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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웹진 제 7 호 201 0. 8. 1 6.

한국춤비평가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Dance Critics and Researchers
T h e D a n c e W e b z i n e 공동대표 이순열 채희완 이병옥 김태원 이종호 김채현 장광열

월 2회 정기 발행됩니다. 춤 웹진 구독을 권하시려면 춤웹진 발송처 이메일 주소로 권유 이메
춤 웹진은
일 주소를 답신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춤웹진을 다른 분들에게 전송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칼럼, 에세이 등 독자 기고도 받으며, 접수된 원고는 춤웹진의 판단에 준해 선택 게재됩니다.

- 편집자

PDF 형식으로 발행됩니다. 춤웹진을 읽는 기본 방식은 아래위 방향의 스크롤(두루마리) 형식이
춤 웹진은
며, 전자책 방식의 양면 펼쳐 읽기는 상단의 도구 메뉴 맨오른쪽 푸른색 전자책 아이콘을 눌러 클릭하
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 편집자

■ 인터뷰 이숙재 교수가 말하는 한글춤과 엠극장

김채현

■ 비평 추상과 은유, 새로운 질감으로 풀어낸 극장예술의 묘미
- 전미숙의 <아모레 아모레미요>
■ 시평 해프닝으로 끝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기준 정비법

■ 연재 신무용 단상 4 신무용의 이국취향

김영희

장광열
이병옥

■ 한국춤비평가협회 회원 동정(動靜)

이
종호 회원은 8월 둘째주에 유네스코한국무용협회-외교통상부의 흑해 페스티벌을 주관하였다.
이
회원은 Kore-A-Moves 프로젝트(2010. 11월 1~28. 한국의 10개 무용단의 유럽 8개
장 광열
국 순회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8월 27일 탄츠 메세가 열리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Tanz
지현 회원은 8월 10일을 전후해서 중국 학회에 참석하고 귀국하였다.

Haus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와 독일의 Tanz Haus가 공동 추진
한다. * 춤웹진*
한국발레협회 주최 토론회

세계 속의 한국 발레, 현황과 전망

후원 한국춤비평가협회
2010. 8. 24. 15:00 예술의전당 문화사랑방 대회의실
기조발제 한국 발레 90년, 그리고 21세기 박용구 (예술평론가)
발제 한국 발레, 현황과 과제 김인숙 (한국발레협회 부회장)
발제 유럽 무용계 동향과 한국 발레의 국제화 Benjamin Feliksdal (2010 바르나 국제발레콩쿨 심사위원)
발제 세계 무대를 향한 한국 발레의 경쟁력 강화방안 이종호 (한국춤비평가협회 공동대표)
제언과 Q&A 한국 발레의 해외무대 진출과 국제교류 방안
J.-Baptiste Bello-Portu (몬테카를로발레단, 니진스키상 자문위원)
토론 김인희 (서울 발레 씨어터 단장) / 문애령 (무용평론가) / 장선희 (한국발레협회 부회장)
허용순 (안무가. 전 독일 뒤셀도르프발레단 지도위원) / Vladimir Kim (발레교사. 전 마린스키발레단원)

- 2 -

“그 ․ 들 ․ 이 ․ 온 ․ 다 ”

광고

2010. 8. 20 - 28.

예 술 의 전 당 (서 울 ) / 울 산 문 화 예 술 회 관 / 경 북 학 생 문 화 회 관 (포 항 ) / 국 립 예 술 자 료 원

2010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강 수 진 & M a rijn R ad e m ake r ( 독 일 슈 투 트 가 르 트 발 레 단 )
김 세 연 & R u b in ald R o fin o P ro n k ( 네 덜 란 드 국 립 발 레 단 )
김 소 연 & A lexan d re S im o es ( 독 일 뒤 셀 도 르 프 발 레 단 )
유 서 연 & Fab ian R e im air ( 영 국 국 립 발 레 단 )
서 희 & C o ry S te arn s ( 미 국 아 메 리 칸 발 레 씨 어 터 )
D en ys M a tviie n ko & A n a stasiia M atviie n ko ( 마 린 스 키 발 레 단 )
박 세 은 / 이 은 원 / 김 민 정 + 허 용 순 (재 독 안 무 가 )
K BA 프 로 젝 트 발 레 단 / K N U A 발 레 단 / LD P (Lab o ra to ry D an ce P ro ject)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8.
8.
8.
8.
8.
8.

20.
21.
23.
25.
27.
28.

해
해
해
초
초
초

외
외
외
청
청
청

무 용 스 타 공 연 실 황 영 상 감 상 회
스 타 들 과 함 께 하 는 무 용 클 래 스
무 용 수 들 을 통 한 국 제 교 류 간 담 회
공 연 (서 울 : 예 술 의 전 당 오 페 라 극 장 )
공 연 (울 산 : 문 화 예 술 회 관 )
공 연 (포 항 : 경 북 학 생 문 화 회 관 )

■ 주 최 국 제 공 연 예 술 프 로 젝 트 (IP A P ) ( 서 울 공 연 : B a lle t E X P O 와 연 계 개 최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우리은행․ 서울사이버대학교

문의 ․ 예매 사무국 02) 3674-2210 www.ipap.co.kr 인터파크 1544-1555 http://ticket.inter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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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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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nce Webzine 한국춤비평가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Dance Critics and Researchers

201 0. 8. 1 6. 제 7 호
■ 인터뷰

젊은 세대 무용인,

참으로 존경해요

- 이숙재 교수가 말하는 한글춤과 엠극장
김 채 현 (무용원 교수 / 본 협회 공동대표)

한

글춤’ 개척자 이숙재(李淑在) 교수가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생활무용예술학과)를 올 봄에 정년퇴
임하였다. 이 교수는 엠(M)극장 대표이며, 지난해 말 ‘한글춤연구소를
’ 지인제자들과
․
함께 설립

한 사실을 이번 인터뷰에서 밝혔다.
해마다 한글날이면 올리는 한글춤을 세종대왕 탄신일에 올리는
공연작과 동일 맥락에서 파악하면 한글춤은 지난 20년 동안 40
편 가까운 버전으로 계속 확장되어 왔다. 우선, 동일한 주제를
계속 개작 공연한 춤으로는 한글춤이 국내 최다 회수를 기록한
셈이어서 기네스북은 이 부문 기록을 따로 마련해도 좋을 것 같
다. 게다가 한글 운동가나 연구자들에게 춤 공연을 선사하며 그
들에게서 춤에 관한 호응을 끌어낸 것은 대체로 한글춤이 으뜸
으로 쌓은 사회적 공로가 아닌가 한다.
인터뷰 내내 ‘젊은 무용인들을 참으로 존경한다는
’ 소감을
거듭 말하면서 이 교수는 젊은 세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두어 시간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무척 더웠던 8월 8일 낮에 엠
극장 1층 로비에서 있었다. 이숙재 교수는 정년퇴임을 계기로
개인 논문과 평문 등을 모은 자료집 3권을 출간하였고, 개인의
사적인 행로는 그간 여러 통로로 알려진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이숙재 엠극장 대표

는 지금 춤계에서 궁금해 할 점을 주제로 상의한 끝에 인터뷰
시작부터 본론을 향해 직행하기로 했다.

-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할 엠극장에 대해, 우선 실적부터 밝혀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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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개관한 이래 이제는 해마다 120편 가량의 안무작이 올라간다. 안무작 한 편당 25분 길
이의 공연작들이 대종을 이루는 것이 현추세이다. 안무자는 30대가 주축이다. 엠극장을 거쳐간 젊은
세대 안무자 가운데 국내 다른 행사들에서 선정되는 경우가 이제는 잦아지고 있다. 그 안무자들이 모
두 엠극장을 통해 춤계에 데뷔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엠극장을 거쳐간 사실만으로도 엠극장의 운영은
헛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엠극장 무대를 의미있게 만들어준 그들이 감사하다.”
그만한 작품들을 연간 120편 올린다면 이 역시 국내 단일 극장으로선 연중 최다 춤 공연 실적치로
기록될 것 같다. 엠극장이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 포이동 주택가. 엠극장의 전신은 밀물아트센터이다.
소규모이긴 해도 공연전시 복합 공간을 염두에 두고 지은 센터를 2006년 내부 설비를 개수해서 춤전
용 극장으로 개관하였다. 극장 주변에는 소형 빌라들이 밀집해 있고 극장이 있을 것 같지 않은 한적한
곳이다.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나 매봉역에서 택시나 버스로 10여분을 더 가야하고,
극장으로 가는 도중에 아무 문화 유관 시설이나 기관도 없으니, 오로지 엠극장에 관람하러 가려면 사
실 작지 않은 다짐이 필요하였다. 개관 몇 해가 흐른 지금 엠극장이 그런 애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주목해볼 점이다.
- 이제는 엠극장 마니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문이다.
“극장을 운영하면서 나로서는 좀 놀라운 일들을 보
게 되었다. 힙합이나 재즈 공연, 또는 그것들을 현
대춤이나 다른 춤 양식과 섞는 공연이 있는 날은
특히 극장이 무너지지나 않을지 슬쩍 염려(?)가 들
만큼 관객이 몰린다. 유료 관객 비율도 꽤 높은 것
같다. 그 열기는 참 대단하다. 물론 엠극장 무대에
서 중심은 예술춤으로서 극장춤이며, 이와 함께 힙

합재즈
․
등을 예술춤화하려는 작업이 점차 늘어나고
서로 어울리는 것을 무용인으로서 특히 바람직하게
받아들인다.”

이 대목에 이르러 이 교수는 한국무용현대무용
․
․

대담중인 이숙재 교수 ․ 김채현 대표

발레 3분법을 화두로 의견을 이어나갔다.
“3분법은 이제 골동품 정도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오래 되었다고 고전으로 믿는다면 시대
착오에 불과하다. 3분법의 시대적 역할이 진즉 끝났어야 했다는 것은 많은 무용인들이 동감하는 바이
다. 그런 생각에 못지 않게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 힙합 같은 이른바 거리춤도 오늘의 몸짓
으로 과감히 수용해야 하며 그것을 예술춤으로 응용해보려는 젊은 세대의 열기를 나는 엠극장에서 수
시로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 지금 우리 춤계는 나름 격변기에 진입하고 있다. 프로가 떠오르고 동호인 성격의 단체나 아마추어가
도태하는 중이며 3분법을 대체할 교육 방법과 학과 체제 그리고 안무 메소드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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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극장 운영 4년 동안 거의 모든 작품을 지켜보았다. 그런 중에 한국무용 계열의 현대춤이 변화하는
양상은 나에게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현대무용 계열의 춤들을 주
로 보아온 나로선 어쩌면 새로운 발견이자 깨달음이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국의 정체성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 현대춤이 국제 무대에서도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
서 더욱 3분법의 파기가 절실한 과제로 다가왔었다. 그런 와중에 엠극장에서 공연하는 젊은 세대를 대
하면 이전 세대에 비해 자기 신념, 자세, 춤 철학에서 확고한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그들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이 작지 않을 현실 속에서도 무대에서 마주치는 그들의 눈빛이나 움직임의 열기
는 내가 젊은 세대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세대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고 나름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그들은 우리 세대와는 확실히 다르다. 솔직히 말해 젊은 세대가 부럽고 진심으로 그들을 존
경한다. 이런 탓에 그들을 위해 연습실을 주선한다든가 다른 도움으로 성원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겠는가.”
- 엠극장은 사재로 개관하였다. 한국춤평론가회에서는 2009년도에 토론회를 통해 소극장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원금은 시드 머니로서 유효한 측면이 있다. 다만 지원 사업의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원
대상 극장들 간의 형평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성과 형평성이 흔들리면 지원
금 규모와는 무관하게 경영 열의를 저하시키는 등으로 지원 효과마저 떨어질 것이다. 또 극장 지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시드 머니 지원 말고도 고려할 만한 지원 방안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무대 스탭이
나 조명 스탭 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는 방법, 또 문화예술위원회 창작 지원 선정작 가운데 우수 소극
장 작품을 엠극장이나 다른 극장에서 재공연하여 공연 수명을 늘리도록 주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
다. 엠극장도 자립이 중요한 줄 알지만, 조명 스탭을 상근시키지 못하는 것도 아직은 재정의 어려움 때
문이다. 누가 봐도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임대한다면 수익이 훨씬 더 날 것이다. 이 공간을 이렇게 붙
들고 있는 것은 예술적 기대와 무형의 가치 때문이다. 순수예술 소극장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
면서 콩 하나를 열 명이 나눈다는 정신으로 지원금을 적절하게 배정하는 감동적 배려도 필요하다.”
- 젊은 세대를 더 성원하고 싶은 열의로 보나 그간의 기획 공연 내용으로 보나 엠극장이 젊은 세대 안

무가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감이 든다. 그동안 진행해온 기획에 더하여 엠극장에서
기획을 더 다양하게 해볼 여지도 있는 것 같다.

“연간 120편의 안무작이 엠극장에서 올려지지 않는다면 거의 대다수는 다른 극장에서 공연 기회를 잡
아야 할 것이고, 물론 어느 정도는 다른 곳에서 올려질 것이다. 그래도 특히 30세를 전후한 세대들을
위한 안정적인 발표 공간으로서 엠극장 나름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본다. 기획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극장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 극장과 제휴하여 상호 레지던
시 교환 방식의 작품 교류전을 정기적으로 여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이 경우 우선 가까운 중국이나 일
본의 소극장과 제휴하면 국내 젊은 세대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현대춤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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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로 위치를 굳히는 데 일조할 것이라 본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안무복합
․
차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휴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엠극장 설립과 운영에 대해 이 교수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도 일부 없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덧
붙였다. “문화는 세대를 초월하여 서로 함께 손잡고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엠극장 운영 과정에서 더
강하게 든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진심은 통할 것이라 믿는다.”

엠

극장과 함께 한글춤은 이숙재 교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왔다. 1991년에 시작한 이 공연의
버전이 36편이라는 점도 주목할 바이고 또 한글춤의 앞날을 어떻게 작정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도 하다.

“내년 상반기 내로 한글과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소극장 춤을 중견 안무가들이 개발창작하는
․
행사

를 교섭중이며, 이를테면 한글춤 콘텐츠 개발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왜 그런 구상에 이르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한글춤은 특정인이 독점할 춤이 아니다. 1991년 처음 ‘홀소리 닿소리 1’을 발표했을 때
이렇게 장수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한글춤을 개척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춤이 특정인의 사유물
일 수는 없다. 나는 언제나처럼 한글춤이 나의 손을 떠나 모두가 공유하는 춤이 되기를 원한다. 한글춤
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누구든 접근하는 주제로 그냥 열려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개인적으로 한글춤은 본인에게 무엇이었는가?
“한글춤의 개발 여지는 풍부하고 손볼 점도 많았다. 한글춤을 작업해오는 동안 테크닉이 엄청 개발되
고 밀물현대무용단이 내적 응집력을 갖는 효과도 엄청 컸었다. 그렇다면, 한글춤은 나에게나 우리 단원
들에게나 어떤 분신(아바타)이라 해도 좋을 것 같다. 게다가 춤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데 있어 한글 연
구가나 운동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한글춤에 대해 매우 높은 호응을 보여 보람도 작지 않았다.”
한글춤의 힘에 대해 이 교수는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한글 운동 원로 및 단체들이 공연에 관심을
표하고 작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한글춤을 발표하던 초기에 비해 완전
히 일신된 분위기이다. 지난 20년간 상승세를 이어온 이런 성원이 그동안 한글춤을 꾸준히 모색하도록
만든 원동력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에는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대규모 한
국 문화 연수 과정이 서울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글형 몸짓과 춤을 병행하는 체험을 직접해본
동포들의 반응이 좋았고, 믿어질지 몰라도, 심지어 눈물까지 보였다. 낡은 개념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하는데, 한글의 민족 정체성은 이 시대에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이를 현대춤 시각에서 예술화시키는 것
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그렇다면 한글춤이 앞으로도 계속 버전을 달리 하며 공연될 것으로 예상해도 좋은가.
“올해 10월 8~10일 광화문 또는 세종문화회관에서의 대형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대형 공연
은 소요 재정 규모가 커서 민간 차원에서 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가 싶지 않은 게 상례이다.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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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다보면서 해마다 하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런 중장기 계획
을 확정치 못하고 상황에 맞춰 해나가야 하는 사정은 이 때문이다. 처음 아날로그 시대에 시작해서 디
지털 시대에 이른 한글춤 공연을 보면 하나의 공연 역사가 길게 펼쳐진다. 공연 상황에 적절하게 다채
로움을 입혀 한글 문화나 우리 문화의 탁월성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데, 그러자면 다시 재정 문제를 해
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의미 전달 수단에서 출발한 한글은 민족 정체성 그리고 천지인의 우주성, 현대적 편의성, 전세계인
이 쉽게 식별할 보편적 과학성을 갖추었다. 스토리텔링에 기대지 않고서도 시대성 또는 시대 감각을
현대춤과 몸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예술성을 표현하는 작업이 한글 이미지로 가능할 테고 이를 ‘한글
환타지아라
’ 명명하면 어떨까 싶다.

“공감한다. 세계 시장에 내보내도 좋을 한글춤을 꿈꾸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 한글춤 업그
레이드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다른 매체와의 결합 가능성도 항상 열어 두고 있다. 사실 한글춤연구
소를 설립한 목적에는 이런 과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보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한

글연구소는 많아도 한글춤연구소는 국내에 유일하다. 가령 한글춤연구소와 어느 한글연구소가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가능성이 열려 있고 상상력도

무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넥타이나 스카프, 가방 등 장신구에서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타이포그
래피로 더러 개발되어온 한글 이미지와 한글 감성이 한글춤으로 한껏 날개를 달 가능성도 상상하게 된
다. 춤이 디자인에 날개를 더하다니... 그렇다면 한글춤연구소가 한글춤의 공연교육전파유통
․ ․ ․
측면에서
개발할 콘텐츠도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은 간략하나마, 그날 인터뷰 시작할 때 이숙재 교수에게 아래처럼 직설적으로 물어 보았었는데
인터뷰 마무리로 삼아도 될 것 같다.
- 이 교수 자신에게 춤은 무엇이며, 혹시 그동안 춤으로 겪은 갈등은 없었는가.
“대학에 진학하고 전공 영역별로 나눠 춤 수련을 할 때 현대무용을 전공한 나로선 일말의 정체성 혼란
을 겼었다. 우리 세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3분법에 얽매이지 않고 기본과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두
루 익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에서 춤 전공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든 춤 수련 초창기에 특히
한국무용이나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 학습하기를 신신당부하고 싶다.(이럴 때 경상도 사투리 ‘단디
해라는
’ 표현이 당부하는 마음을 강조해줄 것이다.) 그리고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가는 길보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길도 진지하게 숙고하는 태도가 중요해 보인다. 어찌 보면 나는 닦여진 길에서 약간 비
켜서서 걸어온 감이 있다. 내가 30대 중반에 3년간 해외 유학을 감행한 것도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 때
문이었다. 나에게 춤은 한마디로 동반자였고, 운명이려니 여기다보니 춤에 대해 사명감도 싹튼 것 같
다.”

* 춤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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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평

추상과 은유,

새로운 질감으로 풀어낸 극장예술의 묘미
- 전미숙의 <아모레 아모레미요>

장 광 열 (비평 / 본 협회 공동대표)

현

대무용의 묘미는 추상성이다. 그래서 춤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몸 자체가 언어나 의미 대
신 기호를 품고 있으니 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춤 매니아들은 그런 어려운 기호의

세계를 탐색하기 위해 춤 공연을 즐긴다.
전미숙의 작품은 늘 추상성과 은유가 작품의 중심에 있다. <아듀 마이러브>와 신작 <아모레 아모레
미요> (7월 1-3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평자 2일 공연 관람)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아듀 마이러브>의 무대 전체는 약간 고리타분한 느낌도 들지만, 안무가에 의해 조율된 추상적 기호는
유머가 더해지면서 활력이 넘친다. 제사상으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마무리 짓는 위트는 상상력의 백
미이다.
대중가요를 사용한 장면은 약간 언발란스한 면이 없지 않았다. 작품이 극도로 추상적이고 어려울
때 그런 위트는 더 현실감이 있겠지만, 의미가 쉽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 같은 시도는 오히려 촌스러
울 수 있다.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죄다 던져버리는 그 마음, 그것은 나이의 한계를 넘어 신에 도전하려는 인간
의 허세일 수도 있다. 제사상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안무가는 프로그램에 춤의 죽
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과 춤을 포기하는 것, 마지막에 오케스트라 피트
로 사라지는 붉은 정열은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신

작 <아모레 아모레미요>는 60분 길이의 장편이다. 안무가는 상당히 어깨에 힘을 넣고 시작했
다. 하얗게 변한 상하수의 윙을 가린, 흰색으로 치장한, 여러 개의 문이 무대를 가득 메운다. 의

미의 확장이 충분히 감지되는 무대장치이다.
‘들어감과
’ ‘나옴이라는
’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나 작품에서는 ‘들어감만
’ 강조
하고 있으니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가려는 듯하다. 수십 개의 흰색 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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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인 검정 피아노는 ‘가정을
’ 의미하는 대명사 같다. 이 정도면 설명은 충분하다.
우선 무용수들의 개개인 기량이 뛰어났다. 그들은 LDP 공연에서 보여주던, 스타일화 된 움직임의
패턴으로부터 탈피하고 있었다. 이는 공연이 계속될수록 더욱 빛을 발했고 작품의 완성도에 일등 공신
이 되게 했다.
사기로 만든 찻잔의 달그락거림은 신경질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조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한 여자의 섬세함이기도 하고, 외로움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샤샤 발츠가 <The Body>에서 수십 개
의 접시를 포개면서 내는 사운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육체성을 강조한 것과는 다른 발상이다.
찻잔과 길고 하얀 문, 그리고 검정 피아노만으로도 작품은 여성의 고독과 연결될 것이라는 낌새를 준
다. 한창호의 솔로 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고혹적이다.
차진엽, 최수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움직임의 질감도 작품에 활력소가 된다. 춤이 문제풀이집이 아
닐진데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세련된 무대미술만으로도 관객들은 즐겁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있었다. 안무가는 관객이 생각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때론 그것
이 중요한 작품 구성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 길이 지루함으로 일관된다면 안무가가 관객의 집중
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무조건 빠른 움직임이 재미를 주거나 집중을 줄 수 있다는 생
각으로부터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아모레 아모레미요>의 중반부는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지 않으면
서, 반복되는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갈수록 긴장감은 짙어졌다. 무대 전체에 버티고 있던 문들이 갑자기 여기저기
서 열리기 시작하면서 문밖의 사람들을 문의 안쪽 공간과 연결시킨다. 관계란 늘 해석을 필요로 한다.
관객의 해석이 무한대로 열려있도록 문의 장치는 그 의미가 다의적이다. 마치 문 안의 무대, 즉 마음속
을 들여다보는 듯하기도 하고, 문 안으로 결코 들어 갈 수 없는 높은 곳에 위치한 이들이 문밖에서 서
성거리는 같기도 하다.
이어 피아노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 여자들을 모이게 한다. 피아노 위에 올라가 있는 여자의 넋두
리, 혼자 하는 여자의 넋두리는 춤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춤이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의 문제를 건드
렸다.

현

실과 관객의 상상이 중첩되면서 위트를 선사한 이 장면은 압권이다. 심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개새끼 떨어질 뻔 했잖아!’하는 무용수의 위트는 객석을 웃음바다로 몰아넣었다.

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 알 수 없는 기호들로 들어차 있어도 마지막에 한 두 마디만 해주면 전체
가 정리된다. 여자의 독백이 끝나자 남녀의 애증관계 뒤에 오는 남자의 유혹적인 춤, 몸을 뒤흔들면서
“아모레 아모레미오” 노래에 맞춰 추는 남성 무용수의 감성은 육감적이다. 혼자 끝없이 춤을 추는 남
자, 거기에는 남자의 고독과 애수가 스며있으며 끝나지 않는 열정의 긴 회로가 보인다. <아모레 아모
레미오>는 그렇게 영원히 여성을 찾아 떠나는 남자의 외로운 사투를 마지막으로 산뜻한 결말을 선사했
다.
최근작 소품 <약속>에 이은 안무가 전미숙의 또 하나의 역작이다.

* 춤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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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으로 끝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기준 정비법
이 병 옥 (용인대 교수 /본 협회 공동대표)

지

난달 7월15일에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대통령에 상정하기위한 각 부처의 법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필자(중요무형문화재 49호 송파산대놀이 보존회장)가 56개 단체종목 보유단

체의 대표 증언자로 참석했었다.
심의 내용은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에서 입법예고한 무형문화재법 제14조 단체종목 보유자 인정기준
에 대한 정비법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지금까지 단체종목의 예능보유자 인원수를 정한 바 없
어 단체마다 보유자 숫자가 달라 민원이 제기되고 논란이 많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관성 없는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제기한 정비법은 단체종목의 예능
보유자(속칭 인간문화재)를 1명 이내로 축소한다는 어이없는 발상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문화재청이 올해 2010년 4월 19일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정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부터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의 인정기준 정비(안 14조 제1항 제1호)안으로 현재 중요무
형문화재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가 각 단체별로 다르게(0명~5명) 인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및 보유자
추가 인정 요구에 대한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보유단체 내 보유자 인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다.

즉, 현재까지 단체종목 기예능보유자를
․
종목별로 1~5명까지 인정하던 것을 1명 혹은 아예 두지 않

겠다는 개정안이다.

문

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를 1인 이내로 인정함으로써 단체별 보유자 인
정의 일관성 유지 및 공정성 확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단체의 리더 및 구심적 역

할 수행으로 조직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으로 현재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에 보유단체들은 지난 5월10일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불가의지를 알렸
다. 또한 보유단체들이 서면으로 질의한 질의답변내용을 문화재청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6조(중요
무형문화재의 지정)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하였고,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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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를 “중요무
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로서 “보유단체인
정과 별도로 그 구성원 중에서 개인 보유자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답변했다.

즉 단체와 분리되어 개인적으로 보유자가 되는 것은 법적논리적으로
․
근거가 미약하지만, 보유단체를

대표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교육 등 활동을 주도하면서 대외기관과의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1인 이내로 보유자를 인정하겠다는 방침
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56개 단체종목 대표들의 항변은 1960년대 초에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단체
종목을 지정하면서 많은 예능보유자를 40여년간 인정해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몰수하는 법안을 만들어
평생을 몸 바쳐 전통문화에 기여한 예능자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후
여러 차례 대표자모임, 전수조교모임을 통해 대책마련을 하던 중이었다.
그 사이에 개정안은 이미 국무총리실에까지 상정되었으며 곧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시행에 들어가는
급박한 상황에 다다랐다. 때마침 국무총리실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던 중에 확인차 중요무형문화재 제2
호인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를 비롯한 단체종목 몇 개에 의견수렴을 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표자
면담(7월13일)을 갖게 되었다.
전국에서 몇몇 보존회장들이 참석하여 보존단체의 입장을 다시 전달하였고, 7월15일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최종 심의에 증언자로 필자와 양주별산대놀이 회장이 추천받아 심의당일에 참석했다.

법

조계와 학계 등의 인사들로 구성된 총리실 심의회의에서 무형문화재 단체를 대표하여 증언한
내용의 핵심은 “이번 개정안은 단체종목 예능보유자를 1인 이내 또는 보유자없는 단체를 만들

게 되면 희망을 잃은 보존회는 활동도 미미해지고 회원 탈퇴자가 많아져 활성화는커녕 소멸을 부추겨
일제강점기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버금가는 악법이 될 소지가 많다는 점”과 “1인 보유자만 인정할 경
우 수십명 보존회원들 간의 경쟁심과 갈등이 증폭되고 보유자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묵시적 살인법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개정안이라는 점”과 “보존단체의 활성화는커녕 소멸과 와해의 문화재가 될 위험성
이 큰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체종목의 위기임을 증언하였다.
그리하여 3개월간 보존단체들의 피말리는 개정안 반대 투쟁은 이날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제는
보다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개정안이나 시행령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정부에 제시
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별로 보유자의 적정인원수(5명 이내)를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탈춤분
야는 탈춤은 배역과 마당수가 많아(예: 송파 33개 탈과 12마당) 4인 이내, 악사1인 등 5인 정도가 적
정선으로 보인다. 농악분야는 판굿에 수십명의 상쇠, 설장고, 징, 북춤과 소고춤, 잡색, 태평소 등에서
5인 이내, 굿분야도 여러 거리에 삼현육각 악사를 포함하여 5명 이내 등이 적정선으로 보인다. 또한
보유자와 전수조교와 합해서 10여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 20년에서 30년씩 적체된 수두룩한 이수자와 전수조교들을 해소하고 단체의 활성화를 도
모하는 방안으로는 보유자 임기제와 현행 명예보유자 제도를 더욱 살리는 길이다. 보유자 임기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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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만 하고 명예보유자로 승격시키는 것이 보유단체마다 막혀있는 진급정체를 푸는 열쇠가 된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단체종목은 젊은 전수자자 이수자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보유자에 막히고 전수조교에
막혀버린 오래된 이수자들의 조직체계에서 젊은이들은 돈도 안 되고 희망도 없기 때문에 전수자로 들
어오지도 않고 있는 이수자마저도 떠난다. 그래서 임기제를 통해 숨통이 트이면 젊은 차세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차후의 문화재청장은 제발 유형문화재 전문가보다는 무형문화재 전문가를 발탁하여 말많고 시
끄러운 무형문화재 단체의 속사정을 제대로 알아서 강력하게 대처할 능력있는 분이 천거되기 바란다.
* 춤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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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신무용 단상 4

신무용의 이국취향

2

김 영 희 (우리춤 연구가 / 본 협회 회원)

0세기 초 조선의 신무용이 동시대 세계적 조류 속에 있었음은 지난 글. 「<보살춤>의 오리엔탈
리즘」(『몸』2008년 12월호)에서 언급하였다. 20세기를 전후하여 유럽 제국들은 자국의 식민

지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쟁탈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비유럽 국가들의 문화는 제국(帝國)의 대상물로
서 탐색되었었다. 동 시기 유럽의 무용도 이국취향(Orientalism)이 대세였으니, 이사도라 던컨이 고대
그리스에서 영감을 얻어 뉴 댄스를 추기 시작했고, 루스 세인트와 데니 숀, 발레 뤼스의 작품들까지 이
집트와 서아시아, 인도, 중국 등을 소재로 한 이국취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국취향(異國 趣向, exoticism)이란 말 그대로 다른 지역이나 나라의 풍물이나 정취 등에 색다른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스어의 엑소티코스(exotikos:외국의, 외래의)에서 유래한 엑소티시즘은 이
국에 대한 매혹이 미지의 나라에 대한 동경을 일으키고, 이국 정취에 탐닉하여 이것을 미적 향락의 대
상으로 삼기도 한다. 그리고 20세기 전후 세계 열강이 동양을 지배하였던 제국주의 시대의 오리엔탈리
즘과 연관되어 있다.
조선의 신무용은 서양의 춤을 수입하면
서 당시 서양춤의 한 흐름이었던 ‘동양에
대한 이국취향까지
’
수입하였으니, 그 정치
적 문화적 배경을 인식했든 못했든 간에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은 서양춤에 대한
무조건적 지향이 팽배했었다. 이미 각국의
사교춤, 민속춤들이 유입되어 있었고, 세계
적으로 유행하던 레뷰춤도 들어왔으며, 예
술무용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신무용
1세대의 초기 작품들에서도 이국취향을 엿

최승희의 인도춤 수업

볼 수 있었다. 최승희의 작품으로 <오리엔탈>, <스파닛쉬 댄스>, <남양의 정경>, <집시의 무리>, <이
집트 풍경>, <서반아소녀의 무도>, <마주르카>, <인도인의 연가>가 그렇고, 조택원의 작품으로 <에스
파노로루>, <시바에 바친다>, <스페인야곡>, <흑인의 노래>, <인도의 노래>, <집시의 무리>, <애수의
인도>가 그러하다.
해방 이후에 신무용 2세대 무용가들의 춤에서도 이국취향을 볼 수 있는데, 이 춤들은 크게 인도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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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춤과 스페인춤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장추화(張秋華, 1918~2008)의 <다부라의 리듬>을 들 수
있다. 다부라는 인도의 북 타블라(tabla)를 말하는 것으로, 인도풍의 의상을 입고 타블라의 리듬에 맞추
어 추다가 고개를 까닥거리며 추는 춤이다. 1946년 8월의 조선무용예술협회 창립공연에서 보여주었고
이후 수차례 공연되었다. 1947년 10월에 시공관에서 있었던 ‘장추화 2회 신작무용발표회에서는
’
<취의
상(翠의 像)>이라는 춤도 보여주었다. 이 춤은 샴 고
전무용 87型 중 30型의 궁중무라고 소개하였다.

송

범(宋范, 1926~2007)의 구술에 의하면 장추화
는 프랑스 인으로 일본에 귀화한 이도 데이꼬

에게 인도춤을 배웠다고 한다. 또한 그는 장추화에게
직접 인도춤 기본과 샤무춤(남방춤) 기본을 배웠는바,
인도춤의 기본은 30분 가량 되었고, 장추화가 추었던
<창조의 여신>도 인도춤이었다고 한다.(송범 구술 박
선욱 채록, 한국근현대예술인구술채록연구시리즈 08

다부라의 리듬, 장추화

『송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4. 75~81쪽.) 장추화가 인도춤과 남방춤을 추었던 것은 그가 최승
희의 제자였고, 최승희는 당시 자신의 훈련 프로그램에 인도춤과 남방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
다.
그리고 진수방(陳壽芳, 1921-1995)이 1950년 1월의 ‘진수방 무용발표회에서
’
스페인 (서반아)춤을
무대에 올렸다. 그는 러시아제실무용학교 출신인 발레리나 그리아즈노바에게 스패니쉬 캐릭터 댄스와
헝가리언 댄스를 습득하여 귀국한 것이었다. 문철민은 이 공연에 부쳐 ‘지금 이 땅에는 인도남방계의
고전무용을 전하는 장추화 외에는 캐릭터 댄스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수방이 스페인 캐릭터
댄스를 보여준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순 스페인식이 아니라도 수방이 스페인 테크닉을 이용하여 자기
춤을 창작한 것이다.’라고 했다.(「캐릭터 댄스와 진수방」『
, 춤』 2001년 11월호. 107쪽 재인용) 스페
인 계통의 외국춤은 최승희 조택원이 초기에 이미 추었던바, 발레로 춤을 시작한 진수방이 어렵지 않
게 배웠을 것이며, 관객들 또한 생소한 춤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해방 이후에 신무용가들에 의해 레파토리화되기 시작한 인도춤, 남방춤, 스페인춤을 포함
한 이국취향의 춤들은 전쟁 이후에도 추어졌다. 송범이 <使蛇의 춤(사사의 춤)>(1952), <인도의 연
가>(1954)를 발표했고, 이인범발레단이 <항가리광상곡>, <인도의 애상>(1952)을 추었으며, 1953년의
‘8.15경축 무용제전’(대구중앙국립극장)에서 이인범(李仁凡, ?~2003)과 주리(朱莉, 1937~ )가 <항가리
광시곡>을, 주리가 <칼멘>을 추었다. 또 김백초(金白草)의 <난무하는 집시>(1955)가 있었고, 한국무용
예술인협회 주최 ‘광복 10주년 무용예술제’ 중에 정무연(鄭舞燕, 1927~ )이 <호타 아라고네스>를 추었
다. 이후 정무연은 정무연귀국발표회(1957)에서 河上五郞 문하에서 배운 <추억의 정화-Espana cani,
La Cum Parrsita>, <Fandango>를 추었다. 진수방의 제자였던 주리가 1959년 주리발레단 창단공연에
서 황휘 대본 연출, 주리 안무 구성의 <칼멘>(1막 6경)과 <캐릭터 댄스>를 선보였고, 은방초(殷芳草,
1931~ )는 은방초무용발표회에서 <캄보디아의 벽화>(1959)를 추었다. 그리고 김해랑(金海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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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1969)의 <헝가리안 댄스>, <오리엔탈>과 김상규(金湘圭, 1922~1989)의 <남방의 정서>(1955),
<아잔타의 꿈>(1964), <동양의 정서>(1968)도 있었다.
이렇게 많은 신무용가들이 이국취향의 춤들을 추었으니, 1960년대까지 이국취향의 춤들은 춤계에서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었던 것이다. 1961년 1월에 있었던 ‘무용인종합예술제에서
’
1부는 발레, 2부는
신무용, 3부는 모던 발레였고, 4부는 캐릭터댄스로 <한국의 봄>, <使蛇의 춤>, <차이나 댄스>, <아라
토 로>, <농악무>가 구성되었었다. 또한 1966년 10월의 국립무용단 8회 정기공연에는 주리 안무의
<스위트 에스판요라> 라는 작품이 공연되기도 하였다. 초창기 국립무용단이 춤 장르가 혼합되어 있었
고, 신무용가들이 이국취향의 레파토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활동한 신무용 2세대들은 전통춤, 신무용, 모던 댄스, 인도춤과 남방
춤 등을 춤의 기본훈련으로 수업했었고, 이들은 거의 인도춤과 남방춤을 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페인춤은 발레로부터 춤을 시작했던 진수방, 조광, 주리가 추었다.

조

광과 주리는 현재까지 스페인춤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광(趙洸, 1929~ )은 정인방, 장추화무용
연구소(1947-1949)를 거쳐 일본 동경 핫도리 시마다(服部島田)발레연구소에서 수학하고

(1949~55) 귀국 후 활동하다가,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페인의 토마스데 마드리드와 마루틴 바가
쓰에게 스페인춤을 사사하였다. 1979년에는 국립극장에서 스페인춤 만으로 무용 공연을 올리기도 하였
다. 주리의 경우도 1960년대 후반에 스페인으로 유학하여 마드리드 왕립무용학교를 졸업하고 스페인
현지와 한국에서 정열적으로 스페인춤을 추고 있다.
이러한 이국취향의 춤들은 20세기 후반 한국춤계에서 매우 약화되었다. 이는 신무용 전반의 퇴조와
함께 한국춤 전반에서 춤 장르가 분화, 전문화되었고, 세계 각국의 춤들을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볼 수
있게 되면서, 이국취향의 춤들은 그야말로 캐릭터 댄스로 위치지어졌다.
돌아보면 인도춤, 남방춤, 스페인춤들은 단지 각국의 민속춤이며 캐릭터 댄스일 뿐이다. 이러한 춤
들이 20세기 중반에 한국춤계에서 한국춤, 발레, 현대무용과 함께 동등하게 추어졌다는 점은 매우 이
채롭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는 일제강점기부터 이국취향에 빠져 있었던 한국 근대춤의 한 흐름이었고,
신무용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무용의 한 장면이다. ( 몸 2009년 5월호)

* 춤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