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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품 이미지

              

2. 작품 설명

1) 작품소개

- 제 목 : 시선에 사로잡히다

- 초 연 : 2017. 09. 24.

- 재 연 : 2017. 10. 14.

- 장 소 :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 의 도 : 일반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힘들고 이

해하기 어렵게만 느껴지는 무용공연을 일반관

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제를 선정하고 무용수 

관점이 아닌 관객의 관점으로 작품을 표현 하

고자하였다. 

작품 <시선에 사로잡히다>의 주제 ‘시선공포증’ 

은 현대적 불안장애로 불려오며 무대공포증, 

낭독공포증, 적면공포증, 떨림공포증 등과 연

결된 동시에 사회공포증의 한 종류이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리장애이며 타인

의 존재와 관련되는 지속적이고 비합리적인 공

포이다. 사회공포증에는 고소공포증, 밀실공포

증, 선단공포증, 질병공포증 등 수많은 공포증

이 존재하며, 사회공포증과 연결고리인 ‘시선공

포증’을 작품<시선에 사로잡히다>를 통해 직접

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 내 용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타인에게 자세히 평가받

는 상황이나 주시되는 상황에서 긴장과 불안

을 느낀다. 그 중 다른 사람에 의해 보여지거

나 응시 되는 것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을 특징

으로 하는 불안장애 ‘시선공포증’ 을 현대무용

의 창의적 움직임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 안 무 : 선유라

- 출 연 : 홍동리, 선유라, 김현재, 곽예슬, 김유진,

         김선민, 김진아, 배승희, 김민경, 박창훈

작품 <시선에 사로잡히다> 움직임 분석
The work (analysis of moving) be fascinated by g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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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해설 및 움직임 분석

1장. ‘시선공포증’의 직접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작품의 첫 장면은 무대 하수에 탑 조명이 들어오면서 

무용수들이 뭉쳐서있고 무음으로 시작된다. 이유는 작품

의 시작을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초점을 맞

춰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자 연출하였다. 또 신체접촉을 

기피하는 마임움직임에 서로 시선을 피하는 불안 증세를 

디테일하게 보여줌으로써 ‘시선공포증’의 떨림, 불안감, 

대인기피증 등의 증세를 시선이 중심으로 컨텍하여 전개

시켰다.

2장. 암전이 되면서 분위기 전환된다.

  일정한 박자의 노이즈 음악에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용수 개개인이 생각하고 표현하고자하는 ‘시

선공포증’에 대한 증상을 움직임으로 나타냈으며, 조명이 

암전되면서 무용수들의 등, 퇴장이 이루어지고 특정 대

상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포인트 동작으로 표현

한다. ‘시선공포증’은 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상처에서 비

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정 대상으로부터의 두려

움과 불안감을 시선처리, 손 떨림 등으로 포인트 안무를 

만들어 여러 장면을 넣어 구성하였다.

3장. 서로를 거부하는 이질감을 표현한다.

  자연스레 무대에 남겨진 남자무용수 세 명의 트리오는 

‘시선공포증’을 직면하는 사람들끼리의 이질감을 조용한 

멜로디의 음악에 격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융화되려하지 않고 본인의 틀에 박혀 

서로를 외면하는 듯 빠른 비트의 음악으로 바뀌면서 무

용수들이 한 명씩 달려 나와 센터 탑 조명 안으로 등, 퇴

장하면서 서로의 눈을 가리거나, 입을 막거나 서로의 증

상에 반응하는 장면이다. 

4장. 하나의 시선으로 집중된다.

  무용수들이 무대 뒤에서부터 한 줄로 걸어 나오면서 

두 팔을 위로 들어 강하게 털어내는 포인트 안무는 불안 

증세를 표현하였으며, 무용수 개개인의 ‘시선공포증’ 표현 

움직임을 하나의 연결동작으로 만들어 손과 발로 몸을 

비비거나 털어내는 강한 에너지의 군무 움직임으로 ‘시선

공포증’을 각인 시켜준다. 무대 전체에 흩어져있던 무용

수가 점점 센터로 모이면서 한 무용수의 리드에 같은 곳

을 바라보고, 같은 움직임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흡수되

는 컨텍으로 마무리 장면을 연출하였다.

 

3) 작품평론

  <시선에 사로잡히다> 작품은 현대적 불안장애로 불려

오는 ‘시선공포증’을 바탕으로 사회공포증, 시선강박증의 

불안감을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의 주제선정에 있어서 관객들에게 전하고자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뚜렷하게 보이고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소재로 다뤘으며 일반관객

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일차원적으로 표

현하고자 하였다. 또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작품

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했다. 무용수들은 안무자의 의

도를 파악하고 불안장애 행동분석 후 움직임연구에 임하

였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상황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불

안감과 공포증에 부딪혀 자신의 습관적 행동들이 나타나

는 과정을 보여주는 움직임은 역동성과 중독성있는 동작

들로 구성하여 작품의 몰입감을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