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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팔로우스팟 Followspot

안무가 김경신 편 

[팔로우스팟 Followspot]
안무가 김경신 편 아래의 목차를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Ordinary but Special Stranger" - 무용평론가 김예림 

#2    "열린 마음과 새로운 시도를 향해 내딛는 용기" - 무용수 프랭키 존슨  

#3    "가장 진실한, 성숙하고 사려 깊은 예술가" - 시애틀 국제 무용축제 예술감독 사이루스 캄바타 

#4    "신체의 움직임으로부터 인간 탐구에 이르기까지" - 프로듀서 박신애 

#5    작품 돌아보기 

「팔로우스팟 Followspot」 2021년 첫 번째 조명해볼 창작자는 

언플러그드바디즈(Unplugged Bodies)의 안무가 김경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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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서 춤추는 것이 전부였던 김경신은 어느 날, 다리를 절단해야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작정 떠났던 영국에서 

무용수를 넘어 안무가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그는 막막한 안개 숲을 헤치고 나오는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커다란 위기와 절망을 딛고 일어선 그는 러셀 말리펀트 컴퍼니(Russell Maliphant Company), 호페쉬 쉑터 

컴퍼니(Hofesh Shechter Company), 국립 웨일즈 무용단(National Dance Company Wales)까지 메이저 

무대의 무용수로 활동했습니다.

  

재활을 위해 2011년 귀국했고, 2014년 언플러그드 바디즈(Unplugged Bodies)를 창단했죠. 이후 바디(Body) 

시리즈 5편, 인간탐구(Homo) 시리즈 3부작(3편 <호모 루피엔스> 2021.12 ACC 초연 예정) 을 발표하며 작품으로 

'신체로부터 인간 본성'까지 꾸준한 탐구를 해온 작가입니다. 

     

이제는 그 안개 숲을 지나 누구보다 튼튼한 집을 짓고 있는 안무가 김경신의 작품 세계를 둘러보러 함께 가볼까요. 

안무가 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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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세계 읽기 1

Ordinary
but Special Stranger

지난 12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김경신의 신작 쇼케이스 

<호모 루피엔스 Homo Lupiens>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10년도 

더 지난 첫 만남을 떠올렸다. 2011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부대행사인 ‘제5회 서울댄스컬렉션&커넥션’의 지원자였던 

김경신과 한국공연예술센터의 멘토링 제도 주선으로 처음 만났고 

메일을 주고받다가 연습실도 찾았었다. 당시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에 초청되기도 했던 화려한 경력의 무용가가 신인들의 

무대인 ‘서울댄스컬렉션’에 지원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었기에 

그에게 지원 동기를 물었다. 대답은 너무도 단순하게 “공연이 하고 

싶어서”였다. 당시 김경신은 건강 문제로 영국활동을 접어야 했고 

귀국 후 몸을 회복하며 무대에 대한 갈증을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한다. <겨울이야기> 등 툇마루무용단 시절 무대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무대 밖에서 인간 김경신을 직관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그의 눈빛은 세상을 향한 경계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가진 상처 입은 맹수 같았다. 

2011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부대행사 제5회 서울댄스컬렉션&커넥션 진출작 <프리티 몬스터 Pretty Monster>

글 김예림(무용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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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떠난 한국 무용계의 시계는 그가 없는 동안 빠르게 돌아갔고 7년 만에 돌아온 그에게 한국 

공연시장은 낯선 곳이었다. 김경신은 처음 영국에 발 디딘 그때처럼 한국에서도 이방인이 된 것이다. 그를 알아보는 

몇몇의 학교에서 강의를 주었지만 김경신 본연의 정체성은 아티스트였기에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 첫걸음이 SPAF의 서울댄스컬렉션이었고, 결과는 수상 불발이었다. 사실 수상 불발 정도가 아니라 호되게 망한 

작품이라, 당시 작품 <프리티 몬스터 Pretty Monster>를 한국적 표현과 정서였다고 에둘러 위로하면서도 신파적 

호소에 적잖게 실망했던 기억이 난다.

그럼에도 톱밥을 쌓아 영상을 비추는 등 몇 가지 창의적 시도들은 값진 것이었다. 아마도 그가 영상 자료로 제출했던 

(2008년 런던 더 플레이스 The Place 주최 안무자 경연 대회 수상작) <Oblivion>의 미니멀리즘적 세련미를 

기대했기에 복잡다단(複雜多端) 한 <프리티 몬스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모르겠다. 

The Place Prize Semi-Final에 진출했던 <Obliv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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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멘토링을 인연으로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김경신의 활동에 관찰자가 되었는데, 초반 몇 년은 소통 난항으로 

불화를 겪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소년 같은 순수함과 솔직함, 무모한 도전정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니 이제는 

누구보다 응원하는 입장이 되었다.  

다시 그의 작품세계로 돌아가 보면 ‘서울댄스컬렉션’의 호된 신고식 이후 2-3년간의 침체기 속에서 활동을 

모색하던 김경신은 영국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에게서 답을 찾기 시작했다. 2014년 영국 안무가 프레디 오포쿠 

아데(Freddie Opoku-Addaie)와의 협업 <언플러그드 바디즈 Unplugged Bodies>가 국제교류지원을 받아 실행 

가능해졌고, 이 작업을 발판으로 안무가로서 도약하게 된 것이다. 이 결과물은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초연되어 

호평을 받았고 같은 해, 언플러그드 바디즈 (Unplugged Bodies Company)를 창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2015년 영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업으로 제작된 <Ordinary Stranger>는 런던에 초청되어 공연 기회를 

얻었고, 이듬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2016년 한영교류 리서치’와,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국예술위원회(ACE)가 공동 진행한 ‘한국/영국 국제교류사업’에 한국 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 

무용단 이름이 되기도 한 작품 <Unplugged Bodies>는 타고난 신체조건으로 한국 무대에서 주역을 맡고 

영국에서도 각광받은 김경신이 직업 무용수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을 내려놓고 ‘신체’와 ‘움직임’의 근원적 탐구를 

시작한 작품으로, 이후 약 5편의 신체 탐구 시리즈를 만들게 한 계기가 됐다. 이러한 ‘B to B’ (Back to Basic) 

정신은 김경신이 무용수에서 안무가로 전환하는 기점에 확고한 정체성을 다져준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경신에게 ‘Unplugged’는 순수의 몸, 순수의 움직임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pure’를 의미한다. 실제 그의 작품 

안에 들어가는 춤 움직임은 수개월간 무용수들의 진을 빼며 몸과 몸을 부딪쳐 만들어낸 에센스, 즉 극도로 정제된 

동작들을 취하고 있기에 안무가 끝난 순간 이미 숙련도도 높아져 있다. 

<Unplugged Bodies>, 2014년 프레디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김경신은 안무가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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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한-영국 상호 교류의 해를 맞아 진행돤 프로젝트 <Ordinary Stranger>의 김경신, 딕슨 엠비아이(Dickson Mbi), 
사주 하리(SAHU Hari)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호모(Homo) 시리즈의 첫 작품 <호모 루덴스 Homo Ludense)>

이어진 한영 프로젝트의 결과물 <Ordinary Stranger>는 한 발 더 나아가 영국에서 함께 활동했던 다인종, 다 장르 

예술가들을 모아 이방인으로써의 경험을 공유하며 제작됐다. 신체 탐구 또는 움직임 탐구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한국의 현대무용, 영국의 스트리트 댄스, 그리고 인도의 카탁을 융합한 작품으로 작은 테이블 하나를 두고 

세 무용수가 보여준 ‘다르지만 조화로운’ 움직임은 몸 그 자체만으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Ordinary Stranger>는 국내외 다수의 

축제에 초청되었는데, 한국에서는 2018년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되었고 

필자는 “탁월한 세 무용가의 움직임은 더 

이상의 장식이나 효과가 필요 없는 ‘춤의 

순도’로 채워져 있으며, 김경신은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가공된 춤 공력(功力)을 

드러냈다."라고 호평했다. 

지나고 보니 <Pretty Monster>나 <Ordinary 

Stranger>모두 충돌하는 단어들의 믹스 

매치(mix & match)로 김경신의 언어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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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신의 작가성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근현대 철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인간 본성 탐구 3부작이다. 3부작 

호모(Homo) 시리즈는 인류의 원초적 본능을 현시대의 자화상, 나아가 인류 미래의 모습으로 그려낸 연작이다. 

첫 작품 <호모 루덴스(Homos Ludens)>는 2018년부터 한-영 공동 사전 리서치 지원으로 진행해오다 2019년 

MODAFE 폐막작으로 발표됐고, 두 번째 시리즈 <호모 파베르(Homo Faber)>를 2019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을 통해 소개했다. 마지막 작품 <호모 루피엔스>는 지난해 12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쇼케이스 형식으로 선보였고 올해 12월 완성작을 공연한다. 

인간탐구 3부작 호모 시리즈는 일관된 주제를 탐구하는 연작 작업이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경신의 작가성이 신체 탐구 단계에서 크게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철학가 요한 하위징아에 의해 개념화된 ‘유희의 인간’을 주제로 한 작품 <호모 루덴스>는 영국의 스트리트 댄서 

프랭키 존슨(Frankie Johnson)의 픽업그룹과 한국 무용수들이 출연한 작품이다. 김경신이 풀어낸 유희적 인간은 

일상이 놀이가 되고 그 놀이는 규칙을 만들며 진화되어 스포츠와 같은 경쟁을 낳고, 그 경쟁의 열광은 인류의 축제가 

된다는 해석이다. <호모 루덴스>가 국제 협업에 큰 의미를 뒀다면 두 번째 작품 <호모 파베르>는 치밀한 완성도와 

집중력을 보여준 작품이다. 

창작산실 선정작이라는 부담 속에서 김경신은 도구의 인간을 논하기 위해 많은 소품과 세트를 등장시켰으며, 사물과 

신체의 관계에 깊은 사고력을 보여주었다. 소품의 사용에 능숙한 안무가라는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이후 작품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호모(Homo)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 <호모 파베르(Homo Fa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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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작의 마지막 <호모 루피엔스>는 미래의 인간상인 호모 루덴스(유희의 인간)가 현재의 인간상인 호모 

사피엔스(지혜의 인류)를 지배한다는 가정 아래 안무가 김경신이 만든 합성어 '호모 루피엔스(루덴스+사피엔스)'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호모시리즈를 통찰하는 작품 <호모 루피엔스>는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유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욕망 사이를 이야기한 작품이다. 쇼케이스에 이미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기에 본 

공연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호모 시리즈는 모두 1시간 이상의 대극장용 작품이고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의 구상과 준비를 통해 완성되었다. 

많은 무용 작품이 무용수와 10번의 리허설(연습)을 계약하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보기 드문 제작 과정이다. 

호모(Homo)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 <호모 파베르(Homo Faber)>

호모(Homo)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 <호모 루피엔스(Homo Lup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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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작업들 역시 이벤트성이 아닌 신중하고 집요한 시간 속에 진행되고 있다. 호모 시리즈의 무용수 대부분은 

첫 단계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 온 사람들이며, 이 시리즈 사이 제작된 다른 작품들에도 출연하고 있다. 김경신의 

안무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이들은 Unplugged Bodies의 값진 성과이고 김경신의 페르소나들이다. 

김경신은 작품 대부분 직접 음악을 작/편곡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업을 이상적 창작 형태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 

무용에 대한 이해가 깊은 협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몇 

안 되는 작곡가, 대본작가, 의상디자이너가 작품들을 획일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작품의 첫 영감부터 구상, 제작까지 

누구보다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안무자가 음악, 무대미술에 

능력을 갖는 것은 총체적 컨트롤의 이상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신체의 물리적 탐구에서 시작해 그 안의 본성, 나아가 인류 진화의 

현주소와 미래까지 다루었던 김경신의 다음 화두가 어디로 

이동할지 궁금해진다. 지난 몇 년 간 숨 가쁘게 달려와 어느덧 

자신의 고유색을 가진 무용가로 자리 잡고 있으니 다음 신작을 

기대하게 된다는 말이다. 

11년 전 한국에서 공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던 빈손의 이방인이 막막한 안개 숲을 헤치고 누구보다 튼튼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집의 뼈대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방인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그는 작품 제목 <Ordinary Stranger>처럼 평범한 이방인은 아니었던 듯하다. 단어 

하나를 더 넣어 ‘Ordinary but Special Stranger’라고 써본다. 

신체의 물리적 탐구에서 시작해 그 안의 본성, 나아가 인류 
진화의 현주소와 미래까지 다루었던 김경신의 다음 화두가 
어디로 이동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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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세계 읽기 1

열린 마음과

용기
새로운 시도를 향해 내딛는

안무가 김경신을 처음 만난 건 2018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리랑 

TV 「ArTravel」 촬영에서였다. 이후 <호모 루덴스 Homo Ludens>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교류 리서치와 이듬해 본격적인 제작에 

합류하면서 그와의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김경신과 함께 작업한 것은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 

있고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로 기억된다. 협업을 통해 우리는 

아티스트로서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김경신은 

그의 안무 작업에 쏟는 열정만큼이나 함께 협업하는 동료들에게도 

깊은 신뢰를 쌓았고, 그것은 협업의 결과물인 작품을 통해 참여자 

모두를 빛나게 만들어 준다.

2019년 모다페를 통해 그의 인간탐구 시리즈 3부작 중 하나인 <호모 루덴스>의 협업 아티스트로 참여할 별한 

기회를 얻었다. 김경신과 함께한 작업은 창작 과정에서 나에게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해주었고, 그가 안무 작업에 

어떻게 몰두하는지 목격할 수 있었다.

글 프랭키 존슨 Frankie Johnson (무용수)

목차

들어가기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Ordinary
but Special Stranger

#2

열린 마음과
새로운 시도를 향해

#3

가장 진실한,
성숙하고

#4 #5

신체의 작품 돌아보기
움직임으로부터

인간 탐구에
이르기까지

내딛는 용기 사려 깊은 예술가

<호모 루덴스 Homo Ludens>의 3명의 협업 아티스트, (왼쪽부터) 김경신, 프랭키 존슨,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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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신은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가이다. 창작 작업에 대한 신념이 깊은 그는 여러 가지 시도를 제안했다. 때로는 그 

시도들이 너무 풍부해서 그가 제시하는 상상력과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격려를 받곤 했다. 우리가 나눈 농담이나 

장난들 또한 창작의 과정에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휴식이 필요할 때면 서로의 부담을 덜어 주었지만, 우리가 모든 작업에 투입했던 시간과 헌신으로 인한 결과물인 

<호모 루덴스>는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덕분에 김경신과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일 뿐 아니라 협업자로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 끊임없이 시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안무가 

김경신의 특별함이라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결국 그 시도들이 모여 그의 

작품을 돋보이게 만든다. 

열린 마음과 새로운 시도를 향해 내딛는 용기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 

지점에서 나는 김경신이야말로 아름답고 파격적인 

예술가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창작자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협업하면서 서로의 견해를 

조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지점에서 

프랭키 존슨과 언플러그드 바디즈 무용수 심재호

<호모 루덴스>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위에서 출연진, 스태프들과 함께 

김경신과의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이었다. 나는 김경신이야말로 '현대' 무용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가졌다고 믿는다. 그의 작품은 현대무용에 대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발상을 바꿔준다. 

그는 아마도 한국의 무용계뿐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판도를 바꾸는 안무가로 진화할 것이라고 믿으며, 나 역시 

앞으로의 김경신의 작업에 주목할 것이다. 

프랭키 존슨 Frankie Johnson

현대무용과 스트리트 댄스를 오가며 활동하는 영국 아티스트. 
런던 컨템퍼러리 댄스 스쿨 The Place에서 현대무용과 스트리트 댄스를 전공했다. 스트리트 댄스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대회로 알려진 암스테르담 
Summer Dancer Forever 2017 (House Dance Forever)에서 우승한 월드 챔피언이며, 세계적인 팝가수 카일리 미노그 Kylie Minogue 의 
싱가포르 공연에 솔로 아티스트로 초청되는 등 유럽을 대표하는 춤꾼이다. 
김경신과는 2018년 아리랑 TV "ArTravel" 촬영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2019년 작 <호모 루덴스> 협업 아티스트이자 무용수로, 2020년 
바디 시리즈 <엠티 프로젝트 Empty Project_After Light>의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바 있다. 

정리/감수: 이유진, 박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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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세계 읽기 3

가장 진실한,

안무가 김경신
성숙하고 사려 깊은 예술가

안무가 김경신을 처음 만난 건 2018년 PAMS(Performing Arts 

Market Seoul)에서였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을 지닌 그는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이어 나갔다.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그런 진솔한 면모는 창작의 과정, 그리고 그가 만들어 낸 

작품들과 유사한 지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2월 안무가 김경신을 미국으로 초청해 그의 

바디(Body) 시리즈 중 하나인 <Two Bodies_Control Two>를 

시애틀 국제 무용축제(SIDF)에 소개했고, 캄바타 댄스컴퍼니(KDC) 

단원들과 협업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 16년간 축제를 이끌며 

많은 예술가들을 소개해 왔는데, 그중 김경신은 가장 인상적인 

아티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사이루스 캄바타 Cyrus Khambatta

(시애틀 국제 무용축제 예술감독, 

캄바타 댄스컴퍼니 대표)

목차

들어가기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Ordinary
but Special Stranger

#2

열린 마음과
새로운 시도를 향해

#3

가장 진실한,
성숙하고

#4 #5

신체의 작품 돌아보기
움직임으로부터

인간 탐구에
이르기까지

내딛는 용기 사려 깊은 예술가

<Two Bodies_Control Two> l 사진촬영 jim col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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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신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그가 만들어낸 작품을 보는 것만큼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그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스튜디오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무용수들과 움직임으로 교감하고, 결국 모든 무용수의 감각을 일깨우며 

이끌어 나갔다. 무용수들에게 자발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관찰자로서, 나는 그가 거의 본능적으로 창작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페스티벌 2주 차에 김경신은 캄바타 댄스컴퍼니의 무용수 7명, 언플러그드 바디즈의 두 무용수와 함께 <The 

Puppet>이란 작품의 작업을 했다. 단 1주일간의 기간 동안 20분 길이의 작품을 만들어야 했는데, 김경신은 모든 

무용수가 그 과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자신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창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의 모든 무용수가 김경신이 제시하는 창조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완전히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능숙한 리더십 덕분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무용수들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Two Bodies_Control Two>는 언플러그드 바디즈의 무용수 

심재호, 이현경이 함께했는데,  뛰어난 작품성과 혁신적인 

움직임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무용수들은 두 개의 막대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며 두 인물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축제를 찾은 관객들로부터 아주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창작의 과정은 끊임없는 문제들과 부딪히고 해결을 필요로 하므로 

의사 결정에 있어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열린 마음과 신뢰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김경신은 모든 도전과 아이디어, 참여자들과 

작업 속에 발생하는 맥락을 진심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지녔으며, 

모두가 그의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과정 속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캄바타 댄스컴퍼니와 함께 작업한 <The Pup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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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신은 협업에 함께하는 동료들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폭넓은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타고난 리더이자, 보는 이들에게 다양한 상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작품들을 창조해내는 작가이다. 내가 함께 작업해온 아티스트 중 가장 

성숙하고 사려 깊은 예술가로, 그가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의 

작품들만큼이나 안무가 김경신을 정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진실한 예술가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큰 영감을 받았다. 한국 

현대무용계에서 가치 있는 안무가로 평가받기를 바라며, 나 역시 앞으로도 오랫동안 

김경신과 함께 작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이루스 캄바타 Cyrus Khambatta

시애틀 인터내셔널 댄스 페스티벌 예술감독이자 캄바타 댄스컴퍼니 대표. 
시애틀 인터내셔널 댄스 페스티벌(Seattle International Dance Festival)은 2006년 사이루스 캄바타에 의해 시작해 매년 약 2주간 진행되는 
현대무용 축제이다. 사이루스 캄바타는 2018년 PAMS에서 안무가 김경신과의 인연을 맺었다. 김경신은 2020년 2월 캄바타 컴퍼니의 초청 안무가로 
작품 <The Puppet>을 안무했으며, 그의 바디(Body) 시리즈의 하나인 <Two bodies_Control two>를 시애틀 인터내셔널 댄스 페스티벌에 
소개했다. 

정리/감수: 이유진, 박신애

캄바타댄스컴퍼니(KDC)와 함께, 맨 오른쪽이 KDC 대표이자 필자인 사이루스 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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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세계 읽기 4

신체의 움직임으로부터
인간 탐구에 이르기까지

안무가 김경신은 영국 러셀 말리펀트 컴퍼니(Russell Maliphant 

Company), 호페쉬 쉑터 컴퍼니(Hofesh Shechter Company), 

국립 웨일즈 무용단(National Dance Company Wales)까지 메이저 

무대의 무용수로 활동하다 귀국 후 언플러그드 바디즈(Unplugged 

Bodies)를 창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인 ‘창작산실-올해의 신작’, ‘창작산실-올해의 레퍼토리’와 

모다페(MODAFE, 국제현대무용제) 프로젝트로 국내 작품으로는 

최초 폐막작 선정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4월 24일과 25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올라가는 

<호모 파베르 Homo Faber>는 초연 당시 “소품과 조명을 영리하게 

잘 활용하고, 마치 영화와 같은 연출을 무대에서 펼친다."라는 평단의 

평가를 받았다. 화려했던 무용수 시절과 암흑 같았던 투병 생활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업 세계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2021. 4. 2(금) 오후 1시

대학로예술극장 대학로공작소

목차

들어가기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Ordinary
but Special Stranger

#2

열린 마음과
새로운 시도를 향해

#3

가장 진실한,
성숙하고

#4 #5

신체의 작품 돌아보기
움직임으로부터

인간 탐구에
이르기까지

내딛는 용기 사려 깊은 예술가

Q. 석사를 마치고 무작정 영국으로 떠나 러셀 말리펀트 컴퍼니(Russell Maliphant Company), 
호페쉬 쉑터 컴퍼니(Hofesh Shechter Company), 국립 웨일즈 무용단(National Dance 
Company Wales)까지 메이저 무대의 무용수로 활동하고 2011년 귀국하셨죠? 사실 명확한 계획 
없이 홀로 떠나기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무용을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학교도 늦게 들어갔죠. 대학교 2학년 때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이듬해 임펄스탄츠-비엔나 댄스 페스티벌(ImPulsTanz-Vienna International Dance Festival)에 

갔어요. 한국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곳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춤으로 하나 되는 그 순간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움직임의 

색이 한곳에 공존하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졸업 후엔 꼭 해외에 나가서 활동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석사를 마치고 1년 정도 해외에 나갈 준비를 했어요. 6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모아서 2005년 무작정 영국 런던으로 떠난 거죠. 런던에서 활동할 때 매번 돈이 다 떨어질 때 즈음 

프로젝트가 이어졌어요. 다행히 크고 작은 오디션 기회가 꾸준히 있었어요.(웃음) 

러셀 말리펀트 컴퍼니는 두 번째 오디션에서 입단하게 됐어요. 첫 오디션은 러셀 말리펀트 단원이자 러셀과 

실비 길렘(Sylvie Guillem) 공연의 커버 무용수 역할이었어요. 여성 무용수를 들어 올리는 동작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해왔던 것과는 상대무용수를 들어 올리는 방식과 호흡도 많이 달랐죠. 그리고 다른 

오디션 참가자들보다 체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경험으로 체력을 키우고 더 다양한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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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ising> 의 초대 멤버 7명

(왼쪽부터) 김경신, 호페쉬의 이복동생, 호페쉬 

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러셀과의 첫 오디션을 뒤로하고 안무가 라쉬팔(Rashpal Singh 

Bansal) 프로젝트에서 만난 프레디 오포쿠 아데(Freddie Opoku-Addaie)와 함께 투어 공연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호페쉬 쉑터로부터 프로젝트 참여 제안을 받았고, <업라이징 Uprising>의 무용수로 합류하게 

됐죠.  

Q. <업라이징 Uprising>은 호페쉬 쉑터의 이름을 알리는 중요한 작품이었죠. 2006년 초연에 함께한 
건가요? 호페쉬 쉑터와의 인연도 궁금해지네요.

프레디의 작품 <Little thing>에 무용수로 뛰고 있는데 호페쉬가 공연을 보러 왔었어요. 몇 주 뒤에 호페쉬가 

이메일을 보내왔죠. 그 당시 호페쉬는 <Uprising> 공연에 참여할 남성 무용수를 찾고 있었고, 그 공연에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프로젝트에 함께할 무용수들이 누구인지 묻기도 했고, 연습 기간과 공연 일정을 

조율해서 몇 번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심사숙고해서 연습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에 승낙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웃음)

그렇게 프로젝트를 이어오다가 국립 웨일즈 

무용단 오디션 기회가 생겼어요. 60명 정도가 

오디션에 참가했고 남자 무용수로는 유일하게 

제가 픽업됐어요. 사실 무용단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연습 환경이나 극장, 보수도 좋았고, 

여러모로 무용수에 대한 배려도 좋았죠. 하지만 

런던이란 대도시에 적응해서 살아온 터라 

웨일즈라는 적막한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6개월 후에 퇴직을 결심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갔죠. 막막하던 차에 러셀 

말리펀트에게 오디션 참여 제안을 받고 두 

번째 오디션을 통해서 러셀 말리펀트 컴퍼니에 

입단하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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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말리펀트 컴퍼니에 옮겨와서 있을 때 호페쉬가 <Uprising> 투어 공연을 위해 여러 번 러브콜 했던 적도 있어요. 

당시에 새들러즈 웰즈(Sadler's Wells Theatre)의 상주단체가 아크람 칸(Akram Khan), 웨인 멕그리거(Wayne 

McGregor) 그리고 러셀 말리펀트 컴퍼니였는데 호페쉬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았어요. (웃음)

Q.

Q.

영국에서 무용단 단원 외에 프로젝트 공연 활동도 하고, 그 당시부터 협업으로 작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영국에서 활동을 이어오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몸이 아팠고, 재활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험이 녹아든 작품들이 바디(Body) 시리즈인가요?   

러셀 말리펀트 컴퍼니에서 활동하면서 협업의 매력을 느꼈고 진보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무용단에서 영화감독이자 설치 미술가인 아이삭 줄리안(Isaac Julien)과 함께한 프로젝트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작업 결과는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6개월간의 창작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인상적으로 

남았죠.   

2008년 말 버거병(Buerger's disease)이 발병한 듯한데, 1년 이상을 그냥 참고 버텼어요. 틈나는 대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영국과 한국을 오갔죠. 

2008년에 더 플레이스(The Place Prize) 세미파이널에 올라갔는데, 당시 분위기가 이 대회에서 1등 하면 

5,000만 원 상금도 주고, 안무가로서 주목도 받을 수 있어서 더 참았던 것 같아요. 러셀 말리펀트 컴퍼니도 

병행을 하던 때여서 많이 힘들었죠.

사실 영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무용단 활동도 잘하고 있었고, 1년만 더 있으면 영주권도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1년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치료를 위해 귀국해서 입원했고, 버거병과 레이노드 

(왼쪽) 러셀 말리펀트 컴퍼니 무용수 시절 이탈리아 시실리에서, 
(오른쪽) 영화감독이자 설치미술가 아이삭 줄리안(Isaac Julien)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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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이 같이 왔다고 하더군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혈관이 수축하고 확장하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다리를 절단해야 할 위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름에도 방한 부츠를 신고 다녀야 했죠. 그 당시에는 

주위에서 병명을 물어도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입원을 해 있었고, 6개월 정도 지나 좀 회복될 때 즈음 <엠티 프로젝트 Empty Project>(2015년) 

작업을 시작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공허해지고, 비어있는 상태가 작품에 묻어난 거죠. 집에서 

동작과 음악을 만들고 영상으로 편집해서 무용수들에게 보여주면서 연습을 시켰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치료받고 재활을 했어요. 몸이 좀 좋아지고는 프레디와 듀엣 작품인 <언플러그드 바디즈 Unplugged 

Bodies>(2014년)를 만들고 무대에 올랐죠. 나 스스로가 무대와 사회로부터 언플러그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 영국에서 활동했던 시절도 그리웠고, 함께 작업했던 친구들 

생각도 많이 났어요.

<엠티 프로젝트 Empty Project>

Q. 무용수로서는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고 극복하신 거네요. 그 경험이 작품으로 이어져 바디(Body) 
시리즈로 신체에 집중하는 주제에 관심을 두게 된 거고요.

바디 시리즈를 처음 만들 때는 춤에 많이 집중했어요. 몸이 아팠기도 했고, 몸에 대해 더 충실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만의 움직임 어휘를 통해서 동시대 예술가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고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바디 시리즈를 탐구하고 싶었죠. 그리고 러셀 말리펀트 컴퍼니 시절에 러셀이 해부학을 많이 

언급했는데, 연습에 해부학 골격 모형을 들고 들어와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몸이 아프면서 그 부분을 많이 

되새기며 생각했는데 그 또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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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 박신애

호모(Homo) 시리즈의 1부 <호모 루덴스 Homo Ludens> / 사진 조태민

Q. 바 디  시 리 즈 에 서  현 재  몰 두 하 고  있 는 
호모(Homo) 시리즈까지 연작 작업을 이어 
가고 계시는데요. 리서치부터 제작까지 아주 긴 
시간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호모(Homo)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2년 전 즈음일 거예요. 그때 <NORI-놀이>라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리서치로 요한 

하우징아(Johan Huzinza)의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았어요. 놀이를 소재로 삼은 

건 2016년이고, 호모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구상한 건 건 2017년 말, 2018년 초였어요.

   

<호모 루덴스 Homo Ludens>는 2018년 

리서치 과정을 거쳐 약 1년 반 정도의 제작 

기간을 가졌고, 2019년 모다페 폐막작으로 

초연을 했어요. 리서치 과정 중에 작품에 함께할 

무용수들은 영상으로 오디션을 해서 찾았죠. 

영국에서 몇몇 무용수들이 3차로 나뉘어서 

3주간 한국에 머무르며 작업했어요. 프랭키 

존슨(Frankie Johnson), 김형남 안무가와 함께 

협업한 작품인데, 성격이나 표현의 방법론이 모두 

달라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많이 배울 기회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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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프랭키 존슨은 스트리트 댄스 기반의 무용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이견을 조율하거나 서로에 대해 
이해가 힘들었던 점도 있었나요?

호모(Homo) 시리즈도 3부작으로 완성해가고 있잖아요, <호모 루덴스>와 <호모 파베르> 그리고 
<호모 루피엔스 Homo Lupiens>까지 연작으로 상당히 방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프랭키는 스트리트 댄스에서 유명하지만, 더 플레이스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기도 했고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나 공감 능력도 좋았어요. 그러고 보니 해외 아티스트들과 협업했던 작업 중에 가장 

즐거웠던 작품이 <호모 루덴스>인 것 같아요. 반면에 아쉬움이 크기도 하죠. 모다페 프로젝트로 해외 유통 

기회를 만들어보려던 차에 코로나19가 시작되는 바람에 멈춰있는 상태예요. 작품을 새롭게 수정하고 

발전시켜보고 싶어요. 제 핸드폰에 노트해둔 파일이 2,000개가 넘는데 대부분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생각이 떠오르면 적어 놓죠. 그리고 창작 과정에서 하나씩 들여다보면 과거의 아이디어가 현재에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현재의 제가 생각하는 ‘유희’에 대해서 다시 표현해보고 싶어요. (웃음) 

<호모 루덴스>는 요한 하우징아의 유희의 인간에서 영감을 받았고, <호모 파베르>는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도구를 만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작품이에요. <호모 파베르>는 연대기적인 전개를 담고 

있어요. 끊임없이 도구를 만들어내는 인간이 결국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도구까지 만들어 낸다는 

장면으로 끝맺음을 했어요. <호모 파베르>는 2019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초연을 했고, 올해 4월 24일 

재공연을 앞두고 있죠.

3부작의 마지막은 유희의 인간 루덴스(Ludens)와 현 인류인 사피엔스(Sapiens)를 합친 말로 <호모 

루피엔스>라고 붙여봤습니다. 지식, 도구, 유희 등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작품을 몇 년 동안 탐구하면서 미래의 인간상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인간을 지칭할 단어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호모(Homo) 시리즈의 3부 <호모 루피엔스>, 오는 2021년 12월 초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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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쇼케이스를 통해 <호모 루피엔스>의 창작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인간이 문명을 이끄는 존재가 아닌 부속품이 되어버린 상태,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의 부정적인 면과 편리한 

기술과 공존하는 긍정적 면을 보여주었죠.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Q.

Q.

<호모 파베르>는 공연예술창작산실의 지원으로 작년 초연에 이어 올해 레퍼토리 공연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창작산실이라는 지원사업의 취지와도 잘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창 
연습 중에 있을 텐데 작품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동작이나 메시지보다는 조명과 함께 어우러지는 찰나의 순간을 잘 전달하고 싶다는 말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용수 구성의 변화가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모 시리즈 3편에 함께 했던 이현경 

무용수가 빠지게 됐고, 군대 문제 등으로 남자 무용수 두 명도 교체가 됐어요. 장면의 순서를 조금 다르게 

배치해서 구도를 수정했죠. 동작이나 장면을 크게 바꾸지는 않고, 디테일을 정리하면서 런을 가고 있죠. 모든 

작품이 그렇겠지만 <호모 파베르>는 순간의 이미지 특히 조명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미지가 관객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해요. 첫 장면의 박스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라던가, 형광등이 내려오면서 현실로 돌아오는 

찰나의 순간 같은 장면들이죠.

무용은 특히 청각과 시각의 결정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스태프들과의 협업도 공연을 올리는데 

중요한 지점이죠. 무용수들을 비롯해 류백희(조명 디자인), 조일경(무대 디자인), 김경남(사운드 디자인) 

감독들과 상호작용에 의해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호모 파베르>는 초연을 올렸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스태프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있죠.

호모(Homo) 시리즈의 2부 <호모 파베르> 첫 장면 / 사진 옥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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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호모 시리즈도 <호모 루피엔스>로 곧 완결을 지을 수 있겠네요. 앞서 바디 시리즈에서 호모 시리즈로 
연작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안무가님의 다음 주제가 궁금해요.

관객들에게 어떤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여건이 주어진다면 호모 시리즈의 마무리는 <호모 X>까지 4부작으로 완결 짓고 싶어요. 우선은 <호모 

루피엔스>를 잘 만들어야겠죠. <호모 루피엔스>는 언플러그드 바디즈라는 무용단에게도 변화의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시즌 무용수 제도를 도입하려고 오랫동안 고민해왔죠. 올해 6월 오디션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즌 

무용수 단체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호모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나면 환경, 지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은 두 작품을 구상하고 

있어요. 인간과 자연의 균형에 대한 주제로 <더 퍼펙션>이라는 작품과 쓰레기로 고통을 받는 지구의 모습을 

담은 <플라스틱 아일랜드>란 작품이죠. 인류가 고민해야 하는 것들을 주제 삼아 나 자신도 성숙해지고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바디 시리즈가 나 자신, 작은 감정, 사물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호모 시리즈는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저에게도 많은 변화를 준 

시간이었어요.

동시대를 함께 고민하고, 의식이 깨어있는 작가로 존재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무용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늘 그걸 깨고 싶죠. 저 역시 관객으로 영화나 뮤지컬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본 경험이 있어요. 

관객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상성이나 장면, 움직임의 구상으로 무용이라는 

작품도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물론 예술성을 포기하고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롱런을 해야겠죠. (웃음) 

그리고 레퍼토리 공연을 통해 다양한 관객들과 만나고 싶어요. 서울뿐 아니라 지역으로도 유통하고 싶죠. 

최근 들어 규모가 큰 작품을 만들고 있지만, 이 작품들로도 해외에도 가고 싶어요. 다양한 시선을 가진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싶어요.

인터뷰어 박신애

민간 무용 단체의 해외 진출을 돕는 비영리단체 코리아댄스어브로드(Korea Dance Abroad) 대표이며, 솔로축제 모노탄츠-서울(Monotanz 
Seoul) 예술감독. 국제무용프로듀서로서 뉴욕의 권위 있는 예술기관인 92Y 하크니스 댄스센터(Harkness Dance Center)에서 2014년부터 
아시아/코리아관련 게스트 큐레이터로 최근까지 활동했고, 현재 파리 S.O.U.M 페스티벌의 게스트 프로그래머이기도 하다. 
안무가 김경신과는 2018년 영국 스트리트 댄서들과의 현대무용의 협업 작 <호모 루덴스 Homo Ludens>의 프로듀싱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함께 
작업하고 있다.

정리 이유진 / 사진 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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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4F8A6D2D2ADB645D52067D8EA3F82ED0B846&outKey=V125d3d50c656f0b6d7a6e26c0f47d5c7e1fffca7338f30fbf18ae26c0f47d5c7e1ff&width=544&height=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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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 Ludens>
Choreographed by Kyoung-Shin Kim & Hyung-Nam Kim

Collaborated with Frankie Johnson
Presented by MODAFE PROJECT

영상바로가기

<Homo Faber>
Presented by ARKO CREATE

영상바로가기

작품 돌아보기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4912AB58DA623D7DC0D5E3C360471A634045&outKey=V1268fd8101f94a1c61cc0911b1a8bfa391d4a7816e940d637fb70911b1a8bfa391d4&width=544&height=306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E0DCD240358DEAEA417342A1FB259362353E&outKey=V1210327f3c18f738539304cc676647dae4674a9a00f325f5f57104cc676647dae467&width=544&height=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