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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작품을 통해 본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
그리고 공존

Mechanization of humans, humanization of machines, and coexistence 
through dance works

장소정*

Chang, So-Jung*

요 약 본 논문은 무용작품을 통해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 그리고 공존된 형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무용작

품은 오스카슐레머의 <3화음 발레>와 펠린드롬 댄스컴퍼니의 작품 <Taking bodies>와 <Jenseits der Schatten와

Palindrome의 협업>를 부분 발췌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공존의 형태가 내재되어 있는 무용작품 <zone>을 살펴보았

다. 위의 작품을 통해 로봇과 같은 과학기술과 융. 복합형태로 공존하는 다양한 무용공연이 인간에게 지속적인 창의

력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한 다양한 형태의 감성과 독창적인 움직임이 인간에게 풍성한 공연을 제작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과학기술을 내포한 무용공연이 구체화 된 상호 작용 통해 시대변화를 수용하고 반영

하는 수많은 작품이 나오길 기대한다.

주요어 : 융.복합. 무용. 바우하우스. 로봇, 인간/로봇 공존

Abstract This thesis attempted to examine the mechanization of humans, humanization of machines, and 
coexistence through dance works. The dance works were reviewed by partial excerpts from Oscar Schlemer's <3 
Chord Ballet>, Felindrome Dance Company's <Taking bodies>, and <Collaboration of Jenseits der Schatten and 
Palindrome>. Also, I looked at the dance work <zone>, which has an inherent form of coexistence. Through the 
above work, robot-like science and technology and fusion. It was found that various dance performances that 
coexist in complex forms provide continuous creativity to humans, and various forms of sensibility and creative 
movements based on data make it possible to produce rich performances for humans. This researcher expects 
numerous works that accept and reflect the changes of the times through the embodied interaction of dance 
performances with science and technology. 

Key words :  Convergence, Bauhaus, Robot, Human/Robot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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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반적인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증기기관의 발달

로 인한 생활방식이 변화된 것을 1차 산업으로, 전기와

석유의 발전으로 인한 제조업의 활성화를 2차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제 3차 산업은 20세기 후반으로 컴퓨터, 인

터넷 등 디지털기기의 확산으로 인한 지식정보화의 혁

명, 제 4차 산업은 초 연결과 초 지능을 대표 키워드로

인공지능, AI와 빅테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전환

을 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연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광범위한 혁명을 나타낸다.[1] 현재 제 5차 산업은

초고속성, 초저지연성, 초 연결성을 포함한 5G가 인간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2]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사회, 과학기술의 발전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화예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문화예술은 순수예술개념으로 보편적이고 관습적

이 성향을 내재한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는 타 장

르와의 융합, 통합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의 양식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단계에 놓여있다. 예술영역이 확장됨

에 따라 로봇은 커다란 성취력이 있는 과학기술의 한

분야로 간단한 인간의 감정상태를 공감하거나 소형 임

베디드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통해 움직임이 표현[3]하

기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창조적인 예술영역을 확장

시키고 있다.[4] 무용 분야에서도 안무가는 그들의 내면

세계와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단순하게 신체만을 사용

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하고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 새롭

게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 중 로봇을 소재로 하는

공연은 인간과 로봇이 새롭게 공존된 삶의 형태를 보여

주고 융. 복합 형태의 미래 공연문화를 예측하게 하며

다각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 무용공연과 로봇을 연관

지어 살펴보는 것은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융. 복

합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 21세기 예술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며 본 연구자는 로봇이라는 과

학기술과 무용을 작품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로봇을

소재로 삼은 무용공연은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

그리고 공존된 형태가 존재하는 공연을 선정하였다. 또

한 융. 복합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19세기부터 현

재까지를 기간으로 한정하고 예술성과 기술성이 혼합

된 형태의 작품을 선별하여 살펴보았다. 바우하우스는

예술조형학교로 19세기 후반부터 융. 복합 혹은 “총체

예술”이라는 개념을 차츰 형성하였고 예술의 표현방법

도 다채롭게 변화시켰다. 바우하우스의 조각교사인 오

스카슐레머(Osker Schlemmer,1888~1943)는 신체와 춤

에 관심이 많았고 당시 로봇이라는 미래적인 소재를 사

용하여 <3화음 발레>작품을 만들었다.<3화음 발레>는

신체를 통해 기계적 움직임을 예술적으로 승화가 되었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5] 인간의 기계화를

표현하는 예술작품으로<3화음 발레>를 우선적으로 선

정하였다. 20세기 중 후반에 월트 디즈니에서 링컨 로

봇이 인간처럼 볼을 움직이고 인간의 움직임을 일부 표

현하였다. 이는 움직임이나 무대장치 등 외적요소의 사

용에 있어서 무용공연으로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고 무용작품 전체가 로봇과 함께하는 자료는 부재하여

본 연구자는 두 번째로 기계의 인간화를 살펴보기 위

해, 수집한 영상자료를 중 펠린드롬 댄스컴퍼니의 작품

<Taking bodies>와 <Jenseits der Schatten와

Palindrome의 협업>를 부분 발췌하여 살펴보았다. 마

지막으로 21세기 와서 과학기술과 움직임이 무대에서

공존한 작품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의 로봇 움

직임과 로봇기계의 무용 움직임이 공존하며 확장적 형

태를 지닌 공연 작품 <Zone>을 통해 로봇과의 공존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무용작품을 통해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 그리고 공존을 살펴보는

것은 로봇이라는 소재가 무용과 함께 융. 복합된 형태

로 공연 속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자 하기 위함

이다. 본 연구자는 로봇과 무용의 융.복합적으로 살펴보

는 연구가 창작영역의 확장에 가능성을 지니므로 협업

의 공연형태가 지속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길 기

대한다.

Ⅱ. 인간의 기계화

19세기 초창기 로봇 댄스는 사람이 힙합음악에 맞춰

로봇의 움직임을 흉내 내는 움직임이었다. 무용과 직접적

인 교류를 하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인 오스카 슐레머는

신체를 “지각 장치”로써 받아들였던 예술가이다. 그는 흉

내내는 식의 로봇 움직임에 동작구성을 단순화시키고 발

레화 하였고 규칙을 세웠다. 또한 다채로운 공간에서 움

직임을 표현하였으며 안무의 가능성을 새롭게 바라보았

다.[6]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145-150, Febr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47 -

1. 3화음발레

20세기 초부터 신체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 등 관심

이 증가하였다.[7]오스카 슐레머도 그러한 생각과 관심

을 갖은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작품<3화음 발레>을 만

들어 내었다.

표 1. 3화음 발레
Table 1. Triad Ballet

초연
1922년 9월 30일 
슈투트가르트의 
Landes Theater

음악 Paul Hindemith 

무용수
3명의 무용수 

/1명의 여자 2명 
남자

<3화음 발레>에서 무용수는 매개적인 역할로써 로

봇을 표현하였다[8] 오스카슐레머의 <3화음 발레>는

발레의 기초 동작인 파 드 부레 스위비 (pas de

bourrée suivi)와 수수(sous-sus) 그리고 걷는 동작, 제

한적인 팔과 얼굴동작을 통해 기계적 움직임을 표현하

였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무용수는 짙은 화장

을 하거나 가면을 착용함으로써 기계처럼 얼굴의 감정

표현을 제한하였다. 일부 작품에서는 팔의 움직임에 제

한을 주고자 팔뚝을 두껍게 제작하였다. 이는 무용수가

기계처럼 보이고자 함이었다. 의상은 무용수의 튜튜에

변화를 주었고 머리장식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이러

한 추상적이면서 기하학적인 의상은 당시 미래적이고

과학적이며 더 로봇처럼 보이게 하였다. 인간의 기계적

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의상과 가면 등은 신

체 확장성과는 연관이 없지만 20세기 초 로봇의 움직임

을 인간이 표현한 데에서 의미가 있다. 오스카슐레머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기계화된 인간의 움직임을 수

용하였으나 결코 인간은 ‘기계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인

식을 중요하게 여겼다. 즉 비기계화의 가능성을 ‘인간’

으로부터 찾았다.[9]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의

“인간” 이고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는 인간을 통해 기

계인 로봇을 표현뿐이었다. <3화음 발레>에서 오스카

슐레머는 수학에 근거한 규칙과 질서를 시각화하고 로

봇처럼 무감정으로 작품을 표현하였지만 인간은 기계

가 아니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인식 즉 인

간우위의 정신을 새기고자 하였다

그림 1. 3화음 발레
Figure 1. Triad Ballet

Ⅲ. 기계의 인간화

이전 공연에서는 인간이 기계의 모습을 즉 로봇의

모습을 흉내 내었다면 20세기 중 후반에 오면서 “링컨

로봇”과 같이 기계가 인간의 외형을 비슷하게 갖추기

시작하였다. 또한 단순히 외형적으로 인간의 모습만을

흉내 낸 것이 아니고 로봇은 인간이 하는 일들을 수용

하며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여 할 수 있는

직업까지도 생겨나고 있다. 펠린드롬 댄스컴퍼니의 작

품 <Taking bodies>은 기계를 통해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움직임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며 인간의 생각의

범위 넓혔다. 무용작품에서 기계가 어떤 방법으로 인간

화되어 수용되었고 확장적으로 표현했는지 펠린드롬

댄스컴퍼니의 작품 <Taking bodies>와 <Jenseits der

Schatten와Palindrome의 협업>를 일부 발췌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Taking Bodies

우선, 펜린드롬 댄스컴퍼니(Palindrome Dance

Company)는 1982년 뉴욕에서 로버트 웨슬러(Robert

Wechsler)가 창설하였고 1991년 현재는 독일 베를린에

서 과학기술을 춤에 적용하여 다수의 실험 작품을 만들

어 내고 있는 무용단이다.[10] 2005년에 <Taking

bodies>는 펜린드롬 댄스컴퍼니와 작곡가 Dan

Hosken이 소리와 텍스트에서 인간의 몸이 말하는 방식

을 알아본 공연이다. 안무와 춤은 모두 Emily

Fernandez 에 의해 시도 되었고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은 Frieder Weiss에 의해 설계되었다. 이 작품은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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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스크린의 텍스트가 무용수의 움직임에 따라 다

르게 움직이고 입력되어있는 소리도 무용수의 움직임

에 따라 멈추고 변화한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 움직임을 수용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것

이다.[11]

그림 2. 테이킹 바디스
Figure 2. Taking Bodies

2. Jenseits der Schatten와Palindrome의 협업

2006년에 Bundeskunsthalle Bonn에서 3일 동안 상연

된 이 작품은 Opera Bonn에서 제작되었고 Robert

Wechsler에 의해 구성되었다. 3명의 성악가 노래를 하

며 작은 움직임을 하는데 예술가의 움직임에 따라 뒤쪽

에 있는 선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소리에 반응한다. 위

의 두 작품은 로봇 혹은 기계가 다른 방법으로 인간처

럼 소통하고 있고 수용을 통해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는 공연이다.

그림 3. Jenseits der Schatten와Palindrome의 협업
Figure 3. Jenseits der Schatten and Palindrome's collaboration

두 작품은 인간에 의해 반응하는 기계로 해석할 수

도 있고 기계가 인간의 다른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기계를 통해 인간사고의 영역

을 폭넓게 활용하는 게 가능해졌고 인간의 형태 뿐 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변화가 가능한 데에서 무용공연

과 과학기술의 발전된 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Ⅳ. 공존

삶 속에서 기계와 인간은 다방면으로 더불어 공존하

고 있다. 본 연구자는 공존된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나”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생

각을 기계에 이입하여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인간이 기계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계를 활

용하여 신체를 연장시킬 수 있다. 행위예술가 스텔락은

기계의 대체품으로써 신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추

가적인 장치로 활용하여 연장의 개념으로 기계를 활용

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 댄스 씨어터의<데볼루션

(Devolution)>에서도 등에 보철을 달고 움직임을 확장

시키기도 하였다.

그림 4. 좌)행위예술가 스텔락의 기계와의 공존
우) 오스트리아 댄스 씨어터<데볼루션>

Figure 4.
Left) Performance Artist Stellac's Coexistence

with Machine
Right) Austrian Dance Theater <Devolution>

이것은 <인간의 기계화>에 추가적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입한 것 그리고 <기계의 인간화>에서 추가적

으로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기계의 사용범위를 확장시

킨 것이다. 이는 인간의 형태에 로봇을 입힌 것으로 이

렇게 공존된 형태는 공연 속에서 신체의 일부를 증가하

거나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절할 수 있고 무대영역

을 다채롭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 인

간과 기계는 기계가 인간에게 데이터 즉 정보를 주는

형태로 공존하고 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기계가 아침

날씨를 체크해주고 입고 갈 옷을 선택해 주는 등 기계

의 도움을 받는다. 움직임과 무용에 있어서는 데이터와

움직임의 교류는 미흡한 상태이다. 하지만 기계에 움직

임 데이터를 입력하는 예로 로봇<Animal>이 존재한다.

이는 데이터를 입력 통해 음악에 따라 어울리는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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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로봇이다. 만약 수많

은 움직임 데이터를 <Animal>에 입력하게 된다며 향

후 수많은 데이터를 반영한 다양한 안무형태가 나올 수

있다. 아직 미흡하지만 움직임 데이터가 인간에게 주는

정보는 향후 창작안무를 하는 데에도 다양한 관점으로

살피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로봇이 기존의 데이터

를 토대로 새로운 움직임과 독창적인 동선을 만들어내

고 인간과 감성까지 교류가 가능한 인간과 로봇의 협업

형태의 공연 가능성이 있다. 아래 작품은 위의 두 가지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 벤투라 무용단의 무용작품

<zone>에 관련된 내용이다.

표 2 벤투라 무용단의 <zone>
Table 2. ventura dance company<zone>

초연
Festpielhaus Hellerau.  Dresden, Germany. November 

2001

안무 Pablo Ventura(2001) 

음악 Urbano Mistica Amplitude

무용수

6명: Arlette Kunz,Markus Heckel, Yong-In Lee, 

Dwight Witmer, Sonia Rocha, Barbra Noh 그리고 로

봇

<zone>은 로봇테크놀로지와 무용이 결합된 무용공

연이다. 아직 기계는 관절의 유연함이나 감성을 표현할

수 없으나 회전하고 길게 늘이고 줄이고 하는 간단한

동작을 표현 할 수 있고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 무용수

가 움직이는 다양한 스타일에 맞게 기계와 인간이 호흡

을 맞추었다. 이러한 실험적인 무용공연은 인간과 기계

의 공존된 형태를 무대화하였다. 또한 기계와 인간을

교류를 화면의 스크린을 통해 주고 받는데 이러한 무대

장면은 공간을 확장시키고 공존과 화합의 의미를 담기

도 한다.

그림 5. 벤투라 무용단의 <zone>
Figure 5. ventura dance company<zone>

“ 나”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생각을 기계 또는 로봇

에 이입하여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형태와 기계가 인간

에게 데이터 제공하는 형태 그리고 상호적인 공존은 무

용공연을 풍성하게 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유일한 표현도구인 신체를 통해 기계적

움직임을 표현한 작품 <3화음 발레>와 펠린드롬 댄스

컴퍼니의 작품 <Taking bodies>와 < Jenseits der

Schatten와Palindrome의 협업>를 부분 발췌하여 살펴

보았다. 또한 공존의 형태가 내재되어 있는 무용작품

<zone>을 살펴보았다. 19세기의 융.복합의 개념을 수

용하는 변화를 거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무용작품은

사회와 맞물려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테크놀로

지의 발전이 환경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안무가의 예술

작품에도 다양하게 혼합되어 풍성하게 표현되고 있다.

과거의 로봇은 단순히 인간의 생각을 주입하여 수학적

으로 해석 가능한 표현 도구이었을 런지도 모른다. 그

렇게 때문에 <3화음 발레>에서 동작은 각이 져 있으

며 예상 가능한 단순한 동작들로 표현되었다. 21세기

의 로봇기계는 외부 환경, 내부 상태에도 반응을 한다.

하여 무용작품에서도 다른 형태로 색다르게 구성을 하

고 표현된다. 로봇과 같은 과학기술과 함께하는 융. 복

합형태의 무용공연은 인간에게 지속적인 창의력을 제

공하고 기계의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다양한 형

태의 감성과 움직임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과 로봇 혹은 기계

의 무용공연이 조금 더 구체화 된 상호 작용 통해 무용

에도 시대변화를 수용하고 환경을 반영하는 수많은 작

품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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