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공연 극장의 전형적인 형태인 
프로시니엄(Proscenium)무대, 혹은 블랙박스(Black 
Box)가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의 무용 공연에서 획득 가
능한 미학적 성과의 예측이다. 이를 위해 고전적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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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극장 공연에서의 무용 공연은 텍스트 중심으로 진행되어 플롯이 존재하고 캐릭터가 부각된다. 또한 극장 공
연에서의 무용 공연은 표현력과 테크닉이 강조되는가 하면 공간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근대적이며 이분법적
인 데카르트적 사고의 전형을 보인다. 미술관이라는 공간 역시 극장 공간과 동일하게 근대적 산물의 공간인 
동시에 예술이 도래하는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미술관은 재현
(Representation)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현존(Presence)에 더한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들어 빈번하게 소개되는 미술관에서의 작업들은 장소특정적이거나 수행적 개념의 작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제는 미술관도 작품으로 규정된 미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건으로의 퍼포
먼스에 주목하면서 미술관 스스로의 미학적 생산과 당위성을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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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dance performances in the theater space are centered on text, they have plots and make 
characters stand out. They also emphasize expressivity and technique, and their recognition of space 
is very modern and typical of dichotomous Cartesian thinking. The museum space has many similarities 
with the theater space in that it is a result of modernity and granted authority to present arts. The 
performances in museums place value more on the presence than on the representation. For this 
reason, works in museums, which are frequently presented in recent years, are mainly works of 
site-specific or performative concepts. Now, rather than being able to obtain from aesthetics defined 
as works, the museum is assured its own aesthetic production and justification, paying attention to the 
performance as an event occurring now an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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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프로시니엄 무대나 블랙박스의 형식으로 구성된 극
장이라는 공간의 예술적 작동 원리와 공연의 관람, 즉 
‘보기’의 원칙을 살펴보고 한편으로 기존 극장에서 벗어
나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무용 공연에서 성찰되고 획득될 
수 있는 미학적 가치를 규명해본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는 미술관의 공간적 특징을 연구함으로서 전형적인 극장
에서 무용공연이 아닌,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공연활동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배경에는 최근 국내에서 극장 공연 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용 공연이 날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에 기인한다. 최근 무용공연이 진행되는 공간은 매우 다
양한데 예를 들어 벙커, 운동장, 공장, 공터, 공원, 기차
역, 골목길, 정원 등 그 장소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각의 공간은 그 용도와 성격에 따라 예술적 성과
와 기대치들이 차별적으로 부여되고 해석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러 공연 장소 중에서도 미술관이라는 공간
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의 특
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무용 공연장으로 
사용되어 왔던 프로시니엄 무대의 관람의 작동 원칙, 즉 
관객이 처할 수밖에 없는 ‘보기의 원리’를 이해한다. 이는 
극장이라는 공간이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환경인 미술관
에서 공연되는 무용공연이 어떠한 특이점이 작동되는지
를 논증하고, 더불어 미술관에서 인지되는 춤과 새롭게 
변화하는 관객과의 관계를 모색해보고자 함에 선행적으
로 파악이 필요함에 근거한다. 물론 여기에는 날로 증가
하고 있는 미술관에서의 무용 공연에 대한 본격적 논의
의 필요성, 특성 파악, 미학적 가능성에 대한 재고 역시 
새롭게 요구되고 있음을 첨언한다. 

춤추는 몸이 구현되는 장소는 지극히 물리적 공간이
다. 이러한 물리적인 실현 매체 없이는 관계도 없다[1].
본 연구에서는 이에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춤추는가, 그
리고 어떻게 관객들과 상호 작용하며 그 안에서 새롭게 
구현되는 작품과 관객과의 관계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 변화된 새로운 공간에서의 ‘보기의 방식’ 에 따라 
예측되고 가능한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모색해 봄에 
목적을 둔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예술적, 미학적 가치는 
어떻게 다르고 또 파생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위해 미술
관이라는 공간성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극
장이 아닌 다른 공간, 즉 이전까지 무용예술이 행해지지 

않았던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공연이 시행되는 특수한 
상황을 논의의 범주로 삼는다. 이러한 근거에는 극장아 
아닌 전혀 다른 공간인 미술관이라는 공간으로 인해 전
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는 ‘춤추는 몸’은 전혀 다른 미
학적 범주와 다른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공연형태에 주목하면서 논고를 진행한다. 
아울러 본고를 통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에
서의 무용 공연 활동과 이해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하며 새로운 공간 모색과 창작 작업에 긍정적인 참고자
료로 추가되기를 바란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미술관에서 춤추기란 주제로의 연구는 국내보다는 해

외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이러한 이론연
구보다도 국내외에서 진행된 실질적인 공연활동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실질적 공연 활동에 관한 이론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유명 안무가들의 실험적 작업의 
분석 논문들이 주종을 이룬다. 예를 들면 2013년 캐나다 
몬트리올미술관에서 공연한 티노 세갈(Tino Sehgals)의 
「이 상황 (This Situation)」이란 작품에서는 미셀 푸코
(Michel Foucault)의 관점에서 발견되는 ‘구조’에 주목
하면서 무용수들의 신체와 행위를 들뢰즈(G. Deleuzr)
의 ‘비물질적 몸’으로 인용하여 춤이 단순히 보여주는 쇼
가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으로까지 확장이 
가능한 행위로 예증한다[2].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의 다
양한 실험을 통해 실험적 현대무용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트리샤 브라운(Trisha Brown)의 작업에 관한 연
구도 있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그녀가 1970년부터 미술
관에서 진행한 작업을 통해 소유할 수 없는 유령 같은 작
품으로 규정된 라이브 예술(Live Art)로 기존 미술관의 
권위와 경계를 교란 시켜 놓았다고 평가한다[3]. 그런가
하면 2014년 댄스 리서치 저널(Dance Research 
Journal) 특집호의 주제는 ‘미술관 안의 춤’이었다. 이 
특집호에서는 프랑스의 랑스(Rennes)에 위치한 국립안
무센터를 박물관으로 바꾼 예술감독 보리스 샤르마츠
(Boris Sharmatz)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2009년 예술
감독으로 취임한 보리스 샤르마츠가 기존의 ‘안무센터’를 
‘무용박물관’으로 바꾸면서 주창한 선언문을 소개하면서 
이 선언문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 결과 기존의 새로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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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적 방법으로 푸코의 구조주의 개념과 레비-스트로스
(C. Levi–Strauss)의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기존의 역
사를 다시 다루는 방식에 주목한다[4]. 세계적인 현대미
술관에서의 퍼포먼스 프로그램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
며 참여 안무가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
내에서도 최근 미술관에서의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윌리엄 포사이드
(William Forsythe)의 미술관 작업인 「사건의 진실 
(The Fact of Matter)」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서는 1212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진행된 전시 
‘Move전’ 중 한 부분이었던 윌리엄 포사이드 작품을 수
행적 의미에서 집중적으로 조망한다[5]. 이러한 선행 연
구들의 공통점은 특정한 안무가들의 작업을 중심으로 의
미 분석과 미학적 평가로 진행되었다. 미술관에서 춤추
기에 관한 국내 연구는 드물지만 기존 극장 공간에서 공
연되었던 전형적인 어법, 즉 서사적 진행 방식과는 다르
게 접근한 ‘춤추는 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
다. 컨템포러리 댄스들이 전통적인 춤의 이야기 방식을 
해체한 것[6]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
에는 춤추는 몸을 구현하고 재현하며 표현하는 몸보다는 
감각적 체험의 몸, 수행하는 주체의 몸에 보다 집중한 안
무 작업 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춤추는 몸에 
대한 현대적 해석은 더 이상 무용 공연에서의 몸을 텍스
트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감상
하기에 보다 중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논점의 중심으로 삼는다. 극장에서 
공연되는 무용작품 대부분들은 프로시니엄 무대이거나 
블랙박스 극장에서 진행되었지만 최근 들어 국내 무용 
공연에서 다양한 공간에서의 공연은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극장 공연에서의 특성과 미술관의 공간적 특성을 
비교하여 다양한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의 연구 대상을 미술관 내 마련된 블
랙박스 공연장이 아닌 전시가 진행되는 공간, 미술 작품
이 벽에 걸려 관객에 의해 감상되는 전시장이란 공간에
서 진행된 무용공연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하얀 벽면으
로 사방이 마련된 공간, 일명 화이트 큐브(White Cube) 
내에서 진행된 퍼포먼스만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을 규정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문헌연구와 미술
관에서 진행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 현장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연구의 예시로는 한국의 송주원 안무가의 ‘풍
정.각(風精.刻)’시리즈 중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한 퍼
포먼스「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로 제한한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의 근거는 본고에서 제시된 예시들을 통해 
구체화하고 현실감 있는 접근의 용이함을 의도하 다. 
아울러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정보의 접근성
을 높이고 실증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Ⅱ. 극장 공간의 공간적 특징 

1. 원근법과 소실점
국내에서 공연된 무용공연의 절대 다수는 전형적인 프

로시니엄 무대이거나 블랙박스의 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몇몇의 공연들은 야외 공연으로 진행되었지만 이 역시 
최소한의 간이 무대 형식을 고수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
이었다. 야외의 무용공연이어도 최소한의 무대를 마련하
고 객석을 규정하여 임시방편이지만 관람의 편이성을 확
보한 공간에서 공연을 진행하 다. 극장의 기원을 종교
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모닥불 주위에서 동물을 흉내 내
는 원시인에게도 오늘날의 무대라는 공간은 있었다는[7] 
주장이 존재하듯이 이러한 공연 형태는 오랜 역사를 갖
는다. 연극의 탄생지인 그리스 로마 문명의 원형극장과 
중세의 교회에 존재했던 재단공연을 거쳐 르네상스 시대
의 프로시니엄 무대까지 장족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
른다. 하지만 이 모든 극장의 주요 특징은 객석으로부터 
시선의 집중을 요하는 특별한 공간인 무대라는 공간에서 
공연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의 확보와 일
정한 형식을 고집하는 이유로는 작품의 효과적인 전달과 
안정된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객석과 무대의 
관계를 고려해 공간 배치를 하고 최대한의 공연이 가능
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한다. 그리고 무대에서 전개되는 
모든 상황들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우선시된다. 
이러한 배치가 작동하는 극장에서의 공연 보기는 일정한 
제한점과 형식이 존재하는데, 바로 무대와 객석의 분리
이다. 공연물을 대상화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공간 배치는 무구한 공연예술의 역사 속에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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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의 결과로 도출한 성과 다. 그리고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작동하는 몇몇의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원근법
과 소실점이다. 

원근법과 소실점은 실제로 우리들의 현실적인 일상에
서도 발견되는 원칙이다. 이 두 원칙의 물리적 원리를 발
견하고 구현시키기를 본격적으로 행한 곳은 회화 다. 
회화에서는 3차원의 공간과 물체의 관계를 2차원이라는 
평면의 세계로 구현함에 성공시켜 본격적인 눈속임을 완
성한다. 사실 원근법이라는 발명품은 이미 13세기에서 
14세기에 들어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 발명되어 
서서히 회화에서 실험되고 구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
각적 효과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려면 과학적이고도 합리
적인 원칙이 필요했고, 이는 유클리드 기하학
(Euclidean geometry)이 2차원의 표면 위에 그대로 적
용되었기에 성공적 구현이 가능했다. 이 논리적이면서도 
수리적 원칙은 매우 정확하게 회화에 적용되어 이전의 
회화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는데, 원근법에서 화가가 
외부세계를 재구성하는 첫 단계는 관찰자의 시점을 물리
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화면에 재현되는 모든 물체들
은 이 위치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된다[8]. 즉 일정한 비
율과 규칙에 의해 구현되어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 결과 화가가 구현한 사물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된
다.

그림 1. 원근법의 기본 재현 원리
 사진출처 (조은정 2002)

유클리드 기하학에 의거한 원근법은 매우 막강한 힘을 
구현하는데 바로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세계로 재현
하는 성공을 이룬다. 기하학의 원리에 따라 ‘시각화의 논
리’를 구축하여 사실적인 회화의 표현 세계를 확보한다. 
다시 말해 관찰자의 시점을 외부에 고정하고 관찰의 대
상을 2차원의 화폭에서 구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근법

에 의한 새로운 공간의 창출의 성공은 무대 위를 장식하
는 배경 막으로 사용된다. 이는 기존의 무대가 가지고 있
던 제한된 무대라는 물리적 공간을 확장하고, 새로운 공
간 창출의 필요한 무대장치가 된다. 이러한 활용은 기존 
프로시니엄 무대에서는 당연한 결과인데, 2차원의 회화 
세계를 그대로 움직이는 그림처럼 구현해 보고 싶은 르
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의 야망과 실험이 그대로 작동되
어 무대라는 공간으로 이동한다. 변형된 프로시니엄 무
대는 원근법의 원칙이 회화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작동한
다. 사물의 진정한 비율을 왜곡하고 현실을 주관적인 모
습과 자의성으로 교체했다[9].

이 공간에서는 사물을 보이는 그대로 구현되는 데카르
트적 발상과 세계관이 원근법이 작동하는 배경 막을 통
해 효과적으로 인용되고 표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대
라는 공간 안에서 사물의 구현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칙들이 성실하게 작동된다. 이러한 점은 회화에서 발
견하고 적용한 원근법의 선(線)의 원리를 통해 확인된다. 
이는 16세기 이탈리아 로마에서 교황의 후원으로 발간
된 고서(古書) 『실제 관점에서의 두 가지 법칙(Le due 
regole della prospetiva pratica)』에서도 나타난다. 
1583년 이탈리아 화가 자코포 다 비그노라 바로치
(Jacopo da Vignola Barozzi, 1507-1573)에 의해 발
간된 이 저술에서는 사물을 고정된 하나의 시점에 의해 
구현되고 구속시킨다. [그림 1]에서 제시한 것처럼 르네
상스 예술가들이 유클리드 기하학에 근거해 발명된 원근
법이 어떻게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를 구현하
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그대로 
무대 공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림 1]에서 보면 외
부에 고정된 시점(K)을 중심으로 원근법이 적용되고 이
는 A에서 a로 연결되는 무대의 배경 막에서도 그대로 작
동된다. 덕분에 원근법이 그대로 반 된 발레 작품, 예를 
들어 「지젤」의 무덤 뒤를 장식하는 원경이 그윽하게 담
긴 배경막으로, 혹은 「백조의 호수」의 호수 장면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성이 작게 그려진 숲의 배경막으로 구현
된다.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근법과 소실점은 이렇
게 극장에서 완성이 된다. 덕분에 무대 중앙에 위치한 무
용수는 도드라지면서 부각되고 현실적이며 물리적으로
는 극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구현할 수 없는 장면을 
완성한다. 프로시니엄 무대는 이렇게 완성되며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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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보다 자유로워진 형식의 블랙박스 극장에서도 여
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공간의 모든 상황은 시점(K)에 집중되
어 있다. 시점 (K)의 위치는 단순하게 무대가 가장 잘 보
이는 곳이라는 점과 더불어 시점(K)의 시점을 중심으로 
무대가 움직이고 연출된다. 따라서 극장의 모든 권력은 
시점(K)에 존재한다. 과거에는 시점(K)의 좌석이 왕이나 
극장의 주인, 공연물의 후원자 지만 근대화 이후 시점
(K)의 좌석은 가장 높은 가격의 좌석이 된다. 객석의 좌
석은 시점(K)에서 멀어질수록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좌
석이고 따라서 가격도 낮게 책정된다. 르네상스 시대의 
극장의 좌석은 시점(K)을 중심으로 서열과 권력의 관계 
순으로 책정되었다. 공연에 공식적으로 초대 받을 수 있
는 친밀도, 권력과의 관계에 의해 위치가 정해졌고 무대
가 잘 보이는 좌석을 확보했다. 역사적으로 르네상스 시
대의 극장의 1층은 바닥이 평지 고 좌석도 좁았다. 이
런 이유로 일반인에게도 극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을 때 
1층을 먼저 그들에게 개방한다. 극장의 진정한 주인이자 
후원자인 귀족들은 2층에 자리한다. 이탈리아의 베네치
아에 위치한 산 카시안 극장은 1637년 일반인들에게 1
층을 개방한 최초의 극장이었다. 1층의 본격적인 변화에 
계기가 된 것은 낭만주의 발레 시대에 도래한 스타급 발
레리나들을 보려고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극장주
들은 흥행과 사업을 목적으로 극장을 대대적으로 변모시
킨다. 수익사업을 위해 극장이 상업적으로 변모하는 상
황을 두고 시인 히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는 이
러한 변화를 “감각적인 물신주의”라며 비판했다[10]. 이
렇게 좌석의 등급은 바로 권력과 계급을 상징하고 있었
다. 더욱이 근대 이후 부르조아 시민 사회에서는 좋은 좌
석은 비싼 비용의 좌석을 구매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을 
보유한 자, 즉 소비 형태에 따른 또 다른 계급을 상징하
는 매체이자 상품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극장에서의 가시권과 권력은 분명하게 일치한
다. 다시 말해 객석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시점의 위치는 
특정한 권력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자
본주의 논리에 의한 극장의 좌석은 차별화된 가격으로 
대치되고, 관객이 지급한 액수에 비례해 권리와 권력이 
부여되면서 가시권과 권련은 일치한다. 이러한 이유로 
극장이라는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11].

2. 극장 공간에서 몸과 시선
무대는 원근법이 적용된 배경 막 덕분에 실제의 공간

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는다. 하지만 동시에 무대는 움직
이는 2차원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무용
수의 움직임 또한 2차원의 세계 다. 그중에서도 무대의 
완성과 비슷한 속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장르로 자리 
잡는데 성공한 발레의 움직임들은 지극히 선(線) 중심의 
예술적 특성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가장 아름답고도 우
아한 신체 예술인 발레의 8가지 포지션(Position)을 기
본으로 한 발레 동작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신
체의 가장 긴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토슈즈(Tor Shoes) 
착용과 이로 인한 왜곡된 무용수의 두 다리는 무대 밖에 
있는 관객이라는 고정된 시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완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무용수의 움직임들은 객석을 
향한 전면만을 강조한다. 즉 객석에서 보이는 면이 가장 
중요한데, 무대 위의 무용수는 마치 종이 위에 덧댄 듯한 
2차원의 존재가 된다. 턴 아웃(turn out)된 두 다리와 신
체는 원근법이 작동하고 있는 무대 위에서 가장 긴 동선
을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동선을 만들 수 있는 변형된 다
리의 자세 다. 이렇게 무용수들의 움직임들이 결정되는 
것에는 이미 18세기 말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살바토레 바가노(Salvatore Viganò)와 카
를로 블라시스(Carlo Blasis)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그로테스크한 표현과 스펙타클의 효과를 정확하게 인지
하고 있었다. 특히 블라시스의 경우에는 신체를 모든 각
도로 분석해 관절과 동작의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그는 첫째, 육체라는 기계에 기름을 쳐서 모든 움직임을 
가능한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만들었고 둘째, 지적이고 
고전적인 이상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무용수의 신체 포지
션을 제시한다[12]. 그들의 몸은 고도로 분석적인 견해
와 시선에 의해 가공한 기술이 전개되고 움직임은 이내 
형식화, 규격화된다. 이로 인해 무대에서 일정한 원칙에 
의해 작동되는 움직임의 형식이 곧 본질이 된다. 

극장이라는 공간은 무용수의 신체를 2차원의 세계로 
유도하면서 무대의 고유한 원칙을 만들었고 관찰자의 시
점에 의해 규정된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의 원칙은 발레
뿐 아니라 무대의 다른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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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에 의한 고정된 시점의 원칙은 무대 위의 무용수와 
배경 막, 그리고 무대미술과 의상까지 모두 작용된다. 극
장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원근법에 의한 무대는 효율적 
내용 전달의 공간이며, 동시에 표현의 극대화가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하지만 원근법에 근거한 무대 공
간의 한계도 동시에 나타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무대와 객석은 철저히 분리된다. 객석은 수동적이며 관
조적인 상태에 머문다. 관찰자로서 대상을 바라보며 적
극적 소통이 제한을 받는다. 객석의 조명이 꺼지면 침묵
을 지켜야하고 무대 위에서 제시되는 것만을 바라봐야 
한다. 둘째, 관찰자(관객)의 위치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 
고정된 좌석과 함께 처음 정해진 자리는 공연이 끝날 때
까지 같은 자리이다. 따라서 정해진 각도와 방향에서만 
무대를 볼 수 있다. 시선을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나도 관
객은 수동적인 대응만 가능할 뿐이다. 적극적 대처는 고
정된 좌석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셋째, 인공적인 원근법
에 노출되어 있다. 왜곡된 배경막, 무대미술 때문에 관객
은 허구의 3차원 공간을 맞이한다. 실제의 공간은 무대
에서 제시하는 공간과는 다르다. 무대 위의 장면들은 현
실과 자연에서 보여주는 원근법과도 불일치한다. 심지어 
현대에 와서는 발전된 기술력 덕분에 사용 가능한 상
과 디지털(Digital) 기술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노
골화되고 적극적으로 작동된다. 넷째, 원근법은 제한된 
시야만을 제공한다. 관객은 원근법에서 비껴간 공간은 
인지할 수가 없다. 가령 춤을 추는 무용수의 뒤에 존재하
는 공간, 예를 들어 무대 뒤의 공간에서는 무슨 일이 벌
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할 수 없다. 오로지 
전면만이 존재한다. 프로시니엄 무대나 블랙박스 무대 
전면에 위치한 보이지 않는 ‘제 4의 벽’만을 통해 단지 
관객은 자신에게 전달되는 평면적인 정면의 무대를 볼 
뿐이다. 다섯째, 극장 공연은 일종의 구멍을 통해 보기이
다. 숨어서 보기라는 일종의 관음증적 성격이 강하다. 반
면 관객은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 받는다. 이런 이유로 은
밀하고도 내밀한 성격이 강하게 작동된다. 이렇게 무대
의 객석은 고정된 위치로 인하여 사회적 성격인 계급사
회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객석은 등급이 매겨지고 
가격에 의해 거래가 된다. 좌석을 확보해도 일단 객석에 
불이 꺼지면 모두 침묵을 지켜야 하는 규범이 따른다. 그
리고 오로지 공연과 관객의 대면만이 존재한다. 극장은 

이렇게 폐쇄적이고 평등하지 않은 공간이다.
이러한 극장이 가지고 있는 무대라는 공간의 한계점과 

제한점을 극복해 보고자하는 노력은 일찍이 진행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스위스 출신의 무대미술가 
아돌프 아피아(Adolphe Appia, 1862-1928)이다. 그
는 2차원의 무대를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원근법과 소실
점이 작동하지 않은 실제의 무대 공간을 그대로 노출시
킨다. 이를 위해 그는 배경막을 과감하게 포기한다. 대신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무대 위에 위치한 배우
(혹은 무용수)를 위해 빛의 강도, 색상의 조작과 제어를 
통해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연출한다. 이러한 효과를 얻
기까지 기술의 발전이 동반하는데, 이는 양초를 대신한 
가스등과 전기 장치의 등장으로 가능해진다. 그는 이러
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관객들은 환 의 공간을 자신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사건 ‘속’에서 
직접 빛과 음악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체험하는 것으
로 입체적인 무대미술과 함께 리듬감 있는 무대를 만든
다[13]. 그는 이렇게 무대를 개방하고 실질적으로 제안
해 마치 엿보고 있는 것 같은 기존의 무대에서 벗어나 객
석과 무대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현대무용가 이사도라 던컨
(Isadora Duncan)과의 작업의 파트너 던 고든 크레이
그(Gordon Craig, 1872-1966)에게 지대한 향을 미
친다. 크레이그 역시 무대 위에서 작동되는 전통적인 원
근법을 거부하고 공간을 왜곡하는 배경막을 과감하게 제
거한다. 이는 무대의 공감각을 부각시켜 관객과의 일치
감을 획득하기 위함으로 배경을 설명하는 재현보다는 무
대 그 자체를 강조한다. 크레이그는 무대 배경막에 과수
원이나 아케이드를 그려 넣는 것과 같은 기만적인 방식
을 배제하고 휘장, 막, 단순한 기하학적 형상들로 공간을 
재구성했다. 화가들이 착각을 이용한 전통 회화의 원근
법을 거부했듯이, 아피아와 크레이그는 착각을 이용해 
깊이감을 자아내는 전통적인 무대 미술을 거부했다. 무
대 미술이 단순화됨에 따라 의상도 간소해졌고, 과도한 
장식 또한 제거되었다. 무대의 빛과 그림자(배우의 움직
이는 공간에 강약을 줄 뿐) 어떤 것도 재현하지 않는 세
트로 꾸며져야 했다[14].

이렇게 재현을 거부하는 무대는 객석과의 유대감을 확
보하고 2차원의 무대를 3차원의 무대로 변모를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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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극장이라는 공
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제4의 벽’에서의 완전한 탈출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객
석의 관객은 아직도 그대로 좌석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Ⅲ. 미술관 공간의 공간적 특징

1. 작품 「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
본고에서 언급되는 미술관에서의 무용공연 「풍정.각

(風精.刻):오차원에」은 현대무용가 송주원이 2013년부터 
2018년 동안 진행한 ‘풍정.각(風精.刻) 프로젝트’ 중 하나
이다. ‘풍정.각(風精.刻) 프로젝트’는 2014년 북촌문화센
터 공연, 이태원에 위치한 복합공간 이태원 mmmg, 서
울도서관에서의 공연, 2015년 옥인동 골목에서의 낭독
화와 공연, 그리고 통의동 골목에서의 공연, 독일 베를린
의 마인블로우(Meinblau) 전시공간, 2016년 낙원상가, 
2017년 청파동 은행나무 집, 국립현대미술관 공연, 
2018년 창동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 공간 등에서 무
용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그중 본고에서는 2017년 8월 
12일 진행된 「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작업으로 국한
했는데, 그 이유로는 ‘풍정.각 프로젝트’ 자체가 5년 동안 
150명의 인원이 참여한 대규모의 프로젝트 다는 점과 
해당 프로젝트가 다루고 있는 공간 역시 미술관, 골목, 
공공기관, 상가. 마당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 졌기에 
그 방대함과 본고에서 미술관이라는 특정한 장소로만 국
한하 기에 제외하고 단지「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으
로 제한하여 논지를 모았다. 

 

그림 2. <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의 공연 공간

「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의 기획전시 앙지앙 그룹의 작품 「서예, 가장 원시적인 
힘의 교류」(2016. 10.18-2017 .8. 27)[15]전시장에서 
17명의 출연 무용수와 라이브 음악이 즉흥적으로 연주
되는 상태에서 40분 동안 진행된 공연이다. 「서예, 가장 
원시적인 힘의 교류」전은 글쓰기와 차(茶) 마시기란 행위
를 기반으로 설치, 퍼포먼스, 작가들의 인터뷰 상, 그
리고 관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이에 해당 
퍼포먼스인 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역시 관객과의 자
연스러운 조우와 참여를 중점으로 공연하 다. 퍼포먼스 
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의 실질적 공연은 극장 공연
과는 달리 조명의 변화도 없었고 특별히 공연을 알리는 
안내방송, 암전, 심지어 공연 시작을 알리는 아무 신호 
없이 진행되었다. 덕분에 관객은 언제 시작되는지 인지
하기 힘들었고 관람도중에도 자리 이탈이 자연스러웠다. 
반대로 중간 부분부터 관람을 해도 무관한 공연이었다. 
심지어 무용수가 춤추는 공간을 무심하게 지나가도 전혀 
이상이 없는 작업이었기에 관객들은 무용수들이 춤을 출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동이 가능했다.

2. 미술관의 공간적 특징
아무 것도 없는 백색의 벽, 인공조명으로 조성된 채광, 

완벽한 습도와 온도, 순수한 건축 구조물인 미술관은 단
순히 물리적 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예술이 도래하는 제
도적 위장,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성실하게 임하는 규범
적이고도 관습적인 공간이다. 예술의 권위에 도전하고, 
혹은 기존 예술을 전복시키고 해체에 성공한 작업일지라
도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진입을 한 순간 그 행위(혹은 작
품)는 이내 대상이 되고 또 다른 예술이 된다. 미술관에 
도래한 순간 그것이 무엇이든 예술이 된다는 아이러니는 
극단적으로 예술로 규정되는 것은 작품보다 결국 제도와 
관습이라는 증거로서 미술관이 존재한다, 

이러한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규정과 정의는 기존 
예술사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는데, 미술관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
려 향을 받는 하나의 실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16]. 
따라서 예술을 둘러싼 일종의 보이지 않게 작동되는 제
도와 관습을 밝혀내는 것, 어떻게 예술로 규정되고 가치
가 매겨지며 심지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것에 



무용공간의 새로운 공간 탐색 ; 극장과 미술관의 공간 연구 51

관한 전반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예술의 절대적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허상을 폭로하는 방편이다.

미술관이 전통적으로 회화나 조형 작품을 통해 ‘보여
주는’ 행위인 동시에 하나의 물질로 예술 작품이 규정되
고 독립된 작품이었다면 퍼포먼스는 ‘비물질화’된 형태로 
다양한 의미를 생산한다. 퍼포먼스는 순간적이고도 찰라
적인 시간 예술인 동시에 물질화되고 상품화에 대한 지
속적인 저항이며 반시각적인 공간예술이다. 이제 오브제
를 만드는 예술이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술
을 다시 정의하려했으며 미학적으로 일상적인 것을 주제
로 각 시대에 직면한 정치적 상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
응하는 예술로 자리한다[17].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술
적 권위가 인정되는 공간에서 시행되는 순간 그것은 예
술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해석되고 규정된다. 오래
된 관습과 제도에 의해 공간이 규정되고 그 공간에 의해 
대상이 다시 예속되는 경우에서 퍼포먼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미술관 역시 이러한 예술적 범주에서 제도적
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예술적 범주화가 작동되는 공
간이며, 그 안에서 시행되는 행위는 몇몇의 장치와 권한
에 의해 예술로서 정의된다. 다시 말해 극장이나 미술관
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관습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의해 
규정되는 예술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두 공간의 차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존재한다. 가령 미술
관이라는 공간은 기존 고전적 의미에서의 극장과는 분명
한 차별성을 가진다. 미술관은 극장과는 전혀 다른 건축
적인 구조로 인해 관객을 속이는 일종의 눈속임이 어려
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천정에 위치한 바(Bar)가 전무한 
까닭에 배경막을 설치할 수 없거나 막조차 존재하지 않
아 등퇴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조명이나 음향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미술관은 전형적인 무대가 가지
고 있는 기술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공간이다. 덕
분에 행위자의 명확한 등퇴장과 상황의 순간적인 장면전
환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물리적 조건에 비추어 극장과 
미술관의 공간은 매우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
령 극장은 텍스트 중심의 서사성이 강한 공연에 집착을 
했다면 미술관에서의 퍼포먼스는 사건 중심, 혹은 장소
라는 특성과 구조에 중점을 둔 장소특정적 예술, 개념예
술 중심의 공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극장 공연
이 서사에 의존한 캐릭터의 부각과 극적인 환타지 제공 

중심이었다면 미술관은 가상의 구현보다는 사건과 행위, 
그 자체에 보다 집중한다.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실존
적 대상에 집중하면서 보다 실험적이고 현대적 감각을 
일깨우는데 집중한다. 

미술관의 공간은 상황적으로 극장에서 제공하는 무대
라는 공간과 매우 다름을 보여준다. 우선 퍼포먼스를 진
행하기에 최상의 환경이 아니다, 미술관은 전통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기에 좋은 구조
를 갖추고 있던 공간이지만 움직이는 대상을 관찰하기에
는 우호적인 공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에서의 퍼포먼스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예술적 대안으로 시도된다. 그런 차원에서 미술
관이라는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관은 사면이 열린 공간이다. 기존 극장이 가
지고 있는 무대라는 공간은 전면과 후면, 객석과 무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공간이었다면 미술관의 공간은 모든 
장소가 무대가 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빈 공간 어디
에서나 진행되고 작업에 따라서는 기존 극장 공연처럼 
전면과 후면이 존재하는 공연도 가능하다. 심지어 트리
샤 브라운(Trisha Brown)이 1970년 휘트니미술관
(Whitney Museum)에서 진행한 공연인「벽 위를 걷기 
(Walking on the Wall)」의 경우에는 벽면을 바닥처럼 
사용하거나 미술관의 외벽을 걸어 내려오는 행위로 건물
의 외곽 또한 예술이 도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지했다. 
이러한 작업은 더욱 진화하여 1975년 발표한 「공간
(Locus)」이란 작품은 기존 극장 공간에서 벗어난 자신의 
숙소를 겸한 스튜디오에서 발표한다[18]. 이렇게 미술관
이라는 장소에서는 모든 공간, 모든 방향이 가능하다. 정
해진 전면과 후면은 존재하지 않고 예술가의 임의의 선
택, 혹은 자율적으로 정해진 공간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기존 극장의 무대가 정해진 좌석에서 고정된 무대를 바
라보는 중심투시법이 작동되는 공간이라면 미술관은 보
다 자율적이고 다양한 투시법이 허용되는 공간이다. 
2012년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에서 진행된 「무브(MOVE)전」 이후로 국내 소규모 갤러
리와 미술관에서의 무용공연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
다. 주요 안무가로는 2017년 정현진의 「꽃들에게 희망
을」이 갤러리 스페이스 B-E(Space B-E), 2018년 황수
현의 「우는 감각」이 원앤제이 갤러리((One and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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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이양희 안무가의 「이양희 퍼포먼스」가 아트선
재센터에서 진행된 바 있다. 국립기관으로는 국립현대무
용단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예기치 않은」
이 2016년 두 기관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바 있다. 이렇
게 국내에서도 미술관 공연은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
는 현상이 되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현대무용 안무가 
송주원의「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의 경우에는 실질적
으로 앙지앙 그룹(Yanggiang Group) 전시 작업 「서예, 
가장 원시적인 힘의 교류」의 전시작품이 존재하는 공간 
내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둥근 원탁을 중심으로 무용수들은 처음부터 조형물을 
중심으로 움직 는데 그들은 과감하게 앙지앙 그룹의 작
품 「서예, 가장 원시적인 힘의 교류」의 설치작업 위에 오
르고 걸으면서 공연을 펼쳤다. 앙지앙 그룹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물의 파손까지를 양해를 얻은 후, 진행한 무용
수들의 공연은 어떤 방향, 어떤 위치에서 관람을 해도 무
관했다. 둥글게 위치 지어진 테이블에 지난 전시 기간 동
안 앙지앙 그룹의 작가 3인, 17명의 출연 무용수와 안무
가, 그리고 전시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한 관람객들
이 전시기간동안 참여한 촛농이 가득한 설치작업을 중심
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따라서 공연의 전면부와 후
면부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지정된 객석도 없었다. 
관객은 모든 각도에서 공연보기가 가능했다. 심지어 아
직 전시 공간에 진입하지 않은 매표소 근처에 있는 관람
객들도 2층의 위치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그림 3. <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의 관객의 위치

둘째, 작품과 관객과의 관계가 재조정된 공간이다. 미
술관에서의 좌석은 대부분 미리 결정되지 않는다. 대부

분 고정된 좌석이 존재하기 보다는 자유롭게 결정된다. 
심지어 좌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에 관람객이 주
도해서 결정하게 한다. 따라서 관람객 자신이 작품을 감
상할 위치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작품을 바라보는 시점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게 한다. 기존 극장에서는 권력과 계
급에 의해 객석의 위치가 결정되는 소실점이 하나인 구
조 다면 미술관에서의 자리는 복수의 소실점이 존재하
고 있다. 따라서 미술관은 상대적으로 극장보다는 민주
적이며 자율적 성격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감상자의 위
치에 따라 보여 지는 장면이 다르게 인지된다. 즉 어떤 
장면을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권한이 예술가에 있었던 극
장 공연보다는 미술관에서의 공연은 어떤 장면을 볼 것
인가의 선택의 주도권이 관객에 의해 결정된다. 자신의 
위치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 정
체성이 드러나는 장치로 작동된다[19]. 자신이 선택한 
위치에 의해 주어진 각각의 장면과 상황은 작품과 관객
을 다층적으로 접근하게 한다. 관객이 어떤 위치에서 작
품을 감상했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경험한 작품이 다르
게 인지되고 경험하게 된다. 심지어 자신의 위치에 따라 
단순한 구경꾼을 넘어 작품의 배경이나 참여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위치에 따라 기존 극장 공연과는 전혀 다른 
작품과의 관계성이 생성되고 새롭게 관계 맺기가 형성된
다. 실질적으로 송주원의「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작
업에서도 관객들은 스스로 결정한 자신의 위치에서 관람
한다. 퍼포먼스가 보이는 곳은 모두가 객석이 되었는데 
이러한 장치로 인해 출연한 17명의 무용수들은 객석 사
이를 오가기도 하고 이동하는 관객과 교차되기도 했다.

그림 4. <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 공연 모습

셋째, 미술관의 공연 형태는 기본적으로 열린 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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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퍼포먼스의 일반적 형태 중 하
나는 느슨한 공연시간이다. 일반적으로 공연시간은 안무
가에 의해 결정되지만 즉흥적인 요인들이 많을 경우 그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 된다. 혹은 분명한 공연시간이 
존재하더라도 관객의 등퇴장이나 참여 여부에 대해 자유
로운 형식을 취한다. 미술관에서는 언제든지 공연보기를 
중단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보인다. 마치 미술관
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관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관객은 언제든지 작품 관람의 여부와 얼
마 동안 관람할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퍼포먼
스에 참여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 권한 역
시 전적으로 관객 자신에게 있다. 심지어 같은 공간에 있
더라도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된다. 
이렇게 미술관에서의 공연에 관한 기본적 태도는 탈권위
적이며 자율적 성격이 강하다. 송주원의「풍정.각(風精.
刻):오차원에」의 경우에도 공연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구분 짖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심하게 지나
가는 관객부터 중간에 이탈하는 관객은 물론, 공연의 시
작부터 끝까지 모두를 관람하는 관객까지 다양했다. 이
렇게 런닝 타임(Running Time)을 열어 놓으면서 고정
적인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는
다.

넷째, 본격적인 3차원의 공간이다. 기존 극장 무대가 
왜곡된 2차원의 무대 다면 미술관은 보이지 않는 제 4
의 벽이 열린, 즉 모든 공간이 열린 공간이다. 미술관은 
모든 공간이 허용되는 본격적인 3차원의 무대로 행위자
와 관람객이 같은 공간에 위치한다. 심지어 관객이 작품 
내부에 어슬렁거리며 걸어 다니거나 유랑하는, 일종의 
노마드(Nomad)적 경향이 강하다. 송주원의「풍정.각(風
精.刻):오차원에」에서도 춤추는 무용수와 관객이 혼재되
기도 하고 공연을 감상하는 관객의 시야에 다른 관객이 
자연스럽게 포섭된다. 움직이는 관객과 무용수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마치 떠다니는 신체처럼 진행된다. 이
렇게 미술관에서의 무용 공연은 이제는 재현
(Representation)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현존
(Presence)에 목적을 둔다[20]. 따라서 관객은 매우 적
극적이며 관객참여의 공연이 된다. 이제는 관객을 작품
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하는 ‘수행하는 주체’로 규정된다.

앞서 언급한 작품 「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의 주요 

특징들과 이와 관련된 논지들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
이 제세할 수 있다.

표 1. 작품 「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의 공간적 특징

요소 내용

공간
「서예, 가장 원시적인 힘의 교류」전의 설치물이 위치한 미술관의 
전시실
정해진 무대가 없음

설치물 촛농 작업이 가능한 큰 원형 테이블
정자 형태의 누각과 인공 소나무

객석
전시실의 모든 공간
지정 좌석의 전무
갱석은 관객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결정(위치, 자세, 방향 등)

관객

모든 방향에서 관람 가능
자유로운 위치 선정(공연중 이동이 가능)
얼마 동안 관람할지(시간)를 주체적으로 선택
무용수와 동선이 일치할 수 있음(관객 사이에서 춤추는 무용수 때
문에 관객이 관찰의 대상이 될수도 있음)

퍼포먼스 먹는 행위의 변형된 움직임들을 무용수들이 자유롭게 전개
신체의 감각, 반응에 집중된 움직임

  
3. 미술관 공연의 미학적 의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되는 공간인 미술관
에서의 공연은 기존 예술에 대한 권위의 도전과 전복적 
성격의 작업들, 심지어 예술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행
위조차 미술관이라는 구조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예술로 
승격시키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미술관은 단순한 
예술이 전시되고 소개되는 공간의 범주를 넘어 예술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승인의 권력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공적이며 시민사회에서의 특정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 공간인 동시에 예술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작
동하는 공간이다. 미술관의 탄생은 미(Beauty)가 인간행
위를 지배하는 하나의 독립적 원리로 고양됨을 의미한
다. 미의 가치상승을 통한 미술의 자립화는 근대의 성취
를 증명하는 것으로 부르주아 계급에 복무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는 공간이기도 하다[21]. 

이러한 한계점에 도전하며 제도적 틀을 비판하는 또 
다른 접근의 방식으로 미술관이라는 장소를 ‘탈물질화’의 
상황이 도래하는 일종의 ‘장소특정적 예술’로의 접근 방
식으로 미술관에서의 공연이 널리 활용된다. 일종의 미
술작품의 물질화에 반기를 들면서 제도의 관습과 욕망에 
반대하고 시장을 위한 미술의 상품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면서 전적으로 비물질적인, 한시적 경계의 틀 안
에서 행해지는 제스처, 이벤트, 혹은 퍼포먼스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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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채택한다. ‘작품’은 더 이상 명사/오브제가 아니
라 동사/과정을 추구하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관람 행위
의 이데올로기적 조건에 대해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비판적인 예리함을 갖도록 자극한다[22]. 

이러한 미학적 견해로 인해 진행되는 미술관 퍼포먼스
는 매우 즉흥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등퇴장이 
명확하지가 않은 공간이고 극적인 조명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시작과 끝맺기의 완결 구조도 엉성
하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관객의 성향 역시 퍼포먼스의 
돌발적 상황에 주된 요인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안무
가 송주원의 작품 「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의 경우, 
공연의 시작은 무용수들과 관객들이 한 공간에 모두 모
여 있다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현 듯 시작된다. 양지앙 
그룹(Yanggiang Group) 전시 작업 「서예, 가장 원시적
인 힘의 교류」의 설치물인 정자(丁字)와 소나무, 커다란 
원형으로 배치된 테이블들과 그 모든 설치물들을 촛농으
로 뒤덮은 곳에서 관객과 무용수들이 함께 있다가 갑자
기 시작된다. 설치물을 바라보던 관객은 이내 그 사이를 
뛰고, 넘고, 올라가 춤을 추는 무용수들을 만나는데 이들
의 춤은 이내 자신들이 의도한 것처럼 진행되지를 못한
다. 바로 관객의 예측할 수 없었던 관람의 위치 때문에 
그러한데 관객들이 불규칙적으로 서 있거나 심지어 공연 
도중에도 이동을 함으로 인해 무용수들의 즉흥성은 공연 
내내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미술관에서의 공연은 기존 극장 공간 구조를 무시하면
서 관객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지향한다. 작품 「풍정.각
(風精.刻):오차원에」의 경우, 모든 각도에서 관람이 가능
하다. 이를 위해 안무가는 좌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
다. 양지앙 그룹의 「서예, 가장 원시적인 힘의 교류」설치
물은 관객이 오브제 안으로 들어가 관찰을 하거나 직접 
촛농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춤추는 무용수와 관객이 함께해도 자연스러운 작
업이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춤추는 무용수 덕분에 관객
이 관찰의 대상이 된다. 즉 관객이 대상으로서 주체화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춤추는 무용수가 관람하는 
관객에게 우연적으로 접근을 하면 하나의 프레임으로 포
착이 되면서 관객은 자연스러운 참여자가 된다. 작품 
「풍정.각(風精.刻):오차원에」은 안무가가 궁극적으로 드
러내고자 하는 특정한 텍스트가 존재하는 서사 중심의 

공연이라기보다는 춤추는 무용수의 신체성을 다르게 인
지하기를 의도한 작업이다. 안무가 스스로도 자신의 작
업 의도를 특정한 시공간에서 무용수의 삶의 순간에 대
입하여 일종의 ‘먹는 행위’에 보다 집중하여 움직임들을 
구성했고[23] 양지앙 그룹 역시 자신들의 작업에서 중요
한 모티브 던 차(茶) 마시기 행위가 존재했으므로 각각
의 작업에 존재하는 ‘먹는 행위’는 두 개의 별개의 작업
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무용수들이 행하는 먹는 행위
에서 기인한 움직임은 가까이에서 불현 듯 도래한 상황
으로 육체성을 각인시킨다. 공연 행위를 통해 무엇을 표
현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 존재
하는 신체의 현존성을 부각시키는 공연으로 일종의 수행
성의 개념이 강조되는 공연이다. 작품 「풍정.각(風精.刻):
오차원에」는 신체의 즉물적이고도 감각적 반응, 육체성
이 체현 과정과 현존의 현상이라는 점에서 현상적 신체
에 보다 집중한다[24]. 수행성 개념을 본격적으로 다룬 
에리카 피셔-리히테(Erika Fischer-Lichte)의 저술서 
『수행성 미학』에서의 수행성은 21세기에 들어 전위적이
고도 실험적인 공연예술에서 보여준 신체와 행위에 대한 
다른 제안들을 설명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연
예술에서 신체가 매순간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몸, 주체인 동시에 미적 대상인 몸을 부각
시키고 시간예술인 동시에 공간예술로서의 공연예술에
서 관객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회복하는데 일조한다. 이
제는 관객이 작품과 분리되어 감상하고 작품을 대상화하
기보다는 공간을 직접 부유하고 돌아다니거나, ‘노마드’
적 수행의 관객참여 예술로 진화한 공연 형태의 다른 예
이기도 하다[25]. 그런 차원에서 작품 「풍정.각(風精.刻):
오차원에」이 보여준 무용수들의 신체성은 기존 극장이라
는 공간의 무대 위에서 묘사되고 설명되는 신체라기보다
는 즉물적이고 실존적 신체 다. 또한 감각의 복원이며 
분위기의 생성으로 감지되는 경험 그 자체 다.

이러한 논거 과정을 통해 극장과 미술관의 공간을 비
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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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극장과 미술관의 공간 비교

극장 미술관

시점
지정된 좌석에 의해 고정
액자와 같은 2차원
하나의 소실점만 존재

모든 방향/각도에서 가능
다층적 관찰이 가능한 3차원 
다양한 소실점이 존재

공간
무대/객석으로 분리
막과 윙 등을 시용하여 시작과 등
퇴장이 명확

유동적인 열린 공간
장면전환이 불가능

시간 공연의 시작과 끝이 명확 언제든지 관람을 중단할 수 있음

관객과의 
관계

간접체험(구경꾼)
예술가가 제공하는 볼거리를 감상

직접체험(참여자나 배경이 되기도 
함)
무엇을 감상할 것인가를 관객이 결
정

퍼포먼스
스펙터클
서사적 전개에 유용(가상의 구현)
창작 주체는 예술가

사건, 행위, 실존적 대상에 집중
관객에게 창작의 주체로 나설 기회
를 제공

특징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
고정된 위치
재현의 공간

자율성이 강화된 공간
노마드적 공간
현존의 공간

앞서 언급했던 무대 미술가 아돌프 아피아가 구현하려
했던 실제에 가까운 무대 –그는 위해 막을 제거하고 객
석과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희미하게 비춘 
조명, 기시감을 위해 무대를 위해 최소한의 조형물만 배
치하는 –의 공간을 현대에 이르러 미술관의 화이트 큐브
가 제공하고 있다. 미술관은 전통적 의미에서 춤추는 몸
이 소개되지 않았던 공간이다. 그만큼 제한점이 많고 불
편한 공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상의 한계에도 불구
하고 미술관에서의 퍼포먼스의 진행은 현재까지 다양한 
도시와 미술관에서 진행된다. 그 이유는 미술관이 요구
하는 퍼포먼스에서는 기존 극장공연과는 지향점이 다른 
미학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고전적 의미
에서의 극장이라는 공간에서의 공연에서 무용수들의 움
직임이 2차원 세계에 명시된 기표로서, 그리고 그 기표
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닌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즉물적으로 마주하는 3차원으로서의 미술관이란 공간을 
대면한다. 이제는 더 이상 극장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처리’되는가를 주목하게 함으로써, 무
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스스로 성찰하
고 느끼게 만들어준다[26]. 미술관에서 노출되어 관객들
과 새롭게 관계 맺는 춤추는 몸은 이제 무엇을 설명해주
고 표현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에 
이르는 다양한 감각의 기호들을 방출하고, 관객들로 하
여금 그 의미를 해석하는 새로운 사유의 시작을 강제한
다는 들뢰즈(Deleuze)의 견해와 맞물린다[27]. 아울러 

현대적 의미에서 춤은 즉물적이고도 감각적 경험을 새롭
게 경험토록 하는 주체로 소환된다. 더 이상 서사적 텍스
트를 진행하는 도구로서의 몸이 아니라 실존적 주체가 
되는 순간을 관객은 마주한다. 오늘날 춤추는 공간의 전
환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변화라는 차원을 넘어 새로
운 관계의 설정이며, 장소를 의식한 순간 그 안에서의 작
동이 다시 규정되는, 다르게 반응하는 장치이자 환경이
다.

Ⅳ. 결론 

기존 극장 공연에서의 무용 공연은 텍스트 중심의 서
사를 구현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무용공연이
지만 플롯이 존재하고 독특한 캐릭터가 부각된다. 또한 
무용수 개인 역량에 따른 표현력과 테크닉이 강조되는가
하면 더불어 극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근
대적이며 이분법적인 데카르트적 사고의 전형을 보 다. 
실질적인 공연이 진행되는 극장 무대에서는 원근법적 공
간 구조가 부각되고 작품 전체는 ‘가장 보기에 좋은 자
리’인 로얄석의 초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사각
의 무대 정면에 위치한 보이지 않는 ‘제4의 벽’이 전면으
로 부각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무대의 전면만을 강조하는 
안무가 진행된다. 극장에서 무대는 평면적이면서도 실질
적으로 무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공간보다 더 깊고 높
게 보여야 한다는, 일종의 왜곡된 원근법의 투 된 중심
투시법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공간이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극장 공간과 동일하게 근대적 산
물의 공간인 동시에 예술이 도래하는 권위를 부여받았다
는 점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예술이 독립을 
이루면서 개인적인 미적 체험이 보장되고, 시민계급의 
성장과 더불어 극장과 미술관은 공공성이 작동되는 공간
이다. 기존의 시민사회가 구축한 공적 공간이 가지고 있
는 성격이 그대로 작동되는 공간인 동시에 인간문화를 
구성하는 예술을 사회적으로 인식하여 마련된 장소이다. 
하지만 오늘날 미술관에서 춤추는 신체는 개념적이고 육
체에 대한 태도가 기존의 극장과는 다르게 작동된다. 미
술관이라는 공간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축출한 재현 중심
의 진행이라면 미술관은 극장과는 전혀 다른 공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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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고 있기에 단순한 재현보다는 개념적이거나 직
접적 경험을 근간으로 한 수행적 성격이 강한 작업들이 
진행되기도 한다. 그것은 서사적 성격이 강한 텍스트 중
심의 스펙터클한 재현보다는 개념적 성격이 강한 작업으
로 미학적으로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추구보다는 정치, 
사회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개인의 소사나 생활
의 일상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덕분에 최근에 들어 빈번
하게 소개되는 미술관에서의 작업들은 장소특정적 예술
이거나, 관객 참여적 작업들, 리서치를 기반으로 진행된 
작업들이 소개된다. 덕분에 역사적 사실이나 직접적인 
사건, 정치적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논하거나 환경이나 
인종과도 같은 범인류적 관심사들이 전면에 부각도기도 
한다. 퍼포먼스 역시 이러한 연결된 맥락 속에서 전개되
는 경향들이 강하고 고전적인 공연예술의 방법론에서 벗
어나 첨예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현실적 아젠다를 직접적
으로 다룬다. 이렇게 미술관에서의 공연은 기존의 극장
에서의 공연물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미술
관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이고도 실험적 모색이 일종의 
퍼포먼스의 작업으로 전환되어 전시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제는 미술관도 고정된 작품으로 규정된 미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건으로의 
퍼포먼스에 주목하면서 미술관 스스로의 미학적 생산과 
당위성을 보장받는다. 퍼포먼스는 기존의 사물이 제공해
주었던 이미지의 황홀경과 미적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미
술관이라는 공간 전체를 작가가 의도한 어떤 분위기를 
발생시킴으로서 관객에게 새로운 체험과 경험을 제공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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