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 공학/콘텐츠 디자인/콘텐츠 응용 455

I. 서론 

  흑인 여성춤에 관한 조명은 흑인 남성의 경험이 여성

을 대변하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였으며 백인여성에 관

한 초점이 가해지면서 이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배제되었다. 페미니즘적 

접근에 있어서도 흑인 여성의 경험과 정체성을 전체 여

성의 공동체의 경험으로 통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많

은 연구가 흑인 여성에 관한 진정한 의미나 해석으로 접

근하지 못한 채 21세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을 중심으로 현 흑인 여성의 정체

성과 공동체에 관한 시각을 논의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미국 흑인 여성 안무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

대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흑인여성 댄스의 지점과 의

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Ⅱ. 미국 흑인 여성무용가들의 춤과 사회적 
지평

  미국의 흑인춤은 20세기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환영받

는 몸짓으로 전환되었다. 브로드웨이 댄스에서 즉흥적이

고 재즈한 성격의 몸짓은 흑인 남성무용가들의 안무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고 1970년대와 80년대 이후에는 탭댄

스가 크게 부활하면서 흑인의 다양한 몸짓에 집중하였

다.

  허나 20세기 이후 흑인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체성에 관한 다양한 시도들은 흑인에 관한 시각을 변

화시켰다. 작품 속에 나타난 흑인들은 백인에 의해 규정

된 정체성이 아닌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흑인의 몸에 관한 긍정적 이해로 이어졌다. 그러

나 시각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현재까지도 

흑인들은 미국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여전히 타자

라는 것을 주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타자의 입장을 넘

어, 함께하는 주체로서 백인과 같은 위치로 복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절 1930년 후반에 처음으로 현대무용단을 만

들어 인종차별주의에 저항한 안무가가 있다. 바로 캐서

린 던햄이다. 그녀는 대중적이면서도 화려한 볼거리로 

흑인 춤의 새로운 토대를 구성하였다. 그녀는 1940년대

와 50년대에 무려 57개국을 순방하면서 공연하였고 이를 

감상한 관객들은 그녀의 열정적인 춤에 탄복하며 갈채를 

보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하게 외치며 

춤이 무엇이라는 외침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

신의 검은 몸이 아름답다고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는 실

제의 삶과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녀의 작품 「남녁 땅 Southern land」은 그녀

가 살고 있는 사회상을 보고하는 작품이다. 사회 속 인종

에 관한 폭력과 여성에 관한 소외성을 고발하였다. .그녀

의 춤 동작에 쉬미(Shimmy)와 같이 어깨나 허리를 흔들

며 추는 재즈 춤이나 블랙 바툼(Black Bottom)으로 엉덩

이를 몹시 흔드는 춤은 바로 흑인 여성들의 움직임이자 

진솔된 삶의 반영이었다. 그녀는 다양한 흑인 몸동작을 

작품 속에 구현하였으며 케이크 웍(Cake Walk)과 같은 

고유한 움직임을 유행시켰시켰다. 2006년 96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흑인의 춤을 미국 현대 춤으로 확대시

키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안무가 펄 프리머스(Pearl Primus)는 아프리카 

문화를 전공한 인류학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로부터 

영감으로 받아 흑인의 경험에 대한 작품을 창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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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흑인 여성의 정체성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에 관한 사회적 시각을 논의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미국 흑인 여

성 안무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와 삶을 통해 컨템포러리 댄스의 지점과 흑인 여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컨템포러리 댄스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기존의 중심과 주변이라는 개념을 초월하여 예술적이기에 정치적인 흑인 무용안무가

들의 작품 취지와 철학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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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동작에서 오는 본능적인 즐거움으로 유연성과 리

드미컬한 활력을 표현하여「팽가 Fanga」에서는 흑인 전

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노예 시장 

Slave Market」이나 「아프리카 의식 African Ceremonial」

을 통해 흑인의 풍부한 유산을 현명하게 제시하였다. 그

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평등과 불공정에 관한 표현

이었다. 그녀는 아프로 아메리칸에 대한 관심과 인종 간

의 상호이해를 촉구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아프리카 전통

의 위엄과 아름다움에 주목시키고자 하였던 자부심이 있

었다.

  조안 마이어 브라운(Joan Myers Brown)의 작업은 교

육적 발판을 이루었다. 그녀는 1960년에 학교를 설립하

였고 1970년에 필라단코 무용단(Philadanco Dance 

Company)을 설립하였다. 그녀는 아프리카와 캐러비언의 

정통성이 강한 춤 양식에 개혁적인 요소를 담아내며 미

국 컨템포러리 댄스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특이점이 있

다면  그녀는 피부색으로 인해 주제가 한정되곤 하던 관

행에서 벗어나 오히려 색에 대한 한계를 문화적 다양성

의 방향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2006

년에 공연한 「펄스 Pulse」는 로날드 브라운(Ronald K. 

Brown)과 크리스토퍼 유진스(Christopher Huggins)가 

안무한 것으로 생동감 있는 흑인 몸의 다양한 움직임이

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피부색을 뛰어넘어 

인간의 영혼과 가슴을 파고드는 감동을 포함한 것으로 

흑인 여성 안무가의 힘과 교육적 잣대를 이룩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흑인 여성에 관한 비평적 시각이나 관점은 이루

어지지 않은 채 전통에 얽매인 움직임으로만 치부하며 

현실적 논의나 담론을 생성하지 못하였던 것이 과거의 

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흑인 여성에 관한 논점으로 

춤과 삶 그리고 사회속 이들의 모습을 움직임으로 접근

하였다고 하겠다. 

  이들의 발판이 있었기에 지금 세대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들은 미국 20세기를 관통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고백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춤에 표출하였다. 미

국의 역사적 상황을 고백하며 흑인여성의 소외와 아픔을 

작품으로 표면화하였다. 흑인 여성이 직접 경험하고 말

하는 그들의 고통과 분노에 관한 해석을 저항적이며 정

치적인 성격으로 표출하였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들의 노력과 헌신은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일 뿐 만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속 실존하는 인물들의 삶의 고백

이기에 의미가 깊다. 

Ⅲ. 결론

  이시대의 이데올로기인 ‘흑인의 진정한 여성성’을 찬양

한다. 여성성에 관한 숭배로 이들의 삶과 몸을 분석하고 

언어를 통해 표현한다. 지금까지 부적절하다고 여겨왔던 

이들의 삶의 경험을 춤을 통해 예시하며 비판하는 것이

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선 흑인 여성 안무가들이 관

객들에게 흑인여성의 몸과 공동체를 강조함으로 공적인 

목소리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이다. 누가 이시대 여성인

가? 누가 타인의 삶을 대변할 수 있을까하는 물음에 역

사적인 몸짓과 의미를 보여준 이들의 움직임의 지평과 

발언은 사회 관계 속에서 다변화하는 개개인의 의견이자 

역사서술의 지평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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