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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작품 <해변의 남자> 이미지

2014년 10월 21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대한민국예술원 
춤의 향연 공연 중

Ⅱ. 작품 <해변의 남자> 작품 설명

  툇마루 무용단의 대표적인 작품 <해변의 남자>는 사

계의 연작 시리즈 중 여름을 완성 하게 된다. 깊은 한국

적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색채의 작품이라

는 호평과 함께 애틀란타 올림픽 초청작품으로 최다 공

연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작품 <해변의 남자>는 연작 

시리즈 ‘사계’ 중 여름을 주제로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

어나 휴식을 취하는 현대 남성들의 고단한 내면세계를 

코믹하면서 이색적인 상황, 즉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해

프닝적인 요소들로 보여지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그 이

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1995년 초연 되어 

현재까지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작품이

다. 관객의 엉덩이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리듬, 일상

적 움직임을 모티브로 한 춤, 테크니컬하고 파워풀한 움

직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담고 있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
터의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
되었음" (IITP-2018-2016-0-00312)

1. 해변의 여인

  잔잔한 파도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해변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다. 평화로운 음악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몸

매를 뽐내며 여름을 한껏 즐기면서, 사람들을 해변으로 

부르는 듯 한 느낌은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바닷물에 

비치는 노을을 표현한 조명은 관객들에게 마음에 여유

를 가져다준다.

2. 일탈을 꿈꾸며

  하와이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긴 치마를 입은 남성들

이 새침하게 등장해 관객들에게 재미를 가져다준다. 섬

세하고 발랄하며, 남자답지 않은 여성스러운 표정과 움

직임으로 관객들이 작품 속에 빠져들 수 있도록 박수, 

호응을 유도 한다. 사회생활에 지쳐 있지만 남자들 내

면에 잠재하고 있는 동심, 순수하고 장난기 가득한 모습

들이 움직임으로 보여 진다. 

3. 자유로운 영혼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의 의상이 바뀐다. 하지만 여전

히 치마를 입고 있다. 무용수들은 여전히 여성스러운 

면을 지니고 있지만 점점 더 파워풀해지고, 해변으로 곧 

떠날 것 같은 역동적인 움직임이 보여 진다. 이 과정에

서 관객들은 쉽게 접하지 못했던 남성들의 짧은 치마라

는 부분을 경험하면서 새로움을 느끼게 된다.

4. 남자, 해변에서 꿈을 꾸다 

  파도 소리와 함께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은 사회생활

에 지쳐 있는 남자를 해변으로 부른다. 반복되는 지루

한 일상에서의 탈출과 휴식 그리고 여유를 찾는 움직임

으로 이루어지는 이 장면은 바쁜 직장인이 현실에서 벗

어나고 싶어 꿈을 꾸는 이미지가 한껏 드러나는 부분이

다.

해변에서 만난 현대무용
Modern Dance I met at the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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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실 속의 직장인들

  흰 양복의 무리들이 경쾌하고 즐겁게 그리고 바쁘게 

무대에 등장한다. 이들은 시계를 보고, 옷매무새를 다듬

고, 사람을 만나는 등 회사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

을 표현한다. 때로는 획일적으로 맞추어진 틀에 박힌 

움직임, 다 같이 긴장되어 경직된 움직임, 긴장이 풀어

진 편안한 움직임, 어딘가를 향해 모두 다 같이 걸어가

는 움직임, 그리고 제자리에서 끊임없이 달리는 움직임

은 회사원들의 지루한 업무 그리고 쳇바퀴 같은 회사 

생활에 익살스러운 요소를 접목시켜 움직임으로 표현한

다. 그러나 그 속에서 현대무용의 절도 있고 파워풀한 

움직임과 개개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파트는 현대무

용이란 무엇인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관객들이 공연

에 더 빠져들도록 만든다. 또한 뒷부분에 무용수가 롤

링 하는 장면은 무용수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여줌으

로 인해 화려한 기량을 뽐내기도 하지만 파도의 웨이브

를 연상시켜 작품 끝까지 해변이라는 이미지를 관객들

에게 심어준다.

6. 피날레

  작품에 등장한 무용수 모두가 인사하는 마지막 신은 

관객이 무용수 개개인을 만날 수 있어 즐거움이 배가 

된다. 마지막 퇴장도 객석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해변

으로 떠나는 회사원들을 연상시키고, 관객들이 퇴장하

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Ⅲ. 작품 평론

  툇마루무용단의 대표인 김형남 교수는 세종대학교 현

대무용 전공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공연예술과 무용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 활동으로 국내의 융합 예

술 작업을 선도하고 있다. 툇마루 무용단은 1980년 창

단이래 총 예술 감독 최청자 교수님과 함께 관객과 함

께 소통하는 작품으로 다양한 시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대표적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게임, 

동계 패럴림픽과 같은 국가의 주요 행사를 비롯하여 문

화소외 지역을 위한 레퍼토리를 구성하여 소시민을 위

한 예술교육에도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젊은 안무가들의 양성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이 국내외 

각지에서 왕성한 활약으로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는 실

험적인 무대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작품 <해변의 남자>는 무용수의 기량과 연기력이 중

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무용 공연을 할 때 빛을 발한

다. 재미와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작품의 구성

을 비롯해 세월이 흘러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작품이다. 또한 무용을 처음 보는 관객들도 작품 내용

을 쉽게 이해하여 관람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작

품이다. 이러한 장점을 발휘하여 예술교육에 활용하여 

무용을 쉽게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쉽게 무용이 다

가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며,. 한 번 보면 여운이 길게 

남아 현대무용이란 무엇인지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까지 공연되어진 긴 세월만큼 더 많은 관객을 찾

아가고, 의미 있는 공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