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춤 : 
경계를 넓히는 
용기와 자유 

안무가 
메를렝 니야캄, 
살리아 사누와 
함께한 
아티스트 토크 
대화집

[ 

쿨
레
칸
의 2

0
2

1
 

데
게
베 

프
로
젝
트 ]

2021. 2.

Dance : 
Courage and Freedom 
that open our borders

Artist talk with 
the choreographer 
Merlin Nyakam, 
Salia Sanou. 



Meriln 

Nyakam

Sanou

Salia

©Antoine Tempé

©Fabien Coste 



4 프로젝트 개요

6 아티스트 토크	 안무가 메를렝 니야캄 

17 아티스트 토크	 안무가 살리아 사누 

목 

차



프
로
젝
트 

개
요

4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질문들

어떤 문화는 다른 문화에 비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느낀다. 

자신의 전통을 기반으로 두고 창작하는 예술가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며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어떤 인식들을 만난다. 

주로 무지와 편견으로, 차이가 쉽게 차별이 되곤 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가 속한 사회와 소통하며 

변화를 시도해왔고, 춤에 대한 그의 관점과 외부의 관점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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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토크 소개글

먼저 2월 17일과 19일 저녁, 현대무용의 새로운 장을 연 세계적인 

아프리카 안무가들, 메를렝 니야캄(Merlin Nyakam)과 살리아 

사누(Salia Sanou)를 초대했습니다. 

국가와 문화 등 여러 경계를 넘나들며 경험하고 목격한 그들의 삶과 

작품을 중심으로 한 90분간의 ‘줌(zoom)’ 대화입니다. 

각 안무가들을 만나 약 60분간의 대화가 진행되며, 이후 30분 가량 

참여자들과 질문을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인류와 

휴머니티’, ‘창작자와 표현의 자유’, ‘아프리카와 현대무용’ 등에 대한 

주제로 한국 관객들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안무로 기록해온 진실의 

조각들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열망,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희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대 30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한국어-프랑스어 순차통역이 진행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영어 및 수어, 문자 통역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 각 대화의 내용들은 온라인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쿨레칸 홈페이지(www.koulekan.net)를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무가 메를렝 니야캄
Merlin Nyak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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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2월 17일 (수) 저녁 8시 - 9시 30분 (서울시각)

형태 : 온라인 줌(Zoom) 화상회의

©Peggy Riess
< Hominide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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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ln 

Nyakam

# 안무가 소개

안무가이자 댄서, 가수인 국제적인 아티스트 메를렝 니야캄은 

카메룬에서 태어났다. 16세에 카메룬 국립 무용단 수석무용수로 

활동했으며, 90년대 프랑스로 건너와 필립 자메(Philippe Jamet), 

프헤데릭 르스큐(Frédéric Lescure), 조흐즈 몸브와이(Georges 

Momboye), 노흐마 끌레흐(Norma Claire) 등 수많은 안무가들과 

일했다.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몽딸보-에흐비우(Montalvo-Hervieu) 

무용단 소속으로 대부분의 작품에 참가하며 무용수, 가수, 배우로서 

주요하게 활동해왔다. 

2001년 발표한 [원시적인 재창조(Récréation Primitive)]의 성공으로 

안무가, 연출가로서 본격적으로 주목받는다. 아프리카인으로서 

최초로 프랑스 샤이요 국립극장과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에서 작품을 

올렸다. 일본 시즈오카 예술공연센터(SPAC)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며 국제적인 협업 

프로젝트를 이끌어 오고 있다. 2020년, 인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 ‘호미니데우스(Hominideos)’를 발표했다. 

안무작업 뿐만 아니라 음악, 뮤지션들과의 음악적 작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대학교, 음악원 등을 비롯 아프리카 

각국에서 전통 및 현대무용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자이기도 하다. 

 대표작 

<Hominideos> (2020)

<Organicus> (2018)

<Yumemiru Chikara> (2018)

<Le rêve de Takase> (2010)

<Ying Yang> (2009)

<Théorème de Neuneen> (2008)

<ET’AM> (2007)

<Liberté d’expression> (2004)

<Récréation primitive> (2001)

메를렝 니야캄 

Meriln Nyak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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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인사

	오늘은 ‘춤, 경계를 넓히는 용기와 자유’를 주제로 안무가 메를렝 

니야캄(Merlin Nyakam)님을 모셨습니다. 

	저의 오랜 선생님이자 친구이자, 형제, 여러가지로 의미가 깊은 

분입니다. 한국에서 다른 창작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프랑스 방문 계획이 무산되면서 온라인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에는 한국어와 프랑스어 순차 통역으로 

‘르프렌치코드’의 디올 사(Dior Sa)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60분 동안 안무가님과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후 30분 동안 참여자분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구요. 한정된 자원으로 영어 및 수어, 문자 

통역이 없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영 

엠마누엘 사누 

소영 

메를렝 니야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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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많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처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음악이나 춤, 

축제 등과 관련된 기억이 첫 번째 춤의 기억인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춤을 췄는지 어머니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 ‘너는 뱃속에서부터 

춤을 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은 희미하지만 3세부터 

어른들이 춤추시던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걷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었어요. 모든 소리에 반응하는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실 아이가 너무 조용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카메룬에 대해 잘 모르지만, 1990년도 축구를 계기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걸로만 알려진 건 다소 아쉽지만 카메룬은 

‘작은 아프리카’라고도 불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카메룬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문화, 기후 등이 다르고 다양하거든요. 카메룬에는 300개 

이상의 민족이 존재하고 이 말은 즉슨, 사투리가 아닌 3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함을 뜻합니다. 3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춤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는 여러분이 다 

예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카메룬은 기후적, 자원적으로도 풍족한 

나라입니다. 눈(snow) 빼고는 다 있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3년 전부터 국제 무용 관련 인턴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카메룬에 대해 유럽과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무용 인턴쉽에서는 무용 뿐 아니라 식재료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카메룬 사람들이 되게 잘 먹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미식가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만일 

3개월 정도 카메룬에 머물게 되신다면 하루 종일 엄청난 요리들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카메룬은 전통을 기반하고 있고, 예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발견할 것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먼저 안무가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안무가님, 

지금 남아있는 가장 첫 번째 춤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카메룬의 문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안무가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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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하면 알려진 국가들은 말리,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등이 있는데 중앙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카메룬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꼽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독립 이후, 카메룬에는 현재까지 단 2명의 대통령만 선출되었는데요. 

1982년부터 39년간 집권한 대통령이 현재의 대통령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프랑스에 가서 거주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메룬이나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오가면서 활동하려는 

계획이었는데, 1991년도 연극을 계기로 마르세유(남부 프랑스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 작품 이후 프랑스 정부로부터 2년간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파리로 이주해서 가장 명망있는 음악학교에 입학해 춤을 

병행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파리에 가서 보니, 프랑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프리카는 서아프리카에 불과했습니다. 서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한 부분인데 그것만으로 아프리카를 재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중앙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곳곳의 문화를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출신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오픈 마인드가 되어서 

모든 아프리카 문화를 배워야 진정한 아프리카의 모습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많은 대사관과 다양한 아프리카 출신의 

안무가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운이 좋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유럽으로 

이주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인이 이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간 엠마누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이 당시의 프랑스인은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던 

시절이었고, 호기심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 자체는 유럽인들에게 그야말로 새로운 존재였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아프리카 친구들과 비교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건 예외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아마도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양인과 나눌 수 있는 아프리카를 

보여줬다고 할까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DNA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당시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아프리카 

춤을 추는 백인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보냈고, 그런 시선은 저 

90년대 프랑스로 오셨는데,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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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에게만 향하는 인종차별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싸웠습니다. 

	2001년의 작품 <원시적인 재창조(Récréation primitive)>는 

프랑스에서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안무가로서의 첫 작품은 이미 

그 전에 발표했고요. 작품 이전에 프랑스 발 드 마흔(Val-de-

Marne) 비엔날레에서 콩쿨에서 1등상을 받게 되었고, 그 상금으로 

현재의 라 깔바스(La Calebasse)극단을 만들어 사람들을 모아 이 

작품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품 속 요소들은 이전에 다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늘 제 마음 속에 존재했었는데요. 놀랍게도 10년이 

지난 지금 2021년에도 ‘원시’라는 주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한발 물러서서 보면 사람과 자연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더라구요. 

우리 인류는 아주 풍부한 시대를 살기도 하지만 아주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즉 세상엔 많은 재난 재해들이 바로 인류가 많은 

것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인류라는 공동체적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과연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연의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시적인 재창조(Récréation primitive)>에 등장하는 다섯가지 

요소는 물, 불, 흙, 공기 그리고 마지막 인간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없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늘 이 자연의 

요소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가졌던 질문은 ‘과연 인간이 

이 아름다운 자연, 지구를 망치지 않을까’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들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바로 원시적인. 

	마치 작품에서는 우리의 원시, 초기의 시간을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즐기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가 느끼게 될 

자유의 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원시라는 단어는 제가 

아주 중요했었는데요. ‘원시’에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어린아이가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école 

primaire)에서 부터 비로소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죠. 

	프랑스에서 이 제목으로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원시라는 이 단어가 

말이죠. 많은 기자로부터 왜 하필 ‘원시’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는 

2001년 첫 작품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요? 왜 그 주제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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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원시라는 건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왜냐면 뭔가 과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하죠. 맞아요, 과거입니다만 우리는 현재를 살기위해 

우리의 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기 위해서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는 

원시인이었고 현재는 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열려있다면 열림을 통해서 

다양한 영향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문화와 춤에 대한 

저의 호기심과 관련해서 저는 늘 바오밥나무를 예로 드는데요. 

거대한 나무죠. 눈이 오든, 바람이 오든, 비가 오든 태풍이 치든 

끄떡없습니다.  왜냐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저는 제가 가진 제 아프리카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고, 바오밥 

나무의 가지처럼 바깥 세상에 대한 열린 마음을 주지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전통 춤을 이야기 할 때 되게 다양합니다. 제 뿌리는 

이것이지만, 서양의 춤이라고 할 수 있는 발레, 다른 움직임 등 역시 

저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이런 영향은 저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구는 둥글잖아요. 가다보면 많은 이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이 

저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멈춰있으면 안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 작품을 이야기할 때, 저는 ‘현대 아프리카 춤(Afro-

contemporai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현대라는 단어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는 건 안됩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현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의미합니다. 제게 전통은 

저의 DNA이자 정체성입니다. 각각의 대륙이나 나라들에 따라 이 

아프리카의 전통이나 정체성은 다릅니다. 저의 뿌리는 아프리카에 

있지만 이 뿌리라는 것은 어떤 순간, 어떤 일에 따라서 변화하고 

변형되기 마련입니다. 춤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안에서 어떻게 규범을 깨면서 나의 

전통을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했는데요. 무언가를 열어 더 멀리가기 

위해 이 규범을 깹니다. 앞서 언급한 바오밥나무에서 거대한 뿌리가 

전통이라면 가지는 현대라 할 수 있죠. 현대에는 늘 뭔가를 흔드는 

춤을 통해 세계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들과 정체성들을 

만나오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안무가님의 춤과 삶에 

영향을 미쳤나요?

많은 작품에서 전통과 현대의 

연결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전통과 현대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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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힙합의 흐름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흐름의 출연으로 많은 이들이 영감을 받아 세계화라는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어떻게 전통과 현대성을 균형있게 말하고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받아들일지 말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통과 현대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상당히 운이 좋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많은 전통 춤이 

남아 있으니까요. ‘현대 아프리카 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전통의 춤을 재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여러 춤이 금지되기도 했었죠. 이때문에 

창작을 위한 재료가 부족하다는 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팬데믹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놀라운 것은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아티스트들은 더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을 

포함해서 저 또한 한동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적응하거나 

멈춰야 하는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초반에는 이러한 방식에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현재는 

인터넷, 줌 등을 활용해 수업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기하고 춤출 수 있는 극장이 문을 닫았고, 학생을 만날 

수 있는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춤은 인생이고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움직여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팬데믹이 

오니 이런 저의 철학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더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춤의 중요성을 더 

느낍니다. 약(medicine) 그 이상입니다. 춤을 통해 사람들은 치유를 

받으니까요. 음악처럼 말이죠. 그래서 멈추면 안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든 무엇이든 우리는 숨쉬기 위해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팬데믹과 관련한 온라인 수업의 긍정적인 점은 오늘 

우리처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분들은 집에서 수업을 받으니 다른 이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죠. 편하게 출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춤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경계도 높아지고, 

만남도 제한되고 있구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또 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
티
스
트 

토
크	

																					

안
무
가	

메
를
랭	

니
야
캄

14

 한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국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020년에 <호미니데우스 

(Hominideos)>라는 작품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개인(solo)작품을 만들때와 

단체(group) 안무를 만들 때,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이시나요? 

창작과정이 궁금하고 솔로안무와 

단체안무를 만들 때의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참여자 질의응답

	‘알지만 모르고, 모르지만 안다’라는 말이 있죠. 한 나라를 방문했다고 

해서 그 나라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한 나라를 알려면 그곳에 

거주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한국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방문했고, 

올림픽과 유사한 행사에서 춤을 췄었는데 엄청 큰 자몽 3개를 머리와 

양팔에 이고 춤을 췄더랬죠. 그리고 옷을 엄청 샀어요. (하하하) 

일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이 좋았습니다. 

테이블이 아닌 바닥에 앉아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를 포함해 아프리카에서부터 저는 인간, 인류에 대한 관심을 

작품에 투영해왔습니다. <호미니데우스>는 앞서의 <원시적인 

재창조(Récréation primitive)>처럼 ‘뿌리로의 회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인류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앞선 선조들이 어떻게 자연과 살아왔는지 회상하고 

배워야 한다, 인류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주제로 

크로마뇽인부터 원시인, 지금의 현대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TV를 켜면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시대잖아요. 

코로나19처럼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작품입니다. 

	솔로나 단체 안무라는 구분은 딱히 없습니다. 말하자면 형태가 

없다는 것이죠. 굳이 솔로와 단체 안무를 구별한다면, 단체 안무가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한 명의 무용수가 모든 스토리를 전달하고 

관객을 맞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아프리카 안무가들이나 무용수들이 바로 솔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제를 가지고 한 명의 무용수가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관객은 다수잖아요. 관객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투영해 감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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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작품이든 단체 작품이든 간에 즉흥 부분 역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단체 안무의 

경우 모든 부분이 고려됩니다. 즉흥 부분이 있더라도 그 즉흥조차 

짜여진 것이죠. 이 안에 추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연습이 되고 

짜여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빈 방’ 조차도 무대에서는 ‘비어있는 

방’이라는 정체성으로 존재합니다. 단체 안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솔로와 듀오, 나아가 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형태 다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솔로 작품이 단체 작품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체의 

경우, 한 가지가 잘 안 되더라도 어떤 한 가지는 관객의 이목을 끄는 

부분이 있거든요. 솔로는 혼자잖아요. 울더라도, 만족스럽더라도, 

혼자입니다. 그래서 솔로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로든 단체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작품이든 간에 해석과 

무용수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작품에 힘을 불어넣는 것이니까요. 

	진짜 대답하기 어렵네요. 쉽고 짧은 질문이지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악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프리카 악기든 

아니든 말이죠. 특히 아프리카 악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 

발라폰, 코라,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이요. 굳이 한 가지를 

선택하자면 발라폰(Balafon)입니다. 너무 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칼림바(Kalimba)나 대나무 피아노인 산자(Sanza)같은. 

	창작자로서 저에게 중요한 점은 제 공연에는 최소 1~2명 라이브 

연주자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꼭 지키려는 부분이죠. 이렇게 

라이브 음악을 넣으면 그 뮤지션들과 함께 살아있는 공연이 되죠. 

단순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부분으로서 혹은 전체로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악기 관련해서는 그래서 발라폰입니다. 	

저는 발라폰을 피아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피아노가 발라폰이죠. 

	춤 관련해서는 하나를 선택하기 힘듭니다. 춤을 너무 좋아해서요. 

작품에서 소개했던  4가지 요소 ‘흙, 공기, 물, 불’이 담긴 춤을 

좋아합니다. 땅의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 춤을 출 순 없어요. 

‘공기’의 경우 쓰다듬는 듯한 움직임이나 숨과 연결되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든지요. 이때 에너지가 숨쉬는 겁니다. 공기가 당신의 

몸을 통과하는 거죠. ‘불’은 에너지입니다. 만족스러울 때, 이 에너지 

 작품을 보면, 아프리카 전통악기 

라이브 연주로 음악을 많이 

만드시던데요. 그 많은 아프리카 

전통악기 소리 중 심장을 울리는 

악기가 있다면 하나만 꼽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자주 추는 아프리카 

전통춤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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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분출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95%의 물로 이루어져 있죠. 	

이미 우리는 ‘물’입니다. 자주 추는 춤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좋아하는 춤은 이런 4가지 요소를 다 갖춘 춤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앞서, 요즘 제가 가진 춤에 대한 개념은, 춤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이러한 요소들과 함께 춤을 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창작자로서 대중의 기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공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공연이기도 하고요. TV에서 보는 댄서, 

조회수가 높은 댄서, 이런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면, 창작자라면 	

사실 작품의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제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사회의 어떤 면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여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과 저와 같이 일하는 댄서, 스태프들과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지, 누가 이걸 

이해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자신이 선택한 

것이니까요. 창작자로서 관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서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죠. 관객에게 하나의 진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합니다. 

	관객들이 만족했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현대무용의 대작들 

역시 초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도대체 

현대무용이 뭔가라는 의문을 나타냈지만 오늘날에 모두가 원하는 

것이 되었죠.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선 관객이 따라오느냐 인데, 그러기 

위해선 팀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죠.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대중성을 생각하시는지? 

작품을 창작할 때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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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가 살리아 사누
Salia Sanou

일시 : 2021년 2월 19일 (금) 저녁 9시 - 10시 30분 (서울시각)

형태 : 온라인 줌(Zoom) 화상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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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크 ] 

< Multiple-s >
©Laurent Phili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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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ou

Salia
# 안무가 소개

1969년 부르키나파소 레게마 마을에서 태어나, 그는 드리사 

사농(Drissa Sanon), 알라산 콩고(Alasane Congo), 이렌 타삼베도 

(Irene Tassembedo), 그리고 제르멘 아코니(Germaine Acogny)로부터 

아프리카 춤을 배웠다. 1993년, 살리아 사누는 프랑스 몽쁠리에 

국립안무센터 안무가인 마틸드 모니에(Mathilde Monnier)를 만났고, 

무용단에 합류하며 작품 <Pour Antigone>, <Nuit>, <Arrêtez, arrêtons, 

arrête>, <Les lieux de là>들에 참여했다. 

이후 살리아는 동료 안무가 세이두 보로(Seydou Boro)와 함께 

‘살리아 니 세이두(Salia ni Seydou)’라는 무용단을 만들고, 현대 

아프리카 무용에 대해 이국적이고 민속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며 탐험하기를 결심한다. 2001년부터 6년간 ‘인도양과 

아프리카의 안무적 만남(Le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de l’Afrique 

et de l’Océan indien)’ 국제무용경연 및 축제에서 예술감독으로 

일했다. 

2006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에 창작과 수련에 집중한  ‘안무 발전 

센터(Centre de la choreographic development La termitière)’를 

설립하고 감독한다. 또한, 국제적인 무용 공연 프로그래밍에 

중점을 둔 축제 ‘몸의 대화(Festival Dialogues de corps)’를 지금까지 

비엔날레의 형태로 열고 있다. 2008년 프랑스 국립무용센터(CND 

Pantin)에서 ‘아프리카, 현대무용(Afrique Danse Contemporaine)’이란 

책을 출판했으며, 2010년 프랑스에서 자신의 무용단 ‘Mouvements 

PerpOtuels’를 설립했다. 대표작 

<Multiple-s> (2019)

<Du Désir d’horizons> (2016)

<Clameur des arenes> (2014)

<Doubaley ou le mirror> (2013)

<Au dela des frontieres> (2012)

<Dambe> (2009)

<Poussière de sang> (2008)

<Un carré piste> (2004) 

살리아 사누

Salia San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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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인사

오늘 저희가 춤, 경계를 넓히는 용기와 자유를 주제로 안무가 살리아 

사누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프랑스 방문이 무산되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게되었고요. 대신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엠마누엘 사누님이 살리아 사누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살리아 사누님은 오래된 선생님이자 큰 형이자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살리아 사누님이 만든 무용 센터를 통해서 

부르키나파소의 많은 무용가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통역에는 르프렌치코드의 디올사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정된 자원으로 영어 및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60분 동안 안무가님과 

저희가 준비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후 30분 동안 

참여자분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엠마누엘 사누 

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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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가와의 대화  

	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놀면서 춤을 췄던 기억이 먼저 나는데요. 다리를 다치거나 

더러워져서 들어오면 엄마가 야단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좋았던 기억이고요. 아프리카에서는 7~10세가 되면 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이 춤을 추는 것을 뒤에서 

관찰하고 흉내내고 들으면서 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잘 못추면 

혼도 나고 그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 중 하나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약 2,900만 정도의 

인구가 있고, 이웃 국가가 많은 편입니다. 말리,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7개 국가와 내륙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국가의 절반이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이고, 나머지 절반에는 농업과 

낙농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요. 어른과 조상, 커뮤니티에 대한 

존중은 저의 기반입니다. 공동체에서는 흔히 모든 여자 어른들이 

저에게는 어머니였고, 모든 남자 어른이 저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중요한 문화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제 가치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대도시와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성도 

다른 서방 국가들처럼 존재합니다. 전통의 무게가 여전히 사람들의 

삶 속에 강하게 존재합니다.

	당시 프랑스의 대표적 안무가인 마틸드 모니에를 만났을 때 그녀는 

프랑스 각 지방들의 무용에 관한 정책들을 만드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립안무센터를 이끌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다양한 국적과 관련한 작품을 기획하고 있었고, 

저에게 참여를 요청했고, 이를 수락했어요. 서양 무용에 대한 문화를 

가진 마틸드와의 만남은 아프리카 전통춤만을 접했던 저에게 하나의 

새로운 춤세상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먼저 안무가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안무가님, 

지금 남아있는 가장 첫번째 춤의 

기억을 들려주세요.

 부르키나파소의 문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1993년, 24세에 프랑스 안무가 

마틸드 모니에(Mathilde Monnier)를 

만납니다. 두분 모두 당시의 작업을 

통해 큰 영감을 받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 무용단에서의 

활동들,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1

아
티
스
트 

토
크	

																					

안
무
가	

살
리
아	

사
누

	마틸드와의 만남은 다른 나라 여러 댄서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벨기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세계 각국을 

돌았는데요. 다양한 학교와 출신의 댄서들,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몸과 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에 

살면서 이 경험은 아프리카라는 대륙과 우리나라, 나의 문화에 대한 

시선을 달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의 위치를 

찾게 하고 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마틸드는 

저에게 교육자였으며 그녀와의 만남은 저에게 아티스트로서 저 

스스로를 재배치하는 계기가 됩니다. 

	세이두 보로는 이미 부르키나파소의 무용-연극 학교에서 만났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마틸드 모니에 무용단을 통해 

세계를 함께 돌아다니며 춤을 추면서, 춤에 대한 관점에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우리 둘은 우리의 춤에 대한 생각을 지키기 위해 

‘살리아 니 세이두(Salia ni Seydou)’ 무용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왔고, 여기 

프랑스에서 ‘현대무용’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고,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균형감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현대 아프리카 무용’이라는 춤을 프랑스에서 춘다는 것이 어떻게 

비치는지, 우리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 첫 작품은 오늘날의 

현대성 아래에서 오늘날 우리의 아프리카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무용수로서 이를 어떻게 보여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첫 작품은 아주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말도 많았고, 호불호가 명확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살리아는 아무렇게나 춘다라든지, 프랑스에서 

춤을 추는 이들이니 프랑스적이라 했고, 다른 긍정적인 한쪽에서는 

살리아는 늘 오리지널하고, 그들이 새로 창조한 현대 아프리카 

춤이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면 늘 이런 논쟁 구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었는데 어쨌든 작품이 나오고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후 1995년, 동료 안무가 

세이두 보로(Seydou Boro)와 

함께 무용단을 만들며, 아프리카 

춤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떨어진 새로운 춤을 탐험합니다. 

당시의 인식은 어땠고, 두 분은 

어떤 관점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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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관심, 시선이 오간다는 말이잖아요. 당시 유럽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다른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충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보는 시선들이 달랐었죠. 

	소개 영상에서도 봤던 <Du desir d’horizons>이라는 작품은 

부르키나파소와 부룬디라는 두 나라의 난민캠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난민캠프라고 하면 삶이 존재하지 

않는 영토이며 절망이 떠오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이들이 

대부분인데요. 저는 예술적 참여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연대의식과 형제애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돈이나 먹거리, 

입을 거리를 가져 간 것이 아니라 저의 무기인 춤을 가져간 것이죠. 

많은 것들이 부족한 이에게 춤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캠프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서있고, 어떻게 잠을 자는지 그들의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향후 제 작품에 많은 생각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 안에서 아이들은 곳곳을 뛰어 놀며 걱정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 자신이 난민 캠프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른들의 

경우, 혹은 9-18세는 그들의 몸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갈 수 없고 갇혀 있다는 걸 알죠. 30-40대 

아버지가 된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에 대한 존엄성을 

잃고 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조금 

달랐는데요. 여성이 없었다면 캠프는 절망 그 자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캠프에서 여성, 엄마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작품에 녹아나길 바랬습니다. 

	작품에서는 난민캠프의 절망과 폭력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저는 희망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캠프에서의 저의 경험들이 바탕이 

된 시를 통한 이야기로 희망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이 작품은 

탄생했습니다. 

 

작품 ‘Du desir d’horizons 

(수평선의 욕망으로부터)’은 

난민캠프의 경험을 작품으로 

담았지만 이건 캠프에 대한 

공연도, 다큐멘터리도 아니라고 

말하셨습니다. 무엇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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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C 안무발전센터는 와가두구에 위치해 있고,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안무발전센터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아카데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카데미라는 표현은 

지양하는 편입니다). 춤의 가치를 전하는 공간인 것이죠. 두번째로는 

춤으로 구성된 작품을 잘 창조하고, 잘 발전시키고, 상상력을 잘 

불어넣는 수단입니다. 세번째 특징은 작품을 전파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아티스트와의 교류를 통해서 혹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아프리카 곳곳에 전파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관객을 초대하고 

보여주고 비평하고 교류하는 곳이죠. ‘몸의 대화(Dialogues de Corps) 

페스티벌’이 이러한 전파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CDC 이전에 존재했던 아프리카 내의 교육기관은 기술이나 지식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에는 학교나 극단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대게 춤의 전승과 전파, 발전입니다. 

CDC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무발전센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곳은 현대 무용 작품, 관객과의 관계, 이 모든 것과 

연관된 창조성이 총체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마 

아프리카 대륙의 최초 시도라 불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타인과 만남의 힘을 엄청나게 믿습니다. 서로 주고 받는 것이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왔습니다. 여행을 

떠나 국경을 넘을 때면 하나의 영토를 만납니다. 저는 하나의 영토를 

떠나왔고, 저 또한 하나의 영토를 떠난 것이라고 깨닫게 되죠. 즉, 

이제부터 저는 이 새로운 영토를 배우게 됩니다. 이 영토 또한 제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어떤 무용수나 연극이나 관객이나 영토를 만나든, 전 이러한 호기심 

속에 있습니다. 이 호기심이 늘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고, 이런 만남이 ‘제 3의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공간에서는 

타인과 어떤 것에 대해 대화하게 됩니다. 이 곳에서 저는 무언가를 

계속 말하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제 작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제 3의 공간에서는 각자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내거나,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나,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를 느끼고 

무언가를 취하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친구든 연인든 이러한 제 3의 공간이 없다면 함께 할 수 없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든지 하는 복잡한 상황이 

 CDC 안무발전센터 

(Choreographic Development 

Center la Termitière)는 제가 

만난 모든 부르키나파소 댄서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CDC 이전에도 무드라 아프릭 

(Mudra Afrique), 세네갈의 

모래학교(Ecole des Sables), 

이렌 타삼베도의 학교(EDIT) 등 

교육기관이 존재했지만, CDC를 

‘아프리카 대륙의 최초 시도’라 

표현하는데요. 어떤 점이 그러한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춤을 통해 세계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들과 정체성들을 

만나오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안무가님의 춤과 삶에 

영향을 미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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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합니다. 동의의 공간이 필요해요. 뭔가 긍정적인 것을 만드는 

그런 공간 말이죠. 저는 이런 만남을 믿고, 이 만남이 제 3의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초기 프랑스 이동제한령이 시작된 1-2개월 동안 움직일 수 

없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일종의 숨쉴 시간을 

줬죠. 아주 활동적이었던 저는 최근 15년 간 일만 했기 때문에, 이런 

멈춤이 초반에는 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멈춰 있는 동안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은 연대와 형제애였습니다. 난민캠프에서처럼 

다른 이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 상황에 대해 저는 대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연대를 고민하며 동시에 작품과 창작 구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 있어야 했죠. 즉, 인터넷이나 줌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르키나파소를 위한 

연대의 운동을 미국에 있는 올리비에(Olivier Tarpaga) 등 몇몇 

친구들, 해외에 있는 동포 무용수들과 함께 시작했고, 생활고에 있는 

고국의 젊은 무용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경우인데요.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지원이나 월급의 일부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동포 무용수 안무가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게 되었죠. 

만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이나 줌을 통해 만날 수 있죠. 

이 네트워크는 이동제한령 상황 하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뭔가를 만들어야 하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위기가 여러 행동들을 시작하게 했으며 

무용수와 안무가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향후 

4년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 할 저의 다음 작품은 6~10세 아이들에 관한 작품인데요. 

아이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인생은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 

태양은 무엇인지. 이 모든 계획들이 바로 집에 갇혀 있는 지금 

생각하게 되었죠. 지지 않았고 살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춤에 대한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간 

경계도 높아지고, 만남도 제한되고 

있구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또 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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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질의응답 

	2020년의 경우, 위기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어쨌든 어려움 

속에도 진행은 됐지만, 국제적인 페스티벌인데 초청된 많은 극단이 

방문할 수 없었지요. 원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부르키나파소의 

젊은 안무가들이 주축이 된 페스티벌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었고, 프랑스와 국내팀들로 한정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국내팀들이 있었다는 건 특이점이기도 합니다. 

	이 곳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삶의 상태, 팬데믹 상황, 

어떻게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춤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 갈 것인가 등의 수많은 질문이 오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지 많은 작품들 속에서 위기, 정체 같은 주제들은 

페스티벌 기간 내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도 

많은 관객들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축제를 찾았습니다. 정말 

특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페스티벌은 진행되어야 했고 

살아 있었죠. 팬데믹이 우리를 죽이고 스트레스를 주고 했음에도 

희망을 가졌죠. 

	아주 복잡한 질문인데요. 저의 경우 ‘아프리카 안무가’, ‘아프리카 

댄서’, 혹은 ‘현대 아프리카 춤’을 춘다고 한정짓지 않습니다. 전 

살리아 사누이고, 전 제 춤을 춥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고 

검은 피부색을 가졌지만, 저에게는 춤은 현대이자 그 자체가 저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걸 지키려는 것이고 이런 현대 예술가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춤은 세상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요. 저의 춤은 유럽, 아시아, 라틴 

대륙에도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제 춤은 유럽, 아시아, 라틴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지키려는 겁니다. 제가 

아닌 다른 안무가 역시 그들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몸의 대화(the Dialogues de corps 

festival) 페스티벌은 비엔날레 

형식을 기반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춤이라는 것을 비엔날레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다른 무용축제와의 차이점이라면 

어떤 점이 있나요?

 외국인이 아프리카 전통 춤에 

영향을 받아 발전시켜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춤의 정체성에 

있어서 인종이나 민족성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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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됩니다. 전 이 다양성도 지키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 

아프리카 무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를 가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아프리카 출신이 아니라면 현대 아프리카 무용을 출 수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에게 ‘현대성’이라는 건 안무가 

살리아 사누라는 존재 그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도쿄)에서도 발레 안무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티스트가 

된다는 건 현대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제 춤을 현대 아프리카 

무용이라 정의하지 않아요. 뭔가 명확히 하기 위해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유럽에 현대무용 안무가가 있는 만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도 그만큼 있습니다. 전 이런 다양성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창작자이자 아프리카인으로 볼 때 제 정체성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라는 단어는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나 어떤 차원도 

현대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 아프리카 춤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는 것 보단 다양할 수 있음을 

열어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러한 정의를 거부하고, 

현대 예술가라 말하겠지요. 우리가 현대 작품을 보면 그냥 현대 

작품이라 그러지 아프리카 현대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든 

제가 아프리카인이라서요?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프랑스 출신이든 그 

안무가가 만든 작품은 현대작품일 뿐이죠. 이걸 주장하고 싶네요.

	춤과 관련해서 저는 난민캠프에서의 경험을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아프리카 전통춤, 운동이나 의례에서 혹은 파리의 

지하철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춤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그 모든 곳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마사 그레이엄(Martha Graham)을 ‘현대 미국 무용가’ 

혹은 ‘현대 미국 안무가’라고 칭하지 않잖아요. 피나 바우쉬(Pina 

Bausch)를 ‘현대 유럽 안무가’라고 지칭하지 않는 것처럼요. 마틸드 

모니에(Mathilde Monnier)를 유럽 안무가라 부르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늘 아프리카를 넣습니다. 프로 안무가들은 세계 곳곳의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다양성이 희망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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