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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농당스(non-danse)라는 무용 공연 현상을 메타무용이자 

자기반영적 비판 기획으로서 분석한다. 농당스는 프랑스어로 

‘비(非)무용’을 뜻하는 조어로, 1990년대 초중반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나타난, 일반적으로 춤이라고 볼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여전히 무용으로 분류되는 무용 공연 현상을 가리킨다. 서양 

무용학계에서는 주로 개념미술, 퍼포먼스 아트 등 다른 예술 장르와의 

비교를 통해 농당스를 설명해왔으며, 그것을 유행처럼 이미 지나가버린 

것으로 보기도 했다. 더군다나 2010년대에 들어서 국내 무용계에서 뒤늦게 

농당스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 현황은 극히 미진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농당스는 오늘날 

컨템퍼러리 댄스에서 포착되는 춤의 패러다임 전환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기존의 춤의 관념에 균열을 일으킨 현상이자 무용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렌즈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농당스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 안무가 제롬 벨(Jérôme 

Bel)의 초기 작품을 비롯한 농당스 작품과 컨템퍼러리 댄스 작품을 

분석적으로 고찰해 무용 공연의 새로운 현상과 안무 개념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농당스가 비판적 실천을 통해 일으킨 혁신적인 

춤 개념의 변화와 그 이후 이어진 춤의 존재론적 확장 가능성에 주목한다.

   농당스가 ‘당스’의 반대항으로 상정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I장에서는 

우선 서양무용사를 개관하며 ‘당스’의 이론을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예술철학에서 무용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으나, 발레가 지배적인 춤 

형식이었던 시대에는 시와 회화에 비유해 춤의 본질을 모방으로서 

주장했던 무용 이론이 존재했다. 정형화된 발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저항으로서 모던 댄스가 등장한 후에는 춤의 목적 또는 본질을 표현에서 

찾게 되었고, 춤은 감정의 표현으로 규정되었다. 이때 춤에서의 감정 

표현은 춤의 실제적 본질인 움직임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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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의 ‘표현’이 실상 모방에 지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전된 

포스트모던 댄스는 극적 환영, 기교, 감정 호소 등 이전 춤의 역사적 

클리셰들을 거부하고 춤을 탈신비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댄스는 궁극적으로는 춤의 본질이 ‘움직임’이라는, 발레와 모던 댄스의 

명제에는 도전하지 않은 채 무엇이 ‘춤으로서의 움직임’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결국 예술제도론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춤의 현상과 

개념은 함께 변해왔다는 것이 명백하다. 한편 1980년대 프랑스에서 발전된 

현대무용인 누벨 당스에서는 무용극의 극장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났다. 늘 

변해왔지만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졌던 춤의 개념과 극장이라는 

공간과 장치의 특성에 대한 사유를 토대로, 농당스는 무용에 대한 

자기반영적 비판 실천으로서 출현했다.

   이어지는 II장에서는 농당스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함에 있어 

그 출현 맥락과 특징들에서 드러나는 개념적 혁신을 무용극의 재현 

장치에 대한 반성, 안무 개념의 전환, 무용수 신체에 대한 인식 변화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농당스는 춤과 안무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무용극이 구성되고 인식되는 일련의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재현 

장치는 극장의 물리적 환경과 퍼포먼스의 상연 관습 등 공연예술로서의 

무용에 불가피한 조건이지만, 농당스는 안무적, 극적 규칙의 구현과 

가시화를 통해 그러한 재현 장치에 대한 반성을 시도한다. 농당스는 재현 

체계 안에 머무르면서, 그것을 작동시키는 이러한 극장 장치를 

자기반영적으로 이용해 관객의 인식을 시험한다. 즉 농당스는 무용 공연이 

재현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 동시대 문화에서 의미와 

지위를 생산하는 수단, 기제, 이데올로기 등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안무 개념은 무용사 전반에 걸쳐 변화하고 있었지만, 

농당스를 통해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통적 안무 개념의 

신학적 저자는 저자기능으로 대체되고, 무용수의 몸과 움직임의 결속은 

해체된다. 끊임없이 움직일 것이 요구되었던 무용수의 몸은 이제 그 

운동적 기획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구성자이자 자연인으로서 무대 위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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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당스에서 비판은 단지 이전의 춤 실천에 대한 결함을 찾아내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춤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특수하다. 

모던 댄스와 포스트모던 댄스는 각각 직전의 무용 현상에 대한 거부와 저

항으로서의 비판을 개념적 기반으로 삼았던 반면, 농당스는 춤 개념에 대

한 인식 지평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비

판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III장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의 비판적 존재론에 기대어 농당스의 무용사적 의의를 자

기반영적 비판에서 찾는다. 푸코의 비판 개념은 고정된 인식 구성 자체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푸코의 비판 모델을 농당스에 적용했을 때 

이 실천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자신의 매체와 매체에 내재적인 장

치라는 점에서 농당스의 자기반영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반영

성은 메타극의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농당스는 일종의 메타극으로서의 

무용극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메타무용으로서의 농당스와 그 이

후 컨템퍼러리 댄스의 자기반영적 비판과 예술적 연구의 개념을 살펴보고 

농당스의 영향을 받은 컨템퍼러리 댄스 작품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농당스

를 통해 이루어졌던 춤의 존재론적 전환이 그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연상

되는 것처럼 무용사에서의 급진적인 단절이 아니라 춤의 개념에 대해 계

속해서 물음을 제기하고 해답을 실험하는 비판적 실천의 과정으로서, 춤의 

역사적 진화였음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주요어 : 농당스, 현대무용, 컨템퍼러리 댄스, 자기반영적 비판, 메타무용, 

예술적 연구

학  번 : 2013-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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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논문은 농당스(non-danse)라는 무용 공연 현상을 자기반영적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려는 시도이다. 농당스는 프랑스어로 

‘비(非)무용’을 뜻하는 조어로서, 1990년대 초중반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나타난 무용 현상을 가리킨다. 농당스라고 지칭되는 무용 작품의 

특이점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이전의 다양한 무용사조들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흥미로운 움직임의 역동성과 흐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 예로, 다음 장면들을 살펴보자.

1) 무용수가 무대 뒤편에서 진공청소기를 끌고 나온다. 

2) 무용수가 사전을 들어 정면으로 보여주고, 다른 무용수는 

소금통을 들어 그 옆에 나란히 보여준다. 

3) 무용수가 소금통을 거꾸로 들어 소금이 흰 줄기를 그리며 

떨어지게 한다. 

위의 내용은 프랑스 안무가 제롬 벨(Jérôme Bel, 1964~)의 <저자가 부여한 

이름(Nom donné par l'auteur)>(1994)1)의 장면들을 기술한 것이다. 뉴욕 

타임즈의 한 기사에서는 “두 명의 남자가 표현이 없는 침묵 속에서 진공 

청소기, 사전, 헤어 드라이어, 공, 러그 등 가정용 사물들을 다룬다.”라는 

압축된 한 문장으로 이 작품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한다.2) 이 기사는 

벨의 작품이 당연히 <백조의 호수(Swan Lake)>로 대표되는 고전발레와는 

1) <저자가 부여한 이름>은 1994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Skite 94 페스티벌 
참가작으로 제작되어, 그해 9월 21일 테아트로 시네아르테(Teatro CineArte)에서 
상연되었다. 프레데릭 세게트(Frédéric Seguette)와 안무가 제롬 벨이 무용수로 
출연한다.
(“Nom donné par l’auteur (1994),” RB JEROME BEL, accessed January 30, 2016, 
http://www.jeromebel.fr/spectacles/presentation?spectacle=Nom%20donn%C3%A9%20par%20
l%E2%80%99auteur)

2) Roslyn Sulcas, “Unless You Have Another Word, Dance Will Do”, New York Times, 
Feb.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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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제롬 벨 <저자가 부여한 이름>(1994)

다르며 “움직임을 탐구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딱히 컨템퍼러리 댄스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도3), 일부 대중의 

부정적 반응과는 다르게 이것이 어쨌든 ‘춤’이라는 사실 또한 인정한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일반 관객과 그 기사를 쓴 문화 담당 

기자에게 무용은 “움직임을 탐구하거나 발전시키는” 예술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용은 여전히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벨은 대표적인 농당스 안무가이며, 위에 소개된 그의 첫 안무작 

<저자가 부여한 이름>은 농당스의 등장을 알린 작품으로 간주된다. 

‘농당스’라는 용어의 창시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농당스는 1980년대 

프랑스 누벨 당스 안무가들 아래서 무용수로 활동했던 벨과 같은 

1990년대 초중반 당시의 신진 안무가들의 작품들과 그 창작 경향을 

가리키는 용어로 흔히 이해된다. 그래서인지 이 용어는 미국보다는 유럽,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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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랑스에서 주로 사용된다.4) 당시 등장했던 새로운 춤의 현상은 

움직임의 탐구나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면에서 이전의 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혁신적인 현상을 검토하거나 이해하기에 앞서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보아왔던) 춤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에서 농당스라고 

부른 것이다.

   오늘날 국내외 공연예술축제에서 무용으로 분류되거나 무용축제에서 

초청작으로 공연되는 작품 중에는 이처럼 무대 위의 무용수가 춤을 추지 

않거나 심지어는 무용 훈련을 받지 않은 배우가 연행자로 등장하는 일이 

빈번하다. 흔히 현대무용 혹은 컨템퍼러리 댄스5)라고 불리는 이 작품들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나 퍼포먼스 아트처럼 무용이 아닌 다른 예술형식에 

속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최근의 예술형식들은 

장르를 불문하고 대부분 강화된 퍼포먼스성을 담지하고 있는 데다, 

4) 1993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책 『놀이하는 몸(Le Corps en Jeu)』에 실린 미국 
연극학자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의 글 “무용과 비무용, 세 개의 분석적 
연속체(Danse et Non-Danse, Trois Continuums Analytiques)”에 “non-danse”라는 표현이 
등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실상 여기서 커비가 다루고 있는 것은 프랑스 농당스가 
아니라 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서 미국의 분석적(analytic) 포스트모던 
댄스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리듬이 있는 움직임과 긴장, 그리고 형식적 
규범이라는 세 개의 연속체를 통해 ‘춤추지 않는 춤’으로서 포스트모던 댄스, 그 
중에서도 분석적 포스트모던 댄스의 미니멀리즘적 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커비는 이 ‘비무용(non-dance)’을 결국 춤의 고유한 영역 안에 통합시키지만, 이러한 
춤의 정의는 단지 춤을 다른 예술 실천들로부터 구분해낼 뿐, 특정한 안무의 
구체적인 특성이나 영향들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다. (Petra Sabisch, 
Choreographing Relations: Practical Philosophy and Contemporary Choreography in the 
Works of Antonia Baehr, Gilles Deleuze, Juan Dominguez, Félix Guattari, Xavier Le Roy 
and Eszter Salamon (München: epodium, 2011), p. 157 참고.)

5) 국립현대무용단의 영문표기가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내 무용계에서는 ‘컨템퍼러리 댄스’를 ‘현대무용’으로 
번역한다. 하지만 ‘현대무용’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 시작된 모던 댄스부터 
1960년대의 포스트모던 댄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탄츠테아터와 누벨 당스, 
2000년대 이후의 무용까지 포괄하므로 오늘날 학술적으로 쓰이기에는 모호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동시대적’이라는 우리말은 항상 시간적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하기에, 
‘컨템퍼러리 댄스’의 직역어인 ‘동시대적 춤’ 역시 좋은 대안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컨템퍼러리 댄스’로 그대로 표기한다. 
이때 ‘컨템퍼러리 댄스’가 함의하는 것은 단순히 동시대적이라는 시간적 조건 하에 
전개되고 있는 유희와 사교 용도의 춤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춤 개념이 아니라, 
무용의 발전 역사상 모던 댄스와 포스트모던 댄스를 거친 후 등장한 
공연예술형식으로서 춤 공연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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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템퍼러리 댄스 작품들에서는 ‘춤’을 구성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들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작품들은 ‘무용’으로 분류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우리가 

춤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며 컨템퍼러리 댄스에서 춤은 무엇인가? 

“현대무용은 난해하다”는 관객 인식 일반의 바탕에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자리한다.

   서구에서는 이미 발레에서 모던 댄스(modern dance)6), 또 포스트모던 

댄스(post-modern dance)7)로의 혁신을 재차 겪으면서, 춤에서 우선시되는 

요소와 움직임 방식 등에서 큰 차이들이 목격된 바 있다. 모던 댄스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맨발로 춤을 추었던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과 동양의 제의적 요소들을 춤에 도입했던 루스 세인트데니스(Ruth 

St. Denis)가 시작했으며, 발레의 기교와 서사 등을 모두 제거한 그 다음 

세대인 마사 그레이엄(Martha Graham)과 도리스 험프리(Doris Humphrey) 

등이 발전시켰다.8) 1940-195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는 2세대 모던 댄스 

안무가로 머스 커닝엄(Merce Cunningham)이 부상한 후 그의 후기 모던 

댄스가 1960년대 포스트모던 댄스로 이어졌다.9) 독일에서는 루돌프 폰 

6) 모던 댄스는 발레가 신체를 억압하는 기교를 통해 중력을 초월하려 하며 무용수 
개인의 자연스러운 의지를 부정하는 등 반자연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기전환기에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등장한 무용사조로서, 무엇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 무용수의 
감정의 표현을 강조했다. 

7) 포스트모던 댄스는 모던 댄스가 다시금 발레의 아카데미 전통과 비슷한 형식적 
굴레에 빠져버린 것을 비판하면서 미국에서 1960년대에 나타난 무용사조다.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무용가로는 샌프란시스코 무용 워크숍을 시작한 애나 
할프린(Anna Halprin)과 뉴욕 저드슨 교회 기반의 시몬 포르티(Simone Forti), 이본 
레이너(Yvonne Rainer), 스티브 팩스턴(Steve Paxton), 트리샤 브라운(Trisha Brown) 
등이 있다. 포스트모던 댄스는 미국의 무용사가 샐리 베인즈(Sally Banes)에 의해 
이론화되었으나, 춤의 모더니즘이 모던 댄스가 아니라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성취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포스트모던’이라는 수식어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I장 1.1.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8) 발레의 수직 상승 원칙에 반하여 그레이엄은 모던 댄스에서 ‘수축과 
이완(contraction and release)’ 원칙을, 험프리는 ‘낙하와 회복(fall and recovery)’ 
원칙을 수립했다.

9) 커닝엄의 춤을 모던 댄스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지, 포스트모던 댄스의 
시초로 보아야할 지에 대한 논의는 미결 상태에 있다. 시기적으로는 모던 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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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반(Rudolf von Laban)의 모던 댄스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마리 

뷔그만(Mary Wigman)의 표현무용(Ausdruckstanz)과10) 쿠르트 요스(Kurt 

Jooss)의 무용극을 거쳐11) 1970-1980년대 피나 바우쉬(Pina Bausch), 

게르하르트 보너(Gerhard Bohner) 등의 탄츠테아터(Tanztheater)로 

발전되었다.12) 그리고 우리는 이 장르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레와 모던 

댄스, 포스트모던 댄스, 탄츠테아터 모두를 ‘춤’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최근의 춤은 그 다양한 양상 속에서 정의 내려질 수 없기에 오직 

속하지만 그의 춤이 ‘우연 작동(chance operations)’ 기법을 사용하는 등 포스트모던 
댄스의 특징들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닝엄이 ‘아름다운’ 움직임이라는 모던 
댄스의 미적 가치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커닝엄을 모던 
댄스 시기에 속하되 포스트모던 댄스에 영향을 준 안무가로 보고, 그의 춤을 후기 
모던 댄스로 분류한다. 커닝엄은 그레이엄의 무용단에서 훈련받은 바 있지만 
자신만의 모던 댄스를 구축해 단순히 반발레(anti-ballet)로서가 아닌 발레 너머의 
모던 댄스를 추구하면서 발레의 활발한 다리 사용과 초기 모던 댄스의 뚜렷한 상체 
사용을 접합시켰으며, 극적 서사와 리듬으로부터 춤을 탈피시켰다. (Robert 
Greskovic, “Merce Cunningham” in Fifty Contemporary Choreographers, ed. Martha 
Bremser (New York: Routledge, 1999), pp. 72-77 참고.)

10) 뷔그만은 발레가 완벽에 도달해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형식이 이상적인 순수성으로 승화되어 예술적 내용은 자주 상실되거나 명료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대표작 <마녀 춤 II(Hexendanz II)>(1926)은 가면과 
가운 등 얼굴과 몸을 가리는 의상을 사용했으며, 동양의 제의로부터 영감을 얻은 
움직임을 보인다. (Mary Wigman, “The Philosophy of the Modern Dance” in What is 
Dance?: Readings in Theory and Criticism, eds. Roger Copeland and Marshall Coh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 306 참고.)

11) 요스는 리듬이나 디자인을 추상적으로 다루기보다 구체적인 인물과 갈등을 
그리는 ‘드라마’를 안무했다. 그의 대표작 <녹색 테이블(The Green Table)>(1932)은 
진정성 없는 외교 협상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져 ‘죽음’만이 남는 이야기를 
보여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발레 테크닉을 주로 사용한다.

12) 탄츠테아터는 독일어로 “무용극”을 뜻하며, 독일의 모던 댄스 이후 발전한 
현대무용 사조다. ‘탄츠테아터’라는 용어는 독일 모던 댄스의 선구자인 라반이 처음 
사용했지만, 1930년대 당시 독일에서 널리 상연되고 있던 전통 발레로부터 자신의 
드라마적 무용을 구별해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은 요스였다. 1972년 보너가 
다름슈타트 테아터(Darmstadt Theater)의 발레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먼저 무용단의 
이름을 탄츠테아터 다름슈타트(Tanztheater Darmstadt)로 변경했고, 그 이듬해 
바우쉬도 부퍼탈 발레단을 부퍼탈 탄츠테아터(Wuppertal Tanztheater)로 바꾸는 등 
독일 안무가들은 탄츠테아터를 그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가진 
극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바우쉬의 탄츠테아터는 발레와 표현무용의 
영향을 받은 테크닉을 선보이지만, 정형화된 무용 테크닉 외에 일상적 몸짓이나 
동물 흉내 같은 비예술적 움직임 소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Royd Climenhaga, Pina 
Bausch (New York: Routledge, 2008), pp. 17-18 참고.)



- 6 -

‘컨템퍼러리’라는 수식어 외에는 가질 수 없음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컨템퍼러리 댄스의 다양한 현상들이 춤으로서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그 

어떤 무용사적 시점에서보다도 더 커다란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춤에서의 개념 변화와 인식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 본 

연구는 그 변화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농당스를 중요한 

계기 중 하나로 보고, 기존의 춤의 관념에 균열을 일으킨 현상이자 무용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렌즈로서 농당스에 대한 개념적 

재고를 시도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농당스는 무용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퍼포먼스 현상이 

그때까지 공공연히 ‘춤’으로 인지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던 

이름으로 이해되고 있다. 농당스가 그 후로도 무용비평이나 작품소개 등의 

글에서 계속 사용되었던 용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용어의 사용은 그 

현상을 연극이나 퍼포먼스 아트로 분류하여 무용 밖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용의 시각에서 보겠다는 무용계의 의지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농당스에 대한 국내외 주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농당스 현상을 유럽 컨템퍼러리 댄스의 

범위로 포섭시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유럽 및 미국 퍼포먼스 학계의 

연구13), (2) 농당스를 프랑스 현대무용사의 맥락에서 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프랑스 무용계의 연구14), (3) 농당스를 기존의 춤 개념에 기초하여 

소개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무용학계의 연구15).

13) André Lepecki, Exhausting Dance (New York: Routledge, 2006).
Noémie Solomon, “Unworking the Dance Subject: Contemporary French Choreographic 
Experiments on the European Stage”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2012).
Bojana Cvejić, Choreographing Problems: Expressive Concepts in European 
Contemporary Dance and Performanc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5).

14) Gérard Mayen, “Déroutes : la non non-danse de présences en marche”, Rue 
Descartes No. 44 (2004), pp. 116-120.
Céline Roux, Danse(s) performative(s). Enjeux et développements dans le champ 
chorégraphique français (1933-2003) (Paris: L’Harmattan, 2007).

15) 오선명, 「농당스(Non-Danse)에 나타난 현대 춤의 본질 - 제롬 벨(Jérôme Bel) 
안무 작품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제67호, 2011, pp. 201-214.



- 7 -

   농당스 현상에 대한 가장 활발한 이론적 논의는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과 미국 퍼포먼스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드레 레페키(André 

Lepecki)16), 노에미 솔로몬(Noémie Solomon)17), 보하나 스베이치(Bojana 

Cvejić)18) 등의 학자들은 ‘농당스’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유럽 컨템퍼러리 댄스라는 개념 안에 농당스 현상을 포함시킨다. 이들은 

이 춤에서 일어나는 재현 비판, 안무 개념의 확장, 퍼포먼스성의 강조, 

그리고 그로 인해 강화되는 퍼포먼스의 정치성에 대해 논의를 펼치고 

있다. 물론 이들의 논의는 농당스라는 용어를 인정하지 않고 199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2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춤을 모두 ‘컨템퍼러리 

댄스’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봄으로써, 춤에서의 개념적 균열 그 자체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농당스 현상이 처음 등장한 프랑스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프랑스 무용비평계와 학계에서는 농당스가 등장한 

1994년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2003년에 이르러서야 농당스를 

프랑스에 고유한 현대무용사적 맥락에서 주요한 경향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무용학 전체를 아우르는 이론적 맥락에서 농당스의 위치 포착이나 

평가는 프랑스 내에서 잘 시도되지 않았다. 게다가 프랑스 학계 

내부에서도 ‘농당스’라는 용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농당스에 

대해 논할 때 늘 언급되는 “농당스의 예고된 종말(La fin annoncée de la 

non-danse)”19)이라는 기사를 쓴 프랑스의 무용평론가 도미니크 

프레타르(Dominique Frétard)는 농당스를 컨템퍼러리 댄스의 초기적 

현상으로 보고 면밀히 관찰하지만,20) 여러 학자들에 의해 농당스라는 

박종현, 「현대 춤에 나타난 아포리아적 양상 연구 –농 당스 작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16) Lepecki, op. cit.

17) Solomon, op. cit.

18) Cvejić, op. cit.

19) Dominique Frétard, “La fin annoncée de la non-danse”, Le Monde, May 6, 2003.

20) Dominique Frétard, Danse contemporaine: Danse et non-Danse, vingt-cinq ans 
d'histoires (Paris: Cercle d'art, 2004).



- 8 -

용어의 부정적 함의에 대해 비판받는다.21) 한편 셀린 루(Céline Roux)는 

‘농당스’ 대신 퍼포먼스와의 연계를 부각시킨 ‘퍼포먼스적 무용(danse 

performative)’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기도 한다.22)

   마지막으로 국내 무용계의 실정을 보면, 최근 유럽 현대무용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한국의 현대무용계에서는 뒤늦게 농당스의 경향들이 

수용되고 있으나 비판적 고찰은 부족해 보인다.23) 이러한 상황은 국내 

무용학계에서 농당스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부족한 것에서 일부 비롯된 

것이다. 오선명24)은 농당스를 “기존의 무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타 

예술분야(연극, 영상, 텍스트, 조형미술, 음악)가 통합된 다전공분야의 

무대예술”로 규정하며,25) 프랑스 무용사에서 농당스 직전의 사조인 누벨 

당스(nouvelle danse)26)에서는 그 이전의 무용극보다 강화된 “연극성”이 

21) 본고의 I장 2.2.절에서 용어 문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프레타르를 위한 해명을 
시도한다.

22) Roux, op. cit.

23) 국립현대무용단에서는 2014년부터 “젊은 안무자들에게 풍부한 자극이 될 수 
있는 창작 환경과 독립적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전히 
안무다> 기획을 매년 이어오고 있다. 신진 안무가들이 안무와 관련된 주제를 함께 
연구한 후 공연으로 발표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는 <여전히 
안무다-안무랩(Choreography LAB) “장치(Apparatus)”>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연 프로그램 북에는 구체적으로 “농당스”라는 용어와 더불어 “흔히 안무라고 
부르는 것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안무를 작동하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이 공연에서 관객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정해진 객석 없이 
블랙박스 바닥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게 한 기획과 안무의 ‘장치’를 연구 주제로 
제시한 점은 농당스의 핵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나, 정작 실천으로 연구를 수행한 
안무가들의 결과물은 그러한 기획과는 다르게 단순히 전통적이지 않은 움직임의 
전시나 소위 ‘융·복합’ 예술 형식으로 보일 뿐이었다. (“국립현대무용단 2016 시즌 
프로그램 접속과 발화,” 국립현대무용단, 2016년 10월 20일 접속, 
http://kncdc.kr/issue/2016/ 참고.) 

24) 오선명, 「농당스(Non-Danse)에 나타난 현대 춤의 본질 - 제롬 벨(Jérôme Bel) 
안무 작품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제67호, 2011, pp. 201-214.

25) Ibid., p. 204.

26) 프랑스어로 “새로운 춤”을 의미하는 누벨 당스는 발레 전통이 강했던 프랑스 
무용계에서 1970-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전되었던 현대무용 사조로, 
‘프랑스의 모던 댄스’라고 여겨진다. 독일과 미국의 모던 댄스처럼 누벨 당스 또한 
발레의 형식적 기교와 유기적 서사 전달을 거부하지만, 시기적으로도 늦었을 뿐더러 
탄츠테아터와 포스트모던 댄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모던 댄스와는 차이점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누벨 당스를 I장 1.2.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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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이었던 것에 반해, 농당스는 그러한 연극적 무용의 형태로부터 

개념, 퍼포먼스 무용의 형태로 급진적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보인다고 

주장한다.27) 오선명의 연구는 국내 무용학계에 농당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농당스 기획에서 핵심적인 

무용극에 대한 자기반영적 성찰에 대한 검토 없이 농당스를 퍼포먼스 

아트와 동일시함으로써 소위 융·복합적 예술로 농당스를 규정했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28)

   농당스 실천이 관객들에게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농당스에 대한 

담론들 역시 이처럼 학계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본 연구는 춤의 

개념에 균열을 일으키고 춤의 존재론적 가능성을 확장시켰다는 의미에서 

1990년대 초중반에 등장한 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용어로서 ‘농당스’의 개념에 동의한다. 기존 춤의 관념에 

반대(non)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춤의 관념을 확장시킨 계기라는 관점에서 

농당스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농당스 

사례는 앞서 소개한 <저자가 부여한 이름>과 더불어 <제롬 벨(Jérôme 

Bel)>(1995), <마지막 공연(Le dernier spectacle)>(1998), <크사비에 르 

르와(Xavier Le Roy)>(2000), <베로니크 두아노(Véronique Doisneau)>(2004) 

등 벨의 초기 작품들이다.29) 또한 본고는 농당스를 춤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기존 춤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실천이자 춤에서의 예술적 

연구(artistic research)30)의 일환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고는 무용 공연의 

새로운 현상과 안무 개념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농당스가 

27) 오선명, op. cit., p. 206. 이처럼 “연극성”으로 종종 오인받는 누벨 당스의 
극장성에 대해서도 I장 1.2.절에서 다룰 것이다.

28) 농당스와 퍼포먼스 아트의 비교 문제는 I장 2.2.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29) 농당스 경향을 띤 안무가로는 프랑스에서는 벨 외에 크사비에 르 르와(Xavier Le 
Roy)와 보리스 샤르마츠(Boris Charmatz), 크리스티앙 리쪼(Christian Rizzo) 외 다수가 
있다. 그럼에도 무용극 개념을 이루는 요소들이 다양한 만큼 농당스 안무가들이 
각기 집중하는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연구에서 모두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30) 예술적 연구는 예술의 측면에서는 ‘연구에 기반한 예술, 연구나 연구 방법이 
사용된 예술, 그리고 그 산물이 연구인 예술’을 의미하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농당스가 무용에서 촉발한 예술적 연구에 대해서는 III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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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실천을 통해 일으킨 혁신적인 춤 개념의 변화와 그 이후 이어진 

춤의 존재론적 확장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어진다. 

I장에서는 먼저 농당스가 등장할 수 있었던 무용사적 배경을 고찰한다. 

농당스 이전에는 춤에 대한 관념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는지, 농당스 

출현 직전의 프랑스 무용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서양 

무용사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시도함으로써 농당스가 무용사에서 가지는 

계보학적 바탕과 그것이 ‘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 이유를 논한다. 

이어지는 II장에서는 농당스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함에 있어 그 

출현 맥락과 특징들에서 드러나는 개념적 혁신을 무용극의 재현 장치에 

대한 반성, 안무 개념의 전환, 무용수 신체에 대한 인식 변화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마지막인 III장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비판적 존재론에 기대어 농당스의 무용사적 의의를 자기반영적 비판에서 

찾는다. 농당스로써 도입되어 그 이후 컨템퍼러리 댄스에서 강화된 

무용에서의 자기반영적 비판과 예술적 연구의 개념을 살펴보고 농당스 

경향을 드러내는 컨템퍼러리 댄스 작품 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농당스를 통해 이루어졌던 춤의 존재론적 전환이 그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것처럼 무용사에서의 급진적인 단절이 아니라 춤의 

개념에 대해 계속해서 물음을 제기하고 해답을 실험하는 비판적 실천의 

과정으로서, 춤의 역사적 진화였음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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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예비적 고찰: 농당스의 역사적 배경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걸쳐 나타나 기존의 춤의 관념을 뒤흔든 

새로운 춤의 양상을 ‘농당스’로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스’, 즉 춤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 그때까지는 춤이 무엇으로 

여겨졌기에 그 새로운 춤에 역설적으로 ‘춤이 아닌 것’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춤에 대한 정의조차 불안정하고 고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는 첫째, 예술철학에서 논의되었던 

춤의 불안정한 존재론을 다양한 관점과 주장 속에서 개관한 후, 둘째, 

프랑스 무용계에서 누벨 당스가 어떻게 발레로부터 벗어나 탄츠테아터와 

모던 댄스, 포스트모던 댄스를 수용해 새로운 형식의 현대적 무용극으로서 

등장했는지를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발레로부터 무용극 형식을 

계승하고 연극의 전통적 재현 장치를 효과적으로 이용했던 누벨 당스의 

토양에서 어떻게 (이전까지의 춤의 관념에서는) 춤이 아닌 농당스가 처음 

출현했는지를 되돌아본다. 그리고 그 혁신적인 등장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이론적으로 그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 속에서 생겨난 명명법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I.1. 농당스 이전의 춤 

I.1.1. ’당스’: 농당스 이전 춤의 관념

   전통적으로 예술철학에서 춤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미약했다. 프랜시스 

스파르샷(Francis Sparshott)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시대나 16-17세기에 

춤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31) 2세기 경 로마의 

루키아노스는 「판토마임에 대하여(Orchesis)」32)에서 이미 무용수의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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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비율과 춤의 미적 목표인 성격 모방에 대해 논한 바 있다.33) 18세기 

중반 샤를 바퇴(Charles Batteux)의 『동일한 한 가지 원리로 귀결되는 

순수예술들(Les Beaux Arts Réduits à Un Même Principe)』(1747)에는 

동작예술(l’art du geste)로서 무용이 다섯 가지의 순수예술 중 하나로서 

열거되어 있다.34) 하지만 18세기 중반 백과전서파 시대에 달랑베르의 예술 

정의에도, 그 이후 헤겔의 예술 도식에도 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춤이 예술철학분야에서 도외시되어왔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 

같다. 헤겔은 예술을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예술형식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에서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건축, 조각, 시를 순서대로 

상정했으며, 춤은 이 도식에서 배제된다. 스파르샷에 따르면 그 이유는 

헤겔의 동시대 무용이 단지 구경거리에 불과해 예술로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35) 헤겔에게 무용은 “불완전한 예술”로서, 상징적 예술이 

31) Francis Sparshott, “On the Question: ‘Why do philosophers neglect the aesthetics of 
the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Vol. 15, No. 1 (Autumn, 1982), pp. 5-30.

32) 라틴어 “오르케시스(orchesis)”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몸짓과 움직임을 
모방하는 예술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판토마임이나 춤으로 번역된다.

33) “…최고의 판토마임 예술가는 기억, 감수성, 민첩성과 빠른 이해력과 눈치,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그는 시와 노래에 대한 비평가로서 좋은 음악을 
구별해내고 나쁜 것은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 몸에 있어서 그는 완벽한 비율을 
가져야 한다. 지나치게 키가 크지도, 난장이같이 작지도 않아야 하며, (그 직업에서 
가장 미덥지 않은 특성 중 하나인) 살집이 너무 많지도, 송장처럼 마르지도 않아야 
한다... 인간 성격과 열정의 모든 다양성을 전시하는 것이 [판토마임 예술가의] 
직업이다. 사랑과 분노, 광란과 비통을 각각에게 마땅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Lucian, “Of Pantomime”, The Works of Lucian of Samosata, trans. H. W. Fowler and 
F. G. Fowler (Oxford: Clarendon Press, 1905), http://www.gutenberg.org/ebooks/6585)

34) W. 타타르키비츠, 『미학의 기본 개념사』, 손효주 옮김 (서울: 미술문화, 1999), 
pp. 82-83 참고.

35) 헤겔이 사망했던 1831년에서야 무용에서 낭만적 예술로서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해 11월 파리오페라에서 초연되었던 쟈코모 마이에르베르(Giacomo 
Meyerbeer)의 그랜드 오페라 <악마 로베르(Robert le diable)> 3막의 수녀들의 
춤(“Nonnes, qui reposez”)은 하나의 독립적인 무용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낭만발레의 효시로서 평가된다. 이때 수녀원장 역을 맡은 무용수는 발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발레리나 중 한명인 마리 탈리오니(Marie Taglioni)였으며, 이듬해 
그녀가 주역으로 출연한 <라 실피드(La sylphide)>는 대표적인 낭만발레 작품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포앵트(pointe) 기법이 제대로 정립되는 등 발레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Francis Sparshott, “Why Philosophy Neglects the Dance” in What 
is Dance?: Readings in Theory and Criticism, eds. Roger Copeland and Marshall Co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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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으며, 고전적 예술로 보기에는 

미발달의 연극 또는 불완전한 시이고, 낭만적 예술로 보자면 시의 퇴화된 

형식이었던 것이다.36)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을 예술로 정립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존재했다. 다른 예술 형식들과 동일하게 예술의 모방론, 표현론 

등을 적용하여 자율적 예술로서 발레를 정립시키려 했던 전통적 시도들과 

더불어, 행위이론, 예술제도론, 미적 태도론 등을 차용해 모던 댄스와 

포스트모던 댄스를 춤으로서 이해하고자 했던 20세기 전반의 시도들이 

있었다. 본고는 그 중 춤의 존재론적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던 

이론화의 시도들을 발레, 모던 댄스, 포스트모던 댄스 등의 형식에 맞추어, 

각 형식에서 춤의 본질로 주장되었던 것을 모방과 표현, 움직임, 

예술제도적 환경의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주로 귀족의 유희로서 

사교적인 목적을 가졌던 초기 궁정 발레를 논외로 한다면, 발레가 비록 

정치적인 목적으로나마 극장예술로서 발전되기 시작했던 16세기 

중후반부터의 무용 이론을 살펴보는 것으로 서양 무용 이론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에 무용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프랑스의 무용 이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춤을 모방으로서 판토마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보았던 전통적인 춤의 관념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하다. 유희로서의 춤은 

기원전 22년에 당대의 유명한 판토마임 예술가였던 필라데스(Pylades)와 

바실러스(Bathyllus)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37) 당시 춤의 목적은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 101, Simon Williams, “The Spectacle of 
the Past in Grand Opera”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Grand Opera, ed. David 
Charlt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58-75, Selma Jeanne 
Cohen, “The Invasion of the Air: The Romantic Era” in Dance as a Theatre Art: 
Source Readings in Dance History From 1581 to the Present (New York: Harper & 
Row, 1974), p. 66 참고.)

36) G. W. F. Hegel, Aesthetics, trans. T. M. Knox (Oxford: Clarendon Press, 1975), p. 
124, 627, 1039, Francis Sparshott, “On the Question: ‘Why Do Philosophers Neglect the 
Aesthetics of the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Vol. 15, No. 1 (Autumn, 1982), p. 
10 에서 재인용.

37) Selma Jeanne Cohen, “The Evolution of Theatre Dance”, Dance as a Theatr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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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수의 신체적 기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가면, 의상 등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 속의 인물을 몸짓으로써 잘 구현해내는 것이었다. 

루키아노스는 판토마임(춤)이 다른 예술과는 다르게 예술가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동시에 요한다고 주장했다. 춤을 추는 행위는 신체적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이며, 무용수의 모든 움직임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38) 이러한 시각은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가 과장된 몸짓으로 내용을 

‘재현’했던 것과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무용수들이 디오니소스와 그의 

신부의 움직임을 춤으로 보여주었던 것에서부터 그 논의를 시작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1장 중 다음 구절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무용술은 화성 없이 율동만으로 모방한다. 그것은 무용가가 동작의 

율동만으로 성격과 감정과 행동을 모방하기 때문이다.39)

이를 기반으로, 그리고 자연의 모방을 예술의 목적으로 간주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론에 힘입어, 16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궁정 발레(ballets de 

cours)에 대한 이론화의 시도로서 춤을 시와 회화의 ‘자매 예술’이라고 

규정했다.40) 문학과 회화에 대한 논의로써 예술의 자연 모방 담론이 

Source Readings in Dance History From 1581 to the Present (New York: Harper & 
Row, 1974), p. 2.

38) “다른 예술들은 인간의 능력들 중 절반, 즉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만을 
요한다. 판토마임은 두 가지 능력을 결합시킨다. 판토마임 예술가의 연행은 신체적 
활동인 것만큼이나 지적인 활동이다. 그의 움직임에는 의미가 있고, 각각의 
몸짓에는 그마다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판토마임 예술가의 주된 미덕이 
있다.” (Lucian, op. cit.)

39)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천병희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2), p. 27.

40) 단, 스파르샷에 따르면 시와 회화의 자매예술로서 춤에 대한 주장에는 여러 
형태가 있었다. 플루타르코스는 시와 회화를 비교했던 시모니데스의 유비에서 
회화를 춤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으며, 기욤 콜테(Guillaume Colletet)는 “움직이는 
그림”이자 “살아있는 시”로서 춤을 시와 회화의 유비 관계에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Guillaume Colletet, Grand Ballet des Effects de la Nature (Paris, 1636), Francis 
Sparshott, “On the Question: ‘Why Do Philosophers Neglect the Aesthetics of the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Vol. 15, No. 1 (Autumn, 1982), p. 25 에서 재인용.) 
메네스트리에는 세 자매를 음악, 시, 회화로 상정하고 춤을 그 세 자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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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상태에서, 춤은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예술형식인 시와 그림에 

비견되어서만 설명될 수 있었던 것이다. 17세기 발레 이론가인 클로드 

프랑수아 메네스트리에(Claude-François Ménestrier)는 1682년의 글을 통해 

춤에서의 모방은 몸의 움직임으로써 회화나 조각이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41) 모든 것은 회화나 조각처럼 멈춰있는 모습일 

때보다 시간적 차원이 개입되어 움직이는 모습일 때 실재로서 더욱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메네스트리에는 시는 그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을 다룰 수 있는데, 발레는 움직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어는 이성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특권적인 영역인 데 반해, 춤 또는 움직임은 자연적이자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네스트리에가 발레를 

“단순한 춤(danse simple)”과 구별하여 자연의 모방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42) 당시 발레의 관행에는 ‘성격’을 모방하기에 충분한 움직임 

코드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모방으로서 춤의 관념과 실천은 

18세기 중반까지는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었다.

   한편, 18세기 중반까지 프랑스에서 판토마임은 이탈리아의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로부터 유래한 저급한 연극 장르로 

인식되었지만, 고대 판토마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43) “운율이 

들어간 판토마임(pantomime mesurée)”44)으로서 춤에 대한 이론화의 시도 

등한시되었던 오빠로 비유한다. (Claude-François Ménestrier, Des ballets anciens et 
modernes selon les regles du theatre (Paris: Rene Guignard, 1682), p. 1.)

41) Ibid., pp. 40-41.

42) 메네스트리에는 발레를 단순한 춤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바 없이 단지 음악에 
맞춘 스텝과 동작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따라 인간의 행동, 성격, 
정념을 표현하는 춤이라고 주장한다. (Ibid., p. 154.)

43) 18세기 초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이성주의적 언어관에 대한 회의와 
음성언어 외의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1750년대에 이르면 
몸짓(gesture)은 더 이상 음성언어에 대한 보조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 기호 체제로 
인식되었다. (Sin-Yan Hedy Law, “Gestural Rhetoric: In Search of Pantomime in the 
French Enlightenment, ca. 1750-1785”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7), pp. 51-66 참고.)

44) “춤과 판토마임의 관계는 시와 산문의 관계, 아니 차라리 자연스러운 낭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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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발전되었다. 디드로는 루소의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Le devin du 

village)>(1753)의 판토마임에서 발레의 미래를 보았다. 루소는 춤과 몸짓을 

번갈아가며 사용했는데, 이는 판토마임이 발레에서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특정한 지시적 의미들을 전달함으로써 발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45) 발레마스터 장 조르주 

노베르(Jean-Georges Noverre)는 1760년에 『무용과 발레에 관한 

서한(Lettres sur la Danse et sur les Ballets)』을 통해 발레닥시옹(ballet 

d’action) 개념을 주창하며 발레의 개혁을 꾀했다. 노베르는 17세기 

발레에서 이야기 전달을 위해 사용되던 대사나 의상 같은 춤 외적인 요소 

없이, 자신의 발레에서는 춤만으로 자연의 모방을 달성하고자 했다.46)

그러기 위해서 그는 발레가 단순히 기교적인 춤이 아니라 판토마임, 즉 

연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춤이 될 것을 요구했다. 그 이후 발레가 

테크닉의 대대적인 발전을 겪으면서 다시금 기교적 측면에 집중하게 되어 

발레닥시옹의 이념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지만, 20세기 중반 셀마 진 

코헨(Selma Jeanne Cohen)은 오히려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테크닉을 통해 

무용수가 발레에서는 미처 성취하지 못했던 더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성격의 모방으로서의 춤이 더욱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출한 바 있다.47)

노래의 관계와 같다. 춤은 운율이 들어간 판토마임이다.” (Denis Diderot, “Entretiens 
sur le fils naturel” in Œuvres de Denis Diderot, Vol. 6 (Paris: A. Belin, 1819), p. 411.)

45) Law, op. cit., p. 66.

46) 노베르는 가발과 가면 등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분장 도구들이 무용수의 
자연스러운 머리와 얼굴을 가린다며 이를 없앨 것을 주장했다. 그는 ‘당스 
노블(danse noble)’의 미학인 대칭성, 형식성, 통일’성에 반발해 “아름다운 무질서(un 
beau désordre)”를 옹호했다. (Jean-Georges Noverre, Lettres sur la danse et sur les 
ballets (Paris: Veuve Dessain junior, 1783), p. 342.)

47) 코헨은 1953년에 모던 댄스에 대해 이러한 분석을 한 바 있지만, 1982년에는 
새로운 글을 통해 이 부분을 포함한 몇몇 부분을 정정했다. 그녀는 1950년대 이후 
그 어떤 성격도 모방하려 하지 않는 무용 작품이 등장한 점을 지적하며 이 논의가 
모든 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정했다. (Selma Jeanne Cohen, “Dance 
as an Art of Imitation” in What is Dance?: Readings in Theory and Criticism, eds. 
Roger Copeland and Marshall Coh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p.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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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스데콜(danse d'école),48) 즉 정형화된 발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저항으로서 모던 댄스가 등장한 후에는 춤의 목적 또는 본질을 표현에서 

찾게 되었다. 모던 댄스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마사 

그레이엄 등 당시의 새로운 무용가들과 그들의 춤을 옹호했던 미국의 

무용 평론가 존 마틴(John Martin)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지배적 

예술관이었던 표현론을 차용해 춤을 감정의 표현으로 보았다.49) 그는 

예술가의 역할을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예술은 모두에게 익숙한 주제에 대해 새로운, 

사유되지 않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었다.50) 마틴의 표현론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춤의 특권적 영역을 움직임으로 상정한 것이다. 그는 모던 

댄스 무용가들이 춤의 주요 목적을 내적 충동의 표현에 두고, 이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외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춤의 시작점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한다. 그 시작점은 춤의 “실제적 본질(actual substance)”, 즉 

움직임이었다.51) 마틴 이전의 춤의 논의에서도 움직임이나 몸짓이 춤의 

수단 또는 주요 구성 요소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움직임이 춤의 감상에 있어서 절대적이고도 확정적인 본질로서 

이론적으로 구축되었다.52) 예술의 모방론을 따라 움직임을 통한 자연 

48) 당스데콜은 17세기 피에르 보샹(Pierre Beauchamps)과 19세기 카를로 
블라시스(Carlo Blasis) 등 무용 교사들이 가르친 엄격한 무용법에 따른 고전발레 
형식이다. (“Danse d'école,” in The Oxford Dictionary of Dance, eds. Debra Craine and 
Judith Mackrell,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121 참고.)

49) “모던 댄스는 사실 낭만주의 운동의 이상을 실현하며 생겨난 것이다.” (John 
Martin, The Modern Dance (Princeton: Independent Publishers Group, 1989[1933]), p. 6.)
또한 무용 비평을 시작하기 전에 실험극에 관여했었던 마틴은 감정적 기억법을 
신체적 표현의 기반으로 보았던 스타니슬랍스키적 연기론에 입각해 당시 신생 
무용이었던 모던 댄스의 방법론을 그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Lynne Thompson Conner, The American Modern Dance and its Critics: A History of 
Journalistic Dance Criticism in the United States, 1850-1934 (Michigan: UMI, 1994), p. 
175 참고.)

50) John Martin, America Dancing: The Background and Personalities of the Modern 
Dance (New York: Dodge Publishing Company, 1936), pp. 76-115 참고.

51) Martin, The Modern Dance, p. 6.

52) 안드레 레페키는 마틴이 1930년대에 춤의 본질로서 움직임을 상정한 것을 
무용사에서는 꽤 최근의 일이라고 본다. 춤의 본질이 언제나 움직임으로 이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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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을 주장한 메네스트리에와는 다르게, 마틴은 움직임을 통한 감정의 

직접적이고 근감각적인(kinesthetic) 표현을 주장했다. 그는 형이상학의 

메타키네시스(metakinesis)53) 개념을 도입해 관객의 “근육의 공감(muscular 

sympathy)”와 “내적 모방(inner mimicry)”을 통해 춤의 움직임이 무용수의 

몸에서 관객의 몸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았다.54) 즉 모던 댄스에서 

움직임은 한 개인의 의식으로부터 미적, 감정적 개념을 다른 이의 

의식으로  이동시키는 매체로 여겨졌고, 무용수의 몸으로써 행해지는 

움직임이 관객의 몸으로 전해져 그 감정과 쾌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춤 

감상의 고유한 현상이 메타키네시스라는 개념으로써 뒷받침된 것이다. 

그리고 마틴은 모던 댄스에서 감정 표현의 강조를 통해 이루어졌던 

이러한 움직임의 재발견을 통해 무용이 처음으로 독립적인 예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55)

   모더니즘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일련의 운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단순화될 수 없는 개념이지만, 모던 댄스의 모더니즘은 오직 영국의 

미술사가 T. J. 클라크(T. J. Clark)가 모더니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묘사한 “부정(negation)”, 즉 예술에서 재현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에 

기반한다.56) 마사 그레이엄이 “손이 다른 어떤 것의 빈약한 

모방으로서보다 손 그 자체로서 갖는 움직임의 광활한 잠재력을 

생각해보라.”고 촉구했던 것처럼,57) 모더니즘 춤으로서 모던 댄스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과 효율성을 위한 모더니티의 기획을 통해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Lepecki, op. cit., pp. 3-4 참고.)

53) 마틴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즉 키네시스(kinesis)와 메타키네시스는 
하나의 단일한 근원적 실재로부터 둘로 나뉜 양상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감정은 움직임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있음이 명백하며 그것이 모던 댄스에 의해 
춤에서도 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마틴의 이론에서는 움직임의 원인, 의미, 
효과로서 감정이 전면화되는 것이다. (Martin, op. cit., pp. 12-16 참고.)

54) Ibid., pp. 11-13, John Martin, The Dance in Theory (Pennington: Princeton Book 
Company, 1989[1939]), pp. 12-22.

55) 마틴은 모던 댄스에는 ‘모던’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모던 댄스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춤이 비로소 독립적인 예술이 되었다고 언명함으로써 
사실 춤에서의 모더니즘을 긍정한 것에 다름없다. (Martin, The Modern Dance, p. 6.) 

56) T. J. Clark, “Clement Greenberg's Theory of Art”, Critical Inquiry, Vol. 9, No. 1,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 (Autumn 1982),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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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의 모방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것의 진정성을 표현하려 했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무용사가 샐리 

베인즈(Sally Banes)가 반박하듯이 모던 댄스는 다른 예술형식에서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기획을 춤에서 실현하지 못했고, 따라서 

엄밀하게는 무용사적인 의미에서 역사적 모던 댄스(historical modern 

dance)로 불려야 한다.58) 모던 댄스 무용가들은 모방 대신 감정 표현을 

춤의 본질로 보았으나, 그들이 ‘표현’이라고 했던 것 역시 결국은 어떤 

감정에 대한 모방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행해야 할 

테크닉과 모방해야 할 대상이 있었던 발레에 대한 저항으로 자유로운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그들의 춤에도 엄격하게 

따라야 할 테크닉이 있었고 몸짓으로 구현해내야 할 감정이 있었다.59)

    한편 포스트모던 댄스는 베인즈에 의해 지극히 “미국적 현상”이자 

“문학적 아이디어나 음악적 형식에 의존한 모던 댄스의 표현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60) 1975년 『드라마 리뷰(The Drama 

Review)』의 포스트모던 댄스 특집호를 출간한 당시 편집인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에 따르면, 포스트모던 댄스는 음악성과 의미, 성격화, 

정조, 분위기를 거부하며, 의상, 조명, 사물 등을 순수하게 기능적인 

방식으로만 사용한다.61) 포스트모던 댄스는 춤이라는 매체의 고유한 

재료들에 대한 인식, 예술형식으로서 춤의 본질적 특성들의 현시, 형식적 

57) Merle Armitage, Martha Graham: The Early Years (New York: Da Capo Press, 
1985[1937]), p. 107에서 재인용.

58) 사실 모던 댄스는 발레나 대중 오락과 구별되는 당시의 모든 극장 무용을 
포함하는 용어였고, 1950년대 후반에 와서야 그 양식과 이론이 정교해지면서 
식별가능한 무용 장르로 떠올랐다. (Sally Banes, Terpsichore in Sneakers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7), p. xv 참고.)

59) 그레이엄은 정형화된 테크닉과 훈련법을 정립시켜 무용수들을 엄격하게 다뤘던 
것으로 유명하다. 오늘날 한국의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 무용과에서 
천편일률적으로 ‘현대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도 그레이엄 테크닉이다. 

60) Banes, op. cit., p. xxxvi.

61) Michael Kirby, “Introduction,” The Drama Review, Vol. 19 (Spring 1975), p. 3 참고.
그러나 이러한 커비의 정의는 포스트모던 댄스의 발전에서 분석적 포스트모던 
댄스라는 한 단계만을 지시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1970년대 분석적 포스트모던 댄스 
이후 1980년대의 뉴 댄스(New dance)는 큰 의미에서 포스트모던 댄스에 포함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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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의 분리, 형태의 추상화, 외적 주제의 배제 등을 특징으로 했다.62)

따라서 무용에 있어서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식의 

모더니즘은 저드슨 처치 그룹을 위시한 포스트모던 댄스 예술가들이 

이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63) 왜냐하면 그러한 포스트모던 

댄스의 특징들이 독립적인 예술 형식으로서 무용 매체의 특권을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모방과 표현이 춤의 본질로 여겨질 당시에는 춤이 회화나 

연극에 비교되었을 때만 차별점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포스트모던 댄스에 

이르러 춤은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특권적 본질로 몸의 움직임을 

내세웠다.

    그런데 무용에서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가 일으키는 혼란은 역사적 

모던 댄스가 실제로는 진정으로 모더니즘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포스트모던 댄스로 분류되는 모든 춤이 포스트모더니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아우르는 

포스트모던 댄스는 10년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1960년대의 초기 

포스트모던 댄스나 1970년대의 분석적 포스트모던 댄스가 이름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모더니즘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것에 반해 뉴 댄스(New 

커비에 의해 포스트모던 댄스가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된 요소들 모두를 다시금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62)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춤이라는 매체의 고유한 재료는 인체의 움직임으로, 춤을 
자율적 예술형식이 되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를 예술로서 제도화시키는 예술적 
자의식성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전의 춤을 총체적으로 구성했던 형식적 요소들인 
서사, 기교, 운동 등은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모두 분리되었다. 춤의 형태는 
추상화되어, 팔다리와 척추를 사용하는 큰 움직임(movement)보다 운동(motion)의 
형태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주제로 
주로 다뤄진 것은 매체로서 춤 그 자체였지, 이야기나 음악 등 춤 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63)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은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발전된 이론으로, 19세기 
후반으로부터 발전된 유럽의 모더니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린버그는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근대적 토대 위에서 “각 예술들마다 독특하고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것”의 제시를 요구했다. 그린버그에게 있어서 모더니즘의 본질은 
예술 형식이 스스로를 비판함에 있어서 그 형식 자체의 특징적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었다. (조주연,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미술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 79-82, Clement Greenberg, “Modernist Painting” in 
Modern Art and Modernism: A Critical Anthology, eds. Francis Frascina, Charles 
Harrison, and Deirdre Paul (London: Harper & Row, 1982), pp. 5-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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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ce)라고 지칭되는 1980년대의 춤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이라고 평가된다. 

뉴 댄스는 명확하고 단순했던 분석적 포스트모던 댄스가 그저 공허한 

형식주의로 전락하기 시작하면서 발전된 춤으로, 음악과 시각예술 등 타 

장르와의 적극적 협업과 비서구 문화, 대중문화, 소수자 문화에서 찾은 

새로운 스타일의 움직임, 의미와 서사로의 회귀를 특징으로 했다.64) 단 뉴 

댄스의 새로운 서사가 이전 춤에서의 서사와 달랐던 지점은 서사 전달을 

위해 움직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구술 언어를 사용한 것이었다.

   포스트모던 댄스에서는 춤의 재료이자 매체로서 인체의 물리적 기능과 

능력이 주로 탐구되었으나, 일각에서는 모던 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춤의 

표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먼로 비어즐리(Monroe C. Beardsley)는 

운동(motion)과 움직임(moving)을 구분했으며, 헤이그 카차두리안(Haig 

Khatchadourian)의 주장65)과 달리 운동 그 자체는 춤이 될 수 없지만 그 

운동이 암시(suggestion)의 방식을 통해 다른 종류의 행위를 재현한다면, 즉 

표현성의 과잉을 통해 그 운동이 실용적 목적에 필요한 것 이상이 된다면 

그것은 움직임이 되고 춤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66) 여기서 비어즐리가 

‘암시’라고 하는 것은 연극에서의 ‘연기’나 과장된 ‘마임’이 아니라, 

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한두 개의 움직임 모티프를 얻어서 그것이 

스며든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엘 캐롤과 샐리 베인즈는 

64) 분석적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뉴 댄스로 전환되던 시기의 대표적 작품은 루신다 
차일즈(Lucinda Childs)의 <춤(Dance)>(1979)다. 이 작품에서 차일즈는 작곡가 필립 
글래스(Philip Glass)와 시각예술가 솔 르윗(Sol LeWitt)과의 협업을 통해 움직임 
탐구를 미니멀리즘 음악과 영상에 접합시켰고, 움직임과 소리의 반복, 무용수 
신체와 영상으로 투사된 이미지의 조화 등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창조했다. (“A 
Look at Lucinda Childs/Philip Glass/Sol LeWitt's Dance,” YouTube video, 4:00, excerpts 
from the performance feature a brief discussion with Lucinda Childs, Philip Glass, and 
Senior Performing Arts Curator Philip Bither, posted by “Walker Art Center,” June 8, 
2011, https://www.youtube.com/watch?v=CByoefokGrA 참고.)

65) 카차두리안은 춤의 움직임을 전통적인 의미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즉 행위가 
아니라 인간 신체의 부분 또는 전체에 의한 비행위적, 자발적 활동으로 보았고, 
단지 역동적인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Haig 
Khatchadourian, “Movement and action in the performing art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37, No. 1 (Autumn, 1978), pp. 25–36 참고.)

66) Monroe C. Beardsley, “What is going on in a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Vol. 15, No. 1 (Autumn, 1982), pp. 31-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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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즐리의 표현론을 비판하면서, 단순한 동작(working)처럼 보이는 

포스트모던 댄스가 춤일 수 있는 이유를 단지 그것이 춤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제시된다는 점, 그리고 관객들이 그것을 춤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채 관람하게 된다는 점으로 꼽았다. 특히 베인즈는 

포스트모던 댄스에 대한 대표적인 저작 『운동화를 신은 무용수(Terpsichore 

in Sneakers)』(1987)에서, 춤이 춤인 것은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맥락 

때문이라고 주장한다.67) 요컨대 어떤 운동에서 표현성의 과잉만으로는 그 

운동을 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춤에는 기타 순수예술과의 복잡한 관계가 

있고 예술의 맥락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당시의 미술에서 “일상적 오브제”는 춤에서 “일상적 움직임”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었다. 캐롤과 베인즈에게 춤이 춤이기 위한 적절한 

조건은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Brillo Box)>(1964)와 재스퍼 존스의 

<채색된 청동(Painted Bronze)>(1960)이 예술일 수 있는 조건과 동일한 것, 

즉 아무리 일상적이고 사소하게 보일지언정 그것이 예술로서 제시되는 

환경이었다.68) 말하자면 예술제도론을 통해 춤의 규정요소를 춤 바깥에서 

찾는 것이다.69)

   하지만 워홀의 브릴로 박스가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존스의 

에일 캔 역시 알루미늄이 아니었듯이70), 포스트모던 댄스의 일상적 

움직임은 실제 일상의 움직임이 절대 아니었으며 어디까지나 무대화되어 

춤으로서 제시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67) Banes, op. cit., p. xix.

68) Noël Carroll and Sally Banes, “Working and dancing: A response to Monroe 
Beardsley's ‘What is going on in a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Vol. 15, No. 1 
(Autumn, 1982), pp. 37-41.

69) 예술제도론은 예술품이 예술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조건은 어떤 사회 
제도, 예를 들어 예술계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감상할만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이론으로, 미학자 조지 디키(George Dickie)가 1970년대에 처음 주장한 것이다. 
(“분류적 의미에서 예술작품이란 그 일단의 양상들이 특정 사회 제도(예술계)를 
대표하는 어떤 이들에 의해 감상을 위한 후보의 지위를 수여받은 
인공물(artifact)이다.” George Dickie, Art and the Aesthetic: An Institutional Analysi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p. 34.)

70) 워홀의 브릴로 상자는 나무에 채색한 것이고 존스의 에일 캔은 청동 주물이다.



- 23 -

포스트모던 댄스는 비록 “거부 선언(No Manifesto)”을 통해 극적 환영, 

기교, 감정 호소 등 이전 춤의 역사적 클리셰들을 거부하고 춤을 

탈신비화시키고자 했으나,71) 궁극적으로는 춤의 본질이 ‘움직임’이라는, 

발레와 모던 댄스의 명제에는 도전하지 않은 채 무엇이 ‘춤으로서의 

움직임’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거대한 실험 프로젝트였다. 

I.1.2.  새로운 ‘당스’: 진화한 무용극으로서 누벨 당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춤의 현상과 개념은 함께 변해왔다. 그렇다면 

농당스가 출현하기 직전의 프랑스 무용계에서 춤의 개념은 어떠했는가? 

낭만발레 이후 프랑스 무용계는 발레 전통이 특히 강한 곳이었으며, 

그러한 문화적 배경이 발레 이후 춤의 발전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는 바가 

컸다. 실제로 프랑스는 현대무용의 발전에 있어서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몇 십 년은 뒤처져 있었고, 프랑스의 현대무용은 계속해서 발레를 

기대하는 관객들 앞에 설 기회가 많지 않았다. 마사 그레이엄이나 호세 

리몽(José Limón)마저도 파리에서는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지만72), 현대무용을 추구하는 안무가들과 무용수들은 미국으로 날아가 

직접 수업을 듣고 훈련을 받으며 새로운 춤을 연구했다.73) 그러한 

71) “거부 선언”은 이본 레이너가 1965년 작성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No to spectacle. / No to virtuosity. / No to transformations and magic and 
make-believe. / No to the glamour and transcendency of the star image. / No to the 
heroic. / No to the anti-heroic. / No to trash imagery. / No to involvement of performer 
or spectator. / No to style. / No to camp. / No to seduction of spectator by the wiles 
of the performer. / No to eccentricity. / No to moving or being moved.”
(Yvonne Rainer, “Some Retrospective Notes on a Dance for 10 People and 12 
Mattresses Called ‘Parts of Some Sextets’ Performed at the Wadsworth Atheneum, 
Hartford, Connecticut, and Judson Memorial Church, New York, in March 1965,” Tulane 
Drama Review, Vol. 10 (Winter 1965), pp. 168-178.)

72) 마사 그레이엄은 1954년, 호세 리몽은 1950년과 1957년에 파리에서 공연했고, 
언론과 대중 모두의 혹평을 받았다. 그레이엄의 춤은 “매우 단조로운 것”으로 
치부되었고, 미국에서 그레이엄과 험프리를 잇는 모던 댄스 무용가로서 힘차고 
웅장한 춤으로 높게 평가되었던 리몽은 “저급한 표현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Jean-Marc Adolphe, “La Nouvelle Danse Française” trans. Jacqueline Robinson in The 
Dance Has Many Faces, ed. Walter Sorell, 3rd ed. (Chicago: A Cappella Book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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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들의 노력과 예술적 성과에 힘입어, 농당스가 출현하기 직전 

프랑스에서는 누벨 당스라고 불린, 즉 미국의 모던 댄스와는 다른 

의미에서 프랑스의 “모던” 댄스라고 볼 수 있는 춤이 발전하고 있었다.74)

   누벨 당스는 프랑스의 모던 댄스와 컨템퍼러리 댄스에 걸쳐있는 

사조로서, 시기적으로는 197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발전한 무용극 형태의 

작가주의 무용(danse d’auteur)이다.75) 1960년대 미국에서 포스트모던 

댄스가 성황하고 독일에서는 탄츠테아터가 발전하던 시절,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고전 무용인 발레가 정부의 지원과 대중의 관심을 독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68혁명과 바뇰레 국제안무대회(Concours 

chorégraphique international de Bagnolet) 개최를 기점으로 사회적, 문화적 

격변을 겪으면서 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당시 

파리에서 선보인 머스 커닝엄, 피나 바우쉬 등의 해외 안무가들의 작업을 

통해 프랑스 문화계는 비로소 발레가 아닌 새로운 춤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76) 1981년부터는 프랑스 전역에 국립안무센터(Centres 

chorégraphiques nationaux)가 설립되었고, 그 결과 제도적으로 안무가들을 

지원하고 현대무용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77)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프랑스의 문화적 환경에서 미국 포스트모던 댄스의 미니멀리즘은 여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프랑스 무용 관객들은 푸치니나 베르디가 여전히 

p. 170, 김현옥,「프랑스 현대 무용(누벨 당스)의 詩性과 視覺性의 공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Vol. 24, 1998, p. 59 참고.)

73) Jennifer Dunning, “French Modern Dance Stresses Its Own Accent”, New York 
Times, Sep. 6, 1987 참고.

74) 누벨 당스는 미국 포스트모던 댄스와 독일 탄츠테아터의 영향 아래 생겨났기 
때문에 마사 그레이엄, 마리 뷔그만 등의 모던 댄스와는 큰 차이가 있지만, 
프랑스의 무용사적 맥락에서는 고전 무용인 발레 직후에 오는 춤이기 때문에 모던 
댄스라고 불린다.

75) 1960년대 누벨바그 영화가 작가주의 영화라고 불린 것과 동일선상에서, 누벨 
당스 역시 무용수보다는 안무가에 의해 무용 작품이 창작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에서 작가주의 무용이라고 지칭되었다. (Adolphe, op. cit., p. 174 참고.)

76) Fiona Warne, “Dance” in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French Culture, eds. Alex 
Hughes and Keith Reader (London: Routledge, 1998), pp. 135-138.

77) 장인주,「문화정책 이념에 따른 프랑스 무용의 발전 양상: 문화민주화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제58집, 1호, 2016, pp. 79-9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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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를 쓰고 있었다면 절대 무용을 보지 않았을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질 

정도로, 프랑스에서 무용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연극적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78) 누벨 당스는 대체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던 댄스, 

포스트모던 댄스의 추상성과 독일 탄츠테아터의 신표현주의를 혼합 

수용했다는 점에서 특수한 형태의 현대무용으로서 새롭게 부상했다.79)

   새로운 무용극으로서 누벨 당스는 혁신적이었다. 장 마르크 

아돌프(Jean-Marc Adolphe)는 당시의 시민적 불복종이 반영된 누벨 당스의 

불복종을 관례에 대한 것과 의미생성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중의 

불복종(dual disobedience)’으로 묘사한다.80) 더 이상 관례를 따르지 않았던 

당시의 새로운 춤에서 무용수의 움직임은 더 이상 하나의 단일한 

‘테크닉’에 속하지 않았고, 많은 누벨 당스 안무가들은 전통적인 무용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각기 다른 배경에서 등장했다. 춤은 더 이상 완결된 

이야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의미는 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틸드 

모니에(Mathilde Monnier), 마기 마랭(Maguy Marin), 장 클로드 

갈로타(Jean-Claude Gallotta) 등 누벨 당스의 대표적인 안무가들은 

『안티고네(Antigone)』 같은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Ulysses)』 등 문학적 원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81), 드라마적이지는 않았지만 극장의 환영을 창출하는 요소들을 

차용한 것으로 평가된다.82) 예를 들어, 마랭의 <메이 비(May B)>(1981)나 

78) Allen Robertson, “New French Dance”, The Drama Review, Volume 28, No. 1, 
Spring, 1984, pp. 103-109.

79) Warne, op. cit.

80) Adolphe, op. cit.

81) 모니에는 <안티고네를 위하여(Pour Antigone)>(1993)에서 아프리카 전통 
무용수들과 타악기 연주자들을 자신의 무용단에 합류시켜 소포클레스 원작의 
비극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했다. 마랭은 <메이 비>의 창작 단계에서 베케트와 
접촉해 영감을 얻었고, 『놀이의 끝(Fin de partie)』,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 등 베케트 희곡의 대사와 캐릭터를 차용했다. (Amy Serafin, “An 
‘Antigone' From Africa, By Way of France”, New York Times, July 23, 2000. Anna 
Kisselgoff, “‘MAY B,’ BY MARIN”, New York Times, Feb. 19, 1986 참고.)

82) 김현옥, op. cit., 오선명,「유럽 현대무용의 미학적 변이와 표현형식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제29집, 1호, 2010, pp. 27-4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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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마기 마랭 <메이 비>(1981) [도판 3] 마기 마랭 <그로스란드>(1989)

<그로스란드(Groosland)>(1989)에서 무용수들은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테마에 맞춰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디자인된 의상과 분장의 도움을 받은 

연기와 더불어,83) 음악의 리듬에 잘 맞아떨어지는 발레와 모던 댄스의 

테크닉을 선보인다. 갈로타의 <율리시스(Ulysse)>는 원작인 조이스 소설의 

파편화된 특성을 따라 마찬가지로 파편화된 춤 시퀀스로 구성되었으며84), 

흰 무대 배경에 맞춘 흰색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움직임에서는 발레의 

우아한 몸짓이 보이다가도 반복적인 음악에 맞춘 탭댄스의 스텝이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누벨 당스는 희곡, 무대 세트와 분장 등 전통적으로 

무용보다는 연극을 구성했던 요소들을 차용한 무용극으로서, 

“연극적”이라고 종종 묘사된다.85) 그러나 연극학에서 단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는 연극성을 누벨 당스의 특징으로 제시하게 되면 이 춤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연극에 대한 제각기 다른 관점을 통해 누벨 당스를 

가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86) 누벨 당스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83) <그로스란드>에서 무용수들은 몸집을 불리는 특수 의상을 입는다. (도판 3 
참고.)

84) “J.-C. Gallotta, Ulysse” in Dictionary of Dance, ed. Philippe Le Moal (Paris: 
Larousse, 1999), p. 507.

85) 오선명은 “80년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프랑스 현대무용은 개괄적으로 
‘연극적’이라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극이나 마임과 더불어 많은 
외부의 무용사적 영향을 받았다.”고 묘사한다. (오선명, op. cit., pp. 27-46.)

86) 연극성, 즉 공연예술로서 연극이 가지는 특성인 ‘연극적인 것’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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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ricality”라는 용어의 의미는 극장이라는 물리적 조건 하에 강렬한 

스펙터클을 제공하는 무대와 연출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누벨 

당스 작품에서 희곡 텍스트의 차용과 분장이나 의상을 통한 인물의 

외형적 창조가 있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누벨 당스에는 드라마를 

구성하려는 의도도, 드라마적 효과도 없었다. 따라서 이때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연극의 드라마적 특성을 의미하는 ‘연극성’보다는 

극장주의(theatricalism)의 특성에 가까운 ‘극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87)

   물론 연극에서 극장주의는 사실주의 연극이 현실에 가까운 환영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무대 장치나 재현 수단을 배제함으로써 ‘극장에 

있음’을 강조한 반면, 누벨 당스는 오히려 극장 장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대와 관객석의 거리와 각도를 설정했을 때 생겨나는 시각적 

환영을 강조했다. 이러한 누벨 당스의 스펙터클은 동시대 미국 뉴 

댄스와 독일 탄츠테아터에서도 발견되었던, 기타 예술장르나 생소하고 

이국적인 소재를 맥락 없이 무용에 차용하는 패스티쉬(pastische) 

기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88) 앞서 언급한 문학적 원전 외에도, 누벨 

플라톤의 예술론에 그 기원이 있다. 19세기 말 유럽의 연극개혁 전까지 연극은 
플라톤의 모방론을 따라 드라마 텍스트의 충실한 재현으로 간주되었던 반면, 
20세기에 들어서 주체의 위기와 드라마의 기본 구성 범주들에 대한 의문, 기술과 
매체의 발전 등에 의한 인지구조와 경험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연극과 연극성에 
대한 관념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연극성은 하나의 측면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개념으로서, 누벨 당스의 특징 중 하나를 연극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곡해될 위험 또한 갖는다. (김형기,「“연극성” 개념의 변형과 확장」, 
한국연극학, 제23호, 2004, pp. 270-295 참고.)

87) 극장주의는 사실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1910년대 러시아에서 처음 대두되어 
1920년대에 성행한 연극 사조다. 극장주의 연극은 현실에 가까운 환영을 창출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와 관객의 현존을 강조해 
연극의 내용 못지않게 그 형식을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형식주의 연극과 관련된다. 

88) 패스티쉬, 혹은 혼성모방이라는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전통적으로 미술사에서 패스티쉬라는 용어의 어원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사기꾼에 가까운 화가들이 주요 작가들의 스타일들을 짜집기해 
만들어낸 질 낮은 작품들을 일컫는 것인 파스타치오(pastaccio)였지만, 그것은 현대에 
이르러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모더니즘의 시대가 패러디(parody)를 
낳았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서는 패스티쉬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프레드릭 제임슨(Frederic Jameson)이 
패스티쉬를 “공허한 패러디(blank parody)”라며 업신여긴 것과는 다르게,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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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조세 몽탈보, 도미니크 에르비외 

<천국>(1997)

[도판 5] 조세 몽탈보 <아사 니시 마사(Asa 

Nisi Masa)>(2014)

당스는 무대를 캔버스처럼 활용해 회화적 이미지를 구현하거나 영상을 

사용하는 등 미술과 영화를 적극적으로 참조했고, 서커스 같은 

대중오락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안무가 조세 몽탈보(José 

Montalvo)와 도미니크 에르비외(Dominique Hervieu)는 <천국(Paradis)>(1997)에서 

무대 배경으로 흰 천을 내려 영상을 투사하는 동시에 때로는 그 앞에서 

무용수들이 영상과 동시에 춤을 추도록 해 색다른 시각적 유희를 선사했다.89)

   

   

   누벨 당스는 무엇보다 극장 장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극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각적 환영을 강조했으며, 모던 댄스를 통해 발레보다 

자유로워진 무용수의 움직임과 이를 결부시켜 현대적인 형태의 무용극을 

완성했다. 그리하여 이처럼 누벨 당스에서 극대화된 무용극의 극장성, 즉 

극장이라는 공간과 장치의 특성에 대한 사유를 토대로, 농당스는 무용 

전반에 대한 자기반영적 비판 실천으로서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허천(Linda Hutcheon)은 패러디는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추구하는 반면 
패스티쉬는 유사성과 상응에 의해 작동된다고 보았다. (Frederic Jameson,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in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ed. Hal Foster (Seattle: Bay Press, 1989), pp. 111–125, Linda Hutcheon, A 
Theory of Parody: The Teachings of Twentieth-Century Art Forms (New York: Methuen, 
1985), p. 38 참고.)

89) 마랭은 2014년 작품 <징슈필(Singspiele)>에서 농당스 경향을 보이는 반면, 
몽탈보는 동일한 기법으로 창작하고 있다. (도판 5 참고.) 마랭의 작품은 III장 
3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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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농‘당스’: ‘춤이 아닌’ 춤

I.2.1. 농당스의 등장

   

   미술계에서는 예술제도론의 영향 아래 ‘이것이 미술인가’의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지만, 농당스의 등장과 함께 무용계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춤인가’의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프랑스의 무용평론가 도미니크 

프레타르는 농당스의 첫 등장을 제롬 벨의 <저자가 부여한 이름>으로 

보고 1994년을 농당스가 시작된 해로 상정한다. 당시의 관객 반응은 

기록된 바 없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있었던 다음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2004년 7월 7일 더블린에서는 아일랜드 국제 무용 축제(International 

Dance Festival of Ireland)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이 축제에 

초청되어 상연된 제롬 벨의 <제롬 벨(Jérôme Bel)>(1995)90)이 외설적이며 

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91) 이 작품에서는 네 명의 남녀 무용수가 

어두운 블랙박스 안에서 나체로 등장하는데, 그 중 한 명이 백열전구를 

들고 등장해 공연 내내 그 불빛으로 무대 공간을 비춘다. 두 명의 

무용수들은 무대에 설치된 흑판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숫자화된 

개인정보를 적기도 하고, 립스틱으로 피부 위에 자신에게 유의미한 이름, 

90) <제롬 벨>은 1995년 벨기에 브뤼셀의 벨론 브리짓트니스 
축제(Bellones-Brigittines Festival) 참가작으로 제작되어 그해 9월 1일 초연되었다. 
무용수로는 클레어 에니(Claire Haenni), 미셸 바르그(Michèle Bargues), 에릭 
에퍼간(Eric Affergan), 이죄 로쉬(Yseult Roch), 프레데릭 세게트가 출연한다. 
(“Jérôme Bel (1995),” RB JEROME BEL, accessed January 30, 2016, 
http://www.jeromebel.fr/performances/presentation?performance=J%C3%A9r%C3%B4me%20
Bel)

91) 아일랜드 국제 무용 축제에서의 상연 중에 세 명의 관객들이 조용히 자리를 뜬 
것에 대해 벨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몽펠리에에서는 관객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공연을 방해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말했고, 고소에 대해서는 “이건 
단지 모든 것이 가짜인 연극일 뿐”이라며, 진실은 밖에 있고 길거리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며 ‘상식’에 호소했다. (Michael Seaver, "Naked in 
the Presence of His Enemies." Dance Magazine. 2004. HighBeam Research. (March 17, 
2016). https://www.highbeam.com/doc/1G1-123752880.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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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 제롬 벨 <제롬 벨>(1995)

날짜, 그림, 선 등을 쓰고 그렸다가 또 지운다. 이 모든 과정 중 

배경음악은 오직 한 여성 무용수가 허밍으로 부르는 “봄의 제전(Le sacre 

du printemps)” 뿐이다. 그녀는 흑판에 스트라빈스키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 서있다. 공연은 두 명의 남녀 무용수가 무대 바닥에 소변을 보고, 그 

소변으로 흑판의 글씨 중 일부 알파벳을 지워내 “에릭이 스팅92) 노래를 

부른다(ERIC CHANTE STING)”이라는 문장을 만들어내면 실제로 

에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용수가 등장해 스팅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난다. 

   고소는 결국 기각되었지만 

일반 관객이었던 고소인은 

외설적 행위와 거짓광고 혐의를 

빌미로 축제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제롬 

벨의 작업이 무용 공연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춤의 정의에 대해 역설하면서, “춤이란 무용수들이 리듬감 있게 주로 

음악에 맞춰 위아래로 뜀박질을 하며 관객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제롬 벨의 공연에는 춤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축제 측은 입장권의 환불을 거부했다.”고 항변했다.93) 물론 무용 관련 

지식이 없었을 고소인94)이 ‘농당스’라는 용어를 알거나 사용했을 법하지는 

92) 스팅은 영국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인 고든 섬너(Gordon Sumner)의 활동명이다. 
벨은 ‘배경음악 전환’ 효과를 위해 시대와 장르 면에서는 스트라빈스키와 대비를 
이루면서도 동시대 대중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을 인물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93) Lepecki, op. cit., p. 2 참조 및 재인용.

94) 아이리쉬 타임즈에 따르면 고소인 레이먼드 화이트헤드는 법정에서 자신이 
갤러리와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던 적이 있으며 현재는 골동품과 인테리어 디자인, 
연기 분야에 종사한다고 밝혔다. (“Action Against Dance Festival Fails”, The Irish 
Times, July 8, 2004. 
http://www.irishtimes.com/news/action-against-dance-festival-fails-1.114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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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그의 주장은 ‘농당스’라는 이름의 최초 의미, 즉 ‘저것은 춤이 

아니다’라는 춤에 대한 존재론적 부정과 일치한다.

   하지만 그 이름의 기원과는 별개로, 농당스를 계속해서 '춤이 아닌 

것'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비록 농당스가 출현했을 당시에는 

그것이 기존의 춤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가진 채 

‘농당스’라고 불렸을지 몰라도,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농당스라는 

이름은 발레와 누벨 당스 등 전통적인 춤 위주로 형성되어있던 프랑스 

무용계에서 이미 받아들여졌다.95) 따라서 농당스를 ‘춤이 아닌 

것’으로서가 아니라, ‘당스’ 또는 춤의 닫힌 개념 밖에서 실행된 무용 

실천으로 보는 것이 그러한 춤 현상 자체와 그 전후의 무용사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해석일 것이다. 누벨 당스 시대로부터 등장한 농당스는 

기본적으로는 누벨 당스가 가지고 있던 무용극 형식과 무용 창작 및 

상연의 전통적인 개념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생겨났다. 

따라서 농당스는 극장의 환영을 창출하는 재현 장치와 전통적인 안무 

개념, 서사나 감정을 재현하고 표현하는 기호적(semiotic) 몸으로서의 

무용수에 대한 인식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다. 요컨대 농당스는 춤과 

안무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무용극이 구성되고 

인식되는 일련의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프레타르는 

2004년 출판된 에세이에서 농당스를 “컨템퍼러리 댄스의 발전, 정의, 또는 

범주의 일부이자 그리고 아마도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면서 

반복되는 일종의 미적 현상”으로 본다.96) 즉 농당스는 컨템퍼러리 댄스의 

발전 과정의 일부이자 컨템퍼러리 댄스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때 제시될 

95) 셀린 루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를 농당스가 생겨난 시기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를 인지와 의문의 기간으로, 그리고 2000년부터 2003년을 농당스가 
제도적 체제에 진입하게 된 시기로 본다. 벨은 2004년 <베로니크 두아노>로 
파리오페라 발레단과 작업했고, 같은 해 크리스티앙 리쪼는 리옹 오페라 발레단의 
의뢰로 <니 플뢰르, 니 포드 머스탱(Ni fleurs, ni Ford mustang)>을 안무했다. (Céline 
Roux, “Performative Practices / Critical Bodies #2: What Makes Dance”, in Danse: An 
Anthology, ed. Noémie Solomon (Dijon: Les Presses du Reel, 2014), pp. 261-273 참고.)

96) Frétard, op. cit.,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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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예시인 동시에 컨템퍼러리 댄스의 여러 하위 범주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춤의 전통적 관념으로서 ‘당스’는 물론 이 장의 앞부분에서 묘사한 

무용미학적 측면 외에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앞의 논의로부터 첫째, 누벨 당스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춤의 

속성으로서 극장의 환영을 창출하는 재현 장치, 둘째, 전통적인 안무 개념, 

셋째, 서사나 감정을 재현하고 표현하는 기호적 몸으로서의 무용수, 이 세 

가지를 ‘당스’의 주요한 속성이자 기존 춤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장에서는 그것을 의문시하고 춤을 통해 

사유하는 농당스 실천들을 작품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다. 

I.2.2. 용어의 문제: 농당스, 개념무용, 유럽 컨템퍼러리 댄스

   농당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용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농당스로 

칭하고 있는 무용 실천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그 외에도 퍼포먼스적 무용, 

개념무용(conceptual dance), 유럽 컨템퍼러리 댄스 등이 있다.

   먼저 프랑스 무용학자 셀린 루가 제안하는 ‘퍼포먼스적 무용’이라는 

용어는 농당스에서 강화된 퍼포먼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루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를 프랑스 무용계에서 “퍼포먼스적 태도(attitude 

performative)”가 새로이 긍정된 시기로 본다. 루에 따르면 퍼포먼스적 

태도는 매체에 부여된 전통과 특권을 고려해 무용 창작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는 “존재 상태(état d’être)”를 만들어낸다.97) ‘퍼포먼스적 

무용’은 학계에서 활발히 사용되지는 않으나, ‘농당스’라는 이름만으로는 

혼란이 해결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일반 

독자에게는 도움이 될 법한 이름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97) Roux, Danse(s) performative(s). Enjeux et développements dans le champ 
chorégraphique français (1933-2003),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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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당스에서는 누벨 당스의 ‘연극성에 대한 강조로부터 퍼포먼스성의 

강화로의 이행’이 있었다고 (부정확하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용어는 

심지어 당연하고 정당한 이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퍼포먼스성의 강화는 동시대 예술형식 전반에서 포착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적 무용이라는 이름은 무용에서 농당스의 고유한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지 못하는 데다, 이 춤이 ‘퍼포먼스 아트와 같은 춤’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다분하다. 관점에 따라서는 일부 농당스 작품이 

현상적으로 퍼포먼스 아트나 다른 예술 형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결국 컨템퍼러리 댄스로 인정되고 있는 농당스가 

여전히 춤일 수 있는 근거를 알아봄에 있어서, 그것을 다른 예술 형식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춤으로서 계보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이다. 퍼포먼스 아트는 조형예술에서 발전된 형식으로, 

예술작품의 사물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결과로서 예술작품의 시공간적 

비고정성을 실험하며 발전된 것인 반면, 농당스는 극장성을 강조하는 

극장주의적 무용극의 정점에서 스스로를 향한 자기반영적 비판으로부터 

생겨난 무용극이기 때문이다.

   한편 ‘개념무용’이라는 용어는 이 새로운 춤이 개념미술(conceptual 

art)의 이념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보하나 스베이치는 그러한 인식의 찬반 논리를 모두 제시하면서 반박 

또는 강조를 통해 개념무용이 부적절한 용어임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개념미술의 자기반영성이 개념무용에서도 똑같이 유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개념무용에서 자기반영성은 관객이 무언가를 무용으로서 제시받는 극장의 

조건, 역할, 과정들과 관객의 지각, 해석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기반영성보다는 관객성(spectatorship)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스베이치는 모더니즘 기획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개념미술과는 다르게, 이 춤은 모더니즘적 환원주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98) 또한 이 춤은 상연의 형식이나 관객, 제도적 

98) 모더니즘적 환원주의란 그린버그 모더니즘에서 매체의 환원불가능한 본질 
추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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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시장을 바꾸려는 목표를 갖지 않으며, 오히려 제도 안에서 극장의 

장치를 비판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념미술의 기획과는 차이가 

있다.99) 자기반영성에 대한 스베이치의 주장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으나,100) 굳이 다른 예술 형식인 조형미술과의 부자연스러운 비교를 

감수하면서까지 개념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 용어 역시 자주 쓰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학계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큰 반발 없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유럽 컨템퍼러리 댄스’다. 오늘날 컨템퍼러리 댄스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유럽에서 그 위상을 크게 떨치고 있다. 국내에 소개되는 

컨템퍼러리 댄스 예술가의 대부분은 유럽 출신인 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템퍼러리 댄스 축제는 대부분 유럽 기반으로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사실 레페키와 솔로몬이 사용하는 ‘유럽 

컨템퍼러리 댄스’라는 이름은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더 넓은 범위의 무용 실천들을 일컫는 것으로, 1990년대 초반 

등장한 농당스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춤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서, 분석과 이해의 날을 둔하게 만든다. 갈수록 빠른 세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20년 이상의 시간동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유럽의 

현대무용을 통틀어 동일한 분류 아래 놓는 것은 다양하고 섬세한 무용학 

연구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농당스를 무용사적으로 

모던 댄스 및 포스트모던 댄스 이후의 춤이라는 의미에서는 컨템퍼러리 

댄스에 속하는 것으로 보되, 그 분류 안에서도 2010년대 이후 컨템퍼러리 

댄스에게는 비판 실천으로서의 춤의 가능성이라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구분지어 보는 것이다. 솔로몬은 박사학위논문과 자신이 편집한 

선집 『당스: 앤솔로지(Danse: An Anthology)』의 서문에서 프레타르의 르 

몽드 기사를 인용하면서, ‘농당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프레타르에 대한 

반감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솔로몬에 따르면 프레타르는 첫째, 농당스라는 

99) Bojana Cvejić, “To end with judgment by way of clarification”, in Danse: An 
Anthology, ed. Noémie Solomon (Dijon: Les Presses du Reel, 2014), pp. 145-157.

100) 농당스의 자기반영성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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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춤이라는 예술형식을 구성하는 것, 즉 춤의 본질이 

되는 것을 움직임의 흐름으로 보고, 농당스에는 움직임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춤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둘째, 솔로몬이 보기에 

프레타르는 농당스를 이전까지의 예술형식으로서의 춤과 학문분과로서의 

무용학의 질서를 뒤흔드는 위협으로 보고 이전의 전통적인 춤의 

“아름다운 움직임(beau mouvement)”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다는 

것이다.101)

   그러나 솔로몬의 이러한 해석은 프레타르의 기사에 대한 오독이며, 

‘농당스’라는 용어를 폐기하기 위한 일종의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로 

보인다. 기사의 서두에서 스스로 밝히듯 프레타르는 ‘농당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아니었고, 단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특정한 무용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쓰고 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뿐이었다. 또한 

실제로 프레타르가 썼다는 문제의 기사에서 “아름다운 움직임”이라는 

표현은 미국 포스트모던 댄스에 대한 묘사로서 쓰인 것이 전부이다.102)

프레타르는 농당스가 포스트모던 댄스를 참조했지만, 농당스 실천가들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과 조건을 

확립해야 함을 알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프레타르는 “아름다운 움직임”의 

귀환을 예언하며 농당스를 춤이 아니라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농당스 

무용가들의 매너리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새로운 춤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당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나 사조가 되기보다는 

이전의 춤의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다른 무용 실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농당스 이후의 새로운 춤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농당스는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춤에 대한 

101) Solomon, op. cit., Noémie Solomon, “Introduction” in Danse: An Anthology, ed. 
Noémie Solomon (Dijon: Les Presses du Reel, 2014), p. 11.

102) “모든 세대를 대표하는 이 예술가들은 포스트모던이라고 불린, 또한 춤과 
아름다운 움직임을 거부했던 시대인 1970년대 미국의 경험에 대한 그들의 
오이디푸스적 참조 이후, 그들만의 발전을 위한 기반과 조건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여기, 즉 유럽에서,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Frétard, “La fin annoncée de la non-d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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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그것을 둘러싼 관습들을 해체시킨 춤의 결정적인 제스처였고, 

따라서 농당스 등장 이후의 춤은 그 이전의 춤과 동일시될 수 없다. 

프레타르 역시 ‘농당스’라는 이름이 잘못 지어졌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적어도 그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듯하다.103)

‘농당스’라고 불리기 시작함으로써 그것에 실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프레타르와 ‘농당스’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걷어내고, 

‘농당스’라는 용어가 직관적으로 제기하는 대로 ‘당스’가 아닌 춤, 즉 

‘춤이라고 인식되었던 것이 아닌, 또는 그 인식의 타당성 자체를 

의문시하는 춤’으로서 이 특수한 무용 현상을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 

장에서는 벨의 작품 분석을 통해 농당스의 특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보겠다.

103) “어떤 것이 실존하기 위해서는 명명되어야 한다. 농당스는 실존한다. 그것이 
잘못 명명되었다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후에 오는 것은 그것의 
진화다.” (Frétard, Danse contemporaine: Danse et non-Danse, vingt-cinq ans d'histoires,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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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농당스란 무엇인가?

II.1. 무용극의 재현 장치에 대한 반성

   18세기 무용의 전문화 이후 서양에서 예술 형식으로서 춤은 극장에서 

이루어져왔으며, 따라서 춤의 제작과 상연의 대부분 측면들은 극장 

장치(dispositif)에 의해 규제되어왔다.104) 장치는 푸코의 개념인데, 본고에서 

극장 장치로 의미하는 것은 공연예술 담론, 제도, 극장의 건축, 규제, 법, 

공연 기획과 극장 운영 등 행정 체계, 극장에서 춤을 관람하는 데 

연관되는 인지 체계 등을 지칭하는 “비균질적 총체”이자 “관계들의 

연결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극장 장치와 결부되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재현 장치다. 애초에 극장은 재현 장치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등장과 함께 ‘새로운 춤’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진보적이었던 누벨 당스가 당시 프랑스 무용사에서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극장의 재현에 충실한 무용극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반면, 농당스는 바로 그 ‘무용극’의 관습들, 특히 재현 장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1960-1970년대 미국의 분석적 포스트모던 

댄스는 마치 개념미술이 미술관에서 벗어나거나 일상적 오브제를 

예술작품으로 제시한 것처럼 극장 환경을 떠나 극장 춤과는 다른 일상적 

움직임을 춤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전의 무용극 형식과 재현 체계에 

저항하였지만, 농당스는 극장 안에 머무르면서, 나아가 재현 체계를 

104) 푸코는 ‘통치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던 1970년대 중반부터 특히 ‘장치’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는 1977년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치는]... 
담론, 제도, 건축적 형식, 규제적 결정, 법, 행정적 수단, 과학적 진술, 철학적, 
도덕적, 인도주의적 신조들을 포함하는 요소들의 비균질적 총체입니다. 장치 자체는 
이 요소들 사이에서 성립될 수 있는 관계들의 연결망입니다... 장치는 늘 권력의 
게임에 기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겨나고 또 그것을 조건짓기도 하는 
지식의 한 가지 또는 여러 제한과 연결됩니다. 지식의 여러 유형을 지탱하고 또 
그것에 의해 지탱되는 권력관계의 전략들, 이것이 장치입니다.” (Michel Foucault, 
“The Confession of the Flesh” (1977) interview, in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ed. Colin Gordon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pp. 1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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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시키는 극장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그 체제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스베이치는 농당스에서의 자기반영성은 관객에게 춤이 춤으로서 

제시되는 조건, 그 요소들의 역할과 과정, 즉 극장 장치를 겨냥하고 

있으며 그것이 농당스 공연의 목적이 된다고 논평했다.105) 요컨대 

농당스는 춤 공연이 재현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달리 말해 동시대 

문화에서 의미와 지위를 생산하는 수단, 기제, 이데올로기 등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자크 데리다가 우리는 서구의 재현 체계를 비판하면서 결코 

재현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리고 결국 그 울타리 안에서만 

그것을 비판할 수 있음을 역설했던 것과도 맞닿아 있다. 앙토냉 

아르토(Antonin Artaud)는 1930년대 잔혹극 선언을 통해 당시 서구 연극의 

텍스트 중심적 재현이 무대 위의 현존을 부정함으로써 결국 삶을 

부정한다고 보았으며, 아르토를 분석한 데리다는 그가 비판한 연극의 

재현 구조가 서양의 문화 전체에 각인되어 있다고 보았다.106)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모방을 예술과 

연관시켜 사유했다. 그들에게 미는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었고 예술은 그러한 미를 모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메시스는 

연극을 비롯한 예술의 작동 원리이자 형이상학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르토는 미메시스에 기반한 고전극이 지니는 형이상학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삶을 어떤 형태를 통해 고정되거나 재현될 수 없는, 일종의 

105) 물론 여기서 스베이치는 ‘농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본고의 논의상 
농당스를 의미하는 춤 현상이기에 ‘농당스’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Cvejić, op. cit., p. 
147.)

106) Jacques Derrida, “The Theatre of Cruelty and the Closure of Representation” in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 (London: Routledge, 2005[1978]), pp. 292-316.
이 글은 데리다의 『글쓰기와 차이』에 수록된 아르토에 대한 두 편의 논문 중 
하나이다. 데리다는 자신의 글쓰기(écriture)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아르토의 재현을 
탐구하고 있다. 하나의 흔적(trace)에서 다른 흔적으로 무한히 대체되는 글쓰기가 
잔혹극의 무한히 반복되는 재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잔혹극과 재현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1990년 국내 학술지에 실린 바 있지만, 데리다가 
“clôture”를 “원형적 울타리”로 묘사한 것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 단어를 단순히 
“경계”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폐쇄성”으로 번역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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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흐르는 힘이자 “재현의 재현될 수 없는 기원”으로 파악한다.107)

데리다 또한 기존 연극의 재현 구조에 대한 아르토의 비판에 동의하지만, 

그는 재현이라는 어렵고 애매한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면 

아르토도 잔혹극에 재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리라고 주장한다. 재현이 어떤 체적(volume), 다차원적인 환경, 

자신의 고유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경험의 펼쳐짐이라면, 비재현이야말로 

본래적(original) 재현이라는 것이다. 즉 재현이라고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이때 좋은 재현은 ‘본래적 재현’으로, 어떤 것의 모방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 펼쳐지는 경험으로서의 재현이다. 따라서 데리다에게 

고전적 재현, 즉 나쁜 재현의 종말은 본래적 재현의 닫힌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이자 힘 또는 삶의 원형적 현현(archi-manifestation)이다.108)

하지만 데리다는 잔혹극은 자신을 반복하지 않는 것의 반복으로서의 

연극, 즉 재현하지 않지만 되풀이되어 상연되어야 하는 연극으로서, 결국 

자신의 재현으로써 시작되어야 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107) 아르토는 개별 인물의 심리를 탐색하는 것에 몰두했던 심리극 위주의 동시대 
연극을 개탄하면서 무대 위의 모든 것이 대사에 희생되는 관습을 비판했다. 
전통적인 서구연극이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에 우선권을 
부여한 데 반해, 아르토의 잔혹극은 감정의 유기적인 기반과 생각의 물질성을 
배우의 몸으로써 보여주고자 했다. 잔혹성이라는 말이 불러올 오해를 아르토 역시 
예측하고 있었고, 그는 “잔혹극은 우선 [자신]에게 어렵고 잔혹한 연극을 
의미한다”면서 “퍼포먼스의 층위에서 [잔혹극의 잔혹성은] 서로에게 가하는 
잔혹성이 아니라... 사물들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더 끔찍하고 필연적인 
잔혹성”이라고 설명했다. 아르토는 “잔혹성”이라는 단어를 그것에 관습적으로 
부여되는 의미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르토에게 
잔혹성은 “정신의 관점에서 맹렬함, 확고한 의도와 결정, 돌이킬 수 없고 절대적인 
투지를 상징”한다. 그리고 잔혹성을 이렇게 정의함에 있어서, 아르토는 언어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말의 어원적 기원으로 돌아갈 권리를 주장했다. 그는 
잔혹극이 궁극적으로는 질서를 창조하며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에너지들을 우리 
안에서 되찾게 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연극으로부터 텍스트가 지니는 재현적 
권위를 제거해내고 연극에게 그것만의 육체적 언어, 즉 몸, 제스처, 움직임, 총체적 
실존과 생명을 부여하고, 나아가 삶 그 자체와 일치시키기를 주장했다. (Antonin 
Artaud, The Theater and Its Double, trans. Mary Caroline Richards (New York: Grove 
Press, 1958) 참고.)

108) 데리다에 따르면 ‘닫힌’ 공간은 그 자체 안에서 생겨난 공간이며 다른 부재하는 
장소, 탈국지성(illocality), 어떤 구실, 또는 보이지 않는 유토피아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된 것이 아닌 공간이다. (Derrida, op. cit, p. 3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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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했다.109) 재현은 언제나 이미 시작되어있기 때문에 그 끝이 없으며, 

이러한 재현의 폐쇄성(clôture)은 차이의 반복이 무한대로 반복되는 

원형적 한계다. 

   그런데 데리다가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해체(deconstruction)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이때 해체가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듯이, 아르토 역시 부정이나 

파괴를 선언하지 않았다. 이는 아르토가 잔혹극을 “부재하는 공백의 

상징이 아니라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불가피한 필연의 긍정”으로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110) 즉 데리다가 서구의 형이상학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그 형이상학에 속해 있는 개념들을 통할 수밖에 없듯이, 

고전극의 해체로서의 잔혹극도 고전극이 기반하는 재현 구조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은 상연으로서 연극과 무용 작품은 재현의 

이러한 폐쇄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종종 

재현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행해지는 즉흥적 공연은 정말 재현이 아닌가? 

즉흥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의 재현이 아닌, 그 순간의 창조성을 

보증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메시스를 단순히 외관의 모방이 아닌 

실재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라고도 이해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술은 그 본질에서 재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111)

   무용 공연에서의 이러한 불가피한 재현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잘 

드러나는 작품인 벨의 <저자가 부여한 이름>은 프레타르가 이것을 

109) Ibid., p. 316 참고.

110) Ibid., p. 293에서 재인용.

111)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외면세계의 수동적이고 충실한 복제로 보았던 
플라톤의 모방 개념을 변형시켰다. 그는 예술적 모방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보다 더 아름답게 혹은 덜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실재를 모방한다는 명제를 고수했지만, 그에게 있어 
모방이란 단지 충실한 복사가 아니라 실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의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모방도 각각 이러한 차이점을 가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상이한 대상을 이와 같이 
상이한 방법으로 모방함으로써 각 모방이 상이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예술적 모방은 단지 대상에 대한 충실한 복사가 아니라 각각의 
예술가가 행하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 op. cit., p.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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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당스의 출현을 가리키는 지표로 본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발레의 

아카데미 무용 훈련을 받고 누벨 당스 무용수로 활동한 시기를 지나, 벨은 

<저자가 부여한 이름>을 1994년에 초연하면서 농당스라는 흐름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형광등이 켜진 블랙박스 안에서 대략 한 시간 동안 

무용수 프레데릭 세게트(Frédéric Seguette)와 벨이 배경음악 없이 

일상용품들을 늘어놓고 사물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배치해보다가, 점차 

자신들의 몸도 사물과 함께 구조의 일부로서 배치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작품의 전부다. 이를 통해 물건은 다른 물건과의 배치와 대응, 

치환의 재배치 속에서 관계를 맺게 된다. 공연 중에 사용되는 물건 중 

하나인 소금통에서 떨어지는 소금 줄기가 그 과정의 흔적을 선으로 

남기기도 하고, 또 다른 오브제인 청소기가 그 위로 지나가며 그 흔적을 

없애기도 한다. 

   오늘날 연극 또는 무용극을 위한 공간으로서 블랙박스는 전통적 

연극이나 고전 무용에서 주로 사용하는 배경이나 무대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극적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즉 관객으로 하여금 일종의 

‘불신의 자발적 중지(willing suspension of disbelief)’112)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연극사적으로 블랙박스가 전통적 프로시니엄 아치 

극장에서 생겨난 제4의 벽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연극적 환영을 타파하기 

위해 사실주의 연극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한 반환영주의 공연 공간의 

일종이었음을 상기하면, 블랙박스에서 일어나는 불신의 자발적 중지는 

분명 모순적이다. 하지만 오늘날 관객은 연극을 액자 형태로 상연했던 

프로시니엄 아치 극장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의 현실적 공간으로부터 그를 

단절시키고 오롯이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는 스펙터클과 그것의 경험에 

112) ‘불신의 자발적 중지’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가 제안한 개념으로, 문학 감상에 있어서 허구에 
대한 불신을 중지하는 결정이 인간의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흥미와 유희를 위한 시적 믿음(poetic faith)으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Samuel 
Taylor Coleridge, “Chapter 14”, Biographia Literaria in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Vol 2., eds. Stephen Greenblatt et al., 8th 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2006), pp. 478-48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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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도록 하는 블랙박스에서도 불신을 멈추고 극적 환영에 몰입하게 

된다. 반환영주의 연극을 위한 공연 공간으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검은 배경에 종종 어디까지가 무대이고 어디부터가 관객석인지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블랙박스는 오히려 극적 환상으로서의 ‘현존’을 

강화시킨다. 소극장인 데다 무대와 관객석의 높이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블랙박스 안에서도, 결국 관객석이 고정되어 있고 공연 공간과 관객석의 

물리적 거리와 각도 등이 극을 위해 설정되어 있다면, 이때 극장의 물리적 

환경은 현존보다는 철저히 재현을 위한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자가 부여한 이름>에서 가장 먼저 의문시되는 것은 무용 

공연을 성립시키는 극적, 안무적 법칙의 공간적 맥락에서 바로 이 

블랙박스가 작동시키는 재현 장치다. 공연은 어두운 블랙박스 안으로 

무용수들이 ‘N’, ‘E’, ‘S’, ‘O’, 네 개의 알파벳 조형물을 가지고 나타나서 

무대 공간의 네 귀퉁이에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된다.113)

서두르지 않고 심지어 태평하게 조형물을 옮기는 무용수들을 지켜보면서 

관객은 자동으로 그 알파벳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내 그 네 개의 알파벳이 동서남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114) 극장 밖의 지리적 맥락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연극적 공간에 실제적 방향이 주어짐에 따라, 또는 정말 그 조형물이 

가리키는 방향이 진짜인지를 관객이 의심하는 순간, 블랙박스는 더 이상 

완전무결한 극적 환상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연극적 

환영을 위한 재현 장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적 공간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시작한 후, 벨은 극적 재현 체제를 전복적으로 

113) 벨이 인터뷰에서 밝히듯이 그는 공연 때마다 나침반을 가지고 다니며 공연장의 
위치에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리허설 전에 미리 확인했다. 즉 <저자가 부여한 
이름>의 모든 상연에서 극장의 위치에 따라 알파벳 조형물의 자리는 달라졌고, 그 
조형물이 가리키는 방향은 언제나 실제 방향이었던 것이다. (Jérôme Bel, interview by 
Christophe Wavelet, Nom donné par l’auteur, Catalogue raisonné Jérôme Bel 1994-2005, 
January 2005. http://www.jeromebel.fr/CatalogueRaisonne?idChor=1)

114) ‘N’, ‘E’, ‘S’, ‘O’는 각기 프랑스어로 북(nord), 동(est), 남(sud), 서(ouest)를 
의미하는 단어의 앞 글자이므로, 관객은 이 조합으로 말미암아 알파벳 조형물이 
위치가 네 방향을 지시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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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제롬 벨 <저자가 부여한 이름>(1994) 

작동시킨다.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알파벳 조형물을 무대 위에 내려놓은 

다음, 벨과 세게트는 계속해서 무대 안팎을 오가며 사물들을 가지고 나와 

무대 위에 위치시킨다. 청소기와 양탄자, 소금통, 스케이트, 작은 축구공, 

손전등, 사전, 카드 한 벌, 드라이기, 스툴을 가지고 나온 후, 두 사람은 

각기 청소기와 스툴에 걸터앉아 서로를 마주한다. 그리고는 한 명은 

사전은, 다른 한 명은 축구공을 집어들어 서로를 향해 내민다. 각자 

물건을 바꿔가며 반복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양손 모두를 사용해 총 네 

개의 물건을 들어 올리면서, 벨과 세게트는 물건이 관객에게 ‘제시’되는 

것이 명백하도록 물건의 정면이 관객석을 향하도록 한다. 그 물건들은 

전통적인 연극 또는 무용극에서라면 ‘소품’ 정도로 치부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소품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물건이 ‘제시’될 때마다 관객은 자연스럽게 그 조합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조합이 지시하고 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벨과 세게트는 사물을 제시하던 와중에 돌연 그 제시의 방향을 

이동시킨다. 앞서 무대 공간의 가장자리에 놓았던 알파벳 조형물과 함께 

바닥 가운데에 놓았던 양탄자의 방향을 관객의 왼쪽으로 90도 틀어버리는 

것이다. 이때 관객은 앞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실제적인 것으로, 아니면 극 

내부에서 꾸며진 것으로 판단했던 간에, 다시 한 번 그 혼란의 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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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이로써 드러나는 것은 프로시니엄 아치 

극장에 비해 비교적 관객석 설정이 자유로운 블랙박스에서조차 관객에게 

정해진 각도의 시야만을 허락하는 극장 장치다. 아무리 공연 공간과 

관객석 사이의 분리와 제4의 벽에 반대하는 반환영주의적 연극일지라도, 

동적인 공연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관객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자가 부여한 이름> 또한 관객을 

고정된 자리에 착석해있게 하되, 관객의 시야에 보이는 것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기존의 관극 경험에서 당연시되던 고정된 시야각이라는 극적 

규칙을 가시화시킨다.

   벨은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것을 “안무적·극적 규칙의 구현

(réification)”으로 묘사한다.115) 극적 사건의 구조를 폭로하는 장치로서 구

현이라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언제나 존재하지만 관습적인 동시에 자

발적인 묵인을 통해 가려져 있는 안무적·극적 규칙을 가시화시키고 나아

가 극의 직접적인 소재로 다룬 것이다. 그가 연극 전통의 건축적, 사회적 

장치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할 때, 그 정점에 있는 것은 바로 관객의 

‘자발적 불신의 중지’다. 사람들이 스스로 불신을 멈추고 어두운 극장에 

앉을 때,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벨은 이 의문에 대한 탐구

가 자신의 작업 동기가 된다고 한 바 있다.116) 그리고 이때 벨이 자신의 

작업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관객성임을 알 수 있다. 무용에 내

재적인 극적, 안무적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것은 무용 공연으로서 춤의 

속성뿐만 아니라 공연의 핵심 구성 요소들 중 하나인 관객의 인지 구조

와 경험이었던 것이다. 전통적인 공연예술의 재현 체계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제되는 관객은 <저자가 부여한 이름>과 같은 농당스 작

품으로부터도 의미를 찾으려 했을 것이고, 그러는 동안 그들이 경험할 

115) “안무적·극적 규칙의 구현은 극적 사건의 구조를 노출시키는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작용이 되었다.” (Jérôme Bel, interview by Clyde Chabot, Théâtre Public, 
October 2006. 
http://www.jeromebel.fr/textesEtEntretiens/detail/?textInter=divers%20-%20th%C3%A9%C3%
A2tre%20public)

116) Ibid.



- 45 -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었을 것이다. 벨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을 속

박하고 있던 안무적·극적 규칙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관객이 “해방된 

관객”이 되어 지적으로 활성화된, 의미의 공동생산자가 될 것을 독려한

다.117)

   앞서 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농당스 이전의 무용 사조인 누벨 당스는 

극장의 물리적 조건과 장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했고, 그 결과로써 극장성이 

강조되었다. 다만 극장주의 연극이 관객들로 하여금 재현으로서의 

연극만이 가지는 고유한 유희를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주의적 재현을 

추구하는 무대 장치를 배제시켰던 반면, 누벨 당스는 오히려 무대 장치 및 

다른 시각적 효과를 통해 재현으로서의 무용극을 풍부한 볼거리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누벨 당스의 관객도 그러한 스펙터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극장 장치라는 것을 몰랐을 수는 없다. 그러나 

농당스는 극장주의 연극이나 누벨 당스가 극장 장치를 다루는 방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안무적·극적 규칙을 구현시킨 것이고, 이전까지는 

개념적 규칙이나 관습으로만 존재했던 것을 물리적으로 대면하는 

농당스의 관객은 극장 장치가 무용 공연을 비롯한 극예술 전통에서 

얼마나 억압적일 수 있는가를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예로, <제롬 벨>은 극장, 무용수, 빛, 음악 등 ‘무용 공연’이기 위한 

소위 필요충분적 조건들을 모두 갖춘 채 시작됐지만, 결정적으로는 

무용극으로서 기존의 무용 공연이 성립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극적 재현 

장치의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연극적 재현을 공고하게 유지시키는 

가장 핵심적 요건인 언어와 의미화의 규칙이 몸의 본능적인 작용에 의해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을 흑판에 쓰인 글씨를 무용수의 소변으로 지우는 

117) 벨은 직접적으로 자크 랑시에르의 “해방된 관객” 개념을 언급한다.(“나는 객석에 
자크 랑시에르의 표현처럼 ”해방된 관객“이 있기를 바란다.” Ibid.) 
랑시에르는 『해방된 관객』에서 연극 전통에서 오래도록 이어져온 “관객의 역설”을 
명시하는데, “관객이 된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능력과 행동할 수 있는 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관객 또한 제시되는 것을 관찰, 선택, 비교, 
해석하는 능동적이고 지적인 참여자라고 주장한다. (Jacques Rancière, The Emancipated 
Spectator, trans. Gregory Elliott (New York: Verso, 2009), p. 1-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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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통해 보여준 것이다. 흑판 또는 무용수의 몸 위에 쓰인 글씨는 

<제롬 벨> 공연 전반에서 의미의 차원에서는 역사, 이름, 정체성을 

지시하고 공연제작의 차원에서는 다음에 제시될 장면을 명령하는 언어의 

체계로 기능한 반면, 무용수가 무대 공간에서 방뇨 행위를 통해 배출한 

소변은 언어의 체계에 종속되기만 하지는 않고 그 체계에 의해 정해진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몸의 가능성으로 작용했다.118)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소변으로 지워진 알파벳 외에 남겨진 철자로 구성되는 

문장(“에릭이 스팅 노래를 부른다”)에 의해 노래가 불러지고 공연이 

완성되기 때문에, 결국 농당스는 공연으로서 언어의 지시 체계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벨은 무용 공연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조건들을 가능한 한 축소시킴에도 

불구하고, 무용 공연을 성립시키는 극장 장치가 언제나 작동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외적인 것을 배제시키는 춤의 ‘본질’로의 회귀는 모던 댄스와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문제의식이다. 그런데 농당스는 

예술형식으로서의 무용에서 본질을 향한 탐구의 역사를 계승하고 

지속해온 한편, 재료보다는 매체에 대한 자기반영적 탐구를 통해 ‘춤’의 

본질보다는 무용 ‘공연’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다.

118) 레페키는 이 작품에서 방뇨라는 몸의 행위가 재현이 설명하지도, 완전히 
통제하지도 못하는 내면성을 보여주며, 몸이 언어의 변신에서 주요한 동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즉 몸이 언어체계에서 해방된 것은 아닐지언정 언어를 
변신시킬 수 있음으로써 오늘날 안무에서 언어와 몸의 관계가 위계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 안무 개념과 변화된 안무 개념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이어지는 절에서 계속할 것이다. (Lepecki, op. cit., p. 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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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전통적 안무 개념의 전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당스에서 재현 비판은 전통적인 ‘춤’의 

이데올로기를 전복시킨다. 따라서 농당스에서는 춤의 창작 또는 

구성으로서의 안무 개념의 전환이 불가피해진다. 물론 역사적으로 안무 

개념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고, 농당스 실천만이 그 전환을 촉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무 개념이 처음 생겨난 궁정발레의 시대로부터 

낭만발레와 고전발레를 거쳐 모던 댄스, 포스트모던 댄스 등 현대로 

오기까지, 안무 방식과 정의는 춤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가진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안무 개념에 축적된 그 변화들이 벨을 비롯해 그와 비슷한 

시기에 안무를 시작한 보리스 샤르마츠(Boris Charmatz)와 크사비에 르 

르와(Xavier Le Roy) 등 농당스 안무가들의 작업을 계기로 비로소 

가시적으로 춤에 드러났다는 것이다.119) 레페키는 농당스 안무가들이 서로 

다른 작업 방식들과 드라마투르기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때로는 형식이나 담론, 내용을 다루는 방식에서 공공연한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안무의 정치적 존재론에 대한 

의문을 공유했다고 논평한다.120) 즉 다양한 양상을 띠는 농당스 현상에서 

레페키가 핵심으로 보는 것은 안무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다. 

그런데 벨이 <저자가 부여한 이름>을 “순수한 안무”121)라고 할 때, 이에 

119) 샤르마츠는 1993년에, 르 르와는 1998년에 각각 첫 안무작을 발표했다. 
샤르마츠의 1993년 작품 <온몸으로(A bras-le-corps)>는 당시 곧바로 ‘농당스’라고 
불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어쨌거나 벨의 <저자가 부여한 
이름>과는 다르게 이 작품에서는 무용수가 분석적 포스트모던 댄스 작품에서와 
같이 격렬하고 반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샤르마츠가 1996년에 발표한 작품 <아타앙시옹(Aatt enen tionon)>에서는 
직접적으로 무용 형식을 다루는 자기반영성이 드러난다. 르 르와는 1998년 
<미완성의 자아(Self Unfinished)>를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몸을 변형시키지만 
아름다운 움직임을 해보이지 않는 춤을 보여줌으로써 벨과 더불어 대표적인 농당스 
안무가로 회자된다. 특히 <미완성의 자아>는 본고의 II장 3절에서 무용수의 신체 
인식을 논하며 사례로 들 것이다.
(Boris Charmatz, accessed October 24, 2016, http://www.borischarmatz.org/
Xavier Le Roy, accessed October 24, 2016, http://www.xavierleroy.com/ 참고.)

120) Lepecki, op. cit.,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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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연스럽게 야기될 수 있는 의문을 레페키의 질문 그대로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춤과 음악과 무용수가 없는 작품에도 여전히 안무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122)

   하지만 <저자가 부여한 이름>을 비롯한 벨의 초기 작업은 언어와 

극장의 실제적 공간 등 안무 외적인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재현 체계에서 총체적인 종속 구조의 구성에 공모한다는 것을 밝혀내는 

자기반영적 기획으로, 애초에 안무가 단순히 “춤과 음악과 무용수”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음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재현에 대한 비판은 

연극사적으로는 앞서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아르토의 잔혹극 선언을 통해 

보았던 바와 같이 20세기 초부터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공연예술의 특징 

중 하나이며, 그것이 시사하는 것은 재현의 실제 효과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었던 근대의 인식론적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123) 이는 당연하게 진리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재현된 것이고 

합리화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벨은 극적, 안무적 법칙의 

구현을 통해 재현에 대한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한다.

안무는 어떻게 미메시스라는 일반적인 질서의 일부가 되는가? 

가능성에 대한 안무의 조건들을 탐구하는 것은 안무가 재현의 

공간에서 주체성의 생산에 가담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무용수는 어떤 기제에 의해 안무가의 대변인이 되는가? 

안무가가 부재할 때도 무용수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스텝을 

엄격하게 따르도록 하는, 안무적인 것의 핵심에 있는 그 이상한 

힘은 무엇인가? 움직임에 대한 강박과 안무의 결연은 주체성을 

121) Jérôme Bel, interview by Christophe Wavelet, Nom donné par l’auteur, Catalogue 
raisonné Jérôme Bel 1994-2005, January 2005. 
http://www.jeromebel.fr/CatalogueRaisonne?idChor=1

122) Lepecki, op. cit., p. 52.

123) Avery Gordon, Ghostly Matters: Haunting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p. 10. (Ibid., p. 45에서 참고.)



- 49 -

어떻게 고취시키고 재생산하고 재현의 일반적인 질서로 

옭아매는가?124)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함으로써, 벨의 재현 비판 기획은 안무의 여러 

맥락들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벨은 현존을 고정시키고 인식가능한 

것으로 변신시키는 재현 능력을 소진시켜 그 한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재현의 종말이라는 것을 전제로, 재현의 다양한 수단으로서 연극적 관습의 

장치들을 탐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벨의 기획이 온전히 펼쳐지려면 안무가 

드러나는 역사적, 존재론적, 공간적 맥락들을 동시에 호명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전통적 안무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농당스에서 

그 전환의 양상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II.2.1. 저자에서 저자기능으로

   역사적으로 <저자가 부여한 이름>이 새로운 의미에서 안무일 뿐만 

아니라 안무 개념을 자기반영적으로 구현한 안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전통적 안무 개념, 그리고 농당스 이후 안무 개념의 

동시대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아야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안무는 16세기 

말 프랑스의 예수회 신부였던 제앙 타부로(Jehan Tabourot)가 트와노 

아르보(Thoinot Arbeau)라는 필명으로 썼던 저서인 

『오르케소그라피(Orchésographie)』125)와 18세기 초 프랑스 안무가 라울 

오제 푀이에(Raoul Auger Feuillet)의 논문 「코레그라피(Chorégraphie)」126)의 

기획 그대로 춤과 글쓰기를 섞은 것, 더 구체적으로는 춤을 글쓰기의 

체제에 종속시킨 것이다. 춤과 글쓰기를 결합하는 것은 단순히 몸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적 기호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가 저자와 

124) Ibid., p. 46 참고.

125) Thoinot Arbeau, Orchesography: A Treatise in the Form of a Dialogue Whereby All 
Manner of Persons May Easily Acquire and Practise the Honourable Exercise of 
Dancing (New York: Dance Horizons, 1966).

126) Raoul Auger Feuillet, Chorégraphie: Ou l'art de décrire la danse (New York: 
Broude Bros,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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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를 상정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원격 소통(telecommunication)을 통해 

춤을 시공간을 초월해 소환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오르케소그라피』는 카프리올이라는 한 젊은 변호사의 춤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사회화 방식으로서 춤을 배우기 위해 

멀리 살고 있던 자신의 스승인 아르보에게 서면으로라도 춤 지도를 

부탁한 것이 『오르케소그라피』라는 무용지침서가 탄생한 계기였다. 

카프리올의 요청에 응한 아르보의 글쓰기를 통해, 카프리올은 아르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가르쳐주는 춤을 출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아르보는 『오르케소그라피』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카프리올에 의해, 그리고 그 후대에 의해 언제든 재생산될 수 있을 춤의 

저자이기도 하다. 아르보의 글쓰기는 말 그대로 춤이 문자가 되는 것인 

동시에 그 문자화된 춤이 법이 되는 것을 상징하며, 그로부터 법으로서 

안무의 권위와 저자로서 안무가의 권위가 확립된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안무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은 신학적(théologique) 힘을 

지닌 저자 개념이다. 춤 담론에서의 저자 개념은 물론 문학에서의 저자 

개념과는 여러 층위에서 다른 양상을 띤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말을 

문학작품으로 주조하는 작가와 같이, 안무가는 언제나 덧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춤을 글쓰기를 통해 잡아두고 ‘반복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안무는 부재하는 무엇을 다시금 현전하게 하고, 그 

힘으로부터 나오는 글쓴이, 즉 저자의 권력을 데리다가 말한 신학적 

연극에서의 그것과 같이 공고히 유지시킨다. “말에 의해, 말에의 의지에 

의해, 그 연극적 현장에 속하지 않고 멀리서 지배하는 일차적 로고스의 

배치에 의해 지배”되는 신학적 연극에서는 저자가 창조주로서 텍스트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연출가와 배우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재현하도록 

하며, 그 자신이 표상에 의해 재현되는 것을 허용한다.127) 데리다는 

신학적 연극의 연출가와 배우들이 저자에게 복종하기만 할 뿐 아무 것도 

창조하지 않으며, 단지 무언가를 창조했다는 허상만을 가지고 관객이 

127) Derrida, op. cit.,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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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읽어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옮겨 쓸 뿐이라고 비판한다.128)

마찬가지로 안무가 생성하는 위계적 질서 하에 안무가는 저자, 즉 

주체로서, 그리고 무용수는 저자의 글쓰기를 충실히 해석하고 명령을 

이행하는 객체로서 주종 관계에 놓인다.129)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저자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문학이론에서는 ‘저자의 죽음’을 통해 이미 드러난 바,130) 문학에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무용에서의 저자성 개념 역시 바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축적된 변화들은 농당스에서 비로소 구체화되어 

드러나게 되는데, 신학적인 저자로서의 안무가는 사라지고 

‘저자기능(author-function)’만이 남는 것이다. 이때 저자기능은 벨이 스스로 

창작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131) 여러 철학자 중 한 명인 미셸 푸코가 

「저자란 무엇인가?(Qu’est-ce qu’un auteur?)」(1969)132)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푸코는 이미 언명된 ‘저자의 죽음’ 이후 그 빈 공백을 채우는 

것은 저자기능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저자는 실존하는 인격체로서 

영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자 또는 수용자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이제 하나의 

혹은 복수의 ‘기능’으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푸코가 기술하는 

저자기능의 네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28) Ibid. 참고.

129) 프랑스 무용계에서 프로그램 북이나 공연 크레딧 상 ‘무용수’는 
“danseur/danseuse” 보다는 ‘연기자’라는 의미의 “interprète”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interprète”의 동사 원형인 “interpréter”가 ‘해석하다’, 
‘통역하다’라는 의미를 주로 가진다는 사실은 신학적 연극이나 무용에서의 
전통적으로 수직적인 위계를 다시금 암시한다.

130)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1967년 에세이 「저자의 죽음(La mort de 
l'auteur)」을 통해 작품을 해석해 의미를 도출하는 데 있어 저자의 정체성에 
의존하는 문학비평의 관습을 비판했다.

131) Bel, interview by Clyde Chabot, Théâtre Public, 10. 2006, RB JEROME BEL.

132) 이 에세이는 1969년 푸코가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서 강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영역본을 참고했다. (Michel Foucault, “What is an 
author?” in The Foucault Reader, ed. Paul Rabinow (New York: Pantheon Books, 1984), 
pp.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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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자기능은 담론의 영역을 포괄, 결정, 표현하는 사법적·제도적 

체계에 연결되어 있다.

2) 저자기능은 모든 담론들에 대해서, 또 모든 시대와 모든 형태의 

문명에서 획일적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3) 저자기능은 하나의 담론을 그것의 생산자에 자연발생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특수하고 복잡한 작동에 의해 

정의된다.

4) 저자기능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실제의 한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다. 여러 자아들, 여러 주체들, 다른 계층의 개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주체 위치들을 동시에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133)

이처럼 단일한 저자 개념으로부터 복수의 저자 주체가 가능해지는 

저자기능 개념으로의 확장은 춤 담론에서 안무 개념의 확장 또한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 안무 개념이 단일한 저자로서의 안무가에 의해 

작성되고 소유되는 사물과 같은 것이었다면, 오늘날 전환된 안무 

개념에서는 단일한 한 명의 저자가 있을 수 없다. 오늘날 

예술형식으로서 춤은 안무가가 먼저 작성한 안무에 따라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동작만을 무용수가 정확히 수행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춤은 무용수의 자발적 움직임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그 춤을 안무가가 선택해 안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심지어 많은 

경우 안무가는 규칙이나 방향만을 제시할 뿐, 춤을 창작하는 주체는 

춤을 추는 무용수 그 자신이다. 하지만 저자의 공허한 이름만으로 

담론이 생성되고 작동된다고 푸코가 지적했던 것처럼, 춤이 무용 

작품으로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안무가의 이름이고, 무용담론은 

안무가의 이름으로부터 제도적 기반과 내용을 얻어 생성되고 작동된다.  

여러 무용수들이 <제롬 벨>에서 나체로 소변까지 보며 작품을 

완성했음에도, 이 논문에서는 결국 그 작품의 ‘저자’로서 벨만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133) Ibid., p. 1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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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노베르의 『무용과 발레에 관한 서한』에서 일찍이 춤은 

시각성과 기입에 저항함으로써 안무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 바 있다.134) 글쓰기와 춤 사이의 의미론적 균형을 의심하지 

않았던 아르보와는 달리, 노베르는 기입되지 않고 절대 잡히지 않는 

과잉으로서 춤의 특성을 포착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안무와 퍼포먼스 

사이에는 연극에서 텍스트와 퍼포먼스 사이의 분열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의 이분법이 생겨났다. 이러한 전통적 안무 개념을 

여전히 유지하는 무용계에서 안무는 무용수에 의해 실연될 퍼포먼스의 

신학적 텍스트로서 안무가의 창작물을 지칭하면서 사물처럼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안무는 단순히 저자인 안무가의 개인적 ‘창작물’이나 

퍼포먼스를 향한 ‘창작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퍼포먼스 자체에도 상존하고 언제나 개입되는 일종의 규칙으로서 

전환된다. 안무는 개인으로서 안무가에게 그 소유권이 종속될 수 있는 

춤에 대한 설계도이자 지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 공연을 

존재하도록 하는 개념적 장치로서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통적 안무 개념은 안무가의 머릿속에서 완성된 춤을 기호화해 종이에 

작성하는 기술이자 그 기호화된 춤 자체를 의미했었지만, 오늘날 새로운 

안무 개념은 퍼포먼스의 순간에 완성될 춤을 위한 원칙이자 무용 

공연이라는 게임의 법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통적 안무 개념의 전환을 주장하는 스베이치는 안무와 퍼포먼스를 

분리된 것이 아닌, 동일한 작업의 서로 다르지만 긴밀히 연관된 

형태들로 이해하면서, 다만 그것이 ‘안무’라고 불릴 때에는 창작 과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퍼포먼스’라고 불릴 때에는 창작의 대상으로 확정되는 

134) 노베르는 당시의 안무가 발의 움직임만을 표기하며 팔의 위치와 모양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안무를 불완전(imperfect)하고 무용한(useless)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기호의 집합으로서 안무는 춤을 완벽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베르는 차라리 춤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묘사해서 기록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Jean-Georges Noverre, “Letter 
XIII” in Letters on Dancing and Ballets, trans. Cyril W. Beaumont (Nottingham: Russell 
Press, 2004[1930]), pp. 1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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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한다.135) 그러나 스베이치의 이러한 주장 역시 결국 

안무를 선형적 역사관에서 오직 퍼포먼스를 향해 진행되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에 불과하다. 안무와 퍼포먼스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정’과 ‘대상’의 지위가 각각에게 부여된다면 이분법적인 선후 관계 및 

인과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벨의 작품에서는 

퍼포먼스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의 순간에 규칙으로서 안무가 

언제나 현존한다는 것이 폭로된다. 그리고 이제 농당스를 통해 안무는 

춤을 ‘무용 공연’으로 만드는 기본 원리로서 이해되어야 함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농당스에서 재현의 비판과 ‘춤’의 소진을 통해 

무용 공연에는 매순간 저자기능, 그리고 규칙으로서 안무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 무용 공연의 기저에는 언제나 

저자기능과 규칙으로서 안무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관객들은 

아름답거나 흥미로운 움직임으로 가득 찬 춤밖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저자가 부여한 이름>이라는 제목이 명명하기의 권력이 

저자에게 있음을, 그리고 <제롬 벨>이라는 제목이 안무가의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언제나 작품과 퍼포먼스에 드리우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에서도 암시된다. 벨의 재기발랄한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자기능과 안무의 작동 속에서, 작품의 제목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저 

“저자가 부여한 이름”일 뿐이라는 것과, 작품은 안무가로서 자신의 

이름(“제롬 벨”)을 붙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물과 같다는 것이다.

   벨의 저자기능에 대한 탐구는 <마지막 공연(Le dernier 

spectacle)>(1998)과 <크사비에 르 르와(Xavier Le Roy)>(2000)에서 

이어진다. 전자의 작품에서 벨은 문학에서의 인용이나 참조가 무용에서도 

가능한가를 실험했다. 벨의 네 번째 작품인 <마지막 공연>에는 처음 두 

작품과는 다르게 (드디어) 누구나 ‘춤’이라고 인정할만한 것이 

포함되는데,136) 이 춤은 벨이 안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금 벨의 

135) Cvejić, Choreographing Problems: Expressive Concepts in European Contemporary 
Dance and Performance, p. 14.

136) 벨의 안무작 중에서는 세 번째 작품인 <셔츠론(Shirtologie)>(1997)에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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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획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공연>에서는 빈 무대에 스탠드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 네 명의 무용수가 한 명씩 차례로 등장해서 

단순하기 그지없는 문장으로 스스로를 각기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한다.137)

작품의 안무가인 제롬 벨, 테니스 선수 앙드레 애거시, 그리고 햄릿을 

거쳐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은 독일 안무가인 수잔 링케(Susanne 

Linke)다. 그리고 스스로를 수잔 링케라고 진술한 무용수는 링케가 스승 

마리 뷔그만에 대한 오마주로서 안무한 작품인 <변신(Wandlung)>(1978)의 

일부를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제14번 “죽음과 소녀(Der Tod und das 

Mädchen)”에 맞춰 춤춘다.138) 타인의 안무를 빌려오기로 한 것은 이전 

작품에 ‘춤’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벨에게 있어서 ‘춤’을 포함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연과 안무에서 저자기능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이 작품의 크레딧에 

구상(concept)은 벨의 작업, 안무(chorégraphie)는 링케의 작업으로 명시되어 

있다.139) 한편, 벨이 “안무는 그저 하나의 틀, 구조, 언어이며, 그것에는 춤 

이상의 많은 것이 새겨져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벨은 이미 

전환된 안무 개념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0) 따라서 벨이 

춤이 등장한다. <셔츠론>에서는 한 명의 무용수가 수십 장의 티셔츠를 껴입은 채 
등장해 셔츠를 한 장씩 벗음에 따라 드러나는 셔츠 위의 문구에 따르는 것인데, 
“Dance”라는 문구가 프린트 되어있는 셔츠가 드러나면 무용수는 그 문구가 
지시하는 대로 춤을 춘다. 하지만 <셔츠론>에서의 춤도 무용 공연에서 볼 만한 
것으로 인정받을만한 춤은 아니기 때문에, 벨의 작품 중에서는 <마지막 
공연>에서야말로 처음 ‘당스’라는 것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Shirtologie (1997)”, RB JEROME BEL, accessed January 30, 2016, 
http://www.jeromebel.fr/spectacles/videos?spectacle=Shirtologie)

137) “나는 제롬 벨이다... 나는 앙드레 애거시다... 나는 햄릿이다... 나는 수잔 
링케다.”

138) 이 작품에서는 네 명의 무용수가 돌아가며 자신이 벨/애거시/햄릿/링케임을(“Je 
suis...”) 주장한 후 또 다시 벨/애거시/햄릿/링케가 아님을(“Je ne suis pas...”) 
주장함으로써 극적 장치 안에서 인물이 존재하고 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기제를 
탐구한 것 역시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본고에서는 저자기능에 맞춰 링케의 안무를 
차용한 부분에만 집중해 이 작품을 논하기로 한다. 

139) “Le dernier spectacle (1998)”, RB JEROME BEL, accessed January 30, 2016, 
http://www.jeromebel.fr/performances/presentation?performance=The%20last%20performance

140) Una Bauer, “Jérôme Bel: An Interview”, Performance Research, Vol. 13,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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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공연>의 크레딧에 ‘안무’를 자신의 것이 아닌 링케의 작업으로 

표기하는 것은 그때까지 그의 작품을 춤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무용계에서 

‘안무’란 ‘춤’의 작성에 한정된 전통적 의미의 안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제스처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벨은 <크사비에 르 르와>에서 저자기능의 작동을 극단적으로 

실험한다. 작품의 착안과 안무, 실행까지 모두 동료 안무가인 르 르와에게 

맡긴 채, 자신은 제도적 ‘저자’로 이름만을 작품에 걸쳐놓는 것이다.141)

이때 제도적 저자는 작품에서 오는 수익과 경력 등 모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다. 실제로 작품을 안무한 르 르와는 벨의 직전 

작품인 <마지막 공연>과의 연계성을 구축하고 벨이 평소 함께 작업하는 

무용수를 캐스팅하는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벨의 창작 경향을 고려해 

‘제롬 벨의 공연’으로서 손색 없을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기획을 

통해 벨은 다시금 무용 공연의 창작과 존재 방식에 작동하고 있는 

저자기능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유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크사비에 르 르와>에는 전통적 의미의 ‘춤’이 없기 때문에, 이 

작품의 크레딧에 르 르와는 안무가 아닌 구상(conception)을 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 공연>과 <크사비에 르 르와> 모두 ‘무용’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링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전자의 ‘안무’를, 르 

르와는 후자의 ‘구상’을 한 것이 되는 것이지만, 실상 우리가 이 작품들에 

대해 말할 때 ‘안무가’로 지목되는 것은 벨과 르 르와다. 이처럼 오늘날 

전환된 안무 개념은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혼란을 야기한다.142)

2008, pp. 42-48.

141) <크사비에 르 르와>의 크레딧에서 이 작품은 “제롬 벨의 공연(un spectacle de : 
Jérôme Bel)”으로 소개된다. 실제 창작자인 르 르와는 공연을 구상한 것으로, 벨은 
공연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Xavier Le Roy (2000)”, RB JEROME BEL, 
accessed January 30, 2016, 
http://www.jeromebel.fr/performances/presentation?performance=Xavier%20Le%20Roy)

142) 그럼에도 동시대 안무가들 역시 이러한 안무 개념의 전환을 집단적·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체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웹 무용잡지 코르푸스 웹(Corpus Web)이 
시행한 안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는 유럽 컨템퍼러리 무용계의 안무가, 무용수, 
이론가, 기획자, 드라마투르그들로부터 안무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받아냄으로써, 
현재 전개되고 있는 안무 개념의 다원적이고 미확정적인 정의를 제공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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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농당스의 특성을 안무의 부재로 파악하거나 농당스를 

‘해프닝’처럼 안무되지 않는 퍼포먼스 아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농당스에서 저자기능으로 확대된 저자 개념을 감안하지 않은 채 안무의 

오래된 개념을 계속해서 농당스에 적용시키려는 부적절한 시도일 

것이다.143)

II.2.2. 몸과 움직임 결속의 해체

   일반적으로 춤에서 무용수의 몸이 할 수 있는 것은 ‘춤추는 것’, 즉 

움직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모던 댄스 이전의 춤에서 움직임은 그 

주체로서 무용수의 몸과 결속되어 있지는 않았다. 궁정 사교 무용에서 

춤추는 몸은 자신의 사회적 계급을 지니고 있었으며,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전문화된 예술로서 고전발레에서는 무용수의 몸이 이야기 

속의 인물을 체현하게 되어 있었다. 즉 당시 춤추는 몸은 기호적 몸이자 

안무에 부차적인 것이었고, 발레에서 움직임은 상징적 재현 체계에 의해 

따르면 많은 안무가들이 “시공간 속에서의 움직임의 구성”이라는 안무의 일반적인 
정의에 동의하지만, 각자의 이해에 따라 서로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다. 윌리엄 
포사이드(William Forsythe)는 안무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언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그 이후의 정의들은 인간 신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생략하거나 
신체에 움직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얀 리체마(Jan Ritsema)는 “안무란 
무대 위 시공간에서 객체와 주체의 구성에 대한 사유”라고 했으며, 르 르와에게 
안무는 “인공적으로 연출된 행위(들) 그리고/또는 상황(들)”이다. 더 나아가 조나단 
버로우즈(Jonathan Burrows)는 움직이는 몸과 안무와의 연결 관계를 끊으며 안무는 
선택에 대한 것이고, 그 선택에는 선택하지 않을 선택도 포함된다는 급진적인 
개념을 제안하기도 한다. (Cvejić, op. cit., 8 참고.)

143)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농당스가 불가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농당스를 주요하게 다루는 유일한 국내 학위논문 작성자인 박종현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듯 농당스를 현대 춤의 ‘아포리아’로 상정한다. 이 논문에서 ‘아포리아’는 
‘당스’인가 ‘농당스’인가의 문제에서의 해답이 식별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 
박종현은 농당스 작품을 장면마다 표현기법과 움직임, 사용매체, 음악 등 
“구성요소”들을 구별 후 분석하여 표로 제시하는데,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총체성을 
이뤄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농당스의 기획이 총체성의 추구에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논문에서 증명하고자 한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오류가 드러난다. (박종현, 「현대 춤에 나타난 아포리아적 양상 연구 –농 
당스 작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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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었다. 이에 대해 모던 댄스의 선구자인 뷔그만과 그레이엄은 몸의 

의식 및 신체적, 감정적 경험과 결속된 몸의 움직임이야말로 춤의 특수한 

본질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움직임을 미메시스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마틴은 춤이 오직 움직이는 것에서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찾을 때 

자율적인 예술로서의 지위를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모던 댄스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했다. 자기표현은 몸을 움직임으로써 내면의 감정적 

경험을 표현하도록 하는 모던 댄스의 이념적 작동 기제였다.144) 이를 통해 

모던 댄스에서 움직임은 존재론적으로 몸에 결속되었다.

  이처럼 모던 댄스가 ‘주관화’ 과정으로서 자기표현을 통해 몸과 

움직임을 주관적 경험으로 연결했던 반면, 머스 커닝엄의 후기 모던 

댄스와 그 이후 포스트모던 댄스는 일종의 ‘객관화’ 과정을 통해 움직임을 

물리적 사물로서 의식으로부터 분리해냈다.145) 즉 그레이엄이나 뷔그만의 

춤에서 움직임은 오직 그 춤을 추고 있는 무용수의 내면의 

감정으로부터만 생겨날 수 있는 감정적 산물인 데 반해, 커닝엄이나 

저드슨 교회 무용가들의 춤에서 움직임은 운동 그 자체의 역동성과 

이동성에 가치를 두었던 것이다. 후자에서 종종 발견되는 우연성과 

비결정성은 움직임의 구성과 시행, 즉 춤추기로부터 자기표현의 모든 

효과들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였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댄스는 움직임의 

자기반영성을 통해 움직임을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인 것으로 

다루지만, 이때도 여전히 몸과 움직임 사이의 결속 관계는 유효하다. 이때 

춤추는 몸은 움직임의 ‘행위자(doer)’로서 움직임의 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146) 포스트모던 댄스는 단지 움직임의 동력으로서 자기표현을 

거부했던 것이고, 그 대신 몸의 물질성을 통해서만 움직임을 생산했다. 

144) “모던 댄스 무용가는 감정적 경험이 움직임을 통해 스스로를 직접 표현할 수 
있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Martin, The Modern Dance, p. 18.)

145) Cvejić, op. cit., 19 참고.

146) 이본 레이너는 자신의 춤에서 무용수는 그 자신이 아니라 중립적인 행위자인 
것이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Yvonne Rainer, Work 1961-73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4), p. 65, Ibid.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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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움직임은 모던 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춤의 

본질로서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대다수 농당스 연구 및 농당스를 언급하는 기사나 비평문에서 

농당스의 핵심적 특징은 ‘움직임의 부재’, 즉 이제까지의 춤의 제일원리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언명된다.147) 움직임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춤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농당스 작품에서 관객이 제일 먼저 

인식하게 되는 특징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당스를 

포스트모던 댄스, 그 중에서도 분석적 포스트모던 댄스의 미니멀리즘적 

춤과 유사한 것으로 쉽게 오해한다. 하지만 농당스를 분석적 포스트모던 

댄스처럼 단순히 재현이나 ‘아름다운 움직임’에 대한 거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상 포스트모던 댄스와 농당스는 현상적으로 유사하게 

보이지 않지만, 학계에서 ‘움직임의 부재’와 ‘정지’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양자 모두를 묘사함으로써 둘 사이의 개념적 혼동이 야기된다.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움직임의 부재는 ‘아름다운 움직임’의 부재를 

의미한다. 즉 이전에는 예술로 인정되지 않았을 일상의 움직임만으로도 

포스트모던 댄스 작품이 구성된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적 용어가 바로 

‘움직임의 부재’인 것이다. 하지만 사실 포스트모던 댄스는 움직임 자체의 

운동성과 조화롭지 않고 비정형화된 일상적 움직임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고유한 조형성을 탐구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에서, 애초에 포스트모던 

댄스의 특징을 움직임의 부재로 파악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는 않다.148)

147) 대표적으로 오선명은 농당스가 움직임의 부재를 통해 “동작에 대한 거부이자 
저항”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이 현상을 1960-70년대 미니멀리즘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오선명, op. cit., p. 209.)

148) 포스트모던 댄스에는 운동의 휴지(pause)가 있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 역시 결국 
춤으로 수용되었다. 비어즐리는 휴지를 (영어로는 발음마저 비슷한) 포즈 
잡기(posing)로 이해하면서, 움직임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포즈 잡기는 행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춤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Beardsley, op. cit.
참고.)
스티브 팩스턴의 접촉 즉흥(contact improvisation) 작품인 
<마그네슘(Magnesium)>(1972)에서 몸의 정지된 상태(stillness)는 팩스턴이 “직립(the 
stand)”이라고 이름 붙인 ‘기술’이 됨으로써 춤으로 편입되었던 바 있다. 팩스턴은 
이완된 상태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은 정지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조각의 
정지 상태와는 다르게 미세한 움직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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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 농당스에서 움직임의 부재라고 불리는 것은 포스트모던 

댄스처럼 ‘정지’ 상태 또는 장식적 움직임이 배제된 일상적 운동이 

아니라, ‘춤’의 근대적 존재론을 구성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운동적 기획, 

즉 움직임의 필수성이라는 조건이 소진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전의 

춤에서는 당연하고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무용수의 몸과 

움직임 사이의 결속이 농당스에서는 해체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던 댄스를 옹호하며 춤의 본질로 움직임을 내세운 마틴의 

주장은 무용사에서 비교적 최근인 1930년대에 들어와서야 제기된 것이다. 

춤에서 신체가 끊임없이 움직일 것이 요구된 배경에는 기성의 틀에 

‘효율적’으로 맞추기 위한 근대적 기획의 억압적 기제가 있었다. 

포스트모던 댄스에 있어서는 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움직임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정지 또한 움직임의 일부로서 포섭될 수 있었던 반면, 

농당스에서 움직임의 소진은 무용극의 안무와 상연의 관습에 내재하는 

운동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통해 나타난다. 특히 벨의 작업에서 

무용수가 무대에 등장해 가만히 서 있을 때 나타나는 움직임의 부재 또는 

부동의 상태는 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춤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되었을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되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춤은 어떤 것으로 고정되어 절대적인 것으로 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체현의 의미와 감각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149) 말하자면 농당스가 미국 포스트모던 댄스로부터 계승한 것은 

춤(small dance)”으로 부르기도 했다. 접촉 즉흥은 팩스턴이 1972년 무술과 신체의 
발달 및 인식에 대한 연구, 그리고 미니멀리즘 실험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듀엣 
형식에 부여한 명칭이다. 접촉 즉흥에서 무용수들은 쌍을 이뤄 각각의 듀엣 그룹이 
상호적으로 움직이는 집합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쉬운 경로를 따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자유롭게 즉흥을 한다. 이 체계는 촉감과 균형감에 기초하며, 
무용수들은 서로와의 촉각적 교감을 통해 서로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접촉 즉흥은 일상적이고 소박한 성질을 지니지만, 다른 즉흥 형식과 마찬가지로 
매순간 새롭고 놀라운 발견을 선사한다. (Steve Paxton, “Contact Improvisation” in 
Dance as a Theatre Art: Source Readings in Dance History From 1581 to the Present 
(New York: Harper & Row, 1974), pp. 222-227 참고.)

149) André Lepecki, “Undoing the Fantasy of the (Dancing) Subject: ‘Still Acts’ in 
Jérôme Bel’s The Last Performance” in The Salt of the Earth. On dance, politi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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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움직임이나 움직임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반영적 

비판의식이다. 농당스에서 사유와 실험의 대상이 된 것은 움직임이 아니라 

무용 공연이라는 매체 자체이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댄스를 통해 

‘춤’으로서 편입되었던 극적이지 않은 움직임과 부동의 상태는 어디까지나 

예술과 비예술, 움직임과 정지 사이의 경계를 흐리기 위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충동에 의한 것이나, 농당스에서의 ‘춤’답지 않은, 

‘비무용적’인 요소들은 극적, 안무적 규칙, 즉 예술 형식으로서 무용 

공연의 작동 기제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II.3. 무용수 신체에 대한 인식 변화

   농당스에서는 무용수가 자율적이고 사회적인 주체의 현존으로 

형성되고 드러난다. 전통적으로 춤이 안무와 가지는 관계는 안무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명령과 위계의 힘을 바탕으로 했다. 17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루이 14세는 왕권 확립을 위해 중심화를 지향했으며, 행위 

양식의 통제를 통해 귀족들의 몸을 장악하고자 했다. 1661년 왕립 춤 

아카데미(Académie Royale de Danse)를 설립한 것에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150) 이렇듯 서구 무용예술은 역사적으로 

몸과 주체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었고, 명령의 체계로서 전통적 안무 

개념은 순종적이고 훈련된 형식화된 몸, 즉 저자의 의도에 의해 하달된 

특정한 이미지들의 생산과 재생산에 적합한 몸을 상정한다. 그리고 이 

훈련된 몸이 순종적으로, 또 운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오직 창작 과정의 

결과로서 퍼포먼스의 순간에 예술작품을 세상에 내보이기 위함이다. 

reality, eds. Steven de Belder and Koen Tachelet (Brussels: Vlaams Theater Instituut, 
2001) 참고.

150) Maureen Needham, “Louis XIV and the Académie Royale de Danse, 1661: A 
Commentary and Translation”, Dance Chronicle, Vol. 20, No. 2 (1997), pp. 173-19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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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통적 안무를 작동시켰던 원리가 드러나고 안무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안무에 연루되는 춤추는 몸에 대한 인식 역시 바뀌게 된다. 

농당스에서는 전통적인 춤 개념에서 안무가가 사용한 반복가능한 움직임 

패턴을 무용수가 자신의 몸에 덧입혔을 뿐이라는 사실이 폭로된다. 발레나 

모던 댄스의 무용수는 내용의 측면에서는 드라마의 서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또는 감정의 표현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연기를 하면서, 형식의 

측면에서는 훈련, 즉 몸의 학대와 억압으로써 기교와 기술을 쉼 없이 

구현했다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춤추는 몸을 

중력이나 피로 같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초월적인 몸, 또는 감정과 

표현이 흘러넘치는 영혼을 지닌 천재 예술가의 몸으로 보는 낭만적 

관점에서 벗어나면, 무용수의 몸은 자연인으로서 누구와도 다르지 않게 

움직이고 일하는 몸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새롭게 주목된다. 그리고 이때 

전통적 춤 개념에서 관객에게 제시되는 춤은 사실 흘러넘치는 표현성이 

아니라 춤추는 몸의 노동으로써 구현되는 스펙터클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II.3.1. 구성자로서 무용수

  앞서 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으로 춤은 판토마임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바, 춤의 기본 재료인 움직임은 항상 다른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재현 체제 안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움직임의 

매개체인 무용수의 신체 또한 기호적인 몸으로서 언제나 작동되고 있는 

재현의 굴레에 종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크사비에 르 르와는 <미완성의 

자아(Self Unfinished)>(1998)151)에서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151) <미완성의 자아>는 르 르와가 베를린 포데빌(Podewil) 극장의 상주 예술가로 
있던 1998년에 제작된 것으로, 독일 콧부스의 무용 축제 콧뷔제 탄츠타게(Cottbuser 
Tanztage)에서 초연되었다. 정해진 공연 공간은 화이트큐브, 상연 시간은 50분이며, 
안무가인 르 르와가 유일한 무용수로 출연한다.
(“SELF UNFINISHED (1998),” Xavier Le Roy, accessed October 24, 2016, 
http://www.xavierleroy.com/page.php?sp=d22f5301fc93b61aedfc31f0c3c53a88e553d8be&lg=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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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 크사비에 르 르와 <미완성의 자아>

(1998)

재구성해보임으로써 관객들이 공연을 보면서 인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드라마적 은유의 생성 과정을 방해한다. 이 작품에서 르 르와는 화이트 

큐브인 공연 공간에서 검은색 의상을 입고 책상에 앉아 관객을 맞이한 후, 

구음으로 기계 소리를 내면서 로봇 같은 움직임으로 걷는다. 르 르와는 이 

로봇 움직임을 발전시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끝내고는 그 다음의 

‘장면’으로 넘어가버린다. 여기서 르 르와는 효율적이고 기계적인 몸에 

대한 모더니즘적 환상의 종말을 

공포함과 동시에, 춤추는 몸으로서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움직임과 

효율성의 경제에 종속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152)

   그 다음의 장면에서 르 르와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는 셔츠를 머리 

위로 펼쳐내고 손바닥을 

발바닥처럼 디디며 자신의 두 팔을 

마치 치마 입은 다리처럼 보이게 

한다. 한 쪽은 치마를 입고 다른 한 쪽은 바지를 입은, 다리가 두 쌍인 

생명체처럼 움직이던 르 르와는 곧 어깨를 ‘발’ 삼아 바닥에 몸을 

지탱한 채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한다. 이때 그의 몸에서 머리와 다리는 

관객에게 보이지 않으며,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그의 엉덩이가 

보인다. 몸의 ‘정상적’ 구성에서 벗어난 형체로, 특정한 정체성으로 

완성되지 않고 매 순간 미완성인 채로 변형되면서, 르 르와는 그 어떤 

고정된 주체로 남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변신하는 몸으로서 자신을 

전시한다. 이로써 그는 근대성에 의해 제약된 몸의 개념에 도전하며, 

152) 벨은 이 로봇 움직임을 모던 댄스와 그것의 약속들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에 대한 작은 에필로그”로 이해한다. (Jérôme Bel, “Qu’ils crèvent 
les artistes”, Art Press, No. 23 (October 2002), p. 92, Marcella Lista, “Xavier Le Roy: 
A Discipline of the Unknown”, Afterall: A Journal of Art, Context and Enquiry, Vol 33 
(2013), pp. 26-3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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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주체의 거처로서 안정적인 살이 아니라 계속되는 실험이자 

불안정하고 역동적인 힘임을 역설한다. 

   연극적 관습과 전통적 안무의 이데올로기에는 신학적 텍스트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수행하는 대리인으로서의 무용수 또는 연행자의 종속적 

지위가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르 르와는 무용수가 춤 공연의 ‘재료’로 

간주되었던 춤추는 몸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성하는 주체인 

‘구성자’로서 자율적 예술가 주체라는 것을 증명한다. 농당스에서 

무용수는 움직임의 구성자이지만, 안무가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안무 개념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안무가가 미리 작성하여 명령하는 움직임을 행하지 않을 뿐, 어쨌거나 

무용수는 안무의 규칙 안에서만 구성될 수 있는 움직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벨이 <저자가 부여한 이름>이나 <제롬 벨>을 통해 극장 장치에 

내재된 법의 존재를 공연의 작동 요소로서 가시적으로 드러낼 때, 르 

르와는 <미완성의 자아>를 통해 움직임이 촉발시키는 연상 작용과 

미메시스를 향한 기대를 일순간 인지하게 하면서도 이내 무화시킨다. 다시 

말해 벨과 르 르와의 결정적 차이는 벨은 안무적 규칙의 구현을 통해 

그것의 존재를 폭로하면서도 여전히 그 규칙의 체계 안에 머무르는 

자의식적이고 자기반영적인 공연을 구성한다는 것이고, 르 르와는 그 

동일한 안무적 규칙의 작동에 어려움이 있는 형식으로 공연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벨과 르 르와 모두 자기반영적 형식을 통해 기존의 무용 

공연 개념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재현 체계에 대한 자의식과 안무 

개념의 전환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의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153)

153) 스베이치는 농당스에서 자기반영성보다는 오히려 관객성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농당스가 행하는 자기반영적인 비판의 함의에 단순히 
실천가로서 예술가뿐만 아니라 목격자이자 참여자로서 관객이 포함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비판으로서 농당스는 인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춤을 인식하는 주체로서 관객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Cvejić, “To end with 
judgment by way of clarificatio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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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2. 자연인으로서 무용수

   사실 구성자로서의 무용수에 대한 인식 변화는 피나 바우쉬의 

탄츠테아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했던 바우쉬는 침묵을 강요당했던 무용수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요구함으로써 목소리를 찾을 수 있게 했다.154) 탄츠테아터에서와 

마찬가지로 농당스에서 드러나는 무용수의 몸은 더 이상 외부에서부터 

부여된 움직임과 감정을 수동적으로 재연하고 표현하는 매체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기교적 움직임에 대항하고자 일상적 움직임으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다. 벨이 <저자가 부여한 이름>으로 제안하는 것은, ‘아름다운 

움직임’과 환영이 소진된 춤에서 “순수한 안무”로의 전환은 전통적 의미의 

안무가 야기했던 억압된 신체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벨은 기존 

무용 공연을 관람하고 이해하던 관객의 인식 체계를 의도적으로 흔드는 

일종의 실험인 농당스를 통해, 기존에는 훈육된 순종적 신체를 생산하는 

기제였던 안무 개념이 전환된 후에는 오히려 반대로 자연인으로서 

무용수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한 벨의 기획은 <제롬 벨>과 <베로니크 두아노>(2004)에서 더욱 

강화된 형태로 드러난다. 

   먼저, <제롬 벨>에서 벨은 글쓰기 행위를 통해 관객이 춤추는 몸에 

대해 가지는 두 차원의 인식 방식을 작동시킨다. 나체로 등장하는 네 명의 

무용수 중 둘은 벽에 이름과 키, 몸무게, 나이, 통장 잔고, 전화번호 등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기호를 쓴 후 그 앞에서 행위를 이어가고, 

다른 둘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의해 재현될 이름인 

에디슨과 스트라빈스키의 이름을 쓰고 그 앞에서 전구를 들고 있거나 

154) “나는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지에 관심이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크지 않습니다.” 바우쉬의 이 유명한 발언은 
그녀가 부퍼탈 발레단의 단장으로 부임하며 열었던 기자회견에서 처음 했던 말이다. 
(Royd Climenhaga, “What Moves Them: Pina Bausch and the Aesthetics of Tanztheater” 
(PhD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1995), p. 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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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제롬 벨 <제롬 벨>(1995)

허밍으로 노래를 부른다. 

관객이 가지는 첫 번째 차원의 

인식 방식은 무대 위의 춤추는 

몸을 그저 무용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평범한 몸으로 

보는 것이다. 무용수들의 실제 

법정 성명과 그들 생물학적, 

사회적 몸의 수치를 모두 

드러내는 문자, 그리고 그들의 

맨 몸을 보는 관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몸을 자신의 몸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 무대 위의 

“환영적인” 몸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부수고 관객과 다르지 않은 

몸으로 나타나는 무용수들은 그 자체로 예술이거나 예술을 창작하는 

의미에서 예술적인 신체가 아니라, 단지 관객 앞에서 노동하는 사회적인 

신체로서 드러난다. 관객은 벽에 써진 그들의 통장 잔고를 보면서 

자신의 재산과 비교할지도 모르고, 무용수의 연봉은 얼마일까, 공연 티켓 

값의 몇 퍼센트가 무용수에게 돌아갈까 등 통속적인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때 관객의 이러한 인식은 예술작품의 감상자로서 

숨겨야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객이 무용수를 보는 행위로부터 

생겨나는 이러한 인식은 누벨 당스 등 기존의 무용극 형식에서 춤과 

무용수가 그저 볼거리로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일으킨다.

   <제롬 벨>이 관객에게 작동시키는 두 번째 차원의 인식 방식은 

무용극에서 무용수가 서사 상의 어떤 인물이 되거나 또는 특정한 

페르소나를 가지게 되는 것은 언어의 지시적 규칙에 따른 것이었다는 

인식이다. 벽에 에디슨과 스트라빈스키의 이름을 쓴 두 명의 여성 

무용수는 각각 에디슨과 스트라빈스키를 언어적으로 소환함으로써,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빛의 존재와 시간을 초월해 반복될 수 있는 힘을 

드러낸다. 그 블랙박스 안의 유일한 광원인 전구를 들고 흑판에 분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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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EDISON”이라고 쓴 후 그 아래 서있는 여성 무용수는 물론 

토마스 에디슨이 아니지만,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STRAVINSKY, 

IGOR”라고 쓴 글씨 아래 서서 <봄의 제전>을 구음으로 구현하는 또 

다른 여성 무용수는 스트라빈스키가 아니지만, 그들의 글쓰기 행위는 

<오르케소그라피>가 카프리올에게 아르보의 유령을 불러준 것과 같은 

기제를 발동시키고, 에디슨과 스트라빈스키의 유령을 무용수들에게 

불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무용수의 몸이 소변을 보고 땀을 흘리는 등 

본능적으로 작용해 언어의 지시적 법칙을 계속해서 깨버리는 한, 그들의 

몸은 이전의 무용 작품의 감상에서 무용수가 인식되었던 방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155) 그들이 땀과 소변으로 벽의 알파벳을 지워내면 

“STRAVINSKY, IGOR”가 손쉽게 “STING”이 되는 식이다. 무용수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아닌, 무대 위에서 주어진 이름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분투할 필요가 없다. 언어적 명령에 따라 음악을 생산하기로 

약속된 무용수는 자신의 몸의 한계 안에서 허밍으로 <봄의 제전>을 

부르면 되고, 이때 더 낫거나 나쁜 <봄의 제전>이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용수의 몸을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방식은 

<제롬 벨>에서 작동됨과 동시에 의문시된다.  

   <베로니크 두아노>156)는 벨의 작업과 더불어 농당스 실천 전반이 

프랑스와 유럽 무용계의 중심으로 수용되는 시기인 2003년 이후의 

155) 레페키에 따르면 <제롬 벨> 전체의 구조에서 명명하기의 힘으로써 행해진 
모든 작동들은 몸이 생산해내는 본능적인 ‘동화되지 않는 과잉’ 에 의해 
무화되어버린다. 이때 바타유의 ‘동화되지 않는 과잉’ 개념은 재현의 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몸의 본능적인 작용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이 작품의 구상 단계에서 
벨은 재채기를 할 때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몸의 능력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고 진술하는데, 우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도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은 재현 체계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Lepecki, op. cit., p. 56, Bel, interview by Christophe 
Wavelet, Jérôme Bel, Catalogue raisonné Jérôme Bel 1994-2005 참고.)

156) <베로니크 두아노>는 2004년 파리 국립 오페라단의 의뢰로 제작되어, 그해 9월 
22일 파리 오페라 극장 팔레 가르니에(Palais Garnier)에서 상연되었다. 당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일원이었던 베로니크 두아노가 무용수로 출연했으며, 상연 시간은 
30분이다. (“Véronique Doisneau (2004),” RB JEROME BEL, accessed January 30, 2016, 
http://www.jeromebel.fr/performances/presentation?performance=V%C3%A9ronique%20Doisn
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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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0] 제롬 벨 <베로니크 두아노>(2004)

작품으로, 파리오페라 발레단의 요청으로 고안된 일종의 다큐멘터리적 

무용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코르 드 발레(corps 

de ballet)157)의 일원으로 발레 무대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베로니크 

두아노라는 여성이 사회적 주체이자 노동하는 신체로서 중앙에 

드러난다. 총 공연 시간이 30분 정도인 이 짧은 작품에서, 두아노는 

운동복 바지를 입고 토슈즈를 신은 채, 물병과 튀튀(tutu)를 들고 파리 

오페라 극장의 무대에 등장한다. 무대 정중앙에 서서 이름과 나이를 

말하고, 은퇴까지 남은 시간을 

밝힌다.158) 자신이 결혼을 

했으며 두 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과 월수입까지 세세히 

말한 두아노는, 자신은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위계질서에서 

쉬제(sujet)이며, 코르 드 발레와 

솔로 파트를 모두 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159)

   그녀는 시종일관 담담한 톤으로 자신의 부족한 실력과 20세에 받은 

허리 수술로 인해 에뚜알(étoile)이 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발레 작품의 한 부분을 스스로 허밍으로 반주하며 춤출 때, 

관객은 두아노가 착용한 핀 마이크를 통해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1분 30초가 되지 않는 짧은 부분이지만, 춤을 

끝낸 두아노는 1분 20초 정도를 쉬며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시고 나서야 

다시 말을 시작할 수 있다. 좋아하는 발레 안무가들과 자신에게 영감을 

157) 코르 드 발레는 군무진, 즉 발레단 중에서 솔로를 추지 않는 무용수들을 일컫는 
집단적 명칭이다.

158) 이 작품은 2004년 9월과 이듬해인 2005년 9월 공연되었으며, 두아노는 공연 
일시에 맞춰 자신의 나이와 은퇴까지 남은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2004년 
공연에서는 은퇴를 1년 앞둔 것으로, 2005년 공연에서는 8일 앞둔 것으로 진술한다.

159) 발레에서 무용수 등급(danseur étoile, premier danseur, sujet, quadrille) 중 세 
번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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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발레리나들을 나열하다가, 두아노는 자신이 꿈꿨지만 추지 못했던 

<지젤(Gisele)>의 독무 부분을 춘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오랜 시간을 

공들여 보여주는 것은 <백조의 호수>에서 본인이 직접 췄던 코르 드 

발레의 역할이다. <백조의 호수>를 추기 전 두아노가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에 따르면 그 부분은 고전발레의 역사 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주인공인 에뚜알을 돋보이도록 

해주기 위해 오랜 시간 자세를 잡고 멈춰있어야 하는 32명의 코르 드 

발레 무용수들에게 그 장면은 가장 춤추기 싫은 것이며, 본인은 그 

장면이 가장 끔찍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무대를 떠나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녀는 음향 담당자에게 <백조의 호수> 음악을 

부탁한 후, 무대의 한쪽에서 자세를 잡고 멈춰있는 코르 드 발레의 

‘정지된’ 춤을 재연한다. 

   솔로몬은 <베로니크 두아노>의 의의를 쉬제에게 목소리를 준다는 

것에서 찾는다.160) 그리고 이때 ‘목소리’는 문자 그대로 두아노가 일종의 

렉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완전무결한 ‘요정’이나 스타 발레리나가 아닌 ‘남편과 자녀가 있는 

여성’이자 일반 발레리나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161) 모든 발레 무용수들에게서 목소리는 

제거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에뚜알이 아닌 무용수들은 목소리에서뿐만 

아니라 움직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두아노가 코르 드 발레의 ‘춤’을 출 

때, 새삼 새롭게 알려지는 것은 포스트모던 댄스나 농당스 이전에 

160) Solomon, “Unworking the Dance Subject: Contemporary French Choreographic 
Experiments on the European Stage”, p. 99.

161) 전통적인 발레 관습에서 들리지 않아야 할 쉬제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랑시에르가 미학적 체제의 예술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 말해질 수 없었던 것,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의 경계가 흔들린다고 역설한 것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적절한 정치적 예술의 꿈은 그 수단으로 메시지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것과, 말해질 수 있는 것, 생각될 수 있는 것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다.” 
Jacques Rancière, “Interview for the English Edition” in The Politics of Aesthetics: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trans. Gabriel Rockhill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4),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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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발레에서조차 무대 위의 어떤 몸에게는 정지 또는 ‘움직임의 부재’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작품에서 벨은 발레 무용수의 철저히 훈육된 몸을 

공연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고착된 몸의 인식을 

전복시키는, 낭만적인 발레 이면에 가려진 춤추는 몸의 ‘노동’을 드러낸다.

   이렇듯 농당스를 통해 무용수의 몸은 이전의 춤에서처럼 법처럼 

여겨지는 안무를 통해 명령되고 신체에 기입된 춤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전달체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자연인 그 자체로 

재발견된다. 농당스에서 안무는 더 이상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처럼 작동되기 때문에, 그 규칙을 인지하는 상태에서 무용수는 안무에 

종속되지 않고도 춤을 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절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무용수에 대한 인식 변화는 농당스가 바우쉬의 

탄츠테아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양자 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바우쉬의 무용수들이 스타니슬랍스키의 

배우들처럼 감정적 기억법, 즉 무대 밖에서의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켜 표현하는 방식으로 무대 위에서 춤을 췄다면162), 농당스 

무용수들은 단지 과거의 경험을 환기시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무대 밖의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을 무대 위에서도 그대로 기꺼이 드러낸다. 농당스는 

극적 환영의 기제가 극장의 건축적 장치뿐만 아니라 전통적 안무 개념 

속에서 무용수의 신체를 통해서도 작동되고 있었음에 대한 폭로에서 

생겨나는 비판적 의식과 독특한 유희적 특성을 지닌 무용 실천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162) 감정적 기억법은 스타니슬랍스키의 초기 시스템을 구성했던 핵심 요소이자 
메소드 연기법의 중심적 장치다. 배우의 인물 창조 과정에 있어서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어렵기 때문에 스타니슬랍스키는 행위만큼이나 감정적 기억을 
중요하게 여겼다. (Rose Whyman, The Stanislavsky System of Acting: Legacy and 
Influence in Modern Performance (New York: Cambrige University Press, 2008), pp. 
61-6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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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농당스의 무용사적 의의

III.1. 자기반영적 비판으로서 농당스

    재현 장치에 대한 반성, 안무 개념의 전환, 구성자이자 자연인으로서 

무용수 신체에 대한 재조명 등 농당스의 주요 속성들을 종합한 바, 본고는 

농당스가 ‘춤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춤이라는 점이 이 현상을 

무용사적으로 유의미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본다. 20세기 무용사를 

살펴보면, 무용사조의 변화 지점마다 이전 사조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새로운 무용 사조가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모던 댄스는 

발레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엄격한 발레 훈련법과 기교 뒤에 잊혔던 

표현이라는 가치를 발굴해낸 비판적 실천이었으며, 포스트모던 댄스는 

모던 댄스가 결국 벗어나지 못했던 극적 환영을 전면으로 거부한 비판적 

실천이었다. 이렇듯 언제나 앞 세대의 실천에 대한 비판으로써 발전하는 

무용사에서, 농당스는 무용에서의 비판적 실천의 계보를 이어가되 다른 

차원의 비판을 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농당스는 단지 이전의 

춤 실천에 대한 결함을 찾아내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인식론적 

장의 한계들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즉 모던 댄스나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비판은 직전의 무용 현상에 대한 거부로서 해당 무용 실천에 개념적 기반 

또는 시작점이 되었던 반면, 농당스에서 비판은 직전의 무용 현상 또는 

특정한 현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춤 개념과 그것을 형성했던 

재현에 대한 인식 지평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문제를 생산하고 탐구하는 실천의 핵심이다. 

   본고는 이러한 비판의 의의를 푸코의 비판적 존재론에서 찾는다. 그 

이유는 앞서 II장에서 보았듯이 장치와 저자기능 개념 등 푸코의 후기 

구조주의적 사상이 농당스 분석에 유용한 틀거리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푸코의 비판 개념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푸코의 

비판 개념은 이성 비판이었던 칸트적 비판 개념과는 달리 고정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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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식의 구성 방식을 겨냥한다. 따라서 무용극의 공간적·담론적 구조를 

자기반영적으로 다뤄 결국에는 인식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농당스에 

푸코의 비판 개념을 적용하면 농당스에서의 비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III.1.1. 푸코의 비판 모델

   푸코는 「비판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critique?)」(1978)163)에서 

근대국가의 계보학을 살펴봄으로써 비판을 익숙한 사유 형식의 한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실천으로 재정의한다. 그는 비판을 판단의 정지에 

기반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실천으로 보았다. 어떤 구성된 범주 

내에서 일어나는 판단과는 달리, 비판은 그 장이 구성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푸코는 비판을 정의하려는 시도에 앞서, 비판적 

태도가 역사적으로 통치(gouvernement)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이때 통치는 지식과 구체적인 진리 주장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전략적이고 규제된, 그리고 합리화된 권력의 형태를 의미한다. 푸코에 

따르면 통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순종적 관계에 종속됨으로써 

작동되는 것으로, 이때 이러한 구원에 대한 추구는 진리를 도그마적으로 

설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통치는 기독교 목회의 방식으로 

출현했으며 중세시대까지는 통치술(l'art du gouvernement)을 대부분 수도원 

같은 곳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지만, 15세기 이후 이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16세기에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가 집권층의 주요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민중에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통치 받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불러일으켜진 것이다.

163) Michel Foucault, “What is critique?” in The Politics of Truth, eds. Sylvère Lotringer 
and Lysa Hochroth (New York: Semiotext(e), 1997), pp. 41-81.
이 에세이는 푸코가 1978년 5월 27일 프랑스 철학협회에서 강연한 내용을 기록하여 
1990년 학회지에 출간된 것이다. 본고는 영역본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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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태도의 역사에서 푸코가 첫 번째 기준점으로 삼는 사건은 

교회의 성서 주해 독점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성서로의 회귀다. 푸코는 

일반 신도가 교회의 가르침이 성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성서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의문시하는 것으로부터 비판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가 비판적 태도의 두 번째 기준점으로 파악하는 

지점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법에 의해 통치되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비판은 박탈되어서는 안 될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며,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어디인지를 묻는 것이다. 

따라서 푸코는 비판이 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코는 권력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확신의 정도에 비판의 

기준점이 있다고 본다. 비판적 태도는 권력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묻고 스스로 납득이 되는 한에서만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푸코는 비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통치하는 이들]에 맞서는 반대편으로서, 또는 상대방이자 동시에 

적대자로서, 통치술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제한하며, 그 정당한 

한도를 모색하고 그것을 변형시키며, 그것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방식, 통치술과 동일한 발전 선상에서 당시 유럽에서 탄생했던 

일종의 일반적인 문화적 형식, 도덕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태도, 

사고방식과 같은 그 무엇이며, 간단하게는 통치 받지 않는 기술, 

혹은 더 잘 표현하자면 저런 식으로는 그리고 저러한 대가를 

치르면서는 통치 받지 않겠다는 기술이다.164)

즉 푸코는 ‘어떻게 통치 받지 않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 비판이 단순히 

통치 그 자체를 급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다시 말해 비판이란 어떤 것이 이만큼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실천들이 사실은 그저 친숙한 

164) Ibid., pp. 44-45.



- 74 -

개념들과 가설들, 즉 확립되었으나 검토되지 않은 사고방식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존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지식, 

또는 푸코의 용어로는 에피스테메(épistémè)라고 볼 수 있다면, 비판은 

그러한 정당화의 근거가 되는 에피스테메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165)  

   푸코의 비판 모델은 진리나 정의에 근거해 지식 체계의 거짓과 기존 

사회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비판 모델과 구별된다. 그 이유는 첫째, 

푸코는 진리나 정의라는 고정된 가치를 상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그렇다고 비판에 대한 그의 촉구가 아나키로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푸코에게 비판은 단순한 저항이나 거부가 아닌, 통치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다. 따라서 비판은 피통치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심지어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통치의 한계를 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런 면에서 푸코의 기획은 어떤 대상을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 비판으로서 어떤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푸코가 스스로 

밝혔듯이, 그의 비판 모델의 목적은 어떤 사고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며 필연적이고 또 이성적인 

것으로 현재 자연스럽게 간주되고 있는 존재 지평이 사실은 특수하고 

우연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강압적일 수 있는가를 폭로하는 데 있다. 푸코가 스스로 말하듯이, 그는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게 위험하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밝힌 

165) 에피스테메는 특정한 시대를 지배하는 인식의 무의식적 체계로, 푸코는 『말과 
사물(Les Mots et Les Choses: Une Archéologie des Sciences Humaines)』(1966)에서 
서구의 지식 체계가 불연속적으로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에 따라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15-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유사성’이, 17-18세기 고전주의 시대에는 
‘표상’이, 그리고 18세기 말 이후로는 표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실체’가 모든 지식 
체계의 근간이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특정 시대에 각기 다른 영역의 지식들에는 
공통성이 존재하며, 그 공통성으로서의 에피스테메가 그 시대의 모든 사고와 지식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서울: 민음사, 2012) 
참고.)



- 75 -

것이며, 우리는 어떤 것이 주요한 위험인가에 대해 매일 윤리적·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166) 따라서 푸코의 비판 모델은 규범적 척도를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비판 기획이며, 이는 우리를 비판적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고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 현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윤리적인 사고와 실천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1.2. 농당스의 메타극적 특성

   푸코의 비판 개념을 농당스 실천에 적용해 농당스를 비판 실천으로 

보았을 때, 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용 공연이라는 매체와 그 

매체의 특성 중 하나인 재현이라는 점에서 농당스의 자기반영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반영성은 메타극(metatheatre)의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농당스는 일종의 메타극으로서의 무용극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저자가 부여한 이름>에서 보았듯이 불신을 중지하기로 

한 채 입장하는 극적 공간에서 관객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김으로써 환영이 붕괴되는 방식은 메타극의 특성인 

자의식성(self-consciousness)에서 오는 극적 환상의 의도적인 파괴이다.167)

166) Michel Foucault, “On the Genealogy of Ethics” in The Foucault Reader, ed. Paul 
Rabinow (New York: Pantheon Books, 1984), p. 343.

167) 메타극은 ‘연극에 대한 연극’으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지만 메타극을 논하는 
이론가마다 각기 조금씩 다른 맥락에서 메타극을 규정하고 있다. 라이오넬 
에이블(Lionel Abel)은 1963년 메타연극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학자인 반면 
메타연극을 ‘이미 연극화된 것으로 보이는 삶에 대한 연극 작품’으로서 메타극의 
논의를 작품 내용에 국한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메타극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인 메타드라마(metadrama)는 제임스 콜더우드(James L. Calderwood)가 1971년 
사용했는데, 콜더우드는 메타드라마를 극적 환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또한 환상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관객이 
극적 환상에 맹목적으로 빠져들지 않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환상임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 리처드 혼비(Richard Hornby)는 메타드라마를 “극의 
주제가, 어떤 측면에서든, 드라마 그 자체인 것으로 밝혀지는” 드라마로 규정한다. 
혼비에 의하면 “예술의 모방적 측면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술의 
결정적인 특질로 여겨지지 않을 뿐”이고, 따라서 메타드라마에서도 모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준 쉴뤼터(June Schuleter)는 메타극을 자의식적 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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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이 보여주는 것이 허구임을 드러내기 위해 극 자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내용과 기법을 담고 있는 것이 메타극이라면, 벨은 메타극적 

기법을 통해 무용 공연이 블랙박스에서 허구를 보여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롬 벨>은 “환영의 종말(la fin des illusions)”이라는 균열을 

공포했다고 평가되는데,168) 본고에서는 <저자가 부여한 이름>에서 

발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롬 벨>에서도 메타극적 맥락에서의 

의도적인 환영의 붕괴가 일어난다고 파악한다. 사실 <제롬 벨>은 그 고안 

단계에서부터 메타극적 성격을 가졌다. 벨은 첫 안무작인 <저자가 부여한 

이름>에 대한 ‘춤이 아닌 것’이라는 반응에 입각해, 그 다음 작품인 <제롬 

벨>의 안무 단계에서는 ‘무용 공연’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169) 어떤 퍼포먼스가 ‘무용 

공연’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가? 벨은 무용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와 음악, 조명이 필요하다는 

스스로의 간단한 정의 아래, 그 외의 불필요한 것들은 배제시키고자 하는 

시도로서 발가벗은 나체의 무용수, 마찬가지로 ‘발가벗은’ 음악으로서 

라이브 노래, 그리고 ‘발가벗은’ 조명으로서 일광을 사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광을 사용하려면 극장 밖에서 공연을 해야 했기에, 극장이라는 

공연 공간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인공조명으로서 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타협했다.170) 그리고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일종으로 보면서, 메타극의 자의식성을 고대 그리스 비극으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으로 본다. (Lionel Abel, Metatheatre: A New View of Dramatic Form (New York: 
Hill and Wang, 1963), James Calderwood, Shakespearean Metadram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1), Richard Hornby, Drama, Metadrama and 
Perception (Lewisburg: Bucknell University Press, 1986), June Schlueter, Metafictional 
Characters in Modern Dram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참고.)

168) Frétard, op. cit., p. 12.

169) 벨은 <저자가 부여한 이름>이 ‘춤이 아니’라는 반응을 받은 후 다음 작품을 
통해 무엇이 ‘춤’인가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무엇이 ‘무용 공연’인가에 대한 실험을 
한 것인데, 사실 앞 장에서 논했듯이 ‘춤’과 ‘무용 공연’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무용 
공연에는 단순히 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무라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어야 하고, 
공연으로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관객과 수행의 기제 또한 내재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Bel, interview by Christophe Wavelet, Jérôme Bel, Catalogue raisonné 
Jérôme Bel 199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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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까지 당했던 벨의 항변에 따라 “이건 단지 모든 것이 가짜인 연극일 

뿐”이라는 점에서,171) 이때 벨이 <제롬 벨>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메타극의 특성인 예술적 자의식성이다.172) 그리고 준 쉴뤼터(June 

Schlueter)가 메타극에서의 자의식성을 “자기 내부로 향하는 끊임없는 

침투적 전환이며 극단적으로 추구되었을 때는 예술작품의 형식 자체가 

내용이 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한 것처럼, 농당스에서는 이러한 

메타극적 형식이 곧 내용이 되는 것이다.173)

   이렇듯 농당스를 메타극적 무용극, 또는 메타무용으로 이해할 때, 

농당스가 무용사에서 가지는 의의를 포착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당스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그것이 무용이 아닌 다른 

예술과 갖는 외적 유사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무용과 

무용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 기준 자체가 농당스의 비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러한 기존의 평가가 적절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메타무용으로서 농당스는 소위 융·복합예술을 지향해 여러 예술 장르를 

의도적으로 혼합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메타픽션으로서 소설과 

연극이 그래왔듯이 예술적 자의식성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74)

170) Ibid.

171) 본고의 각주 91번 참고.

172) 예술적 자의식성은, 리처드 슈스터만(Richard Shusterman)에 따르면, 예술의 
본질적 속성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대중예술에 예술로서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 
이유들 중 하나는 대중예술이 스스로 예술임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예술적 자의식성은 메타극적 맥락에서 특수하게 이해되는 
것으로, 예술 매체로서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 해당 매체를 다루는 것에 대한 
개념이며, 따라서 예술 일반에서의 자의식성 개념보다는 비교적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Richard Shusterman, Pragmatist Aesthetics: Living Beauty, Rethinking Art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0[1992]), p. 230 참고.)

173) Schlueter, op. cit., p. 3.

174) 쉴뤼터는 예술적 자의식성이 비단 18세기 영국 소설『트리스트럼 션디(Tristram 
Shandy)』나 16-17세기 셰익스피어 드라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설과 연극 
각각의 시작점에서부터 이미 존재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령 최초의 소설로 
평가되는 세르반테스의『돈키호테(Don Quixote)』나 아이스퀼로스 비극의 
코러스에서 이미 예술가가 자신의 매체에 대해 가지는 의식이 주요한 특성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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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예술작품에서 예술적 연구로

   농당스는 예술적 자의식성을 통해 예술의 본성상 형식과 내용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될 수 없음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무용에서 이론과 

실천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술적 연구의 가능성을 열었다. 

농당스의 등장 이후 최근의 무용학자들은 ‘결과물을 생산하는’ 실천과 ‘그 

실천을 비판하는’ 이론을 가르는 그 이분법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으로 무용은 특히 이론과 실천, 연구와 창작의 분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통적인 예술철학에서 무용미학이 도외시되었던 만큼 

무용 이론은 대부분 안무가들에게 의존했고, 따라서 이론은 개념보다는 

창작자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던 나머지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175) 특히 무용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논의에서 실천은 선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론은 

실천 이후에 오는 타자로서 다뤄지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는 실천만이 경험의 장소가 될 것이고 이론은 그 실천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하지만 춤을 비롯한 공연예술에서는 

예술작품 개념이 고정되고 분절된 사물로서가 아니라 공연이라는 

변화하며 지속되는 과정이자 사건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무용에서 

이론은 결과물로서의 작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협업의 형식을 반영한 창작 과정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벨의 초기 농당스 작품은 창작 과정에서 무용 공연의 매체에 대한 인식 

문제와 가설을 설정한 후 작품을 통해 관객의 인식을 실험한 것으로, 

무용에서의 이론과 실천을 잇는 예술적 연구의 시초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75) I장에서 언급되었던 발레마스터 노베르의 발레닥시옹 이념이 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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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1. 무용에서 작품 개념의 문제

   무용에서 예술작품 개념은 오랜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연예술로서 시간예술에 속하는 무용은 조형예술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예술작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물, 또는 예술품으로서의 어떤 결과물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무용 작품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무용 

공연의 정격성(authenticity)의 문제에 직면한다. 시간을 초월해 보존될 수 

있는 사물만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면, 춤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무로서 기록되어 ‘물질’로 남아야만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폴 덤(Paul Thom)은 조형예술이 

사물로서 예술작품의 개념을 유지해왔다면 공연예술에서는 사건으로서의 

작품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76) 이에 대해 

피터 키비(Peter Kivy)는 사물이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사건 또한 사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주장에 기반해 공연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다.177)

     한편 공연예술 중에서도 무용에서 정격성과 작품 지위의 문제는 

연극과 음악에서보다 더욱 복잡하다. 무용에서 기보는 전통적인 연극의 

극본이나 음악에서의 악보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드라마 

위주의 연극에서의 대본과 비즉흥 음악에서의 악보가 기본적으로는 

연행자에게 연기와 연주 등 예술적 행위의 수행을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무용의 기보는 무용수에게 춤을 지시하기보다는 무용수가 

추는 춤을 기록하는 아카이브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진다. 따라서 

무용에서는 종이로 남기는 기보 대신 물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체가 없는 채로 존재하는 안무를 마치 대본이나 악보와 유사한 

사물로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안무가 되풀이해 

상연됨으로써 무용에는 수적 동일성의 문제가 생겨나며, 단수적이고 

176) 폴 덤, 『관객을 위하여』, 김문환 역 (서울: 평민사, 1998).

177) Peter Kivy, Authenticities: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Musical Performa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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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반복불가능한 사건으로서 상연이 작품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 또한 제기된다. 무용미학자 그레이엄 맥피(Graham McFee)는 

음악가가 야기하는 소리로서의 음악과는 다르게 무용은 무용수 그 자체가 

춤이라는 특성을 지적하면서, 춤은 오직 공연을 통해서만 실체화되므로 

‘공연 가능한 것(performable)’이라는 존재론적 지위가 부여된다고 

주장한다.178) 분석미학을 기반으로 무용미학을 연구하는 맥피는 

예술작품에 대한 기존의 정의로 무용을 규정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도, 반복 상연되는 무용 공연의 특성상 ‘공연 가능한 것’으로서 

단일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연예술에서는 창작 과정과 무대 상연의 구분, 예술적 

퍼포먼스와 비예술적 퍼포먼스의 구분 등이 논의의 주제로 떠오른다. 

공식적인 상연이 아닌 리허설 중에 연행자의 퍼포먼스가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자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작품으로 존재하는가? 퍼포먼스란 

지켜보는 자가 없을 때에도 성립하는가? 예술로서의 퍼포먼스를 퍼포먼스 

일반으로부터 차별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공연에 대한 이러한 답하기 

쉽지 않은 존재론적 질문과 연관하여, 독일의 무용학자 피르코 

후제만(Pirrko Husemann)은 이전에는 창작 과정이 스튜디오에 한해서만 

존재했다면,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로서만 무대 위의 공연이 병립했다면, 

이제는 창작 과정이 공연 그 자체로 제시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관찰한다.179)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결과물 사이의 이분법의 붕괴는 앞서 

언급했던 이론과 실천 사이의 이분법의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오늘날 대두되는 예술적 연구 개념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다.

178) Graham McFee, The Philosophical Aesthetics of Dance (Hampshire: Dance Books, 
2011), pp. 1-5.

179) “규범적으로는 스튜디오에 국한되었던 작업이 공연으로서 (미완의 작업이 아닌) 
무대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연 과정을 통해 작업 과정을 전시하는 것이다.” (Pirkko 
Husemann, “Choreography as a Critical Practice”, in Stationen, Issue 1, ed. Thomas 
Lehmen (Berlin: Thomas Lehmen, 2003),
http://www.thomaslehmen.de/stationen-198.html?file=tl_files/ThomasLehmen/stationen/downlo
ads/P_Husemann_ENGL.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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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2. 예술적 연구로서 춤의 존재론

   예술적 연구는 ‘연구로서 예술’을 의미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연구란 

“인류, 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지식의 축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그 어떤 창조적 체계적 활동, 그리고 새로운 적용들을 고안하기 

위한 이 지식의 사용”이다.180) 예술은 언제나 “창조적”이며 많은 경우 

“체계적”이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르면 연구로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예술이 있을 수 있음이 드러난다. 벨기에 출신으로 유럽에서 활동 중인 

문화철학자 디터 르사주(Dieter Lesage)에 따르면 예술 프로젝트는 어떤 

맥락의 예술적 문제의 형성에서 시작하며, 그 문제는 예술적인 동시에 

시사적인 탐구를 요하고, 이 탐구는 예술작품, 퍼포먼스, 선언 등으로 

이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181) 특히 예술적 연구라는 개념은 

예술 실천이 과학적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 개념의 설정도 쉽지 않았던 무용계에서는 예술적 연구 개념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안무와 무용 실천의 많은 사례에서 

춤 공연은 레퍼토리화되어 언제든 재상연될 수 있는 전통적인 

작품으로서보다는 오직 그 시점에 유의미한 예술적 연구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띠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술적 연구 담론은 200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예술 이론계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오고 있으나, 예술계와 학계 양자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겪은 바 있다.182) 일각에서는 예술적 연구 담론이 고등교육기관의 

개혁에 치중된 것으로서 예술 실천 자체에는 큰 이득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연구’에 대한 전통적 정의를 고수하고자 

180) “Research and development – UNESCO”,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UNESCO. 
Last modified March 12, 2003, https://stats.oecd.org/glossary/detail.asp?ID=2312.

181) Dieter Lesage, “Who’s Afraid of Artistic Research? On measuring artistic research 
output”, Art & Research, Vol. 2, No. 2 (Spring 2009), p. 5.

182) Ibi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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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성 학계의 거부가 있었다. 하지만 예술적 연구는 갈수록 

컨템퍼러리 댄스를 비롯한 우리 시대의 예술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개념이며, 예술 실천과 이론 양자에 대한 그 영향력과 함의는 간과될 수 

없다. 예술적 연구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이해에 대해, 예술적 

연구에 반대하는 이론가들은 그것이 일반적 연구와는 달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전자는 예술적 연구를 여타 학문 분과의 연구보다 열등하게 여기기 

때문일 것이고, 후자는 예술이 지식을 생산하는 도구가 될 경우 

인지자본주의183)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예술적 연구가 창출하는 새로운 지식을 인지자본주의의 

체계에서 계급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지적 자본으로 볼 수는 없다. 

빅토리아 페레즈 로요(Victoria Pérez Royo)가 주장하듯, 예술적 연구에서는 

참여자 모두가 지식 경험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지식은 위계질서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184) 따라서 이때 지식은 서비스나 상품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연루되는 집단적 실천을 통해 생겨나는 것으로, 오히려 

인지자본주의의 지적 자본에 대안적인 형태의 지식일 것이다. 예술적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처럼 예술이 참여자들, 관객들과 관계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에 있다.

   예술적 연구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은 새로운 것의 창출을 위해 기존의 

낡은 전제들을 해체하는 것이다. 스베이치는 예술적 연구의 조건으로 

‘문제’의 생산을 꼽는다.185) 문제의 생산으로서 예술적 연구는 “스스로를 

183) 인지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의 지식과 정보, 인지과정 및 정서를 
생산·유통·분배·소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184) Victoria Pérez Royo, “Knowledge and Collective Praxis”, Dance [and] Theory, eds. 
Gabriele Brandstetter and Gabriele Klein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13), pp. 51-61.

185) 스베이치는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Différence et Répétition)』으로부터 
‘문제(problème)’ 개념을 빌려온다. “플라톤의 정의에 따르면 변증술은 ‘문제들’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 문제들을 통해 근거의 역할을 맡는 
순수한 원리로까지, 다시 말해서 문제들 자체를 본래대로 측정하고 해당의 해답들을 
분배하는 순수한 원리로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p. 158.)



- 83 -

변화시키는 문제들에 전념하며, 생각하는 행위 안에서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공연과 창작 과정”이다. 따라서 스베이치는 그것을, 

인식이라는 관객의 영역을 통해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기교를 기반으로 

가치를 영속시키고 축적하는 기존의 예술과 구별한다.186) 이때 스베이치는 

연구로서의 공연만이 진정한 예술이며 연구가 아닌, 즉 문제를 생산하지 

않는 공연은 예술이 아니라고 다소 급진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예술적 연구가 특별하게 새로운 형식의 예술이 아니라, 

“차이와 분기”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발생시키는 모든 예술과 관련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187) 문제의 생산은 창작 과정을 지칭하며, 

이것이 ‘연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창작의 모든 과정 그 자체가 

연구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문제가 제기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모든 숨은 전제들이 드러나고 의문시되어야 한다.

   주어진 전제들의 은밀한 억압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가능성의 

탐구라는 예술적 연구의 특징들은 농당스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성향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적 연구의 초기 형태로 벨의 창작 

과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벨은 “어떤 것이 무용 공연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창작의 이정표로 세운 사례를 보였다. 그는 무용 

큐레이터이자 비평가인 크리스토프 바블레(Christophe Wavele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저자가 부여한 이름>을 통해 무용 공연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무용이 아니라고 했던 관객들의 반응에 대해 크게 

고민했다고 진술한다.188) 첫 안무작에서 생겨난 이러한 물음을 계속해서 

탐구하면서, 그는 직후의 작품인 <제롬 벨>뿐만 아니라 이어진 모든 

작업에서 ‘공연’으로서의 춤이 가져야 할 조건들을 유지했다.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벨은 ‘무용 공연’을 성립시키는 게임의 법칙을 완전히 

186) Bojana Cvejić, “A Few Remarks about Research in Dance and Performance ― or 
The Production of Problems”, Dance [and] Theory, eds. Gabriele Brandstetter and 
Gabriele Klein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13), pp. 45-50.

187) Ibid.

188) Bel,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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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법칙을 가시화시키고 그 안에서 가능한 만큼 

유희함으로써 이 매체에 대한 비판을 수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벨이 무용 

공연의 조건에 대해 고민했던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날, 무용 공연은 

그 당시 무용 공연의 최소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던 무용수의 신체, 조명, 

음악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공연’의 틀거리 자체를 

넘어서기도 한다. 농당스에서는 벨이 <제롬 벨>이라는 제목을 통해 완성된 

‘작품’에 저자의 ‘서명’을 하는 다소 도발적이고 그 자체로 퍼포먼스인 

어떤 것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반면, 오늘날 최전선의 컨템퍼러리 

댄스에서는 완성된 ‘예술작품’에 대한 인식조차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춤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적인 작품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III.3. 춤의 패러다임 전환

III.3.1 조나단 버로우즈, 얀 리체마 <약한 춤 강한 질문들>(2001)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던 댄스와 1990년대 

비판적 실천으로서 농당스를 거치면서 춤은 더 이상 움직임의 여부를 

통해 예술형식으로서 규정되지 않게 되었다. 춤을 ‘음악에 맞춘 몸의 

움직임’으로 인식하도록 했던 기제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올바르게 훈련된 몸이 수행하는, 교본을 철저히 따른 ‘아름다운’ 

움직임만이 춤으로서 규정된다는 규범이 점차 흔들리면서 오늘날 무용 

작품에서는 무용 훈련을 받지 않은, 즉 발레나 모던 댄스의 역사와 언어가 

새겨지지 않은 몸 또한 무용 공연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무용 훈련을 받은 몸이 자신에게 새겨진 ‘당스’의 

언어를 인지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화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또한 춤으로서 여겨질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무용의 자기반영적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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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 조나단 버로우즈, 얀 리체마 <약

한 춤 강한 질문들>(2001) 

계승한 21세기 무용 실천은 무용 공연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통해 무용 공연에 대한 인식의 경계를 실험하기 때문이다. 

   조나단 버로우즈와 얀 리체마의 

<약한 춤 강한 질문들(Weak Dance 

Strong Questions)>은 2001년 처음 

시작되어 2008년까지 지속된 

작업으로, 농당스가 출현한 

1994년으로부터 7년 정도 지난 

후에 진행되기 시작한 예술적 

연구로서의 춤이다. 버로우즈와 

리체마는 자신들의 작업 과정에 

대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닌 움직임”의 이념으로부터 안무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189) 그들은 그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춤출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설정한 이 물음을 어떻게 춤으로 고민할 것인가를 

두고 안무를 구성했고, 그것은 “물음을 어떻게 춤출 것인가”로 시작해 

“움직임 그 자체를 통해 어떻게 움직임을 의문시하며 움직일 것인가”로 

끝나는 것이었다.190) 즉 그들에게 공연은 계속해서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닌” 그 움직임을 지속하는 즉흥적인 실험 그 자체였다. 안무가이자 

무용수인 버로우즈와 리체마는 조명이나 배경막 등 아무런 극장 장치가 

없는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춤’으로 보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음악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전달되는 서사는 

없지만, 그들은 동시대 관객에게 ‘춤’으로 인식될 수 있을 움직임을 각기 

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자신의 움직임이 어떤 실체를 가지게 될 

법하면, 즉 무언가를 연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맥락이 생겨날 

189) Jonathan Burrows & Jan Ritsema, “Weak Dance Strong Questions”, in Performance 
Research, Vol. 8, No. 2, July, 2008. 
http://www.jonathanburrows.info/downloads/WDSQ.pdf

19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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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음이 되면 그 움직임을 별안간 폐기해버리고 또 새로운 움직임을 

전개시키기 시작한다.

   이 작업에서 포스트모던 댄스와 농당스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되었던 

움직임의 지속 또는 부재의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춤에 

대한 사유를 춤으로, 움직임에 대한 사유를 움직임으로 하게 된 것이고, 

그 사유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공연으로서 제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농당스의 등장 이후 비판적 실천으로서 춤에서 가능해진 

형식에서의 혁신이다. 어떤 공연을 두고 이것이 ‘당스’인지 ‘농당스’인지, 

즉 그것이 춤인지 춤이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했던 본질주의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다. 농당스의 혁신을 통해 이미 춤에 대한 인식이 뒤흔들린 

상태에서, 농당스 등장 이후의 춤은 예술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또 춤으로써 그것을 사유하고 있다.

III.3.2 마기 마랭 <징슈필>(2014)

   최근 무용 작품 중 농당스 경향이 잘 드러나는 한 예는 마기 마랭의 

2014년 작품 <징슈필(Singspiele)>이다.191) 앞서 소개된 바 있듯이 마랭은 

누벨 당스 사조의 대표적인 안무가이기도 했지만, 이 작품에서 보이듯 

최근에는 농당스 경향으로 작업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녀의 1980년대 

누벨 당스 작품들은 서사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분위기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의상과 분장 등 강렬한 시각적 

요소들에 많은 부분 의존한 바 있다. 2010년 마랭은 <총성(Salves)>을 통해 

단순히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 공간, 즉 무대를 마치 연극의 세트처럼 

연출하고 사용했다. <총성>에서 가벽과 대형 테이블, 의자 등을 사용해 

무대 위에 구현된 ‘실내 공간’은 무용수의 신체와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무의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191) 2014년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의 초청으로 대전과 서울에서 공연되었다. 
본고에서는 2014년 9월 25일 서울 예술의 전당 CJ토월극장에서 상연된 공연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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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마기 마랭 <징슈필>(2014)

   <징슈필>은 솔로 공연으로, 스스로를 무용수보다는 배우로서 동일시할 

법한 퍼포머인 다비드 망부슈(David Mambouch)가 등장한다.192) 무대 

장치로는 극장 중앙에 설치된 낮은 플랫폼과 가벽이 있고, 그 가벽을 따라 

중간 중간 단순한 옷걸이에 옷가지들이 걸려있고, 옷걸이 아래로는 박스가 

하나씩 있다. 공연은 오직 화이트노이즈를 배경음으로 이 무대를 천천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며 이동하는 망부슈가 천천히 옷과 신발, 

기타 소품을 갈아입는 것이 전부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망부슈는 자신의 

얼굴 앞에 남녀노소를 불문한 타인들의 얼굴 사진들을 걸어놓은 채 마치 

달력처럼 한 장씩 천천히 뜯어낸다. 그의 ‘얼굴’들은 그가 찾아 입은 

옷과의 조화와 부조화 사이를 오간다. 그의 몸은 플랫폼을 따라 이동하며 

의상을 찾아 입는 것 외에 특별한 움직임을 하지는 않지만, 약 1분 남짓한 

시간마다 달라지는 ‘얼굴’에 따라서 아주 미묘하게 태도를 달리할 뿐이다. 

그리고 그의 몸의 자세나 손끝, 발끝이 다른 인물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망부슈는 곧 그 가상의 인물을 더욱 자세히 구현해낼 옷과 소품을 

더듬거리며 찾아내서 입고, 그 인물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192) 마랭의 아들인 망부슈는 연극과 영화 분야에서 연기, 연출, 극작 활동을 하다가 
2012년부터 공연 중 영상 관련 작업으로 마기 마랭 무용단(Compagnie Maguy 
Marin)과 협업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메이 비> 재공연 등 마랭의 무용 작품에 
출연 후 2013년에 자신의 솔로 작품으로서 <징슈필>을 마랭과 함께 창작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출연과 사운드 디자인을 맡았다. (“Singspiele,” Compagnie Maguy 
Marin, accessed December 7, 2016,  http://ramdamcda.org/creation/singspiel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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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몸의 변형은 르 르와의 <미완성의 자아>에서보다는 움직임의 

역동성이 배제되는 대신, 소품의 도움을 받아 더욱 정확한 형태의 완성과 

와해로 진행된다. 더군다나 망부슈는 중간에 가벽에 기대 앉아 잠시 

얼굴의 사진을 벗어 내려놓고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한다. 이때, 

농당스에서 수면 위로 드러내고자 했던 노동하는 신체로서의 춤추는 몸이 

폭로된다. 가면과 옷을 잠시 벗고 속옷 차림으로 ‘중립’의 상태에 있는 

망부슈의 몸을 통해, 무용극에서 인물을 ‘입는’ 배우의 변신 장치 또한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무용극으로서 이 작품에서는 서사나 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사적 맥락에서 분리된 일련의 인물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배우이자 무용수가 있고, ‘춤’은 추지 않지만 움직이는 몸이 

있으며, 인물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상과 소품이 있기 

때문이다.193) 여기서 무용극이나 연극의 인물 구현 장치가 드러난다. 

인물은 대사나 성격, 감정 등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극히 

물리적인 연행자의 신체 상태와 소품을 통해 재현된다는 것이다. 즉 

마랭은 <징슈필>을 통해 무용극 형식을 유지하면서 그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는 농당스의 창작 경향을 채택한다.

III.3.3. 로메오 카스텔루치 <봄의 제전>(2014)

   농당스 실천을 통해 “시공간 속에서의 움직임의 구성”이라는 안무의 

기본적 정의가 확장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진 오늘날, 전환된 안무 개념은 

공연예술과 조형예술 분야를 막론한 많은 예술작품에 해당될 수 있다. 

키네틱 아트 같은 설치미술이나 관람객 자체의 움직임을 작품의 구성 

요소로 채택하는 인터랙션 아트는 무용에서 발전되지 않았음에도, 또 

출연자의 신체가 안무되는 것이 아님에도, 작품을 관람하고 그로써 

비로소 완성하는 수용자의 신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의 

원칙으로서 안무 개념이 작품에 내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공간 

193) 물론 2014년에는 이미 무용 작품에서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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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로메오 카스텔루치 <봄의 제전>

(2014)

속에서의 움직임에 신체의 연루가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 한, 

심지어 무대 위에 무용수가 등장하지 않는 무용 작품도 가능해진다. 

   이탈리아의 연출가 로메오 카스텔루치(Romeo Castellucci)의 <봄의 

제전(Le sacre du printemps)>194)은 

바로 그 극단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작품이다. 20세기 내내 

계속해서 다른 버전으로 

무대화되었음에도, 전통적으로 

<봄의 제전>은 무용사에서 

최초의 모던 댄스로 기록되었다는 

상징성이 존재한다. <봄의 

제전>에 대한 카스텔루치의 

새로운 해석은 약 100년 전 

바슬라브 니진스키(Vaslav Nijinsky)의 <봄의 제전>이 당시의 

관객들에게 그랬던 것만큼이나 동시대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195)

무대 공간과 객석 사이에 유리벽이 설치되어있고, 천장에 배치된 40개의 

기계가 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녹음된 스트라빈스키의 선율이 

흘러나오면 기계가 분진을 일으키며 나선형의 굵은 실타래 모양으로 

뼛가루를 뽑아낸다. 이 6톤가량의 하얀 가루가 섭씨 1,200도를 상회하는 

194) 카스텔루치는 1980년 시작된 이탈리아 아방가르드 연극 운동의 일원으로, 극단 
소시에타스 라파엘로 산치오(Socìetas Raffaello Sanzio)의 수장이다. <봄의 제전>은 
2014년 8월 초연되었고, 그해 12월 파리가을축제(Festival d’Automne à Paris)에서, 
2015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의 개관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광주에서 공연되었다. 파리에서는 ‘연극’으로, 광주에서는 ‘무용/시각연극’으로 
분류되었다. 본고에서는 2015년 9월 6일 광주 CGI 센터에서 관람한 공연을 
참조했다. 
(http://www.festival-automne.com/en/edition-2014/romeo-castellucci-sacre-printemps
http://www.acc.go.kr/performance/OpeningFestival/list?MN_KEYNO=MN_0000000730)

195) 세르게이 디아길레프(Sergei Pavlovich Diaghilev)의 발레단 발레 뤼스(Ballet 
Russe)의 스타 무용수이자 안무가였던 니진스키의 <봄의 제전>은 스트라빈스키의 
혁신적인 음악과 더불어 당시 발레에 통용되지 않던 아방가르드한 움직임으로 
구성되었다. 1913년 5월 29일 파리 샹젤리제 극장(Théâtre des Champs-Élysées)에서 
있었던 초연에서 일부 관객들은 폭동에 가까운 소란을 일으켰고, 이후 이어진 
평단의 리뷰 역시 찬사와 혹평의 양극단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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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로메오 카스텔루치 <봄의 제전>

(2014) 

공장에서 분해된 소 75마리의 순수한 골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공연 프로그램에 이미 안내되어있지만, 공연 말미에 내려온 

스크린에서도 다시금 확인된다. 뼛가루는 일직선을 그리며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기계가 회전하면 회오리를 만들며 허공에 퍼지기도 

한다. 음악이 고조되면, 마치 화폭에 물감이 던져지듯 뼛가루가 쏘아져 

유리벽에 부딪혀 흘러내린다. 그런가하면, 분쇄되지 않은 뼛조각들이 

우르르 쏟아지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무대공간에 살아있는 몸이 

등장하는 것은 음악이 끝난 후, 객석 조명이 켜지고 극장 문이 열리면서 

공연이 끝났음이 암시될 때, 고글과 전신을 보호한 작업복을 착용한 

‘청소부’들이 뼛가루와 뼛조각을 수거하러 나오는 때뿐이다. 그들은 

갈퀴로 가루와 조각들을 

컨테이너에 긁어 넣는데, 종종 

아직도 기계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뼛가루 속으로 손을 넣어 

만져보기도 하고, 바닥에 수북이 

쌓인 뼛가루에 괜히 갈퀴로 

모양을 내는 등, 청소라는 실용적 

목적을 지향하는 것 같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 무용 또는 연극일 수도 있는 작품에 대해 제기될 수 있을 첫 번째 

의문은 무용수의 신체에 관한 것이다. 무용수나 배우의 신체가 현존하지 

않는 무용이나 연극이 있을 수 있는가?196) 하지만 카스텔루치는 작품을 

통해 이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이미 보여준다. 튀튀 대신 청소복을 

입었을지언정, 무대 공간에는 분명 신체가 등장하지 않는가. 물론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끝난 후이고, 객석에 불이 켜진 후에 

등장하는 그들의 작업이 퍼포먼스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는가에 대한 

196) 무용수의 신체가 현전하지 않으면서도 무대에 ‘움직임’이 존재하는 순간은 벨의 
<저자가 부여한 이름>에도 있었다. 무용수들은 공을 회전시키고 헤어드라이어를 
작동시켜 사전 옆에 두고는 30초 정도 무대 공간을 떠난다. 그들이 무대에 부재하는 
순간에도 회전 관성에 의해 계속 돌아가는 공과 헤어드라이어의 바람에 밀려 
넘어가는 책장의 움직임은 ‘공연’으로서 분명히 계속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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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다시금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공연의 끝, 스펙터클의 끝, 

퍼포먼스의 끝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실제로 뼛가루를 다루는 

‘청소부’들은 호기심 많은 관객들이 유리벽 앞으로 다가와 관찰하고 

사진 촬영을 하다가 결국 모두 퇴장할 때까지 무대 공간에서 그들의 

‘퍼포먼스’를 충실하게 수행한다. 농당스에서 벨이 무용 공연의 

안무적·극적 규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은 채 그것을 구현시켜 

비판했던 것과 같이, 카스텔루치 또한 이 작품에서 ‘신체의 등장’이라는 

극적 규칙을 구현해 그것을 의문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카스텔루치의 <봄의 제전>이 안무에 대해 제기하는 

급진적인 물음은 춤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농당스에서 춤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몸의 움직임이라는 속박이 끊어졌다면, 즉 움직임을 

배제시킨 몸과 그로 인한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 나아가 카스텔루치의 작품에서는 몸을 배제한 순수한 

운동으로서 움직임의 탐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구성하는 것이 기계와 ‘죽은’ 물질이라는 사실에서 이 작품이 무엇이 춤, 

또는 퍼포먼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그리고 이 예술적 연구에서 포착되는 것은 제시되는 몸을 관객이 단순히 

‘보는’ 것으로써 성립되는 춤에 대한 비판적 태도, 그리고 움직임의 

목격자이자 퍼포먼스의 구성원으로서 관객의 강렬한 현존과 경험에 

위치하는 움직임의 체험으로서 춤의 새로운 존재론의 가능성이다. 

메타댄스로서의 농당스에서 매체로서 무용 공연의 작동 장치들과 구성 

요소들이 비판적으로 조명되면서 그 모든 것을 인식하는 주체로서 

관객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면, 춤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봄의 

제전>같은 더 최근의 예술적 연구에서는 결국 무용 공연을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서 관객의 현존과 감각에 구체적으로 주목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술로서 퍼포먼스가 성립하는 조건들을 규명하려는 

공연예술의 오랜 문제에 대한 동시대 예술적 연구의 실험과 대답을 엿볼 

수 있다. 연행자와 관객의 현존, 신체와 움직임의 관계 등 퍼포먼스에 

대한 기존의 전제들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경험과 인식을 위해 

언제든 시험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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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아서 단토(Arthur Danto)가 워홀의 <브릴로 박스>를 ‘예술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의 예술은 더 이상 가야할 특정한 내적인 

방향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의 예술이라고 보았던 것처럼, 노엘 캐롤은 

저드슨 처치 무용가들의 춤을 두고 춤의 종말을 선언했던 바 있다. 춤의 

모방론이 표현론과 형식론에 의해 붕괴되었고, 그것들 역시 결국 저드슨 

처치 그룹의 그린버그식 모더니즘 기획에 의해 대체되었기 때문이었다.  

[저드슨 처치 무용가들은] 무엇이든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컨템퍼러리 댄스의 가능성을 

중대하게 확장시켰다. 그들은 춤의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이것은 

춤의 끝이 아니라 아마도 새로운 시작일 것이다.197)

그러나 이 ‘새로운 시작’은 1960년대 포스트모던 댄스가 아니라 1990년대 

농당스에 의해, 그리고 새 밀레니엄과 함께 컨템퍼러리 댄스로써 비로소 

도래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춤 공연’으로,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존 ‘춤’ 개념에 대한 자기반영적 

비판으로서의 춤, 즉 일종의 메타무용으로서, 농당스는 기존의 춤 개념을 

구성하고 공고히 유지시켰던 극장 장치를 구현해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는 

동시에 그 장치에 의해 공연이 작동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비판의 

과정에서 포스트모던 댄스를 포함한 기존의 춤은 “어떻게 보이든 간에... 

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어도 흥미로운 움직임으로서 

제시될 때 춤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197) 이 글에서 캐롤은 2003년에 1960년대를 돌아보고 있는 것으로, 그가 여기서 
말하는 컨템퍼러리 댄스에는 농당스도 포함될 것이다. (Noël Carroll, “Art history, 
dance, and the 1960s” in Reinventing Dance in the 1960s: Everything Was Possible, ed. 
Sally Bane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3), pp. 81-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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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춤의 부정’인 것처럼 들리는 농당스라는 이름과 ‘움직임의 

부재’처럼 보이는 농당스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명을 토대로 농당스가 

무용사의 급진적인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춤의 역사적 진화였음을 

밝히고자 했다. 농당스는 포스트모던 댄스의 재현 비판, 탄츠테아터의 

인식 전환, 누벨 당스의 극장성 등 이전의 춤을 참조함으로써, 그리고 그 

기존 춤의 구조 안에 머무름으로써 실천될 수 있는 비판으로서의 춤이다. 

따라서 농당스를 춤이 아닌 것으로 보았던 초창기의 반응도, 멀게는 

개념미술이나 퍼포먼스 아트, 가깝게는 분석적 포스트모던 댄스의 

미니멀리즘적 춤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학계의 해석도 모두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무용사에서 인식론적 분열과 혼란은 이미 농당스 이전에 20세기를 

통틀어 일어나고 있었다. 1960년대 미국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나타난 

무용의 비장소(non-place), 비무용수 사용이나 일상의 움직임, 그리고 

1970년대 독일의 탄츠테아터에서 일어났던 지식의 구현체로서 무용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드라마투르그의 도입198) 등은 무용의 장에서 기존의 

인식 틀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농당스는 포스트모던 댄스와 

탄츠테아터의 앞선 인식론적 균열들을 따라 춤의 전통적 인식의 한계점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그 한계점의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재현 체계와 

그로부터 파생되었던 춤의 모든 제한적 조건들이 타당한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실천이었다. 모던 댄스와 포스트모던 댄스가 각기 발레와 모던 

댄스에 대한 거부와 저항으로서 등장했던 것과는 달리, 농당스는 그 전의 

춤, 또는 어떤 것을 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인식의 범위로서의 ‘당스’가 

어떤 사고 방식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숙고하고 그 인식의 작동 기제를 

드러낸다. 그 때문에 농당스는 단순히 ‘당스’에 대한 저항이 아닌, 

‘당스’를 그토록 공고하게 만드는 그 기반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푸코적인 

198) 피나 바우쉬는 1979년 라이문트 호게(Raimund Hoghe)와 협업을 시작하면서 
무용에도 연극과 같이 드라마투르그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therine 
Profeta, Dramaturgy in Motion: At Work on Dance and Movement Performance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15), p.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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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비판적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비판적 실천으로서 

농당스는 궁극적으로는 저항적 실천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단지 무용 형식의 역사에서 직전의 춤, 예를 들어 누벨 당스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푸코가 비판을 설명한 것처럼, “어떤 것을 

그것으로 규정하는 그 자체에 대한 도전,” 즉 어떤 것을 춤 또는 무용 

공연으로서 정의내리고 고정시키는 인식 기제라는 더 거대한 체계의 

억압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무용 작품을 농당스로, 또는 농당스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는 무용 현장과 학계의 관점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농당스는 단순히 현상적으로 춤으로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무용을 통칭하는 용어로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벨의 <마지막 

공연>이나 <베로니크 두아노>에서처럼 농당스에도 이전의 춤과 같은 

아름다운 움직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당스’의 반대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던 ‘농당스’라는 용어는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농당스는 단순히 ‘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춤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농당스의 예고된 

종말”이라는 표현에도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예술적 연구로서의 컨템퍼러리 댄스가 계속되는 한 

농당스는, 비록 다른 양상을 보일지언정,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당스는 무용 공연을 구성하는 안무와 퍼포먼스의 개념들에 균열을 

냈고, 그 틈새 사이로 춤의 무한한 가능성들이 비쳐 나오기 시작했다. 

농당스의 비판 실천을 통해 운동성, 즉 ‘춤’이 소진된 춤으로서 

컨템퍼러리 댄스는 소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가지는 

예술형식으로 떠올랐다. 오늘날 자기반영적 비판능력과 외연을 넓히는 

확장능력을 가진 이러한 춤의 편재는 카스텔루치의 <봄의 제전>에서 

보았듯이 동시대 예술에서 예술의 창작자와 수용자의 구분을 넘어 몸을 

연루시키는 모든 몸의 실천으로까지 춤을 확장시키고 또 분산시킨다. 

프레타르는 춤은 다시 추어질 것이지만 다만 아직 어떻게 다시 

추어질지를 모를 뿐이라고 한 반면,199) 메이앙은 프레타르의 2003년 



- 95 -

기사가 무용학계에 일으켰던 논란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그 이듬해 

발표한 글에서 오늘날 ‘춤인가 농당스인가(danse ou non-danse)’의 

문제보다는 춤이 ‘어떤 지점에서 춤이 되는가(par où la danse)’에 대한 

질문이 더욱 유효해지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200) 농당스 이후 

무용 실천에서는 요가, 연극, 시각예술 등 ‘춤’처럼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더욱 빈번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농당스로 드러났던 

춤의 존재론적 불안정성이 오히려 모든 예술영역으로 침투할 수 있는 

춤의 확장 가능성으로 기능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메이앙의 

주장은 프레타르의 논의가 다시금 춤이 추어질 것임을 기대하며 

‘춤’이라는 예술형식 자체의 발전을 향해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춤의 

영역 밖에서의 춤을 관찰함으로써 예술형식 간의 탈경계성을 염두에 둔다. 

‘당스’의 관념에 붙잡혀있었던 춤은 농당스라는 프리즘을 통해 빛이 

부서지듯 바깥으로, 이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현재의 관점에서 농당스는 어디까지나 무용에서 새로운 흐름인 

컨템퍼러리 댄스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한다. 또한 ‘당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수없이 다양한 만큼, 농당스가 ‘당스’를 자기반영적으로 

비판하는 방식들도 무수하다. 따라서 컨템퍼러리 댄스 중 어떤 실천이 

농당스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의미한 일일 

수밖에 없다. 또한 농당스 안무가들의 궤적을 살피면, 농당스가 결국 

제도권 무용에 큰 혁신을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벨은 2000년대 이후 프랑스 현대무용의 주류로 진입해 파리 

오페라 극장을 비롯해 퐁피두 센터, 런던의 테이트 모던, 뉴욕 현대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상연하고 있으며, 샤르마츠는 2008년 렌느와 브레타뉴 지역 

국립안무센터의 수장으로 임명된 후 줄곧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등, 

199) “...[춤]은 ‘다시 춤출 것이다’! 다만, 어떻게 그렇게 할지 우리는 아직 모를 
뿐이다. (Frétard, “La fin annoncée de la non-danse.”)

200) Gérard Mayen, “Danse ou non-danse: par où la danse?,” Centre Pompidou, 2004.
mediation.centrepompidou.fr/education/ressources/ENS-spectacles-vivants/02-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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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당스 예술가들은 성공적으로 제도권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벨은 

2004년 이후로는 거의 유사한 창작 경향을 보인다.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2004년 이후의 벨의 작품 목록을 보면, 태국 무용가 피쳇 클런천(Pichet 

Klunchun)으로부터 공연 중 직접 태국 전통 무용인 콘(khon)을 배워보는 

기획이었던 <피쳇 클런천과 나(Pichet Klunchun and Myself)>(2005)와 안네 

테레사 더 케에르스마커(Anne Teresa de Keersmaeker)의 무용단 

로사스(Rosas)와의 협업인 <3Abschied>(2010) 이외에도, <이자벨 

토레스(Isabel Torres)>(2005), <루츠 푀르스터(Lutz Förster)>(2009), <세드릭 

앙드리외(Cédric Andrieux)>(2009)의 세 작품에서 은퇴를 곧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무용수를 등장시켜 <베로니크 두아노>와 동일한 다큐멘터리 

방식의 기획을 선보였다. 또한 2010년대에 들어서 벨은 <장애연극(Disabled 

Theater)>(2012)부터 <앞뜰(Cours d’honneur)>(2013), <갈라(Gala)>(2015), 

<무덤(Tombe)>(2016)에 이르는 일련의 작품을 통해 장애인 배우와 관객, 

아마추어 무용수 등 전통적으로는 무대에서 소외된 신체를 무대 위로 

올리는 데 몰두했다. 

   결국 우리는 농당스와 벨을 위시한 농당스 안무가들이 애초에 제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 벨은 스스로 춤을, 또는 자신의 작업을 규정하지 

않는다.201)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는 ‘춤’으로 인정될만한 움직임을 

사용하지 않았던 <저자가 부여한 이름>과 <제롬 벨>을 되돌아보며 그 두 

작품을 ‘춤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벨은 관객 반응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의 작업이 인식 기제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관객이 <저자가 부여한 이름>을 춤이 아닌 것으로 

인식했다면, 그것은 춤이 아닌 것이다. 애초에 벨의 비판 기획은 이전 

춤에 대한 거부나 저항이 아니었으므로, 그는 작품을 통해 ‘저것은 춤이 

아니고 이것이 춤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려던 것은 아니다. 푸코의 비판 

기획이 그 성격상 대안을 제안하지 않는 비규범적 비판 모델인 것처럼, 

201) 그래서인지 벨은 ‘춤이 아닌 것’이라는 일차적 의미에서 ‘농당스’라는 용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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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당스의 푸코적 비판 기획 역시 기존의 극장 무용을 지탱하는 제도 

자체를 무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다만 농당스는 안정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계속해서 불안정을 추구해야만 하는 새로운 

예술의 요구 사이에서 제도가 창조성에 가할 수 있는 억압의 위험을 

인지하고, 의식·무의식 부지불식간에 예술을 규제하는 장치를 드러내 

비판적으로 주목함으로써 적어도 그 외연을 그려보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기존 무용에서의 극장과 안무 등 공연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푸코가 비판한 의미에서의 ‘장치’로 볼 수 있다면, 농당스는 그 장치를 

비판하고 그로 인해 제한되었던 가능성을 다시금 탐구한 것이다.

   오늘날 갈수록 많은 작품이 예술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대 퍼포먼스와 공연예술에서 재현 체계나 고정된 인식에 대한 

도전이나 장르 간의 탈경계성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장 기반 예술의 획일적인 재현 방식만을 유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보는 시각과, 연극, 무용, 퍼포먼스 등 전통적 장르를 

구분하는 이분법이 지배적이라는 데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오늘날 

농당스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통해 우리는 무용 공연이라는 매체에 

대한 고찰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동시대 예술에 대한 이해와 현재의 

고정된 인식 지평에 대한 반성까지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 98 -

참 고 문 헌

일차자료

푸코 텍스트 및 인터뷰

Foucault, Michel. “On the Genealogy of Ethics.” In The Foucault Reader, 

edited by Paul Rabinow, 340-372. New York: Pantheon Books, 1984.

------. “The Confession of the Flesh” (1977) interview. In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edited by Colin Gordon, 

194-228.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 “What is An Author?” In The Foucault Reader, edited by Paul 

Rabinow, 101-120. New York: Pantheon Books, 1984.

------. “What is Critique?” In The Politics of Truth, edited by Sylvère 

Lotringer and Lysa Hochroth, 41-81. New York: Semiotext(e), 1997.

------.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서울: 민음사, 2012.

공연 영상

Jérôme Bel. Video clip. Directed by Jérôme Bel. Performed by Claire 

Haenni, Frédéric Seguette, Michèle Bargues, Yseult Roch and Eric 

Affergan. 1995. Paris: R. B. Jérôme Bel, 1995. Web. 

www.jeromebel.fr/performances/videos?performance=J%C3%A9r%C3%B

4me%20Bel



- 99 -

Le dernier spectacle. Video clip. Directed by Jérôme Bel. Performed by 

Claire Haenni, Antonio Carallo, Frédéric Seguette and Jérôme Bel. 

1998. Paris: R. B. Jérôme Bel, 1998. Web. 

www.jeromebel.fr/spectacles/videos?spectacle=Le%20dernier%20spectacle

Nom donné par l’auteur. Video clip. Directed by Jérôme Bel. Performed by 

Jérôme Bel and Frédéric Seguette. 1994. Paris: R. B. Jérôme Bel, 1994. 

Web.1www.jeromebel.fr/film/videos?spectacle=Nom%20donn%C3%A9%20

par%20l%E2%80%99auteur

Véronique Doisneau. Video clip. Directed by Jérôme Bel. Performed by 

Véronique Doisneau. 2004. Paris: R. B. Jérôme Bel, 2004. Web. 

www.jeromebel.fr/spectacles/videos?spectacle=V%C3%A9ronique%20Doi

sneau

Weak Dance Strong Questions. Video clip. Directed by Jan Ritsema. 

Choreographed by Jonathan Burrows. Performed by Jonathan Burrows 

and Jan Ritsema. 2001. Web. www.youtube.com/watch?v=djz2dWO6r-4

공연

<봄의 제전>, 로메오 카스텔루치 연출. CGI 센터, 광주. 2015년 9월 6일.

<징슈필>, 마기 마랭 연출. 다비드 망부슈 출연.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 

서울. 2014년 9월 25일.



- 100 -

이차자료

Abel, Lionel. Metatheatre: A New View of Dramatic Form. New York: Hill 

and Wang, 1963.

“Action Against Dance Festival Fails”, The Irish Times, July 8, 2004. 

http://www.irishtimes.com/news/action-against-dance-festival-fails-1.11481

39

Adolphe, Jean-Marc. “La Nouvelle Danse Française.” Translated by 

Jacqueline Robinson. In The Dance Has Many Faces, edited by 

Walter Sorell, 3rd ed., 169-181. Chicago: A Cappella Books, 1992.

“A Look at Lucinda Childs/Philip Glass/Sol LeWitt's Dance.” YouTube 

video. 4:00. excerpts from the performance feature a brief discussion 

with Lucinda Childs, Philip Glass, and Senior Performing Arts Curator 

Philip Bither. Posted by “Walker Art Center.” June 8, 2011. 

https://www.youtube.com/watch?v=CByoefokGrA

Arbeau, Thoinot. Orchesography: A Treatise in the Form of a Dialogue 

Whereby All Manner of Persons May Easily Acquire and Practise the 

Honourable Exercise of Dancing. New York: Dance Horizons, 1966.

Armitage, Merle. Martha Graham: The Early Years. New York: Da Capo 

Press, 1985[1937].

Artaud, Antonin. The Theater and Its Double. Translated by Mary Caroline 

Richards. New York: Grove Press, 1958.



- 101 -

Banes, Sally. Terpsichore in Sneakers.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7.

Bauer, Una. “Jérôme Bel : An Interview”, Performance Research, Vol. 13, 

No. 1, 2008, 42-48. 

Beardsley, Monroe C.  “What Is Going On in a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Vol. 15, No. 1 (Autumn, 1982), 31-36.

Bel, Jérôme. Nom donné par l’auteur, Catalogue raisonné Jérôme Bel 

1994-2005. By Christophe Wavelet. RB JEROME BEL, January 2005. 

------. Jérôme Bel, Catalogue raisonné Jérôme Bel 1994-2005. By Christophe 

Wavelet. RB JEROME BEL, January 2005.

------. Xavier Le Roy, Catalogue raisonné Jérôme Bel 1994-2005. By Xavier 

Le Roy. RB JEROME BEL, November 2007. 

------. Théâtre/Public 10. 2006. By Clyde Chabot. RB JEROME BEL, 

October 2006. 

------. “Qu’ils crèvent les artistes.” Art Press, No. 23, October 2002, 92-97.

Boris Charmatz. Accessed October 24, 2016. http://www.borischarmatz.org/

Burrows, Jonathan and Jan Ritsema. “Weak Dance Strong Questions”, 

Performance Research, Vol. 8, No. 2, July, 2008. 

Burt, Ramsay. Judson Dance Theater: Performative Traces. New York: 

Routledge, 2006.



- 102 -

Calderwood, James. Shakespearean Metadram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1.

Carroll, Noël. “Art history, dance, and the 1960s.” In Reinventing Dance in 

the 1960s: Everything Was Possible, edited by Sally Banes, 81-97.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3.

Carroll, Noël and Sally Banes. “Working and Dancing: A Response to 

Monroe Beardsley's ‘What Is Going on in a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Vol. 15, No. 1 (Autumn 1982), 37-41.

Clark, T. J. “Clement Greenberg's Theory of Art,” Critical Inquiry, Vol. 9, 

No. 1,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 (Autumn 1982), 139-156.

Climenhaga, Royd. Pina Bausch. New York: Routledge, 2008.

------. “What Moves Them: Pina Bausch and the Aesthetics of Tanztheater.” 

PhD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1995.

Cohen, Selma Jeanne. “Dance as an Art of Imitation.” In What is Dance?: 

Readings in Theory and Criticism, edited by Roger Copeland and 

Marshall Cohen, 15-2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The Evolution of Theatre Dance.” In Dance as a Theatre Art: 

Source Readings in Dance History From 1581 to the Present, edited 

by Selma Jeanne Cohen, 1-4. New York: Harper & Row, 1974.

------. “The Invasion of the Air: The Romantic Era.” In Dance as a Theatre 

Art: Source Readings in Dance History From 1581 to the Present, 



- 103 -

edited by Selma Jeanne Cohen, 65-70. New York: Harper & Row, 

1974.

Coleridge, Samuel Taylor. “Chapter 14”, Biographia Literaria. In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Vol 2., edited by Stephen 

Greenblatt et al., 8th ed., 478-483.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2006.

Colletet, Guillaume. Grand Ballet des Effects de la Nature. Paris, 1636.

Conner, Lynne Thompson. The American Modern Dance and its Critics: A 

History of Journalistic Dance Criticism in the United States, 

1850-1934. Michigan: UMI, 1994.

Cvejić, Bojana. “A Few Remarks about Research in Dance and Performance 

― or The Production of Problems.” In Dance [and] Theory, edited 

by Gabriele Brandstetter and Gabriele Klein, 45-50.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13.

------. Choreographing Problems: Expressive Concepts in European 

Contemporary Dance and Performanc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5.

------. “To end with judgment by way of clarification.” In Danse: An 

Anthology, edited by Noémie Solomon, 145-157. Dijon: Les Presses 

du Reel, 2014.

“Danse d'école.” In The Oxford Dictionary of Dance, edited by Debra 

Craine and Judith Mackrell, 2nd edition, 12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104 -

Derrida, Jacques. “The Theatre of Cruelty and the Closure of 

Representation.” In Writing and Difference. Translated by Alan Bass, 

292-316. London: Routledge, 2005[1978].

Dickie, George. Art and the Aesthetic: An Institutional Analysi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Diderot, Denis. “Entretiens sur le Fils naturel.” In Œuvres de Denis Diderot, 

Vol. 6. Paris: A. Belin, 1819.

Dunning, Jennifer. “French Modern Dance Stresses Its Own Accent.” New 

York Times. Sep. 6, 1987.

Feuillet, Raoul Auger. Chorégraphie: Ou l'art de décrire la danse. New 

York: Broude Bros, 1968.

Frétard, Dominique. Danse contemporaine: Danse et non-Danse, vingt-cinq 

ans d'histoires. Paris: Cercle d'art, 2004.

------. “La fin annoncée de la non-danse”, Le Monde, May 6, 2003.

Greenberg, Clement. “Modernist Painting.” In Modern Art and Modernism: A 

Critical Anthology, edited by Francis Frascina, Charles Harrison, and 

Deirdre Paul, 5-10. London: Harper & Row, 1982.

Greskovic, Robert. “Merce Cunningham.” In Fifty Contemporary 

Choreographers, edited by Martha Bremser, 72-77. New York: 

Routledge, 1999.



- 105 -

Hegel, G. W. F. Aesthetics. Translated by T. M. Knox. Oxford: Clarendon 

Press, 1975.

Hornby, Richard. Drama, Metadrama and Perception. Lewisburg: Bucknell 

University Press, 1986.

Husemann, Pirrko. “Choreography as a Critical Practice”, Stationen, Issue 1, 

edited by Thomas Lehmen. Berlin: Thomas Lehmen, 2003. 

http://www.thomaslehmen.de/stationen-198.html?file=tl_files/ThomasLehm

en/stationen/downloads/P_Husemann_ENGL.doc

Hutcheon, Linda. A Theory of Parody: The Teachings of Twentieth-Century 

Art Forms. New York: Methuen, 1985.

Jameson, Frederic.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In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edited by Hal Foster, 

111-125. Seattle: Bay Press, 1989.

“J.-C. Gallotta, Ulysse.” In Dictionary of Dance, edited by Philippe Le 

Moal, 507. Paris: Larousse, 1999.

Khatchadourian, Haig. “Movement and action in the performing art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37, No. 1 (Autumn 

1978), 25–36.

Kirby, Michael. “Introduction,” The Drama Review, Vol. 19, No. 1, (Spring 

1975), 3-4.

Kivy, Peter. Authenticities: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Musical 

Performa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 106 -

Kisselgoff, Anna. “‘MAY B,’ BY MARIN”, New York Times, Feb. 19, 

1986.

Klein, Gabriele. “Dance Theory as a Practice of Critique.” In Dance [and] 

Theory, edited by Gabriele Brandstetter and Gabriele Klein, 138-149.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13.

Law, Sin-Yan Hedy. “Gestural Rhetoric: In Search of Pantomime in the 

French Enlightenment, ca. 1750-1785.”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7.

Lepecki, André. Exhausting Dance. New York: Routledge, 2006.

------. “Undoing the Fantasy of the (Dancing) Subject: ‘Still Acts’ in Jérôme 

Bel’s The Last Performance.” In The Salt of the Earth. On dance, 

politics and reality, edited by Steven de Belder and Koen Tachelet. 

Brussels: Vlaams Theater Instituut, 2001.

Lesage, Dieter. “Who’s Afraid of Artistic Research? On measuring artistic 

research output”, Art & Research, Vol. 2, No. 2 (Spring 2009).

Lista, Marcella. “Xavier Le Roy: A Discipline of the Unknown”, Afterall: A 

Journal of Art, Context and Enquiry, Vol 33 (2013), 26-37.

Lucian. “Of Pantomime.” In The Works of Lucian of Samosata. Translated 

by H. W. Fowler and F. G. Fowler. Oxford: Clarendon Press, 1905. 

E-Book. http://www.gutenberg.org/ebooks/6585

Martin, John. America Dancing: The Background and Personalities of the 



- 107 -

Modern Dance. New York: Dodge Publishing Company, 1936.

------. The Dance in Theory. Pennington: Princeton Book Company, 

1989[1939].

------. The Modern Dance. Princeton: Independent Publishers Group, 

1989[1933].

Mayen, Gérard. “Danse ou non-danse: par où la danse?” Centre Pompidou, 

2 0 0 4 . 

mediation.centrepompidou.fr/education/ressources/ENS-spectacles-vivants/

02-06.html

------. “Déroutes : la non non-danse de présences en marche”, Rue 

Descartes, No. 44 (2004), 116-120.

McFee, Graham. The Philosophical Aesthetics of Dance. Hampshire: Dance 

Books, 2011.

Ménestrier, Claude-François. Des ballets anciens et modernes selon les regles 

du theatre. Paris: Rene Guignard, 1682.

Needham, Maureen. “Louis XIV and the Académie Royale de Danse, 1661: 

A Commentary and Translation”, Dance Chronicle, Vol. 20, No. 2, 

1997, 173-190.

Noverre, Jean-Georges. Lettres sur la danse et sur les ballets. Paris: Veuve 

Dessain junior, 1783.

-------. Letters on Dancing and Ballets. Translated by Cyril W. Beaumont. 

Nottingham: Russell Press, 2004[1930].



- 108 -

Paxton, Steve. “Contact Improvisation.” In Dance as a Theatre Art: Source 

Readings in Dance History From 1581 to the Present, edited by 

Selma Jeanne Cohen, 222-227. New York: Harper & Row, 1974.

Profeta, Katherine. Dramaturgy in Motion: At Work on Dance and 

Movement Performance.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15.

Rainer, Yvonne. “Some Retrospective Notes on a Dance for 10 People and 

12 Mattresses Called ‘Parts of Some Sextets’ Performed at the 

Wadsworth Atheneum, Hartford, Connecticut, and Judson Memorial 

Church, New York, in March 1965.” Tulane Drama Review, Vol. 10 

(Winter 1965), 168-178.

------. Work 1961-73.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4.

Rancière, Jacques. The Emancipated Spectator. Translated by Gregory Elliott. 

New York: Verso, 2009.

------. “Interview for the English Edition.” in The Politics of Aesthetics: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Translated by Gabriel Rockhill, 47-66.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4.

RB JEROME BEL. Accessed January 30, 2016. http://www.jeromebel.fr/

“Research and development – UNESCO.”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UNESCO. Last modified March 12, 2003. 

https://stats.oecd.org/glossary/detail.asp?ID=2312.



- 109 -

Robertson, Allen. “New French Dance”, The Drama Review, Volume 28, 

No. 1 (Spring 1984), 103-109.

Roux, Céline. Danse(s) performative(s). Enjeux et développements dans le 

champ chorégraphique français (1933-2003). Paris: L’Harmattan, 2007.

------. “Performative Practices / Critical Bodies #2: What Makes Dance.” In 

Danse: An Anthology, edited by Noémie Solomon, 261-273. Dijon: 

Les Presses du Reel, 2014.

Royo, Victoria Pérez. “Knowledge and Collective Praxis.” In Dance [and] 

Theory, edited by Gabriele Brandstetter and Gabriele Klein, 51-61.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13.

Sabisch, Petra. Choreographing Relations: Practical Philosophy and 

Contemporary Choreography in the Works of Antonia Baehr, Gilles 

Deleuze, Juan Dominguez, Félix Guattari, Xavier Le Roy and Eszter 

Salamon. München: epodium, 2011.

Schlueter, June. Metafictional Characters in Modern Dram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Seaver, Michael. "Naked in the Presence of His Enemies." Dance Magazine. 

2004. HighBeam Research. (March 17, 2016). 

https://www.highbeam.com/doc/1G1-123752880.html

Serafin, Amy. “An ‘Antigone' From Africa, By Way of France”, New York 

Times, July 23, 2000. 

Shusterman, Richard. Pragmatist Aesthetics: Living Beauty, Rethinking Art. 



- 110 -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0[1992].

Solomon, Noémie. “Introduction.” In Danse: An Anthology, edited by 

Noémie Solomon, 9-23. Dijon: Les Presses du Reel, 2014.

------. “Unworking the Dance Subject: Contemporary French Choreographic 

Experiments on the European Stage.”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2012.

Sparshott, Francis. “On the Question: ‘Why Do Philosophers Neglect the 

Aesthetics of the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Vol. 15, No. 1 

(1982): 5-30.

------. “Why Philosophy Neglects the Dance.” In What is Dance?: Readings 

in Theory and Criticism, edited by Roger Copeland and Marshall 

Cohen, 94-10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Sulcas, Roslyn. “Unless You Have Another Word, Dance Will Do”, New 

York Times. Feb. 24, 2008.

Warne, Fiona. “Dance.” In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French Culture, 

edited by Alex Hughes and Keith Reader, 135-138. London: 

Routledge, 1998.

Wigman, Mary. “The Philosophy of the Modern Dance.” In What is 

Dance?: Readings in Theory and Criticism, edited by Roger Copeland 

and Marshall Cohen, 305-30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Williams, Simon. “The Spectacle of the Past in Grand Opera.”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Grand Opera, edited by David Charlton, 



- 111 -

58-7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Whyman, Rose. The Stanislavsky System of Acting: Legacy and Influence in 

Modern Performance. New York: Cambrige University Press, 2008.

Xavier Le Roy. Accessed October 24, 2016. http://www.xavierleroy.com/

“국립현대무용단 2016 시즌 프로그램 접속과 발화.” 국립현대무용단. 2016

년 10월 20일 접속. http://kncdc.kr/issue/2016/

김현옥. 「프랑스 현대 무용(누벨 당스)의 詩性과 視覺性의 공헌」. 대한무용

학회논문집, Vol. 24, 1998, 57-80.

김형기. 「“연극성” 개념의 변형과 확장」. 한국연극학, 제23호, 2004, 

270-295.

덤, 폴. 『관객을 위하여』. 김문환 옮김. 서울: 평민사, 1998.

들뢰즈, 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서울: 민음사, 2004.

박종현. 「현대 춤에 나타난 아포리아적 양상 연구 –농 당스 작품을 중심

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천병희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2.

오선명. 「농당스(Non-Danse)에 나타난 현대 춤의 본질 – 제롬 벨(Jérôme 

Bel) 안무 작품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제67호, 2011.

--------. 「유럽 현대무용의 미학적 변이와 표현형식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제29집, 1호, 2010, 27-46.



- 112 -

장인주. 「문화정책 이념에 따른 프랑스 무용의 발전 양상: 문화민주화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제58집, 1호, 2016, 79-90.

조주연.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미술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타타르키비츠, W. 『미학의 기본 개념사』. 손효주 옮김. 서울: 미술문화, 

1999.



- 113 -

Abstract

An Argument for Non-danse as 

Self-Reflexive Critique of Dance

: With a focus on Jérôme Bel’s earl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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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non-danse as a self-reflexive critique of dance, and a 

form of metatheatrical dance theater, or metadance. Non-danse means 

‘non-dance’ in French, and refers to the dance practice that emerged in 

Europe from the early 1990’s. This innovative form of dance consists of 

movements that are not usual for dance, yet identifies itself as dance. Its 

striking difference from what we have known as dance so far has been 

explained mostly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genres such as conceptual 

art and performance art, while it was even belittled as a mere fad. Although 

the Korean contemporary dance scene has shown growing interest for and 

acceptance of non-danse in the recent years, the corresponding research 

shows little progress. Since non-danse has given a significant influence to 

the shift of dance’s paradigm as witnessed in today’s contemporary dance, it 

should be re-evaluated as a phenomenon that created a rupture in the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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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ance, and a lens through which we can examine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dance. In doing so, this study analyzes non-danse and 

contemporary dance works, including French choreographer Jérôme Bel’s 

early works, to examine the new phenomena of dance performances and 

changes in the concept of choreography. It thus focuses on the innovative 

change in the concept of dance through non-danse’s critical practice and the 

possibility of dance’s ontological expansion that followed.

To inquire the background of non-danse being presumed as the contrary 

of ‘danse’, chapter I surveys the history of dance in the West and follows 

the developments in the theory of ‘danse’. Though the philosophy of art has 

traditionally given little interest to dance, in the era of ballet there existed a 

dance theory that compared dance to poetry and painting, and argued its 

essence to be mimesis. After modern dance appeared as a resistance to the 

form and content of ballet, the purpose and essence of dance were found in 

expression, and dance was newly defined as the expression of emotions. The 

expression of emotions in dance was regarded as being made possible by 

movements, the actual substance of dance. Post-modern dance, which 

developed from the criticism that the ‘expression’ of modern dance was 

actually nothing more than mimesis, rejected the historical clichés of dance 

such as dramatic illusion, virtuosity, and emotional appeal, and sought to 

demystify dance. Yet, post-modern dance ultimately depended itself on the 

institutional theory of art by exploring what could be ‘movement as dance’ 

without challenging the proposition of ballet and modern dance that the 

essence of dance was ‘movement’. It is thus clear that the embodiment and 

concept of dance have transformed in accordance with each other. 

Meanwhile, in nouvelle danse, the French modern dance developed in the 

1980’s, the theatricality of dance theater was amplified. Based on the 

reflection of the concept of dance that had always been changing yet was 

considered absolute and fix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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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itif or apparatus of theater, non-danse emerged as a practice of 

self-reflexive critique of dance.

   The next chapter discusses what non-danse is, by reviewing the context 

of its emersion and the conceptual innovation in its characteristics through 

the reflection on the dance theater’s apparatus of representation, the 

conceptual shift of choreography, and the change in the awareness of 

dancers’ bodies. Non-danse is a critique upon a series of ways that dance 

theater is constructed and recognized. While the apparatus of representation 

is an inevitable condition for dance as a performing art for its physical 

environment of theater and custom of performance, non-danse attempts a 

reflection upon such representative apparatus of dance theater through the 

reification and visualization of choreographic and theatrical codes. Non-danse 

stays within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uses the theater’s apparatuses that 

activate the system in a self-reflexive way to try the audience’s awareness. 

Non-danse places itself under the premise that dance performances cannot 

but represent representation, in other words, represent the measures, 

mechanisms, and ideologies that produce meaning and status in contemporary 

culture. While the concept of choreography had been changing throughout 

the history of dance, it was through non-danse that its changes finally 

revealed themselves. The theological author in the traditional concept of 

choreography is substituted with author-function, and the bind between the 

dancer’s body and the movement is ruptured. The dancers now discard the 

demand to move ceaselessly, free themselves from the project of mobility, 

and stand as natural individuals and organizers of selves.

   The critique in non-danse has particular traits, as it did not just discover 

faults from the previous dance practices to reject them, but revealed the 

limits of recognition in dance. Modern dance and post-modern dance have 

their conceptual basis on the criticism, rejection or resistance against the 

preceeding dance practices. Non-danse, however, performs a critiqu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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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ing the limits of the cognitive horizons and raising questions about 

them. Based on this analysis, chapter III relies on French philosopher 

Michel Foucault’s critical ontology to find non-danse’s historical significance 

in its self-reflexive critique. Foucault’s concept of critique is one upon the 

fixed configuration of cognition itself. When applying this concept to 

non-danse, it is revealed that the objects of critique in non-danse are the 

medium itself and the intrinsic apparatuses of the medium, thus verifying 

the self-reflexivity of non-danse. As such self-reflexivity is a characteristic 

of metatheatre, non-danse can be understood as a type of metatheatrical 

dance theater. This study therefore analyzes non-danse as metadance, 

examines the concepts of self-reflexive critique and artistic research in 

non-danse and the dance practices that followed, and reviews contemporary 

dance works in order to shed a new light to the ontological change in 

dance initiated by non-danse; that it is not a radical rupture intuitively 

associated with the negativity of the name, but a process of critical practice, 

raising problems about the concept of dance and experimenting their 

solutions╶ a historical evolution of dance.

Keywords : non-danse, contemporary dance, critique, self-reflexivity, 

metadance, artist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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