrested’ (201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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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개요
본 발표는 전쟁이 여러 영향력 있는 예술가들의 초국적이고 초지역적 움직임을 어떻게 이끌 었
는지,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중국 무용으로 알려진 현대 무용 장르의 기원을 어떻게 형성 시
켰는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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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속의 창조:
항일전쟁(1937-1945)이 초기 중국무용의 탄생에 미친 영향

에밀리 윌콕스
(미시건대학교 조교수)

전쟁이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킨 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따라서 중국 국가의 정체
성을 나타내는 춤의 장르인 중국무도(中國舞蹈)가 중국 근대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
중에 탄생한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의 항일전쟁은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었다. 1937년에서 1945년까지 8년에 걸쳐 중국 영토에서 치러진 이 전쟁으로
1천4백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와 더불어 8천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으
며, 일본 제국은 중국을 거의 점령하게 되었다.1) 그러나, 이러한 무력에도 불구하고, 항일
전쟁기는 춤에 있어서 엄청나게 생산적인 시기였다. 특히, 이 전쟁으로 20세기 후반까지
중국의 춤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세 가지 중요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는 (1)
영향력있는 예술가들의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간문화적
협력, (2) 국가와 연관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 (3)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의 장소와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새로운 안무를 통해 표현적인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또한 근대 중국 무도가 하나의 예술적 장르로서 출현되는 기초가 되었다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즉, 엄청난 인구의 이동이라는 비정상적인 경험들, 차이와 난관에
의 직면, 그리고 동시대의 사회적 이슈들을 춤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중국
무도라는 예술 분야가 존재하게 된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1. 국가 간, 국내 지역 간 이동
항일 전쟁은 국경을 넘어, 그리고 중국 내에서 유래가 없는 무용수들의 이동을 야기
시켰다. 국가 간 무용수들이 이동한 예는 중국 무도의 근간을 세운 네 명의 무용수들의
여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중국에서 태어나 1929년까지 도쿄를 드나들며 유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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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전쟁이 발발한 1937년 일본에서의 무용 연마를 중단하고 중국으로 영구 귀국하
게 된 Wu Xiaobang (吴晓邦1906-1995)이 있다.2) 두 번째로, 한국인으로서 1926년
도쿄로 이주하여, 1938년에서 1940년까지 세계 순회공연을 하였으며 1941년 중국에 들어
와 일본 통치하에 있는 중국의 지역들을 돌며 군인과 민간인들을 위한 순회공연을 한 최승
희(崔承喜 1911-1969)가 있다.3) 세 번째로 트리니다드에서 성장하였으나 1930년까지
런던에서 거주한 중국인 이민 무용가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학생들의 본국 소환이라는
전시 중국의 방침에 따라 1941년 중국으로 돌아온 Dai Ailian (戴爱莲 1916-2006)이
있다.4) 마지막으로 카슈가르 태생으로 타슈켄트와 모스크바에 거주하였으나 모국에서 일본
군을 몰아내는데 기여한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워 가족들과 재회하기 위해 1942년 중국으
로 돌아온 Qemberxanim (康巴尔汗 aka Qambarkhan Amat, 19145)-1994)이다.6)
이러한 국제적 이동과는 별개로, 중국의 항일전쟁은 또한 무용수들의 중국 내에서 지역
간 이주도 촉진시켰다. 전쟁 전, 대부분의 극장과 무대 춤 활동들은 상하이, 텐진, 베이징,
광저우와 같은 서구인의 인구 밀도가 높은 동쪽 해안 지역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들이 이 도시들을 점령하자 다수의 예술가들이 충칭, 구이린, 쿤밍, 옌안과 같은
내륙 외딴 지역으로 피신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7) 중국 무용 교육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한 Chen Jinqing(陈锦清 1921-1991)이 바로 이러한 예술가 중 하나였
다. 그녀는 많은 좌파 극장 운동가들과 함께 일본이 1937년 상하이를 점령하자 그곳을
떠나 1938년 옌안에 도착하였다.8) 또 다른 예로는 중국 남부지방에서 여러 중요한 무용
기관들을 이끌었던 Liang Lun (梁伦 b. 1921)였다. Liang은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광저우
를 떠나 구이린을 거쳐 1944년 쿤밍에 도착하였다.9) 앞서 언급한 Dai Ailian도 이와 비슷
한 시기에 홍콩(당시 영국령이었으나 1940년 일본에게 점령됨)을 떠나 구이린을 거쳐
1941년 충칭에 도착하였다. Wu Xiaobang은 상하이를 떠나 충칭을 거쳐 결국 1945년
옌난에 도착하였다.

2. 개인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
모든 이주들과 마찬가지로, 무용가들의 국내에서의 이주는 중국 무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국외에서 활동했던 최승희, Dai Ailian, 그리고 Qemberxanim과 같은 무용가들
의 중국 진출은 중국 예술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영감을 준 또 다른 공연 형태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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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단체와의 만남을 의미했다. 항일 전쟁이 한창일 때 최승희는 순회공연을 하며 많은
중국 경극을 관람하였으며 북경과 쿤 지역 경극 배우들과 공동 작업을 하면서 후에 중국고
전무(中國古典舞)로 알려지게 되는 춤들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춤동작들을 창작하였다. 이
와 유사하게 Dai는 전쟁 중 중국 서남부 지방에 갔을 때 구이 지역의 경극배우들과, 티베트,
야오족, 묘족, 위구르 지역의 향토 연행자들로부터 다양한 춤들을 배우게 된다.
Kangba’erhan 또한 우룸치로 이주한 후 위구르 민속 예술가들로부터 그 고장의 춤을
배웠다. 이 두 무용가들은 그들이 배운 향토춤들을 새로운 레퍼토리에 적용하였으며 이는
후에 중국민족민간무(中國民族民間舞)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다.10)
이러한 창조적 영감은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예술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중국 또한 지역마다 다양한 특색들이 있으며, 아울러 도시와 농촌 간에도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안 도시 지역에서 내륙으로 옮겨간 예술가들 또한
새롭고 생소한 중국의 민족들과 공연의 형태들을 접하게 되었다. Chen Jinqing의 경우 그녀
가 옌안에 도착했을 때 여러 소품과 익살스러운 촌극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야외 행진 형태로
설날 연휴에 행해지는 앙가(秧歌)라는 북방 한족의 민속 공연을 경험하게 되었다.11) Liang
Lun의 경우 쿤밍에서 도시를 둘러 싼 외딴 산악지대에 살고 있던 한족이 아닌 마을의
춤들을 접하게 되었다. Chen과 Liang은 모두 소외된 마을에 관심을 갖기를 주장하는 진보
적인 예술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결국 그들 또한 지역의 향토 예술인들과 공동 작업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후에 중국무도 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새로운
춤들이 탄생하게 되었다.12)
이러한 항일전쟁기에 이루어진 다양한 실험적 춤 작업의 공통점은 무용가들이 뭔가 다른
것들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무용수 자신과 국가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Faye Yuan Kleeman이 최승희와 경극 배우 Mei Lanfang의
협업을 묘사한 부분에서, 일제 강점기 Mei Lanfang의 공연 거부가 최승희를 감화시켰으며
일본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고려하게 되었고, 최승희 자신의
작품에서 좀 더 민족주의자적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13) 1946년과 1947년,
Dai Ailian과 Liang Lun은 모두 무용 창작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요약한 에세이를
출판하였는데 여기에서 전쟁 중 중국 남서부 지방에서의 경험의 결과 발생한 자신들 생각의
변화를 특히 강조하였다.14) 예를 들면, Dai는 에세이에서 자신이 영국에서 배운 발레와 독일
현대무용을 의미하는 ‘외국 테크닉과 스텝들’을 사용했던 초기의 안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색을 띤 공연에 기초를 둔 새로운 춤의 형태들을 개발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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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충칭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이러한 각성을 하게 되었으며 전쟁 중
창작했던 새로운 무용 작품 시리즈에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고 언급했다.15) Liang은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더 나아가 Dai의 변화가 그의 작품에서도 또한 보여 질 것이라고
했다. Liang에 따르면, 중국 현지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외국의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 배우게 되었기에, 춤의 새로운 “중화”(Zhongguohua)
형태를 찾는 노력이 전후시기 중국의 모든 무용예술가들의 핵심 동기였다고 한다. Liang은
중국만의 스타일을 찾는 이 프로젝트는 명백히 민족주의적인 것이었으며, 중국 고유의 스타일
을 갖는 것은 세계무대에서 중국을 하나의 근대 국가로 내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16) 그리하여 결국 전쟁이 끝날 무렵 Dai, Liang 그리고 많은 무용예술가들이 새로운
민족 무용 형태를 창조하자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로 모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무도”로
알려진 춤의 형태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3. 공간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춤의 스타일을 창조하고자 하는 노력은 중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시도는 20세기 초 여러 국가들에서 생겨났으며, 당시 전 세계적으로 무용
활동의 중요한 트렌드였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항일전쟁이라는 독특한 경험으로 인해 더욱
중국 내의 지역적 특색을 강조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던 것이다.17) 이 전쟁으로 야기된
한 가지 양상은 지역적 차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었다. 중국은 1911년 청 왕조의
몰락부터 1937년 일본과의 총력전까지 외세의 침략과 지역 반군의 점령으로 이미 지방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국민당 정부의 승인에서 시작된 통일의식이 여전히 존재하
고 있었으며, 동부 해안선에 위치한 몇몇 주요한 도시들에 지적, 정치적, 예술적 활동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쟁의 발발로, 중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더욱 명백하게 해체되었
으며, 중국의 대부분 지역이 일본, 국민당 또는 공산당 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해체로 인하여 티베트, 신장 그리고 몽고와 같은 변방 지역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독립적으로 되었으며, 동부 지방의 문화 지도자들은 여러 지방의 중심지로 흩어졌다.
작가, 출판업자 그리고 대학들이 새로운 지역들로 이동함에 따라, 인쇄매체를 통한 전국적
인 규모의 담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 또한 이러한 탈중심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전의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지역의 더 폭넓은 의견을 반영한 문화적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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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었다. 이러한 사례로, 베이징과 상하이의 무대 공연들로 국한되었던 보도 대신에
중국 국가 기관지에서는 중국 전역의 도시에서 행해지는 공연들에 대한 기사를 싣게 되었
다. 이와 동시에, 특정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 특정 매체들이 등장하여 국가의 정책의 방향들
을 경쟁적으로 제시하였다.
탈중심화와 국내 분열로 인하여, 전쟁기에 창작된 새로운 춤의 레퍼토리들은 지방과 지역
의 특이성을 강하게 드러내게 되었으며 더 이상 중국 문화를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표현하
지 않았다. 물론 “중국을 대표하는” 춤을 창조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었지만,
이는 다양한 지역의 예술 장르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용가들은 경극과 곤극
과 같은 “국립” 극 보다는 지역성을 띤 구이와 쓰촨 지역의 극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산시성의 앙가와 윈난성 화등극과 같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민속
연희가 전쟁과 구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지역성을
띤 공연 방식에 더 접하게 됨에 따라 무용 예술가들은 새로운 국가적 춤의 형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특화된 문화를 탐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지역성을 더 많이 띤 춤일수록 범국가적 춤의 형성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이
이 시기에 대두되었다.
지역적 다양화뿐만이 아니라 민족적 다양성 또한 이 전쟁기의 중요한 문화적 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예전에 중국의 문화 지식층들이 밀집되어 있던 동부 연안은 역사적으로
한족에 의해 지배되었던 곳이며,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이 지역 출신들로 전쟁 전에는
한족이 아닌 다른 많은 민족들과의 접촉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침략으
로 인하여 한족과는 다른 독특한 언어, 종교, 전통적 삶의 방식을 가진 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 특히 서부와 남서부 지역으로 떠밀려 가게 되었다. 해안지역의 인구들이 이러한 지역
으로 이동함에 따라 문화 간 접촉과 공동 작업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민족정
치”가 이 시기 중국의 정치적 담화의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민족 간의 단결을 도모하는 정치적 동기를 제공하게 되었
다.18) 그 결과로 소수민족의 연희를 개작한 “변강무(边疆舞)”라고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 또한 전후 시대 중국 춤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역적 그리고 민족적 다양성 외에도, 전쟁 중에 중국의 여러 곳을 떠돌며 무용가들은
또한 엄청난 가난과 고통을 목격하게 되었다. 길에 늘어선 시체들, 떨어지는 폭탄을 피해
도망 다니고, 험준하고 위험한 낯선 곳에서 길을 찾기 위해 소중히 간직했던 것들을 내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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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기억들을 간직한 무용수들은 전쟁 중의 경험들을 안무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극심한
굶주림으로 자식을 파는 부모들, 침략군으로 인해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피난민들의 향수,
강제 군사 징벌에 저항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정치적 비판도 춤을 통해 표현하였다.
전후에는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전쟁 중 최고조에 달한 좌파 운동에 관여했던 무용가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이들 무용가들은 예술이 사회 비판정신을 고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회 문제들을 안무에 담아내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새로운 중국무용의 기초를 형성하였으며, 이렇게 탄생한 중국무용은 전후
시대의 강력한 국가의 상징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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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ed in War:
How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1937-1945)
Shaped Early Chinese Dance

Emily Wilcox
(University of Michigan,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I will be looking at how the war led to the transnational and translocal movements of
several influential artists and how these movements shaped the origins of the contemporary
dance genre known as Chinese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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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ed i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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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ell known that in times of war, nationalism is often on the rise. Thus, it may

not be surprising that Chinese dance(中国舞蹈), a dance genre that represents the Chinese
nation, arose during one of China’s most devastating wars of the modern era.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was extraordinarily violent and destructive. Lasting for eight

years from 1937 to 1945 and fought primarily on Chinese soil, it led to the deaths

of an estimated fourteen to thirty million people and caused an additional eighty million

to become refugees, while China as a country was nearly swallowed into the expanding

Japanese empire.1) Despite this violence, however, the wartime era proved extraordinarily
generative for dance. In particular, the war engendered three important processes that

would have a lasting impact on dance in China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These were: (1) transnational and translocal migrations of influential artists that

resulted in new forms of intercultural collaboration; (2) new understandings of self in

relation to the nation, and (3) new experiences of place and community in the context
of war. These experiences, I argue, were rendered into expressive form through new

choreography and became the foundation for the emergence of modern Chinese dance

as an artistic genre. That is, it was through these unusual experiences of massive demographic

displacement, encounters with difference and suffering, and a drive to address contemporary

social issues through dance that Chinese dance as an artistic practice came into existence.

1. Transnational and Translocal Migrations
The war brought about unprecedented movements of dancers, both across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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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s and between places within China. In terms of transnational movements, we

can see this in the trajectories of four dancers who would go on to become leading

figures in the construction of Chinese dance. First, Wu Xiaobang (吴晓邦1906-1995),
a dancer originally from China who had been studying in Tokyo on and off since 1929,

would be forced by the outbreak of war in 1937 to stop his training in Japan and return

to China permanently.2) Second, ChoeSeung-hui(최승희/崔承喜1911-1969), a dancer
originally from Korea who had moved to Tokyo in 1926 and completed a world tour
in 1938-1940, would arrive in China in 1941 to begin a series of tours for soldiers

and civilians in Japanese-occupied territories.3) Third, Dai Ailian(戴爱莲 1916-2006),

a Chinese diasporic dancer who had been raised in Trinidad and lived in London since

1930, would also arrive in China in 1941, funded by a wartime program to repatriate

Chinese students living abroad.4) Last, Qemberxanim(康巴尔汗 aka Qambarkhan Amat,
19145)-1994), a dancer originally from Kashgar who had been living in Tashkent and

Moscow, arrived in China in 1942 drawn by a desire to reunite with her family and
ostensibly contribute to the expelling of Japanese forces from her homeland.6)

Apart from these transnational migrations, the war also precipitated translocal movements

of dancers between places within China. Prior to the outbreak of the war, most of

China’s theater and stage dance activities had been concentrated in cities with large

Western populations located along the eastern seaboard, such as Shanghai, Tianjin, Beijing,

and Guangzhou. When the Japanese military occupied these cities, large numbers of

artists fled inland, forming new communities in remote places such as Chongqing, Guilin,

Kunming, and Yan’an.7) ChenJinqing(陈锦清 1921-1991), who would go on to play

a leading role in Chinese dance education, was one of these artists. She left Shanghai
following the Japanese takeover in 1937 and arrived in Yan’an in 1938, along with a

large number of leftist theater activists.8) Another example was LiangLun(梁伦 b. 1921),

who would go on to lead several important Chinese dance institutions in southern China.

Liang left Guangzhou upon the arrival of Japanese armies and eventually arrived in

Kunming in 1944, after first traveling through Guilin.9) The afore-mentioned Dai Ailian
similarly left HongKong(then a British colony but also occupied by the Japanese in

1940), traveling first through Guilin and then arriving in Chongqing in 1941. WuXiaobang
left Shanghai and travelled through Chongqing, eventually arrivingin Yan’anin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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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w Understandings of Self and Nation
Like all migrations, these movements of dancers across international and domestic

terrains had profound effects. For dancers who had spent the majority of their lives

abroad-such as Choe Seung-hui, Dai Ailian, and Qemberxanim-arriving in China meant

encountering new performance practices and communities that inspired new directions

in their art. During her wartime tours in China, Choe Seung-hui saw large amounts

of Chinese opera and began collaborating with Peking and Kun opera actors to create
new movements inspired by these forms, laying the basis for what would later become

known as Chinese classical dance (中国古典舞). Similarly, when she was traveling through

southwest China during the war, Dai learned from local Gui opera actors and performers

of Tibetan, Yao, Miao, and Uyghur dances. Likewise, Kangba'erhan, after moving to

Urumqi, studied local dances from Uyghur folk artists. Both dancers adapted the material

they had learned to form new repertoires, which later formed the basis for Chinese
national folk dance(中国民族民间舞).10)

Such inspiration was not limited to artists arriving in China from abroad. Like many

other countries, China is a place of enormous regional variation, as well as great

environmental, cultural, and economic disparity between urban and rural communities.

Thus, when artists from urban coastal areas moved inland, they also encountered performance

forms and people who felt very new and unfamiliar to them. In the case of Chen Jinqing,

her arrival in Yan'an brought her into contact with the northern Han folk performance

known as yangge(秧歌), a type of outdoor procession with props and humorous sketches
that was typically performed in villages during the new year holiday.11) In the case

of Liang Lun, his arrival in Kunming brought him into contact with the dances of

non-Han communities who lived the remote mountainous surrounding the city. Both

Chen and Liang were involved in progressive art circles that called for a greater attention

to marginalized communities. As a result, they too engaged in collaborations with local

artists that resulted in important new dance creations, also laying the foundation for
what would later become specific styles of Chinese dance.12)

A shared feature of these wartime dance experiments was encounters across difference

that produced dancers' reflections on the self and the nation. Describing Choe Seung-hui's

work with Peking opera actor Mei Lanfang, Faye Yuan Kleeman has argued that Mei's

refusal to perform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spired Choe to regard critical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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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she had played in Japan's imperialist agenda and to develop a more nationalist stance

in her own work.13) In 1946 and 1947, Dai Ailian and Liang Lun both published essays

in which they outlined their views on dance creation and specifically emphasized changes

that had occurred in their thinking as a result of experiences in southwest China during
the war.14) In her essay, for example, Dai recounted her decision to turn away from

an earlier choreographic approach in which she had used “foreign techniques and steps”

-here, referring to ballet and German modern dance she had studied in England-and

instead beginning to develop new dance forms on the basis of local performance. According

to Dai, she had come to this realization while working in Chongqing, and she had

put her new approach into practice with a series of new dances created mainly during
the wartime period.15) Liang advanced a similar argument and argued that Dai's shift

could be seen reflected in his own work as well. According to Liang, the effort to find

a new "Sinified" (Zhongguo hua) type of dance form was the core driving motivation
for all dance artists working in China in the post-war period, since, he argued, the

war had taught them the futility of using foreign styles to reach local audiences. This

project, Liang argued, was an explicitly nationalist one-in his view, having a dance style

all its own was necessary for China to promote itself on the world stage as a modern
nation.16) Thus, by the end of the war, Dai, Liang and many other individual dance

artists saw themselves united in a common goal to bring this new type of national-form

dance-what became known as "Chinese dance"-into existence.

3. New Experiences of Place and Community
This mission to produce a national dance style was not unique to China. Such a

goal had emerged in many countrie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it thus was an important trend for new dance activities across the world at the time.17)

In China, however, the specific experiences of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gave this project its particular local shape. One aspect of this war-defined direction was
its profound sense of regional differences. Although China had already become decentralized

under foreign encroachment and the domination of local warlords during the years between

the collapse of the Qing dynasty in 1911 and the start of all-out war with Japan in

1937, there had still been a sense of unification derived from recognition of the Natio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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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government and the concentration of intellectual, political, and artistic activities
in several dominant cities along the eastern seaboard. With the outbreak of war, however,

China's political leadership became much more clearly fragmented, with large parts of

the country now divided into Japanese, Nationalist, or, Communist control. Local leaders

in border areas such as Tibet, Xinjiang, and Mongolia also gained increased independence

as a result of the political fragmentation, while cultural leaders on the east coast scattered

to a variety of regional hubs. As writers, publishers, and universities moved into new
locations, national discourses generated through print media also reflected this

decentralization. A wider range of voices, reflecting a wider range of places, turned what

had previously been quite myopic cultural debates into a much wider network of voices

and concerns. Rather than constantly discussing what was onstage in Beijing and Shanghai,

for example, China's national journals were now publishing on what was happening

in cities located all across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distinct media spheres centered

in particular political regimes also emerged and competed to direct the national agenda.
The result of this decentralization and fracturing of national space was that the new

dance repertoires created during the wartime era conveyed a strong sense of regional

and local specificity and no longer presented national culture as unified or singular. Rather

than only working with “national” theater forms such as Peking opera and Kun opera,

for example, dancers started to work with localized theater forms such as Gui opera

and Sichuan opera, although they still the creation of "national" dance as the ultimate

goal of working with such local genres. Forms of folk performance that existed only
in specific regions-such as northern Shaanxi yangge and Yunnan huadeng, for

example-likewise began to be used to tell narratives about the war and about the need

for national salvation. With their increased exposure to these regional performance modes,
dance artists saw specific regional cultures as a logical choice for the development of

new national dance forms. Moreover, according to new theory produced in this period,

the more local a form was, the more potential it had to contribute to national dance
styles.

Not only geographical diversity but also ethnic diversity came to be seen as an important

part of this wartime cultural agenda. The eastern seaboard where China's cultural elites

had previously been concentrated has historically been dominated by Han communities,

and many Chinese writers and artists who came from these areas had never previously

come into contact with the many non-Han groups in China prior to the wa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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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of the country to which many were pushed with the Japanese invasions,

however-particularly the west and southwest-did have large communities of non-Han

peoples, many with their own distinct languages, religions, and traditional lifeways. As

coastal populations moved into their areas, intercultural encounters and collaborations

became more common. At the same time, the exigencies of war provided political motivation

to seek alliances across these ethnic differences, with “ethnopolitics” becoming an important

feature of Chinese political discourse during this period.18) As a result, a new form

of dance emerged-what was known as “frontier dance” (中国古典舞)-which specifically
featured dances adapted from minority performance. These too became indispensable
components of Chinese dance during the post-war period.

Beyond regional and ethnic diversity, dancers also witnessed a great deal of poverty

and suffering during their journeys across China in the wartime era. In their memoirs,

dancers recall seeing paths lined with corpses, seeking refuge from falling bombs, and

parting with their final possessions just to find passage across rugged, dangerous, and
unfamiliar terrains. These stories also appear in their choreography from the era, which

includes political criticisms of people facing starvation, parents selling their children,

refugees nostalgic for their homes left to invading armies, and families protesting their

men being forced into military conscription. Many of the dancers who would go on

to become most influential in the post-war period were those who took an interest
in the growing leftist movement that gained growing momentum during the wartime

era. Thus, inspired by the idea that art could promote social criticism, they imbued

their choreography with reflections on the problems they saw around them. All of these

factors together thus formed the basis for a new kind of Chinese dance that would

emerge and become a potent national symbol in the post-war era.

파괴 속의 창조: 항일전쟁(1937-1945)이 초기 중국무용의 탄생에 미친 영향 93
Forged in War: How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1937-1945) Shaped Early Chinese Dance

References
1) Diana Lary, The Chinese People at War: Human Suffering and Social Transformation, 1937-19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Rana Mitter, China’s War with Japan, 1937-1945: Struggle
for Survival (London: Penguin Books, 2013).
2) Wu Xiaobang 吴晓邦, Wo de wudao yishu shengya
Zhongguo xuju chuban she, 1982).

我的舞蹈艺术生涯

(My Dance Art Career) (Beijing:

3) Li Aishun 李爱顺, “Cui Chengxi yu Zhongguo wudao” 崔承喜与中国舞蹈 [Choi Seunghee and Chinese
dance], Beijing wudao xueyuan xuebao 北京舞蹈学院学报 ( Journal of the Beijing Dance Academy) 2005(4):
16-22.
4) Dai Ailian 戴爱莲, Wo de yishu yu shenghuo
yinyue chubanshe, 2003).

我的艺术与生活

(My Art and Life) (Beijing: Renmin

5) Qemberxanim’s year of birth is disputed. This is the unofficial one used by dance historians in
Xinjiang today.
6) Qemberxanim 康巴尔汗, “Wo de wudao yishu shengya“ 我的舞蹈艺术生涯 (“My Dance Art Career”), In
Wenshi ziliao xuanji 文史资料选集 (Selected Materials in Literary and Arts History), 205-241 (Beijing:
Wenshi ziliao chubanshe, 1985).
7) Edward M. Gunn, Unwelcome Muse: Chinese Literature in Shanghai and Peking, 1937-1945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David Holm, Art and Ideology in Revolutionary China
(Oxford: Clarendon Press, 1991); Poshek Fu, Passivity, Resistance, And Collaboration: Intellectual
Choices in Occupied Shanghai, 1937-1945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Chang-tai Hung, War and Popular Culture: Resistance in Modern China, 1937-194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Israel, John, Lianda: A Chinese University in War and Revolu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Carolyn FitzGerald, Fragmenting Modernisms: Chinese
Wartime Literature, Art, and Film, 1937-49 (Leiden: Brill, 2013); Pingchao Zhu, Wartime Culture in
Guilin, 1938-1944: a City At War (Lanham, Maryland: Lexington Books, 2015).
8) Li Xu 李续, “Xin Zhongguo zhiyehua wudao jiaoyu shiye de kaituozhe: jinian wudao jiaoyujia Chen
Jinqing dansheng 90 zhounian” 新中国职业化舞蹈教育事业的开拓者: 纪念舞蹈教育家陈锦清诞辰90周年
(“Pioneer of the vocation of professionalized dance education in new China: commemorating the
90th anniversity of the birth of dance educatorChenJinqing”), Beijing wudao xueyuan xuebao 北京舞
蹈学院学报 ( Journal of the Beijing Dance Academy) 2011(4): 1-4.
9) Liang Lun 梁伦, Wo de yishu shengya
chubanshe, 2011).

我的艺术生涯

(My Art Career) (Guangzhou: Lingnan meishu

10) Emily Wilcox, Revolutionary Bodies: Chinese Dance and the Socialist Legacy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9).
11) David Holm, “Folk Art as Propaganda: The Yangge Movement in Yan’an.” In Bonnie McDougall,
ed., Popular Chinese Literature and Performing Ar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79, 3-35

94

제27회 전국무용제 기념 제20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The 20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in commemoration of the 27th Korea Dance Festiva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12) Wilcox, Revolutionary Bodies.
13) Faye Yuan Kleeman, In Transit: the Formation of the Colonial East Asian Cultural Spher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ʻi Press, 2014).
14) Dai Ailian 戴爱莲, “Fazhan zhongguo wudao di yi bu” 发展中国舞蹈第一步 (“The First Step in
Developing Chinese Dance”) Central Daily 中央日报 April 10, 1946; Liang Lun 梁伦, “Wudao de
Zhongguohua wenti” 舞蹈的中国化问题 (“The Problem of Making Dance Chinese”) Zhong yi 中艺
(China Art) (Malaya, 1947), 13.
15) Dai Ailian, “Fazhan zhongguo wudao di yi bu.”
16) Liang Lun, “Wudao de Zhongguohua wenti.”
17) Anthony Shay, Choreographic Politics: State Folk Dance Companies, Representation, and Power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2); Theresa Buckland, ed., Dancing from Past to
Present: Nation, Culture, Identities (Madison, WI: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6);
Foulkes, Julia L. Modern Bodies: Dance and American Modernism from Martha Graham to Alvin Ailey
(Chapel Hill: Univ. North Carolina Press, 2006).
18) Xiaoyuan Liu, Frontier Passages: Ethnopolitics And the Rise of Chinese Communism, 1921-1945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4); James Leibold, Reconfiguring Chinese
Nationalism: How the Qing Frontier and its Indigenes Became Chines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Xiaoyuan Liu, Recast All Under Heaven: Revolution, War, Diplomacy, and Frontier
China in the 20th Century (New York: Continuum, 2010).

발제 3
Presentation 3

전후 시기 포스트모던댄스에 나타난
민주적 성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mocratic Tendency
in Postmodern Dance during the Postwar Era

발제자
장지원
(댄스포스트코리아 편집장)

Jiwon Jang
(Editor of Dance Post. Korea)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 박사
- (사)한국춤문화자료원 공동대표
- 무용평론가
- Ph.D in Dance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 Co-Director of The Korean Dance Resource Center
- Dance Critic

전후 시기 포스트모던댄스에 나타난
민주적 성향에 관한 연구

장지원
(댄스포스트코리아 편집장)

국문개요
역사적으로 정치나 사회적 변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조가 맞물려 20세기는 큰 전환점의
시기였고 무용에 있어서도 민주적 자각이 확고해졌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21세기를 선도했던 20세기 무용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당시의 정치, 사회적 측면들을 고찰
해보고 민주적 성향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0·70년대 포스트모던댄스를 연구하여 무용가들이 즉
흥이라는 방법론과 민족적, 성적 평등을 통해 어떻게 정치나 사회에 자신들의 민주적 성향을 표
명했는지 조명해보는데 있다. 특히 당대에 민주적 성향을 대표했던 실험적 그룹들을 중심으로 살
펴본 결과 반전운동과 극단적 반공주의, 히피로 대표되던 시기를 거쳐 흑인인권운동과 페미니즘
이 풍미하던 이 당시에 포스트모던댄스를 주도했던 이들 그룹들은 즉흥을 토대로 다양한 작품들
을 제작해 민주적 정신을 확산시켰고 민족적으로나 성적으로 정체성을 인식시키면서 관객들의 공
감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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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세기 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서양 문화의 전통을 파괴하려는 조짐이 모든 분야에서
등장하면서 민족주의, 공산주의, 사회적인 발상 외에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극적인 이슈가
확산되었다. 당시 흑인 노예들은 자유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투쟁하였고 여성들은
투표권을 요구하였다. 무용 역시 배경이 되는 주변여건과 그 여건에 대응하는 무용가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기체처럼 작용해왔고 현대무용이 오늘날처럼 창작예술의 개념으로 미국
에서 독립된 예술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였다. 1·2차 세계대전
과 페미니즘의 등장, 포스트모더니즘의 새로운 미학이 성립되는 등 사회, 문화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무용도 영향을 받게 되었고 역사상 가장 널리 향유되었던 발레에 저항해
새로운 무용개념을 가진 현대무용이 출현했다. 이는 발레가 지닌 전통을 구속과 형식적인
제약으로 간주해 부정하면서 종래의 무용에 대한 개념이나 창작방법이 포용하지 못했던
다른 영역에 대한 끝없는 탐색과 실험을 하게 된다. 현대무용의 등장으로 무용은 예술성과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에 이르렀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험적인 성향이 가시
화되었다.
그 중심에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과 존 케이지(John Cage)가 있고 1950년
대에는 커닝햄 외에도 앤 할프린(Ann Halprin), 제임스 워링(James waring), 애일린 패슬
로프(Aileen Passloff) 같은 또 다른 아방가르드 무용가들이 활동했다. 이들은 60년대의
포스트모던 무용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1960년대는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정신이 가장
비약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였다. 당시 로버트 던(Robert Dunn)의 지도하에 이뤄졌던 수업
의 결과가 바로 1962년 저드슨 교회에서 열린 저드슨 댄스그룹의 출발이었다. 이곳에는
당시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 사이에서 상호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흐름과 호응해 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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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미술가, 문인, 작곡가, 영화제작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1) 저드슨 그룹은
포스트모던 그룹의 선두주자였고 이들 중 일부는 후에 그랜드 유니온을 결성해 또 다른
성격을 지향하게 된다. 그랜드 유니온 역시 개인의 창의성에 몰두하면서 해프닝의 성격을
지녔고 이들 해프닝의 강조점은 자발적인 즉흥(Improvisation)에 있었다. 결국 60-70년
대는 많은 무용이 해프닝, 퍼포먼스, 복합매체 예술 이벤트, 즉흥의 형식을 취했고 연극
장르에서도 실험성이 촉구된 기간으로 극단인 리빙 시어터와 오픈 시어터가 즉흥을 바탕으
로 아방가르드적인 성격을 보였다.2) 이외에도 60년대 다니엘 나그린(Daniel Nargrin)의
워크그룹, 리차드 불(Richard Bull)의 뉴욕 챔버 댄스그룹, 70년대 그랜드 유니온과 다이
엔 맥킨타이어(Dianne McIntyre)의 사운즈 인 모션, 스티브 팩스톤(Steve Paxton)의
접촉즉흥이 즉흥을 사용해 새롭게 관객에게 접근했다. 이들의 특성은 즉흥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무용에서 기존의 전통에 대한 강한 반발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따라서 이러한 반항정
신은 사회적 부조리와 인종차별, 성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당시 정치, 사회상과
맞물려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었고 이러한 그룹들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많은 무용가들에
게도 영향을 주었다.
역사적으로 전후 시기 정치나 사회적 변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조가 맞물려 20
세기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21세기를
선도했던 20세기 무용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당시의 정치, 사회적 측면들을 고찰해보고
민주적 성향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0·70년대 포스트모던댄스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무용가들이 즉흥이라는 방법론과 민족적, 성적 평등을 통해 어떻게 정치나 사회에 자신들의
민주적 성향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는지 조명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전후 시기 포스트모던댄스의 민주주의 성향
1. 즉흥을 통한 민주적 성향의 확산
포스트모던댄스의 발아기에 해당하는 1950년대 초반 미국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적인
번영의 시기와 맞물려 극단적인 냉전의식의 시기였다. 이를 단적으로 표출해주는 것이 이른
1) 수잔 오,『서양 춤 예술의 역사』, 김채현(역)(서울: 이론과 실천. 1990), 177쪽.
2) 장지원,「즉흥을 사용한 무용실험그룹들의 특성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 ⅶ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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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매카시즘”으로, 미국판 ‘마녀사냥’과 같은 매카시즘의 주역은 조지 매카시(G.
McCarthy)였다. 그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미국 지도에 일목요연하게 미국의 공산주의
유포상황을 표시해 다니면서 모든 진보적인 예술가, 작가, 정치가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였
고 조직적으로 조작된 우파의 여론은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이후 매카시즘의 열풍이 사라
지자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때마침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간디의
영향을 받은 비폭력주의를 설교하고 흑인적인 자각을 일깨우기 시작했다.3) 이는 백인우월
주의에 입각해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입장을 달리함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확립됨을 보여준 일례이다.
이 시기에 35대 대통령이던 케네디는 ‘뉴 프론티어 정책’의 실현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사회정비와 경기회복을, 대외적으로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자존심
을 지키려 했다. 이러한 케네디의 개혁의지는 흑인들의 민권운동을 확산시켜 인종투쟁의
의미보다는 시민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국가적 공약을 탄생시켰다.4) 이러한 정치, 사회적
변화를 거치며 1960년대는 베트남 전쟁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은 존슨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월남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전쟁이 장기화되자 그 성공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반전(反戰)의 여론이 커졌고 특히 1967년 말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에서 많은
평화운동이 전개되었다.5) 그러한 반전운동은 신좌파(the New Left)로 불리는 급진파의
등장으로 더욱더 극렬해졌다. 젊은 혁명가들은 혁명의 방법으로 기성체계를 변혁하려는
시도를 펼쳤고, 급진적인 학생들은 민주학생연합을 조직하고 도시 게릴라의 창설을 선언하
였다. 그러나 반대급부적으로 ‘히피(hippies)'라 불렸던 온건세력은 기존 사회를 변혁하기
보다는 기성 체제를 떠나 자연과 본능에 맞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려고 했다.6)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무용 공연에도 반영되었는데, 공연에 있어서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적 성향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공연자들이 즉흥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다함께 결정을
내리며 상대방의 독창력을 지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관객들은 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인 삶을 결정하는 구조들에 대한 뚜렷한 감각을 획득했다. 즉흥의 방법론은 이미
1950년대 앤 할프린의 샌프란시스코 댄서스 워크샵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즉흥을 개인적
인 발전과 무용수들간의 협력수단으로서 인식했다. 그녀의 민주적 성향은 이후 저드슨 무용
단과 그랜드 유니온 무용단의 활동을 확대, 심화시키고 집단화하는데 기여했다.
3)
4)
5)
6)

성기완,『재즈를 찾아서』,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108-109쪽.
김태희,「미국 현대무용계에 나타난 정치적 성향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21쪽.
F. 프라이델, A. 브루클리,『미국현대사』, 박무성(역)(서울: 문맥사, 1981), 516쪽.
강정식,『세계문화사』(서울: 형설출판사, 1994), 6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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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은 여러 가지 예술적 맥락을 이행하면서 사회와 관련된 인류평등주의의 모델로
작용했다. 이것은 힘의 구조들을 폭로하고 지위와 제약에 깊이 간직된 가정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표준화된 사회적 통치를 돌파하는 방식이었다. 즉흥은 인종, 사회적 성, 성별,
계급에 근거를 둔 승인된 차별에 집단적으로 투쟁하면서 항상 이러한 차별을 통해 분류하거
나 청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인류평등주의로서 민주주의적 시각을
기꺼이 수용했다. 또한 즉흥은 공연자에게 작품을 집합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공유하도록
했다.
포스트모던댄스에 있어서 민주적 움직임과 관련해 저드슨 그룹의 이본느 레이너는 반전
운동을 통해 그 관련성을 나타냈다. 그녀가 정치적 이슈와 무용을 완전히 결합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녀의 저서『Work, 1961-73』속에서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다루고자
했다.

7)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행사에서 레이너는 <트리오 A>를 <Convalescent

Dance>로 제목을 변경해 춤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나타냈고,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항거하는 그녀의 사상을 반전집회에 참여하는 공연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녀
의 <War 1970>은 일리아드의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중국혁명, 베트남 전쟁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1967년 베트남전 반대집회에서 춤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고자 공연무대를 가졌던 것처럼 민주적 시각을 확고히 표출하였다.
리차드 불의 뉴욕 챔버 댄스그룹은 30년 이상 정치적, 미학적 해방을 위한 실천으로서
즉흥의 비전을 추구했으므로 그의 민주주의적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특히 재즈형태
를 수용해 재즈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측면을 어렵지 않게 수용했다. 1968년 작품 <War
Games: Strategies, Tactics, Diversion and Delights>에서 불은 정치, 사회적 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는데, 기세를 얻고 있던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저항정신을 표현했다. 전쟁의
육체적 만행을 고발하면서 이 작품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에 대한 유죄판결에 합류
하고 있었다. 작품은 현재의 정치적인 이벤트, 전쟁과 미디어의 관련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다니엘 나그린은 무용에 있어서 안무의 정의를 가능한 한 가장 폭 넓게 확대시
킬 것을 주장했고 이를 위해 정치적 시위운동까지도 포함시켰다. 그는 거리와 캠퍼스로
나갈 것을 선동했으며 정치적 시위운동도 안무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는
이본느 레이너와 유사하게 <The Peloponnesian War>이라는 작품을 통해 후대를 잃는
베트남 전쟁에 관해 논평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였다8). 또한 그랜드 유니온
7) Rainer, Y,『work 1961-1973』(New York: University of NewYork Press. 1974), p. 155-156.
8) Schlunt, C. L,『Daniel Nargin: A Chronicle of His Professional Career』(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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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초기 공연은 내용면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후 저항성을
갖는 그룹으로서의 정치적 본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미 1971년에 그랜드 유니온은 블랙
팬더(Black Panthers)를 돕는 자선공연을 세 차례나 가졌던 바 있다.9)
접촉즉흥도 접촉을 통한 즉흥행위를 통해 다양한 정치, 사회 조직들에서 일어났던 평등주
의와 공동체적 조화에 관한 중요한 사회적 실험들의 일부를 구성했다. 무용수들은 이 형태
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해왔는데, 초창기 멤버들과 관객들, 비평가들은 접촉즉흥의 동작구조
가 문자 그대로 전통적인 성역할과 사회적 위계질서를 반대했던 70년대 초의 사회이념을
구현한다고 느꼈다. 접촉즉흥은 크기, 연령, 성, 혹은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든 신체타입의
형태를 넓히려고 의도했고 또한 접촉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백인과 중산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춤추는 것에 있어서 금지된 장벽을 극복했다. 접촉즉흥자들은 이것으로
자본주의와 관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손상되었던 상호지탱과 교감성의 참여라는 가치
들을 춤추기를 위한 평등주의의 틀로 조직함으로써 규범을 논쟁했다.

2. 민족적·성적 인식과 평등
포스트모던댄스가 확립되던 시기와 맥락을 같이하며 아프리카 흑인무용의 거대하고 복잡
한 전통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서구사회의 무용에 있어서 안무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1960년대 미국 사회의 이슈는 흑인 자존의식의 광범위한 확산이었는데, 무용뿐만 아니라
흑인민권운동에 흑인 재즈 아티스트들도 적극 동참했다.10) 60년대 중반 미국의 정치적
풍토가 낳은 중요한 발전의 하나로 흑인인권이 신장됨에 따라 흑인무용가들은 민족적 한계
를 극복하고 예술적인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간과되었던 흑인들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백인들과 동등하게 극장무용에서 생존 가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은 이 시기
이후였다.11) 민족적 주제의 선택여부는 단지 안무가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취급되었고
초창기 안무가들은 흑인과 관련된 주제에 집중했으나 이후에는 넓은 시각에서 흑인임을
강조하지 않고 작품을 안무했다12). 그러나 이러한 흑인 안무가들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피해 갈 수는 없었고, 당시의 흑인무용은 재즈, 현대무용, 아프리카,
남미, 카리브 그리고 대도시와 빈민가의 민속에서 추출한 요소들이 혼용되고 통합된 것이었
9) 샐리 베인즈,『포스트 모던댄스』, 박명숙(역)(서울: 삼신각, 1991), 321쪽.
10) 장병욱,『재즈재즈』(서울: 황금가지, 1996), 55쪽.
11) 월터 소렐,『서양무용사상사』, 신길수(역)(서울: 예전사, 1999), 36쪽.

12) 가미자와 카즈오,『20세기 무용사』, 국수호(역)(서울: 현대미학사. 2000),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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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또한 수많은 흑인무용가들은 작품을 통해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흑인현대무용을 진지
한 예술양식의 주류로 인정받게 하였고, 사회적‧도덕적 발언을 표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현대무용의 철학을 매개체로 하여 저항무용(Protest Dance)의 성격을 표방하기도 했다.
또한 인종문제, 종교문제, 성과 핵문제 등을 안무소재로 삼기도 했다.
과거의 흑인노예 교역은 역사상 인간과 문화를 폭넓게 유포시킨 일 중 하나였고 아프리카
식 동작의 다양한 성격들은 탭과 재즈댄스 그리고 찰스턴으로부터 디스코와 브레이크 댄스
에 이르기까지 유행된 대부분의 사교댄스에 영양을 공급했다. 흑인무용은 서구인들에게
그들 전통의 엄격하고 곧은 품행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었다. 그것은 무용수들에게는 즉흥
과 더불어 운용할 수 있는 훨씬 더 미묘하고 표현적이며 진동을 주는 리듬의 영역을 나타내
기도 했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무용 형태인 재즈댄스는 분명히 대부분의 고전주의와 현대
안무가들의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14)
민족적 자각과 사회적 인식은 흑인사회에서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안나 할프린은
1968년에 백인과 흑인간의 인종적 불평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
<Ceremony of us>라는 작품을 안무했으며 와트 근처에 있는 빈민지역에서는 흑인들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백인 집단과 함께 일했다. 이곳에서 할프린은 흑백 관계의 영역을 역동
적으로 탐색하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경쟁, 성적인 측면, 지도력, 포기 및 자존심의 문제
를 무용으로 표현하였으며 흑인과 백인이 협동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15) 결국 샌프란시스
코 댄서스 워크샵은 즉흥의 과정을 통해 다수인종의 탐색운동이 되기도 했다.
인종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던 시기와 맞물려 1960년대 후반 미국사회에 있어서 반전움
직임이 중심이 되었다면 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는 여성해방의 움직임인 페미니즘이
사회적 이슈를 이뤘다. 무용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해 성적역할에 관한 큰 변화가 있었고
특히 이 시기는 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무용이 당면문제가 되었다. 전통적인
관례상 여성은 춤추고 남성은 안무를 했으나 현대무용에 있어서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유명한 현대무용가는 거의 여성이 차지함으로써 여성우위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포스트모
던댄스의 시기로 넘어오면서 남녀의 구분은 그 경계선이 흐려졌고 레이너나 브라운 그리고
여타 사람들의 춤 속에서는 의도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을 표시하는 어휘가 제거되었다. 특히
남녀 간의 동등한 기회가 가장 육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접촉즉흥무용에서였다.16)
13)
14)
15)
16)

잭 앤더슨,『발레‧ 현대무용- 간추린 역사』서진은‧허영일(역)(서울: 삶과 꿈, 1996), 229쪽.
쥬디스 맥크럴,『무용 감상법』, 박명숙(역)(서울: 삼신각, 1998), 140쪽.
김수정,「Anna Halprin에 관한 연구 : RSVP cycles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25쪽.
쥬디스 맥크럴,『무용 감상법』, 박명숙(역)(서울: 삼신각, 1998),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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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정체성과 관련해 일부는 애초부터 남성이 만들어낸 테크닉 때문에 구속을 받고
있었던 여성동작을 발전시키기 위해 즉흥을 사용하면서 신체적 성(性)을 만들어내기 시작했
다. 남성위주의 미술계로부터 독립해 저드슨 그룹에서 활동했던 슈니만은 “추상적 표현주
의”의 기초를 이루는 남성주의자들의 억설을 드러내기 위해 육체의 이벤팅이라는 작업을
통해 신체에 특권을 주었다.17) 이외에도 플럭서스 구성원인 시게코 쿠보타(Shigeko
Kubota)는 남성이 지배하는 예술계를 비판하기 위해 여성적인 것을 반어적으로 사용했
다.18) 쿠보타의 작업은 백인예술가들이 실험하려고 의도했던 아시아적 접근을 자신의 것으
로 흡수해 그들의 문화적 유산조차 제휴해서 나타내었다. 슈니만과 쿠보타는 둘 다 미술계
에서 지배적인 남성의 정책에 대항해 일종의 반발로서 공연을 사용했으며 구체적으로 표현
된 지식의 새로운 형태를 전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흥에 의지했다.
성정체성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리차드 불은 남성이고 이성애자이며 교육자로서 고양된
기회를 허락하는 일반적인 분위기로부터 이익을 얻었고, 백인예술가들에게 흔히 허용된
무언의 특권을 즐겼다. 그는 여성과 남성 무용수들에게 주어지는 불평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백인과 흑인사회, 서로 다른 예술적 부분에서 즉흥이 전달하는 다른 가치를
인식하면서 작업했다. 또한 재즈에 종사하는 백인남성, 남성현대무용가로서 여러 작품을
만들었고 재즈와 현대무용의 범위 안에서 불확실한 위치를 확고히 했다.
페미니즘과 더불어 이후 현대의 무용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함과 성역할의 반전
등이 부각되었다. 즉, 생물학적 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사회, 문화적 성이 강조되면서 양성성
이라는 관점에서 즉흥의 과정이 강조되는 동시에 폭넓게 사용되었다. 남녀 간의 동등한
기회가 가장 육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접촉즉흥이었고, 이 방법론은 아주 작은 여성도
남자를 올려주거나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기존의 무용에서처럼 여성은
들리는 수동적 위치가 아니라 들기도 하는 능동적인 위치로 바뀌게 된 것이다19). 접촉즉흥
은 이같이 성역할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17) Foster. S. L,『Dance That Describe Themselves: The Improvised Choreography of Richard Bull』(2002), p. 49-50.
18) Foster. S. L,『Dance That Describe Themselves: The Improvised Choreography of Richard Bull』(2002), p. 51.
19) 신시아 J. 노박,『(접촉에 의한) 즉흥무용의 이해 : 접촉에 의한 즉흥행위와 미국 문화』, 서진은(역) (서울: 금광,
2000),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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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무용사를 통해 볼 때 발레가 유일한 예술형식으로 인정받으며 조명 받았던 19세기까지의
전통에서 벗어나 20세기 현대무용이 등장하면서 무용계는 많은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다.
현대무용의 성장과 더불어 이 형태조차도 형식적이 돼버리자 새로운 춤 지평에 대한 탐구는
포스트모던댄스를 탄생시키는데, 이 시기는 전쟁에 대한 깊은 회의와 정치, 사회적 측면과
예술과의 연관성은 비록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이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부정하고자 했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밀접한 연관을 지니며 또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유기적으로 작용해왔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술에 있어서 정치나 사회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것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안에서 상호작
용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및 계급구조의 측면은
포스트모던댄스가 활성화되었던 시기에 예술을 포함하는 사회, 문화 전체와 관계맺기를
통해 이슈화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댄서스 워크샵, 저드슨 댄스그룹, 뉴욕 챔버 댄스그룹,
워크그룹, 그랜드 유니온, 접촉즉흥 그룹은 자신들의 작품과 활동을 통해 이를 표면화했다.
미국 역사상 제 1차 혼란기였던 1930·40년대와 마찬가지로 정치, 사회적으로 1960·70
년대도 혼란의 시기였다. 반전운동과 극단적 반공주의, 히피로 대표되던 시기를 거쳐 흑인
인권운동과 페미니즘이 풍미하던 이 당시에 포스트모던댄스를 주도했던 이들 그룹은 즉흥
을 토대로 민주적 정신을 확산시켰고 민족적으로나 성적으로 정체성을 인식시키면서 관객
들의 공감을 얻었다.
즉흥된 민주주의로 표현될 수 있는 이들 그룹들의 활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공연자들이 즉흥을 통해 작업과정에 다함께 참여하고 결정을 내리며 상대방의 솔선을 지원
하는 성향을 보였다. 따라서 공연자들만이 아니라 관객들 역시 공연을 보면서 이러한 구조
들에서 변화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삶을 다스리는 뚜렷한 감각을 얻을 수 있었다. 더불어
의도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슈나 흑인의 인권 성정체성을 다룸으로 인해서 미국
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관망하거나 비판하였다. 특히 무용에 있어서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들
의 무용활동이 본격화되고 예술적으로 성숙된 60년대 이후의 경향은 재즈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고, 다니엘 나그린의 워크그룹은 재즈라는 춤의 형태로 민족적
정체성을 담아냈다. 그리고 70년대 페미니즘과 관련해 비록 당시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했으나 저드슨 그룹의 슈니만과 전위그룹인 플럭서스의 일원이었던 쿠보타의 여성성의
강조는 성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눈뜨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리차드 불의 뉴욕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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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그룹은 백인과 흑인사회 또는 서로 다른 예술적 부분에서 즉흥이 전달하는 다른 가치
를 인식하면서 작업했다. 특히 가장 민주적 성향과 양성성의 개념을 즉흥방식을 통해 구체
적으로 보여준 것이 접촉즉흥그룹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본 논문을 통해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민주적 성향은 포스트모던댄스 시기의 여러
그룹들이 동시대와 밀접한 상호관련을 맺으며 즉흥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그 성향을 확고히
드러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의 미국은 1960년대 중반까지
정치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정세가 깨졌고,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반전사상과
흑인들의 민권운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70년대는 여성들의 권리를 촉구하는 여성해방운동
인 페미니즘이라는 이슈를 주제화 되었는데 이들은 작품활동 외에 정치집회나 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포스트모던댄스 시기의 무용가들은
즉흥방식을 통한 민주적 정신의 확산, 남녀평등의식과 인종적 편견타파 추구 등을 강조하였
다. 이처럼 무용에 있어서 큰 변화를 도모한 포스트모던댄스의 무용가들을 연구함으로서
당시의 전반적 구조를 조명해보는 작업은 70년대 이후 정치와 사회적 분위기를 무용과
관련시켜 사회학적으로 고찰해보는 연구로 확대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더불어 무용예술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여실히 반영하면서 변화의 주역으로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문화형태임
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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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mocratic Tendency
in Postmodern Dance during the Postwar Era

Jiwon Jang
(Editor of Dance Post. Korea)

Abstract

Historically, the twentieth century has been a turning point with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postmodernism, and democratic awareness in d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of the 20th century dancers and to study
postmodern dances in the 1960s and 1970s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y expressed their
democratic tendencies in politics and society through national and gender equality. The
experimental groups that represented democratic tendencies at that time made a variety of
works on the basis of improvisation, spread the democratic spirit, and emphasized the
awareness of the national and sexual identity during the time of extreme anti-communism,
hipism, the black human rights movement, and femi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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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provocative issues of freedom and equality spread in

addition to nationalism, communism, and other various social ideas as new ideas appeared

in all areas, with signs of deconstruction of Western cultural tradition. At that time,

African-American slaves fought for freedom and their identity, and women demanded

the right to vote. Dance had interacted with such social environment and modern dance

became an independent form of arts in the United States. Radical social changes such

as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the advent of feminism, introduction of postmodernism

aesthetics, had a profound impact on dance. As a rebellion of classical ballet, modern

dance was emerged. It rejected ballet traditions which was regarded as a restrictive and

formalized art form, while endlessly exploring and experimenting with other areas where
conventional dance concepts or choreographic methods have not been embraced. The

advent of modern dance has led to the recognition of the artistic quality and academic
value of dance, but over time, experimental tendencies have become more visible.

At the center of the shift, were Merce Cunningham and John Cage, and in the 50s,

alongside Cunningham, other avant-garde dancers such as Ann Halprin, James Waring

and Aileen Passloff appeared. They influenced the postmodern dancers of the 60s when

more radical and experimental spirit prevailed. A notable figure of that time was Robert
Dunn who nurtured such spirit in his dance classes which eventually led to the establishment

of Judson Dance Theater Dance Group at Judson Church in 1962. Due to the active

mutual cooperation among artists at the time, the group consisted of not only dancers

but also many non-dancers including writers, composers and filmmakers.20)

20) Susan Au, 『Seoyang Chum Yesul eui Yeoksa』, Kim Chae-hyeon(trans.)(Seoul: Iron gwa Silcheon, 1990),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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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son Dance Theater was the leader among other postmodern dance groups, some

of which later formed the Grand Union with different artistic tendency. The Grand
Union also took on the nature of happening while concentrating on individual creativity,

and the emphasis was on spontaneous improvisation. Eventually, in the 1960s and 70s,

many dance works took the form of happening, performance, multimedia art event, and

improvisation, and in theater, experimental works were more encouraged, especially the
improvisational avant-garde works done by Living Theatre and Open Theater.21)

Furthermore, a new dance composition approach called Contact Improvisation was
attempted by numerous dance groups such as the Daniel Nargrin’s Work Group, Richard

Bull’s the New York Chamber Dance Group in the ' 60s, and Grand Union, Dianne

McIntyre’s Sounds in Motion and Steve Paxton. Their works were characterized as a

strong rejection to conventional dance tradition and a strong urge to review dance tradition

by using a methodology called improvisation. Thus, this rebellious idea was being expressed

specifically in combination with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social injustice,

racism, and gender roles, and their idea also affected many dancers outside of their

groups.

The 20th century marked a turning point caused by post-war politics, social change

and postmodernism, therefor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improvisation

as a method of expressing dancers’ opinions about egalitarianism and gender equality
by examining dances of the 20th century which has prevailed until the 21st century

and discussing the socio-political backgrounds of the dance, especially postmodern dance

from the 1960s and 1970s when democratic tendency was at the peak.

II. The Democratic Nature of Postmodern Dance during the
Postwar Era
1. Promoting Democratic Ideas through Improvisation
The early 1950s, the time when postmodern dance began to sprout, was in short,
21) Jiwon Jang,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Dance Groups Using Improvisation」 (Ehwa Woma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5) p.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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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treme period of cold war consciousness coupled with a period of capitalist prosperity.

The most obvious example of such social mood was “McCarthysm,” the “witch-hunt”

in the U.S. directly came from George McCarthy (G. McCarthy). Without any concrete

evidence, he clearly marked the spread of communism in the United States on a map
of the United States, condemning all progressive artists, writers, and politicians as

communists, and constraining them systematically. Later, however, when the McCarthyism

craze disappeared, relatively liberal winds began to blow, when Martin Luther King,

Jr. preached nonviolence inspired by Gandhi and awakened self-awareness among

African-Americans.22)

This shows that the spirit of democracy emphasizing freedom and equality has been

established by differencing from the perspective of white supremacy.

John F. Kennedy, who was the 35th president during this period, implemented the

‘New Frontier Policy’, and tried to protect his country's pride in internal social stability
and economic recovery, as well as in the competition with the Soviet Union and other

communist states. Kennedy's will to reform expanded the civil rights movement of

African-Americans to create a new national commitment to protect civil rights rather
than to the meaning of racial struggle.23)

Through thes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the 1960s can not be separated from the

Vietnam War. With the Johnson administration taking office, the war in Vietnam further

worsened, and it became unclear whether the war would succeed or not.24) Such a anti-war
movement became even more extreme with the emergence of radicals called the New

Left. The young revolutionaries tried to transform the establishment in a way of revolution,

and the radical students organized a student union of democratic students and declared

the creation of urban guerrillas. However, the moderate group, which was called the

“hippies,” tried to move away from the established system and live free life according
to nature and instinct rather than transforming the existing society.25)

This social atmosphere was also reflected in dance performances, with varying democratic

tendencies emphasizing equality in performance. Watching performers make decisions

together and support other people's creativity through a methodology called improvisation.
22) Seong Gi-wan, 『Jazz reul chajaseo』, (Seoul : Munhak gwa Jiseongsa, 1993), pp.108-109.
23) Kim, Tae-hui, 「A Study on the Political Trends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Dances in the U.S.A.」,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8), p.21.
24) Friedel, A. Bruckley, 『Miguk Hyondaesa』, Park Mu-seong(trans.) (Seoul : Munmaeksa, 1981), p.516.
25) Kang Jeong-sik, 『Segye Munhwasa』, (Seoul : Hyeongseol Chulpansa, 1994), p.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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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the audience, they were able to make clear decisions about the social and political

life that could change. Improvisation methodology was already used in the San Francisco

Dancers workshop in the 1950s by Anne Halfrin, and it was recognized as a personal

development and as a means of cooperation among dancers. Her democratic leanings
have since contributed to expanding, deepening and compounding the activities of the

Judson Dance Theater and the Grand Union.

Improvisation had served as a model of egalitarianism related to society in implementing

various artistic contexts. This was a way of breaking through standardized social rule

by exposing the structures of power and revealing assumptions deeply contained in social

status and restrictions. Improvisation has not always been seen as a means of a collective

struggle against accepted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social gender, sex and class.

Improvisation also led the performer to share the process of making the work collective.

In regards to the democratic movement in postmodern dance, Yvonne Rainer in Judson

Dance Theater expressed her concern through the anti-war movement. She did not

fully combine political issues and dance, but in her book 『Work, 1961-73』, she sought

to address the political and social issues of the time.26) Rainer, who is against the Vietnam

War, changed the title of <Trio A> to <Convalescent Dance>, expressed her political

views of the era. Her <War 1970> also consisted of a variety of reports on the Peloponnesian

War, the Chinese Revolution and the Vietnam War, to show her political views as
a dance in the 1967 Vietnam War protests.

Richard Bull's New York Chamber Dance Group has been pursuing the vision of

improvisation for more than 30 years as an act of political and aesthetic liberation,

demonstrating his democratic tendencies. He accepted the political aspects of jazz without
difficulty. In the 1968 film War Games : Strategies, Tactics, Diversion and Delights,

the fire presented itself with a spirit of political and social interest, which was gaining

momentum in Vietnam. Reproaching the physical atrocities of the war, the work was
joined by a conviction for the existence of the United States in Southeast Asia. The

work questioned the current political event, the relationship between war and the media.
Daniel Nagrin also insisted on expanding the definition of choreography as widely

as possible in dance, which included political protest rallies. He encouraged people to
go out to the streets and to the campus, and believed it was possible to include political
protest rallies in his choreography. In his work <The Peloponnesian War> he made
26) Rainer, Y, 『Work 161-73』, (New York :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74), 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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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political statement on the Vietnam War, which was similar to Yvonne Rainer’s

approach.27) In addition, in the case of Grand Union, the initial performance did not
include political character in the content, but later became aware of its political nature

as a resistant group. Already in 1971, the Grand Union held three charity performances
to support the African-American Panther Party.28)

Contact improvisation also constructed part of important social experiments on equality

and harmony in community among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s through

contact improvisation. The dancers have emphasized this type of social character, with

early members, audiences and critics literally opposing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social

hierarchy in the 70s. Contact improvisation was intended to broaden all body types,

regardless of size, age, sex, or color, and they were also banned from dancing, although

people who performed contact were mainly white and middle class. Contact improvisators

argued the rules by organizing the values of mutual support and engagement, which
were damaged by capitalism and bureaucratic ideology, as a framework of equality for
dancing.

2. Egalitarianism and Gender Equality
In the context of the establishment of postmodern dance, the vast and complex tradition

of African-American dance exerted great influence on choreography in Western dance

throughout the 20th century. The issue of American society in the 1960s was widespread,

with African-American jazz artists actively joining the civil rights movement as well

as dance.29) As African-American human rights were promoted as one of the major

developments in the political climat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id 60s, African-American

dancers overcame national boundaries and began to work artistically. It wasn't until this

time that the long overdue potential of African-Americans was recognized and demonstrated

to be equally as likely to survive theater dancing as whites.30) Whether to choose a

ethnic theme was treated as a matter of the choreographer's will, and the early choreographers
27) Schlunt, C.L, 『Daniel Nargin : A Chronicle of His Professional Care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2.
28) Sally Banes, 『Post-modern Dance』, Park Myung-suk(trans.) (Seoul : Samsingak, 1991), p.321.
29) Jang Byung-uk, 『Jazz Jazz』, (Seoul : Hwanggeum Gaji, 1996), p.55.
30) Walter Sorell, 『Seoyang Muyong Sasangsa』, Shin, Gil-su(trans.) (Seoul : Yejsonsa, 1999),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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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the subject, but later on did not emphasize it as a African-American person
from a broad perspective.31) However, these African-American choreographers were not

necessarily able to completely avoid their identity, and at that time African-American

dance was a mix of jazz, modern dance, African, Latin American, Caribbean and various

other types of ethnic or folk dances from urban slums in big cities.32) Also, many

African-American dancers overcame racial discrimination through their works and gained

African-American modern dance recognition as the mainstream of serious art style, and

could describe social and moral remarks in an expressive manner. They also used racial,

religious and sexual issues, and the nuclear issue as a choreography.

The trade of African-American slaves in the past was one of the things that spread

widely in history to humans and cultures, and the variety of characteristics of African
movements was mostly fashionable, from tap and jazz dance and from Charleston to

disco and brake dance. African-American dance has freed Westerners from the rigid

and straight demeanor of their traditions. It also represented a much more subtle, expressive

and vibrational rhythm for dancers. Jazz dance, especially in the form of African state

affairs, has clearly influenced the work of most classical and modern choreographers.33)
Ethnic awareness and social awareness were not unique to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Anna Halprin composed the work, < Ceremony of Us > in 1968 to address

the important social issue of racial inequality between whites and African-Americans,
and in the slums near Watt. In this way, Halfrin dynamically explored areas of

African-American and white relationships and described the issues of competition, sexual

orientation, leadership, abandonment and pride as dance, and was able to collaborate

between African-Americans and whites.34) Eventually, the San Francisco Dancers workshop
became a search movement for the majority through an impromptu process.

To coincide with which attention is paid on racial issues in the 1970s would be anti-war

movement in American society in the late 1960s until the early 1980s. Women's liberation

movement, feminism, cruised to a social issue. There were also big changes in gender
roles reflected in dance, and dance, especially in this period, was a matter of freedom
31) Kamizawa Kazuo, 『20-segi Muyongsa』, Guk, Su-ho(trans.) (Seoul : Hyeondae Mihaksa), p.153

32) Jack Anderson, 『Ballet, Hyeondae Muyong-Ganchurin Yeoksa』,

Seo Jin-eun

Heo,

Young-il(trans.), (Seoul : Sam gwa Kkum, 1996), p.229.
33) Judith Mackrell, 『Muyong Gamsangbeop』, Park Myung-suk(trans.), (Seoul : Samsingak, 1998), p.140.
34) Kim, Su-jeong, 「A Study on Anna Halprin : RSVP Cycle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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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gender roles. Traditionally, women danced and men choreographed, but modern

dance was dominated by women excep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s we moved

into the postmodern dance era, the line of demarcation between male and female became

blurred, and the dancing of Rainer, Brown and others intentionally removed the vocabulary

that marked men and women. In particular, it was in contact improvisation that equal

opportunities between men and women became most physically visible.35) In order to

create physical genders, some started using improvisation to develop women's movements,

which were constrained by men's technique in the beginning. Schunemann, who was
independent from the male-oriented art world and worked in Judson Dance Theater,

used the body's privileged work to expose the suspicions of the male activists based

on “abstract expressionism.”36) In addition, Shigeko Kubota, a member of Fluxus, ironically
used feminine things to criticize the male-dominated art world.37) Kubota's work has
absorbed the Asian approach that white artists had intended to experiment with into

their own, showing even their cultural heritage in partnership. Schunemann and Kubota

both used the performance as a kind of reaction against the dominant male policy in
the art world and as a means to develop a new form of specific knowledge.

In terms of perception of gender identity, Richard Bull benefited from his status as

a heterosexual male educator, and enjoyed the privilege of something commonly accepted

among white artists. He worked harshly against inequality given to women and male
dancers, recognizing the different values of improvisation conveys in both the white

and African-American communities and in different artistic aspects. He also created
several works as a white male and male modern dancer working in jazz and established

an uncertain position within the boundaries of jazz and modern dance.

Since equality of men and women and equality for modern feminism as well as a

reversal, of the sexes. In other words, social and cultural gender was emphasized rather
than based on biological gender, and the process of improvisation was widely used in

terms of gender. Contact improvisation was the most physical visibility of equal opportunities

between men and women, which meant that even a tiny woman could lift or manipulate

a man. Therefore, as in traditional dance, women were not in passive hearing but in

active listening positions.38) Improvisation of contacts has been most instrumental in

35)
36)
37)
38)

Judith Mackrell, 『Muyong Gamsangbeop』, Park Myung-suk(trans.), (Seoul : Samsingak, 1998), p.258
Foster. S. L, 『Dance That Describe Themselves : The Improvised Choreography of Richard Bull』, (2002), pp.49-50.
Foster. S. L, 『Dance That Describe Themselves : The Improvised Choreography of Richard Bull』, (2002), p.51.
Cynthia J. Novak, 『(Jeopchok e euihan) Jeukheung Muyong eui Ihae : Jeopchok e eui han Jeukheung Hanegwi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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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ing about this change in gender roles.

III. Conclusion
The dance world witnessed many changes with the emergence of 20th century modern

dance, away from the tradition until the 19th century in which ballet was recognized

as the only legitimate art form. And even modern dance became formalized, postmodern

dance was born in the pursuit of a new dance horizon. It was time deep skepticism,

so artists wanted to stay away from socio-political complication because they didn’t want

their artistic works to be used with political purpose. However, such rejection drew

them even closer to the society. Political or social influence in art does not only work

negatively, and interaction within the vast paradigm of society would be a natural result.

In particular, the political ideology and class structure were made public through groups

of dancers from San Francisco Dancers’ Workshop, Judson Dance Theater, New York

Chamber Dance Group, Workgroup, Grand Union, and improvisational dance groups.
Just like the 1930s and 40s, the period of chaos in U.S. history, the 1960s and 70s

were also a time of turmoil. People in the U.S went through the era of anti-communism,

hippie, and anti-war movement and then encountered feminism and African-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Dancers used improvisation as means of expressing their democratic

spirit, and their gender and ethnic identities, which inspired the audience of that time
period.

The activities of these groups, which can be expressed as improvised democracy, reflect

the social atmosphere and allow performers to participate in and make decisions together

in the work process through improvisation, demonstrating the other's initiative. Therefore,
not only performers but also audiences were able to gain a clear sense of control over
the political and social lives that could change from these structures. In addition, the

performers were deliberately involved in political issues and dealing with the human

rights and identity of African-Americans, expressing their concerns and criticizing social

situation through their works. The trend since the 1960s when dance activities of not

only white people but also African-American people became active and mature artistically,
Miguk Munhwa』, Seo, Jin-eun (trans) (Seoul : Geumgwang, 2000),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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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socially dispersed with jazz, and Daniel Nargrin’s Workgroup presented jazz as a

form of dance to express African American ethnic identity. Although they were not
well received, Judson Dance Theater, and Kubota who was a member of avant-garde
group, Fluxus, emphasized feminity through their work and their works served as the

starting point of women's awareness of their gender identity. Richard Bull's New York

Chamber Dance Group became aware that the audience realized values portrayed in

their dance differently based on their racial background. Above all, it was the contact

improvisation group that portrayed democratic and gender-friendly ideas in detail through

their improvisational performances.

Finally, through this paper, democratic tendencies in various postmodern dance groups

have been examined. They had interacted with society and that led them to use improvisation

as a way of expressing their social and political ideas. In the There was a great shift

in the United State of American from the mid 60s to 70s caused by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due to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s, which nurtured anti-war ideas

and civil rights movements. In the 70s, feminism, women's liberation movement urging

the rights of women joined in. For postmodern dancers all these issues had been not

only the themes of artistic works but also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y chose improvisation as their way of expression and their choice

contributed to spreading of democracy, and gender equality and breaking down racism.

The study of overall structure of postmodern dance in the 60s and the 70s can be extended

to even beyond the 70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political environment

and dance. Such study can provide the opportunity to look at dance as reflection of
the society, a form of culture that can contributes to soci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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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공연에서 객체화된 여성의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입니다.
드라우파디의 작품은 여성의 몸을 객체화시킬 때 나타나는 비극으로 보입니다. 즉, 여성
의 몸이 주체성을 잃고 타자에 의해 객체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히 권력에 의해 객체화
된 몸은 당연히 비극적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하스웨타 데비는 작품에서
여성의 객체화된 몸을 역으로 이용하여 주체적인 몸으로 저항의 상징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의 몸은 대다수의 경우 타자에 의해 객체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의 공연에서(연극, 무용을 포함한 공연 전반) 여성의 몸은 어떤 의미일까
요? 마하스웨타 데비의 경우처럼 몸의 주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일반적으로 공연
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는 텍스트와 몸의 관계에서 여성의 몸이 가지는 위치는 어떠한지?
남성의 시선에서 여성의 몸이 평가 절하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과평가된다고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에서, 공연전반에서 여성의 몸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표현되
어질 때 주체로서의 여성의 몸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전쟁의 시기, 창조적 다양성에 관한 예술의 의무와 가치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전쟁 속에, 지역 향토예술인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무용수들이 자신과 국가를 되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성을 띤 지역극에 눈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지역성을 더 많이
띤 춤일수록 범국가적 춤의 형성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이 이 시기에 대두되었
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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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시기에, 범국가적 이익에 기여하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는데, 새로운 이론에 의해
인본주의적 성향의 순수 예술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은 혹시 서양과 다른
동양의 특수한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쟁시기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지?
논문에 보면 많은 예술가들이 지역의 향토 예술가들의 민속춤에 영향을 받아 창조적
다양성이 존재했다고 하였는데, 민족주의적 성향의 공연 말고 다른 성향의 창조적 다양성이
존재했는지? 새로운 이론에 의해 지역의 토착 예술이 애국심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
는 것은 아닌지? 전쟁의 시기처럼, 예술의 가치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쳤을 때, 예술사적에서
양적 팽창 말고 질적 팽창이라는 면에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의 3. 2차 세계대전 후, 탈 중심,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문화들이 서양의 주류 예술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탈 중심은 그동안 문화의 중심에서 외면 받았던 제 3세계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 왔으며, 이와 같은 관심에서 문화상호주의 연극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런 종류
의 문화상호주의 연극에서 문화는 우열을 가리지 않고 서로 평등하게 교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3세계 문화도 탈 중심과 평등의 관점에서 새로운 중심의 문화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 중심을 외치는 대다수의 문화상호주의 연극의 연출가들이 지역의 연출가가
아닌 서양의 유명한 연출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화의 중심에서 활동 했던 서양의 예술
가에 의해서 그동안 외면 받았던 동양이나 아프리카의 새로운 문화는, 새로운 예술적 영감
의 소재로 활용되었을지 모릅니다. 더욱이 탈 중심, 평등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중심의 의미는, 서양 중심, 백인 중심, 남성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술미학적 관점에서 한계에 다다른 서양
예술이 예술적 자극의 원천으로 활용하고자 제 3세계 지역의 문화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탈 중심,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제 3세계 국가의 대다수가 2차 세계
대전 후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생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용의 경우
에서도 연극의 경우처럼 탈 중심,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비주류 문화를 흡수하거나 이용한
사례 등은 없었는지, 혹은 이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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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틴 린
(국립대만예술대학교 조교수)

국문개요
최근 대만은 입법부, 거리, 심지어 슬프게도 가정에서 신체적인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클라우
드 게이트 댄스 시어터 창립자 겸 예술 감독인 린 화이민은 최신작인 <포모사 (Formosa)>

(2017)에서 이 주제에 정면으로 마주한다. 시인이자 화가인 치앙 선 (蔣勳)의 목소리로 시작된
목소리는 만다린에서 포모사 섬(17 세기에 포르투갈 선원이 준 대만의 옛 이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묘사한 것으로 투영된 화면에서 디자인 요소로서 한자 사용과 함께 나타났다. 70 분짜리
작품은 멀티미디어 작품으로서 두 그룹 사이의 격렬한 대결을 보여준다. 적대감과 불안이 있을
때, 사회적 의식이 있는 안무가는 관객에게 무엇을 제공 할 수 있는가? 춤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경고와 애도를 제공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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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틴 린
(국립대만예술대학교 조교수)

프롤로그
대만 최대 금융그룹인 캐세이 파이넨셜 홀딩스의 자금지원을 받는 대만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雲門舞集)이 매년 여름 타이페이를 포함한 대만 여러 지역에서 무료 야외 공연을
펼친 지 23년이 되었다.
때로는 진지한 관중들 사이에 서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젖은 야외 광장의 딱딱한 타일
바닥에 비옷을 입고 커플, 가족, 친구 단위로 관람하는 질서정연한 관중들과 함께 이 초대형
공연을 수 년 동안 관람해왔다. 우천(강한 태풍인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만 아직까지 운
좋게도 이 야외공연은 취소된 경우가 없었다)과 상관없이 매년 이 야외 공연에는 설립자이
자 예술 감독인 린 화이민이 대만의 예술을 위한 초대형 이벤트로 창조해낸 이 공연을
통해 유대감을 경험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클라우드 게이트 팬들이 몰려들었다. 이는
일종의 의식이나 순례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
단 추종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 본다. 모든 연령층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무료
공연을 보기 위해 광장과 국립 콘서트홀의 거대한 계단과 복도를 가득 메운다. 야외 공연이
시작되었던 초기 관람객들은 이색적인 환경에서 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기회로
여겼고, 또는 지난 가을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 지방 순회공연으로 관람의 기회를 놓친
관객들(아마 시간이나 예산 제약 또는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해서 이 여름 공연을
귀국해서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의 최신작을 감상하는 기회로 여기는 관람객도 있다)이
여름 야외 공연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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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스퀘어, 자유 광장
어쨌든, 이 행사가 열리는 광장의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로 "리버티 스퀘어
또는 "프리덤 스퀘어"로 번역되며, 중정기념당 내의 거대한 두 개의 쌍둥이처럼 닮은 국립
극장과 콘서트 홀 사이에 위치한 24만 평방미터의 공공 공간이다. 총통 관저에 인접한
이 건축물은 원래 1949년 중국에서 국민당과 함께 대만으로 망명한 1975년 타이페이에서
사망한 중화민국 국민당의 장개석 대만 총통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1987년 계엄령을 해제되었을 무렵, 자유 광장은 여러 민주화 집회의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1990년 대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백합 학생운동(1990년 3월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와 국회의원 민선제를 주장) 연좌 농성이 있다. 2007년 당시
친독립 민주진보당의 진수변 총통 때 이름을 바꾸기 전에, 자유 광장은 특히 주말에 다양한
정치적 행사와 비정치적 행사로 사용되어졌으며, 근위병 공연과 같은 정부 주관 행사나
종교 집회, 스포츠 관련 게임 또는 여름 공연처럼 민간에서 주도하는 행사들이 벌어지는
공간이지만 대개는 해외 관광객들에 주로 찾는 명소이다. 따라서 린 화이민의 2019년 은퇴
전 클라우드 게이트를 위한 마지막 장편 제작 공연이 될 것이라고 알려진 포모사가 이곳
타이페이의 자유 광장에서 수 천 만의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될 것이라는 사실은
“춤의 정치학: 저항의 춤, 순응의 춤”을 주제로 한 국제적 규모의 무용 학회에서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포모사(2017)에 이르기 까지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안무가가 되기 전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지망생이었던 린 화이민은 대만의 땅과 사람들에
대해 다수의 영향력있는 작품들을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을 위해 안무해왔다.(그는 대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이름 “화이민”은 “백성들을 돌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출시된 3부작 DVD 세트 “린 화이민의 대만 클래식”은 클라우드 게이트의 45년 역사
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산(1978), 벼(2013), 포모사(2017)와 같은 작품들을 담고 있다.
유산은 17세기 초 한족의 대만 이주에 관한 이야기를 최초로 묘사한 장편 무용서사극으
로 대만과 미국의 국교 수교를 바로 앞두고 초연되어졌다. 한편 벼는 타이퉁시 동쪽 해안에
있는 최근 들어 유명해진 지상마을(지상은 ‘연못 위’라는 뜻)의 논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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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담은 영상과 함께 펼쳐지는 대만의 농경 사회에 대한 향수를 표현한 시와 같은
작품이다.
끝으로 포모사를 언급하기 전에 사회문제의식이 담긴 안무라는 맥락에서 린 화이민이
창작한 다른 두 클라우드 게이트 공연작인 가족사진(1997)과 2부작으로 구성된 하얀 물과
흙먼지(2014)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가족사진은 이전에는 언급조차 금기시 되었던 충격적인 주제를 다룬 굉장히 침울한 작품
으로, 린 화이민이 태어난 며칠 뒤인 1947년 2월 28일 대만에서 발생한 정치적 대학살을
다루고 있다. 이 불행한 사건은 중국 본토에서 새롭게 이주한 국민당 측과 반세기의 일제
식민통치 시기부터 대만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 간의 불신과 분노로 발생하였다. 우연히
오래된 가족사진에 담긴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된 린 화이민은 1950년대 대만의 “백색 테러”
시기 사망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하기 위해 이 작품은 창작하였다.
가족사진 보다 좀 더 최근작인 하얀 물과 흙먼지라는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2부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돌이켜보면 그로부터 3년 뒤 발표되는 포모사의 준비작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하얀 물은 대만을 둘러싼 바다와 그 섬 안을 흐르는 강에서 따온 흐르는
물의 이미지들을 배경으로 에릭 사티의 곡을 포함한 반주 음악에 맞추어 추는 서정적인
춤이다. 물처럼 흐르는 하얀 의상을 입은 물에서와는 정반대로 흙먼지 부분에서 무용수들은
모두 어두운 옷을 입고 얼굴까지도 검은 분장을 하고 있다. 무용수들은 가끔 무리 중 세력
다툼에서 밀려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또는 스스로 반항하는 의미로 앞으로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내 서로 팔을 건 채 무릎을 꿇고 웅크리거나 바닥에 앉은 채로 있다.
러시아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감동적인 현악 사중주 8번( 2차 세계 대전 중에
있었던 폭격에 관한 영화의 주제곡으로 독일 드레스덴에서 작곡)에 맞춰 추는 “움직이는
그룹 조각상”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이 작품이 너무 “사실적”이라고 느껴졌다. 이 작품은
불과 몇 달 전 국회의사당 주변 거리에서 있었던 썬 플라워 학생운동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했다(그곳은 클라우드 게이트무용단이 공연할 중정기념당 내 국립극장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이다).
돌이켜 보면, 대만의 다양한 면들을 묘사하기 위해 무용수들의 서로 대조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포모사 공연을 위해, 린 자신과 그의 무용수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 화가이자 시인인 치앙 슌이 대만과 관련된 시와 여러 구절들을 낭송하는 것에
맞추어, 하얀 세로 스크린과 하얀 무대 위에는 관련된 한자 서체들의 영상이 춤을 춘다.
9부로 나누어진 총 70분짜리 포모사 공연동안 무용수들은 흐르는 물, 새들 그리고 대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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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환경을 이루는 식물들을 표현하고, 예전에 “포모사”로 알려졌던 이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기심이 충돌하여 발생한 정치 사회적 문제들을 몸으로 보여준다(대만의
옛 이름은 17세기 포르투갈 선원들이 처음 이 섬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섬”이라고 포르투갈
말로 부른대서 기원한다고 전해진다).

사회적 자각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안무가들
사회적으로 깨인 의식을 가진 안무가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관객들에게 어떻게 춤으로
보여주는가? 예술가가 정치적 환경적 문제에 있어서 변화를 줄 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1980년대부터 미국 무용학자인 수잔 포스
터(Susan Foster), 마크 프랑코(Mark Franko), 랜디 마틴(Randy Martin)은 그들의 글을
통해 “안무”를 콘서트 무대를 위해 작품을 쓰거나 무용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는 전통적
인 의미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를 확장시키고, 그 관점에서 벗어나 바라보았다. 더욱 최근
게이 모리스(Gay Morris)와 얀스 기어스도프(Jens Giersdorf)이 공동 편집한 안무와 21세
기 전쟁은 더 나아가 안무를 “정치적 잠재성과 방법론적인 도구로서 재인식을 통한 움직임
의 구조체계”로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안무는 “항상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조직적이
며, 선택적이고 분석적인 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훈련과정, 테크닉, 리허설,
공연 그리고 관객들의 반응까지를 모두 안무의 고유한 영역으로 보고, 단지 힘과 주체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규율과 그에 대한 저항까지를 포함하여” 포모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린 화이민이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을 위해 안무한 장편 무용작품인 포모사는 타이페이
국립극장에서 2017년 초연되었다. 하얀색 수직 스크린과 이에 연결된 하얀 수평의 무대에
서 공연이 시작된다. 무용수가 입장하기 전, 화가와 일상의 미학을 널리 알리는 예술가로
알려진 치앙 슌이 만다린 중국어 시 구절을 낭송한다.

“휘몰아치는 바다, 아름다운 섬”

—“련횡의 대만통사서”
“나의 섬은 나뭇잎,
태평양 한 켠에 떠다니는.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 섬은 큰 고래 모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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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길 더 좋아 한다: 그 섬은 마 모양이라고.
2천 3백만의 사람들을 엄마처럼 키우는…”
--린 후안찬의 《아적도서(我的島嶼)》 “나의 섬” 중에서
낭송하는 목소리 속도에 맞추어 스크린에 글자가 나타난다. 무용수들은 자연의 색조를 발
하는 편안한 평상복 차림으로 편안하게 공간을 가로질러 걸어간다. 깊고 강한 남성의 노랫
소리가 고요함을 깨고, 무대 위의 무용수들이 최근 “클라우드 게이트 테크닉”이라고 불리
는 기교를 선보이는 춤을 추기 시작한다.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의 훈련:
1973년 린 화이민에 의해 창단된 이래로 45년간 무용단원들은 대부분 린 화이민이 미국
에서 막 돌아온 1971년 마사 그래함 현대 무용 테크닉을 가르쳤던 중국 문화 대학 출신들이
었는데, 클라우드 게이트는 독특한 선발 방식에도 불구하고 무용수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
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서양의 클래식 발레와 그래함 테크닉과 무술, 태극인, 명상
그리고 서예와 같은 중국 전통적 방식의 신체 훈련법의 축적에 있다.
동양적인 훈련을 위해서, 린은 대만에서 활동하는 전통적인 중국의 신체에 관한 지혜를
현대적인 교육 시스템 안으로 변형하여 적용한 대만의 마스터들을 선호한다. 대표적인 예
로, 마스터 슝 웨이(Master HSIUNG Wei 熊衛)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친파, 양파, 적파
태극권을 두루 섭렵하여 자신만의 타이치 다오인으로 불리는 자신만의 수련법을 개발하였
다. 이는 태극권의 기본에 기(氣 호흡, 생명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수련 속에서
움직임의 흐름을 통해 이를 체감하도록 하는 훈련법이다. 이 동작들은 무술에서 흔히 보이
는 공격을 위한 갑작스런 움직임과 대조적인데, 이 둘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신체적 능력이
또 다른 마스터인 아담 슈 치의 훈련으로 길러진다.

포모사: 분쟁과 해결의 안무
그런데, 린 화이민은 이렇게 기교가 뛰어난 무용수들과, 의상 디자이너 아푸 잔, 가수
상퓨 카타테판 마발위, 영상 디자이너 초우 퉁옌 그리고 메인스트림 스튜디오 한주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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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젊고 실력 있는 팀들, 이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여러 겹으로 두텁고 풍성하게 구성된
작품 속으로 짜내는가? 린의 전략은 춤동작과 내용적으로 직접 연결되거나 때로는 추상적
인 선의 디자인 만을 보여주는 한자 단어들을 무대 위의 움직이는 설치 미술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4부에서 스크린에 비치는 대만의 강 이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며 서정적인
춤을 보여준는 반면; 8부에서 무용수들은 갑자기 두 개의 대립적인 그룹으로 나눠져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연출하는데 이때 의미를 알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확대된
한자가 무용수들의 뒤, 발 밑에서 나타나거나 빠른 타악 반주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어둡고
무거운 글자들이 벽돌처럼 무용수들 위로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신체적인 격돌은 관객들로 하여금 미디에서 보여진 국회의사당에서 정치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몸싸움 장면이나 거리에서 시위하는 시민들 간의 충돌을 상기시킨다. 치앙
이 아래의 시를 포모사가 시작되는 부분에 낭송하기 시작했을 때 나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
이 이를 떠올리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지진도, 쓰나미도, 소문도, 폭력도 많구나
그런데도 사계절은 모두 봄과 같구나.
국가는 번영하고 국민들은 평화롭기를.“

—“남중국의 책: 신사 A를 대신하여 숙녀 B를 위하여” 첸 리 지음

포모사가 리허설에 들어간 시기에, 린은 자동차 사고를 당해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다.
오랜 기간동안 그는 다리 때문에 누워서 스튜디오에서 리허설에 참가를 해야만 했다. 그는
무용수들에게 이미지나 말로 안내를 하고 무용수들을 이를 참고로 즉흥적으로 동작을 만들
었으며 나중에 무대에서 무용수들과 영상으로 떠오르는 한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이 동작들을 세심하게 편집하였다.
2017년 11월 16일 내가 단수이에 있는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으로 방문했을 당시,
11월 24일에 있을 일주일 남은 포모사의 첫 공연을 앞두고 린은 이 공연의 클라이막스인
8부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는 거의 대부분 회복하여 이미 걸을 수 있게 되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만의 고유한 까다로운 소리로, 진짜 싸움을 하듯이 최대한 에너지를
이끌어 내야하는 8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젊은 세 명의 남성무용수 황 리치에, 첸
리엔웨, 초우 첸예와 한 명의 여성무용수 첸 무한(원주민의 피가 1/4 섞인 혼혈)에게 이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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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지적사항들을 소리치고 있었다.
이 투쟁 장면은 조명이 다 꺼지면서 끝이 난다. 포모사의 마지막 장면은 아주 고요하다.
멀리 우주의 별을 닮은 희미한 빛이 투사되고 이 빛의 투영들이 점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한자어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 대양의 파도의 이미지로 들어온다. 이에 맞추어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은 하나의 원을 만들고, 대만 원주민들의 의식무에서처럼 모두가 똑같이
걸으면서 몸을 흔든다. 한 명의 솔로 무용수만 남고 나머지 무용수들이 차례로 퇴장한다.
공연을 시작하며 낭송되었던 유명한 구절인 “휘몰아치는 바다, 아름다운 섬”이 반복되는
동안 무대 위의 무용수는 등을 관객에게 돌린 채로 있다가, 모든 소리와 영상이 꺼지면
그는 고개를 객석으로 돌린다.

포모사에 대한 반응:
여러 국제적 공연단체의 공동 제작으로 완성되었기에, 초연 이래로 포모사는 타이완,
유럽, 미국 투어를 해왔다.(공동 제작에 참여한 공연 단체: 타이페이의 국립공연예술센터
(the National Performing Arts Center in Taipei), 남대만의 국립 가오슝 예술 센터,
런던의 새들러스 웰스 극장(the Sadler’s Wells Theatre in London), 파리의 테아트르
드 라 빌(the Theatre de la Ville in Paris), 노스 캐롤라이나의 캐롤라이나 공연예술
센터(the Carolina Performing Arts Center in North Carolina),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영화 축제(the Movimentos Festival in Wolfsburg, Germany))
클라우드 게이트 레퍼토리에 익숙한 지역의 무용 평론가들은 포모사를 린의 수 십년 안무
를 총망라하는 전작(全作)이라는 맥락에서 보았다. 한편 해외 비평가들은, 비록 중국어로
낭송된 시와 영상으로 떠오른 한자어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작품에 대해 좋은 반응
들을 내놓았다. LA 타임스의 음악 비평가인 마크 스웨드(Mark Swed)는 다음과 같이 썼다:
“…외부인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을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런던의 가디언지의 무용 비평가인 주디스 매커릴(Judith Mackrell)은 다음과 같이
썼다:
“독특한 예술의 완벽한 마스터인 린은 타이완의 역사를 안무하는 것에서 역사 자체에 대한
명상을 안무하는 것으로 옮겨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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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미국의 안무가인 윌리엄 포사드(William Forsythe)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한 시민이다... 나는 대중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춤은
우연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춤을 의견을 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만 한다는 어떤 의무감을 느낀다. 린 화이민 또한 대만의 존경받는 예술
가로서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을 위한 안무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그의 책임감을 수행하고
있다.
마크 프랑코(Mark Franko)는 다음과 같이 썼다:

안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대처하는데 새로운 방안들을 제공함으
로써 담론의 범주 내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안무가 특정한 공공에게 통
용되게 되어 이로 인해 안무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해 토론하고 싶게 만드는 기
회를 제공할 때, 안무에 대한 해석이 어떤 수준의 사회적 현상이 되면, 안무의 영향력이 현
실화되어지는 것이다.

자유 광장에서 타이베이의 저녁 하늘 아래 평화롭게 모인 수 천의 관객들과 함께 포모사
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과 우리 자신들(그 자신이 그의 안무를 통해 고백했듯이)을
(잘못)취급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하는지를 더
세심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대만의 국민들을 상기시킴으로서 린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다
는 생각을 했다.

© 저작권 린 야틴 2018. (유포금지. Email:linyat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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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Hwai-min’s Social Choreography of
Formosa(關於島嶼): A Letter of Confession

Yatin Lin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In recent years, Taiwan has been full of physical conflict in the house of legislature, in
the streets, and even sadly, in the domestic space. Founder and Artistic Director of Cloud
Gate Dance Theatre, Lin Hwai-Min, confronted this topic frontally in his latest production
Formosa (2017). Starting with poet and painter Chiang Xun’s voice recorded recitation in
Mandarin of verses describing the beautiful natural landscape of the island Formosa (the
former name of Taiwan given by the Portuguese sailors in the seventeenth century), along
with use of Chinese characters on the projected screen as design elements, the seventy
minute work develops into a multi-media piece with violent confrontation between two
groups. At times of antagonism and unrest, what can socially aware choreographers offer to
the audiences? Can dance have any effect on society? Can it provide warning and
condolences? These are some of the questions this presentation attempts to un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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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Hwai-min's Social Choreography of Formosa Lin
Hwai-min’s Social Choreography of
Formosa(關於島嶼): A Letter of Confession1)

Yatin Lin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ssociate professor)

Prologue
It has been 23 consecutive years now that Cloud Gate Dance Theatre （雲門舞集）of

Taiwan,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one of Taiwan's largest financial group Cathay

（國泰）Financial Holdings, has presented free outdoor performances each summer not

only in the capital of Taipei, but in other cities and townships across the island.

I have attended this mega event for numerous years now, sometimes standing amongst

earnest spectators, sometimes sitting on the hard tile floor of the wet outdoor square
plaza in a raincoat in the orderly crowd of couples, families, and friends. Regardless

of rain, (unless there is a strong typhoon, which miraculously has not cancelled these

events yet, I recall), these annual outdoor performances have drawn thousands or even

tens of thousands of Cloud Gate fans to experience the sense of bonding that its founder

and artistic director Lin Hwai-min manages to create as a mega event for the arts in
Taiwan. I would even describe it as close to a ritual or pilgrimage of sorts, especially
for many Cloud Gate followers. People from all age groups and walks of life gather

and fill up the plaza and even the huge staircase and corridor of the National Concert

Hall to watch the free performance. Some swarm in early either as another chance to
experience the show in a different environment, like myself, or some were not able

to attend the performance when it toured locally last fall (perhaps due time or budget

1) Lin Hwai-min described Formosa as his “letter of confession” in Luo Yi-jun’s article “The Flying Arrow is Motionless”
from the 2017 Cloud Gate programme, p.19. Luo borrows from the arrow paradox by Greek
mathematician/philosopher Zeno of Elea (490-430 BC) to refer to the stillness in motion quality that Cloud
Gate dancers are able to perform in the works by 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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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s, or working or studying overseas and thus make use of this summer opportunity
to return and catch up on Cloud Gate's latest productions.)2)

Liberty Square 自由廣場
In any case,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context of the plaza where this event takes

place. Translated in English as “Liberty Square” (aka “Freedom Square”), this public

space (240,000 square meters in size) is between the two majestic and twin-like National

Theatre and the Concert Hall structures in Taipei, situated within the larger Chiang
Kai-shek Memorial Hall （中正紀念堂）grounds. The whole block near the Presidential
building was originally built to commemorate Chiang Kai-shek（蔣介石）, the former

Chinese Nationalist Party (or “Kuo-ming-Tang” 國民黨KM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China who passed away in 1975 in Taipei after having fled with his government
from China in 1949.

Around the lifting of the Martial Law in 1987, it has been used for various democratic

gathering including the university students initiated Wild Lily Students Movement
(野百合學運) in 1990 (a sit-in in March which sought for direct elections of the President

and Vice-President, as well as new popular election for the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Assembly.) Prior to the name change in 2007 under then President Chen Shui-bian

陳水扁from the pro-independent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民進黨 (DPP), this ground

has been used for various political and non-political events especially on weekends either

organized by the government (such as the military performances by the guards), or citizens

(such as religious gatherings, sports related games, or summer performances). Nevertheless,

most of the time, it remains an open space visited by tourists from abroad.

Thus, for Lin’s Formosa, publicized as his last full-length production for Cloud Gate

before retiring in 2019, to be performed at the Liberty Plaza in Taipei in front of tens

of thousands of his fans is a an event that is worthy of discussing, especially within
2) For examples, last summer on the eve of July15, 2017, Taiwanese dance scholar Seetoo Chiayi 司徒嘉怡, new
teaching in Shanghai Theatre Academy, went with me to see Cloud Gate 2's production of Thirteen Tongues
(十三聲). She was quite impressed with the choreography, the music/visual/costume design, as well as the performance
by dancers.
For reference regarding the scale of audience turnout, see the coverage of the 2017 outdoor event on Cloud
Gate's homepage: https://www.cloudgate.org.tw/news/show/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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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xt of this international dance conference focusing on “Body Politics: Dance
of Resistance, Dance of Conformity.”

Cloud Gate Dance Theatre's select repertoire leading up to Formosa
(2017)3)
Trained as a journalist and writer before turning to choreography, Lin Hwai-min

has created quite a few influential works for Cloud Gate regarding the land and people

Taiwan. (Born into a family of Taiwanese gentry, his name "Hwai-min" literally means

"concern for the people.") The recently released DVD trilogy set titled "Lin Hwai-min's

Taiwan Classics" included his most representative works over the 45 years of Cloud
Gate's repertoire, namely: Legacy (1978), Rice (2013), and Formosa (2017).

Legacy, a full-length epic dance drama to first depict the story of the migration of

the early Han Chinese settlers to Taiw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premiered on the

eve of the break of U.S. diplomatic ties with Republic of China (Taiwan). While Rice

is a nostalgic ode to the agrarian society of Taiwan, with film images recording the

season's passing across the rice fields in the recently popular town of Chi-shang (池上,
literally meaning "upon the pond") in the east coast of Taiwan's Taitung county.

However, prior to Formosa, there are two other Cloud Gate productions by Lin worth

mentioning within this context of choreographing dances with social concerns, which

are Portrait of the Families (1997) and the more recent double bill: White Water &
Dust (2014).

Portrai is an extremely sombre work based on the formerly tabooed traumatic topic

of the February 28th political massacre from 1947, which occurred in Taiwan few days
3) Cloud Gate Dance Theatre: Lin Hwai-min’s Taiwan Classics DVD Trilogy set. Taipei: Jingo International Records,
2018. The two DVDs were previously released, but now repackaged together as a set.
Legacy has been notated and popularized as a signature work, and still performed not just by Cloud Gate, but
as a repertoire by dance department students lo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School of Dance from the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TNUA) where I teach, originally founded by Lin Hwai-min in 1983, reconstructs
this work every few years under the guidance of former Cloud Gate dancers who are part of the TNUA dance
faculty. (Yatin LIN, “The Legacy of Cloud Gate Dance Theatre’s Legacy: A Nationalist Interpretation based
on Laban Movement Analysis.” Unpublished MA thesis. Toronto: York University, 1994.)
Rice was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KO Wen-chang (柯文昌) of the Lovely Taiwan (台灣好) Foundation
to celebrate the 40thanniversaryofCloudGate.See Taipei Times writer Diane Baker’s dance review “An Evening
of Sustenance: The natural world is the inspiration and setting for Cloud Gate’s ‘Rice’,” also reprinted in the
DVD booklet. http://www.taipeitimes.com/News/feat/archives/2013/11/26/200357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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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Lin Hwai-min was born. It was a misfortunate incident that arose out of mistrust

and anger between the newly arrived Chinese Nationalist ruling Party from Mainland

China and the local Taiwanese people, who had just lived through half a century of
Japanese colonization (1895-1945). Upon uncovering hidden memories through old family

portraits, Lin created this piece to pay homage to the innocent victims who died during

this period of the "White Terror" around 1950s in Taiwan.4)

As for the more recent contrasting pair of White Water & Dust, I see these two

shorter works in retrospective as a study building up to the more extensive production

of Formosa premiered three years after. White Water is a lyrical dance to the music
by Erik Satie among others, and danced to the projection of moving images of water

recorded from the ocean surrounding Taiwan or the rivers that run through the island.

Dressed in flowing white costumes, Water is a strong opposite to Dust, where dancers

are all in dark clothes and even covered with dark strokes of facial make-up. They mostly

remain interlocked arm to arm, and kneeling, crouching, or sitting close to the ground

for most of the time, except for occasional outbursts of individuals from the crowd,

either pushed out agonistically, or standing out of their own defiant will.

When I first saw this piece of “moving group sculpture” performed to the emotionally

surged String Quartet No. 8 by Russian composer Dmitri Shostakovich (written in Dresden,

Germany for a film about the bombing of the city during World War II), I felt it

was too “realistic.”5) It reminded me of the scenes of protest from the media coverage
of the Sunflower Student Movement just a few months ago in the streets of Taipei

around the house of Legislature (which is only a few blocks from the National Theatre
in the CKS Memorial Hall complex, where Cloud Gate performed).

Looking back, I could see Lin testing and preparing himself and his team for the

upcoming Formosa production, which relies on the contrasting energy of the dancers

to depict diverse scenes from Taiwan. Artist-poet CHIANG Hsun 蔣勳 recites poems

and phrases related to Taiwan throughout the piece, timed to the projection of the

typefaces Chinese characters that also perform and dance on the white vertical screen

and the perpendicular white dance floor. Throughout the nine sections that make up

the 70-minute long Formosa, dancers at times personify the rushing waters or birds

4) See LIN Yatin, "Corporealizing Taiwan's History: Cloud Gate Dance Theatre's Portrait of the Families (1997)
and Beyond," in CHANG Chung-hsiuan and LIN Yatin edited, Lin Hwai-min
5) On Dmitri Shostakovich's "String Quartet No. 8," Wikipedia entry. https://en.wikipedia.org/wiki/String_
Quartet_No._8_(Shostakov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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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auna that make up the ecological landscape of Taiwan; other times, they corporealize

the conflict arising from political and social unrest due to the various selfish interest
of the people inhabiting this island formerly referred to as “Formosa” (an old name

referring to Taiwan, said to be used by the Portuguese sailors in the seventeenth century

when they first laid eye on this “beautiful island,” which is what the word means.)

Choreographers as Socially Aware Citizens
How do socially aware choreographers express their views the audiences through dance?

Can artists influence change in political and environmental issue? If so, how? American

dance scholars Susan Foster, Mark Franko, and Randy Martin writing since the 1980s

have expanded and emancipated “choreography” not just as referring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writing and making of dance for the concert stage.6) More recent

publication by Gay Morris and Jens Giersdorf, in their co-edited anthology Choreographies

and Twenty-first Century Wars further highlights choreography as “a structuring system

for any kind of movement with inherent political potentiality and by re-thinking it as

a methodological tool.”7) In other words, choreography is recognized as “an organizational,
decision-making, and analytical system that is always social and political.”8) It is along

these lines that I analyze Formosa, taking into account the “training, technique, rehearsal,

performance and reception as intrinsic parts of choreography, not only to reveal labor

and agency but also to examine discipline and resistance to it.”9)

Formosa, the full-length production choreographed by Lin Hwai-min for Cloud Gate

Dance Theatre premiered at Taipei's National Theatre in 2017. The performance opens
6) See Susan Leigh Foster. 1986. Reading Dancing: Bodies and Subjects in Contemporary American Da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nd her 1995 edited anthology
Choreographing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Mark Franko. 1993. Dance As Text: Ideologies of the Baroque Bo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
his 1995 book Dancing Modernism/Performing Poli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also, Randy Martin. 1998. Critical Moves: Dance Studies in Theory and Politic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7) Gay Morris and Jens Richard Giersdorf. Choreographies of 21st Century Wars (Oxford Studies in Dance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p. 6
8) Gay Morris and Jens Richard Giersdorf. Choreographies of 21st Century Wars (Oxford Studies in Dance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P. 7
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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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 stage with a white vertical screen, connected to the horizontal white floor. Before

any dancer enters the stage, the piece starts with the recitation in Mandarin Chinese

of phrases describing the island of Taiwan by Chiang Hsun, also a renowned painter
and promoter of aesthetics in everyday life.

"The whirling ocean, Ilha Formosa [Beautiful Island]"

-"the General History of Taiwan" by LIEN Heng 連橫《臺灣通史序》
"My island is a leaf,

Floating along the edge of the Pacific Ocean.

Some people say: She is a big whale.

But most people love to say: It is a yam.

Nurturing 23 million people like a mother…"

--excerpt from "My Island" by LIN Huan Chan 林煥彰 《我的島嶼》10)

The characters appear on the screen according to the pace of the narrated voice.

Dancers—dressed in comfortable everyday clothing, in colors resonating with the hues

of nature—casually walk across the space. A deep but powerful male singer’s voice pierces

open the calmness, as the dancing bodies on stage begin to show pace up and dance,

exhibiting the virtuosity of their training, recently referred to as the “Cloud Gate Technique.”

Cloud Gate Training:
Forty-five years since founded in 1973 by Lin Hwai-min with a group of dancers

mostly from the Chinese Culture University where he taught Martha Graham modern
dance technique shortly upon his return from the United States in 1971, Cloud Gate

is known for the unique supple yet tenacious qualities of its dancers. This is due to

an accumulation of physical training drawn from classical ballet and the Graham technique

from the West, as well as martial arts (wushu 武術), taiji daoyin太極導引, meditation,
and calligraphy from the heritage of Chinese culture.

10) These English translations of recitations in Formosa are from the English handout provided for non-Chinese
speaking audiences, given out at the premiere in the National Theatre in Taipei. I attended different shows
on Nov. 30, and Dec. 2, 2017 (due to two different casts, and from two different angles, to view the projection
from the orchestra seat and the second floor balc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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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the training from the East, Lin prefers masters in Taiwan who have

transformed the wisdom of traditional Chinese corporeal understanding through a

contemporary pedagogical system. For example, Master HSIUNG Wei 熊衛, who practiced

the various Chen 陳, Yang 楊 and Hao ?schools of taiji 太極before developing his own
form called Taiji Daoyin. This system of training draws from the essence of traditional

taiji with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qi (氣breathing, vital energy), as evident

through the flow of movement in his exercises and phrases. This is in comparison to
the abrupt poses often associated with forms attack often seen in martial arts. To balance,

this other important physical quality is provided through the training of another Master

(Adam) HSU Chi 徐紀.

Formosa: A Choreography of Conflict and Resolution
Yet, how do Lin Hwai-min and these virtuosic dancers, not to mention his young

but professionally talented team of costume designer Apu Jan 詹朴, singer Sangpuy

Katatepan Mavaliyw 桑布伊, and projection designer CHOU Tung-yen 周東? and Very

Mainstream Studio ?主流, weave all the elements together in this densely rich multi-layered

production? Lin's strategy is to present the words as moving installation on stage, which

at times can be in direct relation to the dancing bodies through the context, or at times

merely a design of abstract lines.

For example, in section 4, the performers dance lyrically through space echoing the

flowing stream of characters about actual names of rivers in Taiwan in the back screen;

while by section 8, the dancers would suddenly split into two antagonistic groups in

direct conflict with each other, as huge unidentifiable magnified Chinese characters appear

behind and underneath their feet, or dark heavy blocks of characters start to bombard
them as the strong and quick percussive music accelerates.

Such physical fights remind audiences in Taiwan of the often mediatized scenes of

politicians in conflict in the house of legislature, or in the streets between protesting
civilians. Indeed, many audiences including myself resonated and could not help but
laugh when Chiang recited this in the beginning of Form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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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nd in earthquakes, tsunamis, rumors, violence
Yet the four seasons are like spring.

May the country prosper and the people be at peace.”

-"The Book of Southern China: On Behalf of Gentleman A for Lady B" by Chen Li

陳黎：南華書 ─ 代 A 君寫給 B 女士

During the rehearsal process of Formosa, Lin was in a car accident and underwent

knee surgery. For a long period of time, he had to rehearse in the studio lying horizontally

to rest his leg. He would give images and verbal instructions to the dancers to guide

them to improvise and later edit the movement phrases meticulously with the dancers,

especially in the later stage when the dancing had to match the exact timing of the
projected characters.

During my visit to Cloud Gate at their home in Tamsui on November 16, 2017,

just a week before the world premiere on Nov. 24, Lin was rehearsing section 8, the
"climax" of Formosa. He had mostly recovered and could already walk by then, so he

was full of energy. In his typical demanding voice, he shouted his feedback to the young

dancers-HUANG Li-chieh 黃立捷, CHEN Lien-wei 陳聯瑋, CHOU Chen-yeh 周辰燁,
and CHEN Mu-han 陳慕涵-the three men and a woman (Mu-han, who has a quarter

indigenous blood) who are the four main lead in this section requiring full out energy

as if in a real fight scene. When he eventually gave the dancers a break, they were

panting for breath having rehearsed this physically demanding section several times that
day, especially because I was told some film crew had come to work with them earlier.
This scene of conflict ends with a dark-out. The last scene in Formosa is actually

quite calming, as we see a projection of faint lights resembling stars in the far out universe.

These specters of light eventually expand into decipherable Chinese characters, and
gradually, image of ocean waves come into sight, as the dancers on stage form a circle,

stepping and swaying in unison, resembling the indigenous ritualistic dances in Taiwan.
Gradually, all dancers recede from the stage, leaving a sole dancer behind. As the same

famous phrase from the beginning of the performance: "The whirling ocean, Ilha Formosa

[Beautiful Island]" is repeated, with his back toward the audience, all sound and visual
images are shut down the moment he turns to face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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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ion of Formosa:
Since its premiere, Formosa has toured extensively across Taiwan, Europe and North

America, due to its co-production by various international theatres (including: the National

Performing Arts Center in Taipei,

the National Kaohsiung Center for the Arts in southern Taiwan,
the Sadler's Wells Theatre in London,

the Theatre de la Ville in Paris,

the Carolina Performing Arts Center in North Carolina,
and the Movimentos Festival in Wolfsburg, Germany.)

Local dance reviewers familiar with the Cloud Gate repertoire contextualized Formosa

within the larger oeuvre of Lin's decades of choreography. While critics abroad, although

they could not understand the recitations in Chinese nor the projected Chinese characters,

still responded quite favorably toward it. The LA Times music critic Mark Swed wrote:
“…as outsiders, we couldn't pretend to share in emotions we could not comprehend, but
that didn't prevent us from feeling connected.”11)

And London dance critic Judith Mackrell from the Guardian wrote: “Lin, the consummate
master of his very particular art, has moved from choreographing a history of Taiwan, to
choreographing a meditation on history itself.”12)

Epilogue:
American choreographer William Forsythe once said: "I'm a citizen…. I have the

opportunity to speak in public and many people don't. Dance happens to be the medium

I have access to. I feel obligated on some level to use it to make a comment." Lin

Hwai-min, as a revered artist from Taiwan, often executes the obligations to his citizenship

through his choreographies for Cloud Gate.13)
As Mark Franko wrote:

11) Mark Swed, "In praise of musical tourism: Huayin Shadow Puppet Band and Cloud Gate Dance Theatre"
http://www.latimes.com/entertainment/arts/la-et-cm-chinese-village-music-notebook-20180320-story.html#
12) Judith Mackrell, https://www.theguardian.com/stage/2018/may/10/cloud-gate-dance-theatre-review-sadlers-wells
-london-formosa-lin-hwai-min
13) See John O'Mahoney. "Baghdad Ballet." Guardian, September 27, 2006, from Mark Franko's "The Role of Choreography
in Civil Society under Siege: William Forsythe's." in Choreographies of 21st Century Wars (p.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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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choreography affects thought and circulates within discourse by providing new options

for conceiving of and dealing with a situation, when it attains to a certain public currency

such that it engenders a drive to discuss it-where its interpretation becomes at some level

a social phenomenon-then a choreographic sphere has come into existence.14)

Watching Formosa with thousands of audiences who came voluntarily to gather peacefully

under the evening sky of Taipei in Liberty Square, I felt Lin has achieved his purpose

to remind citizens of Taiwan to closely reexamine how we have (mis)treated our land
and ourselves (as he himself confessed through his choreography) and how to work

together towards a better future.

© LIN Yatin 2018. (Please do not circulate. Email:linyatin@gmail.com)

14) Franko, in Choreographies of 21st Century Wars, (pp. 3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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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몸:
한국 군대제도와 춤에 관한 안무적 다큐멘터리 <Glory>

김재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국문개요
본고에서는 제도와 신체의 관계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견지한 안무 작업 <Glory>를 중심으
로 ‘무대 위의 춤추는 신체(Performing Body)’의 개념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탐색한다.

<Glory>에서는 한국 남성 무용수의 신체적 경험을 중심으로 군대와 무용 경연 제도를 교차시키
며 신체에서 재현되는 제도에 관해 추적하고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춤은 주체적인가’를 질문
한다. 그리고 이를 작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무용수의 경험에 대한 성찰적 증언과 춤을 안무의
재료로 삼고 이를 개념화, 맥락화하여 작품의 구조를 만드는 안무적 다큐멘터리(Choreographic

Documentary) 형식을 발전시켰다. 즉 안무적 접근을 통해 신체에 달라붙어있지만 보이지 않는
장치들을 무대 위에서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구조를 폭로함으로써 제도 아래 취약한 신체
는 ‘정치적’ 신체가 된다. 안무가의 이러한 예술적 행위는 정치적인 동시에 춤의 본성과 동시대
예술에 대해 재질문하는 것으로 미학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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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몸:
한국 군대제도와 춤에 관한 안무적 다큐멘터리 <Glory>

김재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1. 서론
20세기 후반부터 전개된 컨템퍼러리 댄스에서는 정치와 춤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춤에
내재되어있는 정치의 속성과 춤을 통해 발화되는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탐색을 통해 안무
실천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아감벤이 지적하듯이 예술에서 정치란 ‘실행되지 않은 인간
의 감각과 일상의 행동을 만들어내며, 그러므로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1)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컨템퍼러리 댄스에서 안무가가 기존의 춤 고유의 미학적 제약을 탈피하
고 춤에서의 정치를 통해 창작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춤에
서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이전의 무용 역사에서 춤을 본질적으로 은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춤이 탈역사화되고, 탈정치화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
춤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는 신체를 중심으로 한 예술의 특성을 근거로 ‘주체’와 주체의
행위로서의 정치인 것에 집중한다. 컨템퍼러리 댄스에서는 개별 주체가 지니는 특이성
(Singularities)을 발견하는 것은 흔히 모던 댄스에서 무용수의 내적 표현으로 성취되는
개인의 특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신체의 관계 속에서 장치(dispositif)2)들
이 배치된 신체의 수행적(performative) 행위를 발견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신체적
제스처는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춤에서 정치에 대한 감각은 무용에서 중심적인 주체를
해체시키고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을 통해 등장하는 ‘새로운’ 주체에 대해
1) Agamben, G. (2008). Art, Inactivity, Politics. Conferências internacionais Serralves 2007 - Politics, Criticism
of Contemporary Issues. pp. 140-141.
2) 장치란 푸코의 사유에서 전개된 개념으로 들뢰즈는 장치란 항상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의미를 갖거나 갖지
않는 모든 것이 상징하고 드러내는 권력의 방식들이 묶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안무로서의 장치란 춤과
관점과 의미의 관계를 조직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춤에서 신체적 제스처와 공연의 요소들 뿐
아니라 이것의 미학적 지각과 이론적인 사유는 모두 장치로 작동한다. Lepecki, A. (2013). Choreography as
Apparatus of Capture. The Drama Review. The MIT Press, 5(1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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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는 것은 안무가의 정치적 행위이자 컨템퍼러리 댄스의 창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Glory>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제도 안에서 춤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탐색한다. <Glory>에서는 한국 남성 무용수의 신체적 경험을 중심으로 군대와 무용
경연 제도를 교차시키며 신체에서 재현되는 제도에 관해 추적하고 ‘춤에서 신체는 주체적인
가?’를 질문한다. 그리고 이를 작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무용수의 경험에 대한 성찰적
증언과 춤을 안무의 재료로 삼고 이를 개념화, 맥락화하여 작품의 구조를 만드는 안무적
다큐멘터리(Choreographic Documentary) 형식을 발전시켰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의
신체에 관한 안무적 접근의 방식을 살펴보고, 안무가의 수행을 통해 제도 아래 ‘취약한
(vulnerable)’ 신체의 저항이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이처럼 안무를 통해 정치에 접근하는 예술적 행위는 정치적인 동시에 춤의
본성과 동시대 예술에 대해 재질문하는 것으로 미학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2. 신체의 취약성과 저항으로서의 안무
일반적으로 춤의 속성은 소멸성, 불안정성, 불확정성 등으로 인식해왔다. 춤은 다른 예술
과는 달리 사라짐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며 공연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물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춤은 장소를 갖지 못하고 힘에 의해 분배되는 어떤 소유물의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춤의 속성은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가 제안한
소멸성과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정치의 그것과 맞닿아 있다. 그는 “정치는 언제나
순간적이며, 주체는 항상 불안정하다. 정치적인 다름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의 가장자리에서
나타난다.”고 했다.3) 춤과 정치를 위한 견고한 힘과 장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체’
가 출현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임의적인 시간과 공간에서만 모습을 드러난다. 이러한 춤과
정치의 관계는 춤에서 종종 간과되어왔던 ‘신체’의 개념을 재질문하게 한다. 사라짐 속에서
행위 하는 신체는 무엇인가?
버틀러는 신체는 취약성(vulnerability)과 행위주체성(agency)을 모두 담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박탈, 가난, 피해, 불안, 폭력 등 불안정한 조건들을 만났을
때,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혹은 무엇으로 취약한 상태가 되었나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저항으로 이끈다.4) 사회문화적인 경험을 통해 체화된 주체는 공적인 공간에서의
3) Rancière, J. (2010). Dissensus: on politics and aesthetics. New York-London: Bloomsbury. p. 39.
4) Bulter, J. (2016). “Rethinking Vulnerability and Resistance”, in Butler, J, Gambetti, Z, Sabsay, L. (eds).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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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화와 행위를 시작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취약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한나 아렌트
(Hanna Arendt)가 ‘정치의 의미는 자유이며,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진정한 경험들에서
발생한다.’5) 라고 언급한 것과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마주치는 불평등에 대한 감각들은
우리가 행위하기 이전에 이미 작동하는 정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조건들에서 발견
되는 취약성을 반드시 극복하는 것에 정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체의
행위는 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그것은 일시적이고
수행적이다. 정치에서 수행적인 것은 존재가 행동하는 것의 과정이면서 행위를 위한 가능성
과 조건들로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수행에서 가장 늦은 것이다.6)
엘리자베스 그로츠(Elizabeth Grosz)가 말하듯이 신체는 변덕스러운 것이며, 약한 잠재
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구체화, 수행적 실천, 그리고 번역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항상
생산하고 재현한다.7) 즉 주체는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저항의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 사회문
화의 내부에서 체화된 신체를 개념화하고 새로운 지각과 표현, 그리고 움직임을 탐색할
수 있다. 신체 행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모든 권력과 폭력에 저항하는 방식은 행위를
구조화하고 전략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안무’를 통해 성취된다고 할 수 있다. 안드레 레페키
는 안무적인 계획들은 본질적으로 수행성을 통해서 나타나며, 그것은 무용의 미학에서 핵심
이 된다고 강조했다.8) 안무적인 수행이란 신체에 달라붙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춤이 기본적으로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과 다르게, 안무의 수행은 실증적인 근거들을 통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현존
하는 몸을 통해 현재화(actualization)된다.
버틀러는 ‘수행성’에 대해 우리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이미지, 표준, 이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9) 우리가 ‘좋은’ 춤이라고 보편
적으로 규정되거나 이미 만들어진 춤의 기준들에 순응하는 것은 춤의 내부에 존재하는
힘과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며 주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in Resistance. US: Duke University Press. p. 13.
5) Arendt, H. (2005). 『정치의 약속』. 김선욱(역). p. 148.
6) Bulter, J. “Rethinking Vulnerability and Resistance”, in Butler, J, Gambetti, Z, Sabsay, L. (eds). Vulnerability
in Resistance. p. 17.
7) Kunst. B. (2003). Performing other bodies. Eurozine. https://www.eurozine.com/performing
-the-other-body/. 검색일. 2018. 5월 30일
8) Lepecki, A. (2012). “Introduction: Dance as a Practice of Contemporaneity”. in Lepeki, A.(ed). Dance. US: The
MIT Press. p. 16.
9) Bulter, J. “Rethinking Vulnerability and Resistance”, in Butler, J, Gambetti, Z, Sabsay, L. (eds). Vulnerability
in Resistance.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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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에서 무용수 신체의 이상적인 규범들, 춤에서의 본질주의, 탁월한 기술의 기준들이 무엇
인가를 지속적으로 찾는다면, 신체 내부에 잠재되어있는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차단
하게 된다. 따라서 안무의 정치란 신체의 취약성의 조건이 되는 불안정성의 색인들을 발견
하고 이것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주체를 어떻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실험하는 것이다.

3. 안무적 다큐멘터리 <Glory>10)
<Glory>는 한국의 군대제도와 무용 콩쿠르를 교차시키며 제도가 어떻게 몸을 관리, 통제
하는가에 대한 비평적 작업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정전 중인
상태로, 남성이라면 18세를 기점으로 누구나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는 병역법이 있다.
하지만 1973년 병역 특례법이 제정되어 예술과 체육계의 특정 대회 수상자에 한하여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무용분야에서도 1983년에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
다.11) 이는 예술의 특수성 고려해 시행되었지만, 특정 대회 수상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특혜
를 주는 제도로서 군대와 관련된 이슈에 민감한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안무가는 이처럼 특수한 국가적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신체와 제도의 사이
에서 불안정하게 존재하는 춤에 대해 추적한다. 이 작업에서는 컨템퍼러리 무용에서 추구하
는 ‘중심이 없는 주체란 한국의 무용 내부에서도 작동하는 것인가?’, ‘무용수의 춤은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리서치와 안무를 수행했다. 리서치 단계에
서는 개인들의 경험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문화기술지적 방법을 선택하고 콩쿠르 경험
의 무용수들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안무의 재료를 수집했다.12)
본 연구자는 이 작업에서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하면서 안무적 다큐멘터리(Choreogra
phic Documentary)라는 형식적 개념을 제안했다. 안무적 다큐멘터리란 실증적 자료와
10) <Glory>는 권령은 안무로 2016년 프랑스 Danse Élargie 안무 경연대회(Théâtre de la Ville, Paris)에서 초연된
이후, 2017년 국립현대무용단(대학로예술극장, 서울), Danse Élargie suite! (Théâtre des Abbesses, Paris), 2018년
Korean Dance Festival(The Place, London)에서 공연되었다.
11) 2008년부터는 병역특례법이 개정안을 통해 국내 무용 대회에도 주어졌던 특례제도는 그 대상 범위가 축소되어
국제 무용 콩쿠르 2위 이상 수상자에 한해서만 그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개정안의 발의는 무용계와 예술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주간경향. 2008년 7월 1283호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6763&pt=nv
12) 리서치를 위한 자료조사에서는 한국의 무용수/안무가들을 대상으로 무용수의 이상적인 신체와 춤의 조건들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테크닉, 미, 제도, 교육, 이데올로기 등의 주제어를 추출했다. 리서치에
대한 내용은 국립현대무용단의 무크지 『K-Contemporary 2』(2015)년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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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중심으로 안무의 구조를 만들어 공연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증적 자료들에서 발견되는 신체와 행위, 신체적 사고에 집중하는 것이며 이를 춤과
공연의 매커니즘을 고려하여 하나의 미적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비평적 태도에
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제도 비판을 운동의 목적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춤의 미학적 태도를
견지하는 하나의 예술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안무는 그동안 미적인 것과 정치의 ‘관계’를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했다.13)
<Glory>는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참가한 콩쿠르에서 실패를 거듭해온 무용수의 발화와
춤의 시연으로 진행된다. 남성 무용수는 8번의 콩쿠르에 참가하면서 우승을 위해 신체를
가꾸는 방법, 특별한 테크닉의 유형, 콩쿠르의 우승 팁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의 경험담에
의하면 콩쿠르에서 지향하는 신체적 조건과 춤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
으로 훈련은 이루어지는데, 고난도의 테크닉을 참조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의 신체는 종종 가학적으로 다루어지며, 통제되고 상해와 부상의 고통으로 내몰리게 된다.
콩쿠르 춤에서 중요한 것은 ‘한 방’이 있어야 한다. 기교의 정점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탄식
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기술, 그 기술을 해내기 위해서는 신체를 혹독하게 훈련하고 한계
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이어트와 부상으로 신체에 남아있는 상처는 영광의 훈
장으로 여겨야 한다.

무용수의 서사는 규범화된 춤과 신체에 부과된 규칙, 그것에 순응하는 무용수의 안정적인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무용수에게 부여되는 정체성이 사회적인 장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어떤 춤의 우위에 있는 춤을 식별하는 방식을 통해 춤과 신체에 위계
관계를 만드는 것을 수행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Glory>에서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
하고,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원칙들은 결국 단일한 춤의 형태를 만들고 이것에
신체를 끼워 맞추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상해나
부상이 남긴 상처와 반복되는 훈련으로 체득된 춤의 기술들은 신체에 새겨져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신체를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제도와 같은 사회적 장치들의 속성이
견고함이나 합의, 혹은 합리성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며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작동하는 대신, 누군가는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폭로한다. 이 작업에서
제도와 신체에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제도의 규제적이고 안정적인 속성과 신체의
13) Hewitt, A. (2005). Social Choreography: Ideology as Performance in Dance and Everyday Movement. Duke University
Press.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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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불안정한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사회문화의 내부에서 신체와 제도는 항상
공존하고 있으며, 제도와 신체의 마주침은 신체를 다르게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정치의 시작이 된다.
콩쿠르에서 또 2등을 한 이후에, 9번째 콩쿠르를 준비했다. 제목은 <잘 가, 내 춤아>이다.
연습을 하는 도중에 제도가 바뀌어 2등까지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
이상 연습할 필요가 없었으며, 진짜 춤과 이별할 수 있었다.

이 작업에서 개인의 신체적 경험과 행위에 관한 감각과 그것에 대한 성찰을 주요 안무의
재료로 삼은 것은 신체는 그 자체로 취약성을 함축하며 정치가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이
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안무로 확장시킨다면, 신체를 작동시키는 규범들과 관습, 규제
들을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이것을 재료로 인용하고 다시 새롭게 바라보며, 이것에 대해
도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14) 따라서 신체적 취약성을 인식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조건이며, 더불어 춤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안무적인 계획들은 본질적으로 수행성을 드러낸다. 그것은 무용
작품에서 미학의 핵심이 된다. 춤과 수행성의 사이에 있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은 것들,
즉 실제화의 과정이다.15) <Glory>에서 안무를 통해 사회에서 구축된 제도를 떠받치는 모든
힘의 구조를 드러내고, 주체의 증언과 실재하는 몸을 통해 이를 재현하는 것이 안무를
통한 예술가의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4. 불확실한 몸의 정치
<Glory>는 한국적 맥락에서 발생한 개인적 작업이지만 컨템퍼러리 전반에서 다루고 있
는 정치와 주체의 문제와 맞닿아있다. 컨템퍼러리 예술에서는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등
지배적인 권력에 저항하는 예술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를 제안하는 예술의 형식
을 실험하고 있다.16)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 춤에서의 정치란 신체와 행위를 통해
특정한 신체에 부과된 규제들을 발견하고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14) Butler, J. & Athanasiou, A. (2016).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김응산(역). 서울:
자음과 모음. p. 165
15) Lepecki, A. (2013). “From Partaking to Initiating: Leadingfollowing as Dance’s (a-personal) Political Singularity”.
in Hölscher, S& Siegmund, G(eds). Dance, Politics & Co-Immunity. Zürich-Berlin: diaphanes.
16) Rancière, J. (2010). Dissensus: on politics and aesthetics.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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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전의 무용 역사에서 강조되어왔던 어떠한 외부적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춤의 ‘자율성’이 아닌, 타자와 공동체, 사회와의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신체적 자율성을 의미
한다.
본고에서는 안무의 작업과정에서 사회와 제도적 통제 속에 놓인 신체에 대한 탐색과 이러
한 신체로부터 발생하는 규범화된 춤을 통해 신체와 장치의 관계를 살펴보고 안무를 통한
정치에 대해 논의했다. 콩쿠르라는 제도를 통해 ‘좋은’ 무용수의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예술
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근대적인 인식은 병역특례제도와 교차되면서 ‘좋은’ 춤의 표준을
제안하며 무용수를 훈육하는 하나의 규제로 작동한다. 무대 위에 특별한 무용수의 탁월한
기술과 신체적 조건은 무용수의 능력이자 특권으로 보이지만, 이는 예술에서의 왜곡된 보편
성을 만들어 무용수들에게 다시 귀속시키며, 이는 결국 신체를 불평등하게 구분한다. 한국에
서의 학교제도와 식민지적 교육의 잔재,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안보 이데올로기 등의 복합
적인 구조 속에서 무용수의 신체는 사회적 취약성에 의해 구성된 신체인 동시에 권력, 경제,
정치가 투쟁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Glory>에서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신체의 취약성을
공공에 드러내고 무용수에게 부여된 정체성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그(녀)가 배정된
위치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행위는 안무이자 정치의 수행이기도하다.
버틀러는 “행위 주체의 수행성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했다.17)
<Glory>에서 안무의 수행을 위해 신체 취약성에 관련한 불안정성의 색인(index)을 찾는
것은 안무의 수행에서 첫 번째 단계가 된다. 취약성은 신체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특성화된다. 따라서 무용수의 취약성에 대한 폭로는 신체에 달라붙어있는 장치들
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것이 신체에 어떻게 체화되어있는지를 보여주며,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앞서 한나 아렌트가 ‘정치의 의미는
자유이다.’라고 언급한 것과 같이 안무란 주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훈련이자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무를 통해 신체 취약성에 대해 감각하고
행위와 몸짓을 새롭게 발명하는 것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경험하는 과정에
서 드러나며, 이것은 곧 주체화(subjectivation)의 과정이 된다.
<Glory>에서 안무가의 수행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취약한 신체가 행위를 통해 정치적
인 주체로의 변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버틀러는 정치적 운동의 본질적인 것은
신체적 완전함과 자기결정권의 요청으로, 우리의 신체는 우리 ‘자신의 것’이며, 따라서 신체
의 자율권에 대한 권리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18) 춤에서 신체의 자율성을
17) Butler, J. & Athanasiou, A. (2016).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김응산(역).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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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정체성과 동일성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식 신체 정체성이
아닌, 개인의 다름이 만들어내는 사이에 잠재되어있는 예술 창조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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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 of 'Performing Body on Stage' based on the choreography
work <Glory> which considers the critical point of view of system and body in relation to
Korean socio-cultural context. <Glory> focuses on the physical experience of Korean male
dancers, experiencing the military and dance contest system, questions the system recreated
in the body, and asks "is the body in dance a free agent?" In order to make this work more
concrete, I have developed a choreographic documentary form which incorporates the
dancers' testimonies and dances as a material for choreography and structures the dance by
conceptualizing and contextualizing them. In other words, the vulnerable body under the
system becomes the 'political' body when the devices which are invisible but attached to the
body are visualized on stage and expose the social structure. This artistic act of the
choreographer is political as well as aesthetic in terms of re-asking about the nature of the
dance and contemporary art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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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Over the past two decades, contemporary dance h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dance, and continuously discussed the politics inherent in the dance. As

Agamben points out, politics in art ‘non-operational man’s senses and usual actions thus

opening them to new possible uses.1) The discus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politics has led to the choreographer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aesthetic

constraints of dance and challenging new possibilities in creative work through the politics
of dance. The perception of politics in dance is heading for the opposite direction of
perspective that dance was inherently ahistorical and depolitical in dance history.

The relationship between dance and politics mainly considers ‘subject’ as a body and

action done by dancer. In contemporary dance, discovering each subject’s singularities
is not about individual expression of dancer achieved by intrinsic representation, but

about discovering performative actions in which dispositif2) are placed in body. Therefore,

all bodily gestures are political, and the sense of politics in dance is the dispersing the
centered body and one can explore emerging subject of different time, space and events.
It is not only choreographer’s political activity but also modality of choreography in
contemporary dance.

In this paper, I analyze <Glory>, choreographed by Lyon Eun Gwon, to explore the

1) Agamben, G. (2008). Art, Inactivity, Politics. Conferências internacionais Serralves 2007 - Politics, Criticism
of Contemporary Issues. pp. 140-141.
2) Dispositif is a term used by Michel Foucault. According to Deleuze, dispostif means something whether visible
or invisible or meaningful or meaningless, that symbolizes mode of power. From this perspective choreography
as a dispositif, is a mechanism that organizes dance, perspectives and meaning. In dance, everything related to
physical gestures, performance factors, aesthetical realization and theoretical thinking functions as dispositif. Lepecki,
A. (2013). Choreography as Apparatus of Capture. The Drama Review. The MIT Press, 5(1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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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dance and politics within the social and cultural system of Korea.

In <Glory>, Korean military and dance competition systems were experienced by a Korean
male dancer. The choreographer traced bodily experience of the male dancer and ask

the question, ‘Is the body still free in dance?’. To shape this into a work, the dancer’s

reflective testimonies are used as the material of choreography, and the conceptualized
and contextualized structure is developed it into the form of Choreographic Documentary.

I analyze the choreographic approach to the dancer’s body and how a ‘vulnerable body’

can be transformed into a ‘political subject’ through choreographer’s practice in <Glory>.

Approach politics through artistic enactment such as choreography has political meaning.

And by reexamining the nature of dance contemporary arts, we can also find aesthetical

significance of such artistic enactment.

2. Vulnerabilities of the Body and Choreography as a Resistance
In general, the nature of dance has been recognized as ephemerality, unstability, and

uncertainty. Dance, unlike any other art form, shows its existence in disappearance and

leaves nothing behind after performance. Thus, dance does not belong to a place and
does not exist in any form of property distributed by force. Such nature of this dance

is in line with that of politics in a state of instability and disappearance proposed by

Jacques Ranciére. According to Ranciére “Politics is always momentary, and the subject

is always unstable. Political differences is always on the shore of its own disappearing.”3)
There is no solid power or place for dance and politics ; rather, it only shows up at

the temporary and random time and space where a subject can appear. This relationship

between dance and politics reiterates the concept of the 'body', which has often been
overlooked in dance. What is a body that acts in the disappearance?

Judith Butler stresses that the body contains issues of being vulnerable and being a

political agency. When we meet unstable conditions in our daily lives, such as deprivation,

poverty, damage, anxiety, and violence, it leads us to recognize what or what we have

become vulnerable to, and eventually that leads us resist.4) Through sociocultural experience,

3) Rancière, J. (2010). Dissensus: on politics and aesthetics. New York-London: Bloomsbury. p. 39.
4) Bulter, J. (2016). “Rethinking Vulnerability and Resistance”, in Butler, J, Gambetti, Z, Sabsay, L. (eds). Vulnerability
in Resistance. US: Duke University Press.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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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dy begins to express and act in order sustain its liveness in public space; thereby
clearly identifies individual vulnerability and its political act. Hanna Arendt said, ‘The
meaning of politics is freedom, and it actually occurs in our real experiences.’5) The

sense of inequality that we encounter in our communities is politics that starts to work

even before we act. However, there is no political purpose in overcoming the vulnerability

found in these unstable conditions. Rather, the act of the agency might move away

from their political purpose or away from their intent, which is both temporary and

performative. In politics, what is performative is the process of being acting and the

possibilities and conditions for action, and choosing and determining something is the

latest in such a performance.6)

As Elizabeth Grosz defined, the body is volatile and has weak potentia, which is

always produced and present through the complex process of embodiment, performative

practices and translations. 7) In other words, through specific methods of perception and

resistance to vulnerabilities, agency can conceptualize the body and explore new perceptions,

expressions and movements within sociocultural context. All power and modes of resisting

violence that limit the potential for physical activity are achieved through ‘choreography’
to structure and strategically reveal the performance of agency. André Lepecki pointed

out that choreography plans are inherently driven by performance, which is essence to

the aesthetics of dance.8) Choreography consists in discovering and specifying all visible
and invisible things tied to the body. Unlike the abstract and metaphorical nature of
dance, choreography becomes actualized when it takes place through existing bodies
at specific times and places through empirical evidence.

According to Butler, we cannot cast off abiding and governing image, norms, and

ideals such as these without losing a sense of who we are, and that is said ‘performativity’.9)
Therefore, a good dance generally means it conforms to the standards of dancing and

maintain the power and boundary within social norm of dance: however, it takes away
the opportunity of the dancer, the agency, to move ‘freely’. Thus, the politics of choreography

5) Arendt, H. (2005). 『The Promise of Politics』. Kim Seon-uk(trans.), p. 148.
6) Bulter, J. “Rethinking Vulnerability and Resistance”, in Butler, J, Gambetti, Z, Sabsay, L. (eds). Vulnerability
in Resistance. p. 17.
7) Kunst. B. (2003). Performing other bodies. Eurozine. https://www.eurozine.com/performing
-the-other-body/. searched May 30, 2008.
8) Lepecki, A. (2012). “Introduction: Dance as a Practice of Contemporaneity”. in Lepeki, A.(ed). Dance. US: The
MIT Press. p. 16.
9) Bulter, J. “Rethinking Vulnerability and Resistance”, in Butler, J, Gambetti, Z, Sabsay, L. (eds). Vulnerability
in Resistance.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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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n experiment of how to free the body by discovering vulnerability of body that are

conditions for precarity and taking a hostile attitude to norm of body and dance.

3. The Choreographic Documentary <Glory>10)
<Glory> is a critical work portraying how Korean military service and dance competition

affect and control a dancer’s body.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and technically is still under suspension of fire, so based on military service

law all men at the age of 18 have to serve a mandatory military service. However, the
Special Act on Military Service was enacted in 1973. According to this new law, those

who have won certain competitions in arts and sports ar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Since 1983, this special act has been applied to dale dancer in Korea.11) This was done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nature of art, but it has become a such a sensitive social

issue in South Korea, as a system that gives limited privileges to certain competition
winners.

The choreographer of <Glory> tracks dance that exists unstable between the body

and the institution focusing on the phenomenon that occurs in this particular national

condition. At the research stage, she chose the ethnographic method to closely examine
individuals experiences and interview with dancers who had participated in dance
competition to collect materials for choreography.12)

While I was participating as a dramaturg in this work, I suggested the concept of

‘Choreographic Documentary.’ A choreographic documentary refers to creating a structure

of choreography based on empirical data and events and making it into a performance.

At this point,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body, enactment, and physical thinking

10) <Glory>was choregrephed by Gwon, Lyon-eun, premiered at Théâtre de la Ville, Paris in 2016 performed for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program at Arko Theater in Seoul, Danse Élargie suite! at
Théâtre des Abbesses in Paris, and at Korean Dance Festival in The Place, London) in 2018.
11) The special exemption system, which has been granted to domestic dance competitions since 2008 through the
revision, will be reduced to only those who win the second place or higher in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s.
The proposed revision also attracted opposition from the dance and art circles. Weekly Kyunghyang. July 2008,
issue 1283.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6763&pt=nv
12) The data for research conducted interviews with Korean dancers and choreographers on the ideal conditions
of the dancers 'bodies and dances, through which they extracted techniques, beauty, systems, and education. The
research was published in the year 2015, 『K-Contemporary 2』 by the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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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in empirical data and develop them into an aesthetic form, taking into account
the mechanisms of dance and performance. This was the work of critical attitudes that

transformed social resistance into an art form that held the aesthetic attitude of dance.
The choreography has been a way of thinking about the relationship of aesthetics and
politics.13)

<Glory> is consists of verbal and demonstration of the dancer’s failure in a competition

to be exempted from the obligatory military service. The male dancer describes how

to improve a dancer’s body to win the competition, the type of special techniques, and

tips on winning the competition based on his experiences from eight dance concours.

According to his experiences, there are certain level of physical conditions and standards

of dance technique in every competition. In order to perform more advanced techniques,

training is conducted in a harsh way which eventually lead to physical pain and injury.
What is important in a contest dance is ‘one blow’, a moment of breathtaking technical

virtuosity. In order to achieve such skill, a dancer should try to train the body harshly and
overcome his physical limits. Wounds and injuries due to diet and training should be regarded
as a medal of honor.

The dancer's narration emphasizes on standardized dancing and the rules imposed

on the body, and the stable relationship of the dancer to conform to them. It criticizes

that the identity given to a dancer is organized by a dispostif and establish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a dancer and his or her body through ranking system in dance.

<Glory> stresses that the principles of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and order and protecting

artists in eventually call for the creation of a single form of dance and the adjustment

of a body into the form. Not only does this limit the freedom of the body, but also
injuries and repetitive training leave permanent scars on the dancer’s body. Furthermore,

it also reveal that the nature of institution that allow the body to move mechanically,

can not be based on solidity, agreement, or rationality, and the system works in favor

of certain group of people. Stability of regulations and social system is juxtaposed with

unstability of body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institution and the dancer’s

body. The body and the social system always coexist. When the system encounters the
body, it demands the body move differently, which is the beginning of politics.

13) Hewitt, A. (2005). Social Choreography: Ideology as Performance in Dance and Everyday Movement. Duke University
Press.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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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nother second place in the competition, he prepared for his ninth competition. The
title is <Goodbye, My Dance>. While rehearsing, I heard that the law was revised and

that the second winner can also be exempted from the military duty. I didn't need to practice
anymore, and I was finally able to break up with dance.

In this work, the body itself implies vulnerabilities and creates politics. If we expand

Butler's concept of performativity, choreography reminds us the rules, customs, and

regulations that operate the body, quoting them as references, looking at them from

a new perspective, and challenging them.14) Recognition of physical vulnerability, therefore,

is a precondition for political movement as well as the extension of the discussion and

practice of the autonomy of dance to the social dimension. Thus, choreography plans
are inherently performative. What lies between dance and performance is the non-abstract

things, in short, the process of actualization.15) In <Glory>, it is the choreography that

reveals the structure of all forces supporting the system established in society and reproduces
them through the testimony of the political agency and the actual body.

4. Politics of Precarious Body
Even though <Glory> is a personal work that takes place in the Korean context, it

is in line with the political and subject issues that are addressed throughout contemporary

society. Contemporary arts is expanding the artistic boundaries that resist dominant power,

such as politics, economics and ideology, and experimenting various artistic forms suggesting

the possibility.16) Politics in body-based arts means discovering restrictions and moving

freely from regulations imposed on a specific body through body act. It is not the '

autonomy ' of dance that has been emphasized by modernist in dance history, but based
on the interdependence of others, communities, and society.

In this paper, I explored the body influenced by social and institutional restrictions

and discussed politics through choreography. The special exemption system of military

14) Butler, J. & Athanasiou, A. (2016). 『Dispossession :the performative in the political』.
Kim, Eung-san(trans.),
Seoul: Jaeum gwa Moeum. p. 165
15) Lepecki, A. (2013). “From Partaking to Initiating: Leading following as Dance’s (a-personal) Political Singularity”.
in Hölscher, S& Siegmund, G(eds). Dance, Politics & Co-Immunity. Zürich-Berlin: diaphanes.
16) Rancière, J. (2010). Dissensus: on politics and aesthetics. p. 134.

불안정한 몸: 한국 군대제도와 춤에 관한 안무적 다큐멘터리 <Glory> 167
Precarious Body: The Choreographic Documentary of between Korean Military Service and Dance

service originated from modern recognition of seeking ‘efficiency’ in the arts as well

as finding ‘good’ dancers through the competition system, and it suggests a standardized

‘good’ dance and even controls a dancer’s training. Remarkable technique and physical

condition of a special dancer on stage seems to be the dancer's ability and privilege.

But this creates a distorted universality in dance and imputed the generality to the other
dancers, which unfairly categorized dancers’ bodies. In Korea, the body of a dancer can

be a place composed of social vulnerabilities and a place where power, economy and
politics are conflicting amid a complex structure of colonial education, neoliberalism,

and capitalism and security ideology. In <Glory>, a dancer moving from a place where

he or she is assigned to some place else becomes a choreography and a political performance,

and it reveals physical vulnerability to the public and criticizes the identity imposed

on the dancer.

Butler stressed that “the performance of an agency takes place in an unstable state.”17)

Finding index of precarity associated with physical vulnerability was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of choreography in the case of <Glory>. Vulnerabilities are characterized

by everything that affects the body. So the disclosure of a dancer's vulnerability reveals
social force to the body, shows how they are embedded in the body, and how they

are politically mobilized. As Hannah Arendt mentioned earlier, ‘the meaning of politics

is freedom,’ choreography is a discipline and practice in how an agency can move freely.

Thus, the awareness of physical vulnerability through choreography and the development

of new movement and gestures are revealed in the process of experiencing how a dancer

move politically, and this becomes a process of subjectivation.

The enactment of the choreographer in <Glory> can be seen as a vulnerable body

attempting to transform itself into a political subject through mobilizing. Butler said

the essence of the political movement is physical integrity and the call for self-decision,

and that our bodies are ‘our own,’ and therefore we can request the right to the autonomy

of the body.18) Having physical autonomy in dance is that one actualizes the potential

of artistic creation latent in individual diversity, not the military body identity, which
moves in an interminable manner with the same identity.

17) Butler, J. & Athanasiou, A. (2016). 『Dispossession :the performative in the political』.
Kim, Eung-san(trans.). p. 169.
18) Butler, J. (2008).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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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기 공공극장 건립에
나타난 민족주의 경향

권혜경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국문개요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공립 극장인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세종문화회관, 예술
의전당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1967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현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준공, 1973년 장
충동 현 국립극장 신축 개관,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 1987년 예술의전당 개관, 1987년 국립
국악원 서초청사 개관으로 이어지는 극장 건립의 역사는 모두 제3,4공화국과 제5공화국 시기에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비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집권했다는 공통점을 갖는 제3,4,5공화국은 자
신들의 결여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강조하였다. ‘민족’은 전국민을 단일한 정체성
으로 묶어 단합하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개념으로 작동했으며, 전통문화예술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전통공연예술을 확장하는 기반 시설
로서 극장 건립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1960년대부터 이어진 이러한 흐름의 정점에 88 서울올림픽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주의
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이들 극장 건립에 관한 기록물(문서, 사진, 영상, 홍보물 등)들을 분석해
보고, 두 번째로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건축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당시 공연에 드러난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재정권기 공공극장 건립에
나타난 민족주의 경향

권혜경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Ⅰ. 서론
극장은 공연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즉, 공연이라는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담아내는 하드웨
어이자, 작품과 관객을 만나게 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극장의 규모와 구조는 공연 양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극장은 새로운 공연 양식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극장은 또한 건축이다. 도시의 문화 공간으로 기능하며, 하나의 건축물로서 당대의 문화
코드가 담긴 건축적 양식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간과 도시, 건축과 도시는 시대와 문화를
읽는 유력한 창1)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극장은 도시의 중요한 건축물로 바라볼
수 있다.
2018년, 올해는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 국립국악원 서초
이전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세종문화회관은 1972년 시민회관이 화재로 소실되어 한국
최초의 문화회관으로 1978년 4월 완공되었으며. 서울의 번화로인 세종로에서 복합문화공
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 서초 청사는 1988년 2월 서초동 우면산
자락에 개관하여 문화예술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두 장의 사진이 있다. 국립국악원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작년 국립국악원 서초
이전 30년을 기념하는 아카이브 전시를 기획하였다. 국립국악원은 1951년 개원하였으나
1987년 12월 27일 현재의 서초 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 단독청사 없이 운니동, 장충동
등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다. 이와 같은 청사 이전에 관한 여러 자료를 찾던 중에 두 장의

1) 양상현, 『거꾸로 읽는 도시, 뒤집어 보는 건축』(서울: 동녘, 2005),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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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역사의 데자뷔처럼 연결되며 눈에 들어왔다.

사진 1. 장충동 종합민족문화센터 기공식에서 브리핑
받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1967)2)

사진 2. 예술의전당․국립국악당 기공식에서 브리핑 받
는 전두환 대통령 내외(1984)3)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공통점을 가진 한국 현대사의 두 전직 대통령이 영부인을
대동하고 극장 기공식에 참석하여 브리핑을 받고 있다. 공연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금보다 컸던 것일까, 이 사진을 보면 두 전직 대통령은 극장 건립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 사진들이 던져준 의문에서 출발하여 세종문화회관(1978), 국립
극장(장충동 청사, 1973), 국립국악원(서초 청사, 1988), 예술의전당(1988)이 건립된 배경
에 주목해보았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극장인 이 극장들은 모두 군부독재 시기인 제 3,
4, 5 공화국에서 국가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글의 목적은 독재정권기 사회․정치적 맥락과
극장 건립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그것이 정책적으로, 건축적으로, 예술적으로 어떻게 발현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Ⅱ. 제3, 4공화국의 극장 건립: 종합민족문화센터, 세종문화회관
1. 민족주의 문화예술정책 정비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자신의 결여된 정통성을 확보하기

2) 국립국악원 제공
3) 국립국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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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민족주의를 강조하였다. 당시 만들어진 법안과 제도, 문서 등에는 ‘민족중흥’이라는
단어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 ‘민족’은 전 국민을 단일한 정체성으로 묶어 단합하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개념으로 작동하였으며, 전통문화예술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군부정권은 1961년 공연법을 제정하여 공연과 대중적인 예술에 대한 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62년에는 난립하는 예술단체들을 통폐합하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이
라는 연합체를 만들어 예술단체에 대표성을 주는 대신 관변적 성격을 주입하였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이다.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만든 것인데, 이로 인해 전통문화는 가치를 인정받고 전승의 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반면 동시대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전통문화
를 박물관의 유물처럼 박제된 형태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발전의 가능성을 놓치게
되었다.4)
박정희 정권이 강조해 온 두 가지 핵심 가치는 민족문화중흥과 국민정신계발이었다. 이러
한 기조가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 오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 실질적인 정책과 투자가
이루어졌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고,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개원하
여 각종 문화행사와 지원, 시상 제도를 통하여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작품을 선정하고 통제
하였다.
1974년에는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1974~1978)’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중장기 문화발전계획이었다. 이 계획의 근본 취지는 ‘국민정신의 계발과 주체의식의
배양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함으로써 문화예술이 80년대의 민족번영과 웅
비를 목표로 하는 국력배양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 선도적인 사명을 다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었다.5) 이 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총 485억 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150억 원의 규모가 전통문화개발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다.6) 당시 정권이 전통
문화개발에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전통문화예술은 관의 주도로 확장해 갔으며, 그 기반
시설로서 극장 건립이 추진되었다.

4)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한국현대예술사대계Ⅲ』(서울: 시공사, 2001), 18-19쪽 참조
5) 정호순, 「1970년대 극장과 연극문화」, 『한국극예술연구』 제26집(한국극예술학회, 2007), 193쪽
6) 정호순, 앞의 글, 193-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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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민족문화센터(현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건립
1966년 1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교서7)에서 종합민족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밝혔다.
당초 종합민족문화센터 건립 계획에는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을 비롯하여 현대미술관, 국립
중앙도서관, 세종대왕기념관, 학술원, 예술원, 국사편찬위원회, 박물관 등 여러 문화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8) 그러나 실제로는 자유센터(1964)가 들어서 있는 장충동 남산 기슭
에 국악사양성소(1967, 현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가 먼저 건립되었고, 1973년 국립극
장이 완공되어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이 함께 입주하였다.

사진 3. 종합민족문화센터 투시도9)

사진 4. 국악사양성소 준공식(1967)10)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극장은 또한 건축이다. 세계의 역사에서 볼 때 독재자는 항상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데 건축물을 이용했다. 정치는 건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건축
의 명확한 구체적 상징성 때문이다. 모든 건축물은 물리적 형태를 통해 사회적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권력자들은 건축을 통해 자신의 의지나 능력을 과시하고자 했다.11) 박정
희 정권 시절에도 많은 건축물이 국가 주도로 세워졌다. 국립극장을 포함하여 당대에 급격
하게 증가한 박물관, 기념관 등 관이 발주한 많은 건축물에서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읽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한국성에 대한 탐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건축물을 통해 권력을 과시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야망과 민족문화중흥을 통해 약한
7)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두(年頭)에 전반적인 국정 기조와 정책을 설명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4년부터 1967년까지 네 차례 연두교서를 했다.
8) <종합민족문화센터기본지침>(1970,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BA0004327) 참조
9) 국립국악원 제공
10) 국립국악원 제공
11) 홍성태, 『사회로 읽는 건축』(과천: 진인진, 2012),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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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을 회복하려는 정책 기조가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세계 건축의 경향과 맞물
리면서 건축가들을 움직이는 추진력이 되었다. 실제로 1966년 일본풍의 해석을 통해 탄생
한 일본국립극장(다케나카 작)의 격조는 한국 국립극장을 건축하는데 많은 자극과 참고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건축에서의 한국성 탐구는 관료문화와 결부되면서 공공건축을 지배하는 의식이
되었고, 여러 건축물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당시 만들어진 공공
건축물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진 5. 국악사양성소12)
(1967, 이희태)

사진 6. 국립종합박물관
(현 국립민속박물관, 1968, 강봉진)

사진 7. 국립중앙극장13)
(1973 이희태)

사진 8. 국립경주박물관14)
(1975, 이희태)

사진 9. 한국방송공사15)
(1976, 박춘명)

사진 10. 국립광주박물관16)
(1977, 박춘명)

사진 11. 부산시립박물관17)
(1978, 엄덕문, 이희태)

사진 12. 세종문화회관18)
(1978, 엄덕문)

12) 국립국악원 제공

사진 13. 한국종합전시장19)
(1979,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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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축물들은 마치 한 형제들처럼 닮아있다. 건축가들의 고민의 바탕에는 한옥의 형태가
있었다. <사진 6.> 국립종합박물관(현 국립민속박물관)은 공모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역사
건물을 모사하여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도하여 문제가 되었다. 역사물을 모사하되
구례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이 한데 엮어지고 법주사 팔상전을 불국사 기단 위에
얹는 기상천외한 것이었다.20) 이에 비해 <사진 5, 7, 8, 9, 11, 12, 13.>은 한옥의 요소를
유형화하는 근대적 번안을 시도한다. ‘한옥’이라는 원전에서 지붕, 기둥, 기단을 추출하고
이들을 적절히 단순화하거나 변형하는 형식을 취한다. 지붕이 강조된 형태, 기둥이 강조된
형태, 기단이 강조된 형태 정도의 변주가 있을 뿐이다. 국립극장 설계를 맡은 이희태의
다음 글을 보면 이러한 건축가의 고민이 나타나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전통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현대화해서 국립극장 건축양식으로서 구현시키느냐가 외형구성의 주안점이었다.
본인은 우리의 전통을 국립극장 건축양식에 구현하는데 외형적인 모방이나 확대가 아닌
어디까지나 내재적인 전통의 표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지금의 극장형태를 나타내었고
이것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즉, 전통적인 기주(基柱), 주랑(柱
廊)의 아름다움의 현대화가 바로 그런 것의 하나인 것이다.21)

이와 같이 이 시기 공공건축이 추구한 한국성은 한옥의 외형적 변주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
지 못하였고, 다양한 형태로 해석되지 못하고 몇몇 건축가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면서 비슷
한 형태의 건물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건축가들은 계란색 단청, 콘크리
트 한옥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당시 유행한 건축 스타일을 ‘박정희 양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희태의 국립극장, 엄덕문의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두 건축가의 합작인 부산시립박물관
은 모두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한옥의 지붕, 기둥, 기단을 강조한 이른바 3부 형식이
그것이다.22) 한옥 처마를 변형하여 강조된 지붕, 기둥의 반복적인 배열, 장대한 중앙 계단은
공공극장의 공식처럼 인식되었다.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출처: 대한뉴스 제954호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http://gyeongju.museum.go.kr)
출처: 대한뉴스 제1111호
출처: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http://gwangju.museum.go.kr)
출처: 네이버(http://www.naver.com)
출처: 국가기록원
출처: 네이버(http://www.naver.com)
박길룡, 『한국현대건축의 유전자』(서울: 공간사, 2005), 152쪽
이희태, 「국립극장 계획설계에서 준공까지」,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1973), 33-34쪽
박길룡의 앞의 책 참조

178 제27회 전국무용제 기념 제20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The 20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in commemoration of the 27th Korea Dance Festival

한편 이 시기 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포함한 민족문화 시설의 대대적 건립은 북한과의
대결의식과도 연관된다. 북한은 1958년 모란봉극장을 재건하였고, 인민문화궁전(1974),
2.8문화회관(1975), 만수대예술극장(1977) 등 대규모 공연장을 연이어 건립하였다. 7.4남
북공동성명(1972)으로 북한을 방문한 정부는 전통건축양식으로 지어진 북한의 대형 건축
물들에 자극받았다. 세종문화회관은 공모 당시 ‘통일주체국민의회’회의장을 겸할 수 있도록
설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5,000명 수용의 초대형 강당이 필수 조건이었다고 한다.

3. 국립극장 개관기념공연 <성웅 이순신>
박정희의 이순신 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다. ‘현충사’건립과 현충제 참석, 세종로에 우뚝
서있는 이순신 동상(1968)이 대표적이다. 1973년 10월 17일 국립극장 준공 기념공연도
다름 아닌 <성웅 이순신>(이재현 작, 이은상 감수, 허규 연출)이었다. 이 공연은 국립극단이
주축이 되어 발레단, 합창단이 모두 참여하여 출연 인원이 240여명이나 되는 대형 작품이었
다. 국립극단은 1950년 국립극장이 설치될 때 같이 출발한 전속단체이다. 개관 공연에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참관하였는데 이로 인한 몇 가지 해프닝이 있었다.
연출자 허규는 “역사극은 소재가 정사거나 야사거나 간에 지나칠 정도로 사실에 충실하거
나 고증에 구애받아서는 예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연극은 사실의 재현이 아니며
사실의 기록도 아니다. 곧 역사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극은 연극정신에 입각해서 극장
안에 연극적 현실을 창조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우주의 진리를 제시하는 예술이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감각과 창의성으로 형상화하는 예술인 것이다”라는 연출 의도로 군중의
움직임, 전투장면의 민속무, 그리고 탈춤 등 민속과 전통적인 연극성에 기본을 두고 새로운
접목작업을 시도했으나 시연회 때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이) ‘그건 납득이 안 간다’하여
리얼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순신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결과는
무성격한 작품이 되었다.23)
또 하나의 해프닝은 공연 당일 무대 스태프들이 대통령 방문으로 지나치게 긴장하여
마지막 장면에서 회전해야 할 무대가 멈춰버렸다. 당황한 나머지 폐막을 2분 남겨두고
막을 내렸다가 다시 막을 열어 나머지 2분을 계속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한다.24)

23) 국립중앙극장, 『국립극장 신축이전 20년사』(국립중앙극장, 1993), 11-12쪽
24) 국립중앙극장, 위의 책, 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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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공연계에서도 이순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꾸준하게 이어졌다. 1966년
국립극단 제43회 공연 <이순신>(신명순 작, 이진순 연출), 1969년 제55회 충무공 424회
탄신기념 공연 <한산섬 달 밝은 밤에>(이은상 원작, 신명순 각색, 이해랑 연출) 등 이순신을
소재로 한 작품의 재창조와 반복적인 공연은 박정희가 호국선현과 국방 유적을 복원하고
조성하던 정책실행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25)

Ⅲ. 제5공화국의 극장 건립: 예술의전당, 국립국악당
1. 88 서울올림픽과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
1961년 5.16으로 시작된 군부독재는 1992년 문민정부 출범 전까지 3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제5공화국은 1979년 10.26으로 박정희가 사망한 후,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이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981년 3월 정식 출범하여 1988년 2월,
대통령 직선으로 선출된 노태우의 6공화국이 시작될 때까지 지속한 정권이다. 제5공화국은
1960, 70년대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문화를 더욱더 중요한 정권유지
의 명분으로 사용하였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문화와 체육으로
국민들의 의식과 눈과 귀를 사로잡는 전략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제24회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었다.
두 달 뒤에는 아시안게임 유치도 결정되었다. 1983년 12월 8일, 정부는 두 국제스포츠행사
를 통해 ‘선진 한국의 참모습과 우리 국민의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보여준다’는 포부를
밝히며 ‘문화올림픽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 안에 전국적인 문화환경 정비사업으
로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당,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등 새로운 문화공간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전국의 선사 유적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민속마을 지정, 문화재 보수 단장, 국제 민속축제, 각종 전통공연 등 정부 주도의 문화예술
행사가 대폭 확대되었다.26)
민족의 독립정신을 바로잡고 선열을 기린다고 하는데 어떤 백성들이 반대할 것이고,
국제도시다운 세계적인 ‘예술의 전당’을 건립한다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할 것인가?27) 또다
25) 정호순, 앞의 글, 209쪽
26) 대한뉴스 제 1467호 참고
27) 정기용, 『서울 이야기』(서울: 현실문화, 2008),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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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족문화중흥’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정부의 의지가 88 올림픽으로 총집결 되었다.
제5공화국의 이러한 전략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온 국민의 공통 염원으로 만들어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였다. 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는 선진조국으로 연결된다는 의식을 은연
중에 주입하였다.28) 이른바 3S정책의 일환으로 정치적 이슈에 둔감하게 만드는 매우 효과
적인 방편이었던 것이다.

2. 예술의전당 ․ 국립국악당 건립
올림픽을 계기로 건립이 확정된 예술의전당(김석철 설계)과 국립국악당(김원 설계)은
1984년 기공식을 갖고 1987년 12월 완공되었다.
본인은 오늘 민족문화창달을 위한 기념비적 사업이 될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당의 건립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충심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29)

기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대통령의 치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치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창적이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과업이 성스러운 시대적 소임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외부의 침략과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단절의 위기가 있었음을 언급
하며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제5공화국의 예술의전당․국립국악당 착공을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켰다.
박정희 시대에 국립극장의 위치가 반공 이데올로기의 핵심 기관이었던 자유센터(김수근
설계)가 있는 장충동으로 정해진 것이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한 선택이었다면, 예술의전당의
부지가 서초동으로 정해진 것은 서울의 문화지형이 강남이라는 새로운 도심지로 바뀌는
변화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이 위치한 곳은 모두 도시의
외진 공간이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 개념보
다는 정부의 치적을 과시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로서의 의도가 우선된 결과로 보인다. 예술의
전당 기공식 건립취지문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28) 예술의전당, 국립국악당 기공식 대통령 치사에도 이런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 있다.
“이것은 86「아시아」대회와 88「올림픽」대회의 문화행사에 대비하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과시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멀지않아 성취하게 될 선진조국의 내실을 한층 더 알차게 다지는 과업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29) 예술의전당․국립국악당 건립 기공식 대통령 ‘치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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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 및 국악당 건립부지로서 강남의 우면산 일대를 선정하였음은, 현재 서울시의
인구 중 거의 과반수가 강남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문화시설은 강북에 편중
되어 있으며, 특히 수원 성남 과천 안양 등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이 편리한 지점에 문화시
설이 형성될 필요가 있고, 지하철 2,3호선이 교차하므로 서울시민의 이용에도 편리할 뿐
아니라 문화창조 활동과 시민공원이 동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단위 예술공원용지로
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30)

건축적으로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을 보면 박정희 시대의 경직성 보다는 좀 더 우회적
인 방식의 해석이 보인다. 여전히 한국성에 대한 탐색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는 조선 양반의 갓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보도되었다. 몇몇 건축가들은 이를
두고 솥뚜껑이니, 신선로를 닮았다느니 하면서 비웃기도 한다. 그래도 한옥 지붕과 기둥과
기단의 삼부 형식에 얽매어 있던 70년대 관제건축물에 비하면 창의적이라고 해야 할까
모르겠다.

사진 14.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사진 15. 국립국악원 예악당

이에 비해 국립국악원은 수원성을 모티브로 했다고 알려져 있다. 풍류와 예술의 공간이
군사적 목적의 건축물인 성을 모티브로 했다는 점이 의아하다. 외세의 침입을 막아야 하는
성의 구조를 모티브로 했으니 벽은 높고 창은 작아 전반적으로 답답한 외형을 하고 있다.
지붕의 모양은 축소된 한옥의 처마를 연상시킨다.
이와 같이 제5공화국으로 이어진 군부독재의 역사는 첨예한 정치적 갈등의 다른 편에서
결여된 정통성을 ‘민족문화창달’을 앞세운 문화정책으로 눈가림하려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공공극장들을 탄생시켰다.
30) 예술의전당․국립국악당 기공식 팸플릿에 실린 ‘건립취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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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 극장인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이 건립되는 과정에 얽혀 있는 사회,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이들 극장 건립의 배경에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제3, 4, 5공화국이 자신들의 결여된 정통성을 전통문화예
술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이러한 역사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 문화예술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이 질문은
“1962년에, 1980년에 쿠데타가 없었다면...”을 가정해보는 것과 뭐가 다른가. 우리의 문화
예술은 격랑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독재정권 덕분에 지원과 관심을 더 받기도 하고, 자유로
운 상상력을 제약받아 경직된 양식과 내용으로 왜곡되기도 하고, 통제와 왜곡은 반대급부의
대항예술을 발전시키기도 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며 변화, 발전해왔다.
대한민국 대표 극장(또는 예술기관)들의 40주년, 30주년을 맞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온 국민을 뜨겁게 했던 2016년 촛불 혁명 이후 지금 우리 모두는 시대의 큰 변화를
느끼고 있다. 이 변화의 시점에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서있는 시공간
의 좌표를 어떻게 그려야 할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른다. 이 글은 과거 독재정권기에
있었던 극장 건립의 과정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위한 글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하나의 관점을 갖고자
한 것이다. 우리의 현대 예술사에 대한 다각도의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에서 시도
해보았다.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 있어야 그 안에 담긴 많은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평생을 국악에 몸 바친 한 원로예술가의 회고를 옮겨본다. 어떤 의미가 읽히는가?
“그때만 해두 굉장히 청와대에서는 국악원을 많이 불렀어. 특히 인제 그 분들이 그 저기 아
니에요? 장군들 아냐? 군인들. 군인들이 이상하게 이 궁중음악들을 좋아하드라구. 그 분
(박정희를 말함)이 그러구, 저… 노태우두 그렇구, 고 저… 전두환씨두 그러구. 그 시절엔
국악원이 거의 청와대 뭐 아주 그냥 들랑 날락 했다구. 그 분들 시절에는.”31)

31)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구술총서 17. 정재국』(국립국악원, 2014), 9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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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종합민족문화센터기본지침>(1970,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BA0004327)
예술의전당․국립국악당 건립 기공식 대통령 ‘치사’
예술의전당․국립국악당 기공식 팸플릿

<부록>
자료: 예술의전당, 국립국악당 건립 기공식 전두환 대통령 치사 전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문화예술인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내빈과 관계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민족문화창달을 위한 기념비적 사업이 될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당의 건립 기공식을 갖
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충심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국운의 달성과 함께 문예중흥의 기운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우리 겨레의 창조적
슬기를 알차게 가꾸고 꽃피워 나갈 국민 모두의 오랜 소망인 선진문화의 산실을 마침내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수천년간 독창적이고 찬란한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온 우리의 빛나는
전통과 긍지를 되살려 이를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성스러운 시대적 소임임을 다시
한번 투철하게 인식하고 그 소임을 다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함께 굳게 다짐해야 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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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랜 궁핍과 정체의 역정에 종지부를 찍고 바야흐로 희망과 활력에 넘치는 새 민족사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생존과 독립을 수호하고 오늘날과 같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
던 저력은 바로 우리 겨레가 지닌 강인한 얼과 뛰어난 문화적 전통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본인은 강조
하고자 합니다.
튼튼한 주체의식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어 온 정신력과 수준높은 고유문화를 발
전시켜 온 슬기야말로 우리 민족사의 값진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민족적 문화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선진조국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이룩해 나
가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외부의 침략과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우리의 유구한 문화전통이 부분적으로
단절된 데다가, 짧은 시일에 산업화와 현대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물질면과 정신면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나머지 가치체계에 일부 혼란이 일어나는 등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간, 지역간에 문화적 불균형이 초래되어 국민문화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요소를 빚어온 것 또
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문화창달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그것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문화의 건전한 발전이야말로 나라의 융성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대
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착공을 보게 된 이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당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담긴 문예중흥의지의 표상인 동시에 문화선진화의 과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문화적 수요가 갈수록 증대되고 그 수준 또한 높아지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예술형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화시대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를 알뜰하게 보존하면서 창조적으로 발
전시켜 나가는 한편,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 소화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세계성을 지혜
롭게 종합해 나가는 노력 또한 이 시점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국민 모두가 문화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고 문화예술활동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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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될 경우 문화예술의 향기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자유스럽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사회의 문화창조
기능이 최대한으로 활성화됨으로써 탁월한 세계적 문화예술인의 출현과 국제적인 평가를 받는 위대
한 작품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86「아시아」대회와 88「올림픽」대회의 문화행사에 대비하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과시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멀지않아 성취하게 될 선진조국의 내실을 한층 더 알차게 다지는
과업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당의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들면서 우리는 보다 차원높은 문예중흥운동을
전개해 나갈 결의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공식을 갖기까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온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자리
에 들어설 시설물이 우리 세대가 만들어 낸 위대한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열성을 다하여
공사에 임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 11월 14일
대통령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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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st Movements in the Construction of Theaters
in the Era of the Dictatorial Regime

Hye Kyung Kweon
(National Gugak Center Research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nationalism has been operated and emerg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nd Sejo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Seoul Arts
Center. The history of the construction of the theaters was entirely led by the state during
the 3rd, 4th and 5th Republic. The 3rd, 4th and 5th republics, all of which had been ruled
by an undemocratic way, emphasized nationalism in order to secure their lack of legitimacy.
The 'nation' has worked as a very effective concept to unite the whole people into a single
identity, and traditional culture and art have been used a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aising national pride. As such, the construction of the theater as an infrastructure for
expanding traditional performing arts was essential and it was actively promoted in this
background. At the height of this flow, which began in the 1960s, there was the 88 Seoul
Olympics. In this paper, I analyze the records (documents, photographs, images, promotional
materials, etc.)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 theaters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ism.
Second, I examine how the nationalistic view is expressed architecturally. Finally, I want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revealed in th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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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st Movements in the Construction of Theaters
in the Era of the Dictatorial Regime

Hye Kyung Kweon
(National Gugak Center Researcher)

The theater is a collection of performances. In other words, it is the hardware that

captures the intangible software of performance and also the space to meet the audience

and the works of art. The size and structure of the theater are inseparably linked to
the style of performance, so a new theater can also create a new style of performance.

The theater is also architecture. It functions as a cultural space of the city, and as

a building, it has an architectural style and personality that contains the cultural codes

of the time. Urban space structure, and buildings in the city are the most powerful

window for reading the time and culture.1) Therefore a theater can be viewed as an
significant landmark of the city.

Year 2018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Sejong Center, 30th anniversary of the Seoul

Arts Center, and 30th anniversary of the relocation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to Seocho-gu.
Sejong Center, the cultural center in Korea, was completed in April 1978 after it was destroyed
by fire in 1972. Since the completion of its reconstruction, It has functioned as a cultural

complex in Sejong Street, the main street of Seoul. The Seoul Arts Center and the Seocho
complex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opened in February 1988 at the foot of Mount
Umyeon in Seocho district, serving as vital organs for arts and culture.

Here are two pictures. I, who is currently working at the National Gugak Center,

planned an archive exhibition to mark the 30th anniversary of the relocation of the

center to Seocho district last year. the National Gugak Center was opened in 1951,

but before moving to the current location on December 27, 1987, it had moved to

Unni-dong and the Jangchung-dong and back then it didn’t even have its own building.
While searching for data on the relocation of the building, I had a strong sense of
dejavu as I found two photographs.

1) Yang, Sang-hyeon, Geokkuro Ingneun Dosi, Dwijibeo Boneun Beonchuk[Reverting City, Reverting Architecture],
Seoul: Tongnyôk, 2005. p.6

188 제27회 전국무용제 기념 제20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The 20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in commemoration of the 27th Korea Dance Festival

Photo 1. President Park Chung-hee and first
lady were briefed at the ground breaking cerem
ony of Versatile National Culture Center(1967)

Photo 2. President Chun Doo-hwan and first lady
were briefed at the ground breaking ceremony
of the Seoul Arts Center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1984)

Two former presidents of modern Korean history, who took power through a military

coup, were being briefed at the ground breaking ceremony of the theaters accompanied

by their first ladies. Perhaps the social interest in performing arts had been greater than
it is now, and based on the photos, the two former presidents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building theaters. Out of curiosity brought up by the photos, I began searching for

the background history related to establishment of the Sejong Center (1978),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Jangchung-dong complex, 1973),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

(Seocho complex, 1988), and the Seoul Arts Center (1988). Interestingly enough, all
these Korea's most representative public theaters were constructed during the Third,

forth and fifth Republic which were all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ocu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of the military dictatorial regime and how it was expressed politically, architecturally,

and ar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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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onstructing Theaters during the Third and Forth Republic
1. Reorganization of Nationalism Culture and Art Policies
Park Chung-hee, who seized power in the May 16 Military Coup in 1961, had strongly

emphasized nationalism in order to secure his lack of legitimacy. The word “national

revival” appeared very frequently in bills, institutions and documents created at the time.

“Nationalism” served as a very effective concept that united the entire nation in a single
identity, and traditional culture and art were used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enhance
national pride.

The military government enacted the Performance Act in 1961, laying the legal basis

for controlling performances and public art. In 1962, he merged various art groups and

formed a coalition called Federation of Korean Arts and Culture. Due to the merging

under the government supervision,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became weaken.

It was also the time that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was created. The creation

of a national-level management system has contributed to preserve the original form

of a traditional culture and recognize valuable cultural assets. On the other hand, it

prevented the traditional art forms from growing in contemporary cultural environment

and they became like museum collections or taxidermied specimen not living cultural
properties.2)

The two main values tha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had emphasized were

the revival of the national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pirit. They
had been maintained until the 1960s, but in the 1970s, the government focused more

on practical policies and financial investments in cultural sector.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1972, and the Korea Culture and Arts Agency opened
in 1973 to select and control artistic works that lived up to the national policy through

various cultural events, supporting systems, and awards.

In 1974, it announced the first five-year plan for the literary revival (1974-1978),

which was the first medium and long-term cultural development plan in Korean history.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plan ‘was to create a new national culture that supports
2) Hanguk Yesul Jonghap Hakgyo[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anguk Yesul Yeonguso[Korean Arts Research
Institute], Hanguk Hyeondae Yesulsa Daegye [General Histroy of Korean Contemporary Art History] Seoul: Sigongsa,
2001,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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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pirit and Korean identity, and to establish the spiritual

foundation of national culture that aims for national prosperity in the 1980s.’3) What

is noteworthy about the plan is that a total sum of 48.5 billion won had been invested,
of which 15 billion won was allocated to traditional culture development.4)

This shows how much efforts the administration had made to develop traditional

culture.

In this political context, traditional culture and art were expanded by the government

and theaters had been built for the government.

2. Building The Versatile National Culture Center (now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nd Sejong Center
On January 7, 1966,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suggested the overall direction

of state affairs and policie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ecessary legislation for

the year 1967 in his annual message5). Initially, the original plan for constructing the

Versatile National Cultural Center included various cultural facilities included building

of the National Theater, the National Gugak Center, the National Museum of Ar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Hall, the Academy

of Sciences,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the Museum as well as other

cultural facilities.6)

However, the Training Institute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ers(1967, now the

Museum for Performing Arts at the National Theater) was first constructed at the foot

of Namsan Mountain in Jangchung-dong where the Freedom Center (1964) was built.

Later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was constructed in 1973 and the National Theater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 moved in the complex .

3) Jeong, Ho-sun, 1970 nyeondae Geukjang gwa Yeongeuk Munhwa[Theater and Drama Culture in 1970s], Hanguk
Geugyesul Yeongu[Korean Drama Study] vol.26, Hanguk Geugyesul Hakoe[Korean Drama Study Society], 2007,
p. 193.
4) ibid. pp. 193~194.
5) Annual message means that the president presents his general plans for the government at the beginning of a
year and request necessary matters for legislation.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delivered 4 annual messages
from 1964 to 1967.
6) Jonghap Minjok Munhwa Senteo Bibon Jichimseo[Basic Guidelines for the Versatile National Culture Center] 1970,
National Archives of Korea, document management number: BA00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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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Perspective plan of the Versatile National
Culture Center

Photo 4. Opening Ceremony of the Training Institute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ers (1967)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a theater also refers to the architecture. In world

history, dictators used architecture to show their authority. Politics has a great influence

on architecture. This is because of the concrete symbolism of architecture. All buildings

show social characteristics through physical form. Therefore, those in power wanted
to prove their will or ability through architecture.7)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many buildings were constructed under the national leadership. The number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was increased drastically and they shared stylistic similarities
focused on ‘searching for Korean identity.’ Starting from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numerous museums and memorial halls were built during that period. The buildings

were the products of the ambition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o show off
its power through architecture and the policy to recover its weak legitimacy through
the restoration of national culture. In 1966, the Japanese National theater (by Takenaka)

was completed and it served as a stimulus and referenc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The Korean identity searching in architecture at that time, coupled with bureaucratic

culture, had become a dominant feature of public architecture, and became a trend that
appeared repeatedly in many buildings. Public buildings constructed at that time include
the following.

7) Hong, Seong-tae, Sahoero Ingnun Geonchuk[Understanding Society through Architecture], Gwachoen: Jininjin, 2012,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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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 the Training Institute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 er
s (1967, Lee, Hui-tae)

Photo 6.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ow National Folk Mus
eum, 1968, Kang, Bong-jin)

Photo 7. National Theater of Kor
ea (1973 Lee, Hui-tae)

Photo 8. Gyeongju National Mus
eum (1975, Lee, Hui-tae)

Photo 9. Korea Broadcasting Syst
em (1976, Park, Chun-myung)

Photo 10. Gwangju National Muse
um (1977, Park, Chun-myung)

Photo 11. Busan City Museum Photo 12. Sejong Center
(1978, Eom, Deok-mun and Lee, (1978, Eom, Deok-mun)
Hui-tae)

Photo 13. Korea Convention & Exhib
ition Center (1979, Kim Jong-chul)

These buildings all look alike as if they are siblings. It seems that the architects all

used hanok (traditional Korean house) as the frame of referenc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hoto 6. now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brought up an issue

whether it is all right to copy and reproduce existing historical buildings. The building

was a bizarre combination of well-known historic buildings in several Buddhist Temple

across Korea such as the Gakhwangjeon in Gurye Hwaeom Temple, Mireukjeon in

Geumsan Temple, Palsangjeon in Beopju Temple and stylobate of Bulguksa Temple.8)
8) Pak, Gil-yong, Hanguk Hyeondae Geonchuk eui Yujeonja[The Gene of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 Seoul:
Gonggansa, 2005,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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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mparison, buildings in photo 5, 7, 8, 9, 10, 11, 12, 13. tried a modern interpretation

of hanok. Roofs, columns, and the stylobate of the original hanok were simplified and

altered and the variations were subtle. The next article written by Lee Hui-tae, the

architect who was the designed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illustrated this concern

as follows.

We(Korean) have our own tradition that only we can possess and only we can feel, so

how to modernize it and turn it into a national theater building has been the focus of
the external structure.

I focused not only the external reconstruction or succession of traditional Korean building

style but also the internal beauty that lies in the traditional buildings. I tried to reflect
such inner beauty in my theater design, and I think I have achieved what I intended by
modernizing traditional columns and a parvis.9)

As such the Korean identity pursued by the public architecture during this period

did not deviate much from the traditional hanok style, and was not interpreted in various

forms and was repeatedly copied by several architects nationwide. As a result, so called

Park Chung-hee style which can be characterized by dancheong, traditional multicolored

paintwork on wooden buildings, with egg color and traditional style houses made of

concrete, had become popular nationwide.

National Theater of Korea by Lee Hui-tae, the Sejong Center Eom Deok-mun, and

the Busan Museum of Art by the two architects, all have similar shapes. These architects

commonly emphasized roofs, columns, and the stylobate of hanok.10)

The roofs highlighted by the eaves from traditional houses, the arrangement of columns,

and the grand central staircase were recognized as the basic formula for public theaters

of the era.

Meanwhile, the large-scale construction of national cultural facilit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Sejong Center, was provoked North Korea wher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constructed Moranbong Theater in 1958, and then built a series of large-scale

concert halls, including the People's Cultural Palace(1974), 2.8 Cultural Center(1975),

and the Mansudae Art Theater(1977). When South Korean delegation visited the North
9) Lee Hui-tae, Gungnip Geukjang Gyehoek Seolgye eso Jungong Kkaji[National Theater of Korea from Planning to
Completion], Geonjuksa[History of Architect], Korea Institute of Architects, 1973, pp. 33-34.
10) Pak, Gil-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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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7.4 South-North Joint Statement(1972), they were shocked by large North

Korean buildings constructed in traditional architectural style. When South Korean

government invited public participation for the Sejong Center, one of the requirements

was reportedly to have an auditorium with a capacity of 5,000 people, to concurrently

serve as a venue for the National Assembly of Unification, not just for stage performances

3. Great Admiral Lee Sun-sin, The Concert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Park Chung-hee’s admiration for admiral Lee Sun-sin is widely known. For example,

the building ‘Hyunchung Temple’ to commemorate admiral Yi’s patriotism, attending

memorial service for Yi at Hyunchung Temple and erecting the statue of Lee Sun-sin

(1968) on Sejong Street. Furthermore, on October 17, 1973, a concert celebrating the

completion of the National Theater was presented under the title of ‘Great Admiral

Yi Sun-sin’ (written by Lee Jae-hyun, supervised by Lee Eun-sang and pirected by Heo

Gyu). The performance was a large-scale production of 240 performers affiliated with

the National Drama Company of Korea, the National Dance Company and the National

Chorus. Especially, the National Drama Company of Korea star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in 1950. President Park Chung-hee was watching
the opening performance and that made some scenes. The director of the opening

performance said, “I have come to realize that historical play depending too much on
historical accuracy based on academic research, and realistic depiction cannot be considered

as an art whether it deals with official history or unofficial stories. A play is not a

reproduction nor a record of fact and definitely is not historical studies. A play is an
art form that creates a theatrical reality, and is dedicated to the basic human dignity

and truth of the universe. We use our imagination and creativity to visualize the theme.”

Based on such idea, he put folk dance movement for fighting scene and used traditional

mask dance drama structure to highlight the dramatic aspects of the play. However,

after watching the rehearsal, the minister of Culture and Public Information said ‘That’s

not acceptable.’ Therefore, the focus shifted to realistic presentation of the national hero

and in the end, it became a dull drama with no distinctive characteristic what so eve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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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incident related to the opening event was that the stage staff members were

too nervous about the president's visit, the stage, which supposed to be rotated, stopped

just two minutes before the curtain fell. It was said that because the man in charge

was so embarrassed, he closed the curtain when the stage stopped and then opened

it again to continue the remaining two minutes.12)

During the Bak Jeong-hui administration, Yi Sun-sin continued to be featured in

numerous stage productions including the 43rd regular performance of the National Drama

Company of Korea, Yi Sun-sin(written by Shin Myeong-sun, directed by Lee Jin-sun)

in 1966, and the performance to celebrate the 424 year anniversary of Lee Sun-sin’s
birthday One Moonlit Night in Hansan Island (written by Lee Eun-sang, dramatized

by Sin Myoung-sun, directed by Lee Hae-rang).13)

III. Constructing Theaters of the Fifth Republic : Seoul Arts Center,
National Gugak Center
1. Seoul Olympics in 1988 and Cultural Policy of the Fifth Republic
The military dictatorship, which began with the military coup on May 16 in 1961,

lasted for more than 30 years before the inauguration of the civilian government in
1992. After the speech of Park Chung-hee on October 26, 1979, Chun Doo-hwan

who took control of the military became the president and ruled until the sixth republic

president Roh Tae-woo was elected in February 1988. The Fifth Republic used culture

as a tool to maintain the regime, based on a relatively stable economic base compared

to the 1960s and 1970s. With the hosting of the 86 Asian Games and the 88 Seoul
Olympic Games, the strategy of gaining popularity with cultural events and physical

education had accelerated.

On September 30, 1981, Seoul was chosen to host the 24th Olympic Games in Baden

11) Gunhnip Jungang Geukjang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Gungnip Jungang Geukjang Sinchuk Ijeon
20-nyeonsa[20 years of History of Reconstruction and Relocation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Gunhnip
Jungang Geukjang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1993, pp.11~12.
12) ibid. p.12.
13) Jeong, Sun-ho,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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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en, Germany. Two months later, it was decided to host the Asian Games. On December

8, 1983, the government unveil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Culture-focused Olympics’,

stating its ambition to “show the world how advanced Korea is and the cultural potential

of our people.” The contents include plans to expand new cultural spaces such as

Independence Hall, Seoul Arts Center, the National Gugak Center, a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Hall, as part of the national

cultural environment readjustment project. In addition, the government developed

pre-historial sites into parks, created folk villages, repaired and reconstructed tangible
cultural assets, established international folk festivals and organized various types of

traditional performances.14)

Who would oppose the idea of promoting the spirit of Korean independence to honor

our ancestors, and building a world-class “ arts center” in an international city?15) Once

again, the government's will, which was wrapped up in the name of ‘national cultural

revival,’ was fully mustered for the 88 Olympics. This strategy of the fifth Republic

dominated the people and made ‘successful hosting of the Seoul Olympics’ a common
aspiration of all Koreans.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Olympics implicitly indoctrinated

the sense of leaping into the advanced country.16) As part of the so-called 3S policy
(Screen, Sports, Sex) it was a very effective way to desensitize political issues.

2. The Establishment of Seoul Arts Center and National Gugak Center
Seoul Arts Center (designed by Kim, Seok-chul)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designed by Kim, Won) were completed in December 1987, after ground breaking

ceremonies in 1984.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people for the ground breaking ceremony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and Seoul Arts Center, which will be a monumental project
for the promotion of Korean culture.17)

14) Daehan News [Korea News] che-1467 ho.
15) Jeong, Gi-yong, Seoul iyagi[Story of Seoul], Seoul: Hyeonsil Munhwa, 2008, p. 215.
16) The intention was implied in the president’s speech of appreciation at the ground breaking ceremony of the
Seoul Arts Center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

“This is not only about demonstrating excellence and originality of our culture to the world, but also
about being able to accomplish the task of making progress.”

17) President’s speech of appreciation at the ground breaking ceremony of Sejong Arts Center and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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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how President Chun Doo-hwan began his speech at the ground breaking

ceremony. Looking at the details of speech, the task of passing on the original and

splendid cultural heritage to future generations was a sacred task, and there was a crisis

of separation from external invasion and the indiscriminate introduction of foreign culture.
The anti-Communist ideology had been the intention behind building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in Jangchung-dong where the Center for Freedom located, during

the Bak Jeong-hui regime. Choosing Seocho district as the location for Seoul Arts Center

implied the intention of developing Gangnam, the south of Han river as a new downtown

area. However, those two places were quite remote areas in the city and not easy to
access for the citizens. It was because the intention of building theaters was not to

enhance cultural welfare for the citizens but to shows off the achievements of the government.

The purpose of the ground breaking ceremony for the Seoul Arts Center is described
as follows.

Mt. Umyeon in Gangnam was chosen to be the site for Seoul Arts Center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 because the existing cultural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n the Gangbuk, the
north of Han river area, although nearly half of the city's population lives in Gangnam.
Furthermore, Subway Line 2 and 3 are intersected in the area, which makes the citizens

easy to access, so it is appropriate to build a park for the citizens and a large-scale cultural

complex for artistic and creative activities.18)

From the architectural point of view, Seoul Arts Center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 show a more indirect interpretation whereas the rigidity was the essential feature
in the buildings during the Bak Jeong-hui regime. The search for the Korean identity
is still continuing. It was reported that the Opera House of the Seoul Arts Center

was inspired by the hat of the Joseon aristocrats. Some architects laugh at this, saying

that it looks like a caldron lid or a brass chafing dish. Still, it can be said that the

buildings were more creative than those in the 70s when they were bound by the three

key features of hanok, roofs, columns and the stylobate.

Gugak Center
18) ‘purpose of construction’ printed in the ground breaking pamphlets at the Seoul Arts Center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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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4. Seoul Arts Center “Opera House”

Photo 15. National Gugak Center “Yeak-dang”

On the other hand, it is known that the National Gugak Center was modeled after

Suwon-seong[fortress]. It is doubtful that the space of the arts was based on a structure
for military purposes. Since the fortress was designed to prevent foreign invasions, it

has a high wall and small windows, making the building stuffy. The shape of the roof
is reminiscent of the eaves of a miniature hanok.

As such, the history of military dictatorship leading to the fifth Republic was the

political context in which the government tried to cover up the legitimacy lacking through

cultural policies based on “creation of national culture.”

IV. Conclusion
In this paper, I have examined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Sejong Center, National Theater of Korea, National Gugak Center and Seoul Arts

Center. Behind the scenes of these theaters was the will of the third, forth and fifth

republic leaders, who took power through military coups, to overcome their lack of legitimacy

through traditional culture and art.

However, what if it did not happen? How would art be different today? Our culture

and arts received more support and attention, thanks to authoritarian regimes, but at

the same time were restricted and distorted by rigid forms and limited contents.

What should we do to celebrate the 40th and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s major

theaters (or arts institutions)? Since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2016, which heated

the entire nation, we are all feeling a great change in our times. At this point of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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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people 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draw the coordinates of time and space

that we are standing at? Many questions come to mind. It is not about the useless

debate of whether or not the process of building a theater was right during the authoritarian

era, but about how we have gone through the process and how we arrived here. I tried

it out of the thought that it was time to interpret our history of contemporary art.

It is necessary to have a variety of viewpoints which can be interpreted in even more

various ways. I would like to finish this paper with the words of an elder artist who
dedicated his entire life to Korean traditional music.

“Back then, Cheong Wa Dae invited performers from the National Gugak Center quite

frequently. Especially those, the generals in the military? It was strange that the soldiers
were fond of court music. The man(referring Park Chung-hee) did, Roh Tae-woo, and

oh... Chun Doo-hwan too. In those days, we went in and out incessantly when they were
there.”19)

19) Gungnip Gugagwon[the National Gugak Center], Gungnip Gugagwon Gusul Chongseo[Collection of Oral History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vol. 17. Jeong Jae-guk, Gungnip Gugagwon, 2014,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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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gak Center.
My fellow citizens,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people for the ground breaking ceremony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and the Seoul Arts Center, which will be a monumental project for the
promotion of Korean culture.

With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 and the spirit of the literary revival rising steadily, we will finally

establish the cradle of advanced culture, which is the long-cherished desire of all Koreans to cultivate
creative wisdom and flower.

In this meaningful position, we must strive together for the purpose of bringing back all our shining
traditions and pride that have developed a unique and glorious cultural heritage over thousands of years.
My fellow citizens,

Now, with an end to the long struggle and a legacy of stagnation, we are now exploring a new chapter of
the nation filled with hope and vitality.

Despite repeated trials, we have been able to protect our survival and independence and achieve the
growth and development we have today because of our strong spirit and outstanding cultural tradition.

It is a valuable asset to the history of our people that we have kept our original words and writings and
developed our high level of our own culture.

Now, we have an enormous task to use our national and cultural capabilities once again to drive the
historical task of creating advanced countries.

We have so far been unable to combine our traditional culture with the external invasion and reckless
inflow of foreign cultures, and in the short period of time with materials and material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There is also an undeniable fact that cultural imbalances between classes and regions have hampered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ulture.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Fifth Republic, the government has set up a cultural channel as one of the

indicators of state affairs and is making diverse efforts for it to improve the prosperity of the nation and
the quality of nation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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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is point, the Seoul Arts Center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 which will start construction

today, will be representative of the will of literary revival in the hearts of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and will play a pivotal role in cultural advancement.

As you know, the challenge for us is to have enough space to satisfy the diverse forms of culture and art

in line with the growing cultural demands of our people.

Also, it is to preserve and develop the essence of our traditional culture in a time of globalization and
openness and to actively accept the original ideas of our culture.

In addition, we should work har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enjoy the benefits of

cultural development and participate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more widely.

If this happens, we will be able to see the emergence of world-class cultural artists and evaluate them

globally by fully activating the function of creating culture while the scent of cultural art rises freely in
our lives.

This is to prepare for the cultural events of the 86 " Asia " and 88 " Olympics " and to show off our

cultural excellence and creativity to the world.

Taking the first step toward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 Arts Center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 today, we must once again confirm our determination to develop a higher level of literary revival

movement.

And finally, I want to thank all the people involved who have been working hard until the

groundbreaking ceremony today, and the facilities for this work will be a great masterpiece of our

generation.

Thank you.
November 14, 1984
President Chun Doo-hwan

지정토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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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경기대학교 예술대학원 초빙교수)
미국공인 동작분석가(CMA)
무용동작심리상담가, RSME, RSMT
Kyung Hee Lee
Visiting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Art, Kyonggi University.
Certified movement analyst, Dance/movement therapist, Registered
somatic movement Educator, Registered somatic therapist.

질의 1. Choreographing and Resolving Conflict in Formosa
중국어권 최초의 직업 현대무용단인 ‘클라우드 게이트’의 안무가 린 화이민은 중국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안무로 승화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 식민지 시기를 거친 대만의 역사는 한국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측
면에서, 린 화이민의 작품은 예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인 동시에 시대의 아픔을
통찰하는 메시지를 담은 몸의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룬 작품「포모사」통해 대만의 역사와 그에 얽힌 사건들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사회문제의식을 담은 「포모사」작품을 ‘사회적 안무’라고 명명 하셨습니다.
‘사회적 안무’로 「포모사」이전에 「가족사진」과 「먼지」를 업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작품과 「포모사」는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몸을 통한 표현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 언급하신 린 화이민의
‘전략’과 ‘클라우드 게이트 테크닉’이 세계적인 춤의 보편성과 예술성에 일조하였다면, 그것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린 화이민은 대만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
라고 할 수 있는데, 린 화이민의 예술성도 있겠지만 전적인 정부의 지원이 밑받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대만의 예술가에 대한 행정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2. 불안정한 몸: 한국 군대제도와 춤에 관한 안무적 다큐멘터리<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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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령은의 작품 「Glory」은 군 면제를 위해 무용수들은 ‘한방’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과정
에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알고있습니다.
발제자께서는 「Glory」을 통해 춤보다는 안무의 실천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춤은 데모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미학적인 것을 고려해서 정치를 다루어야 한다는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얼마전 군면제
의 폐해를 들면서 국회의원들이 병역특례법 개정을 통해 병역혜택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것이 국내 콩쿨이 아닌 국제 콩쿨입상으로 바뀌면서 어느 한 나라의 국제 콩쿨에 한국인
들이 대거 몰려와 주최국이 마치 한국을 방불케하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컨템포러리 댄스는 그 역사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획일적인
제도안에서 몸의 주체성과 자율성 확보에 대해서는 개인을 침해하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취약하게 만드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춤과
정치를 다루는데 있어서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어떻게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관점에서 발제자께서 언급하신 ‘개인의 다름이 만들어
내는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예술 창조의 가능성을 현실화’을 위해서는 현 무용제도안에서
어떻게 문제점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3. 독재정권기 공공극장 검립에 나타난 민족주의
영국의 문화이론 학자인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는 “이제는 더 이상 국가가
예술을 진흥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면 국가를 진흥시키는 것이 예술가이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예술종사자들은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격변사태를 통해서 가장 자유스럽고 창의로워야될 예술은 관료적 생각과 의도
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 즉 힘
있는 사람들의 권력에 의해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예술을 이용하는 사례들은 이미
오랜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독일의 나치국가 사회주의 정책이 그랬으며, 소련의 공산주의
정책이 예술을 대중조작의 한 방편으로 사용한 예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제자께서
군사 독재정권기에 공공 극장의 건립과정에 얽혀있는 사회, 정치적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에
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맞물려 많은 생각을 갖게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고...현대 예술사에 대한 다각도의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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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질문은 예술은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입장에서 예술지원을 찬성하는
논리와 정부지원이 예술 자유를 침해할 지도 모른다는 반대의 입장의 논리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고봅니다. 건강하고 투명한 문화행정을 통한 예술의 완전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
려면 한국의 현 실정에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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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어 가는 손 :
고문의 안무

데릭 A. 베릴
(UC 리버사이드 조교수)

국문개요
테러와의 전쟁, 9/11 테러와 미국 군사 정책의 10년간의 주요 부산물은 고문의 정상화와 영화,

TV 및 비디오 게임을 통한 그러한 표현의 편재성이다. 예를 들어, 약 5 년 전에 이 연구를 시작한
이래, 적어도 한 번은 고문 장면을 다루는 150 편의 TV 프로그램 (에피소드가 아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정상화의 정치는 특히 운동, 서사 및 구체화와 관련하여 신체, 육체성 및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문제적이다. TV 나 영화에서 볼 때와 비디오 게임에서 볼 때 각각의
고문 장면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고문자과 피고문인은 스크립트된 규범을 따르고 각 영화
와 게임, 쇼 제작자가 상상한대로 안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안무는 유색인종 신체의 증가하는 일
회성과 끊임없이 승인받고 보상받는 압도적 인 헤게모니적 미국 남성성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본 발표는 TV 프로그램, 영화 및 비디오 게임 클립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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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어 가는 손 :
고문의 안무

데릭 A. 베릴
(UC 리버사이드 조교수)

이 학회에서 전쟁과 춤, 특히 고문, 안무 그리고 신체의 관계에 대해 발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받았다. 전쟁에 대한 비판적 이론화와 함께 춤의 비판적 연구를 놓고 볼 때,
무용 연구는 사람의 몸이 중심이 되기에 제약을 가지게 되는, 가장 애매한 학문 분야 중
하나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무용수들은 그들의 예술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고문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고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고문이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 즉, 특정한 하나의 목적 또는 다수의
목적을 가지고 타인에게 가하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연출되어진 것으로 정의내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스스로에게 가하는 사전에 합의된 폭력이나
(예를 들면, 칼로 베기) 성적인 행위(가학성향의 성적 기호)는 물론 고문의 유형들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매우 다른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춤과 신체 연구로부터 얻은 통찰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폭력에 대한 생각과 폭력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고문은 고문을 당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고문에 대해
생각하고, 고문에 대해 읽고, 고문 장면을 목격하고(액션 영화인 제로 다크 서티, TV 드라마
인 24와 같은), 고문을 직접 행하는 사람들(비디오 게임에서와 같이)에게 까지 미치는 영향
을 심도있게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고문을 일종의 안무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
고자 한다.
인문학은 매우 정치적이고 인문학자들의 연구는 정치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때로 인문학적 연구는 난해하고 현실 세계의 고통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그렇게 때문에 인문학 전 분야가 현실세계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
21세기 전쟁의 안무라는 책은 이러한 연대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첫 발을 떼었으며, 또한
신체, 춤, 동작, 폭력 그리고 전쟁 간에 얽혀있는 문제들의 중요성을 형상화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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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주장한 것처럼 안무는 정말 정치적이다. 춤과 관련된 연구가 신체, 육체적
노동, 통제와 고통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예술성과
미학적인 논의에 지나치게 의존해왔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만약 이
둘이 서로 겹쳐져 나타날 때가 있다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듯이 전세계적인 파시즘의 부상,
자아도취적, 인종차별주의적, 여성혐오주의적 역겨운 인간 쓰레기인 도널드 트럼프를 둘러
싼 권위주의적 숭배의 분위기가 만연한 바로 지금일 것이다.)
춤에서 몸이 가지는 중심적 위치와 유사하게, 사회적 의미에서의 성, 생물학적 의미에서
의 성 그리고 인종과 같이 몸과 관련된 연구와 TV나 영화, 비디오게임에 등장하는 폭력에
관한 연구 간의 생산적인 연관성에 관심을 가져왔다. 미디어, 인체, 춤에 대한 담론에서
그 저변에 지속적으로 깔리는 개념들은, 특히 내가 촉각적 기술들이라 부르는, 내재되어
있거나 또는 무력이나 힘의 선상에서 인체를 사용하는 테크놀로지에 관한 것들이다. 범죄자
와 같은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해 인간 동작 패턴을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걸음걸이
인식 기술 또는 심장을 정상적인 리듬으로 복원하는 자동화된 외부 제세 동기(자동 제세
동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두 가지 촉각적 기술은 미국 CIA와 러시아 FSB에서 가장
선호하는 고문의 도구이다.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인체에 긍정적인 형태로 작용하지만, 통제, 지배, 폭력 그리고 고통을 위한 용도로 변질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그래서 고문은,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형태의 폭력이 그러하듯이, 기술적인 안무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고문은, 고문을 가하는 자의 의도, 심문자의 ‘윤리적’ 체계, 고문이 행해지
는 장소와 지속되는 기간, 고문에 사용되는 도구, 고문을 당하는 사람의 저항과 항복의
수위에 따라 연출되어진다. 전통적인 춤에서처럼 고문도 밖으로 드러나는 효과와 다른 ‘안
무가’들의 사전 지식에서 기인한 테크닉에 그 기초를 둔다. 알제리 전쟁에 사용된 프랑스식
고문 방식이나 현재 체제에서 행해지는 북한식 고문 방식처럼 역사와 지역에 따라 고유한
전통을 가진다. 고문의 방식들은 특정하고 의도적인 심리적, 신체적 폭력의 형태를 가지며,
음파 폭격이나 극한적 온도와 같은 심리적 고문이 육체적 고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물고문이 심리적인 동시에 육체적인 익사의 두려움에 근거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고문이 심리적 고문이 아닌 경우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그리고 전통적으로) 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담화에서 벗어
나, 안무라는 용어를 고문과 같은 신체 역학과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유용성은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1: 춤의 영역을 정치적 진술로 확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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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춤 연구가 사상적 자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호소할 수 있다. 3: 이 둘의 조합은
정신과 육체뿐만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의 구별을 문제화 할 수 있으며 이는, 나의 관점에,
장차 역사적, 정치적, 윤리적 춤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다.
학자로서 내 경력의 대부분 동안, 신체, 특히 의미뿐만이 아니라 체험의 중심으로서의
남성의 신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00년대의 '정서적 변화'는
남성성 연구와 춤 연구의 증가에 앞서 이루어졌으며, 이 둘 모두 지금은 신체 연구라고
불리는 것을 동반했다. 그래서 시작부터 남성성의 핵심은 인간의 몸이었고, 어떻게 그것이
더 넒은 개념에서의 패권적 남성성을 지지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왔고 때로는 이에 대해 질문
을 던져왔다. 남성성이 어떻게 훈련되고, 유지되며, 대상화되고, 학대당하는지 그리고 무엇
보다 남성 그룹 내의 위계에 의한 일상적인 권모술수에 대한 것이 남성이 무엇이며 왜 가부장
제가 자본주의와 다른 소비, 축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
이 맞춰져 왔다. 그리고 정신 분석 이론의 출현과 인문학의 전파는 페미니즘, 여성학과
미디어 연구(그 외 다른 여러 학문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의 핵심이 되어왔지만, 의미를
창조하고, 학습하고 존재하는 현장으로서의 인간의 육체 전반에 대해, 촉각 이론 또는 육체
와 정신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친 의미에서의 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다시 관심을
돌리고자 한다. 촉각 이론에서 몸과 마음의 분리나 이중성은 없다. 몸은 마음이며 현상학적
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몸과 마음은 둘 다 움직임과 감각을 통해 정의되고 존재론적으
로 해석된다. 비디오 게임, 영화, 텔레비전, 놀이 공원, 쇼핑몰 등의 분석에 촉각적 이론을
적용하고 이용해왔으며, 이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성, 신체 및 권력이 어떻게 통합되어 그
중심에 항상 준비된 매개체가 되는 주제를 만들어 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마음과 몸 사이의 연결성, 혹은 더 나아가 그 둘의 인위적인
분리의 해체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비교적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수세기 전에 여러 종류의 혐오스러운 성차별주의자, 식민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의 메타서사의 일부로 만들어진 몸과 마음의 경계를 철저하게 파괴하지 않았다. 불과 지난 주
미국심장협회 학술지 Circulation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한 사람의 경우 심장 마비의 위험성이 3배로 높아진다고 한다. 격한
운동과 분노는 모두 혈압과 심박수를 상승시키고, 두 상태 모두 심장으로 흐르는 혈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2) 이 연구에 덧붙여 몸과 마음이 함께 작용하여 경험을 실현하고
여과하며, 따라서 동등한 위치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수많은 심리학과 사회학 학술지에
실린 과학 기술 관련 논문들에 분명히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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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계의 발전과 일치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휴먼 즉 기술로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해 주었거나, 앞으로 이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는 개념의 등장이다. 초월은
물론 부유한 선진국의 백인 남성의 욕망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유한 선진국의 백인 남성
이 정확하게 포스트휴먼의 필수불가결한 지배적인 요소라고 한다. Donna Haraway와
같은 이론가들은 특히 사이보그 형태로 여성적이면서 기괴한 몸체에 생산적인 잡종성과
단순한 이중성과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서는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이런 비틀린 욕망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Scott Selisker는 조심스럽게 2차 세계 대전 후에 노동
자/자동화 기계와 그것이 “자신과 타인, 자유인들과 속박된 자들, 민주주의와 그 적들에
관한 논의들”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조심스럽게 보여주었다.3) 그는 또한 완전히 통제된
공간(예를 들어 정신병동이나 고문실과 같은)은 “주어진 환경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어지는
의식의 형태”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4)
위의 두 이론은 불편한 현실을 드러낸다: 기술이 전통적으로 신체를 통제와 지배를 위한
도구로 만들었지만, 이는 또한 몸을 잊어버리게 하는 수단으로 변화되었다. 끊임없이 고문
당하고, 관타나모 만이나 아프카니스탄의 솔트 핏에 영구히 갇힌 적군 전투원이 된다면
바깥 세상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역사와 욕망들을 잊어버리고,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자신
의 육체에서 스스로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포스트휴먼에서 기인하
였으며, 최후의 변신을 숭배하는 이들의 과한 욕망은 오히려 고문이 정상화되고 일상화되는
여지를 주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공공 및 개인 주체성의 자동화는 신체를 자신의 한 부분,
그 자체가 마음의 영향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만약 마음이 프로그램
된다면(또는 프로그램이 삭제된다면), 육체는 이를 따를 것이라는 즉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고통을 느끼는 신경과 피부로
구성됨에 따라 몸은 영향의 원천이 시작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드러나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몸이 고문실에 있든, 공장에 있든, 터미널 앞에 있든, 콘서트 무대에 있든 저항이
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담긴 생물정치학은 명백하다. 주체로서의 몸의 중요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어쩌
면 주체성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든 간에, 몸에 대한 접근을 다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인체가 끈에 의해 조정되는 꼭두각시 인형으로 취급될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종종
본질 주의의 위험한 벼랑으로 이끄는 그 자체인가? 이것은 또한 물질적 세계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창조한 이념적인 안무의 종류에 대한 질문을 강요한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 주의 깊게 구성된 분열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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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주제가 항상 맨 위로 귀결되는 담화의 틀을 구성하는 것, 2)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배 하는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 그리하여 누구든 어떤 것이든지 객체화 하여 더
쉽게 폄하하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게 하는 것(여기서 브라질 사법부가 열대 우림에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생각해본다) 따라서, 안무는 이러한 논쟁의 중심 운영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월적이고 혁명적인 것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또는 고문처럼 작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노동으로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무가 신성한 물체이거나 아니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산업 자재인, 이다/아니다 사이에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은 유감스럽게도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식구조는 우리
가 몸을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정보의 사이트로 여기도록 이끈다.
따라서, 나는 고문의 묘사는 아날로그 피험자(살아 있는, 호흡하는 존재)를 객체화된
이상적이고 완전한 군인이자 민간인이면서 종속된 대리인으로, 또는 ‘테러리스트’의 인간성
이 말살된 몸으로 서서히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어떻게 전쟁이 피험자 담화와 행위로 기능
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암호로서 전적으로 강력하다고 느낀다. 전쟁이 주제-그룹 대화와
수행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암호로서 전적으로 강력하다고 느낀다. 이러한 시스
템 속에서, 전쟁 비디오 게임을 예로 들면 아바타로서의 몸은 실제 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표현되며, 그 자체가 국가적, 국제적 폭력의 논리적 확장으로서의 폭력의 산물
이다. 그러므로 기술적 안무의 정치는 전쟁의 정치이며, 전쟁의 정치는 또한 기술적 안무의
정치이다. 그 반대이다. 폭력은 푸코가 쓴 것처럼 자본주의의 확장과 축적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육체이며 사회적 집합체인 몸은 사실과 허구로 국가와 세계적 미디어기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정보의 축적을 가장한 고문의 단일한 장소가 되었다. 그 결과로 신체
는 지식, 영향, 감정 등의 거대한 축적이 되었으며, 고문은 이를 없애려고 한다. 고문은
연출된 죽음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논리적 종단점으로서 기능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있을까? 우리는 파시즘, 홀로코스트, 대량학살, 기후 변화, 성 매매와
예전부터 공존해왔고, 그리고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끔찍하지만 과장하지 않고
말하자면, 홀로코스트가 독일 파시즘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면, 쾌락을 위한 고문은 자유
시장 민주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안무 시스템은 고문처럼 해석, 분석, 해체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안무로서 고문을 상상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끝으로, 고문을 안무되어진 것 그리고 안무로서 다룸으로써,
우리는 그 과정이 생존자뿐만 아니라 고문을 가하는 자에게도 미치는 약화와 비인간적인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해의 심화로 고문을 가할 것을 명령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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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해선 안된다는 기본적인 인권, 그 인권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주어진 고문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항상
안무에 잠재적으로 파시스트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은밀한 의심을 해왔
다. 다른 모든 창조의 행위처럼, 안무의 행위 또한 그 자체에 파괴의 씨앗을 품고 있다.
만약 이것이 부분적으로나마 사실이라면, 여기 모인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고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몸 안에 죽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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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d that Takes:
Choreographies of Torture

Derek A. Burrill
(UC Riverside,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A major byproduct of the War on Terror, the 9/11 attacks and the past decade and a half
of American military policy is the normalization of torture and the ubiquity of those
representations throughout film, TV and videogames.

For example, since I started this

study about 5 years ago, I have counted over 150 TV shows (not episodes) that have
featured torture scenes, at least once. The politics of this normalization are extremely
problematic, particularly for the ways we understand bodies, corporeality, and pain in
relation to movement, narrative, and embodiment. Each torture scene - as viewed on TV
or film, and as played in a videogame - can be analyzed and understood as a macabre pas
de deux, where the torturer and tortured follow scripted norms and accepted choreographies
as imagined by the producers of each show, film and game. These choreographies, in turn,
serve as a reflection of the increasing disposability of bodies of color and the overarching
hegemonic American masculinity that is constantly celebrated and rewarded.
presentation will include clips from TV shows, films and videogam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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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d that Takes:
Choreographies of Torture

Derek A. Burrill
(UC Riverside, Associate professor)

I’ve been asked here very generously to tal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war and

dance, and in particular, torture, choreography and the body. In aligning the critical

study of dance with the critical theorizing of war, dance studies, once again, proves

itself to be among the most promiscuous of disciplines, an inhibition provoked by the

centralized position of the body within the discipline. Although dancers will tell you

they torture their own bodies in pursuit of their art, this is not the torture to which

I refer. I want to think with you today about politically and ideologically motivated
torture, torture that I define as the systematic, deliberate and choreographed inflicting

of pain upon another with a particular aim or aims. I do not include consensual acts

of violence against the self (i.e. cutting) and sexual practices (BDSM), although it can
be argued that these are types of torture, but with very different efficacies and aims.

Today I will try to convince you that if we understand torture as a kind of choreography,

we can leverage insights from dance studies and body studies to think deeply and critically

about what torture does not only to people who are tortured, but also to those of us

that think about torture, read about torture, watch representations of torture (Zero Dark

Thirty, for instance, or the TV show 24) and enact torture (i.e. in a video game), while

considering violence in general and its effects on the body.

I think that it’s fair to say that those of us in the humanities have a very political

and politicized relationship to our work, and so it sometimes feels as if our work is

esoteric or negligible when it comes to real world pain (hence the turn toward affect
across the humanities, I suspect). The book Choreographies of 21st Century Wars

is an important first step in solidifying this alliance, as well as configur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rwoven subjects of body, dance, movement, violence and war.1)

Indeed, as the editors argue, all choreography is political. This book is also significant

because dance studies has always been about the body, about labor, control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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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n the past has too often relied on discussions of art and aesthetics, instead of ideology.

(If ever there were a time for the two to be productively mutually-imbricated, it is now,

as we witness the rise of global fascism and the authoritarian cult of personality surrounding

the narcissistic, racist, misogynist, repellent human garbage dump that is Donald Trump.)

Similar to the centralized position of the body in dance, I’ve always seen a produ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y of the body – particularly in terms of gender, sexuality

and race – and the study of violence, particularly in TV, film and videogames. Conceptions

of technology are a constant underlying discourse when it comes to theorizing media,
the body and dance – particularly what I call haptic technologies, or technologies that

are embodied, or that use the body as its lines of force and power. Think here of

gait recognition technologies, where an algorithm compares different human movement
patterns in order to identify a particular subject, most often a criminal. Or, an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a device that restores the heart to a regular rhythm – this is

also a favorite tool of torturers, particularly the American CIA and the Russian FSB.

Both of these haptic technologies were ostensibly created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and act upon the body in a positive manner, but have been repurposed for control,

domination, violence and pain.

So, I argue that torture, at its most essential, can be understood as a form of technological

choreography, just as any other form of violence can be. It is choreographed according

to the desires of the torturer, the ‘ethical’ framework the interrogator is operating within,

the site where it takes place, the duration and tools used, and the level of resistance

and/or capitulation from the tortured subject. Like traditional dance-based choreography,

torture is based on technique that is in turn based on expressive efficacy, and previous

knowledge from other ‘choreographers’. It has traditions according to history and locale,

as in the French style of torture used in the Algerian War, or North Korean forms
of torture, as practiced today by the current regime. Methods of torture take the form
of specific and motivated psychological and physical violence,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no psychological torture is not not physical, i.e. sonic bombardment or extreme

temperatures. Similarly, no physical torture is not not psychological, as in waterboarding,

a technique based on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fear of drowning.

But what is the point of using the term choreography to describe body mechanics

and behaviors – such as torture – discourses that are so different from what we collectively
(and traditionally) understand as dance? The utility is threefold, 1: It expands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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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ance to include representation as politics, while manifesting the political as always

representative. 2: It entreats dance studies to become more of an ideologically-aware

method. 3: Their combination can problematize both the differentiat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as well as mind and body, something that is essential in my opinion for
the future of historical, political and ethical dance studies.

For the bulk of my career as an academic, I have argued for an increased attention

to the body, particularly men’s bodies, as sites of signification, but also as the central
locus of lived experience. The ‘affective turn’ of the 2000’s was preceded by the rise

of masculinities studies and dance studies, and both of these were accompanied by what
are now called body studies. So, key to masculinities, from the beginning, has been
the man’s body and how it usually supports, occasionally questions, the larger concept

of hegemonic masculinity. How it is trained, maintained, objectified, harassed and most

of, all, questioned in the quotidian hierarchical machinations of groups of men, has

been central to understanding who men are and why the patriarchy is so principal to
capitalism and other ideologies of consumption, accumulation and subjugation. And,

while the rise of psychoanalytic theory and its dissemination into the humanities has
been key to feminism, women’s studies and media studies (not to mention so many

other disciplines), I seek to re-charge the man’s physique – and the body in general
– through haptic theory, or a mode of analysis which foregrounds the total corpus, the

entire body (instead of blindly replicating the mind/body split) as the site of meaning
making, learning and being. There is no mind/body separation or duality in haptic

theory; the body is the mind and is phenomenologically inseparable. Both are defined

and ontologically construed through movement and the sensate. I have applied and

utilized haptic theory in analyses of videogames, film, TV, theme parks, shopping malls,

etc., in an effort to understand how gender, the body and power coalesce to produce

subjects that are, at their core, always-already mediated.

Since the mid 1990’s, the connection between the mind and body, or rather, the

erasure of the invented spaces between them, has been a priority for relatively few in
various disciplines across the academy. We have not rigorously demolished the boundaries

created centuries ago as a part of various loathsome sexist, colonialist and racist

meta-narratives. Just last week, I read a study published in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s

journal, Circulation, suggesting that the risk of a heart attack more than triples when

a person exercises while angry or emotionally upset. Heavy exercise and serious 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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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raise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and both of these states can reduce blood
flow to the heart.2) Add to this study the countless technical articles in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journals that clearly show that bodies and minds work together to materialize
and filter experience, and therefore, function as loci that do not precede each other.

Concomitant to these developments in academia is the rise of the posthuman, the

concept that technology has enabled us, or will enable us, to transcend our bodies.

Transcendence is, of course, a particularly white, masculine, first-world desire, and an
ironic one at that, as it is precisely the white, masculine, first-world body that is the

posthuman hegemonic form sine qua non. Theorists like Donna Haraway have complicated

this twisted dream by making room for feminine and queer bodies, particularly in the

shape of the cyborg, a figuration that has the potential for a productive hybridity, and

a space that moves beyond simplistic dualities and binaries. Similarly, Scott Selisker
carefully maps the worker/automaton in post WWII America, and how it shaped,

“conversations about the self and the other, the free and the unfree, democracy and

its enemies…”3) He also argues that totally controlled spaces (mental wards, for example,

and of course, torture chambers) create the possibility for, “forms of consciousness wholly

determined by their environment.”4)

These two theories lay bare a troubling reality: that while technology has traditionally

framed the body as an instrument for control and domination, it has also configured

it as a means of forgetting. To be tortured endlessly, to be an enemy combatant ceaselessly

entombed at Guantanamo Bay or the Salt Pit, is to have oneself removed from one's

body, to forget the external world, to forget one's history and desires, to disappear in

order to make the pain end. So, in some ways, the excesses of desire that stem from

the posthuman, and those that worship this final metamorphosis, is the very thing that

opens the space for torture to become normalized and quotidian.

Similarly, the

automatonization of public and private subjectivity allows for the body as the part of

the self, that is itself, an affect of the mind. If the mind is programmed (or deprogrammed),

the notion is that the body will follow, ideas based, again, on a mind-body split. Part
of what is critical here is that the body, by feeling pain, by its composition of nerves

and skin, is where the source of affect begins, where the energy is manifested. This

means that the body is the site where resistance is urgently possible, whether it is in
the torture chamber, in the factory, in front of a terminal, or on a concert stage.

The biopolitics here are clear. Do we re-think how we approach the body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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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ssert the importance of the body as subject, perhaps even something that transcends

subjectivity, or do we continue down the road that leads to the body as an ?ber-marionette?

Which itself often leads to the dangerous precipice of essentialism? This should also

force us to question the kinds of ideological choreographies we invent in order to maintain

our dominion over the object world, so that maintaining a carefully constructed divide

between the two allows us to do two things: 1) mold discourse so that the subject

always ends up on top, and 2) over-simplify how we order our worlds, and thus more

easily denigrate and destroy our environment by turning everything and anyone into

an object (here I am thinking of how the Brazilian judiciary has acknowledged that

the rain forest has rights). Choreography, thus, is a central operator in these debates,

for it can be framed as something transgressive and revolutionary, or as just another

form of labor that works as torture does - where everything can regrettably become
a furthering of technique, frozen in the is/isn't binary, where either a tree is a sacred

object or an as-yet unformed industrial material. This line of thinking leads us to a

body that is simply a site of information to be accessed by any means necessary.

Thus, I feel that representations of torture are entirely potent as a cypher for how

war functions as subject-group discourse and performance, a form that naturalizes the

insidious normalcy of the transformation of analog subjects (living, breathing beings)
into mediatized representatives of an object-ideal - the perfect soldier-citizen, or the

dehumanized body of a ‘terrorist’. In this system - the war videogame, for instance

- the body as avatar is presented as possessing the equivalent value of a real body, itself

a product of violence as logical extension of state and globalized violence. The politics

of technological choreography are therefore the politics of war, and vice-versa. Violence

is, as Foucault writes, an extension of capitalism and the processes of accumulation.

Thus, the corpus as body and as social collective has become the monolithic site of
torture, under the guise of the accumulation of information, created and disseminated
as both fact and fiction by state- and corporate-run global media. The result of this:

a body becomes a vast accumulation of knowledge, affect, emotions, etc., that the torturer

seeks to annihilate. Torture is a choreographed representation of death. And so it functions

as capitalism's logical end. But can there be an end? We've been here before - and
remain here - with fascism, the Holocaust, genocide, climate change, the sex trade.

Put another way, if the Holocaust is the natural outcome of German fascism, then

torture for pleasure is a natural outcome of free-market democratic capitalism. Frigh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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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ay the least.

It is here that imagining torture as a choreography is most significant, for choreographic

systems are open to interpretation, analysis and deconstruction, just as torture must be.

Finally, by understanding torture as choreographed and as choreography,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debilitating and dehumanizing effects the process has not only on the

survivor, but on the torturer as well, effects that if better understood could lead the

way for those ordered to torture to resist, particularly on the basis of violations of their

basic human rights, the human right not to inflict pain on another. I've always had
a sneaking suspicion that there was something potentially fascist and authoritarian about

the act of choreography. Like any act of construction, the act contains within it the

seeds of its own destruction. If this is even partially true, then everyone in this room

knows more about torture than most, and contain within their bodies the seeds of its
demise.

1) Morris, Gay and Jens Giersdorf, Choreographies of 21stCenturyWa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2) Smyth, Andrew, Martin O’Donnell, Pablo Lamelas, Koon Teo, Sumanthy Rangarajan and Salim Yusuf, “Physical
Activity and Anger or Emotional Upset as Triggers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Circulation vol. 134.15,
pp. 1059-1067.
3) Scott Selisker, Human Programming: Brainwashing, Automatons and American Unfreedom, Minneapolis: U of
Minnesota Press, 2016, p. 9.
4) Ibid,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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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개요
오천년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광명의 빛을 감추기 위해 저들이 드리운 어둠의 장막 역사는 시
대마다 사안마다 다양한 폭력의 모습으로 민중들의 꿈과 희망을 통제하고 빼앗고 짓밟아 왔음을 알 수
있다. 무력과 권력으로, 계급과 자본으로, 그리고 편향된 이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중들은
꿈과 희망, 그리고 촛불과 몸짓으로 꺼지지 않는 빛을 지키기 위하여 시대마다 거리로 뛰쳐나와 어둠의
장막을 거두고 빛의 승리를 이루었다.
지난해 박근혜 일당들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주말촛불집회와 11월 4일 문체부에 의해 작성된 블랙
리스트 관련 예술인들의 기자회견 이후 광장에는 텐트촌과 극장이 세워졌고 어느덧 100여일 동안을
광장의 텐트촌 생활과 춤 예술행동으로 추위와 싸우며 촛불혁명의 승리를 거두게 한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은 매주 주말마다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천만이 넘는 촛불들이 모여 광장
에 불을 밝히고 힘을 보태준 깨어있는 시민행동 덕분이며 또한 전국 각지에서 모여 정부의 문화 폭력에
항거하는 각 분야 예술인들의 연대행동 그리고 무용인희망연대를 중심으로 무용인 300여명의 서명운
동, 젊은 춤꾼들의 저항의식을 보여준 <목요 1인시위>, 광장극장 블랙텐트에서의 <몸, 외치다> 춤
공연 그리고 (사)한국민족춤협회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하야 릴레
이 금요 춤 행동 <하야하라~굿> 공연 그리고 광장특설무대에서 펼친 <훠이~ 훠이~ 민족춤이 나가
신다>공연, <씻김굿 100미터 베가르기> <광장토론회>등에 함께한 시민들의 격려와 힘이 아닌가 생
각해 본다. 우리는 지난겨울의 촛불운동과 광장블랙텐트를 통한 예술행동과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민
주화를 위한 정확한 목표 지향적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문화예술의 민주화 실현을 위한 주체세력의
명확한 인식과 함께 그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터득하는 춥지만 값지고 소중한 시간을 보낸 것이다.
저항의 몸짓, 겨레의 몸짓, 생명의 몸짓과 정신으로 사회와 소통하려는 의지의 표현과 목소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명나고 때로는
애절한 몸짓으로 우뚝 서기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강국의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서 분단 70년이란 민족적 비극은 민족춤, 민족예술의 맥을 잇
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민족예술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문화교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시대 모든 춤꾼들은 “아름다운 예
술보다는 아름다운 사회가 먼저다”라는 명제를 가슴에 새기며 온몸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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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독립협회 절정기였던 1898년은 만민공동회라는 근대적 집회와 시위의 기원을 연 해이기
도 했다. 당시 종로에 모인 사람 수만 명은 어떤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을까? 당시
외세의 내정간섭과 수구파에 의해 국정개혁이 막히자 마침내 독립협회가 주도한 최초의
민중대회였다. 120년 전 만민공동회는 아직 민주역량이 배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다
는 것에 그 위대함이 있다. 만민공동회의 정신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평화적인 촛불집회
로 역사의 맥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 유월민주항쟁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작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과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민심이 촛불집회로 나타났다. 10월 29일 2만명으로 시작되어 2차는 20만명, 3차는
100만명, 4차는 96만명, 5차는 190만명, 6차는 232만명 등으로 급증했으며 국정농단
규탄에 초점을 맞췄던 구호는 박대통령하야 박대통령 즉각 퇴진, 박대통령 탄핵으로 바뀌어
갔다. 특히 6차 집회에 모인 232만명이라는 인원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처럼 2016년 10월 2만명에서 시작했던 촛불집회 참가자는 2017년 3월10일 20차
집회까지 누적기준으로 16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이 촛불집회는 장기간 이어진 대규모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일어나지 않는 등 유례없는 비폭력, 평화집회
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박근혜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문화예술계인사 가운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가 무려 9473명,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이 명단작성과 실행을 주도하였고 집요한 예술검열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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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는 통치위기를 돌파하려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대응이었고 박근혜-김기춘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공작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에서 기획, 지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단체가 전달 및 실행한 조직적인 국가범죄
행위였고 이 사건으로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김종을 포함한 국가고위 관료가
줄줄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Ⅱ. 세월호 참사와 춤의 조직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
면서 승객 300여명이 사망, 실종되었다. 특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 어린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세월호는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 졸속행정, 뒤늦은 구조작업, 해피아 문제, 선원들의
무책임, 등 수많은 인재로서 분노한 여론을 국무총리 사퇴로는 잠재우지 못했다. 대통령의
밝혀지지 않은 7시간 30분의 의혹은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감추기
위한 사후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필자가 2014년 4월 23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수요 상설공연을 준비하던 중에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는데 필자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이후의 모든 공연은 취소결정
이 되었다. 필자는 프로그램에 없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무사생환과 추모를 동시에
비는 기원춤을 즉흥으로 추었다. 같은 해 6월 17일 사진작가 안소휘, 피리 김재영씨를
모시고 팽목항으로 달려가서 진혼춤을 추었고, 같은 해 11월 15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부근에서 민예총을 비롯한 저항 예술가들이 처음으로 장르불문 집체극을 두 세 시간에
걸쳐서 각자의 연장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세월호 연장전”을 하였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 참사 앞에 문화예술인들의 각종 도구인 ‘연장’은 어떤 의미인지,
그 ‘연장’을 들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월호 진상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
예술인들이 ‘연장’을 들고 ‘연장전(延長展)’에 돌입하였는데 필자의 제자 10여명과 서정숙,
김경수 등과 한 시간 만에 몇 동작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2015년 2월 두 번째 팽목항 추모제를 기획하면서 SNS를 통해 춤꾼들을 모집하였는데,
창원에서 임신 8개월인 서지연, 대전에서 해남에서 거창에서 대구에서 여러 춤꾼들이 달려
와 주었고 민중가수 노래하는 나들, 시인 김명지씨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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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3월 14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진실, 피어오르다” 공연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였는데 김포민예총 풍물굿위원회와 장순향, 서지연, 박정희가 출연하였고 동시에
당일 세월호 천막에서 사단법인 한국민예총 고승하이사장님을 모시고 민족춤협회 창립준비
위를 출범시켰다.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민예총 조직 내 민족춤위원회 춤꾼들, 전국의
현장 활동가를 비로소 조직하였고 이듬해인 2016년 3월19일 대학로 SK스튜디오에서 창립
총회를 하여 한국민족춤협회가 탄생하였다.
민예총은 멀리는 해방 이후 그리고 가까이는 70년대 이래 다져진 민중민주 운동의 문화
적 결실이었고, 그래서 해방 이후 전국적 규모로는 최초의 진보적 예술 기구 탄생으로
보도되었다. 민예총의 춤 부문 대표 기구로서 민족춤위원회가 결성되었다시피 그전의 민중
춤 운동은 바로 민족춤 운동의 모태였다. 70년대 민족극운동을 중심으로 활발하던 운동이
80년대 민중춤으로 독립하여, 94년 민족춤제전은 여러 가지 긍정적 평가를 낳았다.
하지만 현장성 부재로 민족춤 운동성을 약화시킨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 후 민족춤제전이 중단(2005)되고 2006년 춤연대가 결성되었으나 창립총회 후
활동이 거의 없다. 한국민족춤협회는 선배들의 민주주의 정신과 사회참여활동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춤 백년을 설계하며 시대의 아픔과 함께 저항의 몸짓으로, 더불어
함께 연대의 몸짓으로, 사람 살리는 평화와 생명의 몸짓으로, 아름다운 춤보다 아름다운
사회가 먼저라는 정신으로 건강한 춤 생태계를 위한 생각과 실천들을 할 의지로 함께 가기
위해 춤을 구성하는 요소인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을 대표적으로 한분씩 함께하는 단체로
탄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몇 번의 법인 승인거부와 그에 따른 결격사유에 대해 끈질기게 재도전
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다수 포착되었으나 그것이 블랙리스트 존재인 줄은 꿈에
도 몰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되던 날 한국민족춤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승인이 났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세월호 천막에서 탄생된 한국민족춤협회는 사드반대, 파인텍 굴뚝
농성 고공투쟁 연대문화제, 팽목항 기억예술제, 그봄의 약속, 일본군 위안부, 일제강제징용
문제 등 수많은 현장에 몸으로, 춤으로 동참하고 연대하며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필자가 최근에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의 품으로’ 라는 주제로 과거 무시무시했던 현장
에서 춤을 추었는데 박정희 독재자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어진 무고한 사람들의 절규가
들려오는 듯 했다. 민중춤, 썽풀이춤, 현장춤으로 과거에 민족춤위원회의 현장성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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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술인 블랙리스트
많은 예술인들이 블랙리스에 이름이 올랐다. 필자 역시 블렉리스트 2관왕에 올려져 있었다.
블랙리스트는 유사시에 최우선적으로 처단 대상이다.
2016년 11월4일 블랙리스트 예술가들이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덕인
의 소리에 맞춰서 장순향, 이삼헌, 김경수, 한대수의 퍼포먼스가 있었다. 공연 직후 기습적
으로 천막을 펼쳤는데 그날부터 광장에서 블랙리스트 예술가들의 노숙농성이 시작되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을 이어갔다. 울산의 남지원, 우진수 외 부산의 강주미, 하연화 전남의
최용 외, 창녕 형남수, 그리고 정금희, 변우균, 변상아, 남기성, 전종출, 정병인, 서정숙,
이삼헌, 김경수, 솟대, 무예24반 무예 등 수많은 회원들이 전국 각처에서 달려와서 참여하
였다. 촛불집회 본무대에서 필자의 <하야춤>과 이삼헌의 <깃발춤>이 추어졌고 노숙농성이
끝나던 날 광장토론회를 하면서 텐트노숙농성을 마무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 정부의
문화 폭력에 항거하는 각 분야 예술인들의 연대행동 그리고 무용인 희망연대 중심으로
무용인 300여명의 서명운동, 젊은 춤꾼들의 저항의식을 보여준 <목요 1인시위>, 광장극장
블랙텐트에서의 <몸,외치다> 춤 공연 그리고 (사)한국민족춤협회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하야 릴레이 금요 춤 행동 <하야하라 ~굿> 공연 그리고
광장특설무대에서 펼친 <훠이~ 훠이~ 민족춤이 나가신다>공연, <씻김굿 100미터 베 가르
기> <광장토론회>등에 함께한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면서 춤으로
저항했던 순간들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이에 앞서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가 일어났고, 12월 5일(2차) 12월 19일(3
차) 2016년 2월 27(4차). 3월26일(5차), 11월12일(6차), 2017년 2월24~25(7차) 6차
민중총궐기 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추가되었다.
2015년 11월14일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후송된 백남기 농민은 317일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경찰의 부검시도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다 부검영장 집행포기로 11월 5일 영결식
을 치를 수 있었다. 필자는 1차 민중총궐기 때부터 페이스북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일반인
들을 대상으로 춤 기본기를 가르쳐서 현장에서 춤으로 저항했다.
대학로에서 출발한 행진대오에서 중간 중간 차량위의 이덕인 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필자
의 즉흥춤, 집단원무를 추면서 행진을 이어갔다. 경찰차벽과 마주친 농민들과 시민들은
밧줄을 잡아 당겼고 최류액이 섞여있는 물대포를 맞으면서 밧줄을 잡아 당기는데 바로

232 제27회 전국무용제 기념 제20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The 20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in commemoration of the 27th Korea Dance Festival

옆에서 누군가가 쓰러졌고 그 위로 잔인한 물줄기는 계속 쏟아졌다. 그 분이 바로 백남기
농민이었다. 2차 민중총궐기에는, 대학생 100명을 집행부로 부터 지원받아서 본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트럭위에 올라 간단한 동작으로 구성하여 지도하고
대학로까지 행진하며 떼춤을 추었고, 필자는 행진 선두차량에서 구호와 함께 춤을 선도하며
행진하였으며 행진 도중에 한국민족춤협회 회원들의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비는 춤판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서울대병원 입구에 설치된 농성천막에서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
는 천막 농성장에서, 경찰의 부검을 저지하기 위해 매일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집회 때 마다 문화제가 열렸는데 이삼헌, 장순향의 춤이 적극 참여하였고 노제 때 이삼헌의
춤과 김미선의 춤이 추어졌다.

Ⅳ. 민중춤 운동사
80년대 후반에 광범위하게 펼쳐진 노동해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마산수출자유
지역으로 불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전용 공단으로 외국의 선진기술 및 자본의 도입과
수출, 고용창출 등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1970년에 착공 설치되었는
데 필자는 대학시절에 위장 취업을 하여 현장에 직접 공장생활을 경험하면서 노동운동과
노동의 춤동작을 안무하여 마산지역에서 공연을 했다. 부마민주항쟁이 내게 남겨준 교훈과
동시대적 고통 속에서 나의 춤의 세계는 자연스럽게 노동, 해방의 춤으로 내달렸다.
1984년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학교생활과 동시에 퇴근 후에는 베꾸마
당이라는 단체의 연습실로 향했다. 베꾸마당은 경남대학교 탈춤반 출신들이 1986년도에
활동무대를 대학에서 사회로 옮길 목적으로 조직하였는데 1987년 제1회 전국민족극 한마
당에 < 말뫼뻘사람들>을 올리는데 안무를 하기도 했다. 마산 3.15의거를 작품화하였고,
부마민주항쟁을 최초로 춤극으로 <아! 조국, 나의 땅>을 1989년도에 발표하였는데 경찰의
방해로 인쇄물을 한 장도 내어놓지 않는 조건으로 공연을 겨우 하기도 했다.
1993년에 광주민주화운동을 내용으로 <00518춤> 춤극을 발표하는데 역시 당국의 방해
와 저지로 인쇄물을 내어 놓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여 공연을 올렸다.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민족일보 조용수사장의 추모춤, 인혁당 사건의 이수
병선생의 묘소(의령소재), 정신대,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추모제, 베트남, 일본,
제주도 4,3항쟁 등 핍박과 반역의 땅에서 극악무도한 독재자들에 희생된 현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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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다니며 지금까지 춤으로 저항하고 투쟁하고 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
민중춤을 얘기하면 1987년 7월 9일 고,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행렬에서 연세대 정문
앞에 이르렀을 때, 이한열이 쓰러졌던 연세대 정문 앞에서 춤으로 불의한 권력의 시대를
응징하려했고 춤으로 투쟁했던 이애주 선생의 이름부터 비롯된다.
이어서 민중문화운동의 대부로서 대학가 탈춤운동을 선도한 채희완, 민예총 민족춤 위원
회의 민족춤제전을 10여년 연출, 기획해 온 김채현, 전교조 출범의 초기에 맏물려 선풍적인
관심을 모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춤극을 안무한 강혜숙, 1981년 이화여대
옥상 전단지 배포로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을 8개월 살고 1986년 춤패 ‘불림’을 탄생시키는
산파역할을 한 조기숙, 춤평론가로 활동을 하였고 1986년 5월 신선소극장에서 춤패 ‘불림’
창작공연을 올린 이지현, 1989년 풍물 춤패 ‘깃발’의 이름으로 3회공연(1991)을 하고
활동을 접고 평론가로 활동하는 김영희, 전통무용가로 중견무용가를 양성하고 있는 김경란,
정도로 언급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활동은 1990년대에 멈추었거나 제도권으
로 돌아갔다.
한편, 중앙집중적인 무용계의 지형과는 달리 관심이나 집중을 받지 않았던 변방의 영남지
역은 실로 춤의 본향임에도 불구하고 불모지였다. 이는 극장의 무용도 그러했고, 투쟁현장
의 춤도 마찬가지로 무용계의 관심 밖이었다.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 전국에서 주최되고
있는 집회나 공연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당시는 서울과 지역 간 차는 극심했다.
필자가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경험하여 만든 <노동의춤 1984>이나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대학동문 춤패를 조직한 춤패 <터·울림 1987>은 지역에서 언론 사회
단체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례 이지만 무용계는 현재까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춤패 <터·울림 1987>이전에 창립된 <장순향춤패 1984>는 지역에서 고 이필이, 정양자,
박성희 3인 체제였던 지역의 춤구도가 20대 젊은 피 수혈로 무용계 지형이 완전히 바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엄밀히 밝혀 본다면 몸지 (2006.5. 41pp)의 ‘불림’보다 먼저 활동하
였던 것이다. 젊은 무용가들이 전무했던 지역에 이동근(발레전공)이 귀향하여 기대를 걸고
사회적 역할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고민하던 차 후배들이 한두명 졸업
후에 돌아와 <춤패 터·울림>을 조직하였고 공연을 여러 차례 가졌으며 세포분열을 거듭하
여 현재 경남지역 각처에서 중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외에도 민예총 마창지부를 주도적으로 조직하면서 민족춤위원회를 조직(1988)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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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채희완의 영향으로 부산지역이 민중춤이 움트기 시작하면서 최은희를 비롯한
경성대 출신들의 중심으로 춤패 ‘짓’ 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
1995년부터 직장인 문화패 <신바람> 춤 분과로 춤꾼들 모임이 있었는데 남한사회 춤운
동을 결심하고 전문패를 창단하였다. 이후 결성된 <춤패, 출>조직도를 언급해 보면. 단원전식렬, 구영회, 이은하, 김경수, 박인희, 김경희, 박수진, 하지숙, 오현경, 장세린, 이주현,
김희선 외 다수가 1999년 창단-2015년 해산하기 까지 수많은 투쟁현장에서 공연을 하였
다. (붙여줄 것)하지만 전식렬 대표 구속. 국정원의 압수수색 후 미행, 단원들 조사 등 정치
적 압박 등으로 안타깝게 문을 닫았다.
한편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족춤패 <너울1984>이 있다. 우리춤연구회를 시
작 으로 지난 30여 년간 소외된 계층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을 춤으로 풀어내고 있다.
1990년 민족춤패 너울로 정식 창단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민중들의 삶과 애환,
소외계층,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문제 등을 해학과 풍자로서 창작, 공연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올린 대표적인 작품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황소울음>, <이해별곡>,
<귀향> 등이 있다. 청주대학교 무용학과 79학번 오세란, 이미영, 허연화를 주축으로 우리춤
을 공부하는 학술 모임으로 출발하였는데 장사훈, 강혜숙 교수가 큰 도움을 주었다. 몇몇
춤운동가들이 1990년대에서 거의 활동이 멈춘 것에 비해 장순향, 오세란은 30여년 세월을
길바닥에서, 현장에서 노동자, 농민과 소외계층, 기층 민중들과 함께하고 있다.
문화운동 1세대의 대표로 채희완, 김채현, 이애주, 강혜숙에 이어서 장순향, 오세란은
아직 현장에 남아있다. 민중춤의 시대적 소명은 유한하지 않다. 필자와 함께 문화운동 1세
대와 동시대에 현장에서 땀 흘리고 뒹둘고 저항했던 오세란을 비롯하여 지역의 많은 민중춤
꾼들이 한국민족춤협회의 깃발 아래로 다시 모여 사회와 소통하려는 의지와 목소리를 대변
하고 “겨레의 몸짓 세계 속의 우리 몸짓“을 슬로건으로 더 넓고, 높게 비상하여 사람들
삶속에 녹여내어 그 역사문화예술성의 본분을 다하고자 한다.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였고,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구속하는데 적극 동참하였으며 국정원 앞과 청와대 앞의 시위에
적극 가담하여 문화활동가로서 역할과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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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문화예술의 민주화와 남북 춤 교류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에는 사전 검열에 의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국가
와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과 생명 존중에 대한 철학마저 부재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그 일당들은 국정원과 댓글부대 등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 최순실 일가에 대한 의혹 등
치부를 감추고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국정농단과 함께 문화융성이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형태의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작성과 국정교과서 편찬을 추진해 왔다. 이제 국민의 심판과
헌재의 심판으로 탄핵은 인용되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지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문화예술의 민주화가 구현되었다고 안도해도 되는가?
우리는 촛불운동과 광장블랙텐트를 통한 예술행동과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민주화를
위한 정확한 목표 지향적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문화예술의 민주화 실현을 위한 주체세력
의 명확한 인식과 함께 그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터득하는 춥지만 값지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제 사단법인 한국민족춤협회 뿐 아니라 온 몸으로 광장을 지켜온 문화예술인들은 저항
의 몸짓, 겨레의 몸짓, 생명의 몸짓과 정신으로 사회와 소통하려는 의지의 표현과 목소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명나고 때로는 애절한 몸짓으로 우뚝 서기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강국의 자랑스런 역사 속에서 분단 70년이란 민족적 비극은 민족춤, 민족예술
의 맥을 잇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민족예술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문화교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촛불광장이후 예술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결성된 문화예술노동연대, 블랙리스트
및 광장 예술인들의 지속적 감시와 연대를 위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결성 등은 이 땅의
장막과 적폐를 거두고 진정한 문화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연대의 몸짓으로 향후 두 단체의
활동에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기대해 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노동계는 노동자
적폐청산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1과제로, 농민들은 1980년대 농산물 수입개
방으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농업해체, 농촌붕괴, 농민분해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으
므로 농정대안을 요구하고, 민주화 이후 30년, 여전히 광장에서 여성들이 외치는 구호는
“성평등은 민주주의 완성”이다. 미투운동이 조용해진 광장을 소란스럽게 하고 다시 촛불을
든 이들 역시 여성이다. 선거제도와 개혁과 개헌, 종말고고도지역방어 (THAAD)체계 도입
문제, 탈핵, 등등 촛불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방향성을 각 분야에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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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계는 어떠한가? 학교에서, 연습실에서, 공연장에서, 무형문화재 보존회 등에서 건강
하지 못한 생태계는 촛불정부 탄생에도 아랑곳 없이 여전하다. 또한 예술인 강사 처우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은 타분야 와는 인식차가 너무나도 크고,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사태는
단원들이 광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제2의 6.15시대라고 할 수 있는 4.27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4,27 시대의 궁극적인 실현은
우리의 몫이고 촛불시민의 몫이다. 4.27시대를 개척하고 완수하는 길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투쟁의 촛불을 놓아서는 안된다. 촛불혁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자주와 평화통일의 길을 개척하고 완수할 때까지 촛불시민들은 여전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분단으로 남북의 춤이 많은 이질감을 낳았지만 흔히
북측춤이 혁명적, 사상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하겠으나 서정적이고 매우 익살스러
운 춤도 많다. 집체극인 <아리랑>은 어린아이를 안고, 걸으며 피난을 가는 극적 표현력은
추운겨울 눈이 휘날리는 장면에서 극적 대미를 장식하는데 그것에서 혁명성을 찾기는 어려
웠고 인민성을 강조하여 잔잔한 인민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무용 및 민속예술이 상당한
정도에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단지 ‘낭만’적인
민족 동질감에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 민족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남북의 김치가 지닌 외형상의 유사점에 현혹되지 않고 김치 맛의 차이에 더 주목할 때
무용 및 민속예술의 실질적인 교류사업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북측은 1988년에 무보의 자모 체계를 영문으로 발간하기도 하였는데 <무용표기법의
자모체계>(Pyongyang. Korea. 1988) 목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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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2006년 여름, 겨울(2006. 12. 19∼ 12)북측해외 유일예술단 금강산 가극단에 파견되어
남측 춤을 전수시킨 바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측의 춤을 가르쳐 주고 나면
저녁에는 북측의 대표적 명작인 <북춤>을 동행한 제자가 전수받았다. 조국통일과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춤 교류야말로 필수요건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 했던 최초의
시도였다. 가극단 단원들은 한결같이 춤으로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연습에 몰두하였다. 2005년 평양방문과 피바다가극단 연습장면, 공연, 아리랑 집체극 관람
의 경험으로 남측춤과 북측춤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특별히 북측의 과학적인 무보의 기록
은 놀라웠다. 1988년도에 영문으로도 출판되었다.
또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가 지난 8월 14-15양일간 남북해
외 3자연대 대회로 성황리에 치루어 졌다. 남북노동자 통일 축구대회가 8월 11일 상암경기
장에서 치루어졌고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예선 남북단일팀 코리아와
대만의 경기가 17일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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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두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발표로 역사의 새시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한명의 춤꾼이 내딛는 백걸음보다 백명의 춤꾼이 내 딛는 한걸음이 값지고 소중하고
필요하다. 시대의 아픔과 함께 저항의 몸짓으로, 더불어 함께 연대의 몸짓으로, 사람 살리는
평화와 생명의 몸짓으로 통일시대, 통일춤을 추자.
춤이란 모름지기 불잉걸의 장엄을 안고 추어야 한다, 불의에 저항한 무덤 앞에서, 독재정
권 폭압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추어야 한다. 첫 발 떼기에, 한 발 떼기에 부르르
천지간이 흔들리게 자주통일, 민족통일, 평화통일, 통일춤을 추어야 한다.
민족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무용인의 우선 과제로 첫째, 재외 무용인의 역할이다. 한반도
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임을 고려하여 해외 각국에서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는 해외동포 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무용단체 및 학술단체의 통일 지향적 활동이다. 무용교류는 분단 지역 간 신뢰회복
과 이해증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점에서 한민족 학술대회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학술대
회서 남, 북의 춤을 비교분석하고 비평하면서 통합의 길을 모색한다면 70여년 남북으로
끊어진 무용사가 제대로 정립되어 질것으로 생각된다.
문화만큼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시키는 요소는 없기에 몸으로 보여주는 춤이야 말로
가슴 깊은 곳까지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득 실어 희망의 닻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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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out 5,000-year-old history of Korea, dreams and hopes of the people have been
controlled and even destroyed by various forms of violence such as physical force, power, socal
class, capitalism and biased ideology. Therefore, people ran out to the streets with candles to light
up our dreams and hopes, and finally expel the darkness and achieved the victory of light.
Last year, the influence peddling scandal of the former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confidants triggered citizen’s weekend candlelight protest. Furthermore, after the press
conference of artists whose names were on the blacklist crea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re had been dances and performances at the tents and theaters
temporarily built at Gwanghwamun square. What was the source of power of such movement that
lead the candlelight revolution to the victory?
There is no doubt that the biggest power came from over 10 million people holding candlelights
in such freezing weather every weekend, and from their support towards the collective actions of
artists from various genres such as 300 dancers’ signature collecting campaign, and various
performances done by young dancers such as Thursday One-man Protest, Body, Shout, Shaman
Ritual for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Relay Friday dance organized by The Korean People Dance
Association, Hwoi, Hwoi, ere Comes the People’s Dance, Shaman Ritual for Cleansing the Soul of
the Deceased, Tearing 100 Meter Hemp Cloth and Debate at the Plaza. In addition to these
dances, citizens who took part in the Debate at the Plaza also contributed to the social
reformation.
Through the candlelight Protest of last winter and artists performances in the black tents at the
Gwanghwamun plaza, we established a goal oriented direction and realized substantial ways for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art.
Now it is time for us to be excited to create a beautiful society in which we can all laugh and
live happily together through movements of resistance, gestures of life, and expressions of will to
communicate with communities.
Due to the national tragedy of 70 years of division, history of dance and arts as unified Korean
has been discontinued but considering the 4.27 Panmunjeom Declaration, we should make
continuous efforts to recover homogeneity of North and South Korea Cultures. Furthermore,
dancers of these days should reminds themselves that “Beautiful society comes before beautiful
arts” and put it into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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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The year 1898 was the peak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beginning

of modern rallies and demonstrations. What kind of issues di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gathered in Jongno discuss at that time? It was the first popular convention

led by the Independence Club, after being blocked by foreign intervention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country, and by conservatives. What made this event so great was that
it happened 120 years ago when democracy was not yet cultivated in Korea.

The spirit of social actions led to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spirit of history continued through nowadays candlelight protest.

In October, 2016, after the news report that the president Park Geun-hye’s heavyweight

was involved in state affairs, the furious public expressed themselves through candle

protest and that continued until the resignation and imprisonment of the former president

and her confidant, Choi Sun-sil. It started with 20,000 people in October 29, and the

next protest, there had been 200 thousand, for the third protest one million, at the

forth 960 thousand, and then 1.9 million people had gathered. Finally on the sixth

protest, the number jumped to 2.32 million. The slogan at the beginning emphasized

denouncing interference of state affairs, then it Janged from resignation to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Park. In particular, 2.32 million people gathered at the sixth rally were

the largest number in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As such, the 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in candlelight protest, which started at

20,000 in October 2016, exceeded 16 million based on cumulative basis until March

10, 2017. In particular, the candlelight protests were large-scale rallies that continued

for a long time, but no violence broke out, creating a new history of Korea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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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unprecedented non-violent and peaceful rallies.

The nation was in shock when the news that the government created an artist black

list as a part of meddling scandal broke out. Among the figures in the cultural and

artistic circles, as many as 9,473 were on the blacklist, Kim Ki-chun, a former chief
of staff,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led the list to write and execute, and

a relentless art censorship took place.

The blacklist was a strong ideological measure to breakthrough the crisis of Park’s

reign and a signal that informed the revival of political maneuvering that included Park

Geun-hye, Kim Ki-chun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 blacklist was an organized

national scale criminal act, planned by Cheongwadae, the Korean presidential residence,

execu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groups affiliated with

the national organization Due to this case, the president Park Geun-hye, top officials

such as Kim Ki-chun, Jo Yun-seon, Kim Jong-deok, and Kim Jong were arrested, which
was an unprecedented political situation.

II.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Organized Dance Events
About 300 passengers were killed and went missing when the ferry Sewol sank near

Jindo Island on April 16, 2014. 324 students who were in the second grade of Danwon

High School in Ansan area went on a school trip to Jeju Island, and those young students

became victims of such a tragic incident.

This disaster was all caused by the government failure of taking an immediate action,

rough and hasty administration, belated rescue efforts, problems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negligence of the crew members. Although the prime minister

stepped down to take the responsibility, it coudln’t calm down the furious public. Police

investigation is still going on to find out the unidentified alleged seven and a half hours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after the accident was reported and deliberate fabrication

of Park’s administration to cover-up their poor initial response.

When the Sewol Ferry disaster occurred, I was preparing for a regular performance

for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on April 23, 2014.

Although all the performances were cancelled on the day of the disaster, I improvised

a prayer dance for safe return of those people lost at sea. During the same year, I 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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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ngmok Port and presented a dance with Kim Jae-young, a piri, traditional flute player

and Ahn So-hui, a photographer. On November 15, 2014, artist-activists including members
of the Korean People Artist Federation were gathered to produce a street theatre which

include all different genres of arts. In the performance which lasted for about two to
three hours, artists from various genres used their own artistic tools to demand the

truth of the disaster. This performance was called The Sewol Ferry Yeonjangjeon which
means both using “yeonjang (literally means a tool in Korean)” to fight for the truth

and “yeojang(also literally means an extension of the time period)” to mean that they

will not stop fighting until the truth of The Sewol Ferry comes out. Performers including

Seo Jeong-suk, Kim Gyeong-su, ten of my students and me came up with a few movements

only in an hour and presented on the stage.

In order to organize the second memorial performance at Paengmok Port on February,

2015, I recruited dancers through social network systems and those who came for the

performance were Seo Ji-young, an eight-month-old pregnant woman from Jangwon,

Jeon Yeon-sun from Daejeon, Kim Young-ja from Haenam, Han Dae-su from Geochang

and Park Jeong-hui from Daegu, Mun Jin-o and Kim Ga-young, singers, and Kim
Myoung-ji, a poet.

On March 14 of the same year, we staged a performance, Truth is Blooming with

family members of the The Sewol Ferry victims at Gwanghwamun The Sewol Ferry

Square and performers were members of Pungmul Gut committee of the Korean People

Artist Federation Gimpo branch, Seo Ji-yeon, Park Jeong-hui, and Jeon Yeon-sun including

me. On the same day, with Go Seung-ha, the head director of the Korean People Artist

Federation,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Korean People Dancer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the Sewol Ferry memorial tent. A year after,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People Dance Association was held at SK Studio on March 19, 2016.
Minyechong, the Korean People Artist Federation was the cultural outcome of the

democratic movements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and the 1970s. It was allegedly

known as the birth of the first progressive art organization on a national scale. As we
can see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eople Dance Association as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dancer sector of the Korean People Artist Federation, Previous dance

movements as popular movements gave birth to Korean people dance movement which

was derived from the national theatre movement in the 70s. Later dance gained independence

from the theatre movement and finally in 1994, the National Dance Festival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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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positive evaluation.

However, it can not be denied that due to the absence of understanding of the real

field, the problems causing weakening of the Korean dance movement were exposed.

Since then, the national dance festival was stopped in 2005 and a dance alliance was
formed in 2006, but there has been little activity since the founding general meeting.

The Korean People Dance Association, which inherited the spirit of democracy and

social participation from the predecessors, designed the 100 years of dance with a new

zeitgeist, and created the movement of solidarity while embracing the pain of our time,

was born by a group of artists who shared the idea that emphasizes the social participation

of artists and determined to put the idea into action for healthier ecosystem of dance.
But not knowing that there were many representatives and members on the blacklist,

we had kept submitting the approval documents t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ut they rejected each time and refused to give logical explanation on

the rejections. We didn’t even fathom the possibility of such blacklist existed even though

we found it quite suspicious. After continuous rejections, finally we were registered as

a corporation when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as impeached.

The Korean People Dance Association born in the wak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s in numerous venues including the anti-THAD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e Pinetech factory chimney rally, the Paengmok Port Memorial Arts Festival and a

performance called Promise of That Spring and through dance, I have taken part in

social movements and communicated with the society. I recently danced at a horrifying

site used to be a torture chamber, under the theme “Giving the Anticommunism

Interrogation Room back to the hands of the people” During the performance, I felt

like hearing the screams of innocent people who were unfairly sacrificed by the military
dictator Park Jeong-hui. There had been an effort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Korean

People Dance Association by creating dances focusing more on the present issues, namely,
Minjung-chum[Dance of the People], Sseongpuri-chum[Anger Releasing Dance] and
Hyeonjang-chum[Dance of the Present].

244 제27회 전국무용제 기념 제20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The 20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in commemoration of the 27th Korea Dance Festival

III. The Artist Blacklist
Large number of artists who were blacklist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I was also

listed twice. In emergency, those in the blacklist were the first to be dealt with.

On November 4, 2016, artists who were selected on the blacklist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statue of Admiral Yi Sun-shin. At the event, the Korean People Dance

Association affiliated dancers, Sunhyang Jang, Yi Sam-heon, Kim Kyung-su and Han

Dae-su presented a dance accompanied by Yi In-deok’s singing. Right after the performance,

a tent was set up, and a sit-in of blacklist artists started in the square, and they continued

to perform every Saturday. Many dancers from all across the country had come and
performed at the Saturday event, including Nam Ji-won and Woo Jin-su from Ulsan,

Kang Ju-mi from Busan, Choe Yong from Jeollanam-do province, Kang Eun-young

from Jindo, Hyoung Nam-su from Jangnyoung, Nam Ki-sung, Jeon Jong-chul, Jong

Byoung-in, Seo Jeong-suk, Yi Sam-heon, Kim Gyoung-su, members of Sotdae group

and Muye 24-ban and many more. At the main stage of the candlelight protest, I performed

Dance for Resignation and Yi San-heon presented Flag Dance, and the protests ended

with a discussion in the plaza on the last day of the sit-in. Our history will remember
the moments of every movement against the government’s brutality towards people in

arts and cultural sectors, and such actions and performances include 300 signature-collecting

campaigns led by Dancers’ Hope Solidarity, Thursday One-man Protest by young dancers

with sense of resistance, dance performance Body, Shout in the black tent, Friday relay

dance performance Shaman Ritual for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organized by the Korean
People Dance Association, Hwoi, Hwoi, Here Comes the People’s Dance on the special

stage at the plaza, Shaman Ritual for Cleansing the Soul of the Deceased, Tearing 100

Meter Hemp Cloth and Debate at the Plaza and crying for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while marching to the front of Cheongwadae, the Korean presidential residence. The
history will remember those proud moments of resistance.

Prior to all these, the first mass protest took place on November 14, 2015, December

5(2nd protest), December 19 (3rd protest), February 27, 2016 (4th protest), March 26

(5th protest), November 12(6th protest), and February 24, 25, 2017(7th protest). On

the 6th protest,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s resignation was added.

During the first public protest at Gwanghwamun on November 14, 2015, Baek Nam-gi,

a farmer was shot by the police water canon, fell into coma for 317 days and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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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eptember 25, 2016 after falling into a coma for 317 days. Baek’s funeral had been

delayed due to an autopsy attempt by the police but as the police renounced the autopsy

warrant, the funeral was held on November 5. As for me, since the first public outcry,

I have recruited participants through Facebook to teach ordinary people the basics of
dance and protested with dancing at the protest.

Marching started from Daehak-ro and each stop my improvisational dance accompanied

by Yi Deok-in who sang on top of a car, and group circle dance were performed. When

groups of farmers and citizens were blocked by the police vehicles, water canon mixed
with tear gas was fired to the protestors including me while we were trying to pull

a rope. As we were struggling, somebody next to me fell down and water was kept

being poured down on him violently and that somebody was Baek Nam-gi, the farmer

who were knocked unconscious by the water cannon. On the second protest, with the
support from the protest organizing committee, I had 100 colle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my choreography so I taught them simple dance movements at the square in front

of Seoul city hall until the actual protest started. We had marched toward the Daehak-ro

while performing the group dance that I led on top a truck, shouting slogans and dancing.

In the middle of the march, members of the Korean People Dance Association presented

a dance dedicated to Baek Nam-gi. for his recovery. Later, in fro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here the farmer Baek Nam-gi was hospitalized, I danced to pray

for the recovery of him. In order to prevent the police conducting autopsy, there had
been protests and Yi Sam-heon and I actively participated through dance. After he passed

away, Yi Sam-heon and Kim Mi-seon danced at the funeral ritual.

IV. History of Minjung-chum, Dance for the People
By the late 80s, labor movements were carried out widely in Korea and I became

deeply involved in labor struggles since I started to work at a factory in Masan Free
Trade Zone which was the first industrial complex constructed in 1930 to promote

exports, create jobs and introduce more advanced technology and foreign capital. While

I was working as a laborer without letting the company know my college student status,

I choreographed several pieces for the labor movement and those were greatly appreciated

by the workers in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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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my college graduation, I got a job as a middle school teacher. Every night

after work, I headed to the rehearsal studio of Bekku Madang which was organized

in 1986 by alumni who used to be the members of the mask dance club at the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move the base from college to society. In 1987, the

group choreographed a piece called People in Malmoeppeol for the first Korea National

Theater Festival, and Oh! Mother Land, My Country representing Buma Hangjaeng, the

anti-despotism protest held in Busan and Masan areas in 1989 but due to the police

interference, we managed to perform without even a single brochure.

In 1993, we presented a dance drama about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Movement,

00518 Dance and it was staged only after we promised the authority not to release
printed materials.

I frequently appeared at events organized by local civic groups, but the most memorable

performances were the memorial dance to commemorate the late Cho Yong-su, the

president of Minjok Ilbo, a progressive newspaper in Korea, and the other memorial
performance for Yi Su-byeong, one of the victims of Inhyeokdang,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at his grave in Euiryoung. I have continuously performed

at the memorial services for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the Bodo

League massacre in Vietnam, Japan and Jeju Island and kept struggling and fighting
through dance while longing for active social participation of dance.

Speaking of dance as an act of social movement, the history started since Yi Ae-ju

performed at the funeral of kate Yi Han-yeol, the Yonsei University student killed during

the demonstration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ship, at the main gate of Yonsei University

on July 9, 1987.

Following her were Chae Hui-wan who is the godfather of cultural movement through

mask dance drama concerning social issues on college campus, Kim Chae-hyon who

planned and directed the National Dance Festival of the Korean People Artist Federation
for 10 years, Kang Hye-sul who presented a dance drama called Happiness Is Not in
the Order of the School Grades which drew much attention along with forming of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Jo Gi-suk who was arrested and served

for 8 months for violation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fter distributing
political flyers on top of a building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1981 and in 1986,

played a main role to found a dance group, Bullim, Yi Ji-hyon who was a dance critic

and staged her work for the Bullim dance group at a the Sinseon Small Theate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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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986, Kim Young-hui who performed as a member of Gitbal percussion and dance

group three times in 1991 and became a dance critic. and Kim Kyoung-ran who is

a traditional Korean dancer who has trained professional dancers. Their social activities

came to a halt in the 1990’s and went back to the conventional society. Since most

dance activities centered around the capital, Youngnam area had become marginalized

from the dance world even though it was the origin of Korean dance. Dances both

in theatre and also at the sites of protest in out side of capital areas were beyond interest

of the dance world in general. The information gap between Seoul and other areas
was extreme unlike today when people can find almost everything about protests and

performances from all over Korea thanks to the Internet. For example, Dance of Labor

1984 that I created based on my experience as a laborer at the Masan Free Trade Zone

and the first college alumni dance group in Gyoungnam area called Teo·Ulim 1987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the local press and communities, the mainstream dance
world hasn’t recognised at all.

Established before the dance group Teo·Ullim 1987, Sunhyang Jang Dance Group

1984 was founded outside of Korea and it was a noteworthy event since it changed
the three-dancer(late Yi Pil-i, Jeong Yang-ja and Park Seung-hui) system by a group

of new dancers in their 20s joining the regional dance movement. Strictly speaking,
it even existed before Bullim dance group of Mom, the dance journal(2006.5. p.41).

When Yi Dong-geun(majored in Ballet) came back to his hometown, we asked him
to join, since we expected him to contribute to the social movement through dance

but he refused. However, upon their graduation, young dancers came back to our town

and we organized the dance group Teo·Ullim. The group has expanded and now became

a major dance group in Gyeongnam providence.

Furthermore, the group played an active role to organize Masan-Jangwon branch of

the Korean People Artist Federation and the Korean People Dance Association in 1988.

With the influence of Chae Hui-wan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Minjung chum,

a genre of Korean dance focusing on social participation of dance, started to emerge

in Busan, and the dance group Jit organized by Choe Eun-hui and Gyeongsong University

Dance Department alumni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new movement.

Since 1995, there has been a group of dancers in the dance division of the worker’s

culture group Sinbaram, which decided to move forward in South Korean society and

created a more specialized dance group called Chumpae, Chul. Members of th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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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Jeon Sik-ryol, Gu Young-hoe, Yi Eun-ha, Kim Gyoung-su, Park Su-jin, Ha Ji-suk,

O Hyeon-gyoung, Jang Se-rin, Yi Ju-hyeon, Kim Hui-seon and many more. The group

had performed in so many protests. since its founding in 1999 but it broke up in 2015

due to too much political pressure such as the arrest of the group leader Jeon Sik-ryeol,

and the government agency’s seizure, search, and spying on its members.

Meanwhile, there is a regional dance group in Cheongju called Neoul 1984, which

started as a dance study group and has been performing for the sweat, tears, and hope

of the underprivileged for the past 30 years. Since its official founding in 1990, it created

dances concerning the lives of the people, the pain of the poor, the underprivileged,
and the problems occurring throughout our society by using satire and humor.

The group’s most representative works have been Happiness Is Not in the Order of

the School Grades, Crying of a Bull, Song for Understanding, Coming Home and so on.

It orginally started out as an academic club to study Korean dance by O Se-ran, Yi
Mi-young, and Heo Yeon-hwa who were members of the class of 1979 Jeongju University

Dance Department with help of their professors Jang Sa-hun and Kang Hye-suk. While

most dance activists have almost stopped working in the 1990s, Oh Se-ran and I have

spent more than 30 years on the streets with workers, farmers and underprivileged people.
Although many have left, O Se-ran and I are still remain on the scene, following

the first generation of cultural movement activists Chae Hui-wan, Kim Chae-hyeon,

Yi Ae-ju and Kang Hye-sook. There is no time limit in pursuing the calling of dancing

for the people. Considering the fact that so many conscious dancers who gathered around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ctivists including O Se-ran, and join the Korean People

Dance Association, the voice to communicate with the society through dance has become

louder. Under the slogan “Movement of Korean People, Our Movement on the Globe,”

we, who actively involved in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and arrest of those

who created the blacklist, and actively engaged in demonstrations in front of Cheongwadae,

the Blue House, the Korean presidential residenc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ve maintained the legacy carried out the mission by reflecting lives of the people
in our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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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Arts and Exchange of North
and South Korean Dance
During the military regime, freedom of expression and creation was limited by

pre-screening of all artistic products. Yi Myoung-bak and Park Geun-hye, the two former

presidents didn’t even have sense of history and respect for human lives cause many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including alleged voting fraud through fabricating comments

written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terference of state affairs to seek personal

gain of Choi Sun-sil, the confidant of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creating

a blacklist, a new type of culture and art censorship and publishing government issued

Korean history textbooks, especially the last two were done under the pretense of flourishing

of Korean culture. Now, with the judgment of the peopl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Park Geun-hye was impeached and the new government has been established. However

is it safe to say that the true democratization of cultural art has been achieved?

Because of the candlelight protests and the artistic actions in the plaza black tent,

we could set up a solid goal oriented direction towards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art. It was hard time but precious moments that bring us to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al agents and specific practical methods to make it come true. Now, not

only the Korean People Dance Association, but also all those artists who were at the

protests work together to build a happier and more beautiful society and stand tall with

movements of resistance and of life, and with the strong will to communicate with

society.

In addition, it is sad to say Korean culture has been diverged into two due to the

70-year tragedy of division. However, As mentioned in the April 27 Panmunjeon

Declaration, we should keep working on restoration of homogeneity in Korean culture
through cultural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fter the candlelight protest, two organizations were formed in culture and arts sector.

The Cultural Art Labor Solidarity, which was established to enhance the rights of art

workers, and the Cultural Democracy Coalition for continuous monitoring and solidarity

of artists. Active participation and attention are needed for these two groups which

are expected to play the key role to end wrongful practice and cover-ups of such malpractice,

for settlement of true cultural democracy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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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auguration of the 19th president of Korea, Moon Jae-in, Labor leaders

call for the elimination of deep-rooted labor problems and the acquisition of basic labor

rights, and farmers request urgent measures concerning agricultural products import opening

which had caused destruction of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mmunities in Korea since

the 1980s. Women are still crying out “Equality among the sexes is the completion

of democracy” and holding candles at the square for the ongoing Me Too movement.

Since the auguration of the 19th president of Korea, Moon Jae-in, Labor leaders

call for the elimination of deep-rooted labor problems and the acquisition of basic labor

rights, and farmers request urgent measures concerning agricultural products import opening

which had caused destruction of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mmunities in Korea since

the 1980s. Women are still crying out “Equality among the sexes is the completion

of democracy” and holding candles at the square for the ongoing Me Too movement.

Since the candlelight protests, the direction of social movements has been suggested

in various fields in order to tackle social problems such as the election system, social

reform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issue related to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unilateralism, and so on.
What about the dance world?

Unhealthy systems at schools, dance studios, theatres, and conservation communities

still remain intact despite the birth of the new government. Moreover, compared with

other fields, there are still numerous unsettled problems considering art instructors and

temporary workers in dance. The dancers in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even walked out to the plaza.

The new era has unveiled since April 27 which could be regarded as the second era

of June 15. It is our job to reach the eventual realization of the spirit of the April 27

and the candlelight protests. In the course of pioneering and completing the goal presented

on April 27, we should not let go of a single candle of struggle. The candlelight revolution

is not over, but it is still ongoing. The candlelight protesters have still carried out the

mission until the road to peaceful unification is explored and completed. Due to the

division of Korea which lasted more than a half of a century, there has been many differences

in dance of the South and the North. We often misunderstand that North Korea's dance

focuses on revolutionary and ideological forces. In fact, there are many dances that are

lyrical and very funny. For instance, Arirang was a dramatic representation in which

a warm-hearted scene of walking and fleeing in a cold winter while holding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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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ir arms. It was hard to find a revolutionary propaganda in the performance. Although

dance and folk art have considerable room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t should not

be thought that national unification would come just through appealing for a ‘romantic’

sense of national identity. I believe that the actual exchange of dance and folk art can
achieve its purpose when it is not misled by the external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Koreas’ kimchi but focuses more on the difference in the taste of kimchi.

In 1988, the North published an English version of the “Consonant and Vowel System

of Dance Notation” (Pyongyang. Korea. 1988) The table of contents is as follows:

Introduction ······················································································································ 1

1. Basic Concepts of Dance Notation ·········································································· 3
1) Basic Principles of Dance Notation ···································································· 3

2) Symbols of Dance ······························································································· 21

3) Notation of Dance ······························································································ 34

2. Dance Notation System ··························································································· 36
1) Notation System of Dance Movement ····························································· 36

2) Notation System of Formation ·········································································· 71

3) Notation System of Relation ············································································· 83

4) Notation System of Dance Time ······································································ 94

3. Full Dance Score Notation ····················································································· 98
1) Standard Form of a Full Dance Notation Score ············································ 98

2) Method of a Full Dance Notation Score ························································ 98

Appendix ······················································································································· 101

Ⅵ. Conclusion and Suggestions
In the summer and winter of 2006(2006. 12.19-12), I was dispatched to the North's

only art troupe, the Geumgangsan opera company, to teach South Korean dances. After
teaching South Korean dances from 9 a.m. to 6 p.m., one of my disciple who accompanied

me on the trip learned the North's famous North Korean masterpiece, Buk-chum, the

Drum Dance. It was the first attempt to confirm once again that dance exchange is

a must in order to achieve the restoration of national unity and identity. Th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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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opera group were equally immersed in the practice, vowing to contribute to the

unification of their country by dancing. In 2005, the experience of visiting Pyongyang

and watching the Pibada Theater, performing, and watching Arirang performance confirm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dances. In particular, the North's scientific

dance movement notation system was amazing. It was even published in English in 1988.
“The National Unification Promotion Convention” for the independence and grand

unity of the Korean people was successfully held in August through cooperation of three

parties from the South, the North and abroad for two days.

A soccer match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laborers was held at Sangam Stadium

on August 11, and a match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joint team and the Taiwanese

team in the preliminary round of the women's basketball tournament in Jakarta - Palembang

Asian Games took place on August 17.

With the announcement of two historic inter-Korean summits and the Panmunjeom

declaration, a new era of history, peace and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is unfolding.

One step of a hundred dancers are more valuable and necessary than a hundred steps

of one dancer. Let's proceed with the gesture of resistance as well as the gesture of
solidarity, of peace and life to save people, and let’s not neglect the pain of the times.

Dancing should be done like a burning charcoal. At the first step, we should do

self-reunification, national unification, peaceful reunification, and then unification dance

to shake the whole world.

In order to create the foundation of national unification, first, the role of dancers

outside of Korea is crucial. Considering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both an internal

issue and an international issue, it should seek ways for overseas Koreans to actively
engage and contribute to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Secondly, a unification-oriented activity of dance groups and academic organizations

is mandatory.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national academic conference is emphasized

in that it serves as a driving force for restoring trust and enhancing understanding between

the divided regions. If we compare and analyze the dance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such academic conference, we believe that we can find ways to integrate them, and
rewrite the 70 year history of the dance in the two Koreas.

There is no such thing that resonates and moves the hearts of people as much as

culture, therefore, the dance through our own body will fill the heart's desire for reunification

and raise the anchor of hope.

촛불광장이후 문화운동으로서의 춤의 방향 253
The Role of Dance as a Cultural Movement after the Candlelight Vigil

References
Discussion on Gwanghwamun Dance Activity(Korea People Dance Association, 2017.3. pp.5 ~ 13)
Monthly Dance Journal, Mom (2006, 5.pp.30~43)

Statement for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People Dance Association

2017-2018 Joint Debate on Issues in Dance(Dancer’s Hope Association, pp.8 ~ 29)

Outlook for the candlelight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2018 the Committee of Commemorating
Public Protests for Park Geun-hye’s resignation, pp. 151 ~ 153

Poetry for Unification <Laugh and Cry on the Footbridge> (2018, Jagga)

The Role of Dancer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Unification ( Jang, Sun-hyang, Hanguk Cheyuk
Hakhoeji, 2005)

The Chamo System of Dance Notation (Pyongyang. Korea. 1998)

발제 3
Presentation 3

춤, 대중문화로서 시국을 춤추다!
-대학가를 중심으로Dancing the Current State of
Affair as Popular Culture!

발제자
김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Chaewon Kim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

춤문화비교연구소장
일본 메이지대학 신체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
릿꾜대학 아시아지역연구소 연구원 역임
한양대, 성균관대, 진주교대 등 강사 역임
최승희와 북한무용 전문연구자

- Director of Institute for Compare Dance Culture
- Researcher of Center for Body Communication of Meiji University
(Japan)
- A former researcher of Center for Asian Area Studies of Rikkyo
University (Japan)
- A former lecturer of Hanyang Univ., Sungkyunkwan Univ., Chinju
National Univ. of Education etc.
- Main research area: Choi Seung-hee & North Korean Dance

촛불광장이후 문화운동으로서의 춤의 방향 257
Dancing the Current State of Affair as Popular Culture!

춤, 대중문화로서 시국을 춤추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김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문개요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민족정체성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탈춤운동이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으로 퍼져나갔다. 이후 전통적 탈춤운동은 정치성 짙은 창작탈춤으로 방향전환을 하며 80년
대 이후 확산되었고,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국을 비판하고 청년들의 신
념을 춤과 율동으로 표현한 노래춤, 시국춤, 민중춤, 선동무 등이 당 시대 학생운동의 선봉에서
활약했다. 역사적으로 민속춤은 그 창작자가 불분명하고 한 시기에 유행했다가 사라지기도 한 것
처럼, 이들이 비록 창작자를 알 수 없고 실력 또한 아마추어였지만 역사적 현실을 온몸으로 표현
했던 만큼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대중문화로서의 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한국 무용사
의 범주에서 당연히 기록, 평가되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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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대중문화로서 시국을 춤추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김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 들어가며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민족정체성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탈춤운동이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으로 퍼져나갔다. 이후 전통적 탈춤운동은 정치성 짙은 창작탈춤으로 방향전환을
하며 80년대 이후 확산되었고,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국을 비판
하고 청년들의 신념을 집단적인 춤과 율동으로 표현한 노래춤, 시국춤, 민중춤, 선동무
등이 대규모로 생산되었다. 역사적으로 민속춤은 그 창작자가 불분명하고 한 시기에 유행했
다가 사라지기도 한 것처럼, 이들이 비록 창작자를 알 수 없고 실력 또한 아마추어였지만
역사적 현실을 온몸으로 표현했던 만큼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대중문화로서의
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한국 무용사의 범주에서 당연히 기록, 평가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87년 민주화항쟁을 전후하여 대학가의 집회현장에서 추어진 춤을 대상으
로 그 시작과 춤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연구의
한계로 선행연구물이나 관련자료가 너무나 부족한 관계로 본 연구자의 경험과 관련자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기록적 차원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2. 시대적 배경과 탈춤운동
80년대는 유신체제 반대와 대학가의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가 거세질수록 시민들의 호응
이 함께 했고 이에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5.15일부터 이화여대에서 전국대학대표
비상총회의가 있었고 17일 새벽 계엄군의 난입과 함께 5.18 광주항쟁의 불이 지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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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휴교에 들어갔으나 광주항쟁을 계기로 군부종식과 민주화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87년 이한열열사의 죽음을 시발로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됨으로써 민주화의 열기
속에 90년대 대중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는다.
무용계는 민족민중춤으로 불리는 제도권 밖에서의 춤판이 등장하게 된다. 70년대부터
시작된 탈춤부흥운동과 그 발전선상에서 있던 민중문화운동의 영향으로 전개된 민중춤
혹은 민족춤 분야는 당시 춤계와 춤 문화를 평가하면서 전통춤을 골간으로 우리의 몸짓과
오늘의 문제들을 표현하겠다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계통의 춤은 탈춤반 출신들의
모임인 한두레의 공연을 시원으로 하여 강혜숙춤패, 이애주의 춤패 신, 춤패 불림, 풍물춤패
깃발 등이 민족춤진영의 대표주자들로 활동을 했다. 이들은 노동운동, 광주항쟁, 농촌문제,
빈민문제, 교육문제, 반미, 통일, 반핵 등을 주제로 사회적 비전과 메시지를 표출했는데,
87년 이후 대중적 집회가 폭증하면서 춤운동의 조직화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제기되자
다음해인 88년에 결성된 민족예술인총연합 산하에 민족춤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성향을
명확히해 나갔다. 민족춤, 민중춤 진영에서 발표된 작품들은 진혼무, 노동춤, 투쟁춤, 깃발
춤, 등으로 불리며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곳에서 펼쳐졌다.
민족춤, 민중춤 진영이 전문적인 탈패출신이나 무용과 출신의 모임에 의해 조직되어 활동
이 펼쳐졌다면 이들의 춤과 피드백 관계를 이루면서 대학가의 탈춤판에도 양식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피드백 관계란 이들을 초청하여 춤의 일부 기초를 배우거나 공연의 일부
안무를 의뢰하기도 하면서 영향을 일부 받았다고 보는 부분에서의 관계를 의미한다. 물론
이들의 공연 관람을 통해 마당춤판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후 그러한 춤을
모방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 사례도 있었다.
한편 1969년 11월 부산대의 ‘전통민속연구회’가 창립된 이후 서울대에의 김지하가 중심
이 되어 일어난 마당극과 탈춤 등의 전통문화운동이 전남대로 이어졌고, 이어 이화여대
등 각 대학가에 우후죽순 격으로 탈춤반이 생겨나면서 전통민속연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
어 갔다. 전통을 살려 그것을 예술로 승화 발전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창립된 탈패는
초기에는 연극적 관심, 민속학적 접근, 민중생활에의 접근, 단순한 취미활동으로 모였지만
우선적인 과제로 대학 성원의 단결을 도모하는 공동체분위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70
년대 후반까지 전국의 모든 대학을 망라할 정도로 탈춤 동아리가 생겨남으로써 대학의
한 특징을 이루게 되었고 이러한 거센 물결은 ‘탈춤부흥운동’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대학에서는 학도호국단이 해체되어 학생회가 들어서면서 대학의
축제는 ‘민족․민중․민주 대동제’로 바뀌고, 탈춤의 사회비판의식과 민중성을 강조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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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표현물인 실천적 문화운동의 표상으로 인식되었다. 더욱이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탈춤이 서구문화에 대항하는 반식민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인식되기
에 이르자 또 다른 형태의 탈춤이 연행된 것이다. 대학에서 ‘권력’과 ‘정당성’ 및 ‘사회적
지배와 피지배’ 개념을 강하게 개입시킨 문화파악으로 탈춤을 의미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문화운동의 기제로 이용하였고, 그것은 “민중의 문화적 동향”(캐더린 리 2009:250)으로
인식하며 대학가에서 전통의 하나로 연행되었다.
하지만 대학가의 탈춤문화는 대중문화로서도, 예술로서도 비주류의 문화로 분리되어 사
회와 매스미디어 등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운동권문화’로 격리되었고, 민중문화,
노동현장문화로 진보적 소집단의 불법문화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대중문화와 대립하며 탈춤이나 마당극을 바탕으로 민중예술운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
다.(신형원 2005:22)
80년대 중후반을 맞으면서 탈패의 공연은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민중들의 투쟁의 삶을 형상화하며 운동역량을 넓히는데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게 된다. 집회문화가 발달하고 각 대학가에서 선동적인 공연양식으로 당 시대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는 공연물을 올린다. 민중들의 투쟁과정과 억압을 끊고 일어서는 의지의 표현
을 굿이나 극, 춤, 풍물로 표현하는데 주력했다. 87년을 전후해서는 확산된 운동역량과
함께 문화를 통한 대중운동의 발전이라는 요구를 수용하여 좀 더 전문적인 갈래의 분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풍물, 탈춤, 국악을 담당했던 탈패의 역할은 마당극과 춤을 전담하게
되며 그 외는 각각의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게 된다. 이 즈음 서울지역탈패연합회가 결성
되어 각 대학의 탈패 간 교류가 활성화된다. 이들의 교류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
회) 출범식이나 범민족대회 등에서 합류하여 대형 집체극을 창작하고 춤극이나 율동 등
다양한 양식을 창출하여 집회나 시위현장의 문화선전대로 활동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준석(1999:15)은 이것을 집단창작의 시점에서 고찰했다. 그에 의하면 준예술가집단이
었던 대학의 각 문예패들은 공동체를 지향하며 ‘집단창작’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사상을
표출했다. 음악-춤-풍물 등은 공동 창작, 공동체 주의라는 속성이 잠재되어 있어 대규모의
공동창작 혹은 집단창작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사회적으로 큰 정치적 이슈가 사라지고 학생들의 개인적
인 성향도 점차 강해지고 집회의 공연을 담당했던 문예동아리는 타격을 받게 된다. 탈춤이
나 풍물 동아리는 ‘구린’민족문화를 다루는 동아리로 인식되어 갔으며 한류-아이돌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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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운동조직과 시국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은 소수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87년 6월항쟁
이후로는 일반학생들도 대규모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운동의 대중화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이준석 1999:28) 즉, 87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학생운동의 대중화는 전대협의
건설로 이어져 90년대 초반까지 학생운동을 이끌게 된다.
전대협은 1987년 충남대에서 있던 1기 출범식 이후 1992년 6기를 마지막으로 2011년
에 이적단체로 지정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으로 이어졌고, 2007년 15기를 끝으
로 한총련가입학교의 일부가 현재의 한 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으로 활동범위를 옮기
며 나머지 소수학교의 가입존재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0.28건국대항쟁,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4.13호헌조치, 이한열열사 장례 등을 거치며
서대협(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주도로 조직된 전대협은 3기부터 조국통일위원회,
정책국, 문화국, 사무국, 투쟁국, 홍보국 등 부서를 두었으며, 따로 정책위원회가 있었다.
이 가운데 집회에서의 공연 관련해서는 문화국이 담당하였고, 출범식, 8.15범민족대회,
범청학련 출정식, 6.15통일대축전 문예공연 등에서 집체공연을 위한 시안이 전달되면 산하
의 탈패연합과 율동패연합이 합세하여 장르별로 준비한 공연을 올렸다. 대학생 집회 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대학 밖의 집회나 시위현장에서도 힘을 보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도 탈패나 율동패가 단위별로 배치되어 문선대(문화선전대)활동을
펼쳤다.
서울지역탈패연합은 1988년에 조직되었는데 이를 통해 각 대학의 탈패들이 함께 춤과
풍물을 교환하며 전수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갔으며, 대규모 집회 때는 이들 각 대학단위의
동아리에서 선발된 탈패나 율동패의 문예일꾼들이 모여 합숙하며 작품을 만들어 올렸다.
그러나 처음부터 탈패와 율동패가 연합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처음엔 탈패연합이 문예공
연에서 춤부분을 전담하였으나 92년경부터는 율동패가 합류하여 집회참석자들이 함께 즐
길 수 있는 춤을 유도함으로써 문예에서의 대중성을 확보해 나갔다.
이들의 춤은 시위춤, 민중춤, 선동무, 투쟁무, 해방춤, 네박자춤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
었는데 일반적으로 집회현장의 문예공연으로 추어지는 모든 춤들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특히 선동무와 투쟁무는 노래에 맞춰 투쟁적으로 선동하는 춤으로 치어리더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 외에 율동무라고 해서 가볍게 노래에 맞춰 참여자 모두가 함께 춤추며 즐기는
춤으로, 집회참여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을 했다. 이른바 꼭지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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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와 같은 춤이다.
87년 전대협이 출범한 이후 개별 동아리 수준에서 펼쳐지던 문예공연은 전국적 규모의
집단적 힘을 모아 기동적으로 꾸려지는 중앙문예패가 문예공연을 펼쳐나갔다. 다시 말해
학내의 축제나 집회에서는 동아리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문예공연들을 준비하지만 전국규모
의 집회나 시위현장에서는 전대협 산하의 문예조직으로 재편성되어 공연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8.15범민족대회나 출범식의 중앙 문예공연단은 일주일 전부터 합숙을 하면서 공연
준비를 한다. 이들은 외부에서 사수대가 지켜주는 가운데 집회가 있을 대학 또는 기타
대학에서 기동력 있게 공연을 준비하면서 동지적 연대감을 다지고 공동체적 집단성을 강화
해 나갔다.
이준석(1999:39-40)은 그의 논문에서 “자주적 문예 운동론에 제기 실행되었던 집단 창작
행위는 가장 80년대적인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문예운동은 정치운동의 차원에서 자연스
럽게 발생되었다. 집단 창작 행위 역시 학생운동이라는 정치적 투쟁의 일환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본적으로 문예패들은 학생운동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당시 서울지역탈패협의회 의장을 했던 박주희(2018.6.21.전화인터뷰)씨는 함께
만들어간 춤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에게 신명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신나게
풀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격정적인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함께 어우러지고 놀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도 했다. 4박자 춤부터 해서 노래, 율동, 앉아서 팔만 쓰면서 하는 노동자
노래에 맞춘 율동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집회에서의 신명, 단결력 이런 걸 표현하는데
용이했다.”고.
이 말은 이들이 문예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기능을 우선시한다기 보다는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단결력과 함께 한다는 정서적 공감, 정치적 저항의지의 공유를 위한 수단으로
서 문화를 활용했음을 의미한다.

4. 춤의 유형과 형태
학생운동의 정치적 저항의 표현체로서 춤과 율동은 학내의 집회는 물론 서울시청, 광화문
광장, 전남도청 앞 광장 집회에서도 문화선전대의 한 역할로 추어졌다. 주로 80년대 후반에
는 집회와 시위현장에서의 공연인 만큼 선동적이며 장중한 분위기로 작품들이 올려졌다면
90년대로 들어와서는 경쾌한 율동이 추가되어 선동적이고 장중하지만 밝고 경쾌한 춤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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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졌다.
전대협이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하고 있던 만큼 당시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다양한 문예활동으로 표출했다. 90년대 초에 유행한 북한의 <반갑습니다>, <휘파
람> 등이 인기리에 불리었고, 이에 맞춰 경쾌한 율동은 물론 <아침은 빛나라>, 금지곡인
<조선은 하나다>까지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다. 또한 <서울에서 평양까지>, <경의선 타고>,
<통일이 되면> 등을 통해 통일에의 열망을 낙관적이고 유쾌한 움직임으로 표출했다. 청년학
생들의 정체성과 조국의 부름에 나서는 의지를 담은 <청년진군가>, <전대협진군가>, <한총
련진군가>, <동지가>, <열사가 전사에게>, <전사의 맹세> 등을 반주곡으로 장중한 춤을
창작하여 집회에서 공연물로 내놓기도 했다. 대체로 민중가요 작곡가로 알려진 윤민석의
곡이 즐겨 쓰였다. 경쾌한 곡으로는 <바위처럼>이 율동으로 모두가 즐겨 추었다. 반미에의
외침은 <들어라 양키야>의 선동무로 전 대학가를 강타했다. 그 외에 역사성을 담고 있는
노래 <점아점아 콩점이>, <고난의 행군> 등이 있으며, 창작대작으로는 <북의 협연>, <꿈에
본 고향>, <하나되는 땅> 이 8.15범민족대회와 출범식에서 문예공연으로 올려졌다.
이처럼 대학가의 집회를 중심으로 펼쳐진 춤은 첫째 응집형과 분출형의 형태를 결합시킨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문예공연에 올려진 율동은 매우 쉽고 간단하지만 즐거운 움직임으
로 만들어져 누구나 따라하며 즐길 수 있도록 창작되었다. 2001년부터 율동패로 활동한
숭실춤패협의회 일꾼이었던 장세린은 “경쾌한 율동을 하면 구호만 외치면 지겹잖아요. 덥
고 힘들고 이럴 때 같이 들썩들썩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율동을
하면 함께 하게 되면서 분위기도 띄우게 되는 역할을 한 것 같고, 장중한 선동무의 경우는
같이 팔뚝질을 한다던가 하면 사람들이 더 힘을 받는 거 같아요.”(2018.6.21.전화인터뷰)
라고 기억했다.
팔뚝질이라는 표현은 즉, 주먹을 쥐거나 손을 펴서 어깨높이 위로 팔을 접었다 폈다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주먹이 지니는 심리상징은 분노와 항거, 의지의 강고함을 나타내는 것이
며, 손바닥을 펴고 하늘로 치켜 올리듯 움직이는 동작은 적에 대한 분쇄나 전진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박자 노래에 맞춰 힘차게 뻗으면서 팔움직임을 반복적으
로 접었다 폈다하는 행위를 통해 동지간의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TV매체를 통해서도 집회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집회참여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오른팔을 머리위로 내뻗으며 정치적 요구와 의지를 외쳐댄다. 이러한 모습이 익숙했던 당시
의 청년학생들은 노래를 부르며 다양한 팔동작으로 저항의지를 표출했다. 누구는 주먹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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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내뻗고 누구는 손바닥을 편채로 하늘을 가르듯 내뻗었다. 문예일꾼들은 다양한 대형을
만들면서 팔을 몸 안쪽구역으로 접었다 밖으로 분출하듯 내뻗는 간결한 동작들을 다양하게
연출하며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둘째, 집회와 시위현장에서의 청년학생들의 춤은 집단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징의 하나이다. 전술한 바처럼 이들의 춤은 집단창작을 통해 문예일꾼들의 단결력을 강화
하면서 학생대중의 정치적 의지를 문예로써 고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비록 아마추어로
안무자가 분명치 않을 지라도 이들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하나가 되는 결속력을 춤으로
다져나갔고, 그 춤은 문예일꾼 뿐이 아니라 학생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단순한 반복형
동작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무용과나 탈패출신 가운데 춤을 잘추는 학생이 독무를 추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대학 동아리행사나 대동제는 말할 것도 없고
대규모집회나 시위에서는 집단적 몸짓을 통해 저항의 결속과 대동의 축제로 다져나갔다.
셋째로 들 수 있는 특징은 4박자의 노래춤에 맞춰 춤을 추었다는 점이다. 문예의 대중성
과 아마추어리즘, ‘메시지’의 전파는 당시의 정치적 현실이 급박하게 요구한 것이었다고
이준석이 고찰한 것처럼 4박자의 노래에 맞춘 율동에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 낙관
적으로 표출해나갔다. 그 메시지는 때로는 결의와 강력한 의지를 담아 내기도 했고 때로는
즐겁고 경쾌하게 통일시대에의 희망을 담아내기도 했다. 또 때로는 동지애로 서로를 보듬아
주기도 했고 때로는 외세에의 민족정신의 항거를 담아내기도 했다. 그 첫 시작은 <농민가>
가 아닌가 싶다. 4박자의 <농민가>노래에 맞춰 네 방향으로 몸의 위치를 바꾸며 춤추는,
소위 라인댄스 같은 형식의 이 춤은 탈패의 몸짓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의 몸짓을 집단적
으로 풀어내는 대동의 성격을 지닌 춤이었다.
이 외에도 집회와 시위현장에서 빠지지 않는 춤으로 깃발춤이 있었다. 집단무의 춤에서도
어김없이 깃발은 등장했고 청년학생들은 정치적 승리를 향한 집합체로서 깃발을 내세우는
것은 물론 다양한 크기의 깃발을 들고 여러 노래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춤을 추었다.
그것은 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에서이거나 의지의 견결함을 표현하거나 선봉에서 달려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80년대와 90년대 대학가의 집회와 시위에서는 어김없이 춤이 있었고, 그것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집단적 창작에 의한 집단무 형식으로 단순한 움직임의
반복적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더욱이 학생대중에게 친근한 4박자의 노래에 맞춰 다같이
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춤의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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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댄스플래쉬몹의 초기형태가 이미 대학가를 중심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이들
의 춤은 안무자가 불분명하고 쉽고 단순한 움직임으로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청년들의 의지
와 사상을 표현한 매체였다는 점에서 민속춤의 속성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들의 움직임
은 당시의 청년학생들의 정치적 저항의지에 대한 표상으로서 모든 집회와 시위현장의 선두
에서 진행되었다. 오늘날 라인댄스, 플래쉬몹, 꼭지점 댄스 등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고 아이
돌들도 10여명이 집단으로 움직임 댄스를 연출하고 있지만 청년학생들의 이러한 집단적
열정은 이미 80년대 중반에 또 다른 형태로 전국의 대학가를 휩쓸었다. 그것은 정치국면과
맞물려 저항적이고 기동적으로 추어졌다. 그러다보니 기록으로 남겨지지도 않았고 다른
제도권의 춤들처럼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되지도 않아 그 역사를 살피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시기 저항의 몸짓으로 청년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
선동무, 4박자춤, 노래춤, 민중춤, 시국춤 등은 당시를 풍미한 대중문화의 하나로, 그리고
정치적 저항의 표상으로 무용사의 한 부분에서 정리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증거이다.
전문가가 아닌 탈패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대동제나 집회, 시위에서 함께 힘을 내고 즐길
수 있도록 추어졌던 80, 90년대 대학가의 춤은 아마추어리즘에 바탕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당면한 정치적 저항의지를 온몸으로 외친 시국춤으로 기능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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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1970s, as part of the search for Korean national identity, the mask dance
movement has spread to universities nationwide, beginning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n, the traditional mask dance movemen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highly creative
political mask dance and has been spreading since the 1980s. In the hea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t criticized the political situation centering on the university
scene, and performed songs and dances expressing the beliefs of youths with dance and
rhythm, Dancing, and invincible martial arts played a vital part of the student movement of
the period. Although the creators of the dances are not known and their skills were of
amateurs, the dances expressed the historical reality. They needs to be recorded and
evaluated within the history of Korean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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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ince the 1970s, the mask dance movement has spread to universities nationwide,

starting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n, the traditional mask dance movement

had expanded to creative mask dance presenting social issues since the 1980s. In the

midst of the enthusiasm of democratic movement on campus, several dances slightly
different in their style or focus emerged: Norae-chum, dance accompanied to protest

songs, Siguk-chum, dance focusing on current issues, Minjung-chum, dance of the people,

Seondong-mu to provoke a protest. The belief of young people were integrated into

these dances, and expressed through them. Historically, folk dance has been created

by and danced by the general public, so creators are unknown and the trend of dance
shifts fairily quickly. Dance done by ‘folks’ on campus also share the similar features

which are that choreographers are usually unknown, performers are mostly amateurs
and many dances come and go. However, the existence of such dances needed to be
recorded and studied within the category of Korean dance history.

This study is aimed at overview historical background, and analys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ance done in democracy movements on college campus, especially

performed around 1987 when the 30 year military dictatorship was toppled down by

Korean people. Since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prior study or related data, this study

was done based on my own experience and the interviews of relevant people. But still,

this study will provide vivid record of dance and dancers at the scene of struggle for

democracy, and a stepping stone for further academic study on dance that brought the
dawn of the new age of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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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storical Background and Talchum, the Mask Dance Drama, Movement
In the 1980s, as more and more protests started calling for overthrow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the democratization of universities, the government declared emergency
martial law. From May 15, 1980, an emergency meeting of National College Student
Representative Council was held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3 days later,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started with the rush of troops on early Monday

morning. The government ordered to close all universities, but with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fever for ending the military and demanding democracy

continued unabated. Starting with the death of Yi Han-yeol, a student who died in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1987, it spread to nationwide civic movements, welcoming

the renaissance of public culture in the 1990s amid the fervor of democracy

A dance version “Minjok minjung-chum” literally means ethnic or national public

dance was sprouting outside the conventional dance world. "The field of folk dance

or folk dance developed by the revival of mask dance movement that started from the
70s and the influence of popular culture movement on the ground is to evaluate the

dance world and the dance culture of the traditional dance. The dance of this class

was performed by Handure, a group of people from the mask dance drama club, followed

by Kang Hye-suk's dance group, Lee Ae-ju's dance group Sin, dance group Bullim,

traditional percussion and dance group Gitbal, and these groups had been the most

representative among the dance groups for Korea democratization movement. They

presented their social vision and message on socio-political issues such as labor movement,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rural problems, educational issues, anti-

Americanism, unification, and antinuclear. The works presented in Minjok minjung-chum

circles were called “Nhon Dance(Dance for the Dead),” “Odong-chum[Labor Dance],”

“Tujaeng-chum(Dance to Fight),” “Gitbal-chum(Flag Dance)” and many more. They
were presented in various locations in different contexts.

With mutual interaction between the Minjung dance groups which were organized

by professional dancers or students majoring in dance in college, and mask dance drama

clubs in which most performers were non-professionals and even novice. They exchanged

feedbacks from each other and that led to changes in their dance form. College mask

dance clubs invited those professional or more experienced dancers to learn basics of

Korean dance and even requested choreography. Furthermore, there were cases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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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ere shocked to see a new version of dance somewhere and later copied or modified.
Meanwhile, after the establishment of Busan University's ‘Traditional Folkloric Arts

Study’ in November 1969, traditional cultural movement emphasizing activities Mask
Dance Theater and mask dance, which were centered on Kim Ji-h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ollowed by Jeonnam University. Later the mask dance fever mushroomed

into college campuses throughout Korea including Ewha Womans University. Founded

with a goal of living the tradition and developing it into an art form, Talchum, the

mask dance drama initially focused on theatrical interest, folkloric approach, access to

popular life, and simple hobby activities, but then it integrated with the college's primary

agenda and became the tool to boost up the communal spirit on campus. By the late
70s, the mask dance drama clubs were established in almost all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which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called ‘the mask dance revival movement.’

In the 1980s, when the Student National Defense Corps on campus were disbanded

and the student councils were established, the campus festival became filled with “national,

public and democratic activities,” and with this change, mask dance theater on campus

transformed into a progressive political art form that criticized social problems and

represented the democratic spirit. Moreover, another form of mask dance was taken

in as it was recognized as part of the anti-colonialism cultural movement against Western

culture after undergoing social change in 1980. It was recognized as a mechanism of

active cultural movement by giving the meaning of mask dance as a cultural statement

strongly involved in the concept of ‘power’ and ‘justification,’ and ‘social oppression’

and ‘the oppressed’ (Katherine In-Young Lee 2009:205). Eventually, mask dance theater

trend became a tradition on campus.

However, from the mainstream culture of Korea, the booming mask dance theater

among college students was categorized as a minor culture so it was marginalized by

the society and the mass media, and branded as the culture of radical activists and part

of their illegitimate action. They were opposed to popular culture that represented the

ruling ideology and contributed to promoting art movements based on mask dance and

Madang-geuk, traditional Korean drama presented in open space physically and
socially.(Shin, Hyung-won 2005:22)

Marking its mid-to late 80s, mask dance performance played an important cultural

role in expanding its capacity to demonstrate the lives of the people who stood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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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dictatorship, and in fighting for democratization. As the assembly culture became

more sophisticated, college mask performance group staged more provocative performances

that fully reflected political voices of that time. They focused on expressing the people's

struggle and willingness to against the oppression through different theatrical forms such

as drama, play, dance, percussion music, and performances derived from shaman rituals.

Around 1987, in order to meet the demand of developing social movement through

culture, students’ organizations needed more specialized divisions for each genre, such

as percussion performance, mask dance and traditional music. Around this time, the

Seoul Regional Association of Mask Dance was founded and cultural exchanges among
universities became more active. They collaborated for a large-scale multi-genre

performances for an important event such as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National
College Student Representative Council and the People's Congress.

Lee Jun-seok (1999:15) looked at this phenomenon from a collective creation point

of view. According to him, each semi-artist group at a university had expressed their
opinions and ideas through ‘mass creation’ aimed at enhancing communal spirit. “Music,

dance and traditional percussion performance have the innate nature of collaboration

and communalism, which enabled large-scale joint creation or collective creation
encompassing multiple genres.”

However, after the mid 1990s, as imminent social issues had disappeared and students

individualistic propensities had become stronger, students’ groups, especially those in

charge of the rally, were hit hard. Mask dance or traditional percussion clubs had been

recognized as a mere student’s extracurricular activity dealing with ‘archaic’ ethnic cultures,

and gradually Hallyu-idol groups have replaced them.

3. Student Activist Organizations and Siguk-chum, Dance
Portraying Current Social Situation
Dances presented at the protests can be divided into roughly 6 categories based on

the purpose, style and context. For example, there are Siwi-chum, protest dance,

Minjung-chum, dance of the people, Seondong-mu, dance to provoke protestors,

Tujaeng-mu, dance to fight, Haebang-chum, dance for liberation, Ne-bakja-chum, four

beats in a bar dance. Among them, Seondong-mu and Tujaeng-mu functioned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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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leading. Other than these, there was Yuldong-mu performed by all participants

in unison, was for releasing the tension and strengthening ties among the participants.

The best example would be Kkokjitjeom-dance(Korean version of Macarena-like dance)
Performances in protests have developed from individual group works into large-scale

collaborations, since the foundation of Jeondaehyeop, the National College Student

Representative Council in 1987. In other words, performance for student festival or

rally on campus was prepared by individual group, but at the national level assembly
or protest rallies, such as 8·15 Pan-National Convention or inauguration ceremony for

a nationwide organization, it was organized by the specialized team under the national
student council and they had stayed in a camp for rehearsing at least a week before

the big event. During preparation, all the performers were guarded by sasudae, action

team on campus and strengthened their sense of solidarity and of community.

In his paper, Lee Jun-seok (1999:39-40) states that “The collective creation was based

on the independent cultural movement theory and it became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social movement in the 1980s. Since cultural movement emerged from social activism,

collective creation was an essential part of students’ protests, and they shared the same

paradigm of student activism.

Park Ju-hui (telephone interview with Dong-A Newspaper), who was the president

of the Seoul Regional Mask Dance Theater Union recollected the memory of collaborative

dance projects. For us, dance “was an outlet for our excitement and enthusiasm even
during the hard time. it also provided us an opportunity to mingle and play together.
I remember 4 beat dance, singing, dancing to a song, doing just arm gestures to a

laborer’s songs. Through all these, we showed our solidarity and cheerfulness.” This

means that they focused more on the process of creating cultural presentation, and they

used cultural presentation to share their emotion and to show their political resistance.

4. Types and Forms of dance
Dance as a representative of the political protest of the student movement, played

a part in cultural propaganda, not only in the campus rallies but also out side of campus

such as in fron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Gwanghwamun Square and

the plaza in front of South Jeolla Province. Dance performances were held in a sedi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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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lemn atmosphere as they were performed at rallies and demonstrations in the

late 1980s.

The National College Student Representative Council set its motto of unification,

democracy and unification. Students at that time expressed their desire for reunification

through various literary and artistic activities, including singing North Korean popular

songs such as <Welcome>, <Whistling>, <Morning is shining> and a banned song <Korea

is One Nation> accompanied by a simple dance in the early 1990s. They also sang

<From Seoul to Pyongyang>, <On the Gyeongui Train Line to the North>, and <When

We Unify> with positive and cheerful motion to express their passion for unification.

With more solemn songs like <Marching Song of Youth>, <Song for the Marching
of the National College Student Representative Council Marching Song>, <Song for

the Marching of the Korean Federation of Student Councils>, <Song for Comrades>,

<from a patriotic martyr to a Warrior>, and <Pledge of a Warrior>, they choreographed

dance portraying the lyrics and presented at political rallies. These songs were mostly

composed by Yun Min-seok, a well-known grass-roots activist song composer. For the

cheerful tune, <Like a Rock> was most popular. For a provocative dance, <Listen! Yankee>,

a cry for anti-Americanism, struck the entire university district. There are songs depicting

historical event, such as <Jeoma Jeoma Kongjeoma(song about historic uprising of Korean

people, Joem is a shortened name of Kongjeom, a girl’s name and the suffix –a after

a person’s name is used when you call the person)>, and <March of Ordeal(refers to

the North Korean famine during the 1990s)>. Finally, there were masterpieces, <Drum

Performance>, <Home in My Dream> and <Becoming One Country> were staged at
8·15 Pan-National Convention and inauguration ceremony.

Dance centered around campus rally had two important features. First of all, solidification

and expressiveness, these two features were combined in the dance. The dance routines

were easy and simple, yet enjoyable, so that anyone could join in. Chang Se-rin, a former

member of the Sungsil University Dance Union, who has been performing Yuldong-mu,

a type of dance done by all participants in unison since 2001, said, "Just shouting slogans

was boring. It was hot, and it was hard. Adding some movements to it made people

more cheerful so we started to create some simple movement sequence to brighten up

the protest. For more solemn dance, we used strong arm motion called palttuk-jil to
boost up the energy of the people.

The term “palttuk-jil” refers to the movement of thrusting one's fist or open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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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height of one's shoulders. The psychological symbol of a fist is anger, resistance,

and strength of will. The act of repeated arm stretching out to four beats in a bar

song has helped to build and strengthen the emotional bond among the protestors.

As seen on TV, participants shout slogans, while putting their right arm above their

heads, to express their political demands and will in a rally. The young students, who

were familiar with this image at the time, sang songs and expressed their will to resist

through various arm movements. Some stretched out their fists, while others extended
their palms as if they were slicing the sky. The performance specialized team members

stepped in various sizes, creating a variety of simple movements that people folded their

arms towards their body and then thrust outwards from their body, raised up the spirit
of the rally.

Second, the dances of young students at protests were performed in a collective manner.

Their dance, as mentioned above, had played a role in enhancing the political will of
the public as a cultural performance while enhancing the unity of the performers through

group creation. Who choreographed these dances were not generally known, yet whoever

participated the dance felt strong bond through the dances because not only performer

group members but also any students could execute the dance movements which consisted

of simple repeated movement sequences. Although there were some cases of solo

performance done by a dancer from dance department at a university or mask dance

drama club, in general, dances in the protests, not to mention college festivals or college

club events were collective movements showing resistance and unity.

The final characteristic is that the dances performed by protestors were usually

accompanied by songs with four beats. Since the dances were created by amateurs for
the public with political messages, as Yi Jun-seok mentioned, it was more appropriate

for them to use simple rhythmic patterns like the four beats in a bar for dancing to
present their positive political visions. The message sometimes contained strong

determination, and sometimes happy and cheerful hope for Korea’s unification. The

Performers of the dances sometimes embraced each other with warm camaraderie and

sometimes carried resistance to the outside world. One of the first four beat song accompanied

to the protest dances, in my opinion, was <Nongminga>, a song of farmers. Nongminga,

the song has four beats in a bar and the dance to the song was done like a line dance,

doing the same movement sequences in four directions and it was the first case of collective
dances, originated from movements of mask danc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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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re was a flag dance performed during the rallies and demonstrations

without exceptions. Flags were used in every collective dances and young students displayed

flags as their symbols of political victories, holding flags of various sizes and danced

to different types of music. Flags positioned at the front of the rally expressing solidarity
and unity, or they appeared at the last scene of a performance as a grand finale.

In summary, in the 1980s and 1990s, various types of dances were presented and

performed at rallies and demonstrations on campus. The dances were not necessarily

choreographed by an individual but by a group of people in a group dance form using

simple repetitive movement patterns. Moreover in order to make the dances more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four beat songs were often accompanied to the collective dances
and it became popular on campus. repeated in a form of collective creativity.

5. Conclusion
The early forms of flash mob had already begun in the late 80s on campus in Korea.

The dances are similar to folk dances since the choreographers are usually unknown,

dances are consisted with simple and easy movements for the lay people and they functioned

as a medium of expressing will and thought of young minds. As symbols of political

resistance of young college students, dances were always presented at the front of every
rally and protest. Today, group dance are still popular among the people and among

them are line dance, flash mob, and Kkokjitjeom-dance, 10 idol groups’ dance, but in

the mid 80s, different types of group dances were sweeping the whole campus throughout

the country. Those dances created by passionate groups of young college students were

held in a defiant and mobile manner in line with the political situation. As a result,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tracking down those dances as they had been neither recorded

nor organized into a single type like other institutional dances. Nevertheless, dances

symbolizing people’s spirit of democracy and resistance during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such as Seondong-mu to provoke a protest, Norae-chum, dance accompanied

to protest songs, Minjung-chum, dance of the people, Siguk-chum, dance focusing on

current issues, Nebakja-chum, dance to four beat song accompaniment, are evidences

of the people’s lives in Korea and need to be further studied as an influential popular
culture of the time as well as dance histor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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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ces on college campus during the 80s and 90s were created by amateurs such

as members from college mask dance groups, for festivals, political rallies and protests.

They were not for professionals but for anybody who were at the scene to join and
enjoy. Through dances, the people of that time resisted political and social injustice,

and their dances with their strong voices were the tools that built Korea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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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앞서..
1980년 초부터 대학생과 시민들 사이에 민주화 요구가 더욱 강해지면서 표현의 한 방법
으로 시위문화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80년대 중후반 대학의 캠퍼스는 최류탄과 화염병으
로 시작 하여 최류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서울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는 대도시에서 각 지방으로 확산되었으며
광주에서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1980년 5월 18일 일어났다. 시위
의 진압 과정에 군대를 동원한 폭력적 진압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으며, 5.18 시위는 우리나
라의 민주화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결과
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위 집회 현장 속에 펼쳐지는 풍물, 탈춤,
노래, 춤 등 다양한 유형의 공연 활동 들은 당시의 사회와 정치적 위기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축제, 집단성, 선동성,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공연물들은 집회 현장
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섬세하거나 정교하지 못한 춤 공연 형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다소 이러한 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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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The Hand That Takes : Choreographies of Torture
인류 역사 이래 존재 하고 있는 무용은 무용이 발생한 지역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춤을 춘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며 움직인다는 것은 거기에 신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체가 각광을 받은 시대도 있었으나 정신의 부속으로 여기며 천시 하던 시대도 있었다.
그렇다면 무용에서의 신체 즉 무용과 신체의 관계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질의 2. 촛불 광장 이후 문화 운동으로서의 춤의 방향
예술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혁신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힘을 가지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예술은 발생자체가 하나의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집단
화 된 단일화, 획일된 감정을 강조하게 되어 개인의 감정은 표출되어지기 어려운 이미지로
인식된다. 이에 무용이 예술로써 갖는 개개인의 감수성은 표현되지 못하거나 무시되어 질
수 있다. 이에 무용의 표현에 있어서 개인성과 집단성이 상충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질의 3. 춤, 대중 문화로서 시국을 춤추다!
발표자의 표현으로 시위춤, 민중춤, 선동춤 등 집회현장의 문예공연으로 추어지는 많은
춤들 풍물, 탈춤, 시국춤 등 그중에 탈춤과 풍물놀이는 전통사회에서 민중에 의해 시현되어
지던 예술 활동이다. 민중들이 하는 많은 일들은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마을
사람들과 단결하여 일을 순조롭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공동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여왔다. 그러나 80년를 걸치며 군부독재 타도 등의 목적으로 강력한 집단 시위 문화
속에 우리의 민속 문화가 도구화됨으로써 다소 변질되었거나 변질 된 것처럼 인식 되어
진다. 그렇다면 오늘날 민속춤 중에 탈춤, 풍물 속의 민중 의식과 공동체적 관계는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에 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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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무용현황 진단

이인숙
((사)한국무용협회 충북지부 이사)

현재 충북에서의 무용, 예술교육은 큰 위기를 맡고 있는 듯하다.
시대적 요구와 페러다임의 변화, 인구수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삶의 가치기반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문화, 예술, 교육을 지역가치로 삼고 발전해온 충북의
무용문화예술은 큰 위기에 봉착한 것 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방향을 모색
하고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현재 충북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 외부적인 해결 방안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발제내용은 부분적으로는 국내의 전반적인 문제 일수 있으나 우선은 충북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충북무용계의 종사자 및 관련자의 인터뷰와 보도자료 등을 참고로 했으
며 과학적 분석이나 통계적 수치 등 자료가 없어 현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그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춤은 고대사회부터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삶 자체였고 가장 진솔한
표현과 소통의 방법이었고, 주술적, 종교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는 통치적
기능을 가지고 가장 인간생활과 밀접하게 발전해온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춤은 예술적, 놀이적, 산업적, 자기표시적, 문화가치적, 사회 정체성의 상징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 발전해 가고 있다 미래에는 무용문화의 영역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해 나아갈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예술적 가치의 요구뿐 아니라 산업적 가치, 핵심적
문화현상,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의 상징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무용의
형식과 본질을 초월한 생활로서 삶의 확신으로서 춤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될 것으로
기대 된다. 우선 충북의 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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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용현황
1) 무용교육현황
(1) 대학무용교육
충북에서 대학 무용교육은 1974년 구 청주사범대학교(현 청주서원대학교)에 무용교육과
를 개설하였고 1979년 청주대학교에 무용학과를 신설하였다. 한국의 무용교육의 시작은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최초로 무용과를 개설하였다. 그 만큼 충북에서의 예술,
무용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어느 지역보다 앞섰고 열정을 가지고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폐과,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는 유지, 신설하
는 방향으로 대학의 학과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무용학과는 정원조절 및 통폐합을 거듭하
다 2010년 폐과 되었다 현재 충청북도의 대학에 무용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한곳도 없다.

(2) 중, 고교 무용교육
1993년 충북 최초이자 유일한 예술고등학교인 공립 충북예술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창조
적인 예술인 양성을 교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외 일반 중, 고교에서는 체육교과목의 한 부분으로 무용을 교육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자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그나마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밖에
춤(무용)동아리를 통해 힙합, 재즈, 라틴댄스, 벨리댄스 등의 무용이 실행되고 있다.
(3) 기관 및 단체의 무용교육
대학 평생교육원, 지역자치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무용학원 등에서 주로 이루어 지며
비전문가(노인, 주부, 청소년)나 아동을 주요대상으로 대상으로 교양, 취미, 건강, 여가의
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무용의 수요는 여가, 건강, 미용, 교정, 교양,
취미, 자아실현의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2) 공연단체 및 무용단체
(1)공연단체
- 청주시립무용단 : 청주시 재정으로 운영
- 개인 및 동호인 무용단 : 비영리단체가 대부분이며 행사의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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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결성하고 해체하는 비정기적 단체가 대부분이다.

(2) 무용단체
충북무용협회 청주무용협회, 충주시무용협회 제천시무용협회, 무용학원 연합회
충청북도 생활무용협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이 있다.

3) 무용경연
- 충북은 매년 전국무용제에 출전 팀 선정과 수준 높은 충북무용을 펼치는 장으로 충북무
용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 마다 전국무용제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충북무용협회 주관하는 전국유일의 대학생 대상의 전국대학생 무용경연대회가 36회를 넘어
섰다 전국대학무용전공학생들의 교류의 장이며 신인등용의 장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청주시무용협회주최 전국무용경연대회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예술무용
부분과 대중무용부문까지, 초, 중,고,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까지 참가할 수 있게
참가부문과 참가대상의 폭을 넓혀 운영하고 있다.
- 청주시 한마음축제는 올해 19회로 축제의 장을 펼친다. 청주시 예총이 주관하고 공연,
전시, 세미나, 강연, 경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로 진행되며 전문예술단체의 공연
및 청소년들의 공연 경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및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연예, 음악, 국악, 무용(힙합, 댄스스포츠), 연극, 미술경연 및
백일장 등 문학경연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나 기타 소규모, 개인적인 경연이 정기,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무용사업
송범춤사업회에서는 올해 8회째인 청주 출신의 무용계 거장 고 송범선생을 기리고 재조
명하는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송범선생의 예술, 교육 및 한국무용발전에 끼친 큰
업적을 기림과 함께 “춤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하였던 그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세미나, 공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충북무용의 역사를 인식하고 그 업적을 기리며 이를 통해 충북무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노력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충북무용에
자긍심을 심어주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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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 및 문제점
1) 충북 내 대학의 무용과 폐지 및 파생효과
(1) 무용과 폐지의 문제점
대학 입시 경쟁력 저조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운영해오던 무용과가 문을 닫아 더 이상
대학에 무용과가 없는 도(道)가 되어 버렸다. 문화예술은 입시경쟁력과 취업률로 애기할 분야
가 아니다. 문화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사회의 문화정체성,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문화예술학과의 운영은 미래지향적인 투자이며 핵심적인 준비이다.
무용과의 폐지 조치에는 무용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비 특성화, 획일화된 교육과
정운영, 사회적 요구를 인식 못한 운영 등)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인구감소, 취업)도 있지
만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의 특수성과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 다른 분야의 척도와
같은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판단되어졌다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가장 근본
적인 삶의 가치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관점에서 예술교육은 국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유지되고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2) 파생효과
- 지역의 문화예술 정체성 문제
그 지역의 문화예술은 그 지역의 가치를 대변하고 그 지역다움을 보존하게 하며 다른
문화와 구분 지어 독창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지역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의 단절은 미래를 잃어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 초, 중, 고 대학으로의 연계교육의 단절 문제
중등인재양성과 연계해 그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
의 부재로 훌륭한 자원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 관련 분야의 피해
예술단운영의 문제 : 예를 들어 각 시도 별 예술단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지역이 문화예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가치를 표면화하며 미래가치를 창출해
가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인재를 일정 비율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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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그 지역의 인재 양성이 어려워지면 지역인재가 없는 예술단이 될 것이고 그나
마 지역의 인재들도 타 시. 도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무용단 운영에
도 지장을 초래할 전망이며 이로 지역의 무용예술 정체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 무용학원 운영 : 수강생의 감소 및 존폐위기
* 경연대회의 존폐 : 참가 및 종사인원의 감소
* 무용예술관련분야의 연쇄적으로 문제 : 무용관련 분야에 도 연쇄적인 영향이
파생되어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2) 무용관련 협회, 단체, 문제점
(1) 전문행정, 기획 인원의 필요성
협회는 무용인들의 단체이다 또한 각 회원 별 생계를 위한 직업과 업무가 있다 그러다
보니 협회의 업무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무용, 공연, 교육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비전문적이라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 사회에서의
전문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기획업무의 전문화
는 더욱 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수요와 고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확보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임기제의 회장이나 대표가 바뀌어도 행정,
기획전문가인원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협회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무용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구와 기획사업이 가능해질 수 있고 효율적인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용분야의 전문인원의 양성과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2) 조직력과 목표의식의 부족
협회는 비영리단체이고 상하계층구조가 아니며 생계와도 절실한 연관이 부족하기 때문
에 조직력이나 목표의식이 부족할 수 있다. 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자부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전략과 운영이 필요
하며 내가 속한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 함양도 요구된다. 회비나
지원금 만으로의 운영이 아니라 기획사업,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위한 가치 있는 사업의
전개도 필요하고 단체와 개인 모두에게 물적, 심적 이익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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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용예술의 잠재적, 미래적 인적, 물적 인프라의 부족
(1) 학교교육
지역 예술교육정책 중에 일반 중, 고교에 무용특별활동반을 허용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
다. 이유는 충북예술고의 설립으로 일반학교의 무용 특별 반 운영을 막은 것이다. 그 결과
로 일반고교에서는 무용과 진학이 어려워졌으며 새싹들은 선택의 폭이 줄었고 무용인구는
점점 줄어들었다. 또한 학교 무용교육도 입시위주의 교육에 밀려 그 설 자리를 점점 내어주
고 있고 무용을 접할 기회나 예술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2) 평생교육
현대는 과거에 비해 무용의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평생학
습도시에 부합한 평생교육시대에서의 예술교육에 대한 정책 및 기획, 자원의 부족으로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상, 연령, 목적, 성별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잠재적이고 지속적인 인적자원을 양성, 개발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무용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3) 공연장 실습장, 교육장의 부족
공연장, 학교,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한 실습, 교육시설 및 인프라의 부족

(4) 예술정책 및 물적 지원의 부족
연계학습, 시설공유,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동작업 등에 따른 정부 차원의 행정적, 정책
적 지원의 부족과 비영리단체로서의 협회나 단체가 그 분야의 발전과 사회기여를 위해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인적 물적 자원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 사회가 예술문화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준비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정책 및 지속적이고
일관적이 기금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개인, 단체들의 인적, 물적 지원이 요구되며
장기적이고 일관적이며 계획적이어야 할 것이다.

4) 춤의 영역 확대와 콘텐츠 개발의 한계
현대의 변화의 속도가 날로 더하고 있고 방식, 기능의 변화 또한 가속적이다 무용은 전통적인
분야인 공연, 교육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무용은 예술무용, 생활무용이라는
일반적인 범주에서 한정적인 분야와 장르에 국한된 무용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영역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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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에 비해 경쟁적이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 음악은 시각적 음악시대로
들어서면서 뮤직비디오시장을 확대 시켰고 미술분야는 그림과 영상의 만남을 통해 애니메이션,
웹툰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 무용은 현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영역개발에
대한 준비나 대책은 있는 것인가? 무용이 중심이 되는 신개념, 신 가치의 개발 상품은 무엇인가?
이제 무용분야도 무용분야에 적합한 행정전문가. 기획전문가, 마케팅전문가의 인재 배출
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무용과 의학, 경영학, 물리학, IT, 영상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
를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여 더 많은 직업창출과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무용예술의 과제
1) 충북 내의 무용과의 부활
현시대에서의 무용의 수요는 다양하고 무용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재양성의
필요와 충북무용예술의 바람직한 성장, 지역사회의 문화정체성확립, 연계적인 인재양성
을 위해 무용학과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한 상항이다.
그러나 과거의 무용과의 개념이나 방식은 곤란하다 현대사회와 미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특성화 방안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학교,기업 지역사회를 연계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방안
- 인재양성의 목적과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편
세계적인 Network 조성과 세계와 연계, 연합, 협력 가능한 공동프로젝트를 통한 국제화
타 분야, 타 장르와의 경계를 허물고 융, 복합을 통한 새로운 분야 창출과 영역확대
-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략 수립
개인, 단체, 기업 및 학교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교육, 공연, 경연 및 지역축제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지지를 얻어 예술적인 우수함과 지역경제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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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용협회의 행정, 기획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과 고정인원배치
무용분야의 행정 및 기획 인원을 양성하고 배치시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운영과
기획을 통한 영역확대 및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구축
(1) 컨텐츠 개발
기존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현대사회의 요구를 넘어 현대사회의 필요를 제공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다양한 예술상품의 개발, 대상과 목적 내용에 따른 교육상품의 개발, 지역의
문화발굴 및 상품화 관광상품이나 경연산업 같은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적
상품 개발, 노화, 성장, 미용, 건강, 교정, 치료에 관한 건강, 치료산업개발, 무대기술,
VR, 의상, 분장, 조명, 영상상업 등과 같은 무대장비, 무대관련기술산업 등 영역을 확대하
고 직업을 창출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은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2) 기술, 상품기능의 융, 복합 및 단체, 기업, 제도, 행정과의 협력체계구축
인터넷을 통한 3D나 동영상 제작, 정보교환 및 수집 전 세계 전문가들과의 공동제작
기반구축 등 예술창작활동의 방안 모색으로 활용가능하고 예술마케팅의 장으로, 그리고
예술교육에의 활용 등으로 현대의 정보기술과 문화를 융합 활용한다면 공연예술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되는 정보매체의 융합은 (1)
막대한 홍보비용과 물리적 시간대의 제약을 극복하게 하고 실시간대로 세계각국과 소통이
가능하게 해준다 (2)더욱 다양하고 섬세해지는 전략 OTT(Over The Top: 인터넷 방송)
와 메신저를 통한 시장개발 및 유통이 증가될 전망이며 넷플릭스(Netflix), 웹툰
(Webtoon), 유튜브(Youtube)와 SNS 등의 발달이 더한층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부합하여 타 분야 및 관련기술의 접목을 통한 기술의 융합. 기능의 융합, 단체, 기업,
제도, 행정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기업과의 제휴 및 전략적인 통합을 시도하여 문화예술
시장의 경쟁력과 세계시장확보를 위해 각 분야에 걸쳐 경계를 허물고 서로간의 장점을
통합하여 산업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지역사회의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예술행정 및 정책 지원 요구
지역사회에서 진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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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인식과 개선이 필요하자고 하겠다. 예술정책 및 지원
은 1. 국가 경제 및 지역자치단체 장이나 대표가 바뀔 때마다 일관적이지 않았다. 2. 경제적
이슈가 있을 때 마다 항상 문화예술 지원부터 축소되어왔다. 3. 장, 단기 발전 계획이 없이
일회적, 전시적 행사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4. 지역자치문화예술 담당자의 비 전문성 및
순환, 유동적 업무 이동으로 업무진행의 단절 및 초기화 현상이 발견되어 왔다. 5. 공평성을
명분으로 중요성이나 사안보다 순차적 혹은 나누어 주기식의 지원 등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4. 제언
변화는 앞으로든 뒤로든 어느 방향으로든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할 것인지, 퇴보를 할 것인지는 현재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발전은 경제사회로서가 아니라 경제적 문화사회로서 발전을 해나갈
때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작지만 강한,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술의 가치를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지역고유의 문화영역을
확대시키며 특성화시켜 지역사회의 정신문화, 예술문화 및 경제를 균형발전 시키는데 중요
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예술은 생활영역을 확대하고 개념을 재정립하여 삶에 더욱
더 유용하게 적용시키며 문화예술의 창의적인 인프라를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
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재생, 예술, 창작, 창의가 핵심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의 예술학과 폐지는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선택으로 파생될
미래의 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어떤 사회든 그 사회에서의 예술은
예술적 우수성을 이루는 것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이원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경제학자 하비 펄로프(Harvey Perloff)는 지역사회 예술경영에서 말하고 있다.
예술 고유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술 활동은 지역사회에서의 예술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동시에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미쳐야 한다. 문화예술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지역자치단체, 대학, 예술인 모두
책임을 회피 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충북무용은 1.충북 내 무용과의 부활과 2.협회운영의 일관성, 전문성 구축 3.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이 협력체제를 구축, 4.지역사회의 효율적인 예술행정,
정책, 자원의 지원체계구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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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한국에서 발레가 순수예술로
구축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연구1)
김수인(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본 연구는 1945 년 한국의 일본 해방 전후의 발레의 입지에 대한 사회 역사적 경로를
조사한다. 수입 초기에 발레는 모호한 위치에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서양 무용 예술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귀족적인 형식주의와 이국적인 토댄싱은 비판의 대상이었다. 현대 무용
분야에 이미 국제적인 경력을 가진 몇몇 무용가가 존재한 것과는 달리 본격적인 한국 발레
종사자는 해방 이후에나 출현했다. 더욱이 발레 종사자는 당시 한국 무용계의 새로운 얼굴
이었지만 해방 직후 처음부터 국가 차원의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발레의 급격한 성장은 탈식민국가의 탄생과 행보를 같이 했다. 국가 건설 과정은 사회
통합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장치가 필요했다. 국가 차원의
무용 조직은 상업 무대와 귀족과의 과거 연합에서 발레를 해방시켰다. 이 과정을 통해 발레
는 현대사회에서 예술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공익적, 도덕적 가치를 주장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한국은 신생의 탈식민-현대 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
고, 전쟁과 수탈을 겪은 후 질서와 위엄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민족국가로
서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사회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었다. 이점에 있어서 발레의 초국가성,
고전주의, 역사와의 연계성과 같은 특징들은 신생국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역사 기록 분석을 토대로 발레가 국가의 문명 수준을 대표하는 국가의 엠블럼이
되었으며 동시에 국가 구성원의 공적 기념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1) 본 논문은 <무용역사기록학> 제 45호(2017.6) “A Study on the Socio-historical Construction of Ballet as Fine
Art in Korea: focusing on its relationship with nationalism”에서 출간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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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Nationalism and the Socio-historical Construction of
Ballet as Fine Art in Korea1)
Sue In Kim(Sungkyunkwan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ocio-historical route of ballet’s establishment in Korea,

before and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In the early stage of its importation,

ballet had an ambiguous position. In spite of its fame as the most representative western

dance art, its link to aristocratic formality and exotic toe dancing were subject to criticism.

Unlike the field of modern dance, which already had a few notable Korean dancers with

international careers, full-fledged Korean ballet practitioners emerged only after liberation.

Moreover, although the ballet practitioners were new faces in the Korean dance scene

at that time, they took important parts in national-level organizations from the outset.

Ballet’s sudden growth coincided with the nascence of post-colonial nation, where the

process of nation-building required new devices to confirm and express social consolidation

and cultural identity. The national-level dance organizations freed ballet from commercial

arena and from past association with aristocracy. With this process, ballet could claim

public and moral virtue, qualities at the core of fine art. Ballet’s certain features such

as its transnationality, classicism, and its link to history were useful for Korea as a nascent

nation, being eager to become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to reestablish order
in the post-war era, and to create social consolidation with shared tradition.

Based on my analysis of historical records, I argue that ballet became a national emblem

that represented the nation’s level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while serving
as a public monument for the members of the nation.

1) The earlier version of this paper had been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and
History, vol.45(2017.6) “A Study on the Socio-historical Construction of Ballet as Fine Art in Korea focusing
on its relationship with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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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남북문화교류의 방향모색
김연수(강원대학교 대학원)
한경자(강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15년 만에 북한 예술단의 방남 공연이 이루어졌다.
남북은 고위급 남북회담의 공동보도문 채택이후, 마식령 스키장 합동훈련,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출전,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방남 공연, 남한 예술단의‘봄이온다’방북 공연과
같은 스포츠 문화교류가 이어졌다. 2018년 올림픽을 통한 남북교류는 스포츠 교류 주도하
에 문화교류로 이어졌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도 남북은 국내외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스포츠 교류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남북 문화교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본 연구는 1985년 첫 남북예술단 상호 방문 교류로 시작된 북한예술단의 실제
공연장르 및 프로그램 구성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문화예술교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 북한예술단의 1985년과 2002년 방남 무용공연단의 레퍼토리 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차례의 무용 교류는 주로 비정치적인 주제와 민속적 소재로 구성되었다. 무용이라는
비언어적 예술장르의 교류로 같은 민족끼리 동질성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1985년 김일성 집권시기와 2002년 김정일 집권 시기 무용 공연 교류가 성사되었던
반면, 김정은 집권 이후는 김정일로부터 시작된 음악정치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는 최근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 공연과 남한예술단의 방북공연‘봄이온다’의 레퍼토리 구성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용, 음악, 스포츠, 대중문화 등의 균형 있는 남북문화교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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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Seeking direction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Yeon Su Kim(A graduate student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yung Ja Han(Pr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fter 15 years, the North Korean troupe made a visit to South Korea and performed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the north and south, there were sports

culture exchanges such as a joint training at Majolyun ski area, participant in women's

ice hockey game as a single team of South and North Korea, a performance of North

Korea's Samjiyeon Orchestra in South Korea, and a performance, called 'Spring is coming',

of South Korean art troupe. With the 2018 Olympic Games,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led to the cultural exchanges under the sports exchanges. Since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South and North have formed a single team at home and abroad
and are carrying on sports exchanges, so the cultural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expected to become more active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seek the direction of cultural and art exchange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actual performance genre and program composition of the North Korean

art troupe, which started with the exchange by South and North Korea visiting each

other in 1985. Especially, the North Korean art troupe’s repertoire organization, which

was for performances in South Korea in 1985 and 2002, was focused on in this study.

The two dance exchanges mainly consisted of non-political themes and folk materials.

Through the exchange of non-verbal art genres of dance, it was possible to raise the
possibility of recovering homogeneity as the same people.

While the exchange of dance performances was achieved in 1985 when Kim Il Sung

was in power and in 2002 when the Kim Jong Il was in power, music politics started

from Kim Jong Il have been expanded even after Kim Jong Eun was ruled. the music

politics that began with Kim Jong Il are expanding even more since Kim Jong Eun's

reign. This can be confirmed in the recent repertoire composition of the two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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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is Samjiyeon Orchestra's performance and the other is performance of South Korea's

troupe called 'Spring is com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a direction of balanced cultural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uch as dance, music, sports and popula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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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강원도 속초사자놀음의 구성과 전승현황
김유희(강원대학교 대학원)
한경자(강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강원도 속초사자놀음은 1950년대까지 함경남도 북청에서 연희된 사자놀음이 남한으로
넘어온 이주민속(移住民俗)으로 속초 청호동 아바이마을에서 그 원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중요한 탈춤종목이다. 남북분단 이후 북한사자놀음은 체재수호적 교시연희로 가면과
놀이내용이 무대극으로 바뀌었다. 현재 속초는 사자춤과 음악적 원형, 고유성이 전승되어오
고 있으며 북청에서 온 피난1세대들이 제작한 사자탈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자놀음
원형을 훼손하지 않은 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속초사자놀음의 명칭은 북청사자놀음에서 속초북청사자놀음으로 변하였다가 속초사자
놀음으로 변하였다. 이는 장기간 분단세월로 1세대 실향민들이 스스로를 북청사람에서
북청에서 온 속초사람으로 칭하고 2세대 실향민들이 스스로를 속초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놀이마당의 구성은 길놀이-마당돌이와 애원성, 마당놀이–양반꼭쇠해학·넋두리춤·무동
춤·꼽추춤·칼춤, 사자놀이-사자춤 초장·중장·말장, 군무놀이-돈돌라리로 총 4과장 10마당
으로 구성된다.
속초사자놀음 춤사위는 애원성춤, 넋두리춤, 무동춤, 꼽추춤, 칼춤, 승무, 사자춤 등이 있다.
사자춤 반주음악은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으로 첫 장에는 심산유곡에 사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형상한다. 중간 장은 성낸 사자의 소리와도 같이 씩씩한 박자로 격동적 선율을
나타내며 마지막 장은 부정을 물리친 승리자의 위엄을 그윽한 선율로 형상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음악적 특징은 퉁소가 여러 명 등장하여 연주한다는 것이다.
정치체재의 변화에 의해 남하하여 강원도 지역 민속으로 정착된 속초사자놀음의 전승현황에
대한 연구는 향후 변화된 남북문화교류에 새로운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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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Composition and Transmission of Sokcho
Saja Noreum in Gangwon Province
Yu Hee Kim(A graduate student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yung Ja Han(Pr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kcho Saja Noreum in Gangwon Province is a folk play which was given by Saja

Noreum, in Bukchon, South Hamgyong Province, until the 1950s and handed over

to South Korea. Its prototype has been handed down, being an important dancing event

in Abai Village, Sokcho. After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masks and

contents of Saja Noreum in North Korea was changed by teaching to protect and preserve

the nation's system. Currently, Sokcho is the only area in which lion dance, musical
prototype, and uniqueness are preserved and the lion costume produced by the first

generation of the evacuation is preserved without undermining the prototype of the play.
Sokcho Saja Noreum was changed from Bukcheong Saja Noreum to Sokcho Bukcheong

Saja Noreum and changed into its current name. It can be said by long-term division

that the first generation of displaced people call themselves Sokcho people from Bukcheong,

not calling themselves Bukcehong people anymore, and the second generation of those

regards themselves as Sokcho people.

The traditional Korean outdoor performances consist of 4 Gwa-jang (section or chapter)

and 10 Ma-dang (episode) such as Gilnori-Madang-doli and Aewon-seong, Madang-Nori

(outdoor performance) –Yangban-kkogsoehaehag·Neogduli Dance·Moodong Dance·Comic
dance with pillow on one's back·Sword Dance, Saja-Nori-Saja Dance (Lion Dance)

beginning section·middle section·ending section, Group dance-Dondollari. Sokcho Saja
Noreum has Aewon-seong Dance, Neogduli Dance, Moodong Dance, Comic dance

with pillow on one's back, Sword Dance, Seungmu and Saja Dance (Lion Dance) etc.

The accompaniment of the lion dance is the Geommoli-Jangdan (the fast beat), and

the first chapter of the dance shows that the lion is asleep in the mass of the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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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ddle chapter shows the tumultuous melody with a strong beat, like the voice

of the angelic lion, and the last chapter shows the majesty of the winner who has defeated

evil with a delicate melody. The most important musical feature is that tungso which
is one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is played by several people.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on the tradition of Sokcho Saja Noreum, which was

moved to the south by the change of politics and settled as a local folklore, could serve

as a new starting point for the cultural exchange, which has been chang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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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존 듀이의 경험중심 교육에 의한 초등무용 학습모형 개발+
서지연(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무용교육이 직접경험을 통한 경험중심 교육의 실행을 위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존 듀이 경험이론의 기준원리이며, 경험 교육의 기능인
상호작용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반성적 사고, 직·간접경험을 통해 무용의 교육적 기능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의 무용교육 현황을 통해 경험중심 무용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존 듀이 경험이론의 기준원리이며, 경험의 교육적 기능을 무용교육에
적용하여 창작적 요소와 결합하는 방법으로 소통, 연결, 탐구, 제작, 반성영역의 경험중심
무용교육 학습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통영역은 상호작용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학습자는 신체의 움직임과 신체의
변화를 인식시키는 감각을 키울 수 있다.
둘째, 연결영역은 연속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학습자는 심미적인 표현을 배우고 익히
는 감성을 키울 수 있다.
셋째, 탐구영역은 반성적 사고를 적용한 것으로 학습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넷째, 제작영역은 직접경험을 적용한 것으로 학습자는 작품 구성과 논리적인 발표와 감상
을 통하여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다섯째, 반성영역은 간접경험을 적용한 것으로 학습자는 이해의 과정과 감상문을 작성하
는 비평을 통하여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무용교육이 독립된 하나의 교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무용
교육 이론의 뒷받침과 무용교육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 및 전문성이 내재한 학습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무용교육은 학교예술교육이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존 듀이의 경험중심 교육에 의한 초등무용 학습모형 개발」(2018) 중 일부내용을
요약 게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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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양시키는 경험중심 교육으로 발전하도록 예술형태의 교육으로
제 몫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경험중심 무용교육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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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dance learning model
based on John Dewey's experience-centered education
Ji Yun Seo(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earning materials for experience-based educational

practice of elementary dance education through direct experience. To this end, it examined

educational functions of dance through principle of interaction, principle of continuity,

reflective thought and direct/indirect experience, which are standard principles of John

Dewey’s experience theory and functions of experiential education, and therefore, it verified

the necessity of experience-based dance education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s of
the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Thus, the researcher developed an

experience-based dance education learning model of communication, connection,

exploration, production and reflection sectors, by applying standard principles of John

Dewey’s experience theory and educational functions of experience to the dance education

and combining them with creative factors. Thu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ommunication sector, learners can enhance their senses through applied

principle of interaction to perceive their physical movements and changes.

Second, in the connection sector, to which the principle of continuity is applied, learners

can enhance their senses for learning and mastering aesthetic expressions.

Third, in the exploration sector, to which the reflective thought is applied, learners

can enhance their thinking ability to solve problems related with a given theme.

Fourth, in the production sector, to which the direct experience is applied, learners

can improve their creativity through an idea work, logical presentations and appreciation.
Fifth, in the reflection sector, to which the indirect experience is applied, learners'

judgment can be enhanced through the understanding process and criticism in which
they write their reviews.

This study begins with the awarenes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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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ing the dance education’s own characteristics and professionalism and supports

for systemized dance education theories, in order to establishing the elementary dance
education as an independent subject. Thus, the elementary dance education should serve

its role as an artistic form of education, to help the school arts education develop into

the experience-based education that enhances creativity and personality, both of which

are pursued by the former. To this end, a variety of researches on the experience-based

dance education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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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VR 기술을 활용한 무용콘텐츠 개발동향 및 전망분석
송정은(글로컬문화·공감사회연구센터, 서울시립대)

엔터테인먼트 영역부터 의료, 교육 등 인간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VR이 활용될 추세이
다. 본 연구는 무용콘텐츠의 다양화와 미래화를 위해 VR기술 도입 가능한 무용콘텐츠의
종류를 살펴보고 콘텐츠 개발과 전망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VR기술을 접목한 무용콘텐츠 개발동향을 분석할 것이다. 현재 VR 게임 형식의
무용콘텐츠가 개발되었지만, 접근성 및 관련 기구의 용이성이 낮아 활성화되기 힘든 실정이
다. VR기술을 숙련하여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할 무용인들은 비용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VR기술을 도입하여 시공간적 제약을 넘는 무용콘텐츠의 개발과
보존적, 교육적 목적의 콘텐츠 자료화를 위한 기술적,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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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The Analysis on the Trend and Outlook of Dance
Contents Using VR Technology
Jung Eun Song
(Center for Glocal Culture and Social Empathy, University of Seoul)

Ranging from an entertainment industry to the various fields of medical treatment

and education, VR technologies will be largely used in the human beings’ daily l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implication of VR dance contents creation

in dance performances and to discuss its prospects by considering the ways of improving

diversity and development of dance contents.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how VR technologies have been likely used to create dance contents and

how this trend can make an impact on audienc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dance.

In fact, it has not been easy for dance content creators to actively use the technologies

for diverse purposes because of information, price and accessibility of using the technologies.

The dance content creators, who should be fully informed and use the technologies

such as an choreographer and a performance director, have not created VR dance contents

due to those difficulties. It should be noted that VR dance contents would be one genre

of dance performance genres, not replacing the original type of dance performances without

using technologies. Still, it is worthy to learn the characteristics of VR technologies

and to consider the ways of developing the technologies to create a new type of dance
contents by overcoming the limits of time and spaces. Also, the technologies will be

useful to improve guidelines in the various fields of dance, such as dance education.

To do this, arts policies for encouraging collaborations between VR technology network

and artists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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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발레 피루엣 앙 드올에서
한국무용 한발들어돌기로의 피봇턴 동화과정+++
심경은(학습과 문화배경 연구단,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20세기 초 동서양 사이의 문화 교류를 통해 서양의 발레 동작들은 변형된 형태로써
한국무용 안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문화동화에 관한 연구를 위해 피봇턴 동작기술을 대표
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발레의 피루엣 앙 드올과 한국무용의 한발들어돌기를 비교
분석 하였다. ‘몸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하여 한발로 돈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피봇턴은
두 무용에서 유사하지만 표현적인 측면에서 각 문화의 배경에 따라 서로 매우 상이하게
표출된다는 점이 이 연구의 의의를 갖게 한다. 연구의 첫 부분은 유사한 기능원리를 지닌
하나의 동작기술이 어떻게 두 문화(프랑스, 한국) 안에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
는 것에 할애 되었고,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각 무용의 학습과정과 전승구조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들의 통합이 요구
되었고 이를 위하여 여러 분야와의 협력 작업은 필요 불가결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설계
된 관찰실험, 심층인터뷰, 근거이론, 측정실험, 참여관찰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의 도구 –
비디오카메라, 설문지, 라반동작분석 전사시스템, 모션캡쳐시스템, 지면반력기, 무용수 역
량심사 평가표(PCEM), 시계열 관찰프로토콜 등을 사용하여 측정 및 처치하였다.
이 연구는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의 유입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무용의 한발들어
돌기와 프랑스 발레의 피루엣 앙 드올에 대한 비교에 초첨을 맞추었다. 그러나 피봇턴
동작기술의 기능만을 분석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학습과 전승의 과정을 거친
사회적, 문화적 작용의 산물이었음을 문화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한국무용의 한발들어돌기는 발레의 피루엣 앙 드올의 메카닉 원리에
+ 이 연구는 프랑스연구재단 GESTEC프로젝트(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ANR-13-APPR
-0005-01 GESTEC-총감독 Blandine Bril)의 일환으로 재정 지원된 심경은 박사 논문(EHESS, 2012
-2015)의 초록에서 발췌하여 편집하였습니다.
++ 대한무용학회 2016국제학술심포지엄 포스터 발표 이력, 수정 및 보완 후 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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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동작시퀀스와 학습단계를 차용하였으나 이러한 동화 과정 중에
서도 한국적 정서의 고유성을 움직임에 덧입혀 그 특질적 표현을 보존하고 있었다. 즉,
한발들어돌기는 학습과 전승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능적 제약과 문화환경적 제약 사이에서
조율 되어진, 발레의 피루엣 앙드올도 아닌 그렇다고 한국무용의 전통적인 돌기동작도 아
닌, 특별한 한국풍의 현대적 돌기동작 기술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문화적 다양성과 예술표현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문제를 무용동작의 유입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각각의 무용이 특정한 표현양식에
가치를 두는 현상이 어떠한 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와
후속연구가 이뤄지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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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The assimilation of the pivot-turn in ballet Pirouette en
dehors by korean dance Hanbaldeuleodolgi+
Kyung Eun Shim
(Ph.D., Groupe de Recherche Apprentissage et Contexte,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Paris)

From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West and Asia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korean dance has integrated quite a few aspects of classic ballet while

transforming its figures. The transformation itself is what we are interested in. We have

focus on a central figure in classic ballet Pirouette en dehors, which in the korean dance

is known as the Hanbaldeuleodolgi. Our research aims to understand how a dance movement

which comes under similar mechanical stresses (create rotational forces) is expressed in
both cultures (France, Korea). To complete this project we believe that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was necessary. Overall contents of study are composed of the first part that
conducted behavior analysis and functional analysis of movement, and the second part

dealing with the process of learning and transmission. Through observation experiment,

in-depth interview, grounded theory, measurement experiment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that were designed as methods of research, this study measured and treated

by using various tools of research such as video camera, questionnaire, Laban movement

analysis transcription system, motion capture system(Coda Motion), force plate(Techno

concept), dancer ability examination checklist(PCEM), time series observation protocol

(Actogram Kronos) etc.

Our study focused 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Hanbaldeuleodolgi of korean dance

and Pirouette en dehors of french classic ballet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inflow
+

This paper has been edited with some excerpts from the abstract of thesis of Shim Kyung Eun(EHESS, 2012-2015),
funded as part of the GESTEC project (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ANR-13-APPR-0005-01 GESTEC)of
the French Research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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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culture to another. This study was also able to cause an ecological discussion

of cultural assimilation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and transmission without ending

in a research on the dance figure of pivot turn. Thus, our conclusions based on the

foregoing are that Hanbaldeuleodolgi appeared to borrow basic performance sequence
and the stage of learning from Pirouette en dehors of classic ballet to adapt to the

mechanical principle of pivot turn. However, it preserved traditional uniqueness of Korea

in the characteristic expression of movement. In other words, it is considered that

Hanbaldeuleodolgi has become a special modern dance figure, neither Pirouette en dehors

nor korean traditional turning movement that is mediated amongst mechanic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limitations while it went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and transmission.

In this thesis, we researched interconnected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versity and

pivot turn through the appearance of the process of learning and transmission of movement.

Based on this study, follow-up studies on from which cultural factor the phenomenon

putting value on a specific form of expression starts in each culture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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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10월 혁명이후, 소비에트연방의 민중공연예술 연구+
양민아((사)한국춤문화자료원)

본 연구는 10월 혁명이후, 초기 소비에트 연방이 국가로서 기틀을 다 지기 위해 민중계몽,
사회주의이념 확산, 민족통합을 목적으로 예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나타난 민중문화로
서의 춤 공연예술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0월 혁명이후, 소비에트 연방은 레닌의 예술대중화 사상의 영향으로 신생 국가를 이끌
어 갈 다양한 사회계층이 모두 향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소비에트의 공연예술의 특징과 형식 그리고 방향성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비전문인들의 예술단인 소인예
술단(素人藝術團)의 활동. 일반 대중들이 공연 예술의 생산과 향유의 주체로 등장한다. 둘
째, 에스트라다(Эстрада)와 민속춤의 활성화. 이는 다민족·다문화 민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연예술의 형식과 장르로 자리 잡는다. 이는 발레안무가들에 의한 민속 예술단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소비에트 발레의 탄생. 1934년에 열린 '전소련 작가동
맹회의'에서 고리끼 M.이 소비에트 예술 창작원리로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선포하였고,
이에 따라 젊은 소비에트 안무가들은 소비에트 정권이 추구하는 주제와 내용에 부합하는
소비에트 발레를 창안한다.
10월 혁명이후, 초기 소비에트 연방에서 형성된 민중공연예술의 형식과 레닌의 예술
사상은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의 예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1980-90 년대에 활발했던
민족·민중춤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본 발표는 『무용역사기록학』 39호 117-140쪽에 게재된 「초기 소비에트 연방의 민중문화로서의 춤 공연예술 현상연구」
를 축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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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A Study on Soviet Union's Proletarian Performing arts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Mina Yang(The Korea Dance Resource Cent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henomena of proletarian dance performing arts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when art was broadly used for public enlightenment, promotion
of socialist ideology, and national integration for firm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the Soviet Union looks for a new form of art to be

appreciated and accepted by Soviet people of various social classes that will lead the

newly born country, under Lenin’s idea to popularize art for the general public. In the

early period of the Soviet Union it was shaped the characteristics, formats, and directions

of proletarian performing arts. Three phenomena of proletarian dance performing arts

stood out. First, an amateur performing art group(Soin Yesuldan). Ordinary people emerged

as both producers and audiences of performing arts became popular. Second, Estrada

and folk dance. it came to be beloved among multi-ethnic, multi-cultural people of

the Soviet Union, which greatly influenced the birth of an Folk dance company by

ballet choreographers. Last, Gor’kii M. declared socialist realism as a principle for creating

Soviet art at a meeting of pan-Soviet writers alliance held in 1934. Subsequently, young

Soviet ballet masters developed new forms of ballet with themes and contents that were

in accord with the government agenda.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proletarian dance performing art in the early period

of the Soviet Union greatly influenced not only an artistic movement in other socialist

countries, but also Minjok, Minjung chum in Korea in 1980-90s.

+

This presentation is an abridged edition of ‘Performance Dance as Popular Culture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Soviet Union’
published in the Journal of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vol. 39 pp. 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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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에 나타난
개화기 기생의 기예 연구+ : 춤을 중심으로
유사원(한국예술종합학교 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 콘텐츠연구실장)

‘근대’라는 시점은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과거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근대무용 연구,
특히 일제강점기 기생의 무용에 관한 연구는 궁중무용과 더불어 무용학 연구 분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주제일 것이다. 1918년 발행된 『조선미인보감』은 학계의 본격적인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조선미인보감』은 예술사적 자료의 가치를 지니기보다는 권번
기생에 대해 관심을 이끄는 화보집일 뿐이었으며, 그 원본 소장은 몇몇 수집가에만 한정되
어 있었다. 이 책이 공연예술 사료로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1914년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예단일백인(藝壇一白人)”이라는 기사가 학계에서 보고되면서 부터 일 것이다.
“예단일백인”은 당시 예술계 인사 100명에 관한 글로써 국악사, 신파 배우, 변사, 기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중 90개의 기사가 기생에 관한 글이어서 기생 기사라 하여도
무관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시대의 자료이면서 1918년 발간된『조선미인보감』은
매우 중요한 사료일 것이다. 이 책은 당시 경성신문사의 사장이었던 아오야나기 고타로(靑
柳綱太郎)와 신구 서림을 운영하던 지송욱의 공동 작업으로 발행된 책자로 전국의 기생
605명을 권번 및 조합별로 기록한 자료집이다. 기생의 이름과 나이, 사진, 출신지와 현주소,
기예 그리고 그 기생에 대한 짧은 평가들이 적혀 있어 당시 시대 상황까지 알 수 있는
사료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조선미인보감』을 통해 기생들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고, 기생조
합과 권번의 형성 그리고 기생들이 보유했던 기예를 분석하여, 기생조합 및 권번의 특징을
볼 수 있었으며 현재로 이어지는 한국의 전통무용과 근대무용을 조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당시의 권번 기생들은 사회적 혼란이 가져온 제도 변화에 현명히 대처하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문학 석사학위, 2012)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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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많은 어려움과 소외감 속에서도 우리의 것을 다듬고 이어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늘날까지 우리 춤이 그 근간을 잃지 않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권번
기생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미흡했던 일제강점기 기생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와 같은 노력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계속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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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A study of talents of kisaengs in the Record of Joseon
Beauties in the opening period: focusing on Korean dance
This thesis is a revision to and supplemented my thesis on
master's degree in literature at Ewha Women's University.

Sa Won You(Chief of Content Research Office,
K'ARTS CREATIVE und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Modern times’ date back to the nearmost time frame from the present. Studies on

modern dances, especially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would be among core themes

in the realm of dance studies, along with court dance. The Record of Joseon Beauties,

published in 1918, did not draw more of attention from academic circles, simply deemed

a picture album featuring kisaengs active under their guilds, whose original copies were

in the hands of some of collectors. It had not been noted until articles were covered

about 100 persons engaging in the world of arts, in Mail Sinbo in 1914, including

Korean traditional musicians, actors or actresses, speakers, and kisaengs, the last group

among which occupied as many as 90 articles. In such sense, the Record would be

among valuable historic materials, jointly published by Yaoyanaki Gotaro, president of

Gyeongseong Newspaper and Ji Song-wuk, owner of Singu Bookstore, and specifically

describes 605 kisaengs nationwide on a guild basis, including their names, ages, photos,

places of births, talents and short biographical comments.

This stud examines how kisaengs lived and organized their cooperatives in Joseon

Empire, focusing on their talents, especially Korean dance which has been handed down

until now.

This study found that the talented rank had actively coped with some of changes

but adhered to retaining Korea-specific tradition, against hardships and sentim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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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enation in social contexts. Hopefully, further studies would be needed to make an
in-depth analysis of how kisaengs engaged in their businesses in the period of Joseo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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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현대 춤 공연의 대중성 증진방안 연구+
: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이지현(한국춤문화자료원 연구원)

본 연구는 국내 현대 춤 공연의 대중성 증진을 모색하여 춤 공연분야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족한 경제적 측면에 의한 열악한 공연환경을 개선시키고 현대 사회에서 춤
공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현대
춤 공연의 대중성 획득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증진방안, 상대적 중요도에 의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1단계로써 춤 공연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심층적인 문제점과 증진방안
의 도출을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춤 공연분야의 전문가 20인을
의도 표출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취지를 인지시키고 사전 동의를 구하여 실행하였다.
심층면담의 진행은 Patton(1990)의 정보수집의 6가지 유형을 활용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방
식으로 수행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을 기초로
전사와 정독, 진술추출, 범주화, 분류, 재검토, 타당성 확보의 6단계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2단계로써 1단계에서 도출된 현대 춤 공연의 대중성 증진방안의 계층구조를 만들고 계층
구조분석(Analytic Hiera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현대 춤 공연의 대중성 증진방안은 5개 영역으로 분리되었고
5가지 방안이 도출 되었다. 5개 영역은 안무가와 관객의 소통, 무용계 내부의 소통, 예술가
와 예술가의 소통, 스태프들 간의 소통, 관객과 예술가의 소통이다. 도출된 5가지의 방안을
쌍대비교를 통한 우선순위로 살펴보면 1위가 o,282의 월등히 높은 가중치로 안무가의
관객 요구사항 파악 방안, 2위 무용계 내부의 인식개선 방안 0.170, 3위 다양한 협업 증가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현대 춤 공연의 대중성 증진방안」(동덕여자대학교 무용학 박사학위, 2015)의
5개 영역 중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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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0.120, 4위 스태프들의 작품에 대한 통일성 구축방안 0.095, 5위 스타 안무가, 무용수
의 육성과 기용 방안 0.086이다.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있어서 현대 춤 공연의 대중성 증진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무가가 관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순위의 방안들도 대중성 증진을 위해 필히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안무가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 안에서 관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파악하여 관객과의 소통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춤 공연의 대중성 증진을 위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된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와 함께 춤 공연분야 내부의 관점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때문에 춤 공연과 연관된 주변
장르, 다른 예술장르의 상황과 관점을 통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중성
증진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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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opularity
of Contemporary Dance Performance
: Focusing on Communication
Ji Hyun Lee(Korea Dance Resource Center Researc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pinions of experts in contemporary

dance performance about the barriers to the popularity of contemporary dance, how

to improve the popularity of it and relative importance in an effort to seek ways of

boosting the popularity of Korean contemporary dance focusing on Communication .

It's ultimately meant to improve the harsh performance environments for contemporary

dance, which was caused by inadequate finance, in order to put performing arts of dance

on the right track in modern society.

In the first stage,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to find out problems with

performing arts of dance and how to resolve the problem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0 experts in performing arts of dance who were selected by purposive sampling.

After they were explained about the intent of the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ir consent. They were interviewed in the form of semi-structured interview according

to Patton(1990)'s six types of information collec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Colaizzi(1978)'s analysis method in six stages: transcribing, careful reading,

statement selecting, categorizing, reviewing and validity checking. In the second stage,

a hierarchical structure was generated about how to increase the popularity of contemporary

dance, which were found in the first stage. And then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was utilized to measur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ve areas and five methods were selected as a means to increase the popularity of

contemporary dance on communication. Five areas are audience communication with

324 제27회 전국무용제 기념 제20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The 20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in commemoration of the 27th Korea Dance Festival

the choreographer, communication of the artists and artists, communication between

staff members, communication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artist. As a result of making

a pair wise comparison of the five areas, 0.282 with a significantly higher weight, the

choreographer's identification of audience requirements was selected as the top priority.

Second is to improve awareness within the dance community 0.170, third is a variety
of ways to increase collaboration 0.120, fourth is a constitutional directions of unity

for the work of the staff 0.095. Fifth, star choreographers and star dancers nurture and

hire 0.086. To make contemporary dance more popular on communication, what mattered

the most was the choreographer's identification of audience requirements. We have to
do things in the second and fifth rankings to improvement of the popularity.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 choreographer should keep track of the flow of the times

and understand with sincerity what the audience really wants and to promote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investigated the opinions of experts to suggest

a practical clue about how to make up a dance work to increase the popularity of dance

performances. Yet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at the same time in that the suggestions

were just based on the inner perspective of those who engaged in dance performance.

Therefore sustained research efforts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and perspectives of other genres related to dance performance in order to accelerate

the improvement of the popularity of dance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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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컨템포러리댄스에 나타난
포스트모던댄스의 미적특성+
정은주(헤케이브 아카데미)

본 연구의 목적은 컨템포러리댄스에서 나타난 포스트모던댄스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함에 있으며, 컨템포러리댄스 작품을 포스트모던댄스의 미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
하여 그 미학적 본질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포스트모던댄스의 출현과 흐름을
통해 포스트모던댄스의 특성을 분석하여 ‘일상움직임의 무용언어화’, ‘미니멀리즘의 수용’,
‘접촉즉흥의 체계화’, ‘공간 해석의 변화’ 그리고 ‘각 예술장르간의 경계 해체’ 총 다섯
개의 미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분류된 5가지의 미적 특성들을 컨템포러리댄스 작품
에 적용하여 포스트모던댄스의 미적 특성과 컨템포러리 댄스와의 연관성을 통해 컨템포러
리 댄스의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적용된 컨템포러리댄스는 1980년대 이후부
터 2010년대까지 선보여진 창작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열여섯 명의 안무가들의 작품을
최종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섯 가지로 분류한 미적 특성들은 컨템포러리댄스
작품에서 ‘일상생활의 무용언어화’, ‘미니멀리즘의 선택적 사용’, ‘접촉즉흥의 안무화’, ‘장
소특정적무용공연’, ‘무용작품의 다원주의화’의 형태로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적으로 컨템포러리 댄스는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포스트 모던
댄스의 미적 특성이 발전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논문 <컨템포러리댄스에 나타난 포스트모던댄스의 미적 특성과 기능>을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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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The Aesthetic Characteristic of Post-Modern Dance
Reflected on Contemporary Dance
Eun Ju Chung(CEO, Hecabe Academ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

dance reflected on contemporary dance and analyze the nature of contemporary dance

as a aesthetic characteristics aspect of post modern dance. For this, the view of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post modern dance were analyzed first. Aesthetic characteristic of

post-modern dance were categorized as ‘utilize a daily movement to dance vocabulary’,

‘acceptance of minimalism’, ‘systematization of contact improvisation’,‘alteration of

space

interpretation’ and ‘deactivation of boundary between dance genre’ By applying these

five categories to contemporary dance, how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post modern dance

reflected on contemporary dance was investigated. The periodic sense on contemporary

dance in this study was set to the works of creative dance after 1980's and outstanding

work of choreographers or dance company's. As a result,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post

modern dance has developed into five categories as follows: ‘using daily life movement

to dance vocabulary’, ‘selective use of minimalism’, ‘ choreographynized of contact

improvisation’, ‘site-specific dance performance’, ‘pluralization of dance works’. In

conclusion, contemporary dance is the developed appearance of modern dance according

to the analyzation of aesthet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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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창작발레
<그녀가 운다: 여신 무산신녀> 작품분석
- 애드쉐드의 무용분석법에 근거하여 -+
최유나(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조기숙(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본 연구는 조기숙의 창작발레 작품 <그녀가 운다: 여신 무산신녀>를 자넷 애드쉐드(Janet
Adshead)의 무용분석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이분
법 해체에 관한 해석 및 의미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애드쉐드의 무용분석법에 근거하여
작품에 나타나는 움직임 및 캐릭터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작품분석을 위해서 애드쉐드가 제시한 무용분석법으로 연구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공연의 영상자료 및 사진, 팜플렛 등을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안무자의 상세한
창작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창작발레 <그녀가 운다: 여신 무산신녀> 작품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삶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요희와 요초 그리고 무산신녀가 되기까지의 변화과정을 신녀
들의 춤을 통해서 드러낸다. 두 번째, 무산신녀를 통해서 여성의 주체성을 보여준다. 무산신
녀가 주체적으로 사랑과 이별의 선택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점이 그녀의 대담함과 적극적
인 동작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세 번째. 발레작품에서 나타나는 이분법적인 동작의 구분
이 해체된다. 여성, 남성 무용수들은 동등한 성향의 동작을 보여주는가 하면 남녀 2인무에
서는 여성이 인도하는 동작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안무가 조기숙의 <그녀가 운다: 여신 무산신녀>는 자신의 삶과 사랑에
있어서 주체적인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권을 갖은 능동적인 여성성을 보여준다. 이는 남성중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인「창작발레 <그녀가 운다 : 여신 무산신녀> 작품분석, 애드쉐드의 무용분석법에
근거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 2017)을 수정·보완한 것임

328 제27회 전국무용제 기념 제20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The 20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in commemoration of the 27th Korea Dance Festival

심 시각에서 다루어지는 수동적인 여성성에 대하여 거부함으로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삶을
개척하는 존재로 여성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애드쉐드의 무용분석법을 기반으로 창작발레 <그녀가 운다: 여신
무산신녀>를 분석하여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성에 관해 의미부여한 것이다. 본 연구가
발레작품에서 주로 나타나는 여성무용수 역할의 고착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여성이 다수인 무용계에서 아직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주류인 현실에서
본 연구가 여성무용인이 주체로서 무용 활동을 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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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An analysis of the Ballet Piece
<She is Crying : The Goddess Moosanshinyeo>
- on the basis of Dance analysis by Janet Adshead Yoo Na Choi(The Graduate School of Performing Arts, Ewha Womans University)
Kisook Cho(Prof. Ewha womans University)

This research analyzes Cho Kisook’s original ballet piece <She is Crying: the Goddess

Moosanshinyeo> on the basis of the Janet Adshead's the analysis of dance. This paper

concluded an interpretation about the dissolution of dichotomy and drew the meaning

of that. Therefore, a research on the understanding of the Janet Adshead's the analysis

of dance analyzed and interpreted the ballet's overall construct and drew out the meaning.

The research results for Cho Kisook‘s piece <She is Crying: Goddess Moosanshinyeo>

is as follows. First, the life of the woman is held in priority. The process of the goddesses

becoming a Yohee, then a Yocho, then finally the Moosanshinyeo is expressed through

dance. Second, through Moosanshinyeo, the woman’s independence is displayed. The

point in which Moosanshinyeo actively exercises her right to decide between love and
a parting of ways, is shown clearly in her bold and proactive movements. Third, The

separation of dichotomous movements appearing in ballet are dissolved. As well as showing

movements of equal dispositions for the female and male dancers, in a male-female
two-person choreography, the woman shows leading movements.

According to there search, through <She is Crying: Goddess Moosanshinyeo>,

choreographer Cho Kisook shows a femininity that is proactive, a femininity that makes

independent choices and autonomous decisions in regards to one’s own life and love.
By rejecting the passive femininity that is treated by the male-oriented perspective, it

can be said that the piece expresses femininity as an existence which comprises of pioneering

one’s life based on one’s own decisions.

In such a way, this research analyzes <She is Crying: Goddess Moosanshinyeo> based

on the Janet Adshead's the analysis of dance and instills meaning in regards to a new

femininity appearing in ballet. I hope this study will serve as an example to overcome

the fixation of female dancers who usually appear in ballet. Also, within the ballet industry

that still remains within the patriarchal cultural mainstream construct despite being a

majority female industry, this research hopes that it can be a small step for women

dancers becoming their own agents in their work.

포스터 발표 331
Poster Presentation

초록
ABSTRACT

대학교육에서 융·복합 교양무용 사례연구
: <여성의 몸과 창조적 움직임> 수업을 중심으로+
한혜주(이화여자대학교 공연문화연구센터 연구교수)
본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와 여성학의 학제 간 연구의 결과물로 개설된 <여성의
몸과 창조적 움직임> 수업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본 수업은 주 2회 중 1회는 몸적학습
(somatic learning)과 창작 작업을 하는 실기수업으로, 나머지 1회는 여성학 이론 강의,
영상감상, 토론 등 이론수업으로 이루어져 실기와 이론을 통섭적으로 학습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학기 말에 자신들의 삶이 배어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한 공동
창작작품을 학습의 결과물로써 발표한다. 본 논문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수업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였고,

참여 학생들이 제일자적 관점(first-person

perspective)에서 기록한 체험자료(somatic data)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참여자는 몸적학습을 통하여 움직임을 자율적으로 탐구하면서 몸적 자존감이 회복
되었다. 둘째, 참여자는 독창적인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몸을 억압했던 학습
된 태도, 행동, 자세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셋째, 참여자는 몸의 감각과 기억을 회복하
고 타인과의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되어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력 또한 넓어졌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는 그룹 내에서의 토론을 통하여 공동 창작작업을 함으로써 기존의 이분
법적 젠더체계와 사고구조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무용의 가치와 의미가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교육학, 경영학, 의학
등에도 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7th 대학무용제 BCDF 심포지엄, <무용예술 활성화를 위한 영역 확대 방안>에서 발표된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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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Case Study on Convergent General Lecture on Dance
at University Level Education
: Revolving Around the Lecture <Women’s Bodies and Creative
Movement>
Hyea-joo Han
(Ewha Womans Universit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Research Professor)

This thesis is a case study based on the lecture <Women’s Bodies and Creative Movements>

lecture opened to students as a result of an intern-educational effort between the Faculty

of Dance and the Gender Studies within Ewha Womans University. The lecture was
conducted twice a week with one session devoted to practical studies in somatic learning

and creative movement, and the other session devoted to theoretical studies with respect
to theories on feminism, watching video clips and participating in discussions, allowing

the students to learn both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aspects of this lecture. At the

end of the lecture, the students present a collaborative and creative work as the result

of the lecture based on their experience. For this thesis, the author analyzed video-taped

sessions of the lecture since 2013 and utilized somatic data recorded from the first-person

perspective by the students themselves. From such analysis, the author was able to detect

the following educational effects:

First,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recover somatic self-confidence through proactive

study on their movements by way of somatic learning. Second,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discover their individual and independent movements, freeing themselves from

learned attitude, behavior, posture, etc. Third, the participants recovered their sense and
memory of the body and broadened their understanding of diversity through the

enhancement of sympathy and communication with others. Lastly,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cultivate critical thinking in relation to the dichotomy of gender and interpret

with new approaches through group discussions and collaborative and creative work.

The author wishes that the values and significance of performing arts will be utilized

포스터 발표 333
Poster Presentation

to become collaborative with other fields of study such as liberal arts, social studies,

science, education, business, medicin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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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CIS 고려인의 전통춤 계승의 무용사적 의미+
홍세희(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조기숙(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본 논문은 최근 10여 년간 연구된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
국가연합)지역 고려인들의 한민족 전통문화 활동을 연구 조사한 논문과 서적 그리고 온라인
보도자료를 통해 한민족인 그들이 거주국에서 지켜온 한국 전통춤 활동이 어떤 의미를
형성해 왔는가를 무용사적 관점으로 연구했다. 즉 본 연구는 그들의 전통춤문화 활동이
한민족의 무용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재외한인들의 디아스포라 문화와 그들의 전통춤 활동에 관한 연구는 한국무용사에서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적으로는 가깝지만 외교문제로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던 중앙아시아 CIS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 관한 춤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인은 1860년대 초 북부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이며, 1937년 척박
한 땅인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뼈아픈 역사를 지닌 한민족이다. 이들에 대한 관심
과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
사업단, 고려대학교 한민족 공동체 연구센터, 디아스포라 문화연구 그리고 재외한인연구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용학계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과거 활동했던 소인예술단 전통이 일부 부활하여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
춤 활동은 그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심어주고 정체감을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IS에는 몇 개의 고려인 가무단이 젊은 무용수들을 양성하며 드물지만 한국과의
교류 속에서 전통춤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내한 공연과 워크숍 등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무용계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야 할 것이다.
고려인들은 150년 이민역사 속에서 제정 러시아, 소련, 독립국가연합으로의 역사의 격변
+

본 논문은 『무용역사기록학』 제46호(2017. 9.) 「CIS 고려인의 전통춤 계승의 무용사적 의미」에서 출간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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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었다. 생존을 위해 소련정책을 따랐고 우리민족의 정체성(identity) 또한 잊지 않는
이중적 특징을 견지하며 살고 있다. 그들은 그만큼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은 우리 문화예술의 영역을 넓혀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들과의 교류는
한민족 전통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초국가적으로 유라시아 전역에 펼쳐있는 고려인들을
통해 한국과 교류가 없는 지역에도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한국무용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한국무용사에서는 고려인들 디아스포라의 한민족 춤 활동을 품고 동시에 한국의 춤문화가
세계에 뻗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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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A Study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CIS Goryein’s Succession of Traditional Dance Culture
Sehee Hong(D.F.A candidate, Ewha womans University)
Kisook Cho(Prof.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the traditional dance culture that Korean people,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have preserved

in other countries through the tradi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Furthermore, using

online press release and publications, the authors aims to study its meaning within the
Korean dance history. The research on Korean diaspora culture and their traditional

dance activities is being done rarely by the Korean Dance Department. It could be said

that research about the Goryeo people living in the CIS is practically nonexistent.

Currently, the tradition of the former Soviet art group has been revived and continues

its tradition. The succession of traditional dance 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stilling

a sense of bond and shared identity with Korean people the same. In CIS, several Goryeo

delegates cultivate young dancers, but they are inheriting traditional dances through cultural

exchanges through culture with Korea. Korean dancers should be interested in them

because CIS dancers Goreyo dancers are thirsty for continuous exchange with Korea,
such as performances and workshops.

The CIS Goryeo people underwent a catastrophic change of history in the past 150-year

history of immigration to Russia, the Soviet Union, and the CIS. They have followed

the Soviet policy for survival but lived with dual characteristics that does not forget

the tradition of their origin. They are forming a distinctive culture. Their activities indicat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area of Korean culture and arts. The exchange with

them will go beyond sharing the tradition of Korean people, and will form a traditional

network that can promote Korean culture even in regions where there is no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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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Korea through the Goryeo people spreading across Eurasia in transnational countries.

I think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expansion of Korean dance. In the future, Korean
dancers will have to embrace Korean diaspora dance culture, and at the same time,
I hope that Korean dance culture will spread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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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61

무용

한국어

263-282

무용

한국어

283-30

무용

한국어

301-318

무용

한국어

321-326

무용

한국어

327-330

역사

한국어

‘무용 텍스트의
2

35

분석과 해석’

최해리

무용구술채록문의 분석과 해석을 통한 한
국근현대무용사 서술의 한계 극복

3

남선희
·
김미숙

4

박대선
·
김정명

5

이혜경

6

정다진
·
황규자

고령자의 인지능력발달과 삶의 질 향상을

7

조경아

조선시대 중국 사신의 춤 향유

2014

김수악 살풀이춤 연구
자각수련방식을 응용한 궁중무술의 몸학적
연구
무용치유의 연구 동향 분석: 국내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위한 스퀘어 스텝 프로그램의 효과

논 문
안무가의 안무참여방식에 따른 저작권의

8

조상혁

9

조정희
·
조기숙

무용수의 ‘몸 주체성’ 인식에 기반한 안무자

10

한경자

최승희춤의 아시아적 후원환경론

11

황인주

12

황희정

13

김호연
서 평

14

장지원

인정과 그 효과

의 작품분석 : 무용작품 <Walk>를 중심으로

무용교육프로그램 성과평가모형 개발에 관
한 연구
무용학에서 연구윤리의 쟁점과 교육
방향성 연구
근대 무용 연구의 토대를 위한 새로운 인식
구술사를 통한 역사의 재탐색과 새로운 방
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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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36호
vol.

연도

순서

1

저자
특집논문

조경만

‘커뮤니티

제목
생태예술, 북미원주민의 의례 속의 비의도
적 구현과 현대사회의 의도적 실천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48

무용

한국어

49-70

무용

한국어

71-86

무용

한국어

97-126

무용

한국어

127-150

무용

한국어

151-182

무용

한국어

183-222

무용

한국어

223-250

무용

한국어

251-174

무용

한국어

275-296

무용

한국어

297-324

무용

한국어

325-350

무용

한국어

352-358

무용

한국어

359-363

무용

한국어

댄스의 역사와
2

최해리

한국 커뮤니티 댄스의 근원, 흐름, 확장

3

김보람
·
전은자

예술미를 중심으로

4

김윤지
·
김운미

5

김정명

6

남수정

전망’

김백봉 <선의 유동>의 미학적 고창: 헤겔의

조선후기 춤 교섭과 그 문화적 이해

토마스 하나의 소마이론: 체험양식의 변조
를 중심으로
개인 무용가의 춤 기법 전승을 위한 언어적
춤 묘사에 대한 연구:
최현 기본무를 중심으로
의궤 정재도의 도상학적 연구(Ⅰ):

7
36

손선숙

<가인전목단>·<몽금척>·<무고>·<아박>·
<포구락>을 중심으로

2015

논 문
8

유지영

9

유화정

10

이병관
·
성소영

11

정겨울
·
조기숙

12

홍애령

13

권혜경
서 평

14

이송

한국무형문화재 춤 전자문화지식지도 구
축을 위한 설계방안 모색
한국소설에 나타난 춤추는 여성상:
1910년대-195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직업무용단 단원들의 직무 긴장이 직무
만족, 무용단 조직 몰입 및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아이돌 춤에 관한 연구: 소녀시대 춤
<Gee>를 중심으로
전문 발레교육자의 성장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발레교수전문성의 발달과정 탐색
연희 연구 성과 집대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
하는 발판이 될 사전
김백봉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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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37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장정윤
특집논문

2

제목
<헤로디아드>에 관한 미학적 고찰: 니체의
여성적 진리를 중심으로

‘20세기 예

Symptoms of Fin de siècle that

술사조와

Appeared in the Movements of

춤 현상’

Chung,
Eunju

Isadora Duncan and Ruth St.Denis,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34

무용

한국어

35-56

무용

영어

57-80

무용

한국어

81-100

무용

한국어

101-138

무용

한국어

139-164

무용

한국어

165-194

무용

한국어

195-222

무용

한국어

223-226

무용

한국어

227-238

무용

한국어
·
영어

the Pioneers of American Modern
Dance
3

김미영

4

박현정

5

손선숙

조선시대 문집에 묘사된 소매춤[袖舞]의
문학적 형상화
무용과 졸업생의 취업준비과정 및
직업만족도 분석
의궤 정재도의 도상학적 연구(Ⅱ):

37

<보상무>·<수연장>·<장생보연지무>·
<향령무>·<헌선도>를 중심으로

2015

논 문

소매틱 접근을 활용한 움직임 수업에서

6

전미현

7

조경아

조선시대 일본 사신의 춤 향유

8

홍애령

요소로서 무용소양(Dance Literacy)

교사-학생의 관계에 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 무용교육자의 전문성
함양과정 탐색
농악사 연구의 범주와 방법을 새롭게 제시
9

김영희

(한국학술정보, 2009)

서 평
10

하였다: 김정헌, 한국 농악의 역사와 이론
편집장의 부재로 좋은 기회를 놓친 국립국

시이달

악원의 영문 학술서: 한국 음악학 시리즈
6 한국의 춤 (국립국악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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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38호
vol.

연도

순서

저자

제목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11-32

무용

한국어

33-56

무용

한국어

57-74

무용

한국어

75-98

무용

한국어

99-130

무용

한국어

131-154

무용

한국어

155-172

무용

한국어

173-198

무용

한국어

199-219

무용

한국어

기욤 루이 페쿠르(Guillaume Louis
특집논문
1

‘인류 역사

Pécour)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위한 앙트
장은주

속의 무보’

레 에스파뇰 (Entrée Espagnol pour un
homme et une femme)> 안무분석:
1704년 보샹-푀이예 무보를 중심으로

38

2

권혜인

3

김경숙

4

김호연

5

이자헌

2015

국내무용단체의 SNS활용실태분석: 페이
스북을 중심으로
한영숙류 승무의 당악과장 특성 연구
일제강점 말기 무용 활동과 그 변화 양상:
무용의 관계와 경향을 중심으로
호남우도농악 징춤 연구: 박옥주류를 중심
으로

논 문
6

최정윤
·
조기숙

7

최흥기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 <신데렐라> 분석: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계모와 두 자매
처용무와 기공의 접목을 통한 건강처용무
개발 연구
A

Yoo,

8

Study

on

the

Characteristic

Movements of Smartphone Users

Si-Hy un through Laban Movement Analysis
and Bartenieff Fundamentals
한국무용사학의 새 지평을 연 성과물: 국제

9

서 평

송방송

학술올림픽 출품의 목표를 향하여 (김영희,
김채원, 김채현, 이종숙, 조경아 공저,
『한국춤통사』(서울: 보고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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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39호
vol.

연도

순서

저자

제목

1

고유미
·
김호연

한국춤에 나타난 교태미의 표상과 그 의미:

이현준

: 화보잡지 SAI SHOKI PAMPHLET

특집논문
‘근현대 춤
2

인물사 조명’

: 임이조의 전통춤을 중심으로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11-34

무용

한국어

35-57

무용

한국어

59-96

무용

한국어

97-116

무용

한국어

117-140

무용

한국어

141-162

무용

한국어

163-188

무용

한국어

189-212

무용

한국어

213-230

무용

한국어

231-249

무용

한국어

251-257

무용

한국어

1930년 일본 중문화 속의 ‘최승희’ 표상
(1~3권) 분석을 중심으로
미국 대학생의 한국춤 학습경험에 관한

3

김경은

질적연구: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州)의 학을 중심으로

39

2015

4

김연진
·
전은자

5

양민아

6

이채문

봉산탈춤 팔목중과장의 순환구조로 본 구
나성
초기 소비에트 연방의 민중문화로서의 춤
공연예술 현상연구
중국 중세 ‘서역 3무’의 중원 유입과 전개양
상 : 호선무․호등무․자지무를 중심으로

논 문
7

임수경
·
김선정

무속모티프를 활용한 무용시극(詩劇) 창작

8

전유정
·
정은자

한국 창작뮤지컬 안무의 시적 흐름에 관한

9

황인주

무용교육연구의 철학적 사고체계 분석

10

황희정

방법 시론(試論)

고찰

전통춤에서 안무변화와 매체 교체의 의미
해석
왜곡의 시정에 의한 전통의 복원과 재평가:

11

서 평

나정원

이종숙, 종묘제례악 일무佾舞의 왜곡과
실제 (서울: 민속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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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40호
vol.

연도

순서

1

저자

특집논문

이찬주

제목
송범의 작품 연구에 한 再考:
1940~1970년 신문 기록을 중심으로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26

무용

한국어

27-53

무용

한국어

55-56

무용

한국어

57-108

무용

한국어

109-140

무용

한국어

141-186

무용

한국어

187-220

무용

한국어

221-246

무용

한국어

247-270

무용

한국어

271-303

무용

한국어

305-314

무용

한국어

315-319

무용

한국어

‘무용공연과
2

기록’

이호신

공연예술의 기록에 관한 제언

3

강현숙
·
조기숙

‘고유수용감각’에 기반한 무용 창작과정

4

김보람
·
전은자

김백봉 <선의 유동>의 도상해석학적 고찰:

5

김안나

연구

파노프스키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몸알아차림(somatic awareness)에 기
반한 요가자세 및 움직임이 갖는 자기 조절
과 치유 효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의궤 정재도의 도상학적 연구(Ⅲ) :
<관동무>·<광수무>·<무산향>·<무애무>·

6

손선숙

<선유락>·<연화무>·<처용무>·<초무>
·<춘앵전>·<침향춘>·<학무>·<향발무>

논 문
40

2016

정재도를 중심으로

7

유승관

8

윤영숙

≪한국 현춤작가 12인전≫의 작품 경향
연구: 남성 한국무용 안무가를 중심으로
공연예술로서 가·무·악(歌․舞․樂)의 현적
수용 : 서울예술단 ‘가무악’, ‘가무극’ 장르
중심으로
예술춤 활성화를 위한 교양무용교육의 효

9

윤지은

율적 방안: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중심으로

10

한혜주

몸적학습을 통한 ‘몸의 인격성’
체험연구
궁정발레의 불편한 진실을 일깨워주는 책

11

문애령

(장 오리외 지음, 카트린 드 메디치
－검은 베일 속의 백합(도서출판들녘,
2005), 이재형 옮김)

서 평

전통춤 계승자들의 무보, 누구를 위한 기록
일까?

12

최해리

(김명수, 조선의 마지막 춤꾼 이동안:
재인청 춤의 기억과 김명수식 춤 표기법
(서해문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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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41호
vol.

연도

순서

1

저자

특집논문

김현욱

제목
노(能)의 춤과 계보: 노
<잇카쿠센닌(一角仙人)>을 중심으로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26

무용

한국어

‘아시아춤의
2

전통성’

이종숙

陳暘 樂書로 본 북송 아무(雅舞) 고찰

27-55

무용

한국어

3

김용복

한국춤 미학의 기초개념 연구 시론

57-82

무용

한국어

4

김현주

한 연구: 장애아동 상 예술통합적 방법을

83-110

무용

한국어

111-128

무용

한국어

129-158

무용

한국어

무용

한국어

187-210

무용

한국어

211-234

무용

한국어

235-259

무용

한국어

261-266

무용

한국어

김경애·김채현·이종호, 우리 무용 100년 267-273

무용

한국어

예술 비전공 교사의 예술교육 활용 가능성에
적용한 일반교과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유진주
5

한국무용사 연구의 내용분석을 통한 교육

·
염현주

과정 개발방향의 탐색

6

전미현
논 문

41

2016

7

전아람
·
김형남
·
정연수

8

전예화

9

정향숙

소매틱움직임 프로그램이 노인의 건강
요소에 미치는 영향

데보라 콜커(Deborah Colker) <Mix>
작품 중 <등반>에 나타난 융복합성 분석
한국 커뮤니티 댄스의 새로운 가치 분류를
위한 시론
문묘일무(文廟佾舞)에 내재된 절도(節度)와
교육적 기능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방문객 만족도

10

최혜선

조사에 따른 발전 방안연구

김호연

문철, 하늘이 내린 춤꾼 이매방 평전

159-186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춤꾼의 일생
11

(서울: 새문사, 2015)
서 평
우리 춤의 역사교과서: ‘우리 무용 100년’
12

이동우

(서울: 현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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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42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김영희

2

특집논문
‘순종탄신

나정원

제목

이왕직 아악부의 궁중무 전승

융희황제 재위 시 황실의례의 정치적
의미와 오순탄신 거동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36

무용

한국어

37-58

무용

한국어

59-84

무용

한국어

85-116

무용

한국어

119-140

무용

한국어

141-168

무용

한국어

169-190

무용

한국어

191-212

무용

한국어

213-234

무용

한국어

235-260

무용

한국어

293-298

무용

한국어

299-305

무용

한국어

오순 경축연의
3

42

2016

시대적
의미조명’

이수정

순종 탄신 오순 경축 기념연의 무동
종재와 음악

4

이종숙

순종 탄신 오순 만찬연의 무동정재 연구

5

김용목

처용탈 변화요인 고찰

6

박혜연
·
조기숙

소매틱(Somatics) 기반 움직임 교육 원리

7

이소연
·
박주석

8

논 문

이정민
·
전은자
·
채정민

9

이지현

10

전유정

11

조윤주

12

고유미

탐색 및 프로그램 개발
재현공연을 의한 무용기록물의 가치 와 활
용에 관한 연구 : <영성제>와
<사직대제>를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무용학
자료의 빅데이터 분석
현대춤 공연의 대중성 증진을 위한 작품의
구성요소 연구
국내외 뮤지컬 전공학과 내 무용 교육 과정
분석을 통한 안무교육의 필요성

봉산 사상좌춤의 춤사위 용어 연구

261-290

민속에 바탕을 둔 우리춤의 원류 탐색
(민속원,2014)

서 평
13

양종승, 우리춤 담론
세기(世紀)를 넘어 다시 만나는 조택원의

양민아

자전적 기록
조택원,조택원(서울:지식공작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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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43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박태규

제목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34

무용

한국어

35-52

무용

한국어

53-78

무용

한국어

79-111

무용

한국어

112-141

무용

한국어

142-173

무용

한국어

174-195

무용

한국어

196-214

무용

한국어

217-224

무용

한국어

225-231

무용

한국어

일본 아악(雅楽)의 악가(楽家) 연구: 
악소
특집논문
‘아시아춤의
2

글로컬리즘’

보임(楽所補任)
의 한반도계 성씨를 중심
으로+

유진주

한국 사설무용공연단의 국제적 활동
전개양상
현대 미술작품에서의 무용 및 무용치료에

3

임성윤

관한 기록적 요소들 고찰: 피카소, 잭슨
폴락과 마티스의 사례
장악원 무동과 기녀의 춤을

4

조경아

사가(私家)에 내려주다: 정원용
회방연(回榜宴)의 사례를 중심으로

5

최원선

LMA 분석을 통해 나타난 박병천流
진도북춤 춤사위의 특성 연구

논 문
43

2016

6

허가영

7

황인주

8

황희정

21세기 다문화사회의 무용교육:
다문화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으로

몸 미학과 무용과의 미학적 관계성 연구

최승희의 춤추는 몸과 일상에 나타난 근대
신여성의 여성성 연구
한국 전통춤을 사관(史觀)으로 진단하고

이종숙

9

전망하다
김영희, 
춤풍경(舞風景): 전통춤평론집
(경기 파주: 보고사, 2016)

서 평

컨템포러리 댄스의 생생한 현장에 대한 기록
장인주, 
세기의 안무가: 무용평론가 장인

10

장지원

주가 만난 20세기 춤의 르네상스를 이끈
결정적 인물 30
(경기 파주: 이콘출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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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44호
vol.

연도

순서

저자

제목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1

김호연

글로컬리즘의 시각에서 바라본 최승희

9-26

무용

한국어

27-64

무용

중국어

65-96

무용

영어

97-131

무용

영어

135-158

무용

한국어

159-184

무용

한국어

185-212

무용

한국어

213-234

무용

한국어

235-254

무용

한국어

255-274

무용

한국어

275-300

무용

한국어

303-306

무용

한국어

2

특집논문
‘최승희 춤의

3

국제성’

박영광

신분 언어 계시: 최승희의 무용실체 특징
시론

알프레도
로메로카스 최승희: 멕시코에서 춤춘 반도의 무희
틸라

4

주디 반자일 최승희의 춤에 나타난 한국의 근대성

김민정
·
박순자

5

44

6

김연정

7

김재리

8

유화정

2017

춤비평: 글을 통해 나타나는 작품 이미지
추론의 구성요소와 의미:국립현 대무용단
<이미아직>작품을 중심으 로
한성준춤 다시보기
:시대인식과 춤인식을 바탕으로
퍼포먼스 아카이브의 현재성
:컨템포러리 무용의 신천을 중심으로
미디어 미디어 담론이 생산하는 전통 춤의

논 문

9

이미지 연구: 2016년 TV역사드 라마와
관련 인터넷기사를 중심으로

이동준

김수악류 전통춤의 전승 양상과 정착 과정
연구
뉴용시티발레단 광고의 기호학적 함의:

10

이영주

뉴욕시티발레단 젊은 후원자의 하루(NYC
Ballet's Young Patrons Circle)를 중심
으로

11

조기숙

소마 춤에서 몸과 소통: SCL‘움직임을
통한 경청과 소통실습’을 중심으로
춤꾼에 대한 흔적과 기록

12

서 평

김호연

김인권 전수향, 춘당 김수악의 논개
살풀이(여산서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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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45호
vol.

연도

순서

저자

제목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40

무용

한국어

41-63

무용

한국어

67-82

무용

한국어

83-102

무용

한국어

103-130

무용

한국어

131-148

무용

한국어

149-176

무용

한국어

179-183

무용

한국어

A Study on the Socio-historical
1

특집논문

김수인

새로운 방법론’

Korea focusing on it‘s relationship
with nationalism

‘무용학연구의
2

Construction of Ballet as Fine Art in

주송현
·
김운미

미하일 바흐친의 사유로 본 송파산대놀이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연구
공자(孔子)의 미학사상을 통해서 본 한국

3

강기화

춤의 심미성(審美性) 연구
<문묘일무>․<강선영류태평무>․<동래학
춤>을 중심으로

4
45

김소영

2017

5

논 문

문진수

6

이화진

7

장소정
·
조윤라

‘낙화유수’ 의미로 본 정재동작의 이미지
고찰

남사당놀이에 내재된 춤적 요소와 가치연구

백거이(白居易) 시(詩)에서 나타나는 호무
(胡舞)와 대곡악무(大曲樂舞) 양상

<백조의 호수> 국내 전막 초연작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 근대 무용사’를 통해 본 격변기 속

8

서 평

윤영숙

춤의 궤적 김호연, 
한국 근대 무용사
(서
울: 민속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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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 46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이종숙

제목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35

무용

한국어

37-53

무용

한국어

57-84

무용

한국어

85-112

무용

한국어

113-134

무용

한국어

135-162

무용

한국어

163-188

무용

한국어

189-193

무용

한국어

‘무용(舞踊)’, ‘신무용(新舞踊)’ 용어의 수
특집논문

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
무용사의
2

46

쟁점들’

용과 정착 :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

황희정

전통춤의 창조적 계승과 무형문화재 제도
의 양립 가능성 연구

아카이브에 대한 안무적 접근 : <봄의 제전

3

김재리

4

박태규

일본 <료오(陵王)> 재고

송혜순

예술교육 전문가로서 핵심역량과 미래 무

황명자

용교육의 실천적 방안

(2013)>을 중심으로

2017
5

논 문

20세기 소비에트 발레 동향과 사회주의

6

이희나

7

홍세희
·
조기숙

CIS 고려인의 전통춤 계승의

강기화

의 알찬 결실 : 손선숙, 한국 궁중무용사

리얼리즘 작품 연구

무용사적 의미
한국 궁중정재의 재현을 위한 연구와 연행

8

서 평

(경기: 보고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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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 47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박정경

제목

김천흥과 <조선무악>을 통한 국립국악원
의 무용복원 연구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29

무용

한국어

31-61

무용

한국어

63-98

무용

한국어

99-119

무용

한국어

123-150

무용

한국어

151-173

무용

한국어

175-195

무용

한국어

197-216

무용

한국어

219-222

무용

한국어

특집논문
2

‘조선무악의
전승 맥락과

오정은

심소 김천흥의
3

학예정신’

심소 김천흥의 자료현황과 자료활용에 대
한 연구
심소(心韶) 김천흥(金千興)의 궁중무용 복

위송이

원양상 : <무고(舞鼓)>, <장생보연지무(長
生寶宴之舞)>를 중심으로

47

4

조경아

5

김채원

6

윤영숙

2017

조선총독부 기록영상 『조선무악』의 무용
사적 가치와 한계
북한춤의 전통성과 현대성에 관한 一考察
: 『조선예술』의 무용기사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무용극의 활성화 방
안 연구: <처용랑>과 <백조의 호수> 사례를
중심으로

7

논 문

전미애
·
강현우
전은자
·
박난영
·
하테루

8

무용전공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지도자와
상호작용, 기본심리욕구 및 무용몰입의 구
조적 관계
한･일 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의 표현매체 비
교연구 : 김백봉 부채춤과 카기야데후우
(かぎやで風)의 부채를 중심으로

마나가코

9

서 평

김호연

예인의 일생 속 한국예술사의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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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 48호
vol.

연도

순서

저자

제목

1

권혜인

연구 - 1933년부터 1937년까지 독일에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24

무용

한국어

27-47

무용

한국어

49-68

무용

한국어

무용가 라반과 독일나치정부의 협력관계
특집논문

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무용기록방법론
2

48

2018

의 재인식’

3

4

5

김미영

류가연

논문

王陽明의 心學 이론으로 본 한국전통춤의
私欲과 天理體認+

직업무용수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
에 미치는 영향

윤영숙
·
김호연

평양기생학교를 통해 본 전통춤 전승 양상

69-88

무용

한국어

이종숙

최현 춤의 한국무용사적 위상(位相)

89-114

무용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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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 49호
vol.

연도

순서

1

저자

특집논문

조기숙

제목

무용기록학의 새로운 인식 : 무용 에크프라
시스의 개념 및 방식에 대한 시론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7-31

무용

한국어

35-61

무용

한국어

63-82

무용

한국어

83-106

무용

한국어

107-129

무용

한국어

131-158

무용

한국어

159-181

무용

한국어

185-187

무용

한국어

‘무용기록학의
2

49

새로운 인식’

김용복

3

김호연

4

손민

한국춤의 심미적 사유규범과 이상적 심미
경계

한량무의 전승 양상과 그 서사구조 연구
- 한성준 계열 강선영류를 중심으로

무용전공자의 무용동기에 관한 국내 학술
분야 연구동향

2018
5

논문

장소정
·
조윤라

6

장지원

7

전예화

한국의 <지젤> 전막 초연작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바우하우스의 예술개념이 20세기 무용계
에 끼친 영향 : 총체예술성향을 중심으로

전문무용예술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커뮤니티 댄스의 기능과 그 의미
발레 본질에 대한 길라잡이 : 조기숙, <날고

8

서평

김호연

싶은 인간의 욕망, 발레>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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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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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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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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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원(학술분과위원장), 김연정(국제분과위원), 박난영(콘텐츠개발분과위원), 송정은(이사), 심경은(콘텐
츠개발분과위원), 이경희(학술분과위원), 정은주(국제분과위원), 홍세희(이사), 김가연((사)한국무용협회)
도움 주신 분들 :
김가희(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박진주(국민대학교 무용학과), 양고은(프리랜서 기획자), 이미령(언
엔딩 기획팀장), 전지인(강원대학교 대학원), 정이와(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박사과정), 조민정(이화
여자대학교 무용학과), 천소정(조기숙 뉴발레단)
통ㆍ번역:
김은희(영어), 박경란(일어), 권수진, 이승헌(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