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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는 시간 안에서 일련의 움직임을 디자인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각각의 시대

가 시간과 공간,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당대의 가장 첨예한 신체 퍼포먼스

의 디자인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각 시대의 시공간 감각은 그 시대가 가진 종교, 

철학, 기술적 발전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대

표하는 신체 퍼포먼스의 분석을 통해 그 시대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 대중문화인 K-pop 아이돌의 퍼포먼스 분석을 통

해 현재 한국 사회의 인간-시공간 감각을 탐색한다. K-pop의 대표적 아이돌‘샤이

니’의 2013년 발표곡인 <Everybody>의 뮤직 비디오 및 안무 디자인은 2010년대

의 한국이 가진 시공간 감각이 다름 아닌 디지털 애니메이션적인 시공간적 감각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verybody>의 퍼포먼스 디자인은 서구의 전통적인 

자동인형 모티브의 예술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이와는 차별화된 안무에서의 시공

간적 감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동인형 모티브는 인간의 형상을 창조하겠다는 

오랜 인간의 욕망, 즉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긴밀히 연계되어 발전되어 왔다. 자동

인형, 그리고 기계가 실제로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한 서구의 근대 역사에서 자동인

형 모티브는 인간의 기계에 대한 소외와 매혹을 드러내는 중요한 예술 장르였다. 

또한 발레와 같은 대중 무용 및 모더니스트 안무가들의 기계적 신체 퍼포먼스는 

인간이 기계적 동작을 모방하도록 함으로서 인간을 하나의 기계로 바라보는  당대

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K-pop 안무의 새로운 경향인 <Everybody>의 자동인형 

퍼포먼스 디자인은 시각적 측면 뿐 아니라 움직임의 구성 등에서 디지털 애니메이

션적 특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은 현재 한국 사회가 공간 뿐 아니라 시

간 또한 통제하는 진일보한 디지털-애니메이션적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있음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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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각문화, 안무, 디지털 애니메이션, 기계 신체, 대중문화, 신체 퍼포먼스, 디지

털 미디어, 시공간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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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예술은 그 시대가 인간과 세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

는 감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한 예

술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그 사회의 가치관과 시공간 감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사회의 시공간 감각을 결정하는 것

은 종교나 철학 뿐 아니라 기술적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령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과 건축적 공간은 15세기 카메라 옵스

큐라(camera obscura)와 같은 광학 기구를 통한 시각의 확장과 

관련이 있으며 인상주의나 입체주의 등의 서양 근대의 미술작품

에는 카메라와 기차, 카메라 등 당시의 기술적 발달이 가져온 감

각적 충격이 반영되어 있다.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 은 

미디어 형식이 가져오는 효과에 의해 인간의 감각과 의식이 확장

되고, 이것이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복합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논증하였으며,1) 독일의 매체 이론가 프

리드리히 키틀러(Friedrich Kittler)는 19세기 후반의 아날로그 

매체들, 축음기, 영화, 타자기 등이 인간의 사고 및 예술 양식,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가져왔음을 주장한 바 있다.2) 우리

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가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날로 확장해 나가는 현재 시점에서 디지털 미디어적인 시

공간 감각은 우리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다양한 장면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의 영역을 벗어난 문화와 예술의 다양한 장르에도 

반영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

향은 디지털 미디어가 직접적인 예술적 형식에 개입하지 않는 다

른 예술 장르에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신체 

퍼포먼스의 경우, 그러한 예술적 특성들은 한 사회가 인간의 몸

을 어떠한 감각으로 바라보고 다루는 가에 대한 시대적 징후이기

도 하다. 

1) 마샬 맥루한, 박정규 역,『미디어의 이해』, 2007,커뮤니케이션 북스.

2) KITTLER, Friedrich A. Gramophone, film, typewrite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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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시공

간 감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대중적인 신

체 퍼포먼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대 자본이 투입되며, 대중

에 의해 향유되는 문화야말로, 한 시대의 특성을 명징하게 드러

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K-pop 아이돌인 

‘샤이니’(SHINee)의 뮤직 비디오에 반영된 디지털 애니메이션

적인 시공간 감각이다. 대중 음악의 뮤직비디오와 안무는 일반적

으로 미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아 왔다. 그

러나 K-pop은 현재 한국 대중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문화 

장르일 뿐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인 문화적 현상이며, 음악-퍼포

먼스-영상예술의 총체라는 종합예술적 속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현재 디지털 미디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반 대중들의 시공간 감

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 충분한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샤이니의 2013년 싱글인 <Everybody>를 중심으

로 안무와 뮤직비디오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2013년 가

장 많은 화제를 불러온 무대 퍼포먼스이자 뮤직비디오로서, 발표

되자마자 퍼포먼스와 뮤직비디오는 언론과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해의 수많은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수상하였다.3) 또

한 이 퍼포먼스는 이후 등장한 K-pop 아이돌의 퍼포먼스 컨셉 및 

안무 등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4) 이 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3) 샤이니가 <Everybody>의 활동으로 수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월 15일 제27

회 《골든 디스크》 - 음반 부문 본상, 인기상, 1월 31일 제22회 《하이원 서

울가요대상》 - 본상, 인기상, 7월 18일 제7회 《20's Choice》 - 퍼포먼스

상, 11월 14일 제5회 《멜론뮤직어워드》 - TOP10, 11월 14일 제5회 《멜론뮤

직어워드》 - 올해의 아티스트상(대상), 11월 22일 《Mnet 아시안 뮤직 어워

드》-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남자그룹상, 12월 29일 《2013 MBC 방송연예대

상》- 가수부문 인기상, 2014년 1월 16일 제28회 《골든 디스크》 - Ceci 아

시아 아이콘상, 음반부문 인기상, 본상, 1월 23일 제23회 《하이원 서울가요

대상》 - 본상, 인기상, 한류특별상. 이러한 수상 목록은 이 싱글이 2013년을 

대표할 만한 중요 작품이며 퍼포먼스임을 보여준다. 

4)  <Everybody>의 ‘자동인형’ 및 안무 컨셉은 몇몇 아이돌의 무대에 영향을 

주었다. '빅스‘(VIXX)가 발표한 <저주인형>이라는 곡은 인형이라는 컨셉 뿐 

아니라 안무의 연속동작 등의 유사성으로 팬들 간에 표절 논란을 불러 일으켰

으며, ‘스텔라’의 <마리오네트> 역시 ‘자동인형’ 컨셉의 영향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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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퍼포먼스의 첫 공개 이후, 많은 시청자 및 신문기사들이 이 

퍼포먼스가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는 것’을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샤이니 퍼포먼스의 애니메이션적 특성은 안무의 연속 동

작에서 그때까지의 한국 아이돌 퍼포먼스의 안무특징이 ‘칼군

무’로 일컬어지는, 멤버들 간의 동작 일치에 있었던 것에 반해, 

시간차가 나는 연속적인 동작을 안무에 도입한 것과 관계가 있었

다. 그러나 관객 반응 및 기사 등을 살펴보면, 이 퍼포먼스의 화

제성은 연속 동작 이상으로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인상, 

인간의 움직임을 초월한 난이도, 안무 컨셉의 난해함 등에 초점

을 맞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일본의 변신 합체 

로봇과의 관련에 대한 추측, 또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소년 캐릭

터와 <Everybody>에서의 아이돌 멤버들과의 외양적 유사성을 지

적하고 있기도 하다.5)  

그런데, 이 글에서는 샤이니의 <Everybody>의 퍼포먼스가 ‘자

동인형’의 컨셉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6) 서구의 예술사에서 자동인형 모티브는 인간을 닮은 형상

의 창조라는, 애니미즘적 욕망과 관련을 맺어 왔으며, 인간기계

론적 패러다임 아래에서 기계화의 길을 걸어온 서구 사회의 예술 

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EXO 등 아이돌 그룹의 안무에는 연속동작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K-pop 아이돌의 안무가 ‘칼군무’ 에 초점을 맞

춘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경향이라고 볼 수 있어 샤이니의 퍼포먼스가 일종

의 분기점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미술평론가 임근준은 남성지 GQ 에 기고한 비평문에서 샤이니의 새 무대를 

‘병신미’ 및 ‘게이미학’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또한 샤이니의 기계인형-순정만화적 안무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아

이돌 그룹 샤이니의 신곡 ‘에브리바디’의 안무는 (안무가는 토니 테스타) 

정녕 이 분야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태엽장치와 

스위치를 등에 달고 있는 기계 인형이 기본인데다 의상은 미학화한 게이 S&M

을 연상케 하는 백색 제복이고, 모든 멤버가 체중을 크게 감량해 순정만화의 

주인공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간 서양인 평자들이 K-팝의 남자 아이돌을 

“게이 같다”고 비아냥거린 걸 생각하자면, 이는 무슨 정면 승부처럼 느껴지

기도 한다.” 임근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새로운 시대의 징후」,『GQ』, 

2013년 10월호. 

6)  본 연구자는 샤이니의 퍼포먼스에 대한 분석기사를 일간지 ‘프레시안’에 

게재하였으며, 본 논문은 이 기사의 기본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문헌 연구 

및 논지를 확장, 발전시켜 서술되었다. 박유신,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자동인형,샤이니>, 프레시안,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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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기계적 시공간 감각과 인간-기계의 관계를 탐색해 온 

작품들이 취한 모티브였기 때문이다. 서구 근대의 예술작품들에

서 자동인형과 인간의 관계는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었으며, 자

동인형의 기계적 움직임은 무용과 연극 등의 공연 예술의 신체 

퍼포먼스들에 반영되었다. 자동인형 모티브는 초창기 애니메이션 

영화의 탄생과도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으며, 초기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에서 현대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인기있는 주제로 자리매김 해 왔다. 즉, 자동인형은 어떤 주제보

다도 인간의 신체와 기계문명의 관계, 그리고 기계화로 요약되는 

동시대의 시공간 감각을 반영해 온 주제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진일보한 자동인형 모티브 작품으로서, 

샤이니의 <Everybody> 퍼포먼스가 지니는 디지털 애니메이션적 

특성 및 그 미학적, 사회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술사에서 자동인형의 예술적 전통 안에 있는 작품들에 대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자동인형 장르가 가지는 미학적 의미를 

탐색하고, 각 시대의 자동인형 모티브의 작품들이 반영하는 각 

시대의 인간-기계관 및 시공간 감각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샤이

니의 <Everybody>의 안무를 분석하고 이 안무가 반영하고 있는 

디지털 애니메이션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자동인형의 동작을 모방하는 대중 예술 노동자로서 발레리나

와 K-pop 아이돌의 기계-신체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현대 사회

에서 인간의 신체에 반영되는 디지털 미디어적 시공간 감각이 의

미하는 바를 논하고자 한다. 

한 대중 퍼포먼스가 수용자 및 언론, 평자들의 관심을 모았으

며, 그 화제성의 초점이 연예인 자신이 아니라 안무 및 무대 퍼

포먼스에 모아지고, 이 퍼포먼스가 그 분야의 예술 표현에서 하

나의 분기점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그 작품이 동시대의 특성

을 반영하는 미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글은 

현대 대중 예술이자 문화 산업으로, K-pop 아이돌의 퍼포먼스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그 퍼포먼스가 디지

털 애니메이션적 시공간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밝힘으로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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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론의 연장으로서, 인간의 감각과 움직임에 대한 기계적 사회

화가 새로운 양상을 지니고 전개되고 있는 풍경을 제시하고자 한

다. 

 Ⅱ. 자동인형 모티브의 전통, 신화에서 애니메이션까지 

1. 자동인형 모티브의 역사적 전통 

<Everybody>의 뮤직비디오는 음산한 분위기의 인형이 벽의 콘

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전원이 들어오자 무생

물처럼 쓰러져 있던 샤이니의 멤버들은 하나 둘 일어나 춤추기 

시작한다. 이들은 군복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되며, 서로 줄을 당

기고, 태엽을 감고, 플러그를 감고, 리모콘으로 작동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기도 한다. 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화려하고 난해한 퍼포먼스를 공연하다 마지막에는 전원이 

나가고 멤버들은 모두 무생물처럼 쓰러지게 된다.7) 마치 군복을 

입은 자동 인형, 혹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보이는 이 난해한 

퍼포먼스 연출

에 대해, 샤이니의 소속사는 보도자료8)를 통해 <Everybody>의 

퍼포먼스가‘장난감 병정’동화의 컨셉으로 연출되었으며 이는 

7) <Everybody>의 공식 뮤직 비디오는 Youtube의 SM 공식 채널인 ‘SMtown' 을 

통해 볼 수 있다. http://www.youtube.com/user/SMTOWN?feature=watch

8) 국민일보의 「장난감 병정 되어 돌아온 샤이니, 뮤직 비디오 공개와 동시 컴

백」 이라는 뉴스(2013.10.10)에서는 샤이니가 새로운 ‘장난감 병정 ’컨셉

을 위해 톰 브라운의 의상을 공수한 화보 촬영이 화제가 되었다는 기사를 적

고 있으며, 아시아 경제의 「샤이니, '에브리바디'로 '음반 킹' 등극」

(2013.10.21)에서는 “특히 샤이니는 '장난감 로봇'을 콘셉트로 한 독특하고 

차별화된 안무로 구성, 마치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스토리가 담긴 

무대로 화제를 모았다.”라고 한다. 이러한 기사는 다른 언론사에서도 공통적

으로 적고 있는 보도 자료에 의한 기사이다. 소속사의 보도자료는 대중음악에

서 안무가의 안무 컨셉 및 뮤직비디오 등 퍼포먼스 연출의 입장을 밝힌다는 

점에서 연출의 변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연구 자료로 

참고하였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nt&arcid=0007638

421&cp=nv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211319189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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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나 뮤직비디오 연출 및 의상 등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그림 1. 샤이니(SHINee) 의 <Everybody>에서 소년들은 자동인형처럼 표현된다 

‘장난감 병정’ 컨셉은 19세기부터 예술작품의 소재로서 즐겨 

표현된 주제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의 동화 중 <외다리 병정>이나, 호프만(E. T. A. 

Hoffmann)의 동화인 <호두까기 인형>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들은 차이코프스키 (Pyotr Ilyich Tchaikovsky)등 유명 작곡가에 

의해 발레 작품 등으로 재현되었다. 낭만주의 문학-공연예술에서 

반복되던 장난감 병정의 모티브가 다시 재현된 것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이다. 디즈니의 <판타지아 2000>, 폴 그리모(Paul 

Grimault)의 <장난감 병정>등에서 장난감 병정 모티브는 반복하

여 재해석 되었다.9) 장난감 병정은 낭만주의 문학 속에서 낭만적 

사랑에 빠진 청년의 자아를 상징하며, 아름다운 발레리나 인형 

등과 한 쌍을 이루었다. 그러나 <Everybody>의 뮤직비디오 안에

서 강조된 것은 장난감 병정의 낭만주의적 사랑 보다는 ‘자동인

형’ 으로서의 면모라고 볼 수 있다. 군복을 입은 소년들은 죽은 

듯 쓰러져 있다 가면을 쓴 인형이 부여한 전기적 힘에 의해 깨어

9) 이 물론 이를 기계-군인 모티브로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로보캅>이나 <터미네

이터>,<블레이드 러너> 뿐 아니라 <공각기동대>나 <은하철도 999>등 일련의 

저패니메이션에서의 사이보그-안드로이드물까지도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군인과 기계인간에 대한 연구는 근대의 인간기계론적 관점

에서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임근준의 칼럼이 암시

하는 바와 같이, 샤이니의 <Everybody>를 보고 감상자들이 저패니메이션과 연

관지은 것은, 마른 몸매에 2차대전 이전의 장교 의상을 연상시키는 제복을 입

은, 저패니메이션 캐릭터와의 외양간의 유사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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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격렬히 춤추고 노래하다 쓰러진다. 이러한 안무적 특성은 

이 작품을 인공적 피조물로서의 자동인형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

술적 전통 안에서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간이 잠든 동안 장난감, 혹은 무생물들이 생명을 얻어 춤추

고 노래하며 사랑하고 모험한다는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신화와 예술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변주되어 왔다. 일본 요

괴 괴담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기물형 요괴10), 한국의 <우렁 각

시>등 전통 설화와 민담들은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

던 인류의 무의식 속에 자리잡은 물활론적 사고, 즉 애니미즘

(animism)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인형의 신화들은 한 편

으로는 인간에 의한 제 2의 인간의 창조라는 신적 욕망을 동반하

기도 하는데, 그리스 신화의 피그말리온 이야기나 헤파이스토스

에 의해 창조된 황금 처녀들, 크레타 섬을 감시했다고 전해지는 

청동 거인 탈로스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간은 그 시대의 기

술-혹은 상상적 기술-이 허락하는 한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

동인형의 환상을 꿈꾸어 왔다. 마리오네트를 비롯한 일련의 인형

극의 역사 역시 영혼의 현현과 관련된 종교적 제의에 그 유래를 

두고 있었으며, 중세의 연금술에서 논의된 인조인간 ‘골

렘’(Golem)과 ‘호문쿨루스’(Homunculus)는 인간의 형상을 한 

연금술적 피조물이었다. 

서양의 근대는 기계와 인간에 대한 탐구, 그리고 기계와 관련

된 기술적 발전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일어난 시대였다. 이 시

대를 풍미한 ‘인간기계론’에 의하면 인간은 스스로 동력 장치

를 가동시키는 하나의 기계이며, 각각의 기능을 가진 기관들의 

총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인체는 

신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10)에도시대 괴담집인 이노 모노노케로쿠에 나타난 요괴의 종류는 총 78종이며 

이중 32종이 기물형 요괴이. 다다미, 칼, 등, 담배합, 책상 물독 부젓가락 등 

다양한 요괴들이 등장한다. 다음으로는 인간형 요괴가 많이 등장하는데 연구

자는 이를 주인공의 일상 생활의 시공간을 공유하는 정도와 연관짓고 있으며, 

요괴화로 인해 일상성이 비일상적 시공간으로 전환되었음을 주목한다. 최가진 

「이노 모노노케로쿠(稲生物怪録)에 나타난 요괴의 유형 및 양상」,日本語

文學 第47輯, pp5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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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기계보다도 뛰어난 질서를 지니며, 또한 훌륭한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계” 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인간 기계론을 

승계한 라 메트리(Julien Offray de La Mettrie)는 그의 저서 

『인간 기계론 L'Homme manchine)』을 통해 인간은 하나의 기계

이고, 정신작용 또한 감각의 물질적 기능에서 비롯된다고 봄으로

서, 신체와 정신의 모든 활동을 기계적 생리학적 원리로 설명하

였다. 11)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기술적 진보와 결합하여 인간을 

닮은 기계를 만들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바로 자동인형

(automata)이었다. 프랑스의 기계발명가 자크 드 보캉송(Jacques 

de Vaucanson)은 ‘플루트를 연주하는 자동인형’ 을 만들어 센

세이션을 일으켰다. 기계장치로 제작되어 플루트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자동인형은 동시대인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고 

큰 인기를 끌었지만 동시에 공포를 불러왔다. 자동인형은 매혹적

이었으나, 예술이라는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

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방직기 등 다양한 기계제품이 인간

의 노동을 대신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기계화로 인한 인간 소외

의 두려움은 점차 사회를 잠식하게 된다. 인간 기계론의 맥락은 

점차 인간의 신체를 자동기계처럼 작동하는 기계로서 인식하게 

하였으며, 산업화 및 분업화 과정에서 인간의 신체에는 기계적 

노동 과정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19세기 이후, 낭만주의 시대에 이러한 자동인형-인

간 기계의 모티브는  본격적으로 예술작품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

했다.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든 인간의 형태를 한 인공적 

장치들이 소동, 혹은 파국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들이 19세기 전반 

줄곧 예술작품의 서사로 큰 인기를 끌었다.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파우스트Ⅱ』에서는 호문쿨루스의 탄

생을 그리고 있으며,  E.T.A 호프만의 <모래사나이>(1816), 메리 

셜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1818), 카를로 콜로디

11) 김연순, 『기계인간에서 사이버휴먼으로』,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pp 

119-128. 



- 138 -

(Carlo Collodi)의 <피노키오의 모험>(1883) 등으로 대표되는 다

양한 자동인형 모티브의 문학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안데르센의 

<외다리 병정>도 이러한 계보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동시에 이

들은 발레나 오페라 등의 다른 예술 장르로 재생산 되었다. 가령 

호프만의 <모래사나이>를 원작으로 한 들리브(Clément Philibert 

Léo Delibes)의 오페라 <코펠리아>(1870)나 오펜바흐(Jacques 

Offenbach)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1880-1881) 등이 그러하

며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의 오페라 <페트루슈카>역시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12) 이러한 자동인형 -인조인간 모티

브의 작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장르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함의를 지니나, 당시의 서구 사회가 계속되는 기계화

에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매혹 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애니메이션에서의 자동인형 모티브 

영화 매체가 탄생함에 따라, 19세기의 자동인형 모티브는 영

화, 그중에서도 애니메이션에서 적극적으로 재현되었다. 사실, 

애니메이션은 ‘움직이는 인형’을 재현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예

술장르였던 것이다. ‘영혼 없는 무생물에 혼(anima)을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amimate)’ 개념 자체가 애니메이션의 역

사적 기원과 장르의 존재 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도

널드 크래프튼(Donald Crapton)은 애니메이션 영화사 초기의 트

릭필름들과 19세기 낭만주의 및 상징주의와의 접점은 명백하다고 

말한다.13) 19세기의 고딕 소설, 낭만주의 문학과 예술, 노동자 

계급을 위한 영혼과 자동인형이 등장하는 마술적 구경거리 쇼들

이 애니메이션 트릭으로 재탄생하였다. 

무대 마술사였던 멜리에스(Georges Méliès)는 1896년 이후, 수

백개의 féerie(fairyhood)를 만들어오고 있었다. 이는 간단한 영

화 트릭으로 마술적 효과를 연출한 소품이었다. 당시 유럽에는 

12) PIZZI, Katia [ed.]. Pinocchio, Puppets, and Modernity: The Mechanical 

Body. Routledge, 2011.  pp50-51. 

13) CRAFTON, Donald. 『Before Micke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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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모방한 수많은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었고 이들은 유럽의 새

로운 구경거리 문화로 자리잡았다. 본격적인 마술적 스톱모션 애

니메이션은 미국 vitagraph의 촬영 기사 제임스 스튜어트 블랙튼

(James Stuart Blackton)에 의해 만들어졌다. <The Hauned 

Hotel>(1907)은 호텔에 들른 여행자가 겪는 마술적인 사건을 다

루고 있다. 테이블은 저절로 세팅되어 있고, 와인은 스스로 잔에 

부어지며, 나이프가 빵을 자른다. 1908년 발표된 세군도 데 초몽

(Segundo de Chomon)의 <Hotel Electrico>역시 ‘전기의 힘에 의

해’14) 자동으로 머리를 빗기고 가방을 운반하는 등 마술적인 장

면을 스톱 모션 트릭에 의해 만들어 내었다. 

  

그림 2.  <The Hauned Hotel>과 <Hotel Electrico>

기물이 살아 움직이는 스톱모션 트릭들을 활용한 마술적 소극

들은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대단한 센세이션을 불러왔다. 

그러나 자동적인 움직임의 비밀이 밝혀진 후 이 별다른 내러티브 

없는 구경거리들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 

대신 인형을 이용한, 낭만주의의 동화적 서사에 기반한 장난감 

애니메이션들이 단편 애니메이션의 전통을 이어갔다. 이미 1898

년, J.스튜어트 블랙튼과 알버트 스미스(Albert Smith)는 <The 

14) 당시 ‘전기의 힘’ 혹은 ‘자력’ 등은 종종 유사 과학과 혼동되어 마술적

인 것으로 여겨졌다. 19세기의 과학 발전은 낭만주의의 고딕적 상상력과 연결

되었으며, 작품의 제목에는 ‘spooky','magnetic' 'haunted','electric' 등의 

단어가 혼동되어 사용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샤이니의 <Everybody> 첫 장면

의 인형의 플러그를 꽂는 장면은 이들 초기 애니메이션과의 연결고리를 강하

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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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pty Dumpty Circus>에서 장난감들이 등장하는 퍼펫 애니메이

션을 다루었고 10년 후, 알버트 스미스는 <Dreams of Toyland>라

는 영화에서 장난감을 애니메이트하였다. 에밀 콜(Emil Cohl) 역

시 <아주 작은 파우스트 Le Tout Petit Faust>(1910)라는 인형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체코의 라디슬라스 스타레비치(Ladislas 

Startewitch)는 죽은 곤충들과 인형을 이용해서 스톱모션 애니메

이션을 만들었다.  <곤충의 크리스마스The Insect's Christmas> 

(1911)는 크리스마스 트리 위의 파더 크리스마스가 인간이 잠든 

동안 깨어나 곤충들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내용으로서, 낭만

주의 전통의 자동인형 스토리텔링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15) 이렇

게 시작된 장난감 애니메이션 장르는 동구의 인형극 전통과 만나 

체코 인형 애니메이션 작가들에게로 계승된다. 물론 서구의 다양

한 인형 애니메이션들-클레이 애니메이션들이나 퀘이 형제(Quay 

Brothers)의 언캐니한 인형 애니메이션 작품 등등 역시도 이들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16) 

낭만주의적 자동인형 모티브는, 인형이 등장하는 입체 애니메

이션 뿐 아니라 헐리웃의 전통 애니메이션에서도 지속적으로 나

타난다.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의 가구 및 기물 캐릭터들, <토

이 스토리>, <Wall-e>의 두 로봇 주인공, <겨울왕국>의 눈사람 

‘올라프’ 등에 이르기까지 자동인형 모티브는 애니메이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캐릭터화 되고 내러티브를 이끌어간다. 그러나 

사실 애니메이션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그려진 캐릭터들은 자동

인형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그려진 인간의 형태이

며, 애니메이션 테크닉에 의해 영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

이다. 이는 오늘날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영화들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 역시 사실상 그려진 이미지임을 상기시킨다.17) 디지

15) 베르나르 제넹, 윤학로 역, 『애니메이션』 카이에 뒤 시네마 영화이론 pp 

51-52. 

16) 물론 퍼펫 애니메이션 특유의 상징성은 많은 작가들이 퍼펫을 통해 정치적이

고 사회적인 풍자 작품들을 만들도록 이끌었다. 물론, 이러한 특성 역시 퍼펫 

애니메이션의 기계 인간적 특성과 관련을 맺고 있기도 하다. 

17) 레프 마노비치는 ‘디지털 영화는 라이브 액션 녹화분을 구서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의 일종’이며, ‘영화는 애니메이션에서 태어나 애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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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인간의 연기와 애니메이트된 연기를 오

가며 다양한 판타지를 만들어 낸다. 이들의 기본적 외양은 실제 

배우의 이미지에 기반한 인덱스적인 것이지만, 디지털 기술은 여

기에 실제로는 불가능한 움직임을 더하고 환상적 시공간 감각에 

기반한 내러티브를 시각화 한다.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모호한 경

계에 위치하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기술이 발달할 수록, 고딕 소

설과 로맨틱 소설의 환상적인 주제들은 새로운 테크놀러지의 힘

을 빌어 시각적으로 더욱더 완벽한 환영을 창조해 낸다. 

20세기 초의 트릭필름으로 이어진 낭만주의의 자동인형 모티브

는 애니메이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반복되어 재현되고 변주되

었다. 자동인형 모티브는 애니메이션 자체의 장르적 특성, 즉 

‘주변의 모든 사물들, 특히 비인간적인 피사체들에 생명이 부여

된다는 애니메이션의 영상’18)적 특성이자 본질과 관련된, 핵심

적인 주제이자, 소재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샤이니의 

<Everybody>의 퍼포먼스의 컨셉, 즉 ‘장난감 병정’ 은 19세기

부터 이어온 자동인형 장르의 연속선상에 서 있으며, 애니메이션

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타레비치의 장

난감 애니메이션을 떠오르게 하는 이 뮤직비디오의 언캐니한 도

입부는 이 작품의 주제와 스타일이 그러한 장난감 전통의 애니메

이션의 영역에 속해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것은 19세기 문

학과 발레의 관계처럼,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샤이니의 퍼포먼스

를 연결지을 수 있는 첫 번째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Ⅲ. 디지털 자동인형으로 애니메이트된 신체   

1. 인간 기계와 기계 인간 : 기계를 연기하는 무용수들  

이션을 변두리로 밀어냈지만, 종국에는 애니메이션의 특수한 경우가 되었다’

고 말한다. 레프 마노비치, 서정신 역, 『뉴 미디어의 언어』, 생각의 나무, 

2004, p379. 

18) 폴 웰즈, 한창완, 김세훈 역, 『애니마톨로지』, 한울아카데미, 2001, p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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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의 <Everybody>가 자동인형 내러티브를 기저에 둔 퍼포

먼스로서 애니메이션과 발레  등과 연속선상에 서 있다고 할 지

라도, 이들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형이 사

람을 연기하는가, 사람이 인형을 연기하는가라는 문제, 즉 기계-

인간인가, 인간-기계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아

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3. 인간, 기계인간, 인간-기계의 도식 

이러한 도식에 따라 다시 정리해 보면, 자동인형(automata)이

나, 자동인형에 관련된 문학, 애니메이션이 ‘인간을 모방한 기

계’ 를 표현한다면 발레나 오페라를 비롯한 일련의 무대 퍼포먼

스, 그리고 샤이니의 <Everybody>는 바로 세 번째 단계, 즉 자동

인간을 다시 모방하는 인간, 즉 인간-기계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 표현 형식 및 작품의 의미에 있어 상반된 

특성을 가진다. 가령 인형이 사람을 연기할 때, 무생물이 영혼

(anima)을 얻어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면,19) 사람이 인형을 연기

할 때, 그들은 반대로 마치 의식이 없는 듯 움직인다.20) 자동인

형이 인간이 자신을 닮은 생명을 창조하고자 한 욕망을 드러낸 

19) 물론, 이러한 생기는 어디까지나 기계 장치의 움직임의 한계 안에서 통제 되

어 ‘기계다운’ 몸짓을 만들어 낸다. 

20) 인형의 반복적이고 딱딱한 움직임이 지시하는 죽음-영혼 없음의 암시는 실제

로 18세기의 의사인 갈바니의 ‘동물전기’의 실험에서 드러났다. 개구리 다

리에 흘려보낸 전기는 경련을 일으켰으며, 이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자동인

형의 움직임과 닮아 있었다. 갈바니의 조카인 알비니는 실제로 교수형을 당한 

시체에 전기를 흘려보냄으로서 움직임을 연출하였는데, 인공적 생기로서의 

‘전기’에 대한 공포와 ‘죽음의 동작’의 유래는 여기에서 유래한다. 발레 

<코펠리아>나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샤이니의 뮤직비디오는 모두 전기와 자

동인형, 인공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신체라는 연결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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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면, 인간이 자동인형을 연기한다는 것은 정 반대로, 인간

의 몸에서 영혼이 있음을 상징하는 몸짓을 배제하고, 죽음, 혹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지닌 운동의 성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다. 무용수가 이러한 다른 차원의 존재를 모방한다는 것은 몸에

서 인간의 의식이 관여된 동작을 빼고, 신체의 동작을 외부의 힘

에 의해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리애니메이팅(reanimating)’ 

즉, 일종의 애니메이션 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애니

메이션에서 ‘리애니메이션’과정은 애니메이트 되는 대상에 특

정한 의미를 부여한다. 자동인형의 신체 퍼포먼스 또한 자동인형 

그 자체와는 달리 인간의 신체를 통해 원작과는 다른 미학적 의

미를 만들어 내었다. 

인형의 신체 동작에 대한 탐구와 매혹은 이미 18세기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Bernd Heinrich Wilhelm von Kleist)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클라이스트는 『인형극에 관하여』(1810)에서 의식이 

배제된 인형의 상태, 혹은 신의 상태를 ‘우아함’ 과 결부하여 

찬양하고 있다. “전혀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인간적 육체나 아

니면 무한한 의식을 지닌 인간적 육체, 즉 인형에서 혹은 신에서 

우아함은 가장 순수하게 나타난다.”21) 이처럼 작품 안에서 화자

인 무용수 C는 인형의 움직임을 찬양하며, 그것은 인형의 움직임

이 단순히 중력의 법칙, 운동력의 중심 이동 등에 의해 조종되

는, 의식 없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클라이스트는 인

공물의 기계적인 움직임과 관련하여 ‘영국 예술가들이 만든 자

동기계다리’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를 ‘꾸밈없는 경쾌

한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있다. 클라이스트는 기계적인 인간 

(Homo machinarius) 을 제시하면서 당시 과도한 문명화 과정으로 

통제하에 놓인 사회적인 인간 (Homo socialicus) 를 비판하고 있

었다고 보인다.22) 

자동인간 모티브가 본격적으로 신체 퍼포먼스로 구현된 것은 

21)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인형극에 관하여』, 최문규.「“파토스와 아이러

니”:기계인간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 -클라이스트와 호프만을 중심으로」 독

어교육, 2004, 31.단일호: 515-541. 에서 재인용.

22) 최문규, 앞의 글, pp 5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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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친 자동인형 모티브의 발레작품에서

였다. 이들 발레 작품에서는 자동인형에 대한 원작의 음울한 공

포는 사라지고, 즐거운 구경거리로서의 자동인형 퍼포먼스가 등

장하였다. 가령 호프만의 『모래사나이』를 각색한 발레, 들리브

의 <코펠리아>에서 여주인공 스와닐다는 자동인형 코펠리아를 연

기하는데, 원작에서 코펠리아가 지닌 언캐니함은 사라지고 인형

을 연기하는 인간의 유쾌한 소동으로 재탄생한다. 스와닐다의 자

동인형 퍼포먼스는 생기 없는 눈, 딱딱하게 굳은 관절, 중력에 

의해 움직이는 듯한 팔다리, 19세기 유행했던 자동인형

(automata)의 실린더 운동에 기초한 반복적 운동 등으로 특징지

워진다.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여주인공 스와닐다가 다시 인간

으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자동인형을 묘사한 팔과 다리의 딱딱하

고 기계적인 움직임이 유연하고 균형잡힌 인간의 움직임으로, 더 

나아가 빠른 스텝의 민속춤으로 점진적으로 전이되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열광하였다. <호두까기 인형>역시 역시 많은 종류의 인

형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무용 테크닉을 보여주는 것이 작품의 주

요한 핵심이었다.23) 발레에서 자동인형이라는 소재는 발레의 동

작에서 움직임의 영역을 확장하는 즐거운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

이다. 

그림 4. 오스카 쉬렘머의 Pole Dance 와 공간 확장의 개념 

23) 조가영, 「에.떼.아 호프만 문학의 발레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동인형 모티브 

연구」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제 71권 2호. 2013.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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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공연에서 나타난 기계신체에 대한 대중의 매혹은 20세기 

모더니스트 예술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미학적인 탐색이 이루어

지고 심화되었다. 당시 기계와 기계 미학은 이미 산업혁명 이래

로 일상 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기계화는 인간의 신체 뿐 아

니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시간 및 공간이 급속히 

표준화, 규격화 되면서 시공간의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24) 

그림 5 발레<코펠리아>에서 스와닐다의 자동인형 연기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당시의 기계 산업은 아직 도래하

지 않은 미래의 청사진으로 신비화되고 있었다. 모더니스트 예술

가들은 이러한 기계화를 진보의 표상으로 간주하였다. 사실상 모

더니스트 미술 자체가 사회의 기계화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

었다. 맥루한의 주장대로, 테크놀로지의 본질은 ‘세분화’의 기

술이며 기계화는 과정을 ‘세분화’하여 여러 부분을 연속적으로 

24) 스티븐 컨은 1880년부터 제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과학 기술과 문화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시공간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

에도 일대 전환이 초래되었다고 설명한다. 전화, 무선, 엑스레이, 영화, 자전

거, 자동차, 비행기 등 다방면의 과학기술상의 혁신이 그 물질적 기반이었다. 

당시 소설에서의 의식의 흐름 기법, 정신분석, 상대성 이론, 입체파의 등장 

등 이 시대의 다양한 문화 현상은 당대인들의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보여준다. 스티븐 컨, 박성관 역,『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휴머니

스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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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는 것이라고 볼 때, 모더니즘 미술의 근간을 이루는 

독립된 시각성, 즉 시각을 일체의 다른 감각으로 분리시켜 바라

보는 아이디어는 신체를 파편화된 모듈로 재구한다는 아이디어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파편화되어 재구성된 시각은 이

미지를 일체의 내러티브로부터 분리시켜 예술의 자율성을 성취하

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예술의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아방가르드 공연예술가들 역시 기계 신체에 대한 탐구에 매진하

였다. 그들은 인간의 신체가 성취할 수 없는 순수성, 정신성, 합

리성 등을 기계에서 발견하고,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인간

의 신체를 새롭게 구축하는 실험을 거듭했다.25) 또한 기계적 신

체 퍼포먼스는 신체의 움직임 뿐 아니라 기계적 시공간과의 관계

에 대한 탐구로 발전되었다. 

바우하우스의 오스카 슐레머(Oskar Schlemmer)의 작업은 모더

니스트의 기계 신체에 대한 매혹을 무대 퍼포먼스로 표현한 대표

적 사례이다. 인간의 신체의 파편화와 재구축의 미학은 큐비즘에

서 이미 선취된 것이었으나 슐레머는 <기계적 발레>에서 움직임

까지도 파편화하여 정렬시켰다. 모든 움직임은 수직, 수평, 대각

선의 기본적 동작으로 환원되어 각각 서기, 눕기, 앉기 및 정지

자세, 몸짓, 운동에 대응되었다. 이러한 등장인물의 동작을 추상

적인 형태에 맞추어 통제하려는 시도는 유기적인 신체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이는 신체의 기계화에서 더 나아

가 공간의 총체적 기계화라는 아이디어로 나아갔다. 공간은 하나

의 거대한 기계인간으로 변형되고, 인간의 신체는 그 거대한 기

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작은 기계장치로 환원되었다.26) 기계로서

의 공간 디자인 개념은 거대한 기계로서의 무대장치의 일부인 무

용수라는 개념으로 연결된 것이다.  기계-신체를 탐구한 또 다른 

무대 연출가인 러시아의 메이에르홀드(Vsevolod Meyerhold) 역시 

퍼포머를 공간의 조형적 요소로 규정하였다. 그는 테일러리즘을 

25) 박소현. 「바우하우스의 기계인간-모더니즘적 신체의 이중성」. 『현대미술

논집』, 2003, 15: 213-252. p215. 

26) 박소현, 앞의 글,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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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히 연구하였으며 ‘동작관리’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해 퍼포

머는 무대라는 공간기계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완성화 시키는 객

체로서, 무대 위의 현실을 도구적 요소로 추상화 하였다. 그는 

신체 움직임을 16개의 단위로 구성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장

면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무대 디자이너 포보바의 무대는 메이

에르홀드의 퍼포먼스의 물리적 프레임 역할을 하여 무대는 물질

적 행위를 직조해 내는 하나의 기계장치가 되었다.27) 슐레머와 

메이에르홀드의 무대는 당시 급속도로 진행되던 산업 및 사회의 

기계화를 찬양하고 있었으며 각각 산업사회의 시공간 경험을 다

루고 있었다. 이들의 작품 안에서 인간의 기계화는 세계를 진보

로 이끄는 미래적 기치였다. 슐레머의 ‘공간 기계의 부품으로서

의 인간’ 아이디어는 실제로 현대 사회의 공간 디자인으로 연결

되었다. 그로피우스(Walter Adolph Gropius)는 “슐레머의 무대

작업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용수와 배우들을, 움직이는 건축

으로 변형시키는 마술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자연

적이고 유기적인 신체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동시에, 신체의 

기계화로부터 확장되어 나아가는 환경의 총체적인 기계화를 암시

하는 것이었고28), 이러한 아이디어는 아파트로 대표되는 현대 건

축의 기본적인 토대이기도 했다.

공간의 부속으로서의 무용수의 개념은 당시의 대중 공연예술에

서도 나타났다. 19세기의 발레 군무 및 캬바레 공연 등에서 이미 

기계처럼 동작을 맞춘 퍼포먼스들이 유행하였지만 20세기의 브로

드웨이 뮤지컬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무대 공간의 일부로

서의 무용수들의 퍼포먼스들을 보여주었다. 1920-30년대의 전성

기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무대의 군무 장면은 무용수들이 하나의 

유니트가 되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이러한 전통은 1950

년대 이후 헐리웃 뮤지컬 영화의 연출이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뮤지컬 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7) 백영주. 「근대적 시간성이 퍼포먼스 공간 형성에 끼친 영향-20 세기 초기 

퍼포먼스 공간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10, 11.6: 313-323. 

p321. 

28) 박소현, 앞의 글,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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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모방한 기계를 또 다시 모방하는 인간’, 즉 기계를 

모방하는 신체 퍼포먼스들은 근현대의 유럽 사회가 기계에 대한 

공포와 매혹이라는 양면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낭만주의자들은 산업사회의 기계화를 비인간화로 이해했고, 

인간이 이러한 발전을 통해 스스로 기계에 봉사하는 임무를 가진 

일종의 자동인형이 되는 것을 염려했다.29) 그러나 인간의 기계화

는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었다. 산업 전반에서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처했을 뿐 아니라 기계가 인간의 척도가 되고, 인간을 기

계처럼 파악하고 운용하는 사회의 시스템이 정착한 것이다. 발레

와 뮤지컬을 비롯한 무대 공연에서의 기계적인 신체 퍼포먼스는 

새로운 시대의 인간의 동작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구경거리

로 시작했지만 곧 무대 퍼포먼스의 하나의 공식이 되었다. 그리

고 그것은 마리오네트와 같은 단순한 기계적인 동작의 모방에서 

공간의 부속품으로서의 인간으로, 그리고 기계적 시간성의 체화

로, 점차 발전하는 산업사회에서의 기계화된 인간의 모습을 모방

하면서 진화하였다. 이들 신체 퍼포먼스들은 단순히 기계적 동작

을 모방한 것 뿐 아니라 점차 진행되어 가는 근대적 시공간의 기

계화, 그리고 인간을 기계적 사회의 부품으로 보는 관점을 꾸준

히 반영하여 발전해 온 것이다.

그림 6. Be Our Guest의 한 장면 

29) 노혜옥, 「E.T.A 호프만의 <모래요정>에 나타난 자동인형 모티브 고찰」 

『헤세연구』제 24집,2010,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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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브로드웨이 뮤지컬 전성기의 무대공간-

기계적 신체 퍼포먼스 

2.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연기하는 K-POP 아이돌

자동인형 모티브를 차용한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는 대중을 상대

로 한 공연예술이라는 점에서, 발레나 뮤지컬의 연속선상에서 파

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레가 자동인형의 움직임을 모방하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기계적 시공간의 부품으로서의 기계-신체로

서의 인간을 상징한다고 볼 때, 샤이니의 신체 퍼포먼스가 디지

털 미디어적 시공간 감각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정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뮤직비디

오와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샤이니가 연기하는 것은 호두까기 인

형이나 코펠리아같은 기계장치 인형이 아닌, 디지털 애니메이션 

신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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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영화 <매트릭스>의 ‘bullet time 장면 및 촬영 장치 

<Everybody>의 뮤직비디오 전반에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실마리가 존재한다. 이 뮤직 비디오의 처음과 끝에서 샤이니의 

멤버들은 마치 죽어 있는 듯 쓰러져 있었으며 가면을 쓴 인형이 

플러그를 꽂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는 생기를 빼고 다시 인간을 애니메이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안무 도중 ‘피리부는 소년’으

로 설정된 민호는 아이들을 차례로 깨우는데, 이 동작은 줄-태엽

-콘센트-리모콘을 작동하는 설정으로서 마치 자동인형의 역사에

서 동력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듯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리모콘

으로 움직이는 이 소년들은 마치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아름답

지만 무성적이며 근육의 부피감을 비롯한 신체의 물질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30)  무엇보다도 샤이니의 안무와 디지털 이미지

의 관련성은 바로 안무가인 토니 테스타(Tony Testa)31) 자신이 

인터뷰에서 밝힌 <셜록>의 컨셉에서 나타난다. 

“‘셜록’의 중심 개념은 멤버 전원이 사실은 한 명이라는 겁니

다. 영화 ‘매트릭스’의 다중 그림자 효과처럼 스냅 사진 같은 분

30) 샤이니의 무성성에 대하여 미술평론가 임근준도 앞의 글에서 지적한 바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무성적 성격을 본 글에서는 게이미학이 아닌, 디지털 애니

메이션 캐릭터의 특성으로 보고자 한다. 

31) 샤이니의 <셜록> 및 <Everybody>의 안무를 담당한 토니 테스타는 마이클 잭

슨, 브리트니 스피어스, 카일리 미노그 등 세계적 팝 스타들의 안무를 담당한 

바 있는 세계적 안무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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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표현했죠.”32) 

토니 테스타의 이 발언은 그가 <Everybody>의 안무에서도 마찬

가지로 디지털적 시각을 표현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셜록>에서의 ‘매트릭스’ 모티브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샤이니

의 안무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토니 테스타가 

언급한 영화 매트릭스에서의 ‘다중 그림자 효과’는 짧은 순간

의 움직이는 이미지를 연속 동작으로 분할하여 공간안에 나열하

는 기법으로서 죽은 시간(bullet time)또는 시간 분할(time 

slice)라고 불리우는 기법이다. 매트릭스에서 워쇼스키 남매(The 

Wachowskis)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배우의 주변에 원형으로 배치

하고, 동시에 촬영한 사진을 시간적으로 연결시킴으로서 인간의 

감각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시공간 감각을 영화 속에서 구현해 

내었다. 같은 기법으로 KBS의 다큐멘터리 <슈퍼 피쉬>에서는 중

국의 전통적인 물고기 잡는 방법을 포착해 낸 바 있다33). 이 기

법을 통해서 바라보는 영상은 사실상 인간의 자연스러운 시각으

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시에 여러 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시간을 멈추고 대상을 관찰하는 기법

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잘게 쪼개는 이러한 기법은 필름 카메라의 발전 과정에

서도 이미 발견된 바 있었다. 1800년대 중반, 에드워드 머이브리

지(Eadweard James Muybridge)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달

리는 말의 연속 사진을 찍어내었는데 이와 같은 기계적 시각은 

이제껏 인간이 감지한 바 없는 것이었다. 유사한 실험이 에티엔

느 쥴 마레이(Etienne-Jules Marey)에 의해서도 실행되었다. 마

32) [세계는 지금 케이팝 조립 중] 美 안무가 토니 테스타, 동아일보, 2013. 

1.1. http://news.donga.com/3/all/20130101/51974033/1 

33) KBS의 다큐멘터리 <슈퍼피쉬>의 5편, <슈퍼피쉬 다이어리>은 이 다큐멘터리

의 제작에 동원된 특수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방영분이다. 이에 대해 홈페이지

에서는 ‘찰나의 물고기 잡이를 스펙터클한 영상으로 승화시킨 HD수중초고속

촬영, 스틸카메라 60대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정지입체동영상 타임슬라이스

(Time-Slice), 케이블캠(Calbe Cam) 등 첨단 촬영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기

술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KBS <슈퍼피쉬>홈페이지.

   http://www.kbs.co.kr/end_program/1tv/sisa/superfish/view/vie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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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가 개발한 사진총은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형상의 궤적을 하

나의 화면에서 구현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다. 

마레이와 머이브리지의 사진을 <매트릭스>, 혹은 <슈퍼 피쉬>

와 같은 디지털 영상에서의 타임 슬라이스 기법을 비교해 보면 

이들이 근본적으로 같은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머이브리지와 마레이가 평면적 차원에서, 혹은 순차

적인 시간 안에서 ‘죽은 시간’을 표현해 낸 데 반해, 디지털 

영상에서는 3차원적 공간과 시간 안에서 정지한 시간을 표현했다

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기계적 시각-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변화

하는 새로운 시공간 감각으로서, 마레이와 머이브리지의 사진들

이 동작을 파편화하는 데에서 그쳤다면 ‘타임슬라이스’ 기법은 

이를 공간적으로 재구성하여 정지한 순간을 무한히 확장했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바라본 하나의 

장면은 편집에 의해 마치 하나의 시각인 것처럼 재구성된다. 순

간은 공간 안에서 넓게 펼쳐진다. 타임 슬라이스 기법에 붙여진 

‘죽은 시간’ 이라는 명칭은 디지털적으로 재구성된 이러한 시

간들을 지칭하기 위한 적절한 명칭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시

간은 실제로는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의 시간이기 때문이

다.  

그림 9. 마레이의 크로노포그래피 

(1880)
 

그림 10. 머이브리지의

<The Horse in otion>(1878) 

 

인간의 자연스러운 신체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기계적이고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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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적인 시간에 대한 감각들 역시 지속적으로 신체 퍼포먼스에 반

영되어 왔다. 앞 장에서도 살펴본 메이에르홀리드의 무대 퍼포먼

스에는 마레이나 머이브리지의 작품의 영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물론, 익히 알려져 있듯 이러한 파편적 시간적 감각은 마르셀 뒤

샹(Marcel Ducham)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1913)에도 나타나 

있다. 노먼 맥러렌(Norman Mclaren)의 애니메이션인 <파 드 

두>(Pas de Deux)역시 이러한 분절적인 시간과 관련된 신체적 표

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샤이니의 <셜록>의 신체동작 
그림 12. 메이에르홀리드의

신체퍼포먼스

 

안무가 토니 테스타는 샤이니의 <셜록>에서 타임 슬라이스적 

시간의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동작을 메이에르

홀리드의 안무와 비교하면 유사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물론 안무

가의 설명에 의하면 토니 테스타는 동일 인물의 시간적 움직임-

잔상을, 메이에르홀리드는 동작의 파편화 및 순차적 진행을 표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니 테스타의 후속작인 <Everybody>의 퍼포먼스는 단

순한 동작의 분절을 넘어선다. 이 퍼포먼스는 처음 발표때부터 

화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과잉된 움직임, 뜻을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동작, 신체의 한계를 거스르는 듯한 과도한 난이도의 안무 

때문이었다. 그런데 샤이니의 무대 퍼포먼스에서의 다소 과잉적

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동작들은 이 안무가 디지털 미디어로 감각 

가능한 시공간 감각을 표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비로소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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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간을 잘게 쪼개는 타임슬라이스적 안무 

그림 14. 시간을 초월하여 편재하는 초월적 시간.신의 시간과

디지털 이미지의 시간

<셜록>과 <Everybody>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적으로 분절

된 동작들이 타임 슬라이스에서 드러난 분절적 시각이라면, 때로

는 지나치게 빠르게, 때로는 허공을 달리듯 지나치게 느리게 표

현된 안무들은 디지털 영상에서 리모콘과 편집 기계로 조작 가능

한 영상에서의 시간을 연상시킨다. 무엇보다, 소위 ‘풍차돌리

기’로 불리워지는 퍼포먼스를 타임 슬라이스 기법에서 활용된 

여러 대의 카메라, 그리고 안무가인 토니 테스타의 발언에 비추

어 분석해보면, 이 장면이 프로펠러 비행기나 풍차가 아닌, 디지

털 미디어 안에서 잘게 쪼개진 시간을 표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흥미롭게도, 그 ‘풍차돌리기’ 장면은 천수관음보살의 도상

과도 닮아 있다. 이 도상이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여 동시에 여러 

곳에 편재하는 신적 존재를 상징한 것이라고 볼 때, ‘풍차돌리

기’ 장면은 <매트릭스>와 <슈퍼피쉬>등에 나타난 타임 슬라이스 

기법의 초월적 의미를 떠오르게 한다. 이는 말 그대로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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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동시에 여러 명인, 하나의 시간을 잘개 쪼개어 존재하는’ 

K-POP 아이돌 자신을 자기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이면서도 

각각의 구성원이며, 한 몸처럼 훈련되고, 동시에 다른 모습으로 

편재한다. 그것은 아이돌 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인간

이 경험하게 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초월적 시간의 경험이기도 

하다. 19세기 발레에서 자동인형의 동작이 발레 안무의 영역을 

확장했듯,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시공간 감각은 K-POP 아이돌의 

안무에 새로움을 더하고 이제껏 관객이 경험하지 못한 신체 동작

과 이미지로 놀라운 퍼포먼스를 제공하였다. 이는 자동인형 모티

브 장르의 새로운 신체 퍼포먼스의 지평이라고도 볼 수 있다. 

Ⅳ. 인간-자동인형으로서의 발레리나와 K-POP 아이돌

앞 장에서 살펴본 ‘자동인간을 연기하는 신체 퍼포먼스’의 

계보를 다시 살펴보면, 이들은 대략 두 가지 종류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은 슐레머나 메이에르홀드와 같은 예술가의 작품, 

그리고 발레, 캬바레-뮤지컬 퍼포먼스, 아이돌 퍼포먼스로 이어

지는 대중적 무대예술에서의 신체 퍼포먼스이다. 이 두 가지 부

류는 기계적 신체를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것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예술적 목적을 위해서인가, ‘기계와 

같은 움직임을 구현함으로서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인가에 있

어서는 명확한 차이를 지닌다. 그리고 특히 대중예술 퍼포먼스의 

경우 이들 퍼포먼스의 목적이 당대 대중의 기호에 따른 보편적 

미적 이상을 극단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재 고찰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또한 이들 대중예술가들이 흥행 자본에 종속된 일종

의 예술노동자라는 점에서 한 시대가 인간에게 기대하는 시공간 

감각 및 노동의 특정한 형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샤이니의 <Everybody>의 무대의 화제성이 

안무 자체의 고난이도와 난해함에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안무가 세계적인 안무가와 K-POP 스타의 야심적인 작품이라고 

해도, 이 작품은 여전히 가사 내용대로 ‘모두 다 함께 흥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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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기’에는 지나친 난이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아

주 단순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샤이니는 리모컨을 돌리면 움

직이는 디지털 미디어 속 캐릭터인가?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

기도 하다. 많은 관객들은 그들을 디지털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되

지만, 사실상 그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체

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디지털 이미지

인 것처럼 애니메이트된 인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자동인형 모티브의 예술 전통에는 인간을 연

기하는 기계와, 그 기계를 또다시 모방하는 인간이 있었다. 그런

데, 이 두 가지 형태의 자동인형 예술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기계를 모방하는 인간, 즉 자동인형으로 애니

메이트된 신체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살아 있는 인간이며, 분명

한 신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상 이미지는 지치거

나 다치지 않는다. 이들은 체중이 늘지도 않으며 신체의 한계를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나 인간이 영상 이미지를 연기한다는 것은 

몸에서 의식 뿐 아니라 감각까지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것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자기 신체에 맞게 통제하는 중력이나 속

도감 같은 물리적 법칙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화된 

신체는 타의에 의해 신체적 조건을 통제함으로서 구현 가능한 것

이다. 

19세기의 발레 무용수들의 혹독한 연습 과정은 기계-인간 퍼포

먼스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보여준다. 앞서 <코펠리아>나 <호

두까기 인형>등 직접적으로 기계를 인용하여 움직임의 영역을 확

장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사실은 발레라는 장르 자

체가 무용수를 하나의 기계로 보는 당대의 관점을 가장 잘 반영

한 대중 예술 장르였다. <코펠리아>등의 자동인형 텍스트들은 인

간 동작의 인위적 통제라는 발레의 기본 미학과 가장 잘 어울리

는 주제였던 것이다. 19세기의 낭만주의 발레는 요정이나 유령들

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으며, 이를 위해 무용수들은 한없이 가벼운 

존재를 연기해야 했다.  푸앵트(발 세우기, point)는 여주인공의 

비물질성을 표현하기 위해 1820년대에 이미 정착되었다. 흰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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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들 발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시하는 동시에 여주인공의 순

결함과 비육체성(비물질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공기방울 

요정’이나 ‘하늘의 왕자’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나

는 듯한 기계장치 또한 필수적이었다. 

그림 15. 19세기 낭만주의 발레 지젤’

을 연기한  Carlotta Grisi 그림 16. 19세기의 발레 공연 장면 

 

19세기 동안 볼거리 위주의 공연이 인기를 얻으면서, 주제나 

감정 연기 대신 기교가 강조되었다. 낭만주의 시대의 발레리나들

은 인간이 아닌 존재를 연기하기 위해 점프와 균형 잡기, 무중력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슬로우 모션 연습을 하였고, 기교 경쟁 때

문에 연습 시간은 점점 늘어났다. 대규모의 공연에서는 엄청난 

출연진들이 기계처럼 동시에 움직이는 동작이 등장했고 이를 위

해 훈련이 계속되었다. 무용수들은 고도로 발전하는 기교들을 익

히기 위해 노동자처럼 훈련해야 했다.34) 발레리나가 되는 것은 

곧 신체를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뜻

했다. 

자동인형의 모티브를 연기한 발레리나들의 잔혹한 훈련의 역사

는 K-POP 아이돌의 상황에 대입이 가능하다. 발레와 K-pop 퍼포

먼스가 한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 장르이며, 그 퍼포먼서

들은 대중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엔터테이너들이지만, 동시

34) 도윤정. 「벨 에포크의 춤-두 선구자와 발레 뤼스」,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3년 가을정기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3.10. pp12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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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의식을 가진 예술가라기 보다는 기획사에 소속된 예술 노동

자라는 점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자동인형을 비롯한 비인간적 존

재들을 연기하기 위해 그 자신이 기계처럼 다루어진 발레리나와 

마찬가지로, K-pop 아이돌 역시 자동인형처럼 연기하기 위해 혹

독한 다이어트와 훈련을 거치게 된다. 아이돌의 신장이나 체중 

역시 조절 가능한 것으로 고려되며, 안무의 훈련 과정은 공개되

어 스펙터클화 되는 것이 관례이다. 아마도 ‘칼군무’라는 단어

는 19세기 발레와 현재 K-POP 아이돌의 공통점을 가장 잘 드러내

는 단어일 것이다. 

샤이니의 <Everybody>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체 동

작의 통제 뿐 아니라 시공간 감각까지 초월하는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슬로우 모션이나 타임 랩스적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는 과도하게 빨리 움직이거나, 다른 멤버를 들어올려 허공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안무가 요청된다. 정확한 시간차를 두고 시간을 

분할하는 타임 슬라이스적 연속동작은 칼군무보다 더 정교한 시

간적 감각과 높은 훈련 강도를 아이돌에게 요구한다. 이러한 시

공간 감각의 초월은 신체 손상을 불러오게 된다. 실제로 

<Everybody>의 활동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풍차돌리기’ 안

무를 담당한 샤이니의 멤버 ‘온유’가 부상당하여 활동을 중단

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5) 이것은 산업혁명 당시의 19세

기 유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이상으로 현재의 한국사회가 구

성원을 바라보는 시선, 그들에게 요구하는 시공간 감각을 보여주

며, 그러한 인간관-시공간 감각이 이 사회의 구성원에게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K-POP 아이돌 문화

가 기반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철학이 17세기 유럽의 인간 기계

론의 가장 첨예한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35) 안무의 난이도로 인한 아이돌 신체에 대한 혹사에 대한 팬들의 우려는 지속

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Everybody>공연도중 풍차돌리기 동작을 맡은 

온유가 목부상을 당하여 대역 무용수를 고용하고 앉아서 공연하는 등 일부 퍼

포먼스 수정이 진행되었다. 이는 <샤이니 온유, 목 부상 '에브리바디 퍼포먼

스 수정>, SBS뉴스-2013. 10. 28, <온유 '목 부상', 격렬한 퍼포먼스 때문…

부상 정도는?> ,동아일보-2013. 10. 29. 등 다수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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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인형의 신체 퍼포먼스는 인간이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넘

어 기계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간주하고, 또 그것이 가장 바람직

한 미의 형태라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사회에서 연출되었다. 

발레리나와 K-pop 아이돌은 그러한 대중적 미의식이 가장 극단적

으로 추구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적 시공간 감각은 여기

에서 새로운 훈련의 기준이 된다. 단순한 동작의 분할이나 일치

를 넘어서서 시공간을 초월한 움직임이 새로운 미적 가치 및 노

동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기계론적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인간성에 대한 회복 없

이 디지털 사회로 이행할 때의 디스토피아적 미래, 그리고 현재

를 암시한다. 

Ⅴ. 결론 

안무(choreography)는 시간 안에서 일련의 움직임을 디자인하

는 활동이며, 그 시대의 주요한 시공간 감각, 그리고 인간을 바

라보는 관점은 안무가, 그리고 공간 안에서 인체와 세상을 다루

는 예술가들의 작품 안에 반영되어 왔다. 따라서 당대의 가장 첨

예한 대중 공연을 분석하는 것은 그 시대의 시공간 감각과 세계

관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K-POP 아이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로 

명성이 높은 샤이니의 <Everybody>의 안무를 분석하여, 이 안무

가 위치하고 있는 예술적 전통을 살펴보고, 그 미학적 함의를 짚

어 보았다. 그 결과, <Everybody>는 서구의 자동인형 모티브를 

취하고 있으며, 이 장르가 문학, 발레, 모더니즘 예술, 애니메이

션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예술적 흐름의 중심에 있으며 현대 사회

의 근간을 이루는 인간기계론 철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동인형은 인간의 모습을 창조하고자 하는 인간의 오랜 욕망

이 기계장치의 힘을 빌어 실현된 결과였고, 이는 과학기술의 발

전을 거치면서 기계, 애니메이션 영상,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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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현되면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러

나 동시에 인간을 대신하기 위한 자동인형의 발명이 반대로 인간

의 척도가 되어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을 통제하고 기계화 시키기

도 하였다. 이러한 기계화는 산업사회의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식민지의 근대화 과정에서 더욱 혹독하게 적용되었는데, 이는 인

간을 하나의 기계로 간주할 경우, 높은 능률과 생산성의 증가, 

효율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자동인형 퍼포먼스 

역시 예술 노동자로서의 대중무대 예술가들에 의해 수행되거나, 

테일러리즘과 기계화를 찬양하는 메이에르홀드와 같은 20세기 초

반의 모더니스트들에 의해 선호된 주제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흥미롭게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pop 

아이돌의 대표적인 무대가 디지털 시대의 자동인형을 연기하고 

있으며, 그 안무에는 새로운 디지털 애니메이션적인 시공간 감각

이 반영되어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들의 무대는 확실히 19세기

의 낭만주의 발레를 계승하는, 비인간적인 존재를 연기하는 인간

의 퍼포먼스의 한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디지털적 

존재처럼 보이기 위한 비일상적인 시공간을 연기하기 위한 격렬

하고도 기묘한 안무가 요구된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19세기의 

발레리나들이 요정과 여신, 자동인형을 연기하기 위해 인간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자신의 유기적 동작을 절제하고 통제하였듯, 21

세기의 K-pop 아이돌에게도 마치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같은 비물

질성을 연기하기 위한 혹독한 다이어트와 절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 그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샤이니의 퍼포먼스가 이미 작품에서 자기 장

르의 자기반영성을 선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퍼포먼스 안

에서 아이돌 자신은 익명의 존재-아마도 기획사 사장이나 자본-

가 조정하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자동인형을 연기한다. 뮤직비디

오 안에서 샤이니는 플러그를 꽂기 전에는 영혼 없는 무생물처럼 

묘사되며, 그들의 몸은 어떤 존재에 의해 무대에 세워진 순간 비

로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디지털미디어적 시공간 감각으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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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이팅된다. 그리고 전기 플러그가 빠지면 이들은 다시 죽은 

듯 무대에 쓰러진다. 무엇보다, 이 퍼포먼스의 주제가 ‘자동인

형’ 이라는 점 이미 K-pop 아이돌 퍼포먼스 및 이 산업의 스타 

시스템의 본질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반

영적 주제 및 미학적 성찰은, 동시대의 K-pop 아이돌 무대 뿐 아

니라  디지털 시대의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가지는 속성,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시공간 감각에도 해당

되는 내용이다. 

자동인형을 연기하는 인간은 아름답고 신기하다. 그러나 자동

인형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장르는 다름 아닌 디지털 애니

메이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회는 인

간 동작의 시공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특성

을 활용하여 인간의 오랜 판타지를 실현한다. 그러나 어떤 사회

의 대중예술은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다시 인간의 신체로 구현한

다. 최첨단 미디어를 통해 선보이는 가장 인간-기계적인 퍼포먼

스는 그 기술이 가진 초월적 시공간 감각을 인간의 신체에 강요

한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라, K-POP 아이돌이 가진 

미학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예술을 탄생시킨 한국 사회가 가

진 인간관 및 시공간 감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신체 

한계를 초월하는 디지털 미디어적인 시공간 감각이 아직도 근대

적 인간 기계론적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중첩되어 적

용될 때 과연 그 사회의 구성원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디

지털 미디어가 초래하는 또 다른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샤이니의 

<Everybody>의 기이한 안무와 음산한 뮤직비디오는 어쩌면 외국

인인 토니 테스타가 한국의 연예 산업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 전

체에서 읽어낸 징후일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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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Digital Animation 

on the choreography of K-pop idol

Park Yoo Shin

K-pop performances are in the center of the contemporary popular 

arts and cultural industry, and implicitly reveal the way that our 

society views the body and the time-space. This paper explores the 

motif of automaton in the K-pop idol group ShiNee’s stage 

performance of ‘Everybody’ and the song’s music video. At the 

same time, the paper relates the motif with the automaton of the 

digital era—that is, the sense of time-space in digital animations. 

The motif of the automaton has its origins in the mythical forms 

related to the animation, and is related to the human desire to 

create humanlike forms. Also, this motif is closely linked to the 

aesthetical meaning of the animation, being played in different 

variatio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anim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tradition of automaton motif in culture and the arts, and look 

into the cases in which the hi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body performance harboring the automaton motif has been 

displayed in 19th century ballet or modern body expressional arts. 

In addition, this paper will compare and analyze representative 

contemporary  works that reveal digital viewpoint and the 

choreography of ‘Everybody’, and compare other works that stand in 

similar aesthetic tradition,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di 

gital animation reflected in the K-pop idol and its aesthetic and 

social undertones.

Key Word : automata, modern temporarity, machenized experience, 

man machine, mechanical body, K-pop idol, ShiNee, Digital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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