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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연구는 모던댄스와 컨템포러리댄스의 차이에 대한 

연구자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자의 창작 작

품<Movement>을 분석하고자 한다.

  작품<Movement>는 모던댄스와 동시대적 무용을 접하

면서 느끼게 된 고민과 갈등을 춤으로 표현한 연구자의 

창작물이다.

  나는 입시교육을 위해 발레와 마사그레이엄 테크닉을 

중점적으로 사사 받아왔다. 마사그레이엄의 테크닉은 추

상적인 움직임과 긴장, 이완, 긴 스트레치, 충격적인 동

작 등의 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1]. 이는 한국 현대무용

을 변하게 한 시초였으며, 아직까지 많은 무용가들이 기

본으로 삼고 있다. 

  19세기 모던댄스의 체계는 ‘획일화’로부터 벗어나 ‘개

성화’를 지향해왔다.[2] 그러나 현시대까지도 그 당시와 

같은 모던댄스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대학입학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하지만 내가 느낀 대학입학후의 교육과

공연 예술 활동으로서 춤의 질감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한국 무용 교육의 중점과 공연의 실황은 왜 서로 다른 

방식을 추구 하는 것일까? 

  이 연구는 작품<Movement>를 통해 표현된 모던댄스

와 컨템포러리댄스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2016년 6월6일 공연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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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과 안무노트, 무용수와 대화 등을 토대로 분석하

였다. 

Ⅱ. 작품<Movement>분석을 통한 모던댄스와 
컨템포러리댄스의 차이

작품 <Movement> 개요
  

  제목: Movement

  단체명: 부기컴퍼니

  초연: 2016년 6월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제12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 안무가 육성전)

  재연: 2016년 12월 3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016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1. 움직임

  작품을 통해 표현된 모던댄스의 움직임의 특징은 신체

의 확장된 표현을 추구하고, 수축과 이완의 원리, 호흡의 

연결을 중점에 두고 이미지를 표현한다. 또한 군무 장면

에서 움직임의 동시성을 강조하고 무대의 상·하수와 

앞·뒤의 공간이 주는 이미지를 고려하여 안무에 반영하

였다.

  컨템포러리댄스에서는 ‘신체의 분절’을 모티브로 움직

임을 고안하였으며, 음악의 비트 하나하나에 움직임을 

삽입하여 안무하였다.

작품<Movement>분석을 통한 한국 모던댄스와 컨템포러리댄스의 
차이

The difference between modern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in korea by analyzing the piece<Movement>

 김 규 진, 김 형 남*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gyujin Kim, hyoungnam Kim*

sejong Univ., sejong Univ.* 

 요약

이 연구는 작품<Movement>분석을 통해 작품에서 나타난 모던댄스(modern dance)와 컨템포러리댄스(contemporary dance)의 차

이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으며, 그 결과 모던댄스와 컨템포러리댄스를 움직임, 음악, 무대미술 이라는 세 가지

의 키워드로 나뉠 수 있었다. 크게 모던댄스는 신체의 확장, 서정적인 분위기의 음악, 근육의 섬세한 움직임을 통한 춤의 본질을 

표현하게 되었고, 컨템포러리댄스는 신체의 분절, 전자음과 강한 비트, 정형화 되지 않은 조명과 락 콘서트를 연상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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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  

  모던댄스를 표현하는 장면에서 사용하게 된 음악으로 

[Mac Richter-Embers]를 선택하였다. 당시의 주로 사용된 

무용음악은 클래식이나 타악이 있는 리듬 음악의 시대였

으므로 서정적인 분위기의 음악을 선택하게 되었고, 컨

템포러리 음악은 [De Staat-witch Doctor]을 사용하여, 전

자음과 강한 드럼의 비트, 록 음악으로 조금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

3. 무대미술

  무대미술에서는 의상과 조명으로 나뉘었다. 모던댄스

의 의상은 몸의 본질과 섬세한 선을 표현하기 위해, 상의

를 입지 않고 근육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보이기 위해 집

중했으며, 조명 또한 은은한 엠버톤과 섬세한 변화를 통

해 춤의 본질을 표현하려 하였다.

  컨텐포러리댄스의 의상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편안한 셔츠와 카고 바지 같은 일상 복장을 착용하였

으며, 조명은 수많은 탑 조명과 싸이키 등을 사용하여 마

치 록 콘서트를 연상하는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Ⅲ. 결론

  이 연구는 작품<Movement>분석을 통해 모던 댄스와 

컨템포러리댄스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시대의 무용수들은 본인위주의 삶과 춤에만 

맞춰져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표현하는데 강하게 집중되

어 있다. 하지만 현시대의 춤을 다 표현할 줄 안다면 앞

으로 다가올 미래의 춤에 더욱더 가깝게 다가갈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현시대 무용수들은 모던댄스를 연결된 호흡과 

신체의 아름다운 라인만 표현한다고 자각하고 있다. 이

러한 생각은 모던댄스를 올드하고 제한된 춤으로 규정지

어 버리기에 다시 한 번 모던댄스의 역사와 표현법을 재

정비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연물을 분석하고 무용수들과 논의하면서 나타난 경

향과 한국현대무용의 방향성을 연구자의 주관으로 제시

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시대와는 달리 모던댄스도 그 시대의 동시대적 춤이

었으므로 당시의 컨템포러리댄스 라고 할 수 있다. 시간

은 흐르고 예술은 순환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춤

이라는 장르의 구분보다 모든 스타일의 춤을 아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법과 창작 작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매듭지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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