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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무에서의 심상

 에릭 프랭클린이 고안한 무용심상은 신체자각을 활용한

다. 그의 훈련법은 구체적인 이미지 연상법을 활용해 신

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표현법이 증대 되어

지는 것이다.[1] 안무가는 무용창작에 영감이 되는 이미

지를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으며 관찰에 의

해 유도될 수도 있고, 심리학적 테크닉 들은 심상을 중요

한 도구로 사용함으로서 신체와 정신을 명료하게 조화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5]

1. 능동적 상상

  안무가는 실제의 경험, 꿈, 혹은 스스로의 잠재의식에

서 자발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림, 

사진, 혹은 순간적으로 스치는 이미지가 그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춤은 능동적 움직임의 상

상으로 발전된다.[2]  

2. 유도된 정서적 심상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 

후 그 이미지를 가능한 가장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한

다. 완성된 이미지를 관찰하고 어떤 감정, 느낌, 효과에 

관한 결과물을 관찰한다.

3. 의도의 구상화

  실제로 동작을 행하기 전에 마음의 눈으로 명확한 움

직임과 전신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형상을 떠

올린다.[3]

Ⅱ. 분명한 컨셉과 미니멀리즘으로부터의 
출발은 관객을 몰입시킨다.

  물의 근원적 속성을 표현하는 본 연구는 물의형태, 물

의 유동, 물의 장력, 물의 파장 이렇게  크게 네 개의 공

간으로 나뉘는데 신체표현의 모습들이 단계적으로 그 형

태를 바꾸면서 처음에 닫힌 공간이 점차 열린 공간으로 

변화한다. 무용수의 정면 중앙으로부터 물의 형태가 시

작되면서 신체 전체에 투영되는 수류의 이미지들에 의해 

관객들은 마치 물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만든다. 이 같은 

설정은 물이 어떤 형태를 갖추거나 혹은 운동성을 가지

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물의 다양한 움직임을 이미지로 

표현하고자하는 안무가의 의도를 전하는 중요한 포인트

로 기능한다. 신체에 투영되는 수류의 이미지는 작품의 

논리성을 뒷받침하면서 춤과 음악, 그리고 조명과의 계

산된 조합을 시도하고 그것은 상당부분 관객을 몰입시키

는 효과를 발휘한다.[4]

Ⅲ. 장치가 주는 시각적 강렬함과 다양한 
무대 활용 구성

  본 연구에서의 무대 공간은 춤을 완성시키는 또 하나

의 주인공이 된다. 모든 디자인은 물의 다양한 움직임처

럼 변화를 통해 움직임을 갖는다. 전체적으로 네 개의 공

간은 물의 흐름과 막혀짐을 춤의 이미지로 표현, 무용수 

자체가 한 줄기의 물이 되어 흘러가다가 막히고, 그 안에

서 또 다른 충돌을 빚고 파장을 일으켜가는 주요 도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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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물은 색, 맛, 향이 없는 물질이지만 인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며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다. 물은 여러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그 중 물의 운동성에서 호기심이 자극된다. 또한 물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운동성이 없고 물과 에너지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무용수와 안무가의 관계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무용수는 안무가의 의도와 만나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그 움

직임들은 각 무용수 개성에 따라 또 다른 이미지를 발산하게 된다. 본 연구는 심상으로부터 인지되는 수류(Flow of Water)가 다

양한 움직임의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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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ce1에서는 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닫힌 공간을 

설정하였고, Space2에서는 입구와 출구를 통해 물의 흐

름을 만들어 준다.

  Space3에서는 두 개의 입구와 하나의 출구를 설정, 각

기 다른 수로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새로운 충돌을 만들

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Space4에서는 하나의 입구

와 세 개의 출구를 설정, 물의 유입을 억제하면서 또 다

른 세계로 향해 나가는 출구를 열어 놓았다.

SPACE 1. 물의형태
  물에는 형태가 없다. 어떤 틀이 주어질 때만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틀에 어떤 에너지를 주었을 상황

에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무용수의 신체라는 틀의 제한 

속에 넣어두고 서서히 움직임을 준다.

SPACE 2. 물의 유동
  물에는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은 수로에 의해 움직이며 

그렇게 계속되는 흐름들 속에 움직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틀 속에 갇힌 무용수에게 작은 수로를 열어준다.

SPACE 3. 물의 장력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수로가 많아짐에 따라 여러 수

로에서 흘러나온 물들은 서로 부딪쳐서 충돌을 일으키며 

그 충돌로 인해 장력이 일어난다. 안무가는 여러 수로를 

열어놓고 무용수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요구

한다.

SPACE 4. 물의 파장
  수로로부터 흘러나온 물의 충돌에 의한 장력 뒤에는 

그 움직임이 퍼져 파장을 이루고 다시, 또 다른 움직임을 

준비한다. 마치 하나의 운동이 끝나고 난 뒤 또 다른 에

너지를 기다리며 대기하듯 잔잔한 파장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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