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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개요  

공 연 명 :   전통무용의 변주

공 연 장 :   KPU 아트센터

공연일시 :   2014년 03월 07일(금) 오후 8시 | 2014년 03월 08일(토) 오후 5시 2회 공연

티    켓 :   전석 20,000원

예    매 :   이모션웨이브 아츠(http://arts.emotionwave.com),     

인터파크(http://ticket.interpark.com/) 1544-1555

주    최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KPU 아트센터

주    관 :   Emotionwave Arts

후    원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문    의 :   070-4808-2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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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용의 변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KPU아트센터에서는 2014년도 상주예술단체 이모션웨이브 아츠의 신작

공연으로 ‘전통무용의 변주’라는 공연을 지니고 관람객을 찾는다. 

‘전통무용의 변주’ 공연은 총 여섯 개의 작품으로, 전통무용 세 작품과 각 전통무용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창작해 변주된 다른 느낌의 작품을 번갈아 선보이며 전통무용이 어떻게 변화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재미를 지닌 무용 공연이다.

‘전통무용의 변주’라는 큰 틀 안에서 전통무용의 원형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시도를 보임으

로써 각 작품은 무대 위에 원형의 모습이 소개되고, 이어서 새로 구성한 작품이 무대에 펼

쳐져 비교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져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로써, 원작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구조, 움직임에 최대한 다가서며 관객과의 호응을 유도한

다.

연출가, 안무가, 출연진 다수의 경력을 갖춘 무용 전문가로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시흥 시민 및 인근 거주민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한 공연이다. 이번 공연 작품은 

대중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쉽고 흥겹게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통무용의 변주’ 공연에서 전통 무용의 전통성과 앞선 전통무용의 재해석으로 창작된 

신선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무용공연으로 특별함을 간직하

고 있다. 한국 산업기술대학교 KPU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통무용의 변주’ 티켓은 인

터파크(http://ticket.interpark.com/)와 이모션웨이브 아츠 홈페이지(http://arts.emotionwave.c

om/)에서 판매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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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순서 및 설명

1. 검무 - 출연: 문진선, 노수연 <전통 무용>

 진주검무는 고 춘당 김수악 선생으로부터 이어져 교방 기녀들이 널리 춘 예술적 가치가 뛰

어난 무형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춤의 연출 형식, 춤가락, 칼 쓰는 법 등 옛 법통을 지니

며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춤이다.

2. 비틀림 - 안무: 손정현  출연: 손정현 <창작무용>

 진주검무는 궁중정재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검무로 다른 검무에서 볼 수 없는 

화사하고 독특한 춤사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창작무용 ‘비틀림’에서는 방석돌이, 연풍대, 

숙은사위, 앉은 사위 등 진주검무의 독특한 움직임을 모티브로 다른 느낌의 움직임 단어들

을 꺼낸다. ‘비틀림’은 제목과 주제로 원형을 비틀어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알맹이를 꺼내보

고자 함이다. 화려한 복식과 소도구들을 내려놓고 순수한 몸으로 만들어 내는 앞선 전통무

용 작품 ‘진주 검무’의 리메이크 작업이다.  

3. 교방굿거리춤 - 출연: 문진선 <전통 무용>

 김수악류 굿거리 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춤 8마루로 구성하고 있다. 경상

도 덧배기의 풍류적 바탕에 정재에 배어있는 기품 있는 몸자세와 발 디딤 등 모든 춤의 원

동력이자 마지막 장점의 즉흥이기도 하다. 현재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어 있다.

4. 춤을 듣다 - 안무: 노수연  출연: 노수연, 최예진 <창작무용>

<안무의도>

 김수악류 교방굿거리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음악에 김수악 선생님의 구음이 그대로 쓰

인다는 것이다. (구음: 전통악기의 소리를 모방하여 만든 의성어)

“녹음한 곡은 다양하지도 않고 듣기도 민망할 만큼 시원치 않았어요. 결국 제가 장구 치고 

입으로 소리 내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지요. 다양한 악기 소리를 내려니 악기 특성별로 소리

도 달리 내야 했고요.”

‘김수악의 구음이면 헛간의 도리깨도 춤춘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녀의 구음은 한국 춤의 

흥과 멋에 잘 어울리고 신명이 난다는 뜻이다. 다양한 악기를 통한 음악이 많았을 텐데 왜 

그녀는 굳이 악기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박자와 리듬을 만들어 춤을 췄을까? 

<작품내용>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감상하고 느끼며 직접 표현하기도 한다. 

‘말소리, 웃음소리, 음악소리, 자연소리, 숨소리...’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빨리 반응하고 편안해하는 소리는 바로 사람의 목소리이다.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는 말도 있듯이 말이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춤을 만든 춘당(春堂) 김수악. 그 시절 그녀를 생각하며 가장 아름

다운 소리인 목소리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이 시대의 춤을 표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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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선 소리가 터지고 두 팔과 가슴은 소리에 맞춰 벌써 가락을 타고 있지 않은가.(유인화, 

<춤과 그들> 중에서) 

5. 진도북춤 - 출연: 정유진 <전통 무용>

 박병천류 진도북은 북을 허리에 고정시키고 양손을 북채를 들고 추는 것이 특징이다. 남성

적이면서도 곡선미와 조화가 뚜렷하고 오묘한 가락에 오묘한 몸짓이 있듯이 장단과 가락, 

춤의 조화가 치우쳐져 춤사위의 기교가 뛰어나 세련되면서도 예술성이 돋보이는 춤이다.

6. 공명 - 하나로 울려 퍼지다. - 안무: 송우람   출연: 권영성, 김응주, 박소영, 백상하, 

전예인, 최한나 <창작무용>

<안무의도>  

 ‘북재비들의 손이 북을 향해 내리치는 순간 북의 울림과 북재비들의 울림은 하나가되어 신

명나는 춤을 이끌어 낸다.’

 북을 치는 북재비들이 북과 ‘하나’가 되어 신명나게 춤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북과 북재비들이 하나가 되어 ‘물아일체(物我一體)’ 의 경지의 이르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

한 ‘물아일체(物我一體)’ 의 원리를 과학적 원리로 ‘공명현상’ 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본

다. ‘공명현상’이란, 사람이나 사물, 즉 현재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라면 각자가 다양한 종류

로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존재하는데, 만약 이와 일치하는 진동수의 진동이 가해지면 급

격한 진동의 변화와 함께 큰 충격을 만들어내며 하나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북과 북재비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소리의 공명’ 으로 인해 ‘하나’ 가 되는 모습을 

통해 단순한 ‘소리의 공명’을 넘어서 ‘하나’ 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작품내용>   

 ‘공명현상’ - 모든 산물은 서로 다른 다양한 종류의 고유한 진동을 지니고 있다. 만약 서

로 다르게 소유하고 있는 고유한 진동과 같은 진폭의 외부의 진동이 가해지면 서로 다른 존

재들은 거대한 진폭과 큰 충격을 일으키며 ‘하나’로 합쳐지며, ‘하나’의 진동이 존재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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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    

문진선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2 지영희 국악대제전 무용부분 차상

제13회 고양전국무용경연대회 일반부 전통부분 특상

2013. 풍운을 여는 춤의 여드레 ‘팔일’ 교방굿거리춤 출연

2013. 서울교방젊은춤꾼전 ‘사색무첩’ 공동기획 및 출연

2010. 문진선의 우리춤 ‘금오향무’ 기획 및 출연

2010. 문진선의 전통춤 ‘무향’ 기획 및 출연

정유진

서원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중요무용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전수자

2011-2013. 들소리 보존회, 고양선공감 김감역 상여, 회다지소리 정기공연 안무 및 출연

2013. ‘별의별춤 춤으로의 여행’ 승전무 통영북춤 출연

2013. 서울교방젊은춤꾼전 ‘사색무첩’ 공동기획 및 출연

2012. MBC우리가락 우리문화 진도북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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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예술사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전문사 재학 

안무작: '스물다섯 푸리’(2013) 'wish piece' (2012) 'stage expansion episode 1' (2011) 

‘기대고 싶은 마음’(2010) ‘끝없이 달리다’(2009)

2013. 제 34회 서울무용제 ‘김윤수 무용단 - MANDARA’ 출연

2013. ‘화려한 장례식’(안무 나연우) 출연

2013. 서울국제즉흥춤축제 즉흥 난장

2013. 일본 자코엔지극장 기획공연 ‘espose'(안무 심대섭) 출연 

2012. 뉴사운드아트 퍼포먼스-신스온 ‘wish piece' 안무 및 출연

노수연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무용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협동과정 재학 

2013. 젊은 춤꾼전 21세기 전설을 꿈꾸다 ‘교방굿거리’ 출연

2013. 차명희와 정우예술단의 교방여악 ‘진주검무’ 출연

2013. 이용희의 춤 연가 ‘진주검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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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람

경희대학교 무용학과 재학

2013. 인천시립 무용단 ‘아라의 서’ 객원 출연

2013. 제 34회 서울무용제 ‘김윤수 무용단 - MANDARA’ 출연

2013. ‘김윤수 - COSMOS’ 출연

2012. 제 33회 서울무용제 ‘이홍재 무용단 - 잘지내나요’ 출연

제작진  
연출: 손가예

기획: 박성현, 김민지

안무: 손정현, 노수연, 송우람

음향감독 : 홍태수  

조명감독: 이도희

시각디지이너: 권이실, 박나혜

출연: 정유진, 문진선, 노수연, 손정현, 최예진, 권영성, 김응주, 박소영, 백상하, 전예인, 최한나

제작/주관/주최: Emotionwave Arts

협조: KPU 아트센터

후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