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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전국무용제 제22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국경 너머의 무용사
2020년 09월 12일 (토)
청년문화공간JU 동교동 바실리오홀

시 간

내 용

1일차 (2020. 09. 12, 토) – 본 행사
전체사회 | 최해리 (무용역사기록학회 부회장)

10:00~
개회

개회사

10:15
축사

김경숙(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조남규((사)한국무용협회 이사장),
김영주((사)한국무용협회 강원도지회장)

Session 1 – 통일의 시대 무용사 전망하기
10:15~
10:35

10:35~
1부

10:55

10:55~
11:15

11:15~
12:15

점심식사

12:15~
13:30

발제 1

<새로운 한국무용사 서술을 위한 시론(試論)>
김호연(숭실대 연구교수)
<북조선의 무용사에 대한 연구현황 고찰>

발제 2

김영화(연변대 예술대학 부학장)
김해금(연변대 무용학과 강사)

발제 3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대별로 본 중국 조선족 무용의 사(史)적 흐름>
김선화(연변대 무용학과 강사)
박경란(동경한국학교 교사)
한경자(강원대 무용학과 교수)
지앙동(중국예술연구원 무용연구소 교수)
점심식사 및 휴식

Session 2 – 재영토화 시대 무용사 다시 쓰기
13:30~
14:00
14:00~
14:20

<미래를 불안전하게 만들기: 무용학과 통일>
발제 1

옌스 리차드 기어스도프(메리마운트 맨해튼대학 무용
학과 교수)

발제 2

<탈영토화·재영토화가 무용사 연구에 주는 시사점>
김수인(경희대 강사)

2부
<인류 지식의 살아있는 아카이브로서의 컨템포러리
14:20~
14:50

발제 3

댄스>
요하네스 오덴탈(베를린 Akademie der Künste 총괄
프로그래머)

14:50~
15:50

폐막

15:50~
16: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사

김재리(성균관대 무용학과 강사)
이주희(중앙대 무용학과 교수)
하상우(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 조교수)

김경숙(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2일차 (2020. 09. 13, 일) – 부대 행사

부대행사

10:00~

리서치

13:00

워크숍

무용 역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진행: 옌스 리차드 기어스도프(메리마운트 맨해튼
대학 무용학과 교수)

The 22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and History in commemoration of the 29th Korea Dance Festival

Dance History Over the Borders
September 12(Sat)
Youth Culture Space Ju DongGyo-dong Basilio Hall
Time

Contents
Day 1 (September 12, Sat) – Main Event
M.C | Haeree Choi (Vice-President of SDDH)
Opening Address
Kyungsook Kim(President of SDDH)

Opening

10:00~
10:15

Congratulatory Remark
Namgyu Cho(President of Korea Dance Association)
Youngjoo Kim(Gangwon-do Branch Chairperson of
Korea Dance Association

Session 1 – Envisioning Dance History in the Era of
Unification
10:15~
10:35

Presentation 1
Writings on a New Korean Dance History
Hoyoen Kim(Soongsil University)

Presentation 2
10:35~
10:55

Session 1
10:55~
11:15

North Korean Dance History Research
Yinghua Jin(Yanbian University)
Haijin Jin(Yanbian University)
Presentation 3
The Korean Minority in China’s Writing Dance History
Xianhua Kim(Yanbian University)
Q & A

11:15~
12:15

Break

12:15~
13:30

Koungran Park(Tokyo Korean School)
Kyungja Han(Kangwon National University)
Jiang Dong(The Dance Research Institute of Chinese
National Academy of Arts)

Lunch Break

Session 2 – Re-writing Dance History in the Era of
Re-territorialization
13:30~
14:00

Session 2

14:00~
14:20

14:20~
14:50

Presentation 1
Destabilizing Futures: Dance Studies and Reunifications
Jens Richard Giersdorf(Marymount Manhattan College)
Presentation 2
Politics of Moving and Dancing Borders
Sue In Kim(Kyung Hee University)
Presentation 3
Contemporary Dance as Living Archive of Human Knowledge
Johannes Odenthal(Akademie der Künste, Berlin)
Q & A

14:50~
15:50

Closing

15:50~
16:00

Jaelee Kim(Sungkyunkwan University)
Juhee Lee(Chung-ang University)
Sangwoo Ha(University of Malaya)
Closing Address
Kyungsook Kim(President of SDDH)

Day 2 (September 13, Sun)
– A New Methodology for the Study of Dance History
Additional 10:00~
13:00
Events

Research Workshop
A New Methodology for the Study of Dance History
Jens Richard Giersdorf(Marymount Manhattan College)

인사말

김경숙 (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19는 기존의 질서와 삶의 양식에 커
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무용역사기록학회에서 준비해 온 제 22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국경너머의 무용사”도 대면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집니다.
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심포지엄 주제의 학술적 유의미성과 시의성 등등 관심 두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하였으나 제한된 여건 속에서 진행되는 현 상황이 안타
깝습니다.
올해 학술심포지엄은 정치적 경계선의 이동이 무용의 역사쓰기에 미치는 다양한 영
향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분단과 통
일, 영토의 재설정과 경계선의 변화가 무용사 서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무용학자들과 함께 세계의 무용학 동향에서 역사에 대한 다시쓰기를
검토하고 통일 이후의 한민족 무용사의 바람직한 서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춤에 대한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사회정치적 영역
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점에서 2년 전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몸의 정치학>의 연속선
상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용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역사분야에 집중하
여, 무용사 쓰기의 근본이 되는 연구자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내재적 지식에 대한
이해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동력을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어느 편을 들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춤, 몸, 움직임을 조직

및 운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힘들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된 관계들을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인간사회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이해가 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전례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발표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김호연, 김영화, 김해금, 김선화, Johannes
Odenthal, Jens Richard Giersdorf, 김수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에 참
석해주신 박경란, 한경자, 지앙동, 김재리, 하상우, 이주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뜻 깊은 학술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사)한국무용협회 조남규 이사장님,
강원도지회 김영주 지회장님, 애쓰신 준비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외빈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학회를 향한 모든 임원진들의 애정과 사무국의 노력이 더해져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무용역사기록학회는 해외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국내의 무용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12.
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김 경 숙

축 사

조남규((사)한국무용협회 이사장)
한국 무용계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제29회 전국무용제 및 제22회 무용역
사기록학회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무용역사기록학회와 함께하
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의 주제는 정치적 경계선의 이동이 무용의 역사쓰기에 미치는 다
양한 영향을 탐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한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비단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학계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따라서 이 땅의 연구자
들이라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일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남
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이 개최되면서 남북한 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양되었다가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
운데 문화예술계는 정치적 측면과는 또 다른 경로로 분단과 통일의 문제에 대해 대응
해 왔습니다, 적대적 시기에는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의 창구를 모색하고자, 화해의 시
기에는 통일문화를 대비하는 워크숍 혹은 학술대회를 지속하며 남북교류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향후 요구될 한반도 예술 정책과 제도, 교육 및
학술 기관의 이론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국의 무용예술과 무용학의 지평을 넓히고자 함께해주신 무용역사기록학회
임원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 사

김영주((사)한국무용협회 강원도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제29회 전국무용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영주입니다.
강원도에서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전국무용제 기간 중 “국경너머의 무용사”라는 주
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치적 경계선의 이동이 무용의 역사쓰기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탐구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과 중견 학자들의 학술연구발표 및 리서치워크샵 등 다채로운 구성
으로 성공적인 학술심포지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전국무용제 슬로건은 “평화의 꿈 춤으로 사랑으로”입니다.
한국이 당면한 분단의 상황 속에서 전개된 무용사를 논의하고 더 나아가 통일 이후
의 한국무용사를 모색하는 자리를 평화의 상징인 강원도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치적 이면에 따라 분단되어 갈라져 있는 70년 세월을 분리되어 있는 무용사는 기
억되고 전달되어야 하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 이후 무용사는 어떠한 이해와 합의의 과정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도 함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국내 무용학술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한국의 무용계가 세계적
으로 도약하는데 플랫폼으로 작용해 한국무용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라에는 영토가 있지만, 문화예술에는 영토가 없습니다.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
될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이 평화의 땅 강원도에서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길 간
절히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무용역사기록학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이번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위해 수고해주신 김경숙 (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최해리 (무용역사기록학회 부회장), 김호연 (숭실대 연구교수), 김영화 (연변대 예술대
학 부학장), 김해금 (연변대무용학과 강사), 김선화 (연변대 무용학과 강사), 박경란 (동
경한국학교교사), 한경자 (강원대 무용학과 교수), 지앙동 (중국예술연구원 무용연구소
교수)
Johannes Odenthal(베를린 Akademieder Künste 총괄프로그래머), Jens Richard
Giersdorf(메리마운트 맨해탄 대학), 김수인 (경희대학교 강사), 김재리 (성균관대 무용
학과 강사), 하상우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조교수), 이주희 (중앙대 무용학과 교수)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한국무용사 서술을 위한 시론(試論)

김호연
(숭실대학교 연구교수)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숭실대학교 연구교수
무용평론가
저서 : 〈한국근대무용사〉, 〈한국 춤 새롭게 바라보기〉 등

새로운 한국무용사 서술을 위한 시론(試論) 5

국문개요
이 연구는 그동안 기술된 한국무용사 서술을 살피면서 새로운 무용사 서술을 위한
논쟁적 담론을 제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용사는 역사 서술의 한 방법이면서 작품
과 인물에 대한 서사적 정리의 한 형태이기에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인 담론이 담겨진
다. 그동안 한국무용사 기술은 전근대사와 근대사로 나누어 살피면 전근대무용사는
자료에 대한 한계로 인해 크게 변별적이지 못하였고, 획일적인 개론서 성격이 강하
였다. 이에 무용사를 장르별 흐름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법론
과 사회문화적 시각을 포괄한다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확장성과 포용성이 함께 이
루는 무용사 기술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근대무용사에서는 근대기점에 대한 새로
운 인식과 신무용으로 이해된 근대무용의 가치적 개념 정립 그리고 모더니티를 통한
시대정신의 탐구 등이 논의의 대상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의미의 새로운 무용사 기술뿐만 아니라 장르별 혹은 개념사적 연구가 요구되
며 무용의 사회사적 관점에 입각한 가치 인식도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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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김윤식, 김현이 기술한 한국문학사(1973)의 첫 문장은 문학사 기술의 이중적 어려
움에 대한 토로로 시작한다. 문학사는 역사와는 엄연히 다른 감정적 차원에서 서술되
어야 하는데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문학적 집적물은 반드시 감
동과 향유라는 정서적 반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1) 이는 역사라는 집단적 행위의 과거
기술과 문학이라는 문자로 기록된 감정 표현의 연속성이 합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
음을 말한 것이다.
문학의 역사적 기술에 대한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였지만 예술, 특히 무용사 기술
은 더 큰 힘듦이 존재한다. 무용은 문자 기록을 통한 실증적 연구와는 다르게 시대정
신을 서술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대중과 소통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2) 이는
텍스트(text)가 아닌 살아있는 작품(work)을 통해 무용수와 관객의 대화 속에서 지평
의 융합을 이루는 기본적 구조와 몸짓을 기호화하여 개인과 사회를 응축하여 담론화한
다는 본질이 공존하기에 실증에 바탕을 둔 역사 기술과 충돌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사의 기술은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 항상 새롭게 기술될 필요
가 있으며 다양한 시각에서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는 무용사의 서술이 방대한 무용문
화에 대한 객관화임과 동시에 전통과 현대를 잇는 아카이브의 최적화된 집적물로 시대
정신의 흐름을 관념적으로 기록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3)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기술된 한국무용사 서술의 양태를 살피면서 새로운 무용사 서
술을 위한 논쟁적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무용사 기술은 개설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는 무용을 사회문화사적 의미보다는 장르적 특질을 살피는데 집중한데 기
인한다. 물론 각각의 기술이 변별적 시각을 보인 점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기존의 질
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미시적인 측면에서만 언술을 달리 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
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무용사는 항상 새로운 시각에서 기술되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여러 쟁점을 되짚어보며 새로운 무용사 기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무용사 기술의 토대인 시대구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도
록 한다. 시대 구분의 문제는 역사 기술자가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에 귀결
된다. 이는 왕조사나 고대, 중세, 근세, 근대로 나누는 보편적 구분에 입각하더라도 내
용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체계화된 논리가 요구되기에 시대구분은 단순하게 시대적 구
1)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서울: 민음사, 1973), 9쪽.
2) 김호연, 한국근대무용사(서울: 민속원, 2016), 15쪽.
3) 김호연, 무용학 재정립을 위한 시고: 무용사 서술을 위한 한 방법론, 한국무용과학회지 33-3,
2016,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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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나 개설적 설명을 위한 분류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무
용사 기술에서는 어떠한 개념적 정립이 이루어졌는지 살피고, 이에 대한 논쟁적 담론
을 추출하여 쟁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의 접근은 무용사 서술 범위에 따라 전근대사와 근대사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
다. 전근대의 경우 공연 그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문헌을 토대로 분석하기에 제한적
인 면모가 있으면서도 문화전통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연속성이 있고, 근대
이후는 시기가 짧음에도 서양의 근대적 문물이 들어오면서 복잡다단한 근대 담론이 형
성되었고, 동시대 무용의 여러 양상이 형성되는 등 변별적 특징이 있기에 이러한 분리
에 의해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Ⅱ. 전근대 무용사 서술의 다양한 관점
무용사는 역사 서술의 한 방법이면서 작품과 인물에 대한 서사적 정리의 한 형태이
기에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인 담론이 담겨진다. 이는 시대정신의 체계적 인식에 따른
관계망의 형성이면서 문화적 형성물에 대한 영속성의 발견이란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
에 따라 무용사는 장르적 특질의 정립에 토대를 두면서 시대정신에 적합한 작품을 선
별하는 혜안 속에서 무용이 지니는 문화원형적 가치체계를 밝히는 작업으로 의미가 있다.
한국무용의 흐름에 대한 정리는 안확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다. 안확은 국학(國學)이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방위에 걸쳐 다양한 저술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조선문법
(1917), 조선무사영웅전(1919), 조선문학사(1922), 조선문명사(1923), ｢조선의
음악｣(1930), ｢조선의 미술｣(1940), 시조시학(1940) 등 문예의 사적 검토와 주제별
정리에 집중하였는데, 민족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살피면서 문화상대주의의
융화적 민족담론 형성에 힘을 기울여 동시대 국학 연구에서 변별적 특징을 보인다.
한국문화의 개념적 정리에 집중하던 안확은 “조선음악 연구”의 한 부분으로 무용의
흐름을 기술하였다.4) 먼저 이 글은 제1장 삼한시대의 무, 제2장 삼국시대의 무, 제3장
고려시대의 악무, 제4장 이조시대의 무용, 제5장 외국무, 제6장 근경의 무용으로 구분
하여 한국무용의 흐름을 바라보았다. 기본적으로 시대구분은 왕조 교체에 따른 시기를
대체로 따르고 있고, 문헌에 기록된 그 시기의 춤들을 나열하여 시대적 특질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시대구분이나 춤 종목의 나열은 이후에도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수용된다.
이러한 기술 방법은 사회 지배세력에 의한 시대구분으로 한국의 역사적 흐름은 왕조
사의 변화에 따라 중심세력이 변화하였음에 바탕을 둔 생각이다. 이는 왕조의 이념에
4) 안확, “朝鮮音樂의硏究(四) : 舞踊篇”(朝鮮, 1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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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생한 정치문화사적 담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외
정책 등의 여러 현상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일정한 시대적 성격을 형성하고 있
기에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 역사구분으로 수용되는 근거이다5) 안확도 이러한 토대에
서 왕조사 중심으로 시대구분하여 한국무용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그럼에도 그의 글
에서는 시대구분에 대한 논거나 시대적 특질에 대한 설명은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그
가 이전에 긴 호흡을 가지고 기술한 조선문학사나 조선문명사에서는 논거로 제시
할 자료가 풍성하여 이를 체계화하였지만 무용의 경우는 제한된 문헌에 의존하다보니
다양한 관점에서 담론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무용사라는 광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개략적이고 문헌을 중심으로 작
품만을 소개한 한계를 드러낸다. 고려, 조선시대의 경우처럼 왕조별 구분으로 나눈 것
에 대한 변별적 특징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거나 문헌에 의거하여 춤 종목만을 나
열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그는 무용의 장르적 특질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묘파한 시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글의 첫 문장에서 ‘고대에는 무용과 음악이 구분 없이 병행하였고, 그런 중 무
용이 오히려 우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음악은 춤의 부속물에 불과한 것이었
다’라 기술하였다.6) 조선 음악 연구의 일부로 쓰인 글이지만 악가무를 분리적 인식으
로 바라보고자 한 독특한 시각이다.
또한 춤의 본질적 측면에 집중한 점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상부운동이 많고 하부
의 율동은 극히 적으며 엉덩이 운동은 전혀 없고 일체 표정은 없다’7)거나 ‘일체무용은
활기가 없고 표정이 극히 느리고 둔하였다.’8)라는 언술처럼 문헌의 분석이 아닌 해석
을 통해 무용의 표현방법에 집중한 점도 의미를 지닌다.
이와 대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긴 호흡을 가진 글로 김재철의 조선연극사
(1933)가 있다. 이 글은 한국연극을 사적으로 정리한 첫 시도로 동아일보(1931. 4.
15~7. 17)에 연재한 것을 보완 정리하여 1933년 조선어문학회에서 단행본으로 출간
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시대구분을 장르별 흐름에 따라 시기를 자연스럽게 나누어 제
1편에 가면극, 제2편에 인형극, 제3편에 구극과 신극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선연
극사는 연극적 형태를 띤 공연을 총망라하여 살폈고, 풍성하지 않은 자료에 의거하면
서도 전통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예술사에서 전범(典範)이 되는 연구
중 하나이다.
5)
6)
7)
8)

김수태, “이기백의 한국사 시대구분론-분류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31, 2015, 191쪽.
안확, 김세종 편역, 조선음악의 연구(서울: 보고사, 2008), 159쪽.
안확, 조선음악의 연구, 181쪽.
안확, 조선음악의 연구,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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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가면극 부분으로 그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편 가면극
제1장 삼국이전의 가면극
제2장 신라의 가면극 제1절 검무, 제2절 오기, 제3절 처용무, 제4절 무애무
제3장 고려이조의 가면극 제1절 나례, 제2절 산대도감극
제4장 내용으로 본 산대극 제1절 좌당, 제2절 산대극에 나타난 파계승과 양반, 제3절 배우
의 생활 상태
제5장 산대극의 무대구조
제6장 산대극가면의 구조
제7장 조선가면극의 계통

김재철이 말한 가면극에 대한 기술은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았을 때 무용사 기술이
라 하여도 수긍할 수 있게 무용이 중심에 놓인다. 이러한 기술은 전근대의 연희 형태
가 여러 장르적 특질이 총체적으로 융합된 형태였기에 관점에 따라 극이면서 춤이고
춤이면서 극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면극, 탈춤의 명
칭이 지니는 경계적 담론으로, 판소리의 장르적 구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유의미, 무의미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탈춤에 대한 무용
학적 관점에서 밀도 있는 연구가 더욱 진지하게 진행된다면 무용을 통해 기층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사적 담론의 논의가 확장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국 전근대무용사 기술이 궁중무용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
고의 가치가 있다. 이는 역사의 기술이 사회적 지배세력(주도세력)에서 큰 흐름을 파악
할 수 있지만 민중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기층세력이라는 관
점이 놓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9) 기층문화에 대한 관점과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무용
사가 단순하게 왕조사의 일부가 아닌 포용적인 시각의 언술이 다양하게 추출될 것이
다. 또한 그동안 장르적 분류에 머물던 관점에서 확장적 의미를 가지고, 사회문화사적
의미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토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송석하는 “조선무용의 사적 개관-우리 무용의 재인식”(동아일보,
1939.1.3.)에서 민속학적 관점을 가지고 한국 무용의 흐름을 정리하였는데, 문헌을 중
심으로 정재 종목을 나열하면서도 탈춤의 현장성 그리고 승무, 한량무 등의 민속춤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등 한국무용의 확장성을 보인 언술을 풀기도 하였다. 이렇게 일
제강점기 이루어진 이러한 노력은 문화원형의 계통적 체계를 인식하면서 한국무용이
9) 이기백, 한국사신론 한글판(서울: 일조각, 1999), 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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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특수성을 살피려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여러 노력 이후 한국무용사에 대한 언술은 성경린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는 한국
의 무용(1976), 한국전통무용(1979)에서 한국무용의 흐름을 파악한 이후 “한국무용사
1”(1985)에서 개괄적으로 사적 정리를 하였다. 시대구분을 먼저 살펴보면 제1장 무용
발생의 계기, 제2장 삼한의 무용, 제3장 삼국시대, 제4장 고려시대, 제5장 조선시대,
제6장 현대 속의 전통계승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기본적으로 왕조사 중심으로 궁중
무용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민간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궁중음악에 정통
한 인물이었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징적인 것은 조선시대를 태조
부터 성종까지, 연산군부터 정조까지 그리고 순조부터 고종까지를 나누어 살피고 있는
데 중요 문헌에 따른 분류방법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는 정재의 특징으로 무태(舞態)에 있어서는 정중하고 느리며 깊이 있게 구사하는
것과 한국무용의 영적인 표현은 완만한 곡선 위에 유동적인 동작들이 억제된 움직임
‘정중동’으로 나타난다10)는 개념적 정립을 통해 한국 춤의 특질을 찾고자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그의 무용사 서술은 전통의 재발견과 문화원형에 대한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의 개설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개설적이면서 한정된 문헌을 통한 기술은 이후 그대로 이어지면서 크게 변별
성을 보이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무용학으로 축적된 토대에서 전문연구가를 중심으
로 기술된 한국춤통사(2014)에서 이러한 기술이 어느 정도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은 한 명의 저자에 의한 일관된 기술은 아니지만 통사적 의미를 가지면서 개괄적으
로 한국춤의 역사를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우선 시기구분은 전근대사의
경우 선사시대, 부족국가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단순하게 문헌에 나타난 궁중무용의 나열이
아닌 길례 제향, 가례, 빈례 등 상황별 춤으로 분류하였고, 조선 후기의 경우, 궁중,
지방 교방, 민속춤으로 나누면서 조선후기 무용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
에서 그동안의 기술과는 변별성을 두고 있다.
이렇게 그동안 전근대무용사는 자료에 대한 한계로 인해 크게 변별적이지 못하였고,
획일적인 개론서 성격이 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사를 장르별 흐름으로 단순
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법론으로 바라보면서도 사회문화적 시각을 포괄한
다면 한국전통문화의 확장성과 포용성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0) 성경린, “한국무용사1”, 이해랑 편, 한국연극․무용․영화사(서울: 대한민국예술원, 1985), 294-29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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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대 무용사 서술을 위한 쟁점
한국에서 근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많은 쟁점을 담고 있는 시기이다. 이는
조선 왕조의 쇠퇴와 강대국의 침투가 동시에 일어났고, 근대적 인식으로의 전환 속에
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됨과 동시에 일제강점기, 해방공간 그리고 한국전쟁 등 격변의
세월이 요동쳐 흘러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일어난 다양한 현상을 바라보며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이 충돌하여 근대적 담론에 대한 여러 논쟁을
발생하였고, 이러한 담론 형성은 주체적 인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예도 근대 이행기 일어난 여러 현상을 바탕으로 근대성에 대
한 논의가 첨예하게 이루어졌다. 문학은 근대 담론에 대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쟁이 만
들어졌는데, 근대기점으로 출발하여 근대문학에 대한 개념 정립 등 관점에 따라 다양
한 담론을 형성하였다. 먼저 근대기점은 갑오경장 즈음인 1894년을 정설로 받아들인
이후 이를 수용하거나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다양한 생각이 펼쳐졌다. 갑
오경장을 근대기점으로 바라본 것은 안확이 쓴 조선문학사(1922)에서 처음 이루어졌
는데 갑오경장이 가지는 개혁의지와 신문명 개화의 깨달음 그리고 근대적 학교의 생성
과 서양의 물질문명에 대한 의식을 담은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 등을 그 논거로
찾고자 하였다.
김태준도 갑오 개화운동은 신구시대의 경계였으며 정치뿐만 아니라 문예, 소설에서
혁명을 유인하였는데, 번역과 국문운동을 통하여 신문예운동의 서막을 열었고 언문일
치로 소설을 쓰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음을 밝히며 이 시기를 중요하게 바라보았
다.11) 이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근대적 양식의 수용과 더불어 정반합을 통해 근대적
변용이 이루어진 계기로 이 시기를 중요하게 바라본 것이다.
이는 근대문학만을 대상으로 문학사를 기술한 임화의 신문학사에서 더욱 구체화되었
다. 그는 조선 신문학사는 서구문화에 접촉하고 그것을 이식한 전부라 말한 이른바
‘이식문학론’을 설파하며 신문학사를 기술하였다. 그는 신문학을 조선의 문학에 대한
안티테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며 서구적 형태의 문학 장르의 수용으로 인식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근대문학에 대한 인식은 단순하게 이식, 이입이 아닌 전통문화의 변
용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됨을 역설적으로 풀어낸 논리이다. 이는 문화이식이 고
도화될수록 반대로 문화창조가 내부에서 성숙되고, 물질적 지향이 외래문화와 고유문
화와의 문화교류, 문화혼화(文化混和)에서 새로운 문화창조의 형태와 본질을 안출(案出)
11) 김태준, 조선소설사(서울: 예문, 1989),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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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말한 것이다.12) 이는 전통의 토대 속에서 서양의 문물과 충돌하여 정반합의 논리
에 의해 새로운 가치를 형성한 것에 의미를 둔 것이었다.
이러한 갑오경장 기점설은 자생적 발전론에 중심을 둔 18세기 기점설, 1866년 기원
설, 3․1운동설 등이 논의되었는데 그 내용을 떠나 신채호가 말한 ‘아와 비아의 투쟁’이
라는 주체와 객체의 충돌 속에서 새로운 근대적 담론이 생성된다는 공통된 생각을 발
견할 수 있다. 이는 시기와 정치적 상황을 차치하고 서양의 다양한 문물과 자생적 근
대의식이 충돌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언술 행위가 등장하여 근대적 작품이 양산되
어 이를 근거로 근대문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렇지만 무용의 경우는 근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따른다. 예술에 있어서는 역
사적 의미에서 근대적 구조와 ‘작품으로 근대’가 일치하기 힘들기에 거리를 두어 발생
하는데 무용의 경우는 의식과 행위가 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난제까지 존재하기 때문이
다. 이는 전통춤 양식과 근대적 무용담론 충돌하여 어떠한 문화가 창조될 수 있는가에
귀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근대무용사를 긴 호흡으로 기술한 시도는 안제승의 한국신무용사13)에서 체계적인 형
태로 처음 기술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근현대무용의 흐름을 신무용사라 규정짓고,
먼저

근대무용을

요람기(1926-1945.8),

혼미기(1945.8-1950.6),

교체기(1950.6-

1961.5), 성장기(1961.6-1972.12), 결론(1973-1983)으로 나누어 바라보고자 하였다.
그는 먼저 근대 이행기에 대한 논의 없이 신무용사는 1926년 3월 21일부터 3일간 경
성공회당에서 이시이 바쿠(石井幕) 공연을 신무용의 기점으로 바라보았다. 이는 이시이
바쿠의 공연이 이제까지 외래춤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예술무용이었다는 점에서
무용문화사적 의의를 지니고, 이 공연을 계기로 형성된 인맥과 여기서 파생된 문하들
에 의해 우리 신무용사의 태반이 점철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기점으로 삼는데 큰 잘못
이 없다고 보았다.14) 이는 아직까지 한국 전통공연의 근대적 변용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여 심미적 근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동시대적 감각을 전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은 것이다. 또한이 공연을 통해 최승희가 일본으로 가게 되는 계기이
며 조택원도 본격적으로 무용에 입문하는 계기로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서 이 공연으
로 형성된 인맥의 파생이란 최승희와 조택원를 대상으로 한 생각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근대무용의 토대를 만든 최승희와 조택원을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인물로 바라보
고 요람기를 최승희와 조택원에 중점을 두어 서술한 점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12) 임화, 임화 신문학사(서울: 한길사, 1993), 381쪽.
13) 안제승은 1984년 승리문화사에서 한국신무용사를 출간한다. 이는 대한민국예술원에서 한국예술
사총서 Ⅳ 한국연극․무용․영화사에서 한국무용사Ⅱ로 다시 게재되었다.
14) 안제승, 한국신무용사(서울: 승리문화사, 1984),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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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분이다.
또한 조동화는 한국 근대무용을 (1) 무도기(1905-1925), (2) 신무용기(1926-1928),
(3) 무용기(1929), (4) 조선무용기(1930-1945), (5) 한국무용기(1945년 이후)로 시대
구분 하였는데, 신무용기를 1926년으로 바라본 것은 이시이 바쿠의 공연에 원인을 둔
생각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신무용이란 용어와 신무용 그 실체를 가지고 온 점과 이
공연이 한국인이 적었기에 흥행 성과가 좋지 않았지만 시민에게 준 감격은 컸다는 점
에 근거를 두었다.15)
또한 그는 이시이 바쿠 공연 이후 최승희가 이시이 바쿠의 문하로 들어간다는 매일
신보의 기사가 연일 이어진 현상에 중점을 두고 이 부분도 하나의 논거로 제시하였다.
이는 근대화의 작업으로 내세울 인물을 찾던 언론에서 하찮은 춤 주변의 화제에 대하
여서도 관심을 보여준 것은 우리 사회의 무용무시 풍조를 쉽게 개선할 원동력으로 본
것이었다.16)

이렇게 두 사람은 근대무용의 출발을 이시이 바쿠 공연으로 바라보았

다. 안제승은 이시이 바쿠의 공연이 새로운 의식의 표현 방법에 집중하였고 최승희와
조택원과 상호텍스트성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조동화는 새로운 무대공연예술로
예술적 분위기가 관중을 압도하였다는 시각처럼 수용미학적 측면으로 공연을 바라보고
자 한 점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이 같으면서도 다른 두 사람의 시각에 대하여 이시이 바쿠의 공연이 대중
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문제와 최승희에게 영향을 준 공연이란 의미가 한국 근
대무용의 기점으로 논의가 가능한가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게 만든다. 먼저 이시이 바
쿠의 1926년 공연에 대한 영향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이 공연은 경성일보 주최로 공
연이 이루어졌다. 경성일보는 총독부의 기관지 중 하나로 일본어로 쓰인 신문이기에
홍보 등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공연이었다. 이는 조동화가 말한대로 ‘흥행 성과
가 좋지 않았지만 시민에게 준 감격은 컸다는 점’라는 말처럼 한계를 지니는 공연이었
다. 이는 대중에 큰 파급이 없었는데 무용사에서 표점으로 논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
에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 말할 수 있다.
물론 최승희와 조택원에게 영향을 준 공연으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입문 단계에
있는 인물에 영향을 준 단초가 기점으로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들의 이시이
바쿠의 영향을 받아 창조적인 작품은 만든 것이 아닌 단순하게 문하에 들어간 계기가
표점으로 의미를 부여된다는 것은 이시이 바쿠가 일본인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차치하
고, 상호 영향 관계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시이 바쿠가 공연계에 영향을 준 것

15) 조동화, ｢현대무용｣, 한국현대문화사대계(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599쪽.
16) 조동화, ｢현대무용｣, 6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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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적으로 긍정할 수 있겠지만 대중과 미미한 소통관계와 최승희, 조택원에 영향
을 준 것만으로 공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으로 가지고 근대기점을 바라보고자 여러 논제가
있었다. 이는 1902년 협률사에서 이루어진 소춘대유희를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였는
데, 이는 서양식 극장의 도입, 새로운 춤에 대한 인식, 춤 유통방식의 변화와 춤꾼의
활동 방식에 대한 변화가 그러한 이유였다.17) 그렇지만 이 공연이 형식과 구조에서 미
시적 변화를 보였지만 내용에서 근대적 담론이 형성되지 못한 공연이란 점에서는 이행
적 단계의 공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무용의 기점은 근대적 담론을 담은 새로운 춤 그리고 그 소통구
조의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할텐데 그런 의미에서 1928년 배구자의 개인발표회를 주목
할 수 있다. 이 공연은 창작무용 <아리랑>과 발레 <빈사의 백조> 등 다양한 작품이 펼
쳐졌고, 공연기획자 이철에 의해 기획되어 관객과의 소통 구조가 제대로 이어지는 등
근대적 문화체계가 형성되는 근대 무용의 첫 시도로 바라볼 수 있다.18) 이는 창작무용
<아리랑>에 담긴 전통과 근대적 자아에 의한 담론 추출에서 근대 무용의 들머리로 상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배구자의 공연 자체만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포괄적으
로 1930년 1월 최승희 공연, 1934년 조택원 공연으로 이어진 주체적 인식을 가진 근
대 무용의 여러 형태를 하나의 근대 무용의 집단적 행위로 바라보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하다.
여기서 신무용의 개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는 신무용을 장르적 개념으로 현
재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이다. 신무용이란 용어가 처음 받아들
인 것은 이시이 바쿠의 경성 공연을 기사화한 경성일보에서 처음 이루어진다. 이후 이
용어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이후에는 장르적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 수용되었
다. 안제승은 신무용에 대해 새로운 무용이란 개념과 새로운 한국 무용 창조를 지향하
는 한국적 고유명사라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여 정의를 내린다.19) 그 중 안제승은
후자를 한국무용의 근대적 전형성으로 파악하고 이를 중심에 놓고자 한 것이었다. 그
래서 그는 신무용에 대하여 사조의 바탕을 현대적 감각에 두고 현대무용운동으로서의
새로운 이념과 방법으로 새로운 한국무용을 창조해 가려는 활동이자 그 체제이며 그
결과로서 현현(顯現)되어진 실체20)라 말하면서 이시이 바쿠의 영향을 논하였다.
조동화는 신무용이란 뜻은 서양춤과 신식춤의 의미가 함께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
17)
18)
19)
20)

김영희․김채원․김채현․이종숙․조경아, 한국춤통사(서울: 보고사), 2014, 281-282쪽.
김호연, 한국근대무용사(서울: 민속원, 2016), 25쪽.
안제승, 한국신무용사, 6쪽.
안제승, 한국신무용사,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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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창조와 표제가 있고, 무대를 의식하고 만든 춤으로 근대무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
았다.21) 이에 대하여 이시이 바쿠의 근대무용으로의 신무용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신무
용을 받아들인 감이 없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새로운 의식을 전해준 점에 신무용의 가
치를 평가하였다.
그렇지만 이시이 바쿠의 무용이 신무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떠나22)
신무용이란 용어가 장르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재고의 가치가 있다.
‘신(新)’이라는 용어는 ‘구/신’의 이분법적 논리와 시대적 의미가 함유된다는 측면에서
이는 제한적 용어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컨템포러리’나 ‘포스트’라는 단어만큼이나
현재성을 지니는 용어로 장르적 개념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패가 있을 것이다.
물론 신무용이란 용어를 최승희의 일제강점기 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이후
의 춤에서 신무용이라는 용어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개념적 정립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한국무용사에서 다른 문예가 그러하
듯 한국전쟁 이후는 불모지에서 새롭게 개편되어 토대를 만들었기에 이 시기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승희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이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그의 근대 활동 양상이 로컬리티에 머물지 않고 확장성을 보인 측면에서는 논의가
가능하지만 그의 활동이 해방공간 이후 한국무용사에서 영속성이 이루는가에 대한 부
분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최승희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이나 비
판보다는 일본, 중국, 북한무용사의 검토와 함께 그의 춤에 대한 계통적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와 함께 장르적 개념이 아닌 현대무용사의 획정에 대한 문제도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다. 근대와 현대의 구분은 여타 다른 문예에서도 많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이
는 근대, 현대에 대한 개념 정립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모더니티, 포스트 모더니티의
등의 다양한 논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대라는 시대적 개념을 받아들여 무용사를 기술한 것은 우리무용100년(현암사,
2010)에서 처음 이루어진다. 이 무용사는 근대무용사를 1900-1960년, 현대무용사를
1961년부터 현재까지로 나누었다. 1961년을 현대무용사로 획정한 논거나 현대 무용

21) 조동화, ｢현대무용｣, 599쪽.
22) 西形節子, 近代日本舞踊史(東京: 演劇出版社, 2006)에서는 일본 신무용운동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후지카게류(藤陰流)를 그 중심에 놓고 있으며 町田孝子, 舞踊の歩み百年
(東京, 桜楓社, 1968)에서는 이시이 바쿠를 일본 현대무용의 아버지로 기술하는 등 이시이 바쿠
를 신무용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문제 그리고 최승희와 관계성 등 여러 나머지 문제가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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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대적 개념을 명확하게 논하지는 않았지만 국립무용단의 발족 즈음의 다양한 활동
새로운 세대의 영속적인 활동에 주목하였다.
한국춤통사(보고사, 2014)는 시대적 개념보다는 근대 이후를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해방-한국전쟁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나누어 최근까지 무용사를 통시적으로 바라보았
다. 이러한 점은 시대구분 용어를 전근대 포함하여 국가의 명칭으로 일관되게 사용한
점이 특징이며23) 대한민국 부분은 많은 작품을 포괄적으로 담으면서 10년 단위로 획
정하여 여러 집필자에 의해 기술된 장단점을 지닌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라보자
면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즈음을 하나의 문턱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근대, 현대
를 구분 없이 모더니티의 개념적 정립과 관련하여 동시대성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결언
무용사는 문화원형의 영속성을 파악하고, 동시대의 전형성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 게다가 무용은 여타 다른 장르보다도 원형과 전형이 실제화 되어 현존하기에
살아있는 연구가 가능한 것은 무용만의 장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용
사 기술은 다른 무용학 연구에 비해 지지부진하거나 새로운 시각에서 쟁점화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는 통사적 의미의 새로운 무용사 기술뿐만
아니라 장르별 혹은 개념적 연구사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무용학의 토대를 다지는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3) 유화정, “한국무용사 관련 단행본의 출판 현황 및 특징”,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3, 2017: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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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개요
본고는 한국 무용역사기록학회에서 개최되는 ‘국경너머의 무용사’의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며 북조선의 무용학계에서 진행된 무용사에 관한 연구, 그 현황을 살펴보았
다. 악보나 음원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음악이나 사진과 그림으로 접하는 미술 등
기타 장르의 역사의 기록물과 달리 춤의 실체를 기록하는 것이란 가장 어려운 일이
다. 무용은 몸을 도구로 신체와 정신의 관계에 관한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무용은 정치,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식, 내용, 기능에
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북조선무용예술의 발전사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
변천과정을 역사적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 춤이 담고 있는 사상,
문화 속의 춤, 종합예술로서의 춤으로 다각적인 관점으로 여러가지 이론체계와 미학
적 특성, 원리와 방법 등의 연구가 반드시 상호병행을 해야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
다.
무용에 대한 기록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북조선에서는 옛 기록자료만으로
해명할 수 없었던 무용의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새롭게 정립하고 체계
화하기 위한 작업과 이를 바탕으로 조선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무용유산이 대를 이어
계승하며 창조, 발전 해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이론과 방법”을 마련하
는데 주력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무용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지침으로 된다.
또한 무용예술 발전의 과학적인 이론 연구사업에 주력하여 교육사업에 대한 중요
도 인식으로 조선민족무용기본과 조선무용사를 비롯하여 무용기초이론연구, 무용표
기법연구, 무용기법연구, 민속무용연구, 무용작품창작연구, 무대미술과 조명 연구 등
보다 다각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무용예술의 역
사적 발전 단계에 따라 주체적인 입장에서 무용발전 역사를 체계화하는 학문으로서
무용발전의 역사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
한 목적을 둔 것이다.
한편의 소논문을 통해 북조선 무용사의 연구현황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무척 어
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조선의 무용발전의 역사적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전반적인 북조선무용의 발전사를 학습함으로써 북조선무용이 예
술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나 미학은 무엇인지,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구
현했는지, 그와 연관하여 북조선무용이 역사적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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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조선 무용사의 연구 현황
오늘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 각국 여러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은 모두 자기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대를 이어가며 계승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귀중한 인류문화유산으로 전해오는 춤에는 해당 민족 역사와 전통이
진하게 배어있다. 민족의 지혜와 정기가 깃든 무용예술, 인간의 감정과 생활을 담은
수많은 춤가락들은 후세에 길이 전해진다.
오랜 역사와 더불어 북조선의 무용은 그 춤이 담고 있는 사상, 문화 속의 춤, 종합
예술로서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지난시기 북조선무용은 문
학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문화를 장
식하는 예술이 창조되었으며 북조선 무용사의 고유한 특징을 형성하였다. 또한 오늘날
무형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하에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에 주력하여 민속무용발굴 사업도 함께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북조선 무용사에 관한 연구는 본격적인 의미에서 1970~1980년대에 들어서서 전개
되었다. 1976년에 『조선무용사』 제1부분이 처음 발행되었고, 10년 후 (1986) 『조선무
용사』 제2부분이 나왔다. 이 후1994년에는 초기 제1판 발행한 조선무용사에 기초하여
수정, 보충하여 『조선무용사』(상)으로 재판(제2판)하였고, 1999년에『조선무용사』 (하)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발행하였다. 이외 학술집, 정기간행, 다중매체 등을 통해 무용사에
관한 여러가지 연구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제2판 발행한 조선무용사의 하
부분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본고에서는 주요하게 조선무용사 (1)과 (2)를 중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초기 발행한 『조선무용사』(1)과 (2)는 시대구분에서 원시 및 고대조선의 문화와 무
용, 항일혁명투쟁시기 무용예술, 해방 후의 무용예술발전 등과 같이 모두 3편으로 구
성되었으며 고대시기로부터 20세기초에 이르는 북조선 무용발전의 흐름을 역사적 발
전단계에 따라 서술하였다. 다음은 『조선무용사』 (1)과 (2)의 서술내용을 바탕으로 시
대 구분에 따라 각 시대별 무용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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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선무용사 1, 2 시대구분 및 무용의 종류1)
조선무용사 1
기간

시대 및
국가이름
원시 및
고대조선

고구려
기원전후~
7세기
전반기
제
1
편
7세기후반
기~14세
기의 무용

15세기~1
9세기
중엽의
무용
(1392~19
세기)
19세기말
~20세기
초의
무용(19세
기 50년대
이후)
제
2
편

1920~
해방 전

세
나
라

무용의 종류
<무천>, <영고>, 진국에서 추어져온 민속무용.
특징: 단편적인 몸짓이나 행동에 말과 소리가 동반된 생활
의 한부분으로서 무계급적인 춤..
<동맹>, 군사무용 <통덕진출진무>, <장검무>, <활춤>, <갑
옷춤>
민속무용: <호선무>, <질삼놀이>, 무용형식에 따라 <4인
무>, <2인무> 등

백제

<기악무>

신라

<가면검무>, <사자춤(사자놀이)>, <두레놀이>, <신라의 5
가지 놀이 (향악5기)> 등.

세 나라가
통합된
때로부터
고려시기 전
기간을 포함.
봉건적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애국투쟁이
전개되던
시기.

인민창작무용: <처용무(신라, 고려시기)처용무>, <무애
무>,<산해정령의 춤>, <지신무> 등.
궁중무용과 가무예술: <선유락(일명 (유선희)>, <춘앵전>,
<무고(북춤)>, <동동무>, <련화대> 등.
가면무용극: <탈춤>, <나희>, <산대잡극> 등.
인민창작무용: <농악무>,<삼삼이>, <질삼놀이>, <박놀
이>, <채북춤>, <새맥씨춤>, <석전무>, <면경대>, <강강수
월래>, <자라병춤>, <수박춤(손벽춤)>, <팔굽춤> 등.
궁중무용: <아막무>, 칼춤으로서의 <검기무>,<공막무>,
<모란꺾기춤(기인절목단), <향령무>, <고구려무>, <영지
무> 등.
종교무용: <승무>, <바라춤>, <봉황무>, <무당춤> 등.

새로운
자본주의적
관계와 낡은
봉건제도간의
모순이 더욱
심각해진 시기

<돈돌라리>, <군바라기>, <물장고춤>, <봉죽놀이>, <박판
춤> 등.

항일혁명 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창조된 항일
혁명무용예술:
유희극<단심줄>, <13도자랑>, 가무<될터이다>, 군무<곤
봉춤>, <재봉대원춤>,<붉은 수건춤>, <기마병춤>, <무장
춤(총춤)>, <근거지춤>, <가을춤> 등.

1) <표1>와 <표2>는 융연근 『조선무용사』1과 리영남, 정남선 『조선무용사』2의 목록과 저술내용을 바
탕으로 각 시대별로 특징적인 부분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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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용사 2

제
3
편

시기 및 발전전개

무용의 종류 및 공연활동

새 민주조선 건설시기
(1945.8~1950)
- 민주주의적 민족무용건설
- 문화유산가운데 진보적인 것을 섭취하
여 계승하며 민족문화예술을 건설
- 민족무용유산 발굴
- 군중문화사업을 전개

무용예술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전, 무
용단체들의 출현:
- 국립예술극장 창립(1948)
- 조선인민협주단, 내무국협주단, 교통
국예술단, 노동자예술단, 농문예술단
등 조직됨.
- 중앙예술단과 지방예술단체

* 이 시기 무용예술발전에 있어서 “해마다
진행된 전국예술축전을 통하여 공장, 농
촌, 어촌, 학교, 가무 등 전국 각지에
15.525명의 무용애호가들을 망라한 약
1.400여개의 무용예술소조가 조직 운영
되었고, 이는 장성강화을 보여주는 절대
적인 자료로 된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연활동규모가 확장되고, 군중무용예술
의 발전이 급속도로 성장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1950.6~1953.7)
- 사실주의적 현실을 반영하고, 시대의 본
질과 합 법칙성을 구현.
-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민족
의 고유 한 특성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민
주주의 건설

무용작품창작:
<김일성장군님께 올리는 헌무>, <양산
도>, <노들강변>, <목동과 처녀>, <봄타
령>. 무용극<애국자들>, <사선을 헤치
고>, 무용서사시 <해방의 노래>, 가면무
용극 <봉산탈놀이> 원형태로 발굴
(1947), 무용<농악무>, <칼춤>, <북춤>,
<부채춤>, <승무>, 조선민족무용기본의
창조.
공연활동과 군중무용예술의 발전:
국가적인 행사공연과 극장무대공연(해
마다 전국예술축전을 진행).
국제무대진출: 쁘라하 제1차 세계청년축
전(1947), 부다페스트 제2차세계청년학
생축전(1949), 중국 베이징(1949)순회
공연,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1950).
무용예술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 무용
예술인대렬의 장성강화:
도립예술극장 개편(1952, 도립악단과
도립극장이 통합) , 국립고전예술극장
창설(1952, 국립예술극장의 고전악단이
분리),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새로 결성
하여 조선무용가동맹이 조직됨(1951).
무용작품창작:
무용: <고지의 기발>, <숲속의 병사들>,
<우리마을에 풍년이 왔네>, <즐거운 작
업> 등.
민족유산에 기초하여 만든 작품: <수령
님의 호소를 받들고>, <의로운 칼>, <긴
칼춤>, <량반과 말뚝> 등
무용극: <백두산중에서>, <조국의 아
들>.
무용조곡: <친선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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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활동과 군중무용예술의 발전:
“국립예술극장 예술인들의 공연통계자
료에 의하면 (1951~1년동안815회,
1952년 639회” 진행하였다고 밝힘, 러
시아, 몽골 등 여러도시를 방문하여 수
십회의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밝힘
(1950.6~1952.6).
문화선전기관들의 복구정비, 무용예술
분야에서 부르죠아사상과의 투쟁.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
의 무용예술(1953.7~1960)
-민족무용을 더욱 발전시켜 무용예술분야
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과 함께 반동적
부르죠아사상을 비롯한 적대적 사상을 반
대.
-문학도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시기의 무용예술
(1961~1970)
-민족적 형식도 현시대의 미감에 맞게 계
승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침 제시
-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
- 군중예술의 발전방침 제시

무용작품창작: 무용<밀림의 용사>, 쌍무
<분배받는 기쁨> 등, 무용극<동틀날>,
<붉은 심장들>, <새출발>, 무용조곡<천
리마> 등, 음악무용서사시<영광스러운
우리조국>, <붉은 서광> 등.
공연활동과 군중무용예술의 발전
국가적인 기념일과 중요한 행사, 극장무
대공연 등 여러가지 형태로 활발하게 진
행.
- 국제예술경연 및 축전기간 30회 공연.
- 동방고전무용경연에 참가한 작품:<봉
선무>, <아박무>, <인간에로> 등.
- 러시아 6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북
춤>, <부채춤>, <물동이춤>, <손벽춤>
등 11개 작품, 금메달, 은메달 수상.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체계와 예술단체
들의 개편, 수정주의적 요소와 복고주의
적 경향과의 투쟁.
혁명적인 무용작품창작: 음악무용서사
시<승리를 향하여>
공연예술활동과 군중무용예술의 발전.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시기의 무용예술(1970~1980)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는 무용예술의
발전 방침 제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을 심화 발전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 작품을 창작할데 대
한 과업 제시.
-문화예술창조사업의 전환에 대한 방침
제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다.
-무용음악은 민족적 특성을 살려야 한다.

예술단체들의 개편, 주체형의 무용예술
인 대오의 마련:
1) 무용표기법을 만들데 대하여
2)피바다가극단(1971)과 평양예술극단
(1972, 후에 평양모란봉예술단으로
개칭) 새로 조직됨.
3)평양예술대학과 평양음악대학이 평양
음악무용대학으로 통합(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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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의상은 민족적 성격과 시대와 사회
상을 보여준다.
-무용작품의 주제를 다양하게 개척하고
춤가락과 춤동작을 많이 찾아내야 한다.
-무용 소품화 (무용소품을 많이 창작하도
록 장려(鼓励).
-무용표기법 창작.

무용작품창작 대표작:
혁명적 주제: <어머니당의 품>, <전선소식>
등.
4대명작: <조국의 진달래>, <눈이 내린
다>, <사과풍년>, <키춤>.
무용예술적 화폭: <양산도>, <만풍년>,
<새봄>, <풍년맞이>, <풍년의 노래>, <풍
년든 들판에서> 등.
‘피바다’식 가극무용: 음악무용서사시
극형식 <꽃파는 처녀>, <락원의 노래>
등.
무용예술의 대중화 실현:
음악무용종합공연의 종목과 형식이 다
채롭고 새로운 것이 특징.

<표1>과 같이 조선무용사의 각 시대별로 다루어진 내용을 볼 수 있듯이, 원시무용의
발생발전, 고대 예술무용의 출현, 삼국시기 민속무용발전의 토대 마련, 고려시기 민족
성 강화, 조선봉건왕조시기 그 무용의 종류와 형식의 다양성 등 오늘날 민족무용예술
의 발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가 되었던 춤의 종류와 그 예술적 특징들이 자주 거론되
었다.
시기는 제1편 원시 및 고대조선, 기원전 후~7세기 전반기, 7세기후반기~14세기,
15세기~19세기중엽 (1392~19세기), 19세기 말~20세기 초 (19세기 50년대 이후) ,
제2편 1920~해방전, 제3편 1945.8~1950 (새 민주조선 건설시기), 1950.6~1953.7
(조국해방전쟁시기), 1953.7~1960 (전 후 복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의 무용
예술), 1961~1970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시기), 1970~1980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앞
당기기 위한 투쟁시기)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해당시기에 존재했던 무용들은 주요하게
인민창작무용, 궁중무용과 가무예술, 종교무용, 극무용예술, 민속무용 등 여러가지 종
목별로 나누어 거론되었다. 각 시기별로 이 무용들이 해당시기의 사회적 환경, 문화
속에서 어떠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 무용의 종류와 형식이 민족무용의 발전에
어떠한 기틀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정서는 오직 사회적 존재로서 느끼는 감정과 정서이며
사람들이 추는 춤도 그러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무용은 인류
역사 발전의 가장 이른 시기 인간의 노동생활 속에서 발생한 예술형태의 하나이다. 농
경생활을 비롯한 당시 원시인들의 생활풍습, 관습 등 여러가지 생활감정과 깊은 연관
을 가지면서 각 종 형식의 다양한 노래와 무용들이 들어있는 집단적인 가무놀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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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단적 노동생활과 공동생활과정에서 체득한 감정과 정서를 형상적으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집단적 노동성격은 곧 예술문화에 반영되었다.
고조선의 <무천>과 <영고>와 같은 춤들은 민중행사의 하나였으며, 모두 제천적인 행
사와 결부되어 있었지만 무용의 기본내용은 종교적 의식행사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사람들의 노동생활과 여러가지 생활풍습에서 얻어진 생활감정과 그들
의 사상적 지향을 반영함으로써 이 것은 원시사회 사람들의 노동생활과 그들의 소박하
고 낮은 예술창조 등으로 부터 오는 합법칙적인 현상이였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농경가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고대민속무용발전의 토대로 되었다. 이와
같은 고대시기 무용은 민속무용의 발전으로 민족무용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거론하고
있다. 고대민속무용의 특징은 대중적인 민속가무가 발전하면서도 전문적인 춤꾼들의
민간예술무용이 새롭게 창조되어 조선의 민속무용의 종류와 형식적 기틀이 세워지고
중세 민속무용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시기 사람들은 자기들의 근
면한 노동생활과 제천행사를 통하여 민속가무를 발전시켰다. 또한 이 시기에는 대표적
인 민간 예술무용으로 긴 소매옷을 입고 춘 <공막무>와 같이 무기를 들고 추는 군사민
속무용들도 추어졌으며, 고대민속무용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무용이 발생발전한 것이라
고 한다. 그리고 삼국시기 민속무용발전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의 인민들 속에서 고대의 가무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각 지방의 생활을 반영한 특색이
있는 민속가무들이 진행되고 군사무용이 성행하였으며, 정서적인 생활무용, 민속탈춤
등 다양한 무용의 종류와 형식들이 창조됨으로써 조선의 민족무용발전의 튼튼한 토대
가 마련된 것이라는 견해이다.
7세기 후반기 신라시기 이후부터는 인민창작무용과 궁중무용은 현저한 차이를 찾아
보게 된다. 대표적으로 <처용무>는 신라시기부터 발생발전한 대표적인 인민창작무용의
하나로 보고있으며, 이는 고려, 리조시기에 이르기까지 인민들 속에서 계승되고 년중행
사의 하나로 인민들 속에서 즐기는 풍습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고 거론되고 있다.
옛 문헌 『고려사악지』와『삼국유사』,『삼국사기』및 여러 학자들과 문인들이 처용이를 읊
은 시 구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용무>는 우리 옛 시기 인민들의 춤에서부터 발전
한 인민창작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 는 견해이다.
무용을 인민들의 사상과 지향, 그들의 생활의 이모저모를 반영하고 있다면, 궁중무
용의 매개 종목들은 이와 반대로 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의 유흥물로 그들의 착취적
수단으로 복무하였으며 부화한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시기의 무용예술의 발전에서 궁중무용의 성격이 선행시기에 비하여 보다 뚜렷한
2) 『조선무용사 』 1 (조선: 문화예술부교재출판사, 1판 발행, 1976),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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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시기 무용예술발전에서 “궁중
무용의 예술형상적 측면과 예술형식의 측면에서는 우리 나라 무용 역사상 반드시 기록
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유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3) 고 주장하였다. 작품을 실
례로 들면, “궁중무용 동작들에서의 꽃을 꺾는 모양의 <절화무>, 소매를 적게 휘감으며
추는 동작, <협수무>, 버들가지가 휘늘어지는 듯한 상반신의 동작 <수양수무>, 소매를
뿌리치면서 뒤로 물러서는 동작 <퇴수무>, 발구름동작 <족도무>, 춤판을 달려다니면서
추는 활발한 동작 <인무> 등 이러한 춤들은 한결같이 조선사람들의 감정과 미에 맞는
것 들이였으며 전통적인 조선민족무용예술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궁중무용의 이러한 춤동작들은 고립적으로 형성되거나 발전된 것이 아니라 인민창작
무용과의 호상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고 발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특히 조선
사람들의 감정과 미에 맞는 춤동작으로부터 무용의상, 소도구 및 장식, 그리고 무용구
도 등 민족적 특성과 민족적 색채를 언급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궁중무용이 무대예술
의 한 형태로서 양식화되고 발전하게 되었다는데서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궁중무용예
술에서의 유산적 가치로 북조선 무용예술발전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시기 발전의 흐름을 볼 때, 무용은 해당 시기의 사회적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 것
이며 이를 통하여 무용예술자체의 발전형태를 연구함으로써 선행시기에 비한 당대시기
의 무용예술의 특징을 또한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무용예술은 고구려, 백
제, 신라시기와 그 이전 시기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킨 무용예술의 우수한 유산들
을 직접적으로 계승하면서 발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새로운 것들을 창조, 보
충하면서 발전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무용예술에서는 선행시기에 비하여 새로운 윤곽
들로 특징되어 진 것이다.
민족적 특성에 맞는 춤동작을 만들어내는 문제는 매우 힘든 일이다. 그것은 특히 춤
동작들이 오랜 역사를 두고 그 민족의 노동과 생활, 고유한 풍격과 기질, 독특한 심리
성격들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북조선에서는 “현 시기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을 갖춘 인민적인
무용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려면 지난날의 무용유산들을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옳
게 평가하며, 그것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것들을 비
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하며 비과학적이고 락후하고 저속적인 것들을 엄격하게 갈라
보아야 한다.”4)

는 것을 계승방침으로 내세운 것이다. 민속무용을 적극 발굴하여 옳

3) 『조선무용사 』1, 99쪽
4) 『조선무용사 1』, 1판 발행(조선: 예술교육출판사, 1976) ,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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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무용예술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귀중한 민속무용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무용사 2에서는 개화발전을 한 해방 후로부터 80년대까지의 무용예술을 역사적
발전단계로 서술하였다. 민족적 특성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인민적인 민족무용의
건설에 대한 강력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1940~1950년대에는 북조선무용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민
족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 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사실
주의적 현실을 반영하고 시대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구현하여 ‘새로운 민주조선 건설’에
적극 이바지 하는 민주주의적 민족무용건설에 대한 방향과 민족무용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킬데에 대한 정당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 무용작품창작에서 가장 특징적인 성과는 무용소품형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독무, 쌍무, 4인무, 군무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창작 공연되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무용극과 무용서사시와 같은 작품창작은 북조선의 무용예술발전에서 중요
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특히 가면무용극 <봉산탈놀이>를 원형대로 발굴한 것이 새 민주조선 건설시기의 무
용창작분야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언급된다. 이 시기 무용예술분야에서는 특
별한 무대없이 야외에서 추어오던 민속무용유산을 발굴하여 무대예술작품으로 재창조
하는 작업에서 일정한 성과와 경험을 얻은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농악무>를 비롯한
<칼춤>, <북춤>, <장고춤>, <부채춤>, <승무> 등 민족유산에 기초하여 만든 작품들이
적지 않게 창작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민족무용유산을 널리 발굴하고 수집정리하는 과
정에서 북조선무용의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민족무용기본>5)이 창조되었으며

이는 북

조선 민족무용발전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사회구성의 성격과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작
품과 사실주의 현실을 주제로 한 무용작품들이 전개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주체사상에 따라 인민대중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민족무용을
더욱 발전시켜 군중문화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사상, 기술, 문화 3대혁명을 심화
시켜 발전의 요구에 맞는 문화예술 창조사업의 전환점을 가져올 것에 대한 방침,무용
예술의 발전방향과 과업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문제, 군중무용예술의 대중화 발전방향” 등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시기 무용예술의
발전방향과 과업을 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이 옳게 결합된 사회
주의무용예술로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6)
5) 조선무용사』2, (조선: 예술교육출판사, 1986), 28~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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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금강산 처녀>,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사과풍년>, 음악무용극 <밝
은 태양아래> 등 작품들이 민족적이며 혁명적이면서도 예술적 수준이 향상되어 이 시
대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김정일의 현명한 지도와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완성된 것이
라고 그 성과를 주목하였다.
1970~1980년대에는 현대무용 뿐만 아니라 민속무용, 전설무용 등 다양한 종류의
무용소품들이 창작되었으며 이러한 무용소품은 이 시기 무용창작의 주류를 이루면서
독무, 쌍무, 4인무, 5인무, 군무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4대명작을 비롯한 <양
산도>, <방울춤>, <만풍년> 등 무용예술의 종합적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무용예술의 종합적 성격을 잘 살리는데서 특히 무용언어의 형상수준이 향상되고 무대
미술의 효과를 잘 이용하여 무용예술의 종합적 특성을 살리는데서 그 성과를 주목하고
있다.
상술한바와 같이 북조선의 무용예술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장려되어 전국지역에
전문무용예술단, 무용예술인대오가 조직되고, 교육기관, 예술단체, 연구단체 등 전문예
술에 관련된 각 분야별 기관들이 창설되면서 전문적인 무용예술인들이 배출되어 북조
선의 예술사업이 급속히 발전을 이루웠다. 모든 전문무용단체를 비롯한 무용예술소조
들에서도 민족적 특성과 전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으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발굴
사업과 수집정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대표적으로 가면무용극 <봉
산탈춤놀이>의 발굴, <조선민족무용기본>의 정립, <무용표기법>의 창제 등 연구로 단
계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민족무용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강화해 나가는데 큰 성
과를 이룬 것이 주목할 만한 업적이다.
사회주의 주체사상화 요구에 맞게 무용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하여 “무용작
품의 보존과 무용창작작품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과 과학적인 무용표기법에 대한 과업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무용에 대한 과학적인 표기법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절박한 요
구일 뿐만 아니라 무용예술발전의 요구”7) 라고 강조하였다.
무용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무용예술인들이 조선민족무용기본을 체득함으로써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리며 또 이것을 통하여 예술적 기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연마할 수 있
다.8) 또한 무용표기법은 단순히 이미 창작보급 된 무용작품을 기록하는데만 머물지 않
고 무엇보다도 무용교육과 창작과정에 통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있기 때문이
다.9) 이와 같은 민속무용발굴, 그리고 조선민족무용기본의 정립과 표기법의 창제는 북
6)
7)
8)
9)

『조선무용사』2,
『조선무용사』2,
『조선무용사』2,
『조선무용사』2,

122~146쪽.
199쪽.
29쪽.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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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민족무용예술발전 역사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무용작품 창작사업에서도 주체적 문예사상과 문예방침이 구현되어 음악무용서사시,
사실주의적 무용, 북조선의 4대명작 <조국의 진달래>, <눈이내린다>, <사과풍년>, <키
춤>과 같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고 그 성과를 주목했다. 이 작품들은 북조선의 국보급
명작으로 무용예술의 발전사에 또한 무용예술의 종합적 성격을 잘 살린 것이라고 평가
되고 있다.
이밖에 무용예술인들의 공연활동과 군중무용예술의 발전현황은 통계자료의 활용과
분석을 통해 각 지역별, 분야별, 시기별 현황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제2판 발행 된『조선무용사』 (상)의 시대구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무용사』 상10)
『조선무용사』상
구
분
제
1
장

시기
원시
및
고대
시기

중세

시대 및
국가이름

기간

무용의 종류 및 특징

원시시기
의
무용

<거부기춤(영신가로
움)>.

불리

원시적 신앙과 결부된 주
술적 성격

고대시기
의
무용

고조선의 <무천>행사, 부여
의 <영고>, 진국의 무용.

고대의식행사, 종교적 영
향, 계급적 성격, 집단적인
제천의식, 가무 농악무

삼국시기
의
무용

기원전
3세기
초
~기원
7세기
중엽

고구려의 가무 <동맹>, <동동
무>, 세 나라 군사무용 (고구
려의 <칼춤>, <활춤>, <창
춤>),
<사자춤(사자놀이)>,
<북청사자놀이>, 가면검무,
인민무용 <호선무>, <질삼놀
이>, <소매옷춤>, <소고춤>,
<징거춤>, 백제의 가면무용
<기악무>, 인민무용, 신라의
<두레놀이 <4인무, 3인무> 등

고구려가무, 군사무용, 인
민들의 노동생활과 풍속
및 생활정서를 반영.
독무, 2인무, 4인무, 군무
등 다양한 무용형식과 종
류들이 이 시기 무용발전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함.

발해 및
후기신라
시기의
무용

7세기
중엽~
10세기
초

발해 <향약정제>, 후기신라
<처용무>,
<산해정령의
춤>, <향악5기>등 궁중무
용<선유락>, <춘앵전>,<무
고,(북춤)>, <사선무>, <절

-<교방>이라는 직업적인
예술지도기관이 설치됨.
-궁중무예술의 내용과 형
식, 형태가 다양하고 무대
예술적인 특징을 뚜렷이

제
2
장

10) <표2>의 조선무용사 상부분은 유영근, 목영철『조선무용사』상의 시대구분에 따라 각 시대별 특징
적인 부분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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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용사』상
구
분

시기

시대 및
국가이름

기간

무용의 종류 및 특징
화무>, <광수무>, <수양수
무>, <퇴수무>, <족도무>,
<인무> 등. 가무<연등회>,
<팔관회> 등.

나타내면서 발전됨.
-가무예술이 새롭게 발전됨.

고려시기
의 무용

10세기
초~14
세기

인민창작무용: 고려 <처용
무>, <조천무>, <통덕진출
진무> 등. 가면무극 <나희
(나례)>, <산대잡극>(탈춤
<산대잡극>, 가무 <산대잡
극>, 잡극 잡회 <산대잡
극>)등. 불교적 민속적 제천
행사 <팔관회>, <연등회>,
당악정재 대표작 <포구락>,
<헌선도>, <련화대> 등.

-고려인민들의 사상감정
을 반영한 인민창작무용이
널리 보급.
-궁중무용에 대한 국가적
인 관리기구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교방>, <태악
서>, <관현방>과 같은 무
용예술인, 가수, 기악연주
가를 포함한 예술기관을
통해 직업 무용배우들이
출현.

15~19
세기
중엽의
무용
리조시기

14세기
후반기(
1392)~
19세기
중엽(18
66)

농악무: <두레>, <풍쟁>,
<군물>, <농상계>, <농상
계>, <매굿>, <마당놀이>,
<구정놀이> 등.
사당패공연, 민속무용 <삼
삼이>, <질삼놀이>, <박놀
이>, <채북춤>, <새맥씨
춤>, <석전무>, <면경대>,
<강강수월래>, <쾌지나 칭
칭 나네>, <자라병춤>, <수
박춤(손벽춤)>, <팔굽춤>,
<산대놀이>,
<황해도탈놀이>, <봉산탈
놀이>,
<해주탈놀이>, <오광대놀
이>등.
궁중무용 <아박무>, <검기
무>,
<공막무>, <모란꺾기춤>,
<헌천화>, <향령무>, <고구
려무>, <영지무>등. 종교무
용 <승무>, <바라춤>, 무당
춤 <삼지창춤>, <방울춤>,
<칼춤> 등.

-민속무용들에 나타난 새
로운 형식적 특징: 대군무
형식의 무용작품들이 뚜렷
하게 발전을 이룸.
-완전한 종교무용의 형태
가 나타남. 부분적으로 유
산적 가치가 있는 민족적
인 특성을 가진 형식과 춤
가락이 나타났다.
-사당패예술의 발생발전
(사당패예술인들의 공연활
동 기록)
-현실생활에 접근, 인간생
활묘사 등 여러가지 측면
에서 사실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무용음악, 무용의상, 소도
구 등에서 선행시기에 비
하여 더욱더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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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용사』상
구
분
제
3
장

시기

시대 및
국가이름

근세

근세무용

기간
1866~
1926년

무용의 종류 및 특징
인민창작무용 <돈돌라리>,
<동틀날이 온다>, <군바
바>, <물장고춤>, <봉죽놀
이>, <박판춤> 등.

근대적 발전을 지향하는
시기,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민속무용
이 널리 창작 보급.
-봉건체제의 급격한 쇠퇴
몰락으로 하여 궁중무용의
예술이 더는 존재할 수 없
게 됨.
-민속무용이 지방적 특색
을 뚜렷이 나타남.

<표1>과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무용사 (상)은 시대구분과 명칭에서 조선무용
사1, 2와 달리 원시 및 고대, 중세와 근대시기 모두 3장으로 구분하였다. 조선무용사
(1)에서 중세무용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기를 세 나라 시기 라고 하였는데, 조
선무용사 (상)에서는 삼국이라 칭하였다. 또한 발해 및 신라후기, 리조시기 무용문화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북조선의 역사학 학회에서는 고대문화가 이루어지자면 그에 선행한 원시문화가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발전된 원시문화가 고대문명의 기초이고 사회역사적 전제
로 되기때문이다.11)

조선무용사에서의 시기구분과 그 나라 이름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조선역사적 연구의 시대구분의 방법에 맞추어 서술하였음을 보아낼 수 있다. 그
러므로 조선무용사에서 고대조선무용을 논하기에 앞서 무용의 기원을 그 전제로 되는
원시문화, 무용발생발전, 춤형상조건 등 춤의 기원을 시대적으로 다루게 되었을 것이
다.
그리고 원시, 고대와 중세무용 부분은『악학궤범』,『고려사』,『해동역사』,『영조실록』,
『리조실록』,『안악』등 40여종의 사료적 근거를 보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해석하
고 분석평가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여 기존의 역사연구 방식에 일대 전환을 촉진하였다.
조선무용사 (상)에서는 초기에 발행한 조선무용사와 달리 무용을 중심으로 각 시기 무
용의 발전개관,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진행되었던 행사활동이나 무용들을 문헌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세세하게 해석하고 서술하였다.
지난시기 무용사 연구에서 이미 이룩된 연구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조선의 역사
11) 『대동강문화』, 조선∙평양 주체10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 20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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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대적 구분에 맞는 주체적 역사관을 더 확고히 하여 <농악무>, <탈춤> 등 민속무
용을 비롯한 대표적인 작품과 무용유산들을 적극 발굴 수집하여 무용발전의 역사를 보
다 폭넓은 관점의 구성방식으로 새롭게 서술하는데 주력하였음을 보아낼 수 있었다.
무용사 연구와 과련된 논문 잡지 ‘금수강산’에 실린「우리나라 무용기록에 대한 고
찰」(2007), 「우리나라 무용기술에 대한 고찰」(2007),「고려시기의 민족예술에 대하여」
(2016), 「조선봉건왕조시기 무용(1), (2)」(2016),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의 민족예술」
(2016), 「고구려의 음악과 무용」(2017) 그 외 사회과학원 연구논문 「조선무용사연구」
(2010) 등 연구주제에서 보아낼 수 있듯이 조선무용사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조선무용사연구」는 역사적 발전단계를 총 3개의 편, 10개의 장과 43절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에서는 조선에서의 민속무용과 궁중무용의 발생발전과 그 과정에서 생겨난
무용기록의 창제, 무용이론의 발전, 직업적인 무용가들의 출현 등에 대하여 역사 및
회화자료, 현지 발굴자료들을 통하여 각 시기별 대표적인 무용작품들도 소개하고 구체
적으로 해설하였다. 조선민족무용의 형성발전과 민족무용 유산의 우수성을 조선의 무
용역사를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시대별로 폭
넓고 깊이있게 이해 시키는 데에 무게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한편, 멀티미디어 특집 프로그램 ‘민족의 재보 조선춤’,

‘주체적 무용예술발전의 불

멸의 대강’(2013) 등 영상기록물에 실린 연구사, 교수, 국가급 공훈배우들의 증언과 영
상물에 수록된 고전문헌자료들, 북조선 중앙통신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민족무용
발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상기한 연구저서와 논문들은 북조선의 전반적인 무용예술발전의 역사적 연구를 심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연구주제에 있어서도 연구방법 및 기술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도 골고루 이루어져 있음을 보아 낼 수있다. 아울러 조선무용의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
른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연구경향을 가늠할 수 있다.

Ⅱ. 민족무용교육의 이론연구 현황
주지하다시피 민속무용의 발굴과 궁중무용의 발생, 그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조선무
용기본의 창조, 그리고 무용표기법의 창제는 북조선 무용예술발전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북조선무용 이론연구에서 풍성하게 밝혀낼 수 있는 연구들 중의 하나
가 민족무용교육 이론연구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북조선 무용교육 이론의 발전과정을
살필 수 있는 연구저서들을 중심으로 무용사에 관한 연구 저서, 무용기초이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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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저서, 무용교수에 관한 연구 저서, 민속무용에 관한 연구 저서, 무용작품창작에
관한 연구 저서, 무대미술과 조명에 관한 연구저서 등 무용이론의 발전단계에 따라 살
펴보았다.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론연구가 어떠한 지점에
있는지, 그 이론연구 현황을 고찰해보았다.
무용이론연구에서는 1950년대에 처음으로『조선민족무용기본』(최승희 1958)이 무용
교육목적으로서의 교본으로 출간되었으며, 해방 후 조선민족무용의 그 초기 기초훈련
방법의 토대가 되었다. 1970~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무용이론 연구는 각 분야에
서 뚜렷한 연구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무용이론』, 『무용기
초이론』,『무용표기법』,『무용기법』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무용예술의 근본적인 기초로
되는 모든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새롭게 개척한 무용이론 연구중의 하나이다.
“무용예술부문 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무용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업이 나선다. 이 과업을 수행하
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무용예술을 과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다”라는 중요한 문예방침을 제시하고 무용예술 자체발전의 필수적인 요구로 인식하고
무용예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무용이론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무용이론』(1972),『무용기초이론』(1982),『무용용
어해설』(1985), 『무용표기기초』(1987), 『무용언어이론』(1993), 『무용예술론』 (1992),
『무용기법연구』(1998) 등이 있다.
무용교수에 관한 이론 연구 저서는 『무용교수법』(1992)『민속무용기본1~4』, 『무용기
초훈련집1~4』(표기기록), 『민속무용기본1~4』(표기기록) 등 민족무용의 기초훈련을 중
심으로 연구되어 있으며 무용예술교육 발전에서 중요한 성과물로 꼽힌다.
조선민족무용기본을 비롯한 이러한 무용기초이론, 무용표기법, 무용기법 등 연구들은
무엇보다도 무용예술교육과 창작과정에서 통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민속무용발굴, 조선민족무용기본의 창조와 무용표기법의 창제는 북조
선의 민족무용예술의 교육발전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조선민족무용은 민족무용의 조형적 및 율동적 성격을 가장 정확하고 뚜렷하게 나타
내는 기초동작으로 그 전형적인 춤동작들을 선택하여 구성, 육체적 능력과 예술기량을
단기간 내에 높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논리성있게 체계화한 민족무용기본이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의 교수대강과 교안, 그 교육체제에 따르면 조선민족무용기본은
<립춤기본>과 <종목별기본>으로 구성되어있다. 종목별기본은 민속춤가락기본과 소도구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속춤가락은 지방적 특색이 강하고 그 내용이 가장 다채롭
고 형식이 다양하다. “민족무용의 정수이며 민족무용의 우수한 특징을 집중적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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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현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시기에나 민족무용의 주류로, 그 발전의 원천으로 되었다”
고 한다.
소도구 기본은 입춤기본에서 조선춤의 기초적이며 전형적인 동작들을 숙련한데 토대
하여 북, 장고, 한삼, 칼, 부채, 탈, 소고와 같은 다양한 소도구를 활용하면서 민족성이
강한 조선무용의 대표적인 민속무용들을 원만히 출 수 있는 형상능력을 다지는 단계의
소도구춤기본이다. 이는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발전하여온 민족성이 강하고 민족
적인 멋과 맛이 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립되었다. 조선춤의 율
동적 특징을 뚜렷이 체현하고 있는 기초적인고 전형적인 춤기법들을 정확히 숙련하도
록 하기 위한 주요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선민족무용기본이 북조선의 민족무용예술발전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가지
는 의의는 민족무용예술과 무용교육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와 민족적 특성을 뚜렷이
살려나갈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주었다. 이 무용기본은 오늘날 북조선의 무용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조선민족무용교육, 일본재외동포들의 조선민족무용교육 등 여러 교육
기관과 무용단체에서도 중요한 훈련내용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민족무용기본
은 세계적으로 민족무용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인류무용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1950년대에 무보와 글자로 정립하였고 조신민족무용기본의 교수목적의 영상교재 연
구도 전개되었다. 이 기본춤의 우수성은 또한 무용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고 과학적인
무용훈련체계를 세울 수 있는 실천적 토대를 구축하여 후대 무용교육과 과학적 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밖에 무용표기법연구는 북조선에서 처음으로 조선 자모식의 『무용표기법』이 창제
되었다. 무용표기의 기초지식과 방법을 인식시키고 무보를 보는 법과 표기하는 법을
숙련시킴으로써 무용교육과 실천에 활용하여 무용교육의 과학적 수준을 더욱 제고시키
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상기한 연구들은 조선민족무용예술의 발전과정에 작품창작과 재현, 보급과 보존, 과
학연구와 교육사업에 남아있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무용예술을 과학적 토대로 발
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여러가지 이론체계와 원리 및 방법 등 다각도로 전개
되고 있다.
민속무용에 관한 연구 저서는 대표적으로『조선 민속 탈놀이 연구』(1958),『조선민속
무용』(1991),『우리나라 민속무용』(1991),『우리나라 민속무용특성』(1994),『조선의 봉산
탈춤』(2001) 등이 있다.
그리고 작품창작에 관하 연구 저서는 『무용창작기본』(1984), 『명작무용해설』(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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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명작총보』(1988),『무용작품분석』(1991), 『혁명가극총보』(1) (1988), 『밀림아 이야
기하라』종합총보(1995) 등 민속무용, 궁중무용에 관련된 연구 저서들이 출간되었다.
이외 운동해부학, 무대예술조명, 무대미술, 조선장단, 무용배우와 춤형상 등 기타연구
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저서들에는 조선무용사에서 서술된 “새로운 역사시대에 맞는 과학적인 주체
의 무용예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간”을 토대로 다학적인 견지에서 해당한 개
념과 범주를 뚜렷하게 해명하고 규정하였다. 북조선 무용예술의 창작작품의 경향, 무용
교육 이론발전에서의 영향, 그리고 전문예술인들의 공연활동규모 등 북조선 민족무용
발전의 역사적 흐름과 연구성과들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민속무용탈춤에 관한 연구는 이미 1950년대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늘날까지 가
장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기『조선 민속 탈놀이 연구』로부터 시작
하여, 2000년대에 발행한『조선의 봉산탈춤』,『조선민속전통 (6)』,『조선민속무용』등 저서
들에는 탈춤에 대한 역사적 자료서술과 그 예술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수집
한 탈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어서 <봉산탈춤>의 원형에 대한 표상을 정확하게 주도록
하는데 큰 주목을 끈다.『민속무용기본』(3)에서는 탈춤에 나오는 춤가락들을 요소별로
정리하여 후대교육과 창작실천에 효율적으로 적용시켜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속무용 농악무연구에서 <농악무>의 개념과 특징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 춤
의 구성과 생활영역, 원시농경가무의 발생발전으로부터 근, 현대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농악의 예술적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서술하였다. 농악무의 형상수단과 수법에서 춤
가락, 춤구도, 반주음악, 의상 및 소도구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농악무에는 민족적
특성이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형상수단과 수법을 토대로
창작된 작품은 대표적으로 <장고춤>, <북춤>, <상모춤> 등과 같은 민족적 색채가 짙은
민족예술로 창조, 발전된 것이며, 이러한 형상수단과 수법들은 북조선의 민족무용교육
에서 중요한 교수내용으로 되어 있다. 농악무에서 창조, 발전된 이러한 민족적 색채가
짙은 춤가락들은 조선민족무용교육의 기본내용으로 민족무용기본의 주요 춤기법으로서
조선춤을 배우는 학생들은 누구나 반드시 익혀야 할 숙련과제로 되고 있다”12) 고 구체
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말하자면, 민속무용 <농악무>는 북조선의 민족무용예술의 발전에 튼튼한 토대가 되
고 있으며 민족무용교육에서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역
사와 더불어 민속무용의 예술적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아울러 민족문화유산의 계승과
12) 김선영,『조선의 농악무』(2013, 사회과학출판사, 주체102),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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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에 조선무용교육에서도 민족적 특성을
담아내야 할 것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무용예술교육을 과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무용예술자체발
전의 필수적인 요구이다. 북조선은 조선민족무용예술의 교육발전 과정에 작품창작과
재현, 보급과 보존, 과학적인 연구와 교육사업에 남아있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무
용예술을 과학적 토대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여러가지 이론체계와 원리
및 방법 등 다각도로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성과는 북조선의 민족무용 교육 발전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Ⅲ. 민족무용의 무형문화유산 등록 현황
북조선의 민족문화유산보호 분야는 현지조사와 자료접근의 제한성으로 보도자료나
방송 다매체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무용분야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
보았다.
북조선에서는 200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 가입을 계기로 ‘국가비물질문
화유산’과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후 유적이나
유물 등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의 개념은 2012년「문화유산보호법」에 처음 등장하는데, ‘물질유산’,
‘자연유산’, ‘비물질유산’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비물질문화유산’의 문화유산의
종류는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무대예술, 사회적 전통
및 관습, 각종 예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적 수공예술, 의
학, 민족요리, 민속놀이 등으로 정의하였다.13)
김정은 불후의 고전로작 주체103 (2014)에서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닌 절세의 위인을 모셔야 민족의 슬기와 재
능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들을 적극 보호되고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 대를 이어 계승
발전된다는 고귀한 진리를 밝힌 불멸의 대강이다”14) 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민족문화
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강력한 지침으로 된다. 민족유산에는 인민에 의해 창작된 민
속무용만을 민족문화유산의 범주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13) 민주조선,「수정보충된 민족문화유산보호법에 대하여(1)」참조, 2019.1.26, ‘조선민족유산보호기
금’, 참조,
14) 조선중앙통신사, 김정은 ‘불후의 고전로작’ 주체10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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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족유산보고기금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무용은 조선민족무용기본, <농악무>, <돈돌라리>, <탈춤> 등 이 있다.

<표 3> 북조선 무용의 무형문화유산 등록
현황
등록년도

작품명

범주

등록번호

2013

민속무용<연백농악
무>(제7호)

전통예술

국가비물질문화유산

2016

민속무용<돈돌라리>,
<봉산탈춤>,<강령탈
춤>, <해주탈춤>, <은률
탈춤>, <북청사자탈춤>

전통예술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

2017

조선민족무용기본

전통예술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제72호

2018

소년농악무

전통예술

국가비물질문화유산

<표3>에 등록된 문화유산들 중에 조선민족무용기본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에 등록된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다.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제72호로 등록된 최승희 <조선민족무
용기본>은 고유한 조선민족춤동작 집합체로 조선민족무용을 알리는 귀중한 가치가 있
다. 여기서 무용기본이란 한마디 기초적인 춤동작들을 정립하고 체계화한 것이다.
조선중앙 TV ‘민족의 재보 조선춤’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춤가락들은 그 역사
적 변천과정과 활동범위로 하여 기본이라는 하나의 쳬계로 정립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조선민족무용기본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다. 민족무용의 종합적인 시도와
함께 조선춤의 독특한 매력을 세상에 널리 알린 예술이다. 최승희는 조선의 민족무용
을 현대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민간무용, 승무, 무당춤, 궁중무용, 기생무 등의 무
용들을 깊이 파고들어 거기에서 민족적 정서가 강하고 우아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
아내어 현대 조선민족무용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전한다.15)
조선무용의 기본체계에는 민족의 전통에 뿌리를 박으라는 강력한 가침을 볼 수 있
다. 춤을 추는 것이 자기 개인이나 무용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커다란
조선이라는 민족과 그 속에서 흐르는 따뜻한 혈류가 그 원동력이 되여있다고 본다.16)
‘민족의 재보 조선춤’에 의하면 “민족의 춤을 세상에 과시하려는 최승희의 조선무용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킬데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최승희에게 당분
15) 「중앙 TV종합」, “민족의재보 조선춤”, 조선중앙TV, 조선: 2020. 04.04.
16) ‘민족의재보 조선춤’에서의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 연구사 남수향의 해설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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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안전한 곳에서 창작활동과 연구사업을 할 것에 대한 조취를 마련해주었다”고 하였
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무용예술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관심 속에서 최승희는
민족무용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정리 작업을 중단없이 진행 할 수 있었다”17) 고 한
다. “조선민족무용기본은 민족이 자랑이고 국보이다”18) 에서 보아낼 수 있듯이 최승희
의 무용이 조선민족무용예술 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조선
민족무용기본이 정립되어 무용교육과 창작에 큰 성과를 이루어 세계적으로 민족무용발
전에도 기여하였으며, 조선민족무용예술의 발전에서 역사적으로 귀중한 무용문화의 유
산적 가치가 있음을 평가할 수 있다.
이상 무용예술분야의 국가비물질유산에 등록된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민족문화유산
전체 종목 중에서 무용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고, 조선민족유산보존사와 비물질유산
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북조선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방송
매체, 신문기사 및 잡지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 무용예술분야의 민족문화유산에 관한
고증자료 발굴 및 연구논문은 아직 다소 미흡하지만, 민족문화유산 보호사업과 연구,
조사, 기록 그리고 전승과 보급에 대한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Ⅴ. 결론
이상으로 조선민족무용의 역사적 발전의 흐름을 파악하고 조선무용사에 관한 연구,
민족무용교육에서의 이론연구, 민족무용 문화유산보호사업 연구 등 주제별로 나누어
그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북조선 역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북조선의
시대구분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고 1990년대에 이르러 시대구분의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무용사연구도1970~1980년대에 들어서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
며 그 후 90년대에 들어서서 조선무용사에 관한 연구는 좀 더 새로운 구성체계와 서
술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 이 후 부터는 지난시기 조선무용사 연구저서와 달리
무용의 역사와 문화를 무용의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그림, 사진, 무보, 표기 등의 고
정적인 매체나 무용을 기록하여 다매체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으로 해석하고 새롭게 서술하고 있다. 각 시대별로 진행되었던 행사활동이나 무용들을
시대적 구분에 맞는 주체적 역사관을 더욱 확고히 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의 구성방식

17) ‘민족의재보 조선춤’에서의 전 만경대소년궁전 안무가 최호섭의 증언을 인용.
18) ‘민족의재보 조선춤”, 「세기와 더불어」에서 “조선민족무용기본은 민족의 자랑이고 국보이다”라
고 전해진다.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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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북조선의 조선무용사연구는 원시 및 고대로부터 중세, 근, 현대시기를 걸쳐 지난시
기 무용을 기록해 놓은 민족무용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조선무용의 여러가지 종류 및
양식들의 생성발전의 역사적 발전 가치를 밝히고 각 시기의 대표적인 무용작품들과 문
화유산들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공막무>, <탈춤>, <농악무>, <돈돌라
리>와 같은 전래 춤과 『조선민족무용기본』, 『무용표기법』을 민족문화유산으로 받아들
이고, 새롭게 발굴하고 고증하여 민족의 역사와 혈맥을 이어주는 귀중한 재보로, 지난
시기의 연구성과들을 더욱 심화시켜 민족적 색채를 살린 문화예술창조와 민족적 전통
성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에 힘써왔다.
이밖에 무용기초이론, 무용언어이론, 무용용어해설, 무용기법의 원리, 조선춤가락 창
작기법, 무용교수법, 민속무용연구, 명작무용해설, 무용작품창작분석 등 연구들은 과학
적인 이론과 방법이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민족무용예술의 올바른 보존과 계승,
창조발전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상기한바와 같이 북조선의 민족무용발전의 역사적 연구, 무용교육분야의 이론연구,
작품창작분야의 연구, 무대미술과 조명 등 기타연구들은 문헌의 전반적 내용과 성격,
문헌사적 위치를 과학적으로 정하고 문헌사료의 형성방향과 이용, 평가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인 문제가 뚜렷이 제시되어 있어 북조선의 무용사를 연구학습하는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북조선의 무용이론체계는 무용을 연구 및 학습의 목적으로 기초연구자료로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무용기본으로부터 창작, 이론연구에 이르기까지의 보다 종
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인 무용이론연구의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해 준데서 그 연
구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조선무용발전사의 흐름과 그와 관련된 연구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선무용사
에 관한 연구는 원시 고대시기부터 근대시기 20세기 중엽까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중세와 근, 현대 시기의 무용연구도 적지 않게 보여지고 있
다. 한편으로90년대 이후 현대사를 다루는 연구저서는 아직 많이 보여지지는 않는다.
근래에 도서와 잡지, 정기간행물,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영상편집물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잡지나 학술논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근, 현대사의 무용연구가 새로운 연구가 나오게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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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개요
본 논문은 중국 조선족 무용의 사적 흐름을 논제로 하며 시기별 조선족 무용의 변
모양상을 살피고 그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선족 무용은 지난 백여 년
간 연변이라는 인문자연환경 속에서 변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연변지역은 중국 조선족 무용이 시작된 곳으로 이주초기부터 1949년까지는

생활

에서 전해진 민간·민속무용 형식을 기반으로 조선족 무용을 구축하면서 1949년 중
국 인민공화국 건립과 동시에 조선족 무용도 하나의 예술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개
혁개방 이후 세계적으로 무용 교류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조선족 무용은 중국에 이주한 날부터 자기 발전의 합법적 과정을 통해 전통무용을
계승하는 동시에

외부 예술에 대한 인지, 수용,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조선

족 무용을 계승 발전시켰다.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조선족 무용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중국의 발전맥락에

의

연대순에 따라 (1)이주초기~1949년 조선족무용 흐름, (2)1949년~1966년 조선족무
용 흐름, (3)1966년~1976년 조선족무용 흐름, (4)1976년~1989년 조선족무용 흐
름, (5)1990년~현재, 조선족무용 흐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로서 조선족 무용의 변천 과정을 통해 나타난 특징을 짚어보자면 첫째, 조선족
무용은 크게 민간·민속무용과 극장예술무용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 조선족
무용은 타 문화의 춤 성격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주제어
중국 조선족 무용, 민간·민속무용, 대중무용, 무용창작, 무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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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적으로 교류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논문은 중국에 정착하면
서 독특한 특색을 지니며 발전해온 중국 조선족 무용의 변천과정을 논제로 하며 시기`
별 조선족 무용의 변모양상을 살피고 그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미흡하나마
이번 연구로 중국조선족 무용의 발전맥락을 이해하는데 자그마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
다.
중국의 56개 민족의 일원인 조선족은 이주 당시 낯선 중국 땅에서 다문화적 인문지
리 및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가운데 자체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지키면서도 중화민족
의 문화와 응결되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여 특유의 조선족 문화를 형성하였다.
조선족 무용은 전통무용을 착실히 계승하면서

외부 예술에 대한 인지, 수용, 그리

고 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독창적인 길을 걸어왔다. 조선족 무용의 역사는 중국 연변
땅에 이주한 그 배경부터 시작하였다. 그 역사는 결코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에 비
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족 무용이 어떠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발전되어 왔는지 그 변천과정을 밝히는 논문으로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최봉석,
1996; 박용광, 1997; 송정은, 2000 최미선, 2003; 이애순, 2002;최해리, 2004; 정영
주, 2004; 송미라, 2008; 김해금, 2008) 등 다수의 조선족 무용사에 관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정리하는 분석이 되겠다.
이에 연구자는 문헌 조사를 토대로 먼저 조선족 무용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어서 종
(纵)적인 시각으로 조선족 무용의 변천 과정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며, 횡(横)적인 시각
으로 조선족 무용의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Ⅱ. 중국 조선족 무용의 개념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의 사회주의 국가로, 각 민족은 서로 독특한 생활양식과 풍속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그중 조선족은 이민하게 되면서

중국 동북지방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조선족’으로 새로운 민족사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조선족은 약 200만 명에 달한다. 그중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 거주하는 조선
족은 약 80만 명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정부의 민족 평등, 민족자치정책의 구
체적 구현인 동시에 조선인 이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 지역을 개척하여 새로운 삶
의 터전, 즉 제2의 고향으로 가꾸어 간 근면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1)
1)강수옥(2013)「중국 조선족의 역사적 형성과 정체성」, 디아스포라연구 제7권 제1호 13집,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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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무용의 역사는

중국 연변 땅에 이주한 그 배경부터 시작하였다. 예로부터

조선족은 노래와 춤을 삶의 일부로 간주해 왔다. 조선족 무용은 조선족의 특유하고 전
통적인 생활방식을 무용문화를 통해 그러냄으로서 민족적 정감과 향토적 체취를 작품
에 담아내고 있으며 민족의 고유한 춤가락과 춤사위를 적극 찾아내여 현대적 흐름에
맞게 창작 발전시키고 있다. 오늘날 중국 조선족 무용은 중국의 사회환경 속에서 계
승·발전된 무용예술이면서 또한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독특한 향기를 갖고 있는 조선
족의 무용예술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족 무용은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오
면서 자체만의 특유한 개성과 특징을 가진 무용예술로 창조하였다.

Ⅲ. 중국 조선족 무용의 변천
1. 이주 초기 ~1949년 조선족무용 흐름
이시기 중국 조선족 무용은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조선족들의 삶의 터전에서 민간·민속무용의 재생과 이주를 동반해 가지고 온
자체의 전통무용을 전파해온 것이다. 특히 장기간의 정착생활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
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춤이

굿 놀이 혹은 민속놀이, 명절이나 마을의 경사, 잔

치를 축하하는 풍속 세태생활의 내용으로2) 추어지면서 본래의 춤동작과 율동, 리듬이
변화를 가져왔으며 궁중무용이나 고전무용보다는 서민문화인 민간·민속무용으로 전환
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그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였다. 연변의 무용학자들에 의하면
이 때의 춤들은 허튼춤, 모방춤, 소리춤의 형태를 띠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3)

그리

고 이 시기 집단적인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그 속에 재기를 갖춘 일부 민간예인들이 중
국 내 조선족 밀집 지역으로 다수 합류되어 집단적 공동생활 체제 안에 정착되면서 특
색이 다양한 유형의 민간·민속무용들이 혼합되어 종합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민간·민속무용은 <농악>, <탈춤>, <아박춤>, <학춤>, <수박춤>, <삼삼이춤>,
<접시춤>, 등으로 대중들의 생활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되었으며 조선족의 전통성과 특
수성을 지닌 새로운 지역 특색의 무용으로 형성되면서 토대를 닦아놓았고 지금까지도
중국 조선족 무용의 중요한 뿌리와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무장대오에서의 무용활동이다. 이시기 무장대오 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대중
적 무용활동을 펼치며 주로 전사들을 고무하고 사기를 북돋우며 승리를 경추하는 무용
들이 창작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 작품들은 주로<곤봉춤>(1930), <재동대원춤>(1930),
2)최봉석, 위의 글 p. 14.
3)최해리(2004)「현행되는 연변 조선민족무용의 종류와 특징 」한국무용기록학회 제6호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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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단심줄’>(1933) <기병대 춤> 등이다.4) 이러한 대중적 무용창작활동을 토대로 재
능있는 무용인재들이 나타났으며 조선족의 무용창작활동과 공연활동은 활기를 띄게 되
었다. 이외에도 적잖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소무극<참군>(1947), 가무극<농무와 뱀>(19
49), 등과 같은 소형무극이 극장예술무용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족 무용
창작이 본격화되고 극장예술 무용창작으로 전이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셋째, 전문예술인들의 공연 등 창작무용에서 받은 영향이다. 이시기 조선족 집거한
도시들에 예기관, 극장, 공회당 같은 공연 장소가 마련되면서 기예를 닦은 예술인들의
출현으로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이 무대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왕래되었던 교류와 공
연은 조선족 무용 창작방법과 내용영역을 넓힐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게 되었고 극장무
용예술이 대두되고 감상예술로서의 무용이 형성되었다. 특히 이시기 공연되었던 대표
작품들로는 최승희의 1940년대 <천하대장군>, <관세음 보살>,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았네>, <목동과 처녀> 등으로 무용예술의 진미를 안겨주었다.

2. 조선족무용 흐름
1949년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의 창건과 더불어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구의 창립을 계기로 조선족 무용도 획기적인 발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첫째, 예술단체 무용창작의 발전이다. 1948년에 성립된 연변문공단은 1953년에 연
변가무단으로 개칭되었고 뒤따라 동북 3성에는 수많은 예술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이시
기는 연변가무단을 중심으로 인민대중들의 생활 속에 깊이 심입하여 대중들의 생활,
정서, 사상 등을 반영하는 창작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 대표작품들은 군무
<절구춤>(1950),

<빨래춤>(1950),

<승리

경축무>(1952),

<활춤>(1952),

<모판에

서>(1953), <샘물터>(1953), 무용극<팔선녀>(1956), <금도끼와 은도끼>(1957), 4인무
<독보조 노인들>(1964), 군무<왕과물과 싸우는 처녀들>(19 64), 등이 있다.5) 여기서
선도적 역할을 한 이는 연변가무단 부단장이었던 조득현6)이다. 그는 1951년 8월 처음
으로 농악을 무대예술무용으로 승화시켜 군무<농악무>를 창작하여 민속무용의 재창조
의 새 영역을 개척해 놓았고 그해 10월에 무용극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를
창작하여 건국 후 무용극 창작의 서막을 열어 놓았다. 또 한 1951년 3월 최승희7)는
4)최봉석, 앞의 글, p. 39.
5)최봉석, 앞의 글, p. 61.
6)조득현은 당대 중국 조선민족 무용예술의 선각자의 한 사람이다. 그는 중국무용사에서 중국에 발레를 정착시킨
세 명의 무용가중 한 사람이자,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민간무용을 승화시켜 창작무용으로 발전시킨 개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민족의 전통무용이 무대예술형태로 정착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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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중앙연극학원에 ‘최승희 무용연구반’을 꾸렸는데 이를 통해 제1세대 조선민족무
용가들이 양성되기 시작했다.
둘째, 민간·민속무용의 발굴사업이다. 전통무용의 무대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연변가
무단을 중심으로 민간·민속무용 발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당시 <농악무>와
<장고춤>을 지도한 하태익, <승무>, <북춤> 등을 지도한 김용옥 등 민간예인 30여 명
을 스승으로 모시고, 민간·민족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계기로 <탈춤>, <칼춤>, <부채
춤>, <접시춤>, <학춤>, <수박춤>, <사자춤>, <수건춤>, <장고춤> 등 20여 종에 달하는
민속무용의 원형을 정리하여 새로운 전통무용의 재창조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실천에 근거하여<북장고춤>(1954), <부채춤>(19 54), <장고춤>(1954), <물동이
춤>(1955), <칼춤>(1956) 등이 재창조되었다.
셋째, 대중적 무용 활동의 발전이다. 조선족 대중들에 의해 중국 땅에 뿌리를 내렸
으므로 조선족 무용문화 속에는 대중적인 무용문화가 우선적이고 조선족 무용문화가
그 전통적인 맥을 이어 면면히 계승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다. 대중적 무용
활동은 대체로 자유 오락적인 춤 활동과 과외 문예 일꾼들의 무용창작에 의한 공연 활
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중적 자유 오락 춤은 초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막춤
(즉흥춤)으로 표현되지만 50년대 초부터는 조직적인 활동형태를 띠면서 대중적인 윤무
형식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민간예술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과외 무용창작이 흥성해지면
서 공연 활동이 활발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직업무용단체의 무용창작과 과외 무용
단체의 무용창작이 서로 결합 되고 조선족 무용이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넷째, 전문예술학교의 설립이다. 1957년 10월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의 방침으로
연변예술학교가 건립되면서 민족예술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조선족 무용교육은 전문
적이고 정규화적인 교육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리고 최승희의 ‘입춤 기본’8)이
조선족 무용 훈련체계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다가 중국
조선족 무용교육의 개척자이자 최승희 직계제자인 박용원9)이 최승희의 ‘입춤 체계’를
계승, 이를 발전시켜 조선족 무용 기본의 전면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해 주었다.

10)

7)최승희는 20세기 한국 근대무용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의 민족무용을 양식화하는 등
민족무용사에 크나큰 업적을 쌓은 걸출한 무용예술가이다. 그의 무용예술은 한국을 포함하여 동양 여러
나라와 미국,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8)<입춤기본>은 상체, 하체, 전신 동작의 조합(組合)묶음형식으로 동작의 조화(協調性)능력을 체득하는 리듬훈련이다.
9)박용원은 1949년 초부터 북한의 최승희 무용연구소에서 최승희로부터 직접 춤을 사사했고, 1951년에는 중국
중앙연극학원의 최승희 무용연구반에서 공부했던 최승희의 직계자였다. 박용원은 1952년에 최승희를 따라 북한으
로 건너가서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지내다가 1953년에 중국연변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957년 연변예술
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 정년퇴직 때까지 연변대학 예술대학 무용학과에서 무용교육에 이바지했다.

10)최해리, 앞의 글,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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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66년~1976년 조선족무용 흐름
이시기에 들어와서는 많은 예술단체들이 해산되고 조선족 전통무용 계승 및 변화 발
전뿐만 아니라 조선족 무용창작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부터 일부 무용단체들이 서서히 회복하게 되면서 부분적인 무용창작과 공연 활동이 진
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시기 창작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연변 인민 모주석을 열애하
네>(1970), <붉은 매화를 노래하네>(1972),<김치에 깃든 옹군의 정>(1972), <양돈 처
녀>(1973), <유괘한 건축공>(1974), <벌목공>(1975), <풍년을 축하하세>(1975), <첫걸
음>(1975) 등이 었다. 또한 1970년대 중반에 와서는 대중적 무용 활동도 일정한 발전
추세를 보였는데 농촌, 광장, 문예선전대의 활동들과 문예콩클의 참여활동 들이였다.
따라서 과외무용창작들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북춤>(1973), <부
채춤>등 민간·민속무용과 <선구자>(1973 ), <사회주의 정원에 사랑도 많네>(1975) 등
이었다. 이시기 조선족 무용교육은 완전한 과학성과 체계성을 갖지 못하였지만 ‘조선민
족 무용 기본교수 대강’, ‘조선민족 무용기본동작’을 편찬하기 시작하면서 무용교육에
대한 탐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4. 1976년~1989년 조선족무용 흐름
개혁개방의 새로운 역사시기에 접하여 조선족 무용은 그 어느 때 보다 깊이 있고 폭
넓게 발전하여 질적, 양적으로 부흥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다원적인 문화권이 형성됨
에 따라 대내외 무용문화교류가 빈번해지기 시작하면서 조선족 무용창작, 무용교육 등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첫째, 무용창작의 활성화이다. 무용공연단체들이 속속들이 회복되고 무용수들이 예술
대오에 복귀 되면서 무용창작기반을 새롭게 굳혀나가게 되었다. 특히 개방적 문화권이
형성됨에 따라 사람들의 주체의식, 현대의식이 강화되면서 조선족 무용도 비교적 자유
로운 발전공간에서 창조 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독무, 2이무, 3인무, 군무,
소형무극, 무극 등과 같은 다양한 무용형식으로 주제, 소재, 내용면에서 폭넓게 발전하
였다. 이시기 대표작품으로는 <분배받은 기쁨>(1980), <과수원은 우리집>(1982) 등과
같은

인민들의

생활맛이

짙은

작품과

<천지꽃>(1980),

<눈꽃>(1986),

<수양버

들>(1986), <달빛아래 서정>(1 986)등과 같은 안무가의 심미주체, 인간내면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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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작품들, 그리고 <소고춤>(1983), <달놀이>(1984), <농악무>(1989)등과 같은 전
통무용을 토대로 무대화한 작품들이다.
둘째, 민간·민속무용의 재발굴, 재창조의 발전이다. 1983년 연변에서는 전통무용들
이 다시 민간무용집성으로11) 인하여 대량적으로 발굴되면서 기술되거나 새로운 시대정
신과 현대적 심미 가치관으로 무대예술화 되면서 발전을 가져왔다. 그 시기에 발굴되
고 공연된 무용들은 <학춤>, <장고춤>, <상모춤>, <소고춤>, <아박춤>, <살풀이춤>, 등
이다. 이러한 무용들이 점차 <푸른 숲 설레이네>( 1981)처럼 질적인 형식미의 발굴형
태로 발전하며 뒤이어 80년대 중기로부터는 전통무용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바다의
노래>(1986), <수양버들>(1986) 등과 같은 전통무용의 내재적 운율을 기조로 외형적인
형태미가 돋보이는 새로운 동작구성을 가져오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80년대 말기
로부터는 심층적인 전통무용의 문화정신의 발굴과 표현, 예를 들면 <늦봄>(1989), <처
녀지>(199 0), <웨침>(1990) 등 무용에서의 전통문화 및 그 정신에 대해 조에 주력함
으로써 주제의식, 작가의식이 대두된다.12)
셋째, 대중적 무용활동의 새로운 발전이다. 그 하나는 민간적인 아마추어 극단의 출
현으로 반직업적 무용창작이 흥성해지면서 대중무용 활동이 ‘극장공연화’ 하는 경향으
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극단의 탄생과 활동은 직업무용 창작의 밑거름이 되어 조선
족 무용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민속놀이와 명절놀이로 진행되던 민간·
민속무용 활동이 점차 광장무용, 집단무용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한편 보편적이고 정상
적인 사회무용 활동과 자유오락적인 막춤활동이 대대적으로 흥성하여 무용의 ‘사회화’
추세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대중들의 자유 오락성 무용활동은 활동공간의 특성에 따
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막춤, 실내에서 진행되는 사교무, 광장에서 벌어지는 광장
무용으로 나누어 발전되면서 조선족 무용발전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갔다.
넷째, 무용교육의 체계화 형성과 무용 이론 연구기관의 탄생이다. 외래문화가 침투됨
에 따라 조선족 무용교육도 개방적인 교육의 길을 걸어 외래무용의 정화를 수용하여
단일한 교육으로부터 종합적 교육으로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무용교육의 내용, 방법, 체
계가 비교적 과학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한다. 조선족 무용 분야에서 박용원은

‘입춤 기

본’을 수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조선민족 무용기본동작」(1978)을 편찬하여 중국
11) 민간무용 집성 사업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가 1970년대에 잠시 중단되었고, 1980년대 초에
다시 시작되었으며 말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민속무용들이 새롭
게 발굴되고 중국에서의 조선족 민속무용 발전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온다. 여기에는 민속무용수
집가 김정훈 선생의 공로가 지대하였다. 김정훈은 1980년대 초부터 사라져 가는 민속무용의 원
형들을 현지조사를 통해 활성화시키는데 뚜렷한 공헌을 이룬 인물로 볼 수 있다.- 최해리 앞의
글 p. 150.
12) 이애순(2002)「傳統文化의 現代化過程에서 생성된 실체 – 중국조선미족무용 조명」, 무용예술학연
구 제10집.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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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무용의 독립적인 체계를 확립하는데 실기토대를 닦아놓았다. 더불어 무용연구
기관이 탄생 되면서 조선족 무용의 이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따
라서 많은 연구성과와 무용평론들이 발표되었고 조선족 무용의 발전을 촉구하였다.

5. 1990년~현재 조선족 무용 흐름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무용은 국내외 무용문화교류와의 충돌 속에서 전통적인 조선족
춤에 대한 본질적 파악으로부터 민족무용의 ‘심근(尋根: 뿌리를 찾는 것)’ 사조와 함께
그것을 계승·발전하려는 자세가 드러났으며 외래무용문화의 교류와 영향 속에서 과학
적인 원리와 방법을 수용하여 새로운 의식, 새로운 가치관을 반영하면서 중국 조선족
무용의 특색을 살리는 발전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조선족 무용창작은 주체의식의 각성과 예술적 추
구가 선명해지면서 작품 유형은 단일화에서 다원화로 정착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무용문화교류와 학술회교류로 인하여 지금까지 전승했던 전통무용의 뿌리에 대한 원형
을 새롭게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13) 그리고 국제화의 물결 속에 외래문화가
유입되면서 현대무용의 창작이념과 주변국가를 비롯한 중국 각 지역의 소수민족무용과
의 상호 교류 속에서 창작기법을 개발하여 자체만의 특유한 예술성을 지향하게 되었으
며 새로운 형태의 창작무용을 전개시겨 나갔다. 그 대표적 작품으로 대형무용극 <춘향
전>(1990)과 민족무용 서사시 <장백의 정>(1997)과 같은 역작으로 조선족 무용을 전
국 전방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그 외 <심현>(1995), <장백폭포>(1995), <영각
소리>(1995) 등과 같은 사상 예술의 질이 비교적 높은 성과작들이 출품되었다.
2000년대에는 대내외 무용문화교류가 더욱 빈번해 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무용을 접
하게 되었고 외부 무용가들과의 다각적인 교류로 전통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
갔다. 그러면서 조선족 무용창작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또한 2005년 중국은 비물
질문화유산14)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힘입어 국제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의 방침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무용계는 전통무용의 보호와 계승 및 발전과 함께 전통
의 현대화라는 변별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족 무용계에서도 조선족 무용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용창작에서도 전통무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무대 예술
화의 작업에 담아 가고자 하는 예술 의지가 선명히 나타났다. 현재 조선족 무용창작은
13)김해금, 김기화, 위의 글. p. 10.
14)비물질문화유산은 한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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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춤으로 재해석하려는 창조적 의식성이 돋보이며
독특한 민족적 특색과 미학을 드러내는 측면으로 깊이 있는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전통과 현대의 수용으로 오늘의 춤을 표현하거나 개성 있는 움직임의 언어개발과
표현 매체의 다양성을 포함하여 독특한 창작작품들을 선보이며 실험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의 대표작품으로 <풍년제>(2001), <메아리> (2002), <서혼>(2006년),
<심궁>(2006), <장고락>(2009), <천년 아리랑>(2006년), <자취를 찾아서>(2015), 대형
무용극<아리랑 꽃>(2016년), 군무<장고행> (2017년) <심귀운처>(2019년) 등이다.
이 시기 대중적 무용활동이 ‘극장공연화’로 나아가던 경향이 바뀌어 문화 오락시장
의 대중적 오락 활동으로 넘어갔다. 반면에 대중적 오락활동은 경축 행사에 곁들여 규
모가 큰 집체군무 방향으로 집중되어 진행되었다. 특히 1000명이 넘는 집단무용들을
형성하여 민속놀이 민속풍습, 그리고 농악, 장고, 물동이, 사물놀이 등과 같은 민속무
용들을 추어 보이며 춤과 노래를 아끼는 조선족의 문화의식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 민
족무용이 대중 속에 뿌리박고 면면히 이어가는 맥락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무용교육도 지속적인 연구와 변화로 더욱 과학적이고 세분화된 교육체계가 형성되고
무용이론, 학술교류가 활성화를 가져왔다.

Ⅳ. 조선족 무용의 특징
이상의 연구를 통해 파악되는 현행 연변 조선족 무용의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해 본
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 무용은 크게 민간·민속무용과 극장예술무용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민간·민속무용은 농촌의 마을 중심의 민속무용으로 발전하다가 그 후로는 도시광장
중심의 대중무용으로 발전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극장예술무용은 창작무용을 중심으로
교육무용을 토대로 하면서 발전되는 특징을 띠고 있다. 조선족 민간·민속무용은 초기
의 무속의식적인 것이 자아오락적인 놀이로, 놀이와 표현적인 것이 복합된 유예(遊藝)
적인 성격의 것으로 일부 궁중무용이 민간·민속무용과 합류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자아오락적인 성격의 무용과 유예적인 성격의 무용은 연예(演藝)적인 무용에로 귀착되
는 방향으로 발전한다.15) 극장예술무용은 창작무용이 궁중무용, 민속무용, 교방무용이
복합된 전통무용을 토대로 예술무용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교육무용은 주로 전문교
육무용으로 조선민족무용인 ‘입춤 기본’과 ‘전통무용 소도구 기본’, ‘민속춤가락 기본’
15)이애순(1990)「중국 조선민족무용실체 조명」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4) 107~112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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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발레, 중국 소수민족 민간무용, 현대무용, 등으로 전개된다.
둘째, 조선족 무용은 타 문화의 춤 성격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조선족은 이민하여 다민족 국가에서 춤 문화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인 특
징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타 문화 대상이 비교적 많다. 특히 인접 국가의 문화계통
과 중국문화계통에서의 고전무용과 기타 소수민족무용, 지구촌 문화계통에서의 발레,
현대무용, 기타 나라의 성격무용 등이다. 특히 발레는 과학적인 것과 체계적인 요소를
참조계로 현대무용에서는 주로 부단한 창조정신을 참조계로 삼고 있는 등 수용 면에서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16)

Ⅴ. 결론
무용 예술은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민족과 그가 처한 환경, 그리
고 과거의 유산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며 외래문화와의 부단한 교류와 접촉 속에서
생성하고 변화한다. 조선족 무용은 이주민족이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춤 문화를 발
전시켰기 때문에 조선민족의 무용문화를 지키면서도 중국의 문예 정책에 따라 무용을
전개 시켜 나갔다. 결과적으로 보면 조선족 무용은 전통무용을 전승하여 현대로 이행
하는 발전 고정의 현대화 작업을 거쳤다는 점이다. 즉 전통무용들을 무대화하는 작업
과 그것을 토대로 창작무용을 생성하면서 극장형태로 진입하는 작업, 그리고 전통무용
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발굴하여 무용수들을 양성할 수 있는 무용기본을 구성
하는 교수 형태로의 진입작업, 끝으로 창작실천이나 교수실천들을 이론계통에 넣고 총
화하는 이론 형태에로의 진입작업 등으로 발전을 가져온 것이다.
이상으로 서툴게 살펴본 글을 마무리 짓는다. 연변 조선족 무용의 역사가 백여 년이
되어가는 세월 동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존 ·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과 예술
을 사랑하는 수많은 조선족 무용가들의 땀과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조선족 무용문화가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조선족 무용이 세계적
흐름과 변화 속에서 더욱더 신선한 자태와 강한 예술의 생명력으로 역사적 발자취를
남기며 비약적인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을 전망해 본다.

16)이애순 위의글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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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새로운 한국무용사 서술을 위한 시론(試論)에 대한 토론문

박경란
(동경한국학교무용교사/오차노미즈여자대학)

김호연 교수님의 [새로운 한국무용사의 서술을 위한 시론]은 무용학을 연구하는 연
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용인의 측면에서 보는 새로운 역사적인 전망과

더불어 민속학, 인류학, 음악학, 그리고 사회학 등의 다학제적 관점으로부터 무용역사
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시한 논고라고 본다.
이제까지 한국무용사는 선학들의 귀한 자료 덕분에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대구분과 더불어 사회의 변천과 통시적이고 포괄적인 무용사를 관찰할 수 있었고,
무용가들뿐만 아니라, 무용의 형태, 종류, 특징을 밝혀줌으로써, 무용사 전체의 윤곽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또한, 무용계통의 분류와 무용가 대표작의 나열, 류파 등의 연구
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필자 또한 그 틀안에서
연구를 해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한국무용사의 기술에 있어서도 기존의 역사기
술 방법에 더하여, “현시대의 시각에서 현재의 견해를 밝히는”(송종건2002) 시도가 요
구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우리춤의 본질과 개념을 재정리하며, 무용의 사회적 가치
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찰은 우리춤에 내재하는 철학과 미를 발견하게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더불어, 무대예술 뿐아니라 민속/향토예술의 중요성과 계승의 관찰과, 장르
적 계통의 분류에서 벗어난 소외되고 가려진 무용가와 그들의 맥을 밝히는 작업이야말
로 독립적인 무용사를 구축하는 근간이 되리라생각된다.
역사연구에 앞서 자의적인/주관적인 궁금증 2가지를 열거해 본다.
우리의 춤을 일컬을 때에 사용하는 용어/명칭에 관한 것으로, 예를 들어 ‘전통춤’,
‘한국무용’, ‘고전무용’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있어 다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특히,
남북분단 이전의 우리춤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한국무용’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조
선무용’이라 표기해야 하는지, 또는 ‘고전무용’ 이 맞는지 혼동이 된다. 어느 시기부터
우리춤은 ‘한국무용’으로 불렸으며, 우리춤의 표기와 사용에 관한 역사와 일괄적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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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에 대한 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를 칭하는 ‘신무용’시대를 아우르기 위하여, 보편적인 기준인
1926년 이시이바쿠 경성공연의 배경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신무용’
그 이전의 시대부터 파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작업이라고 본다.
1920 年代 일본정부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문화정책’을 시작하여,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하고(식민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서구 제국에 대하여서는
‘문화외교’라 펼치며, 지배국과 문명국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1)
1926년 3월, 경성에서 펼쳐진 일본의 근대무용가 이시이바쿠의 공연은, 당시의 조
선에 체재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공연이었을 것으로 추찰되며,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
었던 조선인들은 소수의 한정된 계층이었을 가능성은 동반하지만, 조선인들의 심경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의 작품 공연을 통하여 그 반향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
또한, 그 공연으로 인한 ‘인과 관계’2)속에서 최승희, 조택원 등의 새로운 무용의 개척
자들이 탄생하게 되어, 무용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훗날 세계에 한국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개척자들에게 사사한
제자들과 그들의 활동/변천상은 역사 속에서 기록이 남아있으나, 동시대에 활동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무용가들 또한 존재했었음을 엿볼 수 있
다.
당시, 주 도시(경성)를 중심으로 한 예술 활동은 활발하였으나, 무대의 체제를 갖추
지 못한 타 지역과 지방, 지금의 이북지역은 어떠한 양식의 춤들이 추워지고 있었을
까?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의 고난 속에서 토속춤, 민속춤을 유지하는 일에 그다
지 여력이 없었을 것이고, 해방 이전까지의 이북지역의 춤의 형태의 보전과 계승은 미
비한 상태로 남아, 월북한 최승희가 민족 무용의 체계를 갖추게 된 근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인 듯하다.
일본과 미국의 새로운 춤에 관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이타야토루 (板谷 徹)는 “일본에 있어서는 독립된 무용사가 존재하지 않고, (중략)무
용사는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충분히 전망한 통시적 연구를 거의 볼 수 없지만, 가부
키무용의 역사서로는 ‘에도 근세 무용사’, ‘일본 근세 무용사’, ‘일본 무용사연구-가부

1) Sang Mi Park ,The Takarazuka Girls’ Revue in the West: public–private relations in
the cultural diplomacy of wartime Japan,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17, No. 1, January 2011, 18–38,p.21. 일본 정부는 KBS를 창설하여 열강과 동등한 지위와
인식을 얻고 싶어함.
2) 송종건,무용의 역사학적 접근,(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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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무용과 민속무용’등을 들 수 있다”3)고 기술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1930년대 미국의 아메리칸 모던댄스의 탄생과 함께 ‘문화냉전’
의 프래임안에서 중심적 위치를 가지며 ‘주류파’에 해당되는 마사그래험이 출현했다.
그와 반대로 사회적인 불황으로 대두된 노동운동을 하는 뉴댄스그룹이 대두되고 , ‘노
동자댄스연맹’등이 결성되며, 아프리카계 아메리카인 등은 좌익계/‘개혁파’에 해당하였
고, 사회적 약자와 흑인들과의 연계되는 현상을 보이며 사상적 작품 등을 만들었다.4)
그렇다면, 당시 우리 조선에는 ‘개혁파’에 해당하는 무용인들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궁
금해진다.
랜드세일과 레이션의 공저 ‘무용사 (Dance History)’에서 “지금까지 무용사라고 하
는 것은 거의 다 유명한 사람들의 삶이나 작품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런 내용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생애를 비판 없이 일화형식으로 아첨해 왔다”5)라고 하였듯이, 우리
의 무용사의 서술에 있어도 한쪽면으로 치우치지 않는 다학제적 연구와 섬세한 관찰로
시야를 넓혀, 소외되고 세상에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는 무용과 무용가들을 발굴함으
로 무용의 역사가 재탄생 할 수 있다고 본다.

3) 板谷 徹,日本における舞踊研究の足跡-日本舞踊史を中心に-,1978 年 1 号 p. a10-a13
4) 鈴木晶編著、『バレエとダンスの歴史』、2012年、平凡社、p154- 169
5) Ashead-Lansdale,JLayson,J.[DanceHistory],1994년,London :Routledge(송종건,무용의 역사
학적 접근, (200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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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재일 동포사회에서 무용교육의 현황과 전망
- 동경한국학교와 조선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경란
(동경한국학교무용교사/오차노미즈여자대학)

들어가면서
해방후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남았던

동포1세대가 직면했던 새로운

과제는, 차세대의 언어교육과 민족교육이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조국의 분단은 일본
거주 동포들의

차세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계와 조선계의 두 갈래로 각각 다

른 학교가 형성 되었고, 무용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고에서
는 동경한국학교와 조선학교의 무용교육에 촛점을 맞추어,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무용
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하려 한다.

1. 학교설립 이전
해방직후의 1945년10 월에 재일조선인 연맹 (조련)이 결성되어, 동포들의 민족계몽
운동과 민족문화의 대중화교육을 위한 문화활동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박 2018). 그
후, 사상적 분열로 인하여 1946 년에 재일본조선 거류민단 (민단)이

따로 설립 되고

(민단 홈페이지), 1955 년 5 월 25일에 조련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이하 총련)으로
재정립 되었다. 총련은 북한으로, 민단은 한국으로 귀속을 선언하였고 , 학교도 총련
산하의 조선학교와 한국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민단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으로 개칭)
산하의 한국학교로 각기 재건되었다.
이렇게 두 개의 조직으로 분리 되었지만,

민단과 총련이 조직된 초기에는 공동으로

통일기원 무대를 준비하고, 쌍방의 대표가 출연 (박 2018)했다고 하며, 민단과 총련이
함께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재일조선무용가 1세, 임추자(任秋子)에 따르면,
“최승희의 춤은

동포1 세대였던 자신의 부모들이

삶의 힘과 용기가 되었으며,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살게 해 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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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에 자신도 무용가가 되고 싶어 무용을 배웠다 (박 2018)고 했다. 당시, 일본에
서 조택원, 김장안, 조봉희, 정민, 부수현 등의 무용가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임추자
는 조택원에게 <가사호접>을 비롯하여 <검무>등을 배웠다고 했다(박정순 인터뷰).
1960년초에 북한에서 정식으로 북한 춤이 전수되기 전까지는 재일동포 2 세들은 임추
자와 같이 민단에 속하지 않고, 한국과 북한의 구별없이 춤을 춘 것으로 필자는 추측
한다.

2. 조선학교의 설립과 무용교육체계
1950 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한 총련 산하의 조선학교
는, 김일성이 "민족무용교육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강력한 수단이다 "고 주
장함으로써 ‘조선무용소조’(동아리) 활동이 강화되었고 (박 2000). 전교생에게는 군중
무용을 가르쳤다 (양 2010). 1960년초, 북한에서 최승희의 저서,『조선민족무용기본 』
(1958)과 함께 본격적으로 ‘조선무용’(북쪽에서 전승된 춤)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금강
산가극단’ 에서 북한무용을 익힌 무용가들과 무용교사(일반과목 담당)들의 지도로 조선
학교의 ‘무용소조’ (동아리)를 통해

일본 전국의 조선학교 학생들에 보급 /전승되기

시작하였다 (박 2018). '소조'는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이어진 체계적인 무
용교육 프로그램이며, 학교를 대표해서 전국무용대회 출전을 목표로 연습에 임하고, 북
한에서 전해져 온 기성작품과 창작작품의 두 분야의 경연에 출전한다. 졸업 후에도 무
용 애호가들의 모임인 [문예동]을 통해 그 활동을 계속하고, 전문가 단체인 ‘금강산가
극단’이나 ‘가무단 ‘에 속하기도 하여, 조선학교의 '소조'활동은 조선 무용을 보급하고
대중화하는 중요한 민족교육의 거점이 되고 있다.

3. 동경한국학교 설립과 무용교육
한편,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거류민단이, 1953년에 동경의 신주쿠에 설립한 동
경한국학교는 주로 올드커머1)가 중심이 되어, 재일 동포를 위한 학교로 출발 했다. 철
저한 민족교육을 한 조선학교에 비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열세 (서 2015)하였으나,
1965 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주재원의 자녀들의 입학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
기 시작했다.

1960년 후반에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으로 전통무용의 지도를 시작, 당

시 일본에 있던 지성자(池成子)씨가 <가야금>을 가르쳤고, 한국으로 유학 (조선학교 출
1) 1945년해방 후 모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인으로 귀화도 하지 않은 재일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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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아닌) 하여 특정 유파의 전통무용을 사사한 (조선학교 출신이 아닌) 교포2세가
한국무용을 가르쳤다. 동경한국학교도 조선학교와 마찬가지로 민족교육을 지향하였지
만, 한일 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소위 뉴커머2) 수가 올드커머 수를 초과하게 되면서
,한국의 교육과정에 맞춘 교육개편이 이루어졌고, 2000 년대에 들어 와서는 영어 교육
에도 힘을 쏟으며 이른바 글로벌 교육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온 일시체재자와 정주자
들이 많아져, 학교 설립시와는 다른 성격의 학교가 되었다. 2000년도에 초등학교의 특
기적성수업이 시작되면서, 가야금, 한국무용, 사물놀이 등의 전통문화 수업이 시작되었
고, 그 당시 한국에서 전통무용과 음악을 배워온 재일조선인 2,3세가 지도를 담당하게
되었다.
전체 학생들의 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경한국학교의 무용부는 올드커머의 비율
이 70 % 이상이며, 올드커머의 자녀들은 한국무용에 관심과 호감을 갖는 것에 비하여
뉴커머들은 그다지 전통/민족에 관한 필요성을 갖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
국의 대학에서 무용교육을 마치고 일본에 오게 된 무용가 또는 일본에 유학와 있던 무
용학과 출신자들이 무용부의 지도를 담당하게 되어, 무용부 학생들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칠고무>를 비롯하여 화관무, 부채춤, 사물놀이를 연마하고 한국대학의 무용학
과에 진학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선학교와는 달리, 동경한국학교는 일부의 무용부 학생들만이 한국무용에 대한 애
착심을 보인다. 그렇지만, 교내 활동은 물론, 일본학교를 비롯한 일본내의 각종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친목도모와 문화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한국 전통무용을 선보이
며, 민간 외교관의 역활을 하고 있다.

4. 앞으로의 전망
한국 전쟁 이후 한국학교와 조선학교로 분리되어, 무용 교육에서도 조선무용과 한국
무용으로 나뉘게 되었지만, 방침과 형식은 서로 다르더라도 양쪽 학교는 일본의 다양
한 무대에서 민족무용을 선보이며, 일본사회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온 공통점이 있
다.

1984년 오오사카에서 열린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은 동포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
며, 그 후 민단에서 열린 사물놀이의 워크샵에는 금강산가극단원들도 참가하게 되었다.
조선무용에 있어서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에서 열린 남북한 합동공

2)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으로 와서 정착한 한국국적 소지자로서 1980년 대에 이주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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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 <금강산가극단>과 <재일 조선학생 예술단>도 참가 하였으며, 개별적으로도 재일
조선인 무용가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국무용의 이론을 연구 하고, 한국무용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처럼 ‘무용’은 동포사회에 있어서 서로 융합하고 화합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있다.
조선학교와 한국학교에 있어서도 함께 문화행사와 환경창출에 힘을 쓰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문화 축제를 기대해 본다.
또, 한국에서는 통일 문화의 수립을 향해 남북의 동질적이고 이질적인 양면적인 속
성을 인식하기 위한 민속학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조선학교와 한국학
교도 남북의 민족문화와 전통무용에 관한 공동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
한 학문적 접근 방식은 정치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중요한 접점이 될 것이다. 필자도

동경 한국학교에서 한국지도하는 과정안에서, 남북의 전통무용의 뿌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본 연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이 가져온 분단
국가의 현실에 놓여 있지만, 역사적 문화적 동일성을 공유하는 같은 민족"(김 2007)이
며, 일본의 동포들도 동일한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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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북조선의 무용사에 대한 연구현황 고찰>에 대한 토론문

한경자
강원대학교 무용학과

분단 이전 남북한은 오천 년 문화와 역사를 공유했던 한민족으로서 한국전쟁 이후
남북 분단 70여 년의 아픈 역사를 서로 다른 환경 아래 발전시켜 왔다. 정치와 이념
은 물론 철저하게 분리된 공간의 역사는 마치 다른 나라인 것처럼 문화와 예술이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단절된 환경 아래서도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적 요
소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이 문화와 예술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월북 예술인들에 대한 해금 조치가 이뤄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무용계에서도 1985년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 고향
방문단 교류>와 함께 성사된 <남북한 예술단 교환공연>을 필두로 차츰 공연 교류가 이
어 왔고, 북한 무용에 관한 연구도 활기를 띠었다. 1990년 북한의 예술1)에서 북한의
무용이 연구되었고, 1987년 「예술창작에서의 기반성에 관한 연구」2) 를 시작으로 각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논문이 연구되었다. 학술대회는 1992년 ‘춤의 해’를 맞아 학
술심포지엄 주제로 북한의 무용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학술 논문 연구에서도 「북한
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3)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
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료와 공연현장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오늘 발표문에서 연구된 「북조선의 무용사에 대한 연구현황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무용사의 연구현황, 민족무용교육의 이론연구 현황, 민족무용의 문화유산등록 현황
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이전에 진행된 한국에서 북한의 무용에 대한
연구현황이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최근 한국사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발해
사에 대한 무용관련 연구와 무용표기에 관한 결과물의 공유는 향후 남북 무용 연구의

1) 김채현 외, 『북한의 예술』,(을유문화사, 1990).
2) 한경자, 「예술창작에서의 기반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7).
3) 김채현, 「북한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륙연구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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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류가 강조되는 이유이다.
오늘 발표문에서 두 가지 궁금증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한의 국가 문화재 유형 중에서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용어로 비물질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북한의 무용 종목 중에서 남한의 지역을 생성기반으로 하는 종목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한의 무형문화재 종목 중 이북5도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재
종목으로 돈돌날이(1998), 평양검무(2001), 화관무(2011), 부채춤(2014), 함북선녀춤
(2018), 평남수건춤(2018)4)이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발
표문의 <표 3>에서는 북한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이 제시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비교
가 필요합니다. 특히 <표 3>에서 주목할 것은 최승희가 완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조선
민족무용기본』이 2017년에 국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특이사항으로 인식
되어 남북한 무용학자들이 공동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1987년 북한에서 연구되어 완성한 『자모결합식 무용표기법』은 같은 해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청사에서 영화감상회를 가짐으로써 대외적으로 공표되었고,
1989년 제1차 세계 청년 발명 평양전람회에서 유네스코 발명 저작권 기구에서 주는
‘위포(WPO)’상을 수상5)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남북한과 연변의 무용학자들과 공
동연구 및 교류의 가능성 또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문화재청 :http://search.cha.go.kr/srch_org/search/search_sub.jsp. 접속일시 2020.08.15.
5) 한경자 외, 『북한의 민족무용』,(국립국악원, 2018).24쪽:주문걸 외, 『주체적무용·교예 예술의 새로
운 전환』,(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143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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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과 같이 빛나는 중국조선족 무용예술

JIANG DONG(江东)
중국예술연구원 무용연구소 교수

중국의 56개 민족 중의 한 민족인 조선족은 춤과 노래에 능한 민족이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이러한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중국은 수천 년의 문명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각 민족
인민들은 각자의 무용문화 예술형식을 발전해가고 있었다. 이들의 형태는 각각의 다양
한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각 민족 인민들의 정신 모습을 묘사하고 표현하였다. 1949
년 신 중국 건립 후, 조국의 발전과 함께 각 민족의 무용문화도 중국 각급 정부의 강
력한 지지 하에 점차 고봉으로 향해 발전해가게 되었다.
56개 민족 중, 조선족무용예술의 발전은 특히 주목을 이끌었으며 신 중국 건립 이후
의 70여 년간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공연, 창작, 교학, 이론, 무형문화유산보호 등
의 분야에서 모두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다. 공화국의 찬란한 은하수 속에서 항상 별과
같이 빛났으며 중국 무용계의 각 민족 무용예술과 더불어 나날이 새롭고 아름다운 모
습을 자랑하였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민족단합과 공동번영의 길을 걸어
야 함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중국의 모든 민족이 효과적으로 국가를 위한 조국의 건설
과 민족의 발전사업에 동참하는 작용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각 민족
인민들이 몇 십년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전반적으로 발전된 추세를 보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민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반
영한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감상하고 함께 발전하는 태세가 중국민족사무의 주류
가 되었다. 중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페이쇼퉁(费孝通, FEI XIAOTONG)의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이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
은 하나가 된다. (各美其美，美人之美，美美与共，天下大同.)”는 말이 주류에 대한 충분
한 해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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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류 추세에서 중국 조선족들이 문화 자신감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본 민족이 자각적으로 그들의 문화예술체계를 적극적이고 주동적
으로 구축하는 데에서 반영된다. 조선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은 비록 동일한
선조, 동일한 민족의 배경이 존재하나 발전의 역사적 궤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형
태도 각기 다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때문에 중국 조선족은 자아의 발전 과정에서 점차
적으로 자신만의 특색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민족문화예술사업에 큰 기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선민족예술에도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혜롭고 근면한 조선족들이 예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대가정속의 거대
한 문화성장공간에서 자유롭게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증명하였다.
현재 중국에서의 조선족무용예술은 크게 연변과 북경 두 지역에서 주요역량으로 발
전되고 있다.
연변이 중국 조선족무용예술발전의 본거지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여러
해 동안 각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는 점도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수
년간 조선족 무용예술은 민족적 품격과 정교한 예술을 체현하여 중국 무용계로부터 높
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입소문이 자자했다. 때문에 매번 조선족무용이 등장할 때마다 찬
사를 받게 되었다. 특히 중국 조선족만의 독특한 특성을 사색하는데 있어 연변의 무용
종사자들은 많은 경험과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들이 오랜 세월동안 스스로 자아 발전하
여 얻은 경험과 연구를 정리함으로써 명확한 주장과 의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방식
은 중국 각 민족으로 구성된 예술구조에서도 모범적으로 체현되었다. 오랜 세월동안
연변에서 뛰어난 조선족무용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연변이 조선족무용을 발전시키
고 있는 징표가 되었다. 이 외에 길림성 창춘(長春)에서는 조선족무용 발전을 위해 '장
고춤(长鼓舞)', '용사의 기쁨(勇士的喜悦)'을 창작하고 공연한 최선옥(崔善玉), 대형 무용
극 '인삼녀(人参女)'를 창작한 진향란(陳香蘭) 등 유명인들도 있다.
동시에 우리는 베이징이 중국조선족 무용예술 발전의 활력소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베이징은 중국문화예술 발전의 핵심으로서 가장 권위 있는 기능과 역
할을 발휘해 왔다. 그해, 조선무용대가인 최승희는 베이징에 방문하여 예술의 씨앗을
뿌렸고 최승희의 훈련반에서 나온 김예화(金艺华)는 베이징 중국민족대학 무용학원의
조선족 무용교사가 되었으며 그후, 지복자(池福子), 최월매(崔月梅), 고홍녀(高红女) 등
이 전통을 부단히 계승 및 발전시켰다. 지복자가 창작한 ‘장백폭포(长白瀑布)’, 최월매
가 창작한 ‘아리로(阿里路)’, ‘곡우(谷雨)’등 무용작품은 중국 무용계에서 걸작으로 꼽힌
다. 또 다른 교육기관으로는 1954년에 설립된 베이징무용학원(옛 베이징무용학교)으로
이 학교가 설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족무용은 중국 무용 최고 학부의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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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었다. 1970년대 말 본교가 대학교육으로 승격된 후, 연변에서 온 최승희의 제
자인 박용원선생님이 중국의 제1기 대학생들에게 조선족무용수업을 가르쳤다. 그후,
손용규(孙龙奎), 한현걸(韩贤杰), 장효매(张晓梅) 등 교사들이 조선족무용의 교학과 창
작방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룩하였으며 ‘잔춘(残春)’, ‘나린다(娜琳达)’, ‘선골(扇骨)’ 등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친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해냈다. 이 외에 북경에서는 국가급 가
무단인 중앙가무단(中央歌舞团), 동방가무단(东方歌舞团), 중앙민족가무단(中央民族歌舞
团) 등 단체들에서 조선족무용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최미선(崔美善),
이인숙(李仁淑), 허명월(许明月), 안승자(安胜子) 등과 같은 조선족무용대가급의 예술가
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베이징에서의 이와 같이 강력한 추진으로 오늘날의 중국조선족
무용예술은 전국 각지로 전파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국 곳곳에서 조선족무용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원인이다.
반가운 것은 오늘날의 중국 조선족무용예술은 전례 없는 추세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족무용예술은 현재 연변은 물론 베이징, 심지어 전국에서 중국무용계에 독
보적인 지혜와 가치를 선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제6회 중국소수민족문예공연을 맞
이하게 된다. 5년마다 개최하는 전국적인 민족예술축제를 앞두고 매 공연 때마다 관객
을 실망시키지 않았던 연변무용계는 반드시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김선화 여사의 논문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선족무용이 중국의 전반적인 민족문화예술
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중국 조선족무용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특색을 돋보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특색과 같은 뿌리를 가진
한국과 조선무용 간에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미래를 불안전하게 만들기: 무용학과 통일

옌스 리차드 기어스도프 Jens Richard Giersdorf
(메리마운트 맨해튼대학 무용학과 교수)

- 2013년 “The Body of the People: East German dance
since 1945”으로 동독과 독일 통일을 중심으로 독일 무용사
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진행
- “Choreographies of 21st century wars”(2016)공동 편저
- the Dance Studies Association의 출판연구분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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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가 수십 년 동안 손대지 않은 바인더 더미를 흔들거리는 탁자 위에 놓았다. 나
는 독일민주공화국의 과거와 관련된 공식 메모 그리고 비공식적인 서신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독일민주공화국 혹은 동독이 만들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 독
일을 4개 점령지로 분할하고, 1949년 5월 영국·프랑스·미국측 영토 합병을 통해 독일
연방공화국이 이루어졌다. 이후 1949년 10월, 소련측 영토에 독일민주공화국이 건국
된다. 두 나라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1990년 11월에 통일되었다. 2000년
대 초반 나는 1954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진행된 ‘집단 무용 행사(mass
dance event)’를 연구하기 위해 자료실을 찾았다. 그 자료 중 몇몇은 공식적인 행사
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자료는 서신, 보고서, 내부 메모, 제안서
등 구식의 복사본들이 끈에 묶여 보관되어 있는 형태였다. 바인더를 열자 동독의 관료
주의적 냄새가 새어 나왔다.

스포츠 박물관 라이프치히(Leipzig)의 아카이브는 1990년 동독 말기 이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으며, 적어도 소장품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숙소를 개조하
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1) 내가 춥고 칙칙한 복도에 앉아 있을 때 한 건설업자가
낡은 벽돌을 버리려고 손수레를 밀고 들락날락하면서 문을 반복해서 열었다. 나는 그
문이 열릴 때마다 자료들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 팔을 휘저으며 이미 기한이
지난 내 출신국가의 잔해들을 보호했다. 나는 내가 이 자료들을 단지 1월의 돌풍으로
부터만 지킨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부터, 쇠약해지는 기록 보관소의 기관으로부터, 대중
의 방치와 삭제 그리고 향수들, 또 그것들에 대한 내 자신의 학문적, 개인적 입장에서
의 갈등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느낌이 들었다.
이 자료들에 대해 더 알게 될수록 나는 내가 자란 나라의 이런 진부한 유물에 관여
해야 한다는 의구심이 커졌다. 자료는 이미 내가 찾은 국가 지원 무용 그리고 동독의
일반적인 움직임 문화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 동독 안무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움직임 합창단(movement choirs), 민속적 움직임, 그리고 소련과 독일의 집단 무
용 등 독일 무용의 선별된 영역의 전통을 재창조했다.2) 이렇게 발명된 전통들은 동독
1) 라이프치히의 스포츠박물관에는 동독 Turn-und Sportsfest(체조 및 스포츠 페스티벌)의 개막을
위한 대중 안무에 관한 모든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라이프치히에서 8개의 체
조와 스포츠 축제를 열었다. 1954년 제1회 축제에는 3만5천명의 참가자가 참가해 육상, 수영,
복싱, 자전거 타기, 체조, 축구, 펜싱 등 친숙한 하계 올림픽 스타일의 도전과 좀 색다른 행군악
대 대회에도 참가했다. Sportschau: Ausstellung Deutsche Turnfeste 1860 Bis 2002.
(Leipzig: Stadtgeschichtl. Museum, 2002) 31.
2) 집단 무용(mass movement)이라는 용어로, 나는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참가자들과 대부분 동기
화되는 안무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 무용은 어떤 독재 정권에서나 권력과 통제의 중요
한 표시로, 파시스트와 사회주의 국가 모두에서 전개되어 왔다. 유명한 레니 리펜스탈(Le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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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일문화의 진보적인 계승자임을 증명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사회주의적인 집단
적 이상과 관련하여 전통을 갱신함으로써 서양과 구별되는 사회주의 민족적 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내가 스포츠박물관의 아카이브에서 연구했던 집단행사에
대해서는 그랬다(당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리랑 매스게임에서 이런 대중행사
의 현대적 형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안무를 통해 이상화된 동독의 신체는
리드미컬하게 집단적이고 건강하며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신체
는 성별이 명확하고 낙천적이지만 신중하고 성실하다. 기술적 능력이 발달하는 신체로
서 발명되고 확인되며 다시 강화되었다.
라이프치히는 정부가 주관하는 8개의 턴-언드 스포츠페스트(Turn-und Sportfest):
독일 스포츠·체조 축제를 모두 개최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주의 집단 안무의 중심이 되
었다. 새로 건립된 중앙 경기장에서 1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가하는 개막 스포츠 행
사는 결국 이 모든 축제의 상징이 되었다. 경기장 잔디밭에서 참가자의 신체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관중을 참여시켜 관람석으로 확장되었다. 일반인들 역시 라이프치히에서
실제 대중 행사가 열리기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어 온 안무에 참여한다.3) 이
런 대규모 대중행사에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가 정체성 의식을 발
생시켰고, 이는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상상된 공동체로 일컬은 것
이다.4) 앤더슨에 따르면, 집단적 상상력을 통해 한 집단의 사람들은 집단을 구성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긴밀한 상호작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을 하나의 국
가로 인식한다고 한다. 안무된 대중 춤 역시 관찰하는 시민들에게 운동적인 공감을 허
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다.5) 특히 동독에서는 이미
안무를 통한 그들의 전국적인 참여가 익숙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 결과 대규모
Riefenstahl)은 누렘부르크에서 열린 1934년 나치당대회에서 그녀의 『Triumph of the Will』에
서 집단 운동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집단 무용은 올림픽 개막식과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3) 2만 5천 명의 참가자들이 19개의 다른 집단 무용을 연습하여 10만 명의 관객들을 위해 공연했
다. 전통적인 스포츠 협회, 군인, 체육 학생, 어린이, 우체국 직원, 공장 직원과 같은 다양한 직업
의 대표자들이 각각 약 500명씩 조별로 훈련된 모습을 선보였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1만 2천개
의 기하학적 패턴과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어 하나가 되었다. 게다가 동쪽 관람석(오스트트리뷔네)
에 1만2000명의 시민들이 각기 다른 색깔로 깃발을 게양하고 내려 이 모든 연습의 배경으로
'GDR의 명예', '가치 노동', '단일성과 평화'와 같은 선전적인 이미지와 슬로건을 만들어냈다. 이
연습은 공장, 학교, 그리고 축제에 이르는 다른 기관들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Rodekamp,
32.
4)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91).
5) 안무와 관련된 공감과 운동 감각의 개념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수잔 포스터(Susan Foster),
의 저서Choreographing Empathy: Kinesthesia in Performance (New York: Routledge,
2010)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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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는 동독 민족 정체성의 강력한 실체적 구성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한때 강력했던 이 안무들이
남긴 모든 것은 쇠퇴하고, 기록보관소 내 먼지투성이 사본들로 남았다. 이러한 기록들
의 보유 상태는 동독 무용 역사화의 부족을 나타낸다. 나는 거의 30년 동안 동독 무
용사를 연구해 왔다. 불이 켜지지 않고 난방이 되지 않는 창고와 개인 소장품들의 자
료를 추적하고, 망설이는 대상들을 인터뷰했으며, 통일 이후 계속 폐쇄될 위기에 처한
기록보관소를 따라 몇 차례 이관된 기록물들을 뒤쫓아 다녔다.6) 이 자료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무용 문화를 다루고 있다. 광범위한 아마추어 무용계, 민속 무용단, 군대의
무용 앙상블 등의 동독 무용에 관한 자료의 대부분은 개인 소장품으로 흩어져 옛 서독
의 기록 보관소에 묻히거나, 아니면 그냥 사라진다.7)
아직 남아있는 다른 자료들은 무용단 감독들, 안무가들, 그리고 참여자들의 죽음으
로 향후 10여 년 동안 없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거의 모든 춤 제작은 사
라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동독무용의 쇠퇴해가는 기록물을 언급할 때, 동독무용의 공
식적인 보유에 대한 기록 보유의 복잡한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 무용의
소멸,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 안무 관행에 대한 억압이나 오독(misreading) 그
리고 사회주의적 무용 움직임이 다른 국가적인 형태로 승인받지 못한 이주를 환기시키
고자 한다. 이러한 모든 안무적 노력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만이 동독과 그 후의
통일된 독일 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번 발표에서 나의 책『The Body of the People: East German Dance since
1945』에서 출간한 자료들을 소개하자면, 이 책의 중요한 이슈들이 이번 학회가 연구
하고자 하는 재영토와 통일의 연구와 연관성을 갖는다. 나는 독일이 통일된지 4년 후
에 독일 민주 공화국의 춤을 박사학위 일환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원래 나는 사회주

6) 동독 무용 기록 문서들은 주로 탄자르치브 라이프치히(Tanzarchiv Leipzig)있는 스포츠박물관
라이프치히, 그리고 베를린의 아카데미에 데르 쿤스테(kademie der Künste) 기록 보관소에 소
장되어 있다. 2011년에는 탄자르치브 라이프치히(동독 유일의 댄스 아카이브)를 라이프치히 대학
의 도서관 보유로 통합하여 특별한 컬럭션이 되었다. 현재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적절히 분류되지
않았다. 탄자르치프가 대학 도서관으로 통합되는 동안 도서관장은 보관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자료들을 버리는 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였다.
7) 예를 들어, 군부대의 춤 에리히 바이너트 앙상블(Erich Weinert Ensemble)의 자료는 서독군의
기록 보관소인 민병대 프리부르크의 창고에 위치한다. 그 자료는 보관도 분류도 되지 않고, 이전
의 에리히 바이너트 앙상블 아카이브의 어떤 부분이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 상황은 기괴한 요소를 갖는다. 나는 자료들을 보기위해 수많은 전화 통화를 한 후에야 승낙
받았다. 이 자료의 연구자들은 기후 조절이 가능한 창고에서 냉간 저항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
라, 조명이 자동 점등되고 있고, 몇 분마다 다시 켜져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원치 않는 어둠에 가려진다. 나는 이 상황이 동독 무용에 관한 자료의 일
반적인 상태에 대한 매우 훌륭한 우화라고 생각한다. 조명되지 않고, 원치 않고, 부주의하게 저장
되고, 보관되지 않고, 접근 불가능하며, 몇 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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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용계에서 나 자신의 훈련과 이후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전개되는 무용학 프로그램
에서의 교육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나 점점 분단된 독일의 역사적 무용과 움직임 구
조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역사적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구가 인식론적,
정치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춤의 존재론까지도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통일된 독일의 무용계는 서독의 무용사학과 안무가 대부분으로 동독 춤은 통
일에서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제도화된 학문적 무용 연
구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와 예술가의 극히 일부만이 동독무용을 연
구하거나 재구성한다. 주목할 만한 예외 중 하나는 가장 최근에 베를린 장벽 붕괴 30
주년을 기념하는 ‘이스트 웨스트 씽(The East West Thing)’ 축제 기간 동안 동독 안
무와 역사에 대해 정교하게 결합한 작품을 선보인 사샤 아센티치 & 공동작업자들
(Saša Asentić & Collaborators)이다.8) 이 행사의 귀중한 노력은 통일신자유주의 자
본주의 독일에서의 사회주의 무용에 대한 재평가였다.
아센티스(Saša Asentić)는 사회주의와 모더니즘 관행의 교차점, 비규범적 역사학의
통합, 여러 재구성 모델의 준비, 그리고 춤의 경계와 기능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이
러한 존재사적 위치를 달성했다.
이와 유사하게 내 작업에서 나는 춤이 국가 구조와 관련하여 어떻게 다양한 기능들
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념적 확언에서부터 국가 표준에 대한 다단계적 저항까지 일련
의 뚜렷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동독 관리들이 사회주의 시
민을 만들기 위해 무용을 사용한 만큼, 이 시민들 또한 국가 권력에 비판적으로 반응
하는 안무의 건설적 잠재력을 탐색했다. 따라서 나는 동독과 그에 뒤이어 통일된 독일
에서 무용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구조를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구조의 발전과
악화에 관련하여 얼마나 뚜렷한 상황들이 서로 다른 안무 결정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준
다. 나는 분권화형 기관의 유토피아 위에 세워진 척하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가진
사회에서 자랐다. 무용의 정치적 노력에 대한 나의 관심은 30여 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모국 문화의 상실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에서 비롯된다. 그 과정에서 나는
무용에 대한 상이한 제도적이고 국가적 접근방식들 사이에서 급진적으로 변화해야 했
다. 그 이후로 나는 행위주체성(agency)을 우리가 힘으로 행동하거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이거나 분산된 힘의 중심지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일시
8) 사샤 아센티치(Saša Asentić)가 나를 초청하여 프로젝트 협력과 그를 위한 연구 컨설턴트로 지원
하도록 했다. 나 역시 공연준비를 위해 2019년 6월 드레스덴에서 열린 마지막 무용의회에 참석
하여 워크숍과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였다. 이 워크숍을 바탕으로 아센티치는 재건과 새로운 안
무를 통해 동독 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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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위치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과거와 최근의 정치적, 문화적 변화는 나로 하여금 “사이(in-between-ness)”의 존
재론적, 인식론적 잠재력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 즉 정치적 체제 사이의 존재(사회주
의에서 세계적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담론적 전통 사이(대륙 철학, 미국 정체성주의
정치 그리고 탈식민지화 이론), 무용 실기와 이론의 서로 다른 제도적 구조들 사이(연
구 기관, 대학지도, 직업훈련기관, 공연들), 단련된 사회적 신체와 본능적이고 자율적인
신체 반응의 순간에 그것의 붕괴들 사이의 정치적 시스템들 사이의 존재가 그것이다.
“사이(in-between-ness)” 가 나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상이한 입장들의 공존이나
푸코의 헤테로토피아(Foucaultian Heterotopia)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나는 안정적 지위의 일시성에 관심이
많고 따라서 분산적이거나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기관으로서 기관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로 관심이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의 통합에 대해 이번 학회
와 관련하여 중요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누군가가 지배적인 시스템
에 반대하거나 내부에서 작업할 때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 정말로 행위주체성 자체의
재창출을 위한 순간적인 기회가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런 무너짐의 붕괴는 다른
행위주체들이 달려들어 빈 공간을 점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결국 잠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취소하는 것인가? 우리는 중앙을 어떻게 비워둘 것인가? 붕괴
가 변화를 가져온 후 행위주체성은 어떻게 되는가? 중앙을 비워두거나 지방분권이 민
주적 가치를 내재한다는 신화를 불식시키는 데 드는 대가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응하는 안무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 과거 작업에서, 나는 앞서 언급한 처
음 세 가지 변화와 그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고, 이 프로젝트에서 몇 가지 접근법을 강
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종과 민족이라는 식민지 이후의 범주를 통해 이번
학회의 주제, 한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다른 사회의 분열을 말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으로는 내가 과거 작품에서 왜 역사-정치적 담론에서 민속, 모더니즘, 무용의 기능과
구조에 초점을 맞췄는지 언급하고 싶다.
내 책 『The Body of the People: East German Dance since 1945』의 주요 노
력 중 하나는 민속자료의 재평가와 동독 집단의 신체 창조를 위한 활용이다. 독일 낭
만주의의 중요 개념이자 후에 모더니즘의 토대가 된 개인적 천재성의 아이디어는 볼크
(Volk)9)의 독창적이고 본능적인 창조능력 능력의 개념에서 그 집단적 상대를 찾았다.
민요, 동화, 전설들은 그 나름대로 예술적 산물로 자리 잡았고 특히 이성의 정밀조사

9) 독일어 '볼크(Volk)'는 흔히 '사람'으로 번역되지만, 민중, 국민 신분증, 토지와의 연결, 지역성을
환기시키는 훨씬 복잡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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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방되었다. 비록 이런 관심이 사람들을 예술성의 영역으로 격상시켰지만, 또한
비판적 평가의 영역 밖에 있는 민속을 위치시켰다. 민속을 독창적이고 자연적이며 본
능적으로 창조적인 것으로서 분류하는 것은 민속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 수용을 규정한
다. 19세기 독일의 춤과 신체적 문화에 대한 간학문적 연구에서 잉게 벡스만(Inge
Baxmann)은 개인의 신체적인 것에서 벗어나 집단 움직임에 중점을 두는 것에 주목한
다.10) 이러한 집단 움직임은 리듬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졌고, 리듬 또한 20세기 초와
함께 무용과 운동을 통한 집단구조의 주안점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민사
회주의자들은 무용과 민족표현의 연결고리를 발명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현존하는 사
상과 광범위한 신체적 문화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조작할 수 있었다.
나치 정권 하에서 독일 민속 전통의 전용과 남용을 고려할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점령지역과 그 후 동독에서 민간인들이 고용된 것은 놀라운 일로 보인다.11) 그러
나 동독의 예술적 발전은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 결정되었고, 소련은 이미 민중들을 소
비에트 민족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표현으로 선전하고 있었다.12) 동독 관리들은 보존
주의적 가치나 전통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화 및 국가 공동체 식별을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위해 민속자료에 초점을 맞췄다. 동독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독일을 벗어나
민속 문화의 창조적인 힘에 의존했다. 사회주의 국가의 시작은 동독 민속 동작들과 무
용의 직접적인 활용을 보았던 반면, 그 후 몇 년 동안 민중들은 이미 추상화된 민속
동작들과 초국가적인 민중들로부터 원칙을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무용의 발전을 위한

10) Baxmann, Mythos, 236.
11) 농촌의 배경과 자연이 함축되어, 민중들은 쉽게 "피와 흙"이라는 나치 이념에 자리 잡았고, 따라
서 나치 선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릴리안 카리언(Lilian Karian)과 마리온 칸트(Marion
Kant)는 민속무용이 나치시대에 춤으로 통합을 확립시켰지만 진정한 독일 무대 춤을 위한 발명
의 초점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Hitler's Dancers, 87). 그래도 민속춤은 정기적으로 그리
고 연극 기관 밖에서 광범위하게 공연되었고, 100만 명에 이르는 참가자가 있었고 나치 독일에
서 매년 열리는 가장 큰 축제였던 뷔케베르크의 축제에서 공연되었다.
12) 소련은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예술과 춤에 대한 자체 재평가를 실시했다. 1924년 레온 트로
츠키(Leon Trotsky)의 악명 높은 에세이 『문학과 혁명』을 시작으로 러시아식 형식주의는 반복적
으로 공격을 받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1934년 제1차 소련 작가동맹 의회를 계기로 모든 예
술적 표현의 공식적 방법으로 승인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의 복잡한 민족국가인 소련의 이데올로
기적 제공에 예술을 투입하는 것은 많은 공화국의 민속적 전통에 대한 집중을 증가시켰다. 이고
르 모이스예프(Igor Moiseyev)의 무용단은 세계 모든 국립 민속 무용단의 본보기였다. 1937년
에 창단된 이곳은 붉은 군대 춤과 합창단을 위해 돈 코삭스(Don Cossacks)가 노래와 춤을 재
해석한 것으로 가장 유명했고, 이후에는 알렉산드로프 앙상블(Alexandrov Ensemble)이라는 이
름을 붙였는데, 이 앙상블은 일찍이 1928년부터 민요와 춤을 공연하기 시작했으며 1948년 8월
에 동베를린에서 유명했다. 이 무용단의 구체적인 안무 스타일과 기능에 대한 분석은 샤이
(Shay), 『Choreographic Politics』를 참고. 샤이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정부 후원 무용단의
첫 번째 개요를 제공한다. 그는 무용단이 단순히 기존의 민속무용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민속
과 발레의 움직임을 무대를 위해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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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이 되었다.
프레드릭 제임스(Fredric Jameson)는 ‘어떤 유형의 모든 계급의 의식은 유토피아적
인 것으로 집합체의 단결을 표현하고 그런 집단 활동은 그 자체로 성취한 유토피아나
계급 없는 사회의 궁극적인 구체적 집단생활을 위한 형상’13)이라는 것이 1980년대 말
동독 정부가 국가적인 것에서 세계적인 유토피아로 역점을 둔 공식적인 변화를 반영하
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 이러한 변화는 동독을 공산주의의 목표에 더 가깝게 움직이려
는 의도였다. 그러나 밝혀진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의 종말과 유토피아의 상실을 예
고했다. 동독 관리들은 초기 민속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결국에는 초국가
적인 민속을 추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안무를 통해 사회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민속의 본질적인 본성은 동독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근
본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민속이 지역이나 국가를 강조하고 사람들을 분명하게
젠더화 된 개인으로 구분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
에서 보편적인 사회 구조와 평등한 주체를 상상했다. 동독은 존재하는 동안 이 모순에
맞서 싸웠고 결국 이 모순은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민속에 집중하는 것은 통일 전 독일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
면, 모더니즘의 재평가는 통일 전후의 두 독일인의 예술적 연출에 대한 다른 가치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학자들은 종종 동독 국가들과 다른 비자본주의 사회를 그들의
독재정권으로 축소시키고, 오로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한다. 동독의 경우 특히
서독의 경우 그렇다. 이러한 불리한 평가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동독을 자본주의
국가와 비교하고, 노동, 시장구조, 정치체제를 서구 개념의 척도로 삼는 경향이 있
다.14) 이른바 자본주의의 승리는 물론 근대성과 진보라는 서구 보편화된 개념을 세계
정치경제 구조로 삼아 사회주의 이념형성과 그에 수반되는 문화 생산물에 반역적이라
는 꼬리표가 붙기 쉬워진다.
그러나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모더니티와 같은 개념은 정적인 실체가 아니다.
변증적인 모델로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는 역사적으로 결정된 다른 담론에 의존한
다. 모더니티 그리고 이런 모더니즘 관련 개념은 정의되어야 할 상대적인 것을 요구한
다.15) 수십 년 동안 사회와의 정치적 관계성을 강조했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적 현실
주의 예술 작품은 자본주의 근대성과 모더니즘의 자율적 형식주의에 적대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중심적이고 현대무용의 연대기적인 시대화에 도전했던 샐리 배인스(Sally
13)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291.
14) 현대 진보에 대한 이러한 제한적인 경제적, 정치적 평가는 식민지 이후의 학자들에 의해 다른
비자본주의 국가들과 관련하여 비판되어 왔다. Pence and Betts, introduction, 12. 참고
15) 다른 상대(대응요소) 원시인, 감정인, 고전인 또는 정치인이다. 이들 상대방은(이 요소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종종 모더니즘을 새롭게 하기 위해 통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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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es)와 수잔 매닝(Susan Manning)의 현재 유명한 논쟁을 회상하면서, 마크 프랭코
(Mark Franko)는 미국 현대무용의 초기 모더니즘의 특성화가 수반되는 형식주의적
담론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강조한다.16) 프랭코는 또한 춤의 모더니즘이 사회 발전과
춤 자체의 역사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조정되는 방식을 강조한다. "그 자체의 예술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 비추어" 현대무용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17)
나는 동독 안무가 톰 실링(Tom Schilling)의 이전 작업과 서독의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작업을 비교함으로써 모더니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반박한다.18) 오히려 예술적 생산은 미적 조사와 사회 구조에 대한 정치적 참여
로 이해되어야한다. 모더니즘이 사회 영역에서 형식주의와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사회 시스템을 탐구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현실의 본
질을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 형식을 조사한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동독과 서독이나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사회 제도를 평가할 때, 사회주의적(현실주의적) 예술이 현대 예술 즉, 사회주의
현실주의 용어에서 ‘형식주의 예술’과 경쟁한다고 가정된다. 그래서 현대성을 사회의
한 시대로서 우회하려고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19) 그러나 사회주의 안무가
와 무용수들의 제작을 단순히 그들의 정치적 차원으로만 감소시키지 않는 춤의 역사적
담론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모던, 포스트모던, 그리고 세계의 컨템포러리 예
술적 작품에 기여한 사회주의 미술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20) 이 전략으로 우리는
16) Franko, Dancing Modernism/Performing Politics, 39; Manning, "Modernist Dogma
and Postmodern Rhetoric"; "Letters from Sally Banes and Susan Manning."
17) Franko, Dancing Modernism/Performing Politics, 40.
18) The institution of the Tanztheater der Komischen Oper Berlin is congruent with
the East German concept of Tanztheater.
19)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지지하고 형식주의와 퇴폐주의를 비난하는 이 장에서 인용한 동독 문서들
중 루카치(Lukács), 『Critical Realism and Socialist Realism』을 참조하라. 또한 스필래움과
그렌젠(Spielräume und Grenzen)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독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관한
페트라 스투버(Petra Stuber)의 내레이션과 댄서들을 위한 게임(A Game for Dancers)에서 미
국의 냉전 수사학을 다룬 게이 모리스(Gay Morris)의 대처를 참조하라.
20) 아프리카계 미국 무용의 이론화는 비교 가능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Up)Staging the
Primitive: Pearl Primus and 'the Negro Problem' in American Dance에서 리차드 그린
(Richard Green) 과 Choreographing the Folk에서 안티아 크라우트(Anthea Kraut) 둘 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현대 예술성의 복잡한 문제와 모더니스트적 심미성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정체성의 대립을 다루고 있다. 두 작가 모두 흑인 안무가와 댄서들이 정통 무용사로부터 지워지
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펄 프리머스와 조라 닐 허스턴(Zora Neale Hurston)을
분석한 결과, 브렌다 딕슨 갓차일드(Brenda Dixon Gottschild)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들
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귀중한 작품들을 뛰어넘어 그들을 통해 북아메리카 무용에 대한 아프리카
계 미학을 보여준다.(Digging the Africanist Presence in African American Performance,
11–19) 그린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무용수들과 안무가들의 평가를 아프리카계 미국인 혹은 현대
인으로 문제화해 갓차일드의 프로젝트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한 분류는 작업은 동일성 문제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 예술에 대한 어떤 담론에서 아프리카계 미
국인 무용가들을 배제하고, 따라서 인종에 걸친 모더니즘에 대한 설명의 발전을 제한한다. 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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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즘의 지배적 역사를 침식할 수 있고, 무용학의 탈식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 분야의 접근방식을 재고하는 것이다. 그의 독창적인
간행물인 『Critical Moves』에서 랜디 마틴(Randy Martin)은 우리에게 20년 전, 그가
"다문화적 신체(multicultural bodies)"라고 불렀고, 우리는 아마도 오늘날 "다양한 신
체(diverse bodies)"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 그는 즉각적이고 동시에
중개된 관계들에 의해 촉발된 복합체라고 보고 있으며, 정적 그룹의 일원 안에서 고정
된 정체성의 결합이 아니라고 본다. 비록 이 신체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전용과 상품화
의 대상이 되지만 신체의 특정한 형태의 상호의존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
의 구성에 그 흔적을 남기는 사회적 잉여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차이가 차이를 만들거
나 정치를 만드는 것은 사회 자체를 정교하게 하고 사회생활을 지배와 착취에 종속시
키는 것에 반대한다."(마틴 1998, 212).
마틴은 사회주의 국가 집단들의 몰락과 함께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잃은 것에 부분적
으로 대응하여 1990년대에 다문화적 신체들의 동원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마틴
은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과 구분하는 사회운동의 읽기에 대해 경고하거나, 혹은 “조직
과 역사를 구분하는 정치의 개념, 실제로 해석할 수 없는 두 순간의 정치적 활동이 상
호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11). 그는 그러한 분리가 아이디어의 움직임을 제거할 것이
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붕괴의 발표를 통해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본다면, 과거의 불분명한 노력이

현재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것에 쓸 수단이 없는 백지상태로 만든다. 정체된
이 위치를 극복하기 위해 마틴은 다음과 같이 상상함으로써 행동주의와 이론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한다. “권력을 사람들을 움직이려는 외부 세력으로 생각하는 대신 움직
임(mobilization) 내에서의 정치[로 상상하기]...이러한 지향점은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
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해당 움직임의 사례가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으로 전환시킨다”(12). 간단히 말해서 그
는 춤이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동시에 마
틴은 “공격적 움직임을 차단하는 관점을 가정하고 이미 사회 통제력에 많은 것을 양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적 움직임만을 인식하도록 경고한다. 변화보다는 통제가 사회의
주요 문제가 된다”(13).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무용과 예술의 담론에 영향을 미쳐온

라우트는 검은, 날것의 재료와 함께 작업하는 혁신적인 예술가로서 그들 자신을 구성할 수 있는
백인 무용수들의 능력을 지적한다.(Choreographing the Folk, 174). 이에 비해 흑인 무용수들
의 혁신은 문화적 표현으로 축소되고 모더니즘 정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게이 모리스는 펄 프
라이머스와 탈리 비티(Talley Beatty)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들을 위한 중요한 표현으로
기교를 고집하는 것에 대한 탐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A Game for Dancers, 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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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운동과 관련된 대중적인 정치 개념에 대한 필수적인 비판을 예고한다.
제도화된 이념과 연계하여 저항의 외적인 정치를 허용하는 마크 프랭코(DRJ 48/3,
2)와 유사하게 마틴은 "안무와 춤이 구조와 선택의 자체 융합을 제시하는 관행으로 남
아있기 때문에 춤은 더 큰 정치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213). 여기서 마
틴은 안무 구조와 무용수들의 집단적 혹은 개별적인 기관과의 관계를 언급한다. 그리
고 그에게 “비판적 무용학은 지배에 대한 비판을 필요로 하는 잉여의 전유를 놓치지
않고, 이 두 가지 분석 용어의 급진적인 우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와 주체의 상호
연결에 대한 설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216).21) 프랭코가 우리 분야에 미치는 랜디 마
틴의 영향에 관한 『댄스 리서치 저널(Dance Research Journal)』특집호에서 프랭코가
언급했듯, 그는 마틴의 작품에서 춤과 안무에 대한 이해를 "사회적 체계성을 벗어난
움직임에 대한 생각, 어느 정도는 외부 미학에 대한 생각"으로 보고 있다. 미학의 자리
에 [마틴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키네스트헤메(Kinestheme)’를 위치시킨다. 이는 푸코
의 ‘인식론(episteme)’의 친척이라 할 수 있다. 즉, [마틴의] 용어를 쓰자면 춤 자체는
‘실천의 연습이론(working theory)’이다. 움직임과 사회적 관계가 뒤얽히거나 서로 얽
혀 있는 실천, 지금까지 자신의 용어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분석의 영역
에 존재하는 실천에 대한 연습이론이다(DRJ 48/3, 2). 따라서 두 학자는 춤과 춤 이
론화를 통해 지식과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나 자신과 마틴이 수행하는 안무와 사회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대한 집요하고
단호한 조사는 춤 안무를 통해 그리고 춤 내부의 사회적 움직임을 위한 끊임없이 진화
하고, 긍정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제안하는 것은 범주별로 정의되
는 안무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용과 안무를
구성하고 구현을 이론화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전환, 또 사이
(in-between-ness)에 대한 강조는 무용 연구에서의 새로운 인식론뿐만 아니라 무용과
안무의 새로운 존재론까지 만들어낸다. 이는 결국 사회 시스템 사이의 경계를 넘어 식
민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동성애자 구조를 통해 생겨난 다른 분열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혹은 랜디 마틴을 비유하자면, 안무에는 즉각적인 효용에 의
해 묵살되지 않은 목적이 묻어 있다. 즉, 머뭇거리며 남아있고, 어려운 통로를 열고,
우리 자신이 속해있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진 순간성(ephemerality)이다. 우리
가 춤으로부터 바라는 것, 받을 수 있는 것의 근사치로서 나쁘지 않다.

21) Franko, Mark. "Dance and the Political: States of Exception." Dance Research
Journal 38.1/2 (Summer-Winter 2006):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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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chivist deposited a pile of binders, untouched in decades, on the
wobbly

table.

I

sat

surrounded

by

official

memos

and

unofficial

correspondences relating to the bygone era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r East Germany was created
after World War II through the division of the defeated Germany into four
occupied territories and the founding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rough a merger of the British, French, and U.S. territories in May 1949
and subsequent founding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n the
Soviet

territory

in

October

1949.

Both

countries

were

November 1990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1989.

reunified

in

In the early

2000s, I visited the archive in particular to study the mass dance events
that took place from 1954 until the fall of the Berlin Wall. Few of the
papers were colorful programs of official events. Instead, most of the
materials

were

old-fashioned

heat-and-carbon

copies—letters,

reports,

internal memos, proposals—held together by strings. When I opened the
binders, the bureaucratic scent of East Germany escaped.
The archive at the Sportmuseum Leipzig (Sports Museum) had been
struggling to survive since the end of East Germany in 1990; renovations
of its temporary quarters were being undertaken to ensure at least the
security of its collection.1) As I sat in a cold and drafty hallway, a
1) The Sportmuseum in Leipzig holds all the document on the mass choreographies for
the opening of each of the East German Turn- und Sportfest (Gymnastics and Sport
Festivals).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staged eight gymnastics and sports
festivals in Leipzig. The first festival in 1954 drew 35, 000 active participants
competing in familiar Summer Olympic-style challenges such as race and track,
swimming, boxing, biking, gymnastics, soccer, fencing, but also in more unusual
competitions such as marching band. Rodekamp, Volker. Sportschau: Ausstel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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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worker opened the door repeatedly, pushing a wheelbarrow in
and out to dump old bricks. Each time the door opened, I flung my arms
over the flimsy copies to prevent them from flying away, physically
protecting the dingy remnants of my expired country of origin. I felt I was
not only saving them from the January gusts. I was protecting these
papers from time, from the waning institution of the archive that stored
them, from public neglect, erasure, and nostalgia, and from my own
conflicted academic and personal stance toward them.
The more I lay atop those papers, involuntarily pressing my body against
their cushiony, fading surfaces, the more I felt doubt about having to
engage with these banal relics of the country in which I grew up. The
material

only

confirmed

what

I

had

already

found

about

other

state-sponsored dances and about movement culture generally in East
Germany. Yes, East German choreographers re-invented a tradition after
World War II by tapping into selected areas of German dance, such as
movement

choirs,

movements.2)

folk

vocabulary,

and

Soviet

and

German

mass

These invented traditions were meant to validate East

Germany as a progressive successor of German culture and to create a
socialist

national

identification

distinct

from

the

West

by

updating

movement traditions in relation to socialist corporeal ideals. That was
especially true for the mass events that I was researching at the Sports
Museum’s archive. (You are familiar with the contemporary form of these
mass events at the Arirang Mass Gam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rough choreography, the idealized East German
body was invented, confirmed, and re-enforced as rhythmically collective,
healthy, and ready for the task of building a new country – a body that
Deutsche Turnfeste 1860 Bis 2002. (Leipzig: Stadtgeschichtl. Museum, 2002) 31
2) With the term mass movements, I am referring to an array of mostly synchronized
choreographies with hundreds or thousands of participants. These mass movements
are an important display of power and control in any dictatorial regime, and they
have been staged in both fascist and socialist countries. Famously, Leni Riefenstahl
documented the mass movements at the 1934 Nazi Party Congress in Nuremburg in
her Triumph des Willens (Triumph of the Will). Yet, mass movements are also an
important aspect of international sports events, such as dur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Olympics

Destabilizing Futures: Dance Studies and Reunifications 87

was

clearly

gendered,

joyfully

optimistic

yet

seriously

dutiful,

and

developing in its technical abilities over time.
Leipzig became the center for these socialist mass choreographies, by
hosting all eight Turn-und Sportfest (German Sports and Gymnastics
Festivals), organized by the government. The opening sport show with
more than ten thousand participants in the newly erected central stadium
eventually became the signature event for all these festivals.

The

movements of participants’ bodies on a stadium lawn typically expanded
into the bleachers by involving the audience. The general population also
participated through choreographic routines that had been promoted
throughout the country years before the actual mass events took place in
Leipzig.3)

In bringing people together on such a large scale, these mass

events corporeally generated the sense of national identity, which Benedict
Anderson labeled an imagined community.4)

According to Anderson

through collective imagination people of a group perceive themselves as a
nation, even though they lack the close interaction normally necessary to
constitute a group. Choreographed mass movements can also effectively
substitute

such

direct

interactions,

because

empathy in the observing citizen.5)

they

allow

a

kinesthetic

This was especially true in East

Germany, since the citizens were already familiar with the choreography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nationwide routines. As a result, mass
choreographies
3)

became

a

powerful

corporeal

constituent

of

and

Twenty-five thousand participants performed in nineteen different mass exercises
for the one hundred thousand audience members. Traditional sport associations,
soldiers, sport students, children, and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professions, such
as postal workers and factory workers presented these exercises in groups of around
500 each and united in a final scene of twelve thousand creating geometrical
patterns and human pyramids. In addition twelve thousand citizens in the eastern
bleachers (Osttribüne) raised and lowered flags in different colors to create
propagandistic images and slogans, such as “Honor the GDR,” “Value Labor,” or
“Unity and Peace” as a backdrop for all these exercises. The exercise had been
executed all over the country in factories, school, and other institutions leading up
to the festival. Rodekamp, 32.
4)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91).
5) See Susan Foster, Choreographing Empathy: Kinesthesia in Performance (New York:
Routledge, 2010) for the historic developments of the concepts of empathy and
kinesthesia in relation to chor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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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on of East German national identity.
Yet, more than thirty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ll that is
left of these once-powerful choreographies are flimsy and dusty carbon
copies in a waning archival institution. The states of these archival
holdings are indicative of the lack of historization of East German dance. I
have been working on East German dance history for nearly thirty years. I
have tracked down material in unlit and unheated warehouses and private
collections, interviewed reluctant subjects, and followed archives that were
moved several times since the reunification as they were continually
threatened with being closed down.6)

These archives mostly hold material

on the official dance culture. Most of the material on East German dance,
such as the extensive amateur dance world, the folk dance companies, and
the dance ensemble of the armed forces, is scattered over personal
collections, buried in former West German archival vaults, or simply gon
e.7)

Other materials that still exist will be lost over the next decade or so

with the death of company directors, choreographers, and participants. As
a result, nearly the entire dance production of a nation will have
disappeared. Thus, when I refer to the waning archive of East German
dance, I am not only speaking of the complex situation of the archival
holdings on official East German dance, I am also evoking the vanishing
of non-official dance, the repression or misreading of East German
choreographic

practices

un-acknowledged

after

migration

of

the

fall

socialist

of

the

dance

Berlin

Wall,

vocabulary

and

into

the
other

6) Documentation of East German dance is mostly housed in the Tanzarchiv Leipzig,
the Sportmuseum Leipzig, and the archive of the Akademie der Künste Berlin. In
2011, the Tanzarchiv Leipzig (the only East German dance archive) was integrated
into the library holdings of the University of Leipzig as a special collection. It is
currently neither accessible not appropriately catalogued. During the integration of
the Tanzarchiv into the University Library, the head of the library publicly discussed
throwing out material, that he deemed not valuable for storage.
7) Documentation of East German dance is mostly housed in the Tanzarchiv Leipzig,
the Sportmuseum Leipzig, and the archive of the Akademie der Künste Berlin. In
2011, the Tanzarchiv Leipzig (the only East German dance archive) was integrated
into the library holdings of the University of Leipzig as a special collection. It is
currently neither accessible not appropriately catalogued. During the integration of
the Tanzarchiv into the University Library, the head of the library publicly discussed
throwing out material, that he deemed not valuable for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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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forms. Only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ll of these
choreographic endeavors allow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ance
in East Germany and subsequently in the united Germany.
I returned in this introduction of my talk to material I published on East
German dance in my book The Body of the People: East German Dance
since 1945 in order to point out important issues in relation to your
conference’s investigation of re-bordering and unification. I started four
years after the reunification of both Germanies to research dance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s part of my Ph.D. Originally, I wanted to
understand

my

own

training

in

the

socialist

dance

scene

and

my

subsequent education in a developing dance studies program in Leipzig in
East Germany. I gradually understood though, that the research and
comprehension of historical dance and movement structures in the divided
Germany is not only necessary a historical labor, but more importantly
that it has epistemological as well as political potential and that it can
even rethink dance’s ontology.
West German dance historiography and choreography dominates the
unified German dance landscape. Hardly any East German dance survived
the reunification of both Germanies. Even though Germany has one of the
most developed institutionalize academic dance studies structure in the
world, only a very small percentage of scholars and artists research or
reconstruct East German dance. One of the notable exceptions is the work
of Saša Asentić & Collaborators, who have most recently presented a
sophisticated engagement with East German choreography and history
during

the

festival

The

East

West

Thing,

anniversary of the Fall of the Berlin Wall.8)

commemorating

the

30th

The valuable labor of this

event was the re-evaluation of socialist dance in a unified neoliberal
capitalist Germany. Asentić achieved such ontohistorical positionalities by

8) Saša Asentić invited me to collaborate on the project and support him as a
consultant. I also participated in workshops and roundtable discussions at
Tanzkongress (Dance Congress) in Dresden in June 2019 in preparation
performance. Based on these workshops, Asentić created a program that
with East German dance through reconstructions and new choreographies.

research
the last
for the
eng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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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for the intersection of socialist and modernist practices, the
incorporation of non-normative historiography, the staging of multiple
models of reconstruction, and by questioning borders and function of
dance.
Similarly in my work I demonstrate how dance can serve an array of
distinct

functions

ideological

in

relation

affirmation

to

to

national

multi-leveled

structures,

resistance

ranging

against

from

national

standards. As much as the East German officials utilized dance to create
socialist

citizens,

these

citizens

also

tapped

into

choreography’s

constructive potential to respond critically to state power. Therefore, I
don’t argue for a coherent role and structure of dance in East Germany
and the

subsequently united Germany. Rather, I show how distinct

circumstances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national
structures demand different choreographic decisions.
I grew up in a society with a centralized power structure that pretended
to be built upon the utopia of decentralized agency. My interest in the
political

labor

of

dance

stems

from

the

loss

of

and

subsequent

restructuring of my native culture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more
than thirty years ago, which required, on my part, radical shifts between
different institutional and national approaches to dance. Since then, I have
come to see agency as strategically and temporarily located, rather than a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locus of power from which we might act
independently or make free choices. Past and recent political and cultural
shifts have drawn my interest to the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potential of “in- between- ness”— the being between political sys¬tems
(from

socialism

traditions

to

global

(continental

neoliberal

philosophy,

capitalism),
US

between

identitarian

discursive

politics,

and

decolonizing theories), between different institutional construc¬tions of
dance practices and theories (at research institutions, teaching colleges,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and performances), and between the
disciplined social body and its breakdown in moments of instinctual and
autonomic physical response. In- between- ness interests me for th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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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ce of different positions or a Foucaultian Heterotopia, but most
importantly for the impossibility of inhabiting it. In other words, I am
mostly interested in the temporariness of a stable position and hence the
potential

of

in-

between-

ness

to

destabilize

agency

as

neither

decentralized nor centralized. This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s that are
important in relationship of your conference’s investigation of unifications
of different systems: When one works against or inside a dominant system
and that system collapses, can there really be a momentary opportunity
for the reinvention of agency itself? Or does the collapse leave only room
for other agents to rush in and occupy the empty space, thus canceling
out the potential for a momentary state of in- between- ness? How do we
evacuate the center? What does agency become after the collapse has
yielded change? What is the price for evacuating the center or dispelling
the myth of the inherent democratic value of decentralization? And what
is the role of choreography in response to these questions? In my past
work, I investigated the first three shifts and the in- between- ness that I
named earlier and I want to highlight a few approaches in these projects
here because they speak to your conference’s theme,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and divisions in other societies through postcolonial categories
of race and ethnicity. Specifically, I want to mention why I focused in my
past work on folk, modernism, and function and structure of dance in a
historio-political discourse.
One of the main labors of my book The Body of the People was the
reevaluation of folk material and its utilization for the creation of an East
German collective body. The idea of individual genius, so important to
Romanticism in Germany and later a formational trope of Modernism,
found its collective counterpart in the concept of the original and the
instinctive creative capacity of the Volk.9)

Folk songs, fairy tales, and

legends were established as artistic products in their own right and were
specifically freed from the scrutiny of reason. Even though this attention
9) The German word "Volk" is often translated as "people," but it is a much more
complex concept that evokes folk, national identification, connection to the land,
and lo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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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ed folk into the realm of artistry, it also situated folk outside the
realm of critical evaluation. This classification of folk as original, natural,
and instinctively creative still defines our modern reception of it. In her
interdisciplinary survey of dance and physical culture in Germany in the
nineteenth century, Inge Baxmann notes a turn away from individual
physicality towards an emphasis on group movements.10)

These collective

movements were synchronized through rhythm, and rhythm also became
the main focus in collective structuring through dance and movement with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National Socialists before World
War II did not invent the connection between dance and national
expression, but they were able to utilize and manipulate existing ideas and
an extensive network of physical culture.
Given the appropriation and abuse of German folk tradition under the
Nazi regime, any employment of folk after World War II in the Soviet
Occupation Zone and subsequently in East Germany seems surprising.11)
But artistic developments in East Germany were determined by the Soviet
Union, and it had already promoted folk as the most important cultural
expression of the Soviet people.12)

East German officials focused on folk

10) Baxmann, Mythos, 236.
11) With its connotation of a rural setting and nature, folk was easily positioned into
the Nazi ideology of "blood and soil" and thus became an integral part of Nazi
propaganda. Lilian Karian and Marion Kant establish that folk dance was
incorporated into dance during the Nazi era but note that it was not the focus of
the invention for a truly German stage dance (Hitler's Dancers, 87). Still, folk dances
were performed regularly and extensively outside theatrical institutions and at the
annual harvest festival at the Bückeberg, which had up to one million participants
and was the largest recurring festival in Nazi Germany.
12) The Soviet Union undertook its own reevaluation of art—and dance—after the
October Revolution in 1917. Russian formalism was repeatedly attacked—beginning
with Leon Trotsky's infamous essay "Literature and Revolution" in 1924—and socialist
realism was sanctioned as the official method for all artistic expression in the wake
of the first Congress of the Soviet Writers' Union in 1934. Putting art into the
ideological service of the complex nation-state of the Soviet Union led to an
increasing focus on the folk tradition of its many republics.
Igor Moiseyev's dance company became the template for all state folk dance
companies in the world. Founded in 1937, it was most famous for its
reinterpretation of songs and dances by the Don Cossacks, for its Red Army dance,
and for its choir ensemble, later named the Alexandrov Ensemble, which started to
perform folk songs and dances as early as 1928 and famously in August 1948 in
East Berlin. For an analysis of the the company's specific choreographic style and

Destabilizing Futures: Dance Studies and Reunifications 93

material not only for its preservationist or traditional value but also for its
potential to manufacture localized and national community identifications.
East Germany, constructing itself out of the war-torn German nation,
depended on the creative powers of folk culture. Whereas the beginning
of the socialist state saw a direct employment of East German folk
vocabulary and dances, during subsequent years folk became a 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new

dances

through

the

borrowing

of

already-abstracted folk vocabularies and principles from transnational folk.
Fredric Jameson's assurance that "all class consciousness of whatever
type is Utopian insofar as it expresses the unity of a collective,” and that
“such

collectivities

are

themselves

figures

for

the

ultimate

collective life of an achieved Utopian or classless society"13)

concrete

reflects the

East German government's official shift of emphasis from a national to a
global utopia at the end of the 1980s. This shift was intended to move
East Germany closer to its communist goal; however, as it turned out, it
foreshadowed the end of the socialist state and the loss of that utopia.
From the exclusive utilization of folk during the early years of its
existence to the abstract use of transnational folk at the end, East German
officials endeavored to restructure society through choreography. Yet the
intrinsic nature of folk was at bottom incongruent with East Germany's
Marxist-Leninist ideology, because folk emphasized the regional or national
and

differentiated

people

into

clearly

gendered

individuals.

Marxism-Leninism, on the other hand, imagined universal social structures
and equal subjects in a classless society. Throughout its existence, East
Germany

struggled

with

this

contradiction,

and

in

the

end,

this

contradiction became one more factor in the fall of the socialist state.
Whereas the focus on folk helps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situation of
Germany prior to the reunification, a reassessment of Modernism allows us

function, see Shay, Choreographic Politics. Shay also provides the first overview of
a variety of state-sponsored dance companies from different countries. He rightly
points out that these companies merge folk and ballet vocabulary for the stage
rather than simply restage existing folk dances.
13)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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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mprehend different values put on the artistic production of the two
Germanies before and after the reunification. Scholars often reduce the
East German state and other non-capitalist societies to their dictatorships
and compare them solely to developed capitalist states, in the case of East
Germany especially West Germany. These unfavorable evaluations tend to
compare East Germany with capitalist states on economic and political
grounds and use Western concepts of labor, market structures, and
political systems as gauges.14)

Drawing on universalized Western concepts

of modernity and progress, as well as the so-called triumph of capitalism
as a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it becomes easy to label
socialist

ideological

formations

and

their

accompanying

cultural

productions antiprogressive.
Yet, concepts like socialism, capitalism, and modernity are not static
entities. As discursive models they rely on other historically determined
discourses that accompany them. Modernity and its related concept of
modernism require a counterpart against which to be defined.15)

For

decades, socialism and socialist realist artistic productions that emphasized
political engagement with the social served as antagonists to capitalist
modernity

and

modernism's

autonomous

formalism.

Recalling

the

now-famous debate between Sally Banes and Susan Manning in which
Manning challenged Banes' America-centric and chronological periodization
of modern dance, Mark Franko emphasizes how the characterization of
early modernism in American modern dance depends on an accompanying
formalist discourse.16)

Franko also highlights the way what counts as

modernism

is

in

dance

constantly

adjusted

in

relation

to

social

developments and dance's own history and demands a reevaluation of
modern dance "in light of its own artistic, cultural, and political context."17)
14) Such limited economic and political assessments of modern progress have been
critiqued in relation to other non-capitalist countries by postcolonial scholars; see
Pence and Betts, introduction, 12.
15) Other counterparts are the primitive, the emotional, the classical, or the political.
These counterparts are not exclusive of each other and are even often incorporated
to update modernism.
16) Franko, Dancing Modernism/Performing Politics, 39; Manning, "Modernist Dogma
and Postmodern Rhetoric"; "Letters from Sally Banes and Susan M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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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mparing the work of the East German choreographer Tom Schilling
with West Germany’s Pina Bausch in my previous work, I refute the idea
that modernism and socialist realism are incommensurable.18)

Rather,

artistic production need to be understood as both aesthetic investiga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with social structures. Despite modernism's claim
to formalism and autonomy from the social sphere, it still explores social
systems, and despite socialist realism's focus on representation of an
essence of reality, it investigates aesthetic forms.
I am thus suggesting that when we historically and theoretically assess
different societal systems, such as East and West Germany or North and
South Korea, we need to be aware that it is usually assumed that socialist
(realist)

art

contests

modern

art—or,

in

socialist

realist

terminology,

"formalist art"—and thus seeks to bypass modernity as a societal period.19)
Yet, it is important to create dance historical discourses, that do not
reduce productions of socialist choreographers and dancers simply to their
political dimension. We need to investigate socialist art for its contribution
to modern, postmodern, and contemporary global artistic production.20)
17) Franko, Dancing Modernism/Performing Politics, 40.
18) The institution of the Tanztheater der Komischen Oper Berlin is congruent with
the East German concept of Tanztheater.
19) See Lukács, "Critical Realism and Socialist Realism," or any of the East German
documents cited in this chapter that support socialist realism and condemn
formalism and decadence, both code words for modernism and abstraction. See also
Petra Stuber's narration of the debate around socialist realism in post–World-War II
East Germany in Spielräume und Grenzen, and Gay Morris's treatment of the Cold
War rhetoric in the United States in A Game for Dancers.
20) The theorization of African American dance faces a comparable dilemma. Richard
Green in "(Up)Staging the Primitive: Pearl Primus and 'the Negro Problem' in
American Dance" and Anthea Kraut in Choreographing the Folk both deal with the
complex issue of African American modern artistry and the antagonism between a
modernist aesthetic and African American identity. Both authors are concerned with
the erasure of African American choreographers and dancers from canonical dance
history. Yet in their analysis of Pearl Primus and Zora Neale Hurston, respectively,
they move beyond Brenda Dixon Gottschild's valuable work in which she reveals the
influence of African American artists and through them an Africanist aesthetic on
North American dance (Digging the Africanist Presence in African American
Performance, 11–19). Green supplements Gottschild's project by problematizing the
evaluation of African American dancers and choreographers as African American or
modern but never as both. Such categorization can help in investigating identitarian
issues in their work; at the same time, however, it excludes African American dance
artists from any discourse on modern art and thus limits the development of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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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is strategy we are able to undermine dominant histories of
modernism and contribute to the decolonization of dance studies.
Similarly important is the rethinking of approaches in our field. In his
seminal publication Critical Moves, Randy Martin provides us with a
definition of what he called twenty years ago “multicultural bodies” and we
would probably refer to as “diverse bodies” today. He sees such bodies as
“composite, instanced by immediate and mediated associations, and not
amalgamations

of

fixed

identities

within

stable

group

memberships.

Although what theses bodies produce is subject to appropriation and
commodification,

bodies’

specific

forms

of

mutual

interdependence

generate a social surplus that leaves its mark in the configurations of
space and time in which we live. It is toward the elaboration of society
itself and against the subordination of social life to domination and
exploitation that these differences make a difference or create a politics”
(Martin 1998, 212).
Martin developed his theory on the mobilization of multicultural bodies
in the 1990s partly in response to the loss of the communist utopia with
the downfall of the socialist block. Martin warns against a reading of
social movements that separates the goal from the action that achieves it
or as he puts it “a concept of politics that separates agency and history,
two moments of any political activity that are, in practice, irreducibly
interconnected” (11). He explains that such separation would take the
movement out of ideas. “If, for example, through pronouncement of the
collapse of socialism the most comprehensive efforts to date to counter
capitalism are seen as coming to naught, then the unambiguity of the past
renders the present flatly negative, a blank slate without the means to
write on it.” In order to overcome this stagnant position, Martin suggests a

account of modernism across racial lines. Kraut also points to the ability of white
dancers "to construct themselves as innovative artists working with black 'raw
material'" (Choreographing the Folk, 174). By contrast, the innovation of black
dancers is reduced to a cultural expression and not included in the modernist
canon. Gay Morris points to the same issue in her exploration of Pearl Primus's
and Talley Beatty's insistence on virtuosity as an important expression for African
American artists (A Game for Dancers, 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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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ing of activism and theory by imagining “politics from within
mobilization, instead of considering power as an external force that seeks
to move people… This orientation shifts a key theoretical and political
question from how to mobilize people to how to recognize what any given
instance of mobilization could produce” (12). In simple terms, he demands
to not only understanding what dance is but what it does. At the same
time, Martin warns to only recognize resistive moves because they “assume
the perspective of that which blocks an offensive movement, it already
cedes much to the forces of social control. Control rather than change
becomes the principal problematic of society” (13). This foreshadows a
necessary critique of popular notions of politics exclusively tied to resistive
movements that have been influencing discourses in dance and art over
the last years.
Similar to Mark Franko, who allows politics outside of resistance in
alignment with institutionalized ideologies (DRJ 48/3,2), Martin suggests
that “dance can contribute to the larger political discussion…[because]
both choreography and dancing remain practices that present their own
amalgamation of structure and agency” (213). Martin refers here to an
engagement with a choreographic structure and the dancers’ collective or
individual agencies. And for Martin “critical dance studies can develop an
account of their interpenetration of structure and agency that makes
palpable the radical contingency of these two analytic terms, without
losing sight of the appropriation of surplus that necessitates a critique of
domination” (216).21) As Franko states in a special issue of Dance Research
Journal on Randy Martin’s impact on our field, he sees such understanding
of dance and choreography in Martin’s work as a thinking “about
movement outside social systematicity, and, to a certain degree, even
outside aesthetics. In place of the aesthetic [Martin’s] work ultimately
posited the kinestheme, a relative of Foucault’s episteme. That is, dance
itself, in [Martin’s] terms, is the working theory of practice where

21) Franko, Mark. "Dance and the Political: States of Exception." Dance Research
Journal 38.1/2 (Summer-Winter 2006):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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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and the social intertwine or interweave, which practice exists in
a sphere of analysis that is shown to have been lacking its own terms all
along” (DRJ 48/3,2). Both scholars thus emphasize the possibility of
knowledge and social change through dancing and dance theorization.
My own and Martin’s persistent and determined investigations of the
co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horeographic and the social thus
provide a constantly evolving and affirmative model for social mobilization
inside and through dance. Yet, what I am proposing here is not a
choreographic system defined by categories but by relations and this is
why dance and choreography with their structuring and theorizing of
embodiment are so important. And such emphasis on relations, transitions,
and in-between-ness creates not only new epistemologies in dance studies
but a new ontology of dance and choreography, which in turn allows not
only a thinking across borders between societal systems, but also other
divisions

created

through

colonialist,

racist,

sexist,

and

homophobe

structures. Or to paraphrase Randy Martin; choreography is imbued with
purpose

that

has

not

been

assassinated

by

immediate

utility,

an

ephemerality made to linger, to open a difficult passage, to enlarge the
room we have to change ourselves within- not so bad an approximation
of what we might want and receive from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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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개요
이 연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계선의 이동이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해 춤과 국경의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먼저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라는
개념·용어의 의미와 문화예술 관점에서 그것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무용사의 경우를 전망할 때 참고할
논점들을 고찰한다. 여기에서는 통일 후 서방의 우세로 말미암아 사그라지는 동독예
술의 역사 되돌아보기, 나와 다른 상대를 타자화하지 않기 위해 내가 서있는 토대
질문하기, 공식적 서사가 놓칠 수 있는 개인사의 복잡성을 포용하는 균형잡힌 시각
으로 기억하기, 분단의 국경 뿐 아니라 통일의 국경 너머를 폭넓게 조망하기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주제어
탈영토화, 재영토화, 분단과 통일, 무용사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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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예술가들 간을 가르는] 균열은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하게 비스듬하게 난 것으로 국경이
라는 선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1)

위 구절은 1976년 동독을 떠나 서 베를린으로 이주한 예술가 한스 샤이프(Hans
Scheib)의 말이다. 그의 말은 문화예술의 경계가 정치적·행정적 경계선과 같지 않으며
후자가 없어진다고 해서 전자도 자동으로 없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균열과 경계를 없애는 것은 더 까다롭고 조심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경계선 내에 사람들 간에도 동일하고 균질한 문화를 기대할 수 없
다는 점도 일깨운다.
20세기 즈음부터 지배적 흐름이 된 민족국가는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쳐왔고, 예술 교육과 정책 및 지원의 기본 단위로 기능했기 때문에 문화예술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국가 경계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2) 그러나 베네딕트 앤더슨
(Benedict Anderson)이 지적하듯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영속적이라고 믿
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민족국가의 경계선은 근대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
도 계속해서 갈등과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문화예술의 역할
이다. 민족국가라는 상상된 공동체를 응집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구성원들에게 문화적
동질감과 귀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문화예술이 작동하는 반면, 비물질적인 문화예술은
사실 근대적 틀인 국경에 한정되지 않는 공간성을 가진다.3) 이 지점에서 갈등이 발생
한다.
본 발표에서 다루고 있는 분단과 통일은 이러한 국경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다. 이
맥락에서 무용사 서술이란 국경에 한정되지 않는 것을 국경의 틀에서 이해해보고 그
틀을 벗어났다가 다시 새로운 국경에 맞추어 재단해보는 대단히 신기한 작업을 동반하
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분단이 다른 이유가 아
닌 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는 점, 식민지 경험 이후 근대 민족국가의 틀을 제대로 인식
하기도 전에 전쟁과 분단을 겪었다는 점, 분단 이후 문화예술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
로 형성되었다는 점, 근대화가 서구화로 진행되었다는 점, 그러면서 문화예술의 개념과
1) 카를-지크베르트 레베르크, “미술논쟁의 이름으로 벌어진 사회담론의 대리전쟁: 통일 후 전개된
독일 내의 미술논쟁의 역사와 기능에 관해 (2-1),” 미학예술학연구 45 (2015/10), 332쪽.
2) 20세기 동안 무용은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국가와의 관계에 의해 지배되었다. see Gay Morris
& Jens Richard Giersdorf, Choreographies of 21st Century War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 2.
3) 박선희, “문화 다양성의 역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과 국가주의,” 문화와 정치 6 (4),
2019,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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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들이 외부-서양으로부터 이식되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날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문화예술의 교류와 이주가 전방위로 펼쳐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무용사 서술은
기억되고 후세에 전달되어야 할 무용가, 무용 작품, 무용 장르, 무용 현상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이해집단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
고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제도적 구분틀에 맞춰 일어나지 않는
역사를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본 발표문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계선의 이동이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춤과 국경의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먼저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라는
개념·용어의 의미와 문화예술 관점에서 그것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무용사의 경우를 전망할 때 참고할
논점들을 고찰한다. 여기에서는 통일 후 서방의 우세로 말미암아 사그라지는 동독예술
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나와 다른 상대를 타자화하지 않기 위해 내가 서있는 토대 질
문하기, 공식적 서사가 놓칠 수 있는 개인사의 복잡성을 포용하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기억하기, 분단의 국경 뿐 아니라 통일의 국경 너머를 폭넓게 조망하기의 내용을 중심
으로 한다.

Ⅱ. 본 론
1. 탈영토화, 재영토화의 의미와 문화, 예술, 춤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는 질 들뢰즈와 펠릭
스 가타리가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1972-1980)
에서 제시한 용어이다. 기왕의 어떤 영토를 떠나는 탈영토화, 그리고 이를 다른 것의
영토로 만들거나 다른 곳에서 자신의 영토를 만드는 재영토화라는 용어를 가지고 들뢰
즈와 가타리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논의하였다.4) 그들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국경에
한정되지 않는 자본의 글로벌화를 지적하는 것이다. 한편 문화연구에 주력해온 인류학
자 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는 사회문화의 측면에서 초국가적인 문화 흐
름, 즉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혹은 탈국가론을 제시한다.5) 자신의 경험과 정
체성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한 아파두라이의 연구는 민족국가라는 범주에 묶이지 않
는 문화적 역동성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4) 윤수종, “들뢰즈·가타리 용어설명,” 진보평론 제31호 2007년 봄호, 364쪽.
5) Arjun Appadurai,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Public Culture (New York: Duke University Press, 1990), 2(2),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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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한다는 점에서 탈영토화를 언급한다. 그는 주로 대중문화의 관점에서 초국가적 흐
름을 논의하지만, 문화가 국경에 제한되지 않는 현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본 발표의 논
의에 시사점을 준다. 또한 길 마누엘 에르난데즈 마르티(Gil Manuel Hernàndez
Martí)는 글로벌 모더니티에서 문화유산의 탈영토화를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초기 모
더니티에서 국가와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파악된 것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이행하는 탈
영토화를 겪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라는 개념 자체가 탈영토화의
세 가지 주요 표현 중 하나인 하이브리드(hybrid, 잡종)에 속한다고 주장한다.6) 에르
난데즈 마르티의 논의는 무용사 서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유산을 탈영토적
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기까지 탈영토화를 다룬 주요 학자들의 논의가 정치
적·행정적 경계선인 국경의 움직임보다는 국경의 존재를 넘어서는 경제적·문화적 흐름
과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비해, 본 연구는 국경의 실제적 이동이 동반하는 문화
예술의 움직임을 탈영토화/재영토화의 논제로 고찰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이 글의 후반에서 다룰 통일 독일의 경우가 가장 근접한 사례이겠지만, 그 외에도
정치적 국경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춤과 안무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니콜라스 로위(Nicholas Rowe)의 「움직임 정치학: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내
무용비평」(Movement Politics: Dance Criticism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 분쟁이 무용에 대한 평가 및 무용에 대
한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한다.7) 로위가 인용하는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Said)의 “누가 쓰는가? 누구를 위해 글쓰기가 수행되는가?”(1983, p. 7)는
무용 서술에 내재하는 힘의 관계를 직시하게 해준다. 특히 서양식 예술, 무용, 미학적
탁월함의 개념이 비판적 성찰없이 적용될 때 일종의 억압이나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한편 셀레나 라코체빅(Selena Rakočević)의 「다뉴브 계곡의 춤추기: 지리학,
춤, 그리고 간민족적 관점」(Dancing in the Danube Gorge: Geography, Dance,
and Interethnic Perspectives)에서 다뉴브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들에서 이루어지는
춤추기가 지리적 국경(루마니아-세르비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조사한다. 그에 따르
면 이 지역에 대한 공식적인 담론이 각각의 차별적인 문화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그 근
거로 이 지방의 춤 실천들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실제 춤들은 민족 간 침투력이 차별
적 정체성을 압도한다.8) 라코체빅의 연구는 해당 지역이 역사적으로 겪어온 분리와 연
6) Gil Manuel Hernàndez i Martí, “The Deterritoria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a
Globalized Modernity,” Journal of Contemporary Culture, 2006, pp.92-107.
7) Nicholas Rowe, “Movement Politics: Dance Criticism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Forum for Modern Language Studies 46(4), 2010.
8) Selena Rakočević, “Dancing in the Banube Gorge: Geography, Dance, and Interethnic
Perspectives,” New Sound 46, 2015,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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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과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치적 경계선과 공식적 서사가 자칫 살균화시켜버릴 수
있는 춤 현상의 복잡성을 지적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자넷 오쉐아(Janet O'Shea)
의 「사원에서 전장으로: 스리랑카 내전의 바라타 나티얌」(Temple to Battlefield:
Bharata Natyam in the Sri Lankan Civil War)은 인도의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20세기에 재구성된 바라타 나티얌이 스리랑카에서 분리독립을 투쟁한 타밀족에게 어
떤 기능을 했는지 조사한다.9) 바라타 나티얌이 민족춤이자 전통춤으로 간주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정치 분쟁의 맥락에서 전통춤이 힌두 고유 문화 정체성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반대편인 불교 문화권에서 존경받는 여성 정체성의 표식으로 기능하는 상충되
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무용
의 서술 및 무용사의 서술이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작업이며, 단순히 유명한 인물과
작품을 나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춤과 춤 쓰기는 국경 및 국경
관련 분쟁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에만 제한되지 않고 다양하고 때론 모순적인 의미
를 발생시킨다. 무용사 서술이란 국경과 함께 그리고 또 별개로 움직이고 춤추는 무용
현상을 담아내야하는 작업이다.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개념을 국경과 관계된 무용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제적
흐름과 국내적 흐름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지역성과 국가의
경계를 전지구적·초국가적 맥락에서 인식해야 할 오늘날, 무용사 서술의 시야는 로컬
과 글로벌을 유연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족국가의 존재와 영향력을 현실적
으로 파악하되 문화, 예술, 무용이 지역적 공간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무용예술은 국가 단위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보조금 시장’(subsidized market)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10) 때문에 국가의 정
책 기조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심하게는 국가의 프로파간다 역할을 한다. 더구나 자
본주의-공산주의 이념 대결로 인한 동족상잔의 역사, 뒤이은 냉전과 반공교육, 북한의
폐쇄적 사회 체제로 인해 초국가적 흐름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9) Janet O'Shea,“Temple to Battlefield: Bharata Natyam in the Sri Lankan Civil War,” in
Choreographies of 21st Century Wars, eds. Gay Morris and Jens Richard Giersdorf,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10) Pierre-Michel Menger, “Artistic Labor Markets and Career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1999, pp.54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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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통일과 예술, 무용
본 절에서는 한국의 경우와 유사한 분단 경험을 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
라의 경우에 비추어 고찰한다. 동질성과 이질성, 경쟁과 화해, 공적 서사와 사적 서사,
그리고 국제적 연결성과 국내적 결속력이 뒤얽히며 만들어내는 역사의 춤추기를 그려
본다.

1) 사그라지는 역사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통일에 대한 감정적 환희와는 별개로 통일 이후의 과정은 갈
등의 연속이었다. 독일의 통일은 독일연방(서독)에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주들이 가
입11)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서독의 흡수통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행정적 입장
은 예술에 대한 태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즉, 서독의 예술개념이나 평가기준 등
이 곧 규준이 되면서 동독의 관점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미술논쟁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카를
-지크베르트 레베르크는 통일 후 전개된 독일의 미술논쟁을 다루면서 동독에서 과연
‘미술’ 자체가 가능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핵심이 되었다고 한다. 구 동독에서 서독으로
장벽붕괴 전 이탈했던 미술가인 게오르크 바젤리츠(Georg Baselitz)는 다음과 같은 극
단적인 언사를 하기도 하였다.

동독에 화가라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누구도 한번 이라도 [미술작품이라고 불릴 만한
진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화가가 아니라 그냥 나쁜 놈들(Aschenlöcher)
일 뿐이죠.12)

레베르크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은 동, 서독간 미술과 예술창작에 대한 개념의 차이
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계속된 혁신과 창조에 기반을 둔 서방미술개념에서 볼 때
국가의 통제와 간섭을 받는 동독 방식은 ‘미술’ 혹은 ‘예술’개념으로 포섭되지 않기 때
문이다. 이렇듯 미술에 대한 서방의 이해가 보편적 규준이 되면서 구 동독 미술은 쇠
락의 길을 걷게 된다. 박물관의 상설 전시목록에서 동독시절의 작품 대다수가 사라지
고, 과거 대표작으로 간주되었던 작품들이 공공연히 모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1) Germany-History of Germany-Reunification of Germany, [Access: 2020.07.31.],
https://www.britannica.com/place/Germany/The-reunification-of-Germany.
12) 레베르크, “미술논쟁,”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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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의 경우는 어떨까? 동독 출신 무용학자 옌스 기어스도프는 “동독 무용의 역사화
결여”(the lack of historization of East German dance)라는 표현을 쓴다.13) 그에
따르면 공식적 무용 문화에 대한 기록이 이리저리 이관되고 부실하게 보관될 뿐 아니
라 비공식적인 무용 문화들, 예컨대 아마추어 무용계, 민속무용단, 군대의 무용집단들
에 대한 기록들이 개인 콜렉션이나 구 서독 기록보관소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거나 그
저 사라져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를 살았던 무용가들이 나이가 들어 사망할 때
한 국가의 무용 생산 전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기어스도프는 논평한다.
이러한 기어스도프의 우려는 지나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통일된 지 30
년이 되어 가지만 독일의 무용에 대해서는 서독을 중심으로 서사되고 있다. 일례로 수
잔 매닝(Susan Manning)의 「독일 신세대 예술과 춤」은

14)

20세기 초부터 독일의 역

사를 훑어가며 ‘독일 신세대 춤’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분단 시기에 대해서는 서독
위주의 서술을 한다. 동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제2차 대전 종료
직후 표현무용과 발레가 동서독 모두를 지배했으며, 특히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
주의의 양식을 모델로 삼으면서도 표현무용과 혼합되는 ‘혼합형 탄츠테아터’라는 춤을
발전시켰다는 내용에 제한된다. 이 내용에서도 부각되는 것은 발레와 탄츠테아터라는
서방 예술에서 통용되는 춤형태이며, 기어스도프가 동독 국가 정체성의 강력한 공동
구성 요소이자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었다고 기록하는 집단안무(mass choreography)
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다.
역사적 기록뿐 아니라 동독의 무용 작품도 현재 공연되는 레파토리로 남은 것이 없
고, 당시 시민들의 몸의 기억도 통일 독일의 신체적 코드로 덧입혀진다.15) 기어스도프
에 따르면 당시의 안무적 실천들과 춤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안무적
노력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는 글로벌 제국주의의 전체주의적 효과
그리고 서양 헤게모니와 관련된 정치적 문제들을 덮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
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기어스도프가 묘사한 통일 이후 사라짐과 오해, 그리고
억압을 겪고 있는 무용 실천, 무용 기록, 무용 기억의 의미를 담담히 조망하는 것은
분단 시기의 역사를 공정히 기억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13) Jens Richard Giersdorf, The Body of the People: East German Dance Since 1945,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13, p. 4.
14) 수잔 앨린 매닝, “[무용(1)] 독일 신세대 예술과 춤,” 김성균 역, 공연과 리뷰 66, 2009, pp.
203-211.
15) Giersdorf, The Body of the People,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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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자화하지 않기 위해 나를 돌아보기
통일 이후 서독이건 동독이건, 미술이건 무용이건 변화를 겪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에는 불가피하게 힘의 관계가 작용할 것이다. 통일 이후의 눈으
로 통일 이전을 바라보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서방의 정치·경제적 우위가 그 눈
을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일지 궁금하다. 구동독의 강권통치로 인해 구동독의
문화예술이 정체상태였다16)고 진술하는 것은 동독 국가와 당 지휘 하의 문화정책 경
향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그 시대에서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작품뿐만이 아
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예술작품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17)으로부터 눈을 가리는 대응
이 되지는 않을까. 또 “구동독에 남아있던 나치 이전의 문화유산, 특히 문화도시의 전
통과 유산을 이어받아 발전·계승시켰다”18)는 진술은 구동독시절의 발전과 변천을 망각
한 채 과거로부터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마치 사회진화론자들이 제
3세계를 서술하던 방식과 닮아있지는 않은가. “한국 문화예술이 북한으로 유입되어 공
유할 수 있는 것만이 분단된 남북의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19)는 진술 역시 화해
가 아닌 침투 혹은 수혜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는 문화예술 자체에 대한 묘사보다 “국
제정치적 대립이 무엇이 더 제대로 된 미술인가를 증명하려는 식으로 표현”20)되었다는
그 태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해주고 있는 듯하다.
레베르크는 그러한 태도가 분단 후 두 독일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냉전적 대립 구조 하에서 각 진영의 최전선에 놓였던 분단 후 두 독일은 모두 자신
의 미술적 이상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면서 상대방과의 차이를 규범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데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 그 가운데 양자는 적대국의 미술 이해의 기본 이상들을 비판하
거나 심지어 매도함을 통해 자국의 미술이 지닌 상대방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하고, 또 자
신의 ‘진보적 성격’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공통점도 보인다.21)

이러한 관찰은 양 진영의 예술활동이 모두 이데올로기 혹은 헤게모니를 의식하는 것
이었으며, 서방의 것이라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물론 동독의
예술이 국가의 개입과 관리를 받았음은 사실이지만, 그에만 몰두하여 서독의 예술가들
16) 이미재, “통일 독일의 문화예술 정책이 통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독사회과학 논총 25(1),
2015, 5쪽.
17) 레베르크, “미술논쟁,” 325쪽.
18) 이미재, “통일 독일의 문화예술 정책,” 12쪽.
19) 이미재, “통일 독일의 문화예술 정책,” 17쪽.
20) 레베르크, “미술논쟁,” 325쪽.
21) 앞글, 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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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것이다. 레베르크는 동독의 ‘국가
예술가’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은 “서독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이 작품 시장과 공공시원
금과 분리 불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자본주의에 특유한 예술가와 국가 간의 밀착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22) 국가와 밀착된 예
술계의 겨루기는 독일의 경우보다 한국의 경우 더 첨예하리라고 생각된다. 독일은 나
치스의

정치선전의

도구로서의

문화예술정책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지방분산

(decentralization) 경향이 특징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23) 그보다 좀
더 중앙정부 중심의 문화예술지원경향을 가지는 우리나라는 예술과 국가 간의 밀착 관
계를 더 신중하고 민간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정당성 겨루기의 태도가 통일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전시회에서
미술논쟁이라는 명칭으로 불거지게 되었으며 그 다양한 시각 간의 틈새를 지시하였다.
레베르크는 이 전시회들에서 동독 작품에 대한 부당한 처리와 취급에 분개한 것은 서
독 지역의 언론도 마찬가지였음을 지적하면서24) 이 논쟁에서 완벽한 편 가르기란 존
재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을 타자화하기 보다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통일을
위한 선행 단계라는 목소리가 있다. 이인범은 미술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
는 기제와 논리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단을 뒤집어 통일로 향해 가고자 한다면, 정작 다시 물어봐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북한
을 타자화하며, 북한은 무엇이며 어떤 점에서 다르며 왜 이해되기 어려운가 하는 의구심에
앞서 작금의 분단을 낳은 근대성이란 정작 어떤 것인가, 일제 식민 잔재나 식민성을 구성
하는 근본 요소는 무엇인가, 일제강점기를 지배했던 전체주의나 군국주의는 우리에게 어
떻게 내면화되어 기억되고 있으며, 남과 북의 현재를 구성하며 작동하는 기재는 어떠한 것
인가 등등이 그것들이다. 일제에 의해 강제되어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포박하고 있는
정부조직이나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청, 학교 같은 각종 제도들, 그리고 ‘미술’, ‘한국화’,
‘조선화’ 같이 우리의 일상을 얽어매는 일본에 의한 용어나 번역어들의 정당성을 묻지 않

22) 앞글, 329쪽.
23) 매닝, “독일 신세대 예술과 춤,”204쪽; Tatjana Byrne, “Critical Discourses of Cultural
Policy and Artistic Practice: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ntemporary Dance Fields
in the UK and Germany,” Ph.D. diss., University of London, 2014, p. 150.
24) “[서독 지역의 정론지인] 디벨트(Die Welt)지 1999년 5월 19일에 실린 [서독출신 언론인] 요한
미하엘 뮐러(Johann Michael Möller)의...글에 따르면, ”얼마나 큰 몰이해 속에서 동독의 전 미
술가 세대가 어떤 구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학적인 쓰레기 처리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서독식 미학이 계속 신격화를 거치면서 그 [동독에서 통용되었던 미학적 가
치가 제거되어 버린] 공간을 대신 점거하고 있다는 점은 그저 경악스러울 뿐이다.” 레베르트, “미
술논쟁,” 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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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화두로서 ‘민족’이 제기되든, ‘주체성’이나 ‘정체성’이 제기되든 문화적 식민성의 덫에
서 헤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25)

이를 춤에 적용해본다면 ‘무용,’ ‘한국무용’ 등의 용어와 무용계의 기제들이라 할 수
있는 공연, 학교, 문화재단, 협회, 지원정책 등의 작동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
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자유와 혁신과 개방을 기치로 내세우는 자본주의 사
회의 무용은 실제로 자유로운가에 대해서도 성찰해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램지
버트(Ramsay Burt)는 예술적 자유를 강조하는 무용이 “욕망, 특히 자유를 향한 욕망
을 상품화하려는 자본주의의 소명”에 포섭되어 있다고 설명한다.26)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을 전망하는 무용사는 상대를 타자화하고 시혜적인 태도를 취하는 접근보다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균형잡힌 시각으로 기억하기
통일 독일의 논쟁과 갈등의 사례를 보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적대성의 해소
와 이질성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과제라고 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이해의 편차와 접점
을 어떻게 다루어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떠올리기란 지난한 일이다. 김병로
는 동질성 확보에 몰두하여 분단 이전의 소위 전통예술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주
장한다.27) 오히려 분단 시기 동안 양 진영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발전시켜 온 전통예술
의 이질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장르와 내용이 전혀 다른 북한예
술을 배타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다양성으로 조화·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이후 김병로는 전통예술보다 현대의 대
중문화예술로 교류하자는 방안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서 다양성 포섭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이 있다.
그렇다면 다양성 포섭에 대처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진은 단순히 기억
공간의 양적 크기를 확장 혹은 연장시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28) 이를
예술현장으로 옮겨본다면 단순히 전시관 면적을 늘리고 공동 전시 혹은 합동 공연을

25) 이인범, “‘분단과 통일’의 미학예술학적 과제,” 미학예술학연구 47, 2016, 17쪽.
26) Ramsay Burt, Ungoverning Dance: Contemporary European Theatre Dance and the
Comm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 15.
27) 김병로, “남북 문화예술 및 스포츠교류의 현황과 과제: 법·제도정비 시급하다,” 통일한국
2000.7, 43쪽.
28) 이진, “분단과 통일의 문화적 기억: 기억의 공간 그리고 분단 국가의 문화적 통일,” 미학예술학
연구 47, 2016,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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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던가 무용사책의 페이지수를 늘리는 식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는 내용을 담아내는 기획방식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진의 논의 중에서 탈동독주민
을 수용했던 서독의 긴급수용소를 이용한 기념관에 대한 고찰은 기념비나 역사박물관
의 관점에서 이 공간의 기억 보존 방식을 조사하며 다양성 포섭의 한 가능성을 예시한
다. 그가 특히 긍정적으로 지적하는 지점은 이 기념관이 정부가 주도한 프로젝트가 아
니라 “기념되는 과거 기억의 주체였던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식으로 설립되었다는 것
이다. 이로서 역사에 대한 단 하나의 공식적 서술이 지배하는 방식을 피할 수 있었다
고 이진은 논평한다. 이를 반영하는 사례로 탈동독주민이 서독에 도착했을 때의 안도
감과 희망뿐만 아니라 “당시 거쳐야 했던 심문과정에 대한 생경함과 동독 상황에 대한
몰이해에 부딪혔을 때의 당혹스러움”29)을 담고 있는 인터뷰 관람물이 있다. 또한 탈동
독의 동기가 정부와 언론 보도에서 배제된 개인사적 동기, 즉 가족, 친척, 혹은 애인과
의 재결합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수용소 기념관에 대한 이진의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논점은 ‘몸 기억’에 대
한 것이다. 그는 경계를 넘어 탈주한 후 다시 경계인으로 그 장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신체에 문화적 기억이 새겨졌다고 말한다. 기념관 2층에 마련된 탈주민의 일상생활공간
은 침대와 옷장 같은 가구들을 보여주며 이와 함께 수용자들의 기억을 문자화하여 벽
면에 병렬배치시켜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진의 논의는 역사박물관의 관점에서
이를 시각적 전시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몸 기억’의 대표적 매체인 춤과 움직
임이 문화적 제도로서 기억의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망해볼 수 있다.

4) 분단의 국경 너머, 통일의 국경 너머
분단과 통일을 둘러싼 주요한 서사 중 하나는 민족이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 민족
공존의식, 민족적 자부심 등 통일에 관계되는 문화예술은 민족을 단위로 하며, 한 민
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체계로써 상상된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문화예술이라는 비가
시적 실천은 지리적 경계선에 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물학적 경계선에 의해서도
한정될 필요는 없다. 문화예술의 탈영토화/재영토화는 국경선에 얽매이지 않고 발생하
기 때문이다.
분단 상태의 무용사뿐 아니라 통일의 무용사를 전망할 때 국경 너머의 무용사를 염
두에 두어야 함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분단 이전 이미 세계화의 조류는 시작되었
고, 분단 시기에 이데올로기에 따른 국가 간 연합체계가 있었으며, 오늘날 지국적 초
29) 앞글,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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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은 더욱 강해졌기 때문에 무용사를 국경에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인위적일 것이
다. 그보다 춤의 국내적 의미·기능이 국제적 의미·기능과 교차하는 방식을 살피는 것
이 더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기어스도프의 독일 표현무용 디아스포라에 대한 논의는 주목할 만 하
다. 그는 동독의 무용 실천이 민족국가적 정체성의 수행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이데
올로기의 디아스포라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30) 특히 공산주의자 칠레인 안무가인
파트리시오 번스터(Patricio Bunster)에 대한 조사는 동독 무용의 초국가적 역사를 이
야기한다. 기어스도프는 먼저 독일 표현무용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Ausdruckstanz의
국제적 이주-쿠르트 요스(Kurt Jooss) 무용단의 해외 공연 및 칠레에 자리잡은 쿠르트
요스 무용단원의 활동-로 인해 번스트가 칠레 산티아고에서 쿠르트 요스의 영향 하에
무용활동을 할 수 있었음을 설명한다. 이후 번스터는 유럽 및 영국에서의 공연과 활동
후 칠레에 돌아와 표현무용을 발전시키던 중 사회주의와 인연을 맺고 무용을 계급투쟁
의 일환으로 수용하다가, 이후 1973년 칠레 쿠테타에 의해 동독으로 이주하였다. 그곳
에서 번스트는 기존 동독에 있었던 표현무용의 갈래보다 더 분석적이고 정치적인 해석
을 펼치고 가르칠 수 있었다. 동독에서의 성공과 명예에도 불구하고 1985년 칠레로
귀환한 그는 무용의 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작업하였고 실종되고 살해된 칠레인들
을 위한 위원회와 협력하였다.
1973년 칠레 쿠테타에 대한 번스트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A Pesar de Todo>(1975)는 춤의 이주와 그에 따른 의미화 작업의 다이나믹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번스트가 동독에서 이 춤을 창작했을 때 “동독 사무관들은 이 작품이
국경을 넘어 동독과 칠레 노동계급의 단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의 증명으로 환영”하였다.31) 그러나 이것이 2006년 칠레에서 재상연되었을 때 그 의
미는 쿠테타 정권이 지워버리려 했던 사건을 칠레의 국가 역사에 다시 써넣는 일종의
역사적 기록으로 기능했다. 다시 말해 춤의 국제적 이주와 더불어 각 국가가 국내적
의미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번스트의 삶과 경력을 반추하면서 기어스도
프는 춤과 세계화를 이해하는 대안적 방식을 요청한다. 이점에 대해 서평자인 이본느
하르트(Yvonne Hardt)는 “무용사가 [민족]국가사(national history)로서 쓰여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논평한다.32) 기어스도프가 펼쳐보이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
례는 일국의 무용사가 초국가적 문화 흐름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변주하
30) Giersdorf, The Body of the People, p. 177.
31) Ibid., p. 170.
32) Yvonne Hardt, “Reviewed Work: The Body of the People: East German Dance Since
1945 by Jens Richard Giersdorf,” Dance Research Journal 46(1), April 2014,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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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점을 드러낸다.
그 밖에도 무용가의 초국가적 활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무용 및 무용사를 분류하
고 범주화하는 과정들을 조명한다. 일례로 레나 해머그렌(Lena Hammergren)은 스웨
덴에서 활동하며 인도와 각각 상이한 연결성을 가진 안무가들을 조사하며 분류
(classification)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가 주요하게 논의하는 것은 초국가적 연결성을
가진 안무가들을 단순화된 표식(marker)으로 분류하기란 어려운데, 이는 개인 예술가
들이 여러 문화적 영향들의 혼합을 다양하게 주조해내면서 자신의 미학이나 정체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머그렌은 “양립할 수 없는(incompatible)한 ‘것’에 문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류를 위해 가정된 공통 위치(locus)에 있다”고 주장한다.33)
이 스웨덴-인도 안무가들을 인종적으로 분류해야 할까, 민족적으로 분류해야 할까, 아
니면 국가적으로 분류해야 할까의 문제는 동질한 것과 이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실천을
수행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해머그렌에 의하면 그러한 시도는
권력(power)에 의해 포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의 논의는 한국에서의 무용과 세계적 영향관계 및 디아스포라 현상을 따로 분리
시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폭넓은 시야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공식적 무용사
서술이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탈락되는 기
억과 실천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인식하는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겠다.
무용사 서술의 내용만큼이나 과정과 방식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바이다.

33) Lena Hammergren, “The Power of Classification,” in Worlding Dance: Studies in
International Performance, ed. Susan Leigh Foster,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9,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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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제언
탈영토화, 재영토화 시대에 무용사는 어떻게 서술되어야 할까? 본 연구는 국경의 실
제적 이동이 동반하는 문화예술의 움직임을 탈영토화/재영토화의 논제로 고찰하며 무
용사과 국경의 문제를 살펴본다.
먼저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라는 개념·용어의 의미는 문화예술 관점에서 민족국가라는
범주에 묶이지 않는 문화의 역동적 특성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문화의 과거를 유산으
로 인식하는 관점 자체가 탈영토적임을 지시한다.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개념을 국경과
관계된 무용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무용사 서술의 시야는 로컬과 글로벌을 유연하
게 다루어야 할 필요를 지적할 수 있다. 민족국가의 존재와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파악
하되 국경 및 국경 관련 분쟁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에만 제한되지 않고 다양하고
때론 모순적인 의미를 발생시키는 춤과 춤 쓰기를 인정해야 한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둘러싼 예술, 무용의 사례는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과정
에 관계되는 정치학을 조명한다. 어떤 것이 남고 어떤 것이 사라질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의 공통점이고 어떤 것이 차이점인가, 어떤 것이 공적으로 기념될 것이고 어떤 것
이 사적인 공간에 남아있을 것인가, 어떤 라벨이 붙고 어떻게 분류될 것인가. 이 질문
들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상식’을 구성하는 기본 가정들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 가정들을 조사하지 않고는 진정한 이해와 화해에 이르기
요원할 것이다. 무용사 서술의 내용만큼이나 과정과 방식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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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춤은 인류의 아카이브이다.
글쓰기는 지식과 별개이다. 글쓰기는 지식의 사진이지만 지식 그 자체는 아니다. 지
식은 인간에게 있는 빛이다. 성숙한 바오밥이 그 씨앗에 담겨 있듯이 그것은 모든 조
상이 알고 있고 우리에게 씨앗처럼 전승한 유산이다. (앙파테 바(Hampâté Bâ), 살아
있는 전통)
오늘날 우리는 20세기의 움직임과 신체 연구를 통해 모든 인간에게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몸은 인류와 진화의 도서관이다. 이 연구를 통해 현대는 기독교 세계관 이전의 시대
와 계몽주의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바탕을 둔 개념 앞에서 비롯된 지식과 연결된다.
그것은 퇴행적 접근 방식을 전파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과학 및 사회과학 접근
방식에서 확인되고 지구의 미래를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지식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나는 여기서 이론적 접근으로 두 가지 예 즉,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
의 가이아(Gaia) 프로젝트와 지구적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 애니미즘적
문화의 역할에 대한 펠라윈 사르(Felwine Sarr)의 성찰만 언급하려 한다.
모던 댄스와 컨템포러리 댄스의 역사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에 관한 소매
틱 역사와 분리될 수 없고 오히려 그 소매틱 역사의 미적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 나는 춤의 역사를 인류 존재의 독특한 아카이브, 피할 수 없이 문화와 자연의 역
사를 이어주는 행성 의식(planetary consciousness)으로 본다.
나는 여기서 난해한 틈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예술사의 종종 억압된 기
본적인

충동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1920년대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나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과 같은 예술가들과 함께 바이마르
(Weimar)와 데사우(Dessau)에 바우하우스가 출현한 것은 물론 존 케이지(John
Cage)나 머스 커닝햄(Merce Cummingham)과 함께 요셉 보이스(Joseph Beuys)나
백남준 같은 예술가들이 1960년대와 70년대의 아방가르드 출현에 영향을 준 것을 의
미한다.
예술적 움직임으로서의 서구의 모더니즘이 필요한 것은 기독교 사상 이전과 데카르
트 사상 이전 시대 지식의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확고히 확립된 사회
적, 기술적, 그리고 문화적 삶의 형태들을 해체할 때만이 개인의 해방과 자유가 가능
한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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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예술에 보관된 이 지식은 실현되지 않고, 아카이브에도 없으며, 다른 데서 찾
아볼 수 없다. 이 지식은 몸에서 몸으로 전해지며, 사회적 공간으로서, 퍼포먼스로서,
의식으로서, 노래로서, 움직임으로서, 신체 연구로서 존재한다. 비록 개인적 퍼포먼스
가 자신의 전기에 대한 의례화, 트라우마의 재평가, 해방의 제스처일지라도 그것은 인
간의 영적 차원, 인간 사회에 대한 사회적, 집단적 기억으로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다.

이것은

머스

커닝햄에서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Anna

Teresa

de

Keersmaeker)까지, 피나 바우쉬(Pina Bausch)에서 코피 코코(Koffi Kôkô)까지, 이사
도라 던컨(Isadora Duncan)과 오노 가즈오(Kazuo Ohno)의 작품이 나타내는 것이다.
문화 정치에서 이런 차원의 인류 유산을 위해 싸운 사람은 바로 앙파테 바였다. 기
억 연구자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은 현재 유네스코에 의해 전 세계에 전
파된 이러한 담론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독일의 기억-문화 연구 책임자인 알라이다 아스만은 다음과 같이 재개한다:
2003년 유네스코는 “무형 문화 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서구식 탈식민화와 기
억문화 해방의 결정적 과정을 시작하여 현격한 문화 제국주의 불균형을 종식시켰다.
“무형 문화 유산”이라는 범주로 이 격차는 바뀌었다. 그것은 문화 기억의 내적, 외적
으로 체현된 매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는 퍼포먼스와 연습, 노래와 춤, 음악 제작
및 스토리텔링, 요리와 도자기, 의식과 축제를 통해 세대에 걸쳐 유지된다는 것을 마
침내 인식했다. 유네스코에서의 재고와 무형 문화 유산으로의 전환을 시작한 책은 다
이아나 테일러 (Diana Taylor)의 “아카이브와 레퍼토리”이다.
테일러는 체현된 문화적 기억의 형태를 탐구했다. 그녀의 핵심 개념은 “퍼포먼스”와
“레파토리”이다. 그녀는 예행된 퍼포먼스가 문화적 기억과 정체성을 어떻게 전달할지
질문한다. “퍼포먼스”라는 용어는 앙파테 바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만의 고유한 지식
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전달과 전통뿐만 아니라 세계 경험과 세계 만들기, 그리고 지
식의 진정한 형태를 의미한다.

2. 컨템포러리 댄스가 무형의 지식을 실현하는 방법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
“춤을 일반적으로 규정해 달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춤은 기도의 한 형
태다. 춤은 움직이는 건축이다. 춤은 의사소통이다. 춤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합칠 수
있다. 세상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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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 바우쉬:
“가끔 우리는 모르는 것을 직시해야만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가 가진 질문들은 우리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지금 여기에만 언급되지 않는
훨씬 더 오래된 경험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알지
못했고 우리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식을 되찾은 것 같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
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상기시킨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 그것을
보이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오노 가즈오:
“우리는 경험을 쌓기 위해 춤을 추거나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다.
물론 무용수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
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 사이에서 나의 존재는 생명에 의해 수용되고, 어머니와
활짝 핀 매혹적인 벚꽃에 의해 양육된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삶은 팔을 벌려 나를
사랑스럽게 포옹한다. 당신의 움직임을 계산하거나 정신적으로 해결하지 마라. 왜냐하
면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자신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아무 생
각 없이 손을 움직여 보아라: 안무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라 아르헨티나(La Argentina) 춤의 차원은 창조의 일부분이다. 그녀의 춤은 나에게
우주적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쳤다. 그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세계.”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 피나 바우쉬, 그리고 오노 카즈오 등의 인용은 모던
댄스에서 어떻게 애니미즘의 정신적, 소매틱 주제가 지속되는지, 또는 다시 업데이트되
는 방식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오노 가즈오의 춤에서 그는 자신의 생명에 가져오고
싶은 세포의 우주적 기억까지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전기적 기억의 위반은 그들의 본
성을 의심하고 재정립하는 세계와 관계하는 몸을 열어준다.
그것은 더이상 생명 개혁 운동의 유토피안들이 꿈꾸는 것처럼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
라, 의식의 큰 잠재력, 겉보기에 고대의 지식, 기원의 이데올로기가 동시대의 위치에
흡수되는 것을 동반하는 차별화된 참여이다. 춤 모더니티의 역사는 사회, 문화뿐 아니
라 지구적 맥락에서도 인간 개개인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과 관련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던 댄스와 컨템포러리 댄스의 역사를 의식과 집단적 기억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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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려는 시도로도 읽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레퍼토리와 오리
지널의 문제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피나 바우쉬와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
커의 단체는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지점에 있다. 지극히 개인화된 예술 연구의 전파를
어떻게 젊은 세대가 이어받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들로, 컨템포퍼리 댄스는
항상 현재의 창조적이고 개별적인 지속과 변신에 초점을 맞춘 자체 유산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고 있다. 기억 문화가 역동적이고, 살아있으며, 과거에도 멈춰 있지 않은 것은 바
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3. 살아있는 아카이브
아시아 미술계에 대해 큐레이터 겸 연극감독인 옹 켄 센(Ong Keng Sen)은 21세기
초의 “아카이브 턴(archival turn)”을 밝히고 있다. 출발점이나 예술적 방법으로서의
아카이브는 컨템포러리 미술 제작에서 창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아카이브는 기억
저장소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한 죽는다. 그것은 덧없고, 수행적이며, 예술가의 몸에 긴
장하며 존재한다. 미래 예술가들의 아카이브는 어떤 모습일까? 살아있는, 창조적 아카
이브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아카이브와 문화 기관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춤의 전통과 일반적인 공연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확히
이러한 분야는 주로 퍼포먼스 순간에 살아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보리스 샤마츠(Boris Charmatz)는 모던 댄스의 공연된 댄스 아카이브
를 위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된 뮤제 드 라 단스(Musée de la Danse) 움직임 안
에 살아있는 댄스 아카이브를 작업해 왔다. 에스터 살라몬(Eszter Salamon)은 그녀의
작품 시리즈 모느멘트(Monument)에서 현재를 위한 춤 역사의 핵심 작품들의 가능한
적합성을 다룬다. 안무 전시회인 ‘레트로스펙티브(Retrospective)’에서는 현지 무용수
들이 자비에르 르 로이(Xavier Le Roy)의 작품들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 자신의 움직
임 경험으로 해석하고 관객들과 함께 토론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극장의
클래식한 무용 공간을 넘어 시각예술, 퍼포먼스, 그리고 철학적 담론 사이에서 문화유
산과 기억문화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전 세계 컨템포퍼리
댄스의 경우, 자신의 예술 작품과 현대사를 다루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이 중점적으
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기억의 유산과 문화의 개념은 사회정치적 갈등의 장이 되는
지배적인 문화-정치적 내러티브 문제와 점점 더 연계되고 있다.
아카이브는 반대 담론, 자기 주장, 그리고 억압과 지배에 대한 교정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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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펙토스 휴마노스(Afectos Humanos)
춤은 내 몸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직 춤에서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오직 춤에서만 나는 세상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춤이 나의 언어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무대에 서 있지 않을 때는 나는 준비
했다, 춤으로, 이 절정을, 무대와 대중 강당의 공통적인 경험을,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나만의 네 개의 벽 안에 홀로. 도레 호이어(Dore Hoyer), 31. 1967년 12월

저명한 무용수 도레 호이어의 유서에서 발췌한 이러한 발언은 모던 댄스의 실존적
차원들을 강조한다. 이사도라 던컨과 바슬라프 니진스키(Vaslav Nijinsky)에서 피나
바우쉬나 알랭 플라텔(Alain Platel)까지: 춤은 무용수와 안무가들의 삶의 과정에서 뗄
수 없이 엮여 있다. 춤은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응이지만 20세기의 사회문화적 변
화 과정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춤의 역사 또한 문화와 사회의 역사이다.
1962년 그녀의 솔로 프로그램인 아펙토스 휴마노스가 초연되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독일에서 댄스 예술의 걸작 중 하나이다. 그녀의 보존된 스케치북은 그녀가
이미 1930년대에 다섯 가지 춤의 재료에 대해 작업했음을 보여준다. 아펙토스 휴마노
스는 그녀의 전체 춤과 안무 경험을 요약한 것이다.
보존된 것은 매우 전문적인 텔레비전 레코딩으로 이는 수많은 재구성의 기초가 되었
다. 아펙토스 휴마노스 만큼 독일 표현 춤의 다른 안무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
나는 그 안무에서 발췌한 부분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욕망의 영향이다.

마리 비그만(Mary Wigman)의 제자이며 폴크방 대학(Folkwang Hochschule)에서
피나 바우쉬와 라인힐드 호프만(Rinhild Hoffmann)과 함께한 수잔느 링크(Susanne
Linke)가 녹화한 레코딩이 있다.
안무는 그레트 팔루카(Gret Palucca)의 제자이며 동독 출신의 아릴라 시에거트
(Arila Siegert)가 맡았다.
마틴 나흐바(Martin Nachbar)에 의한 각색 및 폴피(Pol Pi)의 전송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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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없음)
나의 주장은 애니미즘적인 의식과 공연 기법들이 인간의 신체 기억을 통해 컨템포러
리 댄스에서 기억되어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던/컨템포러리 댄스와 공
연 예술은 집단적 지평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오노 가즈오나 다나카 민(Min Tanaka)의 공연, 부토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러나 챈드라레카(Chandralekha)와 빠드미니 체투(Padmini Chettur)의 안무에도
코피 코코과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의 안무에도 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Marina Abramovic)나 홍신자의 퍼포먼스도 이러한 애니미즘의 잠재력을 업데이트하
려는 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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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Dance as living archive of human
knowledge
Johannes Odenthal
(Akademie der Künste, Berlin )

1. Dance is an archive of mankind.
Writing

is

one

thing

and

knowledge

is

another.

Writing

is

the

photography of knowledge, but it is not knowledge itself. Knowledge is a
light which is in man. It is the heritage of all the ancestors knew and
have transmitted to us as seed, just as the mature baobab is contained in
its seed. (Hampâté Bâ, The living Tradition)
Today we know from the movement and body research of the 20th
century that in every individual human being the knowledge of the origin
of life is preserved.
The body is a library of humanity and evolution. Through this research,
the modern age connects to a knowledge that originates from a time
before the Christian world view and before the rational and scientifically
based concepts of the Enlightenment.
It is not a matter of propagating a backwards' approach, but of
establishing relations to a knowledge that is confirmed in current scientific
and social science approaches and that is fundamentally important for the
future of the planet. I would like to mention here only two examples of
theoretical approaches, that of Bruno Latour in his project Gaia and the
reflections of Felwine Sarr on the role of animistic cultures in Africa in
shaping a planetary future.
If we look from today's perspective at the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dance, we realize that this history of dance cannot be
separated from a somatic history of knowledge, that on the contrary, it is
its aesthetic expression. I see the history of dance as a unique archiv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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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existence, a planetary consciousness that inescapably links cultural
and natural history.
I am not talking about an esoteric niche here, but about an often
repressed

basic

impulse

of

modern

art

history.

This

concerns

the

emergence of the Bauhaus in Weimar and Dessau with artists like Wassily
Kandinsky or Johannes Itten in the 1920s as well as the avant-garde of the
1960s and 70s with artists such as Joseph Beuys or Nam Jun Paik, with
John Cage or Merce Cunningham, to name but a few positions.
Modernism in the West as an artistic movement was necessary to expose
the buried containers of knowledge of the pre-Christian and pre-Cartesian
era. Only in the deconstruction of the firmly established social, technical
and cultural forms of life was a path to individual emancipation and
freedom possible.
This knowledge, which is kept in modern art, is not materialized, it is
not in the archives and it cannot be visited in monuments. This knowledge
is passed on from body to body, it exists as social space, as performance,
as ritual, as song, as movement, as body research. Even if the individual
performance is a ritualization of one's own biography, a reappraisal of
traumas, a gesture of emancipation: It is a search for connections to a
spiritual dimension of the human being, to a social, collective memory of
human societies. This is what the works of Isadora Duncan and Kazuo
Ohno

stand

for,

from

Merce

Cunningham

to

Anne

Teresa

des

Keersmaeker, from Pina Bausch to Koffi Kôkô.
It was Hampaté Bâ who fought for this dimension of human heritage in
cultural politics. The memory researcher Aleida Assmann is currently
working on this change in discourse, which has been disseminated
worldwide by UNESCO.
Aleida Assmann, the leading researcher on Memory-Culture in Germany,
resumes:
“In 2003, UNESCO, with its new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itiated a decisive process of Western decolonising and the eman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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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emory cultures, putting an end to the flagrant culturally imperialist
imbalance.
With the categ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disparity changed.
It was finally recognised that there are not only excarnated but also
incarnated media of cultural memory, and that cultures are also upheld
over generations through performance and practice, through singing and
dancing, music-making and storytelling, cooking and pottery, rites and
festivals. The book that initiated the rethinking at UNESCO and the tur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Archive and the Repertoire by Diana
Taylor.
Taylor explored forms of embodied cultural memory. Her key concepts
are

“performance”

performance

and

transmit

“repertoire”.
cultural

She

memory

asks:

how

does

and

identity?

rehearsed
The

term

“performance”, as it did for Hampâté Bâ, creates its own episteme: it
stands for a genuine form of knowledge, of world experience and world
making, as well as of transmission and tradition”.

2. How Contemporary Dance actualizes immaterial Knowledge.
Anne Teresa de Keersmaeker:
“If asked to define dance in general, I would say: Dance is a form of prayer,
Dance is moving architecture. Dance is communication. Dance is able to
combine the energies of heaven and earth. Communication that shows our
relationship to the world.”
Pina Bausch:
“Sometimes we can only explain something by facing what we don’t know.
And sometimes the Questions we have lead us to experiences that are much
older, that do not come from our culture and do not refer only to the here and
now. It is as if we have regained some knowledge that we have always had but
of which we were unaware and which is not at all present for us. It reminds us
of something that we all have in common. This gives us great strength…
Making it visible is a very difficul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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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uo Ohno:
„We don’t dance to gain experience, or to demonstrate our talents. Of course,
there are physical limits to what we, as dancers, can do. But the crucial
question is how we get beyond those limits.
My existence here among the planets revolving around the sun, is embraced by
life, nurtured by my mother and the intoxicating cherry blossoms in full
bloom. Life, without the slightest reluctance, opens its arms to lovingly
embrace me. Don’t calculate or mentally work out your movements. Because
in doing so, you inhibit yourself form responding spontaneously. Try moving
your hands without thinking about it; you’ve got to go beyond choreographic
logic.”
“As a dimension, the dance of La Argentina is a part of Creation. Her dance
taught me to think cosmologically. It showed me that I exist. And then that the
world in which I live exists. And finally, the cosmos, the universe. “

The quotations of Anne Teresa de Keersmaeker, Pina Bausch and Kazuo
Ohno show exemplarily how in modern dance mental and somatic themes
of animism are continued, or better: reupdated. In his dance, Kazuo Ohno
evokes even the cosmic memory of cells that he wants to bring to life.
This transgression of biographical memories opens the body up to a
relationship with the world that questions and redefines their nature. It is
no longer an unreflected going back, as dreamt of by the utopians of the
life reform movement, but rather a differentiated engagement with a large
potential of consciousness, with the seemingly archaic knowledge, the
ideology of origin being absorbed into contemporary positions. The history
of dance modernity has an endless potential in relation to a fundamental
knowledge of the existence of the human individual not only in social and
cultural, but also in planetary contexts.
In this sense, we can also read the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dance as an attempt to constantly update the potential of rituals and
collective memory. In this context, the questions of repertoire and original
gain crucial importance. The companies of Pina Bausch and Anne Teresa
des Keersmaekers are at a point that is very difficult to answer. How can
the transmission of extremely individualized artistic research be taken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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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tinued

by

a

young

generation?

With

these

questions,

the

contemporary dance scene is opening up access to its own heritage, which
is always focused on transformation, on a creative, individual continuation
of a constellation charged with the present. It is precisely in this sense
that memory culture becomes dynamic, alive and does not freeze in a
past.

3. The living archive
In reference to the Asian art scene, the curator and theatre director Ong
Keng Sen identifies an “archival turn”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archive as a starting point or an artistic method is becoming a
creative factor in contemporary art production. Archives are memory
stores, but they are dead as long as they are not used. They exist in
tension with the ephemeral, with the performative, with the bodies of the
artists. What might the archives of artists in the future look like? What is
a living, creative archive? These questions have to be addressed by
archives and cultural institutions. And they concern the heritage of dance
in particular and the performing arts in general, precisely because these
disciplines primarily live and can be experienced in the moment of
performance.
Since 2009 Boris Charmatz has been working on a living dance archive
in movement, the Musée de la Danse, which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platform for a performed dance archive of modern dance. In
her

work

series Monument,

appropriation

of

key

works

Eszter
of

Salamon deals

dance

history

for

with the
the

possible

present.

In

Retrospective, a choreographic exhibition, local dancers appropriate the
works of Xavier Le Roy, interpret them with their own movement
experiences and discuss them with the audience. What these project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go beyond the classical dance spaces of the
theater, that they have developed a new way of thinking about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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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and memory culture between the visual arts, performance and
philosophical discourse. For contemporary dance scenes worldwide, these
new approaches to dealing with one's own artistic work and the history of
modernity have gained central importance. The concept of heritage and
culture of remembrance is increasingly linked to the question of the
dominant cultural-political narratives, which are becoming a field of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
Archive becomes a method of counter-narration, self-assertion and
correction of oppression and domination.

4. Afectos Humanos
Dance seized possession of my body and soul. Only in dance could I
communicate with others, with society. Only in dance did I feel connected
to the world and life. In the presence of others, dance became my
language. And when I wasn’t standing on stage, I prepared, in dance, this
culmination, this common experience of stage and public auditorium, over
months or years. Alone within my own four walls. Dore Hoyer, 31.
Dezember 1967
Taken from her suicide letter, these remarks by the acclaimed dancer
Dore Hoyer highlight the existential dimensions of modern dance. From
Isadora Duncan and Vaslav Nijinsky to Pina Bausch or Alain Platel: Dance
is

inextricably

woven

into

the

life

processes

of

dancers

and

choreographers. Dance is the unconditional response to individual, but
also to social and cultural, processes of transformation in the 20th
century. And the history of dance is also a history of culture and society.
In 1962 her solo program Afectos Humanos was premiered, which is
without doubt one of the masterpieces of dance art in Germany. Her
preserved sketchbooks show that she had already worked on the material
for the five dances in the 1930s. Afectos Humanos is the summary of her
entire dancing and choreographic experience.
What has been preserved is a very professional television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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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has become the basis for numerous reconstructions. No other
choreography of German expressive dance has been received as much as
Afectos Humanos.
I will show an excerpt from the choreography. It is the affect of desire.
There are recordings by Susanne Linke, a student of Mary Wigman and
at the Folkwang Hochschule together with Pina Bausch and Reinhild
Hoffmann.
The

choreography

by

Arila

Siegert,

student

of

Gret

Palucca

and

socialized in East Germany.
The adaptation by Martin Nachbar and the transmission to Pol Pi (no
video)

My thesis is that the animistic rituals and performance techniques are
remembered in the contemporary dance scene through the body memory
of man and thus live on. In this sense, modern / contemporary dance and
performance art can be described as a continuity of collective horizons.
This is most evident in Butoh, in the performances of Kazuo Ohno or
Min Tanaka. But also in the choreographies of Chandralekha and Padmini
Chettur, in the choreographies of Koffi Kôkô and Anne Teresa de
Keersmaeker. The performances of Marina Abramovic or Sin Cha Hong are
also attempts to update this potential of ani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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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미래를 불안전하게 만들기: 무용학과 통일>에 대한 토론
-무용학:불안정한 주체들의 이질적인 장소(Heterotopia)-

김재리
(성균관대 무용학과 강사)

Jens Giersdorf의 ‘불완전한 미래: 무용학과 재통일’에서는 1990년 독일의 통일 이
후, 약 30년간 분단되었던 시기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무용학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제
시합니다. 먼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된 독일 무용학의 이론적, 역사적 연구에
서 동독의 무용에 대한 연구의 부족을 지적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무용의 역사쓰기와
이론 연구에서 배제되거나 누락된 것들을 무용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
한 인식론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고에서 사례로 제시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개되었던 집단무용(mass dance)는 체
제를 선전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발현하기 위해 인민들을 동원한 무용의 형식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대중들이 집단으로 참여하는 대규모의 춤은 독재 정권에서 권력과 통제
의 중요한 상징이 되며, 파시스트와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춤의 형
식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동독의 라이프치히(Leipzig) 사회주의자들의 집단무용이 대
규모로 소개되었던 ‘체조와 스포츠 축제(Turn-und Sportfest)’와 구소련이 붕괴되기
전 유고슬라비아에서 청년들의 젊고 건강한 신체를 통해 강한 국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던 ‘슬릿(Slet)’1), 또한 북한의 ‘아리랑 축전’에서 소개된 대규모의 군무와 체
조를 통해 우리는 집단무용의 형식을 통해 사회주의와 독재국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집단무용은 시민들이 국가의 폭력이나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
로 구현하기 위한 구조화된 잠재력으로 진입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슬릿’은 시민

1) Slet은 슬라브어로 땅에 상륙하는 새 무리와 그 집합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대중 행사를 상징하기
이전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로부터 체코인을 해방하기 위한 민족주의 운동이었지만 통합된 유고
슬라비아에서는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 집권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이 운동
을 지원했다. 또한, 대중적 성격과 아마추어주의를 강조하는 이 집단 행사는 시민 혁명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Vujanović, Ana. Social Choreography: the “Black Wave” in the Yugosl
ave Selt http://www.anavujanovic.net/2015/02/social-choreography-the-black-wave-in
-the-yugoslav-slet/. [검색일: 20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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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특정한 춤의 형식은 고정된 실
체가 아니며, 그것은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언제든 용도를 변경할 수 있고 안무는 사
회적 시스템을 조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본고에서는 랜디 마틴의 글을
인용하여 ‘춤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움직여지는가에 대해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춤의 실천과 주체의 운동에 기반한 무용학에서 안무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독일이 합병되고 난 이후 독일의 무용사에
서 동독의 무용은 거의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피나 바우쉬(Pina Bausch)와 그 이후의
독일 무용(학)의 경향은 주로 통일되기 이전의 서독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고에서도 지적하듯이 동독의 무용에 대한 아카이브가 부족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
나며,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산되어온 춤과 춤의 언어들은 비공식적인 탄압과 오해로
인해 독일 무용사에서 거의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현재 독일의 무용이 세
계적으로 갖는 위상을 고려한다면 무용학 연구에서 권력과 오해를 통한 왜곡된 세계무
용사의 생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고에서 과거의 동독 무용을 동시대에 호명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무용
을 미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단지 양립불가능한 이데올로기
를 무용학에서 통합하여 균형 있는 무용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은 아닙니
다. 오히려 냉전 이전의 분열된 국가들이 각각의 국가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삼았던 춤의 전략들과 냉전 이후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누락된 춤의 미학을
집어드는 실천은 춤의 확장된 지식 생산 뿐 아니라 춤의 존재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동시대 예술에서 예술의 개인화, 전 지구화 및 기업 자본의 공
모 등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와 관련된 전례 없는 비판이 확장되는 무용(학)의 장소
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집단무용은 공동, 공동체, 집단성 등에 관한 문제의식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식민주의, 젠더,
민족주의, 근대성, 자본주의 등 결정적인 담론들은 무용학에서 사회와 미학의 긴밀한
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 이후의 독일의 무용사 연구의 문제점과 담론의 지점을 제시한 Giersdorf의 글
은 식민지 역사를 겪고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통해 분단된 국가를 유지하는 한국의
무용 역사 쓰기와 무용학 연구에 많은 물음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통일 이후에 무용학
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물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 전후
의 신무용이 한국의 전통춤과 더불어 한국무용의 역사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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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미학을 어떻게 배제해왔는가에 대한 비평적이고 성찰적인 물음입니다. 구소련
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 된 이후 세계화와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 한
국 무용학의 역사연구는 자유주의 이후의 남한 역사에만 의존하는가? 한국 춤의 미학
은 사회적 시스템을 배제한 면역 공간 내부에서 구축되었는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가 (적어도 한국에서는) 무용학 연구에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본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고정된 경계에서 각각의 무용을 유목화
하는 연구는 춤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확립하
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던 식민주의, 인종주의, 성차별, 동성애 혐오, 민족주의 등의
담론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적 사건과 주체들, 그리고 그
것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춤과 안무를 재인식하는 것이며 모든 서로 다른 것
들이 통합되기 불가능한 상태로 존재하는 무용학이 헤테로토피아를 상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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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토화·재영토화가 무용사 연구에 주는 시사점:
움직이고 춤추는 국경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

이주희
(중앙대 무용학과 교수)

선생님의 귀한 논문 잘 읽었습니다. 독일이 분단국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통일국
가로 나아갔고 향후 한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할 시사점이 많았습니다. 무용사 서
술이 시대적, 정치적, 개인적 그리고 국가적인 차이와 관점에서 견해의 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탈영토화·재영토화라는 용어 및 내용에 대한 고찰은 매우 흥미 있는
주제였습니다. 또 로컬과 글로벌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국가 간의 견해 차이를 통해 해
석되는 초국경시대, 디아스포라 등의 의미는 무용사의 역사 기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1.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런데 이 말은 40-80년대 냉전기 문화에서처럼 이념과 영토의 경계가 분명한 국가와
민족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의미하겠으나, 요즘과 같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
지역의 문화 현상이 전지구를 넘나들며 빠르게 혼종되고 있는 상황을 대입해 보면, 이
말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지역성과 국가의 경계를 전지구
적·초국가적 맥락에서 인식해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문화의 영역에서는
이미 ‘영토’에 대한 경계는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글로컬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에 대한 현재적 해석이 추
가되어야 할듯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북한은 폐쇄적 사회 체제로 인해 초국가적 흐름이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남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격동의 역사를 지내왔고,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몸으로 겪고 있습
니다. 최근 국립국악원에 북한민족음악기획전(2020.8.11.-)을 전시 중이며, 북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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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을 개관하며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이러한 사업을
통해 북한무용의 변화양상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
었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이어줄 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공통의 역사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용사의 서술에 대해 로컬과 글로벌을 유연하게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경우, 북한춤 수용이라는 탈영토화
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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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지식의 살아있는 아카이브로서의 컨템포러리 댄스>에 대한 토론
-최근 30년간 (1990-2020) 북한 무용 연구 범주와 동향에 관한 고찰-

하상우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조교수)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 대학교육기관에서 북한학과 개설을 시작으로 북한에 관련
된 주제가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고,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한 연구는 수년간 꾸준히
이루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무용학계에도 반영되면서 하나의 연구 주제로
현재까지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 등록된 논문을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무용학계에서 북한에 관련된 연구의 첫 등장은 1989년이다. 이를 필두로

2018년까

지 ‘북한 무용’ 혹은 ‘북한 춤’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41편의 학위 논문이 발행되었
다. 학술 논문이나 무용 잡지 게재는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2020년 까지
92편 이상의 자료가 누적되어 있다. 30여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고,
다른 연구주제에 비하면, 발간 편 수가 많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연구 성과의 측정을
위해서 논문 편 수와 더불어 양질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북한 무용 연구가 더
딘 성장의 이유는 ‘현장 연구 부재’와 ‘아카이브의 제약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지

않

을까 짐작한다. 이러한 부재와 제약이 공존하면서, 무용 학계 내에서 보여지는 북한
무용에 관한 연구 방향과 시대마다 드러나는 변화에 대한 감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
한 지각은 북한 무용 연구에서 드러나는 편중 혹은 결핍된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 연구의 참신한 주제를 모색하기 위한 사례 검토의 시간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북한 무용 연구의 관점을 Table 1과 2에서의 막대그래프 지
표로 보여진다. 글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는 국내 학위 논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내
학술지, 학회 및 잡지 논문으로 나누어 보았다. 또한 10년 단위 (1990년대,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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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2010년대)로 구분하고 연구 주제를 범주화 하면서 연구 주제의 흐름을 이해했다.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크게 9 개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북한 무용 동작・창
작・재현 분석 연구; 2) 문화・사회・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북한 무용 연구; 3) 인물
연구; 4) 북한 무용 표기법 연구; 5) 북한 무용 교육 연구; 6) 북한의 여타 예술에 관
한 연구; 7) 남북 비교 연구; 8) 탈북자 연구; 9) 대한민국 내 북한 무용에 관한 연구.
1989년을 포함하여, 1990년대에는 북한 무용 동작이나 창작 경향에 대한 연구와 사
회・정치적으로 접근하여 북한 무용을 이념의 활동으로 보는 연구 논문이 눈에 띄었
다. 동시에 남북 무용 비교와 무용 표기법 구조 연구도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
며, 최승희와 같은 대표 무용수에 집중하면서 여권주의적 시각으로 인물과 춤을 분석
하는 논문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무용 동작의 연구가 대세였다면, 2000년대에는
동작에 관련된 논문은 단 한 편에 머물렀다. 사회・정치적 접근 방법과 남북 비교 연
구는 꾸준히 이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최승희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보다 더욱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승희 라는 인물은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대한민
국 무용계에서도 중요한 인사로 다루고 있다. 그녀의 활동과 업적 사항은 여러 해외

Table 1. 북한 무용 연구에 관한 국내 학위 논문 발행 현황 (1989-2020s).
국가에서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즉 북한으로부터 제한적으로 유통된 자료에만 의
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주목 받는 주제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또한
2000년대에는 북한 무용 교육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2010년대에 발행된 학위 논문은 단 10편에 불과했는데, 이는 2000년대에 비하면 확
연히 줄어든 결과이다. 2010년대에는 유사한 연구 패턴을 유지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와 같이, 학위 논문에서 30년 간 지속해온 동작 연구, 사
회・정치적으로 본 무용/공연예술과
연구 범주로 확인되었다.

최승희 인물에 관한 연구인 3가지가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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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학회 및 잡지에 발간된 논문의 경우에도 주목받는 주제의 범주가 학위 논
문의 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학위 논문에서의9가지 범주와 더불어 2개의 주제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는 1) 해외에서 발생하는 북한 무용에 대한 연구와 2) 남북 문화
예술

Table 2. 북한 무용 연구에 관한 국내 학술 논문, 학회 및 잡지 발행 현황 (1990s-2020)
교류에 관한 연구이다. 1990년대 9편의 학위 논문 수에 비해서, 학술 논문은 5편만
발행되면서 저조한 연구 활동을 보여준다. 남북 무용 비교 연구를 제외하고, 동작 연
구와 사회・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연구, 표기법, 최승희 인물 연구에 대한 주제는 유
사하게 지속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 무용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대폭 확대되
고 있다. 특히 3 가지 범주 – 1) 문화・사회・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북한 무용 연구,
2) 남북 무용 비교 연구, 3) 최승희 인물 및 춤 연구 – 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 시기의 시대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985년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및 공연
예술단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김대중 정부(1998-2003)가 남북 화해 협력을 추
진하면서 남북 간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 교류 활성화하는 정책을 개진하면
서, 그 영향으로 2002년 북한 예술단의 8.15 광복절 기념 공연이 성사되었다 (하상
우, 2019). 2018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남북 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과 같은

남북 합동공연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외적 교류 활동은 부분적이
고 단기적이지만 북한 무용 공연의 직접 관람 혹은 대중매체 공중파 방송에서 북한 무
용 공연 송출의 허용을 실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연구 주제는
탈북자와 관련된 무용 연구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에는 1999년에 비교해서 탈북민
의 입국이 2배 가량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윤인진, 2000). 즉, 남북 화해 협력
정책과 탈북민 증가와 같은 시대적 상황은 대한민국 무용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용 연구자들은 시대의 연구로서 그 응답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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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30년간의 북한 무용 연구 범주와 동향에 대한 관심을 두면서, 독일 학자 오
덴탈 발제자로부터 동독・서독의 재통일 이전과 이후에 독일 내에서 이루어졌던 무용
연구 과정과 경험을 듣고자 기대했지만, 역사 속에서의 춤추는 몸을 근원적으로 접근
하고 있는 발제글은 새로운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 발제자는 역사 속에서 현재까지 몸
은 문화적 기억의 컨셉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춤추는 몸은 기억
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억 변화의 가능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대의
사회・문화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창조적이고 독특한 매체로서 논증하고 있
다. 즉, 춤은 안무가 혹은 무용수 개개인 삶 뿐 아니라 과거의 사회・문화를 관통하여
현재의 사회・문화 변형 과정에 대한 응답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춤에서의 몸,’
즉 ‘무용수의 몸’이 바로 “살아있는 아카이브” (Living Achieves)가 되는 것이다. 토론
자 본인도 살아있는 아카이브의 기동적인 의미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무용사 연구에
서 춤추는 몸은 단순한 대상자(object)가 아닌 주체자(subject)로 배치되고, 연구 내에
서 춤추는 몸을 격상시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텍스트로 구성하는 기
록은 실재/유형(tangible)하지만, 지식(Knowledge)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대신에, 지식은 사람의 몸에서 내포되어 있는 기억이며, 그 기억은 수명은 짧지만
(ephemeral), 사람의 몸을 통해서 수행(performative)되고 발산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무용 역사에 대한 기억, 무용 역사에 대한 단편적 기록,
무용 역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몸에서 발산되는 춤 그리고 춤을 통해서 보여지는
몸이 중추 지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는 만드는 발제글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북한 무용 연구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에 직면할 수 있다. 대부
분 북한 내에서, 혹은 남북 교류 무대에서 선보이는 춤 레퍼토리는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ㆍ문화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문화의 방향은
상의하달식(top-down)이기 때문에 북한의 국가적 이념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는데 매
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최승희와 같은 해외 활동을 한 무용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
연 안무가 혹은 무용수 개개인의 삶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즉, 북한 연구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살아있는 아카이브”는 존재하지
만, 실제 춤추는 몸으로 기억하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든
다. 이에 대한 다른 학자분들 그리고 학회 참여하신 분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기대하
며 토론문을 여기서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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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역사기록학회 소개
무용역사기록학회는 2014년 4월 20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적이며 글로컬한
무용학문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무용기록학회와 한국무용사학회가 통합해서 설
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무용학회입니다. 본 무용학회는 세계화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
고 국내 무용연구의 환경을 개선하여 한국 무용학의 정립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학술활동 및 국내외 무용
연구자간 정보교류를 통해 무용예술의 인문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보다 수준 높은 무
용연구의 향상을 추구할 것입니다.
학회지 및 연구서적 발간
1. 본 학회의 학회지 무용역사기록학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회지로서 글로컬 시
대에 부응하는 전문 무용학회지를 지향하며 연간 총 4회(3월 31일, 6월 30일, 9
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합니다.
2. 또한, 본 학회의 임원 및 회원들이 저자가 되는 <무용역사기록학 총서>를 발간합
니다. 앞으로 <무용역사기록학 총서>는 무용사와 무용기록 연구를 위한 충실한 동
반자가 될 것입니다.
학술심포지엄 및 공연 개최
1. 본 학회는 국내외 무용학의 새로운 담론과 의미 있는 쟁점을 주제로 국내 학술심
포지엄과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학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
고, 한국 무용학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2. 본 학회는 기록과 연구에 기반을 두는 재구성, 재현, 창작 등의 공연을 개최함으
로써 무용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1. 본 학회는 무용과 무용학에 대한 통합적 검토의 장을 마련하고자 인문, 문화, 예
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각되는 쟁점과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무용역사기록학 월례특강>을 개최합니다.
2. 본 학회는 무용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고취시키고, 학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용학 글쓰기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무용연구 풍토의 개선을 위해 선도
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장학 및 학술 장려 사업
본 학회는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 편집 체험을 통한 장학금 지급, 연구 카운셀링
등 다양한 후견 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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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회 입회원서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 회원번호 및 학회 기재사항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필수 항목

신청일자*

회원구분

2020년
평생회원( )

정회원( )

기관회원( )

준회원( )

일반회원( )

명예회원( )

월

일

사진*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별*

남( ) 여( )

학회지 수령*

이메일:PDF( )
우편( )

이름
영어*
기타*
주소*

연락처

소속*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직위*

전공분야
학교명

학력
사항
*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논문
*

석사
박사

대학(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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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혜택`

회원은 논문투고의 자격이 주어지며, 학회지 무용역사기록학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심포지엄, 연구윤리포럼, 월례특
강 등 각종 행사를 안내받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입회 원서를 작성하여 학회의 메일로 보내시고 회비를 학회계좌로 송금한
후 사무간사에게 확인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① 학회메일: ds_dh@daum.net(사무국)
② 학회계좌: 신한 100-030-155768(예금자명: 무용역사기록학회)
③ 사무간사: 강지은 010-7141-5983

회

비

① 평생회원 30만원

② 연회비(이사) 연 20만원

③ 기관회원 연 10만원

④ 일반회원 연 5만원

▌무용역사기록학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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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명 예 회 장 한경자(강원대학교)
회

장 김경숙(한양대학교)

부 회 장 김선정(단국대학교)

고

김순정(성신여자대학교)

김영미(경희대학교)

김형남(세종대학교)

김호연(숭실대학교)

류영수(상명대학교)

박숙자(공주교육대학교)

심정민(한국춤평론가회)

양순희(우석대학교)

유정숙(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

이미영(국민대학교)

이미희(삼육대학교)

이주희(중앙대학교)

이혜경(성결대학교)

임수정(경상대학교)

정은혜(충남대학교)

차수정(숙명여자대학교)
현희정(국제교육무용연구소)

최해리(한국춤문화자료원)

문 김운미(한양대학교)

조기숙(이화여자대학교)

상임이사진

총 무 이 사 장지원(댄스포스트코리아)
재 무 이 사 김 향(한국춤문화자료원)

분과
국제교류
대외협력

위원장

위원

위원

김수인

서현주

정은주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헤케이브소은 컴퍼니)

오정은

이지현

서지연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박난영

김연정

양민아

(성균관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중앙대학교)

콘텐츠

이경희

김민정

이종희

리서치

(명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계명대학교)

김재리

이주영

황희정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원대학교)

출판교육

학술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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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이

이

사 강민수(전주교육대학교)

강주미(춤패바람)

고경희(한국체육대학교)

고유미(동덕여자대학교)

국은미(한국예술종합학교)

권병철(상명대학교)

권혜경(국립국악원)

김기화(한국체육대학교)

김경진(심소 김천흥 무악예술보존회)

김경희(국립국악고등학교)

김도연(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김미영(서울대학교)

김미자(부산대학교)

김서명(수원대학교)

김수현(김수현춤벗컬쳐)

김영희(김영희춤연구소)

김용복(성균관대학교)

김정하(전북대학교)

김지영(상명대학교)

김지윤(서울대학교)

김현주(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

김혜란(국민대학교)

김혜림(제주도립무용단)

남수정(용인대학교)

노정식(용인대학교)

박선욱(광주여자대학교)

박윤미(상명대학교)

박은화(부산대학교)

성윤선(한국예술종합학교)

성은미((사)정재연구회)

사 손상욱(관인춤누리무용아카데미)

송시윤(단국대학교)

송성아(부산대학교)

신주영(고려대학교)

심숙경(중앙대학교)

양서정(덕원예술고등학교)

양영은(성균관대학교)

염현주(세한대학교)

유미희(경인교육대학교)

유사원(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

윤영숙(국립국악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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