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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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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에 참여하는 이들이 무용을 즐기는 다양한 향유방

식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하는지 발견하며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관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용향유의 방식, 

내용,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제공되는 무용체

험이 행복추구를 위한 보다 더 교육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교육방

법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문화예술교육관련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은 어

떠한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고 맛보는가? 둘째, 문화예술교육관련 무용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은 어떠한 무용향유체험을 하는가? 셋째, 문화예술교

육관련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의 무용향유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들은 무엇인가? 넷째,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제공되는 무용 프로

그램을 통한 무용향유체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교육방법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체험의 내적 속성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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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석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년 6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연구의 전체 과정은 계획, 실행, 결과의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전형적 사례 선택 기법(Miles & Huberman, 1994)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

의 대표적인 사례 두 팀(‘삼삼오오’팀, ‘춤꽃마실’팀)과 일반적인 발레강좌팀

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van Kamm(1966)이 제시한 여섯 가지 연구 참여자 선

정조건을 고려하여, 이 세 팀의 참여자들 중에서 학습자 18명 및 교육자 6

명을 연구참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심층면담, 그룹면담, 수

업관찰, 현지문서와 자기보고식 일지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분석

은 Wolcott(1994)가 제안한 기술, 분석, 해석의 순환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

다.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 참여자

에 의한 검토, 동료 간 협의를 걸쳐 절차적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

리고 연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떠한 부정적 영향이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을 향유

하는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1) ‘기능적으로 향유하기’는 연구

참여자들이 특정 장르의 무용형식 안에서 ‘몸 움직이기’, ‘동작 숙련하기’의 

활동들을 하며 무용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무용을 

처음 시작할 때, 무용동작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무

용을 즐기고 있었다. 2) ‘유희적으로 향유하기’는 무용동작 보다는 우리 몸

과 움직임 자체에 관심을 갖고 놀이하듯 무용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연

구참여자들은 신체접촉 활동, 무용 즉흥, 무용 공연 보기 및 하기, 춤으로 

여행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실험하고, 놀아보고, 써보

며 무용을 즐기고 있었다. 3) ‘공헌적으로 향유하기’는 무용활동을 통해 발

견한 의미와 가치들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무용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들 스스로가 발견한 무용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들과 삶의 

의미들을 교육 및 공연 봉사활동, 무용 공동체 만들기 활동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진정으로 무용을 즐기고 누리게 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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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와 같은 향유의 세 가지 방식들은 연구참여자들이 더욱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면서 유기적이고 순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무용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내면에서는 몸의 체험, 앎의 체

험, 마음의 체험이 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1) ‘몸의 체험’은 연구참여

자들이 몸을 단순히 감각기관들이 뭉쳐져 있는 육체가 아니라 ‘너’를 만나는 

주체로서, ‘나’를 보여주는 주체로서,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있다. 2) ‘앎

의 체험’은 앞에서의 ‘몸의 체험’의 여정 동안 연구참여자들이 무언가를 새

롭게 인식하게 되고, 단순한 깨달음에서 시작하여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

으로 이어지는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있다. 3) ‘마음의 체험’은 

‘몸의 체험’과 ‘앎의 체험’에 관여하는 감정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몸, 움직

임, 무용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불편함에서 즐거움으로, 그

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체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무용을 향유하는 경험이 시작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데에는 각각 

학습자, 교육자, 수업, 사회·환경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1) 무용향유체험이 처음으로 시작되어 기능적으로 무용을 즐기게 되는 데에

는 학습자의 개인적 성향과 본능, 학습자를 존중하는 교육자의 태도, 과정과 

결과에 모두 중점을 둔 수업, 무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무용향유체험의 폭이 넓어져 유희적으로 무용을 즐기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표현에 대한 열망과 욕구, 안내자로서의 교육자, 자유로

움을 인정하는 수업의 분위기, 지식정보망의 공유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 무용향유체험의 깊이가 더해져 공헌적으로 무용을 즐기기 위해서

는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 삶의 컨텐츠가 담긴 교육자, 무용체험의 

객곽적 의미를 강조하는 수업, 공동체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교육방법으로는 서사적 접근방식의 실천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주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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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동체성, 서사성, 윤리성, 창조성을 도출하였으며, 서사적 접근방식으로

부터 이 네 가지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제시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무용교육의 내용으로서 ‘안목’, 방법으로서 ‘심법적 차원’, 무용

교육자의 ‘서사꾼’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또한, 무용에 들어 있는 가

치와 삶의 의미들을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무용실천공동체를 통한 무용향유

체험이 더욱 효과적인 실천방법임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무용교육자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교육자는 무용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지를 돌아보

아야 한다. 둘째, 무용교육자는 자신과 학습자 모두를 서사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무용교육자는 학습자의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심법

적 전문성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향유체험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장기적

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의 무용향유체험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무용향유체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무용향유체험과 덕, 

인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문화예술교육, 무용향유체험, 기능적 향유, 유희적 향유, 공헌적 향

유, 서사적 접근방식, 무용 실천공동체

학  번 : 2012-3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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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미영은� 온몸이� 마비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자신

을� 발견한다. 3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미영의� 손끝이� 전화기에� 닿았다. 

앰뷸런스에� 몸을� 맡기고� 곧� 도착한� 병원에서� “당분간� 무조건� 쉬어야� 한다”

는� 진단을� 받는다. 공포감이� 엄습하며� 미영은� 지난날을� 돌이켜� 본다.

자신은� 누가� 봐도�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멋진� 여자였다. 이른바�

‘빅� 6’라� 불리는� 미국의� 대형� 회계법인에� 유일한� 한국� 여성으로� 일하며� 명예

와� 부를� 함께�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곳은� 약� 천명의� 엘리트�

회계사가� 각축을� 벌이는� 곳인� 만큼� 전투적으로� 일해야만� 했다. 한창� 젊음이�

무르익을� 30대� 초반에� 부드러움이나� 웃음은� 사라져갔고, ‘걸어� 다니는� 시한

폭탄, 분노중독자’ 같았다. 이것이� 미영이� 돌아본� 자신의� 지난날이다. 

치료를� 하며� 증세가� 좋아지자� 건강을� 위해� 휴식과� 여행으로� 소일한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무용을� 만났다. 첫� 수업에서� 난데없이� 눈물이� 주룩주룩� 흘

러내린다.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함부

로� 굴리고� 무시해� 왔는지�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미영은� ‘마음으로� 경

험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남은� 삶에서� 다�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다. 미영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과정� 자체가� 삶이라는� 여행길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도구라� 말한다.

(월간중앙� 201512호,� p.261-273)

이 이야기는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라」(2014)의 저자가 실제 겪었던 경

험이 실린 신문의 칼럼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미영씨의 삶은 무용을 경험

하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그린다. 무용을 만나기 이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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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녀는 부와 명예를 위한 전쟁터 같은 일상에 놓여져 있었고, 그러면

서도 부모님에게는 ‘잘 나가는 딸’로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향한 혹독한 

채찍질을 멈출 수가 없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게 되면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만난 무용경험은 전쟁터로서의 삶이 아니라 행복을 찾는 여행

길로서의 삶을 도와주는 지혜로운 도구가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무용을 하

면서 무엇을 경험한 것이었을까. 무용은 어떻게 그녀가 행복을 찾도록 도와

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었을까.  

연구자 역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무용을 전공으

로 한 나의 과거를 떠올려보면 미영씨의 무용경험에서처럼 즐겁고 충만한 

장면들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어떤 일을 취미로서 하는 것과 

직업으로서 하는 것의 차이일까. 좀 더 뛰어난 기량을 갖추기 위해 혹독하

게 연습해야 했고, 몸이 아픈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은 무용 전공자라

면 갖추어야 할 자질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똑같이 여전히 무용실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무용음악을 

들으면 편안해지고, 공연장 무대 위가 아니라 객석에 앉아있을 때에도 마음

이 충만해진다. 무용과 함께 할 때 행복함을 느낀다. 무용을 가르치는 일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행복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무용은 어떻게 나에게 이 

행복함을 가져오는 것일까. 스스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밝혀내기에

는 어려움이 많았다.  

몇 해 전부터 무용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면서 연구자는 반복되는 이 질

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을 수 있었다.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의 미영씨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무용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몰랐던 것을 새로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들은 곧 무

용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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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삶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싶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무용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의 경험과 변화를 다루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주로 과학적인 관점에서 무용수업

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만족도(김이정, 2011; 박현옥, 2011), 창의성(김정

하, 박현옥, 2012), 자기효능감(박현정, 김지영, 2012), 사회성(김연정, 2012; 

이정일, 이성노, 이태현, 2012), 정서지능(김현진, 2013)의 변화를 실험 및 조

사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무용이 위와 같은 ‘변인’

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역시 학습자가 배움을 통해 무엇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

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는다. Hong(2006)은 이를 “블랙박

스”(p.70)의 상태와 같다고 주장하였다. 무용경험의 내부에서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가 투명하게 보여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블랙박스”

를 열어보는 일은 무용교육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

다. 무용이 학습자에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며,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

는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논의할 수 있어야만 무용교육의 질적 성장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석문주, 최은식, 최미영, 2010). 

우리나라에서의 무용교육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 이후, 빠

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교육정책 백서」(문화체육관광부,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2014)에 의하면,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약 850여명의 무용

예술강사들이 전국의 학교에 파견되어 무용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이 결과 

약 1,600여개 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무용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사실상 문화

예술교육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학교에서의 무용교육은 주로 체육교과의 

한 단원으로 포함되어 체육교사들에 의해 가르쳐져 왔다. 그러나 예비체육

교사교육에서 무용에 대한 관련 지식이나 지도방법을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로 인해 현장에서의 무용수업이 교과서의 무용이론을 

전달하는 정도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생략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는 점들은 오랫동안 한계점으로 논의되어 왔다(김해성, 2013; 박은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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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2007; 이은실, 2009; 함지선, 김경숙, 2007). 그런데 2005년 문화예술

교육정책이 시행됨으로써 무용을 전공한 예술강사가 학교에 파견되기 시작

하였고, 학생들에게 움직임 및 표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회

들이 제공됨에 따라 무용교육의 새로운 실천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이병

준, 이유리, 2014). 이로 인해 무용교육은 다양하고도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책 시행 후 약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동안의 성장이 양적인 

성과에만 치중되어 왔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제는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한다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정선, 2012; 손경년, 2013; 조현성, 2013). 그간 문화예술교육이 국가적 정

책에 의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성과주의에 빠져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의 향유

적 측면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년 

주기로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문화적인 삶을 누리

고 있는지를 파악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는 수혜자의 경험을 양적 

성취에 기준을 두고 있어 정책 관련 연구에서는 적합한 방식일 수는 있어도

(Floden, 2001) 수혜자의 향유적 측면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국민의 삶의 질이나 문화적 감수성, 문화예술향유 

등과 실제로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김세훈, 2012).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가르

치는 이가 아닌 배우는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Hastie와 

Siedentop(2006)의 주장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용교육에서도 역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이 

의도된 교육목적을 향해 실천되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

련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체계가 마련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적 측면에서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이 역시 학습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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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황인주, 2014). 무용교육이 본래의 목적과 방향을 

성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을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배우는 이에게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포착할 수 있다면 이는 적

어도 본래의 무용교육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실천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학습자들이 무용을 스스로 체험함으로써 무용의 잠재된 가치를 깨닫고 더 

나아가 그 체험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주목하여야 한다. 

배움이라는 체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던 Colaizzi(1973)는 학습자의 배

움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본래 대상은 실험적인 조작이 가해지기 이전 일

상 생활체계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체험이어야 함을 주장한

다. 정책연구에서처럼, 학습자들의 무용활동이 얼마나 많이, 어디서 자주 이

루어지는가와 같은 양적 성취에만 초점을 둔 방식으로 그들의 총체적인 체

험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체험은 단순한 일상의 경험과 달리, 시

간과 공간과 관계를 전유하는, 즉 내 것으로 만드는 장소로서 몸에 새겨지

는 것이기 때문이다(조용환, 2011). 자연과학적인 방법의 그늘에 가려 망각

되어 왔던 학습자의 체험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문화예술교육적 무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무엇을 향유하고, 그 체험

이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몸과 삶에 새겨지는 이러한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밝혀냄으로써 무용교육의 기능적 개선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근본

적인 의미를 물어야 할 필요를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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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 삶과 문화 속에서 무용을 즐기는 체험이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고 싶은 매우 근본적인 호

기심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에 참여하는 이들이 무용을 즐

기는 다양한 향유방식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하는지 발견하

며,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관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무용향유의 방식, 내용,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제공되는 무용체험이 행복추구를 위한 보다 더 교육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교육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3. 연구문제

첫째, 문화예술교육관련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고 맛보는가?

둘째, 문화예술교육관련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은 어떠한 무용향유

체험을 하는가?

셋째, 문화예술교육관련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의 무용향유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무엇인가?

넷째,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제공되는 무용 프로그램을 통한 무용향유체

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무용교육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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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 문화예술교육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와 정신과 

영혼의 조화로운 발달을 지향하는 기본소양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공자

를 위한 예술교육을 넘어서, 모든 이가 예술경험을 통해 문화적 삶과 인간

다운 삶의 총체성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교육이다.

§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 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전문

가가 될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을 가

르치는 일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무용교육

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무용을 체험하고 무용에 내재된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 무용향유

일반적으로 무용경험은 과거 학교 예술교육에서 기능 중심의 평가를 위한 

것이었거나 공연장을 방문하여 수동적 태도로 관람하는 정도에 그친다(함수

경, 2015). 소비적이고 수동적인 배움의 형태로 단순히 무용을 접하는 경험

인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경험은 우리 삶과는 동떨어진 채, 무기력하고 무

의미한 배움으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무용을 즐기

고 지속하는 데에 있어 기초가 될 수 있기에 대체되거나 부정되기보다는 보

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용이 우리 삶과 다르지 않은 형태로 

경험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용경험에는 주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몸뿐만 아니라 머리와 마음이 모두 관여하며, 소비가 

아닌 창조적인 활동이 함께 일어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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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무용향유는 단순한 경험(經驗)이 아니라 삶의 맥락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체험(體驗)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이 인식적 의

미, 즉 무엇인가에 대해 안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에 대하여, 체험은 개별 인

간에 있어서 지적(知的)인 것만이 아니라 정의적(情意的) 요소도 포함한 의

식 활동 전체의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이다(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무용향유체험이란, 무용의 기능을 포함한 정신, 안

목, 문화 등을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주체적, 통합적, 창조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무용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년 이상 자발적으로 무용활동을 지속해온 

성인들이기에 단기적으로 무용을 경험한 사람들 또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다른 특정 대상의 무용체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무엇인가를 누리고 즐기는 향유의 과정은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 아니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연구 기간 안에  

연구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의 방식, 내용, 영향요인, 그리고 그것이 그들

의 삶에 의미하는 바를 밝히는 것은 다소 한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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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교육과 무용교육

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의미 

학문 영역에서 ‘용어’는 단순한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 연구를 

축적하고 의미를 확산하는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한다(김선아 외, 2010). 해

당학문의 용어가 어떻게 진술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용어의 개념이 얼마

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학문의 발달을 가늠할 수 있다(박

영민,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용어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등장과 함께 정책적으로 먼저 사용

되기 시작하였으며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

향한다.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

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

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4조� 2항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생활문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

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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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

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는 합의된 

바 없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용어의 

구조를 살펴보면, ‘문화’, ‘예술’, ‘교육’이라는 각각의 개념들로 조합되어 있

다. 이에 몇몇 연구자들은 문화, 예술, 교육 각각의 내적구조를 탐구하고 이

를 결합시켜 문화예술교육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각의 용어 자체 또한 몇몇 전문가나 학자에 의해 정의되고 규정될 

수 있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이러한 시도는 한계를 지

닐 수밖에 없다(김선아 외, 2010).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 ‘예술’, ‘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

는지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는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결합’의 관점, 둘째는 ‘문화, 예술, 교육의 경계를 

초월한 통섭교육’의 관점이다.

  ‘결합’의 관점 ‘통섭’의 관점

<그림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김선아 외, 2010, p.81, 그림4-1, 그림 4-2 인용)

먼저,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결합’의 의미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위의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단,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단순히 

결합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두 개념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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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기존의 예술교육이 보여주는 형식적 제약성과 문화

교육의 내용적 광범위성을 상호지양하는 것이다(김세훈 외, 2004). 특히, 그 

강조점에 있어서 예술교육보다는 문화교육에 더 중점을 둔다. 작품예술, 공

연예술, 또는 순수예술을 중심으로 하였던 기존의 예술교육을 문화현상, 문

화활동, 문화적 과정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으로 이해하고 있다(심광현, 2012; 최의창, 2011).

이와 달리, ‘문화, 예술, 교육의 경계를 초월한 통섭 혹은 융합’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위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책적, 교육적 상황에 기원을 두고 등장한 

것임을 고려하여 지식과 경험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예술 장르의 통

합을 넘어서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이

다(김선아 외, 2010).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분리되었던 예술장르들이 근대 

이후에 융합되며 새로운 혼종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글로벌 시대, 서양과 

동양, 중심과 주변, 주류와 비주류들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세계화’와 ‘지역

화’가 융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변

화와 함께 근대적 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

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각 학자들마다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은 관점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문화성, 공동체성의 의미를 내포하며 예술

과 문화를 매개로 한 전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또

한, 문화예술교육 개념의 정의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예술교

육을 수단으로 하는 문화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황연주, 정

연희, 2004). 문화예술교육은 인간의 신체, 정신,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전인

교육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방식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손경년, 2013; 송미숙, 김경은, 2012; 황금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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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연구자 정의

문화의 
맥락을 

강조하는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결합’ 관점

김세훈 외

(2004)

§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현행 예술교육이 보여주는 형식적 제약성과 문화교
육의 내용적 광범위성이 상호지양된 형태

양현미 외 
(2004)

§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라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용어가 
결합된 개념이며 기존의 예술교육이 갖는 장르 중심적인 사
고를 뛰어 넘어 통합적인 교육방법을 수용하는 교육

황연주

(2004)
§ 예술을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문화교육과 예술교

육이 상호 연계적, 보완적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교육

한국무용교육학회

(2005)

§ 예술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미적 감수성 함양과 창의성 육
성, 정서 함양을 통해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모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교육

이동연

(2008)

§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문화교육이고, 예술교
육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으
며,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강조

최의창

(2011)

§ 전문적 예술중심의 예술교육에서 예술을 문화현상, 문화활
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노력. 문화현상과 문화활
동을 삶과 생활의 일부분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개념을 예술
교육에까지 확장시킨 개념

심광현

(2012)

§ ‘문화적 과정’으로의 초점 이동, ‘문화’는 ‘삶의 양식’ 전반
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하며, 맥락과 함께 숨쉬는 ‘산지식’을 
체화하는 장으로 전화되어 창의적 시민을 육성해야 함

‘문화, 예술, 
교육의 
경계를 
초월한 

통섭교육’의 
관점

김선아

(2010)

§ 삶의 역동성을 담고 있어 다양성과 맥락성을 가지며, 사회, 
문화, 정치, 교육, 예술, 철학의 인문학 전반을 넘나드는 복
합적인 성격

신승환 외

(2007)

§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연결하고 지역 공동체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며, 각 개인이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고 구현하는 과
정 전체를 교육의 과정으로 삼는 것

김용주 외

(2010)

§ 문화, 예술, 교육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도 하므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은 나뉘거나, 통합
된 형태의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고유의 영역을 가질 수 있
는 것

임경은

(2010)

§ ‘문화적 맥락’ 안에서의 예술이 삶과 연계되어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예술, 문화 범주 속에 위치하는 예술, 사회 속에서 
교류하는 예술, 삶의 표현방식과 이해 매체를 대상으로 하
는 교육

정헌수 외

(2013)

§ ‘복지와 행복’과 같이 사람을 초점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

§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며 장르별 경계를 허물고 예술과 문
화를 총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자하는 것

송미숙, 김경은

(2012)
§ 문화, 예술, 교육의 세 가지 개념이 융합된 것으로 인간의 

신체, 정신,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표 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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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등장

문화예술교육은 근대사회 이후 문화의 시대, 예술의 시대인 21세기가 도래

하면서, 세계화되는 시대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문화적 다원주의의 확산과 함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

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물질적 

풍요가 아닌 삶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에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들이 대두되면서 문화예술

인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의 ‘교육’에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문화예술

교육정책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문화정책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던 시

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시대적 상

황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자료조사 및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 같은 문화예술관련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진배, 2004).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야 지금과 유사한 문화정책들이 등장하는데, 1970

년대와 1980년의 문화정책이 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조역량의 제고를 위한 기

반조성 및 확산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 후, 기존 교육에 대한 비판적, 대안적 

시각에서 출발한 시민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1990년대부터는 수용자인 국

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김선아 외, 2010). 

문화예술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적 관심 및 기반마련은 2003년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2003년 6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테

스크포스팀을 설치하고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이후 2004년 정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문화비전 27대 추진과제 중 첫 번째 과제에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하여 국가정책에 있어 ‘문화’와 ‘예

술’은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황연주, 정연희, 2004). 이후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며 이와 관련된 정책사업과 연구를 담당·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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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출현은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초점

이 기존의 전문가 중심에서 일반인에게로까지 확장하고 포용하도록 하는 중

요한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3)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

리 신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

의 네 가지 기본목표를 토대로 <표 2>과 같이 다양한 교육지원사업들을 실

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정책적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2005년과 2014년의 사업성과를 비교하였을 때, 예산 13배 

증가,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한 인력 3배 증가, 참여학교 및 수혜자의 증가 등 

양적 성장에 있어 그 결과는 가히 주목할 만하기 때문이다(그림 5 참고).

<그림 2>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성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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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내용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 예술강사 지원사업

(2)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3)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 사업(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 법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友樂部落)’
-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4)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5)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5)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 문화예술교육의 
글로벌 확대 및 
정책공감 사업

(1)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최

(2) 문화예술교육 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4.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1) 학교·사회 예술강사 연수 운영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선택 심화연수 운영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4)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지식정보화 사업

5. 문화예술교육의 
연구개발

(1) 콘텐츠 개발 연구

(2) 기초 및 정책 연구

(3) 평가 · 통계 연구

(4) 연구 서비스화 사업

(5) 출판사업

<표 2>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현황(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b)

이와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 실천에는 지속적으로 문제점

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교육에서 ‘교육’에 대한 시각이 충분

치 않다는 점이다. 이병준(2008)에 따르면, 이는 우수사례의 선정과 같은 작

업에서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이 체험과 만나는 구체적인 교육적 과

정에 대한 검토나 피드백은 무시된 채 드러나는 가시적인 면들을 부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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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나 잘 정련된 외부적인 자료로만 평가하는 점이 그러하다. 이는 문

화예술교육의 역동성을 구조화된 교육적 형식과 제도에 끼워 맞추기를 강요

한 상황의 결과이며(최혜자, 2010),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존의 문화

와 예술분야에서 해오던 교육방법과 평가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경우가 우려

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이상이 양적 성과에 가려져 교육적 환경 

혹은 형식과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반성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문화교육과 예술교육, 또는 문화, 예술, 교육의 균형적 감각의 

상실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나

타나 있듯이 문화교육과 예술교육 전체를 다루고는 있지만, 상당부분 예술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이병준, 2008).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사업

의 실천주체들은 대부분 장르별로 선정되며, 이들이 지정된 기관에 파견되

는 방식으로 정책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

강사 지원사업만 하더라도, 각 8개의 장르별로 예술강사가 선정되며, 예를 

들어 무용분야에서 뽑힌 강사가 음악을 가르치는 상황은 전혀 일어날 수 없

는 시나리오이다. 최혜자(2010)는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내용을 장르 중

심의 기준으로 접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신을 담는데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것이 예술강사제도나 인력양성제도 전반을 성찰해야 하는 대목임

을 지적한다. 

세 번째는 지역 양극화의 촉진이다. 문화예술정책백서(2012)에 제시된 꿈다

락 토요문화학교 운영현황이 이를 보여준다. 서울의 참여자수는 991명인데에 

비하여 전북지역 전체참여자는 315명에 그쳐 서울지역 참여자수의 약 3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물론, 지역 전체인

수 비례 또는 타 문화예술프로그램에의 참여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현항을 분석해야 좀 더 정확하겠지만, 문화예술교육사업이 모든 국민을 대상

으로, 그리고 주로 소외계층에의 중점을 두고 있는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핵심사업과 공모프로젝트들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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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장기적 정책기획에 대한 기초연구의 부재이다. 문화예술교육정

책은 교육정책인 만큼 장기적인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보다 신중히 추진되어

야한다(황연주 외, 2004; 이병준, 2008). 특히, 이병준(2008)은 문화예술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효과성 분석에만 치중된 연구들이 대부분일 뿐, 국

가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과 그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논의들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2004년에서부터 문화예술교육 정

책은 이러한 문제들에 명확하지 않았거나 혼란스러운 답을 내렸고, 이는 결

국 문화예술교육이 기존의 예술 교육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해되

거나 대중들의 미숙한 문화실천으로 폄하되는가 하면, 자생적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국가지원시스템 속에 획일적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

다(최혜자, 2010).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

광연구원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연구들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등장이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일정한 기여와 가능성을 보여준 것

은 사실이다. 최혜자(2010)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국가와 사회가 민간의 

열정과 국민들의 참여를 문화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

시에 문화예술의 역할을 일상의 생활공간으로 확대하고 소통과 통합의 새로

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매너리즘적인 예술대학

의 커리큘럼도 사회와 정책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점 또한 중요한 변화이다. 다만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을 수용하여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내실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논의가 활발

히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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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예술교육에 따른 무용교육의 변화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함께 국가경쟁력 향상의 토대로 주목받는 문화예

술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등장으로 예술교육 분

야는 물론 무용교육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무용교육이 이루어지

는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학문적 동향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실제 정책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무용교육 분야에 나타난 실천적·학문적 변화

들을 그 이전과 비교하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용교육 실천에의 변화

가) 무용교육자 양성의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정책 시행으로 무용교육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는 ‘무용예술강사’의 등장이다. 예술강사란,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핵

심사업 중에 하나인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실천하

는 주체이다. 예술강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도 하에 8개의 세부 

장르 즉, 국악, 연극,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으로 나뉘어 

선정되며 자신의 분야에서만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 중 무용분

야에서 선발된 예술강사(이하 무용예술강사)는 4년제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

한 졸업생으로 일련의 서류전형과 실기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

술강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무용예술강사가 처음으로 선발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이다. 첫 

해 무용예술강사로 선발된 인원은 110명에서 <표 3>과 같이 2013년에는 851

명에 이르러 약 8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실행으로 무용과 졸업생들

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가르치는 직업에 입문할 수 

있게 되었다(이병준, 이유리, 2014). 이는 비정규직 또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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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업이 이루어지던 무용계의 한정된 문을 확장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백현순, 2012). 무용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일정한 월급을 받으면서 

학교 및 사회교육 현장의 참여로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

문이다. 

무용예술강사 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10 150 248 292 595 801 763 807 85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표 4-6-2 참고)

<표 3> 무용예술강사 현황 (2005-2013)                                 (단위: 명)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맞닿아 심화되었던 예술전공자의 미취업과 그동안 

미비했던 문화예술교육교육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역량 강화 및 효율적 

경력관리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는 2012년 문화예술교육사 국

가자격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김인설, 박칠순, 조효정, 2014). 이 제도는 

2012년 2월에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한다. 개정된 ‘문화예

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사람으로서 제 27조의 2항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격증 교부가 시작된 만큼 제도의 시행자체가 아직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무용전공생의 취업 및 진로 선택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박혜나, 2014). 2013년 1분기 

2,223명을 시작으로 4회의 자격교부 심사를 통해 총 3,469명의 2급 문화예술

교육사가 배출되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문화체육

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그 중에서도 무용분야는 국악분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아, 취업이 열약한 무용

분야에서 이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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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분야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
애니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중요
무형

문화재
합계

인원 62 1,103 70 287 543 128 50 534 154 110 428 3,46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표 4-6-15 참고)

<표 4> 분야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 현황 (단위: 명)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검증된 무용교육 전문인력들이 배출

되면서 이들을 교육시키는 예비 또는 재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점 또

한 주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그동안 무용은 개인이나 단체가 한 가지의 교

수방법과 교수전략만을 고수하면서 가르쳐왔다(김화숙 외, 2013). 이러한 점

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예비교육 및 재교육 시스템은 

체계적인 무용교사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무용예

술강사로서 최종 선발된 후, 1년에 2회인 의무연수(2014년부터 총 60시수)를 

통해 예술가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완성시키며 예술강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된다(박희연, 2013). 의무연수에서는 주로 ‘사례 중심 현장 기

반 예술체험과 교수학습방법, 교육대상과 현장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강사의 교육적, 환경적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b). 이 외에도 진

흥원에서 제공하는 선택연수와 심화연수는 예술강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강사로서의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예술전

문성, 교수역량, 관계·관리역량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예술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2005년에

서부터 무용예술강사들은 'dance pool 2005'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 모색 및 

정보공유의 목적으로 하는 자율연구모임을 결성하였다(소인영, 강종구, 정경

구, 2010). 2009년에는 자율연구모임이 공식적으로 무용예술강사 협의회로서 

조직되면서, 6개 권역(서울·제주 권역, 경기·인천 권역, 대전·충청 권역,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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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라 권역, 대구·경북 권역, 부산·울산·경남 권역)으로 나누어 년 2회의 워

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무용예술강사들은 우수사례 발

표와 다양한 정보 교류를 함으로써 효과적인 무용수업 실천을 위한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다(소인영, 강종구, 정경구, 2010). 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12년부터 자율적인 학습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무용예술강사들 또한 지식 및 경험을 공

유하기 위한 소규모 학습공동체의 실천을 활발히 이루어가고 있다.

나) 무용활동 참여기회의 확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등장으로 무용교육자의 일자리 창출 및 양성 시스템

의 마련된 것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이들에게 무용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도 점차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3 참고).

<그림 3>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실천되는 무용교육은 앞의 <표 2>에서와 같이 정부 

정책 하에 추진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육사업이 가장 대표적이지

만, 그 외에 각 지역별 문화재단(경기, 인천, 강원, 제주 등)에서는 무용을 포

함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문화재

단 중에서 가장 풍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서울문화재단으로 총 

8개의 지원사업에서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표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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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지원대상

정부

지원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표 3과 동일)

지역별 문화재단 

(예:서울문화재단)

예술로 돌봄 어린이

예술로 플러스 어린이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어린이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청소년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어르신

서울시민예술대학 일반성인

창의예술교육과정(AiE) 문화예술교육자

서울미적체험워크숍(SAEW) 문화예술교육자

공공

기관

지원

한국메세나협회
LG 아트클래스 장애청소년

동행캠프
가족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등)

한국마사회협회

(농어촌 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예술순회공연
농어촌 주민

농촌 작은 문화교실

공공

극장

지원

국립극장 어린이 예술학교 프로그램 어린이

세종문화회관
어린이 방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기업

지원

한화 한화예술더하기 저소득층아동

삼성 꿈나무장학재단 프로그램 청소년

현대 온드림스쿨 저소득층 아동

<표 5>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 지원현황

이 밖에도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는 다양하

다.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마사회(농어촌 문화재단 운영) 등의 공공기관과 국

립극장, 세종문화센터 등의 공공극장, 그리고 국내외 여러 기업에서는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을 지원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관 및 기업들은 대부분 무용교육단체와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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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저소득층, 노인,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

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무용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어, 서예원(2011)은 무용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

기 위해서는 대학의 무용관련학과에서 무용교육 컨텐츠 개발, 교수-학습 모

델개발, 무용교육자의 인문학적 소양개발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하여금 예술강사 제도 및 다양한 

지원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무용이 더 이상 전공자만을 위한 전문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확대되

고 있다.

2) 무용교육 연구의 변화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을 시작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가

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무용교육은 공교육의 안팎

에서 기존의 기능중심의 모습을 벗어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적극적인 국

가정책의 실천이 뒷받침되었기에 실현가능한 것이었기도 하겠지만, 문화예

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을 위한 무용교육계

의 학문적 노력이 있어왔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의 등장과 함께 동시적으로 시작

된 것은 아니다. 2005년 법이 제정되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공식화

된 이후에도 법의 실질적인 제도화, 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도들이 

이어졌다. 특히, 2007년에는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2007-2011)>을 수립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 모두를 

고려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임수진, 2015). 무용교육 연구분야 또한, 

이 시점을 전후로 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시켜 나가

기 시작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실행 전후로 나타난 무용교육 연구동

향의 특징은 첫째,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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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들이 나타났으며, 특히, 무용에 내재된 사회적·문화적 힘이 강조되기 시

작하였다. 둘째, 2005년 이전 무용교육 연구영역(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사교

육) 중 가장 연구가 미흡한 영역이었던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장윤정, 박중

길, 2005)가 문화예술교육정책 실행 이후로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셋째, 지역성, 공공성, 융복합성 등 문화예술교육의 취지에 적합한 특징을 

지닌 무용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례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아래의 글에서는 이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무용교육과정 연구의 활성화

(1) 무용교육 목표 재정립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에서 무용교육의 공식적인 실천은 체육교육의 한 단원으로서, 또

는 예술활동의 한 영역으로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학교체육과 예술교육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음악·미술·체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차은주, 2014). 무용교육의 이러한 불안정한 입지로 인해 

무용의 교육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노력과 전략을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무용은 또다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패

러다임에 새로이 직면하게 되었다. 한 측면에서 이는 무용의 교육적 정당성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의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2007년 이후부터 무용교육연구 분야에서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지향해야하는 지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송

미숙(2012)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은 문화적 이해, 문화적 대응력 

향상, 역사적이고 사회적 맥락에 대한 교육, 공동체 의식 함양, 자존감 고양

과 자아정체성의 재발견 등을 지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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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용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일곱 가지로 제안

한다. 문화유산의 전승, 민족의 정체성 확립, 문화민주주의 이념 실현, 사회

통합이라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매개체 역할과 자아실현, 창의성 배양, 

전인교육과 같이 개인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는 역할이 무용교육에게 주어져

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에 사

회적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서 무용교육 연구 분야에서 그간 문화정

체성 및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미비했던 것을 조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

는 논의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는 소통, 공감, 행복을 비전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기조(문화체육관광부, 

2014)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정책과 무용교육의 가치정립이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송미숙(2012)의 논의가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의 가치를 기

존의 가치 안에서 찾아 강조하고 있다면, 이와 달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

안하며 근본적으로 무용교육의 목적을 재검토하고자 한 논의도 있다. 문화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서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를 재개념화할 것을 주장하는 연구가 이에 포함된다(서예원 외, 

2013; 임수진, 2015; 최의창, 2011). 댄스 리터러시란, 무용을 전반적으로 이

해하는 능력(서예원 외, 2013), 또는 무용능(기능), 무용지(지식), 무용심(태도)

로 구성되며 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최의창, 

2011), 무용을 통해 함양되는 표현적, 이해적, 상상적, 소통적, 내성적 자질의 

총체(임수진, 2015)등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사실, 이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무용에서 리터러시는 15세기부터 다양한 무용보(dance notation)

의 시스템들로 존재해왔고 지금도 다수 학자 및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임수진, 2015).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한 우리나라의 무용교육 상황에서 이들 연구가 제안한 ‘댄

스리터러시’의 개념에는 통합성과 전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이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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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차은주(2014)는 무용교육의 가치 및 방향성을 정립하고 확장하

는 데에 정책적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현

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체육 및 예술교육 지

원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무용교육의 역할 및 가치를 탐색하여 앞으로의 발

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교 체육 및 예술교육 관련 정책 안

에 무용교육의 가치는 ‘교육과정 내용체계 가치’, ‘신체활동의 증진 가치’, 

‘예술적 경험의 가치’, ‘지역사회 연계의 가치’, ‘여가선용의 가치’, ‘전통문화 

체득의 가치’로 나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용교육을 실천

함으로서 미래사회의 올바른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2) 교육과정 내용개발에 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이 제도화를 통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체

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9년도에 처

음으로 <2009 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후, 2011년도에는 총 8개 분야의 문화예술 장르별로 교육표준 개발을 위

한 연구가 첫 단계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교급별, 교과군별 수업

시수 제시를 통한 학기 집중이수가 가능해졌던 것이 연구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김서연, 2014). 당시 개정 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음악, 미술 그리고 

국어 안의 문학, 체육안의 표현활동, 통합교과로서의 즐거운 생활 등으로 분

야를 다양화 하였으나, 예술교육의 일관된 시각과 목표보다는 교과중심, 주

제중심의 내용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어서 체계적인 심화교육이 어려운 

실정이었다(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2011).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

안으로 2011년도의 문화예술교육표준 개발연구가 각 장르별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무용교육 역시 체육교과에 포함된 한 단

원의 영역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가치 정립과 내용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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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과 서예원 외(2013)의 

연구를 통해 국내의 무용교육분야에는 미국 및 호주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

로 무용교육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방향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용교육표준은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댄스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최근 무용교육 연구 동향에 있어 주요한 개

념이 되고 있다. 이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지만, 

무용교육표준 개발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댄스 리터러시를 정의

하고 있다. 첫째, 무용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통

합능력, 둘째, 무용에 대해 예술적, 심미적,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 셋째, 무용의 현상을 타 예술, 인접 학문 등과 연계하여 사고할 수 있

는 능력으로 개념화시키고 있다(서예원 외, 20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이러한 목표설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무용교육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학

습영역은 실행(춤추기), 창작(춤만들기), 감상(춤읽기), 소통(춤나누기)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는 영국의 Smith-Autard(2002)가 미드웨이 모형(Midway 

model)을 제안하며 무용의 주요 학습영역을 수행, 창작, 감상으로 편성한 것

과 미국의 McCutchen(2006)이 코너스톤 모형(Cornerstone model)에서 수행하

기, 창작하기, 지식갖기, 반응하기로 네 가지 학습영역을 구성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하지만, 우리나라 무용교육표

준의 ‘소통’영역은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영역으로서 무용을 통한 타

인과의 교감 및 타 영역과의 교류, 통합, 공유 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서예

원 외, 2013). 또한, 각각의 학습영역이 모두 ‘체험/이해’의 수준에서 시작하

여, ‘탐구/발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확장/응용’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부 학습주제와 활동내용들을 단계화시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

용교육과정의 윤곽을 구성해 놓았다.

이러한 기본 골자를 바탕으로 하여 2014년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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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교수-학습 지도안>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a)이 개발되었다. 초등

과 중등학교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학년에 해당하는 무용 교수-

학습 지도안을 차시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각 학교에 파견되어 무

용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안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무용수업의 계획과 실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는 무용수업을 위한 고유한 

교수법이나 수업모형에 대한 노력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용교육 

연구분야에서는 이에 대해 관심을 좀 더 가져야만 무용교육의 실질적인 활

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무용교사교육 연구의 활성화

장윤정, 박중길(2005)은 1955년부터 2005년까지 총 229편의 무용교육 관련 

연구물을 대상으로 주요 연구영역 및 주제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 

학교무용 영역의 총 154편 중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21편(13.63%)인 것으

로 가장 적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

내 무용교육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박중길, 박준희(2002)의 연구에서도 

2002년 이전까지는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전체 연구물 중 2.5%인 것에 그

쳐 무용교육에 대한 균형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무용교사에 

대한 연구는 무용교육의 방향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연구주제임에도 불구

하고 그동안 무용교육 연구분야에서는 중심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지

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2005년을 전후로 하여, 무용교육 연구분야에는 이전과 다른 동향

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김승일(2007)과 김혜정(2015)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교수학습 영역이 무용교육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에 

반해, 특히, 2004년 이후 부터 무용교사 관련 연구들이 점차 발표되면서 논

의되는 연구주제들의 범위가 점차 평준화되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예술강사 파견제도가 생기면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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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의 주체가 되는 무용교육자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생겨난 

변화일 것으로 보인다(최경희, 2015). 이처럼, 무용교육자에 대한 논의는 이

제 문화예술교육 관련 무용교육 연구분야에서 교육과정 관련 논의 다음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현안이 된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에 중요한 열쇠가 

무용교육자임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주로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이경, 2013; 김지영, 2013; 김지영, 주형철, 2013; 문

영, 2014; 박은희, 2010; 양소영, 2011; 윤병주, 2014; 이유리, 2015; 최경희, 

2015; 홍애령, 2012, 2015; 홍한나, 2013). 사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실행되

기 이전에도 무용교육자의 전문성에 대해 주목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

니었다. 김명주(2004)의 연구를 통해 무용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후 전문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참여자였던 

‘황교사’는 다양한 교육경험, 동료교사와의 관계, 무용수업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직환경 

및 무용수업의 복잡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는 무용교사가 획득

하는 전문성의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무용교사가 획득하고 있는 또는 획득해야만 하는 전문성의 구체적

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연구참여자가 획득한 전

문성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다. 

이러한 초기연구의 한계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실행으로 인해 무용교육

자 전문성의 개념 및 그 구성요인 등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김지영, 주형철, 

2013; 문영, 2014; 양소영, 2011; 윤병주, 2014; 홍애령, 2012, 2013, 2015; 홍

한나, 2013)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들 논의에서 밝히는 무용교육자 전문

성의 개념 및 그 구성 요소들은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는 

능력적인 차원(무용기능, 무용지식, 교육학적 지식, 타 분야 및 인문적 지식 

등)과 심성적인 차원(인성, 무용에 대한 태도 등)에서 무용교사의 전문성이 

구성되고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무용교육자 전문성의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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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인성 또는 심성과 관련된 자질에 주목하면서 다른 교과의 교사들과 마

찬가지로 무용교사 역시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품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을 주장하고 있다(김지영, 주형철, 2013; 문영, 2014; 양소영, 2011; 윤병주, 

2014; 홍애령, 2012, 2013).

또한, 무용교육자의 전문성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용교육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연수과정만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다

양한 차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는 한계를 의식

한데서 출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비전과 체계가 빈약한 채 확산

에만 급급해야 했던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반의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수

행하는 핵심 주체인 예술강사들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역시 소비적이고 

단편적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병주, 2011). 예술강사의 전문

성은 단기간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연수를 참여하기만 한다고 해

서 쌓이는 것이 아니다. 특히, 무용예술강사의 경우 이들은 대학에서 무용실

기 관련 전문성에 대한 수련을 많이 받는 것에 비해 교육적 전문성에 대한 

준비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술강사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연수 이외에도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공유의 장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

된다(이유리, 2015).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김지영(2013)과 이유리(2015)는 교사학습공동체적 접

근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교사학습공동체적 접근이란, 교사들이 서로의 지식

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협력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시켜나가고자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조기희, 2015; DuFour, 

2004; Hord & Sommers, 2007). 이러한 접근은 교사 전문성 개발에 대한 전통

적인 방식의 대안으로서 이미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서경혜, 2009, 2013; 전화영, 2009; 조기희, 2015; 최남정, 임부연, 

2011). 정책적으로도, 200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실시된 이후 예술강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자율연구모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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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부터는 예술강사들의 학습공동체를 본격적으로 독려하고 강조해오고 

있지만, 무용교육 연구에서 학습공동체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어난 변화이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활성화로 인해 예술강사의 보다 질 

높은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무용교육 연구분야에도 이와 같은 변

화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시사점 : 문화예술교육적 가치실현을 위한 무용교육

무용교육 분야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적,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며 실

천적, 학문적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

한 변화가 문화예술교육 및 무용교육에 걸쳐 무용교육에 의미하는 무엇이

며, 특히, 정책적 요구에 발맞춰 급히 달려 나가며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정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

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무용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사가 증

가함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현장의 차원에서는 보장된 전문 인력을 통해 질

적으로 향상된 무용수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및 학생, 학부모로부터의 무용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증가시키

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김이정, 2011; 박다해, 2011; 박주화, 2011; 

박희연, 2013; 이지혜, 2010; 정정현, 2010).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무용교육

자에 대한 지위나 사회적 위상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배혜영, 

2014; 홍한나, 2013), 이는 예술강사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와 결국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김상희, 2010; 배혜

영, 2014). 이처럼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논의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는 강사가 갖는 정체성과 명확한 역할에 대한 물음이다(강성

룡, 이경화, 2012; 김상희, 2010; Booth, 2003; Risner, 2012). 무용분야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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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물음에 대하여 무용교육자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노력

이 요청된다. 

이제 국내에는 800여 명의 무용예술강사와 500여 명의 무용분야 문화예술

교육사가 선발되어 있다. 두 집단에 중복적으로 포함되는 무용교육자의 수

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는 적은 수가 아니다. 정부에서 2016년도까지 문화

예술교육사를 전국의 국·공립 교육시설 1773곳에 의무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지만, 채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조차 채용을 미뤄 자

격제도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이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 높은 

예술강사제도와 자격제도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용분야

에서는 <표 3>과 같이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의무연수를 제외한 선택연수 및 심화연수는 선택적이고 단기적이어서 무용

교육자들의 질 관리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연구가 요청된

다(남기현, 2014). 

둘째,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형태가 정부지원, 기업지원, 공기관 지원 

등 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용교육 프로그램 또한 다양화되고 있음을 앞서 확

인하였다.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의 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의 취지에 따라, 무용

교육 분야 역시 어린이, 성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군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적 확대로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실천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무용 프로그램의 질

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

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명확

히 연구되고 있지 않다. 무용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적 측면에서 수혜자

1) 머니투데이, 2013년 10월 13일자 “문화예술교육사 80% ‘장롱자격증’ 전락...우려” 
기사(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1407180373725)와 한계레, 
2015년 8월 15일자 “수백만원짜리 '장롱 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기사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6789.html) 내용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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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도, 프로그램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용을 통해 실제로 각 

대상별 학습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마치 “블랙박스”(Hong, 2006 

p.70)의 상태와 같다. 내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블랙박스”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내야만 무용교육을 통한 예술적 체험이 학습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런 후에야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

육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석문주, 최은식, 최미영, 2010). 이

는 무용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넘어서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논의가 될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로 문화적 공

공성, 댄스 리터러시, 전인성 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과거

의 무용교육이 무용을 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른 기술 또는 행위관

점에 중점을 두었던 심각한 오류로부터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용교육에 공헌한 바는 크

다. 하지만 문화적 공공성, 댄스 리터러시, 전인성 등을 강조하여 결론적으

로 무용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어려움에 따라 삶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며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도입된 취지 또한, 국민의 행복한 삶의 향유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용교육에서 역시 행복한 삶을 위한, 그리고 자기 

삶을 표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무용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혜리, 2010). 이러한 무용경험을 통해 실재하는 삶의 깊이를 찾을 수 있

고 일상의 삶을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무용교육은 어떠한 성취를 획득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변화하고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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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용체험에 대한 이해

가. 교육에서의 경험의 의미

경험(經驗)이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보

는 것, 또는 그로부터 얻은 지식이나 기능”(국립국어원, 2008)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경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와 달리, 학문적인 의미에서 이 용어는 Oakeshott(2002)가 그의 저서 

「Experience and Its Modes」에서 “경험 (experience)은 철학용어 사전의 모든 

단어 중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개념이다” (Oakeshott, 2002, p. 9)라고 언급하

고 있을 만큼, 그 자체로서 난해하고 복잡한 개념이다. 특히, 경험은 “배움

을 촉발시키는 근본적 원천이자 출발점” (Kolb, 1984, p. 42)으로서 교육 분

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험과 교육을 활발하게 관련지어 논의했던 때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운

영되던 대략 1917년부터 1957년까지 미국의 진보주의 시대였다(나지연, 

2014). 이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교과중심 교육과정 또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홍은숙(2007)에 의하면, 교과중

심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는 ‘마른 뼈 무더기’를 쌓아 

올리는 식의 교육으로,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흐트러져 있는 ‘뼈들이 되듯이’ 

단편적인 지식이 연결되어 체계화되고 구조화되는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하지만 ‘연결된 뼈’의 단계에 있는 교육 역시 내부 골격만 갖춘 해골에 

불과할 뿐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

다. 이러한 뼈대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야만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연결된 뼈’로서의 교육방식에 힘줄과 살, 그리고 

가죽이 형성된 단계가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해당된다고 불 수 있다. 이는 

학생의 흥미, 활동, 경험 등을 강조하고 생활사태에 적응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교육이론이라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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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갖추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듀이(Dewey)의 경험론을 

근거로 한다. 로크(Locke)와 흄(Hume)과 같은 기존의 전통주의적 경험론자들

을 경험을 이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정하고 감각작용을 통해 외부세계를 

수용하는 것으로서 이해한다. 이러한 전통적 입장에 대해 듀이는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비판하였다. 첫째, 전통적 견해는 경험을 수동적인 

감각 작용으로 한정지음으로써, 경험의 중요한 측면인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면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하였다(김무길, 2005). 둘째로, 전통적 견해는 경험을 

감각 기관에 의해 지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 현

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듀이는 모든 경험은 주관적 차원과 객관

적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이돈희, 1993). 셋째, 전통적 이론에

서 사고(thinking)는 이성(reason)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현실적인 경험과

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듀이는 행위(action)와 사고가 모

두 경험 속에서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통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사고가 작용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결과에 대한 예측이 없는 행

위이고, 그러한 행위는 우연한 사건에 불과할 뿐 인간의 경험이 될 수 없다

고 보았다. 이러한 ‘시행착오적 경험’과 대비하여, 듀이는 사고에 바탕을 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경험을 ‘반성적 경험’이라고 하였다(박천환, 2012). 즉, 

그 순간의 현현에서는 포착할 수 없고 지나간 후 단시 반성적으로만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영천,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듀이는 경험을 ‘과정으로서의 경험’과 ‘결과로서의 경험’ 

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과정으로서의 경험이란 인간이 환경

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말하고, 결과로서의 경험은 이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경험은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에서 동

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외적 측면의 경험이란 즉 행위(action)

을 말하고, 내적 측면의 경험은 마음의 활동, 즉 사고(thinking) 또는 반성

(reflection)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경험이란 ‘인간이 환경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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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의식 속에 내재화하는 과정인 동시에 성장의 총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교육적 경험’은 계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경험’이며,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인간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경험이 성찰적, 교육적 경험과 일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학습자의 경험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되

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들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

을 시도해오고 있는 교육영역의 예를 들면, 수학교육의 경우, 이러한 경험론

이 우리나라 1,2차 수학교육과정으로 채택되었던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배후

사상이었던 만큼 많은 연구들에서 수학과 경험과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논

의를 펼쳐오고 있다(우정호, 강홍규, 2005).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연구

들에 대해 수학교육의 전통을 부정한 세속적인 수학교육이라는 강한 비판도 

있었다(한대희, 2000). 수학의 내재적 가치 추구를 통한 인간교육을 실현하

는 데에 있어서 생활중심 경험론은 지나치게 실용적이어서 ‘교육적’이지 않

다는 것이다. 

경험주의 교육론이 지식의 유용성에 기초한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교

육, 생활적응을 위한 이론에 불과하며 나아가 ‘위대한 것’, ‘개인보다 큰 것’

에 대한 헌신을 ‘개인 욕망의 충족’으로 바꿔놓음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훼손

하는 이론이라는 이홍우(1997)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경험론자

들이 주장하는 학습에서의 ‘경험’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물

을 보는 눈을 발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각을 얻게 함으로써 삶의 

행복(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Zeltner, 1977). 이렇

듯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듀이는 ‘하나의 경험(an 

exprience)'라고 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경험을 ’미적경험

(aesthetic experience)‘이라 말한다(설연경, 2012). 대부분의 경험에서는 실용적 

가치가 중요시 여겨지지만 ‘미적 경험’이라는 하나의 경험은 통찰력, 만족, 

즐거움 등에 가치를 둔다. 이러한 경험의 개념을 염두에 둔다면 경험론을 

지나친 실용주의로 해석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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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의 경우에는 수학교육에 비해 듀이의 경험론을 적극적으로 논의

하고 연구한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듀이의 ‘경험’을 

체험활동(hands-on activity)이나 학교밖 과학학습 활동(out-of-school learning 

activity),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교육방식으로 제안하며, 주로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데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Wong et al., 

2001). 그러나 듀이의 ‘경험’이라는 개념은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듀이가 직접 경험만을 강조한 것도 아니다(나지연, 2014). 이러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Wong et al. (2001)의 연구는 듀이의 ‘경험’, ‘교변작

용’, ‘하나의 경험’, ‘교육적 경험’ 등에 대한 관점을 재조명하고 ‘참여’와 ‘아

이디어’를 통해 의미 있는 과학학습을 실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밖

에도 듀이의 교육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Howes, 2008)와 과학교육에

서 전환경험(transformative experience)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연구들

(Girod & Wong, 2002; Pugh et al., 2010), 과학교과에서의 미적경험의 유용성

을 탐구하는 연구들(Jakobson & Wickman, 2008)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

이다. 이들의 주장은 미적 경험을 통해 과학교과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압축된다(설연경, 2012). 즉, 미적경험은 이성적이고 합리

적인 사고에 도움을 주며 학습자들이 과학교과에 흥미를 갖고 학교 밖의 상

황에 관하여 연계, 사고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설연경, 2012).

이처럼 교육에서의 ‘경험’은 오랫동안 옹호되어 온 만큼이나 많은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논쟁적인 개념이다. 다음에서는 무용교육과 가까운 

분야에서의 학습자 경험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

토해보고자 한다. 관련분야로는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무용체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얻는 데에 있어서 유사한 

다른 분야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어떻게 논의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무용만이 지닌 독특한 교

육적 경험 이외에도 일반적인 교육적 경험의 성격을 발견하고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공통적인 성격의 교육적 방법을 유추해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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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나. 무용경험에 대한 논의

무용경험을 주제로 연구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학습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무용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의 내용

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문제와 관련이 

있는 주제들 중심으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구분 연구자 및 주요내용

무용경험의 방식

하기/만들기/감상하기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구분으로 
무용경험의 방식을 나누고 있음

표현체험/감상체험 오율자(1995)

무용능/무용지/무용심 최의창(2011)

무용경험의 내용

몰입경험
김영미, 한혜원(2015), 백민경(2013), 조영주, 
이강헌(2010), 한미영, 이소현(2004),  Hefferon 
& Ollis(2006)

미적경험
손재현, 성재형(2009), 이소현(2004), Bannon & 
Sanderson(2000), Green(1999), Coe & 
Strachan(2002)

카타르시스 경험 박선영, 이승범(2010), Osbond(2010)

영성경험
박선영, 이승범(2010), 박수현(2016), 
한혜리(2000), Hambly(1998), Debenham & 
Debenham(2008), Lerman(2008)

<표 6> 무용경험에 대한 연구동향

1) 무용경험의 방식

무용분야에서는 무용의 경험이 신체를 움직여 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무용

을 만들고,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

대,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무용수업은 주로 ‘춤추기’, 

‘춤만들기’, ‘춤감상하기’, ‘소통하기’의 네 가지 활동을 통해 무용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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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a). 이러한 형태의 구분은 무용

교육의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서예원, 

2011). 미국의 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2005)에서 개발한 무용국

가표준(Standards for Learning and Teaching Dance in the Arts)이나 영국의 국

가교육과정 내 무용관련 내용에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는 Smith-Autard(2002)

의 무용교육론(The art of dance in education)에서 역시, ‘하기(performing)’, 

‘만들기(creating)’, ‘감상하기(appreciating /viewing)’의 활동을 통해 무용을 경

험하도록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연구자 및 주요내용

무용경험의

방식

하기
만들기

감상하기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구분으로 무용경험의 
방식을 다루고 있음

‘하기’는 신체적으로 무용 활동에 참여
하는 것, ‘만들기’는 무용동작을 창작하
는 것에서부터 무용공연을 제작하는 
것까지를 포괄, ‘감상하기’는 대부분 
관람 및 감상을 의미함.

표현활동과
감상활동

오율자(1995)

생각과 정신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활동과 미적주체가 되는 무용을 바라
보고 상호작용하는 감상활동을 통해 
무용체험을 함.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

최의창(2011)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
는 능력과 태도를 무용의 영역에 적용
한 개념임. 배우는 이는 이러한 형태
로 총체적인 무용체험을 함.

<표 7> 무용경험의 방식 구분

위와 같은 무용체험 유형의 구분이 실천적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

라면, 이와는 달리 오율자(1995)는 이론적이고 철학적 차원에서 무용체험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그 구분은 ‘감상체험’과 ‘표현체험’으로 이루어져 있

다. 여기에서 ‘감상체험’은 단순히 무용작품을 보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미적 

대상으로서 무용(작품)을 바라보고 그것과 자아가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의미

한다. 그리고 ‘표현체험’은 춤을 추는 주체자가 자신의 생각과 정신을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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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 드러내는 활동을 뜻한다. 이처럼 감상체험과 표현체험의 두 가지 유

형으로 무용체험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교육적 관점에서 무용체험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사

례도 있다. 최의창(2011)은 무용을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용을 실제로 

해보고, 스스로 만들어보고, 주체적으로 감상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데

에 동의하지만 이 세 가지를 무용체험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

는다. 그는 이러한 활동이 학습자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이끌어내는 내면의 

상태들에 보다 더 주목한다. 즉, 하기, 만들기, 감상하기의 활동을 통해 길러

지는 학습자의 기능적, 인지적 태도적인 내면의 측면을 중심으로 무용체험

의 유형을 구분한다. 이것을 각각 ‘무용능( 舞踊能, dance competence)’, ‘무용

지( 舞踊智, dance knowledge)’, ‘무용심( 舞踊心, dance disposition)’이라고 이

름붙이고, 교육적 맥락에서 각각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세 측면의 균형잡힌 체험을 통해 온전한 무

용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무용분야에서 무용체험을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이 크게 세 가

지로 나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기 보다

는 무용체험의 본질과 연결성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무용체험이 이

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극장에 가서 무용작품을 보고 오는 

감상활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의미 있는 체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내어주는 무용동작 기술을 몸으로 따라 해보고, 또는 제시된 주제를 

움직임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의미 있는 체험이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들의 문화예술향유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문서상의 숫자가 곧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온전히 향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것이

다. 온전한 체험이 되도록 하는 데에 적합한 안내와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

고 그 이전에는 온전한 체험이 과연 어떠한 체험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

어야만 그러한 체험을 향해 올바른 방법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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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용경험의 내용

우리는 일상에서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며 삶을 살아간다. 그 순간에는 

의미가 특별하지 않았던 경험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가 쌓여 중요한 

경험으로 자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또는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자신의 

인식체계를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경험들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종류의 

경험이건 간에 우리가 경험한 것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이고 

반성적인 활동이 함께 수반되기 마련이다. 

의미 있는 경험으로서의 무용체험 역시 신체적 차원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오감의 작용을 통해 외부 세계를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며 받아들이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체험에 그치는 것

이 아니기에 온전한 무용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

지 파악해보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무용학자 Sheets(1979)는 무용의 본질적 

구조는 무엇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통하여 무용의 의미는 살아있는 체험

(lived Experience)의 기반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Thomas(1972)는 무

용수들의 수행상황에서 체험적 미학의 특성들을 분석한 결과 무용수들은 

‘완벽한 순간’을 체험적으로 터득한다고 하였다. 사실 이러한 의미화된 체

험, 순간적으로 경험되는 의미 있는 체험을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무용분야에서는 타학문 및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되어 온 용어

들을 기반으로 무용체험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표 8>에서와 같이 크게 Csikszentmihalyi의 몰입, 

Dewey의 미적경험,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

의 경험으로 나뉘어 무용체험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2 -

구분 연구자 및 주요내용

무용경험의

내용

몰입경험

- 한미영, 이소현(2004)
- 김영미, 한혜원(2009)
- 백민경(2013)
- 조영주, 이강헌(2010)
- Hefferon & Ollis(2006)

대부분 칙센트미하이가 제시한 몰입경
험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유사하게 
무용몰입경험을 이해하고 있음

미적경험

- 손재현, 성재형(2009)
- 이소현(2004)
- Bannon & Sanderson(2000)
- Green(1999)
- Coe & Strachan(2002)

무용을 통해 암묵적 지식의 형태인 
‘체험적 앎’이 내면화되는 경험임

카타르시스
경험

- 박선영, 이승범(2010)
- Osbond(2010)

무용동작에 몰두함으로써 얻어지는 즐
거움이나 신체적 해방 이상의 종교적 
황홀경에 이르게 됨. 이를 통해 일상
생활의 세계와는 다른 즉, 시간과 공
간을 초월하여 우주 세계와 통하는 경
험임.

영성경험

- 박선영, 이승범(2010)
- 박수현(2012)
- 한혜리(2014)
- Hambly(1998)
- Debenham & 

Debenham(2008)
- Lerman(2008)

움직임을 통하여 경험하는 전인적인 
자기초월적 개념. 카타르시스 경험과
도 밀접한 연관 있음.
개인의 대면은 물론 사물과 현상 그리
고 타자들과의 대면을 아우르는 외부 
세계와의 대면을 통해 그 경지를 넓혀
가는 정신활동의 과정임. 

<표 8> 무용경험의 내용 구분

첫 번째로, 무용체험의 정체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 몰입이

었다. 이것은 심리학자인 Csikszentmihalyi(1997)가 제안한 개념으로 내적 분

열이나 외부의 방해요소 없이 의식과 행동이 일치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는 

사실 이 개념을 제안하기에 앞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질

문의 답을 내리기 위해 30여 년을 연구한 결과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강력한 자각인 최적의 경험(optical experience)을 체험할 

때 가장 행복해진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몰입 이론(flow 

theory)’를 정립할 수 있었다. 그가 말하는 최적의 경험이란, 내 운명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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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느낌을 받아 기분이 고양되고 행복감을 맛보는 순간을 말한다

(정이와, 조기숙, 2012). 무용체험에도 이러한 상태의 체험이 가능하다고 보

는 연구들은 무수히 많다. 무용몰입의 의미(한미영, 이소현, 2004), 단계별 

분석(정이와, 조기숙, 2012), 효과(김영미, 한혜원, 2009)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무용몰입체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몰입과 유사한 현상으로서 

‘기 체험’, ‘신명 체험’, ‘절정 체험’, ‘완전한 순간’ 등(김현자, 1993; 오율자, 

1994; 이철진, 1999; 최윤정, 2001)도 몰입과 함께 무용체험의 본질로서 논의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Dewey의 미적경험(aesthetic experience)의 개념에 근거한 무용

체험의 이해이다. Dewey에 의하면 ‘경험’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

식과 사물을 보는 눈을 발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각을 얻게 함으

로써 삶의 행복(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Zeltner, 1977). 이

렇듯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an 

exprience)’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경험을 ‘미적경

험(aesthetic experience)’이라 말한다. 이 용어는 사실 여러 교육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중요한 개념이다. 무용분야에서도 무용체험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의미 있는 경험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미적

경험으로 경험된다는 것이다(손재현, 성재형, 2009; 이소현, 2004; Bannon & 

Sanderson, 2000; Green, 1999; Coe & Strachan, 2002). 한미영과 이소현(2004)

에 따르면, 무용에서의 미적체험은 감각적 체험의 차원과 상징적 체험의 차

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차원의 세부적인 이해를 위해 무용수들

을 대상으로 그들의 체험을 분석한 결과 무용수들이 무용활동에 몰입 하는 

동안 신체를 통해 공간과 시간을 지각하고, ‘자유로움’, ‘여기 있음’, ‘완전

함’ 등의 느낌을 갖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명제적 지식의 형태

로 습득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체화된 지식으로 암묵적 지식의 형태를 띄

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정연(2012)은 이렇게 무용을 통해 체화된 지식

은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윤리적 의미를 내포한 삶의 실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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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도홍찬(2012)의 연구에서 미적경험이 

지니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카타르시스의 경험으로 무용체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카타르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6장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으로 감정의 억제가 아닌 감정의 배설을 의미한다. 즉, 정신적으로 축적

된 감정의 찌꺼기들을 풀어내어 인간의 정신 건강 유지 및 행복 증진에 가

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박선영과 이승범(2010)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의 카타르시스의 본질적 의미를 무용활동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그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무용활동의 함(acting)과 봄(watching)

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해제’ 또는 ‘정화’될 수 있

음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무용을 하고 보는 체험이 영성을 성숙하게 하는 카

타르시스 경험과 밀접함을 주장하였다. Osbond(2010)은 자기 자신을 연구대

상으로 하는 자기 실행 연구를 수행하며 체화된 경험으로서 감정에 카타르

시스의 상태가 발견됨을 밝혔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감정에 대한 무용치료

적 측면에서 무용체험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장한다.

네 번째로는, 앞의 몰입경험 뿐만 아니라 카타르시스 경험과 밀접한 연관

을 갖는 영성경험으로서의 무용체험이다. 일반적으로 영성경험은 종교적 개

념,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비종교적 관점에서 역시 이해

될 수 있음을 먼저 인식할 것을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무용체험에 대한 다른 이해들 보다도 영성에 대한 연구는 보기 드문 

편이다. 하지만, 영성은 한 종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살아있는 삶의 경험

을 통한 초월적인 자기에 대한 경험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으로서(박선

영, 이승범, 2010; 박수현, 2012; Hambly, 1998) 영성 회복에 대한 노력이 필

요함을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 자본주의와 물질적이고 기계론적

인 세계관이 팽배한 현대 사회에는 이러한 영성의 개념이 상실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무용이라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인간의 영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Debenham & Debenham, 2008; Lerman, 2008). 특히 무용체험은 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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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몸의 불가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온전한 무용체험을 하게 

될 경우 우리는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찬 생명감을 느끼고 몸과 영과 합일체

로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수현, 2012). 이러한 체험이야 말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주장하며 무용에서의 영

성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네 가지의 무용경험에 대한 이해는 사실 기존의 개념이나 학자들의 주장

에 근거하여 그 관계성을 이론적, 개념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서 몰입경

험, 미적경험, 카타르시스 경험 등의 뚜렷한 구분은 어렵다. 무용을 경험하

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체험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도 있지만, 무용

을 아주 오랜기간 동안 해온 전문무용수들의 경험을 밝히고 있어 이는 문화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는 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 인간의 체험과 같은 현상의 본질이나 그 속성을 밝히는 일 자체, 그리

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어적으로 기술하는 문제는 쉽지 않지만, 좀 

더 실제적이고 일상 생활세계의 차원에서 무용경험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다. 시사점 : 무용경험에서 무용체험으로

앞에서 무용경험의 방식과 그 경험의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서 무용경험에 대한 논의에 한계가 있음을 일부 언급한 바 있다. 보다 자세

히 설명하자면, 첫째로, 사람들이 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하는지에 대

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무용을 실제로 해보고, 스스

로 만들어보고, 직접 감상해보는 것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런데 무용을 하고, 만들고, 보는 것을 통해 무용에 들어있는 모든 차

원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내면화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용을 어떻게 경험해야 의미 있

는가에 대한 방법적 측면을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는 무용의 무엇을 경험하



- 46 -

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결해야만 한다. 즉, 무용경험의 방법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무용경험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무용의 내용에는 어떠한 차원이 들어 있는 것인가. 최의

창(2010)은 운동이나 무용과 같은 신체활동은 논리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여러 

차원이 밝혀질 수 있다고 한다. 논리적 구분이란 사실적 구분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실적 구분이 무용의 내용을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의 종

류상으로 구분하는 것이라면, 이와 달리 논리적 구분은 개념적으로, 그리고 

상이한 ‘관점’을 통해서 무용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무용의 내용을 '껍데기와 알맹이'에 유비시키고 있는 최의

창, 박혜연, 신주경(2012)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무용의 내용

을 겉과 속으로 나누어 ‘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은 굴신, 디딤, 감기 등과 같

은 기술이고, ‘알맹이’에 해당하는 것은 한, 흥, 멋, 음양, 신명 등으로 불리

는 한국무용의 정신이다. 이러한 구분을 따르면 우리가 체험하는 무용의 내

용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기능’의 차원과 ‘안목’의 

차원인 것이다(최의창, 2010). 이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무용경험의 안과 

밖, 즉, 무용의 기능 뿐만 아니라 무용의 정신, 안목을 경험하는 일은, 단순

히 어떠한 일 겪어보는 정도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그 활동 깊숙한 곳에 들

어 있는 의미 있는 가치를 발견해내는 일과 같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에 들

어 있는 안과 밖의 차원을 포괄하는 용어로 ‘경험’ 보다는 ‘체험’이 보다 적

합하다. ‘경험’과 ‘체험’이라는 두 용어는 일상적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히 구

분되어 사용되지는 않지만, 학문적으로는 체험이 “내적인 경험”(van Manen, 

1994, p.228)을 뜻하는 보다 심층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무용경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크

게 몰입경험, 미적경험, 카타르시스 경험, 영성경험 등으로 나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경험들을 대부분 철학적, 이론적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어 무용경

험의 실체가 일상 생활세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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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보기는 어려웠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밝혀내는 데에는 철학

적, 이론적 검토보다도 우리의 실제적 경험을 들여다 봄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통제된 실험상황이나 짜여진 설문문항으로부터 도출되

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드러나는 현상과 학습자들의 생생한 경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의 의식 속에 나타는 ‘있는 

그대로의’ 경험들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실천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무용이 우리의 일상과 상관이 없는 세계에 따로 머무는 “상아

탑”(Barritt et al., 1983, p. 49)과 같은 존재로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장면으로서, 삶과 함께 엮이는 체험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의 질적 성장과 발전에 있어 반드시 

요청되는 작업으로 의미를 갖는다.

문화예술교육은 공급자, 즉 예술 창작자 중심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의 비중을 높인 대표적인 정책이다(홍애령, 송미숙, 

2015). 무용교육에도 이러한 새로운 패러디임을 수용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

서 변화되고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천적 측면에서는 양적 성과 

중심이, 학문적 측면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또는 교사교육 영역에서만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드러난다. 학습자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

은 무용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결과적인 측면을 위주로 다루고 있어, 그 과

정에서 학습자가 무엇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즉, 

무용을 경험하는 과정과 결과를, 무용경험의 안과 밖을 총체적으로 확인하

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보다는 ‘체험’이라

는 용어의 사용을 통해 무용을 경험하는 낱낱개의 따로 떨어진 일을 파악하

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경험들이 서로 어떻게 얽히는지, 그리고 삶과 

또한 어떻게 얽혀지는지를 총체적으로 밝히는 일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체험은 우리가 겪는 구체적이고 인식하는 그대로의 "내적인 경험"(van 

Manen, 1994, p. 228)이다. 이러한 내적인 경험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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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철학적, 이론적 검토 외에도 우리의 실제적 경험을 통해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용체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

상학적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

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며 그 현상에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바를 기술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

(Creswell, 2012). 때때로, 현상학적 연구를 앞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변철

학의 한 모습으로 간주하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유혜령, 2013; van Manen, 

1990). 물론 현상학적 연구방법 자체는 현상학이라는 철학이 기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상학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그 태도와 방법론이지 철학 그 

자체는 아니다(김영천, 2013). 단지 체험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전개시켜 가

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세계에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무용체험의 

내면적 구조와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자세에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 

무용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직접 보고, 이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이라 이야

기하는지에 귀기울이고자 했다. 학습자가 무용을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결

과적인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용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

러 가지 경험들의 얽힘, 삶과의 관계들을 풀어내어 무용체험의 총체적인 모

습을 그리는 일이 필요하다.

3. 무용향유체험에 대한 이해

가. 향유에 대한 여러 관점들 

똑같은 음식이라도, 허겁지겁 먹으며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

면,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행복한 식사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다. 같은 산길

을 걷더라도, 각양각색의 꽃과 풀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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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발걸음을 재촉하며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

도 있다. 후자의 사람들 보다 전자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이 무엇

인가를 ‘향유’한다고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향유란,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누리어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savor’의 어원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향유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Simpson & Weiner, 1989)을 보면, 

동사 ‘savor(savour)’의 주요 정의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와 있다. 첫 번째는 

음식 맛의 즐거움을 감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경험이든’ 그 경험으

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감상하는 것이다. ‘savor’의 라틴어 어원인 sapere와도 

연결되는데, 여기에는 ‘맛보다’라는 뜻 이외에도 ‘좋은 취향을 가지고 있다’, 

‘현명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유의 개념을 단순한 즐거운 감각적 경험이 아니

라, 두 번째 사전적 의미와 어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신적 활동이 

함께 수반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철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에서 향유 개념을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철학적으로 향유는 굉장히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인간의 심적 능력

인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는 관조적 향유와 체험적 향유을 중

점으로 향유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향유에 대한 전자의 

입장으로, 칸트는 「판단력비판」(백종현 역, 2009)에서 ‘향수(ästhetische 

Genuβ)’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한다. 그는 인간의 향수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 질적 요소 및 속성을 관조하는 태도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

다. 좀더 펼쳐 말하자면, 향수는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는 방식에 의해 받아

들이는 수용 능력’인 것이다. 여기에 주체인 자신은 그 대상에 대하여 모든 

관심이나 욕망을 초월한 무사심적인 태도로 존재한다. 이러한 칸트적 의미

에서 향유는 주체자인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어떠한 활동이 아니라, 대상

을 관조하며 그 속성을 수용하는 소극적인 인식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 ‘향수’는 대상 그 자체에서만 생기는 것이기에 반드시 대상을 관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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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전제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가 말하는 ‘향수’라는 인

식의 경험에는 주체자의 삶의 역사, 성향, 주변의 정황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칸트의 인식 일반이 자연과학적 방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빌헬름 딜타이는 ‘향유’의 발생은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주체자의 내적 경험들과의 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말한다.  

그는 칸트의 입장과 같은 자연과학에는 부재하는 내적 경험, 자아의 변형을 

이용한 대상의 이해, 정신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사실들, 그것들의 상호 연

관 등을 정신과학에 대한 자신의 저서들 「정신과학 서설」(1966), 「정신과

학에 있어 역사세계의 구성」(1968)을 통해 밝히고 있다(박순희, 2012). 딜타

이의 향유 개념은 즉, 주제의 내적 경험에 중점을 두는 ‘온전한 체험’으로서

의 향유을 의미한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일어나는 체험들이 모두 통합되어

져 ‘감정’에 ‘온전히 체험’함으로써 그 대상이 갖는 ‘자연과의 일체감’에서 

향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때 ‘온전히’가 가지는 의미와 ‘향유’가 가지는 

기본적인 어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완

벽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 속에 충분히 심취하여 갖게 되

는 충만한 실재적인 체험을 뜻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칸트적 의미에서

의 관조적이고 수동적인 향유 개념보다는, 딜타이의 체험적이며 주체적인 

의미에서의 향유 개념에 보다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딜타이 이후에도 정신과학 분야에서 프로이트와 라캉은 

보통 ‘쾌락’ 또는 ‘향유’로 번역되는 용어인 주이상스(jouissance)라는 개념으

로 인간이 ‘향유’하는 존재임을 설명한다. 주이상스란, 프랑스어로 ‘즐거움, 

기쁜, 쾌락, 성적 쾌락, 향유’라는 의미와 함께 ‘수익(권), 소유’라는 법적 의

미 또한 갖는 단어로서(정지영, 홍재성, 2000), 특히 라캉의 이론에서 중요하

게 다뤄지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개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쾌락을 함의하면서, 불쾌의 경계와 맞닿아 있으며 금지와 위법, 고통과 죽

음, 성욕과 도착의 간극에 위치하는 개념으로서 라캉 사상에서 정리되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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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디까지나 주체가 느끼는 쾌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에, 

라캉의 ‘향유’는 ‘감성쾌락’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주은우, 2014). 

두 번째로, 향유의 개념은 최근 긍정심리학 분야에서 Bryant와 Veroff를 중

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들은 주관적 정신건강에 대한 초기 연구

(Bryant & Veroff, 1984)를 통해서 심리적 안녕에 대한 문헌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과정에 

상응하는 긍정적 대응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사람들이 삶에서 일

어나느 부정적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와 반

대인 긍정적 경험을 즐길 수 있는 능력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

이다(Bryant & Veroff, 2007). 이들을 대처(coping)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 개

념으로 ‘향유(savoring)’이라고 소개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처리하고 음미하며 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의 기저에 존재하는 과정”(Bryant & Veroff, 2007, p. 21)을 향유라고 정

의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정서

상태”(p. 20)라고 말하며, 긍정심리학에서 반드시 중요히 다루어저야 하는 영

역임을 주장하고 있다.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향유에 대한 설명모델, 유형, 

특징, 증진 방법 등을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어, 인생경험의 

한 과정인 향유개념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에 필요한 이론체계와 연구도구

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심리학적 관점을 토대로 국내연구에서도 최근 ‘향유’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권오정, 윤영길, 2012; 박수련, 김

광수, 2012; 조은희, 이영순, 2013).

세 번째로, 향유라는 개념은 경제학 분야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

고 있다. bentahm(1789)은 향유를 ‘미래의 만족을 기대하며 느끼는 즐거움’으

로서 이해하고 주관적 효용성의 하나인 것으로 언급하였다. 보다 최근의 경

제학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향유는 Loewenstain(1987)이 ‘savou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미래 소비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는 긍정적 효용성’이라

고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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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에서의 연구, 특히, 문화예술향유를 경제학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연

구들에서는 대체적으로 ‘향유’를 ‘소비’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공연장에 찾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가의 형태로 사람들의 

향유 경험을 묻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2006년 이후로 2년마다 격년으

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국민들이 얼마나 문화적인 삶

을 누리고 있는지를 파악해오고 있으나, ‘소비’의 관점에서 그 양을 측정해

오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는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충분히 알기 어렵다.  

이상에서 향유에 대한 개념을 철학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빌헬름 딜타이가 주장하는 ‘전체적인 과정 속

에 충분히 심취하여 갖게 되는 내적 체험들의 통합’이라는 향유의 개념에 

보다 동의하고 있다. 특히, 칸트가 의미하는 관조적인 태도로서의 향유보다

는 적극적으로 주체자가 개입되는 것으로서의 향유, 그리고 감각적 쾌락 반

응으로서의 향유보다는 주제차의 몸, 앎, 마음이 모두 반응하는 향유, ‘얼마

나 많이’를 뜻하는 양적 경험으로서의 향유보다는 ‘어떻게’를 뜻하는 질적 

경험으로서의 향유를 이해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이와 비슷

한 관점에서 향유를 논의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관련분야에서의 향유체험에 대한 연구

1)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향유체험

예술적 행위가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껏 모든 형

태의 인간사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예술과 관련 맺어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

다(이모영,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예술교육이 쉽게 등한시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오랜 철학적 전통에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

기까지 예술은 이성적 사고의 능력발달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

일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성격의 것인 이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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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할 수 있는 주지주의 교과중심의 지배적인 흐름에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에 일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은 예술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고, 따라서 예술교육은 결코 소외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절호의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이모영, 2011).예술철학자 

Goodman(2002)이 언급하였듯, 예술은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이고 과

학민이 객관적인 추론에 의한 타당한 지식을 얻은 유일한 방식이라는 주장

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예술교육 분야에서는 예술을 통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냄으로써 예술이 지닌 가치의 당위성

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존 듀이(John Dewey), 쉴러(Schiler), 바움가르텐

(Baumgarten)등의 학자들의 철학을 토대로 예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경험으로서 ‘미적체험’ 또는 ‘심미적 체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

다(하수연, 2012). 미적 체험은 우리의 경험이 풍요로워지도록 스스로 이루

어지는 과정이며, 총체적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Shusterman, 

2007). 이 용어는 많은 예술 장르들 중에서도 미술교육 분야에서 많이 사용

되고 있다(권소정, 2012). 미술교육분야에서 말하는 ‘미적체험’이란, ‘미적 대

상을 통하여 존재의 아름다움을 각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미적 향수(향

유)에 이르는 일련의 직접적 체험의 과정으로서, 작품의 제작과정 뿐만 아니

라 작품감상의 과정에서 나타는 물성경험의 체험과 이해의 과정’을 총칭한

다(이해순, 2004).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미적체험은 일상적이고 습관화된 체

험으로부터 전혀 다른 응집성과 통찰을 가져다주어 세계와 자신에 대한 새

로운 이해로 우리를 개방시켜주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예술

교육분야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개념으로 주목된다(이해순, 2004). 

오지연(2015)은 미술감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험의 의미와 맥

락성에 대하여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참여자의 경험

이 크게  ‘문화예술 이해 경험’, ‘공동체 의식 경험’, ‘창의성 경험’,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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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네 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각 경험이 학습

자에 주는 의미를 연구결과로 제시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

그램에서의 학습자 경험은 수동적인 감상의 수준을 넘어서서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경험임을 밝혔다.

또한, 백미현(2011)은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

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참여자들의 미적경험은 ‘경험활동’, ‘탐

구활동’, ‘발견활동’, ‘심미적 만남’의 네 가지 과정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에

서 ‘경험활동’은 학습자가 과제나 주제의 실체에 직접 접근함으로써 이를 의

식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탐구활동’은 관찰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시

각이 열리는 것을, ‘발견활동’은 학습자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통념이 깨지는 경험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심미적 만남’은 예술작품을 감상

하는 수동적 경험을 넘어 작가의 창작과정을 경험하여 다시 작품에 대한 성

찰과 주시를 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는 찾는 경험을 말한다. 백미현(2011)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이러한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선정한 프로그램은 모두 아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경험이 우리의 일상생활 또는 삶에 어

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적 경험이 삶에 주는 의미를 밝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설연경(2012)의 

연구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설연경(2012)은 미적 경험이 주는 

교육적 효과를 지적, 정서적, 실천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루브릭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중 실천적 측면에서의 

미적 경험을 자아 성찰적 활동하여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미적경험이 우

리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있어서 ‘미적 

경험은 인간성을 해방시켜 존재의 자유로움을 일깨워준다’고 말한다. 또한, 

인간 형성적 측면에서 생활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어 삶 속에서 자기 발견, 

자기 실현, 자기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은 안목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

이 미적경험이라는 김남수(2003)와 Montero(2006)의 주장에 동의하며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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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덕적, 사회적 덕목을 함양시키는 것으

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유사한 관점을 취하는 여러 학

자들의 주장을 압축하여 미적 경험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이다. 이러한 경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

을 다룰 수 있는 접근방법이 요청된다(Hodkinson, Biesta, & James, 2007).

이러한 맥락에서 김은영(2012)는 실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

과 참여자의 생생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문화예술경험

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상학자 van 

Manen(1990, 1994)이 생활세계를 네 가지 범주(시간, 공간, 신체, 관계)로 범

주로 구조화한 것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문화예술경험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경험의 작동원리를 ‘문화’로 간주한 조용환(2000)의 주장에 동의

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속성을 띄는 경험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경험이 일어나는 현장에 들어가 그 내부를 반성적 자세로 들여다보는 문화

기술지(ethnography)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 범위

의 경험은 ‘자유로운 몸’, ‘탈주의 공간’, ‘리좀적 관계’, ‘자신을 드러내는 관

계’ 등 여러 가지로 의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경험이 

학습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인간 존재의 확장”(김은영, 2012, p.218)이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의 의미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에게도 동시에 경험되는 변화와 성

장임을 밝히면서 문화예술교육을 학습자 및 교육자 모두의 “삶에 충분히 의

미 있는”(김은영, 2012, p.218) 것으로 위치시켰다.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학습자 경험의 특성과 의미를 파악한 주요 선행연

구들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관점과 참여자의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김은영, 2012). 사실 문화예술활동의 특

성과 교육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증적, 양적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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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오지연, 2015).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인간의 경험 이면에 

숨은 상징과 의미를 포착해내고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갖는다(오지

연, 2015).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관찰하고 의미를 발견

해야 한다. 우리 삶에 형성되는 의미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총체적인 

과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험의 한 단면만을 보고 그 경험의 의미를 파악

하는 것은 적합한 접근이 아니다. 학습자의 의미 있는 경험이 만들어지고, 

쌓이고, 내면화될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려주어야 하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험의 변화를 지켜보아야만 한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경험하는 

무용체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관찰하고 듣는 일이 필요하다.

2) 체육교육에서의 향유체험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뜨겁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왜 스포츠에 참여하고 지속하는지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스포츠경험이 만

들어내는 ‘의미’에 주목한다(Arnold, 1979; Brown & Payne, 2009; Engström, 

2008; Griffin, 2010; McCaughtry & Rovengo, 2001; Ulrich-French & Smith, 

2009). 여기에서의 의미란, Maivorsdotter와 Quennerstedt(2012)에 의하면, 신체

적 움직임을 통해 경험되고 전달되는 종류의 것이라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스포츠를 경험하는 동안의 감정과 관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미적경험(aesthetic experiences)으로 총칭될 수 있다. 즉, 음악, 미술, 무

용 등과 같은 예술경험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미적인 특정을 지닌 

특별한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적경험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체화

되어 “소리 없이”(Denison & Markula, 2003; Leder, 1990; Molander, 2009) 암

묵적으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경험을 통해 의미들이 어떻게 만

들어지고 총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지를 탐색하는 일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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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의미들이 내재되어 있는 경험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스포츠를 지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와 가능

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는 물음을 던져오고 있다(Allen 

Collinson, 2008; Arnold, 1978; Hockey & Allen Collinson, 2006, 2007; Kirk, 

1986; Maivorsdotter & Wickman, 2011; Pringle, 2009; Wright, 2003). 특히, 체

육 또는 스포츠에서의 미적경험은 비언어적인 움직임의 경험이므로 양적으

로는 규정될 수 없는 구성요소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스포츠에서의 미적

경험의 정체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애사연구나 자문화기술

지 등의 질적 연구가 보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Allen Collinson, 

2003, 2008; Denzin, 1989; Robert, 2002). 

이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스포츠에서의 학습자의 미적경험 또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험에 대하여 탐색한 체육교육 분야의 주요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Quennerstedt과 Öhman과 Örebro(2011)는 체육교육이 가지는 독특한 학

습의 성질을 밝힐 수 있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들은 기존의 

체육교육연구에서 학습관련 연구가 인지적인 관점에 경도되어 있는 것을 문

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체육에서의 배움은 실제적, 실천적, 체화된 지식으로

서 문화 및 제도적인 맥락과도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을 강조한다. 특

히, 체육교육 연구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종류의 전통적인 이분법, 즉, 몸/마

음, 개인/사회, 제도/행위자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설정되어야 체육에서의 학

습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

하게 하는 접근법으로서 듀이의 교변작용적 접근법(transactional approach)을 

제안한다. 경험에서 형성된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

경 및 타자와의 상호작용까지 모두 면밀히 관찰하여 분석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듀이 철학에 근거하여 체육교육분야에서 학습자의 의미 있는 경험

을 탐구하고자 한 연구들은 달리기(Maivorsdotter & Quennerstedt, 2012), 피겨

스케이팅(Kestnbaum, 2003; Maivorsdotter & Wickman, 2011), 농구

(Maivorsdotter, Lundvall, & Quennerstedt, 2014) 등 여러 종목에 걸쳐 시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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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들 연구는 학습자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text)로서의 이

야기에 주목한다. 이야기는 인간 경험에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환경적 관계

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때문이다(Maivorsdotter & 

Wickman, 2011). 스포츠 경험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나 글로 쓴 것

을 분석하는 것은 스포츠 경험의 특성과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에 유용한 

한 방법임을 강조한다(Smith & Sparkes, 2009). 이러한 맥락에서 

Maivorsdotter와 Quennerstedt(2012)는 달리기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무

라카미 하루키의 저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텍스

트를 활용한다. 저자인 하루키는 달리면서 마주하는 시간, 공간, 세계와의 

관계를 글을 통해 미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달리기라는 경

험이 그에게 주는 의미이며 결국, 달리기는 그의 삶 자체와 다르지 않음을 

주장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주요 대목들을 PEA(practical 

epistemology analysis) 기법2)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Maivorsdotter와 Wickman(2011)는 피겨 스케이팅 경험에 나타나는 의미들에 

대하여 텍스트를 통해 분석하였다. 

앞의 두 연구가 전문적인 작가로부터 쓰여진 경험의 이야기를 분석한 것

이라면, Maivorsdotter, Lundvall와 Quennerstedt(2014)는 예비체육교육의 농구

수업 현장을 관찰하고 학습자의 경험이 담긴 글쓰기 과제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예비체육교사들은 아직 

‘교사’로서 이기 보다는 ‘운동선수’와 같은 입장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음

2) 경험의 의미화 과정과 배움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Dewy와 Witttgenstein의 철학

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법이다(Wickman & Östman, 2002a, 2002b; Wickman, 2004; 
Öhman & Östman, 2007, Quennerstedt et al., 2011). 의미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이 기법에서는 세 가지 미적 경험의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텍스트(언어 및 글)을 

분석한다. 그 요소는 간극(목표와 실제경험의 간극), 관계(경험들 관계를 연결하는 

언어적 진술), 만남(경험안에서 마주치는 환경 및 상황들)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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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혔다. 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

로 농구를 더 잘하는 것에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의미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예비체육교육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여전

히 ‘운동선수’에서 ‘교사’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깊이 고민

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국내의 체육분야에는 스포츠를 향유한다는 것에 대하여, 최의창(2013)은 

시합능력이 좋은 것을 넘어서서 스포츠를 즐기며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다양한 차원으로 맛볼 수 있는 진정한 누

림의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향유의 체험은 직접적인 차원의 경험과 

간접적인 차원의 경험으로 나뉜다고 본다(최의창, 2010). 전자는 운동 기술

을 배우고, 전략을 이해하고, 체육을 통헤 체력을 기르는 등의 ‘운동을 하

는’ 차원의 활동을 의미하며, 후자는 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차원의 활동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운동을 아는’ 차원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무용체험

이 하기, 만들기, 감상하기 등의 직접적인 차원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많은 점을 시사할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체육의 직접적인 활동 뿐만 아

니라 간접적인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운동에 대해 더 잘 느끼고 체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즐거운 체험이 삶의 긍정적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이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이미영, 2010; 정현우, 2010; 최의

창, 2012). 특히, 장민우(2015)는 스포츠멘토링 활동을 통해 멘티가 스포츠의 

기능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 그리고 정의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밝히며, 이를 운동을 향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운동 누림의 기회’, ‘운동 배움의 경험’, ‘운동 입문의 계기’가 순

차적 연계성을 지니며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하며, 최종적으로 이러한 과정

에서 경험되는 긍정적 변화들이 삶에 전이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의 경험을 여러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 체험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파악해보는 일은 해당 분야의 지평을 넓어주는 일과 다르지 않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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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 역시 지속적인 발전 및 성장을 위해서는 학습

자가 체험하는 경험의 차원을 다소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용교

육이 실천될 수 있는 양적 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무용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그 교육적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3) 무용교육에서의 향유체험

무용교육의 상황에서 무용체험의 구조 및 의미에 대하여 연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편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특히, 문화예술교육 내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무용에 대한 인식, 신체 만족도, 자기

효능감, 정서지능의 변화(김연정, 2012; 김이정, 2012; 김정하, 박현옥, 2012; 

김현진, 2013; 박현옥, 2011; 박현정, 김지영, 2012; 이정일, 이성노, 이태현, 

2012)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학습자가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

으로써 무용을 향유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통계적으로 파악된 이러한 변인들의 변화가 곧 그들의 삶의 행복을 의미하

는 것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의 문화예술분야에서 학습자의 체험에 대한 사례연구, 현상학적 연구들

이 많이 진행되어 온 것처럼, 무용체험을 밝히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연구방법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러

한 맥락에서 무용체험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기는 하다(박소현, 2009; 

오현주, 2008; 이정연, 2012; 최의창, 2012; 함수경, 2015). 체육분야에서처럼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뉘어 시도되고 있다. 첫 번째는 무용체험을 미

적체험으로 간주하고 그 체험의 의미를 풀어내고자 한 연구들이다(이정연, 

2012; 함수경, 2015). 특히 이정연(2012)은 무용창작 활동에서 획득한 체험에 

주목한다. 이러한 경험으로 하여금 학습자는 수행자의 입장과 관조자의 입

장이 되는 경험을 동시에 행함으로써 ‘행함’과 ‘관조’의 지평을 넓힌다는 교

육적 의미를 도출해 내었다. 그것이 곧, 타인에게 나를 보여주는 태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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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목을 형성시키고, 이해와 수용, 깨달음 등의 미덕을 일깨우는 데에 관련이 

깊기 때문인 것으로 주장한다. 이정연(2012)의 이러한 논의는 무용체험에 윤

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말 한 하다. 무용이 덕, 윤리와 관계

가 있는지를 주목하는 일은 무용교육이 교육적 위치를 인정받는 데에 분명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의 무용체험에 대한 관점은 인문적 체육교육론을 바탕으로 하

고 있다(박소현 2009; 오현주, 2008; 최의창, 2012). 이를 근거로 무용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체험하는 무용의 차원은 하기, 만들기 등의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무용을 둘러싼 다양한 서사적 차원의 경험들, 인문적 차원의 

체험을 함께 맛볼 수 있게 되어 무용을 온전히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용을 총체적으로 즐기어 누리는 향유의 체험

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무용체험의 긍정적인 차원이 곧 삶에 전이

되면서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실현 가능하게 해줌을 경험적 연구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일은, 무용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가 완전한 외부자의 입장에서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점수 매기는 일이 아니

라 연구자가 일상생활 세계의 체험을 내부적으로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그 

체험의 다양한 차원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에 도움을 주는 일이 

일이 바로 질적 연구이며, 세부적적으로는 체험을 이해하는 데에 목적을 두

는 현상학적 체험연구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무용체험 자체를 표층적 차원

에서 뿐만 아니라 심층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문적 무용교육의 아이

디어가 학습자의 무용체험을 이해하고 이끌어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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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대하면서 취하는 관점을 우리는 ‘태도’

라 한다(이남인, 2014).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무

용향유체험의 현상을 기술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체험을 질

적 태도에서 바라보았다.

체험(lived experience)은 단순한 유형의 체험에서 복잡한 유형의 체험에 이

르기까지, 순간적인 체험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되는 체험에 이

르기까지, 한 개인이 하는 체험에서 어느 집단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공동

으로 하는 체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이남인, 2014). 무용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체험 또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데,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서는 설문문항 조사 또는 조작적 실험과 같은 자

연과학적 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체험을 “물리적 인과관계의 틀”(이남인, 

2014, p.96)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해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통

해서도 체험의 속성이 상당 부분 밝혀질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인

간활동 이면에 숨은 상징과 의미를 포착해내고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

계를 갖는다(오지연, 2015).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체험의 내적 속성과 그 이면에 놓인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주목하며 해석주의적 연구 패러다임의 입장을 취한

다. 해석이라는 용어는 본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성경구절들

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성격을 해석하던 작업을 가리키던 용어였다(Barritt 

et al., 1983). 성경의 언어에는 숨겨진 의미가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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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정확한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

겨졌다. 문예부흥 시기에 들어서는 해석에 대한 전통이 변화되어 원문의 의

미를 이해하기 위해 글쓴이의 의도와 그가 살았던 시대의 특성을 아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글쓴이가 사용한 언어를 원래의 문맥 

속에 되돌려 놓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이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즉, 해석주의적 연구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경험세

계 역시 경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상황의 전후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는 해석주의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

념이다(김영천, 2012). 보편적인 법칙이나 규칙의 발견보다는 주어진 특정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그들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구성해 내는지

에 대한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김영천, 2012).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학

습자의 무용향유체험 역시 고정불변의 측정가능한 형태가 아닌 다양한 맥락

과 상호적인 형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이 체험과 그 의미를 

해석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져오기 위해 해석주의에 입각한 질적 연구 중에

서도 체험의 본질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는 현상학적 체험연구를 연구방

법으로 채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후설(Husserl), 하이데거(Heidegger), 메

를로-퐁티(Merleau-Ponty), 사르트르(Sartre) 등에 의해 전개된 철학인 현상학

을 토대로 하는 연구방법이다(김영천, 2012). 그 중에서도 현상학적 체험연

구는 여러 현상학적 연구의 유형 중에 하나이며, 체험 속에 존재하는 본질

적인 요소나 구조를 반성과 해석의 방법으로 해명하려는 연구 방식이다(이

남인, 2014). 이러한 현상학적 체험연구에도 반캄(van Kaam, 1966), 지오르지

(Giorgi, 1985), 콜레지(Colaizzi, 1973), 반매넌(van Manen, 1990), 무스타카스

(Moustakas, 1994) 등을 중심으로 여러 접근들이 존재한다(Creswell, 2012). 그 

중에서 본 연구는 van Manen의 접근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는 교육자로서, 

1990년에 출간한 저서 「Researching lived experiences: Human Science fo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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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sensitive pedagogy」에서 현상학적 체험연구를 다른 접근들과는 달리 

교육연구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발전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van 

Manen의 접근은 ‘체험으로 시선돌리기’, ‘겪는 대로 탐구하기’, ‘체험의 본질

적 주제에 관해 반성하기’, ‘체험의 본질적 주제에 대해 기술하기’, ‘체험과 

강력한 교육학적 관계 유지하기’, ‘부분과 전체를 고려하며 연구 상황의 균

형 맞추기’의 주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무용수업에서 학습자들

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막연한 영역을 탐

구하는 본 연구에 있어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설계에 

의하여 무용향유체험을 서술하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 그 의미들을 밝히는 

작업은 분명 문화예술교육으로 실천되는 무용교육에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교육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큰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의 수행절차

본 연구는 해석주의의 패러다임을 토대로 한 현상학적 체험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무용향유체험의 내적 속성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

해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2015년 7월 연구계획 수립부터 2016년 

12월 연구 집필 마무리까리 총 18개월간 진행되었다. 전체의 과정을 크게 

계획, 실행, 결과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

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 및 단계는 <그림 4>와 같다.

첫째, 계획단계에서는 연구주제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연구주제

와 관련한 질문들을 나열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문헌 및 관련 연구들

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본질과 목적에 합당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규준을 설정한 후. 이

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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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의 수행절차 및 일정

둘째, 실행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과 목적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하고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 획득, 비밀보

장에 대한 확립,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의무와 연구윤리를 포함하는 합의

를 이끌어내었다. 그 후 면담과정과 수업관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질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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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들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얻은 자료에 담긴 의미나 주제

를 추출하고 구조화하며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방법

을 따르고 있기에, 연구자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 성찰의 과정에 있어 '현상

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의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는 연구자의 선개념이나 선이해를 분명히 밝혀, 분석하고자 하는 사태인 체

험을 순수한 시선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현상학적 연구의 태도이

기 때문이다(Bryman, 1988; Moustakas, 1994; van Manen, 1990). 선이해와 대

상에 대한 친숙함은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신선한 이해를 획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김영천,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과

정에서 이러한 환원의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용향유체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체험의 의미와 구조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셋째, 결과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분석된 학습자들의 의미 있는 체험

의 기술 및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이것이 무용의 문화예술교육적 

가치실현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체험연구 방법을 토대로 학습자의 무용향유체험의 현

상을 기술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교

육방법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는 크게 무용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와 교육자 집단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전형적 사

례 선택 기법(Miles & Huberman, 1994)에 따라 <표 9>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이 대표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삼삼오오’팀’과 ‘춤꽃마실’팀, 그리고 일반적

인 무용수업이 실천되고 있는 ‘발레강좌팀’을 주요 사례로 선정하였다. 

‘삼삼오오’팀은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민참여형 예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최한 ‘어른들을 위한 몸놀이 공장, 3355’프로그램3)에 참여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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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활동목적
참여자
연령대

주요특징

문화
예술
교육

‘삼삼오오’
팀

§ 움직이는 몸의 
방식과 형태를 
새롭게 찾아가기 

20대 

-40대

§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무료 프로그램 
(교육자 파견 및 운영 지원)

§ 지원방식에 따라 참여자들이 

직접 일정 및 장소 결정

§ 2년차 운영 중

‘춤꽃마실’
팀

§ 즐거운 춤으로 
행복한 중년의 
삶 찾기

50대

-60대

§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무료 프로그램 
(교육자 파견)

§ 지역문화예술기관으로부터 
수업공간 지원

§ 주 1회 진행 

§ 5년차 운영 중

일반적인 
발레강좌팀

§ 발레의 기본적인 
자세와 동작 
배우기

20대
-30대

§ ○○대학교에서 교내 구성원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 매 3개월마다 수업이 새롭게 
시작

§ 주 2회 유료수업

<표 9> 주요 사례 선정

가자 중 일부가 주축으로 모여 새로이 팀을 구성한 사례이다. 팀명 역시 

‘3355 프로그램’에서 따온 것이다. 이 팀에는 현재 약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로 폭넓은 만큼 직업 또한 

주부, 직장인, 학생, 연출가, 예술치유사 등 다양하다. 이 팀에는 전담 교육

자가 2명 파견되어 참여자들과 함께 수업을 구성해가고 있었다. 이 팀의 참

3) 선착순으로 모인 19세 이상 일반인 80명이 10주 동안 주3회 워크숍을 거쳐 작품

을 만드는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춤의 기술 향상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

라, 공유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와 관련하여 몸과 움직임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중앙일보, 2014년 7월 1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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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이자 본 연구참여자인 관대씨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이 팀을 대상으

로 사례연구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이 이 팀의 활동목적과 구체적인 활동내

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삼삼오오’팀은 일상생활 속에서 

간과하거나 혹은 무시하며 지냈던 몸의 움직임들을 낯설게 바라보고 느끼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춤의 기술 향상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

라, 자신의 몸이 움직이는 방식과 형태를 새롭게 인식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몸의 기능과 구조에 충실하면서 보다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움직이는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관호, 2015).

‘춤꽃마실’팀은 2012년 ‘춤추는 꽃중년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된 모임이

다. 이 프로젝트는 세대 간 소통과 지역 문화를 살리기 위해 지역문화재단

과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주최하여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년 여성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예술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약 2년의 

지원 후에 재단과 기관의 지원은 종료되었고, 이 프로젝트 참여하였던 중년

여성들이 다시 모여 ‘춤꽃마실’이라는 팀명을 붙여 현재까지 활동중이다. 현

재 약 15명의 중년여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지속된 이들

의 우정과 신뢰는 다른 사례에서의 참여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두텁고 진했

다. 이들은 서로를 ‘00씨’ 또는 ‘00엄마’로 부르는 대신 이름 뒤에 ‘춤꽃’을 

붙여 서로간의 애정과 춤에 대한 애정을 더하고 있었다. ‘춤꽃마실’팀은 현

재 지역으로부터 지원받아 지역무용축제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기관 행사

에 초청받아 춤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팀이다.

마지막으로 발레강좌팀은 일반적인 발레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이

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수업이기 보다는 동작과 기술의 향상에 초

점을 둔 전형적인 발레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일환

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 사례를 선정한 이

유는, 앞의 두 사례에서의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무용향유체험의 방식과 내

용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현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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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하게 포착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 3개의 팀을 선정한 후, 연구자는 van Kamm(1966)이 제시한 여

섯 가지 연구 참여자 선정조건4)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24명(학습

자 18명, 교육자 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

연구 참여 학습자 
성별 연령(대) 무용활동경력(년)

남 여 20 30 40 50 60 1 2 3 4 5 6 7년이상

'삼삼오오'
팀

(5명)

이영아 ○ ○ ü

박관대 ○ ○ ü

오윤슬 ○ ○ ü

이채움 ○ ○ ü

원울림 ○ ○ ü

'춤꽃마실'
팀

(7명)

김은혜 ○ ○ ü

한우리 ○ ○ ü

한영위 ○ ○ ü

이만남 ○ ○ ü

김경이 ○ ○ ü

김온화 ○ ○ ü

김혜안 ○ ○ ü

발레강좌팀

(6명)

김사랑 ○ ○ ü

고낭만 ○ ○ ü

박지향 ○ ○ ü

성서정 ○ ○ ü

장고양 ○ ○ ü

이로움 ○ ○ ü

<표 10> 연구 참여 학습자

4)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 van Kamm(1966)이 제시한 고려조건은 첫째, 언어로 자

신의 체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둘째, 수줍어하지 않으면서 스스럼없이 자신의 

체험을 표현할 수 있는가, 셋째, 이 체험과 연결된 다른 체험들이 존재한다는 사

실을 알고 그러한 체험들을 표현할 수 있는가, 넷째, 연구주제에 대한 최근의 체

험을 표현할 수 있는가, 다섯째, 자신이 한 체험에 대하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

는가, 여섯째, 자신이 체험한 것을 차분하게 기술할 수 있는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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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은, 수업현장에 사전 방문 또는 개별적인 전화 및 이메일 연락을 취

해 1차적으로 구두동의로 이루어졌다. 구두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서는 서울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러한 과정은 연구 참여자가 연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

된 연구 참여 학습자 18명에 대한 정보는 <표 10>와 같다. 그리고 연구 참

여 교육자로는 <표 11>에서와 같이 총 6명을 선정하여 각 팀별 담당 선생님 

3명을 주 제보자로, 그 외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무용교육자 3명을 부 

제보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교육자 연령 전공 교육경력
문화예술교육

경험유무
구분

'삼삼오오'팀 박소망 40대 중반 현대무용 약 25년 유

주제보자'춤꽃마실'팀 김윤택 40대 중반 현대무용 약 25년 유

발레강좌팀 홍애정 30대 중반 발레 약 15년 유

그 외

김바탕 30대 후반 현대무용 약 15년 유

부제보자김지평 30대 후반 발레 약 15년 유

임소망 30대 후반 한국무용 약 15년 유

<표 11> 연구 참여 교육자

3. 자료수집

현상학적 연구는 '판단중지'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전제에서 해방된 후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van Manen(1990)은 현상학적 연

구에서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 설문조사, 심층면담, 참여관찰 뿐만 아니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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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작품, 전기, 일기 등을 검토하면서 연구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 수집의 방법 가운데 수업 안은 물론, 수업 밖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무용향유체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심

층면담, 그룹면담, 수업관찰, 현지문서와 자기보고식 일지를 중심으로 자료

를 수집하였다.

가.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질적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방법 중의 하나로서 ‘연구 참여자로

부터 정보나 의견,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Maccoby & Maccoby, 1954),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를 뜻한다

(Lincoln & Guba, 1985). 특히, 관찰이 어려운 상황,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무용향유체험과 같은 내적 작용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가

장 효과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와 교육자가 경험한 무용을 즐기고 누렸던 체험의 

방식은 무엇인지, 체험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체험에 영향

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전

의 무용향유체험과 현재의 향유체험을 구분하여 질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향유체험을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에 파악한다는 한계점을 최소화하고자 하

였다. 

일대일로 이루어진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 학습자 18명, 연구 참여 교육자 

6명, 총 24명을 대상으로 1회 또는 2회씩 실시되었다. 주로, 1회차의 면담에

서는 무용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이전에 과거의 무용체험을 중심으로, 2회차

의 면담에서는 무용 프로그램의 진행이 중반 이상 또는 마무리 되는 시점에 

현재의 무용체험을 중심으로 수업참여 직후에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체험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의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고려한 면담장소를 선정하며 진행하였으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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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연구 참여 학습자의 그룹면담을 팀별로 실시

하며 다른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눔으로써 체험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공식적인 일대일 면담에서보다 편안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

였다. 구체적인 면담가이드의 내용은 <표 12>와 <표 13>와 같으며, 면담의 

모든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전사하였다.

면담내용

무용활동에의

 입문

Ÿ 가장 처음 무용활동에 입문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Ÿ 무용활동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Ÿ 처음 무용을 시작했을 때의 느낌은 어떠했나요?

Ÿ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용향유의 

유형

Ÿ 어떠한 방식으로 무용활동에 참여하시고 지속하셨나요?
Ÿ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고 계신가요?

Ÿ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새롭거나 특별한 활동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나요?

무용향유의 

내용

Ÿ 무용활동을 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Ÿ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Ÿ 무용을 하는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무용향유체험의

영향요인

Ÿ 무용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항상 같았나요, 변화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Ÿ 무용을 즐기는 데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나 반대로 방해하는 
요인이 있나요?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교육방법

Ÿ 무용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선호하는 환경이나 선생님의 
스타일이 있나요?

Ÿ 이 프로그램이 갖는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무용향유체험의 

의미

Ÿ 무용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생긴 변화가 있나요?
Ÿ 무용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추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Ÿ 이러한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표 12>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학습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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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내용

무용향유의 

유형

Ÿ 학습자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무용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까?

Ÿ 그것과 관련한 다른 활동은 없었나요?
Ÿ 학습자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방식의 무용활동은 무엇인가요?

Ÿ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방식의 무용활동이 있습니까?

무용향유의 

내용

Ÿ 학습자들이 무용활동을 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도록 안내하시나요?

Ÿ 학습들의 활동 중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Ÿ 현재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얻어나 배우기를 
기대하시나요?

Ÿ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무용을 하는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무용향유체험의

영향요인

Ÿ 선생님의 경우에 무용을 즐기는 데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나 반대로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Ÿ 같은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 마다 즐거움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Ÿ 학습자들에게 무용체험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방해되는 요인이 있나요?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교육방법

Ÿ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무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만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Ÿ 이 프로그램이 갖는 특별한 점음 무엇입니까?

무용향유체험의 

의미
Ÿ 무용활동을 통해 변화된 학습자가 있었나요?
Ÿ 그러한 학습자의 변화는 선생님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표 13>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교육자용)

나. 수업관찰

심층면담이 연구참여자의 의식적인 참여를 통해 자료를 얻는 과정이라면, 

수업관찰은 현상의 주변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맥락과 상황을 통해 연

구참여자의 체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특히, 

이러한 자료수집의 과정은 무용향유체험을 촉진시키는 요인과 교육적 방법

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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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내용들을 밝히는 데에 효과적이다(김영천, 2012).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학습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무용프로그램

의 수업현장을 매주 1회 방문하여 관찰하였으며,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거

나 관찰일지를 작성하였다. 수집된 영상 및 사진 자료, 관찰일지는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관찰을 통해 발견되는 중요한 

상황 및 맥락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 학습자 및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적인 면담이 추가되어 진행되었다(<표 14> 참고).

연구 참여 학습자 연구 참여 교육자

수업전반

Ÿ 오늘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어떠한 
기분이었나요?

Ÿ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거나 
즐거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Ÿ 오늘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Ÿ 오늘 수업에서 얻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Ÿ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슨 
활동이었나요?

Ÿ 인상 깊었던 학습자가 있나요?
Ÿ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특정상황

Ÿ 아까 00활동을 할 때, 음악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눈을 감고 
움직임을 지속하셨는데 그 때는 어떤 
생각과 느낌이었나요?

Ÿ 음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움직이는 
느낌이 달랐나요?

Ÿ 그 순간의 자신을 다시 떠올려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Ÿ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Ÿ 아까 00활동에서 한 학습자가 
음악이 멈추었는데도 눈을 감고 
움직임을 계속하였는데 
선생님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Ÿ 같은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몰입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Ÿ 00활동의 목표가 달성된 
것인가요?

<표 14> 수업관찰 후 질문 목록 예시

 

다. 현지문서와 자기보고식 일지

본 연구에서는 무용향유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무용향유체험을 이

끌어내는 효과적인 교육적 방법을 탐색하기 위하여 교육 현장으로부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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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되었다. 그 중, 프로그램 및 교육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교육철학 및 교육방법들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계획서 및 수업자료, 기

록물 등을 요청하여 활용하였다.

    

<그림 5> 수집된 현지문서들

  

그리고 무용향유체험은 무엇보다 자신의 반성적 인지활동을 통해 인식되

고 의미화된다. 이는 연구참여자가 면담에서 드러내지 못하였던 경험과 관

련된 이야기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성찰 일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무용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경

험하는 무용체험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

었다.

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이란 현상을 구성하는 요인, 변수를 확인하고 그 요인 간의 관

계를 추론 및 검증의 과정을 통해 확인해나가는 작업이다(조용환, 1999). 질

적 연구에서는 면담이나 관찰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면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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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의 관리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분석 및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이를 질적 자료 분석이라 할 수 있다(김영천, 2013). 본 연구에서는 

Wolcott(1994)가 제안한 기술, 분석, 해석의 단계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 자료의 기술 단계

면담 및 관찰, 그리고 현지문서와 일지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후속의 분석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료

의 수집과 동시에 자료 검토 및 전사 작업으로 자료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검토 및 전사과정 중에 의미 있게 발견되는 단어나 떠오르는 생각 

등은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후속 분석 과정을 위해 기록해 두고 이 후 분석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전사된 모든 자료는 분석 시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또한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표 15>

와 같이 부호화시켜 관리하였다.

자료수집방법

심층면담 II

그룹면담 FI

수업관찰 O

현지문서 D

자기보고식 일지 J

 연구참여자

프로그램별

'삼삼오오'팀 SA

'춤꽃마실'팀 CH

발레강좌팀 BA

대상별
학습자 Sn

교육자 Tn

날짜 - yymmdd

<표 15> 자료의 부호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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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석학적 연구에서 기술의 단계는 “체험의 의미에 대한 기술”(van 

Manen, 1990, p. 25)로서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특히 무용향유체험의 

방식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자료의 기술단계는 단순한 자

료기록의 작업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안에 포

함된 의미들을 발견하는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에 들

어 있는 의미들을 최대한 놓치지 않기 위하여 자료의 검토 과정을 지속적으

로 반복하였다.

나. 자료의 분석 단계

자료의 분석의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반복적

으로 읽으며 의미나 주제를 추출하여 범주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것

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 전략 중 하나로서 귀납적 범주 

분석의 절차를 따른 것이다. 수집된 자료를 연구주제 및 연구문제와의 관련

성에 따라 분류하고 추가적으로 여러 개의 의미 단위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Halperin & Health, 2012). 이는 van Manen(1990)이 제시한 현상학적 체험 연

구에서의 자료 분석방법과도 같은 맥락이다. 자료의 내용 자체를 현상학적 

텍스트로 읽어나가며, 그러한 텍스트로부터 핵심어구(또는 주제)를 포착하거

나 작성하여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유혜령, 

2015). 이러한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가 지니는 전체적인 의미

와 맥락 등을 계속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탐구맥락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 자료의 해석 단계

해석의 과정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마음을 열고 뜻을 나누기 위해 대화 창구를 만드는 일이다

(조용환, 1999). 특히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는 이 과정에서 반성 및 성찰의 



- 78 -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김영천, 2013). 체험에 대하여 연구자가 의미 또는 

주제 단위로 묶은 것을 지속적으로 반성하며 각 단위의 의미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취한 본 연구에서는 전 과정에 있

어 연구자의 선개념이나 선이해를 분명히 밝혀, 분석하고자 하는 사태인 체

험을 순수한 시선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의 태도를 견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과정을 통해 도

출된 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기술하기 이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물어보면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5.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만큼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연구 방법이나 절차, 결론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진실성

(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신뢰성 

준거 중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 참여자 검토, 동료 간 협의의 

방식이 활용되었다.

가.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는 특정한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자료에 의존하였을 때 그 대상에 대한 탐색과 이해는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Mathison, 1988).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 각각의 방법

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방법을 조합하여 단점을 상

호적으로 보완해줄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에서는 전통적으

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과 같이 여러 출처의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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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로 비교하면서 결과를 도출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질적 연구자들의 공

통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체험에 대한 이해가 

연구자의 판단 오류나 오해로부터 잘못 해석되는 것을 예방하고 연구의 진

실성을 증진시키고자 심층면담, 그룹면담, 수업관찰, 관찰 후 면담, 영상 및 

사진 촬영, 연구 참여자의 자기보고식 일지를 포함한 현지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이것은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이 적합하고 적절한지를 연구 

참여자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를 위해 연구과정에 참여한 참여자 중

에서 몇 사람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연구자가 도출한 의미나 결론의 초안을 

읽고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외

부자인 연구자가 체험의 주체인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하여 얼마나 근접

하게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동료 간 협의

동료 연구자에 의한 비평은 연구과정에 동료를 참여시켜서 1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김영천, 2013). 이는 현장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을 놓고 연구자 혼자 고

민하기 보다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력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

는 동시에,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질적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계획단계에서 결과단계에 이

르기까지 <표 16>와 같이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총 4인의 전문가

들로부터 지속적인 조언을 지속적으로 얻어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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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 본 연구와의 관련성

임지혜 마음대학교 강사

§ 무용교육경력 17년
§ 미국 T대학 무용교육 석사졸업
§ 한국대학교 무용교육 박사졸업
§ 무용교육 연구자

홍인내 한국대학교 강사
§ 무용교육경력 8년
§ 한국대학교 무용교육 박사졸업
§ 무용교육 연구자

박사명 한국대학교 강사
§ 무용교육경력 8년
§ 한국대학교 무용교육 박사졸업
§ 무용교육 연구자

박순수 한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무용교육경력 6년
§ 미국 N대학 무용교육 석사졸업
§ 무용교육 연구자

<표 16> 전문가 그룹 구성

6. 연구의 윤리

본 연구자는 2014년 9월 25일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구

윤리 교육프로그램(CITI Program)을 수료하여 연구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인 

지침사항들을 사전에 숙지하였다. 연구의 실행단계로 나아가기에 앞서 본 연구과

정의 전반에 대하여 윤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면담내용에 이르기까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구두,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하였다. 동의를 요청하는 과

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참여를 중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

익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는 모두 부호화 처리되어 보호됨을 사전

에 공지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윤리적 절차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

게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게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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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무용향유체험의 방식

기존의 무용교육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춤추기, 춤 만들기, 춤 감상하기

의 세 가지 방식을 중심으로 활동내용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세 가지 방식

은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활동으로 

무용경험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듯,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는 방법 역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

현되기 마련일 것이다. 그 방식의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일까. 이

러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연구자는 위의 세 가지 무용활동으로부터 벗어

나서, 사람들이 무용을 즐기는 ‘있는 그대로’의 방식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무용 수업이나 프로그

램은 물론,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무용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함께 주

목하였다. 그들은 분명 수업상황을 벗어난 시간과 공간에서, 즉 실제 삶이 

펼쳐지는 생활세계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이 

무용을 즐기는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기도, 그 깊이가 더 해지

기도 했다. 또는, 같은 방식에 머물기도, 여러 방식들을 오가기도 하는 양상

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공통적인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기능적으로 향유하

기’, ‘유희적으로 향유하기’, ‘공헌적으로 향유하기’의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

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들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맥락 안에서 

순환하는 모습을 띄고 있었다(<그림 6> 참조). 

‘기능적으로 향유하기’의 방식은 연구참여자들이 몸을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점점 무용의 기술적 완성을 추구하며 무용을 즐기는 방식이다. 이

것은 무용을 즐기는 과정에서 대부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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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무용향유체험의 방식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용기술을 숙련하는 과정으로 진입하며 참여자들은 움

직이는 몸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함을 떨쳐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몸과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점차 무용기술보다는 자신의 몸과 움직임 자체에로 시선을 돌리며 무용이라

는 활동을 또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 때에는 몸과 움직임

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열리며 무용을 흥미진진한 ‘놀이’로서 생각하

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활동방식을 본 연구에서는 ‘유희적으로 향유하

기’라고 이름 붙였다. 

‘기능적으로 향유하기’와 ‘유희적으로 향유하기’는 모두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데, 점차 연구참여자들은 

무용경험이 쌓여갈수록 시선을 자신으로부터 타인 및 세계로 돌리며 나눔의 

경로로 들어가고 있었다. ‘기능적으로 향유하기’와 ‘유희적으로 향유하기’의 

방식을 통해 느꼈던 즐거움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려는 방식으로 무용경험을 

즐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자신, 타인, 더 나아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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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들의 

활동을 본 연구에서는 ‘공헌적으로 향유하기’라고 명명하였다. 이 세 가지 

방식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이야기를 통해 <그림 7>과 같이 범주화되어 도출

된 것이며, 무엇보다도 무용을 즐기는 활동들이 연구참여자들의 삶과 관련

하여 순환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그림 7> 무용향유체험 방식의 범주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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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적으로 향유하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무용을 처음 시작할 때, 무용동작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고 있었다. 특정 장르의 무용형식 안

에서 무용을 즐기며 동작수행의 향상에 목적을 두는 것이다. 이는 <표 17>에

서와 같이 ‘몸 움직이기’, ‘동작 숙련하기’의 활동들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능적으로 무용을 향유하는 활동들

몸 움직이기
- 장르중심 무용활동 시작하기
- 동호회 및 무용수업 참여하기

동작 숙련하기
- 장르중심 무용기술 익히기
- 무용지식 습득하기

<표 17> 기능적으로 향유하기의 활동들

1) 몸 움직이기

우리 몸은 언제나 움직인다. 그리고 움직이던 방식대로 움직이려 한다. 그

래서 우리의 움직임은 일정한 반경 안에 붙박여 있기 마련이다. 그 반경에

서 조금만 벗어나면 낯섦과 부끄러움을 느껴 몸이 먼저 반응하여 움츠러들

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큰 문젯거리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경직된 몸”이 우

리 일상의 삶에 어떻게 관여되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지나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윤슬� : 캄보디아에� 갔을� 때� 중심가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을� 자전거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을� 달리던� 중, 

우퍼� 스피커를� 통해서� 비트가� 빵빵� 때려지고� 있는거에요.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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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저음의� 음악�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면담자� : 어디서� 그� 소리가� 나왔던� 거에요? 

오윤슬� : 초등학교� 같은� 데서, 학생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원형으로� 둥글

게� 둥글게� 돌면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이�

음악이� 어디서� 흘러나온� 건지� 알고� 싶어서� 가까이� 갔죠.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거절하기� 좀� 그래서� 들어갔

고� 멀뚱멀뚱� 보고� 있으려니, 학생� 중� 적극적인� 한� 명이� 저를� 끌고�

들어가서� 따라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언어가� 안통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여행지에서� 현지인

과� 함께� 하는� 거니� 너무� 재밌어서� 신나게� 했는데, 막상� 하고보니까�

갑자기� 민망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 사람들은� 모두�

재밌어� 하는데, 저� 혼자� 움츠러�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러지� 하면

서� 제� 자신이� 좀� 싫었어요. 이런� 일련의� 경험들� 때문에�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즈댄스를� 하면� 다른� 사람들� 앞

에서� 춤� 추는게�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삼삼오오팀_윤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8]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춤을 추게 된 윤슬씨는 그러한 새로운 

상황이 자신 앞에 펼쳐졌다는 사실이 즐겁고 여행의 묘미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밀려드는 “민망함”에 이내 몸이 움츠러드는 경험을 했다. 이것이 

감지되자마자 그는 그 춤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언제 춤을 추었냐는 듯, 구

경꾼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좀 더 바라보다 다시 자신의 여

행길로 돌아갔다고 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좀 더 자유롭게 춤출 수 

있었다면 그때의 즐거움을 좀 더 만끽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 속에는 함께 춤을 춘 시간이 짧았던 것에 대한 단순한 아쉬움의 

감정만이 아니라, “나는 왜이러지”라며 스스로를 질타하는 부정적인 물음이 

함께 섞여 있었다. 낯선 감각들을 감지하자 즉각적으로 몸이 움츠러드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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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되는” 경험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와 풍부한 경험을 하는 데에 

관련이 있어보였다. 그래서였을까. 윤슬씨는 이를 풀어낼 방법을 몸에서 찾

았다. 재즈 댄스를 배우기로 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여서라도 지금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을 갖는다면 그가 만날 수 있는 세계가 넓

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래 사랑씨 역

시 “장애물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경직된 몸”을 풀어내기 위해 몸을 먼저 

움직여보는 것을 시작하고 있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데, 특히, 여자

들의� 경우� 거의� 내� 몸을� 움직여본� 경험이� 없더라구요. 체육시간에도� 항상� 앉

아서� 수다떨거나� 피구를� 해도� 공을� 피하는� 정도로만� 하고요. 그래서� 몸은� 언

제나�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장애물� 같은� 존재였어요. '나는� 오늘� 밤을�

새야� 하는데� 왜� 따라� 주지� 않는거야' 하면서� 언제나�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였어요. 그런데� 춤을� 배우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즐거울� 수� 있고� 내� 마

음이� 힘들고� 지칠� 때� 몸을� 움직여서� 그� 힘듦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껴봤어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구요. 

[발레강좌팀_사랑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25]

춤을 통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며 사랑씨는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몸은 

부정적인 존재가 아닌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새롭게 인식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

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역시 앞에 윤슬씨와 마찬가지로 “경직된 몸”을 풀어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춤’을 택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삶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이었다.

이와 달리, 다른 몇몇 참여자들은 다이어트와 같이 건강활동이나 신체 외

적인 미를 목적으로 무용활동을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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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경험을 단순히 근육강화와 신체단

련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일상을 활력있게 만들어 주는 활동

임을 깨달으며 삶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몸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단순하고 큰 의미는 없는 경험이 아니라 연구참여자

들의 삶에 있어 도전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몸 움직이

기’는 무용을 즐기기 위한 첫 번째 디딤돌 같은 활동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동작 숙련하기

몸을 움직이는 경험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특정 장르의 무

용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무용을 신체 안팎으로 연마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신체 안팎으로’라고 기술한 이유는 연구참여자들이 무용

동작을 잘 하기 위한 신체훈련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 

무용전공자들이 그러하듯 연구참여자들은, 예를 들어, 해당 장르의 유명 무

용수를 동경하며 그 무용수의 영상을 분석하거나 동작 관련 지식을 섭렵하

기 위한 리서치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용을 잘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었다.

고낭만� : 처음� 발레수업에� 나갔을� 때� 선생님이� 너무� 예쁘셨고, 그때� 또� 사

랑씨가� 계셨는데, 저는� 사랑씨가� 전공자이신� 줄� 알았어요. 너무� 예

쁘고� 멋있게� 잘�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따

라하고� 싶다’ 하니까� 집에서� 동작, 작품영상, 콩쿨영상, 발레리나들�

이런거� 찾아보고� 그랬던거� 같아요. 제� 남편은� 집에서� 저를� 거의� 발

레중독자라고� 부를� 정도에요. 집에서� 매일� 영상� 찾아보고. 일을� 해

야되는데� 그거� 보느라� 일을� 안하니까요. 하하하. 

연구자� : 언제부터� 그렇게� 찾아보셨던�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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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낭만� :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아무튼� 오래되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

지. 하하하. 서울에� 무슨� 학원이� 새로� 생겼고� 이런거� 까지� 다� 알�

정도에요. 하하. 새로� 학원� 생긴다� 그러면� 오플클래스� 가서� 들어보

기도� 하고요. (중략) 발레하는� 날은� 기분이� 좋고, 못하는� 날은� 우

울하고� 그래요.

연구자� :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낭만� : 금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일주일에� 다섯� 번� 클래스를� 들어요. 저는�

이제� 발레� 못하면� 불행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는� 이제� 결혼했으

니까� 임신하면� 발레못하겠지� 라고� 상상하면� 벌써� 우울해져요. 임신

하면� 적어도� 몇� 달은� 못할테니까요. 애기� 낳고도� 바로� 못� 할거고

요. 벌써부터� 나� 그냥� 애� 안낳으면� 안되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

도에요. 하하하. 

[발레강좌팀_낭만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18]

낭만씨는 발레를 시작하고 즐기게 된지 이제 막 2년째에 접어들었다. 수

업관찰을 통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발레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단순히 취미를 즐기는 아마추어의 모습이 아니었다. 바 연습(발레에서 bar를 

놓고 동작을 연습하는 부분)을 하는 낭만씨의 모습은 마치 발레 입시생을 

떠올리게 할 만큼 진지하고 엄숙했다. 그리고 연구자는 다른 수강생들이 낭

만씨에 대해 “전공자인 줄 알았다”, “몸이 너무 예쁘시다”라는 부러움 섞인 

평가를 하는 것을 수업관찰 중에 여러번 듣기도 했다. 그 정도로 낭만씨는 

2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무용활동 기간 자신의 몸을 단련해왔고, 동작을 좀 

더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전문가와 비슷한 수준의 마음가짐으로 발레에 집

중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이 좀 더 드러나는 대목은 최근에 남편으로부터 “발레 중독

자”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하루의 시간을 발레에 대한 생각과 

활동들로 채워가느라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웃음 섞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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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들려주었다. 일주일에 5회 정도의 발레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도 수

업 이외의 시간에 발레와 관련된 영상, 블로그 등을 섭렵하며 자신이 아직 

잘 하지 못하는 동작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발레를 즐기는 낭만씨의 활동들은 일상의 아주 작은 일부가 아니라, 그녀의 

일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하게, 관대씨 역시 ‘춤을 잘 추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무용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가 참여하는 활

동방식은 비전공자의 수준을 넘어 이미 전공자, 그리고 전문가의 범위로까

지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는 낭만씨와는 또 다른 차원이었다.

박관대� : 결국� 기술적으로� 단련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

는� 순간이� 와도� 제� 신체구조상,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해서� 안되는�

부분이� 발견되잖아요. 힘이� 약해서.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훈련

을� 하고� 싶은거죠. 한참� 빠졌을� 때는� 이런� 욕심들이� 많았어요. 

연구자� : 그럼� 스윙은� 언제� 처음� 하신건가요?

박관대� : 2013년이요. 스윙을� 하면서� 몸이� 개운하다고� 해야� 하나� 활력소를�

얻고� 그랬어요. 자신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뭔가� 더� 해봐야

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2014년에� 한예종에� 예술경영과에�

석사로� 지원을� 했어요. (중략) 춤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었었어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관대씨를 비롯한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처음 무용활동을 시작할 때 스윙, 

왈츠, 탱고, 발레 등 무용의 특정 장르를 한 가지 선택하여 입문하고 있었

다. 그런데, 장르를 불문하고 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춤을 잘 추는 몸에 대

한 신체적 열망은 물론, 춤이 주는 새로운 경험으로 인하여 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지적인 열망으로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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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동작에 대한 설명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영상을 반

복시청하며 인지적으로 훈련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대씨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확장시키고 있었다. 무용과 예술에 대해 더욱 전문적

으로 알기 위해 한국예술종합대학교의 무용원에 예술경영전공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의 관심이 무용 이외에도 시민예술, 참여예

술을 향해 넓게 뻗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 일반적인 회사에 근무하는 하는 ‘남자’가 무용을 좋아하고 

예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늦은 대학원 입학에 도전하는 것은 분명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님이 확실했다. 일반적으로 무용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무용을 취미로 즐긴다는 것은 여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인식이 아직은 만연한 한국사회이기 때문이다.

이제 연구자인 나는 이들을 비전공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애매해졌다. 연

구참여자들의 열정이나 마음가짐은 물론, 활동의 방식 역시 전공자들의 그것

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이고 기능적인 결

과물은 분명, 숙련된 전공자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그들이 무용에 몸 

담은 시간이 길지 않았을 뿐, 무용을 대하는 태도나 무용을 즐기고 있는 방

식 자체는 전문가의 수준이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틀림없었다. 무용

활동이 이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정도의 단순한 취미활

동이 아니라 마치 삶이라는 공연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장면과 같았다.

나. 유희적으로 향유하기

연구참여자들은 ‘기능적으로 향유하기’ 방식으로부터 점차 신체접촉 활동, 

무용 즉흥, 무용 공연 보기 및 하기, 춤으로 여행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들로 

무용을 향유할 수 있는 체험들을 넒혀 나가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삶

을 실험하고, 놀아보고, 써보며 무용을 즐기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

으로 무용을 즐기는 것을 ‘유희적으로 향유하기’라고 이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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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희적으로 향유하기’는 무용동작 보다는 우리 몸과 움직임 자체에 

관심을 갖고 놀이하듯 무용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무용의 기술적 향상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움직임 자체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놀이하듯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만

의 움직임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의미와 가치를 자신

의 삶과 연결하며 무용을 즐기는 것이다.

유희적으로 무용을 향유하는 활동들

삶을 실험하기
- 몸관찰하기
- 무용즉흥하기
- 신체접촉활동하기

삶을 놀아보기
- 무용공연 및 영상 감상하기
- 무용음악 듣기
- 춤으로 여행하기

삶을 써보기
- 춤경험에 대한 일기쓰기
- 춤으로 영상찍기
- 몸으로 기억남기기

<표 18> 유희적으로 향유하기의 활동들

1) 삶을 실험하기 

기능적 활동방식으로 무용경험을 시작하고 반복하던 연구참여자들이 배운

대로 춤추는 것에 익숙해져갈 때 쯤, 이들은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을 경험

하고 있었다. 하나는 춤을 이제 어느 정도 출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오는 

즐거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답답함”이었다. 이에 관련하여 아래 관대씨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살펴보고자 한다. 

스윙을� 할� 때� 답답했던게� 있었어요. 파트너� 둘이서� 춤을� 시작하잖아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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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틀이� 있고�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틀�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제한이� 되잖아요. 이름이� 붙어있는� 기술들을� 써야하고

요. 팔로워� 분들한테� 질타를� 받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호를� 하기도�

하면서도� 질타를� 받고� 그랬어요. 제가� 춤을� 추면서� 그� 틀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던� 거에요. 춤을� 추면서� 막춤을� 섞는다던지, 신호를� 줄� 때� 자상하지� 못하

고� 리듬사용도� 약간� 제� 멋대로� 하게� 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걸� 좋아하기

도� 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무튼� 저는� 스윙을� 하면서� 제�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이� 스윙동작으로는� 못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에서� 느

껴지는� 감정을� 도저히� 표현을� 못하겠다였어요. 저는� 뭔가� 느껴지면� 자연스럽

게�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관대씨는 스윙 동호회에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춤을 춘 경험이 있

었다. 그 시간은 관대씨가 스윙의 기본 자세와 동작,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관습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스윙이

라는 춤에 대한 여유가 생기자 관대씨에게는 자유자재로움에 대한 열망이 

생겼다. 그러니까, 느낌과 동작을 빌려와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

낌과 몸짓으로 춤을 추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장르’라는 말이 ‘문예양식

의 갈래’를 의미(국립국어원, 2008)하듯, 스윙이라는 무용의 장르는 독특한 

음악적 특성과 일정한 동작의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그 춤에서도 자

유로운 표현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약속된 양식을 

벗어나지 않는 한해서 허용될 뿐이다. 즉, 관대씨가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며 

했던 “틀을 벗어나는” 자유로운 몸짓은 스윙의 영역에서 보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다소 행위인 것이다. 관대씨의 “답답함”은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드러

난 감정이었다. 이 “답답함”으로 그는 장르적 구분으로 속박되지 않는 움직

임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것은 그의 시선을 (기술적) 동작에서 

(인간의) 움직임 그 자체로, 이어서 몸으로 옮기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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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었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유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관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런데� 그� 무렵, ‘A무용컴퍼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을� 했죠. 여기서� 했던� 경험은� 스윙했을� 때와는� 달리, 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했죠. (중략) 단순히� 스윙처럼� 노래에� 맞춰서� 춤을�

따라하며� 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것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몸에� 대해서도� 관심

을� 갖게� 된거죠. ‘A무용컴퍼니’에서� 처음에� 했던� 움직임이라는� 것이� 무용을�

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걸� 표현하든, 

추고� 싶은� 것을� 추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활동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신선했던� 경험이었어요� (중략) 이� 프로그램에서의� 경험� 때

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시작할� 때랑�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이� 많이� 바뀌었어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관대씨는 ‘A무용컴퍼니’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무용에 대한 새

로운 관심이 생겨났다고 했다. 그곳에서의 활동은 특정한 무용동작을 따라

하고 숙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

는 활동이라고 했다. 그 “다양한 방법”에는 자신과 타인의 몸을 관찰하기, 

기술적으로 정련되지 않은 자유로운 움직임하기, 몸과 몸을 접촉하며 움직

이기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보지 않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일이었고 패턴화된 움직임의 반경을 

벗어나는 활동이었다. 이는 자신의 존재와 붙어 다니던 몸이라는 대상을 처

음으로 객체화시켜 낯설게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포착해내는 계기로 작동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몸과 움직임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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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물음을 던지며 자신을 실험하고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움직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무용을 전공한 나 조차도 그 춤에 이름 

붙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춤꽃마실’팀의 연구참여자들은 이 춤에 대해 “이

름 없는 춤”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어떤 춤이다’라고 지

시할 수 없으며 내용과 형식면에서 자유로운 춤이라는 것을 ‘무제’라는 이름

으로 말한 것이다. “이름 없는 춤”이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마치 미술관

에 있는 수많은 ‘무제’작품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춤을 하나의 작품처럼 보여

주고 동시에 봐주고 있었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는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일이다. 김춘수의 시 「꽃」에서도 나타나지 않

는가.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이 지나지 않는” 

대상으로 머물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강신주(2010)는 크립키(Saul A. Kripke)의 

저서「이름과 필연」(Naming and Necesity)에 나타난 이름과 정체성의 의미

에 대해 설명하며, 고유한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 “한 명 한 명 소중한,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개체”(p. 275)가 되는 것이라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이름 없는 춤에 이름을 붙이면서 그들은 그 춤과 춤을 추고 

있는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춤꽃마실’팀의 

활동기록 책자에 이 팀을 담당했었던 예술감독 윤화씨가 이와 관련한 내용

에 대해 남긴 글이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애숙춤꽃으로부터� 들은� '이름� 없는� 춤'이라는� 말을� 듣

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름도� 모르고� 타인에게� 설명� 불가하다

는� 춤을� 몇� 개월� 동안� 추게� 하였다니, 기획자로서�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겹쳐� 올랐다. 사실� 프로젝트� 초기의� 기획회의에서� 커뮤니티� 댄스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 커뮤니티� 댄스의� 정체가� 불분명한� 것도� 이유려

니와� 그� 애매한� 정체성에� 구속당하기는� 더� 싫었다. 울타리를� 한정지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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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기획자의� 편의와� 여유였을� 뿐� 예술과� 춤에� 낯설은� 이들은� 간

절하게� 이름이� 필요했고� 무엇으로� 호명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놀라운�

것은� 참여자들이� 이번� 작업을� 한국무용이나� 현대무용, 대중적인� 댄스수업� 등�

익숙한� 범주로� 장르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워크숍에서는� 몇� 가지� 한

국무용이나� 가벼운� 리듬� 댄스� 등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것에� 포섭되

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춤� 영역� 구분과는� 다른� 이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

이� 고무적이다. 고루한� 장르� 인식이� 여전한� 무용계� 내부와� 비교해보면� 춤예

술에� 문외한인� 이들이� 내게는� 더� 희망적이다.

[춤꽃마실팀_기록책자_2012_P:11]

‘춤꽃마실’팀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교육자로 활동한 윤화씨는 참여자들이 

그들의 춤에 이름 붙이는 행위가 “고무적”인 일이라 적고 있다. 그녀는 현재

의 무용계에는 춤에 대한 “고루한” 인식이 존재한다고 표현하는데, 참여자들

이 그들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서 새로운 가능성

을 발견한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인식과 활동이 오히려 오래되고 “고루한 

인식”을 지닌 무용계보다 우리 사회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크다는 점에

서 “희망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이름 없는 춤”은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는 것

일까. 윤슬씨와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었다.

오윤슬� : 춤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완전히� 박살나는� 경험을� 하게� 됐죠.

연구자� : 어떤� 활동을� 주로� 하게� 했나요?

오윤슬� : 거기서는� 사람들하고� (신체)접촉을� 많이� 시켰었어요. 접촉한� 상태에

서� 뭔가를� 해보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눈을� 마주치는� 것, 몸� 어디를�

만져보라, 마사지를� 할� 때도� 어디를� 마사지를� 해보라는� 것들요. 

(중략) 저는 매번� 똑같은� 움직임을� 하는� 것이� 싫어요. 똑같은�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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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하는� 순간� 지루함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춤을� 출� 때, 항상�

춤을� 그만� 둘까라는� 생각을� 매년� 했어요. (중략) 지루함을� 느끼니

까� 재미가� 없는거죠. 이건� 사실� 놀이이고, 놀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

을� 발견해� 가는게�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날� 똑같은�

놀이만� 하고� 있으니까� 지겨운� 거에요. 

[삼삼오오팀_윤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8]

특히, 윤슬씨는 이 활동은 자신이 갖고 있던 춤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완

전히 “박살내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이름 없는 춤”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미 만들어진 규정된 춤을 추며 예상된 동작을 하기 위해 움직

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발견

되는 새로움 때문에 이 활동이 진정으로 재미있는 “놀이”가 되고 있었다. 그

리고 이 놀이는 앞으로도 계속 해볼 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연구자는 그들이 즐기고 있는 무용이라는 활동은 

더 이상 기능적이고 수동적인 것에 머물며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큰 변수 없이 기술을 반복하는 활동이 아니라 삶에 대한 

도전적인 “놀이”로서 관계하는 것이었다. 무용은 연구참여자들이 “삶에서 궁

금해 했던 부분을 몸으로 체험하며”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알아가는 재미있

는 “놀이” 중 하나였다. 무용은 ‘익숙함’에 응전하여 “새로움”을 발견하는 

“재밌는 놀이”이자, 의미 있는 “배움”으로서 자신의 삶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의미되고 있는 것이었다.

2) 삶을 놀아보기

앞에서 살펴본 연구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 방식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업이나 워크샵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었다. 수업이나 워크샵 안에서 무용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교육자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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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활동들로 무용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참여자들은 무용수업을 벗어나면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

가 아예 무용과는 상관없는 일상을 보내는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 수업 안

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적 활동과 유희적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활동이 

일상에서 함께 계속되고 있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과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고 있었다. 무용실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일

상의 모든 공간에서도 참여자들은 스스로 춤을 즐기고 있었다. 이것은 앞의 

‘삶을 실험하기’의 방식에서 보다 훨씬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진화

되고 있었다.

고낭만� : 제� 남편은� 집에서� 저를� 거의� 발레중독자라고� 부를� 정도에요. 일을�

해야되는데, 집에서� 매일� 영상� 찾아보고. 그거� 보느라� 일을� 안하

니까요(웃음).

연구자� : 보신� 영상들� 중에� 생각나는� 것� 하나만� 이야기해주세요.

고낭만� : 저는� 'Sundance' 라는� TV채널에서� 본� Misty Copeland에� 관한�

다큐영화였어요. ABT 발레단의� 흑인� 수석� 무용수요. 그� 사람이�

이� 영화를� 되게� 오랜� 시간동안� 촬영했더라고요. 수석무용수가� 되

기� 전부터� 흑인� 발레리나로서� 미국에서� 다른� 흑인� 발레리나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발레강좌팀_낭만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18]

낭만씨는 남편으로부터 “발레중독자”라는 다소 과한 별칭으로 불릴 정도

였다. 일 년에 한번 방송되는 ‘World Ballet Day Live’5) 시간에 맞춰 기다렸

5) 일 년에 한 번, 단 하루 동안 세계의 유수 발레단의 생생한 모습을 실황으로 감상

할 수 있도록 ‘World Ballet Day’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발레

단으로는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 발레단’, 영국의 ‘로열 발레단’, 미국의 ‘샌프란

시스코 발레단’, 캐나다의 ‘캐나다 국립 발레단’,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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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밤을 새서 영상을 보기도 하고, 이어폰으로 발레음악을 들으며 삶의 

공간을 춤을 추는 공간처럼 상상하기도 했다. 무용실에서 나오는 순간 춤을 

추는 신체적 행위 자체는 사라졌지만, 춤과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음으로써 춤을 출 때 느껴지는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을 불러내어 일상에

서도 무용을 즐기고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연영상이나, 다큐멘터리 

영상에 나오는 무용수들의 이야기에 심취하여 그들의 춤에 대한 노력과 헌

신에 감동하면서 경이를 표하기도 했다. 사랑씨도 비슷한 이와 비슷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그� 바� 음악을� 들으면서� 바� 동작� 순서를�

머릿속으로� 복기를� 하면서�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되면� 약간� 다른� 공

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 공간이� 실제로� 무용실이� 아니더라

도� 그렇게� 하는� 순간만큼은� 저� 혼자만의� 무용실에� 있는� 거였어요. 집에서도�

혼자� 바를� 연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발레강좌팀_사랑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25]

이들의 이러한 방식은 수업 내 교사가 제공한 활동의 일부도 아니었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자

발적으로 즐거움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활동이었다. 인간을 호모루덴스

(Homo-Ludens), ‘놀이하는 인간’으로 정의한 호이징가에 의하면, ‘자발성’은 

‘유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이종인 역, 2010).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공연이

나 영상을 감상함으로써 어떤 외적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활동 

그 자체를 통해서 “긴장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임미란, 2013)에 도달하

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에게 무용경험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을 주

수업뿐만 아니라, 공연 연습, 무대 뒤 장면까지 발레단의 생생한 일상이 생중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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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분리되지 않은 유희적인 활동으로 체

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는� 놀� 때� 못� 놀고, 노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남자애들보다는� 여자애들�

쪽에� 더� 가까웠죠. 오락실� 좋아하고� 그러는건� 똑같았지만, 꾸미는� 거� 좋아하�

고요. 공연보러� 다니는� 거나� 음악듣는� 취향이� 저는� 그때도� 락� 좋아하고� 그

래서, 이례적으로� 남들과� 다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노선이� 바뀌더라고요. 

대학때도� 밴드부� 활동하는데� 거기에� 갇혀서� 그� 생활만� 하다보니까� 애들이랑�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됬었죠. 노는� 것도� 저는� 어디가서� 신나고� 노는게� 아니

라, 공연� 즐기고, 축제� 즐기고� 하는게� 노는� 걸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제� 생

활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친구들에게� 스윙해봐� 라고� 추천은� 해봤지만, 친구들

한테는� 춤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고� 특이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술도�

못� 마시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연� 보면서� 머리� 쓰고� 고민하

고� 하는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에요. 술� 마시는� 것� 보다는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관대씨는 무용공연을 보러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있

어서 무용공연을 감상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돈의 여유가 생겨서 하는 

예외적이고 오락적인 활동이 아니다. 피곤하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삶의 

긴장을 풀어내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었다. 무대 위에 펼쳐지는 움직임들을 

보면서 몸의 또 다른 새로움을 발견하고, 공연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면서 

안무가의 의도를 상상해보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자신이 해석한 의미

가 안무가의 그것과 일치하고 안하고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 공간에서 들려

오는 음악과 보여지는 움직임과의 만남 자체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는 무대 공연뿐만 아니라, 거리공연, 축제 등 열린 장소에서 행해지는 퍼포

먼스를 관람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아, 프랑스 오리악(Aurillac) 거리축제의 

일정에 맞춰 여행을 다녔다고 했다. 춤으로 여행을 다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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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때� 시민예술, 거리축제� 쪽에� 관심이� 많아서, 프랑스� 오리악

(Aurillac) 거리축제� 일정에� 맞춰� 여행� 일정을� 짜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불어나�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게� 아니라서� 공연을� 보다� 보니까� 넌버벌인� 무용

을� 보게� 됐어요. 안무가� 짜여진� 퍼포먼스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끌어

들이고� 주변에� 있는� 사물을� 활용하는� 것들이� 엄청� 기발하더라구요. 첫� 날에

는� 연극도� 좀� 보려고� 욕심내고� 했는데� 둘째� 날부터는� 거의� 댄스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것만� 가서� 봤죠. 그렇게� 스케줄을� 짜서� 계속� 쫓아다녔죠. 

너무� 재밌더라구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언어가 충분히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그가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언어는 

몸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이었다. 그는 축제 프로그램에 ‘dance’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쫓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다. 여행객이라면 으레 여행 

책자에 의존하거나 여러 인터넷 정보들을 활용하여 그 장소에만 갈 수 있는 

명소나 맛집을 찾아 바쁘게 옮겨 다니기 마련이다. 정해진 기간 동안 최대

한 많은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때로는 과감히 정해진 일정 없이 

현지문화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관대씨의 여행법은 전자도 후자도 아니었다. 여행책에서 그려준 

추천 루트를 따라가는 것도, 아무 일정 없이 즉흥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었

다. 춤이라는 키워드로 그 지역을, 그리고 그 곳의 문화를 경험하는 방법이

었다. 적지 않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게 되는 해외여행에서 무용

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몸과 움직임을 키워드로 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춤

이 그의 삶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

었다. 

이제 이들에게 있어 무용을 즐기는 활동은 “일상적인 삶의 바깥에서 이루

어지는 예외적인 행위”(채운, 2013)처럼 보이지 않는다. 연구참여자들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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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실천되고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보인다. 그들의 삶에서 무용은 이제 제외될 수 없는 존재

로 위치해 가고 있었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 무용은 반

드시 함께 있어야만 하는 활동이 되고 있었다. 

고리씨는 이렇게 놀이하는 것이 우리 개인과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

하며, 이러한 “격 있는” 놀이가 문화로서 “활성화되고 사회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놀이하는 한해서만 진정한 인간이다(p.128)”라고 주장한 쉴러

(Schiller. 1795)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놀이는 바

쁜 삶에서 벗어나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의 오락적 활동이 아니

라, 인간의 특별함을 더욱 특별한 것으로 고양시키는 방편이 되는 유희적인 

활동인 것이다.

이런� 류의� 예술활동이� 활성화되고� 사회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소수

의� 놀이� 문화이죠. 우리나라에서� 아직은요. 저만해도� 나이가� 있는� 편이라, 우

리� 때의� 놀이문화에는� 이런� 커뮤니티� 댄스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

이� 이렇게� 노는� 걸� 보고� 너무� 예쁘다고� 했어요. 놀아도� 이렇게� 놀아야� 된다

고요. 사람은� 이렇게� 놀아야� 되는거� 거든요. 이게� 진짜� 격있게� 노는거고� 재

밌게� 노는거다라고요.

[삼삼오오팀_고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7]

3) 삶을 써보기

어느날, 윤슬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체접족’과 ‘즉흥무용’을 경험한 후

에 느낀 바를 짧게 적어 두었던 메모를 나에게 보내주었다. 메모의 내용은 

그가 춤 워크숍에 참여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행동의 사실적 기술에 그

치지 않고 있었다. 그가 왜 춤을 추러 가는 것인지, 춤에 대해 재미있다고 

느끼는 지점이 어디인지, 자신이 춤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짤막한 메모 속에 모두 표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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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이� 아닌� 다른� 것을� 배우러� 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걸� 듣게� 되는데� 재미없다. 그� 이야기� 속엔� 말하는� 화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보다는� 타인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춤을� 추면� 듣게� 되는�

건� 그� 사람의� 이야기고, 보면서� 읽게� 되는� 건� 온전히�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

이다. 그게� 재미있어서� 춤을� 추러� 가는� 걸지도� 모르겠다.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놀림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관계� 맺기가� 항상� 힘들었던� 것� 같

다. 항상� 특이한� 취급을� 받았다. 

즉흥춤에서는� 틀린� 게� 없다. 다른� 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양한� 몸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움직임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특히나� 몸은� 말과�

달라서�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추고� 싶지� 않는� 걸� 추면� 몸� 자체가�

불편해서� 오래� 못� 춘다. 

틀린� 게� 없는� 즉흥춤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다

른� 분야에서도� 틀린� 게� 없다는� 생각은� 확산이� 된다. 피아노, 패션� 등등. 남

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 진정�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나로� 만들

어준다. 

[삼삼오오팀_윤슬씨의� 메모_20161017]

윤슬씨는 삶이라는 맥락에서 춤을 통해 드러나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

다. 그의 글에는 자신의 내면이 거울처럼 비춰져 있었다. 그가 즐기는 것은 

분명 춤이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그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활동이었다. 

 김상수(2013)는 글쓰기는 ‘생각쓰기’이자 ‘삶쓰기’와 같다고 한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쓰기’이며, 글쓰기 

자체가 한 인간의 성장이나 삶의 질적 변화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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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삶쓰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슬씨가 춤으로 글을 쓰는 활동

은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신체접촉의 경험이 그 자신에게 주는 의미

를 자신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생각쓰기’의 과정과 ‘나라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삶쓰기’ 과정이 

모두 실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연구참여자들의 쓰기활동은 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었다. 움직임 자체가 언어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춤으로 여행을 다

녔던 관대씨는 그 장소에 대한 경험을 글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남기기 위해 핸드폰으로 자신의 춤 영상을 찍어 기록하였다. 

박관대� : 아이폰을� 삼각대에� 올려놓고� 춤을� 췄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고� 부끄럽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사람들� 많은� 대성당� 앞

에서도� 추고� 그랬죠.

연구자� : 무슨� 춤을� 추셨나요?

박관대� : 막춤이었어요. 노래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고� 싶은대

로요. 어딜� 올라가기도� 하고, 흐느적거리기도� 하고, 몸만� 털기도� 하

고요. 춤이라는� 게� 정형화되어서� 멋있어�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이

미� 없어진� 상태였으니까요. 움직여보고� 재밌게� 편집을� 해보자는� 생

각이었어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연구자� : 촬영할� 때는� 무엇이� 느껴지셨나요?

박관대� : 영상을� 찍었을� 때는, 저보다는� 여행의� 기분, 장소마다의� 느낌이� 중

요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저를� 관통

한다고� 해야할까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그의 이러한 발상은 사실 ‘Dancing Matt’이라고 불리는 Matthew Harding이 

출연한 어느 카드회사의 광고 장면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Mat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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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69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멋진 배경을 뒤에 두고 자기만의 독특한 춤

을 담은 영상을 찍어 유투브에 올린 후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남자다. 관대

씨는 이 사람의 광고와 관련 책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해보면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그 광고영상을 보고 재밌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나

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 실제로 춤으로 여행을 떠나 여

행일지를 글이 아닌 몸과 움직임으로 남겨온 관대씨는 어느 정도로 춤을 즐

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여행경험에 대한 글을 쓸 때는 여행 일정이 끝난 하루의 마

지막 즈음에서나 또는 돌아와서 지난 경험을 불러일으키며 쓰기 마련이다. 

그러한 과정은 즉각적이기 보다는 반성적이고 성찰적이다. 그러나 관대씨는

그 장소에서 ‘지금’의 느낌을 움직임으로 기록했다. 현재의 경험을 즐기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글쓰기’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이었다. 그

가 서 있는 공간이 자신에게 주는 느낌과 분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느낌

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 느낌을 문자가 아닌 움직임으로 표현했으며, 

종이가 아닌 몸에 기억을 남겼다. 

이것은 과거의 즐거운 경험을 되살아나게 하는 기록 정도로 의미가 그치

지 않는다. 그때의 장소와 공간이 주는 의미를 포착해내는 ‘생각쓰기’의 과

정과 같다. 춤추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던 자신이 대성당 앞 많은 사람들 앞

에서도 춤출 수 있게 되는 성장의 모습을 발견하는 ‘삶쓰기’의 과정과도 같

은 것이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몸과 움직임으로 삶을 실험하고 즐기면서, 

의미 있는 삶을 몸에 새겨나가고 있었다. 수동적으로 무용을 관조의 대상으

로 바라보고 단순히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한 삶

을 위한 성장의 원천으로서 무용경험을 능동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

렇게 무용으로 ‘놀이’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것으로부터 의미를 획득하

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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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유하는 이러한 방식은 우리를 삶의 능동적인 주체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인간경험이 되고 있었다.

다. 공헌적으로 향유하기

지금까지 연구참여자들이 무용을 즐기는 방식의 초점은 자신에게로 맞추

어져 있었다면, 이번 장에서 이야기할 무용향유체험의 방식은 자신 외부에

게로 시선이 돌려져 있다. 자신만의 행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타

자를 돕는 행위로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Rifkin이 그의 저서「공감의 

시대」(2009)에서 인간은 ‘공감하는 인간(Homo empathicus)’로 진화하고 있다

고 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드러난 연구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의 방식 

역시 이타적인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히 타자를 위한 

것으로 끝맺음 되는 활동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기능적 활동과 유희적 활동을 

통해 체험한 무용의 의미와 가치를 타인과 공유하며 ‘공동체적 존재’로서 결

국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활동이기도 했다. 즉, 이타성을 지니면서도 

자기중심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공통적인 것은 좀 더 나은 삶, 바림직한 사

회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활동을 모두 

‘공헌적으로 향유하기’의 방식으로 보았다. 아래에서는 ‘공헌적으로 향유하기’

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그들의 삶의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공헌적으로 향유하기의 구체적인 활동들

서사적 정체성 나누기
- 춤으로 말하기
- 서로의 삶 이야기하기
- 예술가와 대화하기

춤추는 공동체 만들기
- 교육봉사하기
- 공연봉사하기
- 새로운 춤 공동체 만들기

<표 19> 공헌적으로 향유하기의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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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사적 정체성 나누기 

그 날도 ‘대추나무집’에 모인 날이었다. ‘춤꽃마실’팀은 매주 수요일에 있

는 무용수업이 끝나면 항상 이 집에 모였다. 흔히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

고 했던가. 이들의 대추나무집 모임도 마치 연장된 수업 같았다. 수업 후 이

곳으로 모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행여 누군가 불참하게 되면 빠지는 

사람은 미안해하고 남는 사람은 서운해 할 정도였다. 다섯 평 남짓 되는 공

간에 3개의 좌식 테이블을 이어 붙이고는 모여 앉아 ‘오늘의 메뉴’를 주문하

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수요일 점심이었다. 거기에는 엄마들의 평범한 대

화가 있었고, 여자들의 일상적인 대화가 있었다. 무용실 밖에서 자신의 이야

기를 풀어내는 것이 더해졌을 뿐이었는데, 연구자는 그 안에서 특별함을 포

착할 수 있었다. 특히, 그 날은 평범한 이야기가 오가는 도중 혜안씨가 갑자

기 눈물을 쏟아내 더욱 그러했다. “언니, 왜그래? 무슨일이야?”라며 다들 혜

안씨를 바라보았다.

혜안씨� : 공연준비하면서� 선생님이� 나한테� 솔로파트를� 줬잖아. (손으로� 자신

의� 얼굴과� 어깨� 등을� 어우만지며) 이렇게� 하면서, ‘너� 그동안� 힘들

었지’라고� 자신에게� 위로를� 해주는� 느낌으로, 춤으로� 나를� 어루만

지듯이� 하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그� 움직임에� 푹- 몰입이� 되더라

고. 왜냐하면� 요즘� 정말� 힘들었거든.

연구자� :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혜안씨� : 한� 2주� 전쯤이� 남편� 2주기였어요. 기일날� 산소를� 다녀오고� 나서�

약� 일주일간� � 자식들� 중� 그� 누구에게도� 아무� 연락이� 없더라구요.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웠는데, 자식들은� 남편� 없이� 혼자가� 된� 나를�

가여워하지� 않더라구요. 그렇게� 혼자� 일주일이� 지나서� 작은� 딸에

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어요.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전화하는데�

일� 이� 분이면� 되는� 것을�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만남씨� : 부모라도� 자식들한테� 표현을� 해야� 해요. 안그러면� 자식들이� 우리�



- 107 -

엄마는� 씩씩하다고� 생각해요. ‘나� 서운하다’는� 표현을� 해야� 해요.  

혜안씨� : 심신이� 외로운거� 더라구요. 몸은� 안좋지, 마음은� 허전하지. 어떤� 날

은� 그런� 느낌이� 더� 몰려와요. 잠도� 안오면서� 서글퍼져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요. 그런데� 여기만� 오면� 치유가� 되요. 그

래서� 딸이� 오늘� 마음� 풀어준다고� 만나자고� 하는� 것도� 다음으로�

넘기고� 여기� 빠지지� 않으려고� 온거에요. 

은혜씨� : 저도� 언니� 마음� 백배� 공감! 

[춤꽃마실팀_연구참여자들의� 식사� 중� 대화_20160727]

이 대화의 순간에 연구자인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기록하는 연구자

가 아니라 마치 혜안씨의 딸이 된 것 같았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 엄마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엄마들이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코끝이 저렸다. 또 한 가지는, 

그들과 함께 활동을 한 것도 아닌 그저 이방인인 나에게 그들의 속내를 털

어보이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춤꽃마실’팀을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그들와 연구자인 나 사이에 무언가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문득 떠올랐다. 그들은 약 3-4년을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보고 밥먹고 수다

떠는 사이인데, 그들 사이에 생겼을, 그렇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유

대는 얼마나 강력할지 말이다. 이것이 그들 이야기의 화자가, 춤의 화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이유였다.

앞에서 이야기한 윤슬씨의 메모에서도 그는 “춤을 추면서 듣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그 사람의 이야기이고, 읽게 되는 것은 온전히 

드러난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나의 이야기의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행위, 여러 경험을 해명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MacIntyre, 1981). 이러한 맥락에서 윤슬씨에게 ‘춤을 본

다’는 것은 ‘그 춤을 추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행위’이며, ‘춤을 

춘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석하여 이야기하는 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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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무용으로 하여금 우리는 삶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직접

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용으로 우리 삶의 서

사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덕의 상실」에서 “인간을 그 행위와 실천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말하는(story-telling) 동물”(MacIntyre, 1981, p.318)로 바라본다. 즉, 

인간은 다른 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이에게 말하는 다양한 이야

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사적 존재라는 것이다(김수이, 2014). 리쾨르

(Ricoeur, P. )는 이러한 인간의 정체성은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 삶의 대한 

회고 뿐만 아니라, 삶의 계획과 전망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좋은 삶을 추

구하는 윤리적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한다(공병혜, 2005). 리쾨르는 이

를 인간이 갖는 서사적 정체성으로 이론화한다(김애령, 2015).

연구참여자들은 ‘이야기하는 주체’로서 춤을 추며 자신을 알아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서사적 정체성’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

한 활동으로 서로에게 좋은 삶, 더 나은 삶이 펼쳐지기를 기대했다. 다시 말

하면, 연구참여자들은 춤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사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춤으로 이야기하는 서사적 존재이자 동시에 더 나

은 삶을 지향하는 윤리적 주체인 것이었다.

2) 춤추는 공동체 만들기

연구참여자들은 함께 활동 하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 단단한 유대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서사적 정체성이 공유된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유

대감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함

께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자발적으로 원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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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은� 것이� 보이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

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

제가� 경험을� 해봐야하니까. 저는� 경험해� 본� 것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편이라,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말이� 더� 잘� 먹히잖아요.

[삼삼오오팀_윤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8]

사람들이� 예술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예술에� 관심을� 갖다보니까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이처럼 윤슬씨와 관대씨는 모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춤에 대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활동이 그러한 확산에 기여가 되기

를 원했다. 그것이 어떠한 기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 나누지 않았

지만, 춤을 추는 일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들과 같은 ‘삼삼

오오’팀에서 활동하는 고리씨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예술적인� 활동, 커

뮤니티� 활동을� 하는� 게� 사회적인�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

요. 저의� 치유를� 도울� 뿐만� 아니라, 나의� 활동이� 사회적인� 치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삼삼오오팀_고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7]

고리씨는 춤을 추는 자신의 활동 자체가 확산이 되면 “각박해지고” 아픈 

사회가 치유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예술적인 활동으로 개인

과 개인이, 개인과 사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리씨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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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참여자들은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종료되어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며 

춤이라는 활동으로 사회 속에서 역할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각자는 무용 전공자 또는 무용 전문가가 아니기에 개인적으로 활동하

기 보다는 각자의 무용경험을 토대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즉, 그동안에 쌓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무용경험이

라는 공동의 ‘자산’과 사회에의 기여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이

루는 데에 한뜻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라는 개념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실천공동체’는 Lave와 Wenger(1991)에 의해 처음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공동체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또 누구든지 속해 있는 

것인데 이 안에서 지식의 생산과 학습이 일어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학습이론화한 것이다(전재영, 2012, 조기희, 2015). 이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개념적 정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공동의 주제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주제 영역의 지식과 기술을 체

화하고 체득된 결과를 공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식을 창출하는 집단 공동

체”(p.82)를 의미한다(전재영, 2012). 본 연구에서 ‘춤꽃마실’팀과 ‘삼삼오오’

팀은 개인적 동기로 무용경험을 시작하고 지속해오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는 ‘실천공동체’를 이루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아직 이

들은 Lave와 Wenger(1991)가 정의하는 ‘실천공동체’의 모습으로 본격적인 활

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의견과 지향점을 합의하며 사회에 공헌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었다.

제가� 맨날� 하는� 멘트가� 있어요. ‘저희는� 감상용이� 아니라, 감동용입니다’. 

우리가� 무슨� 칼군무를� 보여줄� 것도� 아니고, 라인� 맞춰서� 보여줄게� 아니잖아

요. 그런� 것들은� 감상용이죠.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나� 우리는� 감동용� 인

거죠. 그만큼� 또� 진지하게� 하니까요. 

[춤꽃마실팀_은혜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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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만들고 싶은 실천공동체는 보여주기식의 “감상용” 공연을 준

비하는 무용단이 아니다. 무용전문가도 전공자도 아닌 참여자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감상용” 무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용” 무용수

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아픔과 힘듦이 덜어

지기를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 사회에 공헌하는 공동체적 존재가 됨으

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소명하여 삶의 행복을 찾는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라. 무용향유체험의 방식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연구참여자들이 무용을 즐기는 방식을 기능적으로, 유희적으로, 

공헌적으로 향유하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분에는 다음과 같이 

은 특징이 나타났다. 기능적으로 향유하기에서 유희적, 공헌적으로 향유하기

의 방식으로 나아갈수록 해당 활동들이 점차 개인적이고 수동적인 특징에서 

공동체적이고 능동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무용

교육에서 체험방식을 수행, 창작, 감상을 기준으로 나누었던 것과는 달리, 

보다 근본적인 인간 활동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에서 ‘근

본적인’ 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한나 아렌트가 제시한 ‘인간의 세 가지 근

본적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 활동에는 노동, 작

업,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Hannah, 1998). 아렌트에 따르면, '노동'

은 생계 유지와 욕망 충족을 위해 행하는 육체의 동작이다. '작업'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일의 보람과 재미를 느끼며 수행하는 창조 행동이다. '행위'

는 개인의 욕망과 필요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소통을 나누며 공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활동이다. 이러한 세 가지 활동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무용향유체험의 세 가지 방식과 관련하여 논의가 가능하다. ‘기능적으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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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기’는 아렌트가 말하는 ‘노동’활동과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다이어트, 운

동 등 건강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며 무용을 참여

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희적으로 향유하기’는 ‘작업’에서와 같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몸과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여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고 무엇인가 만들고 실험하는 창조적인 활동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헌적으로 향유하기’는 아렌트의 ‘행위’개념과 

비교하기에는 아렌트의 그것이 훨씬 고차적이며 복잡하지만, 개인을 넘어서

서 공동체 안에서 공적 가치를 실현하려한다는 큰 맥락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세 가지 향유방식은 여가 분야의 ‘진지한 여

가’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는 

Stebbins(1982)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이며, 그는 여가 활동이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부터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거나 

주입된 활동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즐기는 활동 

자체에는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이 무용을 향

유하는 방식 역시 점차 ‘진지한 여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기능적, 

유희적, 공헌적인 방식으로 나아갈수록 연구참여자들은 수동적에서 능동적

이고 주체적인 활동들로 무용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Stebbins(1992)는 ‘진지한 여가’ 활동을 ‘아마추어형’, ‘취미활동형’, 

‘자원봉사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아마추어는 프로와 구분된다. 

일반인과 프로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것이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직

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 취미활동형은 직업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활동 범위가 개인에 국한되는 특징이 있다. 수집가, 교양활

동 참여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형은 보수나 수익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타인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이 유형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자발적인 동기 유발에 의해 전문성을 추구하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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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 가지 유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향유체험의 방식과 아주 유사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진지한 여가’에서의 활동 유형들은 그 유형들 

사이의 전환이나 순환에 대하여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의 무용향유체험은 시간이 쌓여감에 따라, 함께 하는 구성원들에 따라 체험

의 방식이 전환되거나 순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는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무용체험을 무용교육의 상황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체 맥락에서 바라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

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무용향유체험의 방식은 기존의 

무용교육에서 흔히 구분하는 수행, 창작, 감상이라는 활동방식 보다는 좀 더 

포괄이고 근본적인 인간 활동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들

의 삶과는 분리된 채로 수행, 창작, 감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기능적으로 향유하기’, 

‘유희적으로 향유하기’, ‘공헌적으로 향유하기’의 세 가지 방식은 어느 한 가

지로만 유형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더욱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이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유기적이고 순환적인 구조를 지니는 것이다.

2. 무용향유체험의 내용

연구참여자들은 기능적, 유희적, 공헌적으로 무용을 즐기는 과정에서, 그리

고 무용활동이 끝난 후에 어떠한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며 무엇이 그들의 삶

에 남는 것일까. Hong(2006)은 실제로 각 대상별 학습자들이 무용을 통해 무

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마치 “블랙박스”(p.70)의 상태와 같지 잘 보이지 않는

다고 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이 “블랙박스”와 같은 무용체험의 내용을 열어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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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그 안은 주로 ‘몰입경험’, ‘미적경험’, ‘카

타르시스 경험’, ‘영성경험’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이 네 가지의 무용체험에 대한 이해가 기존의 개념

이나 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그 관계성을 이론적, 개념적으로만 밝히고 

있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는 어려울뿐더러, 각각의 네 가지 경험이 뚜

렷하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것을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말한 바 있다. 단순

한 경험이 아닌 의미 있는 체험이란, 우리가 겪는 구체적이고 인식하는 그

대로의 “내적인 경험”(van Manen, 1994, p.228)이다. 이러한 내적인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학이나 이론에 기대기보다는 우리 삶의 맥락에

서 보이는 실제적인 경험을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참여자들의 일상, 생활세계 안에서 무용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은 언

제나 개연적이고 종합적이라고 하는 메를로 퐁티(1945)의 주장처럼, 무용을 

향유하는 체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드러나는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살

<그림 8> 무용향유체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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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림 8>에서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앞에서 살펴본 

무용향유방식을 통해 몸과 앎, 그리고 마음을 체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 몸의 체험

인간의 ‘몸’은 플라톤으로부터 데카르트,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사상에서 정신과 대비되는 물질적인 실체이며 진정한 사유를 하는 데에 대

한 방해물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몸은 인식론적인 한계의 장소(Borob, 

1990)이며,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비이성(unresson), 정념(passion), 욕망(desire)

의 자리에 놓여 통제를 받아야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Shapiro, 1999; Turner, 

1999). 

그러나 이제 몸은 하나의 담론으로서 현상학,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 논의에서 근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

다. 특히, 현상학자인 Husserl(1989)은 몸은 심리와 정신의 토대이자 그 셋은 

서로 얽혀있다고 주장하며, 이원론의 관점에서 몸을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

나고자 한다. 그는 몸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이원론에

서와 같이 물리적이고 사물로서의 ‘körper’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를 체험하

는 ‘leib’이다. 영어에서는 전자와 후자를 모두 ‘body’를 사용하여 통칭하고 

있어 영어로는 용어상의 구분이 어렵지만, 한글에서는 전자를 ‘육체’나 ‘신

체’로, 후자를 ‘몸’으로 번역하며 그 의미를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몸’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는 것이며, 단순한 조건에 반응하는 기계적인 실

체를 넘어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박정심, 2014).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

서는 신체, 육체라는 용어보다는 ‘몸’이라는 용어를 택해 인간이 몸에 대해 

존재하는 앞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래야만 

무용을 통해 드러나는 참여자들의 몸에 대한 체험을 단순한 차원에서부터 

깊은 차원으로까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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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펼쳐지는 몸

아이들의 움직임은 자유롭다. 어른의 눈으로는 이해가가 가지 않는 때가 

많고, 때로는 산만해 보이기도 한다. 즐거움과 슬픔이 온 몸으로 드러나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때로는 말보다는 몸으로 더 잘 표현해낸다. 

그저 그렇게 아이들은 움직이고 싶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표현할 수 없는 

갖가지 이유들로 움직이며 즐거워한다. 그런데 점차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움직임은 사회화되어 통제되고 패턴화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우리 몸과 

움직임의 패턴화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김광희, 2010), 

연구참여자들은 오히려 이것이 “경직된 몸”, “갇힌 몸”을 만드는 것이며 자

신뿐만 아니라 사회가 힘든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실� 회사생활만� 하다� 보면� 몸이, 움직임이� 패턴화 되잖아요. (중략) 사람들

이� 몸을� 안� 움직여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건강적

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인� 이상� 이걸� 잘� 움직여� 줘야

하는� 거죠. 정신이든, 기분이든� 몸이랑�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몸을� 움직여본� 경험이� 없더라구요. 체육시간에도� 항상� 앉아서� 수다떨거나� 피

구를� 해도� 공을� 피하는� 정도로만� 하고요. 그래서� 몸은� 언제나� 내� 마음을� 따

라주지� 않는� 장애물� 같은� 존재였어요. '나는� 오늘� 밤을� 새야� 하는데� 왜� 따

라� 주지� 않는거야' 하면서� 언제나�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였어요.

[발레강좌팀_사랑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25]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은 무용을 시작하기 전의 자신의 몸을 회상하거나, 

또는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다소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를 시작하고 있었다. “갇혀 있고”, “경직된” 몸은 우리가 삶을 건강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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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뿐만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랑씨는 지난 날의 자신의 몸에 대해 “장애물 같

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몸만 잘 따라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욱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

한 부정적인 몸에 대한 경험은 다른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서도 계속 확인

되었다. 

춤을� 추기� 이전에는� 내� 몸이� 내� 영혼에� 왜� 붙어� 있는� 건지� 설명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 몸이� 내� 삶을� 괴롭히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 가지� 일

들� 때문에…

[삼삼오오팀_수업� 후� 모인� 식당에서의� 이야기� 중_S1_20160924]

위의 이야기에서는 몸이 “장애물” 같은 존재로 내 삶을 가로막는 데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몸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부정적

인 존재로 표현되고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몸’이라

는 존재를 내 삶을 가로막고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그것이 곧 자신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

다. 몸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는 왜 이러지’, ‘내 영혼에 몸은 무슨 이유로 

붙어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은 무용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의 몸이

라는 존재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게 되었다.

(발레수업을� 처음� 들어가서) 1번� 플리에(plié)를� 할� 때, 무언가� 촥� 펼쳐진다

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방해받거나� 공간� 안에� 구겨� 넣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확장되어� 늘려지는� 느낌이� 훨씬� 강했어요. 내가� 쓰던� 신체공간을� 벗어

나는� 순간� 기분이� 정말� 좋더라구요.

[발레강좌팀_사랑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25]



- 118 -

평소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넓은� 공간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굴러다니고, 몸

을� 자연스럽게� 움직여볼� 수� 있게요. 주변의� 한계가, 움직임의� 한계가� 좀� 없

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회사생활만� 하다� 보면� 몸이� 움직임이� 패턴화�

되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니까� 좋고� 신선했던� 거에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이러한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연구참여자들이 했던 무용활동일는 것

은 무용동작을 그저 따라해 보거나, 아니면 넓은 공간을 그저 굴러보는 정

도로 별 것 아닌 시도였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삶을 방해”하거나, 그저 

“공간에 구겨 넣어진” 채로 존재하던 몸이 “펼쳐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 것

이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정말 기분 좋은”일이며 “신선하다”고 하였다. 즐거

움을 주지 않는 존재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몸이 탈바꿈하는 순

간이었다. 이러한 ‘펼쳐진 몸’으로의 변화는 우리 삶과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의미될 수 있을까. 

메를포 퐁티는 우리의 몸이 단순히 기관들을 모아놓은 대상이 존재가 아

니라,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고미숙, 2004). 그

리고 몸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몸틀

(schema-corporel)에 의해서라고 설명한다(Merleau-Ponty, 2002). 심리학 분야에

서 우리의 사고작용이 인지적인 도식(schema)을 통해 정보를 체제화시키고 

해석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인지주의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도 

그러한 ‘도식’, 또는 ‘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몸틀’에 의해서 우리는 사고

하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몸틀’은 한번 형성된 

채로 그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개조와 갱신이 가능한 것이

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절된” 몸에서 “펼쳐진 몸”으로의 변화는 곧, 연구참여자

들에게 몸틀의 재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몸틀’의 변화는 움직일 

수 있는 신체적 공간이 확장되었다는 단순한 체험이자, 나에 대한 인식,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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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 방식에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천이었다. 몸의 존재 이유를 특

별히 찾을 수 없었던 연구참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삶을 경험하는 새로

운 몸틀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2) ‘너’를 만나는 몸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스윙, 발레, 댄스스포츠 등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하는 무용 수업에 첫발을 내딛고, ‘경직되고 갇힌’ 몸에서 ‘펼쳐지는 몸’을 

경험하고 있었다. 동시에 장르무용의 형식으로부터 규정된 동작과 움직임 

방법들을 익히며 자신의 몸이 그 춤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스윙

에 맞는 몸과 움직임으로, 발레에 맞는 몸과 움직임으로 말이다.

춤에 대하여 자신의 몸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자, 자신감까지 생겼다. 

선생님의 동작을 변형해보기도 하고, 정해진 순서에 맞춰 춤을 추다가도 음

악에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몸을 움직이며 규정된 형식 밖으로 튕겨 나가보

기도 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그 춤의 형식 안에 머물러야만 했다. 그렇

지 않으면 틀린 춤이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은 춤이고 틀린 춤일까. 춤에 

정답이 있는 것일까. 연구 참여자들은 춤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

다. 연구 참여자들은 스윙이나 발레와 같은 춤을 추면서는 이에 대한 답을 

오히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해당 무용장르에서 규정한 대로 춤을 추는 것

이 옳은 춤이고, 그것을 벗어날수록 틀린 춤인 것으로 말이다. 하지만, 우연

히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무용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연구참

여자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

었다고 한다. 윤슬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춤을� 한� 번� 제대로� 춰� 보고� 싶다는� 생각과� 뮤지컬� 할� 때� 느꼈던� 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팝핀과� 비보잉�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었어

요. 다음� 달에� 등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갑자기� 우연히, 한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한국종합예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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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어른들을� 위한� 몸놀이� 공장� 3355)을� 딱� 보고서는� ‘어, 이거는� 무조건�

해야돼’라는� 확신으로� 전화를� 해서� 등록을� 했죠. 제가� 원래� 무엇� 인가를� 그

렇게� 급하게� 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보자마자� 점심시간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삼삼오오팀_윤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8]

윤슬씨가 팝핀과 비보잉 중 어떤 춤을 선택할지를 고민하다 우연히 신청

하여 들어가게 되었다는 프로그램은 국내의 유명 현대무용단인 ‘A무용컴퍼

니’에서 제공하는 무용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명은 ‘어른들을 위한 몸놀

이 공장’으로 문화예술교육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업이었다. 윤슬씨는 무엇

보다 ‘몸놀이’라는 단어가 그를 사로잡았다고 했다. 절대 우연은 아닌 것이

었다. 잘 추는 춤은 무엇일까, 춤에 정답은 있는 것일까를 고민해 본적이 있

는 윤슬씨에게 ‘몸놀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놀이에는 

잘함과 못함이 없고,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윤슬씨가 이 프로그램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마 필연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때에 춤에 대

한 개념이 “완전히 박살”는 경험을 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그 안

에서 무슨 활동을 하였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안했어요. 그냥� 사람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게� 했어요. 

접촉한�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눈을� 마주치는� 것, 몸�

어디를� 만져보라, 마사지를� 할� 때도� 어디를� 마사지를� 해보라는� 것들요.

[삼삼오오팀_윤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8]

그야말로 춤이라고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활동이었다. 눈을 마주치

는 것, 다른 사람의 어깨를 툭 만져보는 것쯤은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지속하는 시간이 일상과는 달랐다. 눈을 마주친 상태로 

오랜 시간동안 서로를 바라보는 것은 분명 일상에서는 불편함을 주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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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그리 오랜 시간동안 마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윤슬씨는 워크샵에서 눈 마주치는 것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일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편하고 민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불

편함이 점점 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감정은 편안함과 따듯함이라고 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행위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ć)

는 2010년, 미국의 뉴욕현대미술관(MOMA: The Museum of Modern Art)에서 

이와 관련된 퍼포먼스6)를 한 것이 있다. 그녀가 의자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아무 말 없이 약 1분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이 퍼포먼스의 전부였

는데, 참여하는 관객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를 지켜보는 관객들까지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환하게 웃기도 하며 여러 감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교감되었

다고 한다. 이 퍼포먼스의 참여자와 관객들이 그랬듯이, 윤슬씨 역시 눈을 마

주치고 있는 접촉행위로부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6)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ć)가 개최한 “The artist is present”라는 회고

전으로 2010년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퍼포먼스이다. 총 736분 동안 맞은

편에 앉은 사람을 지긋이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맞은편에는 주위에 있는 관객들이 

의자에 돌아가면서 1분 동안 앉아 있으며 마리나와 함께 눈을 마주보고 있으면 

되는 퍼포먼스였다. 이 퍼포먼스는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눈길

을 통해서 마음속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이 퍼포먼스의 의도였다.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도중 마리나는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여러 표정이 드

러나며 눈물이 차오른다. 참여자로 앉은 사람이 그녀의 옛 연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시 만난 건 22년만이었다고 한다. 그 옛 연인은 그녀를 이해한다는 듯 

한 표정을 지으며 묵묵히 눈을 마주 바라본다. 그렇게 1분이 흘러가고 그 둘은 22
년 전 이별의 날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헤어진다. 
- 영상참고 : https://www.moma.org/calendar/exhibitions/964
- 설명참고 : http://blog.naver.com/bmbn321/22048672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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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엔� 그랬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서는� 못�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저한테� 몸적으로도�

서로� 접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워크샵을� 할� 때� 항상� 몸을�

부대끼면서� 사람들하고� 체온을� 느껴가면서�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하고� 좋았

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그� 안에서�같이� 호흡하고� 몸

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는� 그� 순간자체가� 좋았어요. 그� 경험이� 좋았어요. 

말로서� 공감을� 받아서� ‘아,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얻는� 위안과� 유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대감은� 순간인� 것� 같고, 

덜� 직접적인� 것� 같아요. 간접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어하나만� 가지고서

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중략) 그런데, 몸은�

더� 직접적인� 거죠. 그냥� 기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끝이거든요. 접촉하고� 있는�

순간은� 계속�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에요

[삼삼오오팀_윤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8]

이러한 윤슬씨의 경험은 인간이 갖는 몸이 갖는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특

성과 연결될 수 있다.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이미 접촉을 통

한 감각 지각을 받아들이며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

문이다(Barnett, 1972; 김수정, 곽금주, 2010). 영아들이 엄마 품에서 잠이 잘 

들기도 하고, 울음을 잘 그치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몸과 몸이 닿는 경험이 

주는 포근함과 안정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몸은 본래적으로 ‘닿

음’으로서 안정을 느끼고, 타인을 만나는 존재인 것이다. 내 몸에 귀 기울이

듯이 남의 몸을 들으려 하면 서로의 부딪침 속에서 날 것의 일체감이 생겨

난다(서울문화재단, 2015).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신체를 접촉하는 경험은 점차 줄어들거나, 몸에 대

한 개념이 보다 ‘육체’에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몸과 몸이 만나는 경험을 불

편하게 여기기도 한다. 윤슬씨가 처음 접촉을 시작했을 때 느낀 불편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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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였다. 그렇지만, 몸과 몸을 “부대끼는” 경험이 쌓여감으로써 윤

슬씨는 ‘몸’의 의미를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발견은 그의 삶에 닿아 있

었다. 삶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접촉활동을 통해 느껴지는 타인의 

따듯한 체온과 피부의 맞닿음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사이의 위로와 유대라는 교감이 언어적인 말보

다 ‘몸’을 통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전달된다는 것을 체험한 결

과였다. 

3) ‘나’를 드러내는 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맴돈다. 질풍노도의 청소

년기에 시작된다는 이 질문은 오히려 성인이 될수록 더욱 강력하게 삶에 파

고 드는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성찰 없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삶을 내맡

기거나 성공을 위한 삶에 ‘나’를 무심히 던져놓기도 한다.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예술을� 시작해서� 나의� 진짜� 꿈이� 무엇이고, 나의� 내�

츄럴� 탈렌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

인지�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 온� 사람이었어요. 

[삼삼오오팀_고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7]

고리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 역시 진정한 자신을 모른채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지난 30여 년 간 악기를 연주해 온 전문

음악가였다. 단순히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 과정

을 거쳐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었던 예술가이다. 그녀의 모든 삶의 장면

에는 늘 자신이 연주하던 악기가 함께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몸처럼 항상 

붙어있던 그 악기는 냉기, 열기, 습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민감한 존재였기

에 오히려 자신의 몸보다도 더 소중이 다뤄졌다고 했다. 그럴수록 고리씨의 



- 124 -

‘몸’은 삶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고 하였다. 어쩌면 그런 희생이 있었기

에 연주자로서의 성공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서른 초반에 그녀는 악기 연주자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는 시향에 

들어가게 되자, 행복함 보다는 오히려 허무함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녀의 몸과 정신의 상태는 알 수 없는 “아노미”의 상

태로 빠져들었다. ‘몸’은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했다.

몸이�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동안� 과로했던� 거, 그

리고� 허겁지겁� 달려온� 것이� 전부인� 삶이었는데� 막상� 이루고보니� 이게� 내� 꿈

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고� 싶었는데, 저� 때에

는� 보수적인� 엄마아빠들이� 무용하는� 것을� 반대하던� 시절이었어요. 하도�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니까� 동네� 어른들이� 쟤는� 무용시키면� 되겠다고� 했었는데, 저

희� 엄마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삼삼오오팀_고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7]

고리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몸은 플라톤과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

런 ‘육체’로서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다. 고리씨의 정신

과, 마음, 외부와 내부 모두를 드러내고 있는 장소로서 몸이 존재하는 것이

었다. 현상학적 시각에서 보면, 고리씨의 경험에서 그녀의 몸은 정신과 마친

가지로 그녀의 사고작용을 이끄는 사유하는 주체라고 이해될 수 있었다. 몸

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

었기 때문이다. 채움씨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몸을� 움직이면서� 나를� 알게� 되는게� 있었어요. 특히� 컨텍이요. 내가� 움직일� 때 

무엇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나,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나, 내가� 움직이면서�

무엇을� 걱정하나,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의� 저인데� 그대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삼삼오오팀_채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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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움씨는 움직이는 몸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

다. 신체 접촉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무용수업에서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

람들과 접촉을 하는 방식이 일상에서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체 접촉을 할 때 채움씨는 몸이 닿았다

가 떨어지는 “이별”의 순간을 잘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떨어지는 순간에 

상대방이 오해할 것 같아서, 상처 받을 것 같아서 이러 저러한 미안함이 밀

려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채움씨의 실제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사람과의 관계맺음에서 헤어지는 순간을 

똑같은 이유로 어려워한다고 하였다. 미안함에 망설이며, 나보다는 상대를 

챙기는 마음에 헤어질 순간을 자신이 잘 만들지 못해 오히려 중요한 타이밍

을 놓치고 마는 때도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신체접촉 활동을 하면

서 경험한 ‘타인을 배려하는 몸’이 일상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

을 알게 되며 ‘몸’을 통해 자신을 모습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있었다.

몸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춤을 추는 것은 곧, 규정되고 정해진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춤’을 추는 것을 의미한다(박혜연, 2013). 연구참여

자들은 동작기술을 익히고 숙련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몸과 움직임의 

방법을 다양하게 실험해봄으로써 자신의 춤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과

정에서 자신의 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특히, 채움씨의 경우 ‘타인을 배

려하는 몸’이 곧 일상에서의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곧 자신의 

모습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신체접촉 활동을 할 

때에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인 자신의 방식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몸’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평소에도� 머리도� 판단하고, 내가� 어떤� 거를� 맞다고� 생각해도�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나’가� 몸을� 움직일� 때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재밌고, 좀� 더�

알고� 싶어지고, 좀� 더� 집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몸을� 움직이면

서� 바꾸려고� 하다� 보면� 현실에서의� 나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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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했던� 거� 같아요. 

[삼삼오오팀_채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07]

춤을 추고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다보면 일상에서의 관계 

맺음에 대한 자신의 방식 역시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몸’이 곧 나이기에, 춤을 출 때 몸이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삶

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춤추는 자신의 몸

은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4) ‘우리’를 이야기하는 몸

2016년 9얼 24일, 이 날은 ‘춤꽃마실’팀이 한해의 결실을 보여주는 날이었

다. 서울문화재단의 주체로 선유도공원에서 하루에 걸쳐 ‘서울무도회’라는 

춤 축제가 열리는데 이곳에서 공연을 하기로 한 것이다. ‘춤꽃마실’팀의 공

연은 오후 5시 즈음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모인 것은 11시였다. 연구자

가 그들을 찾아 갔을 때 이미 그들은 공연 같은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림 9> 공연을 준비하는 '춤꽃마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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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입고 있는 형형색색의 원피스는 각자의 삶이 다르듯 모두 달랐다. 

그동안 무용실에서만 연습만 해 오다가 실제로 무대가 있는 공간에 가서 주

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 “무대에 선다는 부담감”이 엄습해 온다고 했

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대에서 서는 위치가 공연 직전에 변경되면서 티

격태격, 우왕좌왕 하는 상황까지 생겨버렸다.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

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공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었다. 순서를 틀리지는 않을까, 내 자리를 못 찾으면 어쩌나, 우리를 보러

와 줄 관객이 없지는 않을까 등 여러 가지 걱정들을 품고 무대에 올랐다. 

<그림 10>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춤꽃마실’팀

 

연구자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객석에서 이들의 공연을 지켜보았다. 그동

안 수업관찰을 통해 연습과정을 봐와서 그랬는지 더욱 긴장되었다. 그런데,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프로 무용수보다 더욱 프로답게 공연에 임하고 있는 

‘춤꽃마실’팀 참여자들의 모습을 보며 순간 울컥하기도 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작품의 의도를 표현해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공연한 작품제목은 ‘자화상’이었다. 중년 여성의 삶의 모습을 그려

내자는 의도로 윤택쌤과 함께 만든 작품이었는데, 그들이 곧 작품이었고, 그 

작품이 곧 그들의 삶과 같았다.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온 몸으로 그들의 

삶이 이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128 -

윤화� 감독님이� 늘� 하는� 말이� ‘꽃님들은� 서� 있는� 것� 자체가� 작품이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안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공연을� 하면서� ‘아, 정말� 눈

짓하나, 서� 있는� 것� 자체가� 작품이� 되는구나’, ‘삶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들

이� 느껴지니까� 이래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춤꽃마실팀_은혜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6]

우리� 딸이� 공연� 중간� 즈음에� 와서� 봤는데, 제가� 딸한테� 공연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고� 물어보니까� 춤� 동작에서� 주부들이� 자유를� 갈구한다는� 느낌을� 볼�

수� 있었대요. 주부들이� 뭔가� 일상으로부터� 탈피해서� 갈구하는� 듯한� 것이� 담

아져�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구

나� 라는� 것들을� 느꼈대요. 

[춤꽃마실팀_은혜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6]

이 공연은 참여자들 각각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속한 

중년이라는 삶, 그리고 여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삶은 

어떻게 보여질 수 있었던 것일까. 잘 짜여진 안무동작이 그 삶을 말해준 것

이었을까. 그렇다면, 춤을 아주 잘 추는 젊은 전문 무용수가 같은 안무동작

을 무대에서 한다면 이들이 무대에서 보여준 중년의 삶과 여자의 삶이 온전

히 전달되었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시간과 경험이 침전된 그

들의 ‘몸’이 말해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모든 장면을 인지적으

로 보존하지 못한다. 우리의 기억에는 “공백”(Mearlou-Ponty. 2002, p. 224)이 

생기는데, 우리 몸은 그 공백과 공백들의 위치를 재배열하고 연결을 하는 

주체가 된다. 기억할 수 없는 경험들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그대로 침전됨으로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삶을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서 ‘몸’은 탁월한 표현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몸’은 그 자체로 표현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춤꽃마실’

팀 참여자들의 ‘몸’은 그동안의 삶의 경험과 기억들을 모두 담아내는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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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간인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이 몸으로부터 드러나 무대 위에서 

찬란하게 이야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 앎의 체험

1) 몸과 움직임에 대한 무지와 인지

몸은 가려진 주제였다. 사람들은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몸을 그대로 직

면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서울문화재단, 2015). 몸의 금기에 훈육되

며 우리는 몸을 잊고 산다. 참여자들은 무용경험을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

던 몸을 바라보게 되며 몸과 움직임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균열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윤슬씨의 경우, 자신의 외소한 몸이 싫어서 조각처럼 근육이 있고, “빨래

판”이 있고, 큰 대흉근이 박혀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 근력운동을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버리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몸에 무리가 와서 통증과 자극이 느껴져

도 ‘내일이면 낫겠지’하며 몸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였다. 그 기저에

는 “몸은 어느 정도는 극한을 경험하고 견뎌내야지만 한 단계 오를 수 있는 

것”이라는 윤슬씨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삼삼오

오’팀에서 활동하게 되며 만난 박소명 선생님과의 움직임 워크샵을 통해 자신

이 그동안 얼마나 몸에 대해 무지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휄든� 수업7)을� 하면서� ‘내가� 내� 몸을� 정말� 몰랐고, 혹사시키고� 있었구나’ 라

7) 휄든크라이스 기법(Feldenkrais Method)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일컫는다. 이것은 공

학박자이자 물리학자인 이스라엘의 Moshe Feldenkrais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즉, 
일하고, 운동하고, 놀이를 하는 동안의 동작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한 신체

교육(somatic education)이다. 교육방법은 교사의 언어적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움

직임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쉽고, 편안하고,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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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명샘이� 모든� 움직임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의식을�

해라, 몸이� 가장� 편안� 움직임을� 하라는� 거에요. 그걸� 하려면� 호흡도� 봐야하

고, 움직일� 때� 작게� 움직여야� 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작게, 천� 번� 이상� 돌

려도� 절대� 지치지� 않을� 정도라고� 하시는데, 몸의� 가장� 편안한� 상태라고� 하

는게�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제� 몸을� 얼마나� 혹사� 시켜

왔는지� 과거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삼삼오오팀_윤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8]

그는 무용 활동을 통해 몸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어떻게 움직여야 자신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알아가며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몸에 무관심하거나 몸을 방치함으로써 몸을 소외시켰

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박진아, 2014). 일반적으로 장르무용을 배

우게 되면 자신의 몸 상태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동작이 학습자에게 주어진

다. 학습자는 그 동작을 기술적으로 잘 해내기 위해 몸의 통증이나 움직임

의 불편함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몸을 무리해서 사용하게 

된다. 윤슬씨 역시 지난 날 그래왔지만, 그것이 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휄든 수업을 통해 자신의 “몸의 조건”에 맞고 몸 상태에 필

요한 움직임 방식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몸에 대한 고유한 지식을 구성해가고 있는 것을 의미

하고 있었다. 특히, ‘아름다운 몸’과 관련한 인식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무용활동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남성으로서 아름답고 멋진 몸이

라 하면 ‘단단한 근육이 둘러져 있는 조각같은 몸’을 떠올렸고, 여성으로서 

나가는 Awareness Through Movement(ATM)라는 집단 학습과, 교사가 학습자의 몸

에 손을 대고 일대일로 함께 움직여 나가는 Functional Integration(FI)이라는 개인학

습으로 구성되어 있다(김득란, 2005). 
(휄든크라이스 홈페이지 참고 : http://www.feldenkra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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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몸은 ‘날씬하고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몸’을 떠올렸다고 했다. 게

다가 자신들의 몸은 이러한 아름다운 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

었기에, 앞에서 말한 경직되고 굳은 몸, 부정적인 몸에 대한 인식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몸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소비

되고 있는지와 관련이 깊다. 

최근 외모의 꾸밈과 몸에 대한 집착은 몸이 그동안 가려진 주제였다고 말

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그 관심의 정도가 높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다이어

트 열풍, 성형중독 등의 현상들을 보면 몸이 가려진 주제이기는 보다는 오

히려 자신의 만족을 찾고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Turner(200)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재의 소비자본주의 

문화를 논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소비문화에서는 몸

이 상품을 생산하기 보다 상품이 몸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Williams & 

Bendelow, 1998). 그렇게 생산된 몸의 이미지는 시각매체들과 각종 다이어트 

산업들의 설득에 의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다(임인숙, 2007). 소비사회가 

선전하는 데로 인식하게 된 예쁜 몸, 아름다운 몸에 대한 관념이 참여자들

의 인식 속에도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몸을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용을 함으로써 연구참여자

들의 이러한 인식에는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었다. 자신의 몸 역시 아름다

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사실, 제가� 여성학� 전공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모를� 꾸미거나� 여성스럽

거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본� 적이� 없었

어요. 발레에� 대해서도� '여성스러움'을� 너무� 강조하는� 춤이라는� 선입견을� 갖

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레를� 하다보니� 발레가� 그� 어떤� 운동보다� ‘코어(core)

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처음에� 알게� 됐죠. 근데� 또� 센터를� 배울� 때는�

"예쁜� 척"을� 하라고� 말하시는� 거에요. 발레의� 절반은� 표정이다� 하시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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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쾌감이� 있었던� 거� 같아요. 여성스럽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발레를� 배우면서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여성스러움

이� 아니라, 내가� 예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던� 거� 같아요.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춤을� 추며� 즐겁기� 때문에� 내가� 아

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것에� 쾌감이� 있었던� 거� 같아요.

[발레강좌팀_사랑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25]

사랑씨는 특히나 여성학자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에서 주입하는 ‘미’의 이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음은 물

론, 그러한 주입된 ‘미’ 관념이 자신에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을 견제하는 삶

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발레를 하게 되면서 발레가 그저 ‘여성성’을 

드러내는 “예쁜 춤”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서, 진정한 몸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 경험을 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낭만씨와 지향씨 역시, 발레가 그저 여성스러운 “하늘하

늘한” 춤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하는 춤이며, 이것이 자신

의 몸에 대한 이해를 새로이 하는 활동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채움씨 또한, 

“자신의 몸을 잘 아는 일이 곧 남을 아는 방법”과 동일하다며 우리가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경험과 함께 이야기 해주었다.

머리를� 아무리� 채운다� 해도� 내� 삶은� 여전히� 피폐한� 것� 같은� 느낌을� 학교� 다

닐� 때� 많이� 느꼈었어요. 그런건�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

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싶었어요. 학교에서� 이런� 것들

에� 대해� 싫었고� 회의적이었어요. 우리가� 여기(교실)서� 이렇게� 격론을� 벌인다�

한다고� 한들,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싶었어요. 그

리고� 안�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이야기� 할� 수� 있지? 이런� 것

들요. 안� 그러려면� 내� 몸을� 잘� 아는게� 남을� 잘� 아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삼삼오오팀_채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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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움씨는 ‘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몸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우리가 

머리로 채운 지식과 알고 있는 지혜들은 결국 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에 

몸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한채 지식으로 채우는 일로 그치게 되면 우리 삶은 

풍요로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론세계가 아닌 실제의 생활세계에서 우리

는 몸을 통해 세상과 부딪히고 타인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지식뿐만 아니

라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여자들이 무용활동을 하면서 몸과 움직임에 대해 새롭게 알게된 

것은, ‘나에게 편안하고 맞는 방식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 ‘사회적 기준과는 

달리 몸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몸은 단순한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는 주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머리로 습득한 ‘지식’

이 아니라 몸을 통해 체득한 ‘앎’이었다. 몸과 움직임에 대한 이러한 앎은 

곧, 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2) 춤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연구참여자들이 무용을 ‘기능적으로’ 즐기는 방식에서 ‘유희적으로’, 그리

고 ‘공헌적으로’ 즐기게 되는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몸에 대한 인식의 변

화뿐만 아니라 춤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잘 추는 

춤’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무용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춤을 잘 춘다’

라는 말은 “유연한 몸”으로 “멋있고”, “화려한” 동작을 기술적으로 정확히 

해내는 것을 뜻하고 있었다. 즉, 무용수행의 능력을 신체적으로 지니고, 무

용동작이 그 신체를 통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는 

무용심리학 분야에서 “시·공간상에서 정확한 동작을 일관적, 지속적으로 수

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과 연결된다(문영, 이지선, 2008; 

전은진, 2009). 연구참여자들은 정해진 무용동작을 정확하게, 그리고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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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무용수들의 “멋진” 움직임과 몸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

기를 바라며 동작의 연습과 기술의 단련 차원에서 무용활동을 지속하고 있

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고 반복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무용에 대한 배경지식을 함께 습득하고 있었다. 해당 장르무용에 대한 

음악적 지식, 그 춤을 출 때와 볼 때의 에티켓, 춤을 추는 몸에 대한 생리

적, 역학적 지식 등을 선생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

람들과 공유하며 또 다른 앎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은 해당 장르의 무용의 특성과 속성을 몸으로, 머리

로 알게 되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장르무용이 갖는 특성이 자신

이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대립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 의문은 더

욱 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우, 연구참여자들이 이 의문에 대응하는 방식

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장르무용에서 벗어나 규정되지 않은 움직임 

형태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옮겨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계속해 

오던 장르무용에 머무르면서 춤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에 좀 더 집중하는 것

이었다. 윤슬씨의 경우 전자에 해당한다. 그는 탱고, 재즈댄스 등 다양한 장

르의 무용을 경험해 보았는데, 특히 탱고를 했을 때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탱고를� 배웠었는데, 불편하고�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 탱고는� 기본적으로� 남녀

가� 신호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신호를� 주고� 여자가�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일단� 제가� 먼저� 신호를� 줘야� 한다는� 부담을� 주는�

것도� 싫고,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고정된� 관계, 가부장적인�

것을� 강화시키는� 구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는� 여성의� 화

려한� 춤을� 추도록� 돕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남성이� 먼저� 신호를� 주는� 것

에서� 절대� 벗어나지는� 못하는� 춤의� 형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삼삼오오팀_윤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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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씨는 탱고라는 형식 안에서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고, 특히, 자신은 남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그리고 남성을 “가부장적”인 

태도로 춤에 참여시키는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탱고에서의 규

칙과 형식은 그가 추구하는 젠더평등한 삶의 모습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그

에게 있어 춤이란, 일탈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는 행위이기에 

이는 윤슬씨가 탱고에 대해 ‘불편함’을 갖게 하는 지점이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진정한 “놀이”로서 이 춤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그는 “움

직임 자체에 어떠한 틀이 없어도 허용이 되는”, “자신의 몸을 가학하지 않아

도 되는” 춤에로 관심이 돌려지게 되었다. 실제로 그는 더 이상 장르무용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자체를 활동내용의 중심으

로 두는 워크샵들을 중심으로 무용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사랑씨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녀 역시, 자신이 추고 

있는 ‘발레’의 특성이 여성학자인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

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과 발레 사이의 “의구심” 및 “괴리감” 때문에 그녀

는 다른 춤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발레의 특성은 

표면적인 차원일 뿐, 발레의 깊숙한 차원에 들어 있는 가치들은 오히려 자

신에게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이다. 그녀

는 그렇게 발레에 더욱 집중하며 무용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김사랑� : 제가� 하는� 발레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성학을� 하는� 저와� 발레�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안하는� 건� 아니에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극

대화� 시키면서� 몸을� 해치는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발레를� 배

우러� 가면�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발레는� 중력을� 거스르

는� 움직임이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연구자� : 그럼� 발레를� 계속� 하고� 계신데, 그� 의구심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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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건가요?

김사랑� :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나에게� 집중� 하자. 일단은� 발레

를� 하면서�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니까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스

스로에게� 말하면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발레리나� 중에� 러시아� 사람인� '율리아나� 로파트키나'가� 있는데, 그�

분이� 거의� 50대가� 다� 되어가요. 그� 분이� 벤쿠버� 동계올림픽� 계막

식에서� ‘백조’춤을� 추는� 것을� 보고� 한� 눈에� 반했어요. 발레가� 젊

은� 시절에�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통하면� 나이가� 들

어서도�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

면서� 그�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투브로� 그� 분의�

예전� 춤을� 찾아서� 보면� 젊은� 시절의� 춤� 보다� 훨씬� 점프력이나� 회

전은� 적게� 하지만� 지금의� 춤이� 그� 언제보다� 아름답다고� 느껴지더

라구요. 그래서 발레가� 단지� 젊은� 시절의� 신체의� 능력을� 극대화시

키는,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레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예술� 장르라고�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발레강좌팀_사랑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25]

사랑씨는 발레가 강조하는 여성스러움, 정형화된 동작, 고전작품들에서 드

러나는 남성상과 여성상 등이 자신이 갖는 삶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점에 대

해서 “아쉬움”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랑씨는 발레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로 그 “아쉬움”을 대신하고 있었다. 유명한 발레리나의 움직임을 

통해 발레가 단순히 “신체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몸을 혹사시키는” 무용이 

아니라, 그것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춤이라고 이해

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오히려 앉아서 공부만 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서 그것이 정말 신체를 “혹사”시키는 일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이

제 발레는 사회가 주입하는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해주는 춤으로써 새로이 이해하고 있었



- 137 -

다. 그럼으로써 발레는 더 이상 사랑씨가 갖는 삶의 태도와 모순되는 지점

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구자는 춤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관점이 

겉으로 드러나는 춤의 동작기술에서 시작하여 춤에 내재된 가치와 의미에 중

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의창(2013)이 ‘스포

츠를 잘 한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르카프 스포츠”와 “진선미 스포츠”로 해

석하고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자인 “르카프(Le CAF) 스포츠는” 근

대 올림픽의 모토로 유명한 문구인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를 의미

하는 로마어 ‘Citius, Altius, Fortius’의 약자를 사용한 용어이다. 즉, “르카프”

적인 관점에서 ‘스포츠를 잘 한다’는 것은 “고도의 운동기능과 경기전략을 

갖추고 시합을 잘 하는 것”(p. 2)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후자인 “진선미 

스포츠”에서는 스포츠를 기능과 전술로만 이루어진 게임으로 여기는 것 이상

으로, “삶의 양식”으로서 생김과 넓이, 깊이를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를 잘 한다’는 것은 “스포츠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넓음, 

깊음을 감지하고 그것을 다시 자신이 행하는 스포츠로 표출해 낼 수 있는 

것”(p. 3)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가 아니라, 

스포츠를 ‘더 참되게, 더 올바르게, 더 아름답게’ 실천하며 삶을 잘 사는 것

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참여자들이 갖는 춤에 대한 이해는 “르카프”적인 관점

에서 “진선미”적인 관점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춤을 잘 춘다’라는 말에 대해서 난이도 높은 동작을 습득하여 마음먹은 데

로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듯, 연구참여자들 역시, 초기

에는 이러한 “르카프”적인 의미에서 춤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

나, 점점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춤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과 깊이를 발견하

고 깨닫게 되면서 무용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려 하고 있었다. 즉, 춤의 

“진선미”를 체험하게 되며 춤이 자신의 삶과 따로 떨어지는 별개가 아니라

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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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으로의 깨달음

앞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무용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무용에 들어 있는 ‘진선

미’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무

용을 통해 찾은 삶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차원의 삶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한 지혜였다. 움직이는 자신의 몸

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이 갖는 몸에 대한 편향된 생각과, 자신의 안좋은 삶

의 습관들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움직임과 몸으로부터 변화의 가

능성을 찾음으로써 보다 나은 사람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에 있어 무용

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저는� 몸을� 움직이면서� 나를� 알게� 되는게� 있었어요. 특히� 컨텍이요. 내가� 움

직일� 때� 무엇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나,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나, 내가�

무엇을� 움직일� 때� 걱정하나,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의� 저인데� 그대로� 다� 드러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컨텍할� 때� 붙었다가� 떨어지는� 이별의� 순간을�

잘� 못해요. 미안하고, 저� 사람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 (실제) 관계에서도� 똑같은거에요. 그리고� 사람

들이� 할� 때� 저는� 자꾸� 상대를� 챙기는� 방식이더라고요. 뭔가� 옆에서� 보면� 제

가� 먼저� 움츠러� 들어서� 확� 당긴다거나� 하는데, 이게� 일상에서� 제가� 사람들

에게� 주로� 쓰는� 에너지이더라고요. 

이게� ‘평소에도� 머리도� 판단하고, 내가� 어떤� 거를� 맞다고� 생각해도� 쉽게� 얘

기하지� 못하는� 나’가� 몸을� 움직일� 때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재밌고, 

좀� 더� 알고� 싶어지고, 좀� 더� 집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몸을� 움

직이면서� 바꾸려고� 하다� 보면� 현실에서의� 나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 같아요. 

[삼삼오오팀_채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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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과 관련된 지혜였다.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잘 할 수 있게 것이 아니다. 

삶의 장면에서 실제로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관계의 적합성과 적절성을 탐색

하며 점차 얻게 되는 지혜의 차원으로 가능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움직

임을 통해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찾고 있었다. 

움직임을 통한 “관계맺기의 실험”이었다. 

춤을� 추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춤을� 출� 때� 제�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불편했

는데, 나중에는�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제가� 춤� 출�

때�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고요. 저는� 한예종에서� 사람들한테� 한번도� 먼저� 다

가가서� 춤� 추자고� 한� 적이� 없어요. 뭔가� 짝을� 지어서� 안내를� 주지� 않는� 이

상, 자유로운� 즉흥잼에서� 제가� 먼저� 다가간� 적은� 없었어요. 누군가� 먼저� 왔

을� 때� 같이� 췄지. 

도저히� 이� (한예종) 사람들한테는� 툭� 치고� 지나가는� 것� 조차도� 안� 되는� 거

에요. 친하면� 할까� 말까도� 고민없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는� 저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에요. 춤으로� 관계로� 맺던, 사적인� 곳

에서� 관계를� 맺던� 간에� 어떤� 방식으로� 제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될까가�

저한테는� 궁금한� 지점인데� 이를� 위해� 움직임으로� 관계를� 맺는� 실험을� 해보

자라는� 생각이에요. 

[삼삼오오팀_윤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8]

세 번째는 춤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 관련된 지혜였

다. 연구참여자 중 고리씨는 춤을 추는 활동에 몸과 마음이 집중하는 ‘무아’

의 상태가 되면 그로부터 많은 현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머리가 만들어

내는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가 만들어내는 지혜라고 하였다. 이러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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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진정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

다는 이야기였다. 

헬스클럽에서� 몸을� 쓰는� 것은� 약간� 노동에� 가깝죠. 우리� 안에� ‘무아’가� 있

어요. 무아지경할� 때에� 무아요. 이� 얘기를� 빼고서는� 인간을� 얘기할� 수� 없어

요. 무언가에� 집중할� 때� 무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많은� 현답들이� 나와요. 

머리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가� 만들어내는� 해답이� 있다고요. 그게� 진짜� 해답

이고� 그게� 지혜인� 거죠.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삼삼오오팀_고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7]

다. 마음의 체험

연구참여자들은 무용활동을 기능적으로, 유희적으로, 공헌적으로 향유하면

서, 다양한 ‘마음’의 체험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체험이란, 

무용활동을 하면서 경험하는 감정의 차원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

음의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떻게 행복감

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낯설음이 주는 불편한 마음

연구참여자들에게 처음 무용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보라고 했을 때, 대

부분 “민망했다”, “두려웠다”, “당황스러웠다” 등의 비슷한 대답을 해주었다. 

새로움과 낯선 감각이 주는 불편함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었다는 것이다. 

무용실이라는 넓은 공간, 처음 보는 사람들,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 속의 나, 

몸의 어색한 움직임 등 모든 것이 낯설었다는 것이다. 이 낯선 느낌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불편함”, “민망함”,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무용

활동을 시작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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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엄청� 민망했어요. 거의� (몸을� 움츠리며) 막�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너무� 밝은� 곳에, 너무� 넓은� 곳에� 내가� 너무� 몸을� 드러내고� 있고, 거울도� 이

쪽� 저쪽에� 다� 있다보니까요. 완전� 숨을� 수� 없게. 사람들� 속에� 자꾸� 숨게� 되

더라구요.

[발레강좌팀_지향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18]

발레강좌팀의 지향씨는 처음 발레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 속에 “숨어서” 

춤을 추었다고 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고 하였다. 무용실과 같은 넓은 공

간에 자신이 서 있는 것, 사방에 달린 거울로 자신의 존재가 계속 비춰지는 

것, 밝고 넓은 공간에 몸을 충분히 가리지 않은채 덩그러니 서 있는 것 등 

의 공간적인 상황이 지향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는 지향씨가 무용실이라는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지향씨의 

몸은 그 공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대상과 타자와 함께 존재하면서 관계망

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메를로 퐁티는 이렇게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 드

러나는 공간을 “상황적 공간성”(p. 168)이라고 설명한다(Merleau-Ponty, 2002). 

신체의� 공간성(spatialité)은� 외부� 대상들의� 공간성과� 같은� 것이� 아니다. 즉, 

dn리� 신체의� 공간성은� 위치의� 공간성(unespatialité ́de position)이� 아니다. 

상황적� 공간성(unespatialite ́ de situation)이다. (중략) 나의� 신체에� 적용

된� ‘여기’라는� 말은� 다른� 위치와의� 관계� 또는� 외부� 좌표와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정돈의� 정착, 대상을� 향상� 능

동적� 신체의� 정박, 자기� 과제를� 맞이하는� 신체의� 상황을� 가리킨다.

「지각의� 현상학」� (Merleau-Ponty,� 2002,� p.� 168)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우리의 몸은 ‘무용실에 있다’라는 규정된 위치를 가

리키는 공간성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있음으로서, “대상을 향상 

능동적 신체의 정박”, “과제를 맞이하는 신체의 상황”을 의미하는 상황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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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을 함께 같은 존재인 것이다. 지향씨의 경우 자신이 무용실에 위치하며 

경험되는 여러 가지 ‘상황적 공간성’이 낯설었던 것이다. 이전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몸이 공간에 존재했던 적이 없었기에, 지향씨는 자신의 몸

을 사람들 속으로 밀어 넣고 “숨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춤꽃마실’팀의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2012년 처음으로 함께 

춤 활동을 시작하면서, 장르무용을 배우기도 했지만 장르로 규정되지 않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 <춤 배달 밥 배달>이

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밥차’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민과 춤도 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춤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소통과 

나눔을 도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어 지역 문화기관으로부터 마을공동체 사

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그림 11 참고). 

<그림 11> ‘춤꽃마실’팀의 ‘밥차’봉사활동이 실린 지역신문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지역사회에 역할을 기

여함으로써 느껴지는 성취감이나 뿌듯함 보다는 오히려 “창피함”, “쑥쓰러

움”, “민망함”이 더 컸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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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화� : 첫� 해에� 선유도� 공원에서� 한다� 그랬을� 때, 밥차로� 공연� 다닐� 때�

정말� 쑥쓰러웠어요. 이� 분들이� 좋은� 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빠졌을� 거� 같아요.

김경이� : 맞아. 예전에� 중구청에서� 공연했을� 때� 정말� 쑥스럽더라고요. 처음�

무대에� 섰을� 때였거든요.

한영위� : 저도� 그때� 들어온지� 얼마� 안됐었을� 땐데� 너무� 쑥스러워서� 무대� 위

에� 올라갔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내려왔어요. 춤도� 아니고� 뭣도� 아

닌� 걸로� 관객석� 중간� 중간에� 서서� 하는데� 너무� 민망하고� 창피한�

거에요. 나가서� 그렇게� 춤을� 춘다는게요. 

김경이� : 근데� 저는� 지금� 똑같이� 한다� 그러면� 즐길� 것� 같아요. 

연구자� : 영위씨도� 지금� 다시� 그렇게� 똑같이� 한다� 그러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한영위� : 지금은�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내� 자신이�

창피하고� 죽겠는거야. 내가� 다른� 춤을� 출� 줄� 모르는� 것도� 아니었거

든요. 사교춤도� 출� 줄� 알고, 댄스스포츠도� 출� 줄� 아는데� 말이죠.

[춤꽃마실팀_그룹인터뷰� 중_20161026]

‘춤꽃마실’팀 참여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

도로 처음에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춤을 추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업체를 찾아다니며 “낯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골목에서 춤을 추려니 그러다 아는 사람 눈에 띄

일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남의 이목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나”로서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경험이었다고 위의 신문에서 소감을 고백

하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연구참여자들에게 춤은 낯선 것이었고, 춤을 

추는 자신 자체도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타인에게 드러나

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할 뿐,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는 없었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메를로 퐁티가 ‘습관’에 대한 새로운 견

해를 제시한 것과 함께 이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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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 타자를 빠르게 치는 것, 피아노 연주자가 손가락의 위치를 매순간 기

억해내지 않아도 무수히 많은 건반 위에 음악적 의미를 배치할 수 있는 것

들을 메를로 퐁티는 “신체가 습관을 획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

한다. 이러한 습관을 획득해야지만 그 활동에 들어있는 의미에 입문하고 동

화될 수 있는 것이라 말한다.

신체는� 삶의� 보존에� 필요한� 동작들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때로는, 이

러한� 최초의� 동작을� 연출하다가� 이들의� 고유한� 의미로부터� 비유적� 의미로� 이

행하면서� 그� 동작들을� 통해� 신체는� 새로운� 의미의� 핵을� 드러낸다. 이것은� 춤

과� 같은� 운동� 습관의� 경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구참여자들의 몸은 “춤의 습관”을 획득하기 이전

의 “삶에 보존에 필요한 동작들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친” 상태에 머물러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느낀 불편한 마음은 일상적으로 움직이던 몸의 

반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즉, 무용이라는 습관이 그들의 삶

에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새로운 습관의 획득은 우

리가 자신의 존재를 확장시키고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안

목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움직임이 주는 즐거운 마음

연구참여자들은 무용활동을 하며 느끼는 즐거움의 상태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하나는 무용활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즐

거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결과’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이었다. 특히 이는 관

대씨의 이야기에서 좀 더 잘 드러난다. 

관대씨는 순서를 외우게 하는 장르 무용에 답답함을 느껴, 상대적으로 열

린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창작무용 형태의 수업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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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A무용컴퍼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임을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그때의 경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

고 있었다.

박관대� : ‘A무용컴퍼니’에서� 커뮤니티� 댄스� 활동할� 때는� 황금기라고� 느껴질�

정도로� 좋았어요. 제가� 하던� 일들도� 굉장히� 잘� 풀리던� 시기였고, 

학교도� 입학해서� 기분이� 좋을� 때였고요. 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아가고� 여행을� 앞두기도� 해서� 그� 활동� 할� 때는�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 :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나요?

박관대� : 분위기� 자체가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주어졌어요. 제� 몸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들을� 알아보는� 것이� 좋았죠. 그리고� (평소에는� 우리

에게) 그렇게� 넓은� 공간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굴러다니고,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여볼� 수� 있게요. 주변의� 한계가, 움직임의� 한계가�

좀� 없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벗어나니까� 좋고� 신선했던� 거

에요. 안� 움직이다가� 두� 시간� 동안�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굴러다니

고� 하면� 기운은� 사실� 빠지죠. 그런데� 끝나고� 나면� 몸은� 지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관대씨가 무용경험에 대해 “좋음”과 “신선함”의 감정을 느낀 것은 무용활

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었다. 이전에 스윙 춤을 배울 때에는 규정된 형식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답

답했다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형식을 벗어남으로써 신체의 “자유로움”과 “해

방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관대씨가 참여하였던 이 프로젝트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탐색하는 ‘과정’ 

중심의 수업 뿐만 아니라 후반부로 갈수록 공연을 준비하는 ‘결과’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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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으로 변화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때, 관대씨는 ‘과정’ 중심

의 수업에 참여할 때의 즐거움과는 달리, 공연을 준비하는 ‘결과’ 중심의 수

업에서는 오히려 “딱딱함”을 느꼈다고 했다. 선생님이 만들어준 동작 순서를 

외워서 공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팀별로 만든 안무작품을 무대식으로 양

식화시키게 되면서 실제 무용수들이 그러하듯,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자신

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관대씨가 ‘결과’ 중심의 활동에서 즐거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이 프로젝트 이후, 관대씨는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무용워크샵에 참여하게 되며 ‘결과’ 중심의 활동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또 

한번 전복시키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아래의 인터뷰에서 공연을 오르는 

일은 “상상 이상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전에� 00에서� 거리극� 축제할� 때� 피날레� 공연에� 참여했었어요. 연습과정에

서는� 순서를� 외우게� 해서� 실망과�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공연을� 할� 때, 

분위기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것� 하고� 나서� 후유증이� 3-4일� 정도� 있을� 정

도였으니까요.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마지막이고� 밤이고� 하니까� 더욱� 즐기더라고요. 저

의� 위치가� 또� 관객들� 바로� 앞쪽이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랑� 어울리면서� 춤

을� 췄어요. 중학생들, 꼬마들이� 앞에� 있어서� 짖궂게� 장난을� 치면서� 춤을� 췄

어요. 원래는� 라인댄스를� 할� 때는� 라인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요. 그래도� 춤을� 또� 조금� 춰봐서� 그랬는지, 그걸� 너무�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서도� 자연스럽게� 춤추고� 했어요. 바로� 옆에� 있던� 중학생들이� 또� 저를� 보며�

호응해주고요.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연습하면서� 재미없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엄청� 좋았던� 기억으로� 채워지더라고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무대 위의 경험은 특별한 것으로 간주된다. 소위 ‘무대 위의 희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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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다고 많은 무용수들은 이야기 한다. 이것은 전문 무용수들에게만 해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관대씨는 “관객들과의 어울림”이 그 “희열”을 촉발하

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춤꽃마실’팀에서 올해 5년째 활동하

고 있는 경이씨도 무대에서 자신의 동작에 맞춰 “관객이 함께 호흡” 해주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자신감이 붙어 공연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된다고 이야

기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연 경험을 통해 이러한 “희열”을 경험하

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러한 “무대 위의 희열”은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차원에서 의미화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4일에 있었던 선유도 공원에서의 ‘자화상’ 

공연경험을 떠올리고 있는 ‘춤꽃마실’팀의 은혜씨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3개월을� 했잖아요. 그런데� 3개월의� 연습과정에는�

그런� 메시지를�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동작� 순서� 외우느라� 급급해서� 그럴� 겨

를이� 없었죠. 그런데� 무대� 위에서, 그것도� 공연이� 끝나� 갈� 때, 이거� 뭐지? 

뭉클한� 느낌을� 무대� 위에서� 느껴서�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연습할�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하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날�

거� 같고 그렇더라고요. .

[춤꽃마실팀_은혜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6]

은혜씨가 느낀 “뭉클함”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자신도 모르게 코 끝이 저

려보고 눈물이 차올랐다고 했다. 이 ‘춤꽃마실’팀을 이끌었던 김윤택 선생님

은 무대에 선다는 것에 대하여 “춤에는 내가 좋아서 추는 춤이 있고, 내가 

신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는 춤이 있다”고 말한다. 전자는 무용이 

좋아 직업을 택한 전문 무용수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후자는 ‘춤꽃마실’팀

에게 해당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신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대라는 

공간에서 보여주기 위한 과정은 분명 “자신의 힘듦을 극복하는 체험”과 같

다고 윤택 선생님은 이야기하였다. ‘춤꽃마실’팀은 선생님의 이야기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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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 공연을 올리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팀이다. 참여자들 각자

의 사정이 있었고, 참여자들 사이의 투닥거림과 서운함도 때로는 있었다. 특

히, 은혜씨는 이 팀의 반장으로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조율하고 끌어안고 

있었을 것이다.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의 어려운 장면들이 공연을 하는 동안 

아스라이 그녀를 스쳐가며 “뭉클하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 공연이 끝난 

그 다음주, 뒷풀이가 있던 점심식사 자리에서 ‘춤꽃마실’팀의 참여자들과 김

윤택 선생님은 다시 한 번 둘러 앉아 ‘무대에 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윤택� : 공연을� 한다는� 것은�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시

에, 그러한� 내� 모습을� 스스로� 보는� 과정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3개월� 전을� 떠올려� 보시면, 내가� 틀렸는

지도� 모르고, 박자� 맞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언제�

어디서� 틀렸는지도� 알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졌을지도� 알고, 그

러니까� 보여지는� 내� 모습도�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거죠. 

('춤꽃마실'팀에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

요. 내가� 살면서� 나를� 조금� 밖에서�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춤을� 추

었는가를,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마주하게� 되면� 큰� 싸이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점점� 작품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연

이� 끝나고� 나면, 그제야� ‘작품이� 이해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더� 드실� 거예요. 이런� 공연을� 몇� 일� 더� 이어서� 하게� 되면� 장면

마다� 표정이� 달라지실� 거에요. 이� 장면에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걷고� 있고, 여기서는� 왜� 갑자기� 멈추고, 왜� 의자를� 넘어뜨리고� 뒤

돌아보고, 왜� 다시� 그것들을� 끌어� 안게�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김은혜� : 사실� 연습� 때는� 정말� 몰랐는데,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런게� 느껴

지니까� 울컥울컥하더라고요.

[춤꽃마실팀_공연� 뒷풀이� 자리에서� _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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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씨가 느낀 “뭉클함”의 의미를 더욱 분

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단순히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위기를 이끌

어가는 반장으로서의 어려움 또는 무거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몸짓으로 가감없이 드러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차오른 “눈

물”로 “울컥하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이기에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감동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무용활동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은 단순한 신체적 쾌락의 차원에 머

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특별하게 만드는 삶의 충만함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 춤을 통해 삶을 사랑하는 마음 

연구참여자들은 무용활동을 하는 동안 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되

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몸의 체험과 앎의 체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

면서 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춤의 가치

와 의미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연구참여자들

은 자신의 삶의 생존과 직결된 일을 제외하고서는 춤을 추는 일을 가장 우

선에 두고 있었다.

저는� 3년간� 하면서� 제� 삶의� 위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말� 한마디라

고� 저한테� 다� 따듯함으로� 다가왔었어요. 2년전� 쯤에� 우리� 애기� 아빠가� 저한

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집에만� 앉혀두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기�

아빠말대로� 정말� 다� 포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기를�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수요일�

날은� 내가� 다른� 데에서� 모임이� 있어도� 안된다� 그러고� 일정을� 빼두어요. 될�

수� 있으면� 여기를� 안� 빠지고� 나오려고� 하죠. 즐거워요. 다들� 언니들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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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그런지요. 춤추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받는� 위로가� 큰거죠. 

[춤꽃마실팀_온화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6]

온화씨는 ‘춤꽃마실’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삶의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무릎이 아파 공연을 못할 것 같다고 할 때에도 다른 참여자들이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었고, 남편이나 딸들과 부딪힐 때면 여기에 와서 “언니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마음을 위로받기도 했다. 온화씨가 이야기 하였듯, ‘춤

꽃마실’에서의 활동은 “춤추는 것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미가 컸다. 춤을 추고 신체적인 활력을 얻는 것을 넘어서 삶의 위로를 얻

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온화씨가 사랑하게 된 것은 춤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의 활동을 하는 동안 마주했던 자신이라는 존

재는 물론, 함께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춤을 통해 더 짙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온화씨에게 만약 딱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주저없이 ‘춤

꽃마실’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삼삼오오’팀의 채움씨의 경우에도 춤이 그녀의 삶과 관련되어 있었다. 춤

을 추는 일이 삶과 별개인 취미생활이 아니라, 그녀가 삶에서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춤은 이제 그녀의 삶과 관련된 일

이었다. 이제는 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에게 춤이란 삶에

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저는� 졸리거나� 피곤해도� 움직임� 워크샵에� 참여하면� 잠이� 깨거든요. 에너지가�

빠지는게� 아니라, 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지고, 그러니까� 하게� 되는거� 같

아요. 저� 스스로를� 다그치죠. ‘이걸� 해야� 니가� 사니까 해!’ 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걸� 해야� 내가� 눈도� 맑아지고� 하니까� 해!’ 라고요. 

[삼삼오오팀_채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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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이 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을 비롯하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번져갔다. 그렇기에 연

구참여자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 활동을 “어떻게든” 지속할 것이라 

확신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는 

이 경험이 곧 자신에게 있어 삶의 행복임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내가� 너무� 행복해요. 정말� 수요일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면서�

더� 느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수요일� 날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오려� 고�

했던게� ‘아, 수요일이� 특별했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춤꽃마실팀_온화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6]

라. 무용향유체험의 내용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연구참여자들이 무용을 즐기는 과정 안에서 어떠한 체험을 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들의 체험은 무용향유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다음 <그림 

12>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으로 향유하기’의 방식에서는 무용에 처음 참여하게 된 연구참여자

들이 몸을 움직이는 경험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몸의 체험을 기반으로 앎의 

체험과 마음의 체험이 모두 일어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펼쳐지는 몸과 

‘너’를 만나는 몸의 체험은 곧, 몸과 움직임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앎의 체험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몸, 움직임, 무용을 통해 쾌감과 

일상의 활력을 얻는 등 마음의 체험을 하는 것이었다.

‘유희적으로 향유하기’의 방식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몸과 움직임에 대한 새

로운 이해와 그것이 삶으로의 깨달음으로 심화되는 체험을 하고 있었다. 무

용을 통해서 삶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하자, 무용

용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고 무용을 통해서 이제는 낯설고 불편한 마음이 아

니라 편안함을 느끼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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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무용향유체험 방식에 따른 무용향유체험 내용의 변화

‘공헌적으로 향유하기’의 방식에서는 몸과 앎의 체험보다 마음의 체험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향유의 방식에서는 몸과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가치와 의미를 자신의 

삶과 함께 실현하고자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몸을 통해서, 무용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를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은 삶을 풍요롭게, 그

리고 충만하게 채워가는 체험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무용을 향유하는 체험의 그 내면에는 어느 한 가

지 측면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 앎, 마음의 체험이 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각 체험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무용향유체험의 내용이 기존의 선행연

구에서 무용체험의 정체를 몰입경험, 미적경험, 카타르시스경험, 영성경험으

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 살펴볼 수 있

었다. 

먼저, 무용향유체험과 몰입경험의 비교이다. Csikszentmihlyyi(2002)는 인간

이 활동하면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대해 탁월한 분석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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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신의 효능감에 지속적이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은 도전을 받을 때

에 최적의 ‘몰입’ 경험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면, 대개 우리는 그러한 활동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힌 향

유체험과의 가장 큰 차이는 몰입경험에서는 향유경험에 비해서 활동에 대한 

의식적 주의집중을 훨씬 덜 요구한다는 점이다(Bryant & Veroff, 2007). 

Csikszentmihalyi(2002)는 오히려 자각이 몰입과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참여자 중 박소명 선생님은 학습자들에게 ‘자각’을 강조하며 무용을 즐

길 것을 요구하였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자각함으로써 더욱 무용이

라는 활동에 깊게 심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몰입경험과 

향유의 경험은 중복되는 개념일 수 있지만, 몰입경험은 그 경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인 반면, 향유는 그 과정 자체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을 ‘자각’을 통해 더욱 깊게 누릴 수 있는 체험이기에 이 두 개념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무용향유체험과 미적경험의 비교이다. 자연적인 혹은 인공적인 

아름다움 앞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긍정 정서나 심미적 쾌락에 대해 철학

자들은 이를 심미적 반작용(aesthetic reactions)라고 부르고, 미학자들은 미적 

반응 또는 경험이라고 부르며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Bryant & Veroff, 

2007). 어떤 그림, 노래 그리고 시와 같은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거나, 

그것을 창조한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나누게 된다. 그러한 소통과

정에서 감정 혹은 느낌이 오고 가는데, 이것이 심미적 반응이라면,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무용을 향유하는 체험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앞에

서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분명 이러한 미적 경험은 향유 경험과 상당부분 중

복되는 경험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미적 경험은 특히 예술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경험하며 느껴지는 순수한 감정의 상태라면, 무용향유체험에는 

그 대상에 대한 정교한 인식과 신체적 경험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

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무용을 통해 삶으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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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무용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용공연을 감상하는 것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움직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체험적 이해가 수

반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무용향유체험은 미적경험 보다 섬세한 몸

과 앎의 체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용향유체험과 카타르시스 경험, 그리고 영성경험과의 비교

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무용동작에 몰두함으로써 얻어지는 즐거움이

나 신체적 해방 이상의 종교적 황홀경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카타르시스 

경험’이라고 하며, 이것이 일상 생활의 세계와는 다른 즉, 시간과 공간을 초

월하여 우주 세계와 통하는 경험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선

영, 이승범, 2010; Osbond, 2010). 이러한 관점에서의 무용경험은 ‘해제’ 또는 

‘정화’로 이해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무용향유체험은 자신의 신체나 삶

의 해방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타인과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의 삶 모두 성숙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 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카타르시스 경험 보다

는 이타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포함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영성경험 또한 

이러한 유사한 이유로 향유체험과는 차이를 갖는다. 온전한 경험을 하게 될 

경우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찬 생명감을 느끼게 되어 몸과, 영, 자연의 합일

체로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영성경험 역시,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무용향유체험의 방식과 그 과정에서의 체험내용은 

참여자들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개인의 경험으로 시

작하였지만, 무용을 즐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치와 의미가 타인과 공유

되고, 공동체적인 존재로 발전하여 모두가 더 좋은 삶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용향유체험은 몰입경험, 미적

경험, 카타르시스 경험, 영성경험과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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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용향유체험의 영향요인

지금까지 연구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은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무용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함에 따라, 

무용을 체험하는 방식이 기능적, 유희적, 공헌적으로 무용을 즐기는 것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적인 체험은 몸의 체

험을 중심으로, 앎의 체험과 마음의 체험이 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연구참여자들은 이에 대하

여 참여하고 있는 자신과 선생님, 수업의 내용과 방식, 그 외 외부적인 요인

들에 의하여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즉, 학습

자, 교육자, 수업, 사회/환경 요인이 무용을 처음 접하게 되는 지점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를 더

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①무용향유체험의 시작에서 기능적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②유희적 향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용체험의 폭을 넓히는 

요인들, 그리고 ③공헌적 향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용체험의 깊이를 더하

는 요인들을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래의 <그

림 13>은 이를 정리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무용향유체험에 어떠한 

요인들이 관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무

용향유체험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아이디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정이었다. 



- 156 -

<그림 13> 무용향유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 기능적 무용향유체험의 영향요인

1) 학습자 요인 : 개인적 성향과 본능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무용활동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

다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자신의 성향과 본능이었다. 대부분 무용활동을 시

작한 이유가 건강을 위한 활동을 찾다가, 또는 원래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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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건강을 목적으로 하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으

로 스포츠를 택하지 않고 어떻게 무용이라는 활동을 선택하여 시작한 것일까. 

박지향� : 그냥� 몸� 쓰는� 게� 좋아서 그러는거� 같아요. 

연구자� : 스포츠� 활동으로도� 몸을� 쓸� 수� 있지� 않나요? 

박지향� : 무용이� 조금� 더� 몸을� 구석구석�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운동을� 많이�

안� 해봤지만, 스쿼시� 정도(해봤어요). 아무튼� 자세� 잡는� 것을� 좋아

하는� 거� 같아요. 예전에� 보드도� 조금� 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좋아하는� 운동들도� 자세를� 잡는� 운동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요. 어쨌든� 그런� 것들� 보다� 무용을� 하면� 일단� 구석구석� 쓰면서 근

육이� 잘� 잡히는� 느낌이� 와요.

[발레강좌팀_지향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18]

지향씨는 “몸 쓰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활동에 대

한 경험이 있었다. 무용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스쿼시, 스노우보드 등 스포츠

를 즐기기도 하였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좋아했던 신체활동들의 공

통점은 “자세를 잡는”, 즉, 명확하게 지켜야하는 몸의 형태가 제시된다는 점

이었다. 이러한 점은 스포츠나 무용에서 모두 제시되지만, 지향씨는 활동 중

에 좀 더 자신의 몸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용을 더욱 좋

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스포츠보다는 무용을 할 때, 몸을 더욱 “구석구석 

움직이는” 느낌이 들게 하는데, “몸 쓰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에게 이러한 

점은 무용을 더욱 좋아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었다. 지

현씨와 같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씨는 무용 중에서도 발레가 자신의 

‘성향’에 가장 잘 맞는 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랑� 어깨랑� 계속� 아팠어요. 석박사� 과정� 이후에� 책상

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몸이� 많이� 힘들더라구요. 누구한테� 들



- 158 -

었던거� 같기도� 하고, 무슨� 잡지에서도� 봤는데� 발레가� 체형이나� 자세교정에�

좋다고� 해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학교에� 있는� 스포츠� 센터에� 가

서� 처음� 시작하게� 됐었어요. 첫�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뭐지?'하면서� 멘붕이

었어요. 그래도� 음악이� 있으니까, 춤을� 추는� 기분이어서� 재밌었었요. 

그래서� 다른� 춤도� 좀� 배워� 볼까� 하는� 마음에, 밸리댄스도� 한� 번� 들어가� 봤

는데, 못� 따라하겠더라구요. 너무� 빠르고, 동작에�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원

리, 원칙이� 명확히� 있는� 발레의� 특성� 때문에� 다른� 춤보다� 발레가� 더� 잘� 맞

았던� 거� 같아요. 그니까� 성격이� 정확한� 것을� 좋아해서� 발레와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발레강좌팀_사랑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25]

발레강좌팀의 사랑씨는 체형과 자세교정을 위해 발레를 처음 듣기 시작하

였다고 했다. 첫 시간에는 “멘붕”상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스포츠와는 달

리,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 재밌어서” 계속 할 수 있었다고 한

다. 그리고 여러 장르의 무용 중에서도 발레가 갖는 원칙적이고 정형화된 

동작 원리의 특성이 자신과 성향과 잘 부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사랑씨가 발레를 시작했던 본래의 목적, 체형, 자세교정과는 별

개로 발레를 지속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였던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삼삼오오’팀의 고리씨 역시 ‘자신’이라는 존재가 무용을 시

작하고 지속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이야기하였다. ‘성향’보다는 좀 더 ‘본

능’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이고리� : 저는� 원래� 무용을� 전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런데� 부모님의� 뜻으로� 음악으로� 가게� 된� 거죠. 저� 때에는� 보수적

인� 엄마아빠들이� 무용하는� 것을� 반대하던� 시절이었어요. 87학번이

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무용

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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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럼� 어렸을� 때는� 무용을� 왜� 하고� 싶어� 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

었나요?

이고리� : 아뇨. 계기는� 없고� 그냥� 저의� 내추럴� 탤런트인� 거예요. 하도�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니까� 동네� 어른들이� 쟤는� 무용시키면� 되겠다고� 했

었는데, 저희� 엄마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무대에서� 여자가� 드

러내놓고� 뭔가를� 한다는� 게� 싫은� 거죠. 

[삼삼오오팀_고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7]

고리씨는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 음악전공자이다. 단순한 전공자가 아니

라,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 최고의 자리에 까지 올라갔었던 바순

(Bassoon) 악기 연주가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자신의 “내추럴 탤런트”

가 음악이 아니라 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혼자 “미친 듯이 춤을 추기도” 할 정도로 

‘춤’은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몸 안에 붙박여 있는 본능과 다름없었

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로 무용을 전공으로 할 수는 없었고 음

악가로서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바순 악기 연주가로서

의 삶을 살면서도, 그리고 그 삶에서의 성공을 이룬 후에도, 그러한 모습이 

자신의 “내추럴 탤런트”, 즉, 본능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껴왔다고 

하였다. 그래서 연주가로서의 모든 성공을 이룬 후에, 그녀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음악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어렸을 때 

동네를 돌아다니며 춤을 추며 느꼈던 행복을 찾아, 그녀는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기에 춤을 출 수 밖에 없게 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참여자들 외에도 “무용이 내 성격과 잘 맞아서”, 음악

이 나오면 “몸이 흔들흔들”하는 것이 자신의 감출 수 없는 본능이라고 말하

는 연구참여자들이 많았다. 무용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데에 있어 자신의 ‘성

향’과 ‘본능’은 가장 기저가 되는 요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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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자 요인 : 학습자를 존중하는 태도

삼삼오오팀의 수업관찰을 나갔을 때이다. 몸을 낯설게 바라보고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참여자들을 보면서, 연구자인 내가 알게 된 것이 있었

다. 움직임 자체가 장르적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영역에서는 전공자도 

비전공자의 경계도 함께 흐릿해 진다는 것이다. 전공자의 몸과 움직임을 부

러워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새

롭고 신선했다. 그렇기에 참여자들의 몸의 움직임에는 장르중심의 실기수업

에서 관찰되는 ‘쭈뼛쭈뼛함’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전공자와� 무엇이� 다를까. 오히려� 전공자의� 움직

임보다� 더�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다.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끊기지� 않고�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있었는데, 표정은� 무척이나� 고요하고� 편

안하다. 어디하나� 불편해보이지� 않는다. 그� 공간에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

는� 것은� 내� 표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원피스를� 입고� 온� 여자가� 치마

가� 다� 들춰지는지도� 모르고� 움직임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기�

때문이다. 내가� 대학에서� 무용전공자로� 춤을� 추던� 시절� 나였다면, 저� 올라간�

치마는� 분명� 내� 집중력과� 편암함을� 끊어놓았을� 것이다.

[삼삼오오팀_연구자의� 수업관찰일지_20160904]

연구참여자들이 몸과 움직임을 대하는 태도는 놀라웠다. 그들은 분명 비

전공자이지만 무용활동에 참여하는 그들의 마음가짐과 열정은 전공자만큼이

나 진지하고 뜨거웠다. 연구참여자들은 단순한 일탈, 휴식의 차원에서 무용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적의 생활방식의 하나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관대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진지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다뤄지길 바라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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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예술에� 대해서� 갖는� 환상이나� 동경이� 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공자들과) 방향은� 정말�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심화된� 지점을� 노

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참여하는� 거죠. 저같은�

사람들이나� 어린� 친구들, 아주머니들이� 춤추고, 악단하고, 합창하고� 하는� 것

들을� 웃기거나� 나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지함

을� 저는� 몇� 번� 경험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술을� 대하는� 태도와� 가정을� 내팽

겨치고� 와서� 참여하는� 그� 노력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소중하게� 다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관대씨는 예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우스

워” 보이거나, 안 좋게 보이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춤꽃마

실’팀의 몇몇 연구참여자들도 무용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들의 모습이 우

스꽝스러워 보일까 걱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마음 때문에 무대 위에 처음 

섰을 때에는 부끄럽고 창피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전문가의 기술적 수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기술

적 상태를 수준 낮은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물론,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들

에 눈에 “우스워” 보일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관대씨는 

자신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쏟아붓고 있는 열정과 

진지함에 대해서는 소중히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것 만큼은 과소

평가 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결국 비전공자에게 무용경험을 안내하는 교육자가 갖추어야 태도나 

자질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컸다. 그들의 진지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있는 교육자이자 전공자이기 때문이다. 교육자는 그 과정 안에서 그들이 보

이는 열정과 진지함을 인정해주고 북돋아 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참여자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며 그 활동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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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발레� 시작한지� 3개월� 됐을� 때, 발레� 클래스를� 하나� 더� 듣고� 싶어서�

백화점� 문화� 센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선생님은� 3개월� 동안� 발레�

작품에� 있는� 솔로� 베리에이션� 하나를� 나가셨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려운�

턴(turn) 동작을� 시키시면서, 제가� 못하는데도, '괜찮아요� 여러분, 발레는� 그

냥� 대강� 예쁜� 느낌만� 내면� 돼요' 하니까, 이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구요. 저

는� 차라리� 플리에(plié) 하나만�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하는게� 좋아요. 물

론� 그� 분도� 문화센터의� 문화에� 맞게� 하신거� 였을테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점들은� 별로� 였어요. 그냥� 대강� '예쁘게� 하면� 되요' 라고만� 하니까…

[발레강좌팀_낭만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18]

사랑씨는 발레를 할 때, 수업의 난이도와는 별개로 전문적이고 세심한 설

명을 해주기를 원하였다. 동작을 잘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단순히 

‘즐겁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선생님의 무성의한 지도는 오히려 수업을 

즐기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

의 실력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수업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존중되기

를 원하는 것이었다. 

너무� 전문적으로� 수업을� 하면� 어려워서� 못� 따라가지만, ‘취미니까� 대충해도�

되요’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건� 좀� 별로에요. 너무� 보여주기식, 겉핥기식

인� 것� 같아요. (중략) 무용�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만져줘야� 하는� 경우가� 있잖

아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좀� 이상하게� 만지셔서�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어

요. 같은� 여자분이신데도� 불구하구요. 그냥� 제� 몸을� 확� 밀어버리는� 느낌이었

어요. 선생님이� 몸을� 잡아주실� 때, 그� 선생님의� 태도나� 마음도� 같이� 전달되

는� 거� 같아요. 선생님이� 나를� 존중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분은�

아니었어요

[발레강좌팀_지향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18]

지향씨 역시, “취미니까 대충해도 되요”라고 말하는 선생님의 무성의한 태



- 163 -

도는 무용을 “보여주기식”, “겉핥기식”으로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하

였다. 특히, 무용수업에서는 교육자가 학습자의 몸을 만지며 설명이나 시범

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교육자의 접촉으로부터 그 교육자가 갖는 

태도나 마음이 함께 전달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다. 앞에

서 연구참여자들은 참여자들 간의 접촉을 통해서 따듯함, 위로감, 편암함 등

의 정서적 교감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수업상황에서 학습자와 교

육자 사이에서도 접촉을 통한 교감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

히, ‘이 선생님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눈으로 분명하게 보이

는 교육자의 행동과 말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신체를 만지는 접촉의 

행동들에서 또한 명확히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는 무용수업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교육자의 언어적이고 신체적

인 교수방법이 학습자의 무용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교육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의 

측면을 최의창(2010)은 간접적 교수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간접적 교

수활동 즉, 교육자의 어투, 매너, 마음씀씀이 등은 학습자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교육자의 이러한 

측면에 따라 무용활동에 대한 즐거움을 더 느끼기도, 때로는 덜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무용활동에 갖는 진지함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언어적, 신체적인 표현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중요함

을 시사한다. 

3) 수업 요인 : 과정과 결과를 모두 강조

무용수업의 중점이 과정에 있는지 또는 결과에 있는지에 따라 참여자들이 

무용을 지속적으로 즐기는 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으로 우리는 결과물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진부한 비

판을 해오고 있다. 지식의 객관성 및 보편성이 아닌 불확실성 및 예측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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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전제하는 새로운 시대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산출’이 아닌 ‘과정’으

로서 교육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한지희, 2014). 지나치게 성과 위주

의 ‘결과’를 강조해왔던 과거를 비판하며, 현재에는 교육의 과정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과연 과정 중심의 수업에서 보

다 더 많은 의미와 교육적 성취를 얻을 수 있었을까. 과정중심 무용수업과 

결과중심의 무용수업에 모두 참여해 본 적이 있는 관대씨의 이야기를 앞에

서도 언급한 바 있다. 

관대씨는 2014년 우연히 ‘A무용컴퍼니’와 ‘삼삼오오’팀에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해진 동작에 자신의 몸을 맞춰 끼워 넣으려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특정한 주제에 자신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로

운 움직임을 채워 넣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움직임의 정답

이 없었고,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무엇이 되느냐는 크게 중요하

지 않은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과정을 중요시하는 수업으로부터 관대씨는 굉장한 신선함과 자유

로움을 느끼며 “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때의 활동이 

자신의 무용 활동 경력에 있어서 “황금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춤의 즐거움

에 푹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A무용컴퍼니에서의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댄스’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커뮤니티 댄스’

란, 아직은 모호한 개념이지만, 커뮤니티 댄스 활동가인 Ken Bartlett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커뮤니티� 댄스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춤이다. 이보다� 평등주의적인� 입장을� 취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춤은� 어디서나, 모든� 장소에서나� 출� 수� 있고, 다양

한� 종류의� 춤을� 포함하며, 매우� 숙련된� 전문� 무용가들이� 주도한다(김지연, 

2015, p. 2 재인용).

커뮤니티 댄스는 전공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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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의 장르구분이나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짜여

진 안무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움직임을 스

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중심을 두는 형태이다. 현재 전문 무용가 

및 무용단에서 하는 워크숍과 공연들, 각 지역의 문화․체육 기반시설과 문

화센터의 수업들,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은 이러

한 커뮤니티 댄스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이온누리, 2013). 

관대씨는 A무용컴퍼니에서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로도 이러한 ‘커뮤니

티 댄스’의 형태로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탐색해오다가 어느 지역축

제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다. 그 프로그램이 ‘커뮤니티 댄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연으로 안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과 비슷할 것이라는 기

대를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축제 프로그램은 앞의 A

무용컴퍼니 프로그램과는 달리 또 다른 방식으로 관대씨의 무용에 대한 새

로운 이해를 자극하고 있었다.

예전에� 00에서� 거리극� 축제할� 때� 피날레� 공연에� 참여했었어요. 연습과정에

서는� 순서를� 외우게� 해서� 실망과�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공연을� 할� 때, 

분위기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것� 하고� 나서� 후유증이� 3-4일� 정도� 있을� 정

도였으니까요. 관객들이랑� 어울리면서� 춤을� 췄는데, 연습하면서� 재미없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엄청� 좋았던� 기억으로� 채워졌어요. (중략) 반대로, ‘A무

용컴퍼니’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과정에서는� 재미있었지만� 공연은� 좀�

딱딱했거든요. 무용수들� 공연하듯이� 기계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서는� 연습� 때

는� 기계적으로� 연습했지만, 공연� 때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였거든요. 커뮤니

티� 댄스에� 대해서� 상반된� 경험을� 하고� 나니� 더욱�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 방법론인가하고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관대씨가 참여한 지역축제 프로그램은 ‘A무용컴퍼니’ 프로그램과는 달리 

결과를 중요시하는 방식이었다.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공연을 올리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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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어, 워크샵이 진행되는 동안 공연을 위한 동작 반복 연습이 계속

되었다. 이 때문에 관대씨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재미없고 지루한 내용과 

방식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실망을 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축제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기에 연습기간이 그리 오래 이어지는 것은 아

니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은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공연이라는 결과물로 

빛을 발하였다. 관대씨는 오히려 ‘A무용컴퍼니’ 프로그램에서의 공연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희열”을 이번에는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관대씨는 “과정”이 즐거웠던 전자의 프로그램의 방식과 “결과”가 즐거웠

던 후자의 프로그램의 방식을 모두 경험하고 나니, 무용에 대한 관심이 더

욱 높아졌다고 하였다. 각기 다른 방식에서 모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두 가지 방식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무용

을 즐기도록 하는 데에 어느 하나만이 답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Smith-Autard(2002)는 무용교육에 있어서 과거 Laban의 교

육모형(educational model)에서 그랬듯 과정만을 강조하거나, 전문 무용수를 

양성하는 전문모형(professional model)에서 그러듯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무용을 수행하고 창작하고 감상하는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삶’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되려면, 결과를 통해 내재

된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정의 질과 결과의 질 

‘모두’에 동등한 강조”를 두어야 한다고 그녀는 이야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교육 분야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있다. 최의창(2013)

은 ‘코칭’을 훈련적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육적 관점으로 볼 것이냐

와 관련하여 논의를 펼치는데, 이 때 양자 중 하나만을 택하는 것을 “냐냐

주의적 태도(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론)”, 양자 모두를 택하는 것을 

“도도주의적 태도(이것도 저것도의 양자수용론)”로 설명한다. 그는 코칭은 

도도주의의 입장을 견지해야지만, 인간의 다양한 신체활동이 다양한 인간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무용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무용경험으로 학습자의 향유경험이 삶 속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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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과정’중심과 ‘결과’중심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를 택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수용하는 ‘도도주의적 태도’를 수용하는 것

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4) 사회/환경 요인 : 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무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사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무용에 대

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

영미, 한혜원, 2015; 도정님, 2010; 이진희, 2011). 무용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

체에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데에 많은 동의가 있는 것은 물론, 무용공연

을 보는 것 역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흥미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용을 통해 해외교류, 경제이익, 문화수준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에도 점차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무용교

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일반 사람들의 의견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이진희, 2011).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있었던 무용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

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무용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박소명 선생

님과의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위의 연구결과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도� 몸이라고� 하면, 몸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자

기수양이� 아니라� 마냥� 노는� 거, 단순한� 스트레스� 풀기� 정도로� 생각하더라고

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뚫리더라고요. 휄든�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몸과� 관

련된� 움직임� 수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말만�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해요. 몸을� 쓰면� 마치� 자신이� 그냥� 놀고� 스트레스� 풀고�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춤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어요. 춤이라고� 하면� 마치� 아줌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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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바람� 나서� 시장� 바구니� 들고� 지하의� 으슥한� 곳에� 모여� 지루박을� 추는� 그�

느낌이� 아직도� 사람들한테� 너무� 강한� 거에요. 몸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볼�

수� 있다고� 인식하게� 하는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삼삼오오팀_박소명� 선생님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03]

박소명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무용에 대한 인

식은 아직 과거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소명 선생

님이 수업을 통해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아줌마들이 지하의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 몰래 지루

박을 추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준 무용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인식과 이처럼 현장에

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통계적으로 산

출한 인식의 평균치가 올라갔을 뿐, 생활세계의 면면에서 보면 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관대씨는 자신이 무용활동을 

하는 것이 회사로부터 눈치를 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

의 무용활동이 “회식보다 못한 활동”인 것으로 낮게 가치매겨지는 풍토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말한다.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인식의 긍정적 변화와

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이다.

회사에서는� 제가� 좀� 특이하다고� 보일� 정도에요. 사람들은� 문화생활하면� 영

화, 스포츠� 즐기기� 등으로� 하니까, 저의� 활동은� 잘� 인정이� 안� 되는� 느낌이에

요. 제가� 원하는� 회사상은� 제가� 즐기는� 것들을� 인정을� 해주는� 것을� 떠나서�

그냥� 그렇다� 라고� 바라봐주길, 그리고� 그게� 저한테�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연� 보러� 가는� 게� 회식보다� 못한�

느낌인� 거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삼삼오오� 회사� 눈치가� 보여서� 삼삼오오� 프

로그램에� 참여할� 때에도� 방해가� 되더라고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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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앞의 선행 연구결과에서는 “춤을 낯설다고 인식했던 대중들의 경계

가 서서히 풀리며, 그동안 춤에 대해 차가운 반응을 보이던 대중들에게 거의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컨슈머타임즈, 2013년 10월 15일자 기사)

고 표현할 정도로, 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실제의 일상생활에서 관대씨는 전혀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용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 술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취미로서 무용공연을 보러 가

는 것은 특이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관대씨는 무용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무용을 지속하는 데

에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은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무용과 같이 사

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활동의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이 무용활동에 참

여하고 지속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나. 유희적 무용향유체험의 영향요인

1) 학습자 요인 : 표현에 대한 열망

무용을 즐기는 방식이 ‘기능적’에서 ‘유희적’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참여자

가 갖는 표현의 욕구가 중요하게 관여되고 있었다. 관대씨나 윤슬씨의 경우, 

모두 규정된 동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장르 중심의 무용수업에서 “답답함”

과 “지루함”을 느꼈다고 앞서 이야기한 바 있다. 음악을 듣고 느껴지는 대로 

자신의 몸을 움직이며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예를 들어 스윙 수업의 

경우 정해진 순서와 “이름이 붙어있는 기술들”로 춤을 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저는� 스윙을� 하면서� 제�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스윙동작� 만으로는� 못하겠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도저히� 충분하게�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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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뭔가�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데... (중략) 저는� 아직도� 저� 스스로를� ‘피어나지� 못한� 예술가’라고� 생각해

요.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들을� 오히려� 객기처럼�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관대씨는 스스로를 “피어나지 못한 예술가”라고 지칭하였다. 특히, 그는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욕구가 관대씨의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표현’이라는 개념은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용어

이다. 봉건 예술이 무너지고 난 후 문예부흥의 결과로 이루어진 18세기 계

몽주의 시대에서는, 기술과 기교중심의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예술

에 새로이 등장한 미적 요소가 바로 ‘표현’이기 때문이다(반주은, 김윤경, 

2008). 미국의 무용미학자이자 철학자인 Susanne Langer(1953)에 따르면, 미

(美)는 바깥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며, 예술은 곧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이다. 따라서 예술가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즉, 관대씨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 인간 감정에 대해 느껴

지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가 스스로를 ‘예술가’

라고 지칭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진다. 특히, “피어나지 못한” 이라

는 말을 앞에 붙임으로써 자신의 내면에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잠재되

어 있지만 아직 충분히 그 욕구를 발휘해 내지 못하였음을 표현하고 있었

다. 즉, 예술가와 같은 표현의 욕구가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대씨는 결국, “답답했던” 스윙 동호회에서 빠져나와 몸과 움직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해보는 ‘커뮤니티 댄스’ 워크샵에 참여하게 되고, 

여행을 다니며 마주하는 장소의 느낌을 춤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무용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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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방식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의 표현에 대한 욕구는 기능

적으로 무용을 즐기는 방식에서 유희적으로 즐기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

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윤슬씨 역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

고 있었다.

오윤슬� : 제가� 움직이고� 싶은� 것을� 다�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돼요. 

연구자� : 왜�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싶으세요? 

오윤슬� : 저는� 매번� 똑같은� 움직임을� 하는� 것이� 싫어요. 똑같은� 움직임을� 하

는� 순간� 지루함을� 느껴요. 2014년�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어요. 컨

텍잼을� 하는데� 진짜�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매번� 똑같은� 동작밖에� 없더라고요. 쫌만� 더� 하면� 되는데� 지루함을�

느끼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이건� 사실� 놀이이고, 새로운� 것을� 발

견해� 가는� 것이�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날� 똑같은� 놀

이만� 하고� 있으니까� 지겨운� 거에요. 새로운� 게� 저한테� 필요했어요. 

그래서� ‘쌍방’도� 잘� 안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휄든� 크라이스를�

만난게� 저한테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삼삼오오팀_윤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8]

윤슬씨는 움직임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연구자가 묻자 그래야지만 매번 똑같은 움직임을 반복하면

서 느껴지는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움직

임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아주 즐거운 “놀이”이기 때

문에 윤슬씨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놀이를 즐길 수 있기를 원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무용활동은 2014년 ‘A무용컴퍼니’에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쌍

방’활동,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삼삼오오'팀과 한예종에서의 컨텍 워크숍에까

지 이르게 된 것이었다. 관대씨와 마찬가지로 윤슬씨 역시 ‘놀이’처럼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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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즐기는 데에 있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열망과 

욕구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교육자 요인 : 안내자로서의 역할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이 무용활동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 전문가는 연구참여자들과 함께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자를 의미한다. ‘삼삼오오’팀과 ‘춤꽃마실’팀은 장르무

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와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수업전반에 걸쳐서 학습자들의 

활동을 안내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을� 할� 때� 우리가� 쓰는� 것만� 쓰잖아요. 그리고� 2년쯤� 되니까� 맨날� 저�

사람은� 그� 패턴의� 동작을� 하더라고요. 정형화된, 깨지� 못하는� 그런게� 있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만났던� 선생님� 중에서� 그런� 것들을� 좀� 흔들어� 주는� 느

낌이�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저를� 좀� 편안하고� 유연하게� 이완시켜주는� 활동

과�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삼삼오오'팀_고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7]

자유로운 움직임을 하게 하는 무용 수업에서도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시

간이 지나면 자신의 움직임이 패턴화되어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한다. 그럴 때,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패턴

을 “흔들어 깨어주는” 교육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아래는 연구자가 ‘삼삼오오’팀의 수업관찰을 나갔던 날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어 이에 대해서 일지에 적어둔 것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소명선생님과� 참여자들은� 바닥에�

앉아� 또는� 누워서�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기도� 하고, 허벅지로� 바닥을� 눌러� 보



- 173 -

며� 굴러다니기도� 하면서� 몸이� 중력에� 따라� 움직여지는� 대로� 흘러가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선생님은� 움직이고� 있는� 참여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자

신에게� 친절해지세요” 라고� 이야기하였다. 정확히�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

[삼삼오오팀_연구자의� 수업관찰일지_20160911]

박소명 선생님이 말한 “자신에게 친절해져라”라는 말의 의미가 궁금하여, 

연구자는 박소명 선생님과의 인터뷰 때에 이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박소명 

선생님은 “안내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아래와 같이 답을 들려주

었다. 

연구자� : 지난� 수업에서� 보니까� 학습자� 분들게� ‘나에게� 친절해� 지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소명� : 휄든� 수업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인� 것� 같

네요. 이� 수업은�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몰랐는데� 알게� 하는� 거거든요. 훨든� 수업에서� 사

람들은� 새로운� 걸� 느꼈다고�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아요. 원래� 있

던�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커뮤니티� 댄스에는� 선생님만� 있으면�

안� 되니까요.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안내자, 안내할� 수� 있는� 사

람, 그런� 역할로� 제가� 존재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말했

던� 것� 같아요.

[삼삼오오팀_박소명� 선생님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03]

박소명 선생님은 몸과 움직임 자체에 중점을 둔 커뮤니티 댄스 형식의 수

업에서는 전통적인 수업에서처럼 교육자가 학습자들에게 동작을 따라하게 

하는 방식이어서는 당연히 안 될뿐더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단순히 제

공하는 것에 그쳐서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학습자들이 움직임을 통해 

즐거울 수 있으려면 움직이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그 다양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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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의 조건”을 주는 일부터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몸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자신의 몸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되고,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해져 무용경험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매뉴얼처럼 누구나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식으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고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학습자의 향유경험에 있어 중요한 요

인인 것이다.

3) 수업 요인 : 자유로움을 인정하는 분위기

장르중심의 무용수업은 참여자들의 무용경험을 동작에 속박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동작의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은 ‘틀린’ 움직임이 되고, ‘잘 

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되어 버린다. 이 때문에 정확한 동작으로 능숙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

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무용을 전공하지 않는 참여자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Smith-Autard(2002)는 이렇게 형식적으

로 규정된 무용 테크닉을 내용으로 강조하는 수업방식을 전문적 모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무용 수업은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 마치 전문

무용수들과 같은 무용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때문

에 무용 활동에 대한 동기와 즐거움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나친 무용 테크닉의 강조가 참여자들의 무용경험의 폭을 제한

할 수 있음을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스윙동회에서� 활동이� 처음� 무용을� 시작한� 것이었는데, 스윙을� 해봤더니� 음악

에� 맞춰서� 춤추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춤� 자체가� 재밌었다기� 보다는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게� 되게� 재밌는� 거구나라고� 생각� 했죠. 

(중략) 그런데, 스윙은� 어느� 정도� 틀이� 있고�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틀�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제한이� 되잖아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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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붙어있는� 기술들을� 써야하고요. (중략) 그래서� 우연히� 참여하게� 된� ‘A무

용컴퍼니’에서는� 달랐어요. 뭔가� 다� 제가� 해볼� 수�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터

부시� 되는� 것이� 없고� 어렵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러다보니� 춤에� 대

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스윙처럼� 노래

에� 맞춰서� 춤을� 따라하며� 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것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몸

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거죠.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관대씨는 스윙동호회 활동을 할 때와는 달리 ‘A무용컴퍼니’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뭐든지 다 시도해볼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

롭게 몸을 움직이는 경험을 하였다고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 그가 하는 

움직임에 ‘맞고 틀림’을 규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몸과 움직임에 대한 세밀하게 관찰하는 작업을 통해 동

작기술이 아니라, 몸과 움직임 자체로 시야를 넓힐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무

용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무용을 즐기기 시작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무용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르에 속박된 

무용 수업이기 보다는 움직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열어놓는 방식의 무

용 수업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자유롭게 움직이며 경험하게 된 새로운 몸, 앎, 마음의 체험으로 하여금 

무용에 들어 있는 가치와 의미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연구참여자

들이 또 다른 ‘놀이’로서의 무용활동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데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었다. 

4) 사회/환경 요인 : 공유된 지식 정보망

연구참여자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무용활동에 대한 지식 및 정보의 공유

를 통해서 지식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공유된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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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통해서 자신의 무용활동을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활동을� 하다보면� 정보들이� 들어와요. 워크샵, 춤� 수업� 등이� 어디� 열린다

는� 정보요.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계속� 자극을� 받아요. 그

러다보니� 내가� 어느� 인맥� 속에서, 어느� 정보망�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

인� 거� 같아요. 제가� 그런�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 지금은� SNS을� 통해서� 관

련� 정보들이� 계속� 제� 주변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걸� 계속� 보

게� 되기� 때문에� 계속� 자극을� 받아요. 내가� 끊었을� 수도� 있지만� 다시� 원한다

고� 하면� 찾아� 볼� 수� 있는� 지식� 정보망이� 생긴� 거죠.

[삼삼오오팀_채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07]

‘삼삼오오’팀에 참여하고 있는 채움씨는 지금까지 무용관련 리서치 활동, 

공연 및 축제 지원활동, 무용 워크샵과 춤 축제 참여 등 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무용을 전공한 본 연구자보다도 오히려 더 

다양한 움직임 활동의 장소들을 알고 있었다. 이는 채움씨가 그동안 움직임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획득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채움씨가 보다 다양한 무용수업에 참여하고 새로운 무용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발레강좌팀의 낭만씨와 사랑씨 역시, 인터넷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발레관

련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이들이 얻는 정보는 발레를 기술적으로 좀 더 잘하

기 위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낭만씨와 사랑씨가 발레를 즐기는 방

식을 다양하게 만드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제가� 자주� 보는� 블로그가� 한� 군데� 있어요. 그� 블로그� 주인분도� 발레를� 오래�

하신� 거� 같더라고요. 해외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 같은데, 해외출장을� 갈�

때� 마다� 해당� 국가의� 클래스를� 듣고� 오시더라고요. 발레단� 수업이나� 일반�



- 177 -

스튜디오� 클래스� 등등요. 그래서� 외국에� 갔을� 때� 어디� 어디서� 발레�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취미발레� 하시는�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글을� 잘� 올려두셨

어요. 그거� 보고� 저도� 호주에� 여행을� 갔을� 때, 호주� 발레단에� 가서� 클래스

를� 들을� 수� 있냐고� 문의해� 보기도� 했어요. 비록�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었

지만요. 

[발레강좌팀_사랑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25]

사랑씨는 발레 관련 유명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여 전문발레무용수가 여는 

무료 클래스에 대한 정보나, 발레 연습복과 슈즈에 관한 정보, 또한, 해외 

여행시 발레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한 정보들을 꾸준히 수집하고 

있었다. 물론, 자신의 발레 실력 향상을 위해 정보들을 온라인 상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인해서 현재 그녀는 여행

을 갈 때 발레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하는 등 발레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무용관련 정보들을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무용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

어 반가운 일임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랑씨는 자신의 경험에 있어서 그러한 정보의 공유가 온라인 

상에서만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쉬운 듯 말끝을 흐렸다. 현재 자신이 참

여하고 있는 발레강좌에서 사람들과 서로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실제로 공

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수업 안에서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발레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

라며 아쉬워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용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사설 무용학원이나 문

화센터, 또는 무용전문단체를 중심으로 배울 곳을 찾기 마련이다. 그렇다보

니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무용활동은 특정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에 제

한되기 십상이다. 위와 같은 장소에서는 ‘커뮤니티 댄스’와 같은 열린 방식

의 수업이기 보다는 동작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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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용을 시작하는 수업의 방식이 한정적이라는 무

제는 엄밀히 말하면, 무용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결망의 느슨함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로, 무수히 많은 무용

프로그램이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삼삼오오팀의 참여

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부지원의 무료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아서 오

히려 참여자들이 “쇼핑하듯”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저울질하기도 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정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눈 이야기를 통해 전달이 되거나, 블로그 또는 SNS와 같은 인터

넷 활동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무용수업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 조

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정보망이 자신과 연결되는 첫 번째 

물꼬를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초기의 무용활동은 대

부분 장르기반 무용에 속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정보들은 무수히 많은 무용 관련 정보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연결망을 촘촘히 해주며 다양한 방법으로 무용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다. 공헌적 무용향유체험의 영향요인

1) 학습자 요인 :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

연구참여자들은 무용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거의 빼놓지 않고 들려주었다. 이들이 무용활동을 즐기는 데에 있어

서 사람들간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연구참

여자들이 무용을 혼자 하는 활동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

람들간의 유대를 느끼며 참여할수록 무용의 의미를 더욱 깊이 발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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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서로 간에 쌓인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무용향유체험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넓어지고 깊어

지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 우리� '춤꽃마실'팀이� 오늘까지� 큰� 불협화음� 없이� 온� 것이� 너무� 신기

하고�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쭈욱� 가면� 좋겠어요. 수요일이� 우리�

일상의� 특별한� 날이� 되었으니까요. 이게� 흔들리면� 내� 자� 체가� 흔

들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엄청� 소중한� 팀이� 된� 거에요. 다들� 그렇

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춤� 보다도� 일단� 이� 모임이라는� 관

계가� 더� 소중해진� 것� 같아요. 

한영위� : 여기� 처음에� 올� 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니까� 유

난히�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가면� 갈수록� 춤이� 목

적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죠. 오면� 반겨주고� 끌어� 안아주고� 하니까

요. 저는� 사실� 내� 속내를� 다른� 데다가� 오픈을� 잘� 안해요. 저는� 정

말� 새침하고� 쪼금� 마음에� 안들면� 잘� 안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못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

게� 해주는� 곳이에요� 여기가. 갈등도� 물론� 있었고, 집에서� 여기� 오

기가� 멀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까지� 와야되나� 했었죠. 그랬었

는데� 이제는� 안오면� 허전하고� 보고싶은� 사람들이� 있고요. 

[춤꽃마실팀_그룹인터뷰� 중_20161026]

‘춤꽃마실’팀의 참여자들은 무용활동을 즐기는 자체에도 “특별함”의 의미

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참여자들 간의 유대감에 더욱 큰 “소중함”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몸이 아파도, 수업과 같은 시간에 약속

이 겹쳐도 모든 것들을 제치고 ‘춤꽃마실’팀의 수업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

하고 있었다. 수업에 와서 하나라도 무용을 더 배우고 즐기겠다라는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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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으며 삶의 위로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춤꽃마실’팀의 참여자들이 무용활동을 하면서 얻은 행복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었다.

‘삼삼오오’팀의 참여자들 역시 자신들이 하고 있는 무용활동의 의미를 찾

는 데에 있어 함께 하는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래는 

자신의 몸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던 윤슬씨가 

다시 사람들로부터 치유의 가능성을 발견해가는 내용을 일부 가져온 것이다.

오윤슬� : 지금에서야� 겨우, ‘A무용컴퍼니’에서의� 경험� 때문에� 남들� 앞에서�

이걸(자신의� 등) 드러내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어

요. 등에� 상처가� 많다고�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 했었거든요. 

연구자� :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오윤슬� : 공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대에서� 상의를� 벗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데에는� 사실�같이� 워크샵� 했던� 사람들의� 말(의� 영향)이� 컸어요. 

저는� 저희� 팀� 사람들끼리� 공연을� 준비하면서� 원래� 저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보여� 달라고� 할까봐요. 혹여나� ‘좀�

심하긴� 하네’ 라는� 말을� 누군가� 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 꺼내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하자마자� 다들� 바로� ‘보여달라’

고� 하더라고요. 두려웠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친구가� 아닌� 처음� 보는� 사람, 특히� 저와�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어

떻게� 느끼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등을� 보여줬는데, ‘뭐야� 별거�

아니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길래� 저는� 그� 말들을� 믿을� 수

가� 없었죠.

[삼삼오오팀_윤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8]

윤슬씨는 자신의 ‘등’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상처란, 실

제로 등에 남은 흉터 자국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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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도 함께 의미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윤슬씨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 앞

에서 상의를 벗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심지어 바다를 놀러가

서도 상의를 탈의하지 않는 등 남자들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

나인 ‘상의탈의’를 해본 지가 10년도 더 된 일이라고 하였다. 그의 몸에 난 

상처 자국은 그대로 윤슬씨의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A무용컴퍼니’에서 컨텍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

면서 사람들과 쌓였던 신체적 편안함, 정신적 유대감은 그에게 용기를 내게 

하였다. ‘상의탈의’를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수백 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무

대 위에서 ‘상의탈의’를 하는 작품안무를 그가 수락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냐고 연구자가 인터뷰 중 질문하자, 그는 이 기회가 아니

면 다시는 자신의 등을 남들 앞에서 드러낼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은 절

박감에 수락하였다고 하였다. 

그가 ‘상의탈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자 공연을 준비하던 같은 팀의 사람들

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번 보자’라고 하였고, 윤슬씨는 약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등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 그의 등

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던진 말은 ‘에이, 뭐야. 별거 아니네’ 였다. 정말로 별

거 아닌 말 한마디가 모여 윤슬씨에게 커다란 용기가 되었고, 이는 자신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

고 그는 몇일 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 상의탈의를 

하게 되었다. 

물론, 윤슬씨는 이 한 번의 경험으로 등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

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또다시 상처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서, 절

대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을 해낸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었기에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고 한다. 이는 무엇보다 함께 공연을 

준비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공감과 위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경험으로 인해 윤슬씨는 무용활동 중에서도 컨텍활동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

가 크다고 말하며, 그는 이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을 찾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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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무용을 계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무용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태도와 정서적 교감은 춤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

라 참여자의 삶에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 교육자 요인 : 삶의 컨텐츠가 담긴 교육자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무용을 즐기는 일에서 삶과 관련한 

의미를 더욱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교육자가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자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자가 살아온 삶으로부터 드러나는 태도와 지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춤꽃마실’팀 참여자들이 올해 공연을 마치고 그에 

대한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팀 담당 선생님인 김윤택 선생님에 대한 이야

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었다.

이만남� : 저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주고� 있었던� 메시지를� 공연을� 하는� 무대�

위의� 순간에서� 느꼈어요.

한우리� : 수업을� 지도하실� 때� 선생님이, 젊은� 남자인데� 어쩜� 이렇게� 여성의�

삶을� 표현하는� 말을� 하나� 해서� 정말� 놀랐어요. 결혼생활을� 한�

50-60대의� 남자들도� 그러한� 감성과� 정서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표

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싱글인� 젊은� 남자분이, 어떻게�

여성의� 감성을� 자기가� 이해해서� 지도를� 하시는지� 굉장히� 대단하시

더라고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춤의� 기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

르겠지만, 삶의� 컨텐츠가� 있는� 분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연구자가 ‘춤꽃마실’팀에 수업관찰을 갔던 어느 날, 이 팀은 곧 있을 공연

을 한창 연습하고 있었다. 김윤택 선생님은 연기자와 같은 모습으로 앞에서 

춤꽃마싵팀 참여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이 팀이 준비하고 있는 공연은 ‘자

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된 작품이었는데, 각 장은 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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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는 삶의 무게, 자신을 위한 위로, 즐겁기도 때로는 힘들기도 한 

‘나’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공연 연습을 하는 동

안, 김윤택 선생님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섬세한 표

현으로 참여자들의 움직임의 의미를 내면화하여 춤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그들과 동떨어져 무용실 한 쪽 구석에서 이를 지켜본 연구자

는 그 당시에 김윤택의 선생님의 지도방식을 관찰하면서, 놀랐던 때가 많았

다. 아래는 당시 연구자가 기록한 관찰일지의 내용 중 일부이다. 

약� 10초� 정도� 되는� 동작인데, 꽃님들이� 순서와� 동작을� 모두� 헷갈려� 하고� 있

다. 선생님은� 같은� 동작에� 대한� 설명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모두� 다르게�

하고� 있다. 순서와�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하지� 않고, 동작에� 담긴�

의미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늘어� 놓는다. 그것도� 여자의� 삶에� 대해

서�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하신다. 춤꽃님들이� 지난� 세월동안� 느꼈을� 아내로서

의� 삶, 엄마로서의� 삶에서의� 무게와� 즐거움을� 마치� 선생님이� 경험한� 듯� 줄줄�

이야기하신다. 선생님은� 남자인데,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닌� 듯� 하다. 그래

도� 여전히� 춤꽃님들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헷갈려하고, 위차와�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도� 지금까지� 기억했던� 동작들이� 리셋되고� 있다.

[춤꽃마실팀_연구자의� 수업관찰일지_20160928]

연구자는 수업관찰 당시, 김윤택 선생님이 팀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겉으

로 보기에는 부드러웠지만, 안으로는 강력한 내공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꽃님들은 오히려 수업 때에는 동작과 순서, 그리고 작품 안에서 자

주 변경되는 자신의 위치를 외우느라 그러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겨를

이 없었다고 했다. 정확히 말하면, 들리기는 하였으나 동작과 그 이야기들이 

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진 채로 그저 단순한 선생님의 설명 정

도로 받아들여진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씨는 공연 당일 날 무대에 올라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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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수업 때 해주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자신

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조차도 몰랐었는데 무대 위에서 그 이야기가 몸을 

통해 들렸다는 것이다. 마치 김윤택 선생님이 수업 중에 했던 이야기들이 

춤꽃마실 참여자들이 내면에 침투해 언제 어떠한 가능성으로 튀어나올지 모

르는 상태로 잠복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씨는 이러한 선생님의 지

도방식 때문에 자신이 공연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하며 너무 큰 행복

을 느꼈다고 이야기하였다. “삶의 컨텐츠가 있는 선생님”이 자신의 활동을 

지속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용과 삶을 연결시켜 지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무용에 대해

서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삶에 대해서도 알아야하며, 이 둘의 접점을 몸

과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고 이를 또한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용의 동작기술적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면을 

다루는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의미한다. 최의창(2010)은 전자를 ‘기법적 전문

성’, 후자를 ‘심법적 전문성’이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학습자들의 무용향유체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발견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심법적 전문성 발휘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수업 요인 : 무용체험의 객관적 의미 강조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업은 모두 무용동작의 기술적 향상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무용을 즐기는 것이 학습자들의 삶에 의미 있는 활동

이 되기를 추구하고 있었다. 발레강좌팀의 수업에서도 교육자는 그러한 무

용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끼고, 발레뿐만 아니

라 다양한 무용으로 관심의 폭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실기� 수업이고� 기초를� 다루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것

을� 다루는� 것은� 목적에� 잘� 맞지� 않습니다. 대신�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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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발레� 뿐만� 아니라� 재즈댄스� 등� 여러� 가지� 무

용을� 한번� 쯤� 배워볼�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또는� 좀� 더� 나아가� 발레를�

더� 오래� 배워� 토슈즈를� 신게� 한다거나� 함께� 발레� 공연을� 보러� 간다던가, 또

는� 특정� 무용수에� 대해� 관심을� 가져� 매니아가� 된다던가� 하는� 등� 관심의� 폭

을� 넓혀주었으면� 합니다.

[발레강좌팀_홍애정� 선생님과의� 인터뷰_2160827]

발레강좌를 오랫 동안 담당하고 있는 홍애정 선생님은 이 수업이 동작의 

기술적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원래 수업의 목적이기에 그 이상을 다루기

는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발레라는 무용을 경험하면서 학습자들이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그 즐거움이 무용에 대한 폭넓은 관심으로 이어

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루어지는 실기 중심의 발레 

수업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무용에 들어 있는 진정한 가치들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이 있지만, 학습자들이 무용을 경험하면

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들의 무용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일이라면 이 발레 수업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삼오오’팀과 ‘춤꽃마실’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의미는 조금 다

르게 나타났다. 

'삼삼오오'팀의� 워크샵은� 일상생활� 속에서� 간과하거나� 혹은� 무시하며� 지냈던�

몸의� 움직임들을� 낯설게� 바라보고� 느끼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자

신의� 몸이� 움직이는� 방식과� 형태를� 새롭게� 인식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몸의� 기능과� 구조에� 충실하면서, 보다�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을

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다(박관호, 2015, p. 34)

‘삼삼오오’팀과 ‘춤꽃마실’팀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단순히 무용을 하는 데

서 얻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일상에서 간과하였던 자신의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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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낯설게 바라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무용이 갖는 내재적 가치 및 의

미를 발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치와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내면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이 두 팀의 참

여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무용활동에서 많은 의미들을 포착해내고 있었

다. 그것은 개인의 즐거움처럼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예

를 들면, 삶의 위로, 삶의 풍성함, 보다 나은 우리로의 성장 등 타인과 공동

체에게로 향해 있는 가치와 의미들이었다. 

즉, ‘의미’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주관적 측면의 

의미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 측면의 의미를 뜻한다. 발레강좌팀은 전

자에 해당한다. 발레수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얻는 의미는 결국 개개인이 ‘스

스로’하는 발레라는 체험을 통하여 느낌으로써 얻는 ‘나 자신’에게만 독특한 

것이다. 결국 내가 탐색해서 내가 발견해낸 것으로서 주관적인 것이다(최의

창, 2012). 후자에 해당하는 삼삼오팀과 ‘춤꽃마실’팀에서는 무용활동을 하나

의 문화활동으로 인식하게 하여, 그것을 내면화함으로써 우리를 보다 인간

다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데에 의미를 둔다(유재봉, 2002, 2006; 홍은숙, 

2007). 즉, 무용에 들어있는 내재적 가치를 자신의 몸과 마음에 자기화시켜 

보다 우리의 좋은 삶을 추구하는 객관적 측면의 의미인 것이다(Arnold, 

1997).

그런데, 객관적 측면의 의미를 추구하는 삼삼오팀과 ‘춤꽃마실’팀에서 무

용향유체험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레강

좌팀의 참여자들은 주로 ‘기능적으로’ 무용을 향유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삼삼오오’팀과 ‘춤꽃마실’팀은 ‘기능적으로’, ‘유희적으로’, 그리고 ‘공헌적으

로’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이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그 안에서 참여자

들이 경험하는 ‘몸의 체험’, ‘앎의 체험’, ‘마음의 체험’이 얕은 수준에서 깊

은 수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용을 즐기는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

에서의 신체적 건강, 정서적 안정 등에 목적을 두는 것 뿐만 아니라, 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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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가치를 보다 공적 차원에서의 실천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4) 사회/환경 요인 : 공동체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삼삼오오’팀과 ‘춤꽃마실’팀은, 발레강좌팀과 달리, 개인이 수업에 신청하

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에서부터 공동체를 이루어 

무용수업에 참여해 온 팀이었다. 이들의 활동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자� : 제가� 예전에� 2012년도에� '춤꽃마실'팀이� 공연했었을� 때, 관객으로�

보러�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팀이�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김은혜� : 그럴� 수� 이었던� 이유가� 바로� 장소� 제공이에요. 우리� 00구� 문화예

술극장에서의� 장소지원이� 없었으면� 우리도�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할� 수가� 없었을� 거에요.

연구자� : 극장으로부터� 다른� 지원도� 있나요?

김은혜� : 아니요. 장소제공� 말고� 다른� 지원은� 없어요.

[춤꽃마실팀_그룹인터뷰� 중_20160504]

‘춤꽃마실’팀은 2012년 처음 결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약 5년 동안 같은 지역구 내의 문화예술기관으로부터 장소지원을 받아오고 

있어 참여자들이 환경적 여건에 대한 걱정 없이 무용활동에 집중해 올 수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 ‘삼삼오오’팀의 경우는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

아 운영이 되는 팀이었지만, 그들이 직접 무용실을 대여하여 워크샵을 진행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연구자가 수업관찰을 갔던 때에만 해도, 잦을 때

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할 때마다 모이는 무용실의 위치가 다르기도 하

였다. 모이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사람들의 참여를 불편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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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삼삼오오’팀은 이것이 그저 ‘부차적인 것’일 뿐이라 

고 보고 있었다. 이 팀은 외부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심

화시킬 수 있는 나름의 방식이 이미 형성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

하우의 배경에는 참여자들이 갖는 무용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라는 기반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공동체적 활동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지원이 뒷받

침되어 왔었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었다. 

특히, ‘삼삼오오’팀과 ‘춤꽃마실’팀이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으로

부터의 긍정적인 평가는 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리고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삼오

오’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단으로부터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기회의 제공으로 인하여 참여자들은 혼자서는 펼치기 어려운 활동들

을 공동체적으로 기획 및 구성하여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정부 정책의 지원은 단순히 참여자들에게 무용을 접할 수 있는 게

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치치 않는다. ‘공동체의 역량 및 형성단계별 요구에 

따라 혜택을 달리하여 제공“(박관호, 2016, p. 78)되는 정부의 지원으로 하여

금, 참여자들이 무용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춤의 공공성을 사회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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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교육방법

본 장에서는 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을 방식, 내용, 영향요인 측면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무용향유체험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실천되는 무용수업의 형태

는 대부분 ‘프로그램 수업(programmed instruction)’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다(이온누리, 2013). 프로그램 수업에 대한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여러 

가지 뜻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Lange(1967)에 의하면, 프로그램 수업

이란 “수업에 대한 체계적이며 경험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고, 명확한 

학습 목표의 제시, 상세한 행동분석, 그리고 자극의 제시와 학습자의 반응을 

통제하며 특정 행위를 점진적으로 이끌어내도록 조직된 교수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용관련 프로그램 수업이 양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증가는 사람들이 무용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

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용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무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무용 비전공자의 학습자들이 진정으로 무용을 

즐기고 나아가 행복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교육적 전략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네 가지 교육원리, 공동체성, 서사성, 윤리

성, 창조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원리들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내

용과 방법은 서사적이어야 하며, 수업을 이끄는 교육자는 ‘서사꾼’으로서의 

‘안내자’이어야 함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을 넓히고 

깊히 있게 하는 데에 가장 유용한 전략은 개인의 무용활동 참여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실천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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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교육원리의 도출 

가. 무용향유체험을 이끄는 교육원리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원리나 교육실천의 지표가 되는 원

칙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일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바로 교육원리의 제

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무용수

업의 장면에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일관되게 하는 주요원리를 <그림 

14>에서와 같이 공동체성, 서사성, 윤리성, 창조성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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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무용수업의 교육원리

1) 공동체성의 원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동체성의 원리는 무용향유체험이 개인의 차원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공동

체 안에서의 무용활동을 통해서 참여자는 무용에 내재된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용에 내재된 가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Oakeshott의 주장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Oakeshott(1962, 1967)는 기술이 

관여되는 인간의 활동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동시에 관여한다고 주장

한다. 하나는, ‘기법적 지식(technical knowledge)’으로, 규칙의 형태로 자세하

게 명문화하는 것이 가능한 지식이다(최의창, 2012). 다른 하나는, ‘실제적 

지식’으로 규칙의 형태로 명문화되지도 않으며 오직 사용되는 과정을 통해

서 그 존재가 드러나는 종류의 지식이다(최의창, 2012). 이 지식은 그 활동

을 수행하는 과정에 들어있는 관례적 방식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전통적 

지식(traditional knowledge)’라고 불리기도 한다. 바로 무용에 내재된 가치는 

Oakeshott가 주장하는 ‘전통적 지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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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이 

두 종류의 지식은 따로 떨어져 별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에

는 동시에 관여가 된다. 그렇기에, 이 둘은 서로 다른 교과목으로 떨어뜨려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의창(2012)은 “전통적 지식이란 기법적 지

식의 껍데기 속에 들어 있는 교육내용의 알멩이”(p. 110)라고 하며, 이 둘은 

일체의 교수행위에 붙박여져 전달되고 전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기법적 지식’으로 습득한 무용 동작 

기술, 무용지식, 신체구조에 대한 이해 등과 ‘전통적 지식’으로 내면화한 몸

과, 움직임, 춤에 대한 가치 등이 그들의 팀활동, 즉 공동체 활동으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즉, 교육자의 행위로

부터 이 지식이 전달되는 것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 및 밀접

한 관계 형성 속에서 이러한 두 종류의 지식의 배움이 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전략으로서 공동

체성을 중요한 원리로 설정하였다. 개인적으로 무용활동에 참여할 때도 향

유의 체험은 일어나지만, 공동체적으로 참여할 때 얻어지는 지식과 지혜가 

보다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자의 진정한 무용향유

체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체 중심의 내용과 방식을 강조하는 공동체성의 

원리가 무용수업 전체에 걸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서사성의 원리

서사(narrative)란 ‘말하다, 서술하다’의 뜻을 가진 라틴어 ‘narro’와 ‘알다, 

친숙하다’의 의미를 지닌 산스크리트어 ‘gna', 그리고 여기에 뿌리를 둔 

‘gnarus’라 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Loewenstein, 1991). 따라서 서사란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앎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어원

적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내러티브의 동사형인 ‘to narrate’가 ‘관계를 맺다’

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내러티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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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합체로서의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부분과 전체, 처음과 끝이 일관된 

연결성을 갖게 하는 질서화 작업에 근거하고 있다(서장원, 2008)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사성의 원리는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무

용향유체험을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 이야기적 특성이 견지

되어야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몸과 움직임 자체에는 

삶의 이야기가 존재하며, 이것은 마치 이야기가 언어로 전달되듯 몸을 통해

서 우리에게 삶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MacIntyre(1984)가 말하는, ‘서사적 정체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인간이 삶의 서사적 총체성을 지닌 다는 말은 ‘나에게 무엇

이 최선이 삶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최선의 일관성 있는 

삶을 살며 그것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완성시킬 수 있는가를 탐구한다는 뜻

을 내포한다(홍은숙, 2007). 또한 이말은, 개인의 행동과 일화가 그것의 서사

적 맥락, 즉, 그 개인이 살며 겪었던 역사적 배경 이야기에 비추어서만 이해

된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무용향유체험은 그들의 삶과 동떨어져 

발생하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의 역사와 관련하여 이야기될 

수 있는 체험이었다. 그렇기에 무용향유체험을 촉진하고 증진하려면 무용 

수업에서 제공하는 활동내용과 방식이 서사적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학습

자를 서사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교육의 원리로서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

래야만 그들의 삶에서 무용을 즐기는 경험이 의미 있는 삶의 한 장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윤리성의 원리

본 연구에서 세 번째로 제시한 윤리성은 무용향유체험이 더 나은 ‘나’로의 

성장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더 좋은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를 뜻한

다. 앞에서의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은 한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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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만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속해 있는 여러 공

동체에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보다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무용활동을 통해 경험한 의미와 가

치들이 자신에게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에 전달됨으로써 보다 

나은 삶과 세상을 만드는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

한 지점에서 무용향유체험의 윤리성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리의 발생은 자아를 우선적으로 사유하고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서 비롯되며, 이에 따른 타인에 대한 성찰은 공동체의 

가치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서민영, 

2016).  즉, 가장 먼저 제시했던 공동체성의 원리를 무용수업에서 적용하고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윤리성의 원리가 함께 추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한 무용수업이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지금 하고 있는 무용활동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지와 관련하여 스스로 끊임

없이 묻고 성찰하도록 하는 교육자의 안내가 필요하다. 공동체를 이루어 활

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과 성찰은 발생되며 그 공동체만의 윤리

적 기풍을 형성하겠지만, 이러한 기풍이 더욱 참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안내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교육

자는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 학습자 개인을 넘어서, 타인과 세상

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그를 통해 나의 존재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참여자들을 이끌어가야 한다

(Palmer, 1983). 이처럼 윤리성의 원리는 학습자의 무용향유체험을 높이기 위

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4) 창조성의 원리

본 연구에서 네 번째로 제시한 창조성은 무용향유체험이 새로운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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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내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앞에서 무용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원리로서 공동체성을, 무용수업에서의 학습자를 이해하

는 원리로서의 서사성을, 무용수업의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하는 목적의 원리

로서의 윤리성을 제시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제시하는 창조성은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활동의 원리가 된다. 무용향유체험을 의미 있

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활동자체가 창의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뜻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성은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휘하고 실현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자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된다. 창의적인 활동으로 하여금 우리 삶의 틀은 확장되고, 삶에 생명력과 

활기가 불어넣어지기 때문이다(민주식, 2010). 연구참여자 중 고리씨와의 인

터뷰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예술적인� 활동, 커

뮤니티� 활동을� 하는게� 사회적인�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저의� 치유를� 도울� 뿐만� 아니라, 나의� 활동이� 사회적인� 치유에도�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하는� 거죠. 치유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좋은� 방법은� 이러한� 창조

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거� 더라고요. 

[삼삼오오팀_고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7]

자신의 창조적인 활동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고리씨는 이야기하

고 있다. 개인의 창조성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발생되는 창조성은 더욱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Nemeth와 Brown(2003)은 공동체가 개인의 합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창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성원

들 간의 차이가 오히려, 각 개인을 일치(comformity)시키려는 압력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더 융통성 있고 다양한 사고 기능을 자극할 수 있으

므로, 더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 그리고 결정력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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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것이다(박은숙, 2006) 즉, 무용수업을 통해 학습자 개인 및 공동체의 

잠재적 가능성이 발휘되어 더 좋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무용향유체험이 일

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조성은 물론 공동체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나.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교육방법 : 서사적 접근방식

앞에서 제시한 공동체성, 서사성, 윤리성, 창조성의 원리를 구체적인 수업

의 모습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능중심 무용수업의 형태로는 어

렵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브루너에 의해 제안되고 발전하고 있는 

‘서사적 접근방식’을 제시하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용향유체험을 높

이는 교육방법으로 적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서사적 접근방식의 이해

우리� 나라는� 근본적인� 것에� 대한� 목표를� 둘� 수� 있는� 진로수업이� 없더라고요. 

그냥� 의사될래, 과학자� 될래� 하는거지, 너가� 정말� 집을� 짓고� 싶냐� 의자를�

만들고� 싶은거냐를� 물어보는� 교육이� 없는거죠. 천문학자가�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별을� 정말� 보고� 싶은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거꾸로�

가는� 거에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느� 도구로� 그것을� 이루고�

싶은지를� 물어봐야� 하는� 거죠. 도구�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몸에� 맞는� 도구를� 걸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너의� 꿈이� 뭐니에�

대� 해서� 묻는� 교육이� 없는거죠. 그게� 없는� 전형적인� 세대에� 제가� 살았죠.

[삼삼오오팀_고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7]

연구참여자인 고리씨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교육이 그동안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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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삶과 동떨어진 ‘지식교육’에만 혼신을 다해온 

것이다(홍은숙, 2007). 이러한 교육은 삶에 의미 있게 적용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죽은 지식”, “무기력한 지식”(Whitehead, 1929:xi)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리씨 또한, 인터뷰에서 이를 “박제된” 지식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여 누구보다도 통감하고 있는 참여자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교육의 문제의 해결을 서사적 접근방식에서 찾는 시도들

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사적 접근방식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아를 발견

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 자아의 정체성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서도, 정작 교육에서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에 대

하여 깊은 관심을 가진다(홍은숙, 2007). 이 때문에, 서사적 접근방식은 다음

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문화 속에서 많은 삶을 지배하는 의미 생성의 도

구”(Bruner, 1990:97)가 되는 ‘이야기’를 교육의 내용으로 강조한다. ‘이야기’

가 갖는 잠재력을 통해 지식의 의미를 스스로 생성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서사적 접근방식의 교육에서는 학습공동체의 형성을 강조하는 특징

을 지닌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매개가 되는 이야기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서사적 접근방식의 수업에

서는 공동체의 형성과 공동체적 활동이 필연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

이다.

무용과 가까운 체육교육 분야에서는 인문적 체육교육론을 바탕으로 서사

적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인문적 체육교육론

은 체육교육의 중심을 신체에 두는 과학적 체육교육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

을 취하며 인간의 전인성 회복에 궁극적 지향점을 두는 패러다임이다. 이것

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교육론 및 McIntyre(1984)의 실천전통 교육론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체육 또는 무용활동을 인류의 정신적 유산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신체활동의 표면적 차원은 물론 심층적 차원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이러한 인문적 체육교육론은 최의창(2012)이 제시한 ‘하나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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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모형’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 및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용교육 분

야에서도 서사적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무용향유체험과 관련하여 서사적 접근에서의 교육방법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2) 서사적 무용교육의 내용 : 무용기능과 무용안목

본 장에서는 서사적 무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자가 가르쳐야 할 교

육내용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서사적 접근방

식을 가장 먼저 제안한 Bruner(1960)은 교육내용의 차원을 ‘토픽’과 ‘사고방

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토픽은 다루는 내용의 이름에 불과할 뿐이며, 그 내

용을 이해하는 동안에 거치게 되는 사고의 과정, 탐구의 과정이 사고방식이

라고 말한다(최의창, 2012:118 재인용). 그리고 교육내용으로 지식은 후자, 

즉 사고방식으로서 실현되도록 학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용으로 예를 

들면, 춤을 가르치되 춤의 이름으로 규정되는 발레, 재즈댄스 등으로 가르치

는 것이 아니라, ‘무용활동에 들어 있는 사고방식’으로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무용활동에 들어 있는 사고방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육

내용의 차원을 비슷하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좀 

더 살펴보며 그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홍우(2007)도 교육내용의 차원을 ‘사실’과 ‘원리’의 두 측면으로 나누면

서, 교육내용의 교수나 학습이 사실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을 비판하고 원리

로서 가르쳐질 것을 주장한다(최의창, 2012:119 재인용). ‘사실’로서의 교육내

용은 언제나 학습자 ‘바깥’에 있고, 학생은 그 사실을 배울 때 자신의 눈으

로 보거나 자기 마음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리’

로서의 교육내용은 학습자가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하며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만 한다. 즉, 원리는 학생의 ‘안’에 있다는 것이다. 즉, ‘원리’는 ‘사실’

을 ‘보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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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Smith-Autard(2002)가 무용교육에서의 ‘중도모형(midway 

model)’을 제시하며 무용교육의 내용으로서 ‘무용테크닉의 강조’와 ‘움직임 

원리의 강조’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홍우의 ‘사실’와 ‘원리’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교육내용의 차원은 서로 ‘따로’ 존

재하는 특별한 두 가지 동류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지해야 한

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지식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모두 강조되어야 

하는 두 가지 구성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과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사적 

무용교육의 내용에는 사실로서의 무용기능과, 원리 및 사고방식으로서의 무

용안목의 두 차원이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기능과 안목이라

는 용어는 최의창(2012)의 인문적 체육교육론에서 설명하는 교육내용의 용어

를 빌려온 것이다. 기능으로서의 무용은 춤을 능숙하게 잘 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춤을 잘 춘다’라는 관

념을 동작수행의 기술성에 국한하여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러한 관념을 벗

어내기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서도 ‘기능으로서의 무용’을 배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A무용컴퍼니’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다양한� 방법이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

대로� 출�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제가� 살던� 생활방식이� 있고�

제� 몸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또�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못� 움직이는� 부분들

이� 있잖아요. 그리고� 움직임이� 패턴화� 되어� 있으니까� 항상� 추던� 대로만� 추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막바지에� 가면� 기술적으로� 단련을� 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단련이라는게,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순간이� 와도� 제� 신체구조상, 그러

니까� 유연하지� 못해서� 안되는� 부분이� 발견되잖아요. 힘이� 약해서. 이런� 것들

을� 깨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싶은거죠.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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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서의 무용을 배우는 일이 답답하여 움직임을 원리를 제공해주는 

워크샵에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좀 더 춤을 잘 추기 위해 

기술적인 단련과 훈련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즉, 기능으로서의 

무용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지양되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그것만이 무용교육의 내용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용이 기능적 

차원의 의미만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차원은 앞에서 

말한 ‘안목으로서의 무용’이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활동에 대하여 안목적 차원을 가졌다는 말은 그 활동을 통하여 그 

안에서 담겨진 ‘사고방식’ 또는 ‘세계관’을 갖게 되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 자체를 ‘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용을 통해서 학습자

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용의 ‘기능의 세계’ 아니라, 

‘의미의 세계’를 ‘보도록’ 해야 한다. 의미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곧 무용이 

담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말이다(최의창, 2012). 이렇

게 무용의 의미와 가치를 보는 안목이 교육내용으로 강조되어야만, 무용을 

즐기는 체험이 우리 삶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고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기능으로서의 무용은 발레, 현대무용, 재즈댄스 등 장르적 특성

에 따라 규정된 무용동작과 기술들을 교육으로 하는데, 안목으로서의 무용

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일까. 예정민

(2005)은 서사적 접근방식에서 교육내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활동주

제와 관련된 신화, 소설, 민담이나 인간의 삶의 목적과 우연성을 담은 사람

들의 경험이야기 등이 효과적인 활동내용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내러티

브적 주제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성찰과 상상력이 풍부해져 배움의 의

미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의창(2012)은 간접체험활동으

로 제안하고 있다. 운동의 내적인 차원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려면 운동기

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체험활동 이외에도, 서사적 형태의 활동과제를 

활용함으로써 그 안에서 무용의 의미와 가치를 찾도록 간접체험활동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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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무용을 진정으로 즐기고 누리는 체험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무

용의 기능과 더불어 안목이 교육내용으로서 동등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용동작 뿐만 아니라 무용과 관련한 서사적 자료나 삶의 이

야기를 담은 무용가들의 경험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 글쓰기 등의 

활동내용이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3) 서사적 무용교육의 방법 : 무용기법과 무용심법

지금까지 학습자의 무용향유체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사적 접근방식의 

채택과 무용의 ‘기능’과 ‘안목’을 모두 강조하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무용의 기능과 안목은 같은 방법으로 전달되

고 전수될 수 있는 것일까. 지향씨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

을 한다. 

다른� 댄스스포츠� 수업에서도� 선생님이� 만져줘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

은� 좀� 이상하게� 만지셔서� 기분이� 나쁜적은� 있었어요. 여자분이신데도� 불구하

구요. 그� 분은� 잘� 모르셨던거� 같아요. 근육� 이런거를� 알고� 만지는� 느낌이� 아

니라, 그냥� 제� 몸을� 확� 밀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동작을� 할� 때, 밀면�

안될꺼� 같은� 부분을� 밀으라고� 하셨고, 뭔가� 좀� 맞지� 않는� 교육방식이라는�

느낌이어서� 별로였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 선생님의� 태도나� 마음도� 같이� 전

달되는� 거� 같아요. 선생님이� 나� 를� 존중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분은� 아니었어요. 보통은� 다들� 좋게� 잘� 알고� 계시다는� 느낌인데, 절�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체부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발레강좌팀_지향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18]

지향씨는 교육자의 태도가 자신에게 몸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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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자가 자신의 동작을 교정을 해 줄 때 닿는 신체 접촉으로 동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게 되는 기술적 측면이 있지만, ‘아, 이 

선생님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또는 ‘아니구나’가 전달되는 마음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의창(2012)이 인문적 체육교육론에서 강조하는 교육자가 지닌 두 

가지 차원의 전문성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를 ‘기법적 차원’의 

전문성, 후자를 ‘심법적 차원’의 전문성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구분은 체육

교육이 단순히 학생에게 기능과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는 일에 그치지 않

고, 학생의 내면과 삶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을 도모한다는 사실에 근

거하고 있다. 이를 무용교육에 반영하면, 무용활동이 학습자의 신체적 단련

과 기술 습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면과 삶에 의미있는 활동

이 되기 위해서는 무용교육자는 두 가지 차원의 전문성을 모두 발휘해야만 

하는 것이다. 기법적 차원에서 기능과 기술을 가르치고, 심법적 차원에서 학

습자의 내면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무용에 들어 있는 

가치와 의미들이 학습자의 내면에 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어 진정한 무용의 

향유체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육방법의 기법적 차원은 교육자의 기술과 기능으로부터 발휘되며, 심법

적 차원은 교육자의 심성과 인성으로부터 발휘된다. 이 둘 역시, 기능과 안

목에서처럼 따로 떨어져 별개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기법적 전문성이 발

휘되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심법적 전문성이 함께 발휘되며 학습자의 배움

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지향씨가 느꼈던 불쾌감은 그 때의 선생님이 보였

던 동작교정의 기법적 전문성의 이면에서 교육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무의

식적으로 전달되는 심법적 전문성이 동시에 발휘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

다. 따라서, 우리가 무용을 즐기는 학습자의 체험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

워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기법적 차원의 교수방법은 물론, 

그 이면에 감춰진, 그렇지만 더욱 강력히 체험의 지혜와 의미를 전달해주는 

심법적 차원의 교수방법을 모두 강조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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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사적 무용교육자의 역할 : ‘춤을 안내하는 서사꾼’

어느 교육에서든 교사의 역할은 교육 자체의 가능성이나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이 된다(예정민, 2005). ‘서사적 접근방식’으로 위와 같은 교육방법

을 실천하는 교육자는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 가

장 우선적인 역할 중 하나는 능숙한 “서사꾼”(이왕주 외, 2003:17)으로서의 

교육자이다.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이어야 하고 또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좋은 청자이어야 하며 이야기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들이 난마처럼 엉키지 않도록 잘 정리해주는 조정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학습자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용이 교육자로 하여금 얼마나 

잘 전달되고 공유되는지에 따라 무용향유체험의 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자는 풍부한 서사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때의 서사

자료는 실질적인 교육재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육자의 삶 자체가 서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춤꽃마실’팀의 우

리씨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삶의 컨텐츠”가 자신이 무용을 더욱 즐길 수 

있게 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교육자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이라는 컨텐츠”가 곧 향유체험을 높일 수 있는 서사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서사자료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재미있게, 감동을 느낄 수 

있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풍부한 표현력이 가미된다면 참여자들의 향

유체험은 훨씬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교육자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박소명 선생님은 참여자들

의 향유체험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조건을 가이드하는 

“안내자”로서 교육자가 역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연결된다.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몰랐는데�

알게� 하는� 거, 원래� 있던�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거죠. 그� 자체가� 커뮤니티댄스랑� 너무� 잘� 맞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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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댄스에는� 선생님이� 아니라� 안내자로� 있어야� 해요. 나는� 안내자로서�

학습자에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의� 조건을� 주게� 되면� 춤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커지지� 않을까? 향유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삼삼오오팀_박소명� 선생님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03]

교사는 서사의 전달 기술에 더하여 적시에 알맞은 질문과 지시를 제시 하

여 의도하는 학습 목표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항생들을 잘 안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예정민, 2005).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는 

‘서사적 접근’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서사 자료 역시 필요로 하며, 학생들의 

사고를 열어줄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발문 기술, 학습자에 대한 바른 이해

의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또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

며 이야기의 화자가 학습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학습자

의 무용향유체험을 높이기 위한 촉매가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서사적 접근

방식을 통해 학습자의 무용향유체험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자는 “춤을 안내하

는 서사꾼”이 되어야만 한다. “춤을 안내하는 서사꾼”이기 위해서 교육자는 

무엇보다 교육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여야만 한다. 고리씨는 이러한 교육자

의 전문성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토대로 지적하고 있었다.

춤을� 추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

은� � 다른� 문제이거든요. 대부분의� 현대인이� 잘� 표현을� 못해요. 그걸� 이끌어�

줄� 수� 있는게� 교육자의� 전문성인� 거죠. 예전에� 만난� 어떤� 선생님� 중에� 기억

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요거, 저거를� 하게끔� 하는

데� 결국� 엮고� 보면�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하고, 내� 안의� 무언가를� 꺼낼�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내공이� 있으신데, 그런게� 전문성인거죠. 그리고� 그� 분� 자

체가� 예술가� 같지� 않아요. 차분하시고. 보통� 예술가들은� 논리적이지� 않은데, 

그분은� 차분하게�논리적이셨어요. 

[삼삼오오팀_고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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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용동작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무용예술가로서 참

여자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다. 전체 수업을 구성하고, 안내를 하며, 순간순

간 역동적으로 학습의 방향을 잡아 목표까지 이끌어 가야하는 큰 책임을 가

지기 때문에, 향유체험을 이끄는 학습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로

서 학습자를 만나야만 하는 것이다.

다.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실천방법 : 창조적 무용 실천공동체

서사적 접근방식의 교육에서는 이야기가 나눠지는 학습공동체의 형성과 

실천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앞서 말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한 가지 실천전략으로 무용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적 실천공동체의 형성과 구성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

시한다. 이러한 실천공동체는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통해 다음에서 제시하

는 다섯 가지의 토대로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6>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창조적 무용실천 공동체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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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예술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삼삼

오오’팀과 ‘춤꽃마실’팀의 경우, 현재의 공동체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 가

지 눈여겨 볼만한 특징이 있었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한 

춤 경험이 있으며, 춤 이외에도 다른 예술장르에서의 활동이 풍부하다는 것

이다. 선행되는 춤의 경험 또는 예술 경험이 현재의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

지는 것이었다. 개인이 처음부터 예술경험을 공동체 활동으로 시작하는 경

우는 드물었다. 동호회라는 공동체 활동의 형태로 시작한 참여자들도 있었

지만, 동호회는 댄스스포츠, 스윙 등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그룹이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체성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 관대씨가 이전에 했

던 동호회에서의 활동은,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음악에 맞춰 신나게 움

직이는 경험을 주기는 했지만, 예술적인 경험을 의미하기에는 활동이 단편

적이었다. 결국 관대씨는 그 동호회에서 주로 하는 스윙동작 기술의 반복연

습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예술성이 표출될 수 있는 활동을 찾

아가게 된다. 즉, 무용향유체험이 지속되고 그 깊이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공

동체의 활동이 단편적이어서는 어렵다. 충분한 예술경험으로서의 활동이 보

다 더 중심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향유체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무용을 즐기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 함께 존재했는데, 가장 큰 어

려움은 참석률의 하락을 들 수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중반 즈음

에 다다랐을 때에 참석률이 가장 하락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참여자들의 참여의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팀을 담당하고 있는 선

생님들도 도달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목표로 까지 참여자들을 이끄는 데에 있

어서 참석률의 저조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된다고 하였다. 무용공동체의 참여

율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삼삼오오’팀과 ‘춤

꽃마실’팀의 경우 모두 ‘반장’이 있었다. 해마다 한명씩 돌아가며 팀의 ‘리더’

역할을 맡아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육자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스스로 리더를 중심으로 하여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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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고 있었다. 팀의 ‘반장’을 선출한 것도,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모두 

참여자들이 공동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나름의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게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그들의 노력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

게 결속시키고 서로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무용공동체 활동을 통해 무용향유체험이 발생하려면 무엇보다 공동체가 온전

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을 향유한다라는 것은 짧

은 시간보다는 다소 긴 시간이 요구된다. 그 긴 시간을 함께 버틸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은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셋째,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공동체이어야 한다. 공동체를 통해 무

용을 충분히 즐기는 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강력한 또 다른 힘은 

구성원간의 신뢰와 믿음이었다. 특히 연구자는 ‘춤꽃마실’팀의 참여자들로부

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겼어요’라는 말을 수업관찰 때에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12시에 수업이 끝나면 근처 식당에서 항상 

식사를 함께 했다. 그 식사 자리 역시 수업의 연장이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수업의 안과 밖에서 서로가 쉼 없이 삶의 이야기를 몸으로, 마음으로, 말로 

나누면서 서로 간의 공유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었다. 공동체 예술활동은 

삶의 다른 주체들이 만나서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문화를 나누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활동적인 삶을 만들어내도록 돕는다

(권수빈, 2015). ‘춤꽃마실’팀의 참여자들을 엮고 있는 “보이지 않느 끈”은 

이러한 의미와 가치가 더욱 배가 되도록 돕고 있었다. 공동체활동으로 하여

금 무용을 향유하는 체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성원간의 신뢰는 중

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넷째, 의미, 지혜, 가치를 끊임없이 나누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삼삼오오’

팀과 ‘춤꽃마실’팀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발견한 삶의 의미를 구성원 간에 

공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수업 외의 장면에서 더욱 

많이 관찰되었는데, 그 날도 수업을 마친 후 ‘춤꽃마실’팀과 함께 카페에 간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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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춤이라고� 하면� 남들이� 예전에�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춤은� 고귀한�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화가� 뜻있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몸으로� 말할� 수� 있는� 내가� 너무� 행복해요. 정말� 수요

일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면서� 더� 느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서� 생각을� 해보니까� 수요일� 날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오려고� 했던게�

‘아� 수요일이� 특별했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춤꽃마실팀_수업� 후� 모인� 카에페서_20161026]

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춤을 통해 발견한 삶의 의미를 서

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대화 과정에서 

발견하면서 그렇게 춤이 주는 의미를 더해가는 모습이었다. 자신이 직접 경

험한 것을 통해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함으로써 타인이 

겪는 의미가 자신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공동선을 실천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삼삼오오’팀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느낌 춤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하고 싶어 

했다. 구성원 사이의 공유를 넘어서서, 삼삼오오라는 공동체 밖에 있는 타인

들을 염두하고 있었다. 삭막하고 어려운 생활세계에서 몸을 움직이는 즐거

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비춰줄 수 있는 무용

이라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기획을 품고 있었다. 그 기획에 대한 이야기

를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에 대

한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서 공유된 바는 없었다. 하지만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의 그 기획에 대한 의도를 따로 따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한 지점을 향해 있었다.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에 그 기획의 방향이 모여있었다. 관객참여 형

태의 공연을 기획하여 아직 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전달해 주고 싶은 것, 춤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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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것, 우리가 공유하는 삶의 이야

기를 무대에 올려 감동을 전달하고 싶은 것 등이 모두 공개되지 않은 하지

만 공동체 속에 공유된 앞으로의 실천계획이었다. 이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활동에서 이러한 ‘좋은 일’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품으며 자신의 존

재가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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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무용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

작하였다. 이 질문은 연구자가 그동안 춤을 전공으로 해 오면서 느껴왔던 

막연한 행복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부터 던져

진 것이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서 무용을 가르치며 만났던 학

습자들이 ‘춤을 추면 행복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무

용이 어떻게 삶을 행복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마치 ‘블랙박스’와 같았던 무용향유체험의 그 안을 열어 들여다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본 연구에

서 학습자들이 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즐기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

하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관여하는지를 찾아가는 데에 있어 연구참

여자들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 주었다.

그 결과, 무용향유체험은 더 이상 ‘블랙박스’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 ‘기프

트 박스’로서 우리 삶에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우리

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었

기 때문이다. 특히, 무용향유체험은 철학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

명하는 향유의 모습과는 달리, 주체적인 체험이며, 학습자의 몸과 앎과, 마

음의 체험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새로이 발견

하는 창조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중심

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에는 기능적으로, 유희적으로, 공헌적으로 향

유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세 가지 방식은 유기적으로 전환되고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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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기능적으로 향유하기’의 

방식은 특정 장르의 무용을 선택하여 동작수행의 향상에 목적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동작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

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유희적으로 향유하기’는 창조적인 활동에 목적을 둔 

방식이다. 우리의 몸과 움직임 자체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놀이하듯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만의 움직임을 새

롭게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의미와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

며 무용을 즐기는 것이다. ‘공헌적으로 향유하기’는 의미와 가치를 다른 사

람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데에 목적을 둔 방식이다. 무용을 즐기는 경험

을 하는 동안 발견하고 만들어낸 의미와 가치를 타인 또는 자신이 속한 공

동체에 전달하고 공유하여 다같이 더 좋은 삶을 누려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이타적인 활동방식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있

었다. 더욱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됨에 따라 무용뿐만 아니

라 자신의 삶 자체를 진정으로 누리고 즐기게 되는 방식인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세 가지의 향유방식 중 어느 한 가지로만 무용을 즐

기지 않았다. 예를 들면, 기능적으로 무용을 향유하다가도 유희적으로 향유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공헌적인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다가

도 다시 무용을 기술적으로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기능적으로 향유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물론, 대부분 기능적으로 향유하는 것에서 시작

하여, 점차 유희적, 공헌적인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어느 한 가지 방

식에만 머물며 유형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는 의미를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행복한 삶에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무용을 향유하는 방

식 역시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더욱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

이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었다. 무용교육이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방식으로 무용을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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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무용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내면에서는 몸의 체험, 앎의 체

험, 마음의 체험이 동시에 일어나며, 세 가지 체험은 서로 관계하며 점차적

으로 깊어진다. 연구참여자들은 무용을 기능적으로, 유희적으로, 공헌적으로 

향유하는 동안 자신의 몸과 머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의 체험을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몸의 존재와 새로운 가

능성을 발견하였다. 몸이 단순히 감각기관들이 뭉쳐져 있는 육체가 아니라 

‘너’를 만나는 주체로서, ‘나’를 보여주는 주체로서,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

는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몸의 체험의 여정 동안 연구참여자들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단순한 깨달음에서부터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보다 깊은 차원의 깨달

음까지의 앎의 체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에는 감정이 관여되

어 몸과 앎의 체험의 깊이를 더하기도 하고, 반대로 몸과 앎의 체험으로부

터 영향을 받아 정신의 상태가 고양되기도 하는 마음의 체험이 함께 일어나

고 있었다. 이처럼, 무용을 향유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체험은 각기 떨어

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었다. 

주목할 것은 이 세 가지 측면의 무용향유체험의 깊이가 앞에서 말한 무용

향유방식의 확장과 순환에 관계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이 기능적인 것에서, 유희적으로, 그리고 공헌적으로 나아갈수록 연구참

여자들의 몸과 앎, 마음의 체험은 깊어지고 있었다. 무용을 즐기는 것이 자

기 자신만을 위한 것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나아갈수록 삶에서의 옳음, 아름다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

하게 되며 몸과 마음의 어느 한 쪽이 아니라 모두 충만해지는 체험을 하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처음 무용을 시작한 것은 행복추구 보다는 단순한 목적에 

의해서였지만, 무용을 진정으로 즐기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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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 있었다. 행복은 직접적으로 추구한다고 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몸, 앎, 마음의 체험이 무용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용을 통해 몸, 머리, 마음이 통합되어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이 넓어지고 향유의 체험이 깊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학습자, 교육자, 수업, 사회/환경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연구참여

자들은 무용을 처음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이 몸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인지, 춤의 성격과 자신의 성격이 잘 맞는지 등의 개인적인 성향과, 사

회가 갖는 무용에 대한 경계심과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무용을 지속하게 하는 데에는 그들이 만나는 교육자의 태도와 참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업방식이 중요했다. 나아가, 무용향유체험의 방식이 

점차 기능적, 유희적, 공헌적으로 확장되어 넓어지는 데에는 보다 복잡한 형

태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학습자의 표현의 욕구, 안내로서의 교육자

의 역할, 자유로움을 인정하는 수업의 분위기, 공유된 지식 정보망이 이들이 

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무용을 향유하는 체험이 보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

게 되도록 하는 데에도 여러 측면에서의 요인들이 상호적으로 관여되고 있

었다. 특히, 함께 무용활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를 연결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무용을 더욱 향유하

게 되는 데에는 교육자가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과 그들의 활동을 지

원하는 정부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용향유체험에는 한 

개인이 무용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가 무용을 향유하는 데

에 이르기까지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연구결과를 토대로 알게 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점에서도 학습자

들은 무용에 입문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능적으로 무용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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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방식에서 유희적, 공헌적인 방식으로 나아갈수록 학습자들의 활동은 

수업으로부터, 교육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찾아가게 된 

것이었다. 그들이 무용을 통해 느끼게 된 몸과 마음, 그리고 앎의 체험을 자

신의 삶에서 귀중하게 여기게 되어, 무용을 향유하는 것이 자신의 삶 안에

서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는 나름의 방식으로 말이다. 물론, 이는 무용을 

향유하는 체험이 더욱 풍요로워 지도록 하는 데에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

이 크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용을 즐기는 것에는 정해진 방식

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

두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즉, 무용에 들어 있는 가치는 학습자들에게 선물

처럼 제공되어야만 보다 편안하게 자신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을 찾아 

무용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용이 우리의 삶 전체를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유용한 힘이 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무용을 자유롭게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편안함이 요청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 자신이 일치되거나, 자신과의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을 때이다. 그동안의 무용교육에서 제공되었던 무용의 

기회들이 우리의 삶과 닮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어

떻게 하면 무용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과 다르지 않은 맥락에서 

무용을 향유할 수 있을지를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고민하였다. 

그 결과, 서사적 접근방식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넷째, 서사적 접근방식으로 실천되는 무용교육은 학습자들의 무용향유체

험을 높이는 행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

과를 토대로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주요 원리로 공동체성, 서사성, 윤리성, 

창조성을 도출하였다. ‘공동체성’은 무용향유체험의 폭이 넓어지도록 하는 

데에, ‘서사성’은 무용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몸, 앎, 마음의 체험이 

점차 깊어지도록 하는 데에, ‘윤리성’은 무용을 향유하는 자신의 삶은 물론, 

타인과 공동체의 삶이 모두 행복해 지도록 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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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이다. 마지막으로, ‘창조성’은 앞의 세 가지 원리를 실천하는 데에 기반

이 되는 잠재적 힘의 원천으로서 설정된 원리이다.

이러한 네 가지 원리를 교육으로 실현하는 데에 서사적 접근방식이 유용

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서사적 접근방식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전인성 회

복은 앞에서의 ‘윤리성’ 원리와 부합되며, 교육의 내용으로 강조하는 이야기

는 ‘서사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야기에는 기본적으로 화자

와 청자가 존재해야하기에 학습 공동체의 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 연

구의 ‘공동체성’과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창의적인 활동이 우리 삶의 

틀을 확장시키고, 삶에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넣어준다는 점에서 서사적 접

근방식과 함께 ‘창조성’의 원리를 실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서사

적 접근방식은 교육과 우리의 삶을 별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토대로 

우리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에 중점을 두기에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데에 더욱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야할 무용교육의 내용에는 ‘기

능’과 ‘안목’이 함께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법적 방법과 심법적 방

법 모두가 교육방법으로서 강조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무엇보다 서사적 

접근방식을 실천하는 교육자의 ‘춤을 안내하는 서사꾼’으로서의 역할이 중

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야기에 들어있는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잘 전달되고 

공유되는냐에 따라 무용향유체험의 질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공동체성’의 원리와 서사적 접근방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으로서 서사적 무용 실천 공동체를 제안하였다. 혼자이기 보

다는 실천 공동체를 이루어 무용을 즐기는 것이, 무용에 들어 있는 가치와 

삶의 의미들을 더욱 잘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무용은 어떻게 

우리는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무용을 

기능적으로, 유희적으로, 공헌적으로 즐김으로써 몸과, 앎, 그리고 마음의 체

험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체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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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지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힘으로 발휘된다. 이러한 힘은 학

습자 자신뿐만 아니라, 교육자, 무용수업, 사회/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커지

거나 강해지며 우리가 삶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다. 본 장의 서두에서 연구자는 무용향유체험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힘들

로 채워진 ‘기프트 박스’에 비유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무용향유체험은 우리

가 삶이라는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온전히 서서 행복으

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들이 담긴 선물상자와 같은 것이다.

2. 제언

어느 덧 연구의 긴 항해 끝에 서 있게 된 지금, 연구자는 이 항해가 준 

가르침을 돌아보게 된다. 연구자의 부족함 때문에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것

들도 있었고, 글로 엮어내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게 

누락된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이 글은 그들이 연구자에게 나눠준 삶의 일부

를 해석하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나 이 글은 다음을 내다볼 수 있

는 유일한 출발점이다. 이 여정을 통해 얻은 점들을 토대로, 그리고 놓쳤던 

점들을 토대로 앞으로 무엇이 좀 더 채워져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가. 무용교육자를 위한 제언

학습자의 무용향유체험은 그들의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맥락에서 구성해

가며 확장되고 순환하는 방식으로 넓어지고, 그러한 과정 안에서 얻는 체험

들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으며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비전공자인 사람들이 무용을 중심으로 이러한 체험을 하는 데에는 무엇

보다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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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교육자들이 끌어안고 가야할 중요한 과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 한다. 이는 곧, 연구자인 나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질을 갖

추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지표와 같다. 

첫째, 무용교육자는 무용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지를 돌아

보아야 한다. 자신이 스스로 무용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데, 학습자들에게

는 무용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용교육자의 대

부분은 무용을 전공해오면서 오히려 고통의 경험을 더 많이 하였을 수도 있

다. 무용이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에 경험적으로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그들이 무용을 끝까지 전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몸으로, 머리로, 마

음으로 이미 무용에 들어 있는 가치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진정

한 교육자로서 학습자들에게 무용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용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들여

다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책, 논문을 통해서 배운 무용의 가치보다 

자신의 몸 안에 축적된 무용의 가치가 훨씬 더 학습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무용교육자는 자신과 학습자 모두를 서사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어

야 한다. 과거 학습자들의 무용경험은 학교교육에서 기능 중심의 평가를 위

한 것이나, 생활교육의 장면에서도 교육자의 동작을 따라하는 수동적 태도

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디에도 무용과 학습자들의 삶을 연결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어떠한 경험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별개로 떨어져 있어서는 어렵다. 무

용과 삶을 연결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교육자와 

학습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또한 삶의 이야기의 공유를 통해서이다. 그

러므로 무용교육자는 무용과 학습자들의 삶을 연결하기 위해, 또한, 자신과 

학습자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능숙한 이야기꾼이 되어야만 한다. 각자 다

양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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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신 역시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이 되어야

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학습자들은 무용을 자신들의 삶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게 되어 삶에서 무용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무용교육자는 학습자의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심법적 전문성 개발

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연구자는 무용교육자가 풍부한 서사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함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는 실질적인 교육재료가 서사적인 

특징을 지녀야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육자의 삶 자체가 서사적 자료로

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교육자의 심

법적 전문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무용향유체험은 결국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향해 확장, 심화되고 있었는데, 무용교

육자가 이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심법적 전문성, 즉, 

교사 자신의 성품, 인간성, 사람됨됨이가 핵심적이게 되는 것이다. 행복이 

직접적으로 추구한다고 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듯, 무용을 통

해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무용 교사, 사람 그 자체가 행복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교육방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용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바람직하게 보다 훌륭하게 드높여나가만 하는 것이다

(최의창, 2012). 무용활동에 들어있는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제공해주기 위

해서는 교사 스스로가 깊은 인문적 지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다양한 서사

적 체험을 해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무용

교사 자신 또한, 문학, 예술, 종교, 철학, 역사 등으로부터의 배움을 절대적

으로 지속해야만 할 것이다. “삶의 컨텐츠가 있는 교육자”는 이러한 노력으

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우리의 모든 경험이 그러하듯, 무용을 즐기는 경험 역시 수많은 과정들로 

엮어져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수많은 과정은 쌓여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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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방식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초

점을 두고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무용향유체험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행복을 얻는 과정은 사실 단기적으로 어느 삶의 장면만을 

보고는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연구자는 약 6개월 정도 같은 연구참여

자들을 만나면서 무용을 즐기는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온 것이기에 

이것이 현재 그들의 삶에 행복을 준 것으로 파악될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그들의 일생을 놓고 보았을 때는 하나의 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 그들이 앞

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는 나이듦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무용을 즐기는 체험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삶의 수단이 아닌 삶 그 

자체다”라고 한 듀이의 말대로, 가르침과 배움은 삶의 어느 때, 어느 맥락에

서건 존재가능하다. 무용향유체험은 어느 특정한 나이와 장소에서만 발견되

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삶의 어느 상황에서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용을 즐기는 체험에 대하여 좀 더 집중적이고 장

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실행되어야만 무용향유체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개인의 무용향유체험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무용향유체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의 무용향유체험에 대하여 다루

었다. 연구참여자들 각각의 체험에 대한 내용을 밝히면서, 결국 그들의 체험

이 넓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사적 접근방식에서의 무용 실천공동체 활동이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적 무용향유

체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무엇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며, 공동체

의 향유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무용교육 분야에서 실천공동체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나, 학습자

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고 정책실행과 함께 논의되고 있어서 그들의 체험 

자체를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보다 다양한 무용 실천공동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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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연구를 통해 개인의 무용향유체험과는 또 다른 현상으로서의 이해가 가능

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용향유체험과 덕, 인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이 최종적으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곧, 아리스토텔레스와 매킨타이어 말하는 덕의 실천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면밀하게 다루지 않고 있서, 후속연구에서 

무용향유체험을 통한 덕의 실천 가능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무용교

육이 교육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지향해야 할 인성

함양, 전인으로서의 성장에 대한 본질적 측면을 고려해야만 한다. 무용을 진

정으로 누리는 체험이 전인으로의 성장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만 무용의 교육적 당위성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서사적 접근방식에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무용향유체험은 의도적

으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연구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간 체험이었다. 그렇다면 무용향유체험은 

굳이 의도적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기에, 교육의 도움이 필요 없

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서사적 접근방식을 통해 무용향유체험을 보

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이 도와줄 수 있다면, 참여자들이 무용

을 즐기는 과정에서 엮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풍성한 경험의 기회들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적 지침이 필요하

다. 사람들이 어떻게 무용을 즐기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하는지를, 무

엇으로부터 영향받는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필요한 

것들을 보다 풍성히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서사적 접근방식을 통해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가 요청된다. 그리고 적용 및 실행연구를 통해 다시금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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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기울이며 프로그램을 면밀히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은 이러한 접근과 방식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학습자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를 갈무리하려니 여러 아쉬운 점들이 떠오른다. 질적 연구다운 질

적 연구를 위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지만, 연구자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아쉬움들이 남는다. 특히, 연구라는 거친 항해의 여정 속에서 어

떻게든 도착지에 다다르기 위해 달려가며 놓쳐버린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

들도 있었고,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

한 연구를 하기에는 연구자의 삶의 지평이 충분히 넓지도 깊지도 못했기에 

그만큼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삶과 체험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부족함

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서 

그리고 무용이라는 존재를 다시 삶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서, 무용

을 즐기는 체험이 수많은 과정들로 엮어져 있는 삶의 체험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용은 우리 삶의 전경에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며 행복

의 힘을 품고 있는 선물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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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구보다 항상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시는 여

러분에게 <무용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무용의 문화예술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무용향유체험의 질적 분석> 연구에의 참여 동의를 요청 드리

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수업에서와 같이, 문화

예술교육의 맥락에서 제공되는 무용체험이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있어서 어떻

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체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용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

을 체험하는지 발견하며,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관여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위해 이러한 무용수업이 어떠한 노력을 더 해야 하

는지 성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무용수업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셨던 귀하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분이시며, 앞으로 더욱 질 좋은 무용수업 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데에 있어 귀하의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해 주시면 5회 정도 연구원이 수업현장에 찾아가 수업

관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업의 전후에는 해당일의 무용경험에 대하여 간략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수강생 분들과 여러 명이서 함께 인

터뷰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 동의

에 한해서 귀하와 약 60분 정도의 인터뷰가 1:1로 2회에 걸쳐 각기 다른 날에 

진행될 것입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연구원에 의해 녹음될 예정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들은 모두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정보가 연구 외 목적을 위

해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원 선생님만 접근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된 컴퓨터에 보관되며 밖으로 유출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

고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만약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구 책임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습

�  연구 참가 동의서 (학습자용)

부록 1. 연구참여자용 동의서 (학습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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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감사의 의미를 담은 소정의 기념품

을 드립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권선영 연구원

(000-0000-0000)입니다. 연구원은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

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성함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

서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 담당자(권

선영, 000-0000-0000)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

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0-000-0000]

위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 장의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0. 00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자 :  연구원 권선영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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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

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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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용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

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무용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무용의 문화예술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무용향유체험의 질적 분석>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제공되는 무용체험이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체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

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용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하는지 발견하며,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관여하는지 확인함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무용교육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무용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실현을 하는 데에 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서 무용 수업을 실천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수업관찰과 인터뷰에 대

한 동의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무용 수업을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실천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분이시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연구에 참여하

기를 동의해 주시면 연구원과 약 60분 정도의 인터뷰가 1-2회 가량 진행될 것

이며, 내용은 연구원에 의해 녹음될 것입니다. 또한 동의를 해주신 선생님에 한

해 비참여 수업관찰을 5-6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은 선생님과 사전에 

합의한 장소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

생님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

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원만 접근 가능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에 보관되며 밖으로 유출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선

생님께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구 책임자에

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

익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의사에 달

려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선생님께서는 감사의 의미를 담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연구 참가 동의서 (교육자용)

부록 2. 연구참여자용 동의서 (교육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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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권선영 연구원

(000-0000-0000)입니다. 연구원은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

회에 공개 될 때 선생님의 성함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선생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

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

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

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 담당자(권선

영, 000-0000-0000)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

로서 선생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0-000-0000]

위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 장의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0. 00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자 :  연구원 권선영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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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

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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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학습자용)

질문내용

무용활동에의

 입문

Ÿ 가장 처음 무용활동에 입문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Ÿ 무용활동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Ÿ 처음 무용을 시작했을 때의 느낌은 어떠했나요?
Ÿ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Ÿ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용향유의 

유형

Ÿ 어떠한 방식으로 무용활동에 참여하시고 지속하셨나요?
Ÿ 그것과 관련한 다른 활동은 없었나요?
Ÿ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고 계신가요?
Ÿ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새롭거나 특별한 활동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나요?

무용향유의 

내용

Ÿ 무용활동을 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Ÿ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Ÿ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얻어나 배우고 있나요?
Ÿ 무용을 하는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무용향유체험의

영향요인

Ÿ 무용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항상 같았나요, 변화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Ÿ 무용활동을 지속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Ÿ 무용을 즐기는 데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나 반대로 방해하는 

요인이 있나요?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교육방법

Ÿ 무용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선호하는 환경이나 선생님의 
스타일이 있나요?

Ÿ 무용을 즐기는 데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나 반대로 방해하는 
요인이 있나요?

Ÿ 이 프로그램이 갖는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무용향유체험의 

의미

Ÿ 무용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생긴 변화가 있나요?
Ÿ 무용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추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Ÿ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생긴 변화가 있나요?
Ÿ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은 그 변화에 뭐라고 하나요?
Ÿ 이러한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가이드 (학습자용) 
※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면담자의 대답에 따라 

질문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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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심층면담 질문지 (교육자용)

질문내용

무용활동에의

 입문

Ÿ 학습자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무용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까?
Ÿ 그것과 관련한 다른 활동은 없었나요?
Ÿ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무용활동을 제공하고 있나요? 
Ÿ 학습자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방식의 무용활동은 무엇인가요?
Ÿ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방식의 무용활동이 있습니까?

무용향유의 

유형

Ÿ 학습자들이 무용활동을 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도록 
안내하시나요?

Ÿ 학습들의 활동 중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Ÿ 현재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얻어나 배우기를 

기대하시나요?
Ÿ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무용을 하는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무용향유의 

내용

Ÿ 본인의 경우에 무용을 즐기는 데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나 반대로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Ÿ 같은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 마다 즐거움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Ÿ 학습자들에게 무용체험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방해되는 요인이 있나요?

무용향유체험의

영향요인

Ÿ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무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만의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Ÿ 이 프로그램이 갖는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무용향유체험을

 높이는

교육방법

Ÿ 무용활동을 통해 변화된 학습자가 있었나요?
Ÿ 그러한 학습자의 변화는 선생님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무용향유체험의 

의미

Ÿ 무용활동을 통해 변화된 학습자가 있었나요?
Ÿ 그러한 학습자의 변화는 선생님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인터뷰 가이드 (교육자용) 
※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면담자의 대답에 따라 

질문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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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es Dance Make Us Happy?

-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Dance Savoring Experience for
Realizing Values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 Dance -

Sunyoung Kwon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dance participants savor dance in 

various ways, what they experience in that process and what factors are 

important to them. And by discovering these dance-savoring methods, context 

and factors, this study aims for proposing a teaching method of dance to make 

it more educational opportunity for pursing happiness provided in the context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The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do those who 

participate in dance program related to carts and culture education enjoy or taste 

dance? Second, what kind of experience do they have when they participate in 

arts and culture education related dance program? Third, what are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in these dance-savoring experiences? Fourth, what is the 

educational method that makes dance-savoring experience more effective through 

dance program provided in the context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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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ocus on understanding the internal attributes of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the meaning behind it, this study was conducted a total of one 

and a half year of research from July 2015 to December 2016 with 

phenomenological experience method based on interpretative paradigm. The 

entire process of the study consisted of stages of planning, implementation and 

results. And through traditional case selection (Miles & Huberman, 1994), this 

study took three cases, of whom two (‘3355’ team and ‘Chumkkonmasil’ team) 

were represented as the best practices in the field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and the other one was a general ballet class team. And considering six 

conditions of research participant selection proposed by van Kamm (1966), 18 

learners and 6 educators were selected as main informants out of three team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in-depth interview, group interview, class 

observations, class documents and self report journal and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conducted in the recursive process of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proposed by Walcott (1994). In order to assure the trustworthiness 

of the research, the errors in process could be minimized by triangulation, 

member check and peer debriefing. And in the whole process of the study, I 

was careful not to have any ethical problem or negative influence on the 

participants.

Through the above process, the findings and discus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ere the three ways of dance savoring. 1) ‘Technical 

savoring’ means that research participants perform activities such as ‘body 

moving’ or ‘learning dance technique’ in the form of a specific dance genre. 

When the participants began to learn dance, most of them were savoring dance 

by learning dance movements or skills and pursuing knowledge. 2) ‘Playful 

savoring’ means that instead of fixed dance movements, the participants are 

interested in their body and movement itself and savor dance as if they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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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t. Research participants were enjoying dance by body contact, dance 

improvisation, watching and doing dance performances and traveling with dance. 

By savoring dance in this way, they were experimenting, playing and enjoying 

with their lives. 3) ‘Contributive savoring’ means to savor dance by delivering 

and sharing the meaning and values discovered through dance activities to 

others. By discovering and sharing the values and meanings of life inherent in 

dance on their own through activities such as educational or performance 

voluntary service and dance community of practice, they truly savored and 

enjoyed dance. These three ways of savoring are ones that participants can 

make more meanings and find happiness in their life, and at the same time, 

these methods appeared to be reciprocal and cyclical.  

Second, in the process of savoring dance, participants’ inner side went 

through experience of body, experience of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heart. 1) ‘Experiencing of body’ consists of stories that research participants 

realize and accept the fact that body is not a simple flesh of sensory organs in 

their life but subject to meet ‘you’, subject to show ‘I’ and subject to tell ‘we’. 

2) ‘Experiencing of understanding’ consists of stories that research participants 

understand something new in the journey of ‘experiencing of body’ and discover 

wisdom of life from simple enlightenment. 3) ‘Experiencing of heart’ is a story 

about emotions involved in ‘experiencing of body’ and ‘experiencing of 

understanding’. It depicts experiences that research participants’ state of mind 

about body, movement and dance changes from discomfort to joy, or love. 

Third, it was discovered that the factors such as learner, educator, class, and 

social environment are influencing on the dance savoring experience’s beginning, 

widening and deepening. 1) When dance savoring experience first began and 

participants started to technically savor dance, it was appeared that learne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instincts, attitudes of educator respecting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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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es focused on both process and product and positive social perception on 

dance were important. 2) In order to playfully savor dance by widening dance 

savoring experience, learner’s desire and aspiration for expression, educator’s 

role as a guide, the atmosphere of class acknowledging freedom and knowledge 

network shared were important. 3) In order to contributively savor dance by 

deepening dance savoring experience, a sense of fellowship with classmates, 

educators providing life contents, the class emphasizing the objective meaning of 

dance experience and the government policy to support community’s art 

activities appeared to be very important.

Fourth, as an educational method to enhance dance savoring experience, the 

practice of narrative approach is suggested. Based on the study so far, 

communality, narrativity, ethicality and creativity were derived as main principals 

to enhance dance savoring experience, and from narrative approach, the 

possibility to practice these four principals was discovered and suggested. 

Specifically, the role of ‘connoisseurship’ as content of dance education, 

‘spiritual aspect’ as a method and an educator as ‘a life-storyteller’ were 

emphasized. Furthermore, in order to discover the values and meanings of life 

inherent in dance, it was proposed that dance savoring experience through dance 

community practice is more effective practice metho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the suggestions for dance educators are 

followings. First, dance educators should think about how dance makes their 

lives happy. Second, dance educators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both 

themselves and learners as narrative beings. Third, dance educators should make 

efforts to gain more spiritual aspect of expertise in dance to enhance learner’s 

dance savoring experience. Lastly,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dance savoring experience more 

intensively and in the long term.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tudy not on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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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dance savoring experience but also the community dance savoring 

experience. Thir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dance 

savoring experience and virtue or humanity. 

Keywords : arts and culture education, dance savoring experience, technical 

savoring, playful savoring, contributive savoring, narrative approach, 

dance community of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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