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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결론 

19세키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벨 에포크 BeUe Époque’는 다 

%댄f 분야에서 현대화가 진행된 시기였다. 1914년 제 l차 세계대전과 

함께 막을 내리는 벨 에포크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끝난 187 1 년， 경제 공황이 끝난 1896년， 혹은 대략 1890년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시기가 진보와 변화의 시대， 과학 분야의 

다양한 발견과 식민 지배의 확장， 그리고 문화의 융합이 일어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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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였다는 진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젓이다. 전쟁이나 

경제공황에서 벗어났고 식민지를 넓힐 수 있어 경제적 번영의 토대 

가 마련된 덕분에， 노동자들과 기득권층의 갈등이나 드레뛰스 사건 

과 같은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 

수의 사람들은 이 시기를 이·름다운 시기로 회상하는 것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기， 지하철.7.1-똥차， 비행기 둥 이 시기를 수놓은 수많은 

발명품은 사회 지배충뿐 아니라 좀 더 넓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활까지 현대화했기에 이 시기를 분명의 비인간적 속성에 따른 불 

안감 속에서도 과학과 기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간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문화예술의 현대화에 있어서도 큰 성과가 있었던 시 

기였다 예술의 자율성과 당대성올 향한 첫 걸음이었던 낭만주의가 

19세기를 연 이래로 예술은 정치， 경제， 사회적 변회플 반영하연서도 

각 예술 장르의 고유한 표현 매제 자제에 대한 탐구.2)로 향하게 되어 

세기말과 20세기 초에 이르면 집중적으로 장르 언어에 관해 다양하 

거| 모색한다. 회화에서는 인상주의부터 미래주의， 포비즘(야수파)， 

입체파에 이르기까지 재현과 서사로부터 벗어나 회화 고유의 미학올 

찾으려는 시도가 잇따랐다. 동시에 이 시기에 탄생한 포스터를 비롯한 

그래픽 아트와 아르 누보는 예술이 산업， 즉 대량 생산 및 소비 

처|제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음악에서는 드뷔시， 

라벨 등의 인상주의 음악이 등장하여 벼재현적이고 비서사적인 

음악의 본질을 살리면서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연국에서는 양식화에 바탕을 둔 고전주의에 대항한 낭딴주의를 

거쳐 세기말에 이르면 현대 생활의 있는 그대로를 무대화하는 사실 

주의적인 극의 추구가 대세를 이루는 한편 상징주의 문학의 영향으 

1) Marcelle Michel. Isabc.>lIe GinOI, La dllflse dll XXe sièdc, Bordas, 1995, p. 27. 

2) 문화의 성우 언어 표현 자채에 대한 탐구， 회화의 깅우， 색재， 구도， 형태| 자세에 

대현 당구플 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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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사보다는 암시에 무게를 두는 상정주의 극이나 〈위비왕〉과 같 

은 독특한 용자극도 시도되었다. 문학에서는 과학적 관점을 받아들 

인 소설의 자연주의가 언어를 실험한 시의 상징주의와 더붙어 세기 

말을 이꿀었고 20세기 초에는 프루스트， 아폴리네르 둥이 각기 소설 

과 시에서 독창적인 시도를 하였다. 특히 예술의 혁신에서는 각 분 

야 간의 상호 교류가 두드러진다. 말라르메， 졸라l 공쿠르 형제， 위 

스망스 둥 작가들의 예술비명과 작가와 예술가 간의 상호 교류가 활 

발하였고 이 흐름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져 그 정점인 다다와 초현 

실주의 운동을 준벼하고 있었다- 사진은 다양한 예술가의 모습과 문 

화예술의 현장을 기록하는 한펀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기술복제 

시대의 대표적 예술， 영화를 탄생시켰다. 

문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시기는 그동안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던 효사{luxe)와 여흉이 대중화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마. 유리와 전 

기 조명이 낳은 백화점과 아케이드의 상품 전시 기술의 발전과 석판 

화 기술이 가농케 한 포스터와 화보잡지의 발달은 패션을 중심으로 

다%댄f 유행을 창조， 가속화하였다. 카바레， 카피]， 음악회장， 살롱 

등은 다%댄f 계층의 오락공간이 되었고 자전거， 골프 터l니스， 승01-

등 스포츠의 탄생과 철도의 발달올 바탕으로 한 휴가 여행외 확산도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서커스， 도박， 술 등도 이 시 

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회화에 종종 등장하는 특정적인 현대적 오 

락거리였다. 이런 호사와 여홍은 예술분야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어 

서 때로는 전자가 후자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였고 때로는 후자가 전 

자처럼 소비되기도 하였다. 예술의 쪽에서 보자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도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는 무엇이 되기 위한 탐 

색이 요구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춤 역시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다. 무용사에서 흔히 현대 춤과 모던 발레의 기원을 이 시기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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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무용가에게서 찾는다. 바로 이사도라 던컨 lsadora Duncan과 발 

레단 ‘발레 뤼스 les Ballets Russes'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연구는 

그간 주로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연구에서도 이들이 

활동했던 파리의 사회， 문화예술적 흐름 속에서 이들을 고찰한 경우 

는 많지 않다，3) 이들이 가져옹 혁신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함께 놓고 또한 그들의 공연을 둘러싸고 있던 파리 벨 에포크 

시대의 사회와 문화예술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하에 우리는 이 논문에서 직전 시기를 포함하여 벨 

에포크 시기의 파리 춤계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서 이사도라 던컨과 

발레 뤄스가 어떻게 다른 분야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시대적 

변화와 궤를 같이 한 것이며 각기 다른 분야로 분화되어 발전될 그 

들의 유산이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합축하고 있는지를 찾고자 한다. 

II. 본 론 

1. 두 명의 선구자 : 춤 언어 탐구의 시작 

1.1. 세기말의 시도 : 화려한 볼거리 

19세기를 휩쓸었던 낭만 발레의 열풍4)이 가라앉은 후 세기말 

프랑스 춤계는 침체기를 맞게 된다. 왕족과 귀족의 몰락은 이들을 

강력한 후원자로 삼았던 발례의 쇠락을 초래했고 19세기 중반부터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아 온 프랑스 무대 출신의 뛰어난 발레 인재들 

3) 국내의 상우애 그렇디 . 

4) 1 832년 초연된 〈라 실피드 La Sylphldc>. 1841넌 초연뭔 〈지젠 Giselle>ol 낭만 

암레91 션정 71쉰- 대표깐다 십만복. 부용예술i드“ ， 한김아트， 2011 , pp.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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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용수， 무용교샤 대본7t， 안무가들은 아직 발레가 왕족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5) 게다 

가 유럽을 달군 바그너의 인기는 프랑스에서도 기존의 발레 관객 

들을 춤 공연보다 음악회와 오페라 공연으로 불러들였다. 이 Ãl] 전통 

발레의 한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시도가 멸요했는데， 300년6) 가까이 

전통 발례가 춤계를 지배했던 프랑스 내부에서는 좀저렴 돌파구를 

찾기 힘들었다. 변화의 바람은 다른 나라에서 불어왔다. 

우선， 이탈리아와 영국의 공연에서 영향을 받아 화려한 볼거리를 

관객에게 제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7) 대표적 시례로는 당시 오페 

라 극장의 라이벌로서 이탈리아 춤 작품을 주로 공연했던 에덴 극장 

l’Eden-Théãtre을 들 수 있다 1883 년 l월 이 극장에 1881 년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된 〈엑셀시오르 Excelsior>가 무대에 

올려졌는데， 이 작품의 시각적 효과가 어찌냐 강했던지 에드몽 드 

콩쿠르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알제리 가구의 다채로운 불쫓들과 

중국 가판대의 유리에 입힌 금박들， 뱅갈 천민들의 불꽃들 속에서 

900개의 팔들과 다리들이 쉴 새 없이 공중에 모습을 드러낸다 눈을 

5) 러시아 .1l전 딴퍼l 의 아벼시로 관리는 바21우스 프티파(1818 - 1910)사 그 대표간| 

인사이다. 펠 에쿄， 생 례용 등이 몇 년만 러시이에시 가료셨딘 것에 씨해 프티ll~þ 

1847년에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지시 S6년의 낚은 생응 J공에시 꼬두 보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러시이 고전 발에룹 확린하였고 러시아가 프랑스의 두l삼 이어 유럽 
발레껴|에시 영성윌 누2.1 세 하였마. 조엔 ;>1스. 역사 속의 춤 , 겁말완 역， 이화여지 
대학교풍관부， 1998, pp. 192-202; 이덕회， 블염의 우용시-륜 , 삭/~성션， 2α>0， p. 27 

6) 일반적으보 이탈리아 음악기 보초외샤 시브렌 드 메디7.1갈 띠 라 프랑스 왕성로 외 

그너릎 위해 〈왕비의 회극 발레>(1581 년)플 연판하여 공연한 껏흘 최초의 궁성 
l칼례로 보고 루이 14세의 왕링 발러l 아카데미 창설(1661 년)을 맙레 부흥시의 시작 

으로 보는네 이 두 시 71의 종까부터 셔|산히연 때략 그렇나 Marcelle Michel, 
IsabelJe Ginot , pp. 11 -12; 조앤 카스 ibid. , p. 180: 집딴복， op. cir. , p. 232 

7) 이 부분에사 언급되는 지새한 사항블븐 주로 다읍의 논문울 찬고했읍. Hélènc 
Laplace.Oavcrie, π L’‘ américa피sa디00 >> du b<피잉 vers 1880 ", in lsabelJe Moindrot, 
Olivier Goerz et a1, Le ￥'lecr<1C1씨il'/! dllnS les arrs de la sc냥IIe dll romanrisme à 1<1 

8e/le Èpo.ψIC， CNRS , 2006. 



130 불어분효}권언구 제23호 

아프게 하는 빛들 속의 움직임의 광란은 마치 몹시 흔든 만화경을 

3시간 동안 들여다본 것처럼 근육통을 안긴다.118) 이 공연은 2편의 

속편을 포함하여 3부작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두 번째 공연인 〈사랑 

Amor>9)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였다. 공연은 3시간 지속되는데， 

614명의 출연진에다가 기수들과 부대 조수들， 기술자들， 조명기사 

들. 12마리의 말， 2마리의 소. 1 마리의 코끼리가 동원되었고 1.600m
2 

의 천그림과 350m2의 다리틀과 2，800벌의 의상 등도 필요하였다. 

에덴 극장은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이 

공연을 무대에 올리지는 못했다. 

사실， 이런 작품들 이전에 이미 1870년대부터 파리에서는 상상력 

의 부족을 무대 장치로 보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정체기 

에 틀어섰던 기획-대본이나 안무 분야와는 달리 무대 장치 분야는 

지술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심해져 극장 

측에서 안부가에게 무대 장치를 살릴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 

고 요구할 정도가 되는데 1890년대의 두 편의 작품을 사례로 들 수 

있다 1898년 마리니 극장Th삶trc Marigny 극장주는 영국에서 비늦 

방울 제작 기계룰 수입한다. 그리고 그는 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스토랴뜰 대본가 조르주 페이도<Jeorges Feydeau에게 요구한다. 이렇 

게 하여 〈사랑의 비늦방울 La BuUe d ’amour>이 제작되는데 이 작품 

속 ‘하늘의 왕자’와 ‘비늦방울의 여왕 사이의 이야기는 수입한 기계를 

잘 사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다른 예는 1892년 신극장Nouvcau 

8) “ Neuf cen잉 bras el oeuf cents jambes pel뼈tueUemen t en 1’air, dans dcs 
Oamboiemenl:S de couleurs d’étagères algéricnnes, dans des p따11005 de velTe de 
kiosques chinois, dans des feux de Bengale canaiUes. Une frénésie de mouve

men l:S, p따mi de la lumiére qui fail m떠 aux ycux, vous donncnl une courba
lure comme si 00 avail eu, rrois heurs. l'æiJ à un kaléidoscopc vigoureusemenl 

sccoué.>> Lcs Goncourt. JOllmol, LaJfonl, Tome 1lJ. 1989, 19 févrie.r 1883. p. 

990. lbicl. . pp. 281-282애시 지191용. 
9) 1886년에 이말리아에서 초，? I 된 사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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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삶σe에서 공연된 미젤 카려l 피스 Michel Carré fils의 〈홍땀단추 

Bouton d'or>이다. ‘어둠의 왕’과 ‘오로라’가 주인공인 이 작품 역시 

다%댄f 빛깔의 초명이 가능한 극장의 최첨단 조명시설용 환용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물론， 조명장치플 비롯한 부대장치와 의상의 발전， 그러고 그것의 

활용은 19세기 내내 발견되는 현상이다. 특히 낭만발레는 무대장치 

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10) 대표적으로 가스등은 1822년 오 

페라 극장에 처음으로， 뒤이어 다음 해에는 춤 공연의 메카였던 포 

르트 생-따르탱 Porte Sainr-Manin 극장과 재태 la Ga따 극장에 설 치 

되었는데， 석양이나 통트는 새벽과 깥이 낭만발레에 있어 숭요한 시 

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였다. 또 낭만발레에서는 수로 요정 

이나 유령이 여주인공으로 둥장했던 만큼 발레리나플이 공줌에 떼 

다니는 듯한 연출올 위한 기계장치도 펼수적이었다. 이 밖에도 발목 

윤 드러내고 부드럽고 앓은 진을 여러 겹 겹쳐 제작한 종 요양의 흰 

지o\{‘낭만적 튀튀’)는 낭딴발레 시 대에 정착된 기술인 푸앵트11)를 

비롯한 발 기술을 잘 보여줍과 동시에 여주인공의 순섣함과 ‘비육체 

성-비물질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_ 1820년대에 정짜된 푸앵트라 

는 기술 자체가 날아다니게 하는 기계장치와 더불어 한없이 가벼운 

존재로서의 여주인공의 정체성을 적절하게 표현하게 하였다. 이렇듯 

낭만발레 시대에도 순수한 춤 이외의 장치들이 다양하게 활용되었 

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춤， 사랑， 죽음과 같은 낭만직 테마와 

그것올 중심으로 한 스토리깥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 

었을 뿐이다. 반연， 세기말의 화려한 공연들은 춤이 무대장치에 봉 

사하게 된 점이 문제였다. 

10) 낭딴얀레외 무대상지여| 싼이 사항흔 수보 다읍의 논섣걷 산.J t했응 Sylvie 
Jacq.MJOche, ‘ L'esthenque de I'unmalénel_ tn Isabelle MOIndrOl, O lJ vleT 

Gocα ct aL, op. clr 

11 ) 만끈으로 서는 시숙. 



132 월어문화권연구 새23~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연의 폐해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수 

많은 출연진과 의상， 소품， 장치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 

요하다는 점이 또한 문제였다. 안 그래도 발레의 침체기였딘 더라 

극장들은 이런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재정 위기의 위험을 감수 

해야 했다. 게다가 관객들은 화려하지만 비슷한 패턴의 공연들에 점 

차 질렸고 그에 따라 극장들은 더욱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에덴 극장은 1883년부터 오페라 극장의 라이벌로 흥 

행몰이를 하였지만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해 1893년 파산하게 된다. 

아지막으로 볼거리 위주의 공연은 19세기 내내 지속된 무용수들 

의 기계화를 가속화시키기도 했다. 이미 낭만발레에서부터 여자 무 

용수틀 사이의 기교 경쟁은 두드러졌고 아름답고 우아한 발레리나 

들의 동작 뒤에는 무수한 연습 시간이 있었다. 낭만발례의 스타 중 

한 사람인 마리 탈리오니 Maric Taglioni는 매일 2시간씩 정프 연슴 

을 하였고 거기에 균형 잡기 연습이나 무중력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솔로우모션 연습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감정과 분위기의 표현이 중 

요했던 낭만발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이 작품의 주제 

를 보조하는 수단이었다. 세기말로 오면 주제와 스토리의 허술함을 

기교로 가리기 위해 무용수들은 혹독한 훈련과정을 거쳐야 했다. 대 

규모 공연에서는 엄청난 숫자의 출연진들이 한꺼번에 무대에 올라 

일사불란한 동작을 선보였는데 이 경우 역시 기계처럼 움직이기 위 

한 훈련 과정이 필요했다. 이제 무용수들은 고도로 발전한 기교를 

몸에 익히기 위해 노동자처럽 훈련해야 했다. 

춤 연구가 앨렌 라플라스-클라브리는 이 모든 세기말의 정황을 

’미국화’로 표현한다 12) 이 표현은 미국으로부터의 영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13) 춤 공연이 미국 헐리우드 영화 혹은 쇼비즈니스처럼 

l긴 Hélènc Laplace-Claverie. op. CÎr 

13) 위에서 언급했듯이， 감거리 우|즈요| 공연에 냐는 이딜러아외 영싹의 영향이 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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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현상을 지칭한다. 최첩단 무대 장치와 엄청난 수의 출연진을 

동원한 볼거리 위주의 공연은 20세기 미국에서 꽃 피우게 될 뮤지 

쩔과 뮤지컬 영화 등 새로운 문화산업을 예견하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기말 화려한 볼거리 위주 공연의 시도와 실패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이와 같은 공연예술계의 새로운 

시도는 자동화와 대량생산 체제의 정착이라는 산업계의 변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인다. 대량생산은 다%댁f 품종이 아니라 초기에 

많은 시설 투자를 하여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공연예술 

도 이와 같은 방식을 따랐다는 말이다. 큰 규모의 공연은 앞서 지적 

했듯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크며 그 때문에 이미 흉행에 성공 

한 경우를 답습하는 경향이 짙어질 수밖에 없을 테니 이런 현상은 

어쩌면 대형 공연의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공연의 수준은 물량공세를 통한 직접적인 감각 자극과 일시적인 쾌감 

전달에 머물렀던 것이다- 둘째，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접은 춤 장 

르에 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 논문의 서두에서 간략하게 검토했듯이 19세기의 다%댄f 

예술 장르가 각기 그 장르의 고유한 표현 방식을 모색했다. 이제 춤 

도 춤 장르의 고유한 특성에 주목할 때가 된 것이다. 사실 춤 장르에 

대한 진지한 사유는 근대 발레의 혁신자라 불리는 노베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때까지 별로 시도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혁신마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노베르는 1760년 r춤에 관한 서한 Lcttes sur la danscJ에서 눈만 

즐겁게 하는 불꽃놀이 효과에 한정한다면 춤은 어린애 단계에 머무 

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춤이 더 성장하기 위해 ‘행위 action’플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노베르의 글에서 이 ‘행위’라는 단어는 관객 

의 영흔에 감정과 열정을 전하는 수단으로 표현되는데 뒤이어 그것 

이 구체적으로는 팬터마임을 의미합이 밝혀진다 14) 결국 노베르는 



134 쓸어분화권연구 세23호 

춤이 이야기 전달의 훌륭한 수단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던 것이다. 

노베르의 혁신은 극(劇)무용 balJet d'acrion을 낳았고 양식화된 팬터 

마임올 도입한 낭만발레와 고전발레는 공히 서사성 narrarivÎré을 기반 

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극적인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는 실감냐는 

무대 장치와 군중이 필요했고 이런 점 때문에 고전 발레는 대형 공 

연이 되었다. 또 서사성과 함께 여전히 보는 재미가 추구되었기 때 

문에 갈수록 높은 수준의 기교가 요구되었디: 낭만발레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지만 볼거리로서의 특성은 더 두드려졌다. 낭만발레의 

주역이었던 발레리나들의 모습을 담은 100-200페이지의 판화첩이 

오늘날 대중 스타의 브로마이드처렴 팔렸다15)는 점은 이를 뒷받칭 

한다. 

결국， 세기말의 시도는 노베르의 혁신에도 붉구하고 여전히 극장 

춤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보는 지|미와 노배르의 혁신이 세운 전통인 

이야기 전달 수단으로서의 품 매체의 특성이 극단적으로 추구된 경 

우였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말 공연의 실패나 한계는 무대 

장치의 발달과 활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춤이라는 매체의 본질을 

벗어난 시도와 그 결과로 나타난 지나치게 비대해진 규모에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다음에 동장히는 선구자들은 무대를 자신들 

이 추구하는 춤의 핵심을 표현하는 데에 잘 활용했을 뿐 아니라 l인 

무 혹은 고전발레에 비해 상당히 작아진 규모의 무대로써 노베르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춤을 혁신하였다.16) 

l4) "Je pensc, Monnslcur, que cc< arto’es{ reslé que daos 1’cnfancc que parce 
qu ’00 co a bomé les effcts å celui des fcux d’artifice faits sClI lement pour 

amllscr les ycux.", “ L ’acuon cn matièrc de danse cst I’an de faire passer par 

l’expression vraie de oos mouvememε de nos gestes et de la physionomie. 
nos seotiments ct nos passions dans I'âme des speαateur5. L'action n’est donc 

autrc chosc quc la pantomimc." Marcelle Michcl‘ Isabclle G피ot， op. cit .. 
pp 15. 16 

15) 십땅싹• op. cir ,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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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협적 예술가의 동장 : 로이 풀러와 이사도라 던건 

첫 변화가 실패로 판명될 무렵 새로운 품이 파리에 등장한다. 정 

식 무용 교육올 받지 않은 미국인 로이 풀러 17)는 1892년 뮤직훌인 

폴리 베르제르 Folics Ber양re 극장에서 자신의 유럽 첫 공연을 한다. 

가스등이 일일이 꺼지고 검은 천으로 둘러쳐진 깜깜한 무대에 로이 

풀러는 “무지개 색으로 변하는 빛 영어리로 나타나 한순간 형태를 

드러냈다가 금방 실크 구름 속으로 숨어벼리곤 했다" 로이 플러가 

춤을 추며 “실크 의상을 공중으로 내던지면 그것들은 거대한 나비 

와 꽃의 모습으로 주위에 떠올랐다. 또 공중에서 파스텔 색조의 

거대한 날개처럼 펄펄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녀의 주위에 백합 

봉우리처럼 모여들었다".18) 이와 같은 작품 묘사를 통해 알 수 있 

듯이 19) ， 그리고 〈불의 춤>， <버터플라이>， <치마춤>， <백합춤〉과 

같은 작품 제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로이 풀러의 춤은 어떤 스 

토리를 전달하는 대신 움직임이 그려내는 형상 자체를 통헤 강렬한 

이미지와 어떤 느낌올 전달하는 추상적이고 시적인 춤이었다. 이 춤 

16) 김맏꽉은 현대춤의 특징으로 작상으| 표현성 강효}갈 우|힌 산동 빨11 드랴미 구초 

의 포지틀 언급하였끄 현대춤의 시산과 한깨 둥상한 ·무용시· 시|념에 검맞은 춤 

형 식으로 솔로( 1 인무)륜 몹았다. lbid , pp. 330, 239.240. 
17) 로이 풍러(Loïe fuller. 1 862-1928)에 대해서는 주료 다응〔올 삼고합 Marcelle 

Michel. Isabelle Ginor, op. cit., pp. 88.89; 십딸복， op. cit., pp. 51.57, 235, 
259.263, 265. 

18) 낌 딸꽉， ψ'id.. pp. 51-52 
19)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19세기 ， 20세 71 초의 작풍플은 동영상으로 냥이 있는 

것이 시 9.1 없디i<번사의 배조〉반 안나 따플로바가 공연한 풍영상이 있음). 따라 

서 믿자는 후대에 복원되어 공연원 잔윌등의 풍영상 자료쥔， 그리il 잡고운헌에 
둥장i;1-는 사진 자료둡〈니신스기의 〈옥신의 오후〉의 경우 드 메이어 납작의 사신집 
(Adoπ De Mey강， L ’'Après-I씨äi’ d’'un fawu:: V.이I1v Nijill$.ψ" 1912‘ Danα Horizons, 
1984.)이 큰 도움이 되었다)과 금로 된 묘사뜯음 잔jt하여 삭풍응 분석하였다 

참고한 동영상 사5효틀의 -펙은 싼...I!분헌란에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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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로이 풀러의 몸은 매우 넓은 천에 둘러싸이곤 했는데 천이 멸 

쳐지는 폭을 연장하기 위해 막대기를 시용하기도 했다‘ 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명이었는데，<불의 춤〉에서는 무대 바닥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고 그 아래에서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무대가 정말 화염 

에 휩싸인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다‘ 조명이 자신의 공연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 만큼 로이 플러는 끊임없이 전끼에 관한 연구를 하 

였고 파리에 연구원 6명의 연구소를 차려 자신의 시도를 이어나갔 

다. 의상에 빛윷 발하는 페인트를 질하고 〈라둠 댄스〉를 추기도 했 

는데 이 작품은 퀴리 부부에게 헌정되었다. 

로이 풀러의 춤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극장 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지만 변화를 갈망하던 관객들에게 즉각적인 호용을 얻었다. 로 

이 풀려의 패션， 향수， 소품 퉁은 ‘아 라 로이’라는 이름으로 유행을 

선도하기도 하였다. 로이 풀러가 따라 시민들에게 불러일으킨 반향을 

보여주는 이 ·현상은 그러나 어쩌면 이 춤을 일시적인 유행과 같이 

받아들이게 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 공연의 의미가 일시 

적인 것을 뛰어 넘는 데에는 예술계의 반응이 한 몫을 하였다. 바로 

조각가 로탱， 시인 말라르떼 등2이이 로이 풀려를 찬미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로앵은 그녀를 ‘모든 지|능을 가진 천째적인 여성'21) 

이라고 했고 말라르메는 그녀의 작품에 대한 글 속에서 그녀가 공중 

으로 던진 천이 그대로 영원히 그녀의 확장처럼 그콧에 머무는 점을 

지적하면서 작품의 정신적 · 영적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22) 또 당대 

조형예술계의 새로운 흐름이었던 아르 누보의 예술가들로부터도 환 

20) 그밖에 뜰루죠·로트펙. 이료누보 잔축기 기따르， 퀴리부부， 뤄 01에르 형지1 ， 친문 
화지 픔라ul리홈 뚱이 로이 ·푹버와 .hl.분응 냐누었다. 

21) 김발꽉• op. CI/. , p. 52. 
22) “Qu 'unc femmc associc I'cnvolëe de vêlemcnlS à la danse pUlSsantc ou 얘stc 

au point de les soutenir, à I ' infi피， comme son cxp뻐sion - La Icçon ÒCOI I!n 
cet effet spirituel -‘’: Mallarmé, <Crayonné au théâπe> in 19i1llr Djvagll(ioll~ 

ω'/ COIψ de 싸상， Poésic/ Gallimard, 1996, pp. 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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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받아 로이 플러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앙리 소바주가 

특별히 그녀를 위해 아르 누보 스타일로 설계한 ‘로이 풀러 극장’에 

서 공연을하기도했다. 

그런데 당시 로이 풀러의 작품만큼 빛이 공연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유형의 작품이 또 있었는데 바로 상정주의자들의 

실험공연23)이었다. 말라르메를 스승으로 모시고 새로운 시적 언어 

를 탐구하던 그들은 바그너의 총체 예술 이론과 보들레르와 랭보의 

‘감각의 상응’24)에 바탕올 둔 공감각 공연을 기획한다. 그 첫 시도가 

1891년 12월 예술극장Théâtre d’art에서 폴 나폴퍼l용 로나르 Pa비· 

Napoléon Roinard의 〈애가 le cantique dcs Cantiqucs> 공연으로 실현 

된다. 이 공연은 구약성서의 〈이!가〉를 절로 나누고 각 절을 대표하는 

모음을 찾은 후 그 모음에 맞는 색의 조명과 향기를 그 절 낭독에 

맞추어 무대에 내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실혐의 뒤를 이어 

음악을 빛으로 ‘번역’하는 공연과 향기를 음악으로 옮기는 공연이 

기획， 제작되었다. 

이와 갇은 공연은 기술적인 이유15)와 감각들 사이의 연결 방식의 

자의성에 대한 의구심2m， 인간의 감각에 대한 분석적 접근과 통합적 

접근 사이의 논란 등으로 몇 번의 시도이l 그쳤지만 상정주의자들이 

언어의 한계에 대한 돌따구를 비언어적 무대 공간에서 잦은 접에 주 

목할 만하다. 사실 이러한 실험을 놓고 볼 때 이들이 두 가지 점에 

서 스송 알라르메와 다른 길올 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말라르메가 

23) 이에 대힌 사세한 시항은 다은 핀，녕- 참고한 것. PascaJ Rousseau , “Lc s야c

lac1c dcs sens ‘ la syneslhésie sur la scéne symbolís!e du lh꿇rrc d'art>>, in 
IsabelJe Momd!Ol, Olivier GoelZ CI al., op. CÌrc 

24) 받븐레 르의 시 r상용 CorrespondancesJ파 맹st.의 시 r모응들 VoyclJesJ이l 이 관 
섭이 나터난디-

25) 꽉히 저 섣한 향시 분산 속또와 양 설성의 이 21웅. 

26) 예륜 들어 폭정 색채와 특징 소리의 엔견은 」 등융 연섣 짓는 사의 주판적 11춘에 
!!I한 섯임 뽕 보면서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문이 있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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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성을 통하지 않고 무언가를 진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 기존 문 

법을 탈피하는 실험을 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안어를 붙잡고는 있었 

다. 반띤 이들은 아예 칩묵으로 갔다. 둘째， 말라르메는 자신의 언어 

가 전(숲)감각을 통해 독자에게 무언가를 암시하기를 꿈꾸었는데 이 

들은 몇 가지 감각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데에 몰두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빛과 소리 둥 다%댁r 매체의 어우러짐이 하나의 시적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그것이 무대 위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인 

식하게 했다 

로이 풀러의 작품에 대한 관객들이나 예술가들의 호응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인들은 구체적인 스토리가 

없는 시적 무대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춤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제 무대 위의 몽짓은 01떼시스에서 출발하여， 보이고 사 

라지는 움직임， 즉 순수한 운동에 이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춤은， 

실제적인 여러 감각의 동시적 자극으로 상정주의자들이 도달하고자 

했으나 도달하지 못했던， 암시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무대 

위 공간은 무한히 확장되고， 구체적 몸짓이 사라진 자리에는 말라르 

메의 이데 idée， 순수한 음악이 들어선다. 

로이 풀러보다 조금 뒤에27) 파리에 새바람올 일으킨 예술기-가 있 

었는데， 바로 그녀와 같은 미국 출신의 이사도라 딘컨28)이다. 던컨 

역시 정식 무용 교육을 받지 않았고 프랑스의 전통 춤과는 전혀 다 

른 방식으로 춤을 추었다는 점에서 로이 풀러와 같았다. 그러나 던 

건은 로이 풀러보다 좀 더 큰 변회를 예고히였고 시대의 변화에 있 

어 좀 더 많은 것을 의미하였다. 

2끼 쿄이 훔 ... ，는 1901 년 발레단쓸 창설했lI_ 1902년 이사도라 던건윤 맞이한.:1 . 즉， 

로이 월러는 선배로서 이사도라 단건의 따라 이l뷔원 도왔다. 

28) 이사도랴 만캔(Isadora Duncan , 1 878-1927)에 관한 사항은 다음펄- 수로 참31함. 

Marcelle Michel, Isa바lJe Ginot, ψ. dl. , pp. 81 .91; 이덕희• op. dl. pp. 327-337; 
조앤 카스• op. d r., pp. 298-306; 김땀꽉• op. cir .• pp. 77-78. 46냐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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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컨은 자서전에서 자신이 춤의 원리를 이미 스물두 살 때 찾았 

다면서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영한다. 

나는 무용이 육체의 운동이란 nll개를 통해 인간정신의 신성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깅을 모색하며 길고 긴 낮과 밥을 스튜디오에서 보냈다. [ ... ]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l ... ] 발레 학교에서는 이I모든 운통의l 원천이 

척추를 기반으로 서는 풍의 중심부에 근거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왔 

다. l ... ) 이깥은 방법은 영혼엔 하둥 무가치한 인공적인 기계적 운동을 
산출할 뿐이다. 이와 반대로 나는 육체를 진동하는 빛으로 가득 채우띤서 

그 회로로 흘러들어가는 영적인 표현의 가능성을 찾아내었다. [ ... ] 수개 

월 뒤 내가 이 하나의 ‘중심’에다 나의 모든 활력쓸 작풍시키는 것에 숙 

딸하게 됐을 때 나는 그 이래로 내가 음악을 뜰을 때연 음악의 광선과 

진동이 나의 속에 존채히는 이 하나의 벚의 생으로 흘러들어감을 발견했 

다. 거 71서 음악의 진동과 빛은 두뇌의 거풀이 아니라 영혼의 거윷애디 

·정신의 비전’으로 그들 자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비전으로 

부터 나는 옴악의 진동과 빛을 ·춤’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29) 

‘인간정신의 신성한 표현’， ‘진동하는 빛’， ‘영적인 표현’， ‘나의 속 

에 촌재하는 이 하나의 빛’， ‘영혼의 거울’， ‘정신의 비전’ 퉁이 동장 

하는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서구 전통과 다른 던컨의 웅직임이 춤에 

대한 그녀의 전혀 다른 관접에서 나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녀에 

게 춤은 신체의 훈련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이기 전에 내부 에너지의 

발산이며 이미 짜여진 이야기의 전달이기보다는 외부의 대상에 대 

한 영혼과 정신의 반응이다. 그녀의 춤의 핵심은 외부의 음악과 내 

부의 빛으로 요약되는데 벚과 음악이라는 점에서 상정주의자들의 

실험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여기에서 빛이 춤추는 자의 내적 에너지 

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감각에서 영혼 혹은 정신으로 한 걸음 더 니

아갔다고 하겠다 

29) 이덕회• ibid.‘, pp. 3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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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련 춤 개념이 아직 전통 발레의 뿌리가 깊지 않았던 미국에서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 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의 발레 전 

통은 300년 가까이 되었고 궁정 발레에서 극장 발레로 변화되면서 

발레 문화는 유럽 전역에 확산되어 충은 곧 발레이며 발레는 발레에 

고유한 신체 표현법을 훈련한 전문인이 수행하는 공연 예술의 한 장 

르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던컨이 전통 발레에 대항하 

여 자신의 춤 개념을 고안했다기보다는 그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 

지고 자신의 춤을 시작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전통 발 

례에 대한 경쟁이나 반항 의식은 최초의 발견 이후에 갖게 된 것으 

로 추측된다)0) 

그런데 던컨의 사상은 신때륙을 배경으로 할 뿐 아니라 신제의 

용직임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바로 프 

랑수아 델사르트 François Delsartc의 신체 통작 이론이 그것이 다. 성 

악가 출신인 넬사르트는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신체 통작 

과 목소리 사이의 관제를 연구하였다. 병원， 공원， 길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잘한 후 그는 언어를 감성 언어(목소리)， 생략된 언어(동 

작)， 철학적 언어(발) 등으로 나눈 후 신체 움직임이 깜성 표현과 맺 

는 관계를 더욱 탐구하였고 소르본에서 자신의 이론을 가르쳤다. 그 

에 따르면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밀댐는 방식 

이며， 정신 현상에 해당하는 담론은 마음을 전하는 몸짓보다 미약하 

다. 그리하여 100헤이지의 내용도 우리의 전 존재를 발산하는 단순 

한 몸짓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못 전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1) 텔사 

30) 프랑스 연쉬가인 따르센 01 씬. 이자뺀 지노의 채은 던진뿐 아니리 로이 풀려(111국)， 

투톨프 폰 라빈f독일)， o~리 뷔그만 등 현대춤의 선구자로 일껄을 수 있는 사함들 
이 보두 딴례의 신몽이 상대썩으로 비약했던 지역에시 배촌된 정용 두고 현다l춤 

은 션통 년~~Il에 대항해 나온 섯이 아니랴 그시 ·다은 곳(a비eurs)'에서 받생했다는 

관성응 세 ‘|한다. MarceUe Michel, Isabelle Ginot, op. cir., p. 81. 반띤， nl국의 

연구가씬 초앤 카스는 “이사도라는 코르셋을 입고 우;는 요염힌 여l숲이었딘 19세시 

l끊외 망래에 반발하였다."..1!. 서숨한디. 초앤 캐스， op. cÍI.,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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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트의 견해는 마치 20세기 후반에 발달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미 

리 보는 것 같다‘ 이 때문에 그의 학생들 가운데에는 연극배우， 성악 

가도 있었지만 구이적 의사소통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던 법률가， 정 

치인 등도 있었다. 여하튼 그의 이론은 19세기에는 드물게 일상적인 

몸짓도 고도의 표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다. 한 

편， 그는 프랑스인이었지만， 그의 이론은 미국에서 더 인기가 높았 

는데， 스틸 백케이 Steele Mackayc와 몇몇 다른 미국 학생들이 19세기 

후반에 미국으로 돌0까 그의 이론을 응용한 ‘죠화로운 채조Harmonic 

Gymnas디cs’를 전파한 덕분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생들 중에 미례 

에 현대춤의 선구자로 성장할 루스 세인트 테니스 Ruth Saint Oenis와 

테드 손Tcd Shawn이 있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던컨도 있었다는 

것이다. 델사르트의 영향하에 던컨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영흔 표현의 수단을 찾았다 

1897년 던컨은 유럽으로 건너온디. 짧은 옷만 걸친 채 맨발로 자 

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그녀는 유럽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 

다. 런던에서 시작된 공연은 파리， 베를렌， 형가리， 그리스를 거쳐 

1905년에는 러시아까지 이어졌다. 덴컨의 공연을 묘사한 다음의 글 

은 그녀의 춤이 어떼했는지를 어렴풋하게 짐작하게 한다. 

그펴는 명소처럼 투명한 천으로 펀 옷을 입고 있었다. 오케스트라가 

포읍곡의 잘 알려진 느린 부분을 바이올린의 G음으로 연주하면서 분위 

기를 잡아 나가자 그녀는 잠시 무대의 그늘진 곳에 서 있었다. 마스 댐컨 

은 이 부분이 연추되는 동안 팔을 흔들고 포흐를 잡았지만 흔히 무용이라 

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두 펀의 작풍과 

31) “ Ce n'CSI pas ce quc nous disons qui persuade, mais la manlère de le dire. 

Le discòu!$ e었 inf‘éricur au gestc parce qu’ il correspond au phénomène de 
I’esprit Le geste eSI I'agem du cæur, I'agem persuasif Cent pages parfois ne 

peuvcnl dirc cc qu’un sc비 geslc pcut cxprimcr par ce qu'cn cc simple mouvc. 
mcnt aftlcu re notre ètrc tot외.. Alain Porte, FrallfOis Delsarre’" UfU' oll{lzologie, 
I.P.M.C., 1992. Marcelle M‘chel, IsabelJe Ginol, ibid., p. 81 에서 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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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gigue에서는 이 무용수가 원래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녀는 고대 

그라스인처럼 무대를 휘저었고 그리스 시대의 꽃병에 그려져 있는 원형 

신체들의 생생한 흉내블 내 보였다，"32) 

던컨의 공연은 여러 가지 점에서 향후 춤계의 변화를 예견하게 

한다. 우선 그녀는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춤 언어의 문법 체계를 비 

껴갔다. 이는 고전 발레의 규약화된 동작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춤， 

즉 현대춤의 탄생을 예고한다. 현대춤은 고전 발례의 기본자세인 턴 

아웃33)과 특징적 기교인 푸앵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특정으로 하 

는데 던컨이 밴발로 춤을 추었고， 걷고 달라고 접프하고 벙벙 도는 

등 이완된 신제의 자연스러운 통작을 작품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현 

대품의 특징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상화된 몸에서 출발한 전 

통 춤과는 달라 던컨은 실제의 몸에서 출발했고 공중으로 날아오르 

는 초월적 존재를 지향하기보다는 땅에 뿌리박고 있는 인간의 몽 그 

대로를 사랑했다. 그녀가 “신체가 대지와 가장 밀착된 접촉을 이룬 

자세(포지션)야딸로 가장 아름다운 자서1"찌)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 

라고 할수 있다. 

한편， 양식화의 탈띠라는 점에서 연극에서의 사실주의와 맥을 같 

이 하나 딘컨의 춤은 일상적이라기보디-35) 오히려 근원적이고 그 때 

문에 신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묘사 속에도 동장히듯이 던컨 

은 무대에서 그리스풍외 의상을 즐겨 입었고 실제로 그리스 화병 그 

림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그리스 시대의 줍， 즉， 인류 문화의 시원 

의 춤을 추려고 했다 그녀의 춤은 일상의 서사보다는 음악과 깊은 

관련 속에서 나오는 신체 본연의 리듬감을 추구했다. 

32) 조앤 가스， op. CÎr. , p 303. 
33) 맘뽑- 정연이 아니라 양쩍 lI~깥으로 향히게 ~~는 X씨1. 
34) 태드 혼， 프랑소외 댄사르트의 예술서|색1 .. , 육완순 역，.iJ!육과학사. 1979. p. 94 
35) 춤에 었어서 일상성의 s:.입은 1960년대쯤에 가서야 시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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둡찌1. 그녀는 자신의 핍-융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자신의 폼에 귀를 

기용이며 자신의 봄에 맞는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무용수의 신체 자 

제를 춤의 중요한 기반으로 여기는 현대척 경향쓸 예고한다. 그 전 

에도 가교의 아름다웅 봇지않게 무용수 각자의 몸과 동작이 용기는 

깨성적 분위기가 공연에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했지만 그 

렇다고 후자가 공연을 주도한 갓은 아니었다. 무용수의 신제는 어디 

까시나 이며 짜여진 안무관 어떻게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의 자 

원에서 고려될 뿐이었다. 던컨의 방식을 따르면 안무 단계에서 이미 

그껏을 표현할 옴올 고려히꺼l 원다. 이것은 세기말 폐해 충 하나였 

딘 신체의 기계화와 줍의 산엄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그녀는 극장 발레사 정착된 이후 줄곧 유지되었딘 프로시니 

엄 무대라는 춤 공간에서 빗이났다. 그리고 극장에서 춤윌· 출 때에 

도 무대 배경으로 주로 단색의 장막을 사용하는 식으록 재현적이고 

죠작적인 장치틀을 없했다. 오퍼|라 극장보다는 그라스 왼형 극장이 

나 바닷가， 숲처럼 자연의 공간에서 춤추기를 즐겼던 딘건은 로이 

풀려가 그랬던 것처럼 공연자의 선체와 신체가 운직이는 공간 사이 

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거| 한다. 던건의 냉식은 공연자와 관 

객이 무대 장치로 경계 시워시시 않은 통일된 공간 속에시 UI일상적 

인 신화적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춤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그녀의 선택은 향후 무대 공간과 관련된 현대춤의 다%댄f 시도릅 예 

고한다. 

넷째， 딘컨은 예술적 영감윤 다%댄f 원천에서 잦았다. 예숨사를 

공부하였고 박물관뜯쉰 뒤셨으며 당대 예술계 대가관과 교류하며 

풍정과 문학과 음악에 귀갚 기울였다. 자신의 츰의 스숭은 장 자크 

루소， 월터 휘트먼， 니체라고 발힐 정도였다. 이 섭은 춤이 단순한 

여홍거리가 아니라 음악， 회화， 문학과 같은 하나의 예송 상르， 나아 

가 이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총체적 장르가 될 수 있다는 현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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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미리 보여준다. 바로 다음에 살펴볼 발레 뤼스의 공연부터 이 

와 같은 관점을 조금씩 얽을 수 있는데 던컨은 그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던컨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용 박스트 Léon Bakst, 

알렉상드르 브누와 Alexandre Benois, 세르주 디 아길레프 Serge de 

Diaghilev, 미젤 포킨 Mìch머 Fok.ine 등 장차 발레 뤼스의 성공을 이꿀 

주역들에게 큰 강화를 주었다는 정을 상기할 때36) 던컨과 발레 뤼스 

사이의 영향 관계를 가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섯째， 던컨의 새로움은 춤계에만 국한된 젓이 아니었다.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춤을 주도하고 관습의 태두 

리를 벗어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사상을 널 

리 전따하면서 여성에게 씌어졌던 문화적， 사회적 굴레를 탈피한다. 

맨발과 거의 벗은 몸으로 공연을 했던 것도，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자유연애를 하고 아이를 낳은 것도 그녀의 혁신적 태도를 반영한다. 

이미 로이 풀려가 이러한 연을 보이기는 했지만 던컨의 영향은 좀더 

강력했다. 20세기 내내 진행된 여성주의(페미니즘) 운동을 미리 보 

게 한다. 작품에서건 삶에서건 던컨은 춤계에서 실험가와 선구자로 

서의 예술가상을 창초했다. 

2. 발레 뤼스 : 전통 속에서의 탐구 

2. 1. 서사와 장식에서 정조로 : 미셀 포킨 

로이 풀러와 이사도라 던컨이 세기 전환기에 프랑스 춤계에 활력 

을 불어넣어주기는 했지만 그들의 영향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툴 모두 파리에서 공연을 했을 뿐 

36) 특히 바로 뒤에서 ι}불 미생 포킨이 딘건의 춤어| 큰 영형딴 받았다는 접은 널공l 

알려지 있다. 



벤 에포크 ßeUc ÉpoqucQ1 춤 145 

제자를 길러내지 못했고3끼 그들 자신도 짧게 인생을 따감한 탓도 

있지만 아직 전통을 쇄신하기에는 이른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물론， 15세기 이후 서서히 진행되어 온 인간의 신체에 대한 연구가 

19세기 중반 이후 기속화되었던 점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껏이다. 

1860년대에 의사와 과학자， 철학자들이 정신과 육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880년대에는 성(性)에 대한 연구가 양적， 질적 

으로 발전하였으며 1890년대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개척한 정신분 

석학이 신체가 정신애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신체의 중요성을 인 

식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38) 그러나 연구 분야를 떠나면 

20서l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 

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20세기 초 자동차， 미행기， 영화 동의 

발명과 보급은 속도와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선사했고 이런 

속도감， 운동감과 더불어 20세기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은 패션， 스 

포츠， 전기 조명 동은 인간이 자신의 몸을 제발견하게 해 주었다)9) 

이런 변화가 춤계의 변화로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춤계의 변화를 지지 

할 수 있는 환경올 만들어준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909년 다아길레프가 이끄는 발레 뤼스의 파리 초연은 이 발레단 

이 파리에 전할 새로움을 예감케 했다40) 디아길러|프는 1906년부터 

러시아의 회화， 음악， 오쩨라 등을 파리에 소게해 오던 공연기획자 

인데 ‘러시아 발레단’이라는 의미의 이 단제의 이름이 가라커듯이 

이 해부터 러시아의 춤을 파리와 유럽에 소개하게 되었다 이 춤은 

37) 푼이 폴러사 자신의 부용단융 만듣고 이사도리 던전이 유법의 여ël 도시에 자신 

의 화교뜰 설린하기는 했지만 품계에시 두각윤 냐q내는 후-겨1'1 배출되지는 않 
았다. 

38) 김말록， ‘’>p. cl‘1. , p. 461. 

39) Marcdlc Michcl, Isabcllc G띠Ol， op. âl. , P‘ 27. 
40) 밥레 뤼스에 관해서는 수로 다웅윤 상뇌함. MarceUe Micbel. Isabellc GinOl, ibid., 

pp. 2840; 김만꽉， op. cit .• pp. 87-91 , 14.8-155; 이덕희 • op. CÎI .• pp 29.33, 
186-229; 조밴 카스. op. âl .. pp. 2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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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러시아의 뛰어난 무용수들， 안무가， 

음악가， 화가 등이 협력하여 만든 일종의 러시아 문화 패키지라고 

할 수 있고 이 문화 때키지가 파리와 유럽 춤계에 일대 혁신의 바람 

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다. 발레 뤼스의 파리 활동 기간은 t909년부터 

1929년까지 정확히 20년인데 이 기간 동안 발레 뤼스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꿀었다. 

발레 뤼스의 초기 시즌을 담당한 안무가는 미셀 포킨인데 그는 

따려 활동 이전 러시。에서 이미 동료 안나 파블로바를 위해 〈빈사 

의 백조 La mort du cygne>라는 시적인 작품을 안무하여 전통 빨레의 

세계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 작푼은 마리우스 

프티파가 이룩한 고전주의의 대표작 〈백조의 호수 Le lac des cygncs>를 

연상하게 하는 제목이 붙었지만， 춤의 기교적， 장식적인 측면보다 

표현적 측면을 중심으로 모든 군더더기가 제거되고 이야기가 단순 

화된 작품이다. 생상스의 〈백초〉를 배경으로 한 마리의 죽어가는 

백조를 표현한 이 작품은 공연시간이 겨우 2분인 l인무로 흔히 3-4막 

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많은 출연진을 필요로 하는 고전주의 작품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소품이지딴 파블로바의 섬세하고 뛰어난 표현 

력으로 그녀의 세계 순회공연에서 그녀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다. 

포킨의 대표작 증 하나인 〈레 실피드 Les Sylphides> 역시 낭만발 

레의 정수 중 하나인 〈라 실피드 La Sylphide>를 연상시키는데 〈빈 

사의 백조〉처럼 〈라 실피드〉보다 훨씬 더 이야기와 장식적 요소가 

제거된 작품이다. 고전주의의 기교 경쟁과 과시에서 벗어나고자 한 

포킨이 서정적인 낭만발례에서 영감의 원전을 찾은 것은 당연하다. 

쇼팽의 음악과 쇼팽의 화신으로 보이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은 낭만 

적 분위기를 붙씬 풍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도 포킨은 이야기 전 

달보다는 어떤 정조의 전달에 주력했던 만큼 이 작품은 발레 역사상 

가장 시적이라는 명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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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낭만발레괄 재해석한 〈장미의 정령 Le Spccσc dc la rose> 

도 그의 채능올 잘 보여준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19세기 내내 

여자 무용수의 보조 역할어l 만족해야 했던 남자 무용수찰 주인공으로 

채택했다는 데에 있다. 게다시 그 남자 무용수가 맡은 역할이 낭만 

발퍼!의 상징， 혹은 발레리나의 상징인 정령(요정)이라는 집은 놀라 

운 일이다. 바로 위에샤 언급한 〈라 실피드〉의 첫 상연에서는 잠든 

남자 주인공{제임스)의 발치에 고혹적으로 엎드려 있는 여자 주인공 

(요정)의 모습이 보이는데 〈장미의 정령〉에서 남자 주인공이 잠들어 

있는 여자 주인공 등 뒤에서 판로써 나긋나긋한 춤윤 추는 장먼은 성 

역할융 바꾼 채 이 장변응 다시 쓴 것이다. 이는 무대 위에서의 전형 

적인 성 역할의 변화와 남성 무용수의 활약을 예고한다. 이서럼 과거의 

작품을 새로운 방식과 관집에서 재해석함으로써 포킨은 전풍과 단절 

되지 않으면서도 혁신적인 작풍이 창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킨의 다른 작풍틀은 파리 관객에게 활기차고 신시한 이국적 

색채를 맛보제도 하였는데 그 색채가 그리스적이든(<다프니스와 

관로에 Daphnis ct Chloé>) 동방적이든(<세헤라자데 Schéhéra7.adc> ) 

러시아적이든(<페트루추차 Petrouchka> ) 무대와 의상， 음악 둥이 안 

부와 어우려져 깊은 인상올 낚겼다. 191 1 년에 초연된 〈세헤라자데〉 

는 세기말 로이 풀러가 그랬듯이 새로운 유행을 낳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파리 시민들이 새로운 것에 열광했고 서로 경쟁하듯 그 새로움 

응 소비했던 접을 보여춘다. 여하튼 이런 인기에 힘입어 앞에 나열 

한 작품들은 포킨과 발레 뤼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데 이 작품들은 

그 이국적 배정(무대장치， 의상)으로 인한 새로움보다는 그 이국적 

인불뜰의 캐릭터에서 나오는 꽁작의 새로움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메트루추차〉에서는 퍼시아 장터 인형 

극의 인형들이 주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인형이라는 꽉성상 고 

안된 낯선 동작들이 전용 딴례의 문법을 비껴갈 가능성흙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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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미 낭만발례 시대에서부터 캐릭터 댄스는 존재했고 고 

전발레 작품의 상당수가 캐릭터 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그 

경우 어디까지나 작품의 양념 역할이었던 점에 비해 〈폐트루추카〉 

속 인형들의 춤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동작의 도입을 예견케 한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주인공 피애로 역을 맡았던 니진스키는 나중에 

전통 문법을 탈피한 안무를 시도하게 된다. 

2.2. 전통과의 거친 충돌 : 벼슬라브 니진스키 

바슬라브 니진스키 Vaslav Nijinski는 디아길레프의 후원하에 포킨 

의 뒤를 이어 대략 제l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발레 뤼스의 

안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는 이미 포킨의 작풍， 특히 〈장미의 정령〉 

에서 정령이 창문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 파리 관객들에 

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도약élévatiol1이 너무나도 뛰어나 그가 

정말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처렴 그가 전통 발레의 동작에 있어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던 무용수 

였던 만큼 전통과 거리가 먼 그의 안무작은 더 큰 충격을 판객에게 

던졌을 것이다. 그가 안무한 작품은 불과 4편이지딴 그중의 2편은 

현대 춤 역사상 가장 독특한 작품에 속한다. 바로 〈목신의 오후 

L’après-mjdi d ’un Faune>와 〈봄의 제전 Lc sacre du printemps>이다. 

두 작풍 모두 스캔틀을 불러일으컸고 〈봄의 제전〉은 공연을 몇 번 

해 보지도 못하고 중단했어야 했다 그런데 수용의 측면에서 두 작 

품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목신의 오후〉는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j에서 모티프를 얻고 

같은 시애서 모티프를 얻은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에 

맞춰 만든 작품이다.이) 1912년 따리에서 처음 공연되었는데， 공연 

41) <복신의 오후〉에 판해시는 주로 다릎읍 삼고합. Scrge Jouet, ‘"Dans la prcs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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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부터 〈르 피가로〉를 비룻한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가 

장 널리 알려져 있는 〈르 피가로〉의 주요 밝은은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선정적인 수간(!:Y_앓)의 저열한 움직임을 보이고 몽시 추잡한 

홉짓을 하는 외설적인 목신 하나가 있다， 정띤에서 보면 흉측하고 옆면애 

서 보면 더 흉측한l 잘못 복원된 짐숭의 몽의 지냐치게 표현적인 우언극 

들은 야유의 휘따합 세례룹 받았는데 그것은 정당하다.42) 

숲 속 잠에서 깨어난 목신이 7명의 님프 중 6명을 놓치고 한 명 

의 닝프하고딴 잠깐 마주하다가 그 님프마저 놓친 후 그 님프가 떨 

어뜨린 스카프를 바탁에 깔고 둡는， 비교적 단순한 스토리의 이 작 

품을 두고 선정성을 논한 것은 결정적으로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 노 

골적이었기 때문이다. 잡자딘 바위 위에 멸쳐 놓은 스카프의 향기를 

맡으며 목신은 입을 크게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손을 아랫배 밑쪽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목신의 성적 흥분과 

자위를 암시하였다. 또 위 비평의 뒷부분은 목신 역의 의상과 목신 

이 취하는 자세에 기인하기도 한다. 우선 레옹 박스트가 디자인한 

일체형 의상은 신축성 소재로 제작되어 홉에 딱 붙었으며 의상 밖으 

로 드러난 팔과 손에도 의상 위처렵 반점이 있어 옷의 경계를 알아 

보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목신 역을 맡았던 니진스커의 옴은 옷을 

입지 않은 짐승의 몸처럼 보였다. 꺼l다가 뒤 머리통에 두 개의 뿔이 

띠 L’aVOIII-S(;i강lIe Baller DO/lse. n ‘ 7, oct/jan. 1982; Jean Cocteau. ,( Rêpëtition 

générale κ in ibid.; Serge J ouel. “ Ces jours-Iå.. )) in ib서'.: Gérard Mamoni. 

“ Commentairc musical .. in ibid.; Pierre Lartigue. “ Dix ans d'écriture .. in 

ibid.: Roland Hucsca. “ La figure du sexuel chez Nijinski (1912)" in Isabelle 

Moimlrot, Olivier Goetz et al .. op. cil. 

42) ’‘Nous avons un faune inconvcnanl avec dc vi1s mouvementS de besùa1it.강 

érotique 잉 des gCStes de lourde impudeur. Et de jUSles sifficts Olll accueilU les 

pantomimes lTOp exprcssivcs de cc corps de bêlc mal construit, hideux dc 

faα， cncore pJus hideux de profìl .. Serge Jouct. " Dans la pressc ", ibid. ,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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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허리 쪽에도 끄리인지 뿔인지 모를 것이 삐죽이 나와 있었는 

데 둘 모두 바깥으로 뻗친 모양이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켰다 더군 

다나 목신은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 화병의 그림처럽 얼굴과 발은 옆 

모습이， 어끼l와 몽통은 정면이 보이는 자세를 취하고 대부분 무대 

위에서 앞뒤가 아닌 좌우의 똥선만을 따라 움직였기에 앞서 말한 신 

체적 특정이 더욱 두드려졌다 걷는 동작 또한 전통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발끝으로 걷는 방식과는 반대로 뒤꿈치부터 착지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고 동작과 통작 샤이도 유연하지 않고 다소 분절적으 

로 연결되었다. 결국， 이 작풍은 미풍양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었고 

발레에 익숙한 눈에는 추하게 보일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이 기사가 실린 후 디아길레프 

는 〈르 피가로〉에 자신이 받은 두 롱의 펀지를 게재했는데， 둘 모 

두 작품에 찬사를 보냈다. 하나는 말라르매와 각별한 사이였던 화기

오딜롱 르동 Odilon Redon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로탱의 것이었 

다. 르똥은 니진스카가 말라르메의 정신을 훌륭하게 암시했다며 공 

연장에 말라르떼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43) 썼다. 로탱은 좀 더 적 

극적이고 구체적인 찬사를 보냈는데， 특별한 동작이나 접프 없이，44) 

둡고 팔꿈치를 피고 몸올 구부린 채 걷고 뒷걸음질 치고 하는 동작 

만 있는 이 역할이 니진스카의 가장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서 

마임과 조형성이 완벽하게 일치했고 니진스키의 옴은 그의 정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의미했다고 했다. 또 위의 바평을 의식 

했던지l 목신이 접프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았고 마지막 바위에 눔는 

장연은 뜨거운 관농미가 느껴졌다고 했다<화보 묘메디이-Comædia 

버ustrè>에는 며칠 뒤 니진스키의 해석이 너무 문학척이어서 오히려 

관능미가 부족했다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 비판 때문에 니진스키는 

43) 앞랴르에는 이 01 세상활 띠닌 ’il였디. 

44) 이 작깜에는 닝프외 혜어진 직후 복신의 황홉성을 암시하는 꼭 힌 번의 선 IV~ 

능상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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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장면에서 손동작을 빼고 공연을 이어갔는데， 그럼에도 놓친 

님프에 대한 가상적 소유115)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 아름다웠다고 

이 글은 쓰고 있다.46) 최종 리허 설을 지켜봤던 장 콕토Jcan Cocrcau 

역시 님프와 목신이 각진 동작과 자세를 쥐하면서 잠깐 멈추어 서로 

를 웅시하는 장면에 감탄하며 시간과 공간을 통과한 이 작품을 말라 

르메와 함께 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감상평을 썼다.47) 

이련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일부 언론과 예술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마고 볼 수 있다. 비난은 주로 지나친 선정성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찬사는 작품의 다%댄} 측면과 장면에 분산되어 있다. 

그렇다면 일반 관객도 이 작품이 선정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띤 

이 작품이 선사히는 독특한 매력을 잘 맛볼 수 있었으리과 집작된다. 

앞면과 옆면이 합쳐진 특이한 자세와 주로 무대의 좌우로만 이동히는 

동선으로부터 느껴지는 생경한 2차원적 세계， 님프와 목신이 만나는 

장면이나 복신이 황흉경을 느끼는 장연의， 지극히 간략하여 고도로 

암시적인 표현법， 각이 강조되고 분절되어 반복되는 독창적인 동작틀48) ， 

봉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플릇의 느리고 마묘한 선율， 작품 전반 

을 지배하는 원초적인 관농미， 니진스커의 완벽한 머포먼스 등을 말 

이다. 실제로 이 공연이 수정을 거친 뒤 계속 공연되었던 점이 이 

작품에 대한 당시 파리 관객의 호의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봄의 제전〉은 사정이 좀 달랐다. 스트라빈스키가 음악올 맡고 

민속학자이기도 한 화가 니콜라스 로에리치 Nicolas Roerich가 의상 

45) 현싣에 부^H아는 닝표픔 닙프가 남시.:J1 강 스I~프룹 몽δ11 느끼묘로 목선은 11 상 
석으료 닙프닫 소유하고 었다..1~ 한 수 있마 

46) <닐 미 I~갚〉에 성린 내용「은 .!l두 마음에서 ‘사훼 ~~사가 번역함 Scrgc JOUCI , 

“ Dans 1a presse >>, op. ci’'L , pp 4849 
47) Jean Coctcau. ‘ Répétition généraJe ,., in op, cil., p. 3 1. 

48) <폭선의 오후〉의 동작에 판한 구새셔 '?l 분석은 다융 논분음 깎고항 섯. 겁언숙， 

rul-슬라브 니진스커 〈목선의 오:I{->의 원시주의적 성향 - 라반 움직인 분석읍 줍 
심으호J ， 무용여|습학연구 , 27 심 여릅， 2009. 



152 판어문.~버연구 새23호 

과 미술을 맡았던 이 작품은 〈목신의 오후〉 다음해에 상젤리제 극장 

Th찮σe des Champs-Élysees 무대에 올려졌는데 첫 공연 때부터 공연 

이 계속되기 힘들 정도로 팍장 내에 소란이 일었다. 한쪽에서는 야 

유가， 다른 쪽에서는 야유를 잠재우려는 고함 소리가 더져 나왔고 

디아길레프는 조명을 꼈다 쳤다 하는 방식으로 이 소동을 잠재우려 

고 했지만 쉽지 않았마. 결국 〈봄의 저l전〉은 6회의 공연으로 막을 

내라고 이후 몇 십 년 동안 잊혀져 있게 된다.49) 

사실 이 작품은 음악， 주제[스토리J ， 춤 등 공연의 주요 세 가지 

차원 모두가 관객들에게 낯설기만 했마‘ 스트라빈스카의 음악은 불 

규칙하고 단속적인 박자에 이중적인 음조1 콩풍 치는 강렬함 등으로 

가장 엔저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췄다. 실제로 니진스키가 이 음악 

을 듣고 안무를 하는 과정에서 박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크게 

고민을 히였고 박자를 가르치기 위헤 애밀 자크 달크로즈 Émile 

Jacqucs-Dalcrozc가 개발한 신제 교수법50)을 활용히여 겨우 작엄을 

마칠 수 있었다. 또 니진스키의 안무는 〈목신의 오후〉 못지않게 전 

통 발레의 문법올 파괴했다. 다리는 봄통， 팔과 잇박자로 웅직였고 

발레의 기본 5가지 포지션을 포기했다 . ..IE 되도록 길게 몽을 뻗어 

충력을 이기는 발레의 기본자세를 벼라고 몽을 웅츠리고 구부렸다. 

발끝은 턴아웃 원칙과는 반대로 안쪽으로 모았으며 군무는 대열을 

갖추지 않은 채 무용수들이 이리저리 무더기로 몰려 다녔다 전통과 

49) 이 작폼은 1955닌 우띤한 시회에， 이이시는 간주에 풍상하는 때라 앤 l껴트(Mary 
Ramben)기 로바트 죠프리(Robcrt Joffry)에세 사풍에 관한 이야기륜 하띤서 직 ~I 

lι트쯤 전년1 섯이 밥딴이 되어 부한한다. 1971 년 밤레 루|스에 관한 논운용- 준비 

숭이먼 넨 <!I 샌드 허드슨{M버icent 1-:11회son)파 니할라스 강에èl 지 전공자였던 영국 

띠승사사 케네스 아셔(Kenncth Aπhc끼지 본격시인 복윈 사입깐 .<.1 작하여 1987\1 

조프리 받려l단이 로스엔젠어l스어I q -'f원된 작접〔암 최초화 공연하고 1990녔에는 

n간I LH 원식 。| 초연 쑤rH~! 상젤리세 극상에시 파리 판객뜰에세| 선플 R인다 

MarceUe Michcl, IsabelJe GinOl, op. cil., p. 34 
50) 이 교수법은 폭업에시 현대 줍의 펜선이 되었다. 니 선스기는 딘i로즈의 학생이 

었민 매 "'1 댐 H!트의 !i..용추， 받았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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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하게 단절된 안무였고 특히 박자를 익히는 것이 너무 힘들어 뛰 

어난 기량의 무용수들이었지만 100시간 이상의 연습이 필요했다. 공 

연을 이어가면서도 무용수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는데 

이런 반웅이 공연 중단의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될 정도였다‘ 마지막 

으로 춤의 주제는 러시아 원시 부족의 전통에서 얻었는데， 봄이 시 

작될 무렵 마을에서 풍요를 비는 제의에서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처 

녀를 제물로 바지는 이야기이다. 희생자는 쉬지 않고 춤을 추연서 

죽어간다. 이야기의 잔인성과 낯선 신체 언어들， 이를 포필하는 강 

렬한 원시적 색채는 음악만큼 관객을 당황시켰다. 

두 작품이 관객들에게 불러일으킨 반향의 자이는 전통과의 단절 

정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혁신적이었으나 〈목신 

의 오후〉가 〈봄의 제전〉에 비해 덜 낯선 측면이 었다. 드뷔시의 음 

악이 독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1894년에 작곡되았던 만큼 춤이 

제작되기 전까지 사람들의 귀에 다소 진숙해질 시간적 여유가 있었 

다 그리고 이 점은 춤의 주제에 있어서도 같다. j876년 발간된 말 

라르메의 r목신의 오후J도 당대에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받지 못 

했지딴 말라르메에 대한 상징주의자들의 숭배기를 거쳐 20세기 초 

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전보다는 독자층이 두꺼워졌을 것이다. 이미 

위에서 확인했듯， 공연을 보며 후배 예술가들이 느꼈던 말라르메에 

대한 진한 향수를 공공연하게 언론에서 언급한 점은 이를 확인시킨 

다. 요컨대， 세기말올 거지면서 말라르메의 작품과 드뷔시의 음악이 

추구했던 암시의 미학은 이미 프랑스 예술계에 정착된 상황이었고 

니진스키의 〈목신의 오후〉는 그런 01학을 춤으로 훌륭하게 재해석 

한 작품으로 관객틀에게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에 스트라빈스 

카의 음악은 춤 공연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졌으여 따라서 당시로서 

는 가장 새로웠고 러시아 원시 제의 역시 기존에 존재하는 문학 작 

품에서 따옹 주제가 아니었다. 또 똑같이 원시적 주제라 해도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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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제물로 바치는 집단의 잔인성은 목신의 사랑이나 욕망에 비해 

좀 더 낯설어 좀처럼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니진스카의 두 작품은 춤이 매번 하나의 새 

로운 실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 점에서 니진스키는 춤 장르 

에 높은 예술성을 부여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니진스키는 관 

객들에게 익숙지 않은 자세와 몸짓을 창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 

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작품 속에 조화롭게 녹여냄으로써， 문학계에 

서 보들레르가 그리했듯이， 낯삶과 추합이 아름다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생경하거나 거친 몸짓은 톰을 통한 표현의 영역을 전례 

없이 확장시켰다. 

ill. 결 론 

침체기에 있었던 세기말 따리 춤계는 외부로부터의 변화가 필요 

했고 그 변화는 차례로 미국에서 온 방문자들과 러시아에서 온 방문 

지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각기 자기에게 고유한 방식으로 오랫 

동안 전통 발레를 떠나지 못했던 따라 춤계에 춤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도입했다. 로이 풀러는 독창적인 의상과 조명으로 인간 몸의 영역을 

확장하고 옴의 운통감 자체를 추구하여， 다른 예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춤 장르의 기본적 이념이었던 재현을 넘어 암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샤도라 던컨은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지상의 존재로서의 인간의 폼을 

재발견하고 원시시대로부티 그런 톰 안에 흔러온 리듬감을 되찾게 

하였다. 미셀 포킨은 서사와 장식이라는 오랜 극장 춤의 전통을 정서와 

정조의 표현이라는 시적 현상으로 변모시컸다. 니진스키는 작품의 

컨셉에 맞는 움직임을 연구하다 보니 관객에게 충격을 줄 것을 각오 

하고 매번 전통과 충돌하는 폼짓과 자세를 채택하게 되었고 그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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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 아름다움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런 실험적인 춤 

꾼들의 모험 속에서 단순한 볼거리나 이야기 전달의 수단이었던 몸은 

이제 본격적인 탐구의 대상이 되었고， 그와 함께 공간 속 몽의 리드미 

컬한 웅직임이라는 춤 언어 자체의 본질을 찾는 모색이 시작퇴었다. 

이제 춤도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게 된다. 

자생적인 혁신의 움직임이 탄생하기에는 여전히 전통의 힘이 너 

무 강했지만 벨 에포크가 끝나고 새로운 시기로 넘어갈 무렵 발페 

뤼스의 변화와 맞불려 파"2.1 문화예술계는 춤을 최첨단의 실험 공간 

으로 인식하게 된다. 발페 뤼스의 전반기를 담당했던 포킨과 니진스 

카와 결멸하고 191 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조 

국의 언제들을 제꽁받기 힘들게 되자 디아길레프는 다%댄f 새로운 

문화예술적 실험이 벌어지고 있던 파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협력 

자들을 구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시기의 발레 뤼스는 1917년 〈퍼 

레이드Le Parade>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작품의 안부를 담당한 레오 

니드 마신을 제외한다띤 무대， 의상의 피카소， 음악의 에릭 사티， 대 

본의 장 콕토 동 창작자 대부분이 파리의 젊은 예술가들이었다. 발 

레 뤼스가 출범 초기부터 회화， 음악， 문학 둥 풍 이외 장르의 예술 

기들을 춤 공연에 꿀어들이기는 했지만 이제 각 분야의 혁신적인 예 

술가들이 발레 뤼스 공연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정은 발레 뤼스 

의 도전적 특성을 더욱 강화시킬 뿐 아니라 춤 예술이 예술 융합의 

장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었다 실제로 발레 뤼스는 초현실주의， 입 

체주의， 표현주의 통 당대 새로운 예술의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고 

그와 함께 춤 관객은 춤을 넘어 다양한 예술 장르의 변화의 흐름을 

춤 무대에서 접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 도달하기까지 풀러， 던컨， 

포킨， 니진스키 등의 이방인들이 파리의 관객과 만나띤서 춤 자체의 

언어를 탐구했던 시기가 벨 에포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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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영상 자료 

〈라 실피드> http://www.youtube.com/watch?v=에DnSTwoW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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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젤> http://www.youtube .com/watch?v=Bb인MnFgp3c 

이사도라 던건 관련 동영상들 

http://www.youtube.com/watch?v=nUvaraDf_3Y 

http://www.youtube.com/watch?v=VπBlcnTlCM 

htφ:/ /www.youtube.com/watch?v=mhzjCSqwL_。

http://www.youtube.comlwatch?v=kMpEOdt6LDU 

htφ:/ /www.youtube.com/watch?v=Kq2GgIl\α1060 

〈불의 춤> http://www.youtube.com/watch?v=IT45Jq2CT5c 

로이 풀러 관련 통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흐YNZ4WCFJGPc 

< 빈사의 백조> http://www.youtube.com/watch?v=YWOlo9xOAIc 

< 레 실피 드> http://www.youtube.com/watch?v=LBJNc3h7Hp8 

〈장미의 정 령> http://www.youtube.com/watch?v=DBm8Kcr9FrQ 

〈세헤라자데> hrφ:/ /www.youtube.com/watch?v=CpE_pαfVBR4 

〈페트루추카> http://www.youtube.com/watch?v=dkg_LJeHmjs 

hπp:/ /www.youtube.com/watch?v=HzcsW-_RSjM 

htφ:/ /www.youtube.com/watch?v=-PEfF-IgCKY 

http://www.youtube.com/watch?v=GFvjao_RHVU 

〈목신의 오후> htφ:/ /www.youtube.com/watch?v=2GqGV상Uip8 

〈봄의 제전> http://www.youtube.com/watch?v=ewOBXph이1P4 

< 퍼 레 이 드> http://www.youtube.com/watch?v= _ChqlTyOnyE 

〈퍼 레이드〉 관련 통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 _mpwR8jx3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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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1 

La danse de la Belle Epoque : le cornmencement de 

la rechcrche du langage chorégraphique 

00 Yoon-Jung 

(Universiré lnha) 

La ‘Bellc Époque’, approximativemenr de 1890-1914, est unc 

période du changement total dc la sociéré vers Ic monde modemc. 

Commc dans le domainc économique, politiquc ct sociaJ, dans Ic 

domainc culturcl et artistiquc, la modemisarion s’cst d강roulée. Au 

19c siècic qui cst commcncé par le romantisme , faisam reconnaÎtrc 

leotcmcm 1’aU[QnomÍe ct la conrcmporalité dcs a rtS, chaque genrc 

faisaü dcs chcrches sur les partiαlarités de la manièrc d’expression 

propre à son gcnrc. Ces râtonncmcnts se conccntrcnt à la BcUc 

Epoque ct cn même temps, lcs échanges entre lcs gcnrcs d’arr sc 

génér떠iscnt. Cct article a pour bur d'envisager Ics changements 

introduits dans Ic monde dc la danse par Isadora Duncan et les 

Ballers Russcs en les siruant dans ccr environncmcm de 1’époque. 

Par là, nous espél’005 obrcnir cc que significnl Ics innovations 

tentécs par ccs dcu.x novarcurs, qui s’écl따rent cn général séparément, 

Duncan, dans la danse contemporaine et Ics Bal1cts Russes, dans 

le ballcr modcmc, respeαivcmcnt. 

Après Ic b메le[ romantiquc qui cst la pé디odc gloricuse, le b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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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çais était dans le αcux dc la vague. Lc premicr cssai d ’y 

échappcr était la danse spccraculaire 따lp。πée de la Grandc-Bretagne 

ct de 1’Italie. $on résultar était nul car certe sorte dc danse nc 

s’esr pas libérée de la tradicion dans laquclle la danse est comprise 

comrne une simple attracrion ou un moyen de la narracion. 

Loïe F버ler， eUe, a tenté une autre voie vers la danse qω ∞nsisre 

à quirter 1’histoire et à fairc imagincr à rravers les mouvemenrs cr 

scs figures demi-absσaitcs constituées du corps de la danseuse, 

scs costumes er les lumjèrcs. lsadora Duncan va cncore plus loin 

vcrs la source du langage chorégraphiquc. Grâce à la découverte 

de 1’énergie du corps à I’inrérieur de soi-même, el1e a rrouvé que 

la danse n'est que la réponse dc 1’âme du danscur cnvcrs son 

environnement, s따tout la musique. Avec 얹tte nouveUe conccption 

dc danse, SOD cxploration d없15 d ’autrcs genrcs d ’art ct pcosées 

pl피osophiques a pu fairc rcconnaîσe la danse comrne un gcnre 

d ’aπ par cl1e-même. 

Lcs Ballets Russes, eux, rcnouvcUent la danse plus modérément. 

Mich잉 Fokine, leur premicr chorégraphe, corrunence par la I찮σiture 

dcs ceuvres romantiques ou 디assiques en réduisanr 1’imporrance 

dc la narration et de la décoration ainsi que la dimcnsion du 

spcαacle_ 

Vaslav Nij띠S잉， exccllcnt danscur et deuxjème chorégraphe de 

cette compa맑ie ， inrroduit dans la danse rraditionnellc une rupture 

plus bouleversante. Par lcs mouvements radicalcmcnt échap강S 

à la grarnmaire de la danse σaditionnelle el Ics manjères 

d ’cxpression plus poétiques, c’cst-å-띠re ， plus condcnsées er 

외lusives， ses <L’après-midi d ’un Faune> et <Lc saα'e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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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cmps> nous montrent quc la danse peut être un laboratoire 

de 1 ’explora디on artistique. 

Après la Belle Epoque, les B외Jets Russcs poursuivem cene 

rendancc qui fait la scène de la danse un champs de rcchcrches 

dc divers genrcs d’때. Lc surréalisme, le cubisme, 1’expressionnisme 

I'CIl∞nπ'enr rour à (our les sπ!CtalC따s de la dansc. ce développcmcnr 

du caractère artistique de la dansc est fondé sur Ics danses de )a 

BcUc Epoque. 

추제어 : 벨 에포크， 현대춤， 모던 밥레， 로이 풋러， 이사도라 던건， 

발레 푸|스， 띠옐 포킨， 바렐라브 니 진스써， 춤언어 탐구 

Mots-clés : Belle Epoque, la danse contemporaine, le ballet mod

eme, Loïe FuJler, Isadora Duncan, les BalJets Russes, 

Mchel Fo암nc， Vaslav Nijinski, Rccherche du lan

gagc chorégraphiq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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