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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정치적인 분위기 및 사회의 제도에 따라 시대를 반영하며 끊임없 

이 변화해왔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남 

에 따라 문화와 예술에서도 20세기 초기의 모더니즘을 거부하는 반역사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로 특히 미국의 무용계에서는 모더니즘을 거부하 

는 실험의식이 강하고 급진적이며， 전위적 예술성향의 포스트 모던댄스가 

생겨났다. 작업의 의도나 표현에 있어 새로운 움직임의 표현을 발견하고 

즉흥적인 요소와 실험적 시도의 흐름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 

니즘적 안무특성을 팀구하여 오늘날까지 현대무용 안무 형식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 중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이 가장 잘 나 

타난 작품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을 선택하였다. 작 

품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성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포스트모던 댄스를 

이끈 트리샤 브라운은 1960년대를 시작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도적 역할 

을 했던 미국의 사회적 흐름을 무용작품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움직임 

자체의 표현과 순수한 움직임을 위한 무용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현대무용 

기들은 신체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체표현이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며 

움직임으로 인해 어떠한 감정표현과 개인의 감성이 배제되어 있다. 일상적 

인 행동을 무용으로 재창조하고 탁월한 공간사용과 실험적인 안무형태를 

형성시켜 무용을 가치 있는 예술로서 각인시켰다. 

따라서 브라운의 작품분석을 통해 예술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오늘날 현대무용의 웅직임과 안무형태에 본질적인 무용예술의 방 

향을 제시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던댄스 트리샤 브라운， 이합 핫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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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정치적인 분위기 및 사회의 제도에 띠-라 시대를 빈영하며 끊임없 

이 변화해왔다. 제 2치- 세계대전 이후 정치， 경제， 시회에 큰 변화기- 일어남 

에 따라 문화와 예술에서도 20세기 초기의 모더니즘을 거부하는 반역사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인간은 20세기로 넘어가면서 빠른 현대화로 인해 19세기 말의 시대 

적인 사조인 모더니즘에 대해 실망하여 그 틀에 벗어나고자 하였다. 

무용은 빌리1의 클래식에서 모던으로， 모던에서 포스트모던으로 이어지 

면서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도， 표현방식에 대해 많은 변회를 가져왔 

다. 작업의 의도나 표현에 있어 새로운 웅직임의 표현을 발견하고 즉흥적인 

요소와 실험적 시도의 흐름이 주를 이루었다. 

포스트모더 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을 받은 현대무용을 포스트 모 

던댄스라 할 수 있으며 모던댄스와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힘들다. 

이유는 포스트모던 댄스는 1960년대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를 가지띤서 변 

화해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포스트모던 댄스는 뉴욕의 저드슨 댄스 시 

어 터 (Judson Dance Theater)를 중심으로 이본느 레 이 너 (Yvonne Rainer) , 데 

이빗 고든(David Gordon) , 메레디스 몽크(Meredith Monk) , 트리샤 브라운 

등의 안무가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들은 표현하고자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연성과 즉흥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표 

현하고자하는 대상과 표현방법을 통일하게 하기위해 시간의 개념을 도입했 

다. 웅직임의 표현은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그쳤고 동작 자 

체에는 전달하고지- 하는 사상을 받쳐주는 수단으로 여겼다. 즉흥적으로 일 

어나는 신제의 반응， 접촉， 우연히 발생하는 해프닝，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적 동작에 의해서 이 시대의 포스트모던 댄스 특정이다2 

본 논문은 저드슨 댄스 시어터 초기멤버였고 그 이후 미국 현대무용 선 

두에서 포스트모던을 대표하는 안무가로서 활동해온 트리샤 브라운의 네 

2 손소영트리샤 브라운(TIisha Brown)의 작품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성향 연구J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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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분석으로 그녀의 안무 특성을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브라운은 실험주의 시장을 바탕으로 즉흥무용의 외형적 측면이 어떻 

게 사회적 의미의 함축을 설명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안했으며， 

당시의 반문화적 경향의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아 무용의 순수한 본질을 

찾기 위해 현대무용에서 이루어졌던 테크닉적인 웅직임을 제거하고자 하였 

다. 또한 작품에서 예측불가능한 공간시용， 제스처 및 즉흥과 놀이 등을 

동작에 포함시켜 비 무용적인 것을 무용동작으로 재탄생하는 작업을 하였 

다. 트리샤 브라운은 포스트모던댄스에서 태생된 대표 안무가로 미국 현대 

무용사에 새로운 안무형식을 형성시켰다. 

본 연구는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으로 포스트모더 니즘 특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으로 연구한 

다. 이 작품을 탐색함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예술사상이 그녀의 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트리샤 브라운 

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안무특성을 탐구하여 오늘날까지 현대무용 안무 형 

식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론 바탕으로 서술적 관점을 채택하였다. 작품연 

구 기반으로 문헌적 자료와 영상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문헌 고찰에서 

는 트리샤 브라운의 창작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를 위해 관련논문， 학회지，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선정한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 

의 영상 자료를 통하여 트리샤 브라운의 안무에서 나타나는 포스트 모더니 

즘적 성향을 분석 하였다. 셋째， 브라운의 네 작품 안에서 포스트모던 댄스 

안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넷 애드쉐드(Janet Adshead)의 분석 방법 (1 

단계: 무용구성요소， 2단계: 무용의 형태， 3단계: 무용의 해석， 4단계: 무용 

의 평가) 4단계 중 1단계 무용구성요소， 2단계 무용의 형태를 그리고 3단계 

무용 해석을 시용하여 분석하였다. 무용의 평가로는 작품의 포스트모더니 

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넷 애드쉐드 4단계 무용의 평가 대신 이합 핫산 

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활용하여 브라운의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탐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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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포스트모더니즘 개념 및 특성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산업사회의 대표하는 시대로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 인 용어로서 후기 산업사회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 

전에 벗어나면서 풍족한 물질문명을 이루었지만 인권투쟁，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정신세계는 어느 때 보다 위태롭고 험난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시-상들은 기존의 가치나 도덕의 효력을 잃게 

만들었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사회에 일어났다3 이 시기에 발 

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다. 

1960년대에는 뉴욕의 예술가 레슬리 피들러 (Leslie A. Fiedler) , 이합 핫 

산， 수잔 손탁(Susan Sontag) 같은 비평가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를 

시용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유럽의 이론기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사용 

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문학개념으로 시작하게 되 

었으며 이후 역사， 사회， 문화 등 다양하고 총제적인 맥락에서 연구 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 ‘모더니즘의 반대하여’ 라는 돗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모더니즘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양식이나 개념들이 과거와 

단절되지 않고 그 전에 것을 받아들여 반응히듯이 포스트모더니즘도 역시 

모더니즘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시도하나 근거는 모더니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의 사회， 경제 예술의 중요한 변화에 맞춰 

획기적으로 일어났으며 모더니즘의 전통적인 특성을 없애고 절충 주의적이 

고 대중적인 접근방식으로 창조성을 나타내기 위해 1960년대부터 문화현상 

의 특정과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미이다4 

3 김다정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 나타난 일상적 경험의 실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존 듀이의 톨체 
경험 예술론을 중심으로J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4, 48쪽 톨l 

4 최신영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표현양A을 활용한 미술 교육농법 연구 돼스티쉬를 중심으료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미술교육학과 미술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18쪽l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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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합 핫산이 빌행한 「포스트 모던한 전망 속의 다원주의」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여닮 기-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불합리성(Indeterrninacy)은 포스트모더 니즘은 특정 유파가 아닌 주 

이루는 시-조의 견해， 예술전반에 걸친 개방성， 해제， 반항， 다원성， 이 

단의 정신등과 같은 불확정적인 이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둘째， 단편화(Fragmentation)는 사회적， 인식론적 종합을 거부하고 총체 

성을 오명으로 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확신， 차이， 변증의 시대가 되면서 

몽타주， 콜라주 등의 기법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셋째， 탈 경전화(Decanonization)는 서구의 전통적인 형이상학 체계인 진 

리， 주체， 초월적 이성을 거부하고 규범과 경전에 대한 도전으로 엘리트주 

의， 남성우월주의를 부정한다. 대중의 참여와 비평을 유도하고 대중문화， 

여성문화， 저13의 예술세계 등에 관심을 보이며 대중예술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넷째， 재현 불기능성 (Unrepresntable)은 정-르가 무너지고 혼합되는 양상 

을 보일 뿐 아니라 여러 작가들이 예술의 한계를 추구하며 소비를 즐기고 

예술교육의 양식을 문제시 하며 반리얼리즘의 성격을 지닌다. 

다섯째， 혼성모방(Hybridization)으로 이 특성은 전통에 대한 다른 개념을 

보완한다. 지속과 단절， 고급문화와 저급문화가 혼합되고 현재 속에서 과거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확장시켜 나간다. 

여섯째， 대중주의 (Populisrn)는 고급문화와 모더니즘에 대한 적대감이 드 

러나며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이 나타났다. 마르셀 뒤상(Marcel Ducharnp) 

의 레디메이드(ready-made)개념은 예술의 기존 개념을 챈 것으로 주변의 

흔한 대상물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탄생시켰고 팝 아티스트는 혼성 모방 

의 기법을 연출하였다. 

일곱째 , 행 위 (Performance)와 참여 (댄Part따t 

접행위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며 행위로 연출되기를 기대한다. 예술은 행 

위를 통하여 시간， 공간，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고 완성된다. 

여닮째， 보편내재성(Irnrnanence)의 경향은 율동，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 

호의존， 상호침투 등의 다양한 개념들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러한 개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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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기-치관의 세계화， 보편화 경향을 찾아 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초기 모더니즘과 후기 모더니즘을 거쳐 형성된 것으 

로 모더니즘의 비판과 새로운 모더니즘의 추구로서 역사화 된 개념이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바로 전대의 모더니즘의 결합을 거부하면서 유럽 아 

방가르드 예술을 살리려 했으며 역사적으로 유럽의 아방기-르드는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면서 독자적인 미국적 형식을 

보다 문화적으로 개념을 나타내려고 하였디‘ 모더니즘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는 음악， 건축， 패션 등 모든 예술의 작품 

들이 철저히케 본질적으로 펼요한 요소로만 축소되어졌다. 

포스트모던댄스(Post Moc!ern Dance)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 

기는 1955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시기로부터 포스트모던댄스의 

양상들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어떠한 보편적이거나 타당한 역시적 해 

석과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던댄스에 대한 연구는 앤 헬프 

린(Anna Halprin)과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등으로 시작되었고 사 

조의 변화 양식을 더욱 세분화하고 기속화시켰다. 머스 커닝햄 외에도 많은 

안무가들이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이본 레이너와 스티븐 팩스턴(Steve 

Paxton) , 트리샤 브라운(Trisha Brown) , 루신다 차일즈(Lucinc!a Chilcls) , 메 

레디스 뭉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 무용작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의 

활동은 초창기 그들의 실험의 장소로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 Greenwich 

Village)에 있는 저드슨 교회(Judson Church)를 발견하였으며 그곳에서 

196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댄스의 시도를 시작한다. 이후 결성 된 그룹은 

저드슨 댄스 시어터 라고 알려져 있다. 

저드슨 그룹은 커닝햄에 의해 무용언어에 대한 도전을 제계화하였고 그 

들의 실험은 우연성， 수학적 공식과 게임구조， 기습과 같은 다양한 실험으 

로 모던댄스와는 다른 무용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포스트모던댄스의 형 

상을 여러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었다. 이들의 무용 활동은 우연， 순간 

적 즉흥， 신체간의 접촉， 공연에 있어서의 시간 시용 등을 이용해 만든 무용 

5 정진숙포스트 모던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stmoclem c1anccJ , 조선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4쪽. 



B 기획: 현대무용과 미디어 

들이 있다6 

이러한 1960년대 포스트모던댄스 안무가들의 활동은 모던댄스 안무기들 

이 이루었던 안무자와 무용수 위주였던 무용에서 벗어남으로써 관객과 무 

용수와의 거리를 한층 좁혀 나갔다. 

저드슨 극장의 실험과 도전정신， 그리고 그룹으로부터 분화된 여러 흐름 

은 무용의 목적， 소재， 동기， 구조， 양식 등의 모든 영역을 확장시키고 포스 

트모던댄스 미학의 기반을 다졌다. 지금까지의 포스트모던댄스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는 기존의 모던댄스의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와 전통이나 

신념에 있어 해방을 추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방식의 무용 만들기 작업들과 

반복적인 시간 구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무용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트리샤 브라운은 1936년 11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태어났다. 트리샤 

브라운은 고교시절 무용교사 마리온 헤이기지 (Marion Hegeage)에게 발레 

와 재즈댄스로 마르고 가날픈 체격을 발전시켰다. 그 후 그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밀스 대학(Mil!s Col1ege)에서 현대무용을 배워갔으며 호세 리몽 

00se Limon) , 루이스 호스트(Louis Horst) , 머스 커닝햄 등의 무용가들과 

교류하였다. 밀스 대학을 졸업 후， 그녀는 리드 대학(Reed College)과 뉴욕 

대학 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그녀의 춤을 가르치며 자신의 무용 활동을 

전개 하였다. 트리샤 브라운은 2년 동안 무용을 지도하였지만 전통적인 교 

수 방법에서 탈피하여 즉흥무용법으로 전환 후 자기 자신만의 무용 표현법 

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7 

이 시기에 트리샤 브라운은 즉흥성을 비롯한 자신의 안무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 개인의 기술적 능력을 요구하는 고난이도의 움직임을 즉흥으로 

쉽고 일상적 인 움직 임으로 전환하여 구조화시킨 첫 작품인 (Trillium) (1962) 

6 정은심， r1960년대 초기 미국 포스트모던 댄스의 안무실힘에 관한 연구j ，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27쪽， 
7 박기범 「저드슨 그룹(Judson Group)의 특성과 작품성향 연구j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3,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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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성과 죽은 것 같은 고요함을 포함한 작품이다. 그녀의 작품 중에 

즉흥성이 많이 도입된 작품들로는 1964년의 (Rulegame5 )로 동작과 언어의 

즉흥성을 강조하였으며， 1969년의 (Leaning Dute)와 (Yellowbelly) 가 그녀 

의 대표적 초기 작품이다. 

트리샤 브라운의 무용시-상은 전통적인 현대무용에 벗어나기 위해 즉흥 

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즉흥무용에 하니를 부여하고자 그것 

을 구조적 즉흥무용이라고 불렀는데 어떠한 소품이나 다른 도구들을 사용 

함이 없이 내용만을 가지고 안무가를 시간과 공간에 위치시킨 작품이었다. 

1963년 r Light fallJ 은 스티븐 팩스톤과의 듀엣을 위한 안무로 격 렬한 접촉 

의 탐구에서 볼 수 일듯이 트리샤 브라운의 안무 사상은 무대의 요소들 

중 무대 천정， 벽들도 무용을 위해서도 사용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8 

이렇듯， 그녀는 표현공간을 통해서 동작과 무용언어를 창조하고자 하였 

고 무대의 화려함이나 겉치레적인 면을 배제하였다. 그리하여 무용수의 신 

체를 둘러싸고 있는 신체적 영역 안에서 무용수의 웅직임에 대한 지식들에 

기초하고 공간적 웅직임 구성을 개발하려는 안무 성향을 볼 수 있다. 무용 

작품에 있어서 동작 그 자체에 중요성을 두었고 단순히 즐거웅을 주기 보다 

는 관찰과 사고를 위하여 억지로 만들지 않은 웅직임으로 일상적인 동작을 

다양한 공간 안에서 포함시킴으로 무용의 경계를 넓혀나갔다. 

1960년대 후기에서 가장 대표적 인 작품으로 1968년에 공연된 (Equipment 

Piece)가 있다. 이는 맛줄， 도르래， 케이블， 암벽등반 장비， 나무， 못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외부 보조 도구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보여 지는 환상을 창조하여 힘과 중력에 대항하였으며 외부 매체의 가능성 

을 안무에 도입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의 형태를 만든 트리샤 브라운의 진보 

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1960년대 그녀의 무용 활동은 문화적 동요시기였던 

반문화적 경향의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아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여 발견 

되는 문제점을 보다 지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가지고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들로부터 축소한 엄중한 형식의 방법론적인 실험을 시도한 시기이다9 

8 미승언， I Trisha Brown 작품에 나타난 표현공ζ뻐| 관한 연구J ， 01호h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5,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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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시: 브라운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7년 동안의 저드슨 댄스 시어터 

의 활동 후에 스티븐 팩스턴， 고든 데이비드(Gorclon Davicl) , 낸시 루이스 

(Nancy Lewis) 등과 함께 그랜드 유니온 무용단의 창시자가 되었으며 동시 

에 트리시: 브라운 댄스컴퍼니 (T따ha Brown Dance Company) 라는 자신의 

무용단을 창단하여 독립된 무용 활동을 시직히였다. 그녀의 대표적 작품 

(Man Walking Down the Sicle of a Builcling) (1 970)은 뉴욕의 휘트니 

관에서 공연되었는데， 특벨한 동작들의 특정을 제시하기 보다는 행위와 구 

조시-이와의 관계 또 다른 시선을 통해 관객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무용의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했다. 

1976년 그녀는 자신의 무용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엽적으로 남는 'Line 

UpJ을 안무하였다. 이는 오늘날 트리샤 브라운이 추구하고 있는 파격적이 

며 거장다운 춤 세계로 옮겨가는 과도적 작품의 성격이라 할 수 있고， 그녀 

의 작품의 특정을 확실히케 보여 준다10 

1980년대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특정으로 극장으 

로의 복귀는 극장주의에 대한 굴복이 아닌 새로운 해석을 통한 재창조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특정이 강조된 1983년 작품 (Set and Reset)는 반투 

명 세트를 고안해 관객들이 무대 위 무용수들과 무대 뒤에서의 모습도 계속 

보게 하였다. 이 작품에서 트리샤 브라운은 세트 뒤까지도 관객의 가시권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서 작품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기존의 극장 내 

에서 전위적인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였다. 

트리샤 브라운의 군무는 일반적인 방법을 고수하지 않는다. 무용수들은 

언제나 서로의 동작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하며 유기적인 성향을 지닌다. 

이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무용수는 공연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종의 

무대장치라 요소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공연예 

술의 3대 구성요소인 공연자， 무대， 관객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이들 요소 

9 김지영， í Tlisha Brown의 안무성효빼 대한 연구J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28쪽， 

10 박은희초기 포스트 모던댄스의 퍼포먼스적 특성연구J ，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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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호 중첩성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 역시 무대의 전위적 재창조를 시도한 직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1990년대 트리샤 브라-운은 안무스타일에서 춤과 음악과의 관계를 김이 

연구하여 고전음악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게 된다. 1995년 7월 링 컨센터에 

서 공연된 (M.O)는 바하의 음악 (Musikalische Opfer) 에 맞추어 충실하게 

시각적으로 전체적인 통일감을 실린 작품이다11 

트리샤 브라운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급진적인 

공간 구성을 재구성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무대의 전위적 재칭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무대의 세트 

뒤까지도 관객이 볼 수 없는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서 작품의 몰입도 및 이해 

높이고 기존의 극장 내에서 전위적인 또 다른 안무 양식의 공간을 

창출히였다. 직품의 전개에 있어서 대화나 스토리를 피하고 정서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도록 공간의 사용에 있어 일방적인 군무의 방법을 고수하지 

않았다. 서로의 움직임을 일정한 규칙 내에서 따라하며 계속적으로 어긋나 

듯 불협회음적인 전개를 진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심이 되는 무용수는 

공연자로서 일종의 무대 장치나 요소들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창작하도록 

작품의 공간 영역을 확대시켰다. 

트리샤 브리운은 독특하고 신선한 안무적 구성과 화려한 경력으로 그녀의 

무용단은 현대무용계의 입지를 굳혀가며 다양한 지원과 국제적인 후원을 

받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히고 있다. 2004년에는 우리나라의 서울 

국제 공연예술제에 참가하여 1998년에 초연된 (Canto Pianto)와 (Present) , 

(Tense Groove and Countermove) 를 공연히-였다. 

본 연구는 1970년대 브라운의 형식적인 극장 공연을 탈피하여 극장 밖에 

서 시도한 실험적 공연과 무대의 제한된 공간을 타 예술과 협력하여 무용의 

세계를 확대시켜 나갔던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 활동과 안무에서 나타나있 

는 작품분석을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11 김지영， 'Trisha Brown의 안무성항에 대한 연구:J，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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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본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 작품 분석 

본 장에서는 자넷 애드쉐드(Janet Adshead)의 『무용 분석의 이론과 실제 

(Dance Analysis: Theory and practice)J에 제시된 무용분석의 4단계 중， 1단 

계: 무용구성요소， 2단계: 무용의 형태， 3딘-겨1: 무용의 해석으로 작품을 분 

석하였다. 무용의 평가로는 작품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접근 및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자넷 애드쉐드 4단계: 무용의 평가 대신 이합 핫산의 포스트모더 

니즘 이론을 활용하여 작품에서 나타난 브라운의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탐구하여 분석하였다. 

3':. 여‘- 1970년 4월 18일 

안 C그 트리샤 님라운 -r 

〈C그그 악 주위의소음 

의 상 외출복 

Æ 며〔그 어aAgC그 

-Q-~~Ol }ζ쉰」-/「、 

-口「요。 -λ「 Joseph Schlichler (1) 

출처 WNW.gα:x.;Jle.∞κ (검색일 2016.04.1히 

l 그림 1 ’ Trisha Brown, (Man Walking Down the Side 01 a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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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구성요소 

공E썩 요소 건물 벽면 
움직임 

역동적 요소 느린 걸음으로 건물 위에서 아래로 수펑적으로 01동 

무용수 남자무용수효뱅 

시각적배켜 
i 。 야외에서 공연 되어서 주위 환경은 자연광 속에서 이루어짐 

I 1~J경 

정각적요소 음악은 없으며 주위의 소음이 의도적으로 공연에 추가 

구성요소들의 

관계 

무용의형태 

공ζ쩍요소와 한가지의 움직임 걷기로 동일한 속도 

동적요소들의 관계 로 반복 

인원수， 성별비율， 역할에 효멍의 남자무용수로 벽을 타고 내려 

있어서 무용수들의 관계 오는 역할 

시각적 배경， 환경 

요소들의 관계 

정각적요소들의 관계 

야외 건몰어|서 공연되어지므로 주위 

자연광조명 

주위의 소음이 의도적으로 공연에 추 

가됨 

정지 상태에서의 
• • 건물 벽면을 땅과 수평적으로 걸어 내려옴 

관계 

시간의 흐름 작품의 시작과 끝으로 건물 벽면을 일직선으로 걸어 내려오는 동작 

속에서의 관계 을반복함 

일정순간과직선적 
) 건물의 벽면을 일직선으로 내려옴 
발전사이의 관계 

무용수는 ε삐를 사용하여 건물 벽면으로부터 땅과 수펑적으로 걸 

어 내려오며 마치 무용수가 중력을 저흔념문 걸어 내려올 수 있는 IIIIIIIIIII 

주요관계들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음악은 없으며 주위의 소음이 으|도적으 톨i 

로 공연에 추가 되었고 조명 또한 야오삐서 공연되었기 때문에 자연 R 
광이 조명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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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Walking Down the Side.8 Building) 저β단계， 무용의 해석 

무용의 해석 

저따f 세계대전 이후 t업의 발달과 대량생산 경제의 시작으로 미국은 많 

은 변호까 새롭게 나타났으며 이시기에 무용뿐 아니라 음악과 미술 등의 

전통을 거부하는 반문화적 성흔fül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존 추구해 

왔던 예술을 왜콕시키고 부정하였고 무용에서도 역시 고꺼 모더니즘을 거 

부히고 실험정신을 강조하면서 전위적 형상을 나타내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였다 

」
J
1

회
 
딴
 
경
 

사
 -
맺
 
배
 

디
T
}
 

“설치무용”으로 특별한 동잔의 테크닉을 보여주71보다는 걷기 같은 단순한 

움직임과 구조사이와의 관계，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관객의 관점에 초점 

머스 커닝햄과 같이 공연장소를 운동장， 체육곤t 강당 등에서 시도하며 다 

양한 무대 소재를 선택하므로 장르는 현대무용 

사화 
ιJ= 

무용징르 

순수하게 

1970년대 브라운의 무용 활동은 문화적 동요의 시기였던 반문화적 성항의 

운동인 미니멀리즘의 영흔를 받았다 표현주의 탈피하여 야외작업이 이루 

어졌는데 이 시기에 “설치무용”으로 특별한 동작의 테크닉을 보여주기보다 

순수히케 걷기 같은 단순한 움직임과 구조사이와의 관계， 중력을 탐구하 

며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관객의 곤땀에 초점을 두었다 

주제 

의미 

: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분석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분석 

무용수는 ε삐를 사용하여 건물 벽면으로부터 땅과 수평적으로 걸어 내려 

오며 마치 무용수가 중력을 저흔팅문 걸어 내려올 수 있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킴 

불합리성 

전통적인 무대가 아닌 건물 벽면을 걸어 내려오는 형식으로 기존의 무대형 

식을 거부하며 걸음걸이의 새로운 재현을 추구 

재현 

불가능성 

단순한 움직임과 구조사이와의 관계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관객의 관점에 

초점을둠 

행위와 

참여 

건물벽면을 수펑적으로 걸어 내려오는 움직임과 움직임을 바라보는 관객 

보편내재성 의 시선과 무용수와 관객의 거리가 좁혀지므로 상호직용， 의사소통과 

개념에초점 



트리샤브리운의 작품 (Man Walking Down the Sicle of a Builcling) 에 나타닌 

15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의 변회를 

이루어기-며 발전하였다. 미국 예술계에 기존의 모더니즘에 대한 거부로부 

터 시작되면서 실험의식이 강한 전위적 예술성향의 포스트모더니즘은 특히 

무용에 있어서 1960년대 이전까지의 표현주의 현대무용으로부터 저항하려 

고 하였다. 그 결과 포스트모던 댄스가 점점 발전되면서 대중문화와 흡수되 

거나 대립되면서 발전되고 있으며 무용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고 현대무 

용의 규칙을 거부함으로써 무용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트리샤 브라운의 대표적 작품 (Ma때n Walk:ing D야O얘w뼈ntl此he Side of a B뻐u1뼈1 

을 자넷 애드쉐드의 『무용 분석의 이론과 실저lJJ 에 제시된 무용분석의 4 

단계 중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만 작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브라운 

의 안무성향을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 중점을 두어 이합 핫산 이론으로 

브라운의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분석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미국의 포스트모던 댄스를 이끈 트리샤 브라운은 1960년대를 시작 

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국의 사회적 흐름을 무용작 

품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움직임 자체의 표현과 순수한 웅직임을 위한 

무용을 강조하였다. “설치무용”으로 특별한 동작의 테크닉을 보여주기보다 

는 순수하게 걷기 같은 단순한 움직임과 구조사이와의 관계， 그 웅직임을 

바라보는 관객의 관점， 그리고 기존의 무용수와의 중력 관계의 탐구였다고 

할 수 있다. 이합 핫산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작품 

의 특성들은 불합리성， 재현불가능성， 행위와 참여， 보편내재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미국의 현대무용은 이사도라 던컨에서 마사그레이엄과 트리샤 브 

라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교류를 통하여 포스트 모던댄스가 발전되어왔 

다. 미국의 현대무용가들은 신체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제표현이 사 

실적이고 현실적이며 웅직임으로 인해 어떠한 감정표현과 개인의 감성이 

배제되어 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일상 웅직임에서 벗어나 극장으로 돌아 

오면서 1970년대부터 80년대 이후까지 브라운의 작품은 느슨한 구조， 즉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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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작이 특정을 이루었다. 작품 안에서의 즉흥적인 요소의 비중이 늘어났 

으며 보다 더 자유롭게 행해졌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 안무기들은 무용형태를 분석하지 않고 공연의 매 

개수단을 재 실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안무기들은 저드 

슨 그룹을 통해 배출되었고 그 중 대표적 안무가 트리샤 브라운은 작품에서 

일상적인 행동을 무용으로 재창조하고 탁월한 공간사용과 실험적인 안무형 

태를 형성시켜 무용을 가치 있는 예술로서 각인시킨 안무가이다. 

트리샤 브라운은 저드슨 댄스 시어터 초기 멤버로 그리고 본인의 무용단 

활동을 통해 40년간 현대무용의 선두자리를 지켜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해옹 작품 생활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안무 형식은 다시 

무용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빚어난 즉흥무 

용， 장르 간 협업을 통한 융합 공연을 브라운은 작업을 통해 더 구체적인 

안무 형식으로 안착 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분석을 통해 예술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 

운 방향을 제시하고 오늘날 현대무용의 웅직임과 안무형태에 본질적인 무 

용예술의 방향을 제시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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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Postmoderrusm represented in 

(Man W:삶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 

by Trisha Brown 

K/M,. Míhee 

Cu/ture Group Kího 
Researζher 

Arts have changed continuously reflecting the times with the political 

atmosphere and social systems. As political , economic , and social big 

changes have occurred since World War II , antihistorical tendencies 

rejecting modernism in the early 20th centU1γ have come to appear in 

culture and arts as well 

With these social changes , radical, avant-garde and artistic tendencies 

with strong experimental spirits , which rejected modernism took place 

especially in American dancing world. Trends of improvisecl elements 

ancl experimental trials were dominatecl discovering expressions of new 

movements in intentions ancl expressions of wor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choreographic forms of moclern 

c1ance until toclay by exploring chore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is 

postmodernism. 

To examine post-moclernist inclinations in works , Trisha Brown who 

lecl American post-moclern c1ance stressecl dance for expressions of 

movements in themselves ancl pure movements by actively accepting into 

c1ance works American social flows which playecl a major role in 

postmodernism stalting from 1960s. American moclern dancers considered 

body in itself as important one and any emotional expressions ancl 

inclividual sensitivity is excluclecl as their physical expressions are factual , 
realistic, and due to their movements. They imprinted c1ance as valuable 



트리샤브라운의 작품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ßuilding) 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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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by recreating orclinarγ behaviors into clance , using space excellently 

ancl forming experimental clance shapes. 

Therefore , it can be saicl that through analyzing brown’s works , we 

proposecl a new clirection getting out of limits of arts ancl proviclecl a 

clirection of essential clance alt to movements of moclern clance ancl 

choreographic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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