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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구성과

안무의 특성

하계 올림픽을 중심으로 - 19802016 -

김 지 윤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인류 최 의 퍼포먼스라 할 수 있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무용의 출  

현 시기 형태 이를 구성한 당  무용 예술가들의 활동을 역사적 방법으로 고, , 

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의 무용 형태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안무의 특

성을 밝히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이라는 용어가 . ’ ’

시작된 모스크바 올림픽부터 리우 올림픽까지 하계 올림픽 개막식1980 2016 

을 중심으로 예술프로그램의 공연 구성과 무용 출연 내용의 역사적 자료를 구

축한 목록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스포츠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이라는 문화 현. 

상 안에서 스포츠라는 타자와 함께 공존해 온 무용이 담지한 미적 의미의 역사

적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안무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고 스포츠의 시각에서 주

로 다루어져왔던 올림픽의 예술적 속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내용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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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둘째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무용 형식과 참여 안무가 셋째 올림, , , , 

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무용의 특징 넷째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안무, , 

의 변화 양상 다섯째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안무의 특성을 탐색하는 것, , 

을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올림픽 공식 보고서와 현재에 남겨진 . 

영상 자료를 주요 텍스트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출된 연구결과는 . 

다음과 같다. 

첫째 총 회의 하계 올림픽 모스크바 리우 개막식을 개막식  , 10 (1980 ~ 2016 ) 

의 개요 예술프로그램의 구성 무용 해석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개최 당시, , , 

의 정치 사회적 현상으로 인한 주요 이슈가 개막식 구성에 영향을 끼쳤으며 해· , 

당 주최국의 사회 문화적 입장의 반영이 예술프로그램에 나타나고 있었다 둘· . 

째 참여 안무가는 총 명으로 개막식은 각자의 안무 경향이 충분히 발현된 , 20

형태의 독자적인 예술 작품으로 존재하였다. 무용은 DA1부터 DA44까지 총 44

개 형태로 출연하고 단체안무 가 주된 형식으로 나타났으(Mass Choreography)

며 민속무용 발레 현 무용 스트릿댄스 탭댄스 스윙댄스로 구분되었다 셋, , , , , . 

째 개막식 무용의 특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 1) 전통 춤과 현  춤 

이 공존하는 안무 올림픽 경기를 위한 고무적 역할이라는 기능에 충실한 , 2) 

안무 개최국의 역사 서술의 은유적 발현을 위한 표현의 도구로 활용되는 , 3) 

안무이다 이러한 개막식 안무는 선수들을 독려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 

스포츠맨쉽에 한 기 를 담는 공통점이 드러나는 동시에 그 염원 안에 개별 , 

주최국의 국가 역사와 의식을 독자적으로 무용 안에 함축하여 상징화하여 드러

내는 작업을 각 국가의 전통 춤 양식을 새로운 안무 방식과 융합하고 있었다. 

넷째 안무의 형태는 구성 표현 공간으로 나뉘어 분석했을 때 다음의 변화 양, , , 

상을 보였다 안무 구성은 스포츠 시연에서 예술 공연으로 변화하였으며 전. 1) , 

시 서술 서사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안무 표현은 - - . 2) 

전통의 재현에서 전통의 재해석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런 재해석 과정으로 인해 , 

단일 표현 양식이 복합 표현으로 변모하였다 안무 공간은 평면에서 입체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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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였으며 전체의 움직임에서 개인의 움직임으로의 주목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다섯째 안무의 특성은 문화 퍼포먼스의 상호텍스트성 스포츠와 . , , 

무용의 통섭 안무 개념의 탈경계화 세 가지로 나타났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안, . 

무는 관중들에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소통을 위한 의미 전달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다. 올림픽 개막식이라는 시공간에서 무용이 문화 퍼포먼스

로서의 의미를 생산하는 상호텍스트로 존재하며 문화 소통의 플랫폼으로 작용, 

하고 있었다 이는 스포츠와 무용의 통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림픽 개막식 . . 

예술프로그램은 다른 속성을 가진 문화 행위가 같은 시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통섭이 언제나 경계를 확장하듯이 올림픽 개막식 . 

예술프로그램의 안무 또한 기존의 안무 개념이 확장되어 기존 무용 안무에서 

볼 수 없는 올림픽 개막식 안무 라는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 . 

즉 올림픽 개막식 프로그램의 안무가 기존 안무 개념의 경계를 벗어난 지점에

서 새로운 안무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 관한 최초의 역사적 연구이기에 차  

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올림픽 연구를 통한 스포츠와 . 

무용의 접점을 다루는 심층 연구 특정한 안무 형태의 하나인 올림픽 개막식 , 

안무를 위한 콘텐츠 개발 연구 올림픽 개막식 안무를 무형적 유산으로 인식하, 

여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연구는 스포츠의 . 

범주와 안무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주요어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무용 안무 안무가 단체안무: , , , , , , 

학  번 : 2013-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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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시대�가장�중요한�스포츠�대회인�올림픽에서는�지금까지�깨닫지�못“
했던�아름다움과�경건을�무한히�뛰어�넘어야�한다 위엄과�존엄에�대한�태도.�

와�발현 의식의�인상적인�장관 모든�예술의�동시성 대중적�감성과�너그러,� ,� ,�

운� 정서 이� 모든� 것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De� Coubertin,� P.,�

Müller,� N.,� 2000)

근  올림픽을 부활시킨 쿠베르탱 은 올림  (Pierre de Coubertin, 1863-1937)

피아드가 일련의 세계 스포츠 회와 구별되는 것은 의식 을 통해‘ ’(Ceremony)

서라고 강조했다 위에 말한 쿠베르탱의 묘사 로 의식 즉 개 폐막식. , · (Opening 

은 단순히 스포츠 정신 과는 구별되며 그것& Closing Ceremony) (Athleticism)

을 능가해내는 올림피즘의 본질과 속성을 해석하고 공연으로 만드는 주요 책임

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Coubertin, P., 1910; Durantez, 1988: 25, 

이러한 그의 주장을 Macaloon, 1992: 35; Alkemeyer & Richartz, 1993: 79). 

증명하듯 오늘날 다른 스포츠 챔피언쉽은 물론 월드컵조차도 올림픽처럼 개 폐·

막식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다 최근의 올림픽에서 세계적 방송 . 

청중을 모으고 가장 크게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은 어떤 스포츠 게임 종목보다

도 바로 개막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쿠베르탱은 올림픽 운동을 강조하면서 예술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예술과   . 

종교 스포츠 경기의 혼합으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운동을 통해 함께 조화를 , 

이루는 것을 목표로 스포츠와 예술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하였다 올, . 

림픽의 아름다움 에 몰두한 그는 올림피아를 지리적 의식적 건축적 종(beauty) , , , 

교적 예술적 그리고 체육적 측면 모두에서 단순한 운동 경기 이상으로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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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에 기반을 둔 현 적 창조로 생각했다(Segrave, J. O., & Chatziefstathiou, 

이러한 이상을 반영하며 발전되어 온 올림픽은 인간의 사회적 문화D., 2008). , 

적 사상적 가치를 반영해주는 인류의 문화척도로 자리매김 해온 동시에 단순, , 

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교류의 무 로서 참가국들, , , , 

의 각 나라의 문화와 가치가 비교되는 종합적인 국력의 경연장이 된다 나영일( , 

신현군 김지윤 나영일2013; , 2014: b· , 2017).

올림픽의 모든 과정 중에서도 특히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스포츠   

경기와는 별개로 그 나라 문화와 가치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 행사이

다 개막식은 전체적으로 게임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 이외에도 주최 국. 

가의 정취와 문화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이며 진정한 글로벌 게임의 시작이자 , 

도시와 지역 및 민족과 전통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이다 개막식은 특정 도시. 

에서 특정 올림픽을 시작하는 첫 행사이므로 이것은 세계를 배경으로 하나의 , 

게임에 한 성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지표이다(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05).

개막식은 국제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하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의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협약 내에서 공식행사와 식전 후 행사로 구성되어 IOC) ·

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발행한 개막식 관련 공식보고서 . Factsheet : 『

에 따르면 개막식 내Opening Ceremony of the Games of the Olympiad , 』

에서 예술과 문화로 이루어진 창의적 공연을 즉 예( ) ‘Artistic Programme’, ‘內

술프로그램 이라 별칭하고 있다 김지윤 나영일’ (IOC, 2018; b· , 2017). 

국내에서 올림픽 개막식 문화 공연 으로도 불리는 예술프로그램은 점점 그   ‘ ’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현재 개막식 진행시간 부분을 차치하는 주요 부분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오늘날 언론에서 개막식이라 칭하는 것. 

은 개막식이라 이름 붙여진 형식적인 공식절차가 아닌 식전 후에 진행되는 예, ․

술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개막식에 관한 언론의 사후 . 

평가도 예술프로그램에서의 주제와 내용 예술적 표현 방법에 한 평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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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고 있다 홍미성( , 2002).

최근에 갖추어진 올림픽 개막식의 형태는 다양한 개최 도시의 다양한 문화로  

부터 기인하여 스포츠와 문화의 결합을 더욱 확장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 

술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패러다임의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Garcia, B., 2001). 

그에 비해 올림픽 관련 연구는 부분 운동 경기력이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어 문화예술적 차원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 관한 문화예술적 시각의 연구

가 절실하며 예술프로그램에서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무용 요소를 주목해야 한, 

다 점차 예술적 표현 양식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개막식 내의 무용 요소들. 

을 구성하기 위한 안무 작업과 그 외 다른 예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중점적으

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개막식 안에서 공식절차 행사와 함께 식전 후에 다양한 문화 이  ·

벤트성 쇼의 공연으로 제공되는 것이 예술프로그램의 기능이다 개막식에서 공. 

식적 행사를 제외한 이러한 공연플랫폼은 개막식 초기부터 나타나지는 않았다. 

지금과 같은 스펙터클을 이루기 위해 서사적 구성을 가진 역사와 문화의 전시

와 첨단기술의 효과가 점점 확 되어 종합 예술 공연물로서 자리 잡은 것이다.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그만큼 무용 안무의 영역은 공연 안에서 그 형태가 

많이 변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개막식에 한 무용 역사적 고찰. 

은 제 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의 연구만으로는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내에서의 무용의 영역과 그 역할  , 

변화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이를 통한 무용 예술적 시각에서 안무의 . 

변천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술프로그램. 

을 따로 분류하고 세분화한 내용은 아예 다루고 있지 않으며 무용 표현양식과 

안무가에 한 논의조차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무용안. 

무가들의 순수 무용공연의 영역이 아닌 메가 이벤트 또는 중예술 안에서 무

용의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또한 논의해야 할 지점이다 이는 무용의 영역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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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킬 수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무용은 양식에 따라 장르로 구분하는 경우가 부분으로 양식화로   , 

정의하고 계열화한다 타 예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존경의 가치가 있는 예술로. 

서의 춤을 주창한 무용역사학자 은 무용의 구성에 해 Selma J. Cohen(1974)

세기 전에 무용의 모든 표준 요소들은 나타나 있다고 설명한다 동작의 기술20 . 

들을 갖춘 공연자 연기하는 역할 올라가서 공연할 무 스펙터클 효과를 위, , , 

한 음악 의상 장식 반응할 관객이 무용의 표준 요소라는 것이다 이 요소들의 , , , . 

상 적 중요성은 이후 수세기 동안 시 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예술의 

본질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변화해왔다 즉 무용이 시. 

의 취향 사상 풍조의 변화와 같이 특정한 사회에 의한 가치 설정의 척도가 존, , 

재한다 예를 들면 어느 시기에는 형식적 구조에 중점을 두고 또 다른 시기에. 

는 즉흥적 표현을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이다 취향은 양식화에서 사실주의로. , 

기교성에서 드라마성으로 현실도피에서 동시 에 한 항의로 방향을 바꾸며 ,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향은 다른 예술이 모두 그러하듯 현시 의 트렌드. 

로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의해 조장되고 가속되는 것이다, , (Cohen, 

즉 이러한 무용 요소들의 속성은 사회를 반영하며 영역을 유기적으1974: 2). 

로 변화시키고 확장해 나아가는 예술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스포. 

츠미학자 는 스포츠에서의 무용은 발레나 현 무용과 마찬지로 형Arnold(1990)

식 표현 선 기호 환상 등과 같은 미적 고찰에 본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 , , , 

며 그리고 그 안무는 주제가 되거나 또는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역설한

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선택한 음악과 관련이 있고 의상 디자인과 조명의 효과. 

에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표현의 도구로서의 신체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

이다 즉 경기장이 극장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

올림픽은 전 세계 인류를 스포츠와 예술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초국가적 메  

가 이벤트이다 하계와 동계 올림픽을 모두 치러낸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예술. 

프로그램에 한 고찰은 문화예술에 한 역사적 연구로서 시사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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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은 주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예술적 표현으로 만드는 종합공연의 장으

로 그 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기회이기에 문화적 상징성을 

가지는 중요한 자리이다 특히 이 종합예술공연 안에서의 문화적 특수성은 문. 

화의 움직임으로 축적된 춤을 통한 무용작품에서 가장 잘 드러나며 이는 인류

학적 측면에서 춤이 가지는 문화적 상징성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지금 무용이 문화의 컨텐츠로서 더욱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올림픽 개막식의 예술프로그램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안에서 무  

용의 변화와 안무 특성의 변화에 해 살펴보고 각 주최국들이 선정한 작품의 , 

주제와 총 연출을 맡은 감독 안무자 공연 참여자의 예술 경향과 표현 방식을 , , 

고찰하여 개막식 공연 내에서의 춤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올림픽 개막식 . 

예술프로그램에서의 무용 안무라는 선택적 영역이 각 문화의 특성을 토 로 삼

아 어떻게 무용 형태로 재현되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형태. 

와 구성이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 그 모습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올림. 

픽 최초의 공식 개막식을 창안하기 위한 초기 목적을 탐구하고 개막식이 세계, 

적인 장관을 이루게 된 변천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올림픽 게임의 역사적 기록

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 김지윤 나영일( b· , 2017).

예술프로그램의 안무는 해당 시기의 역사적 사회적 관점이 반영된 문화적   , 

결과물이기에 인류학적 시각을 가지고 탐구할 연구 상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

기에 예술프로그램에서의 무용 창작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 

역사적 작업은 춤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탐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이러, 

한 작업을 통해 올림픽에 무용이 필요했던 이유 개막식이 올림픽이라는 스포, 

츠 이벤트에 주요한 일부분을 차치했던 까닭 등을 고찰하는 과정은 올림픽에 

한 이해를 풍부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올림픽이 각 문화의 어떠한 . 

과정 안에서 변화하고 발전하였는지에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 그 기초, 

자료가 예술프로그램의 안무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은 무용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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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탐색하는 시도인 동시에 무용학과 체육학의 학제

적 연구로서 기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각기 다른 주최국들의 개막식에서 공연된 춤을 비  

교 분석하여 문화적 측면에서 변화되어 온 무용 안무 스타일을 살펴보는 것에 

있다 문헌 연구를 통해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 무용이 발견된 시기와 예술프. 

로그램 연출에서의 안무의 형태 담당 안무가들의 전문가적 배경과 그들의 안, 

무 특징 등을 파악하는데 주목하였다 무용사는 물론 스포츠사의 맥락에서 그. 

간의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공연 요소에 한 통시적 관점의 연구가 기존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을 토 로 무용 안무의 특징과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메가 이벤트에서 무용의 역할과 그 기능이 어

떻게 인류의 문화와 관계하며 변화되어 왔는지 무용 안무의 모습과 무용예술, 

가는 물론 타 예술가들과의 지속적 상호작용 속에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안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개막식에. 

서의 무용의 미적 특성과 공연 예술적 시각에서 인류 보편적 예술 표현을 조, 

망해 볼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그 변화 과정  

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의 무용 형태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안무의 변화 양

상과 안무의 특성을 밝히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이 용어가 시작된 모스크바 올  1980 

림픽부터 리우 올림픽까지의 하계 올림픽 개막식을 중심으로 예술프로그2016 

램의 공연 구성과 무용의 출연 내용을 목록화하고 역사적 자료를 구축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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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자 한다 그 자료들에서 생성된 개념들의 맥락을 바탕으로 예술프로그램. 

이 가지는 공연예술의 표현 형태를 밝힐 것이다 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 안. 

에서 존재하는 스포츠와 공존하며 발전해 온 무용의 모습을 통해 미적 의미를 

탐색하고 인류 보편적 예술 표현을 읽어냄으로써 변화하는 안무의 역사적 의, 

미를 탐색하고 올림픽의 예술적 속성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다. 

3. 연구 문제

첫째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은 어떠한가, ?

둘째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무용 형식과 안무가 경향은 어떠한가, ?

셋째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 나타난 무용의 특징은 무엇인가, ?

넷째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안무는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

다섯째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안무의 특성은 무엇인가, ? 

선행연구 검토4. 

 

올림픽 연구는 어느 분야에서나 올림픽이 가지는 힘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다  

양한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 올림픽은 체육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 

제로 상당히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연구가 축적된 분야이다, .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올림픽 금메달은 과학기술이 만드는 시 가 찾아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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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승 고 단언할 정도로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를 발굴하고 능력을 향( , 2006)

상시키는 데 과학적인 연구가 크게 공헌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 선수들의 . 

경기력을 위해 근육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부터 의학까지 스포츠에 

한 관심과 함께 밀접하고 중요한 학문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스포츠의 상징적인 측면인 국가주의와 상업주의에 한   

연구부터 국위선양 외교적 도구 정치적 갈등과 국제적 평화와 같은 문제들을 , , 

함께 연구한다 나영일 철학과 역사학에서는 올림픽 역사와 올림픽 유물( , 2015). 

은 물론 올림픽 경기에 수반되는 올림피즘과 그 정신 올림픽의 가치 또 그것, , 

을 통한 인간상의 실현 등의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올림픽에 한 연구는 위와 같이 전문적 학문 분야로 세분화되며 다양한 주  

제로 연구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개막식 에 관한 연구로 압축할 수 있다 올림‘ ’ . 

픽 개막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연구 전체의 경향을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막식을 통해 나타나는 국가 정체성 및 국가 서, ‘ ’(Identity) ‘

술 에 관한 연구로 개막식 절차에서 각 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어떻’(Narrative)

게 발현되었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김관호(Hogan, 2003; Heinz Housel, 2007; , 

김지윤 이종수 정운갑2008; a, 2009; Traganou, 2010; , 2011; , 2017). 

두 번째는 스폰서쉽 과 거버넌스 및 정책 그리고   (Sponsorship) (Governance) , 

그에 따른 경제효과 등에 관한 스포츠 마케팅 관련 연구이다(Senn, 1999;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을 가Tomlinson, 2000;  Lenskyj, 2000; 2010). 

진 올림픽을 세계 최  마케팅 플랫폼이라 여기며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과 사

회적 영향에 관해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세 번째로는 영상 및 실황과 관련한 매체의 효과나 미디어 방식에 관한   TV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들어 개막식이 영상송출과 미디어 위주의 특징. 

을 지니게 되면서 집중된 연구이다 강신표(Larson & Rivenburgh, 1991; , 

김다원 특히 년에 들어서는 올림픽 개막식을 메가 이벤트를 1991; , 2015). 2000

너머 로 다루면서 개막식이 전 세계‘Media Event’(Puijk, 2000; Xi Cu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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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상 중계와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현상에 한 연구들도 나타나

고 있다. 

이외에도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중계방식 방송 텍스트의 미디어 커뮤니케이  , 

션과 기호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양이형 정운갑(Liang, L., 2010; , 2017; , 

와 올림픽 개최에 따른 환경 또는 시설관리 관련 연구 강익모 임유경2017) ( , , 

로 올림픽 개최로 인한 도시구축 및 스포츠 경기장과 각종 관련시설의 사2008)

후관리에 관한 연구가 있다.

올림픽 관련 연구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개막식에 관한 표적인 자료는   

에서 발행한 논문집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Olympic Ceremonies: 『

이다 이 자료집은 여러 Historical Continuity and Cultural Exchange (1996) . 』

시각에서의 개의 개막식에 한 조사와 연구가 총망라되어 있는 자료집이다34 . 

이 논문집은 총 네 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는데 분류 항목은 제의 역사, (Rites), 

근  올림픽 개막식 텔레비전 스펙터클이다 개막식 관련 역사학자 (History), , . 

및 인류학자인 와 의 연구는 물론Moragas, M. D. Macaloon, J. J., Llines, M. , 

개막식 당시 연출 관련의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경험자의 시각과 전

체적 진행사항 및 문제점 등에 한 상세한 서술이 그들의 육성으로 담겨 있

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총감독 와 예술 감독 . 1992 Josep Rocad Manuel 

애틀란타 올림픽 개막식 감독 그리고 Huerga, 1996 David J. Goldberg, 2000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감독 등 직접 참여한 감독들의 담당 개막식Ric Birch , 

에 한 경험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올림픽 개막식 전문연구자. 

들이 각 올림픽들의 개막식에 한 연구로 선행 자료로서의 후속 자료를 위한 

연속성을 제공하여 준다 이 자료집에는 올림픽 개막식의 제의적 성격과 개막. 

식의 역사적 흐름 근  올림픽 초창기 모습에서부터 년 까지 연구 상이 , 2000

폭이 넓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서는 공연으로서의 예술프로그램에 한 인식 . 

및 분류와 무용에 중점을 둔 작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위의 분야보다 더 중점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문화 예술 관련 연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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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림픽과 관련된 문화예술 관련 연구는 체로 문화 프로그램‘ ’(Cultural 

연구가 다수이다Programme) (Garcia 민현주 유경, 2001; 2002; 2008; , 2007; 

숙 문화 프로그램이란 예술프로그램과, 2014; Lamartin, 2016; Priebe, 2016). , 

는 다른 개념으로 과거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개막식과 별개로 예술경연 회, 

가 존재하였다 년부터 년까지 건축 조(Olympic Arts Competition) . 1912 1948 , 

각 그림 문학 그리고 음악 분야가 경연 회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 , . 

예술경연 회는 스포츠 경기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문화프로그램(Cultural 

으로 그 자리를 신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 제시된 문화프로그램Programmes) . 

의 개념은 개막식과는 별개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자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을 칭하는 것이다 즉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국의 도시에서는 연. 

극 공연 무용 공연 등의 문화공연이 열리며 이것은 일종의 문화장려를 위한 , 

공연 축제 기간이다 부분의 연구들을 문화프로그램에 한 연구로 이에 관. 

한 연구는 문화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개막식과 예술프로그램과

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즉 문화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에는 예술프로그램에 . 

관한 연구가 없으며 무용 관련한 연구도 그 수가 많지 않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올림픽에는 그 안에 문화와 예술의 의미가 담겨있으며   

그만큼 개막식에는 동시 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그 , 

활동에 비해 관련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분의 선행연구. 

에서는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 관한 역사적 변천과정과 구체적 구성요

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의    Lattipongpun, W.(2010) The Origins of the Olympic Games' 「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Artistic Creativity and Communication」

은 접근방법이 고 부터 근 까지의 개막식 예술적 요소와 소통에 해 서술한 

역사 연구이다 개막식의 예술적 요소에 한 접근이 가능하고 고 부터의 과. 

정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프로그램의 변천 과정만을 집중적. 

으로 다루지 않아 시기별 배열과 무용요소에 한 설명이 부족하며 안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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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중점을 두지 않았다. 

드물게 의 주제로 예술적 기법에 나타난 국가 정체성에 해 제  ‘Arts Style’

시한 개최국간 비교연구인 의 Park & Tae(2016) Arts Style and National 「

Identity Reflected in the Olympics Opening Ceremonies : A Comparison of 

는 베이the 2008 Beijing Olympics and the 2012 London Olympics , 2008 」

징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 한 사례 비교연구이다 예술적 표현2012 . 

에 있어서 문화와 사회에 한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으며 개막식 각 장면에 , 

한 묘사로 예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초반에 개막식의 역사적 흐름에 . 

한 언급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축약되어 있고 연구 상이 특정 올, 

림픽 두 개를 비교하기에 역사에 한 전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는 없다 게다. 

가 올림픽 연구인 것에 반하여 올림픽 공식 자료와 발행 자료에 한 제시IOC

가 없고 전문적 자료가 미흡하기에 역사적 기록을 위한 발전적인 연구에 어려

움을 가진다. 

국내 석사논문 연구 중 이선민 의 국제스포츠 회 개 폐막식 특성 연  (2014) ·「

구 가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공연 실황 영상과 종합예술로서의 다방면의 지원」

에 관하여 논한다 연구내용 중 안무 가 언급되나 올림픽뿐만 아니라 많은 다. ‘ ’ , 

른 국제스포츠이벤트의 공연예술의 개념에 해 개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정연 의 학술지논문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활용한 초등체육 . (2017) , 88 「

민속표현 및 주제표현 감상 연구는 서울올림픽 개막식의 공연 작품을 분1988 」

석하여 초등체육 수업의 표현활동 테마로 활용하는 연구이다 각 장면의 작품. 

을 초등체육의 감상활동에 활용할 있도록 민속표현 및 주제표현 영역으로 분류

하여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도 교육주제로서의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 

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장면의 분석은 간단한 장면 묘사만 제시되고 있다. 

개막식은 공연예술 측면의 입장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중  , 

점적으로 다루는 무용 예술 관련한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연구는 소수이다 우. 

선 의 , Adese, J. (2012) Colluding with the Enemy? Nationalism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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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올림Depictions of “Aboriginality” in Canadian Olympic Moments   」

픽 개막식에서의 무용 형식과 안무자가 언급된다 하지만 연구 범위가 몬. 1976 

트리올 올림픽과 캘거리 동계올림픽 밴쿠버 동계올림픽으로 한정, 1988 , 2010 

되어 연구 주제가 캐나다 토착민에 한 표현과 다문화 발현에 집중된 연구이

다. 

국내 연구에는 서울 올림픽 개막식 공연 연구인 전순희 의 중앙  1988 (1992)

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올림픽 에 나타난 춤의 이 88 「 」開幕式 役割 分析

있다 이 연구는 당시 서울 올림픽 개막식의 무용 안무자에 속하는 한국 . 1988 

전통 무용가 국수호의 제자 전순희의 연구로 개막식 춤 관련 사항을 위주로 , 

편성하여 직접 출연한 경험을 토 로 장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개막. 

식에 한 일정과 전체 과정을 개괄할 수 있는 개요는 물론 진행보고와 무, 

동선 관련 보고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게다가 시간순과 장면별로 구성과 공연 . 

장면의 특징 의상과 도구 무용수의 역할과 동선까지 묘사하며 본처럼 자, , 

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전순희의 연구는 개막식 제작단의 제작노트를 제시하며 . 

우리나라의 당시 올림픽에 한 상세한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하지. 

만 지정된 하나의 올림픽만 다루고 있으며 보고서 형식을 갖추고 있어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무용 변화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기 부족하다 또한 논문에 제. 

시된 공연 지시사항 형식과 공식보고서의 출처 및 참고자료가 미흡하여 역사적 

변천과정 연구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한울 의 박사학위논문 문화 컨버전스 시 의 한국창작무용 활성화   (2014) 「

방안 표현매체 융합을 중심으로 는 한국 창작무용의 활성화 방안에 : (2014)」

한 지향점을 제시하는 연구로 세 개의 국제 스포츠 회인 서울올림픽, 1988 

과 한 일 월드컵 베이징올림픽의 개막식을 분석하고 그와 비교 2002 · , 2008 , 

상인 예술서커스 공연 태양의 서커스 의 기존 공연 작품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 ’

하였다 특히 서울올림픽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진행 과정과 각 절차에 나타. 

난 무용의 다양한 형태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안무 의도에 한 분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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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 개막식 공연의 변화나 안무의 변화에 한 . 

연구보다는 태양의 서커스 단체에 한 변천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연‘ ’ . 

구로서 두 개의 특정 올림픽 묘사에 치중해 있으며 올림픽 공식자료를 토 로 

한 분석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올림픽 개막식의 한정된 연구들과 달리 김지윤 나영일 의   , b, (2017)

학술지 논문 올림픽 개막식의 구성과 예술프로그램의 변천과정 은 올림픽 「 」

개막식에서도 예술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재조명한 연구로 역  근  올림픽 개

막식 형성 과정에서의 예술프로그램의 등장과 변화 그 의미 등을 살펴볼 수 , 

있어 기존의 지정된 올림픽만을 비교 분석하여 다룬 연구들과의 차별점을 가진

다 올림픽 개막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별 변천과정을 방 하게 다루었. 

으며 무용 영역의 출연 시기와 개막식 안에서의 무용공연 활용을 중점적으로 , 

하여 예술프로그램에서의 무용의 역할에 관해 다룬 연구로 올림픽 개막식을 무

용 공연의 관점으로 탐색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의 가능성을 가

진다 위 연구를 통해 메가 스포츠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국제적 행사인 올림. 

픽 개막식 안에서 무용이 어떻게 출연하였으며 어떠한 변화 양상을 가지는지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스포츠와 무용의 접점을 발견 할 수 있는 중. 

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막식을 구성하는 요소인 예술프로그램에 집중  

된 연구가 부족하며 그 자료와 근거가 자세하게 제시되지 못하였다 무용 요소, . 

를 다룬 연구도 나타나지 않으며 각 연구마다 무용의 형태가 드러난 개막식의 , 

시점도 각기 다르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예술프로그램에만 치중하여 서술하고 . 

있어 연구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만으로는 올림픽 .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역사적 흐름과 안무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특히 개막식은 메인 스타디움 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공연. 

의 형태를 가지므로 안무가와 무용수 수많은 공연자 의 역할이 필요, (Performer)

하다 김지윤 나영일 이에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 관한 개념과 내용의 ( b·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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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과정에 한 탐색과 그 안에서의 무용 표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  올림픽 중 모스크바부터 리우 올림픽까지 하  1980 2016 

계 올림픽 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구성과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예술프로그램에서의 무용 요소의 출연에 해서 살펴봄으로써 안무의 , 

특징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약 여년에 걸친 올림픽을 . 40

총망라하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공식보고서와 관련 기록을 토 로 분석하고, 

예술프로그램 변화 과정을 분류하여 무용 형태의 분석과 안무의 특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용어의 정의5. 

• 올림픽 의식 Olympic Ceremony 올림픽의 제의적 속성을 지닌 문화적 공: 

연으로 개 폐막식 모두를 통칭하며 개 폐회식이라고도 한다 본고에서는 제의· · . 

제례 의 의미와는 다르게 쓰인다(Rite), (Ritual) .

• 예술프로그램 Artistic Programme 올림픽 개막식을 구성하는 여러 절차 내: 

에서 문화 예술 요소를 포함한 공연 프로그램이다 모스크바 올림픽 공식 · . 1980 

보고서에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지금은 가 지정한 중요 요소에 포함된 IOC

용어로 쓰인다.

• 안무 Choreography 춤을 만드는 것 또는 무용예술 그 자체를 칭하기도 한: 

다 무용 창작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안무 수행을 연출하는 사람을 안무가. 

라 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수 또는 출연자의 공연 활동을 (Choreographer) . 

무용으로 지칭하고 그 외에는 무용 연출을 포함한 의미로 안무 용어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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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 단체안무 Mass Choreography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막식에 사용되는 : 

형을 위한 안무로 본문에서는 단체안무 로 해석하여 사용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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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올림픽 개막식의 역사1. 

고  올림픽에서 예술과 스포츠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The Olympic Museum 

김지윤 나영일 예술과 종Educ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2013; b· , 2017). 

교 스포츠 경기의 혼합으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운동을 통해 함께 조화를 이, 

루는 것이 그 이상이자 목표였다 제례 의식의 형태라 할 수 있는 고  올림픽. 

은 초창기부터 제우스신을 위한 종교적 제의와 관련되어 있다 각종 신을 섬기, . 

던 고  그리스인들은 올림픽 때면 올림피아로 몰려들어 신전에 참배하는 제례

를 지냈으며 종교 의식 못지않게 예술과 문화 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다, 

서울올림픽 회조직위원회 올림픽 개막식은 애초에 이러한 제의와 축( , 1990). 

제의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고  스포츠와 종교의 밀접한 관계는 무용 연극. , , 

음악 등과 함께 제의적 활동 속에 용해되어 있었으며 고  그리스인들에게 삶, 

을 창조해 나가는 중요한 생활 영역이었다 곽형기 그들은 일상생활의 ( , 2001). 

일부로 합창무용에 참가하는 등 그 당시의 종교 활동은 현 적 개념의 종교 , 

의식에 한정되지 않은 축제의 동참 및 신체 운동을 위한 최선의 매개체였다, . 

지금의 모습을 갖춘 개막식은 아니었지만 고  올림픽 의식에서는 성스러운 불

이나 그 불을 담기 위한 솥 그리고 올리브 나뭇가지 등이 승리자들을 위하여 , 

존재하였다 이러한 기념 분위기. (celebratory atmosphere)(Lattipongpun, 2010: 

는 근  올림픽에도 온전히 유지되어 현재에도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다117) . 

쿠베르탱은 이러한 고  올림픽 게임이 자취를 감춘 뒤로 세기가 경과했음  15

에도 불구하고 이 기상을 부활하게 하고 다시금 재생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근. 

 올림픽을 공식화하기 위해 고  올림픽의 정신을 빌려 예술과 스포츠를 함

께 모아 공식적인 개폐막식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그 결과 이 의식들이 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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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식으로 제시되었다(Lattipongpun, 2010). 

그는 년 월 일 파리 국립극장에서 예술 문학 스포츠 자문회의  1906 5 23 ‘ · · ’ 

를 주최하였다 이 회(Confr nce Consultative pour les Arts, Lettres et Sport) . é

의는 올림픽 회에 순수예술 경기들을 포함하도록 한 결의안으로 공식 프로, 

그램은 건축 희곡 무용 장식 문예 음악 회화와 조각을 주요 주제로 올렸다, , , , , , . 

쿠베르탱의 스포츠와 예술 간의 조화와 이상을 드러내는 초기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특별한 개막식 프로그램으로 밤의 축제 를 표현한 호, ‘ (F te de Nuit)’ê

화로운 공연을 준비했다 이 행사는 불꽃 횃불의 도보 경주 펜싱 시합 트럼펫 . , , , 

연주 그리고 합창 음악 등 국제적 청중을 감동시킨 하나의 공연으로 통합 구, 

성되어 있었다 재인용 이효원(Coubertin, P. de., 1932, , 2003).

  쿠베르탱이 추구한 더 많은 결단력과 끈기로 이루어내 작업은 년 스톡1912

홀름에서 열린 올림픽 안에 예술 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예술. , 

적인 경쟁은 근  올림픽 게임에서 매우 중요하여 어떤 스포츠 경기와도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쿠베르탱은 예술가들이 스포츠로부터 영감을 받고 마치 . , 

고  그리스의 시인 핀다로스 와 같이 그들의 미적 (Pindaros, BC 518-BC 446)

감정을 드러내 올림픽을 확장하고 강화하기를 원했다(P rez-Arag n, P., & é ó

Gallardo-P rez, J., 2017).é 그 결과로 스포츠 프로그램 이외에 예술문화 프로 

그램을 올림픽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올림픽 종목으로 예술경‘

연 회 가 존재하였다’(Olympic Arts Competition) (Garcia, 2001; 2002; 2008; 

민현주 유경숙, 2007; , 2014). 

년부터 년까지 행해진 이 예술경연 회는 경연분야에 건축 조각  1912 1948 , , 

그림 문학 그리고 음악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예술경연, . 

회는 스포츠 경기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문화프로그램‘ ’(Cultural 

으로 그 자리를 신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은 개막식의 예술프Programmes) . 

로그램과는 달리 개막식과 별개로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에 자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을 칭하는 것으로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도시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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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무용 민속 공연 등의 문화 공연이 열리는 일종의 문화장려의 공연축제 기, , 

간이다 현 화된 모습으로 바뀐 문화프로그램은 수많은 미술가와 디자이너 건. , 

축가 안무가 그리고 음악가 등이 올림픽 게임을 위해 활동하면서 스타디움 건, 

설이나 각종 회 현장 올림픽 마스코트, (Mascot)1)나 픽토그램(Pictogram)2) 

그리고 올림픽 개 폐막식에서 다른 예술적 기능으로 활성화되어 그 두각을 나·

타내고 있다(The Olympic Museum Educ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2013). 

그의 한결같은 고전주의에 한 존중의 경향은 근  올림픽의 개 폐막식으로   ․

승화된 것이며 런던 올림픽 이래 개막식은 올림픽의 고정적인 붙박이 요, 1908 

소가 되었다 곽형기 결국 오늘날 축제의 형( , 2001; Goldblatt & Acton, 2012). 

태로 열리는 올림픽 의식과 장관은 스포츠와 예술 소리 빛을 통합한 조화의 , , 

절정을 지향한 쿠베르탱의 미적 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귀결된다 이효원( , 

즉 쿠베르탱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림픽은 이제 예술문화 구조2003:87). 

의 핵심 요소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올림픽의 전통과 인, 

본주의 원칙을 보존하고 존중하여 그것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IOC, 2005).

년 월에 업데이트된 올림픽 개막식 보고서   2018 1 Factsheet : Opening 『

에 따르면 올림픽 개막식은 올림Ceremony of the Games of the Olympiad』

픽 헌장에 명시된 개의 중요 요소로 구성되며 이는 다음과 같다11 , (IOC, 

2018a).3)

1) 프랑스 남부 지방의 마녀 에서 작은마녀 으로 유래된 말로 올림픽에서 Provence  Masco( ) Mascot(   ) , 
는 동물 형상을 한 캐릭터로 행운의 상징물로 통한다 뮌헨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 1972 
올림픽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홍보하는데 이용한다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는 호랑이. 1988 
를 형상으로 한 호돌이 이다‘ ‘ .

2) 그림 과 전보 의 합성어로 국제적 행사 등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문 ‘Picture’( ) ‘Telegram’( )
자이자 언어를 초월해 직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그래픽 심벌 을 말한다 픽토그. (symbol) . 
램은 의미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단순하고 의미가 명료하게 제작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

3) 본 보고서는 년부터 매년 변경 사항을 수정 및 보안하며 업데이트되고 있다 년 자료에는  2014 . 2017
심판 표 선서와 코치 표 선서 를 포함한 개 요소였으나 년 업데이트에서 개 요소로 ‘ ‘ ’ ‘ 13 2018 11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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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및 환영  Entry and Welcome ( )① 

국가 연주  Playing the National Anthem ( )② 

선수단 행진  The Parade of the athletes ( )③ 

공식 연설  Official Speeches ( ) ④ 

올림픽 월계수  Olympic Laurel ( )⑤ 

비둘기 상징 방출  The Symbolic Release of Doves ( )⑥ 

개회 선언  The Opening of the Games ( ) ⑦ 

  Raising the Olympic Flag and Playing the Olympic Anthem⑧ 

오륜기 게양 및 올림픽 찬가 연주     ( )

선수 표 선서  The Taking of the Olympic Oath by an Athlete ( ) ⑨ 

성화 봉송 및 점화  The Olympic Flame and Torch Relay ( )⑩ 

예술프로그램  The Artistic Programme ( )⑪ 

올림픽 개막식의 여러 구성요소들은 모두 에 의해 신중하게 관리되어 수  IOC

년 동안 서서히 변화해 왔으며 개의 요소들은 각각 그 발전 단계와 형성 과11

정이 다르다. 

각 시행 시기를 살펴보면 우선 비둘기 상징 방출과 인류의 보편성을 상  , ⑥ 

징하는 오륜기 게양 그리고 선수 표 올림픽 선서는 앤트워프 올, , 1920 ⑧ ⑨ 

림픽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비둘기 방출은 서울 올림픽 이후 실제 비둘기. 1988 

가 아닌 상징적 표현으로 체하고 있다 그리고 선수단 행진(IOC, 2018a). ③ 

은 고  올림픽의 근원지인 그리스 선수단이 먼저 등장하고 주최국 선수단이 

마지막에 행진하는 체계를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갖추게 되고 이 로 1928 , 

프로토콜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성화 점화도 같은 시기에 시작되는데 고 의 가마솥을 상징하는 조  , ⑩ 

형물에 불을 붙이게 된다 이때는 지금과 같은 장 한 모습이 아닌 성화로서만 . 

참고로 동계올림픽 관련 동일 자료인  Factsheet : Opening Ceremony of the Olympic Winter 『
에서는 개 요소로 제시되며 Games (2018b) 9 ‘』 artistic programme⑨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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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였다 이와 별개로 성화 봉송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처음 시행되었. 1936 

는데 당시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자 독일의 스포츠 행정가인 , Carl 

의 아이디어에 기반 한 릴레이로 그리스 불가리아 유고슬라Diem(1882-1962) , , 

비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독일 등 개국을 거쳐 올림픽 경기, , , , 7

장에 이르는 총 의 장거리 봉송이 최초로 이루어져 지금까지 행해지, 3,000km

고 있다 의 성화 봉송 제안의 기원과 목적에 해서는 오늘날에도 여전. Diem

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년 올림픽이 궁극적으로 개최 된 정치적 맥락 1936

때문이다(Borgers, 1996: 13-27; Kr ger, 1998: 88; Tunckoli & Sahin, ü

재인용 나치 정권 전시의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으로2010; Adair, D., 2013). 

도 영향을 미친 성화 봉송의 설립은 나치 게임의 불꽃 기념 행사와 여러 나라 

봉송의 선전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년 런던 올림픽을 전후 평화의 상징으, 1948

로 채택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금은 의미가 변색되었지(Durantez, 1988). 

만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화 릴레이는 올림피아에서 불꽃의 의식

으로 마감된다 성화와 불꽃은 고  그리스인에게 중요한 종교적 역할을 했기 . 

때문이다 근  올림픽에서 생성한 성화 봉송은 현 에서 사람들 사이의 이해. 

와 형제애의 강력한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The Olympic Museum 

Educ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2013c).

또 올림픽 찬가는 년 채택되어 로마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연주  1958 1960 ⑧ 

되었다 물론 년 최초의 근  올림픽에서 연주된바 있지만 이후 개최도시. 1896

들이 주최국만의 음악과 가사를 고안하게 되어 금방 사라져버렸었다 하지만 . 

년에 정식 발표된 곡으로 연주하기 시작한다 심판 표 올림픽 선서는 1960 . 

뮌헨 올림픽에서 시작되었다 가장 최근에 추가 된 올림픽 월계수는 1972 . ⑤ 

리우 올림픽에서 처음 시행 된 것으로 이 요소의 창설은 올림픽 운동의 2016 

미래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 에 따른 개혁의 일부이Olympic Agenda 2020『 』

다 스포츠를 통해 교육 문화 개발 및 평화에서의 성과를 위한 뛰어난 개인을 . , , 

존중하기 위해 가 만든 훈장이다 고  올림픽 정신과 올림픽 개척자 I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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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전에 따른 것으로 올림픽을 통해 인간 발달에 기여한 공로를 인Coubertin

정하는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것이다(IOC, 2016). 

위의 의 구성 요소들은 지금의 개막식에서 모습에서 공식행사에 해당  ~① ⑩

한다 공식행사를 제외한 부분인 예술프로그램은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 ⑪ 

는 요소이다 공식 용어의 등장은 모스크바 올림픽이지만 자세한 형성과. 1980 , 

정과 형태에 해서는 앞으로의 내용에서 논의될 것이다 예술프로그램을 제외. 

한 그 이전까지의 구성 요소 즉 공식행사의 시기별 형성 과정을 정리한 표는 , 

다음 표 과 같다< 1> .

올림픽 게임 개막식 구성요소 발전 사항
1896 Athens

개막식 시행 이전 시기1900 Paris
1904 St. Louis
1908 London 개막식 시행 선수단 입장, 
1912 Stockholm -
1920 Antwerp 최초 오륜기 게양 최초 선수대표 선서, 
1924 Paris 최초 평화의 비둘기 방출 
1928 Amsterdam 최초 성화 점화 선수단입장 순서 지정, 
1932 Los Angels -
1936 Berlin 최초 성화 봉송 
1948 London -
1952 Helsinki -
1956 Melbourne/Stockholm -
1960 Rome 최초 올림픽찬가 연주
1964 Tokyo -
1968 Mexico -
1972 Munich 최초 심판대표 코치대표 선서 , 
1976 Montreal -
1980 Moscow 예술프로그램 등장
1984 Los Angels ~ 2012 London -
2016 Rio 월계수 수여식

표 1 개막식 구성요소의 형성 과정. 



22

표 을 보면 개막식이 시행된 이후 공식행사의 절차들은 하나씩 그 기능  < 1>

에 의해 발생하였고 모스크바 올림픽에 예술프로그램 용어가 등장하게 되1980 

면서 현재와 유사한 형식 체계를 갖추게 된다 년부터 년까지는 더 . 1984 2012

추가된 절차가 없다가 최근 리우 올림픽에서 월계수 수여 절차가 첨가된2016 

다 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개막식의 형태는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 100

온 것이다. 

  위와 같은 성장을 거쳐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은 개막식은 다양한 공식 자료를 통해 

개막식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에서 발행한 . IOC Technical Manual on 『

에는 에 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Ceremonies (2005) Ceremony .』

올림픽 개막식은 올림픽의 전통과 인본주의 원칙을 보존하고 존중

하고 반영하여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개막식의 필. 

수 요소 프로토콜 및 의식은 도시에서 도시로 게임에서 게임으로, , 

의 올림픽 전통과 의식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개막식은 게임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개최 국가의 풍

미와 문화를 포착해야 한다 개막식은 진정한 글로벌 게임의 시작이. 

며 도시 지역 및 국가의 사람들과 전통을 강조 할 기회이다 개막, , . 

식은 특정 도시에서 특정 올림픽 게임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하며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게임의 성공을 보여주는 , 

첫 번째 지표가 될 수 있다 성공적인 개막식은 언론 매체의 분위기. 

를 조성하며 국가 민족 및 문화를 세계에 보여주고 드라마 영감 , , , 

및 인류를 기념하는 올림픽 게임의 축하 무대를 마련한다(2005: 

28).

전 세계에 국제적 스포츠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문화적 의미를 생  

성하는데 사용된다 예술과 미에 한 다양한 개념이 개막식을 만드는데 큰 힘. 

을 발휘해 왔으며 이것은 모든 인류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존재, 

하고 있다 개막식은 세계를 배경으로 주최국으로 선정된 (Lattipongpun, 2010). 

특정 도시에서 특정 올림픽을 발표하는 첫 행사이기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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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특성을 특수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언론 매체의 관심과 평가. , 

를 조성하고 세계에 보여주는 드라마와 영감 그리고 인류의 축하를 위한 무, 

이자 축제가 된다(IOC, 2005).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창출되는 스포츠 문화력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극명하  

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올림픽이며 세계 각국의 유치를 위한 노력은 상당하

다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수년 동안 지속될 경. 

제효과에 기 를 건다 올림픽 정신과 올림픽 부활의 본래 취지와는 별개로 각 . , 

국가들은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만들어 내는 경제효과가 지역발

전에 기여한다는 점과 이벤트를 통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 감에 더 크게 주목하였

다 정희준 의 스폰서수입 중계권료 입장료 라이센싱 등으로 발생( , 2008). IOC , , , 

하는 수입도 막 하고 그와 더불어 경기 시설과 환경의 향상 선수들이 펼치는 , , 

경기도 상승세를 이루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손색이 없다 그런 이유. 

로 올림픽 개최 경쟁에 개발도상국인 터키 태국 쿠바 등이 뛰어들어 올림픽 , ,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정영재 김원( , 2016). ․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의 올림픽 게임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명백하게 상업  

적이다 는 그것들이 더 이상 신성한 의식이 아닌 아예 . Adair, D.(2013: 193)

모독이라 말한다 결과적으로 는 고  게임의 의식과 상징의 일부를 선택. IOC

적으로 퇴색시켰으며 근본적으로 현 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식 관습과 관행의 , 

부분을 간과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올림픽은 주요 국가들의 상충. 

되는 이익에 의해 그 본래의 가치가 위축되고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강, 

조하기 위해 이용되어 세기 들어 행사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상업화되어 , 21

가고 있다 언론에서도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에 한 지자체의 과. 

도한 선전과 이를 통한 스포츠 쇼비니즘의 동원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

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다 올림픽 본래의 가치인 아마추어리즘보다는 , 

승리지상주의가 만연하다는 지적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석무 끊(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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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증가하는 선수들의 도핑 스캔들이나 비인기 종목의 퇴출사건 등은 성적

위주의 경쟁만 남은 올림픽이 다시금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외면할 수 없

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적 시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림픽. , 

은 국가 문화정체성의 전시효과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보현( , 2008). 

올림픽의 사회 문화적 효과에서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개막식 행사  ․

이다 은 개막식은 년 올림픽이 최초로 . Goldblatt, D. & Acton, J.(2012) 1896

선보인 이후 모든 요소가 완전히 변모해온 쇼 라고 말한다 개막식을 매번 치‘ ’ . 

를 때마다 글로벌적인 제의와 군사 행진 스펙터클 브로드웨이 뮤지컬 서, TV , , 

커스까지 각종 융합과 혼합의 놀라운 연출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개막. 

식은 현 의 올림픽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 화려한 의식은 국제 , 

언론과 세계 관객들에게 커다란 관심이 되고 있다 은 . Lattipongpun, W.(2010)

일반적으로 개막식은 올림픽 가치를 장려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

표로 생방송 엔터테인먼트로 제공되고 이러한 올림픽 가치의 목적을 위해서 예

술적 창의성은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주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한 마디로 올림픽 개막식은 개최국의 문화 예술적 정체성을 글로벌 무 에   ·

홍보하는 최 의 미디어 이벤트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는 . 

단지 관리되고 연출되는 것만이 아닌 특정한 사회 문화 정치적 순간에 특정한 , , 

국내 외의 청중들을 위해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Tomlinson, A., 2007). 

이러한 모든 요소가 변모해온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 한 개념을 살펴보기 위

해 다음 장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시하는 개막식의 내용과 여러 다른 관

점의 논의에 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25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2.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제시한 개막식  1)  

올림픽 개막식은 처음 시작된 이후부터 점차 변화하고 주기적으로 수정 및   

보완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앞의 장에서 소개한 국제 올림픽 위원. 

회의 올림픽 개막식 구성요소 개 요소 중 마지막에 있는 요소가 11 ‘Artistic 

예술프로그램이다Programme’, (IOC, 2018). 

올림픽 개막식 진행은 각기 다른 개 요소가 흐름상 서로 크게 분리되지 않  11

도록 자연스러운 프로그램 진행을 추구하여 다른 절차들을 연결하고 결합하여 

예술프로그램에 함께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에는 다른 공식행사보다. 

는 식전후 행사로 여겨지는 부분인 예술프로그램이 관중들의 이목을 더 집중시․

키고 있으며 소요시간도 다른 행사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 . 

리우 올림픽에서도 개막식 전체 소요시간 약 시간 중 시간은 식전 후 2016 4 2 ·

행사로 나뉘어 예술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당시 참가국인 전체 개국의 . 206

명 선수단의 입장시간을 고려하면 예술프로그램에 할애되는 소요시간은 10,500

개막식에서 상당한 부분이다.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공식행사의 자리인 올림픽 개막식에는 그 나라를   

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들 즉 음악가 안무가 연출가 미술가 공연자 등 각종 , , , , 

전문가들이 공동의 작업을 통해 주최국의 문화와 예술의 현장을 만들어 내고 

하나의 창의적 공연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김지윤 나영일 최근의 올림( b· , 2017). 

픽 개막식은 다양한 개최 도시의 다양한 문화로부터 기인하여 스포츠와 문화의 

결합을 더욱 확장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패러다임, 

의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예술과 스포츠 경험이 공동으로 (Garcia, B., 2001). 

가지고 있는 많은 요소들 즉 인간의 신체적 탁월성과 오락적 측면 창의성 국, , , 

제적 호소력 그리고 교육과 자기 계발 등의 공통점은 문화예술과 스포츠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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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최자들은 이러한 시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즉 예술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것이다, 

(Garcia, B., 2001).  

사실 오늘날의 전통의 일부가 된 올림픽 개막식 프로토콜의 요소 중 일부는   

올림픽 게임 초기 행사부터 일련의 개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확립되었다(IOC, 

에서 발행한 에서는 2016). IOC Technical Manual on Ceremonies (2005)『 』

공식 기본 절차 이외의 부분을 문화 소개 로 기재하였으며‘Culture reference’( ) , 

이는 예술프로그램에 해 언급과 동일하다.

올림픽 의식의 제작은 상세하고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 예술프. 

로그램에서 개최 도시 지역 및 국가 문화의 상징을 내포하고 표현, 

하지만 과거의 올림픽 행사에서 얻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접하고 배

운다 당신의 문화와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순수함을 지키면서도 이. 

전 올림픽 행사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얻는다

(2005: 42).

위의 문화적 제시를 보았을 때 예술프로그램을 문화적 상징과 정취를 포함  ,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의 종합 예술 공연이라 이해할 수 있는데. , 

초기 개막식에서는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 연극이나 서커스 또는 야외극과 비, 

슷한 무 공연 형식을 가졌으며 극 구성을 위한 공연플랫폼을 제공하였다, 

또한 개막식에 관한 언론의 사후 평가도 다른 공식행사(Catherine, B., 2015). 

의 평가보다는 이러한 예술프로그램에서의 공연플랫폼이 가지는 주제와 내용, 

예술적 표현방법에 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홍미성( , 2002). 

와 올림픽 박물관이 발행한 자료   IOC The Modern Olympic Games『 』

에서는 개막식에 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2013a) .  

개폐막식은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행위적 표현으로써의 중요한 ․
행사이며 큰 축제로 개최국의 음악 노래 무용 등을 통해 문화를 , , , 

발견해 낼 수 있는 초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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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은 스포츠와 예술 문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타인을 이해,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축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2013a: 8).

위와 같이 개막식의 역할에 해 에서는 문화 예술적 성격을 부여하고   IOC ·

있다 이러한 성격은 예술프로그램의 역할과도 연결이 되는데 에서 발행한 . , IOC

개막식 관련보고서 Factsheet : Opening ceremony of the games of the 『

에는 예술프로그램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Olympiad (2017) . 』

 

예술프로그램의 내용은 보통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로 유지한다. 

수년에 걸쳐 게임 주최자는 올림픽 프로토콜 내에서 엔터테인먼트, 

문화 요소 제시 기술 혁신 및 축제 분위기를 적절하게 결합하는 창, 

의적인 방법을 찾아냈다(2017: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공식행사의 자리인 올림  

픽 개막식에는 그 나라를 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들 즉 안무가 음악가 연출, , , 

가 미술가 공연자 등 각종 전문가들이 공동의 작업을 통해 주최국의 문화와 , , 

예술의 현장을 만들어 내고 하나의 창의적 공연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 

이러한 종합적 설명을 통해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이란 음악과 춤 영상, , 

미술 등 엔터테인먼트의 창의적 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주최국의 표적 역사와 

문화 특성 그리고 올림픽 게임의 모토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종합 문화예술 공, 

연 프로그램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The Olympic Museum Educational 

김지윤 나영일and Cultural Services, 2013a; b· , 2017).

이제까지 살펴본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제시하는 개막식의 갖추어야 할   

요소와 특징들 이외에 개막식 관련 연구에서 제시되는 논의들을 통해 예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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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식과 예술프로그램에 대한 논의2) 

 

앞의 장에서 살펴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발행한 공식 문서들 이외에도 올림  

픽 관련 연구들에서 올림픽 개막식과 예술프로그램에 한 개념을 좀 더 다양

하게 발견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종수의 개막식 국가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연구 상을   

나가노 시드니 베이징 벤쿠버 올림픽으로 하였다 그는 개막식 문화공연 즉, , , . , 

예술프로그램의 구성 방식을 세 가지 유형인 전통적 단편적 주· (Segmented), ① ②

제적 추상적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종수(Thematic), (Abstract) ( , 2011: ③

이 세 가지 유형들이 각각의 올림픽 개막식 안에서 강조되거나 혼합되어 402). 

드러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시드니 올림픽 예술프로그램의 경우 내. 2000 

러티브가 강조된 주제적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올림픽 개막식의 . 

국가서술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러한 국가. 

적 유형의 특성은 국가적 특성보다는 시기에 따른 문화공연 트렌드의 변화라고 

제시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연 형태의 변화가 개막식의 형태에도 변화를 . 

준 것으로 논의된다.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개최국은 수년간의 노력으로 국제 사회가 인정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축하 자리를 마련한다 개막식의 예술 감독과 올. 

림픽 개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역할은 이미 알려지고 자리 잡은 것 문화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고 모형화하는 것이다 문화인류학자  . 

은 이러한 올림픽과 관련된 문화적 퍼포먼스를 네 가지 의미J. J. Macaloon , 

로 나누어 보았다‘Game’, ‘Ritual’, ‘Festival’, ‘Spectacle’ (Macaloon, 1984; 

이 네가지는 으로 이에 관한 논의에 해 1992). Olympic performance system

이 제시한 모델의 자세한 사항은 그림 과 같이 나타난다Macaloon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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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 1 의�.� Macaloon Olympic� Performance� System(1992:� 40)

의 모델은 올림픽 게임의 사회학적 분석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Macaloon , 

올림픽 개막식에 한 공식적인 관찰에 한 이론적인 참고 자료로 개막식 구

조 분석에 활용되었다 그는 올림픽이 가지는 문화적 상징성(Meyer, K., 2016). 

에 주목하며 올림픽 게임을 거 한 놀이터이자 시장바닥 극장 전당 교회‘ , , , , , 

연단 축제 그리고 각 문화적 상징성의 브로드웨이 쇼이며 상징이자 의미 라, , ’ 

고 말한다 곧 올림픽 게임과 의식들은 그 전체가 즐거움과 행복의 표현인 축. 

제로 작용한다 이선민(Macaloon J. J., 1984; , 2014). 

이러한 의 모델을 최근의 스포츠인류학 연구   Macaloon The Anthrop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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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 of Sport: Bodies, Borders, Biopolitics.   S. Brownell(2017)』

의 올림픽 퍼포먼스 시스템에 새로운 이론을 적용한 디자인을 제시한Macaloon

다 의 다이어그램을 일부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며 올림픽 게임 및 . Macaloon , 

현  사회의 퍼포먼스에 한 이론으로 아래의 그림 와 같다< 2> .

그림 의 이 의 기존 모형에서 프레임 외부에 다시 제  < 2> Brownell Macaloon

시한 해석에 따르면 스포츠 게임 위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의식 은 ‘Ritaul( )’

신성한 힘과 사회적 효과와 영적 변화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 

는 개막식과 폐막식 메달 의식으로 해석된다 이 의식들‘Olympic Ceremonies’ , . 

은 차례로 경기장 밖에서 행해지는 거리 축제 에 받아들여지고‘Street Festival( )’ , 

그림� 2 이� 구성한� 의�.� Brownell,� S. Macaloon Olympic� Performance� � �

� � � � � � � System(Besnier,� N.,� Brownell,� S.� &� Carter,� T.� F.,� 2017:�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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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중첩 된 이벤트는 가장 포괄적인 스펙터클 프레임에 ‘Spectacle( )’ 

추가된다 에 의해 다시 정리 된 의 시스템은 이 모든 전. Brownell, S. Macaloon

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쿠베르탱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Besnier, N., 

Brownell, S., & Carter, T. F., 2017).

은 쿠베르탱의 에   Messing, M., & M ller, N. (2000; 2016) ‘Eurhythmics’ü

한 분석에서 의식과 축제에 해 언급한다 그들은 계층적 모형을 통해 의. ‘

식 과 축제 의 포함 여부로서 올림픽이 다른 스포츠 회와 비교되는 차별점을 ’ ‘ ’

확인시켜준다 예를 들어 축제의 틀이 없어도 세계 축구선수권 회는 가능할 . 

수 있지만 올림픽 경기에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올림픽 게임에서의 . 

의 중앙 및 주변 영역은 다음 그림 과 같다 그림 의 모형Eurhythmics < 3> . < 3>

은 다섯 개의 링 모형으로 구별된다 각 구성 요소는 중심의 스포츠 활동을 향. 

한 각각의 거리의 근접성에 한 분석이다.

          

그림� 3 의�.� Messing,� M.� &� Müller,� N. eurhythmics�

구성� 요소�분석� � � � � � � (201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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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은 사회적 가치에 의해 체계가 안정화된다는 의미에서   , L

잠재 패턴 유지 를 의미한다 는 모든 하위 시‘Latent pattern maintenance : ‘ . I

스템의 통합 을 의미한다 는 성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Integration : ’ . G

소이며 운동선수의 노력과 관련이 있는 목표 달성 이다‘Goal achievement : ’ . 

심령 운동의 균형 상태로 이해되는 유언 없이는 경쟁자의 요구에 따라 

선수의 적응 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 될 수 있다‘Athlete’s adaptation : ’ . 

의 모형은 스포츠 선수의 운동수행의 노력과 결과Messing, M., & M ller, Nü

이다 이 구조는 에 초점을 둔 분석으로 이를 통해 의식(2016: 54). Eurhythmics

과 축제 포함으로서의 올림픽의 계층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올림픽의 개막식 유형이 올림픽 전체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라면 문화의 집합으로 논의되는 연구도 있다. Hall, 

는 개막식의 국가의 서술 에 해 다루며 많은 S.(1992) ‘Narrative of nation’( )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국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유된 경험 슬픔 승리 및 재해, , , 

를 표하거나 나타내는 이야기 또는 이미지 풍경 역사적 사건 국가적 상징 , , , 

및 의식의 집합이라고 정리한다(Hall, S., 1992: 293; Hogan, J., 2003: 102; 

이종수 이러한 입장에서 Traganou, J., 2010: 237; , 2011: 376). Hogan, 

는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을 해석적 프로그램 으J.(2003) ‘Interpretative program’( )

로 칭하고 연구하였는데 개 폐막식은 올림픽 헌장에 열거된 여러 필수 요소들, ·

과 주최 국가의 여러 입장이 들어간 해석적인 문화 공연으로 구성된다는 입장

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개최국은�사실상�개막식의�모든�면을�국가�차원의�특별함에�활용하여�개

막식의�보편적�의식은�국가적�의미로�물든다 자국은�민족의�신화 경험 가.� ,� ,�

치�등을� 다루고 사람은� 특성인�투쟁과�승리 용기를� 이야기하며� 극적으로�,� ,�

표현한다 개최국이�자국의�문화 역사 자연환경 신화 상징물�등을�조합한�.� ,� ,� ,� ,�

국가�이미지를�글로벌�시청자에게�전시할�수�있는�최고의�기회를�갖게�되는�

것이다(2003:� 102).�



33

그는 이 의식들은 원칙상 모든 참가국을 축하하는 의미이지만 실제적으로   , 

필수 요소 공식행사 와 해석 요소 예술프로그램 는 모두 개최 국가의 가치와 경( ) ( )

험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림픽 개막식 문화공연은 정교하게 구성된 . 

국가 서사를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개최국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중, 

적 상상 속에서 정당화할 기회를 제공받는다고 강조한다 곧 개막식 문화 공연. 

의 내러티브는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최국에 한 확장된 

광고 및 관광 국제 기업 투자 무역 및 정치 이데올로기를 홍보 할 수 있는 기, , 

회로도 작용하며 현재 열리는 올림픽 개막식 형태는 국가의 내러티브를 정교하

게 연출하여 상품화한 것이다 이종수(Hogan, J., 2003: 104, , 2011: 376). 

는 부분의 국가는 무언가를 더 보여주기를 원하며 자신의   Puijk, R.(1994) , 

문화를 표하여 자국 고유의 퍼포먼스를 창작하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일반적. 

으로 국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만족할 만한 국가 문화 요소를 식별하고 국제, 

적 시청자를 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즉 이전의 개막식. 

을 복제하지 않으면서 전통으로 가득 찬 각색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새롭고 , 

상쾌한 방식으로 전통을 제시하는 매우 현 적인 쇼이기도 하다는 주장이TV 

다 재인용 (Puijk, 1994: 101, Traganou, J., 2010). 

또한 은 올림픽 의식 특히 개막식이 국가의 기 를 응축시키  Traganou(2010)

는 역할을 하며 국제 관객들의 환영은 다양한 다른 사람들에 의한 국가 자체, 

의 수용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고 주장한다 개막식 공연은 . ‘Domestic 

즉 일종의 환영연이며 그 환영연은 획일적이지 않고 올reception’(2010: 237), 

림픽 헌장에 규정된 의정서에 기반하고 있어 이 규정이 바로 주최 도시 및 국, 

가의 문화를 소개하지 위한 예술프로그램인 것이다 올림픽 헌장의 구성 요소. 

인 인류애와 평화로운 국제주의의 보편적 이상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 개막식, 

의 부분은 그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정 국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2010: 237).

그리고 는 의식으로서의 예술프로그램의 구성을 더 자세히   Adair, D.(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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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단순히 극 공연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올림픽 의식이 문화적 틀을 . 

제공하는 데 보다 더 깊은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 Olympic ceremonial, 「

에서 올림픽 경기의 가지 주요 의식 분야 인 성화protocol and symbolism 4」

와 성화릴레이 개막식 메달수여식 및 폐막식에 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 . 

그는 예술프로그램은 빛 과 소리 춤 음악 연극(light) (sound), (dance), (music), 

그리고 내러티브 의 찬란한 장관 이라고 정(theater) (narrative) (grand spectacle)

의한다 이러한 예술프로그램 공연은 특별함으로 기 감을 가지고 경기장에 모. 

인 관중과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하는 억 명 이상 시청자의 상상력을 사로잡20

는다 올림픽 중계방송 매체의 경우 개막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술 프로. 

그램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개막식은 도시와 국가에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 

고 재미와 감동을 전한다 주최국에 기인하는 주요 문화적 요소와 역사적 특징, . 

은 극적으로 전시되어 인류의 덕 과 그것이 겪은 변화를 세계에 보여주(virtue)

고 있는 것이다(2013: 193). 

위의 논의들과는 달리 미적 발현의 논의를 이끌어간    W. Lattipongpun 

은 미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으로 올림픽 개막식은 미적인 측면에서 상당(2013) , 

한 가치를 더하고 풍부하게 하여 개최국의 의사가 반영된 하나의 결합된 미적 

체계로 강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심미적 보편성을 사용하는 것은 모. 

든 인류에게 개막식을 보다 쉽게 관람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이며 인류를 향, 

한 공연인 개막식에서의 예술은 보편적이고 문화적 경계와 인종 및 종교를 교, 

차시키는 상징적 언어로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막식 예술프로. 

그램 공연을 완성하기 위한 조명 사운드 특설무 특수효과 그리고 공연자는 , , , 

모두 이러한 미적 표현을 생성하는 구성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개막식은 음악가 무용가 배우 및 각종 예술가 등 국제적 인재들이 공동 작  , , 

업을 통해 자신들의 최고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 현상은 올림픽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고 올림픽 게임을 전 세계 관객에게 동

시에 제공하는 정교한 엔터테인먼트 매체로 만들었다 이것은 올림픽을 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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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간 교차점으로 만들어주었으며 개막식은 스, 

포츠와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와 창의력 그리고 공연을 통해 국가이미지, 

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작용하여 스폰서 기회를 가지는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다(Lattipongpun, W., 2013).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들 이외에도 미디어 관련 연구들도 끊임없이 진행  

되고 있는데 올림픽 개막식이 지금과 같이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 데

에는 본격적인 중계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운갑 미디어와 올림TV ( , 2017). 

픽 개막식은 함께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영상으로서의 연구에서 올림픽의 텔TV

레비전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긴다 이러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서의 개막식은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은 L. White(2006) 'Spectacle par 

탁월한 장관 로 지칭하고 는 미디어 의excellence’( ) , Xi Cui(2013) ’Media ritual’( 

식 이라는 해석의 시각도 있다)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개막식은 의례성을 지닌 축제 분위기의 스펙터클 예술  ·

문화 공연이라는 논의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물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도 올. 

림픽 의식의 축제 부분이 정신적 본질이 텅 비어 버리는 그저 스펙터클이 되어 

버리는 것에 해 늘 염두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Messing, M., & 

지금까지 제시된 개념을 살펴보면 이제 개막식은 이제M ller, N., 2000; 54). ü

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예술적 공연의 개념으로 탈바꿈하고 나아가 메

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이벤트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  올림픽 가치와 함, 

께 예술적 창조성과 의사소통을 고려하며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Lattipongpun,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변천과정을 W., 2010).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36

  3.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변화  4)

  

지금의 올림픽 개막식은 개최국의 정취와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서사적 구조  

의 공연 형태를 가지며 이러한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 관련된 개념과 변천과정

에서는 일련의 흐름이 나타난다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으로 개막식이 지. 1896 

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그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점차 그 형태가 발전하여 현재

의 퍼포먼스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그에 따른 절차와 규정이 끊임없이 수정과 , 

보완을 거듭하였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형태의 . 

변천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표 는 이러한 예술프로. < 2>

그램 형태 변화에 따른 세 시기 구분을 올림픽 개최 시 순으로 나열하여 정리

한 것이다.

표 를 보면 우선 근  올림픽이 부활한 년부터 년까지는 개막  < 2> 1896 1904

식이 시행되지 않았다 개막식은 런던 올림픽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 1908 

게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미리 선정된 . 

도시 로마의 개최 불가능으로 인해 런던 올림픽으로 변경되며 앞선 두 회의 , 

실패를 거울삼아 철저한 준비와 규정 마련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치러진 회이

다 나아가 경쟁의 승리보다는 참가에 의의를 갖는 올림픽 정신이 처음으로 부. 

각되기도 하였다.  

세 시기 중 첫 번째는 개막식이 처음 시작된 런던 올림픽부터 로  1908 1932 

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예술프로그램이 없는 시기 이다 초기에는 단순한 행진, ‘ ’ . 

과 합창 행군악 등 단순하고 작은 규모의 (Parade) (Choir), (Marching Band) 

축전 형태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기본 공식 절차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개막. 

식의 형식적 모습을 갖추었으나 이는 예술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4) 본 장의 상당 부분은 년 월 한국체육학회지 권 호 올림픽 개막식의 구성과  2017 3 56 2 , 『 』 「
예술프로그램의 변천과정 으로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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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게임 개막식 특징 예술프로그램 주요사항 시기 구분

1896 Ahtens
1900 Paris
1904 St. Louis

개막식 시행 이전 시기

1)

예술프로그램이 

없는 시기

1908 London 개막식 시행
선수단 입장 -

1912 Stockholm - 스웨덴 여자체조 선수팀 행진

1920 Antwerp 최초 오륜기게양 
최초 선수대표선서 -

1924 Paris 최초 비둘기 방출 -

1928 Amsterdam 최초 성화점화
선수단입장 순서 지정 -

1932 Los Angels - -

1936 Berlin 최초 성화봉송 현대무용 체조 등 대규모 공연 , 

2)

예술프로그램 

유사형태의 

시작

1948 London - -

1952 Helsinki - -
1956 Melbourne
     Stockholm - -

1960 Rome 최초 올림픽찬가 연주 -
1964 Tokyo - -

1968 Mexico - 대형풍선 모형

1972 Munich 최초 심판대표선서
최초 코치대표선서 민속춤 체조, 

1976 Montreal - 발레 리듬체조 , 

1980 Moscow 개막식 소요시간 확대 용어 사용‘Artistic Progrmme’
스포츠시범 체조 민속춤 등, , 

3)

예술프로그램 

용어의 등장과 

발전

1984 Los Angels 영상송출 파트너광고, 

모스크바올림픽 이후 1980

소요시간 및 구성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

1988 Seoul 역대 최다 참가국

1992 Barcelona -

1996 Atlanta -

2000 Sydney -

2004 Athens -

2008 Beijing 역대 최대 예산 투입

2012 London -

2016 Rio 월계수 수여식

표 2 예술프로그램 형태 변화의 시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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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예술프로그램 유사 형태의 시작 시기로 베를린 올림픽부  ‘ ’ , 1936 

터 몬트리올 올림픽까지다 베를린 올림픽 개막식은 규모 공연의 1976 . 1936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베를린 올림픽에는 예술프로그램 초기의 모습이라 할 . 

수 있는 단체체조와 현 무용 로 구성된 부분인 (Modern Dance) ‘Festival Play’

가 등장한다 그 후 뮌헨 올림픽과 몬트리올 올림픽에도 리듬체조. 1972 1976 

와 발레 공연이 등장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 개막식 전체(Ballet) . 

에서의 비중은 미미했다 세 번째 시기는 예술프로그램 용어의 등장과 발전. ‘ ’ 

시기로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모스, . 1980 

크바 올림픽에서 본격적으로 예술프로그램 용어가 등장하고 그 규모면에서도 2

시간 가량의 야외 공연 형식을 갖추는 등 이 시기부터 스타디움이라는 특수한 

곳에서 진행되는 현장 중심형 공연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년에 들어서는 . 2000

영상송출 위주와 첨단 기술력를 과시하는 테크놀로지형 공연으로 바뀌며 영화

적 연출력에 주목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 주최국의 문화예술과 기술력을 종합한 공연의 모습을 갖춘 개막식은   

그 일련의 과정 안에서 전 세계인의 축제로서 더욱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 

세 번째 시기인 예술프로그램의 본격적인 등장과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 논의에 앞서 예술프로그램 변화에 따른 이 세 시기 변. 

화의 단계적 형태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예술프로그램이 없는 시기 런던 로스앤젤레스  1) (1908 - 1932 )

    

앞에서 제시한 장의 올림픽 개막식의 역사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막식   1 ‘ ‘

생성 초기 단계에는 공식행사의 구성 요소를 차례로 갖추는 발전의 모습을 보

인다 공식적 행사를 제외한 현재와 같은 공연형태는 개막식 초기부터 나타나. 

지는 않았다 개막식 초창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예술프로그램이 없는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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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런던부터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이다1908 1932 .

개막식을 처음 치룬 런던 올림픽은 앞선 두 회의 실패를 거울삼아   1908 

철저한 준비와 규정 마련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치러진 회로서 참가에 의의, 

를 갖는 올림픽 정신이 처음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하이 다이빙 회. 

를 허용하는 규제 높이의 타워를 구비하였는데 이 경기장은 만 명 관중을 수, 7

용할 수 있는 스탠드로 둘러싸여 있으며 게임 참가자를 위한 탈의실 화장실 , 

등을 제공했다 위원회는 게임을 위한 이 훌륭한 경기장을 확보하게 된 것은 . 

뜻밖의 행운이었다고 말한다 런던 올림픽이 당시 . ‘Franco-British Exhibition’

프랑스 영국 박람회 과 같은 해에 열리게 된 것은 전혀 예상 할 수 없었던 우( - )

연의 일치였다고 기록한다 이 박람회는 영국에서 가장 큰 전시회로 (1909: 22). 

두 나라가 공동 주최하였고 무려 만 명의 관람객을 맞은 압도적 규모의 박800

람회이다 박람회의 임원들은 그들의 계획에 스포츠 경기장을 포함시켰으며 이. , 

사회와의 협의에 의해 이것은 현재의 경기장으로 발전되었고 올림픽 목적을 위

해 활용되었다 경기장의 육상 트랙은 아마추어 체육 협회 (Dumas, 1908: 8). 

의 감독 아래 정해졌으며 년 크리스마스 (Amateur Athletic Association) , 1907

전에 완성되어 정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

록이 만들어진 빠른 트랙으로 인정받았다(1909: 22).

이렇게 많은 준비와 행운으로 갖추어진 런던 올림픽은 첫 날 선수들의   1910 , 

행진과 왕의 개회선언으로 개막식을 진행한다 공식보고서에는 . ‘Grand Parade 

로 나타나고 개막식 연출 담당자 는 로버트 of Athletes’ (Director of Ceremony)

미첼 이 맡았다 그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학(Robert Mitchell) (1909: 626). 

의 전신인 리젠트 스트릿 전문학교(University of Westminster) (Regent Street 

의 교육 담당 이사였다 그는 런던의 에서 열Polytechnic) . White City Stadium

린 개막식에서 선수단 행진을 포함시키고 폐막식에는 수상자들의 행진과 학교, , 

스포츠 클럽 여학생들의 체조 시연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조직했다.5) 폐막식의  

5) 공식사이트  University of Westminster 
(https://www.westminster.ac.uk/about-us/our-university/our-heritage/online-exhibitions/ou



40

체조 시연이 주목할만 하지만 개막식에서는 별다른 절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막식이 등장한 년부터 그 이후 년 까지는 공식행사 이외의 특별  1908 1936

한 프로그램은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선수의 행진 나 합창 행. (Parade) (Choir), 

군 악 의 연주 등만 기록되어 있다 합창과 행군악 는 애초 (Marching Band) . 

올림픽 찬가를 연주하였으나 점차 주최국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음악과 가사를 

고안하게 되어 금방 사라져버렸었다 하지만 정식 발표된 현재의 곡으로 . 1958

년 채택되어 로마 올림픽에서 부터 연주하기 시작한다1960 .

또 다른 변화로 은 년 쿠베르탱의 주도적 진행의 결  Lattipongpun(2010) 1906

과로 년 개막식과 폐막식의 예술적 버전이 처음 소개되었으며 스톡홀름에1912 , 

서 구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형태는 명확하게 나타나있진 않지만 스톡. , 1912 

홀름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체조 장면에 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사이트에

는, “The Swedish team of women gymnasts parades in the stadium during 

the Opening Ceremony. 로 기록한다” .6) 개막식 당시의 진행 상황에 한 정확 

한 장면 보고는 없으며 스웨덴 여자체조 선수단의 행진이 개막식 동안 진행된 , 

것으로 표현한다 당시 시 적 분위기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 

을 강조했고 또한 체육을 교육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체육사적으로도 체조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체력을 기르는 학교 체조와 

여학생 체조 클럽이 고안되고 군사적 목적을 반영하여 제 차 세계 전까지 일1

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노희덕( , 1999).

그러나 이 시기에는 개막식의 다른 공식 절차 행진 찬가연주 들만 점차 발전  ( , )

해 나아가고 이러한 형태들은 아직 예술프로그램의 형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이 있으며 공식보고서도 용어를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시기를 . 

예술프로그램이 없는 시기 로 구분하였다‘ ’ .

r-sporting-heritage/1908-london-olympics)
6) www.olympic.org/stockholm-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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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술프로그램 유사 형태의 시작 베를린 몬트리올) (1936 - 1976 )

올림픽 개막식이 초기를 지나며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 가던 중   1936 

베를린에서 개막식은 구성의 변화를 가진다 이때부터가 예술프로그램 유사 형. ‘

태의 시작 시기로 베를린 올림픽부터 몬트리올 올림픽까지이다’ 1936 1976 .

베를린 올림픽 개막식은 지금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기 위한 첫 번째   1936 

변화의 시기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를린 올림픽은 성 하고 격식을 갖. 1936 

춘 개막식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나치의 올림픽으로도 알려진 베를린 올림픽 . 

개막식은 군사훈련을 동원한 장 한 규모의 개막식으로 최초로 시행한 성화 봉

송과 집단체조 독무와 단체무용 등이 출연했기 때문이다, . 

공식보고서에는 공식행사 이후의 축하행사가 등장하는데   ‘The Festival Play’, 

축제놀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규모의 집단적 무용과 체조가 등장한다‘ ’ . 

여명 소년소녀의 체조 와 무용수 여명의 단체무용이 이2,900 (Round-dance) 60

루어졌다 그리고 독일의 표현주의 현 무용가 의 독. Gret Palucca(1902-1993)

무가 무 에서 이루어졌다 베를린 올림픽은 당시 파시즘과 (1937: 577-580). 

군사력의 전시효과를 위해 압도적 스케일의 개막식을 보여주었기에 공식행사 

외에 추가된 프로그램들에서 예술프로그램의 시작이 될 만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그 후 도쿄 올림픽에서의 체조 장면의 사진이 존재하지만 공식보고. 1964 

서 절차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 후로도 멕시코에서의 오륜모양 1968 

형 풍선 날리기만 나타날 뿐 특징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 뮌헨 올림픽에서 기존의 개막식과 다른 부분이 첨가된다  1972 . IOC

는 개막식에서 프로그램 추가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며 가능할 때마다 개막, 

식을 전통적 구조의 활성화 기회로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뮌헨 올림픽 조. 1972 

직위원회는 예술적 개막식을 위한 조직 및 기술 요구 사항을 년에 결정하1971

고 모든 요소를 독특한 예술적 경험으로 통합하였다 뮌헨 올(1974: 82). 1972 

림픽 개막식에 민속춤 형식의 바바리안 춤 과 라이브 밴드의 ‘Bavarian D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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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가 이루어졌다 바바리안은 독일의 전통적 민족을 뜻하는 것으로 민속춤의 . 

하나로 여겨진다 멕시코의 민속적 무용도 잠시 등장하는데 이러한 두 나라의 . 

연결된 민속춤 공연은 마치 올림픽 배턴을 이어받는 듯한 형식으로 서로의 짧

은 인사 또는 문화 소개의 무용 공연이었다 두 나라의 민속춤 후에는 . ‘Salute 

청소년 경연 회 제목의 프로그램에 여명 어린이들의 체조와 to youth’( ) 2,000

춤이 등장하였다(1974: 83). 

이후 몬트리올 올림픽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민속춤과   1976 . 

음악은 물론 리듬체조와 발레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스타디움의 중심이 , . 

아닌 육상경기용 트랙에서 공연을 한다 그 이유는 기존의 공식절차 순서상 선. 

수단이 모두 입장해 있는 상태로 빈 공간은 육상 트랙의 공간뿐이었다 관중과 . 

선수단이 모두 지켜보는 상태로 체조선수들과 무용수들은 행진을 하며 자리를 

잡는다 여기서 안무가 또는 이 만든 분가. Hugo de Pot( Hugo Depot, 1942-) 7

량의 발레 를 공연한다 은 당시 , ‘Quebec Concerto’ (1978: 303).  Hugo de Pot

몬트리올 학 스포츠 및 레저 교수로 과에서 전공 학생들과 함께 예술 공연단  

를 창립했다 그는 신체 언어에 한 년간의 연구로 리듬 체‘Ars Gymnastica’   .   5 

조 곡예 체조 및 현  무용 과 모던 발레, (Contemporary dance) (Modern 

를 발전시키고 을 설립하여 수많은 청소년들Ballet)   Hugo Depot Dance School  

에게 무용 수업을 들을 기회를 제공했다 이 학교는 지금의 . L’ cole de danse é

댄스스튜디오로 이어지고 있다Hugo Depot .7) 그는 예술 감독 및 안무가로 임 

명되어 개 폐막식을 위해 명의 무용수와 체육 교사 명의 도움을 받아 · 12 75

명의 젊은 무용수에게 두 번의 규모 공연을 수행하도록 교육했다5000 .8)

지금까지 살펴본바 본 시기에는 환영연 형태의 민속춤과 체조 시범 그리고   

발레 등의 공연이 나타남으로써 예술프로그램의 초기 유사 형태가 나타나기 시

작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예술프로그램 유사 형태의 시작 시기로 분류하였다. ‘ ’ . 

특히 베를린을 제외하고는 기존 공식 절차에서 중요한 순서인 선수단 입1936 , 

7) 공식 홈페이지 L’école de danse Hugo Depot (https://dansehdp.ca/ecole) 
8) 공식 홈페이지 Hugo de Pot Production (http://www.hugodepotproduc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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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후에 스타디움을 차지한 선수단 때문에 단체 공연을 위한 마땅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공연을 위해 육상 트랙에서 행해진 공간적 제약. 

이 발전을 위한 초기 모습으로 눈여겨 볼만하며 이러한 제약 이후부터는 공연, 

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위해 선수단 입장 전에 혹은 선수단 퇴장 후에 공연의 

순서를 첨가한다 즉 이 시기 이후에는 예술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공. 

간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예술프로그램 용어의 등장과 발전 모스크바 리우  3) (1980 - 2016 )

예술프로그램의 언어적 개념이 나타난 곳은 모스크바 올림픽 공식보고  1980 

서에 처음으로 용어가 등장한 것에서 찾을 ‘Artistic Programme’(1981: 281) 

수 있다 모스크바 올림픽의 개막식은 그 진행의 규모도 형 야외공연의 요소. 

를 갖추었으며 지금의 형식과 유사한 진행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때부터가 , . 

예술프로그램 용어의 등장과 발전 시기이다‘ ’ . 

는 모스크바에서부터 처음으로 문화 예술적 형태의   Preuss(2000: 208) 1980 ·

개막식이 제시되었다고 언급하며 도 모스크바 올림, M. Llin s(1996: 78) 1980 é

픽에서 의식의 시간이 길어져 개막식은 거의 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소비에3 , 

트의 정신적 태도가 전체적 미적 스타일을 심어 주었다고 말한다 또 운동 선. 

수와 체조 선수들이 질서정연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형성하며 공산주의 스포

츠 구상의 미학을 표현했다고 묘사했다. Goldblatt, D. & Acton, J.(2012: 12)

는 올림픽 개막식 역사의 판도를 바꾼 것이 모스크바 올림픽과 로1980 1984 

스앤젤레스 올림픽이라고 말한다 특히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수천 명의 . 1980 

출연진이 거 한 집단 군무와 행진 곡예를 선보인 이래 예술프로그램은 날로 , 

화려하고 웅장해지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도 이 때를 최초의 개막식 공연. 

으로 칭하는데 공식행사 뿐만 아니라 공연자들을 거 투입한 방 한 규모의 

마스게임과 체조 다양한 양식의 무용 카드섹션 마스코트의 등장 등 시간 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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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개막식이 펼쳐지면서 하나의 거 한 야외공연 플랫폼을 구성했기 때문이

다 이후부터 예술프로그램은 개막식에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고 민속. , 

적인 춤뿐만 아니라 개최국의 문화적 정취를 담고 나아가 국가 정체성을 과시

하는 양상이 생겨났다.

이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공식보고서에는   1984 ‘Staging and Performance 

라는 단락을 구성한다 이 부분에서는 개막식 예술 of the Opening Ceremonies’ . 

공연의 전반적 진행과정을 기록하였다 축하와 환영의 의미에서 시작된 작은 . 

문화적 활동이 공연 의 개념으로 변형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performance) . 

이때에도 체조와 무용 음악 공연 등이 화려하게 등장한다, (1985: 207). 

이어서 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서울 올림픽은 개막식을 통해 글로벌 무  1988

에서 그 존재감을 알리고 한국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

다 선수단 여명을 포함한 총 명이라는 올림픽 개최 사상 최  개. 8,000 13,625

막식 참가라는 성공적 화합도 이루었다 공식행사의 전후로 나누어 식전행사. 

와 식후행사 로 예술프로그램을 공연한 것이 특징으로 이러(Prelude) (Epilogue) , 

한 구조는 지금까지 이어져 전형적인 올림픽 개막식 형태에 영향을 주었다 당. 

시 예술프로그램에 투입된 학생과 전문무용수들은 한국 전통무용과 전통놀이, 

현 무용과 체조 공연 그리고 태권도 시범 공연으로 국가 고유의 문화적 정체, 

성을 드러내었다 서울올림픽 회 조직위원회( , 1990). 

는 서울 올림픽 이래 개막식은 주회국의 역사 정체성  Tavares(2015) 1988 , , 

문화를 선전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바뀌어 원래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말

한다 올림픽 개막식의 일부 요소가 이전 게임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놀. 

랄만한 효과를 찾는 것으로만 바뀌어 원래의 올림픽 운동과 가치 역사 그리고 , 

건립신화 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변동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Thomas A. 

는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부터 올림픽 의식 성격의 내& Alfred R.(1993: 85) 

부가 파괴되었다고 언급한다 그 이유는 이때부터 개 폐회식은 유희적 엔터테인. ·

먼트의 성격이 점점 증가하였고 의례의 흔적을 축적한 공연 스펙터클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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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이다 년과 년이 예술프로그램을 시도한 초창기 (1993: 85). 1980 1984

모습이었다면 년은 비로서 공연적 요소를 갖추게 된 것이다1988 . 

이러한 시각들처럼 이후 점차적으로 올림픽 주최국들은 점점 이전의 올림픽   

개막식을 능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게 되고 올림픽 개막식 구성의 스펙터클

화는 가속되었다 예술프로그램이 년 에는 스타디움 관객을 위주로 . 1980, 90

한 현장중심형 공연예술로 발전하였다면 년도부터는 글로벌 영상송출과 , 2000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 예술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공연으로 바뀌

며 중계를 위한 영화적 연출력에 주목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지윤 나영일TV ( b· , 

세기에 들어서 올림픽 개최지는 새로운 무 장치와 조명 기술에 힘입2017). 21

어 점점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주최국의 문화예술과 

기술력을 종합한 공연의 모습을 갖춘 개막식은 그 일련의 과정 안에서 전 세계

인의 축제로서 더욱 자리잡게 되었다 그로 인해 올림픽 개막식 중계는 점. TV

점 국가 위상과 기술을 과시하는 형영상 스펙터클이 된 것이다 이종수( , 

2011; Goldblatt, D. & Acton, J., 2012). 

특히 이 시기에는 개막식 총 감독의 전문성이 바뀌어 간다 기존의 무용안무  . 

가 방송 및 연극 연출가 또는 서커스 제작자였던 연출가들이 미디어 중심의 , 

영화감독으로 바뀐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 리. 2008 2012 , 2016 

우 올림픽의 연출을 맡은 총감독의 전문성이 영화감독이며 예술프로그램이 영, 

상송출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종합적 공연예술의 특징

을 띄게 되면서 국가 경제력 과시에 적극성을 보이고 예산과 규모면에서도 상

업적 논리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에서 예술프로그램의 국가 서사적 구성도 점차 역사와 문  

화의 전시보다는 기술과 첨단효과에 거는 기 가 커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성. 

화점화에 한 기발한 아이디어나 최첨단 기술의 과시로만 예술프로그램을 주

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가의 기술 진보를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국가 , 

경제력이라는 시선 때문이다 이러한 시선으로 개막식은 점차 국가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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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외교를 강화하는 수단과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고 창출하는 도구로 힘을 발

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개막식이라는 공간은 국가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경제. 

력을 전시하는 연장으로서 기능하게 되며 올림픽이라는 축제에서 환영의 의미, 

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는 변질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에서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서 그 형태를 구성에 따른 변화를 시  

기별 구분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다룬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 

개념과 변천과정에 한 역사적 탐색은 개막식이 스포츠와 문화예술의 접목을 

거듭하며 다양한 양식의 공연형태로 변화해 왔고 스포츠와 예술의 교류 현장이 

되었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예술프로그램의 그 끊임없는 . 

변화와 다양하고 총체적인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 

분석 과정에서는 본 절에서 다룬 모스크바 올림픽부터 리우 올림픽1980 2016 

까지 예술프로그램 용어의 등장과 발전 시기의 총 회의 하계 올림픽 개막‘ ’ 10

식 예술프로그램을 앞서 제시한 연구방법에 따라서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 

램의 형태 분석과 무용의 특징을 분석하여 구성요소와 안무의 특징을 중점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안무의 개념과 개막식에서의 안무가 활. 

동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림픽 개막식과 안무  4. 

   안무의 개념1) 

안무는 춤을 만드는 것이다 최기섭  (Butterworth, J. & Wildschut, L., 2009; , 

박서영 춤을 살피고 짚어내는 의미를 가진 안무 는 영어로 2017; , 2018).  ‘ ’( )按舞

용어로 그리스어 어원인 춤추다 와 기록하‘Choreography’  ‘Choros’( ) ‘Grap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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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서 파생되었다 고  그리스극의 디오니소스 축제인 디튀람보스) . 

의 일부인 노래와 춤 공연 안에서 경연에 참여하는 그룹들을 훈(Dithyrambos)

련시키는 사람을 코리거스 라 칭했었다 그곳에서도 춤과 무용을 하(Choregus) . 

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전문적인 기교와 극적인 코러스의 표현적 제스처 등이 

모두 혼합되어 있었다(Cohen, S. J., 1974). 

세기에는 안무한 춤을 문자로 기록한 것을 의미하였으며 세기  17, 18 , 19, 20

에는 보편적인 의미로 춤을 창작하는 창조적인 작업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안. 

무는 춤을 창작하고 구성하는 기술로 말할 수 있는데 사전적 의미에는 옥스퍼, 

드사전 에 무용 또는 피겨 스케이팅 특히 발레나 무  (Oxford Dictionaries) ‘ , 

무용에서의 일련의 스텝과 움직임의 순서 로 설명한다 또 이것을 두 가지 의미’ . 

로 나누어 첫 번째는 계획된 안무 순서의 실행 또는 예술 두 번째는 그러한 ‘ ’, ‘

순서를 작성하는 표기법 으로 정의한다 안무의 의미는 운동성을 가지는 무용의 ’ . 

형태와 순서를 악보와 같이 기호화하여 전달하기 위한 자료로서 무용을 기록하

는 무용기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무용예술 그 자체인 것이다 무용. 

예술 그 자체는 누군가에게 춤추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이거나 춤을 배우는 행

위 춤을 공연하는 사건 춤을 창작하는 노동을 다 포괄하고 있다 오늘날 무용 , , . 

기록법이 제공한 춤의 분석은 춤을 구성하기 공연하기 연습하기의 구별된 활, , 

동으로 확립시켜 준 것이다 최기섭(Foster, S. L., 2015; , 2017).

무용역사학자 는 춤에 해 춤이란 보다 높은 단계의 삶일 뿐이다  C. Sachs ‘ ’

라며 삶과 일상으로서의 춤의 개념을 이야기하였다 인류 최초의 문(1984: 15). 

화적 예술 활동이며 모든 예술의 모태가 되는 무용의 예술성은 늦은 인정을 , 

받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춤의 주요 매체인 몸에 한 서양철학의 부정적인 ,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김말복 춤은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되고 원초적인 ( , 2010). 

문화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무용 이라고 칭하면 예술 활동으로서 특정한 ‘ ’

형식으로 특정한 공간에 특별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행위가 되어버린다 최의창 (

외 또한 무용은 철학적 몸 담론에서 상당히 과소평가 되어 있고 이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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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잘 되지 못하여 학계에서 소외되고 있다 외 무용이 (Desmond, J. , 2015).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철학적 예술적 해석이 결여됨은 무용이 예술적 논의에, 

서 배제되도록 야기하였다 무용 활동이 시작된 고 로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 

무용 관련 종사자들이 무용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한 주요 내용과 논의' ?'

를 정리하면 순수한 학문적 고찰보다는 무용을 어떻게 기록하는가에 한 고, 

찰이 주를 이루었다 신주영( , 2016). 

무용기보법을 고안해 움직임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안무가   Rudolf von 

은 안무의 의미에 해 안무란 단어는 춤 기교적 개념 기호 그림 또는 Laban ‘ , , , 

음악적 율동적인 문자 그 무엇을 통해서든 춤을 서술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 .’

다 재인용 최기섭 에 의해 무용은 시(Rudolf von Laban, 1920; , 2016). Laban ·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운동성의 예술로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 

에 공간의 변화는 춤 양식의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극장, 

의 장소적 제한과 시간적 흐름에 따라 무용은 끊임없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공연 형식들이 시도되었다 물론 시공간의 제약을 특수공간의 개념을 탈바꿈시. 

켜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하는 현 무용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 표현의 적극. 

적 표출을 위해 기존의 것을 벗어버리려는 움직임이었다 즉 올림픽에서도 건. 

축기술 분야와 영상 분야의 혁신적 기술성에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무 와 새

로운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장감 있게 변화한 무용의 형태를 ·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무용을 안무 와 실제 춤 이라는 두 단계로 나누는 논의도 있다 신주영  ‘ ’ ‘ ’ ( , 

이것은 안무 개념 중 무용보 즉 무용기록에 한 견해로 아무리 자세하2016). 

게 기록한다 하여도 사람의 몸이 매개체인 무용 움직임의 경우 모든 것을 동일

하게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논의이다 는 이전의 설명이 모. S. L. Foster

두 안무의 현재적 용법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안무는 움직. 

임의 패턴을 배열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춤을 창작하는 예술 신체에 한 계획, 

이나 조정까지도 시사한다는 입장이다 년  미국에서 신문사에 고용된 무.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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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비평가들에 의해 안무 용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기 시작하는데 안무가를 무

용의 저자로 지칭하였고 춤을 만드는 창조적 과정의 결과물인 움직임의 무  

공연을 안무로 설명한다. 

이러한 의견은 가 말한 무용에서의 안무는 창조적 예술 과  G. Cheney(1989)

정이라는 입장과도 동일하다 무용은 생생한 형태의 신체 예술이기 때문에 가. 

장 중요한 것은 체험된 경험이며 춤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접함으로서 이루어지며 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보단 춤 자체 현상을 기술해, 

야 한다 김말복 신주영 에 따르면 무용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 2010). (2016)

는 움직임이라는 어려운 요소와 중립적인 움직임의 질 내적인 감정의 표현의 , 

미 창조적 활동 무용수 내면의 시점 등을 제시함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것이, , 

다.

는 움직임이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주요 텍스트로   J. Desmond(2015)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무용 연구를 문화 연구의 주제로 놓는다면 모든 형태. 

의 춤을 포함한 몸 텍스트들에 한 연구를 문화 연구의 다양한 형태로 확 시

킴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 정체성이 몸 움직임을 통. 

해 어떻게 표시되고 형성 및 교섭 되는지에 해 더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어, 

떻게 공연 스타일로 부호화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복합적인 움직. , 

임 체계 속에 나타난 역사적이고 지리학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몸을 지탱하고 제스처하고 시간과 관련하여 움직이고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 모

두는 사회적 문화적 집단마다 그리고 역사의 다양한 시점마다 급진적으로 다르

다는 것이다 움직임의 질이라는 개념으로 무용 예술의 (Desmond, 2015: 21). 

본질을 설명하려 했던 의 이론은 다양한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움Myers(1981)

직임 자체의 객관적 요소들이 혼재 되어있지만 단순한 신체적 특성 이상의 것, 

을 인식하고 파생되는 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무용의 본질은 움직임의 질이다 또는 무용은 움직임 질의 창조다라고 무용' ' ' '

의 정체를 논의했다 김태원 신주영( , 2003; Fancher & Myers, 1981,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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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가들이 제시하는 움직임은 그 자신의 미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움직임의 보편적 원칙들을 구현하는 것으로 각자의 특징적 미적 경

향을 가진다 안무가들은 자신들의 내면의 표현과 관념의 (Foster, S. L., 2015). 

세계를 무용은 물론 여러 요소들을 결합하여 몸이라는 매개체의 움직임으로 가

시화하는 것으로 안무가의 작품은 안무가 개인의 경험이 축적된 관념과 예술적 

구상 그리고 몸이라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메커니즘을 통해 만들어진다 심정민, ( , 

김경은 특히 컨템포러리 안무가들은 상호문화적 특성이 강하고 2007, , 2017). 

작품 안에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다 이러한 작품의 정체성은 타인과 구별되는 . 

고유성을 지니고 안무가들의 예술적 경향에서 나온다는 관점은 서양 무용사에

서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안무자의 작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관점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안무는 몸이 가지는 소재의 물질성과 내적인 영  

역간의 어떠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시도해왔다 그 안에는 무용이 가지는 특징. 

적 힘과 신체적 실천으로서의 무용예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의 영향과 

안무가 개인의 특정적 결과물로서의 다양한 담론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내. 

포의 의미를 가지는 안무가 인류의 문화와 깊게 관여하고 있는 메가 스포츠 이

벤트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올림픽 안무와 그 활동을 살펴보겠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의 안무   2) 

무용예술은 위에서 살펴 본 무용의 본질인 몸의 움직임과 동작의 변혁을 넘  

어 이제는 무 미술과 무 연출 최근에는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까지 끊임없이 , 

확장되었다 공연예술로서의 이러한 확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 

가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스포츠가 문화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선민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의 안무 영역은 올림픽 ( , 2014). 

이외에도 많은 국제스포츠 회 개막식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림픽 이외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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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회 종류에는 우리나라도 참가하는 아시안게임 과 월드컵, (Asian Game)

유니버시아드 회 와 작년 바쿠 에서 처음 열(World Cup), (Universiade) (Baku)

린 유러피안 게임 이 있으며 국내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전국(European Game) , 

체전과 각종 스포츠 종목 경기가 있다. 

한민국은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 올림픽게임 한 일 월  1986 1988 , 2002 ·

드컵 인천 아시안게임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국제 스포츠, 2014 , 2018 

회의 경력이 화려하다 또한 이러한 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공연을 위해 . 

예술 전문가들이 이룬 결과물도 볼만하다 국제 스포츠 회 개 폐회식은 의례적. ·

인 식순과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개최국의 다채로운 문화적 요소들을 응집하여 

공연예술로 만드는 전문적 종합예술이다 이선민 은 여러 공연예술장르들. (2014)

을 포괄하여 하나의 작품 한 번의 공연으로 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총체 예술이, 

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규모 장관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스펙터클의 집합이라고 

말한다.

개막식에서의 공연은 출연자의 동원력 문제와 광활한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  

인가 하는 문제 등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규모 인원 출연의 압도적인 스. 

케일과 더불어 예술적 완성도에서 오는 심미적 감동을 요구한다 이선민( , 2014). 

이러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개막식 공연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매스 켈레 ‘

스세닉 즉 우리말 표현인 매스 게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Mass Calisthenics), 

다.9) 많은 사람이 맨손이나 기구를 이용하여 집단으로 행하는 체조 또는 율동 

으로 그 의미는 단체체조 또는 집단체조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체육학 사전 이태신 의 의 정의에 따르면 원래는 독  ( , 2000) ‘Calisthenics’ , 『 』

일어 로 어원은 그리스 어의 미 와 힘 에서 유래‘Kalisthenie’ ‘Kallos’ ( ) ‘Sthenos’( )

하였으며 주로 영어권에서 여자의 미용 체조 나 미적 체조 의 의미로 사용되‘ ’ ‘ ’

고 있다 미국의 체조인 클리아스 가 . (Phokion Heinrich Clias, 1782-1854)

년 캘리스데닉스 미와 힘을 위한 운동1829 (Kalisthenie oder bungen zur 『 — 』 Ü

9) 매스게임은 사실 원 용어와 다른 우리말식 표현이나 같은 의미를 지닌 익숙한 표현이므로 본 ‘ ‘ , 
고에서는 매스게임 용어로 자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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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저서를 출판하고 이로써 여자를 위한 Sch nheit und Kraft der M dchen)ö ä

체조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게 되었다 클리아스는 이 책에서 상류 계급의 . 

여자를 위한 체조를 확립하고 이를 독자적인 체조의 분야로 정립하고자 하였

다 체조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자의 체. 

조와는 확실히 구분되는데 여자의 체조는 건강을 증진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 

하며 모든 동작을 품위 있게 유지함은 물론 신체의 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결과이다 그가 취급한 운동은 준비 단계의 . 

운동으로서 상체와 하체로 나누어서 맨손 운동을 다룬다 또한 도구를 사용하. 

는 운동 준비 단계에서 걷기 달리기 뛰기 던지기 등의 운동을 부위별로 기계적 , • • •

분할하여 연습하는 것으로 이러한 양상은 교육자 페스탈로치, (J. H. Pestalozzi, 

의 기본 체조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태신 이와 같은 운동1746-1827) ( , 2000). 

의 분류는 후에 전체의 내용 구성 면에서 구츠무츠(Johann Christoph 

의 체조 체계에 가까운 것인데 이는 클리아Friedrich Guts Muths, 1759-1839) , 

스가 페스탈로치의 기본 체조 저서 및 구츠무츠의 청소년을 위한 체육 을 『 』

영어로 번역하여 소개한데 그 영향이 있다. 

운동과 체조 무용을 체계화하여 학교 체육을 확립한 구츠무츠는 청소년을   , 『

위한 체육 에서 체육 활동의 하나로서의 춤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한다. 』

춤추기는 체력과 민첩성을 가진 우아함과 정상적인 운동인 결합된 것으로 야, 

외에서의 체조 무용을 청소년들에게 확장된 발레 형태로 실시하여 체력과 민첩

성을 강화하고 더욱이 즐거운 노래와 함께 실시하여 그들의 젊음이 넘쳐 모든 , 

예술로서의 개선과 완성을 이룩해준다는 입장이다 즉 야외 활동으로서의 운. , 

동 체조 무용의 결합을 이야기한 것이다 나영일 외, , ( , 2008).  

이러한 체조와 무용의 결합된 맥락에서 시작된 의 운동 형  Mass Calisthenics

태는 독일에서 실시된 일반 체조에서 발전된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매스, 

게임의 역사는 근  체조를 성장시킨 독일의 프리드리히 얀(Friedrich Ludwig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독일 체조 교육가인 얀은 독일식 체조 Jahn, 1778-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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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넨 을 발전시키고 년 얀은 노천 체조클럽을 열고 베를린의 ‘ ’(Turnen) , 1811

교외에 최초의 체조장을 개설하여 체조를 가르쳤다 이 체조장은 고  그리스. 

의 체육 훈련장이자 레슬링 연습장인 팔레스트라 를 모방한 것으로 사(Palestra)

다리 높이뛰기 철봉 평균  등의 시설과 트랙 및 트랙 안쪽의 레슬링장이 있, , , 

었다 노희덕 그는 자연스럽고 유희적인 운동으로 체조클럽 운동의 ( , 1999: 197). 

기초를 세워 체조의 아버지라 불린다 이런 체조에 의한 시범 을 . (demonstration)

통해 관중을 염두에 둔 체조를 시행했고 이것이 매스게임의 효시라고 할 수 있

다 한국민족문화 백과 년에는 체코 체육가들이 소콜 이라는 국민( ). 1862 ‘ ’(Sokol)

체육운동집단을 결성한다 이들은 체코슬로바키아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목적으. 

로 체육활동을 실시하였는데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반한 동지적 국민 교육 운

동이었으며 체육 활동과 예술 활동을 중시하고 체조제나 체조소풍을 즐겼다. 

이러한 체조와 무용에 한 관심은 미국에서도 생겨났는데 이미 년    1820

체조를 통한 학교 체육교육은 발전되었다 미국의 교사 . Catharine Beecher 

의 과 박사의 (1800-1878) ‘Calisthenic’ Dio Lewis(1823-1886) ‘New 

등의 음악이 동반된 체조가 시행되었으나 무용과의 연계성은 없는 gymnatics’ 

움직임이었다 그러다 년 민속춤 의 스텝을 접목시킨 . 1865 (folk dance)

가 학교체육의 교과과정으로 채택된다 특히 년  여성‘gymnastic dance’ . 1890

들의 스포츠에 한 관심은 농구나 육상 같은 스포츠는 물론 무용에서 드러났, 

다 새로운 발레와 민속무용 등이 교육과정에 채택되고 행해졌으며 년에. , 1894

는 에서 발레와 민속무용을 접목한 Harvard School Melvin Gilbert 

의 을 교과로 소개하며 년까지 여성의 (1847-1910) 'Aesthetic Calisthenic' 1915

체육 과정에 널리 사용되었다 이것을 후에는 로 부르게 된 . ‘Aesthetic dance’

것이다 또한 년 에는 현 무용도 학교체육에 채(Cohen, 2004( ): 294). 1930Ⅵ

택되고 년 에는 레크리에이션 에 가까운 스포츠로서 미용체조1950 (recreation)

와 리듬운동 텀블링 댄스 등이 행해진다 노희덕(Calisthenics) , , ( , 1999: 256). 

이와 같이 신체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체조와 무용의 결합을 찾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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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은 올림픽 개막식 단체체조에서 유사한 모습에서 찾아 , 

볼 수 있는 것이다 단체체조는 몸의 움직임 그 자체보다는 집단이 이루어 내. 

는 규모적인 면에 가치를 두고 있다 집단적 움직임의 표현으로 그룹이나 한 . 

덩어리가 되어 눈으로 드러나는 변화와 웅장함을 과시한다 주로 청소년들의 . 

민족 의식이나 사상 고양을 위해 교육적인 집단표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윤(

은숙 이러한 움직임의 형태는 지금까지도 올림픽 개막식에서 단체가 만, 1994). 

들어내는 움직임으로 흔히 볼 수 있다. 

최근 올림픽 관련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체 무용을 로   ‘Mass Choreography’

표현하며 단체안무 또는 단체무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먼저 . 바르셀로1992 

나 올림픽 개막식 예술 감독 의 Josep Roca 「Ceremonies in the Organization 

of the Games. The experience of COOB'92  연구에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

막식 당시의 경험을 담고 있는데 그는 모스크바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단, 1980 

체적 무용 공연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용어를 사용한다‘Mass Choreography’

또한 리우 올림픽의 개막식 미디어 가이드에서 그들의 예술(1995: 228). 2016 

프로그램에서 단체무용 공연을 지칭할 때 동일 용어를 사용하였다(2016: 11). 

최근의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매스게임 형식의 안무를 주된 구성 요소로서 유  

지하진 않지만 더욱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공연으로서의 단체움직임 형식이 종

종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무 미술 및 소품의 기술적 효과와 함께 점점 발전, 

된 형식을 제시한다 즉 는 개 폐막식의 관중을 위한 볼. , ‘Mass Choreography’ ·

거리 제공에 적합하고 집단의 연합과 규모의 웅 함을 장점으로 여전히 예술프

로그램의 구성에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 결과를 위한 자료 분석에서는 . 

예술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단체안무 로 번역하여 논의‘ ’(Mass Choreography)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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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막식의 안무가 활동 현황  3) 

올림픽 개 폐막식에서 무용은 주최국만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  ·

으로 고정된 요소가 된 것이다 앞의 장에서 언급한 (Goldblatt & Acton, 2011). 

을 제시한 학자 은 안무에 관한 논문집 Olympic performance system Macaloon

에 수록된 올림픽과 몸에 한 연구Choreographing History (Foster, 1995)『 』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Interval Training . 「 」

올림픽 개 폐막식은 헌장 과 관행에 따라 두 종류로 나· (Charter)

뉜다 우선 첫 번째 공식 의례의 관행은 에 의해 통제되며 올림. IOC

픽게임 조직위원회 와 국가 전문가 팀이 제한된 지정만 가능하(OCOG)

다 이러한 관행에는 엄격한 의정서가 포함하고 있는 다음의 것들. : 

올림픽 성화 깃발 및 애국가 선수와 심판 선서 및 의장, , , IOC OCOG 

들의 연설 국가원수의 올림픽 개막 선언을 포함한다 문화 경제의 , . 

세계적 논리 관점에서 이 부분은 국제 공연의 구조에 있어서 다국, 

적 형태의 명백한 우위를 나타내며 지역 및 국가 문화로서의 고용인

과 그 의존성을 조절한다.  

두 번째 영역은 제의적 핵심을 둘러싼 문화공연 음악 무용 의- , , 

상 시나리오 아이콘 및 내러티브 사회적 범주 문화 스타일로 구, , , , 

성되어 있다. 이것은 거의 지역 및 국가의 창조성에 재량이다. OCOG

는 및 국제적 시선에 대해 국제 사회의 요구와 측면을 포함한 IOC 

지역 및 국가의 문화적 표현의 우월성 지배력 및 다국적 예술 및 , 

사회 형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1995: 44). 

위와 같이 은 개막식에서의 두 가지 영역 안에 구성을 위한 요소들  Macaloon

을 제시한다 첫 번째 제시한 요소들은 공식행사에 한 설명이고 두 번째 요. , 

소는 예술프로그램에 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안무가. 

와 디자이너 시나리오작가 작곡가 뮤지컬 감독 그리고 의상 제작자들의 과도, , , 

한 노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문화적 의도 전통 및 창작. , 

에 따라 프로그램 개념화하고 제작해야 하는 반면에 그들은 이러한 의도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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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다양한 세계 언론을 통해 중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의 첫 번째 문화적 생산은 올림픽 행사의 . 

정신에 적합하고 그 지역 및 국가의 삶에 충실한 문화를 극 또는 공연을 구성

하여 주최국의 공감을 만족시키고 참여를 수반한다 두 번째로는 문화의 의사. 

소통으로 다양한 외국의 고정 관념과 개념을 예상하여 시나리오 본 보도 자, , 

료 및 기타 해설 자료들이 가능한 한 많은 외국 언론이 개막식의 취지를 이해

하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교육 및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Macaloon, 1992: 36).

국가는 개막식이라는 기회를 통해 전통과 문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올  , 

림픽 개막식은 메인 스타디움이라는 공간적 특이성의 공연인 ‘Site Specific 

장소 특정적 공연 형태를 가진다 이런 공연 특징은 안무가와 무Performance’( ) . 

용수 수많은 공연자 의 역할이 필요하다 은 개막식에서의 (Performer) . Macaloon

영역 안에 구성을 위한 요소를 제시한다 이 요소들에서 무용을 언급한 그는 . 

안무로 정의를 확장한다 올림픽 안무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의도와 기능은 . 

엔터테인먼트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견은 안무의 목적이 그가 강조한 . 

올림픽 퍼포먼스의 극적인 장관 을 연출하기 위한 볼거리 제공의 역(Spectacle)

할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심정민 에 따르면 무용예술은 안무가의 . (2007: 216)

관념적인 세계를 예술적 구성을 통해 몸이라는 매개체의 움직임으로 가시화하

는 것으로 하나의 작품은 안무가의 관념과 예술적 구상 그리고 몸이라는 유기, , 

적으로 연결된 메커니즘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때 이것들의 성공적인 조율은 . 

철저히 작가의 치열한 탐색과 본능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개막식 공연 구성을 위한 안무를 담당하는 안무가의 역할과 활동에   

해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의 표 개막식 구성 연출자들의 인물별 데이터를 < 3> 

작성하였다 개막식 구성 요소와 예술프로그램 안에서의 무용형태의 출연과 무. 

용이 어떻게 개막식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여 왔는가 분석하기 위해 이러한 인

물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의 전문영역을 알아보고 개막식에서의 무용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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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총 개 올림픽 개막식 감독의 전문성 표집. 10

은 아래의 표 과 같이 정리하였다< 3> . 

표 은 총 개 올림픽의 총 감독과 예술 감독의 전문성을 공식보고서를    < 3> 10

토 로 조사하여 목록화 한 것이다 개막식 연출 인물들을 정리하는데 있어 용. 

어의 정의에 어려움을 갖는다 올림픽 게임 이후 발행되는 공식보고서를 참고. 

할 경우 나라별로 총감독의 명칭과 예술 감독 또는 안무가의 명칭이 공식보고

서의 작성방식에 따라 용어의 차이가 나타났다.

개막식에는 수많은 공연 예술 분야 감독이 있지만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총   

감독과 공연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예술 감독이 있다 보통 총 감독 또는 . 

로 나타나지만 간혹 총감독이 아닌 예술 감독‘Total Director’ , ‘Artistic 

가 모든 기획을 총괄하기도 한다 용어 차이가 있으나 빈도수가 높고 Director’ . 

각 인물들의 주요 경력과 훈련 배경 및 교육 활동의 주요 영역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총 회 올림픽은 각각의 올림픽에 따라 감독의 위치와 역할이 각. 10

기 다르게 구분되지만 그들의 전문성 표집을 위해 모든 연출을 총괄한 감독을 

전체적인 움직임과 공연 연출을 중점적하는 ‘Total Director’, ‘Artistic 

그리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무용 또는 움직임을 담당하는 Director’ 

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도 ‘Choreographer’ . Visual Director, Stage Director, 

등 용어의 차이는 나타났다Movement Art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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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s Total Director Artistic Director Choreographer

1980 
Moscow

Joseph Mihaylovich Tumanov
연극 감독( )

Boris Petrov (Master of Sport)
Mikhail Godenko (Master of Ballet)

1984 
L.A.

축제연출Tommy Walker( ) - Ron Field

1988 
Seoul

표재순 
프로듀서(TV ) 

-

임성남 육완순 김백봉, , , 
송범 한익평 홍성규, , , 

정재만 김매자 문일지, , , 
한영숙 최현 무용, ( ),
허규 오태석 연극, ( ), 

이덕분 김정자 체조, ( ), 
김창희 태권도( ) 

1992
Barcelona

Josep Roca
제작 및 경영(TV )

Manuel Huerga 
영화 감독( )

Judy Chabola

1996
Atlanta

David J. Goldberg 
프로듀서(TV )

Peter Min shall
축제연출( )

Judy Chabola 

2000 
Sydney

Ric Birch
프로듀서(TV )

Nigel Jam ieson
연극 감독( )

Lex Marinos
배우 연극 감독( , )

Nigel Triffitt
연극 감독( )

David Atkins
Dein Penny

2004 
Athens

안무Dimitris Papaioannou  ( ) Angeliki Stellatou 

2008 
Beijing

Zhang Yimou 
영화 감독( )

Zhang Jigang
안무( ) 

Hou Ying

2012 
London

Danny Boyle 
영화 감독( )

-

Toby Sedgwick
Temu jin  Gill 

Kenrick H 2O Sandy 
Akram Khan  

2016 
Rio

Andrucha Waddington
Fernando Mei relles  

영화 감독( )
Annalisa Barbieri Deborah Colker

표 3. 올림픽 개막식 감독 명칭 및 전문성 구분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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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처음의 모스크바는 예술 감독과 안무가  < 3> , 1980 

가 따로 나뉘지 않고 두 명의 안무자인 스포츠 담당 과 발레 (Master of Sport)

담당 로 나뉘어 명시된다 그 후의 안무자들은 서울을 (Master of Ballet) . 1988 

제외하고 모두 무용 안무의 전문성을 가진다 서울의 경우 각 장면마다 . 1988 

안무자가 작품을 총괄하는 형태로서 안무가들이 예술 감독의 지위를 행사했을 

것 나타나며 체조 연극 등의 전문성이 혼합되었기 때문이다, . 

올림픽 개막식 총 감독의 전문성은 로스앤젤레스부터 시드니까지  1984 2000 

는 프로듀서 또는 방송 제작자이다 그 시기 송출 방식의 발전과 올림픽 TV . TV

파트너 광고와 관계있다 드물게 아테네의 경우 무용 안무자가 총 감독으. 2004 

로서의 예술 감독을 맡게 된다 게다가 안무 감독이 있으면서 예술 감독도 안. 

무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주목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 

그 후 베이징부터는 총 감독은 영화 연출의 전문성을 지니게 되고 지금2008 

까지 올림픽 개막식 연출은 전 세계 화면으로 방영되는 미디어 스펙터클로서의 

영화 감독의 영화적 연출력에 주목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공연 구성을 위한 안무를 담당하는   

안무가 의 역할과 활동에 해 알아보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개(Choreographer)  

막식 구성 연출자들의 인물별 데이터를 작성하였으며 각 보고서에 기재된 총 

감독과 예술 감독 및 안무 감독을 구분하였다 개막식 구성 요소와 예술프로그. 

램 안에서의 무용 형태의 출연과 무용이 어떻게 개막식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

여 왔는가 분석하기 위해 이러한 인물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의 전문 영역을 

알아보고 개막식에서의 무용의 역할과 관계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

다 앞으로의 연구 결과에 제시되는 예술프로그램 무용 분석 부분에서는 위 안. 

무가들의 각 안무 장면과 제작을 위한 과정에 해 더 자세히 논의해 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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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Ⅲ  

주요 분석 자료 1. 

  

올림픽 개막식과 같은 메가 이벤트는 향후 참조할 수 있는 역사적인 문서로   

제공되거나 문화산업 시장에 기록된 미디어로 중에게 제공되며 성공적인 개, 

막식을 위하여 여러 공식보고서에 그 절차와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Leonardo, V. B., 2012). 

이에 본 연구의 자료는 총 세 가지 목적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첫 번째  . 

는 이론적 배경을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의 공식 자료들이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살펴본 주최국. 

별 발행 공식보고서 와 개막식 미디어 가이드(Official Report) (Opening 

이다 세 번째는 공식보고서와의 검증을 위한 공연 실Ceremony Media Guide) . 

황 영상이다 각 자료들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제올림픽위원회 발행 자료1) 

첫째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림픽 개최의 사실적 자료를 선정하였  

다 올림픽 개막식의 개념과 변화된 과정을 살피기 위해 올림픽위원회의 공식 . 

발행물인 Olympic Charter (2017), Technical Manual on Ceremony『 』 『 』

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에서 발행한 (2005), Protocol (2001) . IOC『 』

개막식 관련 보고서로 년부터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는 2014 Factsheet : 『

를 참고하였으며Opening Ceremony of the Games of the Olympiad (2018) , 』

올림픽 박물관이 발행한 ‘The Olympic Museum Educational and Cultural 

의 공식 자료 들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다Service’ (2013a; 2013b: 2013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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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국별 올림픽조직위원회 발행 공식보고서2) (Official Report) 

두 번째로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구성과 절차에 한 상세한 분석을 위해   

각 올림픽 주최국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발행물인 를 중심으로 Official Report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최국별로 발행한 공식보고서는 올림픽의 발전과 함께 그 . 

작성 방법도 발전하였으며 작성 양식과 분량이 나라별로 매우 판이하다 하지. 

만 모두 단락을 구성하여 진행 관련 사항과 당시 현장을 ‘Opening Ceremony’ 

설명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예술프로그램 용어가 등장하고 발전한 시기인 모스크  1980 

바 올림픽부터 리우 올림픽까지 총 회의 올림픽에서 발행된 공식보고2016 10

서의 제목과 그 안의 개막식 관련 게재 부분은 다음 표 와 같이 정리하였< 4>

다. 

표 를 보면 각각 올림픽의 주최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발행한 공식보고서  < 4>

와 그 안에서 개막식 관련 사항이 기록된 부분의 상세한 위치를 정리하였다. 

주최국 별 발행 공식보고서는 국가마다 보고서의 발행 방식이 각기 다르며 분

량도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분량으로 그 양이 상당히 방 하다 따라서 그 중. 

에서 발행권을 뜻하는 그 안에서 내용을 담은 ‘Volume’, ‘Opening Ceremony’ 

부분인 등으로 나뉘는데 각 올림픽의 주요 분석 자‘Part’, ‘Section’, ‘Chapter’

료 부분을 정리하고 또한 그 상세 페이지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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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s Official Reports Volume
(Total)

Part & Page

1980 
Moscow

Games of the XXII Olympiad : Official 『
Report of the Organising Committee of the 
Games of the XXII Olympiad, Moscow』

Vol.2
(307p)

Part.1
279-297p

1984 
Los Angeles

Official Report of the Games of the 『
XXIIIrd Olympiad Los Angeles 1984』

Vol.1
(325p)

Part.1
202-215p

1988 
Seoul

Games of the XXIVth Olympiad Seoul 『
1988 : Official Report』 

Vol.2
(272p)

Part.2
389-413p

1992 
Barcelona

Official Report of the Games of the 『
XXV Olympiad Barcelona 1992』

Vol.4 
(105p)

Part.1
40-49p

1996 
Atlanta

The Official Report of the Centennial 『
Olympic Games : Atlanta 1996』

Vol.2
(204p)

Part.1
55-71p

2000 
Sydney

Official Report of the XXVII Olympiad : 『
Sydney 2000 Olympic Games』

Vol.2
(132p)

Part.1
51-59p

2004 
Athens

Official Report of the XXVIII Olympiad : 『
Athens 2004』

Vol.2
(39p)

159-197p

2008 
Beijing

Official Report of the Beijing 2008 『
Olympic Games』

Vol.2
(290p)

Chapter.3
77-121p

2012 
London

London 2012 Olympic Games : 『
the Official Report』

Vol.2 
(317p)

Chapter.2
41-43p

Vol.3 
(168p)

Section.3
93-94p

2016 Rio 발행 예정

표 4 각 주최국 올림픽 공식보고서 내 개막식 게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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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최국에서 개막식 준비 및 진행을 위해 더 자세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  

련자들에게 별도로 발행하는 의 자료를 Opening Ceremony Media Guide『 』

보충하여 분석하였다 개막식 미디어 가이드는 개막식 준비 과정에서 비밀보장. 

를 철저히 요구하며 개막식 후에도 주최국에 따라 비공개 되는 경우(Embargo)

가 많은데 현재 공개된 로스앤젤레스 서울 아테네, 1984 , 1988 , 2004 , 2012 

런던 리우 올림픽은 미디어 가이드를 추가로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2016 . 

올림픽 공식보고서 제작과 발행의 특성상 방 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를 위   

해 최소 년에서 최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현재 리우의 경우 공식1 3 . 2016 

보고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리우는 미디어가이드와 영상 자. 2016 

료를 위주로 하였다.

    영상 및 문헌 자료 3) 

세 번째로 개막식의 공연 예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실적 묘사와 검증을 위  

해 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수집하였다 영상 자료는 의 정식 승인을 받아 . IOC

IOC Extranet: The Olympic collaboration and resource platform10)에서 접

근 가능한 내 개막식 영상과 각종 실황 촬The Olympic Multimedia Library 

영 비디오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올림픽 공식 영상 서비스인 . Olympic 

Channel11)의 개막식 공식 비디오를 참고하였으며 당시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 

공식보고서에 묘사한 내용과 프로그램 영상을 비교하며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형태를 탐색하였다.

이외에도 예술프로그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문헌으로 올림픽 개막식 개막  , 

식 예술프로그램 개막식 춤 안무 무용공연 공연예술에 관한 단행본 학위논, , , , , 

문 학술지논문 연구보고서 학술 회자료 공연자료 잡지 신문과 인터넷 자료, , , , , , 

를 참고하였다.

10) http://extranet.olympic.org
11) www.olympicchann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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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및 해석 방법3. 

  

위와 같이 수집하고 목록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무 특성에 관한 분석을 위  

해 세 단계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분석의 범위를 예술. 

프로그램의 용어가 등장하고 발전한 시기인 모스크바부터 리우 올1980 2016 

림픽까지 총 회 하계 올림픽으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여 올림픽 공식보고, 10

서 개막식 부분을 발췌하였다 개막식 내용은 주최국의 ‘ ’(Opening Ceremony) . 

발행 형태에 따라 내용과 분량에 다소 차이가 있다 주로 공식보고서의 개막식 . 

서술 방식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진행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적 진

행 구조의 예시를 위해 아래 그림 에 모스크바 올림픽 공식보고서를 < 4> 1980 

발췌하였다. 

       

그림� 4 개막식�진행�내용의�서술적�형태�예시� 모스크바�올림픽�.�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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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모스크바 올림픽 공식보고서 의   < 4> 1980 Vol.2, Part.1 pp.294, 

로 주로 문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작품을 설명하는 형식을 가진다 위의 pp.297 , . 

공식보고서 부분은 모스크바 올림픽 개막식 당시의 현장에 한 서술 부1980 

분으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각 작품마다의 짧은 키워드 또는 간략한 요약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본 설명 방식은 사진 위주의 구성으로 인해 정보 제시에 통. 

일성이 적으며 예술프로그램 과정과 내용에 한 더 상세한 자료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개막식 프로그램의 순서와 내용을 표로 제시하며 작품 . ,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도 있는데 표적으로 다음의 그림 와 같이 서, < 5> 1988 

울 올림픽 공식보고서는 서술과 함께 표로 개막식 내용을 작성하였다 그림 .   <

에 제시한 내용은 서울 올림픽 위원회 공식보고서 의 5> 1988 Vol.2, Part.2 393

쪽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다 서울 올림픽 공식보고서는 개막식 구성의 . 1988 

내용 안에 각 장의 제목과 이루어진 공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작성 형식. 

의 범주 구분을 표로 만들어 구분 작품명 현지시간 소요시간 출연인원 작품, , , , , , 

내용 총 가지로 분류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6 . 

앞의 그림 과 그림 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림 인 서울 올  < 4> < 5> , < 5> 1988 

림픽의 표를 이용한 범주 구분이 개막식 내에서 예술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추

출해 낼 수 있다 또 예술프로그램에서도 진행의 내용과 장면의 전환을 분류할 . 

수 있어 전체적 흐름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연구 상의 모든 올림픽 개막식의 진  , 

행 내용을 서울올림픽 공식보고서의 작성 형식을 토 로 그림 와 같1988 < 5>

은 표 형식으로 작성하여 구분하였다 범주는 다음과 같이 현지 시간을 제외한 . 

총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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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분석을�위한�기준�사례�선정� 서울�올림픽�공식보고서�개막식�작품의�표� 작성�방법.� :�1988� .� �

� � � � � � � � Vol.2,� Part.2,� p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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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식행사 또는 식전 후 행사 공연  · , ① – 

작품명 작품의 주제  ② – 

내용 작품의 내용  ③ – 

인원 출연인원  - ④ 

소요시간 프로그램 진행시간  ⑤ – 

각 범주 구분의 자세한 내용은 구분은 공식행사 또는 공연의 구분으로   , ① 

예술프로그램 구분에 관한 것이며 작품명은 예술프로그램 진행에서 조직위, ② 

원회에서 제시한 작품의 주제이다 내용은 작품명에 따라서 제시되는 작품. ③ 

의 전체적 내용 또는 주요 내용이고 인원은 그 프로그램을 위한 총 출연진, ④ 

의 인원수 소요시간은 각 작품 진행에 소요된 초단위 시간이다 이와 같은 , . ⑤ 

올림픽 개막식 작성 형식에 따라 수집된 자료 전체를 파악하고 그 안에 포함된 

주요 특이점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자료들의 재

분류를 반복하였다. 

두 번째 자료의 분석 단계는 위에서 분류한 작품내용을 중심으로 예술프로  , 

그램을 다시 무용 분야와 그 외의 공연 요소들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예술프. 

로그램 요소의 분류 기준은 The Olympic Museum Educational and Cultural 

에서 발행한 자료인 와 Services The Modern Olympic Games (2013a) IOC『 』

의 Factsheet : Opening Ceremony of the Games of the Olympiad (2017)『 』

에 나온 개막식에 한 제시를 참고로 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자료 기술 단, 

계를 위해 예시로 제시한 서울올림픽 공식보고서와 개막식 관련 국 내외 1988 ·

연구자들의 내용을 토 로 분류 내용을 종합하였다 이론적 배경의 자료들을 . 

종합하여 작성한 개막식 구성 내용은 다음 표 와 같다 여기에서 무< 5> . Dance(

용 음악 같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 외에는 다양), Music( ) 

한 개념을 비교 및 종합하여 예술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본적 구성 요소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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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및 연구기관 분류 내용

올림픽
개막식의

개념

The Olympic Museum 
Educational and Cultural 
Services(2013a)

Dance⦁
Music⦁
Song⦁

Factsheet : Opening Ceremony of 
the Games of the Olympiad(2017)

Entertainment⦁
Technological innovations ⦁
Festive atmosphere⦁

Macaloon, J. J.(1995)
Dance⦁
Music⦁
Scenario⦁

Adair, D.(2013)

Dance ⦁
Music ⦁
Theater ⦁
Narrative⦁
Light ⦁
Sound ⦁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1990)

⦁Dance
⦁Parade
⦁Demonstration
⦁Play
⦁Sing

표 5 선행연구에 나타난 개막식 구성 요소 .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위의 논의들을 종합한 예술프로그램 분류에 필  

요한 총 가지 구성 요소 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7 . 

무용   : Dance (DA)① 

스포츠 시범   : Sports Demonstration (SD) ② 

음악   : Music (MU) ③ 

기술 및 시각 예술   : Technical & Visual Arts (VA)④ 

극   : Theater (TH) ⑤ 

행진   : Parade (PA)⑥ 

놀이   : Play (PL)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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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결과에 제시되는 예술프로그램 요소의 구분에서는   의 각 요~① ⑦

소 뒤 괄호 안에 입력한 영어 약자와, 같이 부호화시켜 표기한 뒤 관리하였다 .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요소의 분류를 도식화한 구조는 다음 그림 과 < 6>

같다. 

               

그림�� � 6 예술프로그램� 구성요소의� 분류.�

위와 같은 가지 분류 기준 방법을 통해 예술프로그램 안에서 무용의 형태를   7

분리하였다 다음과 같은 분석은 영상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검토 과정 . 

갖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위의 분석 과정에서의 분류를 기반으로 무용 요소 추출하고   

그 안에서 나타난 무용의 표현 양식과 형식 장르 등을 구분하여 개막식 예술, 

프로그램에서의 무용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개막식 예술프로

그램 안무의 특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개막식의 공연 예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수집하였  

다 영상은 의 가 제공하는 자. IOC The Olympic Multimedia Library(TOML)

료와 올림픽 공식 채널 의 각종 실황 촬영 비디오 자료 및 (Olympic channel)

당시 사진 자료를 통해 공식보고서에 묘사한 내용과 프로그램을 비교하며 무용 

동작과 구성의 표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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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사적으로 포스트모던 시 를 지나면서 춤의 개념은 예술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의미로서 끊임없이 확장되었다 매번 새로운 무 를 위해 독. 

창적이고 다양한 감각을 다루는 춤 공연은 범위를 새롭게 만들어가 더 이상 , 

춤 영역은 순수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또한 현재의 메가 이벤트성의 공연예술에서 무용의 영역 한정의 명확성이 불분

명하다 이러한 자료에 한 해석의 방법을 확장하기 위해 공식보고서와 영상. 

자료 이외에도 자료수집에서 개막식 공연실황에 한 현장 참여자들의 기사와 

현지기록문서 등을 수집하여 사실적 묘사와 검증을 더하였다. 

이에 더하여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안무의 변화와 특성을 사회문화적 시각으  

로 확장하여 체육사적으로서 뒷받침하는 사회 및 시 의 배경과 위치를 파악하

고 나아가 예술사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들은 개막식과 안무와의 관계에 한 검토가 미약한 실정  

이라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관계 검토와 더불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 

술프로그램 변화의 연동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관련성에 집중하여 변천과정 전

체로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별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 . 

한 조사를 통해 추출된 시기별 변화요소들은 무용 안무 변동 해석의 기초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따라서 시기별 변동 양상의 특징과 특이점에 . 

한 여러 논의를 검토하여 개막식 무용 안무 인식에 한 지평을 넓힐 수 있

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제한점 4. 

본 연구는 올림픽 공식보고서의 기록을 분석하여 예술프로그램 변화 과정을   

분류하고 무용 형태의 출연과 특징에 중점을 두어 안무의 변화 과정과 특성을 ,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

첫째 연구의 자료는 올림픽 개최국에서 발행한 공식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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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올림픽 위원회의 공식보고서 문헌을 토 로 역사적 연구를 중점으로 연구

하였다 본문에서 개막식 내용과 순서를 표로 분석한 것은 앞의 표 로 분류. < 4>

된 각 주최국 공식보고서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으로 별도의 출처 년도 및 쪽(

수 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았다) .  

둘째 기존 올림픽 개막식의 연구들에서 올림픽의 두 의식을 개폐막식  , ․

로 약칭 으로 지칭하거나 두(Olympic Opening & Closing Ceremony, OOCC ) , 

개의 의식을 하나로 하여 의식 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Ceremony) . 

본 연구에서는 올림픽의 두 의식 중 개막식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그 중, 

에서 역  하계올림픽 개막식 공식행사 중 예술프로그램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

구하였다. 

셋째 연구 범위에 동계 올림픽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동계 올림픽은 얼음과   , . “

눈의 결합 잔치이다 라는 전 동계올림픽 스포츠연맹회장 마크 호들러.” , (Marc 

말처럼 동계올림픽은 개최를 위한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Hodler, 1918-2006) 

한다 윤득헌 개막식에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 , 2009: 224). 

상황 얼음과 눈에 한 주제로 통합된다 게다가 올림픽 시행 시기나 개막식 , . 

시작 시기도 하계 올림픽 이후 이므로 본 연구는 하계 올림픽만을 중심으로 하

였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개막식의 모든 공식행사는 현재 세분화되어 개의 중요   11

요소로 구분하여 공식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거  이벤트로 . 

점점 공연화 된 개막식은 자연스런 진행 형식을 위해 각기 다른 개 요소가 11

흐름상 서로 크게 분리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연결하기

도 하며 예술프로그램에 함께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올림픽 개막식 . 

예술프로그램에서 무용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한정하여 분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한 어려움을 지닌다 개막식의 형태상 공연예술의 신체적 표현성의 특징을 . 

가짐으로 하나의 실황공연을 문서로 서술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물론 년. 1980

부터 영상기술을 통한 전 세계 실황 송출로 인하여 부분의 개막식이 영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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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기록되어 있다 매번 새롭고 참신한 무 를 위해 독창적이고 다양한 감각. 

을 다루는 춤 공연은 범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더 이상 춤 영역은 순수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의미로서 끊임없이 그 영역이 확장되

었다 이 또한 현재의 메가 이벤트성의 공연예술에서 무용의 영역 한정에 명확. 

성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이 곧 무용 형태의 변모과정을 살펴보. 

고 현시점의 무용의 정체성에 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

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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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및 논의. Ⅳ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개요 구성 요소 분석1. , ,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은 모스크바 올림픽 공식보고서에 처음 등  1980 

장하여 그 후로 최근의 리우 올림픽까지 본격적으로 발전해 왔다 본 장2016 . 

에서는 모스크바부터 리우까지 총 회 하계 올림픽마다 각각의 올1980 2016 10

림픽을 개막식의 개요 예술프로그램 구성 무용의 분석 및 해석으(1) , (2) , (3) 

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먼저 개막식의 개요에서는 올림픽을 주최하기 . , 

위한 사회 문화적 배경 등과 개막식 준비 과정 및 개막식 시행의 특이점 등을 ·

조사하여 예술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예술프로그램의 구. , 

성에서는 연구 방법에 따라 예술프로그램의 범주를 구분하여 표로 작성하고 나

누어진 프로그램들을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마지막 무용의 7 . , 

분석 및 해석에서는 범주 구분에서 도출된 무용 요소들을 나열하여 각각의 요

소마다 그 안의 무용 형식과 표현 방식 그리고 해석적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

여 분석하였다.

모스크바 올림픽  1) 1980 

    개막식 개요(1)   

예술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등장한 제 회 모스크바 올림픽은 년 월   22 1980 7 19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소련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총 개국 8 3 15 , . 80

명이 참가한 이 회는 당시 소비에트 연방 의 아프가니스5,179 (Soviet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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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침공에 해 항의하는 의미로 미국이 참가를 거부하는 보이콧 을 하(boycott)

며 냉전의 기운은 절정을 이루었다(Goldblatt & Acton, 2012) 따라서 회에. 

는 규탄의 성격을 가진 약 의 자유진영 국가들의 불참으로 인해 반쪽짜리 40%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한민국도 불참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 이 . 

때문에 더욱 강력한 회를 개최하였고 또 이를 통해 올림픽은 국제 정치의 부

수적 위치가 아닌 주요 행사로서 비중이 높아지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윤(

득헌, 2009).  

개막식은 년 월 일 레닌스타디움 에서 진행하였다  1980 7 19 (Lenin Stadium) . 

최초의 예술적인 개막식으로 불리는 모스크바 올림픽 개막식은 기존의 개막식

들과 다르게 공식행사를 모두 끝낸 후 예술프로그램을 뒤에 연속적으로 배치, 

한 시간가량의 장 한 개막식을 구성했다 공식보고서는 개막식 안에 공식 행2 . 

사와 함께 예술프로그램과 스포츠 퍼포먼스“ (artistic programme and sports 

가 분간 지속되었다 고 기록한다performances) 62 ” (1981: 281). 

사회주의 국가가 주최한 최초의 올림픽 게임이라 할 수 있는 모스크바 올림  

픽은 정교하게 조직화한 축제로서 소비에트의 강점을 내비치고 체제를 더욱 진

전시키기 위한 절묘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올림픽을 통한 평화와 국제 사회의 . 

확신을 위해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하는 소비에트 연방의 역할을 보여주려 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변화(Parks, J., 2016). 

를 위해 정부주도하에 스포츠가 혁명적인 역할을 하며 근 화 과정의 국가에, 

서는 스포츠를 공리주의적 목적으로 건강 보건 군사 노동력 증  등과 다양, , , 

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의 동질성 회복 및 국제적 인정과 명성을 위해 이용되

고 있다(Riordan, J. & Kr ger, A., 1999ü 소비에트 연방의 경우도 사회 정치). ·

적으로 유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본 개막식을 통해 연방을 구성하는 개국 15

국가들의 연합을 강조하고 문화적 척도로서의 체조 시연으로 진행을 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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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프로그램의 구성(2)  12)

모스크바 올림픽 개막식은 예술프로그램 첨가되면서 기존의 개막식과는 다르  

게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서 공식행사와 화려한 볼거리 이 두 영역을 분명하게 , 

구분했다 공식행사 후 나오는 예술프로그램은 그 안에 개의 작품으로 이루어. 7

져 있다 체조 강국 러시아의 면모를 드러내며 운동선수 및 체조선수들이 절도 . 

있고 질서정연한 움직임으로 공연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작품 전체는 소비에트. 

의 정신적 태도가 전체적 미적 스타일을 만들었다(Llin s, M., 1996: 78). é

위의 장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예술프로그램 구성  Ⅲ

요소의 분류는 다음 표 과 같다< 6> .13) 

표 을 보면 개막식의 순서는 공식행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예술프로그램  < 6>

이 모두 나오는 구조이다 본 예술프로그램의 특징은 크게 민속무용 공연과 스. 

포츠 시연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태양 형상 은 기수들이 행진을 하며 스타디움에서   ‘Sun composition’( )

태양 형을 만든 후 명 무용수가 등장하며 춤을 춘다 다음 순서에 제시2000 . 

한 그림화면 은 스타디움에서 진행하는 공연과 함께 객석 스탠‘Picture Screen’( )

드에서 이루어진 카드섹션으로 이루어진 그림 화면이다 개막식 진행 내내 이 . 

카드섹션은 진행되는데 많은 인원이 여러 가지 빛깔의 카드를 일정한 지시에 , 

따라 바꾸어 들며 하나의 통일된 그림과 내용을 나타내는 집단적 구성미의 표

현 수단이다.

12) 모스크바 올림픽의 경우 공식보고서에는 예술프로그램을 전체적 진행 내용을 축약하여 서술 1980 

하였기 때문에 연구자가 내용을 분석하고 게재된 단어를 활용하여 임의로 장면을 분류하였다.
13) 표 부터 표 까지 구성요소 분류표의 예술프로그램의 구분 은 앞의  < 7> < 17> ‘ ’ 장 연구방법(pp.70)Ⅲ

의 분류 기준에 따른 영어 약자로 표기하였다. 

   DA(Dance) SD(Sports Demonstration) MU(Music) VA(Technical & Visual Arts) ① ② ③ ④ 

TH(Theater) PA(Parade) PL(Play)⑤ ⑥ ⑦ 

특히 의 경우 무용 분석 시 구분을 위해 출연한 순서에 따라 뒤에 숫자를 기재하였다   DA(D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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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명 내용 인원
소요
시간 

구성요소
분류

공식
행사

선수단입장  

- 25:00 -

회사 및 환영사

올림픽기 게양

선수 표 심판 표 선서

성화 봉송 및 점화

공연

Sun composition
태양 형상( )

운동선수들의 태양 형 
체조형식 춤

950

18:00

DAl

Picture screen
그림화면( )

객석의 운동선수들이 패널로 
구성한 카드섹션 모자이크 
모든 공연 내내 진행( )

4,500 VA

Friendship dance
우정의 춤( )

소비에트연방 개 공화국 15
민족 각각의 민속춤 

3,500 30:00 DA2

삼두마차 출연(Troikas)
모든 민족의 군무

Gymnastics display
체조 시연( )

남녀 체조선수 단체시범 2,000 3:00 SD

Misha Bear
마스코트 곰( ) 

마스코트 곰 분장 어린이, 
단체체조

× 7:00 SD

Vases
꽃병 만들기( )

체조선수들의 오륜마크 형 
꽃병 모양 인간피라미드 
단체 기계체조 시범

2,000 12:30 SD

마무리 출연진 총 출연 행진 16,000  3:00 PA

표 6 모스크바 올림픽 개막식 구성 요소 분류.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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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섹션은 초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모자이크 형식의 정적인 묘사 방식이  

다.14) 각 장면에 따라 국기 또는 태양 마스코트 등의 총 개의 그림이 나타 , 174

내며 개막식 진행 동안 화면의 역할을 한다 뒤이어 우정의 . ‘Friendship dance’(

춤 는 소비에트 연방 개국 민족 명이 출연하여 각각의 민속춤을 차례로 ) 15 3,500

추고 마지막은 단체무용으로 마무리한다 그 뒤의 순서는 모두 체조선수들의 . 

시범으로 이루어진 스포츠 공연으로 남자선수와 여자선수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리듬체조와 기계체조로 만들어진 공연을 구성하였다 스트레칭과 점핑을 주로하. 

며 공중회전을 강조하는 기계 체조 움직임이 중심이 된다 여성 선수들은 공과 . 

리본을 사용하고 남성 선수는 도마와 고난도 공중회전이 가능한 트램펄린

을 이용한 전문 기술을 보여준다 뒤에 이어 나오는 어린이들도 단(trampolin) . 

순한 놀이가 아닌 훈련된 체계적 체조 동작을 시연한다. 

개막식 최종 클라이막스는 꽃병 주제의 단체체조로 지금도 자주 회  ‘Vases’( ) 

자되는 인간 피라미드가 등장한다 모두가 곡예 동작인 덤블링과 리프트 동작. 

을 활용하여 오륜을 상징하는 다섯 개의 피드라미와 꽃병 모양의 인간 피라미

드 세 개를 쌓아 만든다 수천 명의 체조선수들이 통일감 있는 단결력으로 불. 

가능해 보이는 모형을 형성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규모를 강조하여 공산주의 , 

단체 표현으로서의 스포츠 구상을 실현하였다 예술프로그램의 모든 마무리에는 . 

그 동안 출연한 모든 출연진이 나와 스타디움을 함께 행진하며 객석을 향해 손

을 흔들고 개막식은 끝을 맺는다. 

무용의 분석 및 해석(3) 

앞의 표 에서 구성요소 분류 를 보면 모스크바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  < 6> ‘ ’

그램에서 무용요소는 두 가지인 DAl와 DA2로 나타났다. 

14) 카드섹션 (Card Section). 스탠드 매스게임이라고도 하며 카드섹션은 예술적인 가치나 기술보다 수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착오 없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단결력을 과시하는데 있다(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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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DAl은 태양 형상 에 등장하는 춤이다 스타디움에 ‘Sun composition’( ) . 

거 한 태양 형이 만들어진 후 이어져 나오는 순서로 흰색 유니폼을 갖춰 , 

입은 쌍 이상 남녀 무용수들의 경쾌한 춤이다 거의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2000 . 

어다니듯 작은 발동작을 하며 가끔 손을 잡는 커플 동작도 있다 리듬에 맞춘 . 

작은 발레 발 동작들이 나타나지만 가볍운 몸 풀기를 위한 동작들로 구성된 흥

겨운 박자의 맨손 체조 형태라 할 수 있다 무용수들은 발을 구르거나 팔을 돌. 

리면서 춤의 경쾌함을 유지한다 당시 아나운서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푸른 . . “

하늘과 녹색 카펫 다양한 색의 풍선들 그리고 밝은 색상의 의상까지 매우 아, , 

름다운 조합이다.”15) 본 설명에서도 드러나듯 이 부분은 공식행사 뒤 예술프로 

그램의 시작 요소로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춤이며 개막을 축하하는 , 

가볍고 상쾌한 분위기의 단체무용이라 할 수 있다.  

다음   DA2 는 우정의 춤 에 나오는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Friendship dance’( )

하는 개국 민족 각각의 민속춤 공연이다 개국 그룹은 각각 15 (folk dance) . 15

러시아(Russia) 카자흐스탄, (Kazakhstan) 아르메니아, (Armenia)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에스토니아, (Estonia) 리투아니아, (Lithuania) 우크라이나, 

(Ukrainia) 벨라루스, (Belarus)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타지키스탄, (Tajikistan)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조지아, 

(Georgia) 라트비아, (Latvia) 몰도바, ( 이다Moldova) . 개국 공연자가 모두 함 15

께 스타디움에 행진으로 등장 한 후에 공연은 한 팀씩 진행된다 각 민속춤은 . 

각기 다른 의상과 음악 움직임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춤이 커플댄스 형식을 , 

갖추었다 각 그룹 민속춤의 소요시간은 분 정도로 간단하지만 모든 그룹의 . 1~2

질서정연한 등 퇴장과 정확하게 계산된 열 및 자리정렬이 인상적이다 제목 · . 

우정의 춤 에서도 느껴지듯이 각기 다른 민족의 개국 나라의 춤의 화합을 ‘ ’ 15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동질성과 연합을 강조하고 질서와 전통성을 부각시켜 사

15) 영상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GlgrsbcVDYk&t=3946s&list=PLdNPwWTjy1nvDP8QmR
m8xUL38WLbEJv8N&inde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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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유토피아를 시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여진다.  

예술프로그램의 용어와 순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모스크바   1980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무용 요소는 위와 같이 총 두 가지로 민속무용과 단체무, 

용이 출연하며 스포츠 시범과 조화를 이루었다 모든 요소가 단체가 운집하여 . 

만드는 집단적 구성의 미에 초점을 둔 공연이었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2) 1984 

  개막식 개요(1) 

제 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이전의 최초로 예술프로그램이 구성된 모스  23

크바 올림픽에 이어서 공연들로 형성된 개막식을 펼쳤으며 모스크바의 질서정

연함과는 다른 자유롭고 다양한 구성을 보여준다 년 월 일부터 월 . 1984 7 28 8

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하여 개국 총 명이 참가한 이 12 140 6,829

회는 그 전 모스크바 올림픽의 미국 불참에 한 보복으로 소련을 포함한 동 

유럽국가 등 개국이 불참하며 다시 한 번 정치적 냉전이 드러난 회였다11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본과 광고를 적극 활용하여 흑자를 낸 회를 기

록했다 조직위원회는 당시 올림픽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하기로 결심하. 

고 운영에 있어 사기업의 위력을 발휘할 기회로 생각했다 윤득헌( , 2009). 1981

년 위원장 사마란치 는 민주적 방법으로 를 IOC (Juan Antonio Samaranch) IOC

과감히 변화시켰고 당시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사무총장 피터 온베로스(Peter 

는 올림픽에 한 후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주도하여 이전의 모스Ueberroth)

크바의 공산주의 체제와 비교되는 자본주의의 장이 되었다(Riordan, J. & 

Kr ger, A., 1999ü ).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개막식은 년 월 일 에서   1984 7 28 Memorial Coli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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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었다 특히 이 개막식은 할리우드를 표하는 영화제작사 디즈니. (Disney)

가 준비하게 되면서 위원회는 그 중요성에 해 고민하였다 성공적인 화려한 . 

쇼로 만들지 못한다면 할리우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함께 미국이 비판의 

상으로 오를 수 도 있다는 걱정을 드러냈다 그런 고민 끝에 유명 (1985: 200). 

스타보다는 청소년 공연자를 적극 활용하여 청중들로부터 감성적이고 고무적이

며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였고 그러한 출연진들을 위해 경기장의 더위를 감안

하여 공연시작 시간도 고려하였다. 

예술프로그램의 구성  (2) 

본 예술프로그램의 작품명은   ‘ 아메리카의 음악 로 그에 걸Music of America’( )

맞게 미국의 음악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구성이었다 다른 예술프로그램 요소보다는 . 

음악 요소를 주로 하는 진행이었으며 그 안에 무용이 어우러져 있는 형태였다 음악. 

은 행진밴드의 연주부터 피아노 합동 연주와 교회 성가곡 뮤지컬과 팝까지 종류가 , 

다양하다 전체 예술프로그램의 시간은 약 여분이었으며 이전의 모스크바 올림픽 . 50

개막식에 비하여 단독적인 스포츠 시범은 나타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개. 

막식 예술프로그램 구성요소의 분류는 다음 표 과 같다< 7> .

첫 번째 공연의 시작인 아메리카 모음곡 에서는   ‘Americana Suite’( ) Marching 

연주자들이 연주와 동시에 줄을 맞추어 이동하며 격자무늬와 꽃 아메리Band , 

카 륙 형상 등의 각종 형을 만든다 이어서 개척자 정. ‘The Pioneer Spirit’(

신 은 ) 마차를 타고 서부 개척자들의 분장을 한 무용수들이 등장하고 이내 마을

과 도시를 건설하며 서부 개척시 를 꾸민다.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한 마을의  

들뜨고 활기 넘치는 모습을 극 설정과 함께 춤과 연기로 표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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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명 내용 인원
소요
시간

구성요소
분류

공식
행사

환영노래

1262 - -귀빈소개

국가연주

공연

Music of  
America

아메리카의 (
음악)

Americana Suite
아메리카 모음곡( ) :

마칭밴드 연주와 형
800 band 7:00 MU + PA

The Pioneer Spirit
개척자 정신( ) :

마차와 카우보이 마을사람들, 

360 
dancers
50
gymnast

5:00
DA3 + MU 

+ TH 

Dixieland Jamboree
딕시랜드 축제( ) :

교회모형과 합창

300 choir
75 dancers

4:00 DA4 + MU

Urban Rhapsody
도시의 랩소디( ) :

피아노 합동연주

85 pianists
200 
dancers

5:00 DA5 + MU 

The World is a Stage
세계는 무( ) :

헐리우드 뮤지컬

1500 
dancers

15:00 DA6 + SD

마무리Finale( ) :
올림픽 팡파르와 테마곡

총출연 3:30  PA

공식
행사

선수단입장

-
  2:

00:00
-

회사 및 환영사

개회선언

올림픽기게양 및 올림픽찬가

성화 봉송 및 점화

환희의 송가 합창‘Ode to Joy’( ) 

표 7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개막식 구성 요소 분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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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 딕시랜드 축제 작품은 처음은 재즈 음Dixieland Jamboree‘( ) (Jazz) 

악이 연주되는데 는 미국 에서 발생한 정통 재즈 음악, Dixieland New Orleans

의 한 종류이다 음악연주가 계속되며 형을 만들기 시작하고 교회 형상을 만. 

들면서 성가곡으로 바뀐다 교회의 예배를 재현하며 연단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의 어울리는 움직임으로 성가의 웅장함을 살린다.

다음의 도시의 랩소디 장은   ‘Urban Rhapsody’( ) 미국의 현  음악가 조지 거쉬

인( 의 명곡George Gershwin, 1898-1937)   가 의 피아노  ‘Rhapsody in Blue’ 85

합동 연주와 함께 무용이 어우러진다 이서서 . ‘ 세계는 무The World is a Stage’(

에서는 헐리우드 뮤지컬 주제곡과 팝이 차례로 나오며 군무가 이루어진다) . 

마지막으로 올림픽 팡파르와 올림픽 테마곡이 나오며 연주와 함께 예술프로  

그램 공연은 마무리 된다 그 뒤로는 선수단 입장 등의 공식행사가 시간 이어. 2

지고 최종에는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를 합창하며 개막식은 끝을 ‘Ode to Joy’( )

맺는다 본 예술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음악 위주의 진행에 중점을 둔 공연으. 

로 행진 형식의 연주와 아직은 야외 체조식의 각종 형 갖추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무용의 분석 및 해석(3) 

무용 분석에 앞서 이 시기는 예술프로그램이 구성된 초창기로 선정된 주제  , 

곡마다 짧게 공연이 전환되는 형태적 특징을 가진다. 본 예술프로그램의 무용 요

소는 총 개인 4 DA3-DA6로 나타났다 그 총수로 보았을 때 무용이 다양한 종류로 . 

출연한 것 같으나 전체적 구성이 음악을 주제로 한 작품이니 만큼 무용은 리듬에 , 

어우러지는 정도의 단체무용 위주의 공연들이었다. 

  DA3은 개척자 정신 장에 나오는 ‘The Pioneer Spirit’( ) 극 요소를 포함(TH) 

하고 있는 현 무용 에 기반을 둔 동작들이다 하지만 내용적으(Modern dance) . 

로 서부 마을을 재현한 분위기와 카우보이 분장 바이올린 소품 등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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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통 춤인 스퀘어 댄스 나 컨츄리 댄스‘ ’(Square dance) ‘ ’(Country dance)

의 현장을 연상시킨다 스퀘어 댄스는 프랑스에서 추던 사교댄스 콩트르당. ‘

스 를 모체로 하는데 미국 개척시  초기에 시작된 것으로 당시 ’(Contredanse) , 

유럽에서 이주한 개척자들은 각기 다른 모국의 생활문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 

서로 영향을 끼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이  DA3의 춤 형태는 이러한 서

부의 컨츄리댄스 분위기만을 지닌 극 요소가 두드러지는 현 무용이라 할 수 

있다 소박한 가운데도 동작의 화려함이 있으며 강렬한 개척정신과 젊음을 표. 

현한다 이러한 경쾌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현 무용 동작은 크고 역동적이. 

게 안무하고 전체적으로 쉼 없이 빠르게 진행한다.

  DA4는 ‘ 딕시랜드 축제 장면에서 Dixieland Jamboree‘( ) 딕시랜드(Dixieland) 

장르의 재즈곡 연주와 교회 성가곡( 과 함께 Gospel choir) 나온다 무용수들의 동. 

작은 성가 박자에 맞는 리듬을 타는 움직임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기차 교회 연단 , , 

등의 형을 만드는데 중점을 둔다. 

  DA5에서는 도시의 랩소디 장에서 ‘Urban Rhapsody’( ) ‘Rhapsody in blue‘ 피아

노 연주에 맞추어 움직이는 여성 무용수 명이 등장한다 무용수들은 긴 드레스200 . 

와 구두 모자를 착용하고 있어 동작에 한계가 있고 팔 동작 위주로 제자리에서 움, 

직인다 연주곡의 서정적인 분위기에 맞게 발레 의 포 드 브라. (Ballet) ’ ’(port de bra

s)16)에서 응용한 부드러운 동작들로 구성되며 연주에 비해 춤은 짧게 마무리 된다. 

무용수가 스타디움이 아닌 객석 단상의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공간적 제약으로 인

해 동작이 한정되었다.

  DA6는 ‘ 세계는 무 장면에서 The World is a Stage’( ) 명의 학생 무용수1500

들이 뮤지컬 주제곡과 팝 등의 중에게 잘 알려진 음악에 맞추어 군무를 이룬다. 

코러스 라인‘ ’(A Chorus line)17)과 페임‘ ’(Fame)18) 주제 음악에 맞춘 가볍고 경쾌한  

16) 포드브라는 발레 의 팔 움직임으로 개의 기본 위치를 가지며 전체적으로 머리와 하체와  (Ballet) 5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17) 미국의 안무가이자 연출가 마이클 베넷 이 년에 만든 작품으로  (Micheal Bennett, 1943-1987) 1975
실제 뮤지컬 코러스 댄서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다 당시 최장기 공연기록을 세우고 년 토. 1976
니상과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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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율동은 브레이크댄스와 에어로빅댄스 의 혼합으로 보인다 뒤이어 (Aerobic dance) . 

팝 장르인 에서는 브레이크 댄스도 잠깐 등장하는 등 무용의 여러 형태(Pop) ‘Beat it’

가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명의 군무가 함께 움직이는 , 1500 맨손 체조가 혼합된 

단체무용 형태이다.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개막식의 예술프로그램은   ‘ 아메리카의 Music of America’(

음악 라는 주제에 맞게끔 ) 음악이 주가 되는 작품 진행이었다 무용은 이전의 모스. 

크바의 구성과 같이 여전히 체조와 부합하여 단체로 형을 보여주는 역할로 기능한

다. 

서울 올림픽  3) 1988 

개막식 개요   (1)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기념적인 제 회 서울 올림픽은 년 월 일부터   24 1988 9 17

월 일까지 총 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로 한국은 번째 올림10 2 16 . 16

픽 회 개최국이 되었으며 종합순위 위를 차지하여 스포츠뿐만 아니라 한국의 4

고유문화와 우수한 경기 운영 역량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본 회 이념인 화합과 전진 처럼 인류의 화합과 번영의 의미에서 서울올림  ‘ ’

픽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는 모스크바에 연이어 로스앤. 1980 1984 

젤레스에서도 서로 올림픽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로 동서세력의 치 현상이 계

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올림픽은 개국 총 명의 참가로 역  최  . 159 8,391

규모로 부상하며 세계평화 정착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

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당시 한국은 정치적 격변의 시기로 군사정권의 권력 장악으로 인해 시위가   

18) 년 알란파커 감독이 연출한 영화로 뉴욕의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예술 1980 (Alan Parker, 1944-) 
을 향한 꿈과 열정을 담은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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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정부가 탈정치화와 국내외 체제의 정당화와 위신 강화. 

를 위해 올림픽 이미지를 사용하려한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회 취소의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참가와 남북의 스포츠 교섭까지 . 

시작되는 성공적 올림픽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우려와 국제적 관심으‘ ’ . 

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정치적 안정화 또는 민주화되고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

다는 시각도 있다(Riordan, J. & Kr ger, A., 1999ü 박해남 오자은; , 2016; , 

2018). 

서울 올림픽 개막식은 년 월 일 오전 시 부터 총 시간 분  1988 9 17 10 30 3 (180 )

동안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이전의 두 올림픽 개막식과는 다르게 식. ‘

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 로 나누어진 구성이었으며 이 구성은 이 후 많은 개’– –

막식에 영향을 주었다 서울은 참가국들 중 개발도상국 국가로서 더욱 비상한 . 

관심을 집중시키고 흑자를 기록한 회로 우리나라 개최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 올림픽은 년 소련의 붕괴로 인해 소련의 마지막 참가 올림픽, 1991

이 되면서 냉전의 마지막 올림픽 윤득헌 이 되었다‘ ’( , 2009: 214) . 

  예술프로그램의 구성(2) 

서울 올림픽 개막식은 공식 행사를 제외한 예술프로그램인 식전 후 행사의   ·

소요시간이 분으로 개 작품에 총 명이 출연하면서 이전의 개막식들에 90 9 6,173

비해 예술프로그램의 발전적 모습이 드러났다 본 개막식은 이례적이게 예술프. 

로그램의 작품마다 분담된 담당 안무자가 있으며 공식보고서에도 안무 로 기록‘ ’

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전문성은 무용뿐만 아닌 체조와 태권도 연극 등으로 . ,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각 담당 안무자들은 다음과 같다.

안무� 허규 오태석 이덕분 김정자 김창희 임성남 육완순 김백봉:� ,� ,� ,� ,� ,� ,� ,� ,�

송범 한익평 홍성규 정재만 김매자 문일지 한영숙 최현�� � � � � � ,� ,� ,� ,� ,� ,� ,�

외�협동안무� 명� � � � �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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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안무가만 명으로 조직위원회가 각 작품마다 다양한 변화를 주고 어떠한   15

볼거리를 제공하려 노력했는지 그 구성의 면밀함이 드러난다 개막식 내용은 . 

벽을 넘어서 라는 주제로 화합과 전진을 가로막는 인종‘ ’(Beyond All Barriers) 

의 벽 이념의 벽을 넘어 분단의 땅이 인류 화해의 마당이 된다는 본을 설정, 

하고 그 역전의 감동을 보여주는 내용이다(1989: 392).

서울 올림픽 개막식은 소요시간과 각 작품의 구성 면에서 어느 정도 공연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총 분간의 프로그램으로 민속 전통 놀이와 민속 무. 90

용 현 무용 태권도까지 다양한 요소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다, , .  

여기에서는 극 요소를 활용한 구성을 나타나지 않았고 무용과 전통놀이  (TH) 

를 활용한 구성이 주로 나타났다 서울 올림픽 개막식의 구성과 예술프로그램. 

의 분류는 다음의 표 과 같다< 8> .

표 을 보면 식전행사 앞마당 는 강상제와 해맞이로 진행된다 강상제 는   < 8> ( ) . ‘ ’

경기장 밖 한강에서 선상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수상스키를 즐기는 마스코트 

호돌이 가 등장하며 힘찬 시작을 알린다‘ ’ . 

해맞이 장은 새벽길 용고행렬 천지인 태초의 빛으로 진행한다 스타디움에  ‘ ‘ , , , . 

서 북을 두드리는 북꾼들과 한국 전통무용 삼고무 무용수가 등장하며 북을 두

드리고 터씻음을 한다 소고춤을 추는 무리와 사물놀이 행진도 함께 어우러져 . 

고무적 분위기를 돋운다 천지인에는 고  그리스 올림픽을 상징하는 그리스 . 

여신 무용수와 한국의 선녀 무용수가 함께 뒤섞여 춤을 춘다 이어서 태초의 . 

빛에서는 명의 무용수들이 뛰어 다니며 매스게임의 1,525 ‘88’, ‘WELCOME’, 

어서오세요 형을 만든다 이렇게 식전행사는 마무리되고 공식행사와 선수단 ‘ ’ . 

입장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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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명 내용 인원
소요
시간

구성요소
분류

식전
행사

강상제
(The Han River 
Parade)

경기장외 행사 선상퍼레이드: 1846 7:00 SD

해맞이
(Greeting 
 the Sun)

새벽길(Dawn Road) 1351 8:00 DA7+MU

용고행렬
(Dragon  Drum Procession)  470 5:00 MU  

천지인(Heaven, Earth, and Man) 88 4:00 DA8

태초의 빛(Greeting the Sun)  1525 6:00

DA9

공식
행사

올림픽팡파르 92 1:00

귀빈입장 - 1:00

어서오세요  1100 5:00

선수단 입장 672 60:00

-

회사 - 2:00

환영사 - 2:00

개회선언  - 2:00

올림픽기 게양 1477 8:00

성화점화 - 5:00

올림픽선서 - 5:00

국가연주 - 2:00

선수단 퇴장 - 15:00

식후
행사

좋은날 
(Great Day) 

강복과 차일춤
(Tent Dance and Parachute Stunt) 

876 7:00 VA + PA

화관무 태평성- 
(A Great Day - Flower Dance) 

1450 5:00 DA10

혼돈 (Chaos) 개국 전통가면과 가면무60 793 5:00 DA11

벽을 넘어서
(Beyond All 
Barriers ) 

태권도 시범 1008 5:00 SD

정적 (Silence)  굴렁쇠 굴리는 소년 1 1:00
SD + PL

새싹 (New Sprouts) 
아이들의 놀이: 
후프 바람개비 고무줄, , 

1200 5:00

화합(Confrontation) 한국민속 고싸움놀이 사물놀이, 1450 7:00
MU+VA
+PL+PA

한마당 
(One World)

손에 손잡고‘ ’(Hand in hand) 1220 7:00
DA12+ 

MU  

표 8 서울 올림픽 개막식 구성 요소 분류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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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후행사 뒷마당 를 위해 선수단 퇴장시간을 분 소요하고 낙하산으로 고공  ( ) 15

강하를 하며 오륜을 만드는 행사인 좋은날 이 시작한다 이때 스타디움에서는 ‘ ’ . 

차일춤 즉 커다란 천을 여럿이 잡고 날리며 형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어, 

서 화려한 전통의상과 출연진의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무용 화관무( )花冠舞 공 

연이 진행된다 뒤의 혼돈 장에서는 세계 각종 탈 소품을 든 현 무용수들이 . ‘ ’ 

어지럽게 뛰어다닌다.   

벽을 넘어서 장은 스포츠 시범 요소 가 나온 장으로 한국의 국기 무예  ‘ ’ (SD) , 

태권도 시범이다 명의 절도 있는 시범과 격파 장면으로 국내에서 여전히 . 1,008

회자되고 있다 직후에 정적 장에서는 무용단들의 군무와 태권도 선수단의 격. ‘ ’ 

파 시범까지 끝난 후 빈 경기장을 작은 굴렁쇠를 손으로 굴리며 뛰어가는 소, 

년이 나온다 소년 윤태웅 당시 세 은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던 . ( , 8 ) 1981

년 당시에 태어난 소년으로 년간의 생명의 성장과 역사를 상징했다 굴렁쇠는 8 . 

어린아이들 옛 장난감의 한 종류로 쇠나 나무를 둥글게 만든 테이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수레바퀴 같은 테에 막 기를 받치고 굴리며 노는 놀이로 이 장은 ). 

놀이 요소 로 분류했다 놀이 요소는 뒤이어 나오는 어린이들의 놀이 한마(PL) . 

당 장면으로도 이어진다 굴렁쇠 소년에 이어 명의 아이들이 나와 후프. 1,200 , 

바람개비 고무줄 등의 놀이를 즐기며 앞으로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새싹 장을 , ‘ ’

구성한다.

이어서 화합 장에는 한국의 전통 놀이 고싸움 고놀이 이 나온다 고싸움은   ‘ ’ ‘ ’( ) . 

볏짚으로 여럿이 올라탈 수 있는 고를 만들고 편을 갈라 싸움을 벌이는 민속놀

이의 하나이다 고를 맞 고 밀어붙여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 한복의 옷고름에. 

서 보이는 둥글게 말아 매듭을 지은 부분의 고에서 유래해 붙여진 것이다 고, . 

싸움은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을 길러주는 동놀이이며 준비 기간도 길고 고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큰 규모의 민속놀이로서 아직까지도 그 명

맥이 잘 유지되고 있다 스포츠백과( , 2008). 

여기서 세 개의 놀이 요소 가 연이어 나오는데 이러한 현상은 년  당  (PL)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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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분화되어 있는 것을 모아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민중문화가 강조되던 시기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학가에서는 춤과 . 

음악이 어우러지고 놀이 요소가 강한 탈춤 풍물 민요 등의 패가 활동하며 건, , 

전한 민족정서를 일깨우고 회복시키는 전통문화 활동으로 인식되는 때였다 사. 

회문화적 면에서 농업사회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으며 노동의 활기찬 전환

을 위하는 것으로 진정한 인문화 이자 민족의 독특한 문화 예술적 미의, ( ) ·人文化

식을 갖고 있는 총체적 연희 형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원호 김성재( , 1999; , 

2013).

예술프로그램 마지막은 총 출연진이 나와 음악과 춤으로 어울리는 한마당 장  ‘ ’

으로 개국 민속팀이 함께 평화의 행진을 하며 개막식이 마무리된다 서울 올12 . 

림픽 개막식은 예술프로그램에서 무용 스포츠 시범 음악 행진(DA), (SD), (MU), 

놀이 등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구성되기 시작함으로써 예술프로그램(PA), (PL) 

의 한층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용의 분석 및 해석 (3) 

서울올림픽 예술프로그램에 무용은 여섯 가지인   DA7-DA12로 나타났다 주로 . 

전통무용 과 현 무용 두 종류가 확연하게 (Traditional dance) (Modern dance) 

구분되었다. 

  DA7은 새벽길 장면의 한국 민속무용인 삼고무 와 소고춤 춤‘ ’ ‘ ’( ) ‘ ’( )三鼓舞 小鼓

이 등장한다 북꾼들에 의해 터씻음을 하는 뜻으로 한국의 민속적 의식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삼고무는 한 명의 무용수가 세 개의 북을 치며 추는 춤으로 . 

북에 둘러싸여 제자리에서 추는 무용수의 기교가 돋보이는 춤이며 소고춤은 , 

작은 소고를 들고 이동하며 흥을 돋우는 춤이다 최근에는 종합적으로 재구성. 

한 창작 춤을 추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민속무용들이다 본 장의 안무. 

담당은 연극 연출자인 허규 협동안무가는 한국무용가 조흥동이다 극의 전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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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서 특히 무용수들의 민속무용 움직임은 협동안무가 조흥동의 전문성으로 

사료된다.  

  DA8은 천지인 장에서 한국의 선녀로 분한 무용수 그룹과 그리스의 여신으로 ‘ ’

분한 무용수 그룹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군무이다 여성무용수 명은 국립발. 88

레단과 서울예술단 소속의 전문무용수로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확연한 무용 88

형태를 가진다 선녀 그룹은 한국무용을 여신 그룹은 발레의 정형성을 가진 무. 

용이다. 

  DA9에서는 현 무용이 등장한다 태초의 빛 장의 현 무용 동작은 개개인의 . ‘ ’

움직임 형태와 순서보다는 단체의 이동을 통해 스타디움에 형상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두는 단체무용이다 무용수들은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며 . ‘88’, 

어서오세요 라는 글자형태와 오륜 그리고 엠블렘 형상까지 만‘WELCOME’, ‘ ’ , 

들어낸다 본 장면은 공식행사의 선수단 입장 전까지 이루어지며 세계인들 향. 

한 환영의 의미를 담았다 서울올림픽 공식안내 책자에는 경쾌한 현 음악에 . ‘

맞추어 색색의 가벼운 옷을 입은 학생 명이 경기장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600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 자유로운 구도로 싱싱하고 발랄한 현 무용을 펼친다’

라고 설명한다 오리콤( , 1988).

  DA10은 한국 전통성을 지닌 무용 화관무 를 위해 명이 등장한‘ ’( ) 1450花冠舞

다 화관무는 궁중무용 복식에 꽃으로 장신된 관을 쓰고 색이 들어간 한삼을 . 

들고 추는 춤이다 제목은 태평성 로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 를 표현한 . ‘ ’

것이다 화려한 의상과 한삼이 눈에 띄며 열을 갖춘 정제된 움직임으로 일관. 

했다.   

  DA11에는 혼돈 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고유의 전통 탈이 등장하고 무용수‘ ’

들은 사방으로 뛰어다닌다 여러 민족이 뒤섞여 겪는 불화와 갈등 무질서를 표. , 

현하는 것으로 무용수는 무용의 움직임보다는 형 탈을 소품처럼 들고 시각적 

형을 갖추는데 중점적이다 마지막 . DA12는 모든 출연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마무리 장면이다 중앙 단상 위에서 무용단의 쇼 댄스 형태 율동을 테마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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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분에 잠깐 움직이고 이내 수천 명의 모든 출연자가 한데 모여 원을 만, 

들며 개막식은 마무리 된다. 

전체적으로 무용 요소에서 한국무용  (DA7, DA10 은 한국의 전통성을 살린 그 )

고유함이 드러났으며 현 무용, 19)(DA9, DA11 은 극 진행을 위한 비교적 자유로)

운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이 무용 요소들 모두 동작의 구성보다는 단체가 이루. 

어내는 규모면에 중점을 둔 단체체조와 단체무용 형태로 나타난다. 

바르셀로나 올림픽4) 1992 

개막식 개요   (1) 

  제 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 스25 1992 7 25 8 9 16

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회되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개국 중 개국의 . 183 169

명이 참가한 최  규모의 회로 인종과 종교 정치적 갈등을 초월한 9,356 , 

회로 평가받는다 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유럽 스포츠는 새로운 지형의 변. 1991

화를 맞으며 냉전 이후 는 활동 영역이 점차 확장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IOC . 

정치 사회적 변화들은 바르셀로나 개막식을 이념과 체제로 팽배한 냉전의 올림·

픽이 아닌 문화와 예술의 올림픽으로 거듭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개막식은 월 일 몬주익 올림픽 스타디움  7 25 ( 에Estadi Ol mpic de Montju c)í ï

서 열렸으며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은 인생의 친구 라는  ‘ ’(Friends for life)

주제로 카탈루냐(Catalunya)의 전통 예술과 현  음악이 어우러진 무 였다 카. 

탈루냐는 스페인 북동부 자치 지방의 북쪽은 프랑스 경계이고 동쪽과 남쪽은 , 

지중해와 맞닿은 지역으로 중심지가 바르셀로나이다 카탈루냐는 세기 스페. 15

인이 통일된 이 후 세기부터 지금까지 카탈루냐의 독립을 위한 분리 운동을 17

19) 여기서의 현 무용 용어 사용은 서울올림픽 공식보고서 기록의 현 무용 를 따 ‘ ’, ‘Modern dance’
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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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이들은 스페인 다른 지역과 언어적 문화적으로 구, 

별된다 카탈루냐의 차별되는 민족적 정체성은 올림픽 개막식에서 스페인 특유. 

의 다채로운 색채와 더불어 끝없이 이어진 음악 미술과 함께 예술적 감동을 , 

만들어 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술프로그램의 구성  (2) 

 

바르셀로나 개막식에서의 특이점은 이전 회와 비교하여 개막식 비중의 절  

반 이상이 음악 공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정상의 성악가 명이 . 6

적극 출연하여 오페라 무 를 구성하고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단이 더하여 예술

공연 무 로 만들었다. 

본 개막식의 총감독 는 직전 세 번의 올림픽 모스크바  Josep Roca , 1980 , 

로스앤젤레스 서울의 개막식 모든 공통점이 더 새로운 다른 요소1984 , 1988 

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독이 이처럼 이(Roca, J., 1996: 229). 

전과 다른 공연을 고민하면서 다양한 요소를 첨가하고 기획한 덕에 프로그램, 

의 풍부함으로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본격적으로 개막식의 소요시간은 시간3

을 넘기기 시작한다 기존의 개막식들과 다르게 성악가들의 돋보이는 독창과 . 

연극적인 요소 화려한 무  미술 등으로 채워졌다, . 

본 예술프로그램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지중해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바다를   . 

표현하기 위해 경기장 바닥을 푸른색으로 만들었으며 이 무  효과는 주요 작

품인 지중해 올림픽의 바다 에서 무용수들‘The Mediterranean, Olympic sea’( , )

과 함께 극적인 바다 효과를 드러냈다 또한 이런 극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 스. 

타디움을 채우며 볼거리를 제공하는 형 무 미술 장치와 인형극 이 (Puppetry)

등장한다 즉 바다를 가르며 항해하는 커다란 배 모형와 스페인 미술가들 작품. , 

을 형상화한 캐릭터 인형 스프링으로 만든 기다란 인형 등이다 이러한 요소들, . 

은 예술프로그램 구성요소 중 기술 또는 시각예술 의 초기 모습을 가지며 ‘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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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올림픽에서 점차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본 개막식의 예술 감독을 맡은 는 서울이나 로스앤젤레스와   Manuel Huerga

같은 안무 조건에서 일할 주요 무용단이나 엄청난 수의 무용수를 찾는 것이 어

려웠음을 토로하고 그것보다 더 독자적인 쇼를 목표로 했다, (Huerga, M., 

그는 구성에 있어 성악가의 독창이나 플라멩코 댄서의 독무에 주1996: 253). 

목하였는데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전체적인 규모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축소되었

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요소를 첨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바르. 

셀로나 올림픽의 개막식은 전형적인 요소에 답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결과, 

적으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예술프로그램을 만들어내었다 즉 체제와 질서 자. , 

본 등이 아닌 창조성과 예술성에 한 고민을 통해 음악 시각 예술 무용 그리, , 

고 독무까지 예술적 표현을 총망라한 최초의 개막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바르셀. 

로나 올림픽 개막식의 구성과 예술프로그램의 분류는 다음의 표 과 같다< 9> .

예술프로그램의 구성은 이전의 서울 올림픽 때와 같이 식전행사 공식행사  - -

식후행사의 구조를 갖추었다 식전행사는 화려한 볼거리를 위해 음악 과 . (MU)

함께 무용 시각예술 극 이 종합된 공연이었고 식후행사는 음악(DA), (VA), (TH)

공연이 중점적이었다. 

첫 번째 안녕 장에서는 전통음악단 연주에 맞추어 화려한 의상의 무  ‘Hola!’( !)

용수들이 등장해 글자와 엠블렘 형을 만든다 장에서는 HOLA . ‘Welcome’ 360

명의 음악가과 명 무용수가 함께 하는 까탈루냐 전통음악과 무용으로 환영600

의 의미를 나타난다 스페인 작곡가 의 음악 . Joann Llu s Moraleda(1943-)í

환영 부분에 올림픽 링을 형성하고 무 에서는 합창단이 카탈루‘Benvinguts’( ) , 

냐 민속 음악 깃발 노래 를 부르기 시작한다 명의 “Cant del la Senyera( )” . 600

무용수는 리듬에 맞춰 커다란 하트 형을 만들고 그 순간 마리의 비둘기1,500 

가 날아가며 극적 연출을 의도하였다(199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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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람블라 또는 람블라스 거리라고 하며 바르셀로나 시내 중심의 유명한 가로수 길 이름이다.

구
분

작품명 내용 인원
소요
시간

구성요소
분류

공
연

Hola!
안녕( )

Rambla de les Flors
람블라의 꽃들( )20)

200 
dancers
80 
musicians

6:40
DAl3 

+ MU  귀빈 입장
국기 게양 및 국가 연주

Welcome
환영( )

카탈루냐 전통무용 Sardanan: 600 
dancers
360
musicians

4:10
DA14

 

+ MU 
Cant del la Senyera:
오륜기 형 비둘기 방출, 

Land of Passion
열정의 땅( )

플라멩고 춤 (Flamenco)
독무Cristina Hoyos 

‘Del cabello m s sutil’á

300 
musicians
200 
dancers 

16:00
 DA15

+ MU 

The 
Mediterranean, 
Olympic sea
지중해( , 
올림픽의 바다) 

불꽃형태 의상과 형
올리브 나뭇가지

1,000 19:40

DA16 

+M U 
+ VA 
+ TH

고 선수와 헤라클레스 모형

Barca nona of Hercules : 
헤라클레스의 모험선 바르카노나

공
식
행
사

선수단입장 리듬체조 시범( )
80 
gymnast

   1:
18:00

-

회사 및 환영사 

- 23:30

개회선언

올림픽기 게양

올림픽 찬가

성화봉송 및 점화

선수 표 심판 표 선서, 

공
연

The human 
pyramids
인간 피라미드( )

카스텔 인간탑쌓기 Castells ( ) : 
까딸루냐 지방 전통놀이 2714 3:10 PL

Opera, music for 
the universe
오페라( , 
전 세계를 위한 
음악)

명의 세계적인 오페라가수6
(Jaume Aragall, Joan Pons, 
Teresa Berganza, 
Montserrat Caball , é
Josep Carreras, Pl cido Domingo)á

6 13:30 MU

The anthem of 
유럽송가Europe( ) 

Ode to Joy :
베토벤 환희의 송가 합창‘ × 4:00 MU

표 9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 구성 요소 분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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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열정의 땅 장에서는 제목에 맞게 스페인 전통의   ‘Land of Passion’( ) 

열정적 춤과 음악인 플라멩코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서 (Flamenco) . ‘The 

지중해 올림픽의 바다 장에서는 극과 무 미술Mediterranean, Olympic sea‘( , ) 

이 종합된 공연이 펼쳐진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헤라클레스. ·

가 등장하며 고  올림픽 게임과 바르셀로나의 신화를 표현한다 고(Herakles) . 

 그리스 시인 핀다로스가 올림피즘의 창시자라 칭했던 반인반신 헤라클레스

를 상징하는 형 금속 모형과 그리스 선수들의 달리기 경주 장면이 펼쳐지며 

고  올림픽과 현  올림픽의 연속성을 전달하려 한다.  

곧 신호가 들리고 헤라클레스의 모험선과 돛 가 등장한다 형 배의 등장  . 

은 푸르게 꾸민 스타디움 바다를 항해하듯 가로지른다 반 편의 공격적이고 . 

기괴한 형상의 우주선은 헤라클레스의 모험선을 공격하고 위험과 전쟁 혼란의 , 

장면이 펼쳐진다 곧 고요해지고 배는 무사히 질서를 회복한다 이 장면은 헤라. . 

클레스의 바르카노나 아홉 번째 배 라는 뜻으로 헤라클레스가 탐(Barca nona), ‘ ’

험을 위해 가져간 배중 아홉 번째 배가 카탈란 해안가에 도착하였다(Catalan) 

고 전해지면서 지금의 바르셀로나의 유래가 된 장면을 서술한 것이다. 본 장면 

은 예술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주최국의 역사와 신화를 묘사한 장면으로써 의

미를 가진다. 

공식보고서도 이 장면에 해 선원 배 그리고 바다의 스펙터클한 움직임은   ‘ , 

심오한 연극 및 안무 의 연구와 준비의 결과 라 강조(theatrical) (choreographic) ’

한다 이렇게 식전행사가 극적인 연출로 마무리된 후 공식행사가 진행된다 식. . 

후행사에는 카스텔 이라는 카탈루냐 전통 놀이인 인간탑 쌓기로 시작‘Castells’( )

한다 마지막 오페라 전 세계를 위한 음악 장은 . Opera, music for the universe( , )

스페인을 표하는 명의 오페라가수 6 Jaume Aragall, Joan Pons, Teresa 

의 오페라 공Berganza, Montserrat Caball , Josep Carreras, Pl cido Domingoé á

연이 펼쳐지고 유럽연합 송가인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합창을 끝으로 개막식은 ‘ ’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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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중 눈에 띄는 점은 성화 점화를 개막식의 거의 후반부에 배치하였다  

는 것이다 이전의 낮에 행해지던 올림픽과는 다르게 해가 지고 어두워진 시간. 

과 공간에서 독특한 점화식을 연출한다 장애인 양궁선수 는 . Antonio Rebollo

건네받은 성화를 화살촉에 붙여 위쪽 성화 를 향해 불화살을 쏘고 이것이 성

화 를 명중하며 불이 타오르는 명장면이 되었다 이 성화 장(Chase, C., 2016). 

면은 아직도 회자되며 손에 꼽히고 있는데 유일하게 성화 봉송자가 손으로 직 

붙이지 않은 장면으로 지목된다.

개막식 시간을 어두워진 저녁 시간으로 설정한 것은 전체 구성에 도움이 되  

었고 바르셀로나는 주최국이 실제 할 수 있는 개막식의 예술적 가능성에 시간

을 할애함으로서 공연예술로서의 첫 번째 올림픽 개막식 이(Ellwood, G., 2016)

라 할 만큼 화려한 장관의 쇼를 제공했다.

  무용의 분석 및 해석(3)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총 개의 무용요소  4 , DAl3-DAl6으로 나타

났으며 스페인의 전통 무용이 두드러지는 특색을 가졌다. 

먼저   DAl3은 안녕 장에 나오는 장면으로 총 천연색의 의상을 입은 ‘Hola!’( )

무용수들이 음악가들 연주와 함께 등장하고 모두가 여러 방향으로 뛰어다니며 

글씨 형상과 꽃 엠블렘 형을 만든다 조금씩 현 무용 움직임을 보이HOLA , . 

지만, 날개 달린 과한 의상으로 인해 팔로 날갯짓을 표현하는데 그친다 이는 . 

이전의 개막식에서와 같이 개개인의 동작과 순서보다는 단체의 이동을 통해 스

타디움 위에 형상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단체무용으로 분류된다.

다음 장에서 나온   ‘Welcome’ DAl4는 카탈루냐 전통 민속춤 이 소, ‘Sardanan’

개된다 이 춤은 써클 댄스의 전형으로 명의 남녀무용수들이 흰 색 유니폼. 600

을 입고 커플로 등장해 모두 손을 잡고 크고 작은 원을 만들면서 춤을 춘다. 

세부 동작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손을 잡고 약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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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를 하며 발을 움직일 뿐이다 로 부르는 스트랩으로 발목을 묶는 . Espardenya

전용 신발을 신고 작게 움직이던 무용수들은 오륜과 하트모양의 형을 만든후 

퇴장한다.

  DAl5의 열정의 땅 장에서는 스페인의 전통 무용 플라멩‘Land of Passion’( ) 

코 춤을 춘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플라멩코는 민요와 무용 기타 연(Flamenco) . , 

주 세 가지가 융합된 예술표현으로 중심은 에스파냐 남부 안달루시아

지만 무르시아 와 엑스트레마두라 등에서도 (Andalusia) , (Murcia) (Extremadura) 

기원을 찾을 수 있는 향토 무용이며 무엇보다도 에스파냐 문화의 고유함을 나, 

타내는 유산이다.21) 명의 무용수들이 원을 만들고 있고 그 사이로 스타디움 200

을 가로지르며 말을 타고 가 등장한다 그녀는 스페인 Cristina Hoyos(1946-) . 

남서부 도시 세비아 출신의 플라멩코 안무가이자 무용수이며 배우이기(Sevilla) 

도 하다 홀로 말을 타고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무 로 나온 그녀는 무용수들. 

의 군무를 가로질러 단상으로 올라가 홀로 플라멩코를 추고 독무가 끝나면 다

시 말을 타고 유유히 퇴장했다. 

   DAl6은 지중해 올림픽의 바다 장의‘The Mediterranean, Olympic sea’( , ) 지 

중해를 표현하기 위해 명의 무용수들이 넓고 커다랗게 출렁거리는 푸른 1,000

의상을 입고 등장한다 일렁이는 파도를 표현하기 위한 곡선이 두드러지고 무. 

용수들도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회전하거나 이동한다 바다 역할의 무용수들. 

은 동작보다는 헤라클레스 배의 모험을 연기하는 극 요소와 함께 섞여 이동하

며 열을 맞추는 역할이다 다만 푸른색의 스타디움 바닥 표면과 함께 어우러. 

져 바다와 파도의 흐름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 네 개의 무용요소에서   DAl5의 플라멩코 공연에 주목한다 . 

DAl5에서 보여준 무용은 다른 무용수들과 달리 유난히 붉은색 의상을 입고 단

상에 올라가 춘 무용수 의 Cristina Hoyos 독무로 이전 개막식들의 매스게임식 , 

단체무용에 비해 단연 색다르고 돋보였다 개인의 움직임과 동작 손가락과 얼. , 

21) 인류무형문화유산  UNESCO Flamenco (https://ich.unesco.org/en/RL/flamenco-0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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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의 섬세함 보이지 않는 표현까지 잡아내며 온전히 개인의 움직임에 집중되, 

는 독보적인 무 가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예술 감독이 말한 다수의 무용수 . 

출연에 한 현실적 어려움은 독자적 무  기획으로 승화되어 그것만의 색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은 예술가들의 도시답게 . 1992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예술적 무 를 선보였으며 서서히 영상 매체의 발, , , 

달과 올림픽 실황 중계 등 여러 요소들의 관계가 발전하는 시기로서 예술프로

그램에서의 무용의 관점이 표면적 형에서 벗어나 무용 표현의 의미와 역할을 

짚어 보는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애틀랜타 올림픽5) 1996 

  개막식 개요(1) 

제 회 애틀랜타 올림픽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미국 애틀랜  26 1996 7 19 8 4

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는 세기의 축제. ‘ ’(The Celebration of the Century)

라는 회 이념으로 근  올림픽 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회로 참가자가 100

당시 올림픽 사상 최  규모가 되었다 미국은 년 동안 올림픽을 세 번이나 . 12

개최한 첫 나라가 되었으며 세 번째 올림픽 개회를 경험하게 된 미국은 철저한 

상업주의로 흑자 올림픽을 만들었지만 올림픽 상업화에 한 비판이 일면서 스

폰서 올림픽으로도 불렸다 사실 주면 기념이라는 상징성 면에서 심리적 지. 100

원을 받고 있던 아테네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반면에 애틀랜타는 , 

코카콜라 본부가 위치해 있다는 점과 미국 전역 중계권 수입에 한 기 감TV

으로 개최지 선정의 결정적 조건이 되었다 나아가 애틀랜타는 세계적 관광 및 . 

비즈니스 지역 경제 발전의 계기로 기 되면서 예상 로 올림픽 스폰서와 중, , 

계권료를 통해 역  최고 회를 계획했다 윤득헌( , 2009). 

개막식은 월 일 오후 시 분 센테니얼 올림픽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7 19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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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의 각 장면들은 전반적인 회 평가와는 다르게 호평이었다 년의 올. 100

림픽 역사성과 미국 남부의 전통성을 접목시키고 첨단 과학 기술이 어우러진 

예술작품으로 평가했다 개막식의 절정은 마지막 성화 주자인 로마 올림. 1960 

픽 금메달리스트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 였다(Muhammad Ali, 1942-2016) . 

그는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힘든 순간에도 성화 점화를 위해 나서 진정한 스

포츠 정신을 보여줌과 함께 감동적인 순간으로 꼽혔다. 

  예술프로그램의 구성(2) 

애틀랜타 올림픽 개막식은 늦은 저녁시간에 시작해 시간 동안 진행하여 다  4

음날 새벽 시 분에 종료했다 탄성의 시간이었다는 평의 이 개막식은 조명0 45 . 4

과 영상을 극 화하기 위해 특정한 어두운 무드를 조성했다 스타디움을 극장. 

의 환경과 유사한 시간과 공간으로 맞추기 위해 저녁시간에 개막식을 시작하고 

관객에게 손전등을 나눠주어 어둠에서 빛과 조명을 적극 활용하려 노력했다. 

개막식 시간을 해질녘 이후에 끝내는 것은 당시 참신하고 혁신적인 사건이었

다 이런 늦은 시간은 바르셀로나와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에서 채. 1992 1994 ( )

택된 것으로 애틀랜타에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효과를 허용하기 위해 계획된 , 

것이었다(Chappelet, J. L., 1995: 156). 

  애틀랜타의 개막식의 총괄적 내용은 근  올림픽 주년 기념이었으며100 , 조

명과 이동식 카메라를 갖춘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기술들은 지금에 와서는 흔

한 기술이 되었으나 당시 가장 현 적인 프로덕션으로 인정받았던 시점이 TV 

었다 그러나 기술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내용 구성은 매우 일반적인 년  연. 90

출이었다는 평이다(Ellwood, G., 2016). 애틀랜타 올림픽 개막식의 구성과 예

술프로그램 구성 요소의 분류는 다음 표 과 같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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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명 내용 인원
소요
시간

구성요소
분류

공연

Opening
서막( ) 오륜 형상 형(Olympic rings)

1,000 
drummer 6:30

DAl7

+MU
+VA
+PA 

Olympic 
centennial theme

올림픽 주년 ( 100
테마)

‘Summon the Heroes’
영웅의 소환 오케스트라 연주( ) 

주년 기념 형 비둘기 형상100 , 
450 children 3:20

공식
행사

귀빈입장
250 band 9:30 -

국가연주

공연

Welcomes
환영( )

남부의 에너지 넘치는 환
치어리딩(Cheerleading)

글자 형‘Atlanta ’
Clog dance

500 
cheerleader
170 dancers
180 steppers 
24 doggers
300 band

9:30

DA18

+SD
+MU
+PA 

Southern Summer 
Night

남부 여름밤( ) 

‘Georgia on my mind’
뮤지컬가수 ( Gladys Knight) 500 

Performer 4:15
MU

달밤 아래 나비와 곤충들의 춤

DA19

+VA+
+PA

The River
강( )

남부음악과 전통 상징의 춤과 연주 7:30

The Storm
폭풍( ) 

원주민과 혼란 상징의 퍼레이드
회복과 축하 합창, ‘Hallelujah’ 수백명 10:20

Celebration of 
the Centennial

주년 기념(100 )

제우스 성전(Temple of Zeus) :
고 신전 고 게임 재현 여신, , 

12:30
DA20

+VA
+PA

근  올림픽 깃발

공식
행사

선수단 입장
1:

54:00

-
개회선언

15:40
올림픽기 게양 및 올림픽 찬가

마틴루터킹 목사 추모 (Martin Luther King) 
성화봉송 및 점화
선수 심판 선서, 

공연
Final
마무리( )

‘The Power of the Dream’ 
팝가수 ( Celine Dion)

‘Faster, Higher, Stronger’
가수 ( Jessye Norman)

- 13:00 MU

표 10 애틀랜타 올림픽 개막식 구성 요소 분류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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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서막 은 스타디움 위쪽에서 깃  ‘Opening’( )

발과 바람이 솟아오르며 시작한다 천막으로 시각적 효과를 제시하며 천 명이 . 

넘는 오색의 화려한 의상과 가면을 쓴 공연자들이 타악기를 두드리며 등장한

다 무용과 음악이 어우러져 고무적 분위기로 고조시키고 오륜과 비둘기 형. 

들을 만들며 시작의 흥을 돋운다 바로 이어 영웅의 소. ‘Summon the Heroes’(

환 곡과 국가연주가 끝난 후 장 에서는 남부의 열기와 에너지 넘치) , ‘Welcome’

는 환 의 장면으로 무용수는 물론 치어리더 행진 악단 트럭 까지 등장하며 , , 

템포가 빠르고 힘이 넘치는 무 를 장식한다 치어리딩은 운동의 한 (1997: 59). 

종류로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어 스포츠시범 요소로 분류하였다(SD) . 

앞의 열정 넘치는 무  뒤에는 좀 더 드라마적 의미를 담은 따듯한 남부의   

여름 무 를 재현했다 남부 여름밤 장과 . ‘Southern Summer Night’( ) ‘The 

강 폭풍 장은 작품의 연결성이 있게 제시되었는데 여름 River’( ), ‘The Storm’( ) , 

달밤 아래 나비와 곤충을 표현하는 화려하고 이색적인 의상의 공연자들이 등장

하고 이내 물결과 물고기 신사와 숙녀 모양의 형 인형들이 출연한다, .

흐르는 강과 폭풍을 의상을 입은 공연자들의 굴곡진 행진 형으로 표현한  

다 미국 남부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남부 여름 밤 장은 애틀랜타의 부활과 축. ‘ ’ 

제 분위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가장 인상적인 주년 기념 장은 고  올림  ‘Celebration of the Centennial’(100 )

픽의 정신을 기리는 웅장한 규모의 실루엣 쇼와 근  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

을 보여주며 근  올림픽 년을 기념한다 좀 더 많은 장관을 제공하기 위해 100 . 

많은 요소들이 첨가되고 그 때문에 무용요소는 전체 요소들과 통합되거나 축약

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무용 관점으로 볼 때 안무 표현 면에서 공간적 변화가 

나타난 시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작품명 ‘ 주Celebration of the Centennial’(100

년 기념 에서는 고  올림픽 재창출의) 역사적 의미를 미적  기술을 적극 활용하

여 표출했는데 이 고  성전 장면에서 조명 사용과 크게 확 된 무용수 모습 , 

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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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의 분석과 해석(3) 

  

  본 예술프로그램에서 무용요소는 총 네 개, DAl7-DA20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으로 형 설치물이나 무 미술 등의 시각적인 효과를 위주로 강조하는 연출로 

무용의 역할은 공간 채우기 위주의 단체무용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에 비. 

해 독자적인 무용이 출연하기 보다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융합되는 현상을 보

여주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시각적 장관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가 

되었다. 

서막 장면의  ‘Opening’( )  DAl7은 스타디움 사방에서 오색의 의상을 입은 무용

수와 타악기 연주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크게 제작된 부풀려진 의상과 가면. 

을 쓰고 있어 마치 인형극에 나오는 배우들 모습이다 오색의 공연자 그룹이 . 

오륜 형을 만들기 위해 스타디움을 연속적으로 뛰어다니며 리듬에 맞춰 춤을 

춘다 하지만 크고 화려한 의상과 열을 위한 이동거리 때문에 특정한 동작은 . , 

나타나지 않는다 흰 의상을 입은 어린이 공연자 무리와 합쳐지면서 오륜과 숫. 

자 형상이 나타나고 연이어 비둘기 형상이 그려진다 보다 선명한 매스100 . 

그림을 위해 공연자들은 같은 색의 천을 들고 흔들어 준다 이 부분은 (Mass) . 

무용 요소보다는 음악과 행진의 목적이 더 크게 나타났다.  

환영 장의   ‘Welcome’( ) DAl8은 천 명이 넘는 공연자들이 등장하면서 힘이 넘

치고 활기찬 분위기의 환영 인사가 이어지고 그 안에 무용수들이 있다 춤의 . 

형식은 축제의 열기를 조성하기 위한 치어리딩 응원의 목적이 강하고 통일된 

안무와 구호 박수 등이 이어진다 붉은 옷을 입은 무용수들은 지팡이를 들고 , . 

등장하는데 지팡이를 활용한 춤 동작보다는 주로 손바닥을 몸에 다양한 방법으

로 부딪치고 발을 구르는 등 소리를 만들며 박자를 맞춘다 현 적 힙합의 움. 

직임을 잠깐 보이지만 형을 만들기 위해 다른 공연자들에 섞여 빠르게 사라

진다. 

여기서 보여준 무용 형식은 공식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C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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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그 댄스 유형으로 분류된다 클로그 댄스는 미국의 표 민속 발현dance’( ) . 

악기인 밴조(Banjo)22) 연주에 맞춰 추며 애틀랜타 북쪽 특히 산악지방의 민속 

춤이라고 안내된다.23)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유행한 신발에 나무를 덧 어 소리 

를 내며 추는 춤으로 탭댄스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24) 무용수들은 스텝을 빠르 

고 경쾌하게 밟으며 스타디움을 향해 전진하고 그룹마다 수행 부분은 짧게 끝

이 난다 이 부분은 클로그댄스와 치어리딩의 요소가 섞인 신나고 힘이 넘치는 . 

재해석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DAl9 는 남부 여름밤 장과 강‘Southern Summer Night’( ) ‘The River’( ), ‘The 

폭풍 장의 연결된 장면에 출연하는 움직임으로 이 부분은 Storm’( ) 의상이 가지

는 효과를 돋보이기 위해 의상을 팔로 휘젓는 가장행렬 형식에 가깝( ) 假裝行列

다 시각적 무  미술이 돋보이는 무 로 각종 화려한 의상과 형 인형들 긴 . , 

천 등이 많아 공연자들의 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음악과 어우러지. 

는 서정적인 분위기를 가진 단체무용 공연으로 고려된다. 

  DA20은 지금까지의 개막식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근  올림픽 . 

주년 기념의 취지를 잘 살려 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과 고  100 (Zeus) 

그리스 운동선수로 분장한 공연자들이 등장한다 위로 세워 쭉 뻗은 기둥과 그. 

것들을 둘러싼 형 천을 이용하여 웅장한 고  신전을 짓는다 이렇게 세워진 . 

천막 신전에 조명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고  그리스 선수들의 거 한 그림자 

실루엣이 드리워진다 선수들은 다양한 고  스포츠인 투창 투포환 활쏘기 판. , , , 

크라티온 육상 동작들을 재현한다 이윽고 여사제들이 발레 동작을 하며 나타, . 

나 선수에게 올리브 관을 씌워준다 이때 여자 무용수는 고전발레 동작인 그랑. 

쥬떼 팡쉐 부레(Grand jet ), (Ponch ), (Bé é ourr e),é 포 드 브라 등 (Port de bras) 

22) 밴조의 전신은 서아프리카의 응고니 잘람 아콘팅 등으로 (Ngoni, Nkoni), (Xalam), (Akonting) 
부터 비롯된 것으로 세기 미국 전역에 알려져 대중적으로 자리 잡은 기타의 일종인 현악기, 19
이다. 

23) 스페인 공영 방송 의 개막식 중계 방송을 참고하였다 TV TVE 1 .
 (https://youtu.be/jcwt-VNG2uE)

24) Encyclopaedia Britannica: Clog dance(https://www.britannica.com/art/clog-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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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적 동작들을 초간 춘다 무용의 특정 형식과 동작이 드러나면서 시각40 . 

적 효과를 활용하여 본래의 주제를 잘 살려내는 장면을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애틀랜타 올림픽 개막식의 무용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복합되어   

나타나며 특히 조명의 사용과 의상 무 미술 등과 융합된 무  공연의 면모를 , 

갖추었다.

시드니 올림픽6) 2000 

   개막식 개요(1) 

제 회 시드니 올림픽은 새로운 천년을 여는 첫 회로 년 월 일부  27 2000 9 15

터 월 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주제는 하나10 1 . ‘

의 목표를 위한 모두의 마음 함께 나누는 정신 꿈을 향한 도전, , ’(Thousands 

이었다 이 회는 of hearts with one goal, Share the Spirit, Dare to Dream) .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을 계획하며 올림픽 경기장까지 전철 노선을 신설하고 천

연가스 버스 배치와 사격장과 양궁장을 가건물로 건축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

였다 이 회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남 북한이 한반도기 아래 동시에 입장한 . ·

최초의 회이기도 하다. 

는 애틀랜타 때의 논란을 보강하며 내실을 기할 담한 변화를 고려했  IOC

다 이때부터 베이징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활동이 박차를 가하면서 냉. , 

전은 사라져 국제 정치적 역할은 약화되었지만 상업주의로 물들어가는 국제 경

제적 역할은 확 되어 국가와 지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갔다 윤득헌( , 

2009).  

개막식은 월 일 오후 시 분 호주 올림픽 경기장에서 진행되었으며 호  9 15 8 30 , 

주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생활 방식의 아이콘을 볼 수 있는 예술적 

공연으로 더욱 승화되었다 주로 호주 안에서의 그들이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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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주민과 이주민들 간의 이질적 문화의 만남과 변화 그러한 문화의 다양성, 

을 다루었다 개막식 전체 진행에 있어 기술적 효과의 과감한 첨가와 내용 면. 

에서의 서사 구조의 제시가 이전 예술프로그램들에 비해 다시 한 번 발전적 면

모를 보인다.

   예술프로그램의 구성(2)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서 주목 할 점은 전체적 내용에서 서사  

적 구조의 시작이다 물론 이전의 올림픽에서 예술적 표현을 위한 노력은 충분. 

히 드러났다 이전의 바르셀로나의 경우 헤라클레스의 모험을 통해 그들. 1992 

의 역사적 기원과 도시의 유래를 서술하였다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더 발전된 . 

모습으로 작품 전체의 연결성 있는 진행을 염두하고 하나의 상황을 설정한다. 

설정된 상황이란 개막식 작품 전체에 어린 소녀를 등장시키고 그 아이의 눈에 

비춰진 세계를 펼쳐내는 것이었다 전체 작품 안에서 소녀의 주인공 관찰자 시. 

점의 서사 구조를 갖으며, 작품마다의 진행 내에서 소녀를 통해 역사와 모험, 

그리고 변화와 희망 등을 보여주는 구조이다. 호주의 배우이자 가수인 세 소13

녀 가 개막식 전체에 등장하여 극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Nikki Webster

작품 깊은 바다 꿈 의 로 등장(2001: 53).  ‘Deep Sea Dreaming’( ) ‘Hero girl’

하여 연기를 하는 소녀는 이내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 가면서 심해를 모험하게 

된다 그 뒤로도 다른 장면마다 공연자들과 만나고 뒤에 독창의 무 를 가지면. , 

서 통합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시켜 준다 이러한 연결성을 위해 본 개막식. 

은 공식행사 전에 모든 예술프로그램을 모아서 진행하였다 이전의 식전 후 행. ·

사 배치의 구성과 다르게 예술프로그램을 모두 끝낸 후 공식행사로 구성되며 

공식행사도 자연스럽게 예술적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다. 

또 주목할 점은 개막식 마무리의 성화 점화 배치이다 이후로 모든 올림픽   . 

개막식에서 성화 점화는 예술프로그램의 마무리에 설정하는 구조를 가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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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암흑의 공간에서 공연장 구색을 갖춘 것과 더불어 이에 극적인 연출을 더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의 구성과 예술프로그램의 . 

분류는 다음의 표 와 같다< 11> . 

예술프로그램의 시작인 안녕 는 의 줄임말로 호주 특유  ‘G-Day’( ) Good Day

의 인사법이다 여기서는 년 호주 영화 스. 1982 ‘The man from Snowy River’(

노위강에서 온 사나이 의 장면을 연출하며 명의 말을 탄 기수들이 등장하여 ) 120

행진한다.

극이 시작되는 꿈꾸는 깊은 바다 장은 소녀   ‘Deep Sea Dreaming’( ) Nikki 

가 홀로 해변에 등장한다 해변에서 잠이든 소녀는 공중케이블에 매달Webster . 

려 부드럽게 떨어지면서 심해로 빠져드는 장면이 연출된다 스타디움에는 현란. 

한 색과 거 한 크기의 심해 생물들이 가득 출연한다. 형 인형과 무 미술의 

효과로 입체적 공간을 더욱 활용하였다 차원의 형 어항. 3 과도 같이 심해를  

유영하는 신비로운 상황이 이루어진다(White, L., 2006: 127). 

  이렇게 공연자가 공중비행시스템의 와이어를 달고 스타디움을 날아다는 장면 

은 이후 모든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기술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와 함께 . 

주위를 날아다니는 해파리와 물고기 등 풍선으로 만든 형 인형들은 마치 바

다 속을 유영하는 느낌을 기발하게 재현하였고 이러한 효과들은 스타디움에서 

수평적인 연출에 불과했던 공간이 그 이상의 수직적 공간을 채우기 위한 시도

로서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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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명 내용 인원
소용
시간

구성요소
분류

공연

G-Day
안녕( )

‘The man from Snowy River’ :
영화 스노위강에서 온 사나이( ‘ ’) 
말을 탄 목동들 올림픽기 행렬 , 

120 11:35 PA

Deep Sea 
Dreaming

깊은 바다 꿈( )

 Hero girl  :
바다로 모험을 간 소녀와  
심해 생물들 

800
150

8:00
DA21 
+VA
+TH

Awakening
깨어나다( )

‘Inma Kungkarankalpa ’ 
‘Aumuller rhythm dance’
‘Dhum Dhum dance’

350 12:00 DA22 + MU

불꽃Fire( ) 불과 땅 불을 뿜는 공연자: 200 7:00 VA + PA

자연Nature( )
호주의 고유한 자연식물과 
캥거루 왈라비, 

DA23 + MU
+VA

Tin Symphony
틴심포니( )

금속기구의 행렬 탭댄스, (Irish Jigs)
바이올린 연주Ian Cooper 

10:00
DA24++MU 
+VA+TH

도착The Arrivals( ) 호주 이민자와 그들의 오색 다문화 2500 7:00
DA25+MU

+VA

Under 
southern skies
남쪽하늘 아래( )

‘Under southern skies’: 
소녀의 노래 출연자의 합창, 

총출연 3:30 MU

영원Eternity( ) 탭댄스와 총 출연자의 리듬댄스 1,300 6:00 DA26+MU

Olympic band
올림픽 밴드( )

세계 개국 구성 청년 밴드 20
연주 ‘Ode to Joy’ 8:00 MU+PA

공식
행사

선수단 입장

-
-

회사 및 환영사 개회선언, 

가수 공연 오륜모형Vanessa Amorosi , 

올림픽기 게양 및 올림픽찬가

선수 표 심판 표 선서, 

성화봉송 및 점화

표 11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구성 요소 분류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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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녀가 바다를 빠져나온 뒤 다음의 깨어나다 장에서는   ‘Awakening’( ) 호

주의 역사적 서사를 위해 고  문화와 기원을 재현한다. 소녀는 공연 동안 그녀를 

안내 할 부족의 위 한 댄서 를 만난다 그와 함께 Djakapurra Munyarryun . 이

민자 이전에 살던 원주민, Aborigine 부족이 등장하며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민속 

춤이 등장한다. 

불꽃 장에서는 불을 든 명의 공연자가 등장하여 숨으로 맹렬히 불을 뿜  ‘Fire’( ) 140

으며 경기장을 행진한다 아비규환 같은 현장은 호주의 자연과 그것을 잡은 불을 의. 

미한다 불의 행진 뒤에는 밝고 평온한 자연을 뜻하는 자연 장이 이어진다. ‘Nature’( ) . 

호주만이 가지는 특유의 자연을 상징하는 나무 꽃 동물 등이 조화롭게 나타난다, , . 

이 장들은 호주의 독특한 풍경과 초래될 수 있는 화재 그리고 원주민들의 전통적 토

지관리 방식인 불을 통해 재생되는 자연을 소개한 것이다 마무리에는 조화로운 정. 

원을 만들며 정화와 순환을 표현한다. 

다음   ‘ 틴 심포니 장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양철 즉 정착민들Tin symphony’( ) , 

이 사용했던 건물 지붕이나 산업 농기계 등의 금속을 표현한다 금속 헬멧과 , . 

금속을 용접하는 불꽃이 가득하고 마을사람으로 분장한 공연자들은 타작과 벌, 

목 양털깍기 채찍질 등을 연기하며 형 소품인 풍차와 농기구 등과 함께 출, , 

연한다 이 부분은 이 연출한 장으로 장면 설정은 오스트레일리. Nigel Jamieson

아 출생 화가 의 년 작품 로부터 Sidney Nolan(1917-1992) 1955 <Ned Kelly>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 그림은 실존했던 호주의 영웅이자 무법자 . Ned Kelly 

를 반복해서 그린 시리즈로 본 장의 연출에서도 그와 흡사한 사각(1854-1880) , 

형으로 켈리의 갑옷을 표현해 간소하고 명확한 이미지로 제공한다 거기에 금. 

속과 갑옷 불꽃 등이 어울려 , 호주 형성 시기의 에너지와 활력 유머 폭력, , , 불량

함 등의 시 분위기를 담았다(larrikinism) . 

도착 장은   ‘The Arrival’( ) 호주의 이민자들을 뜻하는 각기 다른 오색으로 꾸민 

그룹이 등장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순서로 등장하. , , , , 

며 형 가면과 다채로운 의상을 입은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그룹 명이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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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행진한다. 이어진 남쪽 하늘 아래 장은 주인공  ‘Under Southern Skies’( )

소녀 가 부르는 노래 제목과도 같다 소녀의 독창에 이어서 도착한 모든 Nikki . 

출연자들의 합창이 이어진다. 

무용요소가 돋보인 영원 장에서는 틴 심포니와 연결성이 있는 구조  ‘Eternity’( )

물과 탭댄스가 등장한다 명의 흥겨운 탭댄스 뒤에 의 연주. 150 ‘Olympic Band’

로 마무리된다 이 밴드는 개국 청소년이 모인 밴드이다 마무리로 유럽 연합. 20 . 

의 찬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를 연주하고 예술프로그램은 끝을 맺는다, ‘ ’ . 

본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은 국가 서술이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한층 더 발전된   

기술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공중케이블 설치는 물론 스타디움 한 쪽에 형 스. 

크린을 설치하여 영상과 공연실황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성화 점화 장치는 물, 

위에 불을 붙이는 장면으로 또 다른 기술 요소로 기능하였다 이후 주최국들의 . 

기발한 성화 방법에 한 기술적 고려는 국제적 관심거리가 되었다. 

   무용의 분석 및 해석(3)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무용요소는 총 여섯 개  , DA21-DA26으

로 나타났다 직전의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무용은 독자적이기 . 

보다는 여러 요소들과 통합되어 종합적 예술로 표현되는 경향이 보다 명확해졌

다 기존처럼 음악 요소나 스포츠시범 요소처럼 단순히 하나의 장면을 위해 수. 

행되는 기능이 아닌 본을 가진 서사적 구조를 위해 타 요소들과 함께 융합, 

하며 나타난 것이다.  

  깊은 바다 꿈 장에 구성된 무용 요소 ‘Deep Sea Dreaming’( ) DA21은 이러한 

복합적 측면은 잘 드러났다 하지만 비 한 의상과 형 인형 등 시각 예술을 보여. 

주기 위한 형 무  소품이 주가 되었으며 공연자들은 그것들을 생동감 있게 표현, 

하기 위한 기능만 하게 되어 다양한 기술적 공연을 위해 무용 요소는 부차적이다. 

깨어나다 장의   ‘Awakning’( ) DA22에서는 민속적인 춤을 제시한다. ‘In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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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곱 에뮤 자매의 춤 이란 의미로 여기에는 백 여명의 여Kungkarankalpa’ ‘ ’

성 부족원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한데 뭉쳐서 두드림 소리와 주술적인 목소리. 

에 어울리게 행진한다 바로 이어지는 는 호주 북부 . ‘Aumuller rhythm dance’

원주민 보유지인 아넘랜드 부족민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 추던 전통 수풀 춤이

다 아넘랜드의 부족민들은 세기 전 북부의 마카산 상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 4

전통 수풀 행진을 했다 깃발 춤의 노래를 부르며 아넘랜드로 사람들을 불러 . 

들인 것으로 끊임없는 격렬한 타악기에 원주민들은 리듬 댄스를 선보였다 이 . 

춤은 토레스 해협 섬의 민족과 에너지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다른 (2001: 54). 

춤도 뒤따랐는데 붉은 캥거루의 로 부족들은 부메랑을 들‘Dhum Dhum dance’

고 박수에 맞춰 발을 구르며 춘다. 세 종류의 민속적 춤은 개별적으로 구분할 만 

큼의 큰 특징적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적 의상과 타악기 소리는 원시. 

적인 고  문화를 재현하였고 형식적인 무용보다는 원시적 제의를 재현하는 발 구, 

르기와 행진 정도의 원초적 동작이었다. 

  자연 장의 ‘Nature’( ) DA23는 호주 특유 자연의 탄생을 은유적으로 담은 형형색

색의 다채로운 무 이다 야생화와 꽃 열매 유칼립투스 동물들까지 호주만의 . , , 

자연 아이콘을 담아낸다 이전 장의 것처럼 시각적 기술 표현을 위한 움직임만. 

으로 무용 형식은 특징적이지 않고 서술 표현을 가지는 단체무용이다, . 

장에서   ‘Tin Symphony’ DA24는 민속춤 형식을 제시한다 아이리시 . Irish Jig(

지그 는 켈트족 민속춤으로 춤을 추는 음악의 유형을 지그라 한다 음악) (Celtic) , . 

은 프랑스 단어 가 기원이 되며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의 오래된 단어이'Gigue'

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민속 무용곡으로 빠른 박자로 연주되며 체.  6/8

로 마디씩 주제와 부제를 반복한다8 (삼호뮤직, 2002). 종종 결혼식이나 축하행 

사에서 많이 추는 춤으로 작은 점프인 을 많이 한다 작품 분위기에서 hopping . 

불꽃과 금속 재질 철판 위에서 추는 가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지며 색다른 , Irish Jig

활력을 표현하였다.  

도착 장의   ‘The Arrival’( ) DA25는 호주의 이민 역사를 뜻하는 각기 다른 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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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꾸민 그룹이 등장하여 행진하며 춤을 춘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 , , 

유럽 오세아니아 순서로 등장하며 형 가면과 다채로운 의상을 입은 각기 다, 

른 특색을 지닌 그룹 명이다 가 연출한 이 부분의 무용은 각2,500 . Lex Marino

기 다른 륙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발레와 라틴 댄스가 등장하지만 시각적 

효과에 비해 무용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아 단체무용으로 분류하였다.  

  DA26은 영원 장에 ‘Eternity’( ) 들어간 춤으로 영원과 미래라는 내용을 담고 있

다 먼저 독무 탭댄스가 나온다 뮤지컬 배우이자 영화배우인 가 . . Adam Garcia

홀로 솟아오르는 상단에서 분간 탭댄스를 추고 이어서 명이 합류하고 뒤이1 150

어 명이 출연하여 상징적 구조물 주위에서 탭댄스를 이어 춘다 탭댄스의 500 . 

특성상 자리이동이 크지 않고 제자리에서 발동작과 탭소리로 무 를 채운다. 

이 작품의 의미는 미래를 담고 있는데 호주의 도시를 건설하는 노농자들을 상

징하는 탭댄스 장면으로 본래 호주의 뮤지컬 를 재현한 것이다, <Tap Dogs> . 

년 초연된 이 작품은 산업화 시 에 공장 노동자인 명의 청년들이 공장1994 6

소리에 맞추어 탭댄스를 추는 내용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25) 개막식 프로그램에서의 분간의 공연으로 탭댄 6

스 열풍과 함께 호주 최고의 문화 상품이 되었다.

본 예술프로그램은 무용 요소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제의적 민속춤 탭댄스의   

분류라 할 수 있는 아이리시 지그의 출연 그리고 그것의 발전적 형태인 독자, 

적인 탭댄스의 연속적 출연이 연결성 있는 구성을 보여줌으로써 예술프로그램 

내에서의 무용 요소의 활용이 눈에 띄었다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무용. 

은 보다 다변화된 서사구조와 함께 무  미술 요소들과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

났다. 

25) 뮤지컬 공식사이트 Tap Dogs (www.tapdogs.com)



112

  아테네 올림픽7) 2004 

   개막식 개요(1) 

제 회 아테네 올림픽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  28 2004 8 13 29

서 개최되었다 이 회는 집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의 주제. ‘Welcome Home’( )

를 건 회로 아테네는 년 제 회 근  올림픽 개최지로서 자부심과 역사1896 1

를 펼쳐냈다 근  올림픽 주년 기념인 년 올림픽 유치에 도전했던 그. 100 1996

리스는 안타깝게 년 후인 년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다8 2004 . 

당시 국제사회는 년 미국의 폭발사건으로 인하여 올림픽에 보안예산을 2001

투입하고 올림픽 회 테러 비 보안 책이라는 올림픽 사상 최 의 군사작

전을 구축한다 윤득헌 개막식의 선수단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한반도기( , 2009). 

를 든 공동입장 실현으로 국제 사회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개막식은 월 일 아테네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은 고  8 13 . 

와 근  올림픽의 태동지로서 전통 그리스 문화와 신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드러내었고 이전의 개막식들의 기술과 예술 표현을 총망라 하는 진보적 개막식

이 연출되었다 개막식의 총 연출은 맡은 . 는Dimitris Papaioannou(1964-) 무용 

수이자 안무가이며 미술을 전공한 시각예술가로 그 전문성이 한껏 드러나는 아

테네 개막식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안무가가 개막식 총 연출. 

을 맡은 드문 경우로서 개막식 전체 구성 안에서 무용의 특정 형식이 나타나진 

않지만 개막식 자체가 서사적 움직임 공연을 구성하여 본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은 무용사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다.26) 

26) 본 연구에서 연구 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도 안무가인 , 1992 Philippe 
가 개막식 총 연출을 맡았다Decoufle(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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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프로그램의 구성(2)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은 본격적으로 서사의 구조를 나타낸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국제 사회의 이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 지구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 

제인 한 마디로 그리스 문명과 함께 유럽의 역사와 인류의 발전상을 한 눈에 , 

볼 수 있는 서사시였다 인류의 서사시에 나타난 생명 존외의 생생한 묘사. 

를 통해 인류애에 한 화두를 던져주었다 게다가 스타디움에서의 놀랄만한 . 

무  기술 효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스펙터클한 공연 연출. 

을 위한 기술적 요소가 배치되었는데 시작 할 때부터 스타디움에는 그리스 에, 

게해(Aegean sea)27)를 상징하는 물이 가득했다 경기장 가운데 총 평방미. 9,645

터 공간에 리터의 물로 채우고 선수단 입장 순서 전까지 이를 유지한 2,162,000

채로 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게다가 시간 동안 채운 이 엄청난 양의 물을 . 6

선수단 입장을 위해 단 분 안에 배수하는 놀라운 무  전환 기술이 스타디움 3

안에서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공중 비행 시스템 을 위해 . (aerial flying system)

스타디움 내 케이블 네트를 촘촘히 설치하고 매달리거나 날아다니는 등의 다양

한 풍경 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2004: 14). 

이러한 다양한 구성요소의 발전으로 이전까지의 개막식에서는 선명하던 공식  

행사와 예술프로그램 사이 구분의 경계가 혼재되기 시작한다 개막식 전체의 . 

성격이 공연예술의 특징적 모습을 가지게 된다 본 개막식 전체 진행에 출연하. 

는 모든 무  미술과 소품 영상 등은 인간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상징하는 연, 

결적인 은유를 가지고 있다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의 구성과 예술프로그램의 . 

분류는 다음의 표 과 같다< 12> .

27) 그리스 본토 소아시아 반도의 서해안 및 크레타 섬에 둘러싸인 동지중해의 해역으로 개의 크,  400
고 작은 섬이 산재해 있어 다도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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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명 내용 인원
소요
시간

구성요소
분류

공식
행사

카운트다운 북과 심장소리, Zeimbekiko - 0:41 MU+PA
VA환영 물과 불의 오륜 모형 - 4:31

Wide Sea
넓은 바다( )

바다를 지나는 종이배와 소년

- 7:16 VA귀빈입장

국기게양 및 국가연주

공연

우화Allegory( )
켄타우로스 쿠로스Centaur( ), Kouros( ) 

키클라데스 에로스Cycladic head( ), Eros( )
6 7:52 VA 

Clepsydra
고  물시계( )

선사시 미노스Prehistoric( ): Minoan( )  

2,428 11:17

DA27

+VA
+TH
+PA

선사시 미케네Prehistoric( ): Mycenean( ) 

기하학시기Geometric period( )

고Archaic period( )

고전 극Classical theatre( )

고전Classical( ) 
Hellenistic-Classical sports
헬레니즘과 고전스포츠( ) 

비잔틴시Byzantine period( )

전통시Traditional period( )

근 올림픽 부활Modern:Olympic revival( ) 

현Modern period( )

The Book of 
인생의 책Life( )

은하계와 형태 불빛DNA 총출연 3:23 VA

올리브나무 올리브 나무의 상승 총출연 2:40 VA

공식
행사

선수단 입장 

-

1:
45:30 -

공연 Oceania 팝가수 공연Bjork 3:00 MU

공식
행사

역  올림픽 기념 2:45

-

환영사 및 개회선언 8:10

올림픽기 게양 9:50

선수 표 및 심판 표 선서 1:57

성화봉송 1:48

성화점화 7:10

9:10마무리

표 12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 구성 요소 분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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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카운트다운 장에서 북을 맨 공연자들의 행렬이 나타나 북  ‘Countdown’( )

소리 가득한 그리스 전통 음악 의 연주가 시작된다 중앙의 스크린 Zeimbekiko . 

화면을 통해 과거의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현재의 인류에 화답하듯 북소리를 번

갈아 연주한다 는 본래 민속춤도 존재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리듬. Zeimbekiko

만 연주되는 행렬로 이 부분은 무용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곧 넓은 바다 장면에서 에게해 상징의 경기장 호수에 혜성 같은   ‘Wide sea’( )

불꽃이 떨어지면서 오륜문양의 불꽃이 물 위에 피어나고 이어서 빛나는 작은 종

이배를 탄 소년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홀로 호수를 가로지른다 종이배를 탄 소. 

년의 장면은 예술 감독 파파이오아누가 서울 올림픽에서 소년이 홀로 굴1988 

렁쇠를 굴리며 가로지르던 장면 의 영감을 받아 비슷한 의도로 연출했다(pp.85)

고 밝힌바 있다 유주현( , 2017).

이러한 극적 요소와 시각적 효과가 가득한 공식행사가 진행되고   국기게양 이

후 예술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된다 처음 우화 장은 신화 이야기가 등. ‘Allegory’( )

장한다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말인 켄타우로스 가 빛나는 창을 호. (Cantaur)

수 한가운데로 던지자 천천히 날아간다 그 후 에게해 물속에서는 거 한 키클. 

라데스 우상(Cycladic head)28) 조각이 장엄하게 솟아 오른다 거 한 조각이  .  

다시 여러 개 조각으로 갈라지니 그 안에 쿠로스(Kouros)29)조각이 있다 이들. 

은 모두 조각조각 흩어진 후 호수로 떨어져 에개해 개 섬을 표현한다 그 1,500 . 

중심에는 그리스 수학자 를 상징하는 Pythagoras 큐브가 등장하고 한 남자가 마

치 인류의 도약을 표현하듯 자전하는 큐브 위를 걷는다 . 

다음 장은 예술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인   ‘ 클렙시드라 장이다Clepsydra’( ) . 고

의 물시계를 뜻하는 ‘ 작품은 인류의 역사와 시간의 흐름을 함축한 Clepsydra’ 

작품이다. 그리스 신화의 사랑의 신 에로스 가 나타나 공중을 날아가며 행(Eros)

28) 에개해 남쪽 키클라데스 제도에서 출토된 우상의 머리로 기하학적이고 단순화된 표현성을 가진  
미술 조소 작품이다.

29) 소년 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로 아르카익 시기에 제작된 남성누드 인물상을 ‘ ’ , (Archaic, B.C.800 480)–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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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 젊은 연인을 바라본다 호수 주변에서는 . ‘ 의 Clepsydra’ 시간 여행이 시작

된다 에로스는 지나가는 시간의 행렬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제스처를 보낸다. . 

시간의 행렬 안에는 선사시 부터 현 까지 각종 양식의 표현들이 진열된다, . 

특히 그중 고  올림픽 장면과 근  올림픽 경기 장면을 형상화한 연출이 돋보

인다 간결한 제스처만으로 인간의 스포츠 활동 움직임의 개성과 종목별 특성. 

을 잘 살려내었다. 

  Clepsydra 행렬의 끝에는 생명을 잉태한 여인이 있고 여인이 호수로 걸어가

면서 인생의 책 장으로 전환된다 호수 위는 별빛과 수많은 ‘The Book of Life’( ) . 

빛으로 이루어진 구조 모형이 반짝인다 잉태한 여인의 배도 빛을 반짝이DNA . 

고 인류는 그렇게 우주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빛처럼 표현된다 이후 모든 출연. 

자가 호수로 모이며 호수 가운데에서 커다란 올리브 나무가 올라오며 공연은 

극에 이르고 호수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배수 작업이 시작되면서 . 

예술프로그램은 끝이 나고 공식행사의 시작인 그리스 선수단 기수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무용의 분석 및 해석  (3) 

 

아테네의 개막식은 이전의 시드니 올림픽에서 보여준 서사적 구조와   2000 

그 연결성들을 보다 완성시켰고 그 구성 안에서 해석적 춤을 통해 삶의 여정, 

을 보여주었다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서 (Ellwood, G., 2016). 

무용요소는 한 가지인 DA27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이전의 다른 . 

개막식의 무용 요소들과는 그 형태와 구성적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기 때문이

다 전체 작품 안에서 극 요소를 포함하는 자연스런 움직임들은 연속적으로 나. 

타나지만 극 요소가 많은 부분은 무용 요소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공식보고. 

서는 장면에 그리스 무용 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Zeimbekiko’ ‘Greek dance’( )

상 개막식 당시에는 리듬만 연주한 행렬로 여기서 무용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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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용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DA27은 ‘ 장Clepsydra’ 에서 이루어지는 여명 출연자들의 각기 다른 움직1,000

임이다 는 고 의 물시계를 뜻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와 문화가 만들. Clepsydra

어진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장이다 미디어가이드의 시놉시스는 다음과 . 

같이 설명한다. 

나무의� 잎이� 변하듯이� 한� 세대가� 가면� 다른� 세대가� 온다 호메로스“ .”-� .�

는�꿈을� 꾸는� 듯�하는�다채로운�퍼레이드로 마치�그리스의�벽'Clepsydra' ,�

화 모자이크 조각�및�회화에서�생명을�얻은�것처럼�보인다 이�퍼레이드는�,� ,� .�

선사�시대부터�현대까지�연대순의� 다양한� 이미지들이다(2004:� 36).�

이 작품은 스타디움에 만들어진 호수 주변을 따라 둥근 행렬을 만들며 이루  

어지고 마치 작은 무 와 같은 플랫폼 여러 개가 기차처럼 연결되어 (platform) 

있다 기차 플랫폼은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그 위에 공연자들이 각자의 연기와 . 

춤을 공연한다 플랫폼의 길이는 총 미터로 흐르는 시간처럼 차례로 지나가. 307

며 연 순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시간의 플랫폼들은 풍요의 여신. 

을 시작으로 선사시 미노스문명 선사시 미케네문명(Fertility Goddess) , ( ) - ( ) 

기하학양식 고전양식의 극 고전양식 헬레니즘양식과 고전스포츠 - - – – – 

비잔틴양식 전통양식 근 올림픽의 부활 현 의 순으로 진행된다( ) - . – – 

각 시  배경의 플랫폼 안에서 의상과 분장으로 각자의 역할을 가진 공연자  

들은 아주 느린 속도감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역사적 광경을 제현한다 정지된 . 

행동의 재현은 무용수들을 일련의 조각처럼 보이는 타블로 효과를 가(Tableau) 

져왔다 동작의 범위나 크기도 간단한 제스처 정도로 하며 주어진 공간 내에서 . 

움직임을 반복하고 연결시킨다.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서는 무용이 어떠한 특정한 장르로 두  

각을 나타낸다거나 또는 형 스케일의 과감한 안무도 나오지 않았다 하나의 . 

완성된 작품의 구성을 갖춘 이 개막식에서 무용은 극 전체에 스며들어 지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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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인간의 움직임을 수행하고 몸 자체의 섬세함을 절제 있게 담아내었

다 이러한 몸의 움직임으로써의 무용은 다른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며 독특하. 

고 새로운 극으로서 무용의 지평을 열게 된다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 . 

그램은 오늘날 삶 안의 문화와 예술 과학 철학 등에 영향을 미친 그리스 문명, , 

의 발전상을 제시하였다 그 서사 안에서 인간과 생명에 한 경외심과 인류. 

애의 구현을 유도하였으며 공식행사들도 하나의 공연을 보여주듯 예술적으로 , 

승화되었다.

 베이징 올림픽 8) 2008 

개막식 개요   (1) 

제 회 베이징 올림픽 회는 년 월 일에서 월 일까지 중국 베  29 2008 8 8 8 24

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라는 . ‘ , ’(One World, One Dream)

회 이념으로 중국은 그간에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존재의 

중국을 세계에 시연하려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개막식 예산만 사상 최 인 약 . 

억 원에 공연 참가자도 명으로 규모면에서 최 의 개막식이었다1,000 15,000 . 

중국은 베이징 유치를 통해 아시아의 중심임을 확인시키고 세계의 중심으로 발

돋움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오랜 염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티베트 탄압에 한 , 

비인도적 문제와 중국 사회의 인권 문제들로 인해 국제적 비난은 계속됐다 그. 

러나 보이콧 여론에도 개의치 않고 개막식에 여 나라의 국가 정상이 참석하80

고 거 한 규모의 인적 자원과 국가서술 표현에 공을 들였다. 

개막식은 년 월 일 오후 시에 시작되었고 중화주의를 드러내는 역    2008 8 8 8

최 의 개막식을 제공했다 예산과 공연자수 뿐만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고성. 

능 프로젝션과 발광 다이오드 조명 만 천개를 사용해 현실과 이미지 LED(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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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장엄한 중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적 연출력이 

드러났다 개막식 총 감독은 중국의 영화 감독 장이머우 가 맡았. (Zhang Yimou)

다 올림픽이 영상 송출과 미디어의 발전에 맞추어 개막식 총감독의 전문성이 . 

기존의 방송 및 연극연출이나 안무가 또는 서커스 연출자가 아닌 영화감독으로 

변경되기 시작한 때이다.  

예술프로그램의 구성   (2)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은 규모와 기술면에서 보는 이들을 압도하였다 초 형   . 

스케일 공연을 위한 인해전술 이라는 평을 받을 만큼 공연자들이 끝( )人海戰術

없이 등장했다 베이징도 이전의 아테네의 개막식 연출처럼 자신들의 문. 2004 

명에 한 역사적 서사를 중점으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오래된 문명들의 유산. 

들을 차례로 담아내며 고  문명의 기초에 세워진 현  국가임을 확실히 보여

주기 위한 쇼를 만들었다 그러나 시각적 장관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하. 

여 서사적 구조의 맥락을 만들기보다는 화려한 전시의 나열이었다 또한 서사. 

구조의 연결성을 위해 소녀를 등장시켜 극을 이끌어나가는 극 구성은 시2000 

드니 올림픽과 유사점을 갖는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의 구성과 예술프로그램의 분류는 다음의 표 와   < 14>

같다 베이징의 개막식은 표 에 나타나듯 공연과 공식행사가 섞여 있는 구. < 13>

성이다 명확하기 구분되기보다는 극의 전환으로 연결하였다. . 

처음 카운트다운 에서 논어 장까지는 명이 출연하여 북을 두  ‘ ’ ‘Analects’( ) 2008

드리는 장면이다 작품 제목인 논어 는 고  중국의 사상가 공자. ‘ ’

의 가르침이 담긴 문헌이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문답 내(B.C.551-B.C.479) . 

용을 주로 엮은 것으로 인생의 교훈이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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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명 내용 인원
소요
시간

구성요소 분류

공식
행사

카운트다운 2008
4:50 -

귀빈소개 -

공연
논어Analects( ) 2008 3:30 DA28+

MU+VA올림픽 링 4:00

공식
행사

국기게양
- 3:20 -

국가연주

공연

Magnificent 
Civilisation
장엄한 문명( )

화권 그림과 무용Scroll( ): 15 5:10 DA29+VA 

문자 책과 활자본 형태Writing( ): 1,197 6:40
DA30+
VA+PA

오페라 경극Opera( ): 5:50
MU+VA
+TH+PA

실크로드 둔황과 무역선Silk Road( ): 3:00
DA31+
VA+PA

음악 왕조의 행렬Music( ): 1:35 DA32+MU

Glorious Era
영광의 시( )

별빛 비둘기형상 형Starlight( ): 1,000 4:00 VA+PA

자연 태극권 시범Nature( ): 2,008 7:00 SD

꿈 지구본과 영상Dream( ): ,
올림픽테마곡           

총출연 18:10 VA+MU

공식
행사

선수단 입장

-

1:
45:50

-

회사

9:00
환영사

개회선언

올림픽기게양 및 올림픽찬가

성화봉송 및 점화 10:00

표 13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구성 요소 분류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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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함께 등장한 년을 상징하는 명의 공연자들은 논어의 한 부분  2008 2,008

인 친구들은 멀리서 왔고 얼마나 행복한가 를 읊는다 이 부분은 고수들이 두, “ ” . 

드리는 중국 전통 북 위에 빛으로 숫자나 글자 등을 보여주는 무용요소LED

와 시각요소 가 어우러진 단체 표현이다(DA) (VA) . 올림픽 링 은 어둠속에서  ‘ ’ 공

중에 매달린 요정 아프사라스 가 등장한다‘Apsaras’( ) . 천계의 무희라고 여겨지는  

요정들은 빛을 내며 경기장 바닥에 빛을 모으고 그 빛으로 오륜 모양이 그려진다. 

바닥에 그려진 오륜은 서서히 부양하여 곧 스타디움 공중에 걸리는데 이 부분은 화

려한 기술로 솟아오르는 오륜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으로 무용 요소에 포함시키

지 않았다.

다음 예술프로그램은 장엄한 문명 과   ‘Magnificent Civilisation’( ) ‘Glorious 

영광의 시 로 나뉜다 우선 앞장의 장엄한 문명 은 Era’( ) . ‘ ‘ Scroll Writing– –

으로 구성되고 이는 중국 문화의  발명품 종이Opera-Silk Road-Music , 4 , 

화약 나침반 인쇄술을 상징한다, , . 

먼저 화권 장은 스타디움 바닥에 형 족자가 풀려 펼쳐진 두루마리   ‘Scroll’( ) 

형태가 되고 이 위에 무용 공연과 함께 한 폭의 그림 같은 영상 프로젝션 화, 

면이 펼쳐진다 이때 무용수들은 화권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먹과 붓의 역. 

할을 한다 본 장의 무용수들이 그린 이 그림은 최종적으로 송나라 화가 왕희. 

맹 의 천리강산도 작품이 되어 공중에 걸린( , 1096-1119) < >( )王希孟 千里江山圖

다 춤을 추는 동안 캔버스 주변으로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기술과 무용. 

이 합쳐져 공연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내 완성된 그림 족자는 공중에 매달리고 뒤이어 붓 형상의 의상을 갖춘 공  

자의 제자 여명이 경기장에 들어선다 고  중국의 책인 나무 두루마리3000 . 

를 들고 문자 작품이 이어진다 공연자들의 나무 두루마리는 책의 ‘Writing’( ) . 

가장 초기 형태 중 하나로 조각에 글씨를 새김으로써 만들어졌다 또한 논어는 . 

중국의 사상가 공자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것으로 유교의 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그들과 함께 중앙 무 에는 중국의 인쇄기 활자가 나온다 도장. . ( ) 圖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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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각 큐브 안에는 명의 공연자들이 숨겨져 있고 그들이 위아래로 움897 , 

직이며 음각을 만드는 형태이다 움직임은 마치 표면을 스치는 부드러운 물결. 

처럼 오르고 내리고 하며 조화를 뜻하는 한자 화 자를 형성한다 한자는 ‘ ’( ) . 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임을 보여주며 그들은 중국 문명의 오랜 역

사를 묘사했다 이 장에서의 움직임은 의상과 소품 그리고 전체적 그림을 보여. 

주기 위한 단체무용이었으며 특정 형식이나 고유한 장르는 나타나지 않는다. 

경극 장면은 중국 전통 연극인 경극의 전통 음악과 마리오네트  ‘Opera’( ) 

(marionette)30) 경극 공연이다 다음의 실크로드 장면은 둔황을 묘 . ‘Silk Road’( ) 

사하는 장면으로 무역을 위한 배를 상징하는 노 젓는 공연자들이 출연한다 둔. 

황 은 실크로드로 가는 곳으로 서역과의 교역으로 번영을 누린 오아(Dunhuang)

시스 도시이다 둔황 동굴 그림의 재현 장면은 과거를 그 로 무 에 옮겨 놓. 

은 듯 하였다 노를 든 공연자들은 배 형태의 정렬을 하여 거 하고 웅장한 무. 

역선을 표현한다 음악 장면은 장루어시 가 . ‘Music’( ) (Zhu Ruoxu, 660 ~720AD)

쓴 춘강화월야 봄 강 꽃 달 밤 의 시를 노래하며 시작한다 중국 최고의 < >( , , , , ) . 

고전 그림 점이 진화하는 배경으로 거 한 두루마리에 등장한다 그 후 나오5 . 

는 개 왕조의 행렬 모습은 중국 역사의 황금 시 에 왕가를 보여주고 이렇게 5

장엄한 문명 장은 끝난다‘Magnificent Civilisation’( ) .

앞의 순서가 중국의 역사와 문명이었다면 다음의 영광의 시  ‘Glorious Era’(

장은 현재의 중국을 보여준다 별빛 작품은 스타디움 중앙에 소) . ‘Starlight’( ) 

녀와 함께 중국의 피아니스트 이 연주를 한다 주변을 둘러싼 수천 Lang Lang . 

명의 공연자들은 전신에 부착된 불빛을 밝힌다 밝은 초록 불빛의 공연자LED . 

들은 일사분란하게 뛰어다니며 비둘기 형을 만든다 무용 움직임보다는 매스. 

게임식 형을 보여주기 위한 행진 요소 가 강하게 나타났다(PA) . 

자연 작품은 중국의 전통 무술 태극권 시범이다 독자적으로 나타  ‘Nature’( ) . 

난 태극권 단체시범 장면은 개막식에서 서사구조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거의 , 

30) 마리오네트는 실로 매달은 인형을 사람이 조작하며 보여주는 무대 공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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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적으로는 출연하지 않았던 스포츠시범 요소 로 분류할 수 있었다(SD) . 

꿈 작품은 미래의 중국의 꿈과 희망을 표현하다 스타디움 중앙에 거‘Dream’( ) . 

 지구본 모형이 등장하고 영상으로 지구와 아이들의 얼굴이 나타나고 출연자

들은 그 주위로 모인다 지구본 위를 걷듯이 움직임이 아크로바틱. (acrobatic) 

공연자들이 매달려 있다 지구본 위에 팝페라 가수 과 중국가. Sarah Brightman

수 류환이 올림픽 테마곡을 부르며 예술프로그램은 마무리 된다. 

베이징이 보여준 전체를 위해 개인의 움직임 없이 형을 만드는 부분의   

과정은 년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무용 요소에서 보여준 매스게임 형태의 , 1980

단체안무와 유사성을 가지며 거기에 단지 발전적인 기술 및 시각예술 요소, 

가 결합된 형태로 출현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모스크바 올림픽 (VA) . 1980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조직화된 구조로 인해 체제 강화를 위한 

단체 체조와 매스게임 강조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사회상을 반영한 통제와 질. 

서의 스포츠 활동 구성으로 스포츠와 무용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의 , 

동질성 회복 및 안정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무용의 분석 및 해석  (3) 

본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무용 요소는 다섯 가지  , DA28-DA32로 나타났다.

  논어‘ ’( 작품에 나온 Analects) DA28는 전통 북춤의 형태이다 명 공연자. 2,008

들은 논어의 한 부분을 읊으며 중국 고  악기 부 ‘ ‘( , Fou)缶 연주를 시작한다. 

부는 진흙으로 구워 만든 화로 모양의 타악기 일종으로 나무 채로 윗부분을 

두드려 소리를 낸다 악기 본체의 진동에 의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원래 술을 . 

저장하는데 사용되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를 때 두드리는데 사용하였으나, 

점차 잔치에서 주인이 연주하는데 사용하는 악기로 발전되었다 그(2010: 79). 

러나 여기서 등장한 부는 현 적 기술요소를 가미하여 변형된 악기였다 부는 . 

두드릴 때 빛을 내며 반짝이며 북채 역시 붉은 빛을 발하며 구성에 따라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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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관을 이뤘다 고수 들은 각자 자신의 부 앞에서 팔과 손을 쭉 . (Drummer)

뻗으며 악기를 두드리고 뒤이어 나무 채를 꺼내어 두드린다 수많은 공연자. 

들이 군집하여 이룬 전통적 움직임은 한 몸 같은 군무를 이루었다 북소리를 . 

시각화하여 두드리는 행위와 소리를 춤으로 만들었다 박한울( , 2014). 

 화권 장의  ‘ ’(Scroll) DA29에서는 전문적 현 무용이 출현한다 기술과 현. LED

무용을 이용해 중국 전통 그림을 그리는 작품이다 스타디움 바닥에는 캔버스 . 

역할의 형 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붓 역할을 하는 검은 복장의 전문 무LED

용수들이 등장한다 무용수들의 오른 손에는 붓의 기능을 하는 도구가 부착되. 

어 있다 무용수들이 위를 현 무용 움직임으로 돌고 구르며 손에 달린 . LED 

붓으로 그림을 그려낸다 독무나 군무를 이룬 현 무용으로 중국의 전통 수묵. 

화 그림을 표현한다 현 무용의 를 이용해 무용수의 움직임과 . floor movement

지면에 그림을 그리는 표현 사이의 연결성을 만들어 주었다. 

  DA30은 문자 장면에서 여명이 고  중국의 책인 나무 두루‘Writing’( ) 3000

마리를 들고 하는 움직임이다 공연자들의 의상은 붓의 형상과도 같다 중앙 무. . 

에서 떠오른 활자 큐브 안의 공연자들은 반복적이고 계산적인 움직임으로 일

관한다 이 장의 무용요소는 특유의 무용 형식은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의 . 

그림으로 압도하기 위한 단체무용의 형식으로 볼 수 있다.

  DA31은 실크로드 작품 안에 둔황 무용 독무가 분간 등장‘Silk Road’( ) ( ) 2敦煌

한다 둔황 막고굴에서 발견된 벽화 그림의 모습을 한 무용수로 움직임은 민속. 

무용 형태이기 보다는 고  벽화에 그려진 여인의 모습을 재현하고 실크로드 

사막을 표현하기 위한 서정적 움직임이다 중국은 장엄한 둔황 벽화에 한 수. 

년간의 연구 끝에 라고 불리는 새로운 범주의 춤을 만들었다Dunhuang Dance . 

는 중국 고전 무용과 현  외국 무용을 합치고 벽화의 모든 Dunhuang Dance

종류의 제스처를 기반으로 한다 벽화는 실제 무용 이미지 라이브러리와 같아. 

서 여기 나타난 춤 그림은 모두 의상 스타일 몸짓이 다르지만 고정된 패턴을 , , 

보이고 불상이 등장하며 인도의 색채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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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32는 음악 장에 나타난 춤으로 개 행렬이 이어진다 각각의 행렬‘Music’( ) 5 . 

은 송나라의 청명 축제 강 왕조 원 왕조의 왕실 행렬(Ching Ming Festival), , 

명나라 등불축제를 즐기는 황제 청나라의 건륭 황제 탄생 (Royal Procession), , 

주년 축하 행사이다 중국 고  의상을 입은 천 명의 공연자가 장 하게 경80 . 

기장을 행진한다 이때 개의 용무늬의 붉은 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경기. 32

장을 웅장한 궁전으로 변화시키며 이 개막식 장관의 위엄을 정점으로 끌어올린

다 각 기둥 위에는 시간을 초월한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악기 연주자가 있. 

다 수천 명의 무용수들은 각기 다른 화려하고 섬세한 의상을 입고 전통적 움. 

직임을 한다 길고 화려한 의상으로 인해 동작은 크지 않고 행렬을 벗어나지 . 

않은 상태에서 전통적인 느낌의 손동작만이 두드러진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총 안무가 장지강  (Zhang Jigang, 

은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가무단 전 총정가무단1958-) ( )( , 中國人民解放軍歌舞團

표로 중국의 안무가이자 인민해방군 비전투 군사장교 중장 이다) ( ) . 總政歌舞團

이 개막식에서 부분의 공연자들이 군인과 무장 경찰이었는데 장지강은 개막, 

식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그램은 군사 팀이 수행했다고 말한다31) 이러한 공연. 

자들의 전문성에도 알 수 있듯이 베이징의 개막식은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

여 공연예술의 성공적 스펙터클 강조로 고려되는 점이 보이지만 과시를 위한 , 

인력 동원 위주의 집단적 움직임 연출로 인해 무용 요소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다 고  왕조에서부터 현 의 초강 국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다. 

채로운 역사를 묘사하고 동양의 미를 한껏 표현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공연

은 한마디로 화려한 쇼 로 평가받으며 단체안무 면에서는 년 로 회기된 듯‘ ’ 80

한 양상을 보였다.32)

31) ‘Interview with Zhang Jigang, Deputy Director of the Beijing Olympics Opening Ceremony’. 
China Digital Times, 2008.08.06

32)“Games begin with spectacular show". BBC.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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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올림픽 9) 2012 

   개막식 개요(1) 

제 회 런던 올림픽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영국 런던  30 2012 2012 7 27 8 12

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로 런던은 근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세 번의 올림. 

픽을 치른 도시가 되었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은 경이로운 . ‘Isles of Wonder’(

섬 이라는 주제로 문화적 스토리텔링을 강조한 개막식을 만들었다 바로 이전에 ) . 

개최한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일구어 낸 성공적 개막식2008 

이란 평가를 받았다. 

개막식을 총 연출한 니 보일( 은 년 영화 Danny Boyle) 2009 <Slumdog 

Millionaire>( 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영화 감독이다2008) 니 보일 감독은 . 

이전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의 규모와 경쟁하려는 시도를 의도적으로 피하였고 새로

운 방식의 쇼를 만들어내었다(Gibson, O., 2012; Calhoun D., 2013). 공연 안에서  2

세기에 걸친 국가의 형성을 기념하고 고향 땅을 환기시키며 산업 사회로의 전락

을 묘사함으로써 과거를 재발견하는 영국의 문화콘텐츠를 서술하였다.    

 예술프로그램의 구성(2) 

런던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개막식 미디어 가이드(Opening Ceremony 

를 발행하여 개막식 프로그램의 시나리오와 특이사항을 Olympic Media Guide)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을 예술프로그램 분석에 적극 활. 

용하였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은 총 개의 순서로 구성되었으며 각 순2012 13 , 

서 안에서 여러 활동들로 나눠진다 각 활동의 상세한 내용과 그에 따른 예술.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구분은 아래 표 과 같다<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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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명 내용 인원 소요
시간 구성요소 분류

공연

카운트다운

템즈강의 여정

- 03:26 VA우주의 오륜

올림픽 종

Green and 
Pleasant Land
즐겁고 푸른 초원( )

영국의 초원British meadow( )

500
Performer

04:24

PL

개 국가Four Nations(4 ) MU

기술자들Arrival of the Brunels( ) VA+TH

Pandemonium
혼란( )

산업시The Age of Industry( ) 965 
Drummer
370 
Performer

15:09 
DA33

+VA
+TH

추모Remembrance( )

행진The parade( ) 

Happy & Glorious
행복과 영광( )

영화 본드Bond film( 007 )

- 08:17 VA+TH낙하산 여왕 소개Parachutists( ):

영상   The audience pixel screen:

Second to the Right, 
and straight on till 
morning
오른쪽으로 두 번( ,

그리고 아침까지 쭉)

GOSH and NHS
국립어린이병원과 국민건강보험( ) 

600 
Dancers

11:26 
DA34

+TH작가 등장JK Rowling 

아동문학작품

Interlude
간주( )

London Symphony Orchestra 

- 05:03 
MU 
+TH

배우 연기Rowan Atkinson 

영화 불의 전차‘ ’

Frankie & June 
say...Thanks Tim
프랭키와 준이 말하길(

팀 고마워요 ... )

가족의 풍경

1427
Performer

20:57 
DA35 
+MU
+VA

저녁 외출

등장Tim Berners-Lee 

Abide with Me
내 곁에 머물러요( )

추모의 벽Memorial Wall( )
50
Dancers

05:51 

VA

무용단과 Akram Khan 
가수 의 공연Emeli Sande

DA36 +MU

공식
행사

선수단입장 

-

1:
29:00 

-

비둘기 자전거 팝그룹 공연, Arctic Monkeys 03:01 MU+VA

회사 및 환영사 개회선언 , 12:24 
-

성화봉송 및 점화 07:07 

공연
And in the end
마무리( )

우주로간 오륜
02:30 MU

가수 공연McCartney 

표 14 런던 올림픽 개막식 구성요소 분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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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구분을 살펴보면 런던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은 서사적 구  < 14>

조를 위해 공식행사가 예술프로그램 안에 자연스럽게 섞여 조화를 이루고 있

다 전체 본은 셰익스피어의 고향답게 문학적 네러티브와 그 속의 캐릭터를 . 

통한 극 연출을 시도하였으며 보다 창조적 표현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서사적 , 

표현에 영상 문학 무 미술 그리고 다양한 무브먼트을 더하여 극적 효과를 발, , 

휘한 작품이었다 또한 무  장치 정리와 장면의 전환을 위해 중간에 영화적 . 

효과의 영상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과 . 2004 

마찬가지로 무 미술과 스타디움에 설치한 케이블 네트 활용을 한 층 더 발전

시켰다. 

시작은 영국 외곽을 지나 템즈강을 따라서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오는 여정의   

화면이 나오고 곧 스타디움의 숫자 풍선이 하나씩 터지며 카운트다운을 한다. 

마지막에 오륜모형을 풍선에 날려 우주로 보내고 영국 싸이클 선수이자 2012 

우승자인 가 나와 톤 무게의 커다란 올림픽 Tour de France Bradley Wiggins 23

종을 치며 올림픽의 시작을 알린다 바로 즐겁.    ‘Green and Pleasant Land’(

고 푸른 초원 장으로 예술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스타디움은 온통 녹색의 초원으) . 

로 덮여있고 사람들은 전통 놀이를 하는 평화로운 중세 마을의 풍경을 연출한

다 여자들은 오월제에 하는 . Maypole33) 주위를 돌고 남자들은 럭비 (Rugby 

경기를 한다 영국의 네 국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football) . ( , , , 

드 각각에서 불려지는 아이들의 전통 노래 합창이 함께 이뤄진다 곧 양복을 ) . 

잘 차려입은 신사들과 영국 배우 이 등장해 언덕 정상에 올라Kenneth Branagh

서서 사를 읊는다 사는 영국 최고의 극작가 . William Shakespeare 

의 마지막 작품 에 나오는 목이다(1564-1616) ‘The Tempest’ .

사가 끝나고 혼란 장이 시작된다 언덕 위에서는 산업혁  ‘Pandemonium’( ) . 

명의 기술자들과 광부들이 쏟아져 나오고 공연자들은 모두 초원을 걷어내기 시

작한다 공장을 표현하는 높은 굴뚝이 바닥에서 솟아오르고 스타디움은 점차 . 

33) 유럽의 민중적 제사로 오월제 에서 꽃과 나무로 장식한 기둥이다 풍작과 풍요를  May day( ) . 
기원하는 수목제를 지내는 것으로 이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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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와 연기가 가득한 산업혁명의 현장으로 전환된다 그러는 동안 스코틀랜드 . 

타악기 연주자 가 이끄는 명의 드럼 연주가 계속된다Evelyn Glennie 965 . 

본 장은 세기 영국 시인 의 서사시 실낙원  17 John Milton (Paradise Lost, 『 』

에서 지옥의 도시 이름으로 발명한 단어 에서 그 이름을 1667) 'Pandemonium'

가져온 것이다. 이 장면은 산업혁명과 세계 전으로 인한 사회의 급진적 혼란

과 혼잡 공포를 표현한다 산업현장 옆으로는 여성참정권 시위 행진과 년, . 1960

 문화를 변하는 음악 밴드 비틀즈 들의 행진이 이뤄진다 제철소로 (Beatles) . 

변한 스타디움에서 용광로를 따라 불을 뿜는 거 한 철강 원이 등장한다 이 . 

붉은 원들이 모여 공중에서 오륜을 만들며 극이 정점에 이르고 장이 마무리 된

다 이 장은 무용과 음악 극 기술 및 시각요소가 각각 역할을 최 한 발휘하. , , 

여 뮤지컬의 한 장면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내었다. 

행복과 영광 장은 영상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첩보영  ‘Happy & Glorious’( ) . 

화 시리즈 의 배우가 버킹엄 궁에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세를 만난다‘007 ’ 2 . 

그들은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스타디움까지 날아와 고공 낙하하고 귀빈석에 바

로 여왕이 등장함으로써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연출을 보여준다. 

오른쪽으로 두 번 그  ‘Second to the Right, and straight on till morning’( , 

리고 아침까지 쭉 장은 국립어린이병원 ) GOSH(Great Ormond Street Hospital)

와 NHS((National Health Service)34)을 표현한다 스타디움엔 환자복을 입은 . 

어린이들과 간호사들이 가득하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이 동. J. K. Rowling

화 피터팬 의 한 장면을 낭독하고 곧 동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형 인형이 ‘ ’

등장한다. 

간주 장은 의 영화   ‘Interlude’( ) London Symphony Orchestra ‘Chariots Of 

불의 전차 주제곡 연주 장면이다 이 영화는 올림픽 육상선수의 삶을 다Fire’( ) . 

룬 영화인데 진지하고 장엄한 주제곡 연주 중에 배우 의 희극 Rowan Atkinson

연기가 함께 이루어지며 다시 한 번 문화 콘텐츠와 유머의 조화를 연출한다. 

34) 는 영국의 무상 의료 서비스를 운영 중인 국민건강서비스이다 N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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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프랭키와 준이 말하길 팀 고마  ‘Frankie & June say...Thanks Tim’( ...

워요 장은 예술프로그램 순서 중 가장 시간이 많이 할애된 장으로 영국의 )

년  유행한 음악 영화 춤과 스타일을 총망라한다 평범한 가족과 평1960-90 , , . 

범한 소년 소녀를 배경으로 음악과 클럽을 묘사하며 신나고 리듬감이 넘치는 , 

장면이다 마지막에 인터넷상의 월드와이드웹 을 창시하여 인터넷 이용을 . (www)

확산시킨 영국 학자 가 등장하여 인사하며 장이 마무리된다Tim Berners-Lee .

내 곁에 머물러요 장은   ‘Abide with Me’( ) 컨템포러리 현 무용 안무가 

과 그의 무용단 가 함께 등장하고Akram Khan Akram Khan Dance Company , 

스코틀랜드 출신 팝가수 가 무용을 위한 노래를 부른다 떠나간 이Emeli Sand . é

들을 그리는 자리로 삶과 죽음 사이의 투쟁을 현 무용으로 각색하였다. 뒤에 

는 공식행사가 이어지고 마무리에 비틀스 멤버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

의 공연으로 개막식은 끝을 맺는다. 

  무용의 분석 및 해석 (3) 

 본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무용 요소는 총 네 개 , DA33-DA36으로 나

타났다 각 무용요소는 각기 다른 작품에 나타났으며 무용의 형식과 담당 안무. 

가도 각기 다르다 담당안무가는 다음과 같다. . 

  동작 연출(Movement Director) : Toby Sedgwick 
안무가  (Choreographers) : Temujin Gill, Kenrick H2O Sandy, Akram Khan 

먼저 장에 나온   ‘Pandemonium‘ DA33은 각기 다른 작은 반복적 동작이다 주. 

요 내용은 세기 영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보여주며 그 혼란 안에서의 영국 사19

회의 근 화 흐름을 표현했다 명 공연자들은 산업혁명 현장의 노동자들 역. 370

할로 분하여 연기와 더불어 율동에 가까운 마임 적 움직임을 반복한다(m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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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안무가 는 Toby Sedgwick 장에서 ‘Pandemonium‘ ’The Age of 

부분의 산업혁명의 노동자들의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Industry‘

움직임을 안무했다 공연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약 개월이 걸렸는데 명의 배. 3 50

우 중 명만이 움직임 훈련을 받은 전문 배우들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자원 봉10

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외 공연자들은 발을 구르거나 주먹을 Ensor, J. , 2012). 

쥐고 팔을 교차시키는 등의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동작을 수행하고 그 동작들은 

노동자 또는 자본가들의 역할에 맞는 상징성을 띄었다. 

  DA34는 오른쪽으로 두 Second to the Right, and straight on till morning(

번 그리고 아침까지 쭉 장에 나오는, ) 스윙 춤과 재즈댄스의 형태이다 장르는  . 

린디 홉 형태에 가까운데 린디홉은 스윙 리듬에 맞추어 추(Lindy Hop) , (Swing) 

는 사교댄스의 한 종류로 년에서 년 무렵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을 중, 1923 1928

심으로 크게 유행한 춤이다 미국에서 생겨난 사교 재즈 댄스 찰스턴. 

의 스텝이 변형되어 만들어졌으며 서양 무착륙 횡단에 성공한 (Charleston) , 

찰스 린드버그 의 인기를 바탕으로 그 명칭이 고안된 것이(Charles Lindbergh)

다 본 장면에서는 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리듬감 넘. 600 NHS 

치는 스윙 댄스 움직임으로 이뤄진다 동화 속 이야기를 아이들 동심의 천진난. 

만함과 함께 흥겹고 신나게 표현했다 무용 훈련을 따로 받지 않은 아이들과 . 

직원들도 작품 안에서 움직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NHS . 

  DA35는 작품에서 젊은 남녀무용수들의 ‘Frankie & June say... Thanks Tim’ 

스트릿댄스 가 나타난다 이 장의 안무가 는 (Street dance) . Kenrick H20 Sandy

힙합 댄스 안무가이다 그는 사랑에 빠지는 십  소년 소녀들의 젊고 (Hip Hop) . , 

경쾌한 춤을 안무했다 명의 공연자들은 년 부터 년 까지의 . 1,427 1960 1990

유명 영국 음악 메들리에 맞추어 춤을 추고 연기한다 이 장면에 해 니 보. 

일 감독은 공연자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할 기회를 얻었고 우리‘ , 

가 경외심을 가질 정도의 단한 헌신으로 춤을 췄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영감, 

을 불어 넣으려 했지만 도리어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다 라며 젊은 (201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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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수들의 수고를 지지했다.  

  DA36에서는 이전의 극 요소와 결합된 무용 요소들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무용 요소가 등장한다 내 곁에 머물러요 작품 안에 현 무. ‘Abide with Me’( ) 

용 안무가 이 등장한다 이 장에서 아크람 칸은 분 초의 작품Akram Khan . 5 50

을 안무하고 자신의 무용단 와 함께 무용수로서 Akram Khan Dance Company

무 를 이끌었다 아크람 칸의 독무를 포함하여 명의 전문 무용수는 먼지와 . 50

석양의 효과를 이용하여 강력한 죽음의 이미지를 그린다 단체무용으로서의 무. 

용 형식이 아닌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다른 요소들이 최 한 배제된 무용수

들만을 위한 고요한 무 의 순간이었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무용 경향. 

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전문 현 무용단의 출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리우 올림픽10) 2016 

개막식 개요   (1) 

제 회 리우 올림픽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  31 2016 8 5 21

루에서 개최되었다 리우는 근  올림픽 출범 년 만에 남아메리카 륙에서 . 122

처음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이다 년부터 년까지 브라질의 수도였. 1763 1960

던 리우는 코르코바도 언덕 정상에 있는 거 한 예수상과 코파카, (Corcovado) 

바나 해변이 유명하고 매년 사순절 전에 열리는 카니발(Copacabana) , (Rio 

의 명성은 그 규모와 명성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데 올림픽 개막식Carnival) , 

에서도 도시와 자연 그리고 카니발의 분위기를 한껏 발산하였다.

  리우 올림픽 개막식은 ‘새로운 세상 을 ’(New World) 주제로 하였다. 역  가

장 적은 예산인 억 원을 활용해 개막식을 구성하였음에도 직전의 과 한 투55 , 

자의 올림픽들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연출로 호평받았다 또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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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올림픽의 과제가 점차 부각되는 영향으로 개막식 주제와 예술프로그램

의 구성도 환경보호와 지구에 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는 열  . 

우림 아마존이 있는 브라질의 경고를 담고 있었으며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강조했다 특히 공식행사 중 올림픽 월계관. (Olympic Laurel)

은 리우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올림픽 월계관은 고  올림픽 정신과 쿠베르탱. 

의 비전에 따라 인간 발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스포츠. 

를 통해 교육 문화의 개발 및 평화에서의 성과가 뛰어난 개인을 존중하기 위, 

해 가 만든 안이다 올림픽 월계수의 창설은 올림픽 운동의 미래를 위한 IOC . 

전략적 로드맵인 개혁의 일부였다Olympic Agenda 2020 .

또한 리우 올림픽 개막식은 환경에 한 의지로 국기 게양도 브라질 환경 경  

찰 가 맡았으며 선수단 입장에서는 올림픽 최초로 결성된 난민 선수단이 등, 

장한 것도 올림픽 가치로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예술프로그램의 구성    (2) 

본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주제는 평화와 다양성이었다 처음은 브라질 땅의 탄생의   . 

기원을 표현하고 토착민 그리고 포르투갈의 침략과 외국인의 이주 그로 인한 다양, 

한 인종과 변화의 브라질을 이야기했다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브라질 특유의 음악. 

과 춤을 강조하며 독창적 아날로그 감성으로 리듬감 있게 만들어 냈다. 예술프로그

램의 전반은 역사적 서술의 무용과 시각예술 요소가 차지하고 후반부에는 음악

요소 위주이다 또 곳곳에 환경과 지구에 한 메시지가 위치해 있다. . 리우 올

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구분은 아래 표 과 같다<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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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명 작품내용 인원
소요
시간

구성요소 분류

공연

시작영상 올림픽도시 Rio de Janeiro 2:09 VA

환영Welcome( )

무  위의 불빛The ‘Gambiarra’( )

3:14 VA+PA브라질 예술의 아름다움

지구와의 평화

공식
행사

귀빈소개 국기게양 및 국가연주, - 2:50 -

공연

야자수의 땅Pindorama( )
선사시  생명의 탄생

원주민 전통 오두막Ocas( )
72 6:20 DA37+VA

Geometrization
기하학( )

유럽인의 도착

6:58
DA38+

VA+TH
아프리카인의 도착

아랍과 동양인의 도착

도시Metropolis( )

도시의 건설

6:59 DA39+VA건축

비행사

보사노바Bossa( )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 2:42 MU

빈민가Pop:Favela Voices( )
가수 Zeca Pagodinho, 
가수 Marcelo D2  

4:45 DA40

+MU
+VA

자율권Pop:Empowerment( ) 흑인랩퍼 공연과 카포에이라 1:16
DA41

+SD

분쟁Pop:Disputes( )
Maracatu, Bate-Bolas: 
카니발 캐릭터 불 칼 공의 분쟁, , 

2:28 DA42

Pop:Tropical Nation
열 나라( )

다양성의 축제 1,500 3:30 DA43+MU

After of the Party
파티 끝난 후( )

지구의 기후 온난화 보고 영상 - 1:55 VA+TH

A Simple Idea 
that helps a lot
작은 생각 큰 차이( )

의 시 Andrede ‘A Flor ea Nause’: ́
미래를 위한 씨앗심기

- 3:33 VA

공식
행사

선수단 입장 오륜상징, 

-

1:
50:17

-

회사 및 환영사 6:00

2:00올림픽 월계관 수여

2:22비둘기상징 연

0:40개회선언

4:00올림픽 게양 

3:00올림픽 찬가

4:10선수 표 심판 표 코치 표선서, , 

공연 절정Apotheosis( ) Samba & Drum - 7:45 DA44 + M

공식
행사

성화 봉송 및 점화(The Hybrid Cauldron) - 4:05 VA

표 15 리우 올림픽 개막식 구성요소 분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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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은 리우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한다 스타디움으로   . 

시선이 돌려지고 그 안에는 브라질 화가 의 그림 작Athos Bulc o(1918-2008)ã

품과 같은 패턴이 있다 이 패턴는 명의 공연자가 들고 있는 메탈릭 종이. 1,000

로 만든 형으로 공연자들의 든 종이는 반짝거리며 크게 부풀기도 하고 그것

을 두드리면 북처럼 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 위에 카운드다운 영상이 비춰지며 . 

개막식이 시작된다. 

국가 연주가 끝나고   ‘ 야자수의 땅 장이 나온다 는 브Pindorama’( ) . Pindorama

라질의 선사시 로 야자수의 땅을 부르는 말이다Tupi-Guarani, . 포르투갈 침

략 전까지 백만 명의 토착민들이 이 땅에 거주했음을 알려준다4 . 원주민 분장  

공연자들의 움직임은 원시적 느낌을 내며 원주민 전통 오두막 을 표현한Ocas( )

다 공중에 매달린 수백 개의 신축성 밴드를 사용하여 원시 밀림과 오두막을 . 

동시에 표현하고 밴드들이 스크린 역할을 하여 그 위에 영상이 더해져 숲이 형

성되고 무용수들은 밴드를 붙잡고 당기거나 꼬임을 주면서 여러 패턴을 만들어 

개의 거 한 원두막 형태를 만든다3 . 뒤이어 멀리서 뱃머리 형체 구조물과   

함께 유럽인들이 도착하고 기하학 장으로 연결된다 공연자들‘Geometrization’( ) . 

은 각각의 의상과 소품 특징적 움직임을 통해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랍인 일, , , , 

본인의 브라질 땅 이주 모습을 보여준다 바닥에 투사되는 프로젝션 영상은 다. 

양한 기하학 무늬로 차례로 자연 농업 광업 도로 도시로 변하며 이민자들의 - - - -

도착과 개간 과정의 브라질 땅의 변화를 표현한다 특히 힘겹게 행렬하는 네 . 

그룹의 아프리카인들의 움직임은 노동을 뜻하는 동작들로 이어진다 포르투갈이 . 

브라질을 지배하면서 수출 농작물 재배를 위해 아프리카인의 노동력을 강제 동

원하고 이 노예 제도는 거의 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 바닥은 400 . 

사탕수수 재배지 패턴이 나타나고 반복적 동작으로 노예의 삶을 표현한다 그. 

들의 문명 안에 존재하는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브라질 안에 녹아든 아프리

카 문화를 표현한 인상적 장면이다. 

바닥의 패턴이 이제 도시가 되고 도시 장으로 변한다 공연자들  ‘Metropol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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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물과 건물사이를 오가며 높이 솟아오른 건물과 발전된 브라질을 보여준

다 영상으로 전환된 이후 나온 보사노바 장은 개막식 이후 언론의 주. ‘Bossa’( )

목을 가장 많이 받은 장면으로 보사노바 장르 음악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 ‘A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 가 연주되고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 garota de Ipanema’( )

모델 이 스타디움을 런웨이처럼 워킹하는 장면이다 보사노바Gisele B ndchen . ü

는 이 곡을 만든 에 의해 발전된 장르로 포Ant nio Carlos Jobim(1927-1994)ô

르투갈어로 새로운 물결 새로운 경향 의 의미로 삼바 음악에 미국의 ‘ ’, ‘ ’ (Samba) 

재즈가 가미된 장르이다. 

뒤에 연이어 나오는 빈민가  ‘Pop : Favela Voices’( ), ‘Pop : Empowerment’

자율권 분쟁 열  나라 장들은 ( ), ‘Pop : Disputes’( ), ‘Pop : Tropical Nation’( ) 

여러 가수들의 공연과 춤을 추는 공연자들의 흥겨운 무 이다 각 장에서 . 

빈민가 는 중의 목소리를 자율권 에서 흑인‘Favela Voices’( ) , ‘Empowerment’( )

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분쟁 에서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분쟁을 마, ‘Disputes’( )

주하지만 열  나라 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닮은 점과 다른 , ‘Tropical Nation’( )

점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평화 축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연결성을 , 

가진다 각 장면은 서로 다른 무용 요소로 구분되지만 전체적으로 삼바에 바탕. 

을 둔 무용 요소들로 신나는 축제 장면을 연출하였다. 

파티 끝난 후 장은 환경과 지구 온난화에 한 영상이  ‘After of the Party’( )

다 지구의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보고하고 작은 씨앗들이 자연을 어떻게 .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며 환경에 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공식행사 후의 . 

절정 장은 브라질 특유의 카니발을 재현한다 색색의 의상을 입은 ‘Apotheosis’( ) . 

공연자들이 각종 악기로 삼바를 연주하고 무용수들이 춤을 더한다 삼바 카니. 

발 행렬 뒤에 성화 봉송과 점화가 이어지며 개막식은 마무리된다. 

리우 올림픽 개막식의 예술프로그램은 내용면에서 서사의 구조가 이전 개막  

식들에 비해 스토리텔링을 갖지 않음에도 충분히 그들의 역사적 진실성을 마, 

주하고 그들의 다양함을 문화와 예술로 풍부하게 담아낸 공연이었다 유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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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지 역사와 노예 제도 흑인 문화 빈민가 현실까지 국가주의에서 탈피하고 진, , 

정한 예술적 표현에 비중을 둔 공연으로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표현 양식에서 

색다른 의미를 갖게 하였다. 

무용의 분석 및 해석  (3) 

 

본 예술프로그램 무용 요소는 총 여섯 개  , DA37-DA42로 나타났다

  DA37는 ‘ 장에 나온다 여기서 오두막 을 표현한 작품에 원Pindorama’ . Ocas( )

주민 분장 공연자들의 움직임은 땅에 원래부터 거주한 토착민들의 원시적 느낌

을 낸다. 백만 명의 토착민들은 포르투갈 침략 전까지 이 지역에 거주했다4 . 

는 원주민의 전통 오두막으로 이 작품에서 공중에 매달린 수백 개의 신축Ocas

성 밴드를 사용하여 원시 밀림과 오두막을 동시에 표현한다 무용수들은 밴드. 

를 붙잡고 질서적이고 칭적으로 형을 변형하며 여러 패턴을 만들어 개의 3

원두막 형태를 만들고 밴드들이 스크린 역할을 하여 그 위에 영상이 더해지며 , 

숲이 형성된다 무용수들은 제의적 음악에 끊임없이 발을 맞추어 구르며 뛰어. 

다닌다.  

이들은   파린틴스 축제 의 무용수들로 본 장의 민속적 특성Parintins Festival( )

을 잘 살려냈다 브라질 아마조나스 주 북부 파린틴스에서 열리는 최  규모의 . 

연례행사인 이 축제는 화려한 춤과 노래 퍼레이드를 종합한 공연을 경연하는 , 

회이다 회에 출전하는 작품은 아마존 민족과 원주민 문화 그리고 현 의 . 

브라질 리듬을 통합해야 한다 본 개막식의 안무가 . 는 올림픽 Deborah Colker

준비 전에 파린틴스를 두 번 방문하고 초가 원두막에서 밴드를 이용한 움직임 

장면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Ocas’ . 

기하학 장의   ‘Geometrization’( ) DA38은 극 요소를 포함한 움직임이다 공연자. 

들은 브라질 역사에서 포르투갈의 침략과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 그리고 노

예를 연기한다 무용수들은 그룹마다 조금씩 다른 걸음걸이로 역할 아프리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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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일본 의 특징을 제시한다 힘겹게 행렬하는 네 그룹의 아프리카인은 노동, ) . 

을 뜻하는 단순한 움직임으로 다리를 무겁게 옮기며 이동한다 무용수들은 큰 . 

바퀴와 장 다리의 족쇄 등의 소품과 함께 허리를 숙이거나 꺾는 반복적 동, 

작으로 노예의 고단한 삶과 애환을 표현하였다 아랍인들은 조심스럽고 바쁜 . 

걸음으로 일본인들은 군 식 정열과 종종걸음을 걷는 등의 단순한 동작의 반, 

복만으로 춤의 이미지를 잘 살려 충분한 설득력을 제공하였다. 

  DA39는 지금의 브라질을 보여주는 도시 작품에 등장하는 현‘Metropolis’( ) 

무용 움직임에 파쿠르 와 아크로바틱 요소가 섞여(Contemporary dance) (Prkour)

있다 파쿠르는 도시와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건물이나 장애물을 활.  

용하여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훈련의 일종으로 년 프랑스의 야마카시1980

그룹에서 시작되었다(Yamakasi) .35) 건물 벽 다리 지형을 빠르게 이동하는  , , 

것으로 군 의 장애물 통과 훈련을 가리키는 에서 유'parcours du combattant'

래하였다.36) 지금은 창의적이고 화려한 움직임을 가미한 공연으로서의 기능과  

신체 운동의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 체로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 

표현하며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거나 심신을 단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무. 

런 장비 없이 맨몸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건너뛰고 도심의 건물을 맨몸으로 , 

기어오르는 등 일반인은 흉내조차 내기 힘든 동작들로 인하여 익스트림 스포츠

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아크로바틱 특징은 도시의 건물 장면에서 적절. 

히 활용되어 발전된 브라질 도시의 모습을 상징하였다 본 장의 무용수들의 움. 

직임은 파쿠르의 특징적 요소가 가미된 현 무용으로 분류하였다.  

  DA40에는 브레이크 댄스(Break dance)37) 공연자들이 등장한다 팝가수들의  . 

35) 한체육회 공식블로그 뉴스포츠를 알아보자 파쿠르 년 월 일 . “ , ”. 2018 11 6 .
    https://blog.naver.com/sports_7330/221391806336
36) 파쿠르 뒤 콩바탕의 주요 개발자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랑스 해군 장교 출신의 조르주 에베르 ' '

는 뛰어난 근력과 민첩성을 지닌 아프리카 원주민의 행동과 생활 양식을 관찰하여 신(1875~1957)
체 능력을 증진시키는 개인 훈련 체계를 정립하였고 이것이 보급되어 프랑스 군사훈련의 일부로 , 
채택되었으며 일반인의 야외 운동 프로그램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두산백과( ).

37) 브레이크댄스 년 부터의 힙합댄스를 특징짓는 춤의 명칭으로 원래는 비보잉 1970~80   (B-Boying)
이나브레이킹 이며 브레이크댄스란 말은 년 에 언론이 만들어 낸 용어이다  (Breaking) , 1980 . 1970
년  초 미국 뉴욕 브롱스 의 클럽에서 자메이카 출신 이 음악에서 가사가 (bronx) DJ Kool H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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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에 맞추어 여러 가지 군무로 이루어져 있다 춤의 형태는 . Passinho, 

이다 는 펑크와 브레이크 댄스가 브라질의 문화인 삼Hiphop, Samba . Passinho

바 그리고 카포에이라와 결합한 형태로 문자 그 로 작은 걸음 이란 뜻으로 , ‘ ’

허리의 뒤틀림에 의해 생기는 발의 빠른 움직임을 그 특징으로 하며 전통적으

로 무 에서 공연을 통해 즉흥 움직임이 가능하다 리우 빈민지역에서 시작되. 

어 현재는 새로운 댄스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본 장에서는 조금씩 다른 장르 . 

형태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브라질 정취를 살린 춤으로 분류할 수 Passinho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현주소를 변하는 표현수단이라 할 수 있

다. 

  DA41은 브라질 전통 무술 카포에이라 의 특성을 살린 비보잉(Capoeira)

춤의 솔로가 출연한다 바닥에는 카포에이라를 하는 남자의 영상이 (B-Boying) . 

프로젝션 맵핑 기술로 펼쳐지고 그 위에 남자 무용수 독무가 함께 만들어진 장

면으로 남자 무용수는 카포에이라 복장을 하고 있지만 움직임은 비보잉 춤으, 

로 분류된다 카포에이라는 세기 포르투갈에 의해 브라질로 끌려온 아프. 15, 16

리카 노예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발기술 격투기를 음악에 맞추어 유연한 

춤동작으로 변형한 무술이다 점차 덜 폭력적이게 발전하여 고난도 곡예동작과 . 

함께 예술성이 가미된 스포츠로서 년에 브라질 국가 스포츠가 되었다 이 1974 . 

장면은 카포에이라와 비보잉의 곡예적이고 예술적인 동작의 동질감과 조화를 

살려낸 안무 구성이었다. 

분쟁 장의   ‘Disputes’( ) DA42는 브라질의 민속춤이 등장한다 전신에 술이 달린 . 

의상을 입은 두 그룹 ‘Maracatu’38)와 ‘Bate-bola’39)그룹이 립하는 구도의 

춤이 등장한다 이 립하는 구도의 모형은 ‘The swords of cruz das Almas’ . 

브라질 주에 있는 도시 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Bahia Cruz das Almas St. John 

없이 비트만 나오는 부분 즉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에 등장해서 춤을 추는 , break break time
댄서들을 즉 라고 칭하게 되었다 이우재 정규하break-boy, B-boy ( , 2013; , 2017)

38) 브라질 북동부 주의 전형적인 민속춤이다 Pernambuco .
39)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외곽의 전형적인 카니발 캐릭터로 거리에서 공을 치는 카니발에 속하 

는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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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 검 결의 전통 무용으로 각 그룹은 공과 칼을 들고 서로 립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 민속춤을 제시하지만 춤의 형식이 특별하지 않은 단체무용으로 . 

고려된다. 

공연자들은 술이 가득 달린 의상과 색색의 가발 등으로 색채감을 더했는데   

이러한 색채감은 의 ‘Tropical Nation’ DA43으로 이어진다 이 춤은 . Madureira 

Baile Charme 으로 모두가 편하게 리듬을 맞출 수 있는 움직임이다(Soul Ball) . 

특정한 춤 요소를 가지기 보다는 총 출연진과 관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서의 단체무용 형태이다 각기 다른 원색의 의상을 입은 출연자들이 다. 

양하게 섞여 어울리는 장면으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브

라질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모습을 로 표현하였다Tropical .

  DA44는 개막식 가장 마지막을 장식한 부분으로 브라질 전통춤인 삼바

의 축제가 벌어진다 무용수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악기를 든 연주자(Samba) . 

들과 함께 등장하고 선수단 사이를 가로질러 춤을 춘다. 삼바는 브라질의 아프 

리카인들이 노동의 고통을 잊기 위해 아프리카 고유의 리듬과 가락에 맞추어 

부르고 추었던 원시 음악에 기원하며 포르투갈 춤의 양식과 결합하여 특유의 , 

독창적인 형태가 형성되었다 댄스스포츠 중 라틴아메리카 댄스에 속하며 브라. 

질 민족 무용에 기원한 춤으로 흑인 여자라는 뜻의 잠바 에서 유래되었(zamba)

다고 전해진다.

리우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은 영화 의 감독   ‘City of God’ Fernando 

와 가 총 연출을 담당했다Meirelles Andrucha Waddington, Daniela Thomas . 

안무는 브라질의 안무가 가 맡았다 는 다양한 Deborah Colker . Deborah Colker

형식을 갖춘 안무자로 다양성에 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 보그 힙합 곡예 등 , , 

여러 움직임 작업을 결합하고 벽 화병 로프 바퀴 등의 소품을 선호한다 그녀, , , . 

는 브라질의 현 무용 음악 영화 패션 및 예술을 위한 (Contemporary dance), , , 

표현 영역의 최신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나라이며 훌륭한 장소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개막식 작품에서 삼바 펑크 브라질 북부에서 브레이크 (Harss,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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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와 힙합을 결합한 및 장르 모든 것을 섞었다 또한 다passinho maracatu . 

른 문화와 브라질을 건설 해 온 사람들 즉 토착민 아시아계 유럽계 아프리카, , , 

계 사람들을 묘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면서 각 장르의 무용수들의 개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무용 형식 및 안무가2. 

무용 형식 및 경향 분석  1) 

지금까지 예술프로그램 용어의 등장과 발전 시기인 모스크바 올림픽부  1980 

터 리우 올림픽까지 총 개의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구성 요2016 10

소를 나누어 무용을 살펴본 결과 무용은 DA1부터 DA44까지 총 개로 출연하44

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의 변화와 역할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소들. 

을 각각의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무용요소의 형식은 크게   단체안무 민속무용 , 

그리고 하위 범주인 발레 현대무용 스트릿댄스 탭댄스 스윙댄스 , , , , 로 구분되었

다 물론 하위 범주의 무용 형식들도 개막식 공연 특성상 이미 단체무용 형태. 

를 지니고 있으나 단지 고유의 특징적 기술 형식을 가졌기 때문에 특정 장르로 

지정하여 기록하였다. 안무의 형태에서의 세부 장르에 따라 올림픽 무용요소의 

형식을 다음 표 과 같이 분류하였다< 16> . 

표 의 보면   < 16> 분류 범주는 각각의 올림픽과 그에 출연한 무용요소의 번호

별 구분 및 무용 형식의 구분 그리고 독무 출연 여부와 담당 안무가를 구분하

여 작성하였다 표와 함께 분류된 무용요소에 한 분류 기준과 해석에 해 .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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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무용요소 형식구분 독무 안무가

1980
모스크바

DAl 단체안무 -
Milhail Semenovich Godenko

DA2 민속무용 -

1984
로스엔젤레스

DA3 현 무용 -

Ron Field
DA4 단체안무 -

DA5 발레 -

DA6 단체안무 스트릿댄스, -

1988
서울

DA7 민속무용 삼고무 소고춤( , ) - 조흥동
DA8 발레 - 임성남
DA9 현 무용 - 육완순
DAl0 민속무용 화관무( ) - 김백봉
DA11 현 무용 - 송범
DAl2 단체안무 - 한익평

1992
바르셀로나

DAl3 단체안무 -

Judy Chabola
DAl4 민속무용(Sardanan) -
DAl5 민속무용(Flamenco) ○
DAl6 단체안무 -

1996
애틀랜타

DAl7 단체안무 -

Judy Chabola
DAl8 단체안무 민속무용, (Clog dance) -

DAl9 단체안무 -
DA20 발레 ○

2000
시드니

DA21 단체안무 -

David Atkins
DA22 민속무용 -

DA23 단체안무 -

DA24 민속무용(Irish Jig) -

DA25 단체안무 -

DA26 탭댄스 ○ Dein Perry 

아테네2004 DA27 현 무용 ○ Angeliki Stellatou

2008
베이징

DA28 민속무용(Fou dance) - Zhang Jigang
DA29 현 무용 ○ Hou Ying
DA30 단체안무 ○

Zhang JigangDA31 민속무용(Dunhuang dance) ○

DA32 민속무용 -

2012
런던

DA33 단체안무 - Toby Sedgwick
Temujin GillDA34 스윙댄스(Lindy hop) -

Kenrick H2O SandyDA35 스트릿댄스 -

Akram KhanDA36 현 무용 ○

2016
리우

Deborah Colker

DA37 민속무용 -

DA38 현 무용 -

DA39 현 무용 -

DA40 스트릿댄스 ○

DA41 스트릿댄스 ○

DA42 민속무용 -

DA43 단체안무 -

DA44 민속무용(Samba) -

표 16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무용 요소의 구분 및 세부 형식. (198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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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무용의 주된 안무 구성인  단체안무 는 ‘Mass 

choreography 의 해석적 표현이다 단체안무는 출연하는 공연자 단체가 만들어’ . 

내는 형태를 안무하는데 집중된 것으로 특정 장르의 무용 움직임으로 정의하 ,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단체의 이동과 동선을 통한 형 보여주기에 목적을 . 

둔 안무 구성이다 무용의 형식적 움직임 보다는 매스게임에 기반을 두고 있어 .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 각기 다른 동작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의 무용 동작 수행

이 중점이 되지 않은 형태들이다.

초기의 체조적 형태의 집단무용의 성격을 가졌으나 시 가 지남에 따라서는   

기술 및 시각예술 요소와 와 함께 나타나 눈에 띄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집(VA)

단성를 띤 퍼포먼스 형태이다. 이처럼 형을 위한 안무인 Mass choreography

는 바르셀로나 개막식 총 감독인 의 연구와 리우 올림, 1992 Josep Roca 2016 

픽 개막식 미디어 가이드에 나온 용어를 차용한 의미이다.40) 

는 특히 모스크바 예술프로그램에서의 단체체조와 단체무용  Josep Roca 1980 

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다 즉 그 당시는 규모 인원 (1995: 228). 

동원을 사용한 형의 구도와 구성에서 오는 감동을 프로그램의 가치로 삼았

다 그러나 점차 그 성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우 개막식에서도 그들. 2016 

의 무용이 결합된 단체적 움직임을 동일 용어로 설명한다(2016: 11). 

결국 년부터 년까지 예술프로그램의 출연동안 단체안무로 고려되는   1980 2016

무용 형식들은 그 움직임 형식이 발전되었을 뿐 개막식에서 고정 요소가 되었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근  올림픽 초창기부터 주창해온 운동 체. , 

조 무용의 결합적 성격이 결코 변질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중을 염두, . 

하고 실행하는 야외 단체 체조의 성격을 지닌 채 발전된 것으로 이것은 쿠베르

탱이 강조한 의 율동적인 운동과 조화된 동작의 구성과도 연결될 수 Eurythemy

있는 지점이다. 

단체무용과 함께 고정적으로 등장한 무용요소는   민속무용 또는 (Folk Dance 

40) 앞의 장 의 설명 참고 pp.53 Mass Choreography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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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민속무용도 단체무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하위 범주인 Ethnic Dance) . 

발레 현 무용 등과는 다르다 발레 현 무용 등은 모두 극장 무용의 형식으, . , 

로 무용수는 일반적으로 특정 장소 및 특별 행사에서 관객을 위해 공연하는 , 

고도로 훈련 된 전문가인 것에 반해 민속춤은 거의 정반 의 성격으로 특징 , 

지어 질 수 있다 민속춤 무용수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영역일 필요는 없기에 . 

훈련 받지 않은 경우도 춤은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제 무용수와 관객 사이에 구

분이 없는 경우도 있다 특별한 장소 또는 특별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지만 거. , 

의 지역 사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용역사학자 에 따르면 민속무용의 개념은 민속 의 정체성에  Cohen(1998) , ‘ ’

서 유래한다 춤은 역사적으로 지역사회 축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지만 세기 . , 19

초까지는 유럽 사회의 민속 이라는 문구와 민속 문화는 학술적 탐구의 상이 ‘ ’

되었다 그에 비해 민속춤 은 다른 민속 문화 형태의 연구 이후 년이 넘은 . ‘ ’ 100

년 까지 학술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세기 후반 독일 전역에서 문화 활1890 . 18

성화 운동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면서 유럽 전역의 지적 발전이 이루어지며 독 

일 철학자 이 민중 이라는 개Johann Gottfried von Herder(1744-1803) ‘Volk’( )

념을 말한다 낭만주의 민족주의의 성장은 민요 민속 시 및 전통 공예와 같은 . , 

민속 문화적 형식 및 공연 장르에 초점을 맞춘 수집 및 학술 연구의 혼란을 촉

발시켰다 그러나 여기서 무용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일반적으로 지나치. 

듯 다루고 때로는 음악과 관련하여 언급되어지는데다 주로 계절축제의 일환으

로 언급되어 온 것이다 공동체의 춤 전통은 일상생활에 퍼(Cohen, S. J., 1998). 

져있는 신념과 가치에 반응해 왔고 항상 표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만족스

러운 수단을 증명하는 현지 문화의 요소로 채택되어 왔다 공동체는 무용과 관. 

습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신념에 필수적이며 춤은 항상 현지인의 전통을 지, 

니고 있는 것이다(Friedland, 1987).  

이러한 민속무용은 앞서 제시한 표 에 따르면 올림픽 개막식 총 회   < 16> 10

중 회의 올림픽의 무용요소들에 포함되어 있다 민속무용이 제외된 올림픽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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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아테네 런던이다 물론 무용인1984 , 1996 , 2004 , 2012 . 

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위 범주인 발레와 현 무용Kealiinohomoku(1969) 

은 유럽 및 북미지역의 민속무용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미. 

국 무용가 의 의견처럼 발레나 현 무용은 이제는 민속무용을 Meri, L.(1967)

넘어 다양한 민족 문화의 사회 관습과 예술적 반영의 산물이기도 하다 즉 민. 

속무용 용어는 역사적인 연결이 유지 될 때 가치가 있으며 민속 공동체와 레  

퍼토리를 추적 할 수 있는 춤 형식과 관습의 하위 집합인 것이며 그것은 인간 , 

문화와 표현의 역사에 한 특별한 해석을 가리키는 역사적인 용어인 것이다

(Cohen, 1998).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무용 형식에는 이제까지 살펴본 단체안무와 민속무용  

과 다르게 구별되는 하위 범주인 발레 현 무용 스트릿댄스 스윙댄스가 있다, , , . 

우선, 발레 는 유럽에서 발생한 무용 예술 극이다 최초의 발레는 세기 (Ballet) . 13

이탈리아에서 탄생하여 이탈리아어의 춤춘다는 뜻인 에서 유래한 것으‘Ballare’

로 본래 유럽의 궁정과 귀족 사회에서 향유되던 사교 무용이다 세기 카트린. 16

느 드 메디치 가 프랑스 왕 앙리 세와 결혼하면서 프랑(Catherine de' Medici) 2

스 왕궁으로 전파되었다 문애령 발레가 본격적으로 중화되기 시작한 ( , 1995). 

것은 세기 루이 세 때부터이며 오늘날의 고전발레 를 고17 14 , (Classical Ballet)

안하고 전파한 것은 러시아이다 프랑스 용어를 기반으로 한 자체 어휘로 널리 . 

알려지며 기술적으로 높은 무용 형식이 되었다. 

발레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동작에 있어서의 기초 기술을 정  

의하고 정리했다 지금까지의 세계 모든 발레단은 체계적으로 훈련된 발레 무. 

용수들이 수행하고 안무한다 발레는 많은 다른 춤 장르 및 문화에서 사용해 . 

역사적으로 자신의 문화를 통합해 전 세계의 여러 전문학교에서 가르쳐 왔으

며 결과적으로 발레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화한 상태이다 전통적, . 

인 고전발레는 전용 발레 음악과 함께 공연하며 정교한 의상과 무 를 사용하

는 레파토리를 가지는 반면에 현  발레 는 현 음악과도 사용(Modern B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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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새로운 발레 춤 언어를 시도하고 기존의 작품을 현 적으로 재해석 하는 

등의 발전적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는 장르이다. 

이렇듯 발레는 그 기술에 있어 명확한 형식을 지니고 있기에 올림픽 개막식  

의 무용요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모스크바 올림픽의 경우 안무가를 . 1980 

로 지칭하고 무용 요소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발레는 년Ballet Master . 1980

부터 애틀랜타 올림픽까지 꾸준히 출연하는데 특히 애틀랜타의 1996 , 1966 

DA20에는 여자 무용수의 고전발레 동작인 그랑 쥬떼 팡쉐(Grand jet ), é

부레(Ponch ), (Bé ourr e),é 포 드 브라 등의 특징적 동작들이 확 (Port de bras) 

연하게 드러난 장면이다. 주로 여성무용수의 수행일 경우에 자주 적용되며 

년 이후로는 그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2000 .41) 이는 중성에 기인한 스트릿 

댄스의 출연과도 연관성을 가지며 무용의 컨템포러리화 과정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예술프로그램 무용의 컨템포러리화 과정의 장르인 현 무용은 모던댄  

스 또는 컨템포러리 댄스 로 세기 말(Modern dance) (Contemporary dance) 19

부터 전통적 발레 움직임을 거부하면서 생긴 자유로운 움직임의 추구이다 현. 

무용은 규정된 형식과 기교 등을 탈피하고 새롭고 개성적인 움직임을 강조하

여 각 시 마다 춤의 형식과 활동 무용가들도 각기 다르다 모던댄스의 선구자. 

적인 인물 로이 풀러 이사도라 던컨(Loie Fuller, 1862-1928), (Isadora 

루스 세인트 데니스 이 있Duncan, 1877-1927), (Ruth St. Denis, 1879-1968)

다 김채현 이들은 유일한 무  무용이었던 발레의 구식 체제를 허물고 ( , 1990). 

자유로운 형식의 춤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김말복 이 중 특히 자신( , 2003). 

만의 고유한 춤 언어를 가진 미국의 무용가 이사도라 던컨은 도전적인 자세로 

자유와 충동적 힘을 표현하고 시적인 감동을 주었던 인물로 그녀가 당시 활동

한 동시  예술가들과의 교류와 예술사상은 지금까지도 현 무용의 표현성에 

영향을 기치고 있다 문애령( , 1995). 

41) 이후 개막식에서의 발레 출연은 본 연구의 범위로 선정하지 않은 소치 동계올림픽 개폐막 2014 ·
식에서 러시아의 전통적 예술 역사와 활동을 보여주기 위한 다수의 고전주의 발레 장면으로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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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발레와 같이 극장무용으로서 그 맥을 같이하는 현 무용은 올림픽 개  

막식 총 회에서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한 출연을 보이는데 아테네 10 , 2004 

올림픽부터는 단체안무 형태의 한 역할로서의 현 무용이 아닌 개인의 춤 언어

와 움직임을 통한 전달에 집중된 컴템포러리 무용으로서 출연한다 베이. 2008 

징(DA29 과 런던: Hou Ying Dance Theatre) 2012 (DA36: Akram Khan 

에서는 개인 현 무용 단체의 독자적 출연도 두드러진다 이는 무용Company) . 

사적으로 가 로 변화해 가는 흐름과도 ‘Modern dance’ ‘Contemporary dance’

관계가 있다 컨템포러리 댄스는 광의의 의미로 년  태동된 포스트모더니. 1950

즘 댄스를 포함하지만 협의적으로는 년  특히 유럽의 예술가들에 의1970, 80

해 주도된 새로운 춤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뚜렷한 형태로 규정지을 수는 . 

없음에도 현 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역 안에서 특정 춤의 장르나 형식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동시 성을 추구하며 추어지는 모든 춤을 의미한다 정은주( , 

김경은 동시 적이라는 의미에서 아테네 개막식 예술프로2012; , 2017). 2004 

그램부터 출연한 현 무용은 컨템포러리화 되었다 볼 수 있다. 

발레와 현 무용 다음으로 예술프로그램 무용요소에 다수의 출연을 보이는   

형식은 스트릿댄스 이다 스트릿댄스는 각 문화의 전통 무용이나 (Street dance) . 

발레 현 무용 등의 순수무용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세기 이후 중문화를 , 20

기반으로 한 춤이다 스트릿 컬쳐 즉 길거리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생된 모든 . 

형태의 춤으로 도시 환경에서 자라는 젊은이들 간의 공통된 가치관과 생활양식

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부분은 년  후반 미국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 1900

이 받았다 스트릿댄스는 모든 중 문화적 춤을 포괄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 

춤 형식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장르는 크게 올드스쿨. ‘ ’(Old 

과 뉴스쿨 로 나눌 수 있다 비보잉 파핑school) ‘ ’(New school) . (B-boying), 

락킹 왁킹 등의 올드스쿨 장르 그리고 프리스(Popping), (Locking), (Waacking)  ,  

타일 힙합 하우스 크럼핑 의 뉴스쿨 장르(Freestyle Hiphop),  (House),  (Krumping)

를 가리킨다 이 분류는 춤의 성행했던 시기를 나눈 기준으로 구분 년도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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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진 않지만 년을 기준으로 하며 성행했던 음악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1990

있다 이하늘 이들은 모두 년  이후 미국에서 흑인 히스패닉 기반의( , 2017). 70 , 

힙합 문화로부터 유래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 용어가 비교적 넓게     . 

쓰일 때에는 레게 비밥 린디홉 탭댄스 등의 다른 전통을 지니고 있는 장르들, , , 

도 포괄한다 길현정 일반적으로 순수무용에서 중시되는 것이 무용가 내( 2014). 

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비하여 스트릿댄스에서 중시되는 것은 즉흥적인,  

프리스타일을 통하여 그 음악적인 요소를 몸으로 표현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 

이러한 즉흥적인 요소가 가장 극 화된 형태가 바로 현  스트릿댄스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인 배틀 문화이다 배틀은 서로 다른 팀이 개인의 기량   (Battle) . 

또는 전체의 안무를 결하는 구도로 스트릿댄스가 지니는 즉흥적인 요소와 맞

물려 스트릿댄스의 고유한 문화 현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

이러한 스트릿댄스의 개막식 출연은 런던 올림픽과 리우 올림픽  2012 , 2016 

에서 두드러진다 주로 중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표현 양식에 자주 사용되었. 

다 런던 올림픽의 . 2012 DA35에서는  군무장면으로 중적 청년 문화를 20

변하였고 리우 올림픽의 , 2016 DA40의 경우는 빈민층 이라는 제목으로 길거‘ ’

리 문화를 형성한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변한다 스트릿댄스는 현재 나라와 . 

지역을 막론하고 그 문화가 확장되는 추세이며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서의 그 

쓰임도 더욱 확 될 것으로 기 되는 무용 형식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발레 현 무용 스트릿댄스 이외에 개막식에 한 번씩 출연  , , 

한 무용 형식은 탭댄스와 스윙댄스이다 우선 탭댄스 는 발뒤꿈치. , (Tap dance)

와 발가락에 징이 있는 신발을 신고 바닥을 치며 소리를 내는 리드미컬한 미국 

무용의 한 양식이다 탭 댄스의 역사적 기원은 영국 북부의 전통적인 나막신 . 

춤 아일랜드의 지그 릴 등의 아일랜드 댄스의 특징이 (Clog dance), (Jig), (Reel)

두드러지며 아프리카 기원의 발 구르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 . 

발로 타악기의 요소를 강조했는데 아프리카 동작과 가장 큰 차이는 상체의 고

정된 긴장으로 발이 복잡한 단계와 리듬을 수행하는 동안 몸통은 사실상 움직



149

이지 않는다 아프리카 노예들이 그들 고유의 춤을 가져와 신념과 의식으로서 . 

춤을 추고 그들이 지그와 릴 등의 유럽 춤을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하위문화가 

결합하여 미국 역사의 하나로 된 것이다 거기에 세기 민스트(Pecina, 2016). 19

럴 쇼(Minstrel Show)42)에서 흑인과 백인의 춤 스타일의 요소들을 양식화하고 

혼합해서 중적 스타일의 춤과 풍자극을 만들어냈다 이때가 탭댄스 초기 형. 

태라 할 수 있으며 년까지 이 기교의 변형된 형태가 등장했고 발 구르는 1925

소리가 더 잘 들리도록 금속 징을 신발에 부착했다 발의 기교 가운데 상당 부. 

분이 그 로 사용되었으나 발기술과 다리 동작이 덧붙여지고 박수를 치거나 몸

을 두드리는 동작이 가미되었다.43)

탭댄스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시드니에서   2000 DA26에 한 번 나타남에도 불

구하고 흥미로운 점은 그 기원의 되는 춤들이 다른 민속무용 요소로 모두 출, 

현하였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민속무용으로 분류한 . DA17 애틀랜타(1996 , 

이고 또 Clog dance) , DA22 시드니(2000 , Aumuller rhythem dance, Dhum 

Dhum dance 그리고 ), DA24 시드니 이다 탭댄스 (2000 , Irish Jig) . DA26(2000 

시드니 와 역사적 기원의 시각에서 그 무용 형식의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 

즉 탭댄스가 가지는 역사가 춤 형태로 모두 출현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거친 탭

댄스는 더욱 복잡한 발동작이 개발되고 발레와 현 무용의 기술적 요소들이 많

이 첨가되어 지금의 뮤지컬적 요소를 갖추게 된다 특히 이민자 문화와 함께 . 

다양성을 가지는 국가들에서 끊임없이 그 춤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역시 개막식 무용 요소로 한번 출현한   스윙댄스 는 세기 중(Swing dance) 20

반 미국에서 유행했던 춤의 하나로 스윙 음악과 함께 년 에 미국 전역에1940

서 시작하려 크게 유행한 소셜댄스 이다 스윙댄스는 기본적으로 (Social dance) . 

미국의 할렘가나 남부 흑인들의 재즈 음악에 맞추어 년 에 발생한 여러 1930

가지 중적 춤을 일컫는 용어이다 스윙댄스는 다양한 스타일의 차이와 지역. 

42) 년  미국에서 성행한 연극 형태로 배우 가 과장된 흑인분장을  1850~70  Thomas Dartmouth Rice
하고 로 연기하며 춤과 노래 연주 담으로 이루어진 코미디 공연이다Jim Crow , , .

43) Encyclopaedia Britannica: Tap dance(https://www.britannica.com/art/tap-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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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형이 발생했는데 초기에는 빠른 음악을 위주로 한 동부와 좀 느린 음악을 

위주로 한 서부로 나뉘어졌다가 린디홉과 같은 변이가 발생했다.44) 

  DA34 런던 스윙댄스 에서 나타난 무용은 린디홉이다 린디홉은 년 (2012 , ) . 1930

경 이 하늘을 나는 동작을 한 데에서 유래한 형Frankie Manning(1914-2009)

식으로 곡예와도 같은 격렬한 움직임을 포함하기도 한다 년  중반에 이. 1930

르러 백인들에게까지 스윙댄스가 확산되면서 동작이 간편한 지터벅이 발생했고, 

이후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이후 년 에 이르러 로큰롤의 유행에 따라 사. 1960

라졌으나 년  미국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되살아나 지금까지도 꾸준한 관1990

심을 받으며 행해지도 있다. 

지금까지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무용요소의 분석 내용 중 무용의 형식  

을 살펴보았다 모스크바부터 시드니까지는 단체무용과 민속무용 . 1980 2000 

위주로 무용형식이 출연하였다 특히 단체무용은 형을 안무하는데 중점을 둔 . 

단체안무 형태였다 년 이후 단체안무의 비중이 줄어, Mass choreography . 2000

든 것은 아니지만 형을 위한 안무보다는 현 무용과 스트릿댄스 위주의 자유

로운 형태의 안무 형식이 주를 이룬다 정형화된 형식보다는 보다 다양한 장르. 

와 구성을 위한 단체무용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의 무용요소는 무용사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각 무용요소의 경향성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각 개막식 예술

프로그램 또는 무용 요소들의 담당 안무가들과 그들의 교육 및 활동 배경 그리

고 그들의 안무 방식 등을 살펴보겠다.  

44) Encyclopaedia Britannica: Swing(https://www.britannica.com/art/swing-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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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프로그램 참여 안무가  2) 

   모스크바 올림픽(1) 1980 

  

     가. Mikhail Semenovich Godenko (DA1, DA2)

모스크바 개막식에서 로 임명되어 총 안무가 역할을 한   1980 Ballet Master

는 발레무용수이자 안무와 교육을 Mikhail Semenovich Godenko(1919-1991)

위한 발레마스터로 년에서 년에 1953 1959 Moscow Choreographic School(모스

크바 안무학교)에서 공부하였다 년에는 러시아에서 예술계에 탁월한 성과. 1977

를 보인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상People’s Artist of the USSR 을 받으며 러시아 

무용 전문가로서 인정받았다.45) 그는 년 무용단  1960 Krasnoyarsk National 

를 설립하고 시베리아의 민속적인 정취를 독창적 방식으로 안Dance Company

무한 작품들을 만들어 공연한다 이 단체는 지금도 그의 레파토리들을 상연하. 

고 있으며 그의 이름을 따라 지금은 Krasnoyarsk State Academic the Dance 

로 활동하고 있다Company of Siberia named after Godenco . 

   로스앤젤레스 올림픽(2) 1984 

 

     가. Ron Field (DA3, DA4, DA5, DA6)

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맨해튼 의   Ron Field(1934-1989) (Manhattan) High 

에서 무용을 시작하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분야에서 School of Performing Arts

경력을 쌓게 된다 년 뮤지컬 로 안무가상을 받은 그는 뮤. 1967 ‘Cabaret’(1966)

지컬 제작자인 로렌스 카샤 의 (Lawrence Kasha, 1933-1990) ‘Anything Goes’ 

45) Russian film archive: Net-film(https://www.net-film.ru/en/film-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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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 이후에 그로부터 작품 의 감독 및 안무가로 추천 받는다‘Applause’(1970) . 

이 작품으로 에서 론 필드는 최고 안무가상 로렌스 카샤는  최고 Tony Award , 

뮤지컬 작품상을 받게 된다 년 의 공. 1976 New York City Opera ‘Ashmedai’ 

연 안무와 감독의 영화 Martin Scorsese(1942-) ‘New York, New York’ 

의 안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러한 뮤지컬과 영화 방명의 경력을 쌓던 중 (1977) .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개막식의 안무를 맡게 되었다1984 .46)

  서울 올림픽(3) 1988 

  가 조흥동 . 47) (DA7)  

본 장의 협동안무자 조흥동 은 한국무용  (1941-) (Korea Traditaionl Dance) 

무용가로 남성 최초로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태평무 이수자이다97 . 

년 첫 발표회를 시작으로 년 한국남성무용단을 창단하고 전통 춤의 1968 1979

좁은 입지의 남성 춤사위를 개척하는 역할을 한다 국립무용단과 서울예술단. , 

경기도립무용단에 다수의 공연에 참여하고 안무가로서도 많은 작품을 남긴다

안영화 특히 그의 독특함과 창작적 춤사위가 뭍어나는 한량무( , 2003). (閑良

)舞 48)에 한 연구 안영화 채명신 정명훈 김태훈( , 2003; , 2004; , 2007; , 2017)

들이 상당수 있다 그는 한국의 전통춤 전문가로서 한국 국립무용단 단장과 안. 

무가도 역임하였으며 현재도 왕성한 공연 활동과 함께 한국의 국립무용센터 건

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46) ‘Ron Field, a Tony Award Winner For His Choreography, Dies at 55’, The New York 
년 월 일Times. 1989 2 7 .

47) 공식보고서의 기록상  DA7이 분류된 장의 안무담당은 허규 연극연출 협동안무가는 조흥동이다( ), . 
하지만 무용형태는 한국 전통무용으로 분류되며 본 무용요소의 안무가는 무용전문성을 가진 조흥
동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였다.

48) 한량무는 경남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로 남사당패에 의해서 처음으로 연희된 춤이다 은 벼 3 . 閑良
슬에 오르지 못한 무관을 이르는 말로 호방하고 의협심 있는 사나이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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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성남 . (DA8) 

본 장의 무용은 발레 전문안무가와 국립발레단의 출연으로 인하여 발레 형태  

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본 장면의 안무가 임성남 은 한민국 초  . (1929-2002)

국립 발레단장으로 무용가이자 발레 교육자이다 본명은 임영규로 년 세. 1946 16

에 처음으로 발레를 배우게 되고 년부터 년까지 일본에서 유학하였1947 1953

다 귀국 후에는 임성남 발레연구소 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위해 발레 교육을 . ‘ ’

시도하였다 당시 발레와 발레리노에 익숙하지 않던 한국에 문화 정착을 위해 . 

학의 체육과 학생들에게 발레를 가르쳤다 그는 임성남 발레단을 결성하여 . 

활동하다가 년 국립무용단에 흡수되며 초  단장으로 임명된다 이어 1962 . 

년 국립발레단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힘을 쏟으며 국립발레단장까지 엮임1974

한다 그는 발레 교육자뿐만 아니라 안무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는데 기존의 . , 

고전발레인 백조의 호수 나 지젤 등은 물론 창작 발레 처용 배비장< > < > < >, < >, 

춘향전 등을 발표하며 고전발레에 한국 특유의 춤사위를 입힌 작품들을 만든< > 

다 한국 발레의 개척자로서 큰 의미를 갖는 인물이자 창작발레 안무가로서 그. 

의 작품과 생애에 관한 연구 이미애 김태희 이상미 이성( , 1992; , 2004; , 2005; 

희 이소현 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2009: ; 2013) .

    다 육완순 . (DA9) 

본 장에 출연한 현 무용 안무가 육완순 은 서울 올림픽 당시   (1933-) 1988 

이화여자 학교 무용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화여 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 

유학하면서 현 무용을 배워왔으며 한국에 미국의 현 무용을 선보인 점에서 , 

무용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년 귀국 공연을 통해 현 무용을 소개하였다1963 . 

이는 근 적 개념에서의 한국 현 무용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은주( , 

특히 년 안무한 무용극 슈퍼스타 예수그리스도2017). 1973 < >49) 작품의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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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연과 년 무용월간지 춤 의 창간을 통해 한국의 현 무용 정착에 , 1976 「 」

기여하였다. 

    라 김백봉. (DA10)

본 장에서 무용요소   DA10인 한국의 민속무용 화관무‘ ’( )花冠舞 안무를 담당 

한 김백봉 은 한국의 신무용가 최승희 무용단의 최고 무용수 겸 안무가(1927-)

였다 최승희 는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의 현 적 무용기법으로 춤을 . (1911-1969)

창작한 무용수로 유명하다 최승희를 따라 평양에서 공연 활동을 하던 김백봉. 

은 월남하여 년 김백봉 무용연구소 를 설립하고 년에서 년까지 1953 < > 1965 1992

경희 학교 무용과 교수로 재직하며 신무용을 전수하였다 김백봉의 화관무는 . 

고전 형식을 다시금 창작한 것으로 년 그녀가 독무로 초연한 작품이다 한1947 (

국무용사전 화관은 통일신라시 부터 궁중에서 사용되었으나 화관무는 김백). , 

봉에 의해 새롭게 발표되고 승화된 궁중풍 신무용이다.50) 지금껏 그녀가 발표 

하고 창작한 한국 전통무용들은 한국을 표하는 무용으로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

  마 송범   . (DA11)

본 장의 안무가이자 무용교육자인 송범 은 발레와 현 무용 교육  (1926-2007)

을 받고 한국무용으로 춤의 중심을 갖춘 무용가이다 년 최승희 춤 공연을 . 1942

보고 무용의 길로 들어서 한국무용과 발레 현 무용을 모두 배운다 그는 , . 

년 한국발레단을 창단하고 년부터 년간 국립무용단을 이끈다 모든 1961 1973 30 . 

장르에 탁월함을 갖추어 모던 발레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무용기법을 추

49) 원작은 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뮤지컬로 가 작곡하여 예수의 마지 1971 Andrew Lloyd Webber
막 일간을 장르 방식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육완순의 무용극은 동일 음악7 Rock Opera . 
과 내용을 현 적 춤으로 만든 작품이다.

50)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이북 도 무형문화재 제 화관무 5 4, (http://www.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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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여 스펙터클한 군무 위주의 안무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작품의 특징은 신. 

무용 춤에 한국 전통 설화나 고전 스토리를 입혀 극장 무 에 맞게끔 무 화된 

한국 장막 무용극 한국학중앙연구원 을 만드는데 공헌하였으며 중앙 학교 교수( )

로 재직하며 교육에도 힘썼다. 

   바 한익평. (DA12) 

한민국 뮤지컬 안무가 세 로 불리는 한익평은 발레와 재즈댄스 전문의   1

방송 및 뮤지컬 안무가이다 본래 위의 . DA8에서 살펴본 한국 발레의 부 임

성남에게 발레를 배우고 발레 공연의 경력도 가지고 있으며 또 위의 , DA11의 

한국무용가 송범에게도 배운 무용가이다 이런 배움 후에 그는 중무용으로 . 

전환하여 재즈 발레를 선보인다 전유정 특히 당시 동양방송( , 2016). (TBC)51)의 

쇼쇼쇼 년 방영 프로그램에서 년간 안무를 맡았으며 예술‘ ’(1964-1983 ) 17 , KBS

단 안무가로 활동하면서 뮤지컬 안무가로 자리잡게 된다 쇼쇼쇼 프로그램은  . ‘ ’

가수들이 나와 무 를 꾸미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시 무  움직임이 딱히 없, 

던 정적인 무 를 노래에 맞게 활발한 율동을 가미하고 안무를 새롭게 넣어 동

적인 무 로 바꾸어 주목을 받았으며 전속무용단의 활동으로 새로운 형태의 , 

방송 무용을 시도하게 되었다 김형찬 즉 춤과 노래 연기를 종합한 뮤( , 2016). , 

지컬 형태의 공연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쇼의 시작을 구성한 셈이다. 

51) 년 중앙일보사가 겸영한 민간 방송으로 현 의 전신이다 년 언론통폐합조치로 개편 1964 JTBC . 1980
되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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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로나 올림픽(4) 1992 

  

   가. Judy Chabola (DA13, DA14, DA15, DA16) 

미국 최 의 텔레비전 작품상인 상과 상의 수상 경력에 빛나   Emmy Grammy

는 안무가 는 메가 이벤트에 특화된 안무 경력을 가Judy Chabola(1954-1999)

지고 있다 미국 태생의 그녀는 올림픽 개막식 안무가로 책임을 맡기 이전에 .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개막식의 무용 순서 연습을 도와주기 위한 팀으로 1984 

자원하게 되면서 국제적 행사의 안무가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그녀의 안무 경. 

험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물론 미국 월드컵 애틀랜타 올림1992 1994 , 1996 

픽 개 폐막식 그리고 다수의 슈퍼볼 하프타임쇼· (Super Bowl halftime shows)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및 .  Emmy, Grammy, Academy, Billboard 

등 개 이상의 특별 이벤트 및 스페셜 안무에 적극 참Essence Awards 100 TV 

여했다.

학생 때부터 치어리딩 활동을 한 그녀는 다양한 나라에서와   (Cheerleading)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조직화하고 동기화하는 숙

련성으로 유명했다 후에는 과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alifornia Lutheran 

의 응원훈련 팀을 이끌며 활동했다College .52)

  애틀랜타 올림픽(5) 1996 

안무가는   Judy Chabola(DA17, DA18, DA19, DA20 로 위의 바르셀로나 ) 1992 

올림픽 안무가와 동일하다.

52) 년 월  “Judy Chabola; Choreographer of TV Events”. Los Angeles Times. 1999 5 13
일 출저 . http://articles.latimes.com/1999/may/13/news/mn-36759



157

시드니 올림픽  (6) 2000 

  

    가. David Atkins (DA21, DA22, DA23, DA24, DA25)

호주 시드니 태생의 는 어렸을 적 뮤지컬 연기로 시작  David Atkins(1955-)

한 안무가이자 음악감독으로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등에서 뮤지컬을 안무하, , , 

고 제작했다 그는 시드니 올림픽은 물론 밴쿠버 동계 올림픽. 2000 2010 , 

도하 아시안게임 등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 다수의 메가 이벤트를 제작하2006 

고 감독하며 탁월한 작업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뮤지컬 . <Hot Shoes Shuffle> 

작품으로 영국 뮤지컬의 본고장 에 오른 최초의 호주 뮤지컬이 되었West End

다 또한 년 와 공동 안무로 . 1995 Dien Perry <Hot Shoes Shuffle> Laurence  

를 수상한다 그는 현재 메가 이벤트 제작사인 Olivier Award . David Atkins 

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메가 이벤트 제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Enterprises .53)  

   나. Dein Perry (DA26)

본 장의   DA26에서 나온 탭댄스는 원작이 뮤지컬 의 한 장면으로<Tap Dogs>  

안무가는 Dein Perry 이다 그는 의 연출자이며. <Tap Dogs>(1995) 그 전에 배 

우이면서 무용수와 안무가이다. 그는 뮤지컬 를 <Tap Dogs> 통해 탭댄스의 기

본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소재의 소품을 통한 독창적 쇼를 만들었다. 

그는 특히 무용수 출신으로서 탭댄스 무용수의 기술적 연습의 중요성에 해   

강조하는 안무가로 기본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표현을 발휘한다 위에서 소개한 . 

안무가 와 David Atkins 을 공동 안무하여 <Hot Shoes Shuffle> Laurence 

를 수상한 바 있는 그는 Olivier Award 로 각종 안무상과 무용수상<Tap Dogs>

을 휩쓴다. 이 작품은 뮤지컬 공연에서의 혁신적인 면모를 발휘하며 넌버벌 퍼 

53) 공식사이트 David Atkins Enterprises (https://www.dae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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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먼스 영역의 표적인 초기 흥행작으로 꼽히게 되(Non-verbal performance) 

면서 전 세계 개 도시에서 공연하며 탭댄스 열풍을 가져온다330 .54) 

 아테네 올림픽 (7) 2004  

    가. Dimitris Papaioannou 55) 

  는 아테네 올림픽 총 감독이자 예술 감독이다Dimitris Papaioannou(1964-) . 

그리스 아테네 출신인 그는 화가와 만화가로 일찍이 유명세를 떨쳤다 그는 아  . 

테네 미술학교에서 수학하기 전 그리스 유명 화가 , Yannis Tsarouchis 

의 학생이었다 그러던 그는 년 미국의 현 무용가 (1910-1989) .  1986 Erick 

의 현 무용 테크닉을 익히게 되면서 그는 무용수와 안무Hawkins(1909-1994)

가가 되었다 그리스에서 단체를 만들어 이 단체를 통. ‘Edafos Dance Theatre’ 

해 무  공연은 물론 신체극 실험 댄스 및 퍼포먼스 아트까지 혼합된 공연을 , 

안무하며 활동한다 이 단체는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의 안무가 . Angeliki 

와 함께 만든 무용단으로 총 편의 작품을 제작하여 년 동안의 활Stellatou   17 16

동으로 번의 공연을 선보이며 그리스의 예술 현장에서 지울 수 없는 지표를 340

기록하다 년에 해체되었다  2002 . 

파파이오아누는 자신의 창작의 영역을 회화에서 신체로 옮기면서 스스로를   

잘 표현하게 되었지만 자신은 시각적으로 즉 화가의 눈 을 사용하여 쇼를 창, ‘ ’

조한다고 말했다 몸을 움직여 이미지를 창조하고 그 이미지들이 살아 움직이. 

는 퍼포먼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유주현 그는 이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 ( , 2017). 

연출을 통해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제 회 바쿠 유럽피안게임의 1 2015 (Baku) 

54) HLA Management Agecy Australia(https://www.hlamgt.com.au/client/dein-perry)
55) 는 아테네 올림픽 총 예술 감독으로 본 연구가 주목할 만한 안무가 전문성 Dimitris Papaioannou

을 가졌기에 안무가 분석에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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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폐막식을 총연출하고 년 아비뇽 페스티벌 을 비롯· , 2017   (Festival d' Avignon)

한 명의 공동 제작자와 첫 국제 공동 위촉 작품인 를 안10  <The Great Tamer>

무했다 현재 그는 독일의 혁신적인 표현주의 현 무용가 피나 바우쉬.  (Pina 

의 무용단체 의 새로운 작품 창작Bausch, 1940-2009) Tanztheater Wuppertal

을 위해 초청된 최초의 안무가로도 주목받고 있다.56) 그는 안무가이자 무용수 

는 물론이거니와 무 미술과 의상 메이크업 조명 디자이너 등 다방면에서의 , , 

활동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나. Angeliki Stellatou (DA27)

아테네 개막식의 수석 안무가인 는 아테네 출신 안  Angeliki Stellatou(1963-)

무가이자 무용수로 장학금을 받은 예술가로 뉴욕의 Onassis Foundation Merce 

에서 공부하였다 년에는 위에서 언급한 Cunningham Dance Studios . 1987 2004 

아테네 개막식 예술 감독인 와 함께 무용단 Dimitris Papaioannou Edafos 

를 설립하여 실험적 공연을 시도하였다 그녀는 현 무용에서 특Dance Theatre . 

히 컨템포러리 무용기법인 접촉즉흥 과 릴리즈 테크닉(Contact Improvisation)

움직임을 위주로 하며 공연 활동과 교육을 꾸준히 하고 (Release Techniques) 

있다 년 부터 년까지 에.  2013    2016 Rallou Manou Profeaional Dance School

서 안무 과정을 담당했으며 년부터는 에서 학생들에, 2016 Aktina Dance School

게 안무를 가르치고 있다. 

56) 드미트리 파파이오아누 공식사이트 프로필 참조  
(http://www.dimitrispapaioannou.com/en/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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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올림픽 (8) 2008 

    가. Zhang Jigang (DA28, DA30, DA31, DA32)

 베이징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총 안무가인 은  2008 Zhang Jigang(1958-)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가무단 전 총정가무단( )( , 中國人民解放軍歌舞團 總政歌舞

표로 중국의 안무가이자 인민해방군 비전투 군사장교이다 본 개막식에서 ) . 團

부분의 공연자 수천 명이 군인과 무장 경찰이었는데 장지강은 , 가장 어려운 

프로그램은 군사 팀이 수행했다고 말한다 그는 특정한 무용 형식 안무보다는 . 

다수의 인원이 형이나 스펙터클을 만드는 단체안무 성격을 지닌다 그는 올. 

림픽 개막식 안무 이외에도 개가 넘는 작품은 만들었는데 특히 청각 장애300 , 

가 있는 무용수 명과 함께 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천수관음21 7 (『 』 千手觀

)音 57)은 천 개의 손을 상징하는 정교한 움직임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는 표적 작품이다.

  나 . Hou Ying (DA29)

은 현 무용가이자 안무가로   Hou Ying DA29에 출연하는 명의 무용수는 15

소속이다 자신의 무용단의 안무가이자 표인 그녀Hou Ying Dance Theatre . 

는 중국 민속무용과 발레 교육을 받았으며 광동 실험 현 무용단에 들어가면, 

서 안무가로 활동을 시작한다 뉴욕에서 에서 년간 활동. Shen Wei Dance Arts 4

한 그녀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의 안무를 위해 중국으로 돌아왔다 그후 2008 . 

년에는 를 결성하였고 이 단체가 지금의 무용단 2009 Vision of Dance Theatre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57)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이라고도 하며 천 개의 손바닥 하나하나에 눈이 있어 모든 사람의 괴로움을  ‘ ’ , 
그 눈으로 보고 그 손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염원을 상징하는 민간 신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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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잉은 현 무용을 토 로   동양 자연 에너지의 순환과 서양의 현 적 에너

지의 결합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간의 독창적인 몸 언어의 표현과 영혼을 탐구

하는 자세로 무용을 탐색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발전시킨 . 자신만의 무용 기

술인 ‘ 으로 젊은 무용수들에게 현 무용을 가르치고 있Hou's motion system’

다.58) 

 런던 올림픽 (9) 2012 

   가. Toby Sedgwick (DA33)

런던 올림픽 개막식의 움직임 연출가 인   2012 (Movement Director) Toby 

은 춤 안무가이기 보다는 배우이자 연극 안무가 또는 동작 연Sedgwick(1958-)

출가이다. 그는 DA33 단체무용 에 나오는( )  장에서 ‘Pandemonium‘ ’The Age of 

부분의 산업혁명의 노동자들의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Industry‘

움직임을 안무했다. 

프랑스 파리의 연극학교 에서 마임 관련 움직임을    L' Ecole Jacques Lecoq

배운 그는 런던에 극단을 공동 창단한다 그The Moving Picture Mime Show . 

는 표적 동작 연출 참여 작품인 연극 에서 실물 크기 ‘ ’ <War Horse>(2007)

제작 인형으로 말의 움직임을 섬세하고 현실감 넘치게 안무하였다. ‘Horse 

라는 표현으로 불리며 동물인형 움직임을 통해 그 움직Choreography’ (Puppets) 

임 연출을 인정받았으며 더욱이 년에는 에서 최우2008 Laurence Olivier Award

수 안무가상인 부문을 수상했다Best Theatre Choreographer .59) 지금도 다양한  

영화와 연극 무언극의 안무를 통해 자신의 를 소개하며 연구, Physical Theatre

하고 있다.

58) 공식사이트 Houying Dance Theater (http://www.houyingdance.com/houying/)
59) 공식사이트  <War Horse> (http://www.warhorseonst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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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emujin Gill (DA34)

안무가 은 스윙댄스 장르인   Temujin Gill 과 Lindy Hop African American 

등 여러 가지 기법의 안무가이자 예술 감독Jazz dance, Grounded Movement 

이다 그는 런던 올림픽 개막식 . ‘Second to the  Right, and straight on till 

장에서 섹션의 morning‘ ‘GOSH and NHS’ DA34 스윙댄스( ) 안무를 주로 하였

다 그는.  년부터 에서 린디 호퍼 전문무용수와 상주 안2006 Greenwich Dance

무가이며 안무에서부터 교육 훈련 및 댄스 테라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 

을 수행하고 있다 년 그리니치 기반의 성인 커뮤니티 재즈 공연 그룹인 . 2013

를 설립했으며 와 긴밀하게 Lindy Kicks Grounded Movements, Grounded UK

협력하고 있다 그는 춤을 통한 긍정적이고 야심찬 프로젝트를 실행해 전문 예. 

술가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경험이 없는 모든 연령 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 

춤을 경험 할 수 있게 안내하며 무용 및 공연예술을 지역사회 전체에 알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60) 

  다 . Kenrick H2O Sandy (DA35)

런던 올림픽 개막식의 장의   ’The night out’ DA35에서 사랑에 빠지는 십 와 

젊음이 가득한 규모 무용수 그룹을 안무한 는 힙합댄스 Kenrick H20 Sandy

무용단 인 의 무용수 안무가 (Hip-Hop Dance Theatre) Boy Blue Entertainment , 

및 예술 감독이다 그는 단체의 공동 설립자 와 안무 작업 및 . Mikey J Asante

단체 운영을 함께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무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Pied 

작품으로 piper : A Hip Hop Dance Revolution> 2007 Laurence Olivier —

안무상을 수상했다 지금은 여러 힙합공연과 팝가수들의 무 를 안무하Award . 

60) 공식사이트  Grounded Movement (www.temujingill.yola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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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트렌디한 힙합을 연구하는 영국 힙합댄스의 최전선에 있

는 안무이다.61)

   라. Akram Khan (DA36)

방글라데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크람 칸은 영국에서 자라면서 고전적인 유  

럽의 무용 교육을 받고 그 안에 인도 양식의 춤을 결합하여 성공하였다 그의 . 

춤 언어는 일찍이 고전적인 인도 춤 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며 그 후‘Kathak’

에 받은 현 무용 교육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 다른 문화 간 교차로 출현하게 . 

된 복합적 춤 언어가 그의 비전을 형성하고 표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의 Akram

공연 활동과 무용단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작품 활동에 있어서 다른 아티스트와 자신의 솔로와 공동 작업을 주로 수행  

하는데 년에는 자신의 무용단을 창립한다2000 .62) 그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 

화하는 사회 안에서의 소통으로서의 춤을 강조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크고 , “ , 

담하게 생각하고 생소한 것을 탐험하고 타협을 피하고 춤을 통해 설득력 있, , , 

고 관련성이 높은 예술적 무결성을 이야기에 전해야한다.”63)고 강조하며 현

무용이 동시 에서 나아가야 할 도전적 정신에 해 제시한다 영국을 본거지. 

로 현재 전 세계를 투어하며 적극적 활동으로 경력을 쌓으며 전 세계 다양한 , 

사람들과의 작업을 무수히 시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

이 진화하고 있다. 

61) 공식사이트  Boy Blue Entertainment (http://boyblueent.com/?page_id=14579)
62) 공식사이트  Akram khan company (http://www.akramkhancompany.net/)
63) 년 월 일 Navadisha International Dance Conference Keynote Speech, Birmingham, 2016 5 20

(http://www.akramkhancompany.net/wp-content/uploads/2016/06/Keynote-speech-Navadish
a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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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올림픽(10) 2016 

 

가   . Deborah Colker (DA37-DA44)

브라질의 는 다양한 형식의 전문성을 갖춘 안무가이다  Deborah Colker . 1994

년 그녀는 자신의 무용단체 Companhia Dan a Deborah Colkerç 64)를 리오데자

네이루에서 시작하였다 그녀의 춤 언어는 현 무용 움직임은 물론 보그 힙합. , , 

곡예 등 여러 작업을 결합하고 작품 연출에 벽이나 화병 로프 바퀴 등의 이, , , 

색적 소품을 창작에 적극적 활용하여 안무한다.

특히 태양의 서커스  (Cirque du Soleil, 2009)65)에서의 활동 경험과 삼바 학교 

및 삼바 카니발 참가 등의 다양한 경험이 있다 개막식 작품에서는 삼바 펑크 . , 

그리고 브레이크 댄스와 힙합을 결합한 브라질만의 및 장passinho maracatu 

르 등 모든 것을 연출하여 안무를 돋보이게 하였다 더욱이 그녀는 브라질에 . 

해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름다운 여성과 축구만이 아닌 현  무용

음악 영화 패션 및 예술 등을 위한 최신 아이디어를 (contemporary dance), , , 

가진 새로운 나라이며 훌륭한 장소임을 강조했다(Harss, 2016).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안무에서 현재의 브라질을 이루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를 묘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해 내었다 그러면서도 각 장르 무용수들의 개. 

성을 반영하며 스타일과 아이디어 미학 춤 음악 및 에너지를 혼합 할 수 있, , , 

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용단 는 여. Companhia de Dan a Deborah Colkerç

전히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레파토리를 공연하고 있다.

64) 공식사이트 Companhia de Dan a Deborah Colker (http://www.ciadeborahcolker.com.br/)ç
65) 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에 의해 거리공연으로 시작된 단체로 1984 Guy Laliberte(1959-) , 

지금은 명 공연자가 여 도시에서 공연하는 세계적인 서커스 문화산업 회사이다1,300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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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무용의 특징3. 

지금까지 총 회 하계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각각의 내용 구성과 무  10

용 요소를 분석 그 안에서의 무용 형식과 참여 안무가들을 살펴보았다 부단히 , . 

현시 를 반영하고 각 주최국의 고유성을 표출하면서 점점 스펙터클화 되어간 

올림픽 개막식 안에서 무용은 다양하게 기능함과 동시에 문화 예술 전시를 위·

한 주요 표현 체계로 출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안에서 무용 자체의 . 

변화 즉 무용 내에서의 안무가 자체의 변화 안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개막식 구성의 주요 책임을 포함하는데 관여하고 . 

있는 무용은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변형시켜왔지만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존, 

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함을 획득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예술프로그램 구성 . 

분석을 토 로 개막식 무용의 특징을 전통 춤과 현  춤의 공존 경기를 1) , 2) 

위한 고무적 역할 안무를 통한 역사 서술의 은유적 발현 이렇게 세 가지로 , 3) , 

나눠서 짚어보려고 한다.  

 

전통 춤과 현대 춤의 공존   1) 

앞의 안무 변화 분석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술프로그램에서   스포츠 시범 

요소 는 축소되었고 무용 요소 와 다른 요소들(SD) (DA) (MU, TH, VA, PA, PL)

은 서로 혼합되고 융합되어 나타났다. 즉 이러한 공연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타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이 필수 조건처럼 꾸준히 존재해 왔다 그 이유는 무용. 

이 각 나라의 고유한 춤을 통해 문화를 변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전통성을 드러내는 민속 무용과 동시 성을 부각하는 여러 현  무용 장르의 

공존은 개막식 무용의 주요 특징이다 모든 개최국이 전통 춤으로서 자기 민족. 

의 고유성을 표현하는 민속 무용을 통해 국가서술 구조를 서사화하였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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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의 현 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시 의 중적 춤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극 구성으로서 가지는 서사 구조에 따라 프로그램 내에서 민속무용과   

동시 적 무용이 시 적 연결성을 가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결성은 .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의 경우 그 특색이 잘 드러난다 앞의 표 2000 . <

의 11>(pp.107) DA22( 시드니 민속무용 에 나온 원주민이 발을 구르는 제2000 , )

의적 동작은 뒤에 나오는 DA24 시드니 민속무용 의 이민자들의 민속적 (2000 , )

춤 로 변형되고 마지막에서는 Irish Jig , DA26 시드니 탭댄스 의 뮤지컬적(2000 , )

인 현  춤인 탭댄스로 출현한다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인류의 역사처럼 전. 

통과 현 의 춤이 공존하며 표현된 것으로 춤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테네와 런던의 경우는 단독의 민속무용 장면은 등장하지 않지2004 2012 

만 이러한 구조는 년  이후 서사적 구조가 첨가되면서 차츰 바뀌게 된 2000

형태이다 즉 위의 안무 표현의 변화에서 언급한 전통의 재현 이 전통의 재해. , ‘ ’ ‘

석 으로 변화된 시기와 맞물린다 따라서 단독적인 전통 재현의 춤 형식은 나타’ . 

나지 않은 것이다 이 시기 개막식 안무는 . 동시  무용 컨템포러리 댄스가 등, 

장하게 됨으로써 다른 형태를 띠는 재해석의 공존 구조로 볼 수 있다. 

는 컨템포러리 댄스의 특징을 이질적인 춤 양식과 안무 방  Traub, S.(2001)

식 이 두 영역의 융합이라고 하였다 또한 컨템포러리 댄스는 지극히 혼성적 , . 

특징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한다.66) 즉 춤의 형식을 새롭게 찾 , 

아내려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통과 문화적 파편의 관계망 속에서 춤을 바라

보는 것이 컨템포러리 댄스의 안무인 것이다 게다가 미디어의 사용과 함께 개. 

념과 행위 양식에 있어서 비무용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며 다른 하위 문화적 , 

요소로서 움직임을 사용하는 등에 관해 춤의 실제적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이

론적 맥락에서 컨템포러리 댄스에 접근한다 컨템포러리 댄스는 무용 행위자의 . 

확장으로 공연자와 관객 혹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춤에 , 

66) 는 이전까지의 각각의 춤 양식인 고전 발레와 모던댄스 포스트모던댄스 댄스씨어 Traub, S. , , 
터 등에서 구분되던 이질적인 특징들이 어느 순간 서로 동화되어 다중 규율 양(Tanztheatre) 
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컨템포러리 댄스는 범주화 되거나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분류될 수 없
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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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인간의 감성과 사회적 테마가 결합되며 다국적 예, 

술가들의 협업과 동 서양의 문화적 상호교류 안무 작업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적 · ·

양식을 결합하는 크로스오버 및 이종혼성 등의 특징을 포함한다 하였다(Traub, 

장광렬 김경은2001; 2014; , 2017). 

결국 전통과 현 의 결합은 예술성 높은 컨템포러리 댄스를 만들기 위한 전  

략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전통 춤을 재해석하고 해체함으로써 . 

지역의 문화적 색채를 투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개막식 안무도 전통의 재현에서 전통성을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무용 양식의 변천에 따라 시 에 유행하는 표현 양식이 등

장하고 변화하고 있다. 

 경기를 위한 고무적 역할 2) 

위와 같은 전통 춤과 현  춤으로 이루어진 개막식 안무의 무용은 올림픽 참  

여자 모두를 고무시키는 역할을 가진다 고무 적이라 함은 말 그 로는 . ( )鼓舞

북 고 자에 춤출 무 즉 북을 치고 춤을 춘다 는 뜻이지만 북을 울‘ ’( ) ‘ ’( ), ‘ ’ , 鼓 舞

리며 춤을 추듯이 적극성을 가지고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확장된 의미로 상용된

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예술프로그램 전부에서 북이 등장하여 춤을 위한 . 

신명나는 음악으로 기능해 누군가의 기운이 일어나도록 독려하고 흥을 올리며 

의 취지에 맞도록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IOC . 

  북을 두드리는 행위는 개막식 시행 초기부터 행군악단 과 같(Marching band)

이 단독적으로도 등장하여 음악 요소로 분류되었으나 점차 무용이 이루어지는 , 

장면에 적합하게 배합되었다. 이러한 안무의 고무적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표 의, < 8>(pp.87)  DA7 서울 민속무용 의 삼고무(1988 , ) (三

와 소고 춤은 북을 이용하여 추는 춤의 형식으로 더 명확하게 드러) ( )鼓舞 小鼓

난다. DA17 애틀랜타 단체무용 장면에는 명의 드러머들과 함께 춤(1996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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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하고, DA28 베이징 민속무용 은 명이 특수 제작된 중국 (2008 , ) 2,008 Fou(

고  북 를 두드리며 팔 동작으로 춤을 춘다 또 ) . DA33 런던 단체무용 에(2008 , )

서 청각 장애를 가진 퍼커셔니스트( 가 이끄는 percussionist) Evelyn Glennie

명 드러머들의 연주와 함께 극 요소가 가미된 단체무용이 등장한다965 .67) 

이와 같은 고무적 특성의 안무는 예술프로그램의 도입부에 배치되어 흥을 돋  

는 역할을 하거나 마지막 피날레의 축제를 장식하였다. 올림픽 게임과 춤 사이

의 공생 관계는 고  올림픽에서부터 나타났는데 짐노페디 는 , ‘gymnop die’( )é

고 의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경기를 포함한 자리에서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인 

것을 의미한다 는 체조를 의미하는 단어인 에서 파생. ‘gymnop die’ ‘gymnastic’é

된 단어인데 벌거벗다 는 뜻에서 기원했다 이라는 단어가 , ‘ ’(gymnos) . ‘gymnastic’

당시 선수들이 달릴 때 흘러내리는 옷을 방지하기 위해 벌거벗었기 때문에 체

조와 운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 것이다 김복희 춤을 춘다는 의미를 함( , 2004). 

의한 가 체조라는 운동 형태를 현시하는 와 동일한 어‘gymnop die’ ‘gymnastic’é

근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 고  올림픽에서도 무용이 축하와 응원의 자리인 스

포츠 축제에 함께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아. 

름다움이나 운동성 탁월성 등의 맥락이 춤이 가지는 양상과 유사하였기 때문, 

에 같은 양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

다.  

무용이 스포츠 축제에서 축하와 응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필요로   

했다 무용의 기원을 이야기 할 때 음악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데 그만큼 . 

춤과 음악은 필수적인 연관을 가진다 고은미 타악기에 속하는 북은 몸( , 2003). 

체를 손으로 두드리고 부딪쳐서 소리내기에 고정음율을 갖지 않는다 나무통에 . 

동물의 가죽을 씌운 단순한 형태로 인류의 원시시 부터 사용된 악기인 북은 

제의와 축제의 자리에 사용되었으며 이제는 가장 보편적인 타악기로 자리 잡았

다 민준기 는 북춤에 한 연구에서 북의 기능을 여섯 가지로 이야기했. (1998)

67) 애벌린 글레니 는 스코틀랜드 타악기 연주자로 살에 청각을 잃고  (Evelyn Glennie, 1965) 12
영국 왕립음악원을 졸업하며 세계적 퍼커셔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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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신호와 교신의 기능 주술적 종교적 기능 단합의 기능 유희, , · , , ① ② ③ ④ 

와 여흥의 기능 반주 악기의 기능 음악연주 자체의 기능이다 이러한 , , . ⑤ ⑥ 

기능들이 소리와 몸짓의 혼연일체를 통해 자연적 조화를 이루어 미의 감흥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의 기능은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고무적 역할의 무용 맥락 안에서   

종합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위의 여섯 기능은 처음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고 흥. 

을 돋우며 고  올림픽의 제의적 특징을 재현하고 세계에서 온 선수들을 환영 , , 

및 응원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며 춤과 어우러져 연주되는 개막식의 전형, 

적 장면들로 연결된다.

이에 더하여 발전된 근  올림픽의 취지는 평화와 인류애 우정 선의의 경쟁  , , 

을 바탕으로 선수들 간의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 개막식은 선수와 관객이 . 

함께 모인 자리에서 북을 치고 춤을 추며 그들의 선전 을 기원하는 응원( )善戰

을 응축시킨 자리이다 그러나 현 의 올림픽 개막식의 극단적인 화려함과 스. 

펙터클 추구로 인해 올림픽 개막식을 시민 없는 회 정체성이 상실된 회로 , 

우려 정윤수 하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무용의 본질( , 2012) . 

은 그저 쇼와 같은 장식적이고 화려함이 아닌 스포츠맨십에 한 진정성 있는 

기 와 염원을 지니고 축하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올림픽 개막식 또. 

한 안무 구성 단계에서 춤과 음악이 가지는 본질적 기능과 인류의 보편적 표현 

활동이 개막식의 고무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 서술의 은유적 발현  3) 

 

올림픽은 정치적 성격의 선언이 금지되어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 

헌장 제 조 항에 올림픽 장소 베뉴 및 기타 구역에서 어떠한 행위의 시위50 2 ‘ , 

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68)고 규정한다(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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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은 정치적 행동 공간으로서 기능한 적이 없으며 올림픽 정2017: 93). , 

신도 이를 단호하게 명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국가적 문제를 . 

다루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끊임없이 정치적 의사나 행동을 표출하는 상징적 공

간으로도 인식되어 왔다. 

올림픽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실상 각 나라는 올림  , 

픽이라는 시공간에서 개별 정치 단위로서 상호 관계해 왔다 이러한 상징적 자. 

리로 작용하는 올림픽에서 특히 개막식은 인류의 축제로서의 역할을 존중받아 

민족성 발현의 정당하고 극 화된 장으로서 작용하였다 근 국가라는 정치 형. 

태가 고정되면서 개막식에서의 민족성과 국가 서술은 점차적으로 강조되었고, 

예술프로그램에서의 무용이 역사적 사실을 묘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역사적 사실성에 한 무용의 은유적 표현 장면들은 다음의 표 과 같다< 17> .

표 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아메리카 륙 이주와 개척  < 17> , 

으로 인한 혼란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한국의 이념 립으로 인(1984 , 1996 ), 

한 분단의 혼란한 상황 서울 원주민 문화와 이민자 문화의 립과 그로 (1988 ), 

인한 다양한 문화의 공존 시드니 리우 전쟁과 노동의 무질서(2000 , 2016 ), 

런던 노예생활과 빈곤층 리우 그리고 죽음까지 등의 불안한 사(2012 ), (2016 ) 

회 심리를 투쟁적으로 그린 장면들과 그 문화적 상황을 춤으로 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정치적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올림픽에서도 모든 주최국은 개막식을 통  

해 각 나라의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자신들이 . 

겪은 역사적 사회적 사실을 묘사할 때에는 상 적으로 민감하고 불편한 부분, 

이 중첩되며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역사적 사실은 해석의 프리즘을 통과하기 때. 

문에 모든 인류가 공통된 사실을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68) 올림픽 헌장에는 올림픽 장소 베뉴 로 명시하는데 베뉴는 장소의 의미에서도 스 “ (sites), (venues)”
포츠 경기의 현장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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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게임
무용
요소

프로그램 제목  및 
역사 서술 내용

안무 내용

1984 
로스앤젤레스

DA3 개척자 정신The Pioneer Spirit( ) :
이민자들의 서부개척

마차를 타고 등장하여 마을을 
이루는 모습의 현 무용 

1988 
서울

DA11 혼돈 다름과 이념의 혼란Chaos( ) : 
다른 모양 탈 개를 들고 160

뛰어다니는 현 무용 

1996 
애틀랜타

DA19 폭풍Storm( ) : 
원주민과 이주민의 마찰과 회복

서로 다른 행렬이 한데 
섞이는 단체무용 

2000 
시드니

DA22 깨어나다Awakening( ):
원주민의 제의적 행렬

이민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원주민의 민속무용

DA33 도착The Arrivals( ) :
이민자의 유입

오색의 인종을 표현한
각기 다른 무용 형식

2012 
런던

DA33 혼란Pandemonium( ) :
산업혁명과 세계 전

노동자의 반복적 동작과 묵념

DA36 내 곁에 머물러요Abide with me( ):
떠난 이들을 위한 추모

삶과 죽음의 투쟁을 표현한 
현 무용

2016 
리우

DA37 야자수의 땅Pindorama( ) :
본래의 생명과 자연 원주민의 삶, 

전통적 민속무용

DA38 기하학Geometrization( ) :
이민자 유입 및 노예생활

소품을 활용한 이동과 
노동을 표현한 현 무용

DA40 빈민가의 목소리Favela Voices( ) :
빈민을 변하는 음악과 문화

중적 문화를 변하는 
스트릿댄스

DA42 분쟁Disputes( ) :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

립을 표현하는 
다른 두 형식의 민속무용

표 17 역사 서술 표현 안무의 무용요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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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로 이루어지는 극의 경우 세계 전 이민자 유입과 개척 식민지 시  , , , 

강제 노역 산업혁명과 노동 등의 민감한 부분을 다루기는 까다로운 측면이 있, 

다 하지만 무용의 주요한 특징인 은유성과 상징성은 사실과 진실에 한 묘사. 

를 우회적으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아래 그림 , . < 7>

은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장면 중 이러한 역사 서술의 발현이 잘 나타난 

주요 장면들이다 역사 서술 표현의 변화를 살펴보면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은 . 

이전 시기에 비해 역사적 사실에 해 더 명확한 역사관을 갖추기 위한 상징의 

장으로 점차 작용한다 이에 무용은 주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서술하기 위한 . 

적합한 표현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7 역사�서술의�은유적�발현이�나타난�개막식�주요�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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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외 는 무용은 몸의 동작을 통하여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예  (2016)

술이며 이것은 단순히 미적 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상징적인 동작을 가진다고 

하였다 무용은 동물이나 자연물 흉내를 내기도 하고 관념적인 것을 표현하기. 

도 하여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기에 무용의 이해와 문화의 , 

해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곧 무용은 몸으로 하는 언어의 하나로 ,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상복 외( , 2016: 421).   

올림픽이 근본적으로 비정치성을 표방해 왔지만 올림픽 내에서 끊임없이 반  

복되고 있는 경기 참가 거부 또는 금지 사회적 관련 시위 정치 선전 체제 경, , , 

쟁 국가 폭력과 같은 정치적 행태들이 올림픽과 정치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 

확인시켜 주고 있다 설규상 올림픽은 정치적 수단으로 변해간다는 지적( , 2012). 

을 받고 있으며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자리이기에 선수나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

적 정당성을 표출하는 상징적 자리로 작용한다 올림픽의 개회 배경과 당시 시. 

 상황을 생각해볼 때 올림픽과 정치는 실상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무용으. 

로 은유화된 개별 국가의 역사적 진실은 올림피과 정치의 불가분성을 드러내는 

표적 지표이다.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서의 무용은 주최국들이 국가 서술을 위해 집중하는   

주체적 역사를 무용 표현의 상으로 관찰하고 그 의식을 함축하여 해석하고 ,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성 발현의 무용으로서 발휘되며 나아가 진실성 발현

의 안무 역할까지 기 하게끔 하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개막식 무용의 특징을 . 

생각해 볼 때 올림픽 개막식 안무가 갈등을 와해시키는 사회적 기능의 수단이 , 

될 수 있음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174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안무 변화의 양상4. 

앞에서는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무용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근  . 

 올림픽은 물론 고  올림픽 부활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무용의 핵심적 기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예술프로그램을 창작하는 안무가의 중요성을 상기. 

시키는 중요한 지점이다 안무가는 프로그램의 구성 전체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안무를 중심으로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계 올림픽 예술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형태에서 . 

나타난 변화의 과정을 통해 예술프로그램 안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되었는

지를 안무 구성 안무 표현 안무 공간 이 세 가지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겠, , 

다.  

안무 구성의 변화  1) 

스포츠 시연에서 예술 공연으로   (1) 

모스크바 올림픽부터 서울 올림픽까지는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구  1980 1988 

성의 초기 단계로 전통적인 요소와 같은 민속무용이 체조나 운동종목 시범 등, 

의 스포츠와 혼합된 형태였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무용 영역은 스포츠 시범과 . 

분리되었다 직접적인 시범 퍼포먼스였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연 프로그. 

램 안에서 스포츠 주제를 가진 상징적 표현으로 드러나거나 다른 요소들로 형

상화되었다 스포츠가 극의 일부로 표현되면서 예술프로그램의 주제로서 탈바꿈. 

한 것이다 각 올림픽에서의 스포츠 시범과 스포츠 주제 표현의 내용은 다음 . 

표 과 같다<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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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따르면 부터 까지 스포츠 시범이 꾸준히 나타나고 그   < 18> 1980 1988

뒤로 불규칙적으로 치어리딩 애틀랜타 과 태극권 베이징 이 등장한(1996 ) (2008 )

다 하지만 이것 역시 독자적 시연이 목적이기보다는 전체 구성에 혼합되어 나. 

오는 형태로 소요 시간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성상의 변화 또한 보인다, . 

이것은 마치 개막식 시행의 고정 장소인 스타디움의 개념이 운동장에서 거 한 

공연용 극장으로 변화해 간 것과 같다 야외 운동회에서 단체로 보여주던 무용. 

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첨가되면서 커다란 블랙박스 극장으로 옮겨간 것이다. 

그 원인에는 기술 및 시각예술 요소 즉 테크놀로지의 발전도 밀접하게 관련  , 

되어 있다 은 올림픽과 미디어의 관계에 한 논문에서 베이징 . Liang(2010a)

사례를 들어 미디어 운영이 채택한 네트워크 생산과 방송 기술의 생성을 올림, 

픽 극장 이라 부른다(Olympic Theater) . 개막식은 의식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갖

추고 점차 특별한 스펙터클과 환상적인 텔레비전 으로 변(television spectacular)

해 갔다(Bryant, 2015: 344 어둠을 꾸미기 위한 장치인 영상과 조명 프로젝). , 

션 등의 장치들로 채워지면서 극에 알맞은 구성을 지니기 시작한 변화가 이루

어진 것이다. 

올림픽 개 폐막식의 연극적 요소는 세기 초반 올림픽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 20

올림픽 유산이기도 하다 에 의하면 이 시기 독일과 소련의 . Roche, M.(2000)

년도

내용

1980
모 스크 바

1984
로스

앤젤레스

1988
서울

1992
바르셀로나

1996
애틀랜타

2000
시드니

2004
아테네

2008
베이징

2012
런던

2016
리우

스포츠
시범

기계체조
리듬체조

에어로빅 태권도 - 치어리딩 - - 태극권 - -

스포츠 
주제표현

- - -
고
육상

고
스포츠
종목

수영

고  및 
근  

스포츠
종목

-

중세
럭비
및

근
육상

카포 에이 라

표 18 개막식 내 스포츠시범 요소 및 스포츠 주제 표현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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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체조 시행과 같은 중 전시 또한 올림픽 행사의 장엄하고 의식적인 측면

에서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oche, M., 2000: 57). 

이는 거 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야외극 형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  

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 감독 또한 개막식을 스타디움 쇼. 2012 Danny Boyle ‘ ’

라고 칭했으며 당시 안무가 도 개막식을 안무하는 것은 엄청난 , Toby Sedgwick

규모의 거 한 극장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고 고백했다 외 결국 (Ensor , 2012). 

올림픽 개막식은 스포츠 활동의 시연에서 퍼포먼스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이

다. 

모스크바부터 서울까지의 개막식을 살펴보면 안무 감독의 전문성  1980 1988 

을 가진 이들 외에도 스포츠 마스터 또는 특정 스포츠 종목의 시범 감독이 따

로 존재했다 그러나 앞의 표 의 스포츠 주제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 < 18> 2000

년  이후로는 스포츠 시범 단독 무 를 찾아보기 힘들다 즉 올림픽 개막식 . 

예술프로그램에서 안무의 구성은 체조나 스포츠 시범 이 (Sport Demonstration)

포함된 혼합 형태였으나 점차적으로 스포츠와는 분리되어 예술 공연, (Artistic 

으로서의 형태를 지니게 되면서 공연예술로서의 표현 양상이 확Performance)

됨을 알 수 있다. 

 

   (2) 전시 서술 서사-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무의 구성이 스포츠 시연에서 예술 공연으로 변  

화해가면서 무용은 다른 요소들과의 혼합으로 인해 그 영역이 확 되고 그 역

할도 차츰 변모해 간다 예술프로그램 시행 초기 단편적이었던 무용 표현은 . 전

시 서술 서사 단계를 거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도(Display), (Narrative), (Epic) 

록 확장된 것이다. 

먼저   전시(Display)는 앞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범 또는 시연의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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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형식에 맞는 동작 수행이 우선시 된다 단체무용과 민속무용 수행에 있. 

어 그 무용 형태와 주제에 맞는 동작의 실행이 그것이다 모스크바부터 . 1980 

서울까지의 무용 요소 1988 DA1부터 DA12는 무용 세부 장르와 상관없이 하나

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전시 형태를 갖는다 특히 . DA1 모스크바 단체무(1980 , 

용 과 ) DA9 서울 현 무용(1988 , ), DA10 서울 민속무용 화관무 등이 전(1988 , : )

시 무용 표현에 속한다. 

다음 단계   서술(Narrative)은 무용이 시연을 넘어 내용 서술의 표현 기능을 

가지게 된 단계이다 특정한 무용 형식의 시연보다는 연출자가 묘사하고자 하. 

는 장면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수행되는데 자연스러운 극 진행을 위해 다른 , 

예술프로그램 요소와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다른 요소에 비해 부차적으로 기

능한다 서술 무용 표현은 주로 국가 서술이 첨가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 

것으로, DA16 바르셀로나 단체무용 의 바다 물결과 파도의 표현(1992 , ) , 

DA21 시드니 단체무용 의 바다 속 생물 표이 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2000 , ) . 

무용 요소는 정해진 하나의 역( )役 을 수행하는 것으로 바르셀로나부터 1992 

시드니까지의 무용이 이러한 서술 표현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00 . 1992 

바르셀로나 개막식에서는 독립적인 연극 단체가 참여했다는 것에서 이런 표현 

변화와 맞물리는 획기적인 변화의 지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Huerga, M., 

1995).69) 이전까지의 시범단이나 학생 자원봉사자 등의 정해진 시연을 위한  , 

모집군이 아닌 전문 예술단체가 공연자로 투입되기 시작했다.

마지막   서사(Epic) 단계는 제작자 또는 안무가가 의도한 분위기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용 특유의 직관적 움직임을 수행하는 서사적 무용이다 특별. 

하지 않은 움직임일 지라도 무용만의 고유한 움직임으로 존재하면서 추상적이

거나 단순한 자신만의 표현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전의 서술 단계에서 보여준 . 

주어진 역할 수행 보다는 무용 그 자체가 전달하려는 움직임이 목적을 가(role) 

진다 이 때의 움직임은 개인의 개성과 관계가 있는 고유한 형식을 가질 수도 . 

69) 바르셀로나를 활동 기점으로 하는 세 개의  연극 단체 'El Tricicle', 'La Fura dels Baus', 'Els 
가 개막식에 참여했다Comed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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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며 관객의 감상적 차원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게 , 

된다. 

이 서사 안무 단계는 아테네부터 시작하여 리우까지 이어진다  2004 2016 .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은 올림픽 개막식 중에서도 축제와 스펙터클이 더욱 2004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관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개막식에서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미디어에 적

합하게 제작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무용은 이러한 (Meyer, K., 2016: 170). 

노력의 예술적 부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의 스토리텔링 구조를 가. 

지는 서술적 표현의 무용을 넘어 일상적 움직임이 담아내는 은유와 상징을 통, 

해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무용 철학이 변하게 된 것이다 춤 동작을 순. 

수한 재현과 표현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주된 특징을 가진 컨템포러리 댄스가 

이 시기에 두드러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춤은 육체의 경험과 문화적 재현이 . 

뒤엉킨 과정을 전달하며 동작은 다면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무 에 구현되어 , 

그 신체 언어가 안무에 의해 소통의 가능성까지 탐구되는 것이다(Traub, 

2001). 

이와 관련하여 서사적 특징을 지니는 컨템포러리 댄스는 아테네와   2004 

런던에서 잘 드러난다 표 의 2012 . < 12>(pp.114) DA27 아테네 현 무용(2004 , )

에서 무용수 한 명 한 명의 간단하면서도 각기 다른 타블로(Tableau)70) 움직임 

은 각 연 순의 인류 문명을 내포한다 신화가 만들어진 상징의 현장에서 인류. 

의 서사시가 각자의 평범한 몸짓으로 연출된다 또 하나는 표 . < 14>(pp.127)

의 DA22 런던 현 무용 에서 추모의 시간을 위해 석양의 붉은 조명과 음(2012 , )

침한 먼지 속에서 움직이는 무용수들의 움직임Akram Khan Dance Company 

이다 이들이 그린 무용은 삶과 죽음 사이의 투쟁에 한 시 로서 이러한 서. ( )時

사적 표현을 단독적 무용 공연으로 극 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안무  

70) 역사적인 사건 장면 등을 여러 명의 배우가 정지된 행동으로 재현해 보여주는 것  tableau. , 
또는 일련의 조각상으로 묘사하는 예술작품을 말한다(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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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변화인 전시 서술 서사 의 각 단계를 예술프로(Display)- (Narrative)- (Epic)

그램 내용의 주요 변동 사항과 비교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과 같다< 8> .

이러한 맥락에서 은 년부터 개막식이 공연  Chappelet, J. L. (1995) 1992

상연의 문화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하는데(Theater) ,71) 올림픽은 서술  1992 

영역과 만나는 지점으로 국가 서사를 위한 공연 형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종수 는 현  올림픽 게임은 국가 서사 전시를 위. (2011:382)

해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듯이 국가 서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과, 

거와 현 를 오가는 것이며 인종 국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그룹들의 관계 속에, · ·

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파생되는 의미와 정의들의 총합체라 할 수 있다 국서 서· . 

술을 통해 주최 국가 정체성의 본질과 내용이 개막식에서 다른 국가의 글로벌 

71) 은 그의 연구에서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같은 해에 열린 알베르빌 동계 올 Chappelet 1992 , 1992 
림픽을 포함한 의미로서 설명한다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은 각주 번에 언급한 로 안무가 . 1992 26

가 개막식 총 연출을 맡은 예술성 높은 개막식으로 평가 받는다Philippe Decoufle(1961-) .

그림�� � � � � � � � � � � 8 예술프로그램�구성의�변동사항과�안무�구성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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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에 나타나는 특정 이벤트 형태로 묘사되는 것이다(Catherine, B., 2015).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 최첨단 기술요소가 첨가되면서 무용의 역할과   

표현성은 부수적 역할로 체된다 눈을 사로잡는 시각적 효과는 단연 몸의 움. 

직임보다 더 즉각적으로 반응될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동시 의 무용은 신체. 

의 새로운 사유에 관심을 가지며 몸의 직관적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 

컨템포러리 댄스 안무는 동작을 통해 인간 존재의 기본 전제를 형식화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인간 존재의 합법성이 더 이상 내러티브나 추상적 형식. 

을 통해서가 아닌 오히려 현존하는 춤의 행위를 통해 체험되고 전달되는 것이, 

다(Traub, 2001) 즉 개막식 안무도 전시 와 서술 단계에서. (Display) (Narrative) 

의 무엇인가를 표현해야만 하는 무용의 비전을 지나 신체적 기술의 탁월성 없, 

이도 훈련된 감각적 움직임을 통해 사유 체계를 나타내는 그리고 진정한 신체 , 

의사소통의 본질을 다룰 수 있는 체험으로서의 서사 로 나아가고 있는 것(Epic)

이다. 

안무 표현의 변화  2) 

전통의 재연에서 재해석으로   (1) 

 

올림픽 개막식은 주최국의 문화와 전통을 재현하기 위한 최고의 장이다 고  . 

유 역사를 표현하고 전통을 묘사하기 위해 민속무용은 언제나 개막식에 출연했

다 민속무용은 주최국들이 그들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전통성을 부각시. 

키는 역할을 한다. 

년부터 년까지 총 개의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안무 특징을 살펴  1980 2018 10

보면 전통을 재연해오던 방식이 서술이 녹아들게 되면서 , 전통성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술프로그램 초기에 보여준 . DA2 모스크바 민속무(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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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DA7 서울 민속무용 삼고무와 소고춤(1988 , : ), DA10 서울 민속무용 (1988 , 

화관무: ), DA14 바르셀로나 민속무용 의 민속무용은 그 원(1992 , : Sardanan)

본의 형태를 가능하면 그 로 재연하기 위한 시연의 형태였다 한 예로 . 

DA10 서울 민속무용 화관무 의 경우 다른 의도는 배제한 채 명이 (1988 , : ) 1,450

동시에 나와 민속무용 화관무 를 수행한다 규격화된 형식의 전통이 표현의 궁‘ ’ . 

극적 목적이기에 원작의 기술을 위해 개인의 개성은 삭제된다.

재해석의 형태는 서술적 구조를 개막식에 첨가하기 시작한 시드니 올  2000 

림픽의 무용 요소 DA22 시드니 민속무용 부터 시작된다(2000 , ) . DA22에 나오는 

세 가지 민속무용 ‘Inma Kungkarankalpa’, ‘Aumuller rhythm dance’, ‘Dhum 

는 민속춤 시연에 목적이 있기 보다는 극 요소를 첨가하고 그 안Dhum dance’

에 부족의 역사와 전통을 서술하기 위한 재해석의 형태이다 호주의 원주민 역. 

사를 서술하는 구조로 소녀 주인공이 그들의 시간여행을 관찰하고 있다 뒤에 . 

이어지는 DA24 시드니 민속무용 도 전통 (2000 , ) 공연이 아닌 작품Irish Jig (Tin 

안에서 호주 정착민의 생활과 금속의 사용이라는 그 시 상의 서술Symphony) 

과 조화를 이룬 민속무용의 재해석이다 그 이후로 아테네에서는 민속무. 2004 

용이 개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인류 역사에서의 특징적 움직임을 극으로 재연

하고 현 적이고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그들의 문명과 역사성을 재해석한 무용, 

이 등장했다. 

점차적으로 올림픽 개막식에서 전통 행사의 독자적 수행 부분은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인데 올림픽 개막식의 안무는 거듭될수록 혁신과 변화를 원하는 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서술적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더 이상 보여주기만을 . 

위한 전통의 재현이 아닌 그 전통성을 고민하고 해석하여 어떻게 재창조 할 것

인가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 것이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 예술 감독 는 개막식에서   1992 Josep Roca 단지 

오늘날 사회에서 살아 있던 전통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때문. 

에 그 전통들의 근본적인 요소와 스펙터클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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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안무 하고 재해석 하는 방법을 찾아야 (re-choreographed) (reinterpreted)

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의 특별한 의미를 얻을 수 있도록 단순화해야 함을 , 

강조한다(Roca, J., 1995: 234) 이제는 전통 방식을 그 로 가져와 사용하는 . 

것이 아닌 원래 가지는 의미와 형태를 지금의 공연 방식과 어울려 시너지를 가

지도록 재해석해야할 고민인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안무가 도 올림픽 개막식 공연은 민족 2008 Hou Ying

문화의 정수를 뽑아내기 위해 전통적이면서도 현 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이 ,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장 높은 경지의 미 이며 평소 예술을 몰랐던 사람들‘ ’

까지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미를 보여줘야 한다며 전통

의 현 적 구현과 보편적 미를 강조한다 이지영( , 2017). 

또한 리우 올림픽 개막식에 민속무용을 다수 등장시킨 안무가   2016 

는 민속무용을 안무하면서 보통 원주민은 일반적으로 민속에 Deborah Colker

한 고정적 관념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념을 벗(Harss, 2016). 

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전통적 방법을 배제하고 좀 더 유기적인 접근 방

식을 선택하여 전통에 해 생각할 기회를 갖는 무 를 재창조했다. 

년  이후 흐름은 컨템포러리 댄스 안무의 흐름에 따라 춤의 존재와 정  2000

체성을 탐구하고 이러한 탐구를 통해 해체와 구성의 과정 속에서 재정의 되며 

복구되는 조합의 내적 구조를 갖는다(Traub, 2001) 결국 개막식의 예술 감독. 

과 안무가 그리고 올림픽 개최에 참여한 모든 공연자들의 역할은 이미 알려지

고 자리 잡은 문화적 전통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고 모형

화 하는 재해석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단일 표현에서 복합 표현으로(2) 

지난� 년�동안�씨어터적�무용은�전례�없는�인기를�획득해�왔다 우리는�“ 40 .�

극으로서의�무용에�대해�흥미가�몰리고�나서는�순수한�움직임으로서의�무용

에�대한�관심으로�반동적으로�이어지고�또�이어서�상징적�동작을�향해�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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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적으로� 향하는� 것을�보아왔다 우리는� 무대� 디자인에서� 눈부신� 발전을�.�

보았고�무대에서부터� 박물관으로� 또� 거리로� 나오는� 무용을� 보았다 우리는�.�

슬라이드�상영 영화 테이프 레코더의�사용에�적응한�춤을�보았다 너무나�,� ,� ,� .�

빠르게�일어나는�변화와�함께 아마도�지금이�현재에�대한�신선한�평가를�준,�

비하기� 위해� 과거의� 지식으로� 우리� 자신을� 새로� 깨울� 시간일� 것이

다.“(Cohen,� 1974:� 4)

무용역사학자 의 주장처럼 그 동안 무용은 공연 예술로서 빠른 변화와   Cohen

발전을 이어왔다 그 변화는 무용공연이 단지 움직임만으로 무 를 채우는 것. 

이 아닌 하나의 극으로서의 무용공연을 만들기 위해 통합적인 공연예술의 구조

를 가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무용과 시각예술 간의 상호작용과 콜. (Visual arts) 

라보레이션은 미술가 조각가 작가 영상 전문가 등과 긴밀한 연관을 이루며 , , , 

진화하였다.72) 오늘날에 와서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중문화 확산으로 다양 

한 매체와 미디어의 생활화와 함께 예술가들의 표현 영역과 활동 영역의 확장

을 가져왔다 조양희( , 2012).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은 위에서 제시한 표 에서 표 까지의 구  < 6> < 15>

분요소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일적이던 요소들이 점차 복합적인 종합예술로 

변모하여 융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베이징부터 영화감독. 2008 

의 개막식 총연출 역할은 복합적 표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예술프로그램 구성. 

의 서술적 표현이 발전하면서 올림픽 개막식 총감독의 전문성이 기존의 방송 

및 연출이나 안무가 또는 서커스 연출자가 아닌 영화감독군으로 이동하기 TV

시작한 것이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 총감독 1992 Man 는 uel Huerga 올

림픽을 방송 할 수 있는 자질은 개막식 제작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개막, 

식은 연극 무용 음악 및 설명해야 할 다른 많은 것들이 포함된 스펙터클이기 , , 

때문에 그저 스포츠 행사만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런 이유로 그는 오페라나 . 

극장 및 스튜디오 프로덕션을 방송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의 특별한 섬세함TV 

72) 은 그의 저서 에서  Cohen(2004)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Dance, - ‘Artist 『 Ⅰ Ⅵ』
단락에 무용과 시각 예술의 협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and Dance’( , pp.125-144)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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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 최고 책임자 및 제작자는 오. 1992 

토바이 경주와 테니스 경기 방송에 익숙한 스포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으

며 그는 그것이 중 한 실수라고 주장한다 올림픽 개막식 방송 제작자가 다른 , . 

훈련과 또 다른 유형의 감수성을 즉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 

것이다(1995: 255).

  쿠베르탱도 올림픽 부활 운동 당시 현 사회의 새로운 힘으로 추가된 것은 

기술적 발전과 민주적 국제주의라고 하였다 기술적 발전으로 인한 (1979: 49). 

개막식의 변화를 예견한 것이다. 앞에서 총 개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을 분류10

한 표 부터 표 까지를 살펴보면 초반에 단독적으로 출연하던 무용< 6> < 15>

과 스포츠시범 요소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다른 요소들 특히 기술 및 (DA) (SD) , 

시각예술 요소와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VA) . 올림픽의 발전과 함 

께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요소는 다른 예술프로그램 요소들과 결합하

여 개막식 전체 구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자리 잡았다. 

향후 예상되는 공연예술에서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에 기반한 사람과 사  , 

물 간의 기술적 소통이 예상된다 상호방향성을 지닌 기술 . ‘Interactive 

의 진전을 예측한 개막식 내에서의 유기적 구조의 무용 공연콘텐츠 Technology’

개발이 고려되며 사고력과 창의력 소통 및 협업 등의 신체를 통한 무용 요소, , 

는 비물질화의 예술과는 구별되는 숭고한 노동으로서의 인간 몸을 통한 능력으

로 중시될 것이다 개막식은 결국 기술보다는 아이디어이며 그 창의력은 결국 . , 

어떠한 기술도 자본도 아닌 사람을 통한 맨파워 에서 나오는 것으로 (manpower)

몸으로 표출되는 창의성과 표현의 상징성은 어떤 재료보다도 가장 인간다움을 

가질 것이다. 

사실 예술이 각 장르로 세분화되기 이전에 무용은 본래 총체 예술로서의 인  

류적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무 작업은 지금까지와 같이 끊임없이 그 형

태가 변모하며 발전해가는 개막식 내 안무의 종합 공연예술로서의 복합적 표현

을 위한 필수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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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 공간의 변화  3)  

 평면 공간에서 입체 공간으로 (1) 

앞서 논의한 안무 구성과 안무 표현의 변화에 따라 운동장에서 보여주던 체  

조와 무용은 점차적으로 극장용 무용으로 변화해 간다 운동장 지면 위에 올림. 

픽 상징의 단순한 오륜 무늬와 꽃 안녕 등의 글자를 보여주며 넓은 공간을 , ‘ ’ 

뛰어다니던 매스게임 안무는 점점 기술과 결합하면서 수직 공간을 채우기 위해 

위로 넓어지는 표현성을 시도한다 초기의 평면적 공간에서의 안무가 점차 입. 

체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무용 요소 . , 

이전의 다른 요소들에서 작은 도전들이 이루어져 왔었다 로스앤젤레스에. 1984 

서 인용 로켓인 제트팩 을 착용하고 스타디움을 날아다니고 서1 (Jetpack) , 1988 

울에서는 고공낙하로 만든 오륜 형을 보이는 등 수직 공간을 위한 노력은 시

도되어 왔다 이러한 안무 공간의 평면적 공간에서 입체적 공간으로의 변화는 . 

조명의 활용과 공중비행 케이블 사용이라는 두 가지 기술의 결합으로 볼 수 있

다.

조명 활용은   개막식 개최 시간에서 그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스. 1980 

크바부터 서울까지 밝은 낮 시간에 개최하던 개막식은 바르셀로나 1988 1992 

때부터는 오후에 시작해 밤이 되고서야 마무리된다 다음 애틀랜타부터는 . 1996 

하나의 극장처럼 빛이 없이 집중되는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늦은 밤에 시작한

다 그러면서 조명과 시각적 색채 효과를 적극 활용하고 성화 점화를 전체 구. 

성 후반부에 배치한다.  

무용 요소에서 입체적 표현의 초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은 바로   1996 

애틀랜타에 나타난 거 한 천막 성전과 그림자 실루엣 효과로 극적인 조명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 표 의 무용 요소  < 10>(pp. 100) DA20 애틀랜타 발(1996 , 

레 에 나온 천막 성전과 그것에 비춰진 춤추는 형 실루엣이었다 고  그리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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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윌계관을 씌워주는 여사제의 그림자는 발레를 추

며 그 형태가 거인처럼 커지고 무용수 한 명의 움직임으로 충분히 입체적 공간

을 채운다 그 동안 연출자들이 개막식 제작을 위해 스타디움의 광활한 공간을 .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한 고민은 량의 공연자수 동원이라는 방법 이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설정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조명 사용에 더하여 아테네부터는 미디어를 이용한 프로젝션 맵핑  2004 

작업으로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그림을 연출한다 프로젝(Projection mapping) . 

션 맵핑은 특정한 사물이나 공간을 캔버스로 하여 프로젝트를 사용해 빛을 덧

입힘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부여하는 미디어 작업이다 송준봉 즉 고광량 (2016, ). 

프로젝션으로 실제 사물 전면에 영상을 투영하여 실제의 조형물이나 고정된 물

체가 변화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나타내고 이러한 작은 사물에서 형 건축

물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관객에게 시각적 감동을 이끌

어내고 작품의 몰입감을 증 시키는 기술이다 천주은 박진영 김운미( , 2013:49; · , 

이 프로젝션 맵핑 기술은 스크린 인터페이스의 발전과도 함께한다2014). .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의 품질과 디지털 영상 제작 기술이 발전하면LED, LCD 

서 이 모든 기술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유동휘 아테네를 시작( , 2014). 2004 

으로 베이징에는 스타디움에 프로젝트 스크린을 길게 두르고 런던2008 , 2012 

은 실제 크기 집 모양 스크린을 만든다 리우에서는 스타디움 바닥 전체. 2016 

를 스크린으로 만들어 빠른 장면 전환과 가상공간 연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빠. 

르게 전환되는 무  영상 안에서 무용은 공간에 알맞은 역할을 채우는 무용으

로 구성되었으며 보다 극으로서의 면모를 가능하게 하여 스타디움 공간은 극, 

을 위한 오브제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입체적 공간을 위한 기술 결합은 공중비행 케이블의 사용이다 평  . 

면적 공간만을 사용하던 개막식은 표 꿈꾸< 12>(pp.114) ‘Deep Sea Dreaming’(

는 깊은 바다 에서 무용 요소 ) DA21 시드니 단체무용 부터는 형 규모의 (2000 , )

인형과 무  미술로 입체적 공간을 더욱 활용하였다 이 바다 속 묘사 장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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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은 차원의 형 어항White, L.(2006: 127) ‘3 ’(three dimensional giant 

fishbowl)로 표현한다 이전까지는 평면적인 차원 공간이었다면 차원의 입체. 2 3

적 공간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공중비행 케이블 활용은 주목할 . 

만한 기술이다 공연자 혹은 무  미술 작품이 공중에 매달리고 이동이 가능하. 

게 함으로써 표현의 공간은 지면뿐만 아니라 공중의 공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공중 케이블은 그 이후로 고정적 기술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 , 2004 

테네에서는 무용수는 물론이고 거 한 석상과 조각들을 매달고 분리하는 등의 

연출로 적극 활용하며 베이징과 런던에서도 각각 공연자들과 거, 2008 2012 

한 오륜 등을 공중에 매달아 극의 정점을 유도했다. 

위와 같은 기술적 요소 이외에도 아테네는 고공의 공간만이 아닌 또   2004 

다른 공간의 활용으로 스타디움에 물을 채우는 연출도 하였다 스타디움 공간. 

에 리터의 물로 채우고 단 분 안에 배수하는 무  전환 기술을 활용2,162,000 3

한다 이후 모두가 갖가지 창의적 방법으로 획기적이고 기발한 연출을 의도하. 

며 다양한 공간에서의 안무와 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초창기 운동장 지면. 

에서 시작된 예술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만나 공간의 제약

을 뛰어넘는 효과적 전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입체적 예술 표현으로 변, 

화를 가능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개막식 공연은 과학기술 경쟁의 장으로 . 

작용하게 되었다 물론 영상 및 무  기술의 발전되는 효과에 비해 무용 움직. 

임이 미온적 양상을 가지는 모습도 있지만 분명 무 미술 안에서 생동감 있는 , 

무 를 채우는 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보다 극으로서의 면모를 완성하기 위해 , 

뒷받침되어 왔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다. 

  전체의 움직임에서 개인의 움직임으로  (2) 

본 연구의 분석 상 시기인 년부터 년까지는 무용사적으로는 이미   1980 2018

포스트모더니즘 시 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개막식 초반에(Post-moder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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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무용 표현은 여전히 모더니즘에 불과한 모습이 나타난다 무용에 있어 모. 

더니즘적 표현인 신화 전통 보편 재현 등의 예술 표현들이 가득했다, , , . 개인의 

음성을 되찾고 개성을 표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이 올림픽 개막식 예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년이 넘어서야 가능해진 것을 위에서 논의한 안무 구2000

성 및 표현의 변화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안무에 있어서 전체의 , 

움직임이 아닌 개인의 움직임 즉 독무의 출연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개막식, . 

에서 독무가 출연한 시기와 그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 19> .   

표 를 보면 모스크바부터 서울까지는 전체적 움직임 위주로   < 19> 1980 1988 

단체무용이 주를 이루며 독무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 DAl5 바르셀로(1992 

나 민속무용 플라멩코 의 플라멩코부터 독무 움직임이 나타난다 단체 표현, : ) . 

에 익숙한 안무 구조를 갖던 구성이 개인의 개성적 움직임에 집중하게 된 것이

다.73) 독무는 바르셀로나부터 차례로 플라멩코 독무  1992 DAl5 바르셀로(1992 

나 민속무용 플라멩코, : ), 발레 독무 DA20 애틀랜타 발레(1996 , ), 탭댄스 독무 

DA26 시드니 탭댄스(2000 , ), 현 무용 독무 DA27 아테네 현 무용(2004 , ), 

DA29 베이징 현 무용(2008 , ), DA36 런던 현 무용(2012 , ), 스트릿댄스 독무 

DA40 리우 스트릿댄스(2016 , ), DA41 리우 스트릿댄스 로 나타난다 독무(2016 , ) . 

73) 앞 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 무용요소 분석 내용 참고 pp.99 1992 .

올림픽

내용

1980 
모스크바

~
1988
서울

1992
바르셀로나

1996
애틀랜다

2000
시드니

2004
아테네

2008
베이징

2012
런던

2016
리우

독무 
형태

-
DAl5

플라멩코
DA20

발레
DA26

탭댄스
DA27

현 무용
DA29

현 무용
DA36

현 무용
DA40

스트릿댄스

표 19 올림픽 개막식에서 독무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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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 시간은 전체 무용구성 안에 짧게는 초에서 길게는 분까지 포함되어 30 3

있다 그 뒤로도 독무는 끊임없이 출연하며 주목받는 부분으로 자리 잡는데 간. , 

혹 무용수 인물 개인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DAl5 바르셀로나 민속무(1992 , 

용 플라멩코 의 경우 세비아 의 유명 플라멩코 안무가이자 무용수 : ) (Sevilla)

가 등장하고Cristina Hoyos(1946-) , DA26 시드니 탭댄스 는 (2000 , ) 뮤지컬 배우

이자 영화배우 가Adam Garcia(1973-) , DA36 런던 현 무용 은 현 무(2012 , )

용가 의 독무가 등장한다Akram Khan(1974-) . 

예술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연출가와 안무가들은 스타디움이 가  

지는 넓은 평면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고민하였고 초기에는 개인보다는 전, 

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결해왔기에 독무는 년에야 출연하게 된 것1992

으로 보인다 년  매스게임의 구성을 완전히 벗어나진 못하였지만 영상과 . 2000

조명 무 미술 등을 활용해 독무와 개인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시도가 시작되, 

었다 이러한 이유로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는 동시  활동 안무가들과 무용가. 

들이 투입되고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적 무용 표현을 벗어나지 못했

다. 

스타디움이라는 장소 특정적 공연 이라는 특징   Site-specific performance, ‘ ’

또한 그 이유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장소 특정적 공연성은 미술 . 

영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환경으로서의 설치미술을 강조하면서 나타났지만, 

현재에는 공연예술 여러 장르에서 전통적 장소를 벗어나 특정한 장소에서 공연

하면서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최상철( , 2007; 

백로라 무용 영역에서는 로 발전되었는데 이것은 , 2013). Site-specific dance , 

안무가의 특정 공간 또는 특정 위치에 한 반응으로 장소와 퍼포먼스간에 상, 

호의존성을 가진다.   

는 지난 몇 년간 플래시몹 파쿠르 디  Site-specific dance (flashmob), (Pakour), 

지털 지속 퍼포먼스 등의 (Digital & Duration Performance) 작업과 같은 폭넓은 

공연적 요소를 통합하며 발전했다 이러한 특정적 상황에는 안무가의 의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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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바로 그 장소가 가지는 형식적 구. ·

조적 요소와 건축 상의 디자인 역사적 맥락적 정보 장소 범위내의 무 로서의 , · , 

실제적 활용성 보건 및 안전의 장애물 또 경험적 지식에서 오는 개인의 심미, , 

적 경험과 안무가의 선호도 안무가의 선택과 결정 등이다, (Hunter, V., 2012). 

공연을 위한 특정적 장소가 선택되면 안무가는 이동성을 고려하며 일시적으  

로 또는 다중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결정해야 한다 지리적 측면에서 지. 

속성을 가지고 그 장소에서 어떠한 육체적 창의적 실천을 통해 현존 할 것인, 

지에 한 고려가 요구되며 그런 과정에서 장소에 한 그곳에서만의 역동적 , 

상호작용과 주관적 개념이 생성되는 것이다. 개막식에서는 이러한 스타디움이라

는 특정적 장소로 인해 개인의 움직임과 개성을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여느 공연장이나 운동장보다 넓은 규모의 공간 안에서의 무용은 단순한 이미지

를 보여주기 위한 형 안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 

영상 송출과 형 화면을 통해 개인의 공간을 확 하거나 축소하는 장면(Zoom 

이 가능해지면서 개인 공간에서 독무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면서 빠르in/out) . 

게 현 적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춤 동작에 있어서도 감각적 움직임이 수용되고 

해체되어 새로운 형식의 공연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는   Hunter, V.(2012) 는 안무가가Site-specific dance 참여할 공간과 장소의  

진정한 복잡성과 이동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무수한 구성 요소와 모양 형태를 ,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관여하는 공연자들을 위해서 현장의 실천적 응용을 고려

한 략적이고 넓은 결론의 안무를 하도록 권유한다 즉 안무를 통해 현장의 . 

관객과 공연자들의 해석의 여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막식 안무는 스타디움이라는 장소 한계에 얽매일 필요 없이 분명 동시 적   

안무가 무한히 가능한 곳이다 더불어 잠재적으로는 미적 예술적 고려 사항을 . , 

뛰어 넘어 실제 현장에서 배치된 현 적 무용의 형태에 철학적 및 인식론적 함

의와 개발 그리고 참여를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공간. 

과 장소의 개념에 한 더 깊은 반영을 통해 Site-specific dance 실행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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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정체성과 중심성에 더하여 스타디움 공간과의 연계와 해석 추가적 가, 

능성과 체험적 모델까지의 공간이 나오길 기 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움직임이 주목받는 체계가 도래된 만큼 안무 활동 영역이 독보  

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무용단이나 단체를 통한 적극적 안무 영역 

구축도 인지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무용 장르의 세계적인 추세는 단지 인간 . 

움직임만의 동작 구성이 아닌 극으로서의 서사와 다양한 예술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상호작용과 중성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퍼포먼스를 구축해가고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공연을 목격하길 원하는 관객들의 욕구와 결합할 수 있는 , 

올림픽 개막식 퍼포먼스의 변혁이 예고된다.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안무의 특성5. 

이상으로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무용의 특징과 안무에 나타난 변화 양  

상을 살펴보았다 올림픽 게임이라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 안에서 무용이 어떻. 

게 발휘되고 변주되어 왔는지 따라서 안무 영역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가

늠해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와 특성을 논의한 지점에서 올림픽 개. 

막식 안무가 가지는 미적 특성이 무엇인지 무용의 독립 예술 체계와는 다른 , 

어떠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포츠 이벤트 안에서 상호 작용,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특징을 토 로 올림픽 개막식 안무의 미  

적 특성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퍼포먼스의 문화 상호 텍스트성. , 

두 번째는 스포츠와 무용의 통섭 세 번째는 안무 개념의 탈경계화 이다 이러, . 

한 올림픽 개막식 안무의 미적 특성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살펴보는 일은 올림

픽에서의 무용 요소의 예술표현 체계로서의 요점을 상기시키며 최종적으로 올, 

림픽 개막식에서 안무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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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 가지 미적 특성들을 하나씩 살펴보겠다 다음의 그림 는 연구 분석 . < 9>

범위인 총 회 하계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무용의 특징과 안무 변화 그10

리고 안무 특성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 � � � � 9. 올림픽�개막식�예술프로그램�무용의�특징 안무�변화 안무�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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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퍼포먼스의 상호텍스트성1) 

앞서 개막식에 한 논의에서 을 제시한 문화  Olympic performance system

인류학자 의 모형을 재구성한 의 Macaloon(1984) Brownell(2017) Olympic 

은 기존의 의 단계performance system Truth-Game-Ritual-Festival-Spectacle

적 프레임을 모두 포함시키기 위한 가장 넓은 개념의 프레임을 바로 ‘Cultural 

로 제시한다Performance’ .74) 올림픽 퍼포먼스를 아우를 수 있는 확장된 개념은  

바로 문화 퍼포먼스인 것이다.

즉 올림픽이 일련의 사회 문화적 격변 안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를 번갈  ·

아가며 개최되는 관습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으며 쿠베르탱의 취지 로 관, 

한 감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서 파생된 동시  

예술의 발현이 을 작동하는 가치라 하겠다 이러Olympic performance system . 

한 문화 퍼포먼스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성의 수용과 동시  예술적 성취의 확

인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소통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본고의 분

석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막식에서 안무는 소통을 위한 의미 전달에 핵

심적 역할을 한다 개막식에서 무용은 모든 예술의 중심에서 매개체 역할 김. ‘ ’(

제영 을 한다는 것이다, 2018) .

이에 더하여 은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안무가와 디자이  Macaloon(1992: 36)

너 시나리오작가 작곡가 뮤지컬 감독 의상 제작자들의 이중 노동 이 , , , , (Labor)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에 주장에 따르면 예술가들은 지역의 문화적 의. 

도 전통 및 창작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념화하여 제작해야 하는 반면에 한편으, , 

로는 이러한 의도와 의미가 다양한 세계 언론을 통해 중들에게 적절하게 전

달되도록 노력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의 주장은 안무가를 포함한 개(Labor) . , 

막식 예술가들이 여느 창작 과정처럼 민족적 정취를 보다 탁월하게 표현하기 

위한 창작의 수많은 고민과 제반작업을 수행해야하고 더불어 그것에 의미를 , 

74) 앞의 그림 참고 pp.3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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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중 노동 에 한 설명이다 이는 스포츠이‘ ’ . 

든 공연이든 문화행위 즉 퍼포먼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미의 생산과 재현, 

에 있다는 정윤수 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2016) . 

본 연구에서 년부터 년까지 예술프로그램이 공연된 곳에서 무용은   1980 2016

언제나 민속무용이나 단체안무 또는 여러 다른 특정 장르 (Mass Choreography) 

등으로 존재했다 무용만이 가능한 고무성과 비물질성으로는 변할 수 없는 . , 

숭고함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제시. Macaloon

한 두 가지 노동으로서의 무용은 문화와 정취를 묘사하는 자발성 신체를 통한 , 

발현과 그것에 의한 의미 부여로서 무용이 갖는 고유함이라 할 수 있다 무용. 

과 스포츠 경험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요소들 즉 인간의 신체적 탁월, 

성과 창의성 유희적 측면 국제적 호소력 그리고 교육과 자기 계발 등의 공통, , , 

점은 문화예술과 스포츠 간의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창출에 무용이 활용되는 것이다(Garcia, 

B., 2001).    

위와 같은 의미 생산은 개막식을 지켜보는 관객들을 이해시키고 하나의 감동  

으로 이어주는 문화 소통의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에 해 는 예술프로그. IOC

램의 창조적 함의 라고 언급한다 이는 개막식 프로그램‘ ’(Creative Implications) . 

이 예술 창작에 한 뜻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도이며 이 문화 , 

소통이 개막식을 관람하는 세 가지 유형의 관객 즉 글로벌 시청자, (worldwide 

와 자국민 그리고 현장 관람객broadcast audience) (host nation), (live audience)

을 고려한 창조적 함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IOC, 2005: 54).

올림픽이 이러한 함의까지 고려하는 이유는 스포츠가 감성적 문화 콘텐츠  “ ”

고진현 라는 증거일 것이다 감동으로 인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문화 ( , 2018) . 

콘텐츠인 올림픽에서 서사와 문화를 모두 담은 예술프로그램과 그 안의 순수 

예술로서의 표현을 더욱 끌어올려주는 무용은 감성적 콘텐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김정희 는 상호텍스트성의 맥락 안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차별성을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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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리 창의적이고 참신한 스토리라 하더라도를 모두가 

이전에 알던 무수한 많은 이야기들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상호텍. ‘

스트성 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기호학자 가 (Intertextuality)’ Julia Kristeva(1941-)

처음 사용한 용어로 텍스트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상호텍스트성이란 모든 .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의 수용과 응수로 이루어진다는 관념에 기반한 개념으로,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완전 새로운 이야기란 불가능하다 과거의 텍스트는 현. 

재의 텍스트에 다시 관여하는 순환을 통해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를 구축한다

강준만 김정희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또한 각자가 일자( , 2008; , 2014). 

로 존재하는 동시에 다른 텍스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수로 존재하고 있

었는데 이는 곧 보편적 무용 표현에 한 맥락을 시사한다, . 

올림픽 개막식을 사례로 인류 보편적 예술 표현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를   ‘ ?’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세계의 시선 앞에 펼쳐지는 공연의 시공간 . 

안에서 춤은 전통과 문화를 변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새로운 움직임을 추구했

다 여기서 자신의 직관적 표현체계를 통해 동시 를 사는 몸으로 표출되는 무. 

용의 성향이 우리를 진보적인 예술세계로 연결시켜주고 있음에 해 생각해볼 

수 있는 출구가 열린다.  

올림픽 유 무형 유산의 지속성에 한 중요성이 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

여태까지의 논의는 개막식 무용의 존재 당위 논의로 연결된다 개막식에서의 . 

명분이 충분히 존재하는지에 해 논의해봐야 한다 공연예술 활동을 노동 과. 

정으로 설명한 조정환 은 일련의 사회적 변화들이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2015)

켰다고 말하며 그 중 이벤트 퍼포먼스 몹 등의 수행적 특징을 갖는 공연예술 , , , 

양식은 예술수행화 로 인하여 노동 생산과 노동 과정이 분리‘ ’(Performatization)

되지 않는 전형적인 경향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예술작품은 주로 상화되는 . 

경향이 있지만 공연예술의 경우 생산되는 작품이 창작 과정 밖으로 분리되지 , 

않는다는 것이다 안무의 창작 과정은 무용 행위의 주체적 생산 과정인 것이다. . 

예술프로그램에서의 무용도 예술수행화와 같이 개막식 당시 그 결과물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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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며 그 과정과 수행에 비해 지나치게 일회적인 관리 체계를 가진다 하겠다. 

이러한 시각에서 개막식 무용은 예술수행화로 인한 노동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술된 조정환 의 표현 로 올림픽 무용이 예술수행화로 인해 소, (2015)

모적 일회성 노동에 그치는지 되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개막식은 스포츠 본질적 가치보다 표면적 가치를 지향하며 볼거리 위주의 극  

적 전환으로 치우치기 쉽다 그러나 퍼포먼스의 의미 생산을 위해 개막식에서. 

의 인기 스타의 출연으로 주목받거나 흔히들 말하는 이벤트성 으로의 소모적 , ‘ ’

전락이 아닌 규모 스포츠 회만이 만들고 확인할 수 있는 모험적 발상과 , 

시 를 읽는 창의적 상상은 물론이고 공연예술에서 공유되는 동시  감성과, 

언어 또는 시 적 표현 체계를 뛰어넘는 표현과 감동 영감이 발휘되는 미적 , 

감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퍼포먼스의 중요한 요소는 의미의 생산과 재현이며 스포츠와 공연은 모두   , 

다 특별한 종류의 경험 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Evans & Murray, 2012: 142)

있다 개막식 공연의 준비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칙에 따라 충분한 . 

준비와 절차를 가지고 시행되며 예술프로그램 안에서의 무용은 무용 작품에 , 

있어 기본이 되는 모든 움직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 수행에서 . 

자체로서의 의미가 없는 움직임과 표현의 과잉에서 오는 공허함은 무용의 정당

성을 가져올 수 없으며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안무는 문화 퍼포먼스로, 

서의 의미를 생산하는 상호텍스트적 영향을 미치며 문화 소통의 플랫폼의 기회

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스포츠와 무용의 통섭) 

    

쿠베르탱은 일찍이 현 무용가 이사도라 던컨  (Isadora Duncan, 1877-1927)

의 춤 즉 신체 움직임의 아름다움에 한 주관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춤의 수, 

행에 해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물론 자신이 생각하는 윤리적 진보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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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판단 하에 올림픽에서 주창하지는 않았으나(Segrave, J. O., & 

현 무용에서 발현되는 경건한 신체의 아름다움을 Chatziefstathiou, D., 2008), 

위한 춤과 그에 한 주관적 인식은 근  올림픽의 이상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

으며 이는 바로 춤과 스포츠가 가지는 접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쿠베르탱은 올림픽 게임 참여를 통해 실현될 예술과 정신 의 아  ‘ (mind)

름다움 을 현  올림픽의 필수 항목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beauty)’ . 

의 취지를 발전시켜 년 금메달리스트이자 독일 학자인 한스 렝크, 1960 (Hans 

는 올림픽 모토를 올림픽 이상을 구성하는 심미적이고 인본주의Lenk, 1935-)

적인 사고를 포함하도록 하여 로 , ‘Citius, Altius, Fortiu, Pulchrius, Humanius’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모토인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 에 . ‘ , , ’

더하여 보다 아름답게 보다 인문적으로 올림픽 모토를 확장한 것이다‘ , ’ 

즉 이러한 쿠베르탱의 (Messing, M., M ller, N., & Schormann, K., 2016). , ü

예술과 미에 한 이상과 한스 렝크의 미적 인문적 이상은 올림픽을 스포츠 , 

경기 만에 한정시키는 것을 넘어 개막식과 같은 미적 인문적 문화 형태로 존, 

재하는 것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 한국의 서울 올림픽 개막식이 끝난 뒤 동아일보 에는 문화와   1988 “『 』

스포츠 접목 송영언 이라는 제목으로 개막식을 평하는 기사가 실렸”( , 1988: 13)

다 기사에는 본고의 안무가 분석에 언급하였던 서울 올림픽 개막식 안. , 1988 

무가인 임성남 육완순 김백봉 송범 등의 안무가 참여를 소개하면서 문화예술, , , , 

인이 거 참여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성공적 문화행사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서울 올림픽 개막식을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닌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

고 자국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총체예술로 여기며 기사는 이러 , 

맥락 하에 올림픽을 스포츠만이 아닌 문화의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또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을 총 감독한 그리스 안무가. 2004 , 

의 한국 내한 당시 인터뷰에도 개막식은 특정 문화의 창Dimitris Papaioannou “

문을 여는 기회이며 한 국가의 전통 문화와 역사 철학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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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라고 강조하였다 이재훈 그가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개막식 안에 ” ( , 2017). 

녹아내기 위해 단체무용과는 차별화 된 무용 표현을 적극 활용한 것을 분석 과

정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중적 관점에서도 올림픽은 더 이상 스포츠만의 행. 

사가 아니게 된 것이다. 

올림픽 개막식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 스포츠 시범 요소가 축소되고 다른 요  

소의 협업으로 점차 새로운 경향성을 지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 요소

는 꾸준히 존재해 왔다 이는 무용만이 갖는 고유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함의. 

한다 그 고유한 속성은 신체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무용이 가지는 공연예술로. 

서의 역할과 그 수행으로서의 창의적인 몸의 활동이다 올림픽 개막식의 예술. 

프로그램은 스포츠와 예술의 접점으로서 역사와 문화 콘텐츠 등 모든 면에서 , 

상호작용하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시각적 예술의 다채로운 변. 

화와 타 요소들의 융합과 혼합에도 불구하고 무용이 자신의 고유성을 잃지 않

고 개막식에 늘 존재해 온 까닭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터이지만 그 중 가장 , 

큰 원인은 스포츠와 무용이 신체를 통한 운동성과 미적 경험이라는 유사성을 

공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 몸의 움직임을 통해 발현되는 미적인 감동이 관. 

객들에게 모종의 동일한 계열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며 자기 존재를 유지해온 것

이다.

이러한 미적 유사점들을 통해 올림픽 개막식 안에서 스포츠와 무용의 통섭이   

일시적인 결합이 아닌 지속적인 통섭으로서 가능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젠 .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게 된 통섭 은 지식간의 통합을 ( , consilience)統攝

말하며 특히 분과 학문인 학제 간 융합을 의미한다 통섭의 개념은 그간 지속. 

적으로 변화해왔는데 최근에는 통섭이 향후에는 단순히 다양한 지식의 통합만, 

이 아닌 인간의 감성과 인간다움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임이 예견되고 

있다 신동희 이 새로운 통섭의 방향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가 올림( , 2014). 

픽 개막식일지도 모른다 감성과 인간다움이 강조되는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 

통해 스포츠와 무용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하나의 시공간에서 새로운 조합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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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부단히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섭의 장에서 안무와 무용이 본인의 정수를 제 로 발현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현재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공연에 한 . 

중의 관심은 개막식 총 연출로 임명된 영화감독의 영화예술 방면의 이력이나 

중적인 스타의 출연 첨단 기술의 새로운 기법 등에 쏠려 있는데 이러한 , , 

중적 관심에 밀려 공연 부분을 이뤄내고 있는 신체미의 정수인 안무와 무용

이 무  뒤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용은 독자적 예술 영역으로서 그 고유성을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메가 스

포츠 이벤트에서 만큼은 이벤트에 일회성으로 동원되는 부차적 양상을 띠고 있

는 셈이다. 올림픽 공식 보고서의 개막식 관련 기록 또한 출연 무용수와 안무 

가에 한 정보나 인원수 그들의 소속이나 배경 호칭 등이 제 로 기록되어 , ,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것은 사실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안무자와 . 

무용수라는 과정을 통해 작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연자 수백 명 수, 

천 명으로 묘사될 뿐 무용수들과 안무자의 전문성과 역할 수고에는 관심이 없, 

다.

무용은 예술프로그램이 공연된 곳에서 무용만이 할 수 있는 고무성과 비물  , 

질성으로는 변할 수 없는 신체의 자발성과 신체를 통한 발현으로 충분한 의

미를 가지고 있다 무용과 스포츠 경험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요소들. , 

즉 인간의 신체적 탁월성과 창의성 유희적 측면 국제적 호소력 그리고 교육, , , 

과 자기 계발 등의 공통점은 문화예술과 스포츠 간의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세계의 가장 큰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 (Garcia, B., 2001). 

개막식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에 무용이 활용되는 것이다.

무용사에 있어 포스트모던댄스 이후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양상  

으로 뻗어나간 컨템포러리 댄스는 모두가 신체의 움직임을 탐구하고 실험하는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신체 움직임 탐구가 춤 예술의 정체성과 독립예. 

술로서의 가치를 담보해주는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각 양식의 춤 스타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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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적 기준을 결정하는 근간으로 작동한다 박서영 이러한 기준을 ( , 2018: 86). 

덧붙여 설명하자면 에 의한 좋은 무용 공연으로서의 면을 , Hawkins, A.(1988)

충족시켜주는 양상은 통일성 지속성 다양성 을 수(Unity), (Continuity), (Variety)

반한다 이러한 무용의 특징들은 올림픽 개막식 공간 안에서 우리의 관념의 한. 

계를 넘어서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다. 

동시  무용수와 안무가들을 총망라하는 올림픽 개막식 안무는 무브먼트  

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스포츠 이벤트에서만 서술 가능한 심상의 이(movement)

미지를 그려내며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안무에서의 전시 기능이 약화되. 

기 시작하면서 양식화된 춤은 감소하고 일상적 움직임이 춤으로 실행되며 춤 

영역이 확 되어 가는 올림픽 개막식 무용의 변천 과정은 현  무용의 공연 양

상과도 연동된다 이는 보편적인 무용 공연 장소가 아닌 올림픽이라는 특정한 . 

공간에서도 동시 의 감정이 공유되고 있으며 올림픽 개막식 무용이 일반 무, 

용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닌 같은 감각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동, ·

시  예술가들이 시 의 감정을 반영한 결과물로서 일반 무용의 흐름과 궤를 

함께 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75) 신체 움직임 탐구의 순수한 감흥을  

위한 지속적인 안무 실행 이러한 점이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서 무용, 

이 스포츠와 가지는 접점인 신체성을 가진 미적 인문적 통섭으로 연결될 수 , 

있기 때문이다. 

 

 안무 개념의 탈경계화 3) 

특수한 공연 체계인 개막식 무용의 특성과 무용이라는 독립 예술 체계의 만  

남은 춤의 영역을 확 시켰다 초기 개막식 무용의 주된 목적이었던 전시 기능. 

75) 이 분석은 년 기획된 춤 공연 무부만투 공연의 미간행 평론 진현주 에  2016 ‘ ’ ( , 2016)舞部熳投
근거한다 현대 무용만이 줄 수 있는 감각이 있다 감정이란 보편적인 것이기에 감정의 보편. “ . 
성이란 동서고금을 통해 공유되는 것이지만 시대의 감정이 있다 이 시대 지금 여기에서 공유. , -
되는 감각이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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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화되고 양식화된 춤이 감소하면서 개막식 무용은 점차 일상적이고 중적

인 춤의 발전 양상과 궤를 같이 하며 변화해왔다 동시에 전체 극으로서의 구. 

성에 발전을 보이면서 안무 표현 영역은 확장되고 경계성은 혼재된다 이러한 . 

경계의 혼재는 안무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는 강력한 지표이다. 

년  들어와 컨템포러리 무용 영역에서 종종 사용되는 확장된 안무  2000 “

라는 표현이 있다 덴마크 안무가 (Expended Choreography)” . Mette Ingvartsen 

가 춤추는 인간과 상 물질 기계 상상과의 교차점에서 인체를 넘어선 (2016) , , , 

움직임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에 한 재검토를 시도하는 공연의 사후 리

포트에서 사용된 이 용어는 안무의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현시하는 좋은 예이

다.76)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안무에 한 공통된 이해는 시공간에서의 운동 집 

합 구조 형식이었다 그러나 미리 결정된 사항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 사이의 . 

교섭이 가능한 안무와 즉흥 움직임이 안무의 새로운 경향성으로 두되면서 안

무의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안무의 상이 인체의 움직임을 넘어 인체의 . 

움직임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안무 관점으로 장소와 공간을 보는 , 

시선이 생겨났다 공간을 안무의 상 범주로 포함시키게 되면서 특정 해당 공. 

간이 어떤 안무 요소와 결합하여 특정한 공간성을 작동하고 있는지 공간이 기, 

존 안무 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고려하면서 작업을 구성하는 

움직임이 시작한 것이다(Invartsen, M., 2016; lme, R., 2017: 96). Ö

국내에서는 박서영 이 컨템포러리 댄스 안무 영역을 탐색하면서 안무의   (2018)

개념이 움직임의 표현에서 개념의 구현으로 확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안무의 

확장성에 해 사유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기존 안무가 무용 공연만을 위한 . 

극장 등의 특정 공간에서만 이루어진 기존 안무의 개념이 일상의 공간으로 이

동하면서 안무라는 용어의 인간의 움직임에 한정된 안무라는 용어의 개념은 ,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상을 지칭하는 범주로 자기 개념을 확장시켜나간 

76) Mette Ingvartsen- EXPANDED CHOREOGRAPHY : Shifting the agency of movement in 『
The Artificial Nature Project and 69 positions (2016) 』

   (http://www.diva-portal.org/smash/get/diva2:1071151/FULLTEXT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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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제 안무는 연행되는 행위와 그 과정에 있는 시퀀스 모두에게 적용될 . 

수 있으며 특권적 개인뿐 아니라 특정하고 세부적으로 계획되는 행위 일련에, 

도 폭넓게 적용된 확장이 된 것이다 박서영(Foster, 2011; , 2018). 이제는 안무

가가 특정 공간 또는 특정 위치에 반응하는 예전에 없던 감각을 가지고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서 장소와 퍼포먼스는 서로간의 상호의존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 

맥락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스타디움이라는 특수한 공연 장소 올림픽  , 

개최마다 달라지는 주최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은 안무의 공간성이 확장되는 문

화예술적인 매우 특별한 사례를 올림픽 개막식 프로그램 안무가에게 제공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례가 격년 단위로 반복되면서 장소 특정적 Site-specific dance(

무용 와 ) 안무의 탈경계화는 올림픽 개막식 안무의 특정한 경향이 된 것이다. 

스타디움이라는 특정 공간은 안무의 확장이라는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새  

로운 공간을 채우기 위해 비물질화77) 되어가는 예술 형식과 조우해야만 했다 . 

기존의 전통적 무용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안무

는 기존의 방법을 넘어선 새로운 방법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올림픽 개막식 . 

안무는 조양희 가 안무의 확장을 논하며 제시한 새로운 방법인 디지털기(2012)

술 매체를 활용한 웹 상의 안무 모션캡쳐 시스템(web) , (Motion capture system) 

사용 로봇 기술 활용 상호작용 시스템 안무 등을 , (Robot) , (Interaction system) 

적극 수용하면서 끊임없이 경계를 확장해 나갔다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 2018 

계 올림픽 개막식에도 조명과 프로젝션 맵핑 디지털 영상 그리고 LCD, LED , , 

드론 을 이용한 움직임 등의 기법을 도입하여 최첨단 개막식이란 평을 (drone)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탈경계는 비단 무용만의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술 또한 작가  . 

의 노동이 축적된 전통적인 캔버스를 벗어나 기호적 행위로 전환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물질성을 띤 재료인 물감 또한 디지털 퍼포먼스가 우. 

77) 조정환 의 예술인간의 탄생 에서 사용된 표현이다 조정환은 예술매체 예술형식 예 (2015) . , , 『 』
술기법 등 모든 차원에서 예술생산 자체의 비물질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기존의 예술작. 
품이 신체라는 물질의 한계에 기반 한 인간의 축적된 노동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냈다면, 
이제는 인간의 집약된 노동 없이도 현대 과학 기술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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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해지는 상황에서 점점 그 사용도가 줄어들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는 수정 가. 

능의 유연성이 특징이어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조합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조작· , 

의 결과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예술이 인간의 지식을 . 

포함하는 복합적인 현  예술의 중요한 소통 방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

정환 올림픽 개막식 안무 또한 이러한 비물질화된 예술 형식들과의 상, 2015). 

호작용의 시스템으로 전화되고 있는 과정 위에 놓여 있다.  

무용의 지평을 넓혀준 확장된 안무의 공간성이라는 변화가 신체 움직임 탐구  

와 몸의 실천이라는 무용의 본질과는 다른 비물질화되어가는 예술 형식의 성장

을 수용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는 신체 라는 물질 의 집적된 노동 . ( )

위에서만 세울 수 있는 예술인 무용이 거 한 공간과 조우하면서 시각적 기술 

요소의 발전을 폭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면서 본인의 본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림픽 개막식 안무에서 시각적 기술 요소의 발전이 폭발적이게 드러  

나는 변화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합 퍼포먼스는 무용수의 신체 , 

움직임에 기반 한 복합적 연출이 주로 이룬다 여전히 공연자의 신체와 움직임. 

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체 움직임이 모두가 생각하는 춤의 본질적인 . 

요소이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서영 의 표현 로 무용수의 물. (2018) “

리적인 신체 움직임 부재 가 확장된 안무 공간에서 드러나는 주요 특징이라는 ”

점을 생각해본다면 앞으로의 퍼포먼스 안무 시에는 이 지점에 한 깊은 고민, 

이 필요할 것이다. 

현시 는 시각적으로 다채롭고 복잡하며 빠른 속도감으로 눈을 사로잡는다  . 

때문에 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더 직관적 체계로 나아가려 하는 현란하고 빠

른 시각적 이미지와 속도감만큼의 사유의 속도가 요구된다 강태진 이러( , 2016). 

한 급변하는 기술 혁명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2016 (World Economic 

에서는 직업의 미래에 한 보고에서 미래사회에서 자동화 체 확률 Forum)

낮은 직업 순위에서 무용가 및 안무가 를 위로 발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앞‘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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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시 를 맞이해서도 감성에 기초한 예술 관련 직업은 자동화 체 확AI

률이 상 적으로 낮은 특징을 갖기에 중요한 의사결정과 감성에 기초한 직무, 

는 여전히 인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곧 인간 중심의 관. 

점에서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고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구본권( , 2015; 

이선영 다시 말해 기술과의 결합 속에서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2017). , 

정서적 기술을 습득하고 사고력 및 창의성을 가진 인간다움이며 공감 가능한 

정서를 가진 창작의 지속이다 스포츠라는 행위의 특성상 가장 인간적인 이벤. 

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올림픽이라는 행사의 꽃인 개막식에서 가장 인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은 어떠한 기술도 자본도 아닌 몸으로 표출되는 창의성과 표현의 

상징성을 지닌 무용이다 이러한 사실은 안무의 탈경계성이 맞이한 위기를 어. 

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한 사유를 제공한다.   

탈경계화 되는 안무의 확장을 정은주 는 컨템포러리 댄스 작품에   (2012: 84)

나타난 포스트모던댄스의 미적 특성 중 하나인 다원주의‘ (Multi-Integrative 

로 개념화한다 문화적 측면에서 독립적 전통적 경계가 해체되며 문화 전Arts)’ . , 

반의 조합과 조화 크로스오버 등의 복합적 양상을 띠는 것을 다원주의로 설명, 

한 것이다 이미 지난 년간 안무는 주관성을 가진 무용가의 신체 표현 스타. 10 , 

일 및 재현의 개념에서 분리되어 특정 구조 및 전략과 동의어가 되어 이제까지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었다 안무의 의미는 미리 결정된 것 즉 무용을 생성하기 . , 

위해 사용된 일련의 프로토콜 또는 도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변형되었으며 무, 

용의 분석 및 생산을 위한 총칭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적 집단으로 

변모했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신체에 한 물질(Cui, 2013; lme, R., 2017). Ö

로서의 몸의 형태를 상징적 형태로 취급하고 그 자체의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단계로 도약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 생산의 확장된 안무로서 신중하게 제작된 . 

예술프로그램의 내용들은 개막식을 통해 구체적인 의미를 제공한다.

확장된 안무 영역의 앞으로의 방안에 해 컨템포러리 댄스가 여러 장르가   

융 복합되어 나타나는 탈장르의 특성을 강하게 띠는 만큼 그 양상은 기하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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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확률로 가지를 뻗어나갈 것이라는 예상 박서영 과 그러한 흐름에 맞( , 2018) , 

게 이제는 다시 디지털 매체 시 의 감성 논리 아래에서 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의 융 복합 현상이 주목된다는 예견 조양희 이 나오고 있다 올림픽 · ( , 2012) .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변천은 이러한 예측의 훌륭한 사례이다 시 와 개최국.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막식의 주를 이루는 무용은 여러 지점에서 본인을 확

장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탈경계를 향해 진화하고 있다 물질성을 지닌 몸의 내, . 

부적인 확장과 확장된 안무는 자신만의 확장을 넘어 다른 문화와 결합하는 융

복합의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올림픽 개막식 예술 프로그램의 변천은 무용학 자체에도 반성의 기회  

를 제공한다 여태까지 살펴보았듯 무용은 시 적 흐름과 인간 생활양식의 변. 

화를 적극 수용하고 합류하여 표출하려는 직관적 욕구가 강하여 춤은 전통과 , 

문화를 변하는 상징성을 지닌다 이러한 지점에서 개막식을 변화시킨 기술의 . 

진보처럼 무용의 전통적 안무의 진보도 이룩하였는지 자문해봐야 할 문제이다. 

문화학자 은 실제로 상업화되는 상황 속에 예술로 비판적인 목G. Klein(2018)

소리를 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퍼포먼스는 유동성 순간. , 

성 그리고 영구적 자기 재발견과 같은 국제 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함께 걸어, 

가야 하며 따라서 무용과 같은 공연예술이 현 의 일시적 예술 형태로써 비판, 

적인 잠재력을 발휘하고 예술적 미래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랑스 철학자 

가 제시하는 스펙터클의 사회로부터 벗어나 이와 구Guy Debord(1931-1994)

별되는 미적 전략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Klein, G., 2018). 

즉 볼거리로 매혹당하는 스펙터클에서 벗어나 이 , Macaloon(1984) Olympic 

에서 말한 스펙터클을 이루기 위해서 안무는 performance system Game, 

의 요소들의 종합적 연출을 위한 확장된 실행을 해야만 진정한 Ritual, Festival

Spectacle78)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78) 여기서 의 스펙터클은 가 말하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삶을 장악하여 인 Macaloon Guy Debord
간을 소외시키고 소유하는 방식의 스페터클과 비교되는 올림픽의 본질인 게임 제의 축제를 , , , 
모두 포괄하는 진정한 문화 예술 퍼포먼스로서의 스펙터클이다 어찌보면 이것은 축제와 놀이 · . 
같은 문화예술 운동을 주창한 의 사회적 상호작용과도 맥을 같이한다Guy Deb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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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막식 무용 안무는 여러 다른 예술 장르와의 결합과 관계들로 인하  

여 개별의 춤 형식마다의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연구자와 안무자로서 나름. 

로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각각의 필드 그리고 부분은 안무 과정에서 내적, , 

경험적 또는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전문적인 맥락이 필요하다 탈경계화된 안무. 

는 춤을 만드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지 극으로서의 춤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안무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다양한 응용 분야의 퍼포먼스 제작으로 연결되고 있

다 안무의 본질은 의 의견처럼 각각의 새로운 . Butterworth & Wildschut(2012)

상황 또는 안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규칙의 일정한 집합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방면의 관점에서 무용에 한 전통적 이해에 도전. 

하면서도 움직임 창작만이 아닌 창조적 과정 전반에 한 탐구를 촉진해야 한

다 종합적 퍼포먼스인 무용은 자신의 본질인 신체적 재료의 다양성에 한 탐. 

구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경계를 향한 부단한 확장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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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Ⅴ

결론1. 

본 연구는 인류 최 의 퍼포먼스라 할 수 있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언제부터   

무용이 출연하였으며 출연 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밝히고 당시 예술 , 

거장이라 불린 이들의 활동을 되짚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현시. 

의 무용 영역은 무용 실행과 안무 과정에 한 활동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무용수와 안무가가 다수 참여하는 올림픽 , 

개막식에 해서는 문화예술 및 무용 관점에서의 역사적 연구가 제 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변천과정을 사회 문화적 맥  ·

락 안에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의 예술 구성 요소들을 분류하여 무용을 분석하, 

였다 분석 과정에서 올림픽 개막식을 예술프로그램을 정리하여 목록화하고 통. 

시적 분석을 통해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을 개념화하고 무용의 출연과 공연 내용

을 분석하여 무용 안무의 중요 지점을 밝히고자 하는 의미에서 연구가 지속되

었다 그것을 토 로 개막식에서의 무용의 특징과 안무의 변화 양상 그리고 안. 

무의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 다섯 가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은 어떠한가  ‘ ? 

이다 이를 위해 . 모스크바 올림픽부터 최근의 리우 올림픽까지 총 1980 2016 

회의 하계 올림픽의 개막식을 각 장마다 분류하여 개막식 개요 구성 요소  10 , , 

분석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무용 요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문제를 위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예술프로그램 내용의 분석은 각기 다르게 기술되었다 그러나 . 

모든 올림픽마다 개최를 위한 정치 사회적 현상으로 인한 주요 이슈가 개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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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영향을 끼쳤으며 당시 주최국의 사회 문화적 반영이 예술프로그램에 다, ·

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주최국 나라와 민족이 가지는 고유의 문 

화와 국가의 역사성이 예술프로그램 내용의 국가서술을 통해 확연히 반영되었

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예술프로그램 목록화는 올림픽 개막식 연구를 . 

위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예술프로그램 구성 표를 활용하여 총망라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무용 형식과 안무가 경  ‘

향은 어떠한가 이다 총 개의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구성 요소를 ?’ . 10

나누어 무용을 살펴본 결과 무용은 DA1부터 DA44까지 총 개로 출연44 하였다.  

분류 결과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무용 요소의 형식은 크게 , 단체안무 민속무용 , 

그리고 하위 범주인 발레 현대무용 스트릿댄스 탭댄스 스윙댄스 , , , , 로 구분되었

다 하위 범주의 무용 형식들도 개막식 공연 특성상 이미 단체무용 형태를 지. 

니고 있어 단체안무, Mass Choreography가 주된 형식으로 나타났으며 고유의 

특징적 기술 형식을 가졌기 때문에 특정 장르로 지정하였다 또한 모든 참여 . 

안무가 총 명의 이력 및 주요 활동과 안무 경향을 분석하고 당시 그들의 안20

무 작업 관련 사항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 나타난 무용의 특징은   ‘

무엇인가 로 그 결과 무용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 . 첫째 개막식에서 , 

안무는 전통 춤과 현대 춤이 함께 공존한다. 전통성을 가진 민속무용과 동시 

성을 가지는 여러 현 적 무용 장르들이 출현한다 단독적 민속무용이 등장하. 

지 않는 경우라도 전통적 춤 양식과 새로운 안무 방식이 융합하는 혼성적 특징

을 가진다 재해석하고 해체하면서도 문화적 색채를 투영하려 노력했다. . 둘째, 

올림픽 경기를 위한 고무적 역할로서 기능한다. 신명나는 춤과 음악으로 앞으 

로 치러질 게임의 선수들에게 기운이 일어나도록 독려하는 순간으로 주로 도입

부에 배치하여 흥을 올리며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으로 스포츠맨쉽에 

한 기 와 염원을 담고 있다. 셋째 역사 서술의 은유적 발현을 위한 표현의 도, 

구로서 발휘된다 연구 예술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개막식을 위한 각 올림픽의 . 



209

사회 문화적 맥락을 확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격변의 변화와 국가서술의 강조 · . 

안에서 개막식에서 안무는 역사적 사실을 묘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 문

화적 상황을 춤으로 변하였다 안무는 주최국들이 국가 서술을 위해 집중하. 

는 자신들만의 역사를 무용 표현의 상으로 관찰하고 그 의식을 함축하여 해, 

석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성 발현의 무용으로서 발휘하였다.

네 번째 연구문제는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안무는 어떠한 변화 양상   ‘

을 보이는가 이다 위에서 기술한 총 회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변천?’ . 10

과정에 따른 안무의 변화는 세 형태의 변화로 도출되었다. 안무의 변화는 ① 

안무 구성 안무 표현 안무 공간 이렇게 세 가지 형태에서 변화, , ② ③ 를 가진

다 먼저 . 안무 구성의 변화에서는 스포츠 시연에서 예술 공연으로 변화한다. ① 

또한 그 안에서의 안무 경향성은 초기 형 안무 위주의 Mass Choreography

에서 표현의 목적을 가지는 서술적 무용으로 그리고 다시 무용 본연의 은유적 , 

표현성을 가지게 되는 서사적 무용으로의 세 단계인, 전시 서술 서사의 세 단- -

계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안무 표현의 변화는 전통의 재현② 

에서 전통의 재해석의 흐름을 갖는다 기존의 전통적 형식을 재현하는 수준에. 

서 그 주어진 전통을 주제와 이미지로서 재해석하여 동시 적 연출로 탄생한

다 재해석 과정으로 인해. 단일 표현 양식은 복합 표현 을 가지게 된다. 안무 ③ 

공간의 변화는 물리적으로는 평면 공간에서 입체 공간으로 변화하고 무용수의 

공간은 형 안무 위주의 전체의 움직임에서 개인의 움직임이 주목 받는 것이 

가능한 안무 공간으로 변모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연구문제는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안무의 특성  ‘

은 무엇인가 이다 도출된 결과는 ?’ . 첫째 문화 퍼포먼스의 상호텍스트성, 이다 퍼. 

포먼스의 중요 요소는 의미의 생산과 재현으로 강조되는데 이러한 문화 퍼포먼

스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성의 수용과 동시  예술적 성취의 확인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소통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껏 분석과정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개막식에서 안무는 소통을 위한 의미 전달에 핵심적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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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화 소통의 플랫폼으로 작용하는 기회인 것이다 즉 무용은 자발성과 신체. 

를 통한 발현 그러한 무용이 가지는 고유성을 지닌 숭고한 노동으로 실행되며 , 

주최국의 문화를 서술하는 퍼포먼스로서의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

  둘째 스포츠와 무용의 통섭이다, . 올림픽 개막식은 초창기 야외 체조의 시연

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점차 스포츠 요소는 축소되. 

고 무용 요소는 다른 요소가 협업되어 새로운 경향으로 발전되었음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안에서 무용 요소는 필수 조건처럼 꾸준히 존재한다는 것은 무용만. 

이 가지는 고유적 속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고유한 속성은 신체를 통해서만 . 

전달되는 무용이 가지는 공연예술로서의 역할과 그 수행으로서의 신체이다 다. 

른 시각 예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용이 개막식에 늘 존재 해 온 것은 스포

츠와 무용이 가지는 신체를 통한 미적 경험과 운동성에 유사점을 가지기 때문

이며 신체의 아름다움이나 운동성 탁월성 등의 스포츠가 가지는 맥락들이 춤, , 

이 가지는 양상과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무용은 다른 요소나 매체가 . 

체할 수 없는 스포츠 주제 표현에 적극 활용되며 올림픽에서 안무는 스포츠와

의 통섭의 기회로 작용하는 것이다. 

셋째 안무 개념의 탈경계화  , 이다 올림픽 개막식 안무는 스포츠 이벤트에서만 . 

서술 가능한 심상의 이미지를 그려내며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저 볼거. 

리가 아닌 몸짓 표현으로서 가지는 공유되는 동시  감성과 언어 또는 시 적 , 

표현 체계를 뛰어넘는 표현과 감동 영감이 발휘되는 미적 감흥의 특징으로 나, 

타났다 기술 혁명으로 비물질화 되어가는 개막식 예술 형식 안에서 무용은 확. 

장된 안무로서 신체를 통해서만 표출되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표현한다 신. 

체에 한 물질로서의 몸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취급하고 그 자체의 의미를 생

성 할 수 있는 단계이며 그러한 의미 생산의 확장된 안무로써 개막식 안에서 , 

직관적 의미를 제공한다 또한 장소특정 공연성과 상호작용이 적용된 올림픽 . 

개막식 안무를 발견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앞으로의 시 에서 더욱 

확장된 안무로의 접근 방식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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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 로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과 그 안의 무용   

실행 및 안무 활동을 보며 정리해보면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은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 변천과정은 여느 예술 장르의 역사가 그렇듯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변화되고 확장되었다 개막식이라는 . 

주최국이 세계의 시선 앞에 펼쳐지는 공연의 시 공간동안 춤은 전통과 문화를 ·

변하며 인류와의 소통을 시도하였고 예술프로그램에서의 무용은 끊임없이 새, 

로운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시 를 사는 몸으로 표출되는 무용. 

은 스포츠와도 접점을 가지는 지점으로 직관적 표현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 

며 이러한 무용의 성향은 우리를 진보적인 예술세계로 연결시켜 주는 힘으로 

발휘된다. 

무용 장르에서의 안무의 세계적 추세는 단지 동작 구성이 아닌 극으로서의   

서사와 다양한 예술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상호작용 그리고 중성까지 고려

한 총체적인 퍼포먼스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모든 예술이 추구하듯 언제. 

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하길 원하는 관객들의 욕구와 결합할 수 있는 올림픽 개

막식 퍼포먼스의 변혁이 예고되며 안무는 그러한 변화의 물결 안에서 고유함과 

다른 예술 장르를 포용하는 주체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언2.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을 위한 제언  1) 

본 연구를 통해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의 변천과정과 예술프로그램의   

구성요소 그리고 그 안의 무용의 다양한 출연과 역할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 

또한 무용을 통해 드러난 안무의 특징과 경향을 파악하고 개막식 무용이 가지

는 미적 특성까지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다룰 수 없는 방. 

함 안에 존재하는 미묘한 변화의 지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과정. 

에서 도출된 특징들을 토 로 앞으로의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안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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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 번째는   기술과의 결합에서의 주체적 안무 방식을 준비해야 한다. 올림픽  

개막식은 이미 다양한 영상 및 시각 기술 매체들을 활용한 개막식 구성을 보이

고 있다. 결국 예상되는 공연 기획도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인공지능 사물, , 

인터넷 등의 사람과 사물기술 간의 소통이다 여기서 기술의 진보 안에 화려한 . 

시각 예술을 위한 부차적 무용 동원이 아닌 기술 방식에 안무를 접목하는 주, 

체적이면서도 상호방향성을 지닌 의 활용이 안무 작업 Interactive Technology

내에서 절실히 요구되며 개막식 내에서의 유기적 구조의 무용 공연콘텐츠 계발

이 고려된다. 

두 번째는   무용 전문 분야에 있어 에 대한 충분한 이해Mass choreography

와 제반 작업을 필요로 한다. 전시의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무용수들의  

단체안무 움직임은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기술보다 물리적 시간적 . , 

연습과정을 필요로 하는 무용은 상 적으로 그 규모와 중요성이 축소될 가능성

이 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통을 위한 그 안의 인간의 섬세한 감성을 다룰 . 

수 있는 창의력이며 신체를 통한 무용 표현은 사고력과 창의력 소통 및 협업 , , 

등이 비물질화의 예술과는 구별되는 숭고한 인간 몸을 통한 능력으로 중시되어

야 한다 안무가는 개막식 투입 전까지 특정장소에서의 상호작용시스템 경험이 . 

미흡한 실정이다 메가 이벤트 개막식을 공간적으로 실행하며 준비할 수 있는 .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 및 투자가 필요하다 전문 무용가를 위한 메가 이. 

벤트 안무의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데 체조의 기원으로부터 기인한 적절한 단체

안무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무용사적인 변화와 의미 그리고 앞. 

으로의 진화 형태를 예견하며 도출해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 

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기술과의 상호접합 안에서도 문화 소통의 기능을 위한   국

가 서술의 역사 발현에 대한 진실성과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만한 해학( ) 諧謔

요소를 염두 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개막식에서 더욱 강조되는 국가서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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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칫 자국의 우수성과 과시에 가득한 기교적 수사나 역사 서술의 엄숙함에 

빠질 수 있다 또한 희망찬 모드와 중 예술 전시에 치우친 구성이 예상되기 . 

쉽다 진실성이란 주최국이 스스로 역사를 오롯이 바라보고 서술할 수 있는 능. 

력을 말하며 해학은 단지 웃음꺼리가 보편적 예술표현에 한 탐구이다 이러, . 

한 제언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문화 소통을 고려한 고질적 전통 소개가 아닌 인

간의 섬세한 정서와 신체에 한 탐구로 일관된 나아가 스포츠 정신을 아우를 , 

수 있는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을 기 해 본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2) 

지금까지의 인류의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을 통해 무용이 독자적 공연 영역  

이 아닌 스포츠 메가 이벤트 영역에서 어떠한 특징과 경향을 가지고 드러나는

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한 오랜 시간에 따른 예술프로그램의 변천. 

과정과 그 안의 안무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의 과정에서 도출된 특징들을 토

로 본 연구 이후의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올림픽 연구를 통해 스포츠와 무용의 접점을 다루는 심층적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와 무용은 이미 가깝게 공존하고 있었음 확인  

할 수 있었다 올림픽 의식 안에서 스포츠와 예술은 하나이다 하지만 스포츠와 . . 

무용이 가진 신체 미와 운동성 등의 유사점을 간과하고 있다 쿠베르탱이 올림. 

피즘은 인류애 문화 예술 스포츠가 함께하는 육체와 정신의 공존하는 삶에 , , , 

한 완벽한 시각을 제시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했듯이 올림픽 개막식 연구

를 통해 스포츠와 무용이 가지는 예술적 미적 구체적 연구가 가능 할 것이다, . 

  둘째 올림픽 개막식 안무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형  

공연 안무에 해 관찰해 본 결과 스포츠 이벤트 의식 안에서의 무용예술의 발

현은 무용 그 자체가 가지는 시 적 속도감과의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 이런 . 

현상은 앞으로의 기술적 발전 안에서 주제의 표현에 한 단면만 드러내기에 

급급한 무용으로 자리잡기 쉽다 이제는 춤 문화유산에 한 관심의 증 와 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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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형성 및 확장 예술로써의 무용 장르의 소통성과 공공성 확 가 필요

하며 댄스 플랫폼으로서의 올림픽 개막식 무용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개막식, . 

이 가지는 무용 정보 제공 및 콘텐트 개발로서의 창구로서 발휘하며 융합적 모

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실용주의적 공연이 아닌 공연 참여자인 무용. 

전공 학생 및 전문 무용수 그리고 안무가가 기존의 콘텐츠와 달리 춤과 공연예

술적 철학을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셋째 올림픽 개막식 안무에 대한 무형적 유산으로서 접근하는 방식의 연구, 

가 필요하다. 스포츠 이벤트의 유산 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만들어지 (Lagacy)

고 남겨진 모든 유 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는 무형 유산 은 · . IOC (Soft Legacy)

실제 사람들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적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고 새로운 것 또는 측정되지 않는 것이라 말하며 즉각적인 변화와 단기적인 , 

변화로서의 영향을 논의한다 유산의 결과는 시간의 시험을 필요로 한다 본 연. . 

구를 통해 개막식은 올림픽 이후에 더 잘 평가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

며 바로 올림픽을 여는 의식의 필수 요소인 무용과 안무 이 무형 유산을 어떻, , 

게 활용할 것인가에 해서와 공연예술로서의 가치를 좀 더 재고해 봐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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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a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 time, form, and the activities of 

the contemporary choreographers who choreographed the Olympic opening 

ceremonies, which can be considered the most spectacular performance put on 

by mank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s, 

compositional concepts, and the changing process of the Olympic opening 

ceremony’s artistic program,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nce in it, 

and to characterize the choreography based on it. For this purpose, I provided 

a list of the historical program for the artistic performances and the dance 

contents focusing on the opening ceremonies from 1980 Summer Olympics in 

Moscow, when the term “artistic program” was first used, to 2016 Summer 

Olympics in Rio. In the cultural phenomenon of the Olympic Games, a mega 

event in sports, I explore the historical meaning of choreography by trac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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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 attributes of the Olympics which were mainly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sports. 

  To achieve this, I set up the research problem to explore, first, the 

composition of the content of the Olympic opening ceremony’s artistic 

program, second, the dance form and participating choreographers of the 

opening ceremony of the Olympic Games, third, the uniqueness of the 

choreography of the ceremony, fourth, the transitional aspects of the 

choreography, and fif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oreography of the Olympic 

opening ceremony.  For this purpose, the Olympic official reports and the 

video data left in the present are set as the main tex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total of 10 Summer Olympics (1980 Moscow ~ 2016 Rio) were 

divided into the outline of the opening ceremony, the composition of the 

artistic program, and the interpretation of dance. The result highlighted that 

major issues caused by the political and social phenomenon of the host 

country were reflected in the composition of the opening ceremony and the 

host country’s social and cultural positions were reflected in the arts program.  

  Second,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ting choreographers was 20, and the 

opening ceremony was an independent art form in which each choreographic 

tendency was fully manifested. Dance was performed in 44 forms from DA1 to 

DA44, and ‘mass choreography’ was the main format. It was divided into folk 

dance, ballet, modern dance, street dance, tap dance, and swing dance.  Third, 

the uniqueness of opening choreography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 choreography where traditional dance and modern dance coexist, (2) 

choreographic function as an inspiring role for the Olympic Games, (3) 

metaphorical expression of historical narrative. These choreographies present the 

commonality in encouraging athletes and creating a festive atmosphere while 

showing expectations for sportsmanship, and they show and symboli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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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history of the host country in the dance. The traditional dance style 

of each country was fused with the new choreography methods. Fourth, when 

choreography is divided into composition, expression, and space, the following 

changes are observed. 1) The composition of choreography changed from 

sports demonstration to art performance, but presently it has evolved to the 

current shape through three stages of ‘display- narrative epic’. 2) The – 

expression of choreography morphed from representation of tradition to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 and through this reinterpretation process the simple 

expression method transformed into a complex multi-layered method of 

expression. 3) The choreography space changed from a plane to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and transformed into a space that allows attention 

from the movement of the whole to the movement of the individual. Fifth, 

characteristics of choreography consisted of three things: 1) intertextuality of 

cultural performance, 2) consilience of sports and dance, and 3) expansion of 

choreography field. At the Olympic opening ceremony choreography, the 

choreographer was in the core position of communicating meaning and 

introduc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country to the audience. In the 

space of the opening ceremony of the Olympics, dance exists as a mutual text 

that produces meaning as a cultural performance and serves as a platform for 

cultural communication. This is interpreted as the consilience of sports and 

dance. The Olympic opening ceremony artistic program is a representative 

venue for cultural performances with different attributes.  

  The artistic program of the Olympic opening ceremony can be seen as an 

exemplary representation in which cultural activities with different attributes are 

spreading in the same time and space. As consilience has always extended its 

boundaries, the choreography of the artistic program of the Olympic opening 

ceremony has also expanded as the existing choreography concept has existed 

as an independent form of 'Olympic opening choreography' cannot be se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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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ceding dance choreography. In other words, the choreography of the 

artistic program in the Olympic opening ceremony is presenting a new 

chorographical concept that is outside the preexisting boundary. 

  Since this is the first historical study on the Olympic opening ceremony 

artistic program, further research should follow. It is necessary to study 

intersection of sports and dance through the study of Olympics; the 

development of contents for the choreography of the Olympic opening 

ceremony as one of specific choreography types; the study of approaching the 

Olympic opening ceremony choreography as an intangible legacy. The study of 

the Olympic opening ceremony’s artistic program will be an attempt to further 

expand the concept of sports category and choreography.

Keywords : Olympic, Opening Ceremony, Artistic Programme, Dance,  

Choreography, Choreographer, Mass Choreography

Student Number : 2013-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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