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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바슐라르의 역동적 상상력에 근거한 춤의 공기 이미지 연구*
- ｢라 실피드｣와 ｢프네우마｣를 중심으로 노영재**1)

Ⅰ. 서론
Ⅱ. 바슐라르와 상상력 이론
Ⅲ. 춤의 공기 이미지와 상상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스통 바슐라르(G. Bachelard)의 역동적 상상력 이론을 중심으로 낭만 발레 ｢라
실피드, La Sylphide｣(1932)와 카롤린 칼송(C. Carlson)의 현대춤 ｢프네우마, Pneuma｣(2014)에 나타
난 공기 이미지를 분석하여 춤으로 표현되는 상상력의 내면적 특질을 조명하는 데 있다. 상상력이란 쉽
게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비현실적인 것을 그려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꿈, 환상, 정령 등을 그
리는 19세기 낭만발레에서 상상력은 인간이 자기 내면의 신화와 원형을 교감케 하였고, 춤은 “눈으로 보
는 음악”이라는 조지 발란신의 표현처럼 상상력은 추상의 영역에서도 그 가치를 발휘하였다.
상상은 모든 예술 창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예술은 세계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가
장 뚜렷한 개인주의적 양식으로 재현한 것이다”(서의윤 역, 2018, p. 248)라는 유미주의 작가 오스카 와
일드의 말처럼 예술가는 상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구현하고, 세계 속 보편적 현상을 개인의 창의적
인 방법으로 전한다. 이처럼 상상력은 21세기 창의성을 중시하는 현대 문화의 키워드로서만이 아니라
예술의 기원부터 함께 해온 무구한 인간 정신의 작용이다. 본 연구는 예술 창작의 원동력이 되는 상상력
에 주목하여 춤에 발현된 상상력의 철학적 의미를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춤의
해석적, 비평적 논의를 인문학적 맥락으로 확장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성 중심의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서양 문화사에서 상상력은 주관적 사유의 산물로 그 가치를 올
바로 인정받지 못했다. 비합리적 요소로 여겨졌던 상상력이 인간 정신의 원초적 능력으로 적극적인 의
미를 부여받게 된 것은 바슐라르에 이르러서이다. 바슐라르는 프랑스 과학철학자이자 문학 비평가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본래 물리학을 전공하고 과학철학자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였지만,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06997).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특별연구원, ballety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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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연구 과정에서 이미지나 상상력과 같은 어떤 정신적인 패턴이 과학 발전을 저해하는 ‘인식론적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 작용은 과학의 객관적 인식을 위해서는 제거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미지와 상상력은 인간의 정신 활동에 있어 장애를 가져다주는 오류가 아니라 주
관적 가치체계이고 이 주관적 가치체계야말로 인간 정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은 바슐라르는 이
미지와 상상력의 긍정적 가치에 관한 탐구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이현주, 2008, p. 16).
이성의 확고한 지위를 뒤엎으며 ‘상상력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 평가받는 그의 이미지와 상상력
연구는 이후 과학철학을 떠나 문학 비평 분야에서 다양한 시론과 이미지론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바슐라르는 뚜렷한 의지 없이 상상력을 펼치는 몽상(reˋ verie)1) 속 ‘상상하는 주체의 의식’이 무의
식과 의식을 이어준다고 여겼으며, 상상이 끌어올리는 무의식의 세계를 심층심리학의 대가 칼 구스타프
융(C. G. Jung)의 원형(archetype)2) 개념과 결부시키기도 하면서 시적 상상의 창조적 근원을 탐구하
는데 매진하였다(곽광수, 2009, p. 51).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은 비합리적이라 치부되었던 상상력을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요소로 다
루고 있다는 점이며, 상상력의 창의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 불, 흙, 공기라는 4원소
의 질료적 성질을 기반으로 하는 상상력은 고정된 시각적 이미지가 아닌 유동하는 정신적 이미지를 산
출하여 끊임없이 창조하는 정신적 능력과 인간 내면의 풍경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바슐라르 상상력의
핵심이다.
상상과 인간의 심적 문제를 결부시킨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은 문학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심리학,
철학, 신학, 시각예술 등 거의 전 인문 예술 분야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 특히 창의성이 화두인 현대 사회에서 그가 탐구한 상상력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는 창의성 개발
의 관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강성중, 2011; 송희영, 2010; 유경훈, 2009). 무용과 바슐라르의 상상
력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스통 바슐라르의 상상력 철학과 무용창의성｣(박영하, 2012),
｢Bachelard, G.의 상상력 원리를 적용한 발레수업이 무용창의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노은초, 2016),
｢가스통 바슐라르 상상력 이론이 무용교육에 미치는 효과｣(조선영, 2018)가 있다. 상상은 예술 창조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무용 창의성 개발과 바슐라르를 접목한 이들의 연구는 교육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에서 방대하게 이루어진 바슐라르는 무용 분야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이론이며 그 가치를 인식하는 소수의 선행연구도 교육 활용 가능성과 교육 현장의 실습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기에 상상력 이론에 대한 심층적 논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의 주요 철학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춤의 인문학적 해석과 이론적 고찰을 통해 춤적 상상력
1) 바슐라르적 상상력의 근간인 몽상은 심층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적인 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심층심리학에서의 꿈
은 전적으로 무의식적 내용으로 간주하는 반면 바슐라르의 몽상은 낮에 꾸는 꿈(daydream) 즉 “완전한 의식의 상태도
완전한 무의식의 상태도 아닌” 중간의 위치에 가깝다(홍명희, 2005, p. 43).
2) 원형은 칼 구스타프 융이 제창한 분석심리학의 주요 개념으로 인간의 무의식중에서도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다. “전 인류 공통의 기억이나 이미지의 모티프가 되는 것으로 인간 누구에게나 존재
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인 원형은 바슐라르에게 상상력의 보편성과 궁극성을 사유하게 하는 개념이 된다(이부영,
2011, p. 115).
3) 바슐라르의 상상력 철학은 시문학을 시작으로 인문, 예술, 사회과학, 현대 융복합 분야에서 다각도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왔기에 선행연구를 모두 열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중 4원소와 관련된 최근 연구(김선정, 2019; 성창규, 2018;
이정은, 2017; 정지훈, 2014)들은 참고문헌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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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면적 특질에 주목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둔다.
바슐라르의 4원소론 중 공기에 초점을 둔 본 연구는 공기를 주제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둠으로써 역사
적으로 새로운 예술춤의 시대를 연 낭만발레 ｢라 실피드｣와 바슐라르의 시론에 영감을 받아 동시대의
춤 언어로 공기를 체화한 ｢프네우마｣를 대상으로 하여 두 작품에 담긴 공기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탐구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먼저 춤의 공기 이미지 고찰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4원소에 기반한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의 배경과 체계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 4원소 중 공기의 운동 이미지에 관한 상상력 이론
의 의미를 고찰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작품 ｢라 실피드｣와 ｢프네우마｣에 담긴 공기 이미지를 역동적
상상력의 주요 개념과 특질로 조명할 것이다. 그리하여 춤이 보여주는 공기 이미지의 질료성 및 역동성
의 독창적인 특질을 도출하고, 춤의 역동적 상상력의 세계가 지닌 내면적 의미와 가치를 종합적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바슐라르의 전반적인 철학과 무용 작품의 배경 및 역사, 안무가 연구는 국내외 단행본,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본론에서 춤 이미지 논의는 역동적 상상력의 핵
심이 담긴 바슐라르의 주요 저서를 근거로 이루어지며, 이와 함께 작품에 담긴 상상력의 특질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연 DVD4)와 공연실황 스트리밍 영상을 함께 참고한다.

II. 바슐라르와 상상력 이론
1. 4원소론과 물질적 상상력
시적 혹은 더 넓게는 예술적 관념을 담고 있는 상상과 이미지는 과학과는 정반대의 영역에 자리잡고
있다.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철학자로서 출발한 바슐라르는 상상력 연구를 통해 현대문학이론에 큰 영향
을 미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소위 ‘과학적 정신에 관한 정신분석’의 일환으로 과학의 객관적 인식
을 방해하는 주관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천착했던 초창기 바슐라르의 학문적 관심은 오히려 과학이 추구
하는 합리성 및 객관성에서 시학으로 이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지적 탐
구에 방해물로 여겨졌던 심리적 요소는 바슐라르에게 인간의 상상력이 주는 주관적 가치의 집중으로 이
어졌고, 이미지와 상상력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현대 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로 거듭나게 하
는 밑거름이 되었다.
바슐라르의 상상력 철학은 세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첫째, 상상력이 투사되어 나타나는 4원
소론, 둘째, 상상력의 작용 자체를 묘사하는 이미지의 현상학, 셋째, 상상력의 궁극성을 묘사하는 원형
4) 공연 영상물을 참고하는 데 있어 ｢라 실피드｣는 오늘날 부르농빌(A. Bournonville) 버전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마리 탈리오니의 이미지를 논의하는 본 연구는 부르농빌뿐만 아니라 탈리오니의 초연을 고증하였다고 알려진 라
코트(P. Lacotte) 버전도 함께 참고하였다. 파리오페라발레가 레퍼토리화한 라코트 버전은 피에르 라코트가 고고학자의
자세로 초연의 기록을 발굴하며 원작을 복원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19세기가 아닌 1970년대의 예술적 관점이 가미
된 또 하나의 새로운 버전이라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F. Pouillaude는 ｢라 실피드｣를 포함한 고
전발레의 원작을 다루고 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구술 자료의 특성과 다양한 제작 관행에 대해 비평적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F, Pouillaude, 2017, pp. 2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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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다(Bachelard 저, 이가림 역, 1980, pp. 364-365). 시학 분야에서 정립된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
은 형태, 물질, 역동, 원형이라는 체계를 지닌다(그림 1).

<그림 1> 상상력의 체계

이러한 체계는 주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단계화되며 상상력의 핵심은 4원소론에서 비롯한 ‘물질’에
있다. 우리에게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대상을 형태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 파악한다(홍명희,
2005, p. 31). 어떤 것을 상상할 때 대상의 외부 형상이 지닌 형태적 이미지가 아닌 대상의 성질, 질료가
가진 원초적 성질에 주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에서 항아리의 크기, 표면, 부
피처럼 외곽선을 따라 그려지는 일정한 가시적 모양이 형태적 상상이라 한다면, 진흙이라는 재료가
주는 감각이나 성질을 통해 하나의 항아리 그 너머로 전개되는 상상의 변화가 바로 물질적 상상이다.
형태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객관적이며 외부의 대상에서 이미지가 고정되기 때문에 단일적이지만
물질로 파악하는 이미지는 다양한 주관적 연상을 통해 주어진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상상의 지평을
넓혀 나간다.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데에서 비롯된 고대 그리스 4원소론은 바슐라르에게 이미지의 물질성을 연
구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물, 불, 흙, 공기를 지칭하는 4원소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
도클레스가 자연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원적 요소로 여겨졌다
(노영재, 2021, p. 29). 4원소론은 고대 우주론, 연금술 등에서 확장되며 끊임없는 관심을 받았는데 바
슐라르는 이를 과학에서 문학의 영역으로 가져오며 상상력의 법칙에 적용하게 된다. 바슐라르에게 있어
4원소는 화학적 분석에 의해 나타나는 네 가지 원소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어떤 것들과 우
리 바깥의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통로이자 인간의 마음속에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힘의 공급처로 기
능한다(송희영, 2010, p. 198). 다시 말하면 4원소는 외부의 자연을 움직이는 큰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자연 속에서도 살아 생동하는 마음의 원형이기도 하다. 4원소를 사람과 자연, 몸과 마음, 이미지
와 실재 전체를 관통하는 우주적 힘으로 바라보았던 바슐라르는 이 네 가지 원형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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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하고 상호작용하여 내부의 창조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역설하였다.
‘이미지의 4원소론’이라 일컬어지는 불, 물, 공기, 흙에 관한 그의 주요 저술은 상상력 체계의 발전과
변화를 가늠하게 한다. 바슐라르의 초기 저작인 불의 정신분석의 출간은 그가 과학철학에서 문학으로
시선을 돌리게끔 하여 상상력 연구의 기반을 마련해 준 전환점이었다. 애초에 이 책의 설계는 객관적 지
식의 탐구라는 과학철학 연구의 연장선에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문학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과학적 사유의 순수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이미지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불에 관한 이미지의 분류와 집필의 과정에서 바슐라르는 과학철학자의 이력을 뒤흔드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즉 인간의 삶에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은 자생적인 생명력을 가지
고 있으며, 인간의 내면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홍명희, 2005, pp.
29-30). 바슐라르에게 “불은 이제 더는 과학의 대상이 아니며,” 현상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심리적 의미,
즉 정신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김병욱 역, 2007, p. 15).
불의 정신분석이 과도기적 시기에서 이미지론의 가설을 성립한 계기가 되었다면 그 뒤에 이어진
물과 꿈에서 바슐라르는 본격적으로 물질적 상상력에 관한 시론을 펼쳐나간다. 물과 꿈은 질료로
파악되는 물 이미지 분석을 통해 물이 불러일으키는 끊임없는 몽상을 살펴보면서 물질적 상상력의 근본
원리와 중요성을 숙고한다. 바슐라르는 여기서 형태적 상상과 물질적 상상의 두 가지 축을 제시함으로
써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물질적 상상이 가져다주는 자유로움과 시각에서 벗어나 정신적 활동을 수반하
는 이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간다. 맑은 물, 깊은 물, 죽은 물, 부드러운 물 등 물의 질료성이 불러일
으키는 상상은 고정된 대상을 벗어나 창의적이며, 한편으론 물에 관한 인간의 보편적인 정신과 연결될
때 원래의 대상마저도 지워버리는 무한한 상상의 경지로 나아간다. 물과 꿈의 마지막 장 ‘난폭한 물’
은 분노의 심리학을 통해 물의 물질적 상상력이 지닌 운동성을 인간의 의지력과 결부시킴으로써 물질에
서 나아가 보다 능동적인 경지의 상상력, 즉 역동적 상상력 개념으로 이어진다.

2. 역동적 상상력
춤의 공기 이미지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본 연구는 형태와 물질적 상상력의 단계를 넘어 역동
적 상상력으로 나아간 저서, 공기와 꿈에 담긴 시각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이 책은 4원소론으로부터
이미지의 현상학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4원소에 대한 저술을 통해 바슐라르
는 상상력의 물질적 결정이 차츰차츰 정신적 결정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에
서 본다면 공기와 꿈은 “하나의 관념 철학의 최초의 원리로서의 상상력”에 대한 바슐라르의 연구에 있
어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곽광수, 2009, p. 49). ‘운동에 관한 상상력’이라는 부제를 지닌
공기와 꿈은 문학 이미지에 담긴 공기에 대한 몽상이 핵심이다. 바슐라르는 물질성을 전혀 가지지 않
는 무형의 공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물질 그 너머를 보는 것’, 즉 ‘이미지를 갖지 않는 상상력’에 관한 사
유를 펼친다. 달리 말하면 이미지의 형태나 구성을 넘어 ‘이미지의 가동성’에 주목하면서 상상력을 무엇
보다도 먼저 정신적 가동성의 한 유형, 가장 크고 제일 활발하고 또 가장 생동적인 정신적 가동성의 한
유형이라 규정한다(Bachelard 저, 정영란 역, 2017, p. 21).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객관적 존재가 아닌 주관적 존재로서 의미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며,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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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이러한 인간의 주관적 가치부여 정도에 따라 더욱 창의적이고 독자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역동적 상상력은 질료가 주는 감각에서 점차 멀어져 운동성과 자율성을 갖게 되는 단계이자 감각적 한
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원형적 상상을 잇는 변형의 단계이다. 바슐라르는 4원소 중 무색투명한 공기에
서 상승과 하강의 변증법적 승화를 읽으며 인간을 역동적인 상승의 삶으로 인도하는 상상력을 말한다.
이는 곧 공기가 지닌 원초적 이미지를 탐구하는 것이며,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을 체험하고 내적 영혼
의 울림을 느끼는 원형적 작용을 수반한 창의적인 변환을 의미한다.
공기와 꿈은 이미지의 가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운동 이미지가 지니는 풍요로운 생명력과 욕망에 대
한 고찰이 주를 이룬다. 인간 정신의 원형이나 이미지의 정신분석 등 심층 심리는 바슐라르의 주된 관심
이었지만 이는 프로이트식 정신분석과는 거리가 있다. 공기의 운동에 대한 바슐라르적 상상은 정확히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꿈과 욕망 등은 정신분석의 주요 개념이지만 바슐라르는 프로이트의 억압 이론
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기와 꿈은 고전적 정신분석학 이슈인 하늘을 나는 꿈
에 관한 반정신분석적 접근을 시작으로 정신분석가 로버트 드주아이유의 몽상적 최면 분석, 철학자 니
체의 공기적 상승 심리 등을 함께 읽으며 상승과 하강의 심리를 상상과 결부시켜 탐구하는 데 주력한다.
더불어 날개, 하늘, 구름, 별과 같은 구체적 시적 메타포에 담긴 무형의 역동성을 조명함으로써 물질을
능가하는 역동적 상상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III. 춤의 공기 이미지와 상상력
본 절에서는 공기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두 작품, ｢라 실피드｣와 ｢프네우마｣를 바슐라르의
역동적 상상력 이론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두 작품을 논의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라 실피드｣는 19세기
공기 이미지의 상상에 담긴 특질을 바슐라르의 시각에서 읽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두 번째, ｢프네우마｣
는 바슐라르의 저서 공기와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입한 안무가 칼송의 공기 이미지 재현 방식과 특
질을 바슐라르의 공기 시론 텍스트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개별 작품이 다루는 공기 이미지
가 산출하는 질료성과 운동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예술적 표현 방식을 바슐라르적 상상과 연계해 논의하
는 것이 본론의 핵심이다.

1. ｢라 실피드｣의 공기 이미지와 상상력: 수직과 승화
서양 무용사에서 공기가 큰 주목을 받았던 작품은 19세기 낭만발레 ｢라 실피드｣이다. 실피드
(sylphide) 혹은 실프(sylph)는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의 체계를 이루는 4원소 중 공기에 해당한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16세기 스위스 연금술사 파라켈수스의 업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이자 연금술
사인 파라켈수스는 자신의 저서 A Book on Nymphs, Sylphs, Pygmies, and Salamanders, and on

the Other Spirits(1566)에 공기(Sylph), 불(Salamender), 물(Undine), 흙(Gnome) 등 4원소 각각에
이름을 붙여 정령으로 의인화하는 신화적 체계를 만들었다. 17세기 중엽부터 용어로 정착한 실프는 라
틴어 숲(sylvestris)과 님프(nympha)의 합성어로 원래 공기에 거주하는 영이란 의미였으나, 19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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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가녀리고 우아한 여성 혹은 소녀를 지칭하게 된다(노영재, 2021, p. 29).
파라켈수스가 신비롭게 정의한 실프는 17, 18세기 알렉산더 포프(A. Pope)와 존 밀턴(J. Milton)의
시, 세익스피어(W. Shakespeare)의 희곡 등에서 여러 캐릭터로 등장하지만 19세기에 들어 실프가 영원
한 젊음을 소유한 작은 여성 요정의 이미지로 고정된 것은 바로 발레 ｢라 실피드｣의 획기적인 성공의 영
향이 컸다. 여기서 실프는 낭만적인 형상으로만 남아있으며 투명한 삼림 지대의 거주하며 종종 부주의
한 남성을 매혹하는 존재로도 묘사된다(Merriam-Webster Dictionary, Sylph).
역동적 상상의 원천인 공기는 4원소 중 유일하게 무색무취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정체와 흐름을
반복하는 에너지를 지닌 보이지 않는 운동성을 지닌다. 실프의 어원이 님프와 숲에서 비롯된다는 것
은 숲속의 나무와 바람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공기는 산들바람, 즉 나뭇가지를 흔들고 부드럽게 빠져
나가는 바람의 유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살랑거리는 바람이 내는 소리는 젊은 여성의 노랫소리에도 비
견된다. ｢라 실피드｣ 초연에서의 주역 마리 탈리오니는 몽상 속에서 남자 주인공 제임스를 뒤흔드는 공
기의 정령으로 등장하는데 그 모습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묘사되고 있다.
은밀하게 나는 듯한 스텝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표현을 불허할 정도로 인상적이다(...) 요정의 수
줍은 우아함, 방자한 흥겨움, 그리고 예술적인 겸손함을 묘사하는 데에는 나비의 우유부단한 비행,
혹은 4월의 부드러운 바람이 꽃에서 날려 보내 공중에서 부유하는 꽃술덩어리 정도가 이에 적절
한 표현일 것이다. 탈리오니는 실제로 인간이 아닐 것이다. 하느님도 탈리오니 같은 천사를 상상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Cass 저, 김말복 역, 1998, p. 156).

탈리오니의 공기 이미지를 즉, 바슐라르적 시각에서 외형이 아닌 질료적, 운동적 상상에 주목한다는
것은 곧 공기로서의 탈리오니가 보여주는 동작의 질과 운동 감각에 초점을 두며 그 이미지를 통해 상상
의 본질 혹은 내면을 숙고해보는 것이다. 바슐라르가 말하는 공기에 관한 몽상은 주관적인 상태로 시적
화자나 시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공기가 되어 겪는 원초적 체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몽상 속 이미지
는 내부에서 스스로 상상되는 정신 심리적 현실이다(Bachelard 저, 정영란 역, 2017, p. 44). 보이지 않
는 공기의 외형적 구현은 극히 제한적이듯, 춤에서도 무용수의 가녀린 실체만으로 공기의 정령이 이상
적으로 구현되지는 않는다.
탈리오니가 현실적인 아름다움과 여성스러운 태도를 넘어 천사와 같은 비인간적인 천상의 존재로까
지 격상되는 배경에는 형상을 초월하고 물질을 넘어서는 내면의 상상이 동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의 <그림 1>에서와 같이 바슐라르는 형상적 상상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역동적 상상은 질료적 상
상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물질적 원소는 상상하는 정신 심리에 지속성을 제공하는 훌륭한 인
도자이며, 물질적 상상력에 의해 열정적으로 수용된 모든 원소는 역동적 상상력을 위해 각별한 승화, 특
정적 초월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앞의 책, p. 32).
바슐라르는 정신분석의 고전적 주제인 ‘하늘을 나는 꿈’을 통해 비행이 지닌 역동적 상상의 본질을 수
직성과 변증법적 승화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역동적 상상의 바탕에는 발끝으로 가벼이 디디거나 미끄러
지듯 이동하는 포인트 워크(en pointe),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부유하는 듯한 부드러운 팔 동작과 이
와 결부된 백색 의상이 주는 환영 효과 등과 같은, 이전의 춤 기교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기
의 질료적 성질이 가미된 독특한 신체 감각이 존재하고 있다. 동작은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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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깃털처럼 떠야 하고 팔 동작은 평론가 고티에의 비유처럼 ‘긴 시(long poem)’를 능가할 정도로 여운
을 남겨야 한다(Boisseau, July 5, 2017). 상승의 상상력에 관해 바슐라르는 “모든 메타포 중에서 고도
와 상승, 깊이와 하강, 추락에 관한 메타포들은 전형적 의미에서 공리적인 메타포”(Bachelard 저, 정영
란 역, 2017, p. 37)라 역설했듯이 ｢라 실피드｣에서 공기 정령의 자유로운 상승과 비행은 정신 심리의
승화를 보여주는 기본적이며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비행에 관한 몽상에서 무엇보다 바슐라르는 시각적 이미지보다는 본질적 체험을 강조한다. 즉, 비
행에서 실제 새처럼 퍼덕이는 날개는 형식적 외형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원초적 상상으로 이끄는 것
은 헤르메스의 발뒤꿈치에 달린 날개, 밤의 여행자인 메르쿠리우스의 뒤축 날개들과 같은 것이다(앞의
책, 2017, pp. 70-71). 이처럼 극미한 날개를 “몽상적 날개”라 지칭하는데, 실프의 이미지에서도 유사
한 맥락으로 몽상적 날개의 은유를 변증법적 승화와 연계해 대입해볼 수 있다.
실프의 등에 달린 작은 날개는 정령이라는 최소한의 표지와 상징으로만 존재할 뿐 춤 동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탈리오니의 ‘공기적 영성’은 발끝으로 춤추는 독특한 스텝에서
나온다. 공기와도 같은 가벼운 움직임을 가능케 한 슈즈는 오늘날의 단단한 토슈즈가 아닌 당대 여성들
이 신는 일상의 구두와 비슷한 모양이었으나 탈리오니는 작은 발끝으로 가벼운 포즈와 점프를 자유자재
로 구사함으로써 일상의 차원을 완벽히 지워버린 것이다. 춤에서 몽상적 날개는 바로 실프의 발끝에 달
려있으며 관객에게는 상승의 체험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용학자 수잔 포스터(S. L. Foster)는 자신의 저서 Choreography and Narrative(1998)에서 낭만
주의 시대 환영에 걸맞은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고안된 물리적 장치에 담긴 욕망을 언급한다. 비현실성
의 탐색을 돕는 정교한 기계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가벼움과 비행의 가능성을 제시한다(Foster, 1996,
p. 235). 이러한 연출은 공기를 물질로서의 가벼움 뿐만 아니라 속도와 공간감을 동반한 이동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한 것이다. 한층 진화된 무대 장치를 이용한 상승 심리는 시대를 지나며 작품 전체에 걸쳐
포진되어있다. 1막에서는 벽난로에서 실프가 순식간에 들어 올려지며 사라지는 모습이나 달빛이 드는

<그림 2> Fairies(British Library/Science Photo Library)(좌)5)와 ｢라 실피드｣(1971)(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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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창을 통해 들어와 사뿐히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치, 그리고 2막에서는 실제 공중으로 부상하고 날아
가는 모습 등을 통해 실프의 고양된 초인간적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다(그림 2). 이는 천상의 존재에
대한 상상과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며 자유로움에 대한 심적 본능
이 수직적인 추진력을 지니고 발현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디든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기적 상상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형이상학적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공기 이미지는 또한 19세기 컬러 석판화의 발전과도 연계되는데 낭만주의 석판화는 낭만발레의 인기
와 맞물려 당대 발레의 기록이 담긴 중요한 사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춤 도상들은 춤의 형태와 테크닉
을 짐작할 수 있는 사료일 뿐만 아니라 탈리오니의 무대 위 역동적 모습은 다양한 석판화와 스케치를 양
산하는 현상을 불러왔다. 시적인 혹은 영적인 무용수로 평가받았던 탈리오니의 실프는 그림 속에서 곧
잘 나무, 하늘, 안개, 구름 등 자연과 결합해 더욱 몽환적으로 묘사됨으로써 공기 요정 이미지에 대한 상
상이 무한히 증폭되었음을 보여준다(Homans, 2010, p. 141). 한편으로 이러한 석판화의 상업적 성공은
발레리나의 이미지가 중산층에게 널리 소비되는 대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시대
를 대표하는 여성 이미지가 되기도 하였다(Garafola, 1997, p. 129).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미적으로 대
상화된 여성이란 비판의 요소가 있지만, 가벼움과 동시에 투명한 이미지로까지 확대된 공기의 질료적
성질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날에도 공연되는 ｢라 실피드｣는 19세기 도상 속 날개 달린 낭만적 요정의 형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로맨틱 튀튀와 화관을 벗고 미니멀한 의상과 포인트 워크로 가벼움의 성질을 부각하거나 시
대가 모호한 신비로운 분위기로 치환되어 공기의 상상을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이미지로 재현되기도
한다(그림 3, 4).

<그림 3> 탈리오니의 석판화(좌, 중앙)와 Bolshoi Ballet in Cinema18/19 시즌(우)

5) Théophile Gautier, Jules Janin, Philarete Chasles 공저의 Les Beautés de l'opéra, ou Chefs-d'oeuvre lyriques
(1845)에 실린 삽화로 실프의 상상을 이미지화한 것이다(Pappacena, 2012, p. 175).
6) 1971년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로 초연된 라코트 버전의 ｢라 실피드｣로 공중을 나는 실프를 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Boisseau, July 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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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aris Opera Ballet 팟캐스트(좌)7)와 New York City Ballet ｢라 실피드｣(우)8)

2. ｢프네우마｣의 공기 이미지와 상상력: 열린 상상력의 대극
발레｢라 실피드｣가 춤을 통해 공기에 대한 상상을 구현하였다고는 하지만 시대적, 장르적 특성상 자
유로운 상상으로의 전환에는 분명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칼송의 ｢프네우마｣는 공기에 대
한 이미지를 동시대적이며 실험적인 어휘로 표현하며 상상의 공간을 확장해 나간다. 1943년 미국 오클
랜드 태생의 칼송은 뉴욕 얼윈 니콜라이 무용단을 거쳐 70년대 프랑스로 이주한 후 누벨 당스의 선구자
로 자리매김하였다. 먼저 무엇보다도 자신을 ‘유목민’, 혹은 ‘지치지 않는 여행자’라 정의하며 프랑스,
핀란드, 이태리 등을 유럽 각지에서 쉼 없이 활동해 온 그는 자신의 ‘시적인 우주(poetic universe)’를
전개하고 공유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카롤린 칼송 무용단 홈페이지). ‘시적인 우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칼송은 자신의 춤 세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 ‘시각적 시,’ ‘춤추어진 시(danced poetry)’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안무가이자 시인으로 규정한다.
나는 눈을 위해 춤추지 않는다. 나는 영혼을 위해 춤을 춘다. 안무가이자 시인이기 때문에 시각
적 시(visual poetry)는 내 작품의 기초이다. 나의 시는 아이디어로 가득 찬 짧은 이야기이고, 내
안무에 영향을 주며 자연의 창조적 에너지와 강하게 연결되어있다(Lamei, May 3, 2012).

바슐라르는 “시란 본질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들에 대한 갈망이며 인간의 정신 심리를 특징짓는, 새로
움에 대한 본질적 요구와 일치한다”고 말한다(정영란 역, p. 21). 이처럼 창조적 에너지를 산출하는 자연
과 영성에 심취한 칼송의 시적 안무는 시를 통해 끊임없는 이미지의 가동성과 풍요로움, 그리고 그것이
지닌 생명력에 천착한 바슐라르적 상상과 유사함을 지닌다. 칼송의 작품 대부분은 시나 철학가의 글에
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를 원천으로 철학과 영성을 강하게 지향한다. 그러나 텍스트에 근원을 둔 안무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상상하고 해석하도록 의미를 열어두는 것이
특징이다(연합뉴스, 2016년 9월 23일).
2014년 프랑스 보르도 국립발레단(Ballet de l’Opéra National de Bordeaux)에 의해 초연된 ｢프네

7) 2017년 파리오페라발레의 ｢라 실피드｣ 팟캐스트의 배경으로 실피드의 베일을 연상시키는 텍스처의 커튼 사이로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는 이미지만을 담았다(https://www.operadeparis.fr/en/magazine/podcast-la-sylphide).
8) 2018년 피터 마틴스(P. Martins) 연출의 뉴욕시티발레 ｢라 실피드｣ 공연 트레일러로 실피드의 여성 이미지는 최소화
하고 빛과 바람의 흐름을 쫓아 숲으로 달려가는 제임스의 모습이 담겨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58
LREad9o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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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는 칼송이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바슐라르의 공기와 꿈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
이다. 프네우마는 그리스어로 숨(breath), 호흡, 입김을 의미하며 고대 이래로 철학적 종교적 맥락에서
‘영(spirit)’ 혹은 ‘혼(soul)’을 뜻하기도 한다. 프네우마의 종교 철학적 의미는 나아가 현대 심리학에서
심층 심리의 역동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다.9) 프네우마의 어원을 확장해보면 생기를 불어넣는 따뜻
한 성질의 호흡이자 운동 상태를 지닌 공기나 바람이기도 하다. 이는 파라켈수스가 창조한 실프의 원형
과도 일치한다. 바슐라르가 공기와 운동을 결합하여 인간 정신의 역동적 상상을 탐구하였듯 프네우마가
지닌 복합적 의미는 바슐라르가 상상의 원천으로 삼은 공기와 다르지 않다.
러닝타임 약 100분의 ｢프네우마｣는 ｢라 실피드｣와 같은 구상적인 극적 형식이나 내용 없이 공기에 관
한 감각적, 질료적 이미지로 작품 전체를 가득 채운다. 막이 열리면 재즈 즉흥 연주가 개빈 브라이어스
(G. Bryars)의 몽환적인 음악이 반복적으로 흐르고, 바람을 일으키는 남성 무용수와 함께 움직이는 여
성 무용수가 등장한다. 배경엔 나무 한 그루가 있고, 날개 달린 검은 의상의 무용수가 그림자처럼 천천
히 무대를 가로질러 지나간다. 첫 장면은 자연, 시, 영적인 감각을 중요시하는 칼송의 안무 철학이 단적
으로 엿보이는 공간이다.

<그림 5> 작품 프네우마(medici.tv)

이 작품은 특히 우주 보편적 영역(구름, 별, 해, 달과 같은 대기의 상층부) 그리고 신화적 기원, 또 다
른 차원의 존재 같은 것에 주목한 결과이다. 여기서 칼송은 전체적으로 바슐라르의 시론 중 특히 무형의
공기와 정신 심리, 비행하는 꿈, 그리고 하늘, 나무, 대지로 연결되는 자연 이미지의 확충에 집중한다.
자연 이미지는 세트에 미리 설치된 한 그루 나무 이외에도 무용수들이 소품을 통해 푸른 잔디나 흔들리
는 갈대와 같은 풀밭을 한시적으로 연출하며 자연 속 공기의 존재와 흐름의 역동을 구체화한다.
역동적 상상력은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산출하는 공기의 풍요로움을 묘사한다. 부유하는 듯한 느린
움직임으로 시작하는 공기 이미지들은 더욱 다양화되는데, 때론 흑백의 의상을 입은 무용수 간의 대비
를 통해, 때론 솔로와 그룹의 교차를 통해 다양한 무게와 이질적인 양감을 드러낸다. 또한 군무의 동선
과는 대조적으로 투명 하이힐을 신은 한 무용수는 예측할 수 없는 가벼운 몸짓과 더불어 입술 모양으로
유추할 수 있는 호흡과 소리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공기가 지닌 무정형성에 집중하기도 한다. 즉흥적이
9) 칼 융의 분석심리학에서는 pneuma는 영(spirit)으로 psyche는 혼(soul)으로 뚜렷이 구별하고 있다. 이는 각각 남성성
혹은 이성(logos)과 여성성 혹은 감정(eros)의 영역으로 인식되며, 심혼의 상징과 대극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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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자유분방한 모습은 공기의 원형, 즉 요정이나 새와 같은 형태가 아닌 숨과 소리로만 존재하는 공
기의 질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태를 이룰 가능성이 없고 물질성마저 거의 가지고 있지 않
은 공기는 이미지를 가지지 않는 상상력, 즉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지를 지워가는, 무한하게 열린
상상력의 힘을 말한다. 친숙한 기억이나 습관에서 더 나아가 상상 영역(상상 세계)이 지닌 넓은 후광에
주목하며 인간의 정신 심리 속에서 상상 작용은 바로 열림(개방)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새로움의 경험
바로 그것이기도 하다(Bachelard 저, 정영란 역, 2017, p. 20).
칼송은 공기와 꿈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사인 영성에서부터 인간의 정신 심리까지 파고든다. 작
품의 소개글에서 ｢프네우마｣는 “시적이면서도 인류에 대한 송가”라고 명시하면서, 작품은 공기의 몽환
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는 인간 조건의 이중성이 담겨있다고 언급
된다(Ooppera Baletti 홈페이지). 이는 작품이 이중의 주제를 지녔다기보다는, 바슐라르가 ‘하늘을 나
는 꿈’의 정신분석에서 보았듯이, 변증법적 승화에 담긴 대극적 성질을 인간의 본성과 연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슐라르는 날개 달린 새의 형태를 이카루스 신화와 연결 짓는데, 칼송은 이카루스의 이미지를 작품
의 시작부터 기저에 지속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무형의 공기가 주는 열린 상상과 시각적 형태에만 갇힌
상상의 대조를 보여준다.

<그림 6> 작품 프네우마(medici.tv)

검고 큰 날개를 지닌 무용수는 비행과 상승을 향한 열망과 대지에 묶인 현실 사이에 놓인 변증법적 존
재를 상징한다. ｢라 실피드｣의 정령과 같이 새도 공기의 인격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비행하는 꿈에
관한 논의에서 바슐라르는 눈으로 보이는 날개는 “고대적으로부터 내려오는 합리화의 표상”이라 지적하
며 새의 형태를 통해 비행하는 인간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 것이라 한다(앞의 책, p. 66). 작품에서 이카
루스의 모습은 일종의 ‘갇힌 새’의 모습으로 매우 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날개를 힘껏 펼쳐 보이지 않고
작품의 시작과 끝까지 시종일관 구부러진 자세와 조용하고 낮은 스텝으로 박제된 상승 열망과 상상적
추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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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작품 프네우마(medici. tv)

배경으로 등장하는 푸른 잎의 나무 오브제 역시 이카루스 상징과 더불어 주목할 부분이다. 자유롭게
떠다니는 공기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는 얼핏 상반된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바슐라르는 ‘공
기나무’라는 주제로 식물과 역동적 상상을 연결한다. 대지에 속하는 존재라도 공기적 참여라는 원칙에
따라 꿈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앞의 책, p. 49).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 속의 나무는 고정된 대상이 아
닌 하늘을 향해 힘껏 높이 솟아오르는 ‘수직적 삶’을 사는 존재로 묘사된다. 따라서 나무 오브제는 “나무
의 몸가짐, 나무가 지닌 본질적으로 수직적인 행위, 공기적이며 공중 높이 걸린 나무의 특성”을 그린다
(앞의 책, p. 364).
작품에서 나무 오브제의 위치는 바닥과 분리되어 흰 구름 같은 조명 효과 위에 있으며, 작품 전개에
따라 서서히 공중으로 오르고 이동하고 때론 연기에 묻혀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목재나 물질로서
의 나무가 아닌 질료 자체가 공기적으로 상상되는 나무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나무가 지닌 운동성과 생
성의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다(앞의 책, p. 361). 마지막까지 나무는 이동성을 보이며 엔딩에서는 이카루
스의 검은 형상과 대조됨으로써 상승과 추락이라는 역동의 대극을 보여준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바슐라르의 역동적 상상력 이론을 바탕으로 ｢라 실피드｣와 ｢프네우마｣에 나타
난 공기 이미지의 특질을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우선 4원소를 기반으로 한 바슐라르의 주
요 저서를 중심으로 물질과 역동으로 이어지는 상상력 이론의 핵심을 살펴본 후 공기와 꿈에 담긴 역
동적 상상에 관한 시론을 투영하여 두 작품을 세부적으로 해석해보았다.
요약하면 첫째, ｢라 실피드｣는 19세기 초연작에서 파생된 실프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공리적 은유인
수직적 상승과 승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은유는 공기의 ‘보편적’ 성질에 대한 심취로, 물질로서
의 공기가 지닌 가벼움과 기화라는 작용이 내포한 상승과 승화를 의미한다. ｢라 실피드｣의 춤과 무대 연
출 그리고 이로 인해 재생산된 이미지는 이러한 수직적 상상이 체화되어있다. 특히 토슈즈는 대지를 딛
고 오르는 몽상적 날개의 변증법적 승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토슈즈는 외형적인 춤 테크닉의 혁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바슐라르의 시각을 접목해볼 때 공기에 관한 상상을 사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
어 움직임의 형태에서 나아가 동작의 질적인 측면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의 역동적 상상력에 근거한 춤의 공기 이미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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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프네우마｣는 바슐라르의 공기 시학을 문학의 언어가 아닌 현대춤의 추상적 언어로 탐색한 작
품이다. 따라서 ‘몸으로 쓰는 시’라는 칼송의 안무 정의에 주목하여 몸의 언어가 공명하는 열린 상상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작품에 대한 지적인 해석을 경계한 칼송의 안무는 추상적 움직임의 확장을 통해
공기가 지닌 운동적 성질을 폭넓게 탐구한다. 또한 이카루스에 관한 바슐라르의 해석에 주목하여 상승
과 추락의 변증법을 시각화함으로써 공기의 공리적 성질과 물질성을 넘어 대극의 성질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그리는 원형적 교감을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4원소를 기반으로 한 바슐라르의 상상력 체계는 언어를 넘어 궁극적으로 인간 정신의 외부와 내부를
잇는 통로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그가 몽상을 통해 진정으로 가치를 발견하였던 비현실적인 물질적 상
상은 인간의 보편적 정신 활동과 연계되며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지가 주는 정신적인 작용을 숙고하게
끔 한다. 현대의 이미지 연구는 형상, 혹은 재현과 같이 시각적 이미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춤은
회화나 디자인과 같은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존재한다. 신체라는 형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뚜
렷이 인식될지언정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부단한 운동성을 띤 정신적 신체적 감각이 공존한다는 것
이다.
물질과 원형의 사이를 잇는 역동적 상상력은 가변성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정신 작용에 뿌리를 내
린다. 공기 이미지에 주목할 때, 춤으로 펼치는 상상은 일상의 느낌과 시각의 실재를 재현하는 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폭되는 이미지를 산출하고 지금껏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상징적 이미지를
창조함으로써 지각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라 실피드｣와 ｢프네우마｣는 공기라는 무형을 체
화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만, 도전, 대비, 탈태, 승화 등을 통해 변모하는 몸의 언어는 역동이 결합
한 감각적 상상을 그려냄으로써 본래의 지각된 대상과 거리가 멀어지며 인간 심층의 역동을 경험하게
하는 시적 몽상의 매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에 대한 상상을 춤으로 구현하는 데 적용된 다양한 시도를 역동적 상상이라는 철학적,
심리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후 본 연구가 춤적 상상의 심층적 의미를 조명해보는
하나의 방법론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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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ages of Air in Dance Based
on G. Bachelard’s Dynamic Imagination
- Focusing on La Sylphide and Pneuma -

Roh, Youngjae
Researcher of IAC, Dong-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images of air in the ballet La Sylphide(1832) and the contemporary dance
Pneuma(2014), focusing on Gaston Bachelard’s dynamic imagination theory and the inner characteristics
of imagination expressed through dance. Drawing upon the dynamics connecting the material and the
archetype, first, I explore the images of air in La Sylphide in the context of the axiomatic metaphor par
excellence of verticality and ascension. Second, I investigate the images of air in Pneuma from the
perspective of open imagination, paying attention to C. Carlson’s notion of visual poetry. Finally, by
in-depth discussion of the language of the body that is transformed through challenge, contrast,
metamorphosis, and sublimation in the works, this study shows how the dancing body becomes a
medium of poetic reverie that allows us to experience the dynamism of deep human beings as we move
away from the object.
Keywords: Gaston Bachelard(가스통 바슐라르), Dynamic imagination(역동적 상상력), Images of air(공기 이

미지), La Sylphide(라 실피드), Pneuma(프네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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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신의 오후｣와 재해석의 나르시시즘 비교
- 바슬라프 니진스키와 제롬 로빈스를 중심으로 김광진*1)

Ⅰ. 서론
Ⅱ. 나르시시즘 개요
Ⅲ. ｢목신의 오후｣와 나르시시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전설적인 안무가로 후대에 각인된 바슬라프 니진스키(Vaslav Nijinsky)의 위상은 발레의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그의 혁신으로 인해 오늘날의 발레가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20세기의
혁신적인 스타일을 창조한 안무가”(김인숙, 2009, p.26)로서 그의 업적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런 만
큼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후대의 발레 안무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끊임없이 재해석 작업이 이
루어져 왔다. 그러한 그의 작품 가운데 1912년 5월 29일 파리의 샤뜰레 극장(Theatre du Châtelet)에서
초연을 가진 니진스키의 첫 안무작 ｢목신의 오후 L’Apreˋ s-midi d’un Faune｣는 당시 너무 에로틱하여
부도덕적이라는 부정적 측면으로 받아들여졌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니진스키의 안무가로서의 천재
성을 재평가하게 되는 시금석적인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다(이덕희, 1981, p.105).
니진스키의 ｢목신의 오후｣는 마리 쉬나르(Marie Chouinard)나 올리비에 뒤부아(Olivier Dubois) 등
최근 현대무용가들의 재해석으로 접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발레 안무가로서 이 작품을 재해석한 이
로는 제롬 로빈스(Jerome Robbins)를 꼽는다. 그는 미국 발레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메리칸 발레 씨
어터(ABT)의 전신인 발레 씨어터와 뉴욕시티 발레단(NYCB)을 비롯하여 브로드웨이 무대나 할리우드
영화의 안무 등을 거치면서, “재즈, 토착적 움직임과 결부된 모던 댄스와 클래식 발레의 융합”(D. Crain
& J. Mackrell, 2000, p.396)이라는 특유의 스타일을 창조해냈다. 제롬 로빈스의 ｢목신의 오후｣는 그
가 뉴욕시티 발레단의 부감독으로 활약하던 시기인 1953년에 안무한 작품으로, 니진스키의 작품의 신화
적 배경과 달리 미국의 젊은 남녀 무용수의 연습실을 무대로 하여 원작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롬 로빈스의 재해석 작품은 무대에서 객석을 향하는 면을 연습실의 ‘거울’로 설정하여,
원작에서 자기성애에 내포된 나르시시즘적 측면을 또 다르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르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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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에 대한 거울의 상징성이 원작에 대한 재해석과 직결되면서 또한 원작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조망하는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나르시시즘을
자아 중심의 자기애와 관련된 일차적 나르시시즘과 타인에 대한 대상애로 나아갔다가 다시 자기애로 복
귀하는 이차적 나르시시즘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자기성애를 암시하는 행위로 논란
과 물의를 일으켰던 ｢목신의 오후｣ 원작과 남녀 무용수 간의 성적 이끌림에 대한 암시로 나아갔다가 거
울 속 무용수 자신의 이미지로 복귀하는 제롬 로빈스의 재해석 작품을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나르시시즘을 거울단계로 재해석한 또 다른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이론을
통해 ‘거울’을 중심으로 좀 더 정교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니진스키의 원작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성적 표현의 확장이라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경
우가 대다수이다. 위와 같은 나르시시즘적 시각에서 ｢목신의 오후｣를 검토해보는 것은 본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심도를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니진스키의 원작을 재해석한 제롬
로빈스라는 안무가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그 한 연구로서도 의미를 더할 수 있
을 것이다. 더구나 ｢목신의 오후｣가 무용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임에도 그 해석을 확장할 수 있는 관점에
서의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 로빈스의 재해석이 나르시시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로빈스의 재해석 작품이 원작을 나르시시즘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점에 착안하여, 나
르시시즘의 관점에 의거하여 원작과 재해석 작품 모두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니진스
키의 원작과 함께 제롬 로빈스의 ｢목신의 오후｣ 재해석에서의 나르시시즘의 구현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앞서 이론적 배경으로 나르시시즘 논의에 관해 다루면서, 이와 함
께 니진스키 원작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자기성애에 나르시시즘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원작의 나르시시즘적 의미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한편, 나아가 제롬 로빈스의 재해석 작품의 검토
와 함께 원작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 방법은 프로이트와 라캉의 이론을 원작과 재해석 작품에 각각 적용하여 나르시시즘의 관
점에서 작품 해석 및 분석을 다루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을 정신분석에 처음 도입한 프로이트의 이론과
나르시시즘의 도구인 ‘거울’을 통해 프로이트를 재해석한 라캉의 이론은 니진스키의 원작과 ‘거울’을 끌
어들인 로빈스의 재해석을 검토하기에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이들의 이론을 전제로 하여 두 작품을 검
토하고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덧붙여 작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안무가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관련 요
소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 논의는 동성애의 대상 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르시시즘이 동성애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안무가의 삶에서의 성적 성향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성향이 또한 “궁극적으로 무대 위의 작업으로 옮겨졌다”(Vincent,
2013.4.9.)고 했듯이, 작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이므로, 작품 및 생애를 함께 검토한 후 전체적
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분석의 기준은 나르시시즘의 특성과 함께 내용 및 배경, 동작 및 안
무 특성, 그 외의 생애의 측면을 다루고자 하며, 이 연구는 나르시시즘에 초점을 맞추지만 전반적인 작
품의 내용과 형식, 생애의 요소 또한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기준을 선정하였다.
니진스키의 ｢목신의 오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우혜영(2008)의 연구는 남성 무용수의 관
능성과 관련하여 후기 구조주의 관점으로 신원시주의와 섹슈얼리티의 확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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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2009)과 신상미(2009)는 라반 움직임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또한 박경숙(2017)
은 음악과 문학을 비롯한 타 분야에서 다루는 ｢목신의 오후｣에서의 표현기법과 니진스키의 안무에서의
표현기법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김수인(2003)은 무용에 대한 인상주의 예술사조의 영향을 다루면서 니
진스키의 ｢목신의 오후｣를 하나의 사례로서 언급하였다. 그 외에 박선영(2020)의 연구는 니진스키 안무
의 전위성에 대해 다루면서 여러 관련 작품 중 하나로서 ｢목신의 오후｣를 분석하였다.
한편 안무가 제롬 로빈스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미국 발레사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윤소윤(1999)은 안무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고, 김정현(1998)은 작품 성향
에 주목하여 분석하였으며, 김미애(2002)는 로빈스의 예술 세계가 미국 발레에 끼친 영향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목신의 오후｣에 관한 내용은 부분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이와 함께 뮤지컬
영역에서의 다수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정영아(2003)와 최윤영(2008)은 제롬 로빈스의 뮤지컬 안
무 특성에 관해 논의하면서 정영아는 로빈스에 초점을 맞추었고 최윤영은 여러 뮤지컬 안무가들 중 한
명으로 다루었다. 정미례(2005)는 뮤지컬에서의 안무가의 역할에 관하여 연구했으며, 이와 함께 공동
규는 뮤지컬에서 무용의 예술적 영역을 논의하면서 로빈스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뮤지컬의 연극적 요
소와 관련한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다. 김선아(1998)와 정의숙·노미정(2011)의 연구는 뮤지컬 안무의 극
적 기능을 다루었는데, 그중 김선아는 로빈스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유지연
(2009)은 로빈스의 연출 메소드를, 이숙연(2010)은 뮤지컬에서 연출가와 안무가의 관계를 연구하였
으며, 그 외에 정옥희(2011)의 연구는 제롬 로빈스의 기록 영상을 중심으로 무용수의 경험과 작품의 질
적 요소를 강조하는 최근 무용 미디어 아카이브의 경향을 다루었다.
본 연구를 위해 유튜브에 공개된 니진스키와 제롬 로빈스의 작품 동영상을 참고하였으며, 문헌 연구
가 병행되었음을 밝힌다. 작품 분석을 위한 동영상으로는 루돌프 누레예프가 목신의 역으로 출연한 조
프리 발레단의 1981년 재연본 및 파리오페라발레단이 2017년에 재연한 제롬 로빈스의 버전을 참고하
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나르시시즘에 관해 여러 학자들이 논의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프로이트와
라캉의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 부분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이다. 또한 나르시시즘 자체가 매우 다양한
논의의 폭을 가지므로 동성애와의 관련성에 국한될 수는 없고 그 이전에 인간의 자기 보존적 필요에 의
한 근원적인 측면을 지닌다는 점, 동성애 자체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측면이 많다는 점도 언급해두고자
한다. 또한 원작의 경우 나르시시즘 이론에 의거한 기존 문헌 분석이 많지 않아 주로 연구자의 분석을
다루었으며, 재해석 작품의 경우 기존의 문헌에 나타난 나르시시즘적 관점의 해석에 의존하여 논의하였
다는 점에서 시차와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짚어둔다.
한편으로 나르시시즘에 관한 연구가 문학, 미술, 영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
으나, 무용 분야에서는 드문 편이다. 다만 연구자 개인의 안무 창작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몇몇
경우(권예슬, 2014; 김예림, 2014)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며, 그런 점에서도 본 연구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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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나르시시즘 개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나르시시즘(Narcissism)이란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진 나머지 물에 뛰어들어 죽음에 이른 그리스 청년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뜻하는 ‘자기애’로 설명되는 용어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1899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네케(Paul Näcke)에 의해서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
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몸을 마치 성적 대상을 대하듯 하는 사람들의 태도, 다시
말해 스스로 성적인 만족을 느낄 때까지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애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칭하기
위해 ‘나르시스무스(Narzissmus)’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정승화, 2002, p.313).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육체, 자아, 정신적 특징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앞서 나르시시즘이 심리학
문헌에서 처음 인용된 것은 1898년 심리학자 해블록 엘리스(Havelock Ellis)에 의해서였다(박선민,
2008, p.4). 그는 자기성애(autoerotism)를 설명하면서 도착적인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나르키소스 신
화를 인용했는데,(정승화, 2002, p.313) 이러한 엘리스의 설명에 네케가 주석을 다는 과정에서 만들어
진 용어가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병적인 자기 사랑 또는 자기 감탄”(권예슬, 2014, p.4)
이라고 정의되었다.
이후 나르시시즘은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 용어로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 이론을 재해석한 자크 라캉의 논의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나르시시즘의 두 양상
프로이트가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10년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1905)
에 붙인 각주에서였다. 이는 동성애자의 대상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들에게 대개 어머니인
여성과의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나르시시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 자신과 닮은, 그래서
어머니가 그들을 사랑해주었듯이 사랑할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을 찾는 것”(프로이트, 1910; 정승화,
2002, p.313에서 재인용)이라고 하였다. 동성애에 관한 프로이트의 논의는 아래에서 이어지는 나르
시시즘의 두 양상 가운데 리비도가 외부의 타인보다는 내부의 자신에게로 향하는 이차적 나르시시즘
(등미령, 2016)과 관련되며, 동성애 논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나르시시즘의 두 양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후 프로이트는 1914년에 출간한 ‘나르시시즘에 관하여(On narcissism)’에서 리비도의 방향 문제를
중심으로 나르시시즘에 관해 설명하였다. 성욕 에너지를 뜻하는 리비도라는 용어는 프로이트의 논의에
서 중심적으로 등장하는데, 나중에 그 의미가 확대되어 인간의 모든 행동에 숨어 있는 근원적 욕망을 이
르는 말로 쓰이기도 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은 자기의 육체, 자아, 정신적 특징이 리비도
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리비도가 집중되고 쏠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예림, 2014,
p.8).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나르시시즘은 일차적 나르시시즘에서 이차적 나르시시즘으로의 발달노선으로
파악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아기 시기에 아이는 자기와 타자를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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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을 자신이 해낸 것으로 여기게 되는 상태를 느끼게 된다. 비록 어머니의 돌봄에 의한 것이지만 식욕
과 배설욕이 적절한 때에 해결되는 마법 같은 전능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의 모든 행동과
몸짓에 일일이 반응하며 쏟아붓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으로 인해 스스로도 자신을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
라는 느낌을 형성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이처럼 리비도가 자아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는 최초의 상태를
일컬어 일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했다. 유아의 리비도가 아무런 대상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
을 대상으로 삼는 일차적 나르시시즘은 근원적인 나르시시즘으로서, 평생에 걸쳐 나르시시즘은 결코 완
전히 근절되지 않는다(이겨라, 2013, p.37). 이는 일종의 자기 보존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성장을 거치면서 유아는 미성숙 상태의 일차적 나르시시즘에 머물며 자아에 집중되었던 리비도가 외
부대상을 향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는 대상사랑(object love)으로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외부대상
을 보게 되는 성숙한 형태의 사랑이지만, 이러한 대상애의 상태에서 어떤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 대상
으로부터 리비도가 철회되어 다시 자아를 향해 투사된다(김예림, 2014, p.9). 다시 말해, 성숙한 대상사
랑의 실패와 맞닥뜨려 다시 일차적 나르시시즘과 같은 상태로의 퇴행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리비
도는 대상으로부터 다시 자아로 되돌아 흘러 들어갈 수 있는데, 나르시시즘적 리비도는 끊임없이 대상
리비도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며, 이것이 이차적 나르시시즘, 부가된 나르시시즘이다(이겨라,
2013, p.37). 프로이트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나르시시즘은 이차적 나르시
시즘으로 대체된다고 보았다.
이 후자의 나르시시즘과 관련하여 동성애자의 대상 선택은 어머니가 아닌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하여
선택하는 유형에 해당된다. 어머니를 모델로 하는 대상 선택인 ‘부모 의존 유형’과 구분되는 ‘나르시시즘
적 유형’은 현재나 과거의 자신 혹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 한때 자신의 일부였던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는데, 리비도가 대상을 선택하면서 강하게 나르시시즘적인 유형에 집착하는 경우 동성
애의 기질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한성철, 2002). 가령 병약한 남성이 스스로에게 바라던 건장하고 아
름다운 남성의 몸에 끌리는 경우와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프로이트의 연구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 여성에 대한 매우 강렬한 단기간의 고착 단계가
나타나며, 이는 어머니의 과도한 애정 혹은 아버지와의 소원함으로 인해 조장되거나 강화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억압되고, 이 과정에서 남자아이가 자신
을 어머니의 위치에 두고 어머니와 동일시를 통해, 앞서 언급했듯이, 어머니가 사랑할 수 있는 자신과
같은 남자의 선택, 즉, 자신을 모델로 하는 선택을 통해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르시시즘의 일차적, 이차적 의미와 함께, 동성애로 이어지는 나르시시즘적 유형의 대상
선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발전시켜 나르시시즘의 상징과도 같은 ‘거울’과 관련하여 논의한 이론을
다음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2. 거울단계와 나르시시즘
프로이트가 말한 근원적 나르시시즘은 또 다른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에게서는 ‘거울단계’로 재해
석된다. 프로이트적 정신분석학자들의 경우, 나르시시즘이란 세상에서 사랑의 적합한 대상을 찾는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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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하고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리비도적 에너지를 변함없이 축적하여 보유하는 성적 지향이
라고 이해하며, 여기서 신체 이미지의 최초의 집중(Cathexis)은 자아의 확립에 극히 중요한데 이를 자
크 라캉은 거울단계(Mirror Stage)라는 개념 속에서 설명했다(최윤희, 2010, p.3). 다시 말해, 아이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듯이, 자아는 거울을 통한 자신의 신체 이미지와의 관
계를 확립함으로써 존재(앞의 글, 2010, p.3)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캉의 거울단계에서 거울의 투영 작
용은 주체에 형태를 부여하고, 주체의 발달을 인도하며 이상적 혹은 관념적, 허구적인 나로 기능한다(주
혜인, 2017, p.11). 그래서 주체는 오인이나 환상, 착각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상상계’라고도 표현된다.
라캉의 이론에 따르면, 거울단계인 상상계는 나르시시즘의 시기이며, 이 단계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
화된 언어, 법, 규율의 세계를 포괄하는 상징계, 그리고 상징계의 질서로 포착하기 어려우며 그 바깥에
머무는 일종의 잔여 영역인 실재계가 맞물려 인간의 의식 세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출생 직후
부터 그렇다기보다는 유아기 초기의 몇 년 동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 유아는 전적으로
이미지의 차원인 상상계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상상계에 상응하는 개념이 거울단계인 것이다. 이는 약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유아에게 일어나는 주체기능 형성의 모형으로서 프로이트의 단계들 중 대상
사랑에 집착하는 단계인 일차적 나르시시즘의 시기에 상응한다(김예림, 2014, p,14).
이와 같은 라캉의 거울단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파악될 수 있다. 첫째, 주체가 이미지를 응시하
며 그것에 매혹되어 이미지와 현실을 혼동하는 단계로서, 처음에 인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신체 이미
지를 실제 이미지로 여기는데, 자기와 타자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거울이 현실이
아닌 이미지에 불과함 깨닫는 단계로서, 따라서 타자의 이미지와 타자의 실제가 구분지어진다. 셋째, 앞
의 두 시기들이 종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단계로서, 인간은 거울에 나타나는 모습이 단지 이미지일 따름
이며 그 이미지가 바로 자신의 이미지임을 확신하게 된다. 즉, 거울 이미지가 자아이며 자아가 거울 이
미지라고 생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아이는 거울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동안 부분적으로 인식했던 자신의 신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라캉에 따르면, 어린아
이는 처음 자신의 신체를 조각난 것으로 여기다가 거울을 통해 바라보는 자신의 이미지를 다른 생물체
라고 생각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다(앞의 글,
2014, p,15). 이러한 것이 거울단계에서 자기 응시로부터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의 황홀감이라고 할 수
있다.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는 자아 개념의 형성에 필수적이며, 그 결과 자아 개념 안에는 반드시
상상계가 개입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어떤 오해의 착각으로 시작되더라도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대상화
하려는 최초의 시도이지만, 거울단계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통일성과 연속성의 감각은 환영인 것이므로
자아와 관련된 근본적인 부조화가 존재한다(Lemaire 저, 이미선 역, 1994, p.259).
이상에서 나르시시즘의 일차적, 이차적 의미를 다룬 프로이트의 이론과 함께 이를 재해석한 라캉의
이론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물론 근원적 의미에서부터 부정적이거나 병리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나
르시시즘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이 두 정신분석학자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요약하자면, 일차적 나르시시즘은 자아 중심의 자기애로, 이차적 나르시시즘은 대상애
로부터 복귀된 자기애로 파악된다. 동성애는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나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하는 나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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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즘 유형의 대상 선택에서 나타난다. 라캉의 ‘거울단계’의 상상계 구조는 프로이트의 자신만을 대상으
로 하는 근원적 나르시시즘을 발전시켜 자아에 대한 거울 이미지의 환상과 실제 자아가 분열된 구조를
통해 주체를 형성한다.

III. ｢목신의 오후｣와 나르시시즘
본문에서는 나르시시즘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목신의 오후｣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제롬 로빈스의
재해석 작품을 살펴보기에 앞서 니진스키의 원작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나르시시즘의 단초들을 짚어보고
자 한다. 이와 함께 로빈스의 재해석 작품을 검토하며 나아가 비교 분석까지 시도해보고자 한다.

1. 바슬라프 니진스키의 ｢목신의 오후｣와 나르시시즘
스테판 말라르메(Stephane Mallarmé)의 시에 클로드 드뷔시(Claude Debussy)의 곡을 사용한 바슬
라프 니진스키의 안무작 ｢목신의 오후｣는 1912년 5월 29일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의 초연 이후 무용사에
서 하나의 이정표가 된 작품으로서 시대를 앞선 비대중적, 비도덕적인 시도로 인해 격렬한 논쟁의 대상
이 되었다(박경숙, 2017, p.96). 레옹 박스트의 원색적이고 야생적이면서 러시아적 색채가 가미된 거대
하고 화려한 무대 디자인과 목신이 사용한 피리와 포도 그리고 스카프 등의 소도구를 통해 목신의 관능
미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신상미, 2009, p,108). 이 작품은 섹슈얼리티가 발레 관객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실험 정신이 내포된 것(우혜영, 2008, p,385)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초연 당시 외설성이 부각되어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사실상 주제적 차원에서는 전위성이 그
다지 도드라지지는 않았다(박선영, 2020, p.64). 당시 유럽에서는 동양에 대한 취향과 함께 그리스·로
마 신화의 주제가 인기였고, 발레 뤼스는 이러한 점을 레퍼토리 구성에 반영하여 유럽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 있다. 목신이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캐릭터를 다룬 이 작품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
에서 기획되고 소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판(Faun)은 인간의 이성적이고 문명화된 모습 이
전에 기본적인 수성(獸性)을 지적한 것(김수인, 2003, p.63)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은 낮잠을 자던 목신과 목욕하러 나온 여덟 명의 님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다. 포도를 먹기도 하면서 나른한 오후를 보내던 목신은 어느 순간 인기척을 느끼고 님프들을 발견하
게 된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을 엿보기 위해 그가 언덕을 내려오고, 이내 목신의 존재를 알아차린 님
프들은 놀라서 달아나버린다. 그들 중 한 님프가 떨어뜨린 스카프를 가지러 다시 나타나는데, 그녀는 목
신에게 매혹된 듯 그와 어울리다가 목신의 유혹에 역시 놀라서 떠나버린다. 혼자가 된 목신은 그녀가 남
긴 스카프를 집어 들고는 은신처가 있는 언덕 위로 올라가 스카프에 입 맞추고 그 위에서 안식을 취하면
서 마무리된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에서 숱한 격론의 대상이 되었던 마지막 장면에 대해 나르시시즘의 시각에서 접근
해볼 수 있다. 우선 ｢목신의 오후｣에서 등장하는 님프는 프로이트가 언급했던 대상사랑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목신이 발끝으로 서서 님프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한껏 세우고 두 팔을 뻗는 동작이 자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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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는 마치 그의 리비도가 대상을 향해 분출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듯한 동작이다. 이때 그의 몸
자체는 마치 성적 에너지로 충만하게 부풀어오른 신체기관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목신의 반복
적인 동작은 대상을 향한 리비도의 발산으로서 드러나면서 대상사랑을 무대에서 구현한다.
그러나 님프를 유혹하는 목신의 몸짓은 그녀가 떠나버리면서 좌절되고, 여기서 대상에 투여되었던
리비도가 그로부터 철수하여 다시 자아로 향하는 이차적 나르시시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름 아
닌 자기 자신을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그 논란의 마지막 장면으로서, 이는 “니진스키가 스카프를 껴안고
호색적으로 조용한 황홀감의 탄성을 지른 부분은 목신이 스카프를 이용하여 혼자만의 행동으로 성적 욕
구를 분출한 것”(박경숙, 2005; 우혜영, 2008, p.385 재인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상에 대한
사랑이 꺾여 자아를 향해 되돌아가는 이차적 나르시시즘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성적 쾌감의 묘사로
이어지면서, 동성애의 암시와 더불어 분분한 논란을 야기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이 작품은 주로 “양성성
및 동성애적 표현”(정내영, 2013, p.16)을 드러내고 있다고 논의된다.
한편 이 작품은 안무가인 니진스키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통 마
지막 장면에서의 자위행위의 암시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니진스키는 그를 발레 뤼스
의 안무가로 영입한 동성애자 디아길레프와 연인이었다는 점 외에도, 심리상담 전문가인 코틀러는 니진
스키의 성적 지향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그가 자신의 일기에 적어놓은 자위행위에 대한 환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틀러에 따르면, 그는 본인의 몸을 보면서 성적으로 흥분을 느끼는 병적인
나르시시즘이 있었던 것 같다(코틀러, 2008; 이진이, 2012, p.58 재인용).
또한 그의 열악한 가정환경과 어린 시절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인과 떠난 아버지의 배신으로 인한 영
향도 살필 수 있다. 이는 평생 니진스키에게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이성관이나 애정
관에 영향을 주었다(홍애령, 2012, p.104). 더구나 그의 일기를 참고하자면, “바슬라프는 몹시 섬세하고
민감한 아이였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했는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 빠져 어머니에게
소홀해진 것을 알고부터 이 같은 애착은 한층 더 강렬해졌다.”(니진스키 저, 이덕희 역, 2002, p.56) 말
하자면, 프로이트가 동성애자에게서 나타난다고 했던 여성 혹은 어머니에 대한 고착 관계와 아버지와의
소원한 관계가 니진스키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아버지를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지
각한다면 어머니를 동일시의 모델로 삼게 되고 여성과 같은 행동유형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게 돼 성적
상대로 남자를 접촉하게 된다(강흥순, 2012.5.12). 또한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애착으로부터, 자신을 어
머니와 같은 여성으로 생각하면서 동성인 남성을 선택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니진스키의 ｢목신의 오후｣는 대상사랑을 향한 리비도를 자아의 방향으로 되돌리는 이차적 나르
시시즘의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 자신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
는 행위의 암시는 코틀러의 견해처럼, 나르시시즘적 유형의 대상 선택인 동성애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
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로써 이 작품이 후대에 동성애를 다루며 금기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
는 많은 안무가와 작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설명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나르시시즘의 양상은 제롬 로빈스의 ｢목신의 오후｣에서도 새롭게 재해석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에
서 이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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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롬 로빈스의 ｢목신의 오후｣ 재해석과 거울 모티브
미국인으로 최초의 주목할 만한 위대한 클래식 발레의 안무가인 제롬 로빈스는 드라마와 발레표현
의 전통적인 경계를 끊임없이 헤쳐 나감으로써 끝없는 독창성을 증명해왔다(윤소윤, 1999, p.16). 뉴
욕 출신으로 러시아 유태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그는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발레에 걸쳐 두루 명성
을 얻었다. 이처럼 대중예술과 순수예술 양 분야에서 활동했으면서도 제롬 로빈스만큼이나 뛰어난 업적
과 작품을 남긴 인물은 많지 않다(정의숙·노미정, 2011, p.145).
특히 1940년부터 발레씨어터와 함께하면서 안무한 ｢팬시 프리 Fancy Free｣(1944)는 미국적인 것을
드러낸 발레로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후 1948년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과 링컨 컬스타인
(Lincoln Kirstein)이 함께 결성한 뉴욕시티 발레단에 합류하여 부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발란신의 신고
전주의 경향뿐만 아니라 추상발레, 재즈, 민속, 볼룸댄스, 브로드웨이 뮤지컬 등 전 분야를 융합한 극적
인 쇼맨십을 보여줄 정도로 다양한 안무적 스타일을 이룩해 나아갔다(앞의 글, 1999, p.3). 제롬 로빈스
의 ｢목신의 오후｣는 그가 뉴욕시티 발레단과 함께하고 있을 당시인 1953년에 안무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 배경의 원작과 달리 미국의 한 무용연습실을 배경으로 한다. 무대의 삼면이 발
레 연습용 바로 둘러져 있고, 객석과 마주 보는 측면은 거울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실제로 거울이 설치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습실의 구조상 거울의 위치이다. 이는 흔히 드니 디드로(Denis Didrot)가
말한 ‘제4의 벽’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관객과 배우 사이에 존재하는 가상의 벽의 위치와 일치한다.
여기서 ‘제4의 벽’이라는 아이디어는 항상 존재하는 스튜디오 거울로, 무용수가 관객에게 공연할 수 있
게 하는 동시에 무용수의 세계에 내재된 나르시시즘을 암시한다(Victor, 2014, p.7).
이처럼 나르시시즘의 도구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울과 함께 작업하는 무용수의 세계에 대해,
로빈스는 “거울은 무용수의 작업 도구다. 무용수들은 첫 수업부터 거울과 함께 살아간다.”(앞의 글,
2014, p.7)라고 말하기도 했다. 거울에서 느끼는 무용수의 자기 자신에 대한 매혹과 간극은 아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라캉이 거울단계에 대해 말한 거울 이미지의 환상과 실제 자아의 분열과도 연관시
켜볼 수 있다.
무용수의 세계는 신체가 표현의 매개체이므로 무용수는 자신의 신체에 애착을 가지며, 그 신체
에 결부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신체와 특이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훈련은 피곤하면
서 고통과 육체적 노력이 계속 소모되기 때문에 평인들보다 신체를 잘 자각함과 동시에 자신의
신체를 임상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도 갖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신체를 따라다니며 살고 있는 셈
이지만, 자신과 신체를 분리시켜 관조하는 능력도 갖고 있다. 이 발레는 처음 출발점부터 자아몰
입으로서 비롯된 정열을 다루고 있다. 연습실의 세 면이 있고, 네 번째의 면은 객석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무용수들은 자아도취와 비인간성을 객석을 거울로 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Reynalds & Reimer-Torn 저, 장정윤·이진수 역, 1986, p.288).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악이 시작될 때 남성 무용수가 연습실의 거울을 보며 스트레칭하고 춤
추고 자기 자신을 감탄하여 바라본다. 그는 여성 무용수가 들어오기 전에 바닥에 잠들어 누워 있다. 여
성 무용수는 바닥에 있는 남성 무용수를 알아채지 못한 채 춤을 추며 내내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거울을 통해 눈이 마주친다. 그들은 함께 춤을 추는데 항상 거울을 향해 머리를 돌려 자신의 위
｢목신의 오후｣와 재해석의 나르시시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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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신체에 감탄하며 자세를 좀 더 정확하고 완벽한 것으로 조정한다. 결국 남자 무용
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의 뺨에 키스를 한다. 그녀는 그가 키스한 곳으로 손을 가져가
고는 그를 쳐다본다. 그들이 몸을 돌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 번 응시하자, 마법에 걸린 듯한 주문은
깨진다. 그녀는 일어서서 그녀의 뺨에서 손을 떼면서 그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거울 이미지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연습실 뒤쪽으로 물러난다. 그녀는 다시 뺨을 만지고 떠난다. 그는 누워서 처음과
같이 다리를 천장을 향하여 뻗고 구르다가 다시 잠든다.
우선 로빈스의 거울은 “그의 작업을 니진스키의 2차원성과 일치시킨다.”(Scholick, 2017, p.13) 말하
자면, 무용수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니진스키의 발레처럼 자신의 몸을 비틀어 무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을 의식하며 평면성의 형태로 조정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원형이던 움직
임이 선형이 되고, 발레하는 몸의 3차원성은 거울의 2차원으로 환원된다.”(앞의 글, 2017, p.13) 또한
목신이 언덕 위에서 몸을 늘이는 동작은 남성 무용수가 거울을 보며 스트레칭 하는 동작으로 나타나는
등 서로 움직임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다.
어쨌든 거울 이미지의 환상와 실제 사이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상상계의 나르시시즘 양상은 듀엣을 하
는 중에도 여전하다. “두 젊은 무용수가 점차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경우가 거
의 없다. 그들은 자신과 파트너십의 거울상을 응시한다. 그들은 관객을 위해 ‘공연’하지도 않으며, 그들
은 모든 동작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실행한다.”(Victor, 2014, p.7) “그들은 서로에게 손을 뻗으면서도
거울 없이는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거울을 보고 있다.”(Leary, 2018.1.5)
물론 대상사랑으로 향하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남성 무용수가 춤을 추면서 여성 무용수의 머리
카락을 만지다가 뺨에 키스하고 그녀가 그를 쳐다보는 장면에서 그러한 점이 암시된다. 하지만 이내 “연
결의 모든 순간은 거울에 의해 방해”(Scholick, 2017, p.13) 받으며 둘 모두 거울의 자신에게 시선을 돌
리고, 대상으로부터 후퇴하여 자신에게 리비도를 되돌리는 이차적 나르시시즘으로 넘어 가버리게 된다.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욕망의 긴장을 끝내기 위해 자위행위를 하는 니진스키의 목신과 달리 로빈스의
목신은 그러한 해방 없이 남아 있다. 어떤 면에서 로빈스의 목신과 그의 님프는 거울에 의해 그들 자신
을 성적 욕망이 있는 존재라기보다 예술로 보고 그들의 몸과 결별했다. 성적인 육체는 사라지고 미적인
육체만이 남아 있다.”(앞의 글, 2017, p.13)
이렇게 보면, 로빈스의 작업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파격적인 원작을 성적 욕망을 제거한 이성애적 설
정으로 전환한 해석으로 보인다. “로빈스는 스캔들을 유발하는 스펙터클에서 조용한 몽상으로 변형하여
원작에 내재된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타자성과 자기성애를 중화한다.”(앞의 글, 2017, p.13) 하지만 그들
의 관심은 파트너에 있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상상의 몸과 그들의 몸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형상에
만 쏠려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니진스키의 마지막 자위행위 이미지처럼 춤은 이성애적이기보다는 더
자기성애적이거나 동성애적이다. 비록 그 에로티시즘이 이성애적 파드되의 맥락 내에서 비규범적인 섹
슈얼리티를 위한 공간을 제한적이나마 만들면서 이성애적 어휘로 드러나 있더라도 말이다.”(앞의 글,
2017, p.13)
결국 로빈스의 해석은 목신의 동성애적 암시를 남녀 무용수의 이성애라는 대상사랑이라기보다 무용
수 자기 자신에 대한 나르시시즘적 해석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는 이성애의 설정 안에 동성애의 암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남녀 무용수의 설정은 이 작품이 창작되었던 1950년대 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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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휩쓸었던 극단적 반공사상인 매카시즘의 열풍을 의식한 것이었다고 알려졌다. “당시 정부에서 공산
주의자와 동성애자를 보안 위험으로 간주”(앞의 글, 2017, p.12)했기 때문이다. 로빈스 역시 동성애자로
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검열 기제가 작동했다고 보인다.
이처럼 로빈스의 ｢목신의 오후｣는 “니진스키 원작의 폭발적인 섹슈얼리티를 억제하여 그 자리에 세기
중반 미국의 문화적 규범의 대표적인 발레를 창조”(Scholick, 2017, p.12)해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노골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탐구를 승화시키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원작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앞의 글, 2017, p.12)

3. 비교 분석
지금까지 바슬라프 니진스키의 ｢목신의 오후｣와 이에 대한 제롬 로빈스의 재해석 작품에 대해 나르시
시즘의 관점에서 검토해보았다. 이 두 작품을 내용 및 배경, 동작 및 안무 특성, 나르시시즘의 특성 등
세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내용 및 배경 면에서, 니진스키의 원작은 그리스·로마 신화를 모티브로 하여 나른한 한낮 오후에
벌어지는 목신과 님프 사이의 유혹과 본능의 순간을 다루고 있다. 목신의 은신처가 있는 야생의 숲을 배
경으로 하여, 님프를 엿보고 유혹하는 목신이 달아나는 님프가 떨어뜨린 스카프를 가져와 그 위에서 스
스로 위안을 찾는 내용이다.
한편 이처럼 관능성을 발산하는 원작을 재해석한 제롬 로빈스의 작품은 미국의 무용 연습 스튜디오로
배경을 옮겨온다. 남녀 무용수의 연습 과정에서의 한 순간을 다루며, 거울 이미지와 무용수, 남녀 무용
수 사이의 매혹과 간극을 보여준다. 여기서 객석과 마주하는 면을 거울로 설정하여 이른바 ‘제4의 벽’이
라고 알려진 가상의 벽을 대체한다. 무용수 자신의 몸과 상대방과 함께 만들어내는 움직임에 대한 이상
적 기대가 투영되는 곳이기도 하며, 그 이미지에 대한 환상이나 매혹이 실제와 교차되며 무용수의 세계
가 구축되는 곳이다. 파트너와의 신체적인 근접이나 섹슈얼리티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시
선은 계속 거울의 상상계적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으며 자기애적인 세계가 여전히 부각되어 나타난다.
동작 및 안무의 특성 면을 살펴보면, 니진스키의 원작은 움직임의 2차원성, 정면성이 강조되며, 선형
적이기보다는 직선적인 안무로 구성되어 있다. 반인반수인 목신이 몸을 늘이거나 누워서 하늘을 향해
다리를 뻗는 동작, 님프를 향해 발끝으로 서서 팔을 뻗는 동작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목신의
반복적인 팔동작은 님프를 향한 본능적 욕구와 충동을 묘사하는 듯 보여지고 있다.
한편 로빈스의 재해석 작품은 남녀 무용수가 거울을 보며 관객이 최대한 잘 볼 수 있도록 몸을 비틀고
조정하는 움직임을 취함으로써 니진스키 안무의 2차원성과 정면성을 새롭게 해석한다. 또한 목신의 몸
을 늘이거나 누워서 다리를 뻗는 동작 등은 연습실에서 흔히 보는 무용수의 스트레칭 동작으로 변환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 무용수가 파드되를 추는 과정에서 남자 무용수가 여자 무용수의 머리카락을
스치듯 만지기도 하고, 서서히 바닥에 무릎을 내려놓으며 그녀의 뺨에 키스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목신
이 스카프를 어루만지거나 입 맞추는 동작을 재해석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나르시시즘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니진스키의 ｢목신의 오후｣는 님프에 대한 사랑이 꺾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안하는, 즉 대상사랑으로 향하는 리비도가 좌절을 통해 자아에게 되돌려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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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나르시시즘의 양상이 나타나며, 마지막의 자기성애적 장면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동성애는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하는 나르시시즘적 유형의 대상 선택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니진스키가
가진 자위행위에 대한 환상,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배신으로 인한 멀어짐과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애착 등
의 요인이 작용한 개인적 성향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동성애자는 어머니 혹은 여
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 입장에서 사랑할 수 있는 남성 상대를 선택하는 나르시시즘 성향을 보
이게 된다.
제롬 로빈스의 재해석은 거울에 내포된 무용수의 세계의 나르시시즘을 다루며, 이러한 거울의 상상
계적 환상과 실제 사이에서의 자아 확인은 일차적 나르시시즘으로서, 대상으로부터 자아로 철회하는 이
차적 나르시시즘 또한 함께 나타난다. 남녀 무용수라는 이성애를 잠재적으로 내포하는 설정이지만 결국
무용수의 거울 세계를 중심으로 한 자기애적이며 동성애적인 측면 또한 내포한다. 이는 안무가 역시 동
성애자로서 작품 창작 당시의 매카시즘에 의한 동성애의 박해를 의식한 재해석으로서, 순응과 전복을
동시에 내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니진스키의 작품은 후대에 폭넓은 성적 표현의 확대에 물꼬를 트고 동성애를 다루면서 금기에
도전하는 여러 안무가와 작품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로서 로빈스의 재해석 작품은 거울 모
티브를 통해 작품을 나르시시즘의 차원에서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할 계기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검열 하
에서도 여전히 전복성을 내재한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작품의 비교 분석은 <표 1>을
통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1> 니진스키의 원작과 제롬 로빈스의 재해석 비교
분류

니진스키의 원작

제롬 로빈스의 재해석

▸목신과 님프 사이의 유혹과 본능의 순간
내용 및 배경 ▸그리스·로마 신화 배경, 야생적이고
러시아적 색채의 무대

▸남녀 무용수의 연습 과정에서 거울 이미지의
매혹과 간극의 순간
▸무용 스튜디오와 거울로 설정된 ‘제4의 벽’

▸2차원성, 정면성
동작 및 안무 ▸몸을 늘이거나 뻗는 동물적 동작
특성
▸직선적이며 충동적 본능의 팔동작
▸스카프의 애무와 키스

▸거울을 매개로 한 2차원성, 정면성
▸무용수의 스트레칭 동작
▸남녀 무용수의 파드되
▸머리카락 터치와 키스

▸대상애에서 자기애로 되돌리는 이차적
▸거울 이미지의 환상과 실제 사이의 자아
나르시시즘
확인이라는 일차적 나르시시즘과 대상애에서
나르시시즘 ▸자기성애적, 동성애적 암시
자기애로 되돌리는 이차적 나르시시즘
특성
▸안무가의 개인적 삶에 나타나는 동성애
▸잠재된 이성애와 자기성애적, 동성애적 암시
성향(자위행위에 대한 환상, 어머니에 대한
▸안무가의 동성애 성향
애착과 아버지와의 소원함 등의 요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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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검열 기제에 의한 순응과 전복의
의미 내포

IV. 결론
본 연구는 바슬라프 니진스키의 안무작 ｢목신의 오후｣와 그것을 재해석한 제롬 로빈스의 작품을 나르
시시즘적 시각에서 비교 및 분석해보았다. 특히 후자의 작품은 거울을 모티브로 하여 나르시시즘을 표
면화하면서 원작에 내포된 나르시시즘을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나르시시즘의 이론으로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와 라캉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프
로이트는 동성애의 대상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나르시시즘을 연구하였으며, 인간 본연의 성욕 에너지인
리비도가 오로지 자아에게 투여되는 일차적 나르시시즘과 타자에 대한 대상애로 나아가다가 뜻대로 되
지 않아 다시 자기애로 철회되는 이차적 나르시시즘에 대해 논한다. 이 후자의 나르시시즘에 속하는 동
성애는 자신을 모델로 하는 나르시시즘적 유형의 대상 선택을 보여주는데, 어릴 때 여성 혹은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더불어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으로 인해 여성 혹은 어머니와 자기 자신의 동일시가
일어남으로써 대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일차적 나르시시즘을 재해
석한 라캉의 이론은 거울단계의 상상계를 언급하면서, 자아에 대한 거울 이미지의 환상과 실제 자아가
분열된 구조를 통해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관점에서 니진스키의 원작과 재해석 작품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니진스키의 ｢목신의 오후｣는 대상애로 나아갔다가 님프들이 달아나버리는 바람에 좌절되어 자기
자신으로 리비도가 향하는 이차적 나르시시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에서 동성애를 암시하는 논
란의 장면은 니진스키의 개인적 성향과 삶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가 가진 자위행위에 대한
환상을 비롯하여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와 배신으로 인한 거리감과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애착 등의
요인으로 나르시시즘적 대상 선택 유형인 동성애의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소지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롬 로빈스의 ｢목신의 오후｣는 거울을 매개로 몸과 동작을 조정하는 무용수의 세계가 갖
는 나르시시즘을 다룬다. 객석에 접하는 면인 ‘제4의 벽’을 거울로 설정하여 무용수가 거울 이미지를 보
며 갖는 환상과 매혹, 그리고 실제 사이에서 자아를 확인하는 상상계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차적 나르시시즘의 재해석과 함께, 이 작품은 이성애를 암시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이 거울 속 자기 자신의 이미지로 되돌아가는 이차적 나르시시즘도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동
성애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당시 미국 사회의 매카시즘 열풍의 검열 기제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결국 자
기애적이며 동성애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이 순응적 외피를 띄면서도 전복성을 내재한 작품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특성 외에도 내용 및 배경 면에서 니진스키의 원작은 님프를 향한 목신의 유혹
과 본능의 순간을 다루는 작품으로 나타나며, 로빈스의 재해석 작품은 미국의 무용 스튜디오에서 남녀
무용수가 연습하며 보내는 시간을 다루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동작 및 안무에 있어서 비교하자면, 니
진스키의 2차원성, 정면성의 특징이 로빈스의 안무에서도 새롭게 반복되고 있는데, 거울을 통한 움직임
을 조정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하다. 또한 목신의 몸 늘이기와 같은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움직임은 무
용수의 스트레칭 동작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한편, 목신의 대상애를 나타내는 님프를 향한 반복적인 팔
동작과 그로부터 자기애로 돌아와 스카프를 쓰다듬고 입 맞추는 행위는 남녀 무용수의 파드되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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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여자 무용수의 머리카락을 남자 무용수가 터치하고 그녀의 볼에 입 맞추는 행위로 변환되어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작품의 나르시시즘의 특성은 니진스키 원작이 이차적 나르시시즘 특성을 주로 나타
내는 한편, 로빈스의 재해석 작품은 거울을 매개로 한 일차적 나르시시즘의 재해석과 함께 이차적 나르
시시즘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니진스키의 ｢목신의 오후｣는 동성애의 나르시시
즘을 다루면서 후대의 안무가와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표현의 확장과 금기
에의 도전에 물꼬를 튼 작품이라는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 아래 로빈스의 재해석 작품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검열이 극심했던 가운데 이를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전복성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니
진스키의 혁명을 이어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신의 오후｣에 관해 주로 나르시시즘
의 측면에서 다루었으나, 좀 더 다른 시각의 심화된 후속 연구를 또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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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of Narcissism between
L’Après-midi d’un Faune and its Reinterpretation
- Focusing on Vaslav Nijinsky and Jerome Robbins -

Kim, Kwang-jin
Graduation, Sejo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Vaslav Nijinsky’s L’Après-midi d’un Faune and Jerome Robbins’ reinterpretation
of it while focusing on narcissism. Nijinsky’s choreography shows the aspect of secondary narcissism
since the main character goes on to object love, then gets frustrated, and returns to self love. Masturbation
implied in the last scene shows the narcissistic object choice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choreographer’s personal disposition and childhood. Robbins’ reinterpretation deals with narcissism
through the fascination, illusion, and disparity that male and female dancers have in their mirror images
in an American dance studio. Although this work suggests heterosexuality, narcissism and homosexuality
cannot be completely ignored. I suggest that this dual structure reflects the social situation of the time
which condemned homosexuality, even though it inherits the subversiveness of the original work.
Keywords: L’Après-midi d’un Faune(목신의 오후), Vaslav Nijinsky(바슬라프 니진스키), Jerome Robbins(제롬

로빈스), Narcissism(나르시시즘), Homosexuality(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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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기존 노동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갖는 사회
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김은희, 최희철, 2017, p. 7). 이에 따라 현대사회의 근로자들은 더이상
일 중심이 아닌, 개인의 삶을 중심에 두고 일과 삶의 분리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고(투데이신문,
2021),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유재희, 2020),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워라밸(Worl-Life Balance)이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일과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 적절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가치와 의지가 내포된 용어이다(조용기,
2019, p. 123). 그 용어적 의미에서 확인되듯이 워라밸은 개인의 삶의 가치관이지만, 워라밸의 기대 효
과는 개인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의 생산성과 경영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한국 사
회 전반의 생산성과 경제지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우은주, 정예진, 김영국, 2021, p. 132).
실제로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워라밸을 제시한 바 있는데(이데일리, 2006)
기업은 이와 같은 직장인들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워라밸 실천을 위한 근로환경 및 근
로조건을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용노동부, 2020). 이뿐만 아니라 워라밸의 사회 구조
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었을 때 근본적인 실천이 가능한 점에서 정부 또한 적극 개입하여 다양한 제도가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곧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 제도의 확산은 노동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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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키고, 개인의 삶에 투자할 수 있는 양적시간의 확보로 이어졌다(유재희, 2020).
오늘날 근로자들은 여가시간에 여행, 스포츠, 요리, 자기계발, 문화예술관람 등 다양한 취미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워라밸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도 워라밸의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신아일보, 2019). 최근 취미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의 수요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황유경, 2021),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한 편익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를 조명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 참여는 예술적 감수성
을 자극하여 창의성을 향상시키고(잇조선, 2018), 개인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서 자기표현의 욕구를 발현시킨다는 점에서 다각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다(파이낸스투데이, 2019).
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반면, 치유적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점에서 워라
밸 실천의 가장 유용한 방법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김소정, 2017).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에서도 직장인의 워라밸 실천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기획된 바 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19).
워라밸 실천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직업인들의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강혜련, 2007, pp. 3-17). 그러나 문화예술이 워라밸을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
는 과정에 많은 문화예술분야의 종사자들은 서비스종사자와 유사한 직업적 환경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는 주말, 휴일, 퇴근 후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보편적 여가 시간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직업적 특수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라밸
로 인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 대비, 관련 내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에서의 워라밸 실천에 관한
실질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비즈온, 2018).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워라밸
실천은 개인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체험과 경험으로 전이되는 문화예술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워라밸을 통해 향상된 만족도는 곧 불특정 다수의 문화예술 향유 계층의 워
라밸 실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워라밸에 대한 관
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중에서도 특히 직업무용수에 집중하였다. 직업무용수는 무용단
에 소속되어 고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공연과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진 신체 기술 능력과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는 예술인이자 직업인이다(한정아, 2019). 직업무용수의 직무는 신체를 바탕으로 예술적
표현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컨디션 및 삶의 만족 등이 직무 결과, 즉 공연 품질에 영향을 미
치는 직업적 특성이 있다(정유진, 2010; 박영혜, 2016). 이뿐만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도 MZ 세대가
직업무용단의 신규 단원으로 유입되는 현시점에서 세대론적 담론을 고려한 직업무용단 운영의 혁신적
인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무용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업무용수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그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김은정, 2016; 장정윤, 2008; 정세연, 2006 등),
불안(장지윤, 2004), 직장환경(추예원, 2012; 이윤정, 2008) 등과 같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무용 공연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
인으로 제기된 조직몰입(김인숙, 운기운, 2011)과 관련된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염지훈, 2016; 공병태, 김철주, 2014; 윤유식, 2012 등)으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선

38

무용예술학연구 제85집 2022 1호

행변인으로서 워라밸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워라밸에 따른 직무만
족 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직군별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김정운, 박정열,
2008), 특히 서비스직과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찬경, 2020; 신정승, 2019; 김태욱, 윤선미, 2019 등). 그러나 워라밸 관련 연구 또한 예체능 분야의
연구가 체육 분야에 집중된 한계가 있으며(장승희, 2019; 이유진, 황선환, 2018), 문화예술서비스 직군
이면서도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직무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무용수를 대상으로
한 워라밸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무용수를 중심으로 그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파악하고, 워라밸에 따른 직
무만족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직업무용수의 조직몰입은 중요한 요인으
로 제기되어 왔으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음에 따라 직업무용수의 워라밸,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의 구조모형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직업무용수들
의 삶의 질 향상과 직무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직업무용단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직업무용수의 워라밸(WLB)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직업무용수의 워라밸이 매개변수인 직무만족, 그리고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는 워라밸이다. 매개변수는 직무만족, 종속변수는 조직몰입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첫째, 직업무용수의 워라밸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직업무용수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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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직업무용수의 워라밸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직업무용수의 워라밸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직업무용수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직업무용단에 소속된 직업무용수를 대상으로 직업무용수의 워라밸이 직무만족,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직업무용단에 재
직 중인 직업무용수를 대상으로 2021년 9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27일간 이루어졌다. 초기 네이
버 오피스 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응답률이 저조하여 무용단 소속 지인 및 관계
자의 소개를 통해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가평가 기입법을 사용하여 설문이 끝나는 대로 회수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
한 조사대상에게는 볼펜과 함께 소정의 간식을 제공했다. 구체적인 표본추출 방법은 비확률적 표본추출
법 중 편의표본추출기법이며, 최종적으로 수집된 표본 수는 총 171명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인구통계
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N = 171)
항목
성별

연령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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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남성

63

36.8

여성

108

63.2

20대

64

37.4

30대

58

33.9

40대

34

19.9

50대

15

8.8

학사 재학

7

4.1

학사 졸업

91

53.2

석사 재학

18

10.5

석사 수료

7

4.1

석사 졸업

30

17.5

박사 재학

5

2.9

박사 수료

3

1.8

박사 졸업

10

5.8

월 소득
(개인)

무용단 종류

전공 장르

무용단 경력

사는 곳

100만원(미만)

9

5.3

101만원 - 200만원

48

28.1

201만원 - 300만원

67

39.2

301만원 - 400만원

38

22.2

401만원 - 500만원

9

5.3

501만원(이상)

0

0.0

국립

62

36.3

시립

39

22.8

도립

45

26.3

기타

25

14.6

한국무용

141

82.5

발레

30

17.5

현대무용

0

0.0

1~5년

13

7.6

6년~10년

43

25.1

11년~15년

33

19.3

16년~20년

33

19.3

21년~25년

18

10.5

25년~30년

16

9.4

30년(이상)

15

8.8

서울

109

63.7

경기

60

35.1

그 외 지역

2

1.2

4. 변수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는 워라밸, 매개변수는 직무만족, 종
속변수는 조직몰입이다. 워라밸 10개 문항, 직무만족 10문항, 그리고 조직몰입 10개 문항 등 전체 문항
은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또한, 모든 변수의 측정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했다. 이를 정리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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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에 대한 측정항목, 척도 및 선행연구
No

변수

측정항목

척도

선행연구(출처)

1.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내
자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
2. 직장과 가정생활을 절제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 Brough et al.
(2014)
∙ Cain et al.
4. 일과 다른 활동들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다.
(2018)
∙ Dex & Bond
5. 직장과 다른 활동들이 현재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2005)
느낀다.
독립
리커트
워라밸
∙ Shukla &
변수
6. 내 일과 다른 활동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믿는다. 5점척도
Srivastava
(2016)
7. 직장과 가족으로부터 받는 기대에 대해서 협상/조율이
∙
가능하다.
Taşdelen-Karç
8.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춘다고
kay & Bakalım
말한다.
(2017)
9. 나는 일과 가족의 책임을 모두 완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3. 직장에서의 시간과 다른 활동에서의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1

10. 평일에 가족과 어울리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많다.
1. 지금 직장에서 하는 업무의 종류에 만족한다.
2.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에 만족한다.
3. 그동안 같이 일해 본 그 누구보다도 직속 상사에
대해 만족한다.
4. 나는 지금 직속상사에 대해 만족한다.
2

매개
변수

직무
만족

5. 그동안 같이 일해 본 그 누구보다도 지금 동료들에 리커트 ∙ Bowling et al.
대해 만족한다.
5점척도
(2018)
6. 나는 지금 동료들에 대해 만족한다.
7. 현재 내가 받는 월급에 대해 만족한다.
8. 그 어느 때보다 현재 월급에 만족한다.
9. 현재 승진 기회에 만족한다.
10. 현재 승진기회는 투명하고 바람직하다.
1. 내가 이 조직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2. 이 조직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나에게 최고의
자부심을 준다.
3. 입사 당시 고려하면 다른 조직보다 이 조직을
선택하게 되어 기쁘다.

3

종속
변수

조직
몰입

∙ Ashman (2007)
리커트
5. 이 조직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것은 너무 잘한 것 같다. 5점척도 ∙ Bulut & Culha
(2010)
6. 가까운 지인에게 우리 조직에 합류하라고 권하고 싶다.
4. 나는 이 조직이 모든 조직 중 최고라고 여긴다.

7. 이 조직에서 계속 일하게 된다면 매우 기쁠 것이다.
8. 이 조직이 가족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9. 이 조직에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낀다.
10. 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강하게 느낀다.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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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개 항목

-

-

5.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는 직업무용수의 워라밸,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총 3개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
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가 최소 0.904에서 최대 0.955로 나타
나 내적 일관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또한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의 적재 값은 최소 0.661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
의 적재 값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변수

항목

워라밸1
워라밸2
워라밸3
워라밸4
워라밸5
워라밸
워라밸6
워라밸7
워라밸8
워라밸9
워라밸10
직무만족1
직무만족2
직무만족3
직무만족4
직무만족5
직무만족
직무만족6
직무만족7
직무만족8
직무만족9
직무만족10
조직몰입1
조직몰입2
조직몰입3
조직몰입4
조직몰입5
조직몰입
조직몰입6
조직몰입7
조직몰입8
조직몰입9
조직몰입10
주)
주)
주)
주)

외부 적재 값>
합성 신뢰도 >
평균 분산추출
크론바흐 알파

집중 타당도
(Convergent Validity)
외부 적재 값
(Outer Loadings)
0.769
0.777
0.880
0.848
0.851
0.824
0.842
0.711
0.739
0.721
0.661
0.698
0.814
0.826
0.704
0.733
0.711
0.727
0.716
0.714
0.833
0.865
0.834
0.797
0.892
0.827
0.859
0.845
0.863
0.822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Alpha)

합성 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평균 분산추출
(AVE)

0.946

0.637

0.937

0.920

0.536

0.904

0.961

0.712

0.955

0.60
0.70
> 0.5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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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처리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기본적인 표본(인구통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의 측정도구에 대
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흐 알파 값을 도출하였
다. 설문의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 간의 상호 연
관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
인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상관관계 분석
연구의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AVE 제곱근 값이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AVE 제곱근 값은 각 변수와의 상관계수 값을 모두 상회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판별 타당도는 검정되었다. 본 연구의 판별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변수

워라밸

직무만족

조직몰입

워라밸

0.799

-

-

직무만족

0.441

0.733

-

조직몰입

0.212

0.638

0.844

주) 진하게 표시된 대각선은 AVE 제곱근(square root)을 의미함.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본 연구는 SmartPLS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했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이용하여 500회 리샘플링을 수행했다. 부트스트래핑은 경로
계수, 크론바흐 알파, HTMT 및 R² 값과 같은 다양한 PLS-SEM 모델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비모수적 절차이다. 본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 5>, <그림 2>와 같다.
첫째, 직업무용수의 워라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봤다. 그 결과 워라밸(β=0.445,
t=7.265, p < 0.01)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1]은 채택(supported)되었다.
둘째, 직업무용수의 워라밸,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워라밸
(β=-0.089, t=1.439, p > 0.05)은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가설2]는 기각(not supported)되었다. 그리고 직무만족(β=0.688, t=13.149, p < 0.01)은 조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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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3]은 채택(supported)되었다.
<표 5> 가설검정 결과
경로

β값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가설

H1

워라밸

→

직무 만족

0.445

0.461

0.061

7.265

0.000

채택

H2

워라밸

→

조직 몰입

-0.089

-0.090

0.062

1.439

0.151

기각

H3

직무 만족

→

조직 몰입

0.688

0.697

0.052

13.149

0.000

채택

2

주) R 값: 직무만족=0.198, 조직몰입=0.426

<그림 2> 가설검정 결과
주) 파랑색 선 (통계적으로 유의함)
주) 검정색 점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3. 매개효과 검정
본 연구는 직업무용수의 워라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만족이 매개효과(mediated
effect)를 보이는지에 대해 추가로 분석을 실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
내었다. 분석결과, 워라밸 → 직무만족 → 조직몰입의 경로에서 직무만족은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표 6> 매개효과 검정 결과
경로
1

워라밸 → 직무만족 → 조직몰입

β값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매개 효과

0.306

0.321

0.047

6.488

0.000

Yes

IV. 논의
직업무용수의 워라밸(WLB)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워라밸은 직
무만족에,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워라밸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를 종합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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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무용수의 워라밸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최희철(2017)의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 이세훈(2018)의 연구에서 특급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 즉,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무용수, 소방공무원, 특
급호텔 종사원이라는 직무 특성에 관계없이 워라밸은 모든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용수의 워라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도
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직업무용수의 워라밸은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최동희(2019)의 연구에서 호텔 직원을 중심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직업의식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호텔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된 연구 결과, 김태우, 조기웅(2021)의 연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신규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
과 삶의 균형, 경력개발지원, 연고(緣故)가 공무원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무원
의 일과 삶의 균형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무용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무용수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무용수는 개인적 측
면에서 충분한 여가 시간의 확보로 조직에 몰입되는 것이 아닌, 무용수가 참여하는 예술 작품의 특성,
예술 감독의 성향 등의 요소가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직업무용수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이상일 외(2010)의 연구에서 직업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결과, 공병태, 김철주(2014)의 연구에서 직업 발레단원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가 직무 만족도 및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 만족이 조직 몰입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 이병관, 성소영(2015)의 연구에서 직업무용단 단원들을 대상으
로 직무긴장이 직무만족 및 무용단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이 조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업무용수들의 직무
에 대하여 갖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만족 상태는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즉
직업무용수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공연 서비스의 주체인 직업무
용수들의 직무 만족 향상은 공연의 질적 수준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직업무용수들의 직무 만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직업무용수의 워라밸(WLB)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
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권에 위치한 직업무용단에 재직 중인 직업무용수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SmartPLS 프로그램으로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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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무용수의 워라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워라밸은 직무만족에 통계
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직업무용수의 워라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워라밸은 조직몰입에 통계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직업무용수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직업무용수의 워라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워라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만족은 완전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직업무용수의 워라밸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몰입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워라밸이 조직몰입으로 가는 경로에서 직무만족은 완전한 매개효과를 보임
에 따라 직업무용수의 워라밸을 통한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상기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권에 위치한 직업무용단에 재직 중인 직업무용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직업무용단의 범주를 확대하여, 각 장르별 직업무용수의 워라밸
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실제로 직업무용수에게 워라밸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무용단에서 실질적으로 워라밸 문화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워라밸 문화
의 용인 태도와 제도 개선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직업무용
단의 근로 환경 분석을 통한 워라밸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 직업무용단 조직 구성원이 갖는 워라밸
문화에 대한 수용 태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직업무용수들의 워라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직업무용수들을 위한 워라밸 제도에 한계가 있다면 이들이 워라밸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무환경개선 및 예술인을 위한 워라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는 직업무용수를 대상으로 한 워라밸 연구의 기초연구로서 전공별, 연령별, 무용단별,
경력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직업무용수라 하더라
도 직업무용수의 다양한 특성별 변인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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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Work-Life Balance (WLB) of Professional
Dancers on Job Related Factors
- Focusing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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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Kyung Hee University, Researcher of Culture Item Factory Center*
Lecturer, Kyung Hee University, Professional Researcher of Culture Item Factor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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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Work Life and Balance(WLB) of professional
dancer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question of this study investigated how
1) WLB of professional dancers affected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2) how
job satisfaction of professional workers affected organizational commitment. A survey was conducted
on 171 dancers working in dance compan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dancer’s WLB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as found that the dancer’s WLB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follow-up stud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 detail how
the WLB of dancers affect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Keywords: Dance(무용), Professional dancers(직업 무용수), Work Life Balance(워라밸), Job satisfaction(직무

만족), Organizational commitment(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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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신체심리적 위기 개입의 요소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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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재난의 신체심리적 이해
Ⅲ. 신체심리적 위기 개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는 COVID-19으로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 접해 있다. 초기 COVID-19 상황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변화된 삶에서 혼란, 공포, 두려움, 공포 등 다양한 정서와 행동을 경험하게 했다. 그러나 백
신 및 치료제의 개발과 적절한 위기 대처를 통해 초기 상황보다는 안정감을 가지며 COVID-19의 종식도
기대하게 되었다. 이렇듯 재난은 우리의 삶과 늘 함께 있었고 재난에서의 위기 대처와 성공은 인간의 무
한한 잠재력을 발현하게 하였다. 또한 재난에서 우리는 서로 유대하고 연대하며 위기로부터 사회적 본
성을 더 확장시키기도 하였다.
재난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WHO(2021)는 재난을 지역 사회의 정상적인 생존 조건에 대한 위협으로
회복 능력을 잃고 고통을 야기하는 사건을 말한다. IFRC(2021)에서는 공동체나 사회의 기능을 잃게 되
는 급작스러운 재앙이며, 지역 사회가 자원을 이용하여 감당할 능력을 벗어나는 환경적, 경제적, 물적,
인적 손해를 초래하는 사건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재
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김민정 & 김도희, 2020, p. 375), 지역 사회
의 급작스러운 피해로 인해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상태로 국가의 환경적, 경제적, 물적,
인적 자원들을 위협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가재난정보센터(2021)에서는 재난을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다.

* 본 논문은 2020년도 GS칼텍스와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본 논문은 2021년도 굿네이버스 재난재해 심리사회적 예술치유 매뉴얼 연구 보고서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였음.
***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예술심리치료 전공 교수, nayungkim@sw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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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 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
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국가재난정보센터,
2021).

20세기 이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되고 있어 재난
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졌다. 최근 COVID-19과 같은 장기적인 전염성 질환이 새로운 형태의 재난 유
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난 유형이나 형태의 영향에 따라 재난에 대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재난의 형태와 유형은 다양하고 복잡하나 재난을 경험한 개인과 집단의 반응은 신체와 심
리정서적으로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재난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급성적 스트레스 반응으
로 심장 박동 증가, 환경 인식 어려움, 불면증, 식욕부진, 무기력, 우울감, 호흡곤란 등과 같은 신경생리
적 상태를 말한다. 재난이라는 상황은 자율신경계가 스트레스 상황으로 판단하고 위기에 대한 생존 반
응을 일으킨다. 재난의 위기감으로 인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은 각성을 이끌며 우리의 몸을 위기에
대응하게 만들고 지속하게 한다. 근육 경직, 심장 박동 증가, 과호흡, 식은땀 등 교감신경의 각성 상태는
불안, 두려움, 긴장, 공포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만들고 안절부절, 공격적, 낮은 환경 인식, 무기력,
대인관계 어려움 등과 같은 행동양식을 만든다(Levine, 2010, p. 23). 따라서 재난의 위기감을 경험하
는 개인들은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의 압도된 유사한 반응으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갖는다는 점을 이해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의 위기감으로 인해 압도된 반응을 자율신경계의 부조절 상태(Levine,
2010, p. 12)라고 볼 때 조절을 위한 개입방법은 신체심리적 입장이 타당하다는 연구들(김나영, 2018;
이정명, 2015; 김나영, 2012)에 의해 이미 제시되었다. 그러나 재난에 대한 신체심리적 입장에서의 위
기 개입 요소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COVID-19과 같이 재난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과 대비도 중요하지만 재난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 적
절한 대처는 사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산불,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재난의 위협으로 부터 물리적으로만 대피하는 것으로 대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시 경험되는 급성적 스트레스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 관련 실무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급성적 스트레스의 신체 및 심리정서 반응에 대한 이해
와 적절한 위기 개입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실제의 재난 상황에서 실무자들의 심리적 안정
감을 구현하여 조절감 있는 실무자로서의 유능감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에 대한 신체심리적 접근의 이해를 통해 위기 개입 요소들을 문헌적으로 조사하
고 중요성을 고찰하여 재난 시 발생할 수 있는 급성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재난 시 피해자들의 위기 개입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침서 및 사전교육 개발에 초석이 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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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난의 신체심리적 이해
1. 재난에 대한 심리정서 특징과 신체 반응의 이해
가. 재난의 신체심리적 특징

1) 심리정서의 어려움
재난은 사고 당시의 단순한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물리적 및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리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전반적 삶에 지속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 국가 혹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쳐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대상도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의 여파는 가벼운 스트레스에서 심각한 질병, 신체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
을 나타낼 수 있다.
재난 초기에는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제한되기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분노,
슬픔, 자포자기와 같은 극단적인 감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이병철, 2014, p. 1009). 갑자기 바뀐
삶의 환경은 피해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극심한 혼돈을 초래하여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나 갈등을 일으
켜 극단적인 변화로 인해 현실의 상태를 부정하는 비현실감을 동반할 수 있다. 재난으로 인한 심리정서
적 반응은 재난 경험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2021)에서는
재난 경험의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재난 후 3~7일 이내의 시기를 ‘급성기’, 재난 후 1~3개월 이내를 ‘아급성기’로 보며, 재난 3개월
이후를 ‘만성기’로 보고 있다. ‘급성기’는 피해가 일어 난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 사태나 심
리적 피해의 파악은 힘들며, 판단력과 현실감을 잃고 정신이 멍해지는 마비 증상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등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을 나타낸다. ‘아급성기’는 피해 사태를 실감하게 되면서
불안, 공포 반응이 나타나며 사건 장면이 자꾸 떠오르거나 악몽, 플래시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시
간감각과 감정반응, 기억에 혼동을 경험하며 지각장애, 신체증상 동반, 사회적 기능 저하… 등이
생기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인 ‘만성기’는 초조하거나 불안하여 쉽게 화를 내는 증상이 지속되거
나 스스로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재난 피해자의 회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주변의 이해가 떨어지
기 시작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2021)

심리정서적 문제는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무력할 때, 자신의 행동이 마음대로 이뤄지지 않
을 때, 혹은 사회적 관계가 실패할 때 발생하게 된다(Van der Kolk, 2014, pp. 79-81). 따라서 재난 피
해자들은 갑자기 제한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지 못하는 삶의 환경과 현실을 겪으
며 개인적 차원의 심리정서적 문제 뿐 만 아니라 대인관계 갈등, 가정 폭력, 사회적 유대관계 어려움과
같은 문제를 갖기도 한다. 또한 심리정서적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업무 및 역할 수행과 같은 사회 적응
및 전반적인 삶의 회복과 관련된 요소들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난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의 경험은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더불어 신체적 반응을 동반하는 다양한 증
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반응은 심장 박동, 혈압, 호흡의 증가와 같은 자율신경
계의 신체적 반응 변화와 심리정서적 반응은 불안과 긴장된 정서를 경험하며 충동적인 행동, 과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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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추구와 같은 일종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행동적 반응을 보인다(이인혜, 1999, p. 80). 이러한 행
동적 신체의 반응은 재난 초기에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
로 지속될 경우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안정된 심리정서 및 신체 상태의 회복을 위한 전문
적 개입이 필요하다.

2) 재난과 신체심리적 경계의 위협
개인의 경계는 물리적 경계와 심리적 경계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경계는 개인의 신체 겉 피부와 실
제의 환경과의 구별을 나타내고 심리적 경계는 물리적 개념을 넘어 개인의 정서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김나영, 2018, p. 77). 이는 신체심리적 경계는 개인의 내면과 외면, 삶의 환경에 대한 인식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신체심리적 경계가 잘 형성 될 때 안정적 자기조절이 가능한 신체심리적 상
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재난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충격적 경험은 개인의 삶과 주변 경계를 위협하여 신체와 환경에 변
화와 침습을 초래한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침습은 신체 감각으로 내부에 전달되어 신체와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체 감각은 인간 의식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Levine, 2010, pp. 141-142), 재난
의 피해로 경험된 감각적 의식은 마치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과 같이 갑작스럽게 삶의 경계, 생활공간
의 경계, 신체의 경계, 심리정서적 경계와 나아가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경계를 침범하여 위협하
게 된다. 재난과 같은 위협적 경험의 충격은 물리적 및 심리적 경계 모두에 혼란과 침범을 일으켜 신체
심리적 경계의 파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감각을 통한 개인의 의식과 연결되어 전반적 조절의
어려움과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
신체 의식(body consciousness)의 성장은 살아있는 느낌을 키우고 경계의 지각은 뚜렷하게 하여 신
체심리적 연결을 회복하고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다(Levine, 2010, p. 117). 따라서 재난의 충격으로 손
상된 신체심리적 경계의 회복은 긍정적 신체 감각 경험을 토대로 의식을 형성하여 자기 경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계의 균형적 상태와 안정적 내외부의 연결감을 가질 수 있는 경계
형성을 위한 신체심리적 개입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 재난에 대한 생존 반응
재난은 삶에서 안전감을 잃게 하는 위협으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생존 반응은 위협으로부터 신
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자율신경계 반응에서 나타나게 된다. 자율신경계의
영역을 간단히 설명하면,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일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 되어 휴식과 이완을 주도
한다. 그러나 위협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 되어 ‘싸우기/도망가기(fight/flight)’ 즉 방어체계를
주도한다. 한편 위협 상황에서 교감신경 활성화의 ‘싸우기/도망가기’가 실패할 때 자율신경계는 다시 부
교감신경이 활성화 되어 ‘얼어붙기(freeze)’ 혹은 해리, 부동성 상태가 나타난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부
교감신경은 휴식과 이완을 주도하는 수초화된 미주신경 영역과 부동성을 주도하는 무수초화 미주신경
영역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Levine, 2010, p. 113). 이와 같은 자율 신경계의 영역을 그림으
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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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신경계

교감신경

주의 집중,
준비

부교감신경

행동개시,
흥분고조

휴식
이완

부동성

<그림 1> 자율신경계 영역

재난과 같은 위협적인 상황이 종료되고 안전감을 느낄 때 자율신경계는 비로소 위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반응을 끝내고 일상생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안전한 환경에서는 자율신경계가 서로 균
형을 이루고 상호보완하며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때문이
다(Van der Kolk, 2014, p. 77).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활기와 필요한 만큼의 휴식을 가지는 신체 반응
의 기능을 가질 수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심리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사고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행동과 정서 조절 또한 신경계가 환경이 안전하다고 여길 때만 이루어지며, 그 회로들은 건강과
성장, 회복에 관여하게 된다(Porges, 2017, p. 51).
하지만, 재난이나 위협적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알람이 꺼지지 않고 자율신경계
가 생존을 위한 방어 반응을 지속하게 될 때 과도한 신체 반응과 불균형적 호르몬 작용이 지속적으로 작
용하여 편안한 상태로 회복하기 힘들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재난 시에는 생존 반응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안전감을 구현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1) 자율신경의 과소 상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위협으로부터 생존 반응을 갖게 되고 재난의 수
준과 개인적 차이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과소 상태의 반응은 부교감신경의 무수초화 미
주신경 영역 활성화로 일어나고 ‘얼어붙기(freeze)’ 혹은 해리, 부동성 상태가 나타난다.
과소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은 낮은 에너지, 무기력, 느린 호흡, 소화기관 증상, 면역력
저하, 피로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심리정서적 반응은 우울감, 감각 및 정서의 둔마 등을 보이며 과
소한 반응을 보인다. 언어적 표현의 특징은 가라앉은 것 같은 표현, 침묵, 3인칭 표현, 감각 표현의 어
려움, 얼어붙기 상태에서 나오려는 노력에 대한 짜증(예: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뭐라고 하셨죠?, 안될
걸 알거예요)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Rothschild, 2000, p. 66). 특히 과소 상태의 얼어붙기, 부동
성의 상태는 수동적 반응으로 경험되고 두려움과 무력감이 기저에 있다. 얼어붙기, 부동성의 과소 상태
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속되는 경우 수치심과 자기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Levine, 2010, p. 88)
전문적 접근과 조절의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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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신경계의 과도 상태
높은 각성의 상태로 과도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의 작용 결과이다. 안전한 상
태에서의 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과 균형을 이루며 행동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움직임과 위협에서 자신
을 지킬 수 있는 반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위협 상황으로 교감신경의 높은 각성 상태는 자기 조
절을 불가능하게 한다.
과도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은 심장 박동 증가, 빠른 호흡, 만성 통증, 불면, 이완의 어려움,
소화 기능의 감소, 이 갈기, 씹기, 턱 긴장 등의 전반적인 근육 긴장의 모습과 앞으로 기울어진 상체, 탈
출 경로를 찾는 행동, 다리를 들썩이거나 체중이 바닥에 실리지 않는 자세 등을 나타난다. 심리정서적
반응은 분노, 불안, 절박감, 조증, 과다한 경계, 과도한 걱정 등이 있다. 언어적 표현은 자신을 해하려는
충동적 표현과 ‘싸우기’의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표현을 보이거나(예: 찢을 수도 있다, 폭탄이 터진 것
같은 느낌이다) 혹은 ‘도망가기’의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표현을 나타낸다(예: 나가고 싶어요, 못 견디
겠어요, 알고 있지만 못하겠어요). 특히 과도 상태의 ‘싸우기, 도망가기’의 생존 반응의 실패는 분노, 무
기력과 연관 되어 있다(Rothschild, 2000, pp. 9-12).
과도 상태의 지속적 반응은 자율신경계가 자기방어를 위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
이다. 결과적으로 불균형한 신체심리적 상태를 불러일으키게 됨으로 자율신경계의 균형과 상호보완적
작용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3) 자율신경계의 급성 위협 상태
재난의 피해와 충격으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신체는 지나치게
위험에 대한 생존 반응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탈진하게 된다(Van der Kolk, 2016, p. 69). 또한 이러
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만성적 상태가 될 경우 정신 장애로 발전될 수 있다. 자신의 안전을 보
장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위험에 대비하는 생존 반응을 지속하여 신체와 심리정서는 지치고 힘들
어 진다, 이는 점차 건강을 해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따라서 과소 및 과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
나 급성적으로 일어날 경우 적절한 개입이 일어나지 않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발전하기
쉽다.
급성 위협 반응 상태는 자기조절의 역량을 잃거나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사회적 유대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또한 심한 신체심리적 증상으로 특히 내장기관 문제나 호흡의
어려움을 보이고 신경쇠약, 통증 증후군, 만성 피로, 편두통, 현기증, 신체적 고통의 둔감 혹은 과민
함을 보인다. 심리정서적 반응은 극도의 두려움, 비현실감, 혼란스러운 반응을 나타낸다. 언어 표현, 전
반적 적응, 인식 등의 어려움과 감각 정보 인식 기능의 저하, 외부 자극에 대한 갈망(성적 자극, 약물,
과로 등), 방향감각 상실, 결정능력 저하 등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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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체심리적 위기 개입
1. 재난의 위기 개입 특징
국내외 재난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위기 개입방법들은 크게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구별된다.
하향식(top down)은 인지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존의 심리치료적 개입방법이다. 재난이나 충격
에 대한 하향식 접근방식은 사건에 대한 정서와 사고의 지속적인 표현과 노출, 교육, 논의 등의 방법들
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상향식(bottom up)은 신체와 감각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접근 방
식으로, 신체 감각적 변화는 정서와 사고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는 방법이다(권수영, 2015, p. 24). 상
향식 개입방법은 트라우마와 같은 외상 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호흡, 감각, 움
직임, 신체를 사용하는 신체 중심적 심리치료이다. 하지만 하향식은 외상으로 인한 사건의 기억이 왜곡
될 수 있다는 점과 사건에 대한 해석에만 중점을 두어 신체에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
뤄지지 못했다. 또한 상향식은 신체 감각과 반응에 중점을 두어 지나치게 감정과 몸만 다룰 때 해리에
더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외상의 개입과 마찬가지로 재난으로 인한 위기 개입방법은 하향식 혹은 상향식
의 단일한 접근은 한계가 있다.
맥클린은 인간의 뇌를 크게 본능적 생존 반응을 관장하는 뇌간, 감정을 다루는 변연계, 이성을 담당하
는 대뇌피질로 나누었다(Levine, 2010, p. 256). 이러한 삼층 구조 뇌의 관점에서 위기 개입의 방법을
살펴보면, 하향식은 인지, 사고를 강조한 대뇌피질을 통한 접근 방법이고 상향식은 신체, 감각을 강조한
뇌간을 통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과 같은 충격과 외상을 개입하기 위한 궁극적 목
표는 뇌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고 신체심리적 입장의 궁극적 목표 역시 뇌의 통합된 상태 구현이다.
지금/여기 경험의 주체를 신체로 가져오고 동시에 통찰적 인식을 주도하는 과정이 신체심리적 과정(김
나영, 2018, p. 76)이라는 측면에서 상향식과 하향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신체심리적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신체심리적 관점에서 살펴본 재난에 대한 위기 개입 요소는
인지, 정서, 신체의 통합적 상태를 구현하는데 근간이 있다.

가. 심리교육
재난은 한 개인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재난의 위기감은 개인에게 삶의 전반에 혼란
함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재난 이후 자신에게 일어나는 기억의 손실, 과각성, 신체화 증상, 심리적 반응
등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불안과 함께 일상생활의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재난
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무력감을 갖게 한다. 재난의 경험만으로도 좌절과 무력감을 가
질 수 있고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낯선 신체적, 심리정서적 반
응들은 미래 예측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불확실성에 압도되는 경험을 갖게 한다. 따라서 재난 이후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반응들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은 혼란과 불안을 낮춰줄 수 있다.
심리교육은 재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정서적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정상적 반응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심리교육을 통
한 다양한 정보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한 선이해를 돕고 불안을 낮추며, 이후 일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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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여러 상황에 적절한 대처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이동훈, 김지윤, 강현숙, 이혜림, 2016,
pp. 81-82). 따라서 심리교육 과정을 갖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회복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스트레스 예
방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

나. 사회적 지지 및 연결
일반적으로 낯선 환경이나 위협 및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은 안전감
이다. 안전감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대상과 환경으로부터 얻게 된다(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8, p. 97). 즉, 안전감은 개인이 속한 사회와 환경 안에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며 획득된다. 상대
방의 편안한 목소리, 온화한 미소, 따뜻한 눈 맞춤 등은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고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Porges, 2017, p. 101). 또한 자신이 사회에 속해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소속감과 연결감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들과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연결은 재난의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적 지지는 재난으로 인해 고립되고 무력
한 심리적 상태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과 공감을 제공하여 개인이 안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사회적 연결은 외상을 극복하는 힘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
지와 연결은 외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의 적응을 돕는 요소로 작용 한다.(김지선 & 이소연, 2019;
Armstrong, Bilsky, Zhao, Olatunji, 2013).
사회적 지지와 연결은 긍정적 정서 증가, 재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 감소, 적응적 대처 전략 등의
영향을 미치고 외상 후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2016; Lacoviello,
Charney, 2014; Song, 2019; 김이레 & 오설미, 2020). 따라서 재난의 위기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사회
적 지지와 연결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 디브리핑1)
재난은 한 개인을 넘어서 집단과 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경험을 공
유하는 집단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지지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재난을 경험한 집단 안에서 서로의
정보, 경험, 정서 등을 공유하고 나누는 디브리핑 과정은 서로 연결되고 지지하는 경험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감을 제공한다.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과정은 재난으로 인해 손상된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대한 직/간접적
인 애도의 방식이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하는 시간을 통해 압도되어 있는 상태로부
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유사한 재난의 경험을 가진 집단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
누고 표현하는 디브리핑은 인지적 위기 개입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디브리핑은 재난과 같은
외상으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공통의 반응들이라는 인식을 도와 서로가 연결되고 지지
하며 회복하는데 목표를 갖는다(Fullerton, Ursano, Vance, & Wang, 2000, pp. 262-263). 또한 재
난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디브리핑 과정을 통해 집단의 응집력을 높여 새로운 사회
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1) 본 개념은 위기 개입 모델로서의 디브리핑(debriefing)이 아닌 집단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함께 공유하는 개념으로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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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체 중심적 요소

1) 호흡 훈련
호흡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호흡은 우리 몸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나고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 조절과 관련이 있다. 스트레스,
재난, 외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호흡이 빨라지고 우리의 몸은 긴장하게 되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를 모은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호흡은 다시 느려지고 진정되며 긴장은 이완된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모인 에너지는 방출되고 조절 상태를 이룬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심리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호흡이 빠를 때는 불안, 초조, 긴장 등의 상태
가 일어나고, 호흡이 느려질 때에는 안도, 안정, 이완 등의 상태가 나타난다. 이는 심리적 상태와 신체적
상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나 서로의 위계체계나 순서는 없다. 즉, 심
리적 상태로 인해 신체적 상태가 영향을 받고 이를 조절하려는 노력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신
체적 상태로 인해 심리적 상태가 영향을 받고 이를 조절하는 과정들이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의
식적인 호흡의 개입은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재난 피해자들의 조절 상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천천히 내뱉는 날숨은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진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낮은 발성을 호흡과 함
께 하는 경험은 발성 시 내장기관을 자극하여 긴장되어 있는 내장과 횡격막(호흡근)을 부드럽게 만든다
(Porges, 2017, p. 117). 이는 날숨 시 일어나는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를 위한 자극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난 상황으로 과대/과소 호흡을 보이거나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 긴장을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자기 호
흡 관찰, 점진적 호흡 증가, 들숨과 날숨의 변화 등을 살펴보는 것은 위기 개입 요소로 조절의 경험을 제
공 할 수 있다(Van der Kolk, 2014, p. 267)

2) 움직임
재난에서 위기의 경험은 매우 빠르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대한 기억은 파편화되거나 정서
적으로 압도된 상태로 남는다. 이는 개인의 불안정한 심리정서적 상태를 만들고 신체적으로 과도, 과소
각성된 상태가 지속되어 자기 조절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만들기도 한다. 이때 인지적으로만 재난을 이
해하고 극복하려는 접근은 재난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시 압도당하는 경험을 반복하게 할 수 있다. 결과
적으로 자율신경계의 부조절로 인한, 무력감, 불안감, 혼란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재난에서 위기의 경
험은 무의식적이고 암묵적 기억으로 신체에 저장되기 때문에 신체 중심적 접근은 재난의 경험을 직접적
이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특히 신체 움직임, 감각 추적, 신체 인식 등은 재난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암묵적 기억을 탐색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김나영, 2012, p. 13).
신체 중심적 접근의 주요한 매개인 움직임은 재난으로 인한 위기의 경험을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으
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움직임은 개인의 감정, 정서, 신체 요소들과 직접적으로 연
결되기 때문에 움직임을 통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이정명, 2014, p. 173). 움직임을 통한 개입은 조절
과 균형을 잃어버린 신체를 천천히, 안전하게 재교육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해
편안하고 이완된 신체를 경험하며 안전하게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고 인식할 수 있다(김나영, 이정민,
정미지, 2016, p. 28). 이는 재난으로 인해 고착된 행동 양식을 다양한 움직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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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양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움직임을 통해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는 개인에게 자신의 감
정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 이완과 유연성의 경험을 통
해 창조성의 회복을 돕는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무기력으로 상실된 문제해결 능력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움직임은 재난으로 과각성 상태에 멈춰 과도로 흥분된 에너지가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소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자기 고유의 리듬의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Van der Kolk, 2016,
pp. 217-218). 따라서 움직임을 통한 개입은 재난으로 인해 조각나고 멈춰버린 삶에 생명을 느끼게 하
고 자기를 회복하도록 돕는 기회를 부여한다.

3) 신체 기반 긍정 자원 구축
긍정 자원 구축은 재난의 위기로 일어날 수 있는 인지적 왜곡의 복원 과정에서 압도되지 않고 자기 자
신과 연결하고 안정감을 갖게 도와준다. 자원은 신체, 대상(사람, 동물, 물건), 환경, 유머, 예술, 이미지
등이 긍정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명확하고 풍부할수록 강한 힘을 가진다. 자원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경험
했던 이전 기억들을 바탕으로 가질 수 있다. 개인에게 중요한 대상과 사건에 대한 경험은 신체적 및 심
리정서적 상태와 함께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은 신체 감각과 함께 구축할 때 재난의 위기 개입 요
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자원을 통해 신체에 긍정적인 감각들을 불러일으키고 유지하도록 돕기 때
문이다,
신체 자각은 개인의 내부로부터 느껴지는 감각으로(김윤수, 2021, p. 51), 긍정적 신체 감각 자각과
인식은 위기로 인한 두려움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Rothschild, 2000, p. 107). 이를 위해 또한 긍정
자원과 함께 추적된 신체 감각 경험은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구현하여 외상으로 인해 갇힌 에너지에 대
한 방출 과정을 돕는다.
재난의 위기로 긍정 자원을 찾기 어려운 대상에게는 자신의 신체에서 자원을 찾도록 안내 할 수 있다.
다양한 움직임, 디브리핑, 호흡 훈련 등의 과정에서 갖는 긍정적 신체 경험들을 확장하고 자원으로 구현
할 수 있다. 이는 신체에 대한 감각 인식 과정에서 자기와 환경의 인식을 돕고 자기 조절을 경험하여 자
신에 대한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재난에 대한 위기 개입을 위하여 신체심리적 요소를 문헌적으로 고찰하였다. 재난이라는
위협적 상황에 반응하는 생존 반응에 대하여 신경생리적 입장에서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신체심리적 위
기 개입 요소를 살펴보았다.
재난에 대한 기존의 인지적 접근의 이해는 재난이나 충격에 대한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사건에 대한
정서와 사고의 지속적인 표현과 노출, 분석, 해석 등의 방법들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하향식 방법
은 재난 상황에서 경험된 신체 감각이나 정서에 대한 암묵적 내용을 간과하여 심리치료나 위기 개입
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나 재발이 일어나는 호소가 많았다. 상향식 개입방법은 트라우마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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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호흡, 감각, 움직임, 신체를 사용하는 신체 중심
적 접근이다.
하향식은 외상으로 인한 사건의 기억이 왜곡 될 수 있다는 점과 사건에 대한 해석에 중점을 두어 신체
에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반면 상향식은 신체 감각과 반응에 중점을
두어 지나치게 감정과 몸만 다룰 때 해리와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외상과 마찬가지로 재
난으로 인한 위기 개입방법으로 하향식 혹은 상향식의 단일한 접근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에 대한 신체심리적 위기 개입의 요소를 상향식과 하향식의 통합적 접근에서 설명하였고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재난에서 경험되는 낯선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반응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불안을 가져
오며 불확실성에 압도되는 경험을 갖게 한다. 따라서 심리교육을 통한 재난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
한 반응들에 대한 정보의 이해는 재난 피해자들의 혼란과 불안을 낮춰줄 수 있다. 불안의 감소는 자기
자신과 환경의 인식을 돕고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연결은 재난으로 인해 고립되고 무력한 심리정서 상태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안
정과 공감을 제공하여 개인이 안전함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연결은 위기에서 회복
하고 일상생활의 적응을 돕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디브리핑은 유사한 재난의 경험을 가진 집단 안에서 자신의 재난 경험을 함께 나누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재난으로 인해 손상된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대하여 객관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압도되
어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위기와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집단의 응집력을 높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넷째, 호흡 훈련, 움직임, 신체기반 긍정 자원 구축과 같은 신체 중심적 요소는 재난 상황에서 경험되
는 자율신경계의 부조절 상태를 조절 상태로 회복시키는 직접적 개입 요소로 자율신경계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과 이완을 돕는다. 또한 교감신경의 조절감을 구현하여 불안, 긴장, 두려움 등의 부
정적 정서를 낮추는데 기인할 수 있다.
재난은 예방과 대비가 가장 큰 준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의 경험은
여러 측면에서 손실과 상처를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신체심리적 위기 개입 요소를 통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준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로 진행되었다
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을 갖는다. 이에 향후 신체심리적 위기 개입 요소의 효과 검증에 관한 후속연구
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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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lements of Psychosomatic
Crisis Intervention for Disaster
Kim, Nayung
Professor,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acute stress and post-traumatic stress that may occur during
disasters by examining the elements of crisis intervention in the psychosomatic approach from the
literature and examining their importance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disasters. To this end, the
survival response to the threatening situation of disaster was discussed from a neurophysiological point
of view. Investigating the elements of psychosomatic crisis intervention, this study explained the
elements of psychosomatic crisis intervention for disasters from the bottom-up and top-down integrated
approaches, identifying the following elements; psycho-education, social support and connection,
debriefing, and body-centered elements. Body-centered elements consisted of breathing practice,
movement, and body-based positive resource construction.
Keywords: Crisis intervention(위기 개입), Disaster(재난), Psychosomatic(신체심리), Neurophysiology(신경생

리학), Acute stress(급성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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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The COVID-19 pandemic has forced us to rethink the educational paradigm (Suh, 2021; Yoo,
2020). Within dance education, all of the practical courses were very much affected when th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was forced to adapt to online platforms for remote learning without much
preparation time. The technique classes were especially affected since these classes inherently are not
believed to be suitable for online platforms (Choi, 2021). Traditionally, technique classes are
studio-based practices and are primarily teacher-centred environments delivered through direct
teaching styles (Assandri, 2019; Choi & Kim, 2015). Thus, the idea of remote learning of technique
classes posed a conundrum.
With this rapid change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an investigation of effective
teaching practices must be conducted. Slavin (2000) noted, “effective instruction is not a simple
matter of one person with more knowledge transmitting knowledge to another. Rather, effective
instruction demands the use of many strategies” (p. 4). Therefore, for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every teacher must pay close attention to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teaching styles. Teaching styles
are the methods, manners and means to deliver information and affect students’ participation in
understanding and learning. Consequently, teaching styles largely express the roles that teachers play
within the classroom, and the quality of teaching contributes to the quality of learning (Amira & Jel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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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or, Dept. of Dance, Sungkyunkwan University, nayeki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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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Grasha, 1996). Furthermore, teaching styles are vital in attaining learning outcomes and
meeting pre-established educational objectives (Mosston & Ashworth, 1990; Rink, 2010). Slavin
(2000) explained that an effective teacher is one who knows the principles of teaching and who knows
how to apply them.
This study develops an analysis based upon Mosston’s (1990) Spectrum of Teaching Styles(TS).
The Spectrum was founded upon the fundamental and universal concepts of developmental movement
and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and is by far the most detailed framework of teaching styles. For
this reason, although it was developed for physical education, due to its solid theoretical foundation, it
has been applied to different disciplines since its introduction in 1966 (Byra, 2000). The Spectrum
incorporates eleven landmark teaching styles along a continuum based on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that the teacher or student resumes. At one extreme of the Spectrum are direct, teacher-lead
approaches, and at the other end are indirect, student-centred approaches. As illustrated in Figure 1,
Styles A-E are designed for reproduction, such as acquisition of skills and replication of models and
procedures. Styles F-G are designed for production through the promotion of discovery.

<Figure 1> The clusters of styles (Mosston & Ashworth, 2008, p. 11)

The Spectrum of Teaching Styles is a useful tool that allows teachers to be creative by
accommodating the lesson climate and the teacher’s ability to meet individual needs (Goldberger et
al., 2012; Macfayden, 2000). Consequently, it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this study to clarify the
distinctive teaching styles for the new climate of remote learning of contemporary dance techniques.
It is common for dance teachers to use directive styles for reproduction in the teaching of techniques.
However, with the prolonged pandemic, teaching styles for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of virtual
technique training in dance education must be reconsidered and acknowledge the changed “climat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raining of contemporary dance techniques and their
effective adaptation to the online platform by implementing productive teaching styles to pursue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of virtual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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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ethodolog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ffective teaching styles for virtual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classes. I adopted the action research methodology, which essentially is a practice, as a research
approach and involved a self-reflective, critical and systematic process in resolving educational
problems and making improvements (Altricher et al., 2018). Specifically, “action research is
characterised as research that is done by teachers for themselves” (Mertler & Charles, 2020, p. 4). I
chose action research because it enables me as a teacher to optimise my teaching abilities by a process
of identifying, planning, doing and reflecting (McNiff & Whitehead, 2011). Through these steps, the
teacher as researcher is able to identify the quality of his or her own work and substantiate the action(s)
that he or she has undertaken to develop his or her practice within his or her unique teaching situation.
1. Study settings and participants
The study is located within my own teaching context of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classes
within the Department of Dance at Sungkyunkwan University, locat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between September 2020 and December 2021. Over the course of this study, th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was affected by the social distancing measures set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roughout the semester, th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and its period changed unpredictably.
There were three different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s: (1) virtual classes, in which platforms
such as Zoom were utilised; (2) hybrid classes, which some students attended in person, while others
join the class virtually from home; and (3) face-to-face classes, in which all teaching and learning
occurred in person.
For the face-to-face classes, Command TS (Style A) was predominantly utilised, and for the virtual
classes and hybrid classes, Guided Discovery Style (Style F) was primarily utilised. Hybrid classes
were considered the same climate as the virtual classes for parity across the students whether they
were attending in person or at home. The approach and objectives of the chosen teaching styles are
illustrated in Table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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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mand TS approach and objectives (Mosston & Ashworth, 2008, p. 76)
Command TS – Style A
Approach

Objectives

∙ Style A is a reproduction teaching style. The teacher
provides a demonstration, followed by clear, concise
instructions to guide the students through a new skill or
activity, and it is a teacher-centred approach.

∙ To reproduce a model by immediate performance
∙ To achieve accuracy and precision of performance
∙ To achieve immediate results
∙ To achieve a synchronised performance
∙ To adhere to a predetermined model
∙ To master subject matter skills
∙ To perpetuate cultural traditions and rituals
∙ To use time efficiently
∙ To cover more material others

<Table 2> Guided Discovery TS approach and objectives (Mosston & Ashworth, 2008, p. 212)
Guided Discovery TS – Style F
Approach

Objectives

∙ Style F is a productive teaching style. The teacher makes ∙ To discover the interconnection of steps within a
decisions about the subject matter to guide the students to given task
discover answers, and it is a student-centred approach
∙ To discover the “target”—the concept, the principle,
the idea
∙ To experience a step-by-step discovery process—
develop sequential discovery skills that logically
lead to broader concepts

The three technique courses selected for this study, which I delivered for the undergraduate
students throughout the academic calendar year (two semesters), were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1,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2B and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3A, and are
all major core courses. Among them,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3A is delivered in the first
semester, and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1 and 2B are delivered in the second semester. Each
semester consists of 15 weeks, and each course provides two credits and meets for two hours once
every week.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first-, second-, and third-year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ntemporary Dance who were in the 2021, 2020 and 2019 cohorts, respectively, and consisted of a
total of 33 students. The 2020 and 2019 cohorts had two courses more than two semesters with me,
and the 2019 cohort had only one course over one semester with me. Table 3 shows the overview of
this study’s setting and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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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udy setting and participants
Participants
Year

Semester

2020

2 (Sep-Dec)
1 (Mar-Jun)

2021
2 (Sep-Dec)

Course

Cohort

Teaching and
Learning Context

Teaching Style

Virtual and Hybrid

Style F

Same as above

Hybrid and
Face-to-face

Styles F and A

12 (9 F and 3 M)

Face-to-face and
Virtual

Styles A and F

No. of Students
(Gender)

Contemp Tech 1

2020

10 (8 F and 2 M)

Contemp Tech 2B

2019

11 (10 F and 1 M)

Contemp Tech 3A

2019

Contemp Tech 2B

2020

Contemp Tech 3A

2021

2. Data Collecti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extual analysis, participant observation, field notes, reflective journals
and open-ended questionnaires.
Open-ended questionnaires were designed to discover the learning experiences of the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through the various learning contexts that were out of the “norm”, being suddenly
caused by the pandemic. From these results, implications could be drawn for effective lesson planning
for virtual Zoom teaching. The questionnaire comprised three sections: (1) background information;
(2) reflection on the student’s own learning experience; and (3) reflection on the teaching styles and
strategies of the teacher.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virtual teaching and learning of contemporary dance techniques.
Participant observation was utilised for me to become a participant as an observer and a participant
while teaching by playing a role between the observer and the observed (Merriam, 2009) to recognise
effective teaching styles and strategies for the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virtual classes by
focusing on the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To realise the learning outcomes and experiences,
field notes were written throughout the class. All of the classes were recorded, and when necessary,
the videos were played back to clarify any uncertainties.
Reflective journals were utilised for both myself as a teacher and for the students to reflect back on
the classes to clarify what was learnt and discovered and to identify any changes in their learning
experiences. I set a loose framework for myself and the students to reflect upon the following three
key points: (1) what worked for them in class; (2) what did not work for them in class; and (3) how to
resolve any shortcomings identified.
3. Data Analysis
Data were analysed by describing, categorising and coding and grouping them into classifying
themes (Gibbs, 2018). First, data collected from several sources were gathered and read numerous
Action Research: Guided Discovery Teaching Style for Virtual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Training

71

times to familiarise ourselves with the data and, by doing so, revisit the intended goals of the study to
obtain a holistic picture by description. Second, the data were studied to discover significant themes
and recurring patterns that emerged from the data through categorical, analytic and theoretical coding.
Finally, the thematic coding was clarified through interpretations, and representative quotations were
selected in support of the coded themes and their interpretations.
4. Credibility and Validity
To enhance the study’s credibility and validity, member checking (Patton, 2020) and peer
debriefing (Creswell & Poth, 2016) were used. Through member checking, participants’ views were
solicited for the credibility of the findings and interpretations. “Peer debriefing sessions” (Lincoln &
Guba, 1985) were performed throughout the study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study. Three dance
educators were selected who had at least 10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with dance techniques in
higher education and who also had a PhD in dance education, and they played the role of the “devil’s
advocate” to continuously pose questions about methods, meanings and interpretations. Thus, peer
debriefing aided the process in uncovering any biases and assumptions and further enhanced the
credibility and validity of this study.

III. Findings
The study findings are presented here from two perspectives: 1) teacher reflections, exploring my
teaching experience and observations; and 2) student feedback, discover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and observations. All of the quotations are represented here using pseudonyms.
1. Teacher Reflections: How did I define the teaching for virtual technique class?
Initially, the change from face-to-face to virtual teaching was a challenge for me. I did not fully
consider the change and continued to teach in the usual Command TS, which was found to be not as
effective. The technological devices that we found ourselves communicating with made it difficult to
connect with each other and resulted in the class feeling quite distant and impersonal. Students
became frustrated with communicating through the technological devices, which often came with
mishaps, such as unstable internet connections, poor quality images, and small screens. Such
impediments made it difficult to achieve the learning outcomes, indicating that the teaching style is
ineffective.
For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every teacher must follow a lesson plan to fulfil the
students’ learning outcomes (Christie et al., 1993; Perrott, 2014). I found that I had to be thoroug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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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recting the students’ learning outcomes and assessing how I managed to teach dance techniques
remotely. In setting the learning outcomes for the virtual technique class, I reassessed the learning
outcomes of the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class.
My specific styles and ways of working that identify as contemporary dance techniques are
fundamentally based on the postmodern dance style, with hybrid sources from the release-based
techniques and styles that I have embodied over the years I studied and danced professionally in New
York, USA. Against this background, I aim in the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class I teach to
approach it as a delivery of ‘technique as a system’ and ‘knowledge or practical skills’ (Rothmund,
2015). ‘Technique as a system’ is best described by Challis (1999):
Technique is not a system of training but a system of education through which a dancer acquires
not only bodily shape and facility but also learns the traditions, conventions and values that
underpin the concept of dance being taught: The artistic body is thus skillful, intelligent and
expressive of that form (p. 145).

Furthermore, through this form, I intend to deliver ‘knowledge or practical skills’, which can be
comprehended as physical skills and the ability to use these skills in various situations removed from
a specific style (Rothmund, 2015). It is as Parviainen (2002) described it as ‘bodily knowledge’,
which does not refer to “a mere technique or the production of skill; together with the body’s
reflectivity it offers possibilities to choose ways to move” (p. 19).
While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learning outcome of the ‘technique as a system’ primarily
focuses on cultivating the physical body,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largely focus on developing
the lived body, according to Parviainen’s (2003) description.
Oakeshott (2010) elaborated that the direct and indirect teaching styles are selected and
implemented based up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content between providing information
and imparting judgement. Parviainen (2003) further explained that the physical body relates to focal
knowledge and the lived body to tacit knowledge.
Based on this analysis, I was able to select from the Spectrum a productive teaching style for the
cultivation of ‘knowledge or practical skills’ for the virtual technique class.
2. Student Feedback: How did the students define learning for virtual technique class?
Between the continuously changing climate due to the social distancing measures set by the
government, there were two distinctly different teaching styles for learning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classes. Although there was some initial confusion and frustration, the students began to
find their way and reflect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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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lways a topic of investigation for every clas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rtual and
face-to-face class was that, in the face-to-face classes, the topics would vary among movement
concepts, principles and/or anatomical knowledge. However, the virtual class was always an
open-ended question for exploration throughout the class. (Nova, 3rd year student)
In the virtual classes, many more movement tasks were given for investigating. (Harper, 2nd year
student)

Through the alternating climate and teaching styles, the students became clearer in their learning
styles and expectations according to each environment. In the face-to-face classes, the students were
outwardly directed and seemed to be largely concerned about knowing how to perform the
movements.
I was fully engaged in observing the teacher’s demonstration, and whenever necessary, I asked
questions in real time to heighten my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movement we were working
on. (Emma, 2nd year student)
I focused on learning by watching. I observed the teacher for details of the movement. I observed
my peers, recognising how they moved differently from me to improve my movement. (Sue, 1st
year student)
Alongside observing the teacher’s demonstration, I listened carefully to the teacher’s explanation,
which helped with learning the movement. (Vanessa, 3rd year student)

In contrast, the students inwardly directed themselves for the virtual and hybrid classes, and all of
them seemed to aim to understand the class concepts either cognitively or physically.
It did not matter whether the sequence of the exercise was correct; it was about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each class and applying it. (Cindy, 1st year student)
It wasn’t about large movements or moving across the space but focusing on my own body and
increasing the physical understanding. (Olivia, 2nd year student)
I focused on what I heard rather than what I saw. (Ella, 3rd-year student)

Once the students became acquainted with the virtual classes, and the disposition of learning
through the teacher’s demonstration subsided, the students valued working with their bodies through
verbal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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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njoyed working with the clear intention of finding an answer by working with my own body. I
was discovering many possibilities of all the various ways the body could move. (David, 2nd year
student)
Her instructions were elaborate with the virtual classes. It wasn’t that it was more information, but
it made me listen to her and made me work from verbal, rather than physical, instruction. It wasn’t
easy at first, just because it was an unfamiliar way of working in a technique class, but I found it
helped me become aware of my body more. (Eva, 3rd year student)

Finally, the students were asked to compare the two different learning environments and share their
insights into the experience. For the virtual class, it turned out that the strength was its weakness and
vice versa: 1) the students enjoyed working alone uninhibited by their peers and at the same time
missed working with their peers and working collaboratively; and 2) none of the students liked the
small spaces but at times enjoyed working from the comfort of their own private spaces. Despite it all,
they all eventually found a way to appreciate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hey had to engage with the
class environments and made the virtual class worthwhile.
Nearly all of the students expressed that the focus on the self was the greatest strength of the virtual
classes.
I found that both the face-to-face and virtual classes had their merits. I valued each class in its own
way. I liked how I could investigate the same movement/body differently between the two
environments. In the end, it all seemed to come together, and I felt I gained a better understanding.
(David, 2nd year student)
I liked how I could totally engage with myself in the virtual classes. I could focus on one aspect of
movement and totally immerse myself in that discovery. (Zoe, 2nd year)

IV. Conclusion and Discussion
The findings from this action research highlight how consideration of teaching styles was necessary
with the change from face-to-face to virtual teaching and learning of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in
achieving learning outcom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ue to the nature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contemporary dance techniques within a studio-based, teacher-centred environment,
remote teaching and learning were initially unthinkable. However, the study illustrated that learning
can be achieved through remote learning with suitable teaching styles (Roure, 2019; Wilks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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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ents found an interconnectedness between the two different learning climates that
complemented each other in achieving the learning outcomes of the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class.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ossibility of having a variety of teaching styles
ameliorated the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and enriched students’ potential to further develop
self-assertion, confidence and trust. This process is essentially governed by the teacher’s teaching
style (Vermote et al., 2020).
Additionally, the Guided Discovery TS inherently promotes discovery through problem-based
learning, and whether it is face-to-face or virtual teaching, it is a suitable teaching style for promoting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specifically bodily awareness, kinaesthetic and perception. With this
teaching style, the students were prepared for discovering and producing a new bodily knowledge of
movement in searching for the right movements for their own bodies (Parviainen, 2002).
However, further development of the utilisation of the Guided Discovery TS could prompt a deeper
investigation of verbal instruction and verbal guidance. In teaching the ‘technique as a system’
through the Command TS, verbal guidance often completes the physical demonstration. However, in
teaching ‘knowledge or practical skills’ through the Guided Discovery TS, verbal guidance purposes
guiding a process of discovery. Therefore, the functions of verbal guidance in each teaching style are
distinctly different, illuminating the importance of language in teaching and how language can affect
the dance learning experience altogether (Warburton, 2011). Thus, deeper investigations between
language and teaching style and their relationships to learning experience require further exploration
in teaching dance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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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비대면 컨템포러리댄스 테크닉 수업에 관한 실행연구
- Guided Discovery 교수방법의 도전과 가능성 -

김나이
교수,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학습자들의 학
습경험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무용실기교육을 위한 비대면 교수학습설계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비
대면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목표와 교수방법의 적용과 효과를 논의함으로써 비대면 테크닉 수업의 실
천적 전략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비대면 테크닉 수업의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전공필수 테크닉 수업을 수강하는 남녀 3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실행연구에 기초하여 참여관찰, 교사수업
일지, 자기보고서, 필드노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줌(Zoom)을 활용한 실시
간 테크닉 수업의 도전을 위한 교수학습설계로, 1) 신체지각함양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2) Mosston’s
Spectrum of Teaching Styles(모스턴 교수 스타일) 중 Guided Discovery (유도발견형교수스타일)교
수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간 테크닉 수업의 가능성으로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1) 자기자신에게 집중하여 온전한 신체 탐색을 유도하는 학습환경 조성, 2) 교사의 시범
보다는 언어에 의한 학습에 의존, 3) 깊은 이론의 이해를 통해 움직임의 의미를 찾게 도와주는 학습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Keywords: 무용교육(Dance education), 컨템포러리댄스 테크닉(Contemporary dance technique) 실행연구

(Action research), 실시간 온라인 교육(Virtual teaching), 유도발견형교수스타일(Guided Discovery
Teaching Style)

Action Research: Guided Discovery Teaching Style for Virtual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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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This study focuses on dance improvisation, particularly performing and creating an improvised
dance piece. I aim to argue that the present improvisation actually has relationships with the past
relations, using Shaun Gallagher’s discussions of Husserl’s “temporal structure of consciousness” as a
theoretical frame. Dance artists and scholars have discussed and developed an understanding of
improvised dance as emphasizing the present moment. However, I would suggest the intertwining of
present and past in dance improvisation as a form of reconstruction and transformation. To argue this,
I will bring Gilles Deleuze’s notions of “differential presence” and “becoming” with exploring the
work of Siobhan Davies Dance in order to illustrate this relationship of past and present and to give an
example of the current choreographic concepts of reconstruction and transformation.
I would point out the Judson period of innovation in the 1960s to investigate how a dance
improvisation emphasizes on the present experience. The Judson Church was a democratic collective
of dancers and aspiring dance artists who presented their improvisational and experimental work in
New York City throughout this period (Beecher, 2011, p. 10). In the sixties, there was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in the way improvisation in dance was used. Their practice of performing in a
non-proscenium theatre such as a gallery space allowed them to focus on facilitating the audience’s
interaction with a dancer during a performance. Mark Raymond Strauss points out that “most post

* This paper was extracted from my practice as research based Ph.D. dissertation.
** Freelance choreographer, dancer, and scholar, Received Ph.D. from the University of London, jinduk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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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dancers tested their audience’s comprehension and acceptance on purpose” (Strauss & Nadel
2012, p. 115). Dance artists in the 1960s started to understand audiences as a part of the performing
presence, thus they experimented with various ways to engage audiences, such as establishing a
different spatial relationship with them. Performing presence in a performance situation is explained
as “a perceived quality of performance” (Allian & Harvie 2014, p. 193).
Particularly in improvised dance work, the presence of an audience is necessarily part of the
improviser’s practice, because it deals with emergent experiences: “dance performance improvisation
involves responding in the moment of performing to a range of environmental and personal stimuli,
including the audience” (Barbour 2011, p. 135). When one performs in an improvised context, it is
impossible to ignore the co-existence of performer and audience in the space, because the audience’s
presence affects the direction of the improvisation,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unless they are
deliberately ignored for specific choreographic purposes.
In terms of how a dance artist emphasizes the present in improvised dance, I would like to draw on
a term coined by an influential European dance improviser, Julyen Hamilton, “instant composition”,
in order to carry out my investigation into how improvisation methods developed in dance. As is
evident from Hamilton’s term, he understands improvisation in a compositional sense. To discuss
Hamilton’s “instant composition” further, I would like to highlight his view of improvising as having
an “instant” quality. It is worth drawing attention to what Sophia Lycouris (1996, p. 140) says about
Hamilton’s emphasis on this instant quality, which focuses on a dancer’s awareness, and the way their
compositional senses receive inspiration and apply it all in the same second. Lycouris states that
Hamilton regards improvisation as engaged with perceiving present stimuli, because movements are
instantly composed in the live moment. In this sense, improvisation functionalizes instant experience,
which emphasizes the present, here and now.
Lee Na-Hyun’s research (Lee, 2015) about the process of improvisation in William Forsythe’s
Improvisation Technology helps to understand dance improvisation engages with a live and present
moment.
Improvisation technology starts from the point of returning the senses of our body to an infinite
potential state through a break from the organic order by a single subject. It is an unfamilar and
uncomfortable road away from a stable and uniform one. (Lee, 2015, p. 90)

Even though her study focuses on the William Forsythe’s Improvisation Technology through the
concept of break, her statement clearly shows that improvisation does not explore movements familar
to dancers, but rather faces the new road in their present dance.
There are also other dance scholars insist that a dance improvisation as the present focus. Maxine
Sheets-Johnstone (2009, p. 30) notes that a dance improviser must be strongly aware of the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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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while improvising in order to be inspired to create the immediate quality of improvised
movement. In addition, Vida Midgelow points out the value of improvisation: “perhaps we might
consider the performer’s presence, the qualities of vulnerability, the pleasures of spontaneity, flow or
emergence” (2011, p. 15). Dance improvisation is thus defined as immediate, emergent, and instant,
and this project focuses on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t moment. Based on these dance scholars’
discussions, I understand Hamilton’s term, based on the two words ‘instant’ and ‘composition’ to
mean that dance improvisation comprises composition of movement that emerges instantly in the
present moment.
During my experience as a participant in Hamilton’s workshop, “The Working of Time” from 28
March to 1 April 2016, organised by Secret Teachings in Brussels, I learned that Hamilton’s
improvisation method focuses on the significance of acting spontaneously and emphasizes how each
moment of dance improvisation needs to be inspired. Hamilton mentioned that improvised
movements may take a dancer by surprise, because the body must immediately respond to what comes
to her in the present. Dance improvisation deals with every single second as it comes; there is no time
to think about when one moment is past and a new moment begins. During the workshop, Hamilton
points out that a dancer must be fully involved in what is going on around her and must become alive
to the present moment. In the moment of improvising, a dancer tends to constantly seek relationships
by opening herself up to stimuli for inspiration. However, this seeking process occurs faster than one
might think. Rather than intending to do something, the dancer goes straight to the action; and in this
way, the body keeps moving. Hamilton made a comment during the workshop to the effect of: while
improvising, do not try to anticipate what your movement will be. Instead of moving from intention,
improvised movement occurs directly in the moment, live.
Judson Dance Theater and Hamilton’s improvising practices focus on their ways of emergence and
immediacy, qualities that many dance artists consider to be specific to dance improvisation. However,
I query whether there is anything significant missed out by focusing excessively on the instant quality
of dance improvisation? What else should be considered in our experience of the present moment?
In my view, because of focusing on a live and immediate experience in dance improvisation,
intertwining of the present and past can be easily ignored. However, I would argue that exploring the
past with the present is significant because dance improvisation deals with the present with past as a
temporal experience. A media artist Andrew Bucksbarg and a dance artist Selene Carter (2012) insist
that improvising artists understand the present moment as re-configuring of the past and future into the
present. Their statement explains the necessary emphasis on the present moment, which is related to
the past and future. During improvisation, the present moment may not be isolated, but contains the
past and the future within it. To discuss this further I would like to investigate Gallagher’s discussions
of Husserl.

Dance Improvisation as Intertwining of Present and Past as Endless Kinaesthetic Transformation

83

II. Problematizing the present moment
Na Ilhwa’s prior study (Na, 2011) inspired this research, discussing the temporality and momentary
of a nature of dancing body as the present where the past and future coexist by using Deleuze’s
concept of ‘Ion’. Her research used Deleuze’s concept of ‘Ion’, but her arguments help discuss the
present with past. However, my research goes further than her study and specifically explores the
present of dance improvisation.
This section aims to problematize the assumption that it only concerns the present by drawing
on Shaun Gallagher’s discussions of Edmund Husserl’s notion of the “temporal structure of
consciousness”. Gallagher’s major topics of phenomenology and cognitive sciences include
embodiment, self, agency, etc. However, I focus on his discussion of the philosophy of time. This
theory is helpful to understand how one experiences consciousness in the present moment, and how
the present extends into the past and future, and can extend our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moment
in dance improvisation. I will draw on three points made by Gallagher: first, the emphasis on the
present moment in spite of past and future relations, second, the ways the present moment is
simultaneously blended with the past, and third, the ways the present moment exists as part of a time
continuum. To discuss the present’s relationship with the past and future, I would like to draw
attention to how Gallagher and Dan Zahavi (2012, p. 85) describe Husserl’s three technical terms that
make up the “temporal structure of consciousness”.
(1) A “primal impression”: narrowly directed toward the strictly circumscribed now - slice of the
object.
(2) A “retention”: which provides us with a consciousness of the elapsed slice of the object,
thereby furnishing the “primal impression” with a past-directed temporal context.
(3) A “protention”: providing a future oriented temporal context for the “primal impression”.

The (1) “primal impression” is relatively clear: it occurs in the present live moment. Zahavi
explains in other words that the (1) “primal impression” is “a moment of the concrete act that is
narrowly directed toward the now-phrase of the object” (2003, p. 83). Like the (1) “primal
impression”, the term (2) “retention” also involves the present, although (2) “retention” makes
reference to the past. Gallagher describes (2) “retention” thus: “its meaning is influenced by what
went before, which still intentionally registers in our awareness” (2012, p. 86). According to
Gallagher, (2) “retention” is about reminding one of the past, although it still occurs in the present
moment. The last term, (3) “protention” is relatively simple, referring to how the (1) “primal
impression” and (2) “retention” navigate to the future.
The following statement reinforces how Husserl’s three terms are concerned with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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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do not provide us with new intentional objects, but with a consciousness of the temporal
horizon of the present object” (ibid.). Consciousness occurs always in the present; here Husserl’s
terms involve consciousness in the present moment. His “temporal structure of consciousness” can be
applied to every single present moment of one’s experience, which actually constitutes consciousness.
Now, I move on to how temporal consciousness takes place simultaneously in a blend of past and
present. The second point is Husserl’s three parts of temporal structure, the (1) “primal impression”,
(2) “retention”, and (3) “protention”, which do not happen step by step, but rather simultaneously in
the moment of experiencing them. Zahavi explains: “the “retention” and the “protention” are not past
or future in respect to the (1) “primal impression”, but ‘simultaneous’ with it” (2003, p. 84). Gallagher
also reiterates this point: “the “primal impression” must be considered a line of intersection between
the retentional and protentional processes that make up every momentary phrase of consciousness”
(2012, p. 115). For instance, while experiencing (2) “retention” to something, (3) “protention”
happens at the same time. The other way around, while being conscious of the “primal impression” to
a retentional moment, “protention” also occurs in the present moment at the same time.
As I have explained, the present moment in dance improvisation involves a reconfiguring of past
and future. Applying Husserl’s term to improvised dance work, the intersection of past, present, and
future in the present moment does not seem to occur in a linear way (past – present – future), but is
revealed to be a blend of past, present, and future at the moment of improvising.
To further Gallagher’s discussion of the present in general, I will mention a third point: the present
moment is a part of a continuum of the “temporal structure of consciousness”. When this concept is
put into practice in dance improvisation, if we break down each second of improvisation moment by
moment, a piece of improvisation is completed each second in the continuous and ongoing present.
We can focus on exploring dance improvisation as a series of individual present moments;
alternatively dance improvisation can be seen as a continuum in which a series of present moments
combine to form durational time. Gallagher’s discussion of Husserl helps to acknowledge that our
experience of the present is a momentary experience that occurs over and over again continuously.
Husserl’s view of the “temporal structure of consciousness” can be applied to improvised dance,
thinking about the continued experience of dance improvisation as a timeline, the past and future are
strongly connected to the present experience. For example, when a dance improviser recollects the
past in the form of a memory, or imagines something that is absent, a previous improvisation can
affect the current improvisation, making it possible to envision improvisation as a continuum in which
Husserl’s three terms influence each other. Bringing Gallagher’s ideas, I posit that an improvising
situation could exemplify the rejection of the idea of perceiving things only through vision. Instances
in which improvisation is inspired by something not physically present, but rather by what is absent,
may include a dancer’s bodily memories in relation to the present sensation; or their past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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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fest in the present dance.
Using Gallagher as a theoretical framework helps to extend improvising practices away from a
focus on the present, here and now, into the past and future relations, as well as the foundational but
absent. Applying this theory to improvised dance practice, it articulates how the emergent moment of
improvisation can be considered as a blend of past, present, and future. I would point out that this
application goes beyond Hamilton’s concept of “instant composition”, because it shows that
improvised dance works need not be focused only on the qualities of immediacy and emergence, but
also on how the past and future are related to that now moment. Kent De Spain argues that:
With improvisation, it’s easy to confuse creating in the moment with existing only in the moment.
Everything happens in the now, but, with the rest of our lives, that now emerges from within the
flow and context of what has already occurred. What we know of the moments that have passed
helps us to make decisions in the present. That knowledge comes through a process that I call
tracking. (2014, p. 45)

According to De Spain’s idea of “tracking”, the moments that have passed strongly influence the
present. When we focus on the now moment in dance improvisation, the past may be easily ignored
because of an overriding concern with instant and emergent experiences. However, we are always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connected to the past; and so our relations with the past cannot be
ignored in an improvised work.

III. Contextualizing past in the present
1. Reenactment and reconstruction
In the previous section, I defined the present moment in improvised dance. In this section, I aim to
articulate the re-enacted past in improvised dance work by borrowing from dance scholar Mark
Franko’s discussions, and to investigate the image of the palimpsest in order to articulate practical
strategies for reconstructing a re-enacted past in the present. If the present moment in improvisation is
concerned with experience that goes beyond the mere present, which contains layers of past
improvisations, what does the re-enactment of past experiences contribute to the instant and emergent
qualities of improvisation? Franko explains that: “reenactment should be understood as postephemeral: it may emphasize the presence of the dancing subject in dialogue with history, but the
dancing subject herself is not presented in a ‘before’” (2017, p. 7). Franko seems to insist that because
of the emphasis on the transience of the present in dance, dance artists mainly focus on their
experience of “the moment”. Since raising the “post-ephemeral” issue in dance, dance artist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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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more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resent and the past, and with the concept of
re-enactment.
Franko’s discussion seems to suggest that the reason for the focus on the present in dance is
dance’s transience. This returns us to my discussion in the previous section, in which I explained that
dance improvisation emphasizes the present moment because of its instant and emergent qualities. I
would point out that when we discuss the qualities of improvised work, Franko’s discussion of
“post-ephemeral” offers to contextualize this, because instant and emergent are related to the idea of
disappearing after the moment of doing. The concept of “post-ephemerality” can be applied not only
to dance practice more broadly, but also specifically to improvisation.
In order to address how a re-enactment of the past impacts our experience of “the moment” in dance
practice, I would like to introduce Franko’s distinction between reenactment and reconstruction. In
general understanding of dance practice, reconstruction of the past is understood as a recreation of
previous dances. According to Franko (2017, p. 8), while reconstruction involves reproducing a past
in the present, which necessarily afflicts us with a double perception, reenactment represents the past
itself which is shaped and manifested in performance. Franko’s clarific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reenactment and reconstruction helps me establish that a reconstruction is an intentional recreation of
the past in the present with a particular purpose as a choreographic work, while reenactment naturally
brings the past into the present, as always happened in improvised dance work.
2. The past in the present: kinaesthetic transformation as palimpsest
To continue our understanding of reenactment and reconstruction in an improvised dance work as
concerned the present moment beyond recognition of its qualities of immediacy and emergence, I
focus here on kinaesthetic transformation as palimpse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 of reenacting
and reconstructing archives in dance as an endless kinaesthetic transformational process, I draw on the
discussions of dance scholars including Efrossini Protopapa with Deleuze’s theoretical work.
The palimpsestic approach is a useful way of articulating the kinaesthetic layering, blending, and
accumulation of the past in the present. The definition of a palimpsest in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is: “Aparchment or other surface in which later writing has been superimposed on effaced
earlier writing” (Pearsall, 1999, p. 1026). In relation to dance improvisation, Midgelow discusses how
the palimpsest is crucial to the nature of improvised dance practice. “Improvisation lives in a perpetual
present, memories – the dances, people places that have been – reappear – bidden and unbidden – for
improvisation is a consummate palimpsest” (2011, p. 18). Her statement links dance improvisation as
an exploration of re-enacted memories and the concept of a palimpsest. She seems to focus in
particular on the past as memory in dance improvisation, as the following statement also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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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an excess of memory. Memories of past actions, the already performed, place/spaces/times
already visited. […] Self-conscious attention to these marks bears witness to the palimpsest that is
my embodiment. Shifting between archive and act, fragments of past moments and unflushed, of
the moment, embodiment, I move to blur your absence/presence. (Re)configuring you through
provocative intersections, previously hidden layers begin to appear and your nature reveals itself.
(Midgelow, 2011, p. 17)

Here is the image of palimpsests. The image is from my own performance poster in 2015’s Trace
Composition, which explored the creation of a palimpsestic, layered image of dancing that engages
kinesthetics.

<Figure 1> A performance poster of Trace Composition (Park, 2015)

In the image above, movements from different moments in time are layered in one document, which is
possible to see how the image has developed over time. The important thing about a palimpsest is that
it exposes both past and present at the same time, revealing layers from different moments. I would
suggest that this palimpsestic approach in improvised dance, because it allows a dancer to articulate
the meaning of the present, by which I mean how traces of previous practices interact with the present
live moment of dancing.
Choreographer and scholar Sarah Rubidge notes that: “the traces of our movement experiences are
processes that linger in a state of continual transformation in our bodies” (Schiller & Rubidg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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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2-3). She continuously explains that:
we conceive of the choreographic as a process that engages, mobilises and transforms
participants’ kinaesthetic sensibilities and understandings of movement and place, and at the
same time materialises new inhabited corporealities. (ibid.)

Her statement makes clear tha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involves a kinaesthetic reconstruction.
She describes a kinaesthetic understanding of reconstruction as continuous transformation. Based on
Schiller and Rubidge’s discussions, the concept of reconstruction in dance has an important
kinaesthetic focus. Protopapa argues that re-constructing material in the present is “the activation of
the body as an endlessly transformal process” (2012, p. 20). Her view is that when revisiting past
dances, they should be viewed not as a copy of an original piece, but as a multi layered piece recreated
at a different moment in time. This is because the present experience is taking place at a different
moment in time from the past experience being reconstructed. Based on her statement,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dance focuses more significantly on the present - the transformed present – rather than
on what happened in the past. Past and present appear equally in reconstructed work, but dance tends
to concentrate more on the present conditions, environment, and materials. Schiller, Rubidge, and
Protopapa’s ideas can be combined to reach an understanding of reconstruction as an endless
transformational process, which is concerned with a dancer’s present kinaesthetic transformation.
In theoretical terms, I have found Deleuze’s notions of “differential presence” and “becoming”
helpful in contextualizing this discussion of palimpsest, or reconstructing the past in the present.
Deleuzian understandings of the present into the next present moment does not jump one to the
other into something totally new, but it appears as evolutionary transforming from the past into the
present moment. It can be demonstrated that the present and “new” moment while improvising faces
evolutionary “becoming” a transformed past in the present dance. To understand this concept from
Deleuze, Na Ilhwa’s investigation (Na, 2012) gave me knowledge about the history of Deleuze’s
philosphy of art. I found that my use of Deleuze’s “differential presence” and “becoming” originated
from his early philosophy.
Laura Cull, who is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intersection of performance and philosophy,
describes Deleuze’s understanding of “differential presence” as something which “escapes
representation and creates the conditions for presence as the encounter with what Deleuze calls
‘continuous variation’” (2009, p. 5). Deleuze’s concept of “differential presence” is also connected to
his notion of “becoming” which conveys a sense that “life itself is constant change and creation”
(Colebrook, 2002, p. 51). Additionally, to articulate Deleuze’s thinking, Claire Colebrook’s
investigation of Hegel’s concept of “difference” seems to emphasize the point that Deleuze’s idea of
constant change is always revealed through time: for Hegel “difference was primary, but he thought
Dance Improvisation as Intertwining of Present and Past as Endless Kinaesthetic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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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ifference was historical: that being was differentiated or conceptualized through time” (ibid,
p. 9). Hegel’s discussion suggests that difference can be identified only after repeating something
several times over a period of time.
Dance improvisation faces Deleuze’s idea of “differential presence”, because dance improvisation
also responds from moment to moment in the continuous present while improvising. According to a
dancer and scholar Susan Leigh Foster, dance improvisation is “[…] an ongoing process of making as
well as reflecting on choices, and assessing their consequences as part of a continual negotiation
between past and present” (2003, p. 209). In my view, the nature of improvisation is seen as an
ongoing process of experiencing the continuous present, therefore, dance improvisation is concerned
with the transformation of one moment to the next. Foster’s clarification of dance improvisation as a
continuous transformation also reminds us of Gallagher’s discussion of Husserl’s “temporal structure
of consciousness”. Gallagher understands the present as a part of continuum in durational time.
Therefore, dance improvisation can be seen as an endless ongoing kinaesthetic transformation.
To return to Deleuze, Colebrook states that Deleuze’s “becoming” borrows from Darwinian
evolution to explain the process of time. Deleuze explains that the present is not replaced by the next
present moment, but rather the past is continually overlaid onto the new moment. Cull also discusses
Deleuze’s evolutionary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The present can no longer be thought of as
becoming past after a new present has come to replace it, nor can the past be thought of as being
constituted after it has ceased to be present” (2009, p. 189). As both statements show Deleuze’s notion
of “becoming” as evolutionary, I would argue that it helps us reach a palimpsestic understanding of
the past in the present. Based on Deleuze’s understanding, the conjunction of the present to the
moment that follows is understood as layering and blending. In this way it forms a palimpsest, as
different moments from the past appear mixed into the present. Both this Deleuzian theory and the
structural process of the kinaesthetic transformation as palimpsest offer me an understanding of how
the past and present combine in dance improvisation via a process of layering and blending.
3. Davies’s concept of “living archives”
Siobhan Davies is a major figure in contemporary dance in Britain, and is currently a director of
Siobhan Davies Dance, which was founded in 1981. In particular, her concept of “living archives”,
which uses past dances as choreographic material, is an example of how dance can explore endless
kinaesthetic transformation and a palimpsestic understanding of the past in relation to the present.
Siobhan Davies Dance’s improvised dance performance, Table of Contents (2014), will be analysed
to investigate how the concept of “living archives” was actually applied when they created an
improvised dance performance, and how they reenacted and reconstructed the past in their present.
In an interview (Aestheticamagazine, 2014), Davies explains that dance is quite isolating,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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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dancer leaves the room after constructing something, they take the archive of that experience
out with their body. Davies’s point of view highlights dance’s transience; however,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it disappears, it always leaves an archive. Davies’s statement reminds us that the archive
always exists, even after the dance has finished, because it exists in a dancer’s body. She calls these
bodily memories “living archives”.
Davies’s view of transience in relation to memories left in a dancer’s body recalls Franko’s
discussion of reenactment from the previous section. Franko argues that “post-ephemerality” is a
significant issue in dance due to its transient character. Like Franko, Davies has attempted to reject the
ephemerality by suggesting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a trace left in a dancer’s body and the
disappeared after the moment. Sarah Whatley, a significant dance scholar studying Davies’s works,
notes that, for Davies, “the dancer’s body [carries] the ‘true archive’ of the dance”(Whatley, 2014,
p. 132). This statement shows that Davies’s view is that the body itself contains past experiences.
Davies therefore challenged the broader view of improvised dance’s transience, according to which
the dance disappears as soon as it is carried out, via her choreographic method, “living archives” and
what she calls the process of “looking back”. She believes that it is valuable to “look back” and reflect
on a dancer’s body of work, allowing them to rethink their own history and understand how to make
dance more ‘intelligible’. By going through this process, they remain highly attuned to the needs of
their own creative practice. Davies (2015) highlights that the concept of archive in choreographic
work can be a constant reference point, through which a dancer can investigate their own history by
looking at the body as an archive.
From my own experiences in improvisation and creating performance generally, I have also found
that the process of ‘looking back’ is vital to making me improvise further and providing me with
materials that inspire me. In the studio, I naturally looked back at what I had done in the past, to the
concepts, materials, scores, or even quality of movements I had used. In my experience, dance artists’
own histories can be considered crucial in developing choreographic resources because it allows them
to connect with their past, and to guide their present and future by reproducing or reconstructing past
dances as meaningful in their present moment. In considering a dancer’s long-term career, the
‘looking back’ process makes a dancer understand better what is going on in their present. In addition,
when they are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new dance piece, materials are evolving just as artists are, in
that artists are continually seeking new methods of making.

Table of Contents (2014)
I would like draw attention to Siobhan Davies Dance’s Table of Contents to analyse how a dancer’s
archive finds meaning through reconstruction as a choreographic resource. Table of Contents was
performed between the 8th and the 17th of January at 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in London
Dance Improvisation as Intertwining of Present and Past as Endless Kinaesthetic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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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bhan Davies Dance, 2014). It was performed by six dancers from Siobhan Davies Dance, namely
Andrey Buckley, Helka Kaski, Rachel Krische, Charlie Morrissey, Matthias Sperling, and Siobhan
Davies. This is a live performance exploring memory and the presence of movement, using the
dancers’ own histories to question how dance can be archived and built upon an individual history.
The live performance Table of Contents (2014), a cycle of short performances lasting eight hours,
attempts to evoke a gallery context. In order to bring this experience to life during the performance the
dancers considered the following issues. Based on my observation of this performance, as is usually
the case in art galleries the performers and audiences shared a space, and spectators were free to come
and go.

<Figure 2> Table of Contents (Aestheticamagazine, 2014. 5. 21.)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in the brochure of ‘Table of Contents: Memory and Presence’ (2014),
during the process of making/rehearsing Table of Contents, the dancers from Siobhan Davies Dance
utilized their own archives as reference points for developing the piece, exploring how their past
dances are reconstructed in the present. The main questions posed by Table of Contents are “how is the
past performed by the present? What if we approach movements and choreographies as archives
emerging from countless layers of past activity?” (Davies et al., 2014, p. 3). To explore this question,
each performer brought their own material from their past into their choreography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piece. Rachel Krische, one of Siobhan Davies Dance’s artists, explains the process of
making Table of Contents:
In rehearsal and performance, a dancer brings this entire internal, bodily bank of information into
the working space. Furthermore, it is also a part of (or perhaps is) their biography. An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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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y is still in a perpetual process of accumulating, processing and sharing information.
(2016, p. 53)

As Krische describe, Davies’s “living archives” understands the body as a ‘hard drive’ of past
memories, an archive of past dance experience stored in the living body of the dancer. Siobhan Davies
Dance’s Table of Content contributes to providing a good example of choreographic exploring the
past that exists in the present.

IV. Conclusion
This paper challenges the idea that we must focus only on present, fresh experiences in improvised
dance works. I have discussed extended ways of thinking about the present moment in improvisation:
from experiencing the now as instant, immediate, and emergent, to thinking about it as a simultaneous
blend of past and present, a continuum of present moments in endless kinaesthetic transformation.
Through discussion of dance artists’ ideas and theories, I aimed to develop a definition of the present
moment in performing dance improvisation. My discussion of the work of selected theories and dance
artists helps to draw out four significant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t and past in
dance improvisation. First, the present moment in dance improvisation has long been described as
instant, immediate, and emergent. Second, Gallagher’s discussions of Husserl’s “temporal structure
of consciousness” helps us understand how the present involves past experiences in improvised dance
work, wher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re blended. Third, I suggested reconstruction as a practical
strategy for exploring the present alongside the past. Franko’s discussions of re-enactment articulate
how dance artists understand are-enacted past and reconstruction by finding a relationship between
transience and “post-ephemerality”. Fourth, I discussed transformation, as a form of endless
kinaesthetic transformation. Deleuze’s notions of “differential presence” and “becoming” allow us to
understand transformation in improvised dance as a palimpsest. Finally, I investigated a specific
artistic context exploring the past in present dance: Siobhan Davies Dance’s artists.
I hope this paper opens up to further discussions in dance improvisation to dance scholars and
artists. Also, I shall continue myself as a choreographer and dance scholar to experiment with the
concept of intertwining of present and past as endless kinaesthetic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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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무용 즉흥
- 지속적인 근감각적 변형으로써 현재와 과거의 결합 -

박진덕
안무가 및 무용연구가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만의 경험에만 집중되는 무용 즉흥에서의 현상이 현재에 존재하는 과
거와의 연결성이 무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연구 방법으로서 무용 즉흥이 1960년 저드슨 댄스 시대부
터 강조되어 온 특징인 현장성과 순간성을 중요시함을 다양한 무용예술가와 연구가들의 논의를 근거로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론적 근거인 갤러거의 후설 “시간적 의식 구조”를 활용하여, 무
용 즉흥에서 과거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항상 현재와 결합하여 즉흥춤에 어떻게 활성화 되는지
분석해본다. 논문의 뒷부분에서는 팰럼시스트 형태의 이미지를 적용하여, 현재와 과거가 결합된 즉흥적
인 무용은 근감각적 재구성과 변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임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쇼반
데이비즈 댄스의 즉흥기반의 공연에서 재구성과 변형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지와 더불어 다양
한 무용 예술가들이 무용 즉흥에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이 연구를 통해,
즉흥 작업에 흥미가 있는 무용 예술가들에게 무용 즉흥에서 강조되는 지금 이순간의 현재 경험이 과거
와 결합된 형태로서 현재에 존재함을 강조하고, 근감각적 재구성과 변형으로써 무용 즉흥을 제안한다.
Keywords: 무용 즉흥(Dance improvisation), 현재(the present), 후설의 “시간적 의식 구조”(Husserl’s “temporal

structure of consciousness”), 질 들뢰즈(Gilles Deleuze), 쇼반 데이비즈 댄스(Siobhan Davies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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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사조로서 낭만주의(Romanticism)가 발레에 미친 영향 분석
- 주제, 기법, 구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신효영*1)

Ⅰ. 서론
Ⅱ. 낭만주의란 무엇인가
Ⅲ. 19세기 초 발레에 나타난 낭만주의 요소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8세기 중엽 이후 영국과 독일에서 시작된 낭만주의(Romanticism) 운동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그 절정에 도달, 한 세기에 동안 예술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낭만주의 정신은 문학을 시초로 하
여 음악, 미술, 무용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을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
관적 판단’을 중시했으며, 형식의 탈피를 통한 ‘무한한 상상력’으로 ‘초월적(超越的)인 미’를 구사하였다.
낭만발레는 타 예술장르와는 달리 문예사조(文藝思潮)의 흐름상, 후기 낭만주의에 해당하는 19세기
초,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며 발레를 대중예술로 승화
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또한 타 예술 장르에서는 고전주의 다음으로 낭만주의가 도래하
였으나 춤, 특히 발레에 있어서는 낭만주의 다음에야 고전주의라는 역(易)주행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인은 춤 예술 자체가 타 예술장르에 비해 상당히 늦은 출발을 보인 것도 있지만,
발레는 특히 낭만주의의 영향 아래 주제와 기법, 무대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예술적 형
태를 갖추게 되었고, 고전발레 역시 낭만발레의 연장선상에서 전성기를 이룩함으로써 낭만발레가 그 기
저로 작용되었다.
국내에서 낭만발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 대표작 하나를 선정하여 작
품을 분석하는 작업-안영숙(2004), 남청록(2005), 유정은(2017)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중 특이한
것은 낭만발레의 의상을 연구하는 작업-이영숙(1996), 정가연, 최정록(2013), 엄한나, 박영하(2020) 이
눈에 띄게 많다는 점이다. 이는 낭만발레에 있어 의상의 역할이 그만큼 지대했음을 알 수 증거라 할 수
있겠다. 낭만발레에 대한 연구 중 손윤숙(1998)은 낭만발레에 대한 무용사(史)적 의의와 역할을 개괄하
고 있으며 심정민(2001)은 낭만주의 당대 비평가들을 통해 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였고 노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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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는 낭만발레에 나타난 ‘환상’을 분석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낭만발레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 연구 또한 낭만발레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을 재고하
여 낭만발레를 바라보는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예사조의 흐름인 낭만주의 이념 안에서 발레를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따
라서 ‘낭만발레(Romantic Ballet)’라 명명(命名)되는 근거를 낭만주의의 개념, 특성과 연계시켜 구체적
분석, 탐구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무용을 전공하는 후학들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낭만발레’, ‘고전발레’라 명명되는 발레
의 정의와 이 속에 깃든 이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
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겠다는 의지가 본 연구로 이어졌고, 발레에 대한 기본개념을 바로 세우고 객관화
하는 것은 무용이론의 토대를 다지는 것이라 사료된다. 문예사조의 한 부분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작품
에 깃든 정신세계로의 접근이자,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시대상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예사
조의 흐름 속에서 발레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춤에 대한 통시론적 관점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은 이전의 낭만발레에 대한 연구와는 다른 본 논문만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작품분석을 위해 시청각 자료1)의 통원(通源)하는 한편, 주로 문헌 연구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 중 기법의 연구 부분에 있어 발레용어나 명칭 자체가 본 논문에서는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지 않기에 그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음을, 또한 낭만주의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현
재에까지 유사한 형태로 남아있는 낭만발레의 대표작 ｢라 실피드, La Sylphide｣(1832), ｢지젤, Giselle｣
(1841), ｢파 드 카트르, Pas de Quatre｣(1845) 세 작품만을 분석하고 있음을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 밝혀
두고자 한다.

II. 낭만주의란 무엇인가
1. 어원 및 등장 배경
낭만주의(Romanticism)는 18세기 말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
작하여 19세기 초 전 유럽으로 확산 된 문예상의 대운동이다(엄창섭, 1996, p. 87). 낭만주의는 ‘로맨틱
(Romantic)’이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로 로맨틱은 고 불어(古 佛語) ‘로망(Roman)’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소설을 ‘로망’이라고 하는데 로망으로 씌어 진 이야기는 주로 중세 기사들의 모험
적 무용담으로 그 내용이 다소 황당무계하여 ‘로맨틱’이라는 말은 ‘기이한’, ‘가공적’, ‘경이적(驚異的)’,
‘신비한’, ‘공상적’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문덕수, 황송문, 1997, p. 56).
18세기 독일의 비평가인 슐레겔 형제가 문인 또는 미술가들을 대하며 ‘낭만주의자’라는 명칭을 사용
했고 형 프리드리히 슐레겔이 계간지 ｢아테네움｣에서 최초로 낭만주의를 정의했다. 곧 낭만주의란 명칭
은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프랑스 문인 스탈부인이 독일 문화를 논평하며 이 ‘낭만주의’를 사용, 본격
1) ｢라 실피드｣-오귀스트 브르농빌 안무(1836)-덴마크 왕립발레단. ｢지젤｣-유리 그리고로비치 안무(1987), 블라디미르 바
실리예프 안무(1997)- 볼쇼이 발레단, 마라우스 쁘티파 각색본(2006)-로열발레단. ｢파 드 카트르｣- 안톤 돌린 안무
(1941)-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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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William Vaughan 저, 마순자 역, 2003, p. 9).
낭만주의는 개인의 개성에 집중하였으며 외부의 규범이나 정신적 규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질서,
균형, 규칙, 통제 등 완전한 미를 중요시했던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이다. 이는 진정한 표현적 자유와 창
조적인 자발성을 이끌어내어 개인의 감정과 내면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이처럼 ‘예술적 자유를 강
조’함은 이전에는 전무한 것으로 서양의 이념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Arnold hauser
저, 염무웅 역, 2016, p. 266). 또한 낭만주의의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국가권력이나 종교에
세속되어 있던 개인들에게 정신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현
실의 깊이를 연구, 존재의 심연에 도달하고자 노력할 수 있게 하였다.
18세기는 환멸의 시기로 프랑스 혁명 이후 계속된 투쟁과 다툼들로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진
정한 자유와 평등을 원하며 투쟁했던 시민들은 새로운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의 탄생을 지켜보면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계속된 불안정한 사회는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또한 산업혁명은
사회를 자본 위주의 사회로 발전시켰으며 기계문명의 발달로 기존의 생활 환경과 삶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생겨난 이기주의와 합리주의는 비인간화를 가속시키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루소(Rousseau, 1712-78)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한 바, 낭만주의는 그의 자연 회귀 사상을
토대로 고전주의의 ‘이성적 폭력’ 앞에 질식된 인간의 감정적 욕구를 분출하고 독창적이며 개성 넘치는
상태, 즉 자연 상태로서의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 본질로 보았다. 그것은 18세기적 합리주의와 계몽정신
에 대한 도전으로 고전주의를 낭만주의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통과 인습에 대한 도
전이 일어났고 개인의 존엄성이 강조되었다.
계몽주의는 멀리 르네상스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주로 신(神) 중심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확립을 의미하
였다. 일반적으로 계몽주의는 봉건적 구습, 종교적 전통에 의존하는 무지, 미신, 도그마 등에서 벗어나
이성과 사실의 논리를 믿고 자유사상, 과학적 지식, 비판 정신 등을 고취하려는 정신운동으로 그 바탕은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게 하려는 합리주의가 깔려있다(문덕수, 2010, p. 78). 조화와 질서를 이상으로
삼았던 고전주의와 자연의 보편적 질서를 찾고자 하는 계몽주의는 이런 점에서 일치점을 이루며, 낭만주
의는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일 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와도 대립을 통해 탄생되었으며(김은철 외, 2003, p.
55) 프랑스, 독일, 영국, 북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한 거대한 문화운동이다.

2. 특성
낭만주의는 그것과 정 반대되는 고전주의와 비교할 때 그 모호함과 다양함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고
전주의는 이성으로 세계를 파악, 그 존재 자체의 합리성과 검증된 사실만을 신뢰한다. 이에 반해 낭만주
의는 감성, 현실을 초월한 관념적 세계 안에 그 실체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즉, 낭만주의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우위에, 합리적인 것 보다는 ‘비합리적인 것을’, 감각성보다는 ‘관념성’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
서 낭만주의는 전통적으로 예술창조에 있어 무시되고 배제되어왔던 예술가의 ‘상상력’에 주목하며 예술
에서 비합리성을 강조한다.
고전주의 예술의 특징이 형식의 정연한 통일과 조화, 형식과 내용의 균형, 대상의 유형화라면 상상력
과 감성에 의한 독창성, 형식을 파괴하는 개성과 자유분방함, 기이함, 무 법칙성, 이국적 취향 등이 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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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예술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낭만주의 이전 서양에서는 미(美)를 조화와 균형 등 ‘완전성’
개념으로 이해했고, 미란 대상이 지니고 있는 비례를 잘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례와 균제와 같은
사물의 객관적인 속성과는 상관없이 미를 인식의 주체로 즉, ‘주관적 감성’의 문제로 보는 것이 낭만적
태도이다.
이것은 ‘미’라는 것은 창조되거나 또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이때의 미는 주
관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미는 객관적인 것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감정, 열정에 따라
주관적으로 창안되는 것으로 이 경우 미는 상상력을 통해 창출될 수 있고 또는 영감으로 수여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신비하고 무정형이며 초월적, 초인간적이다. 이렇게 ‘직관’, ‘느낌’, ‘열광’, ‘충동’, ‘숭고’
의 개념이 수반되는 것이 낭만적 미이다.
고전주의 예술에서 예술가란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적 생산자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수용되어 온 규칙
의 습득자요 일종의 기능인 즉 ‘장인(匠人)’의 개념에 가까운 존재이다. 이때는 기존에 존재하는 미의 척
도를 어떻게 작품으로 구현하느냐는 방법론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반면 직관이나 영감, 상
상력 등 신비한 창조 동인에 의해 새로운 미를 창안해내는 예술에서는 예술가는 자유로운 창조자요, 전
통과 규칙에 지배받지 않는 ‘천재(Genius)’로 간주되었다. 낭만주의 예술은 현실을 초월하여 무한하고
숭고하며 기이한 것을 담아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예술가는 전통과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
상태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제작을 해야 했다. 낭만미의 구사는 신비적 자아에 의해 가능해진다
고 판단했으며 이와 같은 시각은 플라톤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Republica)에서 시인 추방론을 펼치면서도 시가 모방의 기술이 영감에 의해 제작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모방과 영감에 의한 작시를 구분하고 있다. 플라톤 시대에는 시가 예술에 포함
되지는 못했지만, 비합리적 동인에 의해 현실을 넘어 초월적인 것을 그려내는 행위를 진정 예술로 간주
했던 그의 시각은 낭만주의 미학의 출발점이 된다.
향연(Symposium), 이온(Ion), 법률(Law), 파이드러스(Phaedrus) 등 다수의 저작에서 플
라톤은 시의 본질을 신적 영감 또는 광기로 규정, 시인은 자신 내부(en)에 있는 신(Theo)을 모심으로써
신으로 가득 찬 상태(entheos)가 되어야 작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핵심이 되는 이온에서 그는
서사시, 서정시 할 것 없이 모든 시작(時作)은 절대로 기교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영감을 받아
신적인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533c-536d)하고 시인이란 신으로부터 영감을 부여 받은 사람이
라고 단언하였다. 뮤즈의 제단에 앉자 신에게서 영감 받는 순간 시인은 비로소 작시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렇게 플라톤이 주장하는 시인의 ‘영감’은 ‘신적인 힘’으로 기술, 즉 테크네(techne)와는 대립되
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써 시작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것으로 이는『파이드러스』에서 말하고 있는
광기, 즉 ‘마니아(mania)’개념과 더불어 플라톤에 있어서 예술적인 광기의 사상을 형성하는 중심개념이
되었다(노영덕, 2010, p. 202). 플라톤의 이러한 사상들은 훗날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근대적으로 변형
되었고 현실을 뛰어넘어 초월적 세계를 그려내고자 했던 낭만주의자들은 ‘상상력’을 초월적 세계와의
접촉수단으로 여겼다.
고대에 있어 상상력은 인식론적 연구 대상일 뿐, 예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간에게 내재 된 능력이
아니었고 인간이 자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는 외부에서 일
방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바로 ‘영감’이었다. 영감을 의미하는 고대어 ‘엔투시아스모스(Enthousiasmo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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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에 이르러 ‘인스피로(inspiro)’라는 단어로 번역, 오늘날 ‘인스피네이션(inspiration)’의 어원이 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술을 테크네(Techne)의 개념으로 이해했고 따라서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을 이해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낭만주의에 이르면서 상상력은 단순한 정신의 이미지를 재생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창조적인 개념이 되었으며 천재와 불가분의 관계로 놓이게 되었다. 낭만주의자들은 상상력을 인간에게
내재 된 신적인 어떤 부분으로 보았으며 상상력이 뛰어난 인간을 글자 그대로 하늘(天)이 내려 준 재능
(才)을 가진 천재라고 판단했으며, 낭만주의의 천재개념은 결국 고대 영감론의 근대적 변형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근대에 들어 인간관과 우주관이 변화한 탓이기는 하지만 예술관과 관련해 보
았을 때 낭만주의는 감정과 개성을 중요시하고 이타적인 것, 초월적인 것, 기이한 것을 탐닉했기 때문이
다. 낭만주의에 와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영감을 인간 자체의 발동적인 상상력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낭만주의의 특성에는 모든 가치를 개인의 내적 체험에만 두는 것으로 꿈과 동경, 예감과
신비성의 무한성에 대한 추구, 형식과 법칙을 초월한 보편시의 창조, 개성의 존중, 개인적 감정과 기분
의 우월성, 작가의 자의성 허용, 동양의 찬미와 중세에의 동경 등이 있으며, 이 모든 특성의 근저는 강력
한 ‘주아주의(主我主義)’가 흐르고 있다. 발젤(O.Walzel)은 그의 저서 낭만주의에서 낭만주의 특성으
로 ‘마법적 관념론’을 들고 있다.
마법적 관념론이란 낭만파 시인 노발리스(Novalis, 1772-1801)의 예술적, 천재적, 창조력의 신비한
내부 충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무한에의 갈구이며, 거의 ‘망아(忘我)’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인간의 힘이요, 의지작용이다. 현재의 불만과 결핍에서 지상적 존재의 저쪽을 바라보며, 유한적 존재
에서 무한자에로 나아가는 길을 구한 것이다. 낭만주의자는 하나의 끝없는 동경에다 ‘사랑’이라는 주제
를 결부시켰으며 이 사랑은 동경을 진정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았던 것이다(O. Walzel, 2018,
pp. 25-34).
정리하면 낭만주의는 이른바 ‘질풍노도’의 운동으로 출발하였으며 객관보다는 주관을, 이성보다는 감
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자아의 해석을 주장하고 정서적인 자유를 구사하여 상상이 이르는 대로 무한한
것을 동경하는 전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선영, 1995, p. 78).

III. 19세기 초 발레에 나타난 낭만주의 요소
낭만발레는 문예사조의 흐름상 낭만주의 후기에 해당되는 19세기 초에 시작되어 ｢라 실피드｣를 선두
로 주제나 기법, 의상, 무대장치 등 많은 변화와 여성들의 우아함이 강조되어, 새로운 미적 감각으로 구
성된 새로운 형식의 춤(Alexander Bland, 1976, p. 54)으로 변화되었다. 낭만발레는 주로 평민들의 ‘사
랑’이야기를 주제로 목가적, 서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무대장치 역시 이국적인 것으로 일찍이 유
례가 없었던 감정 표현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위한 낭만주의 제반적 특성을 갖추
고 있었다. ｢라 실피드｣가 낭만발레의 문을 열어준 작품이라면 ｢지젤｣은 낭만발레 스타일을 완성시킨
작품으로 평가되며 그 뒤를 이은 ｢파 드 카트르｣는 줄거리나 주제는 없지만, 기법 면에서 낭만발레의
최절정을 이루는 대표작으로 손꼽힐 수 있다. 본 장에서 이 세 작품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요소를 주제,
기법, 구성면으로 나뉘어 낭만주의가 발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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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및 소재
｢라 실피드｣는 낭만주의 오페라 ｢악마 로베르(Robert le Diable)｣2)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분
위기 면에서는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다(Mary Clarke, 1981, p. 64). 1932년 파리 오페라 좌에서 초연
된 2막의 발레로 당시 마리 탈리오니(Marie Taglioni, 1804-1884)가 ‘공기의 정’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발레 무대에서 낭만주의 운동의 승리를 선언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달
빛 아래서 비현실적인 존재들의 등장은 당시 절정기에 있던 낭만주의 예술의 이상을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다.
1막은 스코틀랜드의 외딴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현실세계 속의 환상적인 이야기로 실프(공기의
요정)와 마을청년 제임스, 그리고 늙은 마녀 메쯔가 등장한다. 결혼을 앞두고 요정과 사랑에 빠지는 제
임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막에서는 1막과 달리 환영의 세계와 환영과 현실을 오가는 상황이
연출된다. 요정을 따라 숲속(환영의 세계)에 들어간 제임스, 마녀 메쯔의 계략에 빠져 독이 묻은 스카프
를 실프의 어깨에 걸침으로써 실프는 죽음에 이르고 현실로 돌아와보니 제임스의 약혼녀 에피와 그녀를
짝사랑 거언의 결혼식이 거행되는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내용이다.
앞서 살펴본 낭만주의의 특징과 연계시켜보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무한에의 욕구가
표출되는데 요정과 인간의 사랑, 현실과 환영의 세계를 넘나드는 주제 설정은 낭만적 전형(典型)을 갖춘
것으로 ｢라 실피드｣는 발레를 새로운 시대, 즉 낭만주의로 안내했다는 점에서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
요한 발레의 하나(이덕희, 1992, p. 48)로 자리 잡았다.
｢지젤｣역시 이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젤｣은 프랑스 시인 고띠에(Theophile Gautier,
1811-72)의 도이칠란트에 대하여를 읽다 마임(윌리, Wilis) 즉, ‘혼례를 치르지 않고 죽어버린 처녀로
매일 저녁 신부의 의상을 하고 무덤에 나타나 새벽녘까지 춤을 추는 정령’의 전설에서 영감을 받아 극작
가 생 조르쥬(Vernois de Saint Georges)의 협조 아래 1841년 6월 28일 파리에서 초연된 이래 현재까지
도 변함없는 성공을 누려온 작품이다.
｢지젤｣은 발레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레작품으로 찬양되었고, 그보다 수년 전 출연한 낭만발레
의 효시인 ｢라 실피드｣보다 더 높이 칭송되었다. ｢지젤｣은 낭만주의 시대의 이상을 가장 잘 묘사한 시나
리오를 갖추고 있으며, 감성과 사고의 자유를 중시하며 환상성을 본질로 하는 시각예술로서 눈 속에 환
상을 심어줄 수 있는 많은 아름다움을 창조해냈다(David Drew, 1958, p.6)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젤｣의 소재는 사실성이 부족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낭만적 주제로 인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했
으며, 간접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어 발레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인간이면서 비인간이고,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죽은 자이며, 가까운 듯 하면서 먼 인간의 양면적 모습(박명숙, 1998, p. 37)등 초
월적 존재의 등장과 목숨을 걸만큼 사랑했기에 배반당하자 실성해 죽음을 맞이하는 주인공 지젤의 극도
의 감정 표출과 사랑이라는 주제는 낭만주의의 이상에 부합하며 낭만발레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미쳐서 죽을 광기’, ‘춤추다 죽음’,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사랑’ 등은 ｢지젤｣을 낭만발레의 대표작으
로 부상시키기에 충분한 주제적 요소가 된다. 1막에서는 병약하고, 감정이 풍부한 순수한 시골 처녀라
2) 1931년 11월 22일 파리 오페라 좌에서 5막7장으로 초연되었으며, 스크리브(Eugene Scribe) 및 드라빈(Germain Delavigne)
이 대본을 맡았다. 인간과 악마 사이에서 태어나 악마와 인간이 이중성을 가진 주인공 로베르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
고 마법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플롯으로 둔 낭만주의 대표적 오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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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막에서는 알브레히트(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강해진 윌리로 변화된다. 2막에서 지젤은 육신이 없는
정령으로, 육체를 버리면 정령이 된다는 낭만주의 사고의 소산물은 지젤의 또 하나의 모습이자 더욱 강
해진 캐릭터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소재거리이다. 정령이 되어서도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
을 던지는 ‘지극한 사랑’, 현실과 환영의 세계를 넘나드는 설정은 ｢라 실피드｣와 유사한 주제를 지니는
것으로 낭만주의적 특성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파 드 카트르｣는 쥘 페로(Jiles Perrot)의 안무로 1845년 7월 20일 런던 왕립극장에서 초연된 작품
으로 샤론의 석판화 그림을 모티브로 특별한 주제가 없이 4명의 발레리나가 펼치는 정교하고 사랑스러
우며 균형 잡힌 그림의 이미지를 춤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기 발레는 다른 예술들처럼 새로운 영감에 근거를 두고자 했다. 문학, 그림, 음악에서 예술가들
은 그들의 세계로부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고 색다른 것, 불가사의한 것,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한 흥미
로움은 관객을 매혹시켰다. 시간을 초월해 대지와 멀리 떨어져 유령과 요정들은 안무가들이나 무용수들
에게 엄청난 자극을 공급했고, 이런 새로운 광경은 춤의 소재로 반영되었다(Mary, Clarke. & Clement,
Crisp 저, 김학자 역, 2013, p. 68). ｢파 드 카트르｣는 줄거리나 소재는 없지만 요정의 이미지를 여성에
게 의인화 시킴으로써 여성무용수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며 상상력이나 영감을 추구하는 낭만주의의
이상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2. 기법
낭만주의로 접어들면서 발레는 가벼운 움직임과 미적 심취에 부합한 기교로 발전하였다. 발레도 인
간이 아닌 마치 요정과 같은 현실과 동 떨어진 피조물들이 창조해내는 예술로서 자리 잡기 위한 시도들
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 기법적인 부분에서 시행되었던 것은 ‘쉬르 라 뽀앵트(Sur
la Point)’ 이다(이은경, 2001, p. 114).
‘포인트(Point)’는 ‘뾰족하다’는 뜻으로 ‘발끝을 완전하게 세워 춤추는 동작’을 말한다. ｢라 실피드｣에
서 마리 탈리오니에 의해 처음 시도된 발끝으로 춤추는 토 댄스(Toe Dance)는 사실상 ｢지젤｣을 통해 완
전한 기술적 발전을 이룩했다. 토 댄스는 발바닥이 땅에 밀착되어오던 것에서 벗어나 발등을 수직으로
세워 상승하는 무중력의 상태를 느낌으로써 천상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게 하였고 이는 다양한 상승
(Elevation)동작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토슈즈(Toe-Shoes)는 당시 신었던 공단 슬리퍼 앞부분에 솜을 넣어 꿰매는 정도였음으로
오랜 시간 발끝으로 균형을 잡아 선다는 것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진다. 발레리나들은 자신의 발끝 힘
으로 살짝 포즈를 취하거나 스치며 지나가는 스텝 등으로 ‘쉬르 라 뽀앵트’ 기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연약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와 영혼의 세계를 날아가는 듯 한 이 뽀앵트 기법은 당대 유행하던 요정이나
연약한 여성을 나타내기 위한 작품의 이미지에 정확히 부합되어 관객으로 하여금 미적인 감동과 이상세
계를 꿈꾸게 할 수 있었으며 낭만발레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점적인 기법이 되었다.
기법의 발전과 더불어 ｢지젤｣에서는 종전의 발레에서 보여 지는 마임(mime)과는 다른 차별성이 나타
났다. 발레의 역사를 보면 마임 같은 수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 감정, 혹은 반응을 표현하는 순간 무용수
들의 춤이 완전히 멈춰 버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젤｣에서는 춤의 움직임을 통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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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진행시키는 부분들이 많았고, 매 장면들에서 마임의 요소들이 강하게
들어났지만 경직된 수화가 아니라 리드미컬한 몸짓으로 음악과 춤이 조화를 이루며 마임 자체가 춤 스
텝으로 매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1845년 초연된 ｢파 드 카트르｣에서는 당대 최고인 발레리나 마리 탈리오니(Marie Taglioni), 카를로
타 그리지(Carlotta Grisi), 파니 체리토(Fanny Cerrito), 루실 그란(Lucile Grahn) 등 네 명의 발레리
나 출연하였는데, 그들은 저마다 스스로를 세계 제일의 무용수라 믿고 있었으며 그때까지 한 무대에 출
연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 작품은 당시 최고의 발레리나 네 명의 불꽃 튀는 경쟁심과 각자의 장점을
살린 동작과 안무로 인해 낭만발레 최고의 기법이 나타나고 발휘되었다.
｢파 드 카트르｣는 단막 발레소품으로 주제가 없으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와 무용수 각자의 아름다움
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안무된 걸작으로, 당대 최고의 기교와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로 낭만발레 시대에
발레리나의 전성기를 장식했던 루실 그란은 매혹적인 연기와 힘 있는 동작으로 무대를 압도하였고, 놀
랄 만한 탈력성의 ‘그랑 주떼(점프동작)’의 기교를 가진 파니 체리토는 매력적인 회전동작을 가미한 춤
을 선보였다. 또 카를로타 그리지는 화사하면서도 가벼운 발놀림을 중심으로 한 바리에이션(Variation)
을 선보였으며, 마리 탈리오니는 창의적이고 독특한 발놀림과 뛰어난 도약으로 발레기법의 발전을 가져
왔다(김긍수, 1998, p. 309).
｢파 드 카트르｣는 낭만발레에서 발레리나의 위상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는 하나 무용수 각자의 기량
과 과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춤 자체가 지닌 내용이나 의미는 매우 빈약한 편으로(Ivor Guest, 1974,
p. 29) 평가된다.

3. 무대 구성
가. 의상
18세기부터는 전문 무용수의 등장으로 화려한 기술적 기법이 추구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영향은 발
레공연의 형식과 더불어 무용의상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과거 화려하고 호화로운 장식으로
신분을 나타내기에 급급했던 의상은 무대 위에서 무용수의 움직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가벼운
의상으로 대체되었다.
현실을 뛰어넘어 초월적이며 숭고한 것을 추구하는 낭만주의적 경향은 낭만발레의 의상적 특징으로
표출되었는데, 화가인 외젠 라미(Eugene Lami, 1800~1890)는 ｢라 실피드｣에서 마리 탈리오니의 의상
을 담당하였고 그는 당시에 유행하던 의상 스타일을 단순화시켜 목과 가슴 선을 부각시키면서 몸에 꼭
끼는 상체의 바디라인과 흰색의 망사를 여러 겹으로 하여 하체를 풍성하게 부풀린 스커트를 고안, 백색
발레의상을 선 보였다. 남자 무용수들은 역시 낭만주의 시기부터 타이즈를 입기 시작했는데 이 타이즈
에 긴 소매가 있는 셔츠와 짧은 재킷으로 상의를 착용하여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이 시기의 의상
은 발레리나의 신체적 특성인 가늘고 긴 목과 사지(四肢), 처진 어깨와 청순한 여성의 형상을 극대화하
고 발레의 기법을 표출시키는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이영숙, 1996, p. 463).
｢라 실피드｣에서 탈리오니가 입었던 의상은 요정이 공기처럼 날아다는 것과 같은 환상적인 이미지
를 연출시켜 발레의상의 한 유형을 창조했다. 이 의상을 ‘로맨틱 튀튀(Romantic Tutu)’라고 부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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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환상성과 비현실적인 낭만발레의 주제에서 비롯된 여성 무용수의 의상으로 기능적인 측면으로 몸
통은 꽉 끼고 스커트는 유연한 형태로 되어있었다. 스커트 길이는 무릎 바로 아래까지 내려 왔고, 종
(bell-shaped)모양의 형태로, 발전된 발레의 테크닉적 역량을 선보이면서도 여성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무용의상의 기능적 측면과 미적인 측면이 두루 잘 보여 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것은 이전의 발레의상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이러한 의상이 대유행하게 되자 ‘발
레 블랑(Ballet Blanc, 백색의 발레)’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게 되었고(조승미, 1995. p. 84) 백색
의 로맨틱 튀튀를 입은 여성군무의 움직임은 현실과는 괴리된 초현실적 상상의 세계를 피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라 실피드｣와 ｢지젤｣은 공통적으로 1막과 2막에서 현저하게 상반되는 분위기와 의상이 등장한다.
1막에서는 스코틀랜드와 독일지역이라는 각각의 지역성과 목가적 분위기를 반영한 의상들을 착용하여
‘현실’ 세계임을 부각시키는 반면 2막에서는 백색의상을 사용하여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환영’의 세계를
부각시킴으로써 현실과 환영이라는 상반된 장소를 의상을 통해 대조적으로 표출시켰다.
｢파 드 카트르｣ 에 등장한 의상은 기존 로맨틱 튀튀의 백색의상에서 핑크색의 색상을 가미하고 소매
와 머리스타일에 조금씩 변형을 가하거나 장식을 하는 정도의 변화가 주어졌지만 로맨틱 튀튀의 전형을
벗어나는 큰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의상의 고안은 여성성을 강조하고 환상적인 분
위기를 자아내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여성 무용수들이 착용한 얇은 모슬린
(tarlatan)의 스커트는 높은 도약과 스텝, 섬세한 발동작 회전동작으로 이어지며 발레기법의 발전으로
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나. 무대장치
낭만주의가 성행하던 1760년에서 1840년은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매뉴팩처(manufacture)가 등
장한 시기와 맞물리며,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기계가 대신 해주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것은 곧
무대장치에서도 비약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작품 ｢라 실피드｣와 ｢지젤｣에서 볼 수 있는 무대미술과 무대기술의 발전은 낭만발레의 성향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시켰으며, 극장의 신기술은 무대가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일을 가능케 하였다.
파리 오페라 좌에는 빛을 부드럽게 산란시키는 큰 반사경이 달린 가스등을 설치하여 달빛어린 심연과
홀려들듯 한 어둠을 만들어냈으며, 연무기계, 화약 등을 사용하여 요정들은 신비스럽게 나타났다가 사
라지는 등 눈앞에서 펼쳐지는 마법적 효과를 시각적으로 제공했고 무대 위에서는 현실감을 주는 사실적
연출이 가능해졌다.
낭만발레 이전까지 조명의 수준은 촛불이나 기름등으로 무대를 비추었으므로 빛의 밝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고, 때로는 촛불이 꺼지거나 화재가 나서 공연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낭만발레에
서 가스 조명의 도입으로 인해 무대는 밝고, 어두운 청중석에서 무대 위에서 깜박이는 가스등을 바라보
면 밤의 달빛과 같은 환각이나 괴기스러움을 더욱 증대시켜 황홀함을 느끼도록 연출되었다(손민정,
2015, p.142).
이런 조명의 효과는 ｢라 실피드｣와 ｢지젤｣1막과 2막에서 극적인 변화를 주었는데, 특히 ｢지젤｣1막은
화려한 의상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무채색의 평 조명(floodlight)3)을 활용하였고 2막에서는 백색의상
문예사조로서 낭만주의(Romanticism)가 발레에 미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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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비를 되는 유색의 푸른빛 평 조명을 사용하여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그 힘을
발휘하여 관객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Jack Anderson, 2018. p. 62).

다. 무용수의 역할
낭만발레에서는 여성이 주는 ‘연약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에 주력하여 모든 배역과 춤이 발레리나의
기교와 표현에 치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 무용수들이 작품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축소되
었다. 이러한 성향은 남성무용수의 수준이 하락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발레가 매너리즘에 빠
지며 관객의 수 역시도 점점 줄어드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18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남성 무용수들은 여성과 동등한 스타로 취급되었고, 19세기 초에도 남성적
재능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들은 낭만주의 시대 발레리나들이 받았던 칭송과 숭배를 도무지 따를
수 없었다. 남성 무용수가 이처럼 하찮게 간주됐기 때문에 어떤 안무가들은 심지어 여성을 남성으로 분
장시켜 발레 공연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모든 주역의 역할은 발레리나에게 주어졌고, 남성 무용수는 파
트너로서의 역할조차 감소되어 발레리나들의 보조나 배경으로서의 역할만을 맡았다(Lincoln Kirstein,
1935, pp. 243-54).
낭만 발레의 대표작인 ｢라 실피드｣에서도 남성무용수는 ‘들러리’라 할 정도로 작은 역할과 배역을 차
지하였고, 이러한 성향은 ｢파 드 카트르｣에서는 전무(全無)한 상태로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이하
게도 ｢지젤｣에서는 낭만발레의 특성인 여성무용수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남성무용수로의 역할 역시 중
요하게 다루어졌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낭만발레 대표작에서 보여지는 낭만주의 요소
분류

주제

기법

‘뽀앵트 기법’을 처음 도입.
인간과 요정의 ‘사랑’,
테크닉보다는 이미지에
라 실피드
현실과 환영의 세계를
중점을 둠.
(La Sylphi)
넘나드는 주제
가볍고, 우아함을 강조,
초현실적 세계를 표출함

지젤
(Gisell)

파드
카트르
(Pas de
Quatre)

뽀앵트 기법을 기반으로
죽음에 맞서 인간의 테크닉이 강화되고 무용수의
한계를 초월하는
연기력과 마임 또한 중요시
‘사랑’이야기
됨으로써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함
주제나 내용이 없음.
여성무용수의
아름다움과 환상적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표현함

4명의 여성 무용수의 개성,
화려한 기법으로 완성도가
확연히 들어남.
도약, 회전, 힘 있는 동작,
빠른 발동작과 섬세함이
나타남

의상 및 무대장치

무용수의 역할

백색의 로맨틱튀튀,
여성무용수를
‘발레블랑’의
보조하거나
획기적인 변화가
줄거리를 위한
이루어졌고,
출연정도의 배역에
가스등의 도입으로
지나지 않음
낭만적 환상성 강조
1막과 2막에서
의상과 조명을
구분하여 현실과
환영의 세계를
대비적으로 강조

여성무용수의
부각이 돋보이나
남성무용수의
역할과 위치가
명확히 보임

연한 분홍의 로맨틱
튀튀를 착용.
여성미를 강조,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함

남성 무용수의
출현이 없음

3) 렌즈가 없이 빛이 펴지는 조명기구로 무대를 넓게 비추거나 배경막 등 장치의 넓은 부분은 특정한 윤곽 없이 고르게 비추
는데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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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낭만주의란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계몽주의와 고전주의의 반동으로, 전 유럽을 풍미했
던 문예사조 및 그런 예술현상에 근거가 되었던 사상적 경향을 지칭한다. 규칙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력’, ‘초월,’ ‘신비적 자아’, ‘영감’ 등 ‘주관적인 미’를 창조해내는 것을 참다운 예술로 보았던 낭만주
의 예술의 두드러진 특징은 발레에서도 주제와 기법, 무대구성 요소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쳐 한 세
기를 풍미한 ‘낭만발레’를 탄생시켰다.
낭만주의는 암울한 현실로부터 탈피하며 낭만적 환상과 몽상, 감정적 욕구와 강한 열정을 추구하고
자 하며 초월적,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마법적 관념론에 사로잡힌 낭만주의
는 무한한 이상세계의 향한 열망을 ‘사랑’이라는 테마와 결부시킴으로써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들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소재로 활용하였다.
낭만발레의 대표작인 ｢라 실피드｣와 ｢지젤｣에서는 현실과 초현실적인 세계를 넘나들며, 사랑을 주제
로 낭만주의의 이상을 표출한다. 인간과 정령의 만남, 마법, 초월적 세계를 넘나드는 인간의 모습을 통
해 낭만적이면서 환상적인 이미지를 강조,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있는데 이는 당시 유럽 전역을
풍미했던 낭만주의 예술사조에서 기인(基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뿐만 아니라 발레에 사용된 기법과 의상 또한 현실을 초월한 환상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인간이 아닌 피조물을 부각시켜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되었으며 무대장치
및 무용수의 이미지 역시 당대 낭만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낭만주의적 환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고
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주제 면에서 낭만주의 시대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현실도피, 상상력, 사랑과 동경 등 낭만적 주
제들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라 실피드｣는 인간과 요정의 사랑, 현실과 꿈, 마법과 같은 소재들이 등장
하고 있으며 ｢지젤｣에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미쳐서 죽음,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 , 정
령들의 초월적 세계가 나타난다. ｢파 트 까트르｣는 삽화 속 여인들을 상상하며 만든 환영들이 인간세계
와는 동떨어진 요정과 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등 이 모든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미지의 세계
를 동경하는 낭만주의의 이상을 발레의 주제로 수용하여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법 면에서 ‘쉬르 라 뽀앵트(Sur la Point)’ 기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수직으로 상승하는
무중력 상태의 느낌으로 다양한 상승(Elevation)동작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기법은 연약하고 아름다운
여성 즉 요정의 이미지, 영혼의 세계로 날아가는 듯 한 상상적, 몽환적인 이미지에 부합되었으며 초월적
인 낭만주의 이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기술로 채택되어 발레에 대한 환상과 신비감을 더욱 부채질하였
으며, 그 전 왕족과 귀족, 일부 부르조와의 부와 취미를 자랑하던 수준에 머무르던 발레가 전문무용수로
대체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다.
셋째, 무대구성 요소인 의상과 무대장치를 살펴보면 ‘로맨틱 튀튀(Romantic Tutu)’의 착용으로 ‘발
레블랑(Ballet Blanc: 백색 발레)’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가냘픈 여성성을 강조하고
몽환적이며 환상적인 환영의 세계를 부각시켜 낭만주의의 특성을 표출시키기에 적합한 장치였다. 또한
산업혁명이 가져온 신기술과 가스등의 개발은 관객들에게 마법적 신비감과 착시적 효과를 거둠으로써
낭만주의 이상을 시각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실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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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낭만 발레는 낭만주의의 환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여성무용수를 지나치게 부각시
켰고, 이는 곧 팬텀(Fandom) 현상으로 이어지며 발레가 대중예술로 승화되었다. 물론 이것은 낭만발레
가 매너리즘에 빠지며 쇠퇴의 길로 가는 주요인으로 작용되었지만, 발레가 귀족중심의 예술에서 대중적
인 예술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항상황에서 영감과 상상력으로 ‘초월적 미’를 구사
하는 낭만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은 낭만발레는 관객에게 꿈과 환영을 불어넣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
으며, 주제와 기법, 무대 구성면에서 많은 발전과 방향을 불러일으키며 발레가 종합예술로서 성장, 대중
화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러시아를 중심으로 마리우스 쁘띠파에 의해 낭만발레의 주제, 즉 요정이
나 마법에 걸린 인간, 공주나 왕자의 사랑이야기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나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과 같은 고전발레의 주제로 고스란히 이어졌고, 다이나믹한 기법과 엄격한 형식미, 균형성, 고도
의 기법을 갖춘 그랑발레(Grand-ballet)를 잉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낭만발레 안에 담겨진 낭만주의의 정신은 그 시대 속에서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
를 초월하여 발레에 영감을 주고 관객에게 상상력과 환상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만 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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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Romanticism on Ballet
- Focusing on Theme, Technique, and Composition -

Shin, Hyo Young
Lecturer, Department of Da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lay the humanities foundation for illuminating ballet by analyzing the effect of
Romanticism on ballet through the ideology and characteristics of Romanticism, a trend of literary
thought.
Romantic ballet’s representative works La Sylphide, Giselle and Pas de Quatre were greatly
influenced by romanticism in the early 19th century. Under the theme of ‘Love’ that transcends human
limitations, a ‘Sur la point’ technique was developed, creating a new genre called ‘Ballet Blanc’ and
generating a feminine image to express the ideal of romanticism with a fantastic and ‘transcendental
beauty.’ Romantic ballet yielded the driving force to inspire dreams and visions to the audience, and
provided an opportunity for ballet to grow into a comprehensive art and to become popular.
Keywords: Romanticism(낭만주의), Ballet(발레), Theme(주제), Technique(기법), Composition(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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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로 인해 국내 대학교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준영, 신호창, 2018).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5만 명으로 1만 2천 명이었던 2003년을 기준으로 약
12배 증가했다(교육부, 2020).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한 첫 번째 요인은 정부 정책에서 기인
한다. 교육부는 2003년에 시행한 ‘Study Korea Project’와 2015년 발표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통
해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학
평가와 재정 문제로 예상된다. 2006년에 처음으로 대학 평가에서 도입된 국제화 부분 평가로 인해 대학
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강홍준, 2019). 또한 국내 학령인구 절벽 현상에 따른 대학
의 재정난 역시 대학들에 외국인 유학생이 대거 유입하게 된 큰 요인이다(김승일, 이문준, 2021).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에 급급해 유학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많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많
은 유학생들이 학업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입학하게 되어 대학생활 부적응을 겪고 이것이 중도탈락 또
는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4,294명이었던 불법체류 유학생 수는
2018년 단 3년 만에 1만 2,529명으로 급증했다(강홍준, 2019).
유학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학업자에게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유학생들의 낮은 한국어 능력은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스트레스(마징징, 2021)와 낮은 자기효능감
(김령, 임선아, 2021), 우울과 불안의 증가(이안나, 박경아, 2019)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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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공적인 문화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승희(2011)는 심리적으로 건강
할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밝혔고 진미경과 조유진(2011)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정신건강과 적응 문제를 초래한다는 연구를 통해 심리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문화 적응과 학업수행을 위한 심리정서지
원 프로그램으로 표현예술심리치료가 하나의 개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현예술심리치료
란 “인간의 성장발달 그리고 치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미지, 스토리텔링, 댄스, 음악, 시문학, 동작, 꿈
작업, 시각예술 등을 통합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실천기법이다”(Atkins et al., 2003, p. 4). 표현예
술심리치료는 심리정서지원 중에서도 방어기제나 언어 사용에 대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언어 중재
중심의 치료에서 벗어나 내담자의 문제나 장애를 자연스럽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김진숙,
1993). 또한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중재 방법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예술표현 수단을 사용함으
로 대학 부적응의 핵심 요인으로 한국어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매우 유용한 심리정서지
원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을 대상자들과 프로그램의 기본
적인 정보, 매체, 중재내용, 측정도구,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을 도와 성공적인 학업 수행 및 문화적 적응을 높이
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
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구조는 무엇인가?
둘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분야별 개입도구와 중재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와 결과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문헌검색과 선정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에 타 예술치료 분야 동향연구 방법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음악치료 분야에서 고은진과 이진형(2018)의
연구와 미술치료 분야에서 임현진과 박소정(202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문헌검색 및 선정의 과정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은 체계적인 문헌고찰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었다.
검색 대상 문헌은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가 처음 발표된 2008년부터
2021년 8월로 한정하였다. 국내 자료 수집을 위해 국회도서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
보(KISS), DBpia에서 ‘유학생’, ‘표현예술심리치료’, ‘미술’, ‘음악’, ‘놀이’, ‘무용’ 등을 키워드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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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합하여 논문을 추출하였다. 국외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Academic Search Complete, Google
Scholar, PsycINFO에서 국문과 동일한 키워드인 ‘International Student’, ‘Foreign Student’, ‘Art
Therapy’, ‘Music Therapy’, ‘Movement Therapy’, ‘Play Therapy’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총 94편의 분야별 논문 편수와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60
40

학위논문

20

학회지등재논문

0
미술(48)

음악(15) 무용/동작(11) 놀이(6)

드라마(8)

기타(6)

<그림 1> 1단계 분야별 자료 검색의 결과 (총 94편)

2. 문헌선정 및 배제기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사
용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포함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 및 등재후
보지, 해외 학술지 게재 연구물이다. 선정 과정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을 제외한 이유는 학위논문
을 수정하여 학회지에 게재하는 경우의 중복 가능성 배제와 동료평가(Peer Review)의 검증을 거친 학
회지 논문들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범위를 한정하였다. 두 번째는 원문의 초록 및 내용의 열람이
가능한 연구이다. 세 번째는 유학생의 범주를 대학에 속한 한국어 연구 과정에 등록한 연수생, 대학 학
위 과정에 등록한 재학생, 대학원 학위 과정에 등록한 대학원생 및 연구원생으로 한정하였다. 네 번째는
표현예술심리치료 범주에 속하는 연구로 5개의 영역인 미술, 음악, 무용/동작, 놀이, 드라마 치료로 제
한하였다(Malchiodi, 2004). 다섯 번째는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최소 5회기 이상 진행한 연구이고
여섯 번째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이 명시된 연구이다.

3. 자료추출 과정
자료추출 결과, 1단계 자료 검색에서는 국내 및 국외에서 연구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
료의 동향 파악이 가능한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여 <그림 1>과 같이 총 9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2단계 자료 선별 과정에서는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41편을 제외한 뒤, 중복으로 검
색 된 논문 총 31편을 제외하였다. 3단계 최종 선정 과정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설계에서 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논문을
제외하여 총 9편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분야별로 미술치료 5편, 음악치료
1편, 무용/동작치료 1편, 놀이치료 1편, 드라마 치료 1편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자료 검색 및 선별의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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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국내자료

자료
검색

국회전자도서관 32편
RISS 38편
KISS 6편
DBpia 10편

▶

국외자료
Academic Search
Complete 3편
Google Scholar 5편

⇒

⇒

94편

↓
2단계
자료
선별

학술지 비등재지 제외
▶

학위논문 41편

중복 자료 제외
학술지 등재지
53편 중
중복자료 31편

⇒

⇒

22편

↓
3단계
최종
선정

치료 프로그램 미포함 자료 제외
▶

치료 프로그램 미포함
총 13편

최종 분석 대상
⇒

미술 5편, 음악 1편
무용/동작 1편, 놀이 1편
드라마 1편

⇒

9편

<그림 2> 연구검색 및 자료선별 과정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자는 Microsoft Excel 20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연구물을 분석하였다. 첫째, 각 연
구물마다 연구 참여자 및 프로그램의 기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연령, 직군, 국적, 체류
기간, 한국어 실력과 프로그램의 인원, 회기, 시간을 항목에 따라 정리하였다. 둘째, 표현예술심리치료
의 분야별 개입도구와 중재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도구와 연구결과를 알아보고자 객관적
및 투사적 도구, 질적자료 종류에 따라 자료들을 분석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참여자와 프로그램 기본구조
가. 참여자 정보(연령, 직군, 국적, 체류기간, 한국어 실력)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기준을 어학연수생,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으로 제한하였다. 각
연구마다 참여자의 연령을 표시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평균 연령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대부분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지은과 문소영(2019)의 연구를 제외하고 모든 프로그램의 참여
자들의 연령은 성인 초기에 해당되었다. 참여자들의 직군은 대학생과 혼합 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3편(33.35%), 대학원생(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22.2%),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1편(11.1%)로 나타났다. 혼합 직군 대상 연구 총 3편 중 2편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
고 대학생의 비중이 더 높았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국적은 9편 중 1편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이었다. 이는 연구 자료추출 과정 1단
계에서 검색 된 총 94편의 논문 중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하거나 대상으로 한 연구가 총 71편으로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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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교육부(2020)에서 밝힌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 1위가 중국인 것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한국 체류 기간은 다양한 거주 기간의 참여자가 포함된 혼합 연구가 총 5편(55.5%)로 가장 높았고
이 중 2편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에서 시작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체류기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년 미만과 1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유학 생활 초기의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을 시사한다.
한국어 실력은 미국 내 유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한 윤혜인(2020)의 연구와 미기재 연구 2편을 제외하
고 연구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한국어 실력을 표기하는 방법이 상이하였다. 참여자들의 한국어 능력
을 자체적으로 상, 중, 하로 나눈 연구가 3편(33.3%)으로 가장 높았다. 3편 모두 ‘한국어 실력 하’의 비
중이 33.3% 이하였고 나머지 3편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한국어 실력은 한국어를 이해하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나 한국어 능력 보통 이상의 수준을 의미하는 ‘4급’에서 ‘6급’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기
재 연구 중 이주혜(2019)의 연구도 참여자의 직군과 체류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참여자의 한국어 실력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 대부분이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을 갖
춘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언어와 동작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드라마치료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한국
어 능력은 상위권 등급인 ‘5급’에서 ‘6급’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프로그램 정보 분석 결과
는 <표 1, 2>와 같다.
<표 1> 연구목록 (분야별 연도순으로 정리)
연구정보
분류
(분야)

연구자
(연도)

1
(미술)

세션정보

학술지명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령

참가인원
(실험*/
비교**)

회기
(주기)

시간
(분)

이정민
이미옥
(2010)

예술심리
치료연구

실험연구
(단일/사전
사후***)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20
-26

6
(6/X)

12
(주2회)

90
-120

2
(미술)

박수정
박미향
(2015)

미술치료
연구

실험연구
(단일/
사전사후)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22.5
(평균)

4
(4/X)

13
(주1회)

90

3
(미술)

이주혜
(2019)

인문사회
21

내러티브
연구

미술치료
경험

27

1
(단일 사례)

18
(주2회)

100
-120

4
(미술)

윤혜인
(2020)

한국
예술치료
학회지

사례연구

적응문제
(학교생활,
문화)

22
-24

6

6
(주2회)

60

5
(미술)

최아린
이매화
한경아
(2021)

미술치료
연구

실험연구
(통제/사전
사후****)

회복탄력성

21
-24

10
(5/5)

8
(주1회)

90

6
(무용/
동작)

양진숙
차수정
(2016)

한국
무용교육
학회지

실험연구
(통제/
사전사후)

성격강점
자기효능감

19
-26

60
(30/30)

15
(주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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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악)

이지은
문소영
(2017)

한국
음악치료
학회지

실험연구
(통제/
사전사후)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10대
-20대

20
(10/10)

8
(주1회)

60
-90

8
(놀이)

오승희
(2011)

상징과
모래놀이
치료

실험연구
(단일/
사전사후)

외로움,불안
생활스트레스
학교적응능력

22
-29

6
(6/X)

12
(주1회)

45

9
(드라마)

박우진
이상무
(2016)

청소년학
연구

현상학적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24
-27

10

5
(미기재)

180

*문헌 3,4,9는 질적연구방법으로 진행된 연구로 통제집단이 해당되지 않음
**비교집단이 있는 연구
***단일/사전사후: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연구
****통제/사전사후: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 연구
<표 2>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 직군, 국적, 체류기간, 한국어 실력
분류

분야

연구자 (연도)

연령

직군

국적

체류기간

한국어실력

1

미술

이정민, 이미옥
(2010)

20~26세

어학연수생

중국

미기재

어려움이
없는 정도

2

미술

박수정, 박미향
(2015)

22.5세
(평균)

대학생

중국

평균 3년

미기재

3

미술

이주혜
(2019)

27세

대학원생
(연구원)

아프리카

8년

미기재

4

미술

윤혜인
(2020)

22~24세

대학원생

중국

1년 미만
(미국거주)

미해당

5

미술

최아린 외
(2021)

21~24세

대학생

중국

1년 이상

한국어능력
4급 이상

6

무용
/동작

양진숙, 차수정
(2016)

19~26세

대학생
대학원생

중국

1년 미만
~ 4년

초급~고급

7

음악

이지은, 문소영
(2017)

10~20대

대학생

중국

1년 미만
~ 2년

한국어능력
1급~6급

8

놀이

오승희
(2011)

22~29세

대학생
대학원생

중국

1년~5년

한국어능력
무급~4급

9

드라마

박우진, 이상무
(2016)

24~27세

대학생
~ 박사과정생

중국

2년~5년

한국어능력
5급, 6급

나. 프로그램 정보(인원, 회기, 기간)
인원에 대한 분석 결과는 총 9편 중 6명이 3편(33.3%), 10명이 2편(22.2%)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였다. 음악치료와 무용/동작치료를 제외한 분야들에서는 인원의 수가 1명에서 10명 이하로 구성되었고
참여 인원이 1명인 이주혜(2019)와 참여 인원 6명에게 개별 프로그램을 실시한 오승희(2011)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7편의 연구는 집단치료 형태로 제공되었다. 프로그램의 회기는 12회기(2편, 22.2%)와
8회기(2편, 22%)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범위는 최소 5회기에서 최대 18회기로 비교적 다양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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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었다. 1회기 당 소요된 시간을 분석한 결과, 미술치료는 총 5편 중 4편(80%)이 90분 이상, 무용/동
작치료는 120분, 음악치료는 60분에서 90분이었다. 가장 짧은 시간인 45분으로 실시된 것은 놀이치료
이며, 가장 긴 시간인 180분으로 실시된 것은 드라마치료이다.

2. 분야별 개입도구, 중재내용
표현예술심리치료에서는 다양한 예술매체에 대한 경험을 심리치료에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
분야별로 회기에서 제공된 개입의 방법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가. 미술치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물 총 9편 중 미술치료는 5편이며 중재 방법 유형은 총 6
가지(그리기, 만들기, 소조, 파괴, 콜라주, 만다라)로 분석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그리기(24회,
44.5%)이며 그리기 중재 방법 중에서는 ‘기타’를 제외하고 ‘이름 그리기’와 ‘신체 그리기’가 각각 3회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구체적인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미술치료 중재방법 분석
중재방법

그리기

중재내용
매체

종이류
디지털매체

합계

주제

비율
(%)

유형(사용횟수)

세부내용

난화
(2)

영화감상
감정난화

감정표현

3.7

이름 그리기
(3)

꾸미기
만들기

감정표현, 관계형성

5.6

협동그림
(2)

나의 고민
마을 꾸미기

유학생활고민
학업스트레스

3.7

신체 그리기
(3)

신체본뜨기
자화상, 손 그림

문화, 언어 두려움
자기인식

5.6

그래프
(2)

인생
미래인생

자기탐색

3.7

자연물 비유
(2)

나무 꾸미기, 꽃밭 꾸미기

자아상 탐색
지지체계 강화

3.7

기타
(10)

스토리보드
그리기(9분할, 감정곡선, 패턴)
나의 장점
안전한 공간
가족과 결혼식
상징화, 자유화
시 쓰기

생각하고 느낀 한국
문화적응감정
성취, 그리움, 소망
부정적 감정, 실망
자기인식
감정명료화

18.5

24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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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그리기
디지털매체

협동 만들기
(4)

희망, 장점나무
마을, 우산꾸미기

긍정적 자아상
보호 자원 강화
잠재력

7.4

그리기
만들기
가면

가면 만들기
(2)

가면, 종이가면

내재된 모습

3.7

양말
실, 바늘
만들기
디지털매체

인형 만들기
(3)

소망인형
희노애락 아바타
여행동반 아바타

미해결 문제 극복
집단 라포 형성
인적자원인식

5.6

종이류
만들기

기타
(4)

팝업카드
나를 표현
마음 상처 표현

과거의 노력 칭찬
잠재 자원 발견
웨딩화관

7.4

합계

13

소조

종이류
그리기
점토, 찰흙
클레이

자유작업
찰흙작업
(6)

파괴

종이류
그리기
휴지
풍선
신문지
디지털매체

만들기

24.1
칼라점토작업
싫어하는 사람 만들고 부수기

지금 떠오르는 것
내가 싫어하는 사람

11.1

휴지던지기
풍선 터트리기
신문지 찢기
바구니비우기
(4)

문화차이
부정적인 감정 표현, 해소
스트레스 분출
Covid 19 부정적정서 전환

한국과 중국
(긍정적·부정적인 면)
화
한국 문화와 언어
(두려움과 괴로움)
무거운 감정 바구니
비우기

7.4

콜라주

종이류
그리기
가위, 풀
디지털매체

기본 콜라주
이모티콘
(4)

유학의 힘든 점, 해결방도
내가 바라는 유학생활
유학계기와 기대
감정 명료화

벽
나의 기대
지금 내 마음

7.4

만다라

종이류
그리기
디지털매체

감정통합
인생, 감정색
(3)

인생의 감사함
감정표현

인생만다라
지금 내 마음
감정표현

5.5

합계

54

100

나. 무용/동작치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물 총 9편 중 무용/동작치료 연구는 1편(양진숙, 차수정,
2016)이며 중재 방법 유형은 총 5가지(비디오 감상, 호흡법, 장단, 기본무, 부채춤)이다. 사용 횟수가 가
장 많은 것은 부채춤으로 11회(47.82%)이며 다음으로는 비디오 감상과 기본무가 각각 4회(17.39%)로
많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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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무용동작치료 중재방법 분석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
유형(사용횟수)

세부내용
한국 다큐멘터리
한국/중국 무용역사
부채춤 영상
프로그램 소개
라포 형성

비디오
감상

영상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4)

호흡법

호흡

들숨, 날숨
(1)

장단

리듬

기본 굿거리
기본 자진모리
(3)

기본무

동작

1동작(1·2번)
(4)

부채

부채사위
동작
무용극
(11)

부채춤

합계

비율
(%)

주제

17.39

자기감정 인식
움직임 탐색
공감하기

4.3

기본무를 통한 한국무용
리듬, 동작

13.1

자기감정 인식
움직임 탐색

17.39
부채춤 배우기
그룹 활동
브레인 스토밍
부채춤 연습·공연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타인 감정 인식, 공감
의사소통
친밀감 형성
협동심 기르기

23

47.82

100

다. 음악치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물 총 9편 중 음악치료 연구는 1편(이지은, 문소영, 2017)
이며 중재 방법 유형은 총 2가지(구조화된 연구, 비구조화된 연구)이다. 음악치료 연구에서는 매 회기
중재방법을 순환구조로 사용하여 검사 수와 비율이 동일하였다. 구체적인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음악치료 중재방법 분석(이지은, 문소영, 2017)
중재방법
구조화된
연주
비구조화된
연주

매체
무율 타악기
유율 타악기
(handbell, tone chime)
감정카드

중재내용
유형 (사용횟수)

세부내용

리듬모방, 창작
(unison, part, solo)
연주활동
즉흥연주
(8)

신체리듬활동
악기탐색
감정표현

주제
향수, 두려움
문화적 충격, 열등감
의사소통, 불신
차별감, 미워함
사회적 고립

라. 놀이치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물 총 9편 중 놀이치료 연구는 1편(오승희, 2011)이며 중
재 방법 유형은 총 1가지(모래놀이)이다. 놀이치료 연구에서는 한 가지 중재방법을 매 회기 참여자들에
게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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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놀이치료 중재방법 분석 (오승희, 2011)
중재방법

중재내용

매체

모래상자
피규어

모래놀이

유형 (사용횟수)

세부내용

개별모래놀이 (12)

-*

주제
상자에 대한 이야기
전체구성양식
태도
공간배치
관계성
주된 심리적 표현
범주별 피규어의 수

*Note.-:미기재/파악불가

마. 드라마치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물 총 9편 중 드라마치료 연구는 1편(박우진, 이상무,
2016)이다. 드라마치료 중재 방법 유형은 총 1가지(소시오 드라마)이며 매 회기 동일한 중재방법을 사용
하였다. 구체적인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드라마치료 중재방법 분석 (박우진, 이상무, 2016)
중재방법

매체

소시오
드라마

신문지
도화지
휴지, 천
칠판, 미술용품
접이의자

중재내용
유형 (사용횟수)

세부내용

워밍업
(언어적, 비언어적)
등장인물 선정
장면구성 및 실연
(5)

문화적응
자신에 대한 신념
차별 및 좌절 장면
(설정 및 표현)

주제
문화적응 어려움
한국중국의 문화차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신감

3.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
일반적으로 심리 측정 도구는 크게 객관적 검사(Objective test)와 투사적 검사(Projective test)로
나뉜다. 객관적 검사는 표준화된 질문으로 검사 문항이 구성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응답을 할 수 있도
록 하여 객관적 채점을 통해 수치화된 결과를 제공한다(Morey & Hopwood, 2008). 이와는 반대로 투사
적 검사는 모호한 자극을 제시하고 여기에 자신을 투사할 것으로 가정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참
여자의 반응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방적이며 자유롭게 드러낸 답변의 분석을 통해 참여자의 특징을 이
해한다(Tuber & Meehan, 2015).

가. 객관적 검사 도구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 총 9편 중 객관적 검사 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총 6편이다.
검사 도구의 종류는 총 10가지이고 크게 4가지(적응 및 스트레스, 정서, 자기효능감 및 강점, 탄력성) 유
형으로 분류되었다. 연구에 객관적 검사 도구가 사용된 횟수는 중복 사용을 포함하여 총 13회이다.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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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스트레스 관련 주제를 다룬 척도가 총 5회(38.4%)로 가장 많았고 정서 관련 척도, 자기효능감 및 강
점 관련 척도가 각각 3회(23.1%)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검사 도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ASIS)로 총 3회이며 다음으로는 자기효능감
척도(SES)로 2회이다. 이는 연구 대상자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심리 및 정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문화적응스트레스’라는 것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자기효능감’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
(소정, 2021)와도 일치하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사용된 객관적
검사 도구의 분석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객관적 검사 도구 분석
검사영역

적응 및 스트레스
관련 척도

세부영역

객관적 검사 도구

연구편수
(저자, 연도)

비율
(%)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ASIS: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이정민, 이미옥, 2010)
(박수정, 박미향, 2017)
(이지은, 문소영, 2017)

23

학교적응
능력

학교적응능력 척도
(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오승희, 2011)

7.7

생활
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 척도
(Revised Life Stress Scale)

(오승희, 2011)

7.7

5

38.4

합계
우울
정서
관련 척도

우울 척도
(박수정, 박미향, 2015)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외로움

외로움 척도
(UCLA Loneliness Scale)

(오승희, 2011)

7.7

불안

불안 척도
(BAI: Beck Anxiety Inventory)

(오승희, 2011)

7.7

3

23.1

합계

자기효능감 및 강점
관련 척도

자기
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
(SES: Self Efficacy Scale)

(이정민, 이미옥, 2010)
(양진숙, 차수정, 2016)

15.4

성격강점

VIA-IS 척도
(Value in Action-Inventory of
Strenghs)

(양진숙, 차수정, 2016)

7.7

3

23.1

합계

탄력성
관련 척도

회복
탄력성

한국판 청소년용 회복탄력성 척도
(YKRQ-27)

(최아린 외, 2021)

7.7

자아
탄력성

캘리포니아 성격 척도
(CPI: 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이지은, 문소영, 2017)

7.7

2

15.4

13

100

합계
합계

7.7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 분석

121

나. 투사적 검사 도구
투사적 검사 도구는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Person-in-the-Rain: PITR)가 사용되었다. 빗속의 사
람 그림 검사는 구조화된 안내를 따라서 빗속의 사람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투사된 이미지를 통해서 환
경적 스트레스와 대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이정민, 이미옥, 2010; 박
수정, 박미향, 2015)에서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는 스트레스 감소뿐 만 아니라 대처 자원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등 스트레스 완화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질적자료 종류: 셀프저널, 텍스트, 인터뷰, 설문지를 통한 경험의 의미 파악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 총 9편 중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 질적 방법을 채택한 연구는 총 3편이다. 분석된 연구의 유형도 총 3가지(내러티브 연구, 사
례연구, 현상학적 연구)이며 이에 따른 자료 수집 유형은 총 4가지로 셀프저널, 텍스트(메일, 메시지, 리
포트), 설문지, 심층 인터뷰다. 질적자료는 수치화될 수 없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에 대한 경험에 대한 풍
성한 데이터를 제공한다(Creswell, 2013, pp. 7-8). 세부 분석 내용은 후에 이어지는 질적연구 결과 분
석인 <표 10>에 포함 된다.

4.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
가. 양적연구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 총 9편 중 양적연구를 진행한 연구는 총 6편이다. 유사한
주제에 따라 총 4가지(적응 및 스트레스, 정서, 자기효능감 및 강점, 탄력성)로 분류하였으며, 검사 영역
은 크게 전체 영역과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전체 영역과 하위 영역 외
에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PITR)가 추가되었다. 영역별 검사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적응 및 스트레스 중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전체 영역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하위 영역은 모두가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이지은과 문소영(2017),
박수정과 박미향(2015)의 연구에서는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PITR)의 결과로 스트레스 대처자원 및 능
력이 증가하였고 학교 적응과 관련된 오승희(2011)의 연구에서는 학교 적응력 증가 등 전체적으로 긍정
적인 변화를 보였다.
정서와 관련된 연구 중 오승희(2011)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평
균 점수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도 정서(불안)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탄력성과 관련된 박수정과
박미향(2015), 최아린 외(2021), 이지은과 문소영(2017)의 연구에서도 각각 우울의 감소, 회복탄력성의
증가, 자아탄력성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효능감 및 강점 관련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에 따라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정민과 이미옥(2010)의 연구에서 중국인
의 문화 특성 중 체면을 중시하고 자존심이 강한 특성으로 인해 사전검사에서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
던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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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양적연구 결과 분석
주제

세부주제

검사결과

검사영역

저자 (연도)

전체

이정민, 이미옥 (2010)
박수정, 박미향 (2015)
이지은, 문소영 (2017)

하위
(두려움, 기타)

이정민, 이미옥 (2010)

하위
(향수병, 두려움, 지각된 차별감)

박수정, 박미향 (2015)

하위
(향수병, 두려움, 기타)

이지은, 문소영 (2017)

PITR 대처자원

이지은, 문소영 (2017)

PITR 대처능력

박수정, 박미향 (2015)

하위
(지각된 적대감, 문화적 충격,
적대감, 기타)

박수정, 박미향 (2015)

하위
(죄책감)

이지은, 문소영 (2017)

증가

전체

오승희 (2011)

감소

하위
(경험빈도)

오승희 (2011)

증가

하위
(중요도)

오승희 (2011)

우울

감소

전체

박수정, 박미향 (2015)

외로움

감소

전체
(평균점수)

오승희 (2011)

불안

감소

전체

오승희 (2011)

증가

하위
(일반적, 사회적)

양진숙, 차수정 (2016)

유의한
차이 없음

하위
(일반적, 사회적)

이정민,이미옥 (2010)

증가

하위
(절제력 외 5개 영역)

양진숙, 차수정 (2016)

유의한
차이 없음

하위
(절제력)

양진숙, 차수정 (2016)

회복탄력성

증가

하위

최아린 외 (2021)

자아탄력성

증가

전체

이지은, 문소영 (2017)

감소

문화적응
스트레스
증가

적응 및
스트레스

유의한
차이 없음

학교적응력
생활
스트레스

정서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강점
성격강점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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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적연구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 9편 중 질적 연구를 진행한 연구는 총 3편이다. 연구 주제
는 총 3가지로 미술치료 경험, 적응 문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이다. 3편의 연구는 모두 미술
치료 영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의미가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세부 분석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질적연구 결과 분석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주제
수집자료

연구결과

이주혜, 2019
(내러티브 연구)

미술치료경험:
(셀프저널, 텍스트)

감정표현(혼란한 나의 감정), 내면과 마주하기
정체성회복, 자기성장계기
긍정적인 마음, 자존감회복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

윤혜인, 2020
(사례연구)

적응문제:
(사전/사후설문지)

감정표현, 사회화 증진
통찰력의 습득

박우진, 이상무, 2016
(현상학적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층면접)

감정표현 및 스트레스 해소
객관적 자기인식
문화와 사람에 대한 이해 향상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국제화 시대에 외
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수행과 문화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
되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연구 참여자 및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이다. 참여자들
의 직군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연령대는 20대, 국적은 중국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 발달에서 이 시기는 성인 전기에 해당하는 나이이며, 발달과정에서 정체감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애순, 1999). 또한 조영아와 전우택(2004)은 인간에게 살아왔던 환경이 현저하게 바뀌는 것
은 문화 적응에 따른 혼란과 심리 발달상의 과업이 겹쳐져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선미와 김영순(2021)의 연구에서도 이미 강조하였듯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문화에 성공적으로 정착
하고 한국 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정서지원이 중요하다.
체류 기간 및 한국어 실력 분석 결과, 총 9편의 연구 중 한국어 실력 미기재 또는 미해당 연구를 제외
한 총 6편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참여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상, 중, 하’의 기준으로는 ‘하’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고 한국
어 능력에서는 상위 등급인 ‘4급’에서 ‘6급’인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언어를 사용하는 드라마치
료 참여자들의 언어적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 참여자 대다수가 학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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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목적으로 유학을 온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대상의 특징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복잡 미
묘한 감정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표현하기란 한계가 있어 모든 심리치료 영역에서 치료사의 문화적
민감성과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어 통역을 위한 보조 치료
사 또는 이중 언어가 가능한 치료사를 활용하여 언어 제한 없이 자신의 감정과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미술 치료사와의 경험이 새로운 삶에서의 적응에 대한 폐쇄적 제한이
라는 한계점(이매화, 한경아, 2019)과 상담 내용 비밀유지가 어렵고 치료 프로그램을 수업의 연장으로
느낄 수 있는 단점(이정민, 이미옥, 2010)을 다른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유학생 대
상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들에서도 치료사와 내담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여 인원 정보를 통한 치료 유형의 분석 결과, 총 9편의 연구 중 7편이 집단치료로 진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의 증가, 문화적 고립 및 외로움 감소를 위해 집단치료
가 적절하다는 윤혜인(2020)의 연구와 사회주의 영향으로 타인과 집단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
키는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자아 성찰을 위해 집단미술치료를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매화
(2019)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할
시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선호도 등을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지영, 하영미, 김은혜(2019)의
연구에서는 타 문화권의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가치체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각 나라의 문화에 따른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치료사는 참여자들의 문화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 문화적 특성과 연결되는 연구 대상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세분화
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치료사 자신과 내담자들의 문화적 배경을 면밀하게 탐색하여 치료사로서 국제적 또는 다문화적 배경지
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에서 제공된 매체와 중재 내용의 분석 결과 미술치료는
중재 방법으로 그리기(44.5%)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임현진과 박소정(2021)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연구가 단기간에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조절이 용이한 종이류와 그리기 매
체를 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그리기는 말로 표현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기존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용이(Nathan & Mirviss, 2011)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적절한 중재 방
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기에서 ‘이름 그리기(5.6%)’와 ‘신체 그리기(5.6%)’ 활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이유로 첫 번
째는 정체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자신의 이름을 소재로 한 시화
자화상(김민아, 2011)과 만화 그리기를 활용한 자화상 그리기(이수영, 2007)에서도 이름과 신체를 주제
로 한 그리기 활동이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힌 연구가 있다. 두 번째는 이
름 그리기와 신체 그리기의 공통된 주제인 ‘감정 표현’과의 연관성이다. 이것은 언어적 장벽과 표현의 어
려움을 겪는 유학생의 특성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적 활동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
아와 관련이 있는 이름과 신체를 그리는 활동은 타지에서 자신의 존중받는 경험과 함께 자아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경험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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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중재 방법은 만들기(24.1%)로 주목할 만한 주제는 자원과 잠재력 등이 있다.
이는 낯선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내적 및 외적 자원을 형성하게 하여 안정감을 제공하
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하여 자기 회복을 돕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중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무용/동작치료 연구(양진숙, 차수정, 2016)의 경우, 중재방법으로 부채춤
(47.82%)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부채춤은 무용 중에서도 신체를 적극적으로 사용(이성혜, 2020)하
여 비언어적 방법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통해 집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독무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군무를 통해 사회성 증진과 관계 형성을 통한 조
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신진아, 안병주, 정승혜, 2015).
이처럼 해당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국의 무용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무용인 부채춤에 대한 이해를
함께 다루게 된다면 두 나라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박정선, 2019).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언어적 매체인 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의 문화까지 경험하게 되어 문
화 적응도를 높이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심리치료 학문 범주에서 적절한 무
용/동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간 발달 이해, 심리정서지원, 공감, 자기표현의 심리적 의미를 포
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음악치료 연구(이지은, 문소영, 2017)의 경우, 중재 방법으로 타악기가 사용되었다. 타악기
는 적극적인 신체 참여를 요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곽현진
(2019)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타악기 연주가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의 음악치료 적용에 있어 주목할 만 한 점은 각 나라 고유한 특성의 반영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곽현진, 2019). 따라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에서는 해당 연구와
같이 다른 악기에 비해 실수에 대한 부담이 적은 타악기 활용과 함께 그들의 문화적 특성도 반영한 음악
으로 다문화적 접근을 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치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드라마치료 연구(박우진, 이상무, 2016)의 경우, 중재 방법으로 소시오 드라마가 사용되
었고 매체는 신문지, 칠판, 휴지 등 미술치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것들이 활용되었다. 연구의 주된 활
동인 등장인물 및 장면을 구성하고 실연하는 것은 주거나 받는 행위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경험하여 새
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거나 기존의 상황에 새롭게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Nathan &
Mirviss, 1998).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드라마치료에 문화와 관련된 주제들을 함께 다룬다면 외국인 유
학생들의 타지 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지막으로 놀이치료 연구(오승희, 2011)의 경우, 중재 방법으로 모래놀이와 매체로는 모래놀이 상자 및
상징적 피규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분석이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한 것은 적응 및 스트레스 관련 척도(38.4%)이며 다음으로는 정서 관련 척도와 자기효능감 및 강
점 관련 척도(23.1%)가 동일한 비율이다. 적응 및 스트레스 관련 척도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ASIS), 자기효능감 및 강점 관련 척도에서는 자기효능감 척도(SES)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며 자기효능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연관성이 있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유학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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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한 분석 결과 전체 영역 면에서
긍정적인 성향이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양적연구 결과 중 문화적응스트레스의 4가지 하위
영역, 자기효능감의 2가지 하위 영역, 성격강점의 1가지 하위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어 하위 영역 모두가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를 이정민과 이미옥(2010)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관련하여 중국인의 문화 특성 중 체면을 중시하고 강한 자존심으로 사전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사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상으로 한 표현예술심리치료에서는 참여자가 가진 문화적 특성이 연구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검
증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미 다양한 연구들이 표현예술
심리치료가 유학생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의 증진(이정민,
이미옥, 2010), 우울 및 불안 감소(이문, 2014; Kozyr,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와 자아탄력성 증
진(이지은, 문소영, 2017) 등의 선행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다른 매
체들을 사용한 연구들이지만 동일한 목적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직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의 동향 분석을 통해 앞으로 심리정서
지원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정해진
구조나 방식을 단순하게 학습하는 예술 활동을 넘어서 타문화권의 유학생들에 대한 범주 확장, 유학 및
체류기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집단원들의 구분을 통해서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정수가 내포된
즉흥적이고 감정 표출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동 등으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연구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심리학의 제 4세력은 다문화심리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Pedersen, 2001). 이러한
변화는 표현예술심리치료 영역에 영향을 주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임상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o, 2016). 즉 치료사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과 내담자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임상 전문
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Kamhi, 1995).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현예술
심리치료 분야는 이러한 문화적 맥락과 함께 개인의 상황, 집단치료의 장점들을 고려한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미술, 무용/동작, 음악, 놀이, 드라
마는 언어에 제약 없이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의 내담자들이 서로
모여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표현예술심리치료 분야의 장점이자 연구 지속성의 이유
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향후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의 아
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문화다원주의 시대의 자문화 우월성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다문화적 풍요로움이 존재하는 사회적 풍토가 안착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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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Expressive Arts Therap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Lee, Hye Min* · Ko, Kyung Soon**
Graduate Student, Soonchunhya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Jeonju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of expressive arts therapies research focusing on international students.
The researchers reviewed studies from 2008 to August 2021, selecting 9 out of a total 94 studies meeting
criteria for inclusion. Participants were twenties, mostly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Their level of
Korean literacy was above average or higher. Three studies had 6 participants, and had between 8 and 10
sessions, with session duration ranging from 45 to 180 minutes. Art therapy was the most common type
of intervention, especially drawing; other interventions included fan dance, percussive instruments, sand
play, and performance. The most common assessment tool was the Adaptation and Stress Index. The
PITR test and 4 types of qualitative data were also used. Majority of studies showed positive results
overall. This comprehensive study offers practitioners clear guidance on developing expressive arts
therapies programs to successfully support international students, across barriers of language and culture.
Keywords: International students(외국인 유학생), Expressive arts therapies(표현예술심리치료), Research trend

(연구동향), Acculturation(문화적응), Stress(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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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예술에서의 몸에 관한 논고
- 장 뤽 낭시의 ‘자료체(Corpus)인 몸’ 사유를 중심으로 최문정*1)

Ⅰ. 서론
Ⅱ. 장 뤽 낭시의 몸 사유
Ⅲ. 무용예술에서의 몸의 의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우리에게 몸이란 어떤 의미인가. 생물학적 기능, 사회적인 존재, 영혼을 지닌 틀 다양한 관점에서 몸
을 이야기한다. 몸의 역사적 의미와 양상을, 언어, 인식이라는 기호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면, 많은 분야에서 몸에 대한 표현은 어떠한 대상의 환경적 조건으로 여겨졌으며, 신의 영역, 영혼의
부재, 사유 밖의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서양철학의 전통에서 신체는 그것이 지닌 물질성과 감각적
이고 가변적인 질료의 특성으로 인해 진리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나일화, 김말복,
2015, p. 69).
몸의 움직임을 문화적 지형속에 기호화 하였고 그 기호화는 예술에서 정신과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춤추는 몸(Le corps-dansant)에 관한 내용은 춤추는 몸의 영
혼이 신을 표현하는 기점이거나 다른 대상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물(vecteur)로 바라보았다. 아
니면, 잉여(en trop)적인 차원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Jean-Luc Nancy 2006,
p. 23).
몸을 의미하는 단어는 신체와 육체가 있다. 몸이라고 가리키면 우주에 던져진 하나의 물질적 존재가
되는 것이며, 신체는 실제로 어떠한 주의 깊은 자기의식과 항상 실천적, 핵심적, 인식적으로 응용되는
정신과 연결된 존재이다. 육체는 노동하는 몸,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소화하고, 재주를 갖춘 실
천적 존재를 말한다. 이렇듯 우리의 몸은 철학적, 사회적, 문화적, 생물학적 입장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하는가에 따라 몸의 실존적 목적과 영역을 다르게 그 쓰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몸에 대해서’가 아니라 ‘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몸의 성질을 탐구한다. 낭시의 몸 사유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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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고유한 원리, 물질로 구성된 몸, 영혼의 현전이라는 몸의 특수성, 감각을 통한 예술적 몸을 살펴보
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무용예술에서의 몸의 존재와 의미의 새로운 판단을 도출한다. 이에 프랑스의 철
학자 장 뤽 낭시(Jean-Luc Nancy)의 ｢코르푸스 Corpus｣에서 몸을 사유하는 방법과 해석에 주목한다.
낭시는 몸을 공동체, 유한성으로 그만의 몸의 실존적 차원 해석으로 더 알려져 있으며, 코르푸스의 내
용은 영혼과 몸의 이원론이 아닌 방식으로 몸에 대해 사유할 가능성을 찾고 몸을 자료체(corpus)로 보
고 그 과정과 몸을 사유하는 방법과 해석의 다원화 안에서 몸 자체를 설명한다. 여기서 자료체란, 몸에
부여된 기능들의 집합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몸을 생물학적인 성질에서 보면, 머리, 팔, 다리의 주요
구성 요소 그리고 얼굴, 엉덩이, 성기, 살갗 등이며, 비물질적이고 정신의 성질에서 보면, 몸은 일종의
바구니이다. 무한한 경험과 사건들을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낭시는 몸
에 관한 58개의 지표를 함께 붙여 몸을 사유하고 철학적으로 이해되는 용어와 내용을 나열한 것이다. 몸
이 58개의 징표인 이유는 두 가지의 논리가 있다. 5+8은 몸의 주요 구성 요소, 즉 두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에 몸의 여덟 가지 부위, 즉, 등, 배, 두개골, 엉덩이, 성기, 항문, 목구멍을 더한 수이며, 다른 하는
5+8=13 이다. 즉 13을 나누어서 1은 하나의 몸을 말하고 3은 몸의 물질과 영혼, 정신 사이에서 순환하는
것을 의미한다(nancy, 2006, p. 179).
몸의 실존적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의 행위, 실천 영역의 과정에 대한 의미를 말한다. 그러나 낭시에
의하면 몸은 죽음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향해’ 실존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 곧
실존이라고 한다. 이미 우리의 몸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숙명으로 인식하고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창조
적 기술을 발휘하는 몸인 것이다.
따라서 낭시에게 육체성(corporéité), 신체성은 몸에 관한 기호나 이미지가 아닌 몸 그 자체를 솔직
하게 표현한다(nancy, p. 13). 즉슨, 몸은 실존의 유한한 한계(현전)로서 의미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으로 본다. 외부세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형성하는 몸인 동시에, 상호작
용하지 않아도 어떠한 대상에 도래할 수 있는 존재, 물질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영혼은 몸이다.’라고 하
면서 몸은 영혼을 지탱하는 존재로 본다. 영혼과 몸을 대립적인 구조에서 이해하면서 동시에 같은 교착
점에 놓인 것으로 본다.
저는 영혼 없는 몸이나, 반대로 몸 없는 영혼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저는 영혼이라
는 말로 몸의 바깥을 일컫고자 합니다 – 몸은 스스로에 대해서 바로 이 바깥이지요. 몸의 ‘바깥
존재’가 영혼이고, 이 바깥 존재에 의해 몸은 자신의 안을 가집니다(nancy, 2006, p. 133).

무용은 신체의 행동 관계로부터 외부적 세계와 내적인 조화의 구조적 영역 안에서 흐름을 따른다. 그
신체의 움직임은 물질적으로,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 몸의 모습(땀, 호흡, 근육의 이완과
축소 등)을 드러내며 몸의 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신적인, 영혼의 측면에서 보면, 예술적 몸짓은 바
깥의 평범한 움직임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고 인간과 자연의 비어 있는 공간 또는 간극의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설계한다고 본다.
무용이 철학의 역사에 들어온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의해서 영혼과 몸 전체를 결합하면서
관심의 영역에서 시작되었고 무용을 하나의 학문, 예술로 분리하면서 논의된 것은 니체, 스피노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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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일 것이다. 따라서 무용학계에서 몸에 관한 연구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www.kci.go.kr)을
이용하여 키워드 ‘몸’, ‘철학’, ‘무용’으로 검색한 결과, 무용학 분야에서는 국내학술논문 82건, 국내학
위논문 131건을 찾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송보경(2000), ‘니체 철학에 나타난 무용예술의 본질에 관한
연구’, 장정윤(2000), ‘니체의 무용관’, 이승건(2010), ‘니체미학 속 무용예술’, 나일화, 이지선(2014),
‘스피노자의 사유를 통해 본 라반의 심신평행론적 신체’, 김세라(2016),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기반
으로 한 무용에서의 창작자－수용자 소통 연구’, 박지혜, 박미영(2021), ‘무용에서의 행복에 관한 고찰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연구의 내용은 무용 동작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
는 영혼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인간의 내면을 나타낼 수 있으며, 몸의 감각과 운동이 영혼을 위한 기능으
로 보고 영혼의 인상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춤의 동작에 녹여낸다고 하였다.
이렇듯 무용계에서는 신체의 움직임에 내포된 감정의 상태, 몸의 발현은 정신과 영혼에서 출발하고
신체의 상태 즉 창조적 행위의 직접성은 ‘움직임의 사고’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예술적 내면의 충
동은 감정, 정신의 연장으로만 보면서 무용예술에 대한 정의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예술로서 움직여지
는 몸은, 몸의 물질적 기능(사회적, 문화적, 생물학적), 영혼, 정신이 혼재되어있는 복합적인 관계에 놓
인 존재인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몸에 대한 의미들, 이를테면, 몸의 이미지, 성찰, 정신적, 영혼의 틀, 생
물학적인 기능 등을 통한 몸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양식들을 새로운 접근으로 다른 판단을 도출한다. 이
에 낭시의 사상을 바탕으로 규범화되고 언어화된 몸 인식의 편재성에서 벗어나 물질적, 영혼, 정신의 순
환에 놓인 몸의 성질들의 실천적 영역에서의 물질적 기능과 몸 존재 자체만으로의 비물질적 기능을 살
펴본다. 여기서 실천적 영역은 몸이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는 공간을 말한다. 또한 춤추는 몸의 쓰임과
움직임 확장의 자율성을 확인한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낭시가 말하는 자료체가 되는 몸은 어떠한 물질적 기능과 비물질적 존재, 영혼은 무엇이며, 몸
을 이원론, 일원론 등의 이론적 분류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류적, 상호작용적이며, 스스로와
바깥의 끝과 시작을 분리하고 유기적으로 재연결하는 생물학적 그리고 현상학적인 실존적 존재임을 살
펴본다. 더불어 몸의 쓰임에는 몸의 사회, 문화,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양태(modaliteˊ )들
을 확인한다.
둘째, 낭시의 몸 사유, 개념의 해석을 바탕으로 무용예술에서의 몸 역량의 무한성과 움직임의 운동적
순수성 그리고 현전함으로써 표현하고 바꿀 수 있는 몸짓 예술임을 밝힌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몸을
도구화하고, 정신에 귀속화 하여 바라보는 예술적 물음 이전의 몸을 사유하여, 몸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데에 목표가 있으며, 몸을 해명하려는 노력보다는 몸에 대해 정의 내려진 것들에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
하고 그 안에서 춤추는 몸과의 여러 관계성을 살펴볼 것이다.

II. 장 뤽 낭시의 몸 사유
장 뤽 낭시(Jean-Luc Nancy)의 몸에 대한 사유는 이미 문학, 철학에서 몸의 존재적 의미의 물음에
서 시작하여 현상학적, 해석학적 방법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 몸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개념을 생
무용예술에서의 몸에 관한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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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킨다면, 예술에서의 창조는 이에 대응하는 ‘감각’을 생성한다(나일화, 2013, p. 53). 낭시의 몸 사유
는 몸의 기능적 움직임, 존재 자체만의 성질, 영혼과 정신을 통한 몸의 인식과 감각적 차원을 데카르트,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각론보다도 시각과 사고를 확장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낭시 이전에는 메를로-퐁
티(Merleau-Ponty)의 신체현상학이 신체를 바라보는 논점을 달리하게 하였다. 기계적 신체를 말하는
객관적 신체가 있었고, 현상학적으로 기술되는 체험된 신체로서 의식적 신체가 있으며, 살(chair)로서
의 신체를 말하는 무의식의 존재론적 신체가 있었다(류의근, 2019, p. 163). 낭시 역시 퐁티의 영향을 받
았으며, 그의 현상학적, 살로서 접촉되는 세계에 던져진 신체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도 발견된다. 여기에
더하여 낭시는 몸 실존의 이유, 숙고, 몸의 출발, 몸의 도래가 몸에 부여된 무게라는 점과 정신, 영혼,
몸을 각각 따로 놓고 보면서 몸의 기능들을 그 근거로 보았고 이를 통한 몸의 존재성을 설명하였다.
낭시는 ｢코르푸스 Corpus｣에서 ‘몸 쓰기’는 몸 자체에 부여된 성질들의 활용을 의미하고 그 공간에서
의 과정을 통해 물질적 존재들 간의 ‘관계맺음’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특히 낭시의 쓰기의 시작은 자신의
글을 다듬고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서 시작하여 몸 자체의 의미 분석까지 이어진다. 몸은 쓰임에 의해 바
깥으로 ‘기탈’되어 전해지고, 그를 통해 ‘나’와 ‘너’가 몸의 쓰인 감각으로서 서로에 닿는다는 것이다. 이
러한 낭시의 사유는 고립된 개별자들이 피상적이지 않은 소통을 갈구하는 현재의 세계에서 몸-존재들
이 간격을 둔 채로도 ‘몸 쓰기’를 통해 ‘함께-있음’의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을 드러낸다(최수임,
2014, pp. 43-44).

1. 몸의 개념
낭시는 코르푸스의 부제를 ‘몸, 가장 멀리서 오는 지금 여기’라고 하였다. 기독교의 의미, 서구 문명에
서 몸을 이야기하는 논리로 몸을 이해한다. 낭시는 몸을 ‘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이들 간의 영성체적
공감’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상정하고 몸의 고유성을 다양한 분류로 설명한다(nancy, p. 9). 또한 고유한
몸, 낯선 몸, 몸이 됨으로써 자기를 향하는 존재(l’Être-aˋ -Soi en corps)이다. 몸은 우리의 예상처럼,
계획한 것처럼, 의도대로 필연적으로 움직여지지만은 않으며,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의식체계에서 벗어
나 다른 공간을 설계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nancy, p. 9). 이에 낭시는 몸의 존재를 발
생하는 자리(여기), 즉 실존의 문제에 결부하여 논하였고 몸이 드러내는 것은 실존이 절대적이고 단순한
방식으로 구현된다고 하였다.
몸은 이원론, 일원론적으로 구분하여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적, 상호작용적이며, 생
물학적으로 그리고 현상학적인 실존적 존재이다. 그동안 몸을 육체적 즉 물질적인 것에 국한 지어 기호
적이고 유익한 존재, 그리고 영혼과는 분리되는 그 밖의 영역으로 본 것과는 달리, 낭시는 영혼을 가두
고 지탱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였다. 영혼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몸의 물질적인 기능들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몸의 개념을 낭시는 첫째, 몸은 물질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타자와의 접촉, 외부세계에서 활
용되는 몸을 통해서 이해한다. 몸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다른 몸들과 구분되고 몸의 존재가 드러난다.
하나의 몸은 다른 하나의 몸에 의해서 시작되고 끝난다. 심지어 비어 있는 공간조차도 매우 미묘한 몸의
흔적이자 잔여 혹은 앞으로 도래할 곳이 된다. 몸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배열하며 내포하고 있는 것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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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보내고 재조직화한다. 몸과 정신을 나누면서 몸의 활동 영역을 생산적인 것에, 척도를 정하고 몸
의 생리적인 기능과 삶을 영위하는 기능들이 결국 여러 타자의 몸이 되고 그 몸들이 곧 자신이 된다.
둘째, 영혼을 가두고, 지탱하는 공간인 몸은 먹는 것을 소화해야 하고, 자야 하고, 배설해야 하고, 땀
을 흘려야 하고, 스스로 더럽혀야 하고, 상처를 입어야 하고, 병에 걸려야만 한다. 또한 몸은 저로 하여
금 생각하고 꿈꾸고 상상하도록 할 수 있다. 몸은 항상 무언가를 느낀다. 몸은 육체로 된 모든 것들을 감
지한다(nancy, p. 165). 이러한 물질적, 비물질적 기능에 해당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이어
가는 것이, 몸이다. 그리고 모든 감각을 느낀다. 바람을, 냄새를, 아픔을 느끼는 것 역시 몸의 일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몸이 실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이자 기둥이다.
셋째, 몸은 정신을 표현한다. 정신의 영역을 표출시키고, 정동(eˊ motion)의 동요를 나타낸다. 즉, 정
신적으로 느끼는 정서들을 영혼의 것, 내면의 진실이라고 하면서 몸을 혼란, 격동, 기쁨, 고통, 희열, 인
내라는 정서를 살아있는 동안 혹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나의 몸 자체의 존재성, 타고난 성질에
대한 물질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기독교적 생각으로는 나의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니, 아끼면서 헌
신하는 영혼을 펼치는 공간으로 여긴다. 이렇듯 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대해 알고 있었던, 믿었던
신체 움직임의 쓰임과는 다르게 설명되기도 하고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낭시가 몸을 개념화한 것도 자신의 글쓰기에 집중하는 행위, 과정, 사유가 몸의 외부와의 유기적인 관
계와 그 분석의 통로에서의 몸 자체에 가진 의문이다. 적절하게 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시도의 끝에
서 몸은 실체도, 현상도, 살도, 기호 작용도 아닌, ‘기탈되는-존제’라고 하였다(nancy, p. 23). 이러한
관점에서 움직이는 예술로서의 몸을 보면, 몸을 글의 영역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더욱 간결하고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몸은 늘 실재성을 갖는다. 무용은 몸을 현상적으로 옮기고 몸의 물질적 측면과 영혼, 정신
의 측면에 의존한다. 몸의 질성적인 것을 통해 생명적 정서를 표현한다. 춤추는 몸은 관객에게 생동감
있는 표현을 통해 감각의 정동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외부와의 유기적인 ‘관계맺음’을 형성하게 한다.
관객과 무용수의 ‘관계맺음’은 순간적이고 한시적인 공간에서만 이뤄지는 감정의 교감이다. 예술은
우리의 지각을 위해 감각이나 상상력으로 창조된 표현적 형식이다. 그것은 인간의 느낌을 표현한다.
‘느낌’은 여기서 물리적 감각, 통증과 편안함, 흥분과 평정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정서, 지적 긴장, 의식
적인 인간 생활의 꾸준한 느낌 색조에 이르기까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마크 존슨, 2007,
p. 365). 이에 무용하는 몸은 감각과 질성적인 재료들을 매개로 우리의 내부와 외부세계의 공간들 그리
고 육체와 정신을 연결하고 몸의 본능적인 것을 자극한다(eˊ veiller).

2. 몸의 쓰임
몸을 철학적으로 다루고 예술의 주체가 되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선사시대에는 순전히 생활의 방편,
실용적 삶을 영위하는 것에 쓰였다. 르네상스 시대의 신체는 삶과 죽음이나 질병의 경계를 구분할 뿐이
었고 신체의 예술화는 언급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삶의 의미가 담긴 장소라는 점에서 더 높은 영적 세계
로 나아가는 매개체로 이해되면서 신처럼 완벽하고 복잡한 기계인 몸으로 당대 예술가들에게는 매력적
인 사유 대상으로 귀환했고 해부학적, 철학적 사유를 발전시켰다(최병진, 전주홍, 2015, p. 10).
선사시대에 동굴의 암각화에서 알 수 있듯이, 수렵과 채집을 위해 쓰였던 몸도 예술적 표현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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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였고 정신을 나타내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몸은 선사시대,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공
간적 경험의 양상을 예술이라는 화폭에 그 존재의 쓰임을 드러냈다. 낭시가 말하는 몸의 쓰임은 물질적
기능뿐 아니라 비물질적이고 정신의 표현에 있음을 주장했듯이, 몸은 정신적 현상과 문화적으로 쓰이는
기능적 개념이 모두 양립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낭시의 몸에 대한 사유를 빌려 예술적 담론을 이끄는
것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낭시의 ‘글쓰기’를 통해 바라본 몸의 쓰임을 함께 살펴본다.
‘나’이면서 타자인 몸. 목적 없이 그저 여기에, 거기에 존재하는 몸. 어떻게 이러한 몸과 접촉할 것
인가? 코르푸스 에고(corpus ego)가 매 순간의 발화 속에서 자기의 공간과 시간을 얻는 것과 마찬가
지로, 몸은 글쓰기 속에서 끊임없이 접촉된다. 코르푸스 에고가 글쓰기 안에서도 접촉된다는 이 대목에
서 낭시에게 있어 ‘글쓰기’ 혹은 언어가 갖는 중요성이 드러난다. 만약 어떤 사유나 사태가 글쓰기 속에
서 표현된다고 할 때, 그렇게 언어화된 사유나 사태 자체는 이 글쓰기를 통해 표현된 것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글쓰기라는 행위로 미처 포착하지 못한 잔여물을 남기기 마련이다(최슬아, 2020,
p. 122). 이런 의미에서 글쓰기란 자신이 포착하려는 대상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구별되고 차이를 갖는
어떤 것, 즉 그 대상에서 벗어나(ex-) 달라지는 것으로서의 기입(inscription), 즉 탈기입(exscription)
이다(최슬아, p. 122.).
낭시의 몸 쓰임은 안무가 마틸드 모니에(Mathilde Monnier)와의 춤에 대한 담화에서도 발견된다. 이
들은 몇 달에 걸쳐 낭시의 텍스트와 모니에의 춤에서 철학적 사유의 공통점에 대해 담론하였고 모니에
는 낭시의 몸 쓰임에 대한 사유를 자신의 안무 창작에 대입하였다. 초기에 그들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
지고 시작하였고 춤과 텍스트의 교착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Mathilde Monnier, Jean-Luc
Nancy, 2005, p. 149). 즉, 꾸며내지 않은 몸에 대한 자체의 성질을 보기 위함이다. 각자의 작업 끝에
글쓰기에서 드러나는 몸 쓰임, 춤에서의 몸의 기입과 이탈의 과정이 서로 상응하다는 점에 이르렀다. 몸
이라는 실존은 바깥으로 분리되거나 노출되고, 물질화되는 존재라는 점을 다른 환경과 작업 안에서 발
견한 것이다.
낭시의 글쓰기 과정처럼, 모니에의 창작의 시작이 몸의 무게를 가늠한다는 점과 일치한다. 하나의 몸
을 가지고 모든 감각으로 여러 움직임을 구성하는데 그 안에는 몸이 감당하는 여러 종류의 무게가 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접촉에 속하는 자료체들(스치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바라보는 등)을 사용하고
스스로 노출시키고 이러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기탈하면서 춤이 이루어진다. 낭시의 글쓰기 또
한 그러하다. 낭시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언어적 기호를 통해 증명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아니다. 하나의
접촉이고 말을 건네는 것이며, 억압의 과정이 없는 자유로움 속에서의 접촉의 질서를 보여준다.
몸에 부여된 무게는 끝없이 도래하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해 무한한 공간을 열고 창조한다. 무용이 실질
적으로 갖는 의미와 같다. 무용에서 주체는 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몸을 객체, 도구화한다. 감각과
정신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몸인데, 몸은 그저 정신을 감당하는, 대상을 향한 수단으로 쓰인다. 무게를
감당하고 잘 배열하여 바깥으로 노출 시키는 몸이 없다면, 대상도 없고 영혼도 정신의 표현도 존재하지
않는다.
몸은 체현의 공간이자, 실천적 측면에서 각각의 도식을 이룬다. 감각하는 몸, 사유의 자리로서 몸
은 선별성 없는 몸으로 이론적 기원 없이 있는 것으로서 확장되어 인식되고, 창조된다(한혜리, 2018,
p. 114). 춤추는 몸이란 결국, 움직이는 행위와 과정에서 발현되는 자아 인식의 자리이다. 춤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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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세계 속에서는 성찰의 시간이나 무언가를 나누어 생각할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 움직임의 직접
성을 요청하고 정신의 전부를 요구한다(Chatal Jaquet, 2001, p. 380). 즉각적인 몸짓으로 하나의 세
계를 완성해야 하고 새로운 몸짓을 창조하고 외적인 것들과 내적인 동요의 조화를 통해 예술임을 증명
해야 한다.
낭시의 관점에서 몸의 쓰임을 보면, 어느 분야이든 몸을 어떤 것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고 주체로 보지
도 않으며, 존재를 알리지도 않는다. 몸은 그저 ‘아무것도 아님(rien)’에 의해, 그것의 ‘진정 아무것도 아
님’에 의한 언어를 넘어선다(nancy, p. 23). 즉, 몸은 국지적인 것이 아닌, 어느 공간이든 참여 가능하고
자신을 변화하고 또 사라지고 나타내는 실존이다. 또한 몸은 외부세계, 타자와의 교환 가능성, 상호적인
작업에 놓여 있다. 낭시에게 몸은 다른 몸 철학과는 다르게 특별한 ‘고유성(propre)’을 부여하지 않고 외
부와 내부의 경계에 놓인 어떠한 흐름에 자리를 내어주는 그것이다.
낭시가 몸을 자료체로 보는 것도 우리의 몸이 죽으면 관 안에 놓이는 것인데, 만일 우리의 몸이 관이
라는 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딘가 모르게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서도 이 몸
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한다. 마치 죽어서도 몸의 모든 기능을 고려하듯 말이다. 그래서 몸은 흩어지는
것을 잠시 붙잡고 있는 하나의 자료체이다. 몸의 기능적인 면, 영혼, 외부성과 이타성, 접촉, 생물적 구
성 요소 등 이러한 것들이 결국, 몸이라는 자료체에 일부이며 몸을 고유화하지는 않는다.
사유와 몸도 떨어질 수 없는 늘 우리가 숙고해야 하는 ‘관계맺음’에 있다. 사유는 몸을 분리하여 작동
하려 해도 몸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몸의 쓰임은 정신도, 사유도 그 생각의 무게를 감당하고 가늠
하며, 표현의 이유이기도 하고 상징이 되기도 한다. 움직임에 많고 복잡한 이유가 따르고 그 이유에는
정확성과 비정확성에 책임을 부여받고 몸은 항상 바깥(ex)을 향해 나아가 있는 것이다.

III. 무용예술에서의 몸의 의미
본 장에서는 무용예술에서의 몸의 의미와 쓰임을 알아본다. 마르셸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잃
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사물들을 통해 사건, 기억들을 찾고 회상하여 미래를 향해 과거를 되짚는
것이 나온다. 마들렌 과자와 여인에 대한 사랑은 그 기억들을 찾는데 중요한 기호로 작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호가 간단한 문자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성기현, 2019, p. 120). 하나의 사건을 대변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몸이 그 공간적, 시간적 현상에 던져짐으로 인해 몸의 쓰임은 나타난다. 몸의 쓰
임은 관점에 따라 해석되고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무용예술의 성격이 그러하다. 하나의 사건, 사물, 그
리고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무언가에 의존하며 움직임의 조직을 형성하고 예술의 형태로 이어진다.
낭시는 줄곧 몸을 특정한 도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향해 있는 동안 계속 사용
되고 정제되지 않은 것이 몸의 본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무용은 몸의 성격을 다스리는 가장 좋
은 조건의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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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몸의 확장
인간 존재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하나는 이상 세계에 대한 묘
사 속에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에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다른 하나는 현실 세계에 대한 묘사 가능한
것에서 상상력을 투영한다. 두 가지 방식의 자신만의 상상적 역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창출하고 그 경
험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과 의미를 정립한다.
이와 같은 상상에 의한 삶은 무용예술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하다. 무
용예술의 경우 인간의 생산, 자본, 정치 등과 연계시키는 제도적, 보편적 이론을 추구하지 않는다. 외부
에서 타자로부터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과 위치 그리고 내면의 복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몸은 사유
된다. 따라서 춤추는 몸은 기술로 숙달되기 보다는 여러 유기적인 얽힘과 해체의 반복 속에서 스스로 인
식하고 외부의 반응과 내적인 충돌의 과정을 표출한다. 즉각적으로 움직임을 통해 즐기면서 소유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활동 방식인 예술은 자연의 완벽한 최고점이며, Chatal Jaquet, (2021, p. 326),
몸이라는 자료체를 통해 구현하는 삶은 예술의 일부가 되고 경험 자체의 본질을 표상화하기도 한다.
행위로서의 무용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몸 자체로 유일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예술이다. 춤추는 몸은
정신의 아래에 귀속되고 규정된 몸이 아니라 파괴되고 응축되는 몸이다. 낭시가 말하는 몸의 확장은 영
혼의 확장이다. 무용에서는 이 확장의 개념을 중심으로 몸의 고유성을 이야기한다. 낭시가 영혼을 몸이
라고 쓸 때, 이는 두 가지를 함의한다: 이 정식화는 지금껏 영혼이 몸을 지배하고 소유해 왔다는 서구 전
통철학의 위계를 해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체를 구성하는 건축술을 심신이원론 바깥에서 다시 쓴
다는 것이기도 하다(최슬아, p. 114). 주체는 순수 영혼 혹은 실체와 같은 것이 아니고, 지배해야 할 대
상으로서의 몸을 소유하지 않는다. 몸은 나의 것, 나의 소유물, 나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나’ 자체이다.
낭시는 ‘나의 고유한 몸’과 구별되는 ‘몸-나’를 ‘코르푸스 에고(corpus ego)’라고 부르고 있다(nancy,
p. 28). 몸 자체에 존재성을 몸의 의미를 해석하고 부여하기 위한 의존적 명제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타고난 것에,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다.
몸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낭시는 몸을 ‘영혼의 확장’을 시작으로 몸에 해당하는 외부적, 내적 의미
를 분석한다. ‘영혼의 확장’에는 몸의 많은 행위를, 기능을 –생활, 예술, 산업, 명상, 반성 등-의 심신의
성질들을 수행해야 하는 숙명의 과정이 있으며, 영혼에게 몸은 하나의 감옥이 되기도 하고 버팀목이 되
는 그런 존재이다. 몸은 끊임없이 물질적인 상황에 놓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현상을 창출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무용은 외부를 수용하고 그 수용한 것을 내부적인 체계에서 해독하고 다시 몸의 살(chair)을
통해 드러낸다.
몸이 기호 작용의 질서에 선행하거나 후행하지 않고 그 외부나 내부에 위치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경
계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무용에서의 몸짓의 본능이다. 몸은 언제나 움직이고 작용하는 생산적 카테
고리에서 파악되었고 그것을 철학적, 예술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에 부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확보하
였다. 몸의 물질성과 비물질적 확장을 항상 영혼에 귀속시켜 몸의 움직임으로 인해 영혼을 표현한다고
하는 무용예술에서는 더욱이 기호의 몸짓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몸은 영혼의 하등의 문제도 아니고
상반된 것도 아니다. 그 자체를 드러낼 뿐 기호도 아니고 사회와 소통하는 도구도 아닌 그 자체의 존재
성이다. 몸들은, 추락이든 이탈이든, 어떤 움직임의 임박성(imminence) 하에 언제나 출발에 직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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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열림, 혹은 이 같은 출발이야말로 몸의 내밀성(intimiteˊ ) 그 자
체이자 몸이 행하는 자기 변별성의 맨 끝부분이다(nancy, p. 36). 이에 몸은 어디에 속하여 소유되지
않으며, 존재 자체에 자연성을 드러내고 경계에 머문다.
일상적 움직임에서 확장되어 미적인 움직임,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무용의 움직임 구도는 낭시
가 논하는 몸과 사유의 관계와 같은 맥락이다. 몸과 사유는 단지 상호간의 접촉, 하나에 의해 또 하나가
다른 하나 속으로 파열하는 닿음일 뿐이다. 그 닿음이 곧 경계이고, 실존의 공간 개진이다(nancy,
p. 39). 무용에서의 움직임 구도는 외부와의 경계에 신체를 놓음으로써 내면의 정서적, 영혼을 표현하
는 것에 집중한다.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몸은 여러 감정을 복합적으로 그 경계에서 드러낸다.
무용에서의 몸의 확장은 여러 의미를 가리키는데, 첫째, 신체의 존재성에 기인하여 몸 구조의 한계성
을 나타낸다. 둘째, 신체의 유연하고 기교적인 측면을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함으
로써 사회적 비판, 소통의 매개로 쓰인다. 셋째, 신체의 표현을 아름다움의 목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배열은 확장의 공통점으로 외부와의 접촉이다. 이 세 가지 의미는 몸의 ‘표현’에 국한된 ‘아카데미주의’ 예
술을 말하고 낭시에 따른 몸의 ‘드러남’의 관점에서 무용을 보면, 있는 그대로의 예술성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까지는 무용이 음악, 문학에 의존한 예술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발레는 작가, 시인
의 문학 작품을 통해 구성되었다. 테오필 고티에의 ‘지젤’, 스테판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 그리고 비평
역시 당대의 인문 비평가들에 의해 발레의 예술성과 무용수의 능력에 대해 논해지고 평가되었다. 그래
서 무용계에서 자체 독립적으로 몸을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비하였다. 몸을 주제로 철학적, 미학적,
과학적 해석을 위한 연구는 부족하였고 무용 공연에 대한 평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세기
에 들어서 정확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표현주의’, ‘실험무용’, ‘자연의 모방’이라고 하여, 인간의 움직
임 자체가 순수예술임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독일과 미국에서는 머스 커닝햄, 마리 뷔그만, 찰스 와이
드먼, 도리스 험프리 등은 몸 움직임에 자유, 해체, 자연이라는 일상적, 편안함에 주목하였다.
이로 인해 춤추는 몸은 수많은 실제의 확장이 발생하는, 그리고 우리 몸의 여지와 그것들의 실존적 분
배 및 저항의 분할이 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자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되었다. 고유한 자리,
나아가 몸들의 확장에 마침내 주어지는 자리의 고유성, 춤추는 몸은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존재하지 않
은 것일 수도 있다. 공간을 여는 궁극의 긴장과 확장에 도달해야 했던 것은 하나의 끝이 아님을, 도래하
고 공간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것임을 움직임의 순수성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nancy, pp. 44-45). 그러
므로 무용에서 몸의 쓰임은 일차적으로 몸 존재 자체로서의 이유를 명실상부하게 해주고 다음으로 공간
의 창출, 자연의 예술에 접근하는 지평이 된다.
무용에서 몸의 확장은 내면의 극함(extrême)과 외부와의 계면성(interface)을 동시에 가진다. 몸의
모든 분절을 활용한 움직임에서 자아의 드러남과 내면적 정서의 복합성 그리고 움직임이 발생하는 외부
세계의 계면에서 하나의 경험이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은 표면으로서만 확장되는
것이 아닌 내면에서의 몸의 확장을 실현하게 한다.
따라서 무용에서 몸의 확장은 외부세계, 타자, 스스로(soi)의 접촉으로 보고 특정한 대상, 정신에 종
속됨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몸은 이끌려 가는 공간도 아니며, 물질적 실체로 보고 그 어떤 의미로 규정
짓기 어렵다. 춤추는 몸의 확장은 몸이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의 개진이자, 일상에서 다른 세계로 이어지
는 창작의 경계에 있는 것이다.
무용예술에서의 몸에 관한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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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움직임을 통한 외부와의 접촉
우주에 던져진 신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란 기호학적, 해석학적, 존재론적, 우주론적으로 몸 자체에 가
늠할 수 없는 무게를 달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체를 규명하고자 하면 경험으로 개념화된 물리적 실현
매체로 볼 수 있다. 인간은 가장 먼저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인지하고 이를 언어화한다. 신체
부위 중에서 특히 ‘손’은 외부 외부세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데 가장 먼저 반응한다(이강호, 2017,
p. 146). 몸은 생물적인 작은 부분부터 그리고 자아의 깊숙한 내면에, 영혼에 도달하는 곳에서 서로 끊
임없이 얽히고 분리되며 확장한다.
이처럼 낭시가 말했듯, 몸은 자료체이다. 즉, 온갖 부분과 조각들, 사진, 지대와 상태, 기능의 총합체
이다(nancy, p. 171). 머리와 신체의 기능에 해당하는 팔, 다리의 목적성 있는 행위, 생활적 행위는 스스
로 지각하지 않아도 일치하고 탈조직화를 이룬다. 사유 역시 몸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사유는 앎
(savoir)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유 자체의 테두리에서 사유의 존재 자체의 무게를 가늠하고 사유
의 극화된 것에서 확장하고 축소하는 주름과 이완이다(nancy, 2008, p. 112). 특정한 상황과 대상에 대
한 지각 없이도 움직이는 신체는 본능적으로, 바깥에 의해서 혹은 마음의 문제로 마치 거미줄처럼 여러
줄을 만들고 그 줄에 어떠한 것이 얽히고 분리되는 것이다.
오늘날 춤추는 몸은 하나의 미학적, 철학적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신체적 훈련과 이론의 체계화
로 인식된 몸은 무대에서 더욱 그 미학적 아름다움을 발휘한다(최문정, 2021, p. 125). 춤에서 움직임을
이루는 동작마다 내면의 정신적 표상을 드러낸다. 이를테면, 무용수가 무대에서 뻗는 팔과 다리, 얼굴의
표정, 호흡, 땀은 외부적 사건과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의 말을 생각해
보자. 무용은 영혼으로 음악을 듣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내부 깊은 곳을 관통한다고 표현하였다. 춤의
형식은 그저 장르를 설명하기 위함이며, 진정한 내용은 우리의 내면에 있음을 이야기한다(최문정,
2021, p. 105).
너의 영혼으로 음악을 들어라. 그러면 네 머리가 들어지는 강도에 의해, 너의 팔이 올려지는
것에 의해 그리고 네가 빛을 향해 서서히 걸어가고 있는 것에 의해 너의 내부 깊은 곳을 일깨우
는 내적 자아가 느껴질 것이다. (……) 이런 깨달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용의 첫 단계이다
(Walter Sorell, Dance in It’s Time, 1981, p. 318: 이광래, 2020, p. 54에서 재인용).

무용을 몸의 언어이거나, 사고의 언어, 외부적인 표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몸 자체가 향해 가는 곳,
그곳에서 몸 자체 하나의 존재적 작용으로 해석하면 된다. 여기에 현존하는 몸에 대해 무언가를 발견하
고 해석하지 않으려고 해도 몸은 이미 실존해 있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것을
쌓고 있다. 그래서 특히 모더니즘 이후의 무용수들이 영혼, 내면, 정신과 외부세계의 관계를 공통된 하
나의 주제로 묶어 몸의 향유를 있는 그대로 즐기고 자신의 몸을 밖의 규정하에 통제하지 아니하고 자연
의 하나라고 주장한 이유가 몸 자체의 이해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즐기는 몸에 대한 사유는 아리스토텔레스, 낭시 역시 같은 지론이었다. 몸 각각의 감각들은 공
통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다양한 몸의 기능들은 각각의 고립된 시각, 청각, 미각, 촉각은 절대적인 간
격에서 제 향유를 즐긴다(nancy, p. 118). 몸의 예술은 각각의 감각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하나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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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한다. 이러한 몸의 드러남을 보는 관객은 발현되는 감각의 생물학적, 유기체적, 예술적 조화로운 과
정을 체험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떠올리기도 하고 몸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서를 체험한다.
우리는 몸을, 끊임없이 외부의 일들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존재의
이유를 붙인다. 따라서 몸은 경험의 복합체, 외부와의 소통체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매 순간 지
각하게 해주는 대자적 자료체이다. 무용수가 몸이라는 자료체를 더구나 외부와의 충분한 소통이 가능
한 유기적 구조 안에서(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의 경험적 사건을 한 겹 덮는 일은 몸의 감각
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향유하는 즐거운 과정이다. 그래서 무용수는 작품 하나를 발표하고도 그 후작
을 이어가기도 하고 군무가 삽입되는 창작을 할 수 있다. 무용수가 작품의 후속을 이어가는 것 또한
몸의 자료체와 같다. 문장에서 단어 하나를 떼어내어 내보내고 다른 단어를 들여와도 글이라는 틀은
바뀌지 않는다. 의미작용이 변화할 뿐이다. 춤이 그러하다. 오늘의 춤의 움직임이 감각 변이를 통해 느
낌이 다를 수 있으며, 관객, 무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의도가 바뀌지는 않는다.
춤을 구성하는 유기적인 움직임은 확장과 분리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다른 외부적 상황을 개입시키
기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몸의 통증으로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몸의
원리와 규칙 안에서 감각적인 상태에 의존하는 것이다.
무용수 혼자서 감각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간과 여러 무용수가 함께 등장하는 움직임의 구성은 그
향유의 크기가 확장된다. 보는 이 역시 여러 무용수의 땀과 호흡 움직임의 맞춤을 보고 늘어난 몸들만큼
느끼는 감정의 영역과 깊이는 달라진다. 군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도 각각의 몸들은 계속해서 타자와
의 살갗의 접촉을 통해 외부세계와 내적인 다름을 느낀다. 춤은 특히, 대자존재의 몸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이다. 관객이 없어도 춤은 이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 이미 몸은 반응하고 관객이 없는 무대를 상상하고 그에 맞는 조건을 구성하게 된다. 반대로 관객에
게 춤을 보여주게 되면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고 상호작용의 구간을 설계한다. 춤을 위해 움직여
지는 몸은 타자에 의해 창조되기도 하고 영혼을 위해 그리고 존재 자체의 이유로 실재한다.
순수예술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무용보다 완벽한 미적 공존관계를 구현하는 몸과 정신의 지성을 잘 표
현하지 못한다. 무용은 살(chair)이 정신이 되는 순간, 몸이 자신의 타자로 변형되고 몸이 자신의 놀라
운 역량을 폭발시키는 순간이다(Chatal Jaquet, p. 378). 발레가 그 의미를 설명한다. 발레에서 푸앵트
(pointe) 기술을 보면, 몸의 무게를 거스른다. 토슈즈를 신은 순간부터 무용수는 그동안 훈련되었던 몸
의 구조적 기능과 본능적 움직임에 집중하고 정신은 그 뒤를 따른다. 푸앵트 기술이 이어지는 동안 사유
할 충분한 시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발레는 다른 무용보다도 몸 존재 자체의 감각적인 운동으로
혁신적인 예술로 평가된다.
몸을 직관적으로 바라본 표현무용은 현전성(preˊ sence)에 초점을 두고 움직임의 연장을 통해 몸의 역
량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주어진 몸의 해체와 융합을 이용한 움직임으로 새로운 예술을 만들었다. 즉 몸
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순간적이고 감각적이다. 일체의 개념들에서 벗어나 몸의
본질적인 나아감에 영감의 사건을 풀어나간다. 현대에 들어와서 몸의 철학적, 사회학적, 미학적 탐구가
늘어나면서 몸 예술 또한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단연, 무용예술의 육체성을 다룬 움직임의 정신
표현은 관심 대상이다.
무용의 수행 및 그에 따른 본질적 특성의 의미 근거들을 실존 현상학자들-메를로-퐁티, 장 폴 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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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르, 미셸 푸코 등-의 의도인 자유스러움, 선택성, 의미의 추구, 의식화된 신체의 체험 등 인간 중심적
인 것들이 무용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최지영, 2003, p. 15). 이러한 주장은 낭시 이
전에 근대와 현대가 만나는 시점부터 몸의 쓰임을 철학적 이유로 바라보면서 생생하게 체험된 신체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무용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무용계에서는 고전주의적 형태와 이성적 이론의 틀 안에서 다른 형태의 몸 예술을 만들었다. 몸
의 순수하고 본능적인 움직임이라는 형태의 사고를 예술로 창작한 것이다. 루돌프 라반의 경우, 육체는
항상 움직인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몸 전체를 분절로 나누어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여 움직임이 나아가는
방향과 상, 하의 운동성을 무용에 적용하여 보여주었다(Estelle Jacoby, 2002, p. 93).
무용예술의 몸의 철학적 탐구가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시작되었고 19세기까지는 무용예술에서 몸은
정신에 귀속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실험적 예술 활동이 혁명처럼 일어나고 예술 제도를 바꾸려
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로 인해 ‘몸짓 예술’, ‘순수 움직임’, ‘몸의 정신’ 등 무용예술의 자율성을 획득
하는 많은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다. 낭시의 말처럼 몸은 끊임없이 무한한 목적을 가지며, 시험하고 바깥
을 향해 있는 것처럼 무용예술에서 움직임의 확장은 몸이라는 믿을 만한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방
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신의, 세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몸이 우리에게 던져준 한계, 몸에 복종해야만 부상을 예방하고 진정한 표현과 표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팔과 다리를 굽히는 자세, 머리와 발의 위치 이러한 것들은 변화할 수 없는 몸의 본질과
우리가 따라야 하는 확증인 것이다. 이에 무용예술은 공간과 주어진 상황에서 변화하는 움직임의 예술
이며, 몸 자체를 변화하는 예술이 아니다. 무용예술은 항구적인 공란을 갖는 예술이다. 이 공란에는 외
부세계와 끊임없이 접촉하는 새로움이 기입되고 탈락되는 움직임의 확장에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몸은 본질적으로 무한한 성질과 그에 따른 기능들의 자료체를 가지고 무한한 목적에 이르며, 던져진
세계에서 그 자체의 의미를 확장하고 새로운 지평을 연다. 그 어떠한 종속된 개념에서 벗어나고 확장된
움직임들 속에서 몸은 자체로서, 생물학적 기능으로서, 타자로서, 외부세계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사건
으로부터 한계에 부딪히고 동시에 그 한계를 경계로 만들어, 경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천적 ‘관계맺
음’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있음’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논했던 낭시의 몸의 개념들을 통한 몸의 사유는 어떠한 의미 부연, 설명, 그리고 특정 대상
의 조건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며, 몸이 가진 자체의 질성들을 통한 몸의 쓰임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 쓰임의 분류에서 물질적 기능에는 생물학적인 기능으로서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발현되는 삶의
활동들을 이야기하였고, 비물질적 기능인 정신적 영역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정동의 과정을 그리고 영혼
과 몸의 상호작용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몸의 행위로서의 무용예술은 몸 자체만으로도 유일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예술임을 확
인하였다. 춤추는 몸은 정신의 아래에 귀속되고 규정된 몸이 아니라 스스로 파괴하고 응축하는 몸이다.
또한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통한 몸의 확장은 내면의 극함과 계면성(interface)을 동시에 가지면서 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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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움직임의 해체와 융합을 이루는 공간이다. 그 맞닿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다른 경험을 만들고 또
다른 몸의 의미를 산출하는 것이다.
유기적이기도 하고 비유기적인 몸 그 자체에 내포된 성질과 그 의미를 바탕으로, 몸의 행위로서 무용
예술이 갖는 외부세계와 내면의 경계에서 찾은 몸의 의미와 쓰임은 운동성의 조화를 통해 드러내는 ‘있
는 그대로’의 몸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춤추는 몸은 어떠한 행위로도 자체만으로 유일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예술적 역량을 지닌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실재이다. 몸 자체를, 육체성이 아니라, 실제의 몸
을 바라보고 몸의 기호나 이미지, 암호의 수단적인 몸이 아닌 여전한 몸을 말한다.
이러한 무용예술로서의 몸은, 생각 이전의 목적에 도달하는 순수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몸이 스스로 기억하는 것, 경험의 감각과 정서를 통해 예술적 움직임을 창출하는 것이다. 몸의 예술적
역량은 꾸며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 실천의 영역에서 본능적인 움직임과 정동(eˊ motion)의 질서
로 존재를 드러낸다. 여기서 질서는 몸이라는 틀, 즉 자료체, 구성체 안에서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몸의 팔과 다리, 머리의 위치와 구조적 가동범위 같은 본질적(essentiel)인 것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움직임의 방향성, 의미는 무한히 변화할 수 있다. 몸을 통해 자유를 표현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연을 역행할 수 없는 주어진 틀에서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낭시의 몸 사유를 통해, 무용예술을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논했던 인상주의적 표현,
영혼의 표현에 몸의 범주를 국한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과정이고 겪어내야만 하는 진정한 몸 쓰
기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춤추는 몸은, 예술이라는 개념과 인식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며, 우주에 던
져진 몸의 자료체에 공란을 가지고 그 공란을 채우고 버리는 무한한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춤의 철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춤의 행위로서의 몸은 생물학적 기능, 감각, 타자, 외부
세계, 보이지 않는 무언가 등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몸의 즉흥적이거나 바깥으로 향하는 감각과 의
식의 움직임 모두 춤추는 몸이 될 수 있으며, 몸에 포함된 구성체들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 떼어놓고 설
명할 수 없다. 예술적 움직임은 미리 확립된 모든 의미작용과 무관한 자신의 고유한 역량과 아름다움을
소유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춤추는 행위가 이어지는 시간 외에도 무의식의 순간에
도 몸을 매 순간 빌리는 것이며, 몸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현상학적, 문화적, 사회적, 영적으로 자신
의 위치를 끊임없이 다른 성격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움직임 속에서 의미를 만든다.
이에 몸은 우주의 모든 부분까지 그리고 자아의 끝까지 도달하는 영혼이자 서로 얽히어 구분 지을 수
없는 여러 방식으로 나누어지는 동시에 없어질 듯 긴장하며 펼쳐지는 또 다른 영혼의 확장이다. 곧 무용
예술은 몸의 모든 자료체를 쓰는 예술이다. 무용은 몸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드러낼 뿐 아니라 육체에
의한 정신, 정신에 의한 육체의 의미작용을 모두 이룬다. 단순한 물리적 유기체나, 감정적으로 나의 고
통을 토로하는 공간이 아니다. 춤추는 몸은 낯선 존재에 익숙해야 하며, 외부와 내면의 접촉에서 즐거움
을 느끼고 본능적인 것, 창조적인 것에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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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Body of Dance Art
- Based on the Body in Corpus by Jean-Luc Nancy -

Choi, Moonjung
Lectur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methods and interpretations of thinking about the body of Jean-Luc Nancy,
and confirms the autonomy of the use and movement of the dancing body in the practical area of the
body’s properties in the circulation of material, soul, and mind. By understanding the body as a corpus,
the process and method of conceptualizing the body and “the body itself” are explained within the
pluralization of interpretation. this study dose not limit the concept of the body to the impressionist
expressions with which we are familiar, but pays attention to revealing that the movement itself is a
process, and the experience is essential for the true use of the body. therefore, dance is an art that uses all
corpus of the body. The dancing body must be accustomed to an unfamiliar existence, feel pleasure in
external and internal contact, and establish itself as an instinctive and creative object.
Keywords: Relationship(관계맺음), Use of body(몸 쓰임), The body itself(몸 자체), Dancing body(춤추는 몸),

Corpus(자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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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희 다시 읽기
Rereading of Choi Seung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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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2021). 네이션과 무용-최승희의 민족 표상과 젠더 수행. 도서출판 선인.

저자 이진아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 이수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아세안연구소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1년 발간된 이 책은 박사학위논문 ｢1930-1940년대 ‘조선예술’을 통해 본 제국의 문
화권력과 젠더적 수행성: 무용과 음악 장르를 중심으로｣와 아모레퍼시픽재단에서 지원 받은 ｢월북 이후
최승희의 민족 표상과 젠더 수행｣ 등에 기반 한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활동한 무용가 최승희의 행적을 민족표상과 젠더 수행에서 바라 본 내용을 담고 있다.
비교적 빠르게 읽을 수 있는 2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목차는 4장 14절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자
기민족지, 한국무용 그리고 최승희에서는 주제 선정의 당위성과 논의의 필요성,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
다. 1절 왜 최승희인가에서는 민족적 디아스포라가 체화된 여성 몸인 동시에 다양한 담론이 교차된 춤추
는 여성에게 주목해야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2절 한국무용과 네이션 상상은 최승희 춤을 논의하는데
근거가 되는 메리 루이스 프랫(Mary Louise Pratt)과 레이 초우(Rey Chow)의 사유에 근거한 자기민족
지(autoethnography)를 소개한다. 저자는 최승희의 조선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민족지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말한다. 국내연구 경향을 참고해 보았을 때 자기민족지라는 단어는 보다는 자문화기술지라
는 번역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어 ‘autoethnography’에서 ‘자신’, ‘스스로’ 뜻인 ‘auto’가
어미에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자 ‘개인적인 경험’이 주요 토대가 되는 연구방법이다. 단어 차용
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최승희라는 인물이 정체성을 인식하고 예술 행위를 드러내는 태도를 강조하
기 위해 사용한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2장 외재적 조선 표상과 이중 은막의 무희에서는 조선과 일본에서의 춤 활동을 조명한다. 3절 제국의
예술장과의 조우, 조선 표상의 정치학은 브루디외(Pierre Bourdieu)의 개념을 빌려 식민지 시대 안에서
의 문학예술이 갖은 권력과 동시대에 활동한 조택원, 배구자, 박영인을 비교하여 논의한다. 4절 외부적
관찰자, 조선적 현실의 응시는 최승희의 생애와 함께 이시히바쿠가 갖는 무용계의 입지, 그의 문화생으
로 신무용에 입문한 배경을 다룬다. 특히 1933년 일본에서 발표한 ｢에헤라 노아라｣ 성공에 주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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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라 노아라｣와 같이 조선의 전통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은 민족혼이나 일제 강점기 안에서 발현된
저항의식이 아니라 조선무용을 통해 조선을 타자화한 그녀의 안무 방식이 일본 문화 엘리트라는 문화권
력에 수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5절 원시적 섹슈얼리티의 자기 전시에서는 전통춤에 정확한 재현
이나 체계적인 전수 보다는 자신의 신체를 오리엔탈리즘 전시 수단으로 삼아 식민지 무희가 외연을 확
장하는 주체화된 방식을 파악한다. 6절 이중은막에서 춤추는 무희는 오빠 최승일과 남편 안막의 조력
그리고 당대 일본과 조선의 엘리트 지식인 후원자들의 지지를 받아 만들어 가는 최승희 식의 민족무용
을 해석한다.
3장 순화하는 조선무용과 유동하는 민족/젠더 표상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 만주 등에서의 자취를
되짚는다. 7절 세계 순유의 네이션 상상력은, 일본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진출한 3년간의 해외 순회공
연 성과를 통해 세계의 무희에서 동양의 무희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요인을 문화 엘리트
에 의해 반서양담론의 대안으로 동양무용을 내세웠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8절 순회하는 조선무용, 제국
문화의 전파에서는 1940년 이후 일본 전시체재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최승희가 모색하는 동양무용을 진
단한다. 일본과 조선이 각기 투영하는 동양무용은 위계질서가 내재된 일본적인 동양무용과 식민지의 문
화 민족주의를 지탱해주는 조선무용이 매개된 동양무용으로 각기 다르게 기대되었다. 9절 제국의 오리
엔탈리스트와 조선무용의 촉구는 일본의 제국주의 문화권력과 긴밀했던 이시이바쿠의 활동과 일본무용
계에 진입했던 당대 신무용가들을 조망한다. 10절 동양발레론 혹은 오리엔탈리즘의 틈새에서는 중국과
만주국 순회공연과 매란방의 만남을 계기로 중국문화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보살춤 시리
즈에 집중한다. 최승희는 동양무용으로 연계되는 일본무용을 넘어 중국무용과 조선무용이 모두 합쳐진
동양무용에 관심을 갖게 된다. 여기서 보살춤은 서양과 일본 관객의 왜곡된 응시의 한계를 넘어 그 본질
에 대한 주체를 재구성했다고 밝힌다.
4장 자기민족지의 내재적 계승과 네이션의 딜레마에서는 숙청당하기까지 북한에서의 활동을 다
룬다. 11절 식민주의 유산의 극복은 최승희와 안막 딸 안성희가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중간 매개자로 인
정받게 되는 상황과 사회주의 문화권력이 전략적으로 흡수하는 조선무용을 설명한다. 12절 내재적 계
승자, 혁명적 인민성의 발현에서는 인민을 위해 민족성을 강조한 조선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 교
육한 최승희 활동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서의 활약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본다. 그리
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춤으로 표상하는 어머니는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이상적 여성상으로 상징화된 것
으로 분석한다. 13절 민족무용극을 둘러싼 네이션 서사는 여성적 섹슈얼리티를 극대화된 춤 대신에 민
족무용극을 통해 강한 남성성을 지닌 여성인민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남긴 춤 무보는 남성과
여성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거나 여성과 남성을 거의 같은 비율로 제시하여 춤이 갖고 있는 젠더성을
제거한다. 저자는 춤이 언어 텍스트를 지니지 않고 음악, 의상, 조명 등이 결합된 예술이기 때문에 다양
한 경계넘기가 가능했다고 진단한다. 14절에서는 일반적인 민족무용과 최승희식 민족무용을 비교하면
서 그녀의 춤을 양가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유동적인 대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 그 동안 한국무용사
에서 민족무용을 표상하는 신화적 존재로 과도하게 받아들여져 온 지점을 지적한다.
대부분의 역사연구가 그렇지만 최승희에 대한 제한된 기록으로 인해 무용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다소
소원해진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녀가 소환되고 있다는 점이 반가워 네이션과 무용을 소개
하고 싶었다. 이 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저자는 연구 결과물들을 대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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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하여 가독성 있는 문장으로 다시 작성하려고 한 노력을 책머리에 밝혔다(p. 5). 하지만 글쓰
기가 여전히 논문 형식에 머물러 있다. 에필로그는 논문 초록 정도로 전체내용이 축약되어 마무리 되고
여러 논문을 엮다보니 전체적인 흐름이 고르지 못하다. 그럼에도 저자는 ‘무용연구의 논의들이 무용계
외부의 일반 독자와는 충분하게 소통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 부분이 나에게 가장 애틋하고 안타깝게
생각되었다’라고 쓰고 있다(pp. 6-7). 그렇다면 과연 이 책은 일반 독자를 위해 얼마나 충분하게 소통하
였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본문에서 저자는 자신의 연구주제가 ‘처음 시도’되고 ‘새롭게 고찰’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p. 16; p. 28). 무용을 문화연구 시각에서 논의해온 여러 연구 중에서 1991년에 발표된 제인 데스몬드
(Jane Desmond)의 ｢Dancing out the Difference: Cultural Imperialism and Ruth St. Denis’s
“Radha” of 1906｣가 있다. 쥬디 반 자일(Judy Van Zile)이 무용역사기록학에 게재한 ｢최승희의 춤에
나타난 한국의 근대성｣에는 루스 세인트 데니스(Ruth St. Denis)의 관음보살춤과 최승희의 보살춤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승희를 다루는 연구에 있어 데스몬드 논문은 상당한 의미를 지녔지
만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제로 보았을 때 박상미가 2006년에 게재한 ｢The Making of a
Cultural Icon for the Japanese Empire: Choe Seung-Hui's U.s. Dance Tours and “New Asian
Culture” In the 1930s and 1940s｣도 참고할 법한 선행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어 있다. 연구의 독
창성을 강조하는 것은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주로 쓰이는데 독창성
을 무리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최승희는 최승희였다. 이 책이 반갑게 느껴진 것도 필자의 기우에 불과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박제화된 적이 없이 오늘도 공연예술 현장에서, 이론연구에서 다시보기되고 있었다. 앞으로도
최승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탄생되고 다채로운 시각으로 접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션과 무
용>을 공연예술 예술가들과 연구자들이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최승희 다시 읽기

151

학회 회칙 및 규정

한국무용예술학회 회칙
1996년 4월 제정
2004년 8월 개정
2005년 8월 개정
2007년 8월 개정
2007년 12월 개정
2008년 2월 개정
2011년 2월 개정
2013년 2월 개정
2014년 7월 개정
2015년 12월 개정
2017년 1월 개정
2017년 5월 개정
2018년 5월 개정
2019년 5월 개정
2021년 1월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회는 한국무용예술학회(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회장의 소속기관에 본부를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본 회는 무용의 학문적 연구 및 학술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및 조사
2. 학회지(연 4회) 및 학술도서의 발행
3.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학술상과 우수논문상 수여 및 교육보급과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5.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정회원(일반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3가지로 구분한다.
한국무용예술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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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회원의 자격 및 가입
1. 본 회의 회원자격은 무용을 전공하거나 각 분야에서 학술적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대
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개인으로 한다.

제7조

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공로가 많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

단체회원
1.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지지하고 찬동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의 참석과 함께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 및 월례특강 그리고 기타 활동에 참
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정보를 제공받는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며 납부 시점부터 당해 연도까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을 현저히 방해한 사람은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 소
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으로 나눈다. 징계위원회는
당해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11조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임원회
2. 운영위원회

제12조

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법
1.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를 받아 선출한다.
2. 회장을 포함한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구성
1. 임원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으로 한다.
2. 각각의 이사와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선임되고 이들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소
위원으로 나눈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한다.

제14조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교육이사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미학, 인류, 사회학,
치료, 교육 등 각각의 연구분과를 둔다. 연구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제26조 2항에 따른다.

제15조

본 회는 학회지 무용예술학연구 발간을 위하여 출판이사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
집위원의 구성과 선정은 제6장에 따른다.

제16조

임원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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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2인으로 한다.
5.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 회의 운영 및 경리사항을 감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감사는 회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

고문 추대
1. 회장은 이사회의의 의결을 통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학술과 덕망이 높은 인사로 추대한다.
3.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에 발전적 의견을 개진
한다.

제5장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
제18조

각종회의
본 회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개최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번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6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이
를 소집한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3. 회비에 관한 사항
4. 그 외 주요사항의 의결

제21조

이사회의 구성과 개최
1.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부회장, 편집위원장, 이사로 구성된다.
2.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이사회와 더불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임포함)으로 이루어지고, 출석한 이사(출석위임 제외)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는 정원의 3분의 1이내로 추천을 받아 선임 혹은 교체될 수 있다.
5. 이사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이사회 소집은 2주전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비와 그 외 부담금의 결정
2. 운영위원회 구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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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 및 신입이사의 승인
5. 회장의 선출 및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개정
6. 기타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제2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총회에서 다룰 의안의 작성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회원의 가입 및 관리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운영위원회가 대외적으로 본 회 명의의 의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소위원회의 구성
1. 각 소위원회는 맡겨진 업무를 수행할 위원을 둔다.
2.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

소위원회의 기능
1. 총무위원회
1) 본 회 사무
2) 각종 회의 준비
3) 회원의 관리

2. 연구위원회
1) 무용학에 관한 제반 연구
2) 무용학 교육의 보급 및조정
3) 학술발표회 개최
4) 월례특강 개최

3. 편집위원회
1) 학회지의 발행
2) 연구 자료의 편집 및 발간
3)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추천
4) 그 외 학술도서 간행

4. 대외협력위원회
1) 국내외 주요관련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2) 강연회 및 연구회 등의 연사초빙
3) 그 외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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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위원회
1) 본 회 회계의 처리

6.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규정
2)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조치
제27조

지회 및 분과연구회
1. 본 회는 지역별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2. 본 회는 각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3. 지회 및 분과연구회의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2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국내 13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해당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선출시기 직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국규모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5년
동안 1권 이상의 학술서적(번역서 포함, 공동편저 제외)을 출판한 자, 또는 최근 3년 동안
전공영역에 따라 2편 이상의 예술 창작을 발표한자.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특성화와 발전전략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1. 편집위원은 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의 인준을 받는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심사한다.
2. 연 4회 발간되는 무용예술학연구(3월, 6월, 9월, 12월)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한다.
3. 학회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학술서적과 간행물을 편집 발간한다.
4.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후보자를 선별 및 심사한다.
1) 편집위원은 각 후보자를 추천하고, 학회장의 최종승인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2) 학술상 후보의 자격은 본 회 정회원으로 국내에서 10년 이상 학술활동을 펼친 자로 한국무
용학 발전에 대한 업적, 기여도, 국제적 인정도, 후학들의 평가 등을 고려한다.
3) 우수논문상 후보의 자격은 본 회 회원이며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 논문주제의 독창성과
이론적 구성, 학문적 공헌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우수논문상 기수상자는 5년간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우수논문상 기수상자는 5년 이후 후보로 재추천될 수 있다.
4) 각 후보자는 직전년도 무용예술학연구에 게재된 자로 한정한다.

제31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1. 논문심사과정은 논문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된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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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위원장은 무용예술학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과 심사위
원을 선임 위촉하고, 그 심사 평가를 근거로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4.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편집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회장에게 청구한다.
6.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2조

논문의 심사기준은 편집위원회에서 합의한 연구주제의 참신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의
구성과 합리성, 논지의 명료성, 인용과 논증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학회 투고규정에 따른
원고작성 양식의 준수, 영문초록 작성의 적합성으로 한다. 그 외에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7장
제33조

재정

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각종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입금
4. 기 타

제34조

회비 및 회계연도
1.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기 타
제35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와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범례에 준한다.

제37조

무용예술학연구에 논문 투고시 학회에서 제공하는 이양 동의서에 자필서명 후 제출한다.
또한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무용예술학회에 있으며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복제 할 수
없다.

부
제38조

칙

시행일과 효력
1. 회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2. 회칙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며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의 합의로써 정한다.
3. 논문투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 학회지에 별도 공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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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aws of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
April 1996 Enactment
August 2004 Amendment
August 2005 Amendment
August 2007 Amendment
December 2007 Amendment
February 2008 Amendment
February 2011 Amendment
February 2013 Amendment
July 2014 Amendment
December 2015 Amendment
January 2017 Amendment
May 2017 Amendment
May 2018 Amendment
May 2019 Amendment
January 2021 Amendment

ARTICLE I. General Provisions
Section 1.

The name of the corporation shall be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tudies.

Section 2.

The head office shall be at the institution with which the president is affiliated.
ARTICLE II. Purposes and Activities

Section 3.

The purpose shall be to promote study, research, discussion, and publication in dance
studies and related disciplines.

Section 4.

Activities
To fulfil the purposes, the corporation performs activities as follows.
1. Research and Investigation
2. Publication of scholarly journals (four times per year) and books
3. Organization of public conferences and lectures
4. Issuing awards for excellent scholarship and academic articles
5. Exchang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6. Others related activities relating to the coporation’s purposes
ARTICLE III. Members

Section 5.

Categories
Membership in the corporation shall be open to persons who are interes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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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ing the purposes of the corporation and classified as full member (regular
member, tenured member), honorary member, and institutional member.
Section 6.

Eligibility and Subscription of a Full Member
1. A full member of the corporation shall be an individual who majors in dance or is
engaged in academic research and with academic ability higher than undergraduate
student.

Section 7.

Honorary Member
1. A honorary member shall be an individual who is a full member with meritorious
deed and received recommendations of more than a third of board of directors.

Section 8.

Institutional Member
1. An institutional member shall be a corporate body or institution which supports the
purposes of the corporation.

Section 9.

Rights of Members
1. Members have rights to attent the general meeting, scholarly events, lectures, and
other activities held by the corporation.

Section 10. Duties of Members

1. Members are required to pay a year’s dues at the current rate established by the
directors and acquire the rights of member from the date of the payment to the end
of the year.
2. The board of directors can organize a committee to take disciplinary action for
individuals who commit defamation of the corporation or sabotage the
corporation’s operation.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distinguished by suspension
and removal of membership. The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give the individuals
an opportunity for vocation.
ARTICLE IV. Officers and Appointed Directors
Section 11. The affair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managed by organizations as follows.

1. Officers
2. Executive committee
Section 12. Tenure and Election of President

1. The president shall be elec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2. Officers including the president shall hold the positions for three years.
Section 13. Composition of Officers

1. Officers shall be composed of president, vice president, trust of director, auditor,
editorial director, research ethic director.

160

무용예술학연구 제85집 2022 1호

2. Each directors and committee memb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s
recommendation. They shall compose committees by taking the positions of chair
and members.
3. A new officer shall be elected three months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position.
Section 14. The academic committee director shall organize research groups of aesthetics,

anthropology, sociology, therapy, education, and so on. The research groups shall
serve functions stated in the section 26.
Section 15. To issue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the corporation organizes editorial

board. The composition and election of editorial board members follows regulations
stated in the article 6.
Section 16. Duties of Officers and Auditors

1. The president shall represent the corporation and preside over meetings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of the executive committee.
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Vice President, in the absence or inability of the President
to act, to exercise all the powers and discharge all the duties of the President.
3. Executive committee shall perform duties stated in the section 24.
4. The corporation shall have two auditors.
5. The auditors shall inspect the corporation’s operation and accounting more than
once per year.
6. The auditors can attend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provide their
opinions with the permission or request of the president.
Section 17. Honorary president and advisor

1. Through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president shall be able to appoint
honorary president and advisor.
2. The individuals shall be persons who contribute meritorious deeds to the
corporation and with high reputation and scholarly achievement.
3. The advisor and honorary presidents shall respond to the president’s request and
attend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ARTICLE V. General Meeting,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of Executive Committee
Section 18. Meetings

The corporation shall have general meeting,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meeting of executive committee.
Section 19. Categories and Opening

1. The general meeting shall be distinguished as regular general meeting and
provisional general meeting.
2. The regular general meeting shall be held once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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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provisional general meeting shall be held by the president when the president
requests or when more than a sixth of full members requests.
Section 20. Function of general meeting

1.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bylaws
2. Approval of project plans and budgets
3. Particulars about membership fee
4. Resolution of other important matters
Section 21. The Board of Directors

1. The president shall preside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comprises
of the vice president, editor, and directors.
2.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held twice a year, however it shall be
able to be called by the president when the president requests or more than a third
of directors request.
3. A simple (one over half) majority of the directors in office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the transaction of a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A simple (one
over half) majority of those present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the transaction of
all business.
4. Directors shall be selected or changed by a third of the number of directors.
5. The term of directors shall be one year and can be reappointed.
6. A call for a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noticed two weeks in advance
with the purpose of the meeting.
Section 22.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resolve issues as follows.
1. Membership fee and other expense
2. Organization of executive committee
3. Project plans and budgets
4. New members and directors
5.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amendment of regulations
6. Other issues entrus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Section 23. Executive Committee

1. Executiv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and
executive committee members and be called by the president when needed.
2. Executive committee members shall be chairs of each subcommittee.
Section 24. Function of Executive Committee

1. Executive committee shall perform functions as follows.
1) Composition of a bill that is to be discussed at a general meeting
2) Planning and execution of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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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eatment of issues entrus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4) Management of membership
5) Issues of amendment of bylaws
6) Other issues of the corporation running
2. Executive committee shall publicize the corporation’s statement by a majority vote
of directors.
Section 25. Small committee

1. Each small committee shall have committee members to perform assigned tasks.
2. The president shall select committee members by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chair.
Section 26. Function of Small Committee

1. General Affair Committee
1) Office work
2) Preparation of meetings
3) Management of members
2. Research Committee
1) Research about Dance Studies
2) Dissemination of Dance Studies education
3) Management of conference
4) Management of lectures
3. Editorial Committee
1) Issue of the journal
2) Edition and publication of researches
3) Recommendation of awards for scholarly achievement
4) Publication of other scholarly books
4. International Exchange Committee
1) Exchang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academic societies
2) Invitation for lecturers or presenters
3) Other activities required for the corporation’s development
5. Treasury Committee
1) Accounting management
6. Research Ethic Committee
1)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search ethic regulations
2) Treatment of violations of research ethi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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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7. Local Branch and Sub-research Committee

1. The corporation shall be able to have local branches in order to encourage local
research activities.
2. The corporation shall be able to have sub-research committee in order to encourage
research activities of specific research areas.
3. Creation and activities of local branch and sub-research committee shall be
regulated by executive committee.
ARTICLE VI. Editorial Committee
Section 28. Organization

1. Editorial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a chair and no more than domestic
thirteen members.
2. Editorial committee member shall satisfy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1) A doctorate degree in related discipline.
2) Publication of more than two articles on national journals within recent three
years; more than one scholarly book(including translation, except co-edition)
within recent five years; or more than two artistic presentations within recent
three years
3) Editorial Committee shall be able to have sub-committee for spec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journal.
Section 29. Term and Election

1. Editorial Committee members shall be directors,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r
editorial committee chair for their excellence in scholarly achievement. They shall
be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2. The chair and committee members shall hold the positions for three years and be
able to serve consecutive terms.
Section 30. Duties

1. Editorial committee shall review submitted articles for the journal.
2. Editorial committee shall edit and issue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Mar., Jun., Sep., Dec.).
3. Editorial committee shall edit and issue all the publications of the corporation.
4. This committee shall select and review candidates for KRSDS awards.
1) The editorial committee shall recommend candidates, receive confirmation
from the president, and finalize award-winners.
2) Candidates for excellence scholarship shall be full members, who have
academic career for more than ten years within the nation. The committee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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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 candidates’ achievement, contribution, international acknowledgement,
evaluation by later generations.
3) Candidates for excellence research article shall be members, who are not
full-time faculties.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articles’ originality,
organization, academic contribution. Previous award-winners shall be excluded
from the list of candidates for five years, after which they shall be able to be
recommended.
4) Each candidate shall be a contributor, who publish their articles in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of the previous year.
Section 31. Operation of Editorial Committee

1. Editorial committee called within two week from the deadline of submission shall
oversee review process.
2. The chair shall appoint editorial committee and judging committee and determine
publication of articles based on the reviews.
3. Editorial committee shall be called by the chair when the chair requests or a
majority of editorial committee request.
4. A simple (one over half) majority of committee members’ presence and a two-third
vote of those present shall constitute a quorum editorial business. The chair shall
have a vote and the final say when there is a tie in votes.
Section 32. Review standard of articles shall be consist of originality of subject, validity of

methodology, rationality of organization, clarity of argument, suitability of citation,
academic contribution, compliance with the corporation’s style and formatting
guidelines, suitability of abstract. Other respects regarding to editing and publishing
of the journal shall be operated according to separated detailed provision.
ARTICLE VII. Finance
Section 33. Finance

The corporation shall secure finance as follows.
1. Membership fee
2. Grants, donation, contribution
3. Business income
4. Others
Section 34. Membership Fee and Accounting

1. Membership fee shall be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2. Fiscal financial year shall be from the first of January to the thirty first of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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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II. Others
Section 35. Internal rules necessary for the corporation’s running shall be decided by the

president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Section 36. Respects that are omitted in bylaws shall follow explanatory notes.
Section 37. When submitting an article to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submit the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provided by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 with
a handwritten signature. In addition, the copyright of published articles belongs to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 and cannot be reproduc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
Supplementary Provision
Section 38. Enforcement Date and Efficacy

1. Bylaws shall be effective from the moment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2. The bylaws may be amended by a majority of officers. All proposed amendments
shall first receive the approval of the Editorial committee.
3. Submission guidelines for articles shall be noticed on each issue of th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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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예술학회 윤리규정
2007년 7월 제정
2007년 12월 개정
2010년 8월 개정
2011년 2월 개정
2014년 7월 개정
본 윤리규정은 한국무용예술학회 회원이 학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학회회원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와 심사 시에 연구윤리를 준수
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한다.
1. 연구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
1) 연구자는 공헌도에 따른 주저자와 교신저자로 분명히 밝히고,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으며, 타인의 연구결과를 참조할 때에는 출처를
명시한다. 타인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히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와 본인의 독창적 연구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인용표기를
한다할지라도 연속하여 여섯 단어 이상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2)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를 포함)
를 중복게재 혹은 이중출판을 시도하지 않으며, 동일한 연구물을 중복 투고하여서도 안 된다.

․

3) 석 박사 학위논문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일 경우에만 투고 및 게재를 인정한다.
4) 상식 이외의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힌다.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명확한 각주기입이 요구되고, 개인적 접촉에 의해 얻은 자료일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동의하에
인용가능하다.
5)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 혹은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명기해야 한다.
6)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7) 논문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할 시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여 이를 원고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심사위원과 관련된 윤리규정
1) 편집위원/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한다.
2) 편집위원/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3) 편집위원/심사위원은 학회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 어떠한 선입견
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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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다.
4) 편집위원/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을 공
개하거나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위원/심사위원은 학회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며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또한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6) 편집위원/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소집여부
1)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비윤리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②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③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게재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게재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④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⑤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
2) 윤리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사안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
장이 겸임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 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의요청이 접수
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여 결정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저자에게는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⑤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 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의견 청취 결과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⑦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제보자의 동의하
에서는 예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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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보자가 연구의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기타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연구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⑩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조치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제재방침에 따라 학회의 시정공고에 따라야 한다.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게재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임을 취소한다.
2)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3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5) 논문이 게재된 이후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학회가 주관하여 정정, 취소 등 적절
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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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de of Research Ethics
July 2007 Enactment
December 2007 Amendment
August 2010 Amendment
February 2011 Amendment
July 2014 Amendment
The purpose of this code of ethics is to establish a set of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the KRSDS
members to follow while performing roles in KRSDS activities. All KRSDS members should comply
with this code of research ethics when doing researches, presenting presentations, and reviewing
articles in order to confirm research value and share research results.
1. Principles regarding contributors
1) The contributors should clarify main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according to their
contribution to contents. The contributors should not present research result by others as their
own. When referring to other scholars’ research, the contributors should present citations
through footnotes and bibliography in order to distinguish their original ideas from previous
discourses. Even though one uses quotation marks, it is regarded as plagiarism if he or she
presents more than six words in succession as if his or her own.
2) The contributors should not attempt to duplicate their own researches published beforehand
(including a research to be published and under review processes). They should not submit a
research paper more than once.
3) KRSDS admits submission and publications of master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only
when the advisors are corresponding authors.
4) Sources should be cited, unless they transcends common sense. A use of published academic
source requires footnotes. If a source is retrieved by personal contact, it can be used when the
informant agrees.
5) When the contributors quote or refer to other person’s idea, they should use footnotes in order to
distinguish their own arguments and interpretation from other literatures.
6) The contributors should not fabricate non-existing source and distort research result by
manipulating research procedures.
7) Contributors should sign a pledge of research ethics and submit it with their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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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nciples regarding editorial committee/review committee
1) The editorial committee/review committee should appoint reviewer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fair judgement in order to achieve objective evaluation of papers.
2) The editorial committee/review committee should be responsible to determine a paper’s
publication. They should respect scholarly independency of contributors.
3) The editorial committee/review committee should not be partial in terms of sex, age, affiliated
institution of, and personal relationship with contributors, when reviewing the paper’s academic
rigorousness.
4) Before the determination of publication of the paper is finished, the editorial committee/review
committee should not make a submitted paper public to people other than the reviewers. They
should not quote the papers without the contributors’ agreement.
5) The editorial committee/review committee should faithfully review appointed papers within a
due period. When modification is needed, they should explain the reasons. They should not
eliminate a paper without giving reasons, because it conflicts with their own perspectives, or
without a careful reading. They are encouraged to use respectful expression, avoiding affronting
language and abasement.
6) The editorial committee/review committee should inform the committee chair when they
discover that a paper is published in other journals, is under a review in other journals, or has
other problems.
3. Research Ethics Committee
1) When there arises unethical activities,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shall be called by the chair
of editorial committee. Unethical activities are as follows.

① Plagiarism of others’ idea, research content, and result without appropriate admission or
reference

② Fabrication of non-existing data or research result.
③ To credit with a person who does not contribute to a paper and not to credit with a person who
contribute to a paper

④ Intentional disturbance of an investigation of an unethical conduct or to harm a informant
⑤ Other unethical conducts beyond the range conventionally approved by academia.
2) When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s called, the editorial committee shall manage relating
business, and editorial chair shall conduct the committee.

① The editorial committee, in an independent status, shall deliberate on and determine conducts
reported or acknowledged according to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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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eetings regarding to violation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shall be called by the editorial
chair. When a request for investigation is submitted, the chair shall call for the editorial
committee, investigate the requested case, and report the determination.

③ A quorum for the transaction shall be constituted by a simple (one over half) majority of the
committee’s attendance and a two-third vote of those present.

④ The contributor who is reported about his or her conduct shall be informed the report and be
able to present materials for explanation.

⑤ The committee can have related persons attend and hear their opinions, when the committee
see the necessity.

⑥ The committee shall keep records of meetings. The recording shall include requests of
reviews, unethical conducted to be investigated, reviewers’ names, review process, evidence,
materials of explanation, hearing result, and management result.

⑦ The informant’s identity shall not be revealed in any case, directly or indirectly. The name of
informant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report in order to protect the person, unless it is an
inevitable case and the informant permits.

⑧ If a contributor get disadvantage, discrimination, inappropriate pressure, or threat for his or
her unethical conduct, the committee shall immediately react to provide necessary treatment
for restoration.

⑨ Until an investigation is finished, the committee shall be careful not to harm integrity or right
of the examinee. When the examinee is acquitted, the committee shall strive to recover his or
her honor.

⑩ All respects regarding investigation including report, examination, deliberation, determination,
and admonishment shall be confidential.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nts of investigation
shall reveal no information required through investigation.
4. Measures
A member who violates the code of research ethics should follow a rectification notice according to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s policy. Measures on the research ethics violation is as follows.
1) Delete the papers from the list of the journal and then cancel its publication.
2) Announce the research ethics violation on the KRSDS website.
3) Notify the violation to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4) Prohibit the person to submit papers for the next three years.
5) If the research misconduct are discovered after the papers are published, KRSDS corrects the
errors by using a means such as amendment or canc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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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예술학회 논문심사규정
1996년 4월 제정
2003년 2월 개정
2007년 7월 개정
2008년 2월 개정
2014년 1월 개정
2014년 7월 개정
2015년 12월 개정
2017년 1월 개정
1. 한국무용예술학회의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의 해당 전공관련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심사결

․

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가부를 결정 집행한다.
(1)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게재 가: 수정할 필요가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을 말한다.
② 수정 후 게재: 논문내용과 연구결과는 명백하나 논문형식과 구성 등에 미미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논문수정 및 수정이행서를 작성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③ 수정 후 재심: 논문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 논리적이지 않고 연구결과가 타당하지 않아 많은
수정을 요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당호지에 게재되지 않으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
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게재불가: 논문주제가 이미 발표된 것이거나 내용과 결과에 신뢰성이 결여되어 게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에 대한 심사위원 3인의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종합판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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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2) 논문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익명을 유지한다.
② 무용예술학연구의 논문 게재 원칙 및 학회에서 제시한 체재에 맞추어야 한다.
③ 논문심사 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2회에 한하여 편집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영문초록은 내용의 적합성과 분량을 점검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경우, 심사결과서에
수정할 내용이나 게재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해당호의 심사에서 제외된다.
4. 편집위원 외에 회장은 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다.
5. 논문의 영문초록은 본 학회의 Reviews Editor가 감수한다.

․

6.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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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for Review of Article
April 1996 Enactment
February 2003 Amendment
July 2007 Amendment
February 2008 Amendment
January 2014 Amendment
July 2014 Amendment
December 2015 Amendment
Jan 2017 Amendment
1. Editorial Board of KRSDS supervises reviews of articles.
2. Editor in Chief organizes an editorial committee, appoints three reviewers per article whose majors are
related to the article in question, and determines the acceptance for publi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views.
(1) Reviewers evaluate appointed articles and select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Rejected for
publication.’
①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The article can be published without modification.
② Publish with minor revision: The article shows clear contents and conclusion in spite of minor
defects in structure or form. The contributor is required to submit a revised paper and a revision
fulfillment form within a week.
③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The article needs significant revision for the logic of content
and organization and for validity of conclusion. The article is not published in the oncoming
issue in principle, however when the author(s) raise(s) an objection, the Editorial board shall
re-review it and determined the acceptance for publication.
④ Rejected for publication: The article is impossible for publication because the subject is already
published and/or because the contents and conclusion lack reliability.
Three reviwers’ judgements will be compiled to the synthetic judgement as followings.
Reviewer 1

Reviewer 2

Reviewer 3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Rejected for
publication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Synthetic Judgement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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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 without
modificat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Rejected for
publicat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Rejected for
publication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Rejected for
publication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Rejected for
publication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Publish without
modification

Rejected for
publication

Rejected for
publication

Rejected for
publication

Publish with minor
revision

Rejected for
publication

Rejected for
publicat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Rejected for
publicat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Rejected for
publication

Rejected for
publication

Rejected for
publication

Rejected for
publication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Rejected for
publication

(2) Review of Article
① Review of article is a double-blind process for the contributors and reviewers.
② The article must adopt the style system specified in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③ An article received 'Re-review after major revision’ can apply for re-review up to two times.
④ Abstract is subject to a check for the content and length.
(3) When reviewers decide the need for revision, re-review, or rejection, they must describe the reason
in detail in the Article Review Opinion Form.
3. Contributors of the articles are excluded from reviewing articles of the issue in question.
4. President who by regulation cannot be appointed as the Editor in Chief is qualified for a reviewer.
5. English abstracts are subject to a check by Reviews Editor.
6. Other concerns are consulted and decided by Editori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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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예술학회 투고규정
1996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7년
2021년
2022년

4월 제정
8월 개정
8월 개정
8월 개정
2월 개정
2월 개정
7월 개정
12월 개정
1월 개정
5월 개정
7월 개정
4월 개정

<원고제출 및 게재>
1. 무용예술학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미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 분야는 무용
예술과 관련하여 독창성을 띤 새로운 견해 또는 해석을 지닌 학술논문, 무용 학술서의 서평을 포함
한다.
2. 논문 투고 시 학회 회원가입 후 투고료(연 1회 기준 7만 원, 본 학회의 이사 및 평생회원의 경우 면제)
및 심사료(1회당 7만 원)를 납부한다. 원고의 분량은 학술지 편집양식에 준하여 15쪽 내외이며, 논문
투고 시 투고자의 현재 소속 및 직위, E-mail(공동연구의 경우 교신저자) 주소를 밝힌다. 논문 투고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krsds.jams.or.kr)에서 진행하며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을 제출한다.
3. 투고 논문은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타 학회지나 문헌에 중복 투고 및 심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
투고자는 원고 제출 시 저작권 이양(양도)동의서와 윤리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4.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본 학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치며,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가부를 결정한다.
5. 게재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소정의 게재료(20만 원, 이사의 경우 10만 원)를 원고 게재 시 납부한다.
2) 저자가 희망하는 경우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 인쇄가 가능하며 소정의 인쇄 비용이 발생한다.
6. 사용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영어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영어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초록 감수(감수비 2만 원)가 진행된다.
7. 학회지 투고자는 한 호에 단독 연구 1편과 공동연구 1편을 동시에 투고할 수 있다.
8. 투고된 논문은 학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되더라도 학회지 발간 계획에 따라 다음 호로 게재가
미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호의 게재 순서는 논문투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9.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은 본 학회에 있으므로 별도의 출판 및 복제 시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무용예술학회 투고규정

177

≪원고 작성 양식≫
1. ‘한글(한글과컴퓨터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 투고의 경우 ‘MS-word’를 사용할 수
있다.
2. 논문의 체제는 논문제목, 저자(소속과 직위),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3. 제목의 번호 붙임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1단계: I, II, III
2단계: 1, 2, 3
3단계: 가, 나, 다
4단계: 1), 2), 3)
5단계: 가), 나), 다)
단순한 나열: ①, ②, ③
4. 논문의 체제는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내주 형식>
(저자명, 발행연도, 페이지)
- 국문의 경우 저자의 성과 이름을 모두 기입하며 영문의 경우 성(Last Name)만 기입한다.
인용 유형

소괄호 형태

문장 내 표기

단독저자

(유영준, 2021, p. 10)
(Luna, 2021, p. 10)

유영준(2021, p. 10)
Luna(2021, p. 10)

저자 2인

(나유리, 김서영, 2021, p. 10)
(Salas & D’Agostino, 2021, p. 10)

나유리, 김서영(2021, p. 10)
Salas and D’Agostino(2021, p. 10)

저자
3인~
5인

첫 번째
인용

(김민하, 정인용, 이상아, 주현아, 오상아, 김민하, 정인용, 이상아, 주현아, 오상아
2021, p. 10)
(2021, p. 10)
(Watson, Clark & Tellegen, 2018, p. 10) Watson, Clark and Tellegen(2018, p. 10)

이후 인용 (김민하 등, 2021, p. 10)

첫 번째
인용
저자
6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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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등, 2021, p. 10)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2021, p. 10)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2021, p. 10)
(중앙대학교, 2021, p. 10)
(Stanford University, 2021, p. 10)

(이승현 등, 2021, p. 10)
(문체부, 2021, p. 10)
이후 인용 (NIMH, 2021, p. 10)
(중앙대학교, 2021, p. 10)
(Stanford University, 202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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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등(2021, p. 10)
이승현 등(2021, p. 10)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021, p. 10)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2021, p. 10)
중앙대학교(2021, p. 10)
Stanford University(2021, p. 10)
이승현 등(2021, p. 10)
문체부(2021, p. 10)
NIMH(2021, p. 10)
중앙대학교(2021, p. 10)
Stanford University(2021, p. 10)

2) <참고문헌 양식>
- 참고문헌의 순서는 첫 번째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해외 자료의 경우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하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한자음의 가나다순으로 한다.
- 반드시 본문에 인용한 자료만 기입한다.
- 국문의 경우 저자의 성과 이름을 모두 기입하며 영문의 경우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중간이름(Middle Name) 순으로 표기하고 이름과 중간이름은 약자로 표기한다.
누락 정보

인용 표기

누락 없음

Template
참고문헌 목록

본문 내 인용

저자, 출판연도,
자료명, 출처 기술

저자(출판연도). 자료명. 출처.

(저자, 출판연도)
저자(출판연도)

저자

출판연도, 자료명,
출처 기술

자료명(출판연도). 출처.

(자료명, 출판연도)
자료명(출판연도)

출판연도

저자, 출판연도 미상 ,
자료명, 출처 기술

저자(연도 미상 or n.d.). 자료명, 출처

(저자, n.d.)
저자(n.d.)

자료명

저자, 출판연도,
2)
저작 설명 , 출처 기술

저자(출판연도). [저작 설명]. 출처

(저자, 출판연도)
저자(출판연도)

저자,
출판연도

자료명, 출판연도 미상,
출처 기술

자료명(연도 미상 of n.d.). 출처.

(자료명, n.d.)
자료명(n.d.)

저자,
자료명

저작 설명, 출판연도,
출처 기술

[저작 설명(출판연도)]. 출처.

([저작 설명, 출판연도])
[저작 설명](출판 연도)

출판연도,
자료명

저자, 출판연도 미상,
저작 설명, 출처 기술

저자(n.d.). [저작 설명]. 출처.

(저자, n.d.)
저자(n.d.)

저자,
출판연도,
자료명

저작 설명, 출판연도
미상, 출처 기술

[저작 설명(연도 미상 or n.d.)]. 출처

([저작 설명], n.d.)
[저작 설명](n.d.)

1)

1) n.d. = 연도 미상
2) (예시) 2010년 기준 한국의 인구 밀도를 보여주는 지도

5. 기타 고려사항
1) DVD 및 영상물은 공급자를 저자명으로 한다.
2) 영문초록은 150단어 이내로 제한한다. 영문초록에는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소속과 직위)을
포함하며 하단에는 keywords 5개(영어(한국어))를 명시한다
3) 표와 그림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3-1) 표 및 그림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 1>, <그림 1>로 괄호를 사용해서 표기한다.
3-2)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좌측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 중앙에 정렬한다.
3-3) 사진과 그림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선명한 상태로 제출한다. 사진을 첨부할
경우 가급적 흑백용 필름을 사용해서 제출한다.

한국무용예술학회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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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표 및 그림의 제목 내용은 가급적 국문으로 작성한다. 단 그림과 표 제목 및 내용에 전문
용어를 원어로 직접 표기하는 경우 우리말 의미를 괄호로 묶어 덧붙인다.
3-5) 표 및 그림이 인용된 자료일 경우에는 각주에서 출처를 밝힌다.
4) 도판의 출처 표기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캡션에 기입하며 자료의 출처는 각주에 표기한다.
4-1) 공연 작품: 안무가명, 작품명, 발표연도, 공연장소, 사진 소장처.
4-2) 사진(촬영 자료): 연구자명, 촬영장소, 촬영일자.
5) 본문 안에서 사용하는 부호(기호)는 다음으로 표기한다.
5-1) 서명, 신문명: 겹낫표( )
5-2) 장 제목, 예술작품명 및 기타 제목: 낫표(｢ ｣)
- 예술 작품명을 언급하는 경우 처음에는 반드시 국문, 원어, 발표(제작) 일자를 함께 표기한다.
- 이후 표기 시 원어와 발표(제작) 일자는 생략한다.
(예시)
① 최초 언급 시
｢두 명의 프리다, The Two Fridas｣(1939)
② 이후 언급 시
｢두 명의 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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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Rules for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
April 1996 Enactment
August 2004 Amendment
August 2005 Amendment
August 2007 Amendment
February 2011 Amendment
February 2012 Amendment
July 2014 Amendment
December 2015 Amendment
Jan 2017 Amendment
May 2017 Amendment
July 2021 Amendment

≪Submission and Publication≫
1. Research Articles published on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 shall be unpublished in other
academic journals. The journal includes academic articles with new point of view or interpretation
showing originality in art of dance and includes reviews of books.
2. Length of manuscript shall be 15 pages including reference page under the manuscript format of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 and other texts are not separately regulated. Manuscript shall be
submitted to Online Thesis Contribution System (krsds.jams.or.kr) of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 in a file format with profile (organization name and position), contact information(including
e-mail address), and English abstract. Also, review fee (KRW 70,000 per thesis) shall be paid.
3. Submitted articles shall not be submitted to other journals or literature and shall not be reviewed until
the publication is decided. The contributor shall prepare and submit “Thesis Contribution Application
and Ethics Statement” in submitting the manuscript.
4. The submitted manuscript will be reviewed by the editorial board according to Thesis Review
Regulations of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 and the publication will be decided based on the
review results.
5. Matters regarding publication fee shall be as follows.
1) In publication of manuscript, the articles contributor shall pay the publication fee per articles
(Publication fee for 10-page articles(according to editorial format of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 will be KRW 200,000 and KRW 20,000 will be charged additionally for each
additional page,)
2) 10 separate copies will be issued for each published articles and the printing fee is KRW 30,000.
3) The author shall pay for the separate printing fee for graphs, figures, and photos.
한국무용예술학회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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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ublication language shall be Korean in principle and thesis written in international academic
language (English) may be published. When the articles is written in English, Korean abstract shall be
included.
7. Contributor may submit one independent research and one joint research at the same time.
8. Even if the publication is decided after the review, the publication may be delayed to the next volume.
The order of publication shall be based on the date of submitting the manuscript.
9.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 shall hold the publication right for the published article.
Separate publication and copy of the article shall be authorized by the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

≪Manuscript Preparation Format≫
1. ‘Hancom Office (Hancom Inc.)’ shall be used in principle. Provided, “MS Word” may be used for
overseas submission.
2. Manuscript shall be organized in the order of title, author name(organization and position), table of
contents, main text, reference, and English abstract.
3. Subtitles shall be numbered as follows.
1st: I, II, III
2nd: 1, 2, 3
3rd: A, B, C
4th: 1), 2), 3)
5th: A), B), C)
Simple Listing: ①, ②, ③
4. Manuscript format shall be as follows in principle.
1) <In-Text Citations>
(Author Name, Publication Year, Page number)
- In case of using English, only last name shall be provided. In case of using Korean, both last names
and first names of the authors shall be provided.
Type of Reference
Single Author
2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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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heses

Indication in Sentence

(Yeongjun Yu, 2021, p. 10)
(Luna, 2021, p. 10)

Yeongjun Yu(2021, p. 10)
Luna(2021, p. 10)

(Yuri Nah, Seoyoung Kim, 2021, p. 10)
(Salas & D’Agostino, 2021, p. 10)

Yuri Nah, Seoyeong Kim(2021, p. 10)
Salas and D’Agostino(202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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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Citation

3~5
Authors

(Minha Kim, Inyong Jeong, Sangah Lee,
Hyeonah Ju, Sangah Oh, 2021, p. 10)
(Watson, Clark & Tellegen, 2018, p. 10)

Afterwards (Minha Kim et al., 2021, p. 10)

Minha Kim, Inyong Jeong, Sangah Lee,
Hyeonah Ju, Sangah Oh(2021, p. 10)
Watson, Clark and Tellegen(2018, p. 10)
Minha Kim et al.(2021, p. 10)

(Seunghyeon Lee et al., 2021, p. 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2021, p. 10)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2021, p. 10)
(Chung Ang University, 2021, p. 10)
(Stanford University, 2021, p. 10)

Seunghyeon Lee et al.(2021, p. 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2021, p. 10)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2021, p. 10)
Chung Ang University(2021, p. 10)
Stanford University(2021, p. 10)

(Seunghyeon Lee et al., 2021, p. 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p. 10)
Afterwards
(NIMH, 2021, p. 10)
(Chung Ang University, 2021, p. 10)
(Stanford University, 2021, p. 10)

Seunghyeon Lee et al.(2021, p. 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p. 10)
NIMH(2021, p. 10)
Chung Ang University(2021, p. 10)
Stanford University(2021, p. 10)

First
Citation
Over 6
Authors

2) <Reference Format>
- For the order of reference, reference shall be arranged in the alphabetical orders (in Korean or
English) of first author’s last name. In case of overseas materials, the materials shall be arranged in
the order of English, French, Chinese, and Japanese. For Chinese and Japanese materials, the
reference shall be arranged in the alphabetical orders for reading of Chinese characters.
- Reference must include materials cited in the text.
- In case of using Korean, both last name and first name of author shall be provided in the order of
last name, first name and middle name. First name and middle name shall be written in abbreviated
form.
Omission
Information

Template
Citation Indication
Reference List

In-Text Citation

Author(Publication Year).
Title of Material. Source.

(Author, Publication Year)
Author(Publication Year)

Author

Indicate Publication
Year, Title of Material,
and Source

Title of Material(Publication
Year). Source.

(Title of Material,
Publication Year)
Title of Material
(Publication Year)

Publication
Year

Indicate Author,
Unknown Publication
Year, Title of Material,
and Source

Author(Unknown Date or n.d.).
Title of Material, Source

(Author, n.d.)
Author(n.d.)

Indicate Author,
No Omission Publication Year, Title
of Material, an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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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of
Material

Indicate Author,
Publication Year,
Authorship
Explanation, and
Source

Author(Publication Year).
[Authorship Explanation]. Source

(Author, Publication Year)
Author(Publication Year)

Author,
Publication
Year

Indicate Title of
Material, Unknown
Publication Year, and
Source

Title of Material(Unknown
Publication Date or n.d.). Source.

(Title of Material, n.d.)
Title of Material(n.d.)

Author, Title
of Material

Indicate Authorship
Explanation,
Publication Year, and
Source

[Authorship Explanation
(Publication Year)]. Source.

([Authorship Explanation,
Publication Year])
[Authorship Explanation]
(Publication Year)

Publication
Year, Title of
Material

Indicate Author,
Unknown Publication
Year, Authorship
Explanation, and
Source

Author(n.d.). [Authorship
Explanation]. Source.

(Author, n.d.)
Author(n.d.)

Author,
Publication
Year, Title of
Material

Indicate Authorship
Explanation ,
Unknown Publication
Year, and Source

[Authorship Explanation
(Unknown Publication Date
or n.d.)]. Source

([Authorship Explanation], n.d.)
[Authorship Explanation](n.d.)

5. Other Matters
1) In case of DVD and videos, supplier shall be the name of author.
2) English abstract shall be 150 words or less. English abstract shall include title in English and name
of author in English (organization name and position). In the bottom of abstract, 5 keywords shall
be specified (English (Korean)).
3) Table and figures shall comply with following matters.
3-1) Table and figures shall be indicated as <Table 1> and <Fig. 1> with serial numbers.
3-2) Table title shall be aligned in top left side and figure title shall be aligned in bottom center.
3-3) Tables and figures shall be clear enough for copying and printing. In case of attaching
photos, it is recommended to submit black-and-white photos.
3-4) It is recommended to write the title of tables and figures in Korean. Provided, in case of
indicating the technical term in English for photo, table title, and tables, Korean meaning
shall be provided in parenthesis.
3-5) When tables and figures are cited, the source shall be provided in the footnote.
4) Source of plate shall be provided in the caption in accordance with following matters and source of
materials shall be provided in the footnote.
4-1) Performed Works: Choreographer Name, Title of Work, Releasing Year, Performance
Location, Institutio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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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hotographed Works: Photographer, Filming Location, Filming Date.
5) Marks (signs) used in text shall be written as follows.
5-1) Title of Book and Newspaper : Double Corner Brackets ( )
5-2) Chapter Title, Artwork Title, and Other Titles: Corner Brackets (｢ ｣)
- In case of referring to artwork title, Korean title, English title, releasing (production) date must be
provided together for initial reference.
- Afterwards, title indicated in original language and releasing (production) date shall be omitted.
(Example)
① Initial Reference
｢두 명의 프리다, The Two Fridas｣(1939)
② Afterwards
｢두 명의 프리다｣

한국무용예술학회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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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예술학회 회원 모집

한국무용예술학회는 무용에의 진지하고도 폭넓은 학문적 접근을 지향하는 젊고도 새로운 시각을
지닌 학회로서 무용의 학문적 연구 및 학술사업을 수행하고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통하여 무용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소개하여 무용학의 학문적 수준을 심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회는 계파와
이해를 초월하여 무용을 전공하거나 각 분야에서 학술적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여러분을 회원으로 모시
고자 합니다. 아래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무용예술학회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우송하여 주십시오.
한국무용예술학회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특전이 있습니다.
1. 무용예술학연구에 논문 투고 및 게재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2. 본회 주최의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가시 무료/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성

명

(서명)

한자

영문

생년월일

(남, 여)

현직 및 소속

출신학교 및 학위

등록일자
주

소
자택전화

연락처

Fax

직장전화
E-mail

휴대폰
세부전공: 아래분야 중 관심전공사항에 대해 체크해주세요.
 무용철학
 무용미학
 무용사

 무용교육
 움직임분석
 무용보

 무용비평
 안무
 무용인류학

 무용사회학
 무용치료
 기타

문의처) 한국무용예술학회 사무국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01관 707호
전화: 02)823-2579
E-mail: dancesociety08@empas.com
우리은행 1002-156-415610 (예금주: 한국무용예술학회(조은숙))
※ 연회비(개인: 7만원, 단체: 10만원), 평생회원회비(개인: 30만원, 단체: 50만원)를 위 계좌로
입금하신 뒤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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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안내

한국무용예술학회는 무용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술과 덕망이 높은 우수학자와 역량있는
신진무용학자들을 발굴하여 무용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무용예술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학술상과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의 많은 투고 응모 바랍니다.
• 응모대상:

- 학 술 상: 전임교원이상
- 우수논문상: 석박사 과정생 및 학위소지자(대학교수 제외)
•상

금: 각 50만원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02-823-2579)으로 문의바랍니다.

공로상 수상자
1회 정의숙(2018)
2회 김명숙(2019)

학술상 수상자
1회 김말복(2007) “몸과 춤”(20집)
2회 조은숙(2008) “아르누보(Art Nouveau)적 관점에서 본 로이 풀러(Loie Fuller)의 예술 성
향에 관한 연구”(2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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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for Papers and Submission Guidelines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a Korean Citation Index (KCI) Journal, publishes four times
per year (no. 1, no. 2, no. 3, no. 4).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has been contribut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dance theory and foundation for dance research in South Korea, striving for
global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dance studies. We invite research submissions from dance
professionals and scholars from related fields.
• Schedules of Paper Submission and Publication
No.

Submission Deadline

Publication Date

no.1

Feb. 15th

Mar. 30th

no.2

May. 15th

Jun. 30th

no.3

Aug. 15th

Sep. 30th

no.4 (Special Issues)

Oct. 15th

Nov. 30th

no.5

Nov. 15th

Dec. 30th

• Call for Papers for Special Issue
To promote further research in specific areas of Dance Studies, KRSDS calls for scholarly papers
with a common interest. We invite research submissions to a special issue of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devoted to the following themes. Papers might address such subjects as those listed
below and other related topics proposed by authors.
Vol. 86, no.2: Dance and History
Vol. 87, no.3: Dance and Aesthetics
• Call for Papers in English Language
KRSDS invites Papers in English language year-round and it is advantageous in regards to fees for
review.
• Call for Book Review
KRSDS invites book reviews of Korean or foreign publications related to dance. The length should be
within 4 pages.
• Guidelines for submission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to the KRSDS online submission system (http://krsds.jams.or.kr).
KRSDS accepts manuscript files in MS Word or HWP format and a ‘sample article in KRSDS style’ file
can be downloaded from KRSDS website (www.krsds.com). All manuscripts should be reviewed by a
‘KCI similarity check’ before submission.
• Inquiries to the office of KRSDS
Phone: 02) 823-2579
Address: (03760) Suite #707, Art Center Building,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Korea
Website: www.krs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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