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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뛰어난 발레교육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 발레교수전문성의 재개념화를 위한 발달과정 분석 -

                                        홍    애    령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발레교수전문성의 재개념화를 위해 발레교육자가 지녀야 할 

전문성의 개념, 요소 및 특성을 파악하고, 전문성 발달과정의 특징과 이에 영향

을 미치는 교육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첫째,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의 개념, 요소 및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달하는가? 셋째,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법은 

무엇인가? 이다.

이를 위해 발레교육자의 삶, 교육, 학습의 맥락을 고려하는 질적 연구 패러다

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연구, 질적 사례연구, 교

육기술지연구의 연구 논리와 기법에 기반을 두고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

지 총 1년 9개월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형적 사례 선택 기법(Miles & 

Huberman, 1994)과 이론적 표본 추출(Strauss & Corbin, 1998)을 통해 발레 수행 

경력 20년 이상, 교수 경력 5년 이상의 전문 발레교육자 2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문헌고찰, 예비면담, 심층면담, (비)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Moustakas(1994)와 Polkinghorne(1989)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 기법과 

Strauss(1987)와 Spradley(1979)의 근거이론적 자료 분석 기법에 따라 분석 및 해

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에는 연구자의 성찰, 삼각검증법, 연구 

참여자 검토, 동료 간 협의를 통해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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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레교육

자의 전문성, 즉 발레교수전문성은 발레를 기능적, 예술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

기 위해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 경험, 태도, 신념 등을 학습하고 내면화하여 

정제된 총체적 능력이다. 발레교수전문성의 구성요소는 기능적 전문성, 예술적 

전문성, 심성적 전문성으로 나눌 수 있다. 기능적 전문성은 발레를 체계적, 효과

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지식과 경험을 의미하며, 발레지식과 발레교수지식으로 

구분된다. 발레지식은 신체적 지식, 테크닉 지식으로, 발레교수지식은 발레교수법

과 일반교수지로 구분된다. 예술적 전문성은 발레를 감성적, 이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경험을 의미하며, 발레소양과 발레교수안목으로 구분된

다. 발레소양은 인문적 지식과 예술적 감성으로, 발레교수안목은 독자교수법과 

발레감식안으로 구분된다. 심성적 전문성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드러나는 발레와 

학생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의미하며, 발레심성과 발레교수심성으로 구분된다. 

발레심성은 인내, 배려, 존중, 공정, 사랑, 발레교수심성은 끈기, 예의, 책임감, 성

실, 관용, 공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전문성은 발레교육자가 발레를 잘 

알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발현된다.

둘째, 발레교수전문성의 발달과정은 공통적 발달과정과 유형별 발달과정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공통적 발달과정은 발레교수입문기, 발레교수성장기, 발레교수

갈등기, 발레교수안정기로 구분되었다. 각 발달과정은 기, 승, 전, 결의 단계를 거

치면서도 복합적·순환적 형태를 보였다. 특히 발레교수성장기와 발레교수갈등기

에는 역동적인 성장과 갈등이 반목하며 전문성의 발달과 좌절, 퇴보가 나타났다. 

각 발달과정은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된 계기, 각 단계별 교육자의 특성,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구분되었다. 그리고 유형별 발달과정은 발레교육자의 

성장과정(전공과정형, 직업무용수형, 교직이수형), 교수영역(전문무용, 학교무용, 

생활무용)에 따라 구분되었다. 각 발레교육자들은 교육자로서의 성장과정, 소속환

경, 학습대상, 학습목적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하고 있었다.

발레교수전문성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Csikszentmihalyi(1988)의 개

인, 영역,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성장요인, 도움요인, 좌절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모형에 근거한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모형을 제시하였다. 발달모형은 발레교수전문성의 개념, 구성요소, 발달과정

과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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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천적 재능뿐만 아니라, 재능을 발견하고 

적성을 재확인하며 소명의식을 줄 수 있는 환경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발레교수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법은 직접체험 중심 교육, 간접

체험 중심 교육, 내면화 중심 교육이다. 기능적 전문성 발달을 위한 직접체험 중

심 교육방법으로 발레지식 및 발레교수지식의 발달을 위한 꾸준한 실기 연습, 숙

달된 발레교수법 실습, 경험적, 학문적 탐구가 있다. 예술적 전문성 발달을 위한 

간접체험 중심 교육방법으로 발레 작품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역사, 철학, 문화, 

사회에 관한 오감 체험, 비평적 감상, 반성적 회고가 있다. 심성적 전문성 발달을 

위한 내면화 중심 교육방법으로 성실한 참여, 내면적 성찰, 간접적 전이가 있다. 

그밖에도 발전적인 실천공동체 형성을 통한 동료교육자와의 협동 학습, 연구, 실

천 등이 좋은 교육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발레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레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은 적절한 교육 시기, 교수영역의 비중, 대상과 요소의 통합을 

요구한다. 둘째, 발레교육자 양성을 위한 후속연구는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모

형에 근거하여 ‘개인-미시체계 차원’의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 교육과정, 프

로그램 개발 및 실행 연구, ‘미시-중간체계 차원’의 발레교육자 실천공동체 활

동을 통한 전문성 발달 사례 연구, ‘중간-외부체계 차원’의 발레교육자 교육과

정 및 프로그램 국내외 사례 비교, 발레교육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연구, ‘외부체계-개인 차원’의 발레무용수, 교육자, 

안무가를 양성하기 위한 통합적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 연구,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학교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발레교수전문성의 변화 연구로 

구체화될 수 있다. 한국 발레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키고 진정한 예술교육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예술로서 발레를 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발레교육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작은 시작으로 발레교수전문성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고,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지 주목하여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비중으로 예술과 무용, 삶이 통합된 교육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발레교육자, 발레교수전문성, 발달과정, 기능적 전문성, 예술적 전문

성, 심성적 전문성, 전문성 발달모형

학  번: 2009-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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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말 너무 아프다가도 연습실에 들어오면 싹 낫는 느낌이에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제 순서가 되면 저도 모르게 작품 속에 빠져서...”

“발레를 정말 좋아하나봐요. 발레 얘기하니까 표정부터 달라지네요.”

“네. (웃음) 제가 어릴 때부터 발레를 해서, 다른 아이들은 함께 어울려 놀 때 

저는 항상 연습실에 있었어요. 저한테는 발레가 친구이고, 전부에요. 

선생님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

발레에 대해 물으니 한없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하는 어린 나이의 발레리나. 그

녀는 이미 유명 발레단의 주역무용수다. 그녀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오는 길에 막 

연습을 끝내고 나오는 어린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나에게 발레는 무엇이었을

까? 잠시 발레리나를 꿈꾸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았다.

어린 시절의 나는 발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남달랐다. 체격조건이 좋지는 않

았지만, 연습을 통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에 만족하며 발레리나의 꿈을 키워왔

다. 나는 유독 선생님에 따라 실력이 크게 달라지는 학생이었다. 근육의 모양부

터 시선이나 표정까지 누구에게 배우는가에 좌지우지되었다. 좋은 장인을 만나면 

더욱 단단해지는 연장이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쉽게 망가지는 쇳덩이였다.

여느 발레 전공 학생들처럼 매일매일 테크닉을 익혀가면서, “좋은 발레선생님

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뛰어난 체격조건과 천부적인 재

능을 지닌 아이들이라면 어느 선생님을 만나도 되겠지만, 나에게는 좋은 선생님, 

나에게 맞는 선생님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런데 그것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함께 발레를 배우는 친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어떤 선생님과 어떤 아이는 

잘 맞았지만, 다른 아이와는 잘 맞지 않았다. 어떤 선생님은 실력이 늘 때까지 

학생을 믿고 기다려주었지만, 다른 선생님은 자신의 뜻대로 강도 높은 연습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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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다. 어떤 선생님은 유명 발레단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선생님

은 대학을 졸업한 경력이 전부였지만, 누구의 가르침이 더 뛰어나다고 말하기 어

려웠다. 그렇다면, 어떠한 선생님이 좋은 발레 선생님인가?

시간이 지나 나 역시 발레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비추어지는 교

육자로서 나의 모습은 늘 궁금하다.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성심껏 지도하려 노

력하지만, 나 역시 학생들에게 나쁜 교육자는 아닐까? 발레 선생님을 꿈꾸는 전

공자라면 ‘수업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무엇인가를 하는 사

람, 특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수순이다.

발레를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무용수가 되기 위해 자신의 테크닉을 갈고 닦는 

연마의 과정을 겪을 것이고, 발레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최고의 선생님이 되기 위

해 자신의 가르치는 능력을 재점검하는 수정과 반성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서경

혜, 2005; 성열관, 2005; 최의창, 2009). 발레 전공자들은 수년간 발레를 연습하고 

공연하고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이 배웠던 선생님과 그 자리를 바

꾸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발레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과정이

었을 뿐, 발레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과정이 아니다. 이들은 검색과 인맥을 

통해 공인 자격도 아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비정규직강사로 활동하며 발

레 선생님이 되기 위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 속에 물론 나도 포함되어 있

었다. 그렇다면, 좋은 발레교육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무엇인가? 

분명 현장의 발레 교육자들은 후학을 양성하는 데에 매진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의 발레는 세계무대에 견주어도 손색없을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 무대 위

에서 뛰어난 테크닉과 연기를 선보이는 무용수들 모두에게는 뛰어난 선생님이 

있다. 안나 파블로바와 바슬라브 니진스키의 뒤에는 엔리코 체케티가 있었고, 강

수진의 뒤에는 캐서린 베스트가 있었다. 무용 중에서도 무용수가 감내해야 할 신

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발레는 무용수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노력

도 중요하지만, 부모, 특히 수업을 통해 자신을 이끌어줄 멘토로서 교육자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강미선, 1998; 김애경, 2000). 뛰어난 기량과 절절한 연기를 

통해 많은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발레 무용수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누구보

다 조마조마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을 발레 교육자들. 어떠한 선생님이 저토록 아

름다운 무용수를 가르쳤을까? 어떻게 하면 뛰어난 교육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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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은 사람을 전문가라고 한

다(최의창, 2009; Ericsson & Lehmann, 1996). 소위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대다수의 영역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원과 재화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배을규·동미정·이호진, 2011; Freidson, 2001). 전문가가 아닌 사

람들에게 해당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기대할 수 없으며, 반대로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기술과 지식, 나름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

어야 한다(Herling, 2000; Hoffman, 1998). 교육에서는 어떠한가? 전문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따라 교직 또한 현대사회의 매우 중요한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

다. 미래의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주체이자 인도자로서 교사에 대

한 전문성 요구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김옥예, 2006; 김회용, 2007).

그렇다면, 여기에서 논하는 전문성의 정의는 무엇인가? 백과사전을 통째로 집

어삼킨 지식의 총체인가? 수십 년간의 연륜으로 농익은 경험의 집합체인가? 학생

은 물론 수업 곳곳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숙하게 매듭짓는 문제해

결력의 표출인가?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오랜 시간의 경험, 명석

한 문제해결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전문가라 일컬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만큼 전문성은 어느 한 가지 요소에 국한된 능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동안 전문성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고, 교육을 펼치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과 정의 또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이종재, 

2004; 한명희, 1997). 교사 전문성을 다룬 연구들은 흔히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따뜻한 인성을 지닌 교사가 좋은 교사라는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다(김기

홍, 2000; 김정한, 2003).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것을 

학생의 수준에 적합하게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방법, 학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애정 어린 가르침을 펼치지 않는다면, 전문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나현, 2008; 박소현, 2009; 홍수민, 2010). 

실제 교육을 펼치는 각각의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개념 외에 영역 특

수적으로 존재하는 전문성이 있다. 이때의 전문성은 혹자에게는 실천적 지식, 내

용교수지식 등으로 일컬어지며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일반 교과와 예술 교

과, 체육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은 비슷한 성향을 지니지만, 완벽히 동

일하지는 않다. 때문에 국어 교과를 지도하는 교사가 체육 교과를 지도하지 않



- 4 -

듯, 오랜 세월동안 독특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유형화된 무용 또한 전

문성을 지닌 교육자에 의해 가르쳐져야함이 마땅한 것이다(박중길, 2005; 이진경, 

2009, 홍애령, 2008, 2012).

그 중에서도 서구의 예술 양식이 복합적으로 응축된 예술 형태인 발레는 이것

을 하는 방법, 즉 발레의 기능, 테크닉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무용 

장르에 비해 신체적인 아름다움과 탁월한 기량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황규자, 2008; 황인주, 2001). 무용에 문외한일지라도 어떤 발레리나가 더 춤을 

잘 추는가를 쉽게 구분할 정도이다.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 주목한 나머지 발레를 

둘러싼 역사, 문화, 전통, 철학을 차치하고, 동작만을 지도해서는 제대로 된 발레

를 가르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박소현, 2009; 최성은, 2004; 홍수민, 2010; Choi, 

A. Hong & S. Hong, 2010).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오우크쇼트를 비롯하여, 맥킨타이어, 국내의 이홍우, 

최의창, 홍은숙 등 많은 학자들은 교육 본연이 지니고 있는 내적 가치, 덕의 탁

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측면에 집중한 교육을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역사, 문화, 전통, 철학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러므로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예술, 그 중에서도 발레를 가르치

는 현장에서 기능적 교육의 폐해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황인주, 2001). 이러

한 점은 발레를 가르치는 교육자들로부터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발레를 가르치는 교육자는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 좋

은 발레교육자의 요건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발레기능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

력에 주목하고 있다(박소현, 2009; 백연옥, 2004; 신은경, 1995; 황규자, 2008; 

Chazin-Bennahum, 2005; Kassing & Jay, 2003). 비록 학생의 수준과 발달을 고려

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 학생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인성을 지녀야 한

다는 점을 제시하고는 있지만(신지혜·정지혜, 2010; 양소영, 2011), 실제 교육 현

장에서 발휘되는 교육자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발레교육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실기능력과 교육학적 지식, 따뜻한 인성이라고 막연

히 판단하는 것에 앞서, 발레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 그것뿐인지, 그 개념

과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명백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발레교육자’라고 명명하는 전문인에 대한 구분과 이

들이 지녀야 할 전문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고, 능력적 측면이나 심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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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뛰어난 전문교육자들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

된 바가 부족하다(최의창, 2009; 홍애령, 2012). 뛰어난 발레 무용수와 안무가, 좋

은 학생들을 배출하고, 이를 통해 학생과 자신의 삶 모두를 풍요롭게 만드는 사

람이 좋은 발레교육자라고 전제한다면,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능력

을 함양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발레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성격을 뚜렷하게 밝히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

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발레교육을 선도할 전문교육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속담 중에 “스승과 나눈 잠깐의 대화가 10년 간 홀로 책을 본 것보다 

낫다.”(廳君一席話, 勝讀十年書)는 말이 있다. 좋은 발레교육자는 학생들에게 오

랜 경험이 응축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그들이 어려움을 극

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같은 꿈을 지향하는 동료이자 선배로

서 삶과 발레의 길을 동행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발레교육자가 지녀야 할 전문성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구

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를 지녀야 뛰어난 발레교육자가 될 수 있는지,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각 요소별 특성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전문 발레교육자들의 성장과정

을 전문성의 발달과정으로 간주하여 탐색하고, 바람직한 발레교육을 실천하기 위

해 전문 발레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발레교수전문성의 개념을 재조명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개념, 요소 및 특성을 파

악한다. 둘째,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발달과정으로서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발레교

육자들의 성장과정과 교수영역에 따른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다. 셋째, 발레교육자의 성장과정에 주된 영향을 미친 교육방법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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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가.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의 개념, 요소 및 특성은 무엇인가?

나.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달하는가?

다.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법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가. 발레교육자

발레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기존의 발레선생님, 발레교사, 발레강사, 발레지도

자 등의 표현을 통칭하여 이른다. 오랜 시간 발레에 임하면서 내재한 지식과 기

능, 발레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교육자로서 학생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 전문성

발레교육자가 지녀야 할 능력적 자질과 심성적 자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발

레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교수경험을 통해 내면적으로 체득한 

내용교수지식과 실천적 지식,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지니고 있는 예술성과 창의

성, 학생을 발레에 입문시키기 위한 교육자로서의 태도와 마음가짐, 교직인성 등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 심성적 전문성

능력적 전문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교육자가 지녀야 할 인성적 요소(지성, 감

성, 덕성, 영성)와 이를 바탕으로 교육자 내부에 형성된 신념과 가치, 외부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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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 드러나는 태도와 마음자세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

레심성과 발레교수심성으로 구분되어 제시했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뛰어난 발레 무용수를 양성하고, 동료들에게 우수한 교육자로 인정

받은 발레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성 발달과정을 살펴보았다. 질적 연구

의 방법에 근거하여 발레교육자들과의 면담, 관찰을 통해 그들의 삶의 일부를 전

문성과 연관시켜 살펴보았기 때문에, 생애사 연구와 같이 개인의 삶 전체를 조명

하지 못하였으며, 연구대상과의 접근성과 래포 형성을 위하여 국내 교육자 위주

로 선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발레교육자의 유형에 따라 전문성 발달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전

공과정형, 직업무용수형, 교직이수형의 교육자들을 선정하였으므로 그 외의 유형, 

예를 들어 안무가로 활동하다가 교육자로 입문한 안무가형이나 직업무용수로 활

동하다가 학원 강사 등으로 활동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보이는 교육자들을 별도

로 구분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발레교육자들이 교수영역을 전문무용, 학교무용, 

생활무용으로 구분하고 교육자들을 구분하였으나,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나 

과거 다른 영역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는 경우 되도록 현재에 주된 교수영역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답하도록 하였으며 과거의 경험이나 다른 영역에서의 교수

경험은 참고적으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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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전문성의 개념과 연구동향

가. 전문성의 정의 및 특성

다양한 사회적 양상을 보이는 현 시대를 혹자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표현하며 

지식이 과잉 생산되는 가운데 적합한 지식을 취사선택하여 이를 습득하고 적절

하여 활용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해법이라고 본다. 그 밖에도 세

계화 사회, 정보화 사회, 다원주의 사회, 포스트모던 사회, 복잡성 사회, 초복잡성 

사회 등 여러 가지 개념들로 현 시대의 특성을 대변하는 이들은 각 사회의 양상

이 어찌되었든 간에 넘치는 정보와 지식을 처리해야 하는 인간의 역할과 능력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열쇠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한다. 이 때문

에 각 국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의 양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확보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인적자원’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전문성은 인적자원 개발 영역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며,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의 의미와 전문성을 충족시키는 조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고 있다. 전문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60년대 중반 미국의 컴퓨터과학, 인

지심리학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이

다.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학과 의학 분야에서도 전문지식과 

전문가의 발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전문성의 개념, 구

성요소,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심리학, 교육학 분야에서는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문성의 정의, 구성요소

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배을규 외, 2011; 오헌석, 2006).

그동안 전문성, 전문가 및 전문직은 다양한 학문 분야 및 학자에 의해 논의되

었다. 본 장에서는 기존에 다루어진 전문성과 전문가의 정의를 비롯하여 관련개

념으로서 창의성, 역량, 인성 등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광범위한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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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전문성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전문성(專門性)은 “특정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아, 해당 

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질”(고려대 민족문

화연구원, 2009)1)을 의미한다. 전문성을 의미하는 영문 표현으로 엑스퍼티스와 

프로페셔널리즘이 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2)에 의하면 엑스퍼티스(expertise)는 

“특정한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얻는 지식(knowledge gained by actually doing 

or living through something)”이다. 연관어로 숙달됨(mastery), 정통함

(conversance)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실천적 지식과 유사한 개념

으로 보인다. 어떠한 것을 경험하여 그것에 숙달되고 익숙하게 되는 것, 그리하

여 그 분야의 지식을 쌓는 것을 전문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반면,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은 “특정 직업을 잘 수행하도록 교육받

은 사람으로부터 기대되는 기술, 좋은 의사결정, 친절한 행동(the skill, good 

judgment, and polite behavior that is expected from a person who is trained to 

do a job well)”이다. 우리말로는 전문성이라고 단일하게 해석되지만, 영문으로 

엑스퍼티스와 프로페셔널리즘은 용어를 사용하는 분야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의

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어휘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을 논함에 있어 어떠한 개념을 논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은 발레교육자의 정체성과 결부된다. 발레교육자는 대부분 어린 시

절부터 발레를 전공하여 무용수로서의 전문성을 갈고 닦게 되는데, 이때의 전문

성은 엑스퍼티스에 가깝다. 다시 말해, 발레 무용수로서의 최상의 기량을 선보이

기 위한 기능과 표현을 습득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연습을 거쳐 발레의 지식, 기

술, 태도를 익히는 것이다. 이들은 발레 무용수로 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대개의 경우 교육자와 안무가로 나뉘게 된다. 이때의 전문성은 직업과 결

부되며,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의무, 단지 그 일을 하는 것을 

1) 표준한국어사전 구판을 참조하여 1억 어절 규모의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편찬한 최초

의 한국어대사전으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2) 메리엄 웹스터 사전(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의 최신판은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merriam-webster.com)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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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수능란한 정도를 뛰어넘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논하는 전문성이란 프로페셔널리즘에 가까운 형태이다. 

특히 발레 무용수, 안무가, 기획자, 비평가도 아닌 교육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으므로, ‘무엇을 잘 하는’ 수행적 관점에서의 전문성이 아닌 ‘잘 하고, 잘 가

르치는’ 총체적 관점에서의 전문성을 다루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지

피지기(知彼知己)의 관점에서 이 절에서는 대다수의 전문성 연구가 주목했던 엑

스퍼티스의 정의와 특성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아닌 전문성 그 자체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엑스퍼티스를 전문성으로 규정짓고, <표 1>과 같이 연구자별로 다양한 정의를 내

리고 있다. 다양한 정의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전문성의 요소로는 

첫째, 실제적인 사람의 행동, 또는 행동 잠재력, 둘째, 높은 수준의 수행결과, 셋

째, 특수한 영역, 넷째, 지식, 기술, 태도 등이 있다. 즉 전문성이란 특정 영역에

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수행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오헌석·김정아, 2007).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Kuchinke(1997)에 의하

면 대다수의 전문성의 정의는 ‘전문가가 무엇을 하는가?’와 관련하여 정의되

기 때문에 ‘전문가가 어떻게 전문성을 개발시키는가?’하는 과정에 대해 인식

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전문성은 주로 수행(performance)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으므로 수행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포괄적인 지식, 직관, 지혜를 지닌 

행동의 잠재력으로 정의하는 것은 단기간의 수행 결과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우

므로 전문성의 수행과 분리되어 정의되어야 한다. 이처럼 전문성 정의의 문제점

이 지적되는 이유는 전문성 자체를 규정짓는 연구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전문성을 선천적 능력으로 보는 관점과 발달

적 능력으로 보는 관점으로 구분된다. 초기 전문성 연구에서는 전문성을 개인의 

타고난 능력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성 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이 뛰어난 수행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선천적 능력 때문이라고 보았다(배을규 외, 2011; Galton, 1869). 이 때문에 전문

가는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재능이 있고, 특히 인지적 능력이 남다른 사람들만이 

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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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처 정의 특성

국내

오헌석(2006)
실천적 성찰학습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서 최적의 수준

을 달성하게 하는 능력

수행성, 

학습가능성

오헌석, 

김정아(2007)

특정 영역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수

행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잠재력

총체성, 

수행성, 

학습가능성, 

맥락성

한국어사전3)

(2012)

특정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아, 해당 분야에 대해 상당

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질

수행성, 

맥락성

국외

웹스터 

사전4)

(2006)

인지적, 생리적,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것
수행성, 

학습가능성

Chi & 

Koeske

(1983)

개인으로 하여금 정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습득하

고, 조직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그 정보가 자신의 전문

성 영역에 관련된 더 나은 수행을 보이는데 도움을 주

는 것

총체성, 

수행성, 

학습가능성

Harmon & 

King(1985)

표준을 넘어서는 수행결과를 보이는 사람들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
수행성

Johnson

(1987)

고도로 적응된 행동, 올바른 해답을 제공하는 성취결

과를 얻을 수 있는 힘
수행성

Kochevar

(1994)

전문성은 지식의 영역에서 전형적인 과정을 수행하는 

과업 특수한 지식

수행성, 

맥락성

Herling

(1998)

특정 영역 및 관련 영역의 실행에서 최상의 효율성과 

결과의 효과성을 보이는 개인의 행위들이 일관되게 나

타나는 형태로 나열되는 행동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Ericsson & 

Lehmann

(1999)

전문가가 탁월한 수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지적 인식 작동, 생리적 메커니즘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학습가능성

Swanson

(2001)

한 사람이 인간 행동의 특수한 영역 안에서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되어지는 최적의 수준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학습가능성, 

맥락성

<표 1> 전문성의 정의(오헌석, 2006; 오헌석·김정아, 2007 참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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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천적 능력을 지닌 개인이라도 자신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Galton, 1869), 특정 능력을 습득하는 속도에 있어

서는 선천적 능력이 작용하지만, 이 역시 교육이나 훈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했다. 추후의 연구들을 통해 전문성은 발달적 능력이라는 관점이 등장

하였고, 누구나 오랜 기간의 교육과 연습, 훈련을 통해 전문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성은 특정 영역에서만 작

용하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 습득된 결과에 기인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Ericsson & Lehmann, 1996).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성이 영역 특수적으로 작용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지니고, 

영역 공통적으로 발휘되는 전문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전문

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전문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발달과정과 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전문성의 개념을 통해 그들의 전문

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전문성의 정의는 각 연구자별로 수행

의 요소, 과정, 결과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행 요소를 강조하는 

정의는 특정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

는가에 주목하고 있으며,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정의는 개인의 인지적 요소로부

터 우수한 퍼포먼스 결과에 도달하도록 하는 사고구조나 패턴 등에 초점을 둔다. 

수행 결과를 강조하는 정의는 높은 수준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결과를 강조한다(배을규 외, 2011). 

이처럼 전문성 정의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만큼 전문성 자체의 의미

가 영역별, 상황별로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인물이 보여주는 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과 기술, 

이를 활용하는 인지적, 정의적 능력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전문성의 

개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가 지닌 전문성의 요

소, 과정과 연관된 지식, 기술, 태도적 측면의 특성과 전문성이 발현된 결과를 통

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하도록 하겠다.

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2009)이 제공하는 한국어사전으로 포털사이트(http://dic.daum.net/search)

를 통해 검색하였다.

4) 오헌석과 김정아(2007)에서 재인용하였다.



- 13 -

2) 전문가

앞서 다룬 전문성의 개념이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는 것에 비해 전문가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난다. 사전적 의미에서 전문가는 “특정 영역

에 대해 기술이 매우 뛰어나고 박식한 사람, 지식이나 기술 등의 신뢰할만한 원

천으로 인식됨으로써 그의 판단이 대중이나 동료들로부터 권위와 인정을 부여받

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장기간의 철

저한 준비, 노력, 훈련을 통해 최상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

다(오헌석, 2006).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어느 분야에서 지속적인 고도의 능력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 

어떠한 일을 ‘하는 분야’에 종사하여 수행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10년 이상의 지도경험, 

우수지도자 수상경력, 공인된 지도자 자격증 소지 및 우수학생의 지도 등이 공통

적인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유정애, 2001; Ericsson & Charness, 1994; Schempp, 

You & Clark, 1998). 각 분야에서 높은 수행 수준을 갖춘 전문가를 일컫는 표현

은 다양하다. 전문가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 '엑스퍼트'(expert), ‘스페셜

리스트’(specialist), ‘마스터’(master)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일반적

으로 전문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혼용하여 사용한다. 이들은 서로 비슷한 의미

를 갖고 있지만, 학문 영역 및 분야에 따라 다른 맥락상에 존재하고 있다. 각각

의 개념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8).

용어 정의

프로페셔널

특별한 훈련, 교육,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특정 직업

을 지닌 사람, 스포츠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특정 직업이나 활

동에 대한 많은 경험과 기술을 지닌 사람

스페셜리스트 특정 직업, 실제, 학습 영역에서 전문화된 사람

엑스퍼트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지닌 사람

크래프트맨 수작업을 통해 예술적인 사물을 만드는 데에 능숙한 사람 

<표 2> 전문가를 일컫는 표현



- 14 -

프로페셔널은 교육과 관련된 직업 혹은 의학, 법학과 같이 전통적으로 오래된 

전문직, 최근에는 스포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일컫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Macdonald, 1999). Macdonald(1999)와 Freidson(2001)은 전문직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면서 전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Freidson(2001)은 사회학적 관점

에서 전문화 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논하며 전문가와 전문화의 의미를 탐색하였

다. 그에 의하면 만약 어떤 직업이 그들 자신의 노동을 완전히 통제한다면 이때

의 직업은 프로페션(profession)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

람들에게 통제받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활동한다. 그러므로 전문직은 직업이 

가지는 지성적 혹은 예술적 특징에 의해,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구별되는 

특정한 일류직업이다(p. 87). 

Freidson(2001)은 전문직이 지닌 직업적 자율성과 일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는 전문화를 “특정한 생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범위가 한정된 지식과 숙련을 

사용하는 노동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스페셜리스트들이 전

문화된 자신의 일에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숙련, 통찰력,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완성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고 설명하였는데, 앞서 전문가들이 강조한 인

지적, 행동적 특성과는 달리 다소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전문가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일에 대

한 헌신과 존중, 봉사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엑스퍼트는 주로 심리학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엑스퍼티스(expertise)와 관

련되어, 주로 우수한 지식, 기술 및 능력을 보유하고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

다. 크래프트맨은 기예(craft)와 기능(technique) 및 기술(skill)을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Sennett, 2008),5) 주로 숙련 및 능숙함이 요구되는 전통적 직업

이나 예술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Sennett(2008)는 이들이 지닌 장인정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고도의 숙달된 기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기계적인 활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일속에서 훈련을 받으며 성

장하고 일정수준이 지나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이른다. 따라서 크래프트

맨의 수준에 따라 전문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한다.

전문가를 일컫는 다양한 용어 중 본 연구의 발레교육자는 프로페셔널과 밀접

5) 문맥상 ‘기술’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의미, ‘기능’은 기술을 숙달하여 몸에 체화하는 측면, 즉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일에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것을 ‘기예’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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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발레교육자는 발레를 잘 하는 사람으로서의 전문지식과 기

술, 태도뿐만 아니라 발레를 잘 가르치기 위해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등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및 직업적 자율성과 일류성을 갖추어야 한다. 발레교

육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는 인지적, 정의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르치는 일의 성격상 윤리적, 규범적 요소가 강조되므로 본문에서는 

프로페셔널로서 발레교육자를 조명한다.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는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

되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들이다. 다수의 전문성 연구는 초보자와 전문가를 비

교하면서 지식, 기술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초보

자 혹은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전문가로 성장하고 뛰어난 성과를 내는가를 살펴

보면서, 지식과 기술을 쌓는다면 전문가와 같은 능숙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Chi, 2006).

지금까지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는 크게 인지적 측면과 수행적 측면에서 나

타난다. 전문가의 특성을 인지적 측면에 근거하여 연구한 이들은 지능, 지식, 기

억, 지각 능력에 관심을 두었다. Glaser(1985)는 전문가의 인지적 측면을 다룬 연

구에서 전문가의 정보처리용량은 초보자와 유사하나, 처리를 위한 의식의 구조화

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 상황에서 심층적이고 추상적으로 표

상하고, 신속히 접근 가능한 패턴으로 되어 있으며 목표 지향적, 영역 특수적인 

능력, 모니터링 능력, 자기규제능력, 남은 작업 기억용량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능력 등에서 초보자보다 월등히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Chi, Glaser와 Farr(1988)는 전문가는 주로 자신의 특정 해당 영역에서 뛰어나

며, 특정 분야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패턴의 대규모 기억용량을 보유한다는 점

을 제시했다. 또한 French와 Sternberg(1989)는 전문가의 우수한 수행은 지식기반

의 크기, 지식기반의 구조, 지식의 절차라는 세 가지 주요 인지적 특성의 차이에

서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Mayer(1992)는 지식기반의 차이를 강조하여 사실적, 의

미적, 도식적, 절차적, 영역 특수적 지식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Cooke(1992)는 전

문성의 형태재인, 기억 및 지식의 조직화, 문제해결에서의 표상 및 전략의 관점

에서 설명하고 있고, Klein과 Hoffman(1993)은 고차적인 전략, 지식기반, 지각능

력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인지과학, 심리학적 기반을 통해 

전문가들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주로 전문가와 초보자 집단의 인지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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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강점 전문가의 한계

Ÿ 최선의 답을 도출함

Ÿ 초보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

아내고 인지함

Ÿ 문제의 질적 분석에 초점

Ÿ 스스로 잘못을 찾아내고 현재 자신의 위

치를 인식함(메타 인지)

Ÿ 적절하고 효율적인 전략 사용

Ÿ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

Ÿ 자동화

Ÿ 영역 특수적(맥락성)

Ÿ 지나친 자신감

Ÿ 표면적 특징이나 자세한 부분을 간과함

Ÿ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함

Ÿ 예측, 판단, 조언에 있어 부정확

Ÿ 편차를 가지고 있음 

<표 3> 전문가의 강점과 한계 

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편 전문가의 특성을 수행적 측면에 근거한 연구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

졌다. 예컨대,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는 축구, 테니스, 요트 등의 경기에서 초보자

에 비해 상황을 잘 예측하고 이에 빠르게 반응했다(Walls, Bertrand, Gale & 

Saunders, 1998; Ward, Williams & Bennett, 2002; Williams, Davids, Burwitz & 

Williams, 1994). 또한 비행 분야의 전문가는 초보자에 비해 비행 동작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Doane, Sohn & Schreiber, 1999), 착륙 

시 비행기 착륙동작의 변동가능성이 적으며, 활주로와 속도계기를 짧은 시간동안 

더욱 많이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sarskis, Stehwein, Hickox, Aretz & 

Wickens, 2001). 외과수술의 전문가는 초보자에 비해 수술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며 

실수도 적었다(Haluck, Webster, Snyder, Melkonian, Mohler, Dise & Lefever, 

2001). 또한 수술기계의 초점을 적게 이동함으로써 수술을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고, 전문가가 수술기계를 사용하여 수술부위를 찾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초보자보다 약 100배 빨랐다(Law, Atkins, Kirkpatrick, Lomax & MacKenzie, 2004).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통해 전문가들은 초보자들에 비해 분야의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뛰어난 인지구조를 갖고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는 달리 Chi(2006)는 전문가가 초보자보다 우수하다는 기존

의 연구들의 접근에서 벗어나 그들도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전문가가 비전문가

에 비해 뛰어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표 3>과 같이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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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문가 초보자

경험의 양

Ÿ 오랜 경험에서 지식 혹은 문제에 

대한 커다란 정보 저장고를 가지

고 있음

Ÿ 제한된 경험으로 인하여 정보의 

수가 한정되어 있음

지식구조

(인지과정)

Ÿ 맥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조건에 맞게 지식을 응용함

Ÿ 패턴 인식 능력이 뛰어남

Ÿ 전문가들은 경험으로 얻은 패턴과 

상황맥락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

여, 의미 있는 정보들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탁월한 행동을 선택함

Ÿ 그때그때 변화하는 상황과 조건을 

고려함

Ÿ 상황맥락을 최소한도로 고려하는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의존함

과제

분석능력

Ÿ 과제에 대한 섬세한 특징까지 구

분할 수 있음

Ÿ 단순히 경험중심이기 때문에 과

제 성격을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 

제한적임

의사결정

속도

Ÿ 기본 사실의 검토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림

Ÿ 전문가들은 어떤 문제와의 관련여

부를 신속히 판단해서, 적절한 정

보에만 집중할 수 있음

Ÿ 모든 사실을 전부 검토해야 하며 

대안들 중에서 신중히 선택함

문제해결

(창의성)

Ÿ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추정능력과 다른 분여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Ÿ 지식기반이 약하고, 다양한 지식 

분야를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하

기 때문에 문제해결과정 중에 제

한이 될 수 있음

암묵적 

지식의 

소유

Ÿ 광범위한 암묵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

Ÿ 전문성 깊어질수록, 지식이 추상화 

될수록, 지식의 암묵적 차원은 더 

큰 지배력을 갖게 되며 축적된 경

험에서 직관처럼 일어나기도 함

Ÿ 암묵적 지식들을 내재화시키며 필

요에 따라 드러냄

Ÿ 대체로 명백한 지식들만 가지고 

있음

<표 4>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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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모든 분야에서 비전문가에 비해 월등하다는 기존의 관점에도 불구하

고, 그가 제시한 전문가의 한계는 매우 구체적이며 설득력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

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과 기

능을 과신하여 일으키는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이 비판점으로 제시되기 시작

했다. 이후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를 밝히려는 다양한 시

도에 의해 발전되어왔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표 4>와 같다.

이상과 같이 전문성과 전문가에 대한 정의와 특성들은 연구자별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문가는 상당한 시간 동안의 교육 및 훈련, 성찰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축적된 영역특수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니며, 지식과 경험의 결합을 통해 해

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길러진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음에서는 최근 전문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상응하

게 거론되고 있는 유사 개념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전문성과 창의성

최근의 전문성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특히 창의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문제해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최고수준을 보이는 전문

가들의 문제해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전문성

과 창의성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주로 심리학을 기

반으로 이루어진 전문성과 창의성 연구는 서로의 관련성에 따라 정적관계와 부

적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창의성과 전문성의 상호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우

선 전문성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보면서 인지적 과정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오헌석과 김정아(2007)는 전문성의 과정을 그 분야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정신적 자원을 계속적으로 재혁신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창의성과 

전문성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헌석, 성은모, 배진현, 성

문주(2009)에서는 최고수준 전문가의 특성 중 하나로 ‘창조적 긴장’을 제시하

고 있다. 최고수준으로 갈수록 다른 전문가들과의 독특한 차별을 추구하는데 이

는 창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Feldm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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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헌석과 성은모(2010)는 과학 및 공학 전문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창조적 

전문성’을 제시했다. 창조는 행동특성으로서 창의성이라는 인지과정과 실천이라

는 행동의지가 결합하여 발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과 다르게 생각하고 사물

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인 창의적 사고의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다. 창조적 전문

성의 하위요소로 ‘차별화’(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보고, 해석하고 사고하는 

것), ‘최고수준지향’(조금의 차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발전시키는 것과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진화적 문제해결’(과거의 경험을 

발전시켜 새로운 버전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을 제시하였다.

창의성에서도 전문성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창의성 연구자들은 창의성

의 한 요소로 전문성을 포함하며(Amabile, 1996; Weisberg, 1993, 2006), 전문성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창의성이 전문가들의 수행에서 문제해결에 핵심적인 역

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Amabile, 1996; Mansfield & Busse, 1981; Weisberg, 

1993, 2006). 더불어 창의적인 새로움(novelty)을 위해서는 전문성의 축적이 전제

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창의성은 온전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

라 기존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출하는 의도적인 행위인 것이다. 종합

하면 전문성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전문가의 중요 요소인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

능력 혹은 과정으로, 창의성 연구에서는 전문성을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다. 

둘째, 전문성과 창의성이 다소 상관이 없거나 상호 적대적이라고 보는 관점이

다. Weisberg(2006)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Ansburg, 2000; Csikszentmihalyi, 1996; Frensch & Sternberg, 1989; Simonton, 

1999). 즉,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문성 연구의 영역들(비행, 스포츠 등)은 기술을 

발휘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적 사고를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어

린 아이들 혹은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지적 장애인(savant)과 같이 꾸

준한 의도적 연습을 거치지 않고서도 창의적인 산물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문가들의 맥락적 

지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창의

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것

이 좋다고 주장했다.

위에서 나타난 연구들을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 교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창의성도 가르칠 수 있다. 창의성과 전문성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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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인정하는 학자들은 전문성을 통해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즉, 타고난 능력을 바탕으로 의도적 연습을 통해 전문성을 쌓으면, 그 이

후로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관점에서 전문성은 창

의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전문성이 향상될수록 창의성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

다. 둘째, 분야에 얽매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의 전문성은 분야에 제한

된 영역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는 사회적, 학문적인 문제

들은 예전에 단 한 분야의 전문성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의 차원을 넘게 되었

다. 전문가의 중요한 속성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다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의성 

중 하나인 융합과 같이 이질적인 다른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 성과를 내

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분야에만 매몰되는 사고

에서 벗어나 다른 분야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자들

에게 사람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

은 창의성 교육의 실마리가 되며, 막연하게 떠도는 창의성의 실체에 대해서도 좀 

더 근접하게 될 것이다. 

4) 전문성과 역량

전문성의 개념과 더불어 최근 급부상되고 있는 개념이 역량이다. 역량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그 개념은 각 나라나 분야에 따라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Hoffman, 1999). 일반적으로 역량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통칭하고 있다. 한글사전에는 “어떤 일을 감당하여 해낼 

수 있는 힘”, 영어사전에는 “효과적이고 유능하게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능

력”(the ability to do something well or effectively)이라고 규정되어 있다(윤정

일·김민성·윤순경·박민정, 2007).

White(1959)가 역량의 개념을 인간의 특성(human trait)으로 사용한 이후 그것

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변화, 발전해왔다. 역량의 개념은 전문성과 마찬가지로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이나 의도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연구자별로 다양한 정의

를 내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역량의 정의로 McClelland(1973,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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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cer와 Spencer(1993), OECD(Rychen & Salganik, 2003)의 논의를 살펴보겠다.

초기 역량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McClelland(1973, 1993)는 ‘지능 검사보다

는 역량 검사(Testing for Competency rather than Intelligence)’라는 논문을 통

해 전통적인 지능 검사가 직무 성과나 실제 삶의 질에 대한 예측력이 낮다는 점

을 지적했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기존의 검사방식을 비판하고, 문항에 

대한 반응 능력뿐만 아니라,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고 보았다. 이러한 능력은 직업적인 능력이 아니라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기술처

럼 사회적인 성취를 통해 삶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McClelland, 

1973, p. 9). 그가 제시한 역량의 개념은 실제 삶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성공적으

로 우수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림 1] 심층역량과 표면역량(Spencer & Spencer, 1993: 11)

Spencer와 Spencer(1993)는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역량을 발

휘하는 개인의 특성을 역량구조라고 일컬었다. 기술, 지식, 동기, 특성, 자아개념

의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며, [그림 1]과 같이 빙산 모형과 다이어그램 모형을 

통해 역량구조의 내면과 표면을 구분했다. 즉 지식, 기술 등은 가시적이고 표면

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이 비교적 쉽지만, 동기, 특징, 그 

중에서도 자아개념은 가장 심층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개발도 어렵고 이를 지닌 

인재를 선발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들의 연구는 역량의 인지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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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중시하였던 기존의 논의를 넘어 정의적 측면을 역량의 요소로 간주하였고, 각 

요소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특정 분야에 발휘되는 능력으로 인식되었던 역량의 개념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위한 핵심적인 자질로서 재인식될 수 있었던 것은 1997년부터 OECD에서 

수행된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삶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의 능력으로서 역량의 개념을 

확장시켰고,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과 인

지적, 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들을 가동시키는 총체적 능력으로 보았다(Rychen & Salganik, 2003). 이러한 

정의는 역량이 특정 직무나 과제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의존적인 특

성을 지니고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은 내적 특성을 가동(mobilization)한

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개인의 내적 특성은 내적 구조(internal structure)라 표현

하고, 지식, 인지적 기술, 실용적 기술, 태도 감정, 가치와 윤리, 동기 등의 요소

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핵심역량(key competence)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세상

에 무수히 많은 역량 가운데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역량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인 

행동 능력,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

다(소경희, 2006). 핵심역량은 삶의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이며,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온전한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그 구성원인 개인에게 

필요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

최근 역량의 개념은 특정 직무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능력이라는 협소한 관

점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삶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포괄적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소경희, 2006; 정철민·유재봉, 2011; Bolton & Hyland, 

2003; Clanchy & Ballard, 1995). Moore, Cheng과 Dainty(2002)는 역량의 세 가지 

유형으로 competence, competency, competencies를 제시하고, 각각의 의미를 구

분했다. 그 중 특정 분야에서 유능함을 드러내는 한 개인의 질적 수준이라는 의

미로 competence가 일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competency는 한 개인의 능력이 구체적인 행동, 수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며, competencies는 효과적인 행동, 수행의 의미를 넘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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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출처 정의 특징

국내

생애 

능력

유현숙

(2003)

한 개인의 성공적인 수행을 예측하기 위

해 일상적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요구되

는 최소한의 기본 능력수준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가치지향성, 

학습가능성

역량
양은하

(2010)

특정 직무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식, 기

술, 태도 및 가치의 내재적 특성이 결합

된 행동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가치지향성, 

학습가능성

국외
compet

ence

White

(1959)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수행성, 

학습가능성

Burgoyne

(1989)

특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

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Moore, 

Cheng & 

특정 분야에서 유능함을 드러내는 한 개

인의 질적 수준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표 5> 역량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윤정일 외, 2007; 이홍민, 2009 참고, 수정)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술, 지식, 동기, 태도와 같은 개인의 속성(personal 

attribute)으로 나타내고, 특정 프로그램,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여 그 결과를 측정

하는 목적을 지닌다고 보았다(윤정일 외, 2007). 즉 competence는 개인의 일반적

인 능력, competency는 그것이 드러나는 행동적 측면, competencies는 그러한 행

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특성적 측면이다. 

그러나 역량을 가산명사로 이해하여 복수(competencies)로 쓰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역량은 상호 연관된 하위능력의 요소로 구성된 집합개

념이다(오헌석, 2006; Garavan & McGuire, 2001). 여러 가지 하위 요소로 구분되

어 있는 지능도 단수명사인 intelligence로 쓰는 것처럼 역량 역시 통합개념으로

서 competency라고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역량은 지식, 기술, 

개인적 자질 등의 복합체로서 총체성, 실제 상황에 적합한 능력을 발현시키는 수

행성, 특정 맥락에서 우수한 행동을 보이는 맥락성, 그 맥락 자체에 내재된 타인

과의 관계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는 가치지향성,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

험하는 학습가능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윤정일 외, 2007). 지금까지 논의된 역량

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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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nty

(2002)

가치지향성, 

학습가능성

OECD

(Rychen & 

Salganik, 

2003)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

소와 인지적, 실천적 기술을 가동시켜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compet

ency

McClelland

(1973, 1993)

실제 수행상황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가

능하게 하고 평범한 수행자와 구분되는 

우수한 수행자의 특성

수행성, 맥락성, 

가치지향성

Klemp

(1980)

어떤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내재적 특성

수행성, 맥락성, 

가치지향성

Boyatzis

(1982)

특정 과제에서 효과적이거나 뛰어난 수

행의 이면에 있는 수행자의 내적 특성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가치지향성

Spencer & 

Spencer

(1993)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인 준

거나 기준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효과적

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동기, 

특징, 자기개념, 지식, 기술 등의 개인의 

내적 특성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가치지향성

Parry

(1996)

직무에 있어 중요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

분인 역할이나 책임 등에 영향을 주는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일종의 군, 

기준에 의해 측정 가능하고 훈련이나 개

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것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학습가능성, 

가치지향성

Mirabile

(1997)

특정 직무에서의 뛰어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특성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가치지향성

Athey & 

Orth

(1999)

뛰어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및 

조직의 지식, 기술, 태도, 행동, 관찰 가

능한 수행의 형태로 표현된 능력, 해당 

조직이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총체성, 수행성, 

가치지향성

Schippman 

et al.

(2000)

특정 업무활동에서 성공적인 수행과 관

련되고, 측정가능한 개인의 행동적 특징, 

능력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NCES

(2002)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 능력, 지식의 집합체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Moore, 

Cheng & 

한 개인의 능력이 구체적인 행동, 수행

으로 나타나는 것

수행성, 맥락성, 

가치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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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nty

(2002)

IBSTPI

(2005)

직업기준에 비추어보았을 때, 해당 직업

이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

는 지식, 기술, 태도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이와 같은 역량의 개념과 특성과 더불어 몇몇 학자들은 역량의 요소와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Sparrow(1996)는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의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

하고, 역량의 유형을 개인역량, 관리역량, 조직역량으로 구분하였다. Mirabile(1997)

은 우수성과자와 평균성과자를 구분하는 역량의 요소로 KSAOs(knowledge, skill, 

ability, other characteristics)의 네 가지 차원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역량의 요소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수행을 거두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며, 전

문성의 구성요소와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역량의 필

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사회의 특성 역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현 시대를 초복잡성 사회로 규정하는 Barnnett(2000)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고

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교육을 펼치기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현 시대를 포스트모던주의 사회, 복잡성 사회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 

새로운 시대로 규정하며, 이 시대가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이전 시대

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이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교육에 큰 변

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는 초복잡성 사회로 

불확실성(uncertainty),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 논쟁가능성(contestability), 도

전가능성(challengeability)의 특징을 보인다(정철민·유재봉, 2011; Barnnett, 2000). 

불확실성은 세계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하며, 예측불가능성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논

쟁가능성은 명제나 논의의 기본 틀이 대안에 의해 반박될 수 있거나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태도 혹은 상황을 의미하며, 도전가능성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가정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반대되는 경험을 받는 사태를 의미한

다.

빠르게 변화하며 다양한 지식과 태도, 능력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교과지

식의 단순한 전달을 넘어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교육의 성격



- 26 -

과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예비 사회인이자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인간에게 필요한 능

력과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고루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어떤 것도 확신

할 수 없으며,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육은 개인의 능력, 즉 때때로 변화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역량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 점에서 정철민과 유재봉(2011)은 과거의 지식 중심 교육과정, 시장 중심 교

육과정과 다른 특징을 지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현 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라고 판단하고 있다. 희랍 시대 7자유학과에서 비롯된 자유교양교육은 인간의 이

성을 도야하여 합리적 마음의 계발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지식 중심 교육과정이

다. 이후 산업화와 노동시장의 개발로 인해 교육 현장 역시 시장 중심 교육과정

으로 변모했다. 지식 중심 교육과정이 앎과 이해를 강조하며, 개념, 명제 기반 학

습, 순수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시장 중심 교육과정은 효율적 과제 해결

을 강조하며, 과업, 경험 기반 학습,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시장 중심 교육과정은 대다수 사람들이 직면한 실제 삶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

서 기존의 지식 중심 교육과정의 한계를 무너뜨리며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교육과정 지식 중심 교육과정 시장 중심 교육과정 역량 중심 교육과정

사회 성격 자유교양교육 중심
실용주의, 합리주의, 

시장경제주의 중심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 

논쟁가능성, 도전가능성

내용 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
지식, 수행, 

자아의 조화

입문 학문적 지식 전이 가능한 기술
불확실한 

세계에서의 삶

문제 문제 만들기 문제 해결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

기반 개념·지식 기반 문제·과업 기반 자아 기반

학습 결과 이해 정보 자아의 회복

학습 대상 지식 / 명제 행동 / 경험 역량 / 자아

<표 6> 사회의 성격과 교육과정의 변천(정철민·유재봉, 2011 참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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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사회는 다시 한 번 변화를 거듭하였고, 이러한 초복잡성 사회의 특

징에 비추어 볼 때, 지식 중심 교육과정과 시장 중심 교육과정은 인식과 경험의 

차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인식의 차원에서 볼 때, 지식 중심 교육과정

과 시장 중심 교육과정은 예측불가능성과 논쟁가능성이라는 초복잡성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경험의 차원에서 볼 때, 지식 중심 교육과정과 시장 중심 

교육과정은 불확실성과 도전 가능성이라는 초복잡성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초복잡성 사회 속에서 실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확실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경험의 가능성을 항상 인

정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삶의 다양한 양식과 가능

성들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정철민·유재봉, 2011, pp. 191-192).

지금까지 살펴본 역량의 개념과 특성, 유형과 요소 등의 전반적인 측면을 전문

성과 비교해보았을 때 두 개념은 매우 유사하다. 특히 지식, 기술, 태도와 그 밖

의 정의적 특성을 지닌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자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의 상관관계, 

포함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살펴 본 개념들과 연관 

지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제시한 역량의 특성 중 총체성과 학습가능성, 맥락성 등은 전문성의 개념

과 특성에 관한 현대적인 해석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은 역량이 전문성

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했다. Barrie와 Pace(1997)는 “역량은 성과에 관하여 

생각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p. 337)로 보았고, Swanson(2009)은 “역량

은 전문성이 표출되는 한 가지 특성이고, 개인의 전문 영역 내에서 측정 가능한 

하위 요소”(p. 320)라고 했다. 

역량은 특정 과제의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기 때문에 개인의 전문성 영역에

서 구체화되며, 효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협소하고 정적인 개념인 반면, 전문

성은 확장되고 동적인 개념이다. 역량이 특정 영역의 지식이나 전문성에 한정되

어 있는 반면, 전문성은 구체적이며 한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분야

와 유사한 영역으로 확대되기도 한다(Swanson, 2009; 오헌석 역, 2010, p. 322). 

결과적으로 역량은 결과(Mclagan, 1997)이자 목적지인 반면, 전문성은 과정

(Bereiter & Scardamalia, 1993)이자 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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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문성의 하위 요소로서 역량

(Swanson, 2009; 오헌석 역, 2010) 

마지막으로 인간이 지니는 능력을 뜻하는 몇 가지 개념과 전문성의 특징을 역

량과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흔히 능력이라 번역하는 ability는 능력과 관련된 모

든 개념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능력’의 의미로 사용된다. 능력이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 예를 들어 예체능과 관련된 일에 기능이나 손재주가 뛰어난 것, 시각

적, 공간적 지각에 대한 민감성을 지닌 경우, 이때의 능력은 ‘재능’(talent)을 

말하며, 특별히 타고난, 선천적인 성향을 의미한다(Mirable, 1997). 

우리말로 동일하게 ‘능력’이라고 번역되는 capacity는 문화적 산물로서 인간

에게 전수된 능력의 의미를 지칭하기 때문에 타고난 유전적인 능력의 의미를 강

조하는 ability와는 구별된다(Stoof, Martens, Merriënboer & Bastiaens, 2002). 이와 

같은 개념들과 비교해볼 때 역량은 ability, capacity라는 능력의 개념과 달리 구

체적인 요구와 관련된 능력이며, 유전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측면보다 경험과 학

습을 통해 습득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윤정일 

외, 2007). 이들 개념을 앞서 제시한 역량, 전문성과 더불어 생각해보면 <표 7>과 

같이 특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각 개념을 제시한 학자들이 

강조한 측면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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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특징  

재능 능력 역량 전문성

talent capacity ability competency expertise professionalism

근원 선천적 후천적

강조 재능적 문화적 포괄적 구체적 수행적 총체적

요소 기능 지식, 기능 지식, 기능
지식, 기능, 

태도

지식, 기능, 

태도, 동기

지식, 기능, 

태도, 인성

<표 7> 재능, 능력, 역량, 전문성의 특징

5) 전문성과 인성

전문성과 인성의 개념은 “특정 분야에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전문가는 인격

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인성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엮어 나가며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삶을 읽어 

나가는 중요한 지표로, 개인과 타인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이종, 2001; 박정준, 2011). 인성은 좁은 의미로는 도

덕성, 사회성 및 정서(감정) 등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지‧덕‧체 또는 지‧
정‧의를 모두 골고루 갖춘 전인성을 의미한다(이성호, 1996). 사전적 의미에서 인

성은 인간의 성품(性品)을 의미하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연적 

성질이다. 성품은 성질(性質)과 품격(品格)으로 구성되는데,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

고 품격은 인간됨의 바탕을 말한다(남궁달화, 1999). 

인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통해 인성은 크게 심리학 분야에서 다루는 

‘성격’(personality)과 철학 분야에서 다루는 ‘인격’(character)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성격으로서 인성이 기술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반면, 인격으로서 인성은 

규범적이고 가치지향적이다(김태훈, 1999, 박정준, 2011). 그러므로 전문성과 인성

의 개념을 논함에 있어 성격으로서 인성을 다루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광범위한 심리적 특성을 다루는 대신 인간됨과 관련된 품성이나 덕목, 마음씨 등

은 포함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인격으로서 인성이 전

문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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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철학 분야에서는 인격으로서의 인성이 도덕성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

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인격은 사람의 됨됨이이며, 인간성(人間性), 인성(人性),

인품(人品), 품격(品格)과 동의어로 쓰인다. 심리학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을 지속

적이며 통합적인 자아(自我)로 의식하는 작용으로 사용되며, 철학에서는 도덕적 

판단 능력을 지닌 자율적 의지의 주체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인격은 개인의 인지

적, 정의적, 의지적 특징들을 포괄하는 정신적 특징을 나타내며, 개인의 노력이나 

수양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선천적, 우연적으로 형성되는 포괄적인 개념의 

성격과 구분된다(서울대 교육연구소, 1994). 그러므로 인격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

이 되어 도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모두를 아우르는 표

현으로서 인성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면서도 심리학적, 철학적, 교육학적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이계학, 1991).

그렇다면, 인성과 전문성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 현대사회가 각 분야별

로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전문

직(profession)은 공개적 선언(public declaration)을 의미하는 라틴어 professio에서 

유래하였다. 어원을 통해 어떤 전문직에 임하는 것은 그 직업이 정해놓은 규율에 

충실히 따를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정연

재, 2007). 그래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험을 통해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

받고, 윤리적 행동 규범을 시행하는 전문직단체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Jackson, 

2010; Larson, 1978). 그 이유는 전문직이 고도의 전문교육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

업이기 때문이다(김일섭, 1996; 직업윤리연구회, 1991; 홍성훈, 2001).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 등을 점유하는 데에 

독점성을 지니며, 사회적 권위와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이 자신

의 지위와 힘을 빌려 전문성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비전문가나 일반인에게는 그들의 문제점이 쉽게 발견되거나 통제되기 어렵기 때

문에 전문가 스스로에게 자신들의 전문성에 적합한 자율성과 독점성, 수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김병진·김훈기, 2002). 이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요구

되는 인성적 자질이나 도덕성, 윤리체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자신의 

일에 발휘되는 각 분야의 전문성에 못지않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애덤 

스미스는 전문직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특권적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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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주장했다(Barber, 1983).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전문가들의 윤리 문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인

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과학, 의학 분야에서 도덕적, 윤리적 갈등을 빚는 사

건들이 벌어지고 있다(Freidson, 2001). 일례로 프톨레미, 갈릴레오, 뉴턴을 비롯

하여 과학사에서 탁월했던 인물들 중 일부는 관찰 결과가 실제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구결과를 조작한 바 있으며, 하버드대학 외과의사 엔드루 프

리드먼은 유명 저널에 발표 한 58건의 연구 중 일부 연구를 조작했다고 전해진

다(Freedman, 2010).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에는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산출해야하고, 훌륭한 연구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환경적 조건이 기인한다. 그들

은 연구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혹은 정년보장을 받기 위해, 새롭고, 흥

미롭고,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논문 발표에 대한 압박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

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전문직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전문가가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장은 다소 억지스러운 점이 많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윤리적 면모는 무엇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성과 관련된 인성, 도덕성, 윤리의 개념은 전문직 도덕성(홍성훈, 2001), 전

문직 윤리(정연재, 2007; 황경식, 2006), 직업윤리(김병진·김훈기, 2002; 이영현·

김미숙·정윤경·김민수·신유형, 2008; 장현오, 2005), 실천윤리(Freidson, 1999), 

제도윤리(Freidson, 2001) 등의 개념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전문직 도덕성은 전문직 종사자에게 요청되는 도덕적 사고와 행동을 의미한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당 기간의 교육을 통해 충동 억제와 자기 규제, 자아 강도

가 일반인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회화 관점을 넘어서는 도덕성 교

육이 필요하다(홍성훈, 2001; Rest & Narváez, 1994). 일반직에 비해 고도 수준의 

전문직의 경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덕적 갈등 상황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직무수행 현상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도덕적 인지와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인지발달론적 관점에서 전문직 도덕성은 인지적 측면의 도덕적 판단과 더불어 

도덕적 정서와 행동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이다. Rest(1983)의 통합접근 모형은 

도덕적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로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추론,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한 개인의 도덕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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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도덕적 상황의 인식 및 해석,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추론, 도덕적 동기

화, 도덕적 행동의 실행의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도덕적 행동이 실패한다. 전문가들의 도덕성 

발달과 관련하여 의사, 교사, 간호사 등의 교육에 통합적 접근이나 모형을 적용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최의창, 2009; Charon, 2001; Coulehan, 2005).

전문직 윤리는 전문직 실무에 수반되는 특수한 윤리적 규범을 말한다. 전문직 

그 자체의 본성과 함께 전문직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 때문에 개인윤리 

차원을 벗어나 사회적, 제도적 윤리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

문직 종사자들의 윤리적 행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규범장치가 필요하다. 전

문직 종사자들이 도덕적 품성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를 둘

러싼 여러 제약 속에서 항상 도덕적으로 행동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

에서 전문직 윤리는 특정 영역에서 이론적 논의를 단순하게 적용, 응용하는 의미

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응용윤리(applied ethics)와는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행위

자 자신의 실행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윤리(practical ethics)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보다 범위를 분명하게 한정시킨다면 전문직에서의 실천윤리(practical 

ethics in the profession)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정연재, 2007). 

전문직 윤리는 광범위한 철학적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문직이 갖

는 권위의 정당성, 공익에 봉사해야 하는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 전문직의 의무

와 도덕적 의무 간의 갈등 등 일종의 프로페셔널리즘과 관련한 주제, 이에 대한 

후속적 논의는 윤리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철학적 반경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

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직 윤리는 해당 전문직과 연관된 다양한 분과학문의 

연계를 필요로 한다. 법학, 의학, 공학, 행정학, 경영학, 교육학 등 유관 학문 분

야와의 직접적 연계 이외에도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전문직의 경험 자체가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 속에서 해당 전문직의 윤리강령이나 실무 현

장에서의 윤리적 원칙의 적용가능성과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

이 구현될 수 있다(정연재, 2007, p. 138).

직업윤리는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사회적 기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업행

위를 강조하거나 개인, 조직, 사회 제도 간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도덕적, 경

제적 가치 내에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장현오, 2005). 그러므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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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분야에서 요구되는 직업적 양심이나 사회적 규범의 하나로 윤리적으

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직업윤리는 직업과 관련하여 인간이 사회적으로 역

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적, 외적 행위의 규범이 된다(김하자·이경

희, 2000). 직업 역시 인간의 생활 중 일부이므로 직업윤리도 일상생활에서 적용

되는 일반윤리의 원칙과 완전히 구분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위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다. 직업윤리 규범의 주된 영역은 당위영역이며, 직업행위의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는 ‘기준’, 행위의 조정의 여지가 있는 책임을 진술하는 ‘원칙’, 특수

한 행위를 지시하면서도 많은 재량권을 어용하지 않는 의무적 개념인 ‘규칙’

으로 구성되어있다(송재범·김현수, 2001; 조현봉, 2011). 

직업윤리는 특성에 따라 일반적 윤리와 특수적 윤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윤리는 책임의식, 장인의식과 같이 직업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동규

범이고, 특수적 윤리는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그 직업의 행위를 훌륭하게 수

행할 수 있는 행동규준이다(장현오, 2005). 그리고 주체에 따라 근로윤리(work 

ethics)와 기업윤리(business ethics)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윤리는 직업인에게 사

회적으로 요구되는 규범이며, 기업윤리는 기업이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갖고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는 규범

이다(이영현 외, 2008). 기업윤리는 일반적 윤리와 다른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일

반적인 윤리규범을 기업행동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그동안 

직업윤리는 대개 근로윤리만을 지칭하였으나,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기업윤리

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이근식·안현효·안병

룡·김선미, 2006).

실천윤리(Freidson, 1999)는 도덕적 원리를 실제 생활에 응용하고 실천하는 일

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익숙하지만 구별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는 색다른 윤리문제를 설명하면서 개별 실천자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의 문제

를 다룬다. 비교적 전문성과 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사회복지 분야

에서는 실천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윤리기준과 윤리강령을 제시한다. 다양한 배경

을 지닌 사회복지사들이 복잡한 실천분야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쟁

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준거틀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실무자가 무엇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실천방법인지 인식할 수 있게 도

와주며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 상황에서 초래되는 윤리적 측면과 관련된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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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행위를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가시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Levy, 1976; Lowenberg & Dolgoff, 1996). 1996년에 개정된 미국사회복지사협회

(NASW) 윤리강령은 여섯 가지 핵심가치로 서비스,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실, 능력을 제시하고,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 

핵심적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고미영·최경원·황숙연 역, 2005). 

제도윤리(Freidson, 2001)는 전문가가 일하는 실제 현장에서 실천 그 자체가 재

정관리, 행정처리, 통제되는 방법, 법률적, 경제적 환경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사

회정책을 포함한다. 공식적인 윤리규약은 과학, 의학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서 만들어지고 있다. 윤리규약의 목적은 윤리기준을 공식화하여 전문직을 신뢰하

는 것이 옳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즉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

는 행위의 윤리문제에 대해 자세하고 체계적인 판단의 예시를 제공하여 실제 문

제에 직면했을 때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직윤리는 교육자가 지켜야 할 특수한 윤리규범이다. 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윤리, 교육자 자신에 대한 윤리, 교육자 상호간의 윤리, 학부모에 대한 윤리, 학

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등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김병진·김훈기, 

2002). 교직은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위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

회 및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는 봉사직업이므로 윤리적인 측면이 더욱 요청된다. 

교육자를 위한 윤리강령, 사도헌장 등과 같은 규범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교직윤

리 그 자체를 교육자의 전문성의 중요한 측면으로 여기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인성적 자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도덕적, 윤리

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가가 자신의 

일을 보다 도덕적인 방향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

다. 그동안 전문가가 윤리를 고려하지 않을 때 인간의 생명, 사회질서, 공공의 신

뢰, 도덕 등을 허물어뜨리고 혼란에 빠뜨린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전문직이 보여주는 윤리적 문제들은 직업적 정체성, 프로페셔널리즘

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을 요구한다.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를 논

하기에 앞서, 이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성

품, 인성의 함양과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전문성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을 제시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논

의와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문성과 창의성, 역량, 인성 등의 개념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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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 및 범주에 대해 연구자별로 상이한 논

리를 펼치고 있다. 창의성, 역량, 인성은 각각의 특수적인 개념과 영역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전문성과 많은 부분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은 이들 개

념과 완벽하게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면, 각 개념

의 성향을 분명히 파악하고, 논점을 흐리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발레교육

자의 전문성 역시 이들 개념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전문성과 교차되는 지점에 해당되는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전문성의 구성요소

전문가의 구성 요소는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문

성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지식, 경험, 문제해결능력이다(Herling, 1998). 그

러므로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식, 경험, 문제해결능력의 요소를 갖고 있

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주된 세 가지 요소 외

에도 최근 전문성의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3] 전문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Herling, 2000)

첫째, 폭넓은 지식이다.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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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암묵지와 형식지로 구분되며, 형식지는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나

뉜다. 암묵지는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특성을 지니

며, 비형식 지식, 감성지식, 자기조절 지식으로 구분된다. 전문가는 영역 특수적

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며, 특히 암묵지의 비율이 높다(Bereiter & Scardamalia, 

1993; Chi, Glaser & Farr, 1988). 이러한 지식은 분야 내에서 일정 기간의 경험과 

의도적인 훈련을 통해 축적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성찰하며 성찰적 실천의 연속적 과정 속에 성장한다(최의창, 2009; Glaser, 

1985; Schön, 1983). 전문가는 이러한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높은 성과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풍부한 경험이다. 무조건 경험이 많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도 

전문가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돌발적 상황에 대한 직관적 

판단과 의사결정, 경험 속에서 터득하게 된 실천적 앎(knowing-in-action), 행위 

중의 성찰(reflection-in-action)과 행위 후의 성찰(reflection-on-action)이라는 일련

의 연속적 과정이 경험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전문가는 경험을 통한 

성찰의 방법에서 비전문가와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성찰의 전 과정이 바로 전문

적 실천가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독특한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기술의 핵심이다. 

Simon과 Chase(1973)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소한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 문제해결능력을 키우

기 위해 의도적인 연습을 위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셋째, 문제해결능력이다. 문제해결능력은 전문가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

인 요소이다. Bereiter와 Scardamalia(1993)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문제를 진보적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인 반면, 

비전문가는 해당분야를 제한하여 자신이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반복적인 일

에 맞추는 사람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전문성을 역동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들은 문제해결능력을 전문성 신장의 유일한 역

동적 요소로 보았다. 전문가는 초보자와 다른, 심층적 지식에 의존하여 문제를 

개념적으로 풍부하게 조직하는 추상적 표상을 한다(오헌석·김정아, 2006; 

Ericsson & Lehmann, 1996). 그러므로 전문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상할 때 

초보자에 비해 질적으로 깊은 표상을 한다. 그리고 초보자들보다 개념적으로 더 

풍부하며 잘 조직화되고, 심층적 지식에 의존하는 추상적 표상을 사용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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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적 문제해결(progressive problem solving)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진화적 

문제해결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논리적 및 창의적 사고를 통해, 

지속적인 진화적 문제해결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전문가들은 문

제해결의 출발점에서 문제를 단순화시켜 이해한다. 이후 점차적으로 복잡한 요소

들을 고려하여 문제의 특정 측면을 다소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한다. 뿐만 아니

라 한계 상황에서 최대 역량을 발휘하여 탁월한 수행을 보인다.

넷째, 태도이다. 커뮤니티 안에서의 직업윤리를 기반으로, 개인내적인 자기성

찰, 열정, 신념을 갖고 사회 및 커뮤니티의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에 기여

하려는 자세이다.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인지능력과 기능을 바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윤리

적인 태도를 지녀야 할 기대를 받게 된다. 전문직으로서 사회적으로 누리게 되는 

지위와 영향력을 환원해야 할 책무를 지니게 되므로, 전문가가 지녀야 할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가치이다. 가치는 믿음과 같이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지침이며 적

합한 행동의 선택을 위한 지침이 된다. 전문가는 자신의 업무에 관한 충분한 이

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직무에 관한 관심과 흥미, 직

무만족감은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엇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에 성공가능성을 믿게 되는 신념을 지니도록 해준다. 변화하는 시

대에 적합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와 직무에 도전감을 지녀

야 한다. 이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구성원과의 협력, 업무에 관한 존중이 

없다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지니는 가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섯째, 창의력이다. 창의성이란 독창적이며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인지능력으로, 기초적인 지식이 기반이 있어야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전문성이 

최고수준에 다다를수록 다른 전문가들과의 독특한 차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창

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Feldman, 1995). 전문성의 발달에 있어 창의성은 매우 중

요한 요소이며(Bloom, 1985), 초보자와 전문가, 보통 수준의 전문가와 최고 수준

의 전문가를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일곱째, 직관과 통찰력이다. 직관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통찰

력은 자신을 둘러싼 내적, 외적 전체 구조를 새로운 시점에서 파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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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제 해결이나 학습의 한 원리로 시행착오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직관과 통

찰이 가능하려면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야 하고, 현상에 대해 새로

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분

야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어야 직관을 발휘할 수 있고, 최고수준의 전문가

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통찰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4] 전문성의 구성요소 

다. 전문성의 발달과정

전문성을 수행, 결과 지향으로 바라보던 초기의 관점은 이해, 과정 지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선천적으로 주어진 재능과 달리 전문성은 오랜 시간을 거쳐 경

험, 실천, 학습, 교육을 통해 발달하는 후천적인 성향이 크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지향하는 개인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실천하며 전

문성을 발달시켜 나간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단계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인

다. 여기에서는 전문성의 발달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각각 제시된 

발달과정 상의 특성을 논하도록 하겠다.

전문성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문성의 숙련 정도와 특성을 단계화시켜 나타내고 있다. 국외 연구에

서 Feldman(1980, 1995)은 전문성 발달 단계를 보편적(universal) 단계, 범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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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cultural) 단계, 문화적(cultural) 단계, 전문적 훈련(discipline based) 단계, 개성

적(idiosyncratic) 단계, 독자적(unique) 단계의 6단계로 구분하였다. 그가 제시한 

비보편성 이론(nonuniversal theory)에 의하면 전문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영역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도달하게 되는 비보편적인 영역

(nonuniversal domains)으로 발달한다. 개인의 잠재력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

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며 개인의 지식과 기술은 연속적인 발달 단계

를 거쳐 성장하게 된다(오헌석, 2006). 보편적 단계는 피아제의 대상연속성과 같

이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단계, 범문화적 단계는 언어와 같이 공식적으로 가르

치지 않아도 습득하는 단계, 문화적 단계는 읽기, 쓰기, 수학 등 한 문화 내에 속

한 모든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 습득되는 단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

편적인 영역이다. 이후 전문적 훈련 단계는 특정 분야의 학문과 지식체계에 입문

하여 발달하는 단계, 개성적 단계는 기본적인 학문과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전문

적인 분야의 지식을 세분화하는 단계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 독자

적 단계는 각 분야에서 기존의 지식이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취를 이루거

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는 단계이다. 전문 훈련 단계 이후에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습득하고, 이를 세련화시켜 특출한 성과를 이루기위해서는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

Bloom(1985)은 재능 발달의 3단계로 입문기(early years), 과도기(middle years), 

완성기(later years)를 제시하였다. 그는 수학, 스포츠, 음악 등에서 뛰어난 수행을 

보이는 전문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그들의 성인이 되어 재능을 발현

하기까지의 발달과정에 대해 연구했다. 입문기는 자신이 재능 있는 영역을 발견

하고, 이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 이후 각 영역에 대한 집중

적인 교육을 통해 재능이 보다 기술적으로 정밀해지는 과도기를 거쳐 스스로 자

신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발달시키는 완성기에 이르게 된다.

Dreyfus와 Dreyfus(1986)는 전문성의 발달과정을 초보자(novice), 고급 입문자

(advanced beginner), 능숙자(competent), 숙련자(proficient), 전문가(expert) 단계

로 구분하는 5단계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전문성의 발달을 개인이 속한 분

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보았다. 즉 전문

성의 발달은 문제에 대한 인식단계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보자 

단계에서는 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의 탈맥락적인 객관적 지식과 기술을 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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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급입문자 단계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보다 세련된 규칙을 활용하고 

확장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부터는 상황에 따라 의미 있는 요소

를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능숙자 단계에서는 

축적된 경험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후 숙련자 단계에서는 자신의 과

업에 깊이 몰입하여 상황의 특정한 부분은 선택하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특징을 

보이며, 계획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앞서 직관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한

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단계에서는 판단과 결정을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형태

로 이루어지며 자신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하게 된다.

Fook, Ryan과 Hawkins(1997, 2000)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가치와 지식에 근

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직면하는 복잡성과 애매성을 지적하고, 사회복지 

전문성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직업전문성 이론(theory of professional 

expertise)에서는 Dreyfus와 Dreyfus(1986)의 발달단계에 2단계를 추가하여 총 7단

계의 발달과정을 제시하였고, 전문성의 11가지 차원으로 명제적 지식(substantive 

knowledge),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기술(skills), 가치(values), 맥락성

(contextuality), 반영성(reflexivity), 통찰력(breadth of vision), 유연성(flexibility), 

이론 적용(use of theory), 접근(approach), 직업관(perspective on profession)을 규

명하였다. 

이들은 전문성 발달과정의 7단계를 전학습자(pre-student), 초보자(beginner), 고

급 입문자(advanced-beginner), 능숙자(competent), 숙련가(proficient), 경력자

(experienced), 전문가(expert) 단계로 구분하였다. 전학습자는 갈등 상황을 해결

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단계이고, 초보자는 일반적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이다. 고급 입문자는 보다 세부적인 전략을 활용하고 자신감을 갖는 단

계이고, 능숙자는 광범위한 전략을 활용하며, 숙련가는 개인적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이다. 경력자는 복잡하고 애매한 갈등 상황을 능숙하게 처리

하고, 전문가는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결가능성을 타

진하고 상황에 맞게 기술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단계이다.

Hoffman(1998)은 전문성을 숙련성의 척도(proficiency scale)에 따라 무경험자

(naive), 초보자(novice), 입문자(initiate), 견습생(apprentice), 숙련가(journeyman), 

전문가(expert), 대가(master)로 구분했다. 다른 연구자의 구분보다 매우 세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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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 수준을 나누었고, 각 수준에 따라 성과와 지식, 경험, 주변의 인정에 있

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무경험자는 해당 영역에 대해 전혀 모르는 단

계이며, 초보자는 영역을 처음 접하고 최소 부분만을 경험한 단계이다. 입문자는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단계이며, 견습생은 이를 꾸준히 학

습하고 정련시키는 단계이다. 숙련가는 타인의 지도나 관리 없이 스스로 해당 영

역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이며, 전문가는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성과를 만드는 단계이다. 마지막 대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규칙과 기준을 설정하며 이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이다. 숙련성의 척도에 근거하여 발달과정을 구분한 Hoffman(1998)

의 논의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 지식과 기술, 추론 등의 전환 과정을 

전문성의 발달과정으로 보고 있다.

Alexander(2003)는 인지적 영역에 주목하고 있는 전문성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

며, 학문적 영역에서 전문성 발달의 특성을 다양한 요인과 단계로 보여주는 영역

학습모형(model of domain learning)을 제시했다. 그는 전문성이 지식, 전략적 처

리, 흥미의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고 보고, 발달과정을 적응기

(acclimation), 유능기(competence), 숙달기(proficiency)로 구분하였다. 적응기는 제

한된 지식을 습득하여 초보적인 수준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단계이며, 유능기

는 학습자의 지식에 양적,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숙달기

는 심층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거나 고난도의 문제를 해결

하는 데에 숙련되는 단계이다.

국내 연구에서 오헌석(2006)은 보험영업 분야의 전문성 개발과정은 자아와 직

종가치의 통합, 강렬한 목표추구행위, 바람직한 태도와 습관의 지속적 형성을 통

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전문성의 개발과정을 Gardner의 개인/영역/환경의 

체제적 접근법(individual/domain/field system approach: I/D/F)을 통해 살펴봄으로

써 자아와 직종가치의 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3가지 과정을 구분하였다. 

영역과 자아의 만남 단계는 개인과 영역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접촉 단계로 자신과 영역이 잘 맞는지 탐색하고 분석한다. 이 시기에 

자신의 기존 업무와 다른 영역을 탐색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직종 전환의 결정

계기 경험을 한다. 영역과 자아의 일체화 확장 단계는 직종가치를 내면화하고 자

신의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영역과 자신의 일체화를 확장시켜 나간다. 또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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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직종 마인드를 형성하고 강화시켜간다. 마지막 

영역과 자아의 통합 단계에서는 개인과 영역의 공통부분이 확장되고 개인의 잠

재된 능력이 발현되어 일, 삶, 학습, 개인의 일체화가 가속화된다. 이 시기에는 

심리적, 경제적 풍요와 함께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또 다른 종류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되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사고의 패턴을 이상적으로 

가꾸어 나간다.

신종호·이현주·이태수·임선영·윤은희·황혜영(2007)은 연기 전문가의 전문

성을 입지(preparation), 참여(participation), 주도(leading) 단계로 구분하였다. 입지 

단계는 전문 분야에 입문하기까지의 준비단계이며, 참여 단계는 많은 경험을 통

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숙달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주도 단계는 

해당 분야의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여 분

야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이다.

김정아(2007)는 방송 PD의 전문성 발달과정을 예비, 탐색, 적응, 성취, 창조적 

실천 단계로 구분하였다. 예비 단계에서는 PD로 입문하여 자신의 길을 찾기 위

해 스터디 팀을 통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 탐색 단계에서는 자신이 속한 조

직의 문화와 업무절차를 배우기 위해 사수와의 일체화를 통한 관찰과 모방을 활

용하며, 일의 즐거움이 동인으로 작용한다. 적응 단계는 PD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면서,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적합한 가치, 태도 등

을 받아들이고 중요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들은 버리는 취사선택 전

략을 활용한다. 성취 단계에서는 PD로 데뷔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갈고 닦는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실천 단계에서는 PD로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기 위

해 전문가 PD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시키고 확장시키는 단계이다. 그녀는 전

문성 계발과정을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하는 중심과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

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는 동인이 작용하는 끊임없는 학습과정으로 보았다.

오헌석·최지영·최윤미·권귀헌(2007)은 과학 인재의 전문성 발달과정을 탐색

기, 입문기, 성장기, 주도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 개인, 영역, 환경 영역에서 주요

하게 나타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탐색했다. 탐색기는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를 보이며 다양한 관심과 자산의 강점을 발견하게 된다. 입문기는 주로 대학에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학문적 갈등과 지적 탐구를 경험하여 과학

자로서의 기초 역량을 키우는 경험을 한다. 성장기는 주로 석·박사 과정 및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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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과정 시절에 과학자로서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로 과제집착력

과 몰입의 경험, 관심 분야 및 평생연구 주제의 발견, 형식교육에서의 멘토와의 

만남이 일어난다. 주도기는 신임교수 시절과 중견과학자로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 시기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창조적 연구 성과와 사명감,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구에 대한 평가와 지원체계에 대해 고민한다. 

전문성을 발휘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

라,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과 가정, 학교를 포함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문성의 발달과정에서 각 시기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개인적인 특성, 교육적, 환경적 요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시점에 따

라 다른 능력을 키우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권경인(2007)은 집단상담 대가의 전문성 발달과정을 근거이론의 과정분석에 근

거하여 이행 과정, 모방 과정, 개별화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이행 과정은 처음 집

단상담을 경험하고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며, 모방 과정은 특정 집단상담 전문가

와 긴밀한 학습기회를 갖고 자신의 멘토로 삼으며 오랜 시간동안 밀착학습을 경

험한다. 일정한 모방 시기가 지나면 특정이론이나 전문가의 결핍을 발견하거나 

모방의 한계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별화 과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집단상담 등 경험을 쌓고, 다양한 이론을 접목하여 자신의 시

각, 기술을 개발하여 독특한 이론이나 모형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

한 방식을 끊임없이 지속하며 다른 대가와 상반된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홍애령·오헌석·석지혜·임정신(2011)은 무용수의 전문성 발달과정을 기술적 

전문성 습득 단계, 독자적 전문성 모색 단계, 창의적 전문성 탐색 단계로 구분하

였다. 기술적 전문성 습득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무용 기술과 테크닉을 습득하여 

한 명의 무용수(a dancer)로 성장하게 되며, 결정경험, 춤추는 기계(dancing 

machine), 오디션과 데뷔를 경험한다. 독자적 전문성 모색 단계에서는 신체의 움

직임에 대한 자각과 독특한 색깔을 담아내기 위한 해석, 표현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보유한 무용수(unique dancer)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무용을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로서 활용하고, 자신을 고유한 무용수(the dancer)이자 무대 

위의 주인공으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전문성 탐색 단계에서는 뛰어난 

무용수이자 무용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왜 무용을 하는가?”와 같은 

무용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제기하고, 깊은 몰입을 체험하고, 스스로를 무용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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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사람으로 규정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국내외 전문성 발달과정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구분 출처 전문성의 발달과정

국내

오헌석(2006) 영역과 자아의 만남
영역과 자아의 
일체화 확장

영역과 자아의 통합

신종호 
외(2007)

입지 참여 주도

김정아(2007) 예비 탐색 적응 성취
창조적 
실천

오헌석 외 
(2007)

탐색기 입문기 성장기 주도기

권경인(2007) 이행 모방 개별화

홍애령 외
(2011)

기술적 전문성 습득 독자적 전문성 모색 창의적 전문성 실현

국외

Feldman
(1980, 1995)

보편적
(universal)

범문화적
(pancultural)

문화적
(cultural) 

전문적 
훈련

(discipline 
based)

개성적
(idiosyncratic)

독자적
(unique) 

Bloom
(1985)

입문기
(early years)

과도기
(middle years)

완성기
(later years)

Dreyfus & 
Dreyfus
(1986)

초보자
(novice) 

고급 
입문자
(advanced 
beginner)

능숙자
(competent)

숙련가
(proficient)

전문가
(expert) 

Fook, Ryan 
& Hawkins
(1997, 2000)

전학습자
(pre-student)

초보자
(beginner)

고급 
입문자
(advanced 
beginner)

능숙자
(competent)

숙련가
(proficient)

경력자
(experienced)

전문가
(expert) 

Hoffman
(1998)

무경험자
(naive)

초보자
(novice)

입문자
(initiate)

견습생
(apprentice)

숙련가
(journeyman)

전문가
(expert)

대가
(master)

Alexander
(2003)

적응기
(acclimation)

유능기
(competence)

숙달기
(proficiency)

<표 8> 국내외 전문성 발달과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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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된 전문성에 대한 발달이론들은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

어가기 위해 학습과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

당 분야에서 10여년 정도의 집중적인 연습과 훈련 기간 동안의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다(최지영, 2008; de Groot, 1978; Ericsson, Krampe & Tesch-Romer, 1993; 

Simon & Chase, 1973). 특히 전문성 발달단계의 최고 단계에 다다를수록 연구와 

경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논하였다. 또

한 한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는 개인의 능

력과 함께 사회, 문화적 요인이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발

달 과정에서 두 요인의 관계와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성취의 수준과 범위가 달

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전문성 연구동향

1) 전문성 연구의 흐름과 정의

전문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배경과 흐름으로 

논의되어왔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오헌석과 성은모(2010)는 전문성 연구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990년대를 기준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온 전문성의 개념은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된다(Holyoak, 1991).

1세대 연구는 체스, 물리학 분야에서 시작되어 정보처리 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을 중심으로 영역 특수적 지식이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

다. 그러나 전문성이 영역 특수적 지식, 유추패턴, 특수화된 기억능력에 의존적이

라는 연구결과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도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2세대 

연구는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능력을 전문성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수행 방법을 

학습하는 절차적 학습을 강조하였다. Anderson의 지식편집(knowledge 

compilation), Rosenbloom과 Newell의 청킹이론, Shiffrin과 Schneider의 자동성 개

발이론(theory of the development of autonomy)이 등장하여 인지적 관점에서 전

문성을 탐색하였다. 3세대 연구는 전문가를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즉, 특정문제

를 표현, 해결하는데 적절한 패턴을 빠르게 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정하였

다. 이때의 전문성은 인지적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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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전문성 

구성요소
지식, 문제해결 지식, 문제해결, 경험

지식, 문제해결, 경험, 

직관, 창의성

전문성 

습득방법

선천적 요인, 

지식 축적 및 연습

의도적 연습, 

10년의 법칙

경험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전문가의 

정의

탐색적 발견에 특별히 

숙련된 사람

영역특수적인 지식을 가

지고 높은 수준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사람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적절한 패턴을 빠르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표 9> 전문성 연구의 세대별 비교(김정아, 2007) 

이상에서 살펴본 1세대, 2세대, 3세대 전문성 연구는 시대별, 영역별 중요하게 

여겼던 전문성의 개념을 전제하는 데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문성의 개념이 다변화됨에 따라 그것의 구성요소,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능력을 지니는 전문가에게 대한 정의도 변화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전문성 연구의 동향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며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전문성의 합의된 개념과 구성요소, 각 분야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문성 연구

는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2) 각 분야별 전문성 연구동향

가) 체육 및 스포츠 분야 

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시작되어 교육 및 체육 분야로 확

대되었다. 스포츠 분야의 전문성 연구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최근 30년 동안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기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스포츠 수행에 대한 실

험이 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조지아 대학의 스포츠지도연구실에서

는 체육교사들의 전문성 연구를 시작으로 학교체육이 아닌 생활체육 지도자의 

전문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여성 프로골프협회(Ladies Professional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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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LPGA) 소속 티칭 프로들의 전문성을 탐구하여 전문 골프 지도자들

의 자질 및 소양, 지식 습득의 근원, 실제지도 상황에서의 일상행동과 의례, 그리

고 단기기억능력 및 지각능력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Baker, Schempp, Hardin 

& Clark, 1998; Schempp, Templeton & Clark, 1998; Schempp, You & Clark, 

1998). 

최근에는 골프 지도의 전문성 연구(Benham, 2002; Blue, 2009)를 비롯하여 테니

스, 야구, 스키 등의 분야까지 전문성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유정애, 2001). 이렇

듯 스포츠 분야의 전문성은 운동선수의 스포츠 수행과 관련된 운동숙련(motor 

expertise)과 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지도자와 같은 스포츠교육전문인의 

전문성(지식, 경험, 인성)으로 나뉘어 연구되었다. 전자는 주로 인지심리학, 후자

는 교육학과 교육철학의 관점에서 전문성을 조명하고 있다.

먼저 운동선수의 운동숙련은 운동 기술, 지각 기술, 의사결정과정 등을 포함하

여 스포츠 경기 수행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 그 획득 과정을 

다루고 있다. 운동숙련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스포츠와 운동 과학 내의 확고

한 연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체스, 음악, 무용과 같은 활동뿐만 아니라 

축구, 야구와 같은 신체활동을 대상으로 숙련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운

동숙련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스포츠 기술의 획득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

을 준다. 이는 숙련자와 초보자의 차이를 일으키는 본질적인 아는 것이 어떤 연

습 형태가 운동 숙련성을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본

적인 원리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Williams & Davis, 1998). 운동숙련은 단순

히 주어진 운동 기술을 성공적으로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능숙함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와 무엇으로 능숙함을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 때문에 쉽사리 정의하기 힘들다. 기술은 운동 기술과 인지 기술로 나눌 수 있

으며, 운동의 숙련도는 정보를 예측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가장 적절

한 동작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타난다(박승하, 2000).

Abernethy(1993)에 의하면 운동숙련자는 1) 패턴을 재인하는 데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2) 실제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3) 보

다 깊고 구조화된 형태로 조직화된 지식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4) 상황에 따른 

가능성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5) 미리 자신의 행동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6) 상대방의 행동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으며, 7) 필수적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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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정보를 잘 지각할 수 있으며, 8) 운동 수행의 동작이 자동화되고 매우 효율

적으로 이루어지며, 9)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움직임 패

턴을 생성할 수 있으며, 10) 높은 자기 조절 기술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운동숙련

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신체적 특성(physical attributes), 재능(talent), 스포츠 지식, 

스포츠 기술(sport skill), 직관(intuition), 동기(motivation) 등이 있다(박승하, 2000).

다음으로 스포츠지도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전문 운동선수를 가르치는 코

치, 감독뿐만 아니라 학교, 체육시설에서 스포츠를 가르치는 모든 지도자들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최의창(1995)은 이들을 체육지도자라 칭하면서, 건강 증진과 

취미생활 영위를 위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인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

자`와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경기지도자`로 분류하였다. 

대다수의 스포츠지도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들(유정애, 2001; 이영환, 2000; 최

의창, 1995; 홍미화, 2004)은 지도자의 우수한 실기능력, 지식과 더불어 가르치는 

이로서 지녀야 할 반성적 태도, 열정, 학생에 대한 사랑, 인간적인 됨됨이, 인성

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 지도자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선수에게 다양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수는 지도자로부터 선수로서의 올바른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받는다. 따라서 지도자는 자신의 능력 및 구성원간의 능력을 조직의 목표

와 관련시켜 지도자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줄 알고, 또한 선수의 경기력 

수준을 최대한으로 향상시켜줄 수 있으며, 일상적인 훈련에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적절히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이영환, 2000). 이

는 그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

문가의 특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며 장기간의 준

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Ericsson & Smith, 1991).

지금까지 살펴본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전문성은 프로페셔널의 관점보다는 

엑스퍼티스의 관점에서 운동선수의 스포츠 수행과 스포츠교육전문인의 전문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수와 지도자의 전문성에 대해 인지적, 신체적 측면의 

특성과 발달이 주된 관심사로 부상되었고 상대적으로 정의적, 도덕적 측면의 특

성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매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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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술 및 음악 분야

미술, 과학, 운동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Bloom(1985)의 연구에서는 이들의 전문성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분석하고, 전문

성 발달에서 중요한 점은 환경에 있음을 시사했다. 그에 따르면 예술 분야 전문

가들의 성취에 영향을 요소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훈련, 재능을 지지

해주고 격려해주는 성장환경, 친절한 교사, 열정적인 스승을 들 수 있다. 이 연구

는 미술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성인들도 시작 단계에서는 평범한 아동

이었다는 시사점을 준다. 이들을 전문가로 성장하게 한 동력은 헌신적인 부모와 

교사의 노력에 있다. 

이에 반해 Winner(1996)의 연구에서는 Bloom(1985)의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지

적하며, 노력과 고된 훈련은 전문성 습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나,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음을 주장했다. 선천적 재능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Winner(1996)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조숙함을 보이는 영재아이들의 특징을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시각 능력에서의 조숙한 발달을 보인다. 사물의 형태를 식별하는 능력의 

탁월함, 사물을 전체로 인식하고 하나의 윤곽선으로 통일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fluid contour),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 사물을 다양한 시점으로 표

현할 수 있는 능력(orientation)이 뛰어났다. 둘째, 그리는 행위를 좋아하여 강한 

충동과 과제집착력을 보이는 정의적 특징(compulsion)을 보인다. 셋째, 학습과정

에 있어서 혼자서 기술을 터득하고 배우는 특징(self-taught), 자신의 그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강한 자신감(confidence), 과거에 본 것을 시각적으로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는 시각적 기억력의 탁월함, 창의적이고 다양한 실험을 하기를 좋아하는 

특징을 보인다. 넷째, 생물학적으로 미술대학의 학생들 중에는 왼손잡이가 21% 

정도로 전체평균(7%)보다 많은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간시각능력

(visual-spatial)의 탁월함을 보인다. 이 능력은 시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

는 능력과 3차원의 세계를 잘 변형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3가지 요건에 

비추어 미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로서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테크닉이다. 미술 분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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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은 시각적 능력, 즉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테크닉을 기본기로 한다. 시

각적 표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능력, 시각지능의 탁월함, 시각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비언어적 전달방법으로서 미술의 고유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장기간의 집중적이고 구

조화된 연습을 통해 습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Horn & Masunaga, 2006).

둘째, 문제해결력으로서 융합과 통섭이다. 예술 창작의 과정은 작가의 몰입

(Csikszentmihalyi, 1990)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새로운 실험을 모색하는 현대미술

의 특성상 다른 예술장르와의 통섭 및 융합적 사고력을 동시대 작가들에게 요구

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적 차원의 예술지원정책사업의 활성화는 동시대 작가들에

게 의사소통능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술가들에게 무료로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미술활동과 연계시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장

르의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일반 관객들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렇듯 미술 분야에서도 문제해결력은 전문성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으며, 현대사회

에서 예술가들에게 요구되는 문제해결력은 점차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태도로서 성공가능성(promisingness)이다. 태도란 작가가 작업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의미한

다. 자신의 예술세계에 대한 믿음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성공가

능성(Bereiter & Scardamalia, 1993)에 대한 지식이 동시대 작가들에게 요구된다. 

다음으로 음악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수행

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은 재능이 아닌 연습 시간이다(Ericsson, Krampe & 

Tesch-Romer, 1993). 의도적이고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새로운 절차를 습득하는 

것이 연습의 목적이다. 초보자는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히 반복해서 연주

한다(Barry, 1992; Hallam, 1997). 전문가는 전체 곡 중 어려운 파트를 작은 단위

로 천천히 반복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연습을 통해 자신이 실수하는 부분을 점검

하고 수정한다(Gruson, 1988; Hallam, 1997).

목표상상(goal imaging), 감각운동기술(motor production), 자기점검

(self-monitoring)은 음악전문가의 수행 발달에 도움이 된다(Ericsson, 1997). 전문

가들은 계획과 의도적 연습을 포함한 오랜 시간의 음악적 참여를 통해 이러한 

능력을 기른다(Gabrielsson, 1999; Sloboda, 1985). 목표상상은 기대하는 음악적 수

행의 모습을 그리는 능력이다. 곡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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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갖고 친숙한 멜로디를 귀로 상상하는 것은 수행의 명확한 목표를 제공한

다. 목표 상상은 전문가의 초견 능력6)과도 관련이 있다. 악곡의 음악 기호를 기

억의 단서로 사용하는 것은 곡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에 정확한 기대를 하는 

연습을 통해 획득된다(Ericsson & Lehmann, 1996; Sloboda, 1985).

감각운동기술은 음악 연주에 필요한 움직임과 신체적 반응을 정확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음악가가 악기를 연주하는데 신체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의 순서

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Ericsson & Lehmann, 1996). 감각운동기술의 발달은 음

악가에게 매우 특별한 것으로 음악가들은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매우 집약

적인 움직임의 패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감각운동기술을 가졌다(Sloboda, 1985). 

귀로 연주하고 즉흥연주를 하는 능력은 감각운동기술과 목표 상상 능력의 결합

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자기점검은 자신의 연주를 정확히 듣는 능력이다. 그들이 듣거나 

생각한 것을 청각적으로 상상하고 기억하여 재생한 것은 목표 상상과 다르다. 초

보자에게는 어려운 행위로 집중력을 분산시켜야 가능하고 숙련된 음악가의 핵심

적 능력이다. 자기점검은 연습의 효과를 가중시키고, 점검을 통해 목표하는 바를 

얻기 위한 일종의 문제해결능력이다(Ericsson, Krampe, & Tesch-Romer, 1993).

지금까지 살펴본 미술 및 음악 분야의 전문성은 재능 혹은 엑스퍼티스의 관점

에서 뛰어난 미술가와 음악가의 특성을 탐색하고 있다.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어

떻게 발현시키고 연습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발달되는지의 과정에 중점을 둔 연

구가 대다수였으며, 미술교육자, 음악교육자의 전문성, 즉 가르치는 전문성에 대

한 연구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했다.

다) 무용 분야

국내의 무용 분야의 전문성 연구는 주로 직업무용수들의 직업생활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무용심리학 분야에서는 직업무용수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

구가 많았는데(김현숙·표내숙, 2009; 최만식·문익수·박중길, 2001), 이는 창조

적인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다. 특히 

감정 관리 기술 등 전문성의 정의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용 분야 전문성

6) 초견(sight-reading)은 새로운 악보를 보고 한 번에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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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특성으로 주목해볼 수 있다. 직업무용수들의 직급에 따라 수석무용수가 일

반단원보다 훈련관리 측면의 자기관리에서 능숙했다(김현숙·표내숙, 2009). 무용

수에게 자기관리는 성공적인 공연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전반에 이르는 정

신과 신체 및 행동을 조절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용수들의 자기관

리기술은 전문성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의도된 훈련의 일부분으로 무

용 분야 전문성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Ureña, 2004).

무용사회학 분야에서는 직업무용수들의 정체성과 무용단에서의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정재연·박흥세·정윤하·이철원, 2007; 조성림·김종진, 

2010; 조영호·정미란, 1998). 직업무용수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자부심, 예술인

으로서의 발전가능성과 장래성을 고민하면서 직업정체성을 형성해나갔다(정재연 

외, 2007). 이러한 사실은 전문가들이 진화적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도전을 의미 있게 여기는 promisingness(Bereiter & 

Scardamalia, 1993)와 연관된다. 이 개념은 성공가능성, 유망함 등으로 해석되지

만, 단지 자신의 성과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능력뿐 아니라 성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꾸준히 성취해나가는 일종의 신념과 유사하다.

최근 직업무용수의 생애사 연구에서도 결정 경험, 몰입 경험, 무대 위의 경험

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김재

은, 2010; 주현아·여인성, 2003). 이 점에서 직업무용수들이 뛰어난 실력을 유지

하고, 무용단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데에는 자신의 분야, 즉 무용과 직업

에 대한 신념이 깊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용수들은 자신의 전문성

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기술과 테크닉 등의 기술적 전문성을 습득한 

후, 많은 무대 경험과 혹독한 연습을 통해 독자적 전문성을 개발한다. 이후 무용

수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과 무용,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창의적 전문성

을 지향해나가는 것이다(홍애령 외, 2011).

국외 연구에서 Noice와 Noice(2006)는 연기, 발레, 현대무용의 전문성을 탐색하

여 무용 분야 전문성이 표현과 기술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며, 최고 수

준의 무용수들은 예술가(artist)이자 동시에 기술자(technician)여야 함을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무용 분야 전문성이 음악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Poon과 Rodgers(2000)는 최고수준 무용수들이 새로운 안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음악적 단서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초보자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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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무용 분야 전문성 연구는 직업무용수들의 삶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

인을 밝히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무용수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그 개

념과 요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재즈댄

스 등 무용의 장르에 따라 전문성의 요소와 발달과정 상의 특성은 무엇인지 파

악되지 않고 있다. 무용수뿐만 아니라 무용 전문성을 발휘하는 교육자, 안무자, 

기획자 등의 다양한 측면의 전문성에 대한 내용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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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전문성의 개념과 연구동향

가. 교사 전문성의 정의와 특성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전문성은 필수적인 자질일 것이다. 교직은 교직 고

유의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성문화된 이론적인 지식 기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에 역사적으로 준전문직으로 간주되어 왔다(Van Maanen & Barley, 1984). 그러나 

최근에는 교직 역시 과학, 의료 등에 못지않은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능

력적인 유능함과 함께 학생, 학부모, 학교장과 행정직원 등 사람과의 관계를 위

한 심성적인 선량함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사실은 대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합의되었으나, 교사 전문성의 개념과 특성은 일

반 전문성과 마찬가지로 관점과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 전문성은 교사에게 주어진 업무상황에서 필요한 능력, 자질, 

성향, 가치, 기술, 행동 양식 등과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한

명희, 1997)부터 학생의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자기의 활동에서 구현할 수 있고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고 교육적 필요를 충족해 교육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종재, 2004)까지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이처럼 교사 전문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교직이 지닌 복잡성과 역동성 등 다른 직업과 

다른 특성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문성의 개념과 특성이 변화하듯, 교육과 밀접한 연관성

을 지닌 교사 전문성의 개념과 특성 역시 변화의 흐름과 핵심적인 논의를 파악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교사 전문성의 개념과 특성, 그것을 이루는 

구성요소와 현재까지의 교사 전문성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사 전문성 개념에 앞서, 유사한 개념으로 거론되는 교사의 자질, 수업 전문성, 

내용교수지식, 교수 역량, 교육 역량, 지도자 역량 등의 개념을 탐색했다.

교사의 자질은 전문성을 다루는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상식적으

로 좋은 교사의 기준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있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

이나 합의된 개념이 아니기에 교사를 선발, 양성, 평가하는 데에 문제가 따른다. 

좋은 교사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즉 교사라

는 직분에 적절한 사고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것은 교사로서 아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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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te)를 발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아레테는 희랍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개

념으로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며, 사람의 경우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과 관련된 탁월성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종현, 1985). 

교육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교사자질(敎師資質, teaching aptitude)은 교사라는 

직업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으로 전통적으로 교사에게 강조되었던 성(誠), 

경(敬)과 같은 인격적 조건과 학생들을 수준별로 잘 가르치기 위한 전문적인 지

식, 기술과 같은 전문적 조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서울대 교육연구소, 1994). 그

동안 교육철학 분야에서는 특정사상과 철학에 근거하여 이상적인 교사상을 탐구

해왔으나, 실제 현장에서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에 관해서는 현실적인 기준을 제

시하지 못했다. 

교사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 노력하며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

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회용(2007)은 좋은 교사의 자질로 인격, 전문성, 역량을 제시했다. 

좋은 교사는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학생과 동료교사, 학부모, 사회생활에서 신

뢰의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교과의 성격, 목적에 맞

게 교과 내용을 잘 가르친다. 이 과정에서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충분히 발취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1986년 미국을 중심으로 교직의 전문직화(teacher professionalism) 흐름에 따라 

교사가 수업을 잘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교과지식과 이를 실제 교실 상황에서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지식이 발현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교사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Shulman(1987)의 내용교수지식

(PCK)과 수업 전문성의 개념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한글로 내용교수지식 혹은 

교과교육학지식으로 번역되는 PCK는 교과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학습자에 대

한 지식, 일반 교수법 지식, 교육적 상황에 대한 지식, 교육의 철학적, 역사적 목

적에 대한 지식과 함께 교사 지식을 구성하는 7가지 지식기반 중 하나로, 다양한 

지식들을 기초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교사의 사고의 총체이다(최승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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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lman, 1987). Grossman(1990) 역시 교수 전문성의 핵심으로 일반 교수법 지식, 

교과내용 지식, 내용교수지식, 상황 지식 등을 제시하였고 그 중 내용교수지식이 

교사의 수업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물론 교사의 지식으로서 내용

교수지식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 지식의 제시와 적용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오

히려 교과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및 상황적 지식과 신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승현, 2008). 그러므로 교사의 전문성 중 수업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아이디어

와 실천 행동,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실천적 지식이 내용교수지식에 포함되

는 것이다.

내용교수지식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상이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와 특

징을 지닌다. 먼저 내용교수지식은 교사의 개인적 지식 영역으로 각 교사별로 고

유한 전문성으로 나타난다(곽영순, 강호선, 남경식, 백종민, 방소윤, 2007). 일종의 

교사들이 지니는 노하우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적, 실천적 지식이다. 또

한 교사의 지식 기반, 즉 교과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학생, 상황 등과 같은 다

양한 영역들의 영향을 받는다(임청환, 2003). 그러므로 수업에 대한 반성과 적용

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하며 각 교과별, 수업내용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러한 특징 때문에 내용교수지식은 각 교과별 교사의 전문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비록 내용교수지식이라는 용어의 애매성 때문에 탈맥락적 전

문용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 개념 속에 교사의 지식과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

다는 점에서 교사 전문성의 주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최승현,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교사의 전문성 중 수업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외국에서는 수업 전문성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

었으며 최근에는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수업 장학 및 평가 등에 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임찬빈·이화진·곽영순·강대현, 2004). 수업 전문성은 

교사 전문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수업을 잘 하는 것이 교

사의 주된 업무이자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직무 

영역 중 수업 활동 업무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며, 교사 전문성 평가의 기준이 되

고 있다. 실제로 교사들 자신이 교과수업을 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김이경·유균상·이태상·박상완·정금현·백선희, 2004; 박영숙·정광희·

김규태, 1999; 윤정일·신효정, 2006). 수업 전문성은 수업의 계획, 전개, 평가 및 

관리 등과 같은 전반적인 수업 활동을 안정적, 역동적으로 전개하고, 다양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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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및 태도 등의 능력이다(임

찬빈·이화진, 2006).

수업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은 기존의 기술적 합리성에 근거한 하향식 

접근법과 반성적 합리성에 근거한 상향식 접근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술적 합리성에 근거한 하향식 접근법은 정부, 교육청, 학교 차원의 장학과 연

수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진단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교육관련 전문가와 연구자들에 의해 수립된 원리와 지

식을 전달하면 교사들이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접하

는 현장에서 과학적 원리나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그러므로 반성적 합리성에 근거한 상향식 접근법에서는 수업이 이루

어지는 맥락에 대한 고려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 수업 전문성을 반성하고 성찰함

으로써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Schön, 1983).
최근의 수업컨설팅, 실행연구, 멘토링, 수업비평, 자율적 교사 모임 등의 활동

은 교사를 현장의 실천가로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재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업컨설팅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교사가 자발적으로 문제

를 인식,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실행연구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이

나 현장의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시키는 것이다(진동섭, 2003; 이용

숙, 2005). 멘토링은 교사간의 협력을 통해 수업의 계획, 실행, 반성 과정을 변화

시키는 것이고, 수업비평은 수업활동이 지니는 독특성을 드러내고 수업에 대한 

교사의 관점과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이혁규, 2007; 최승현, 2008). 자율적 교사 

모임은 교사들의 관심 분야나 각 교과를 중심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

하는 자발적인 활동이다(김순희, 2010).

그 밖의 교사 전문성에 역량의 개념을 적용한 교사 역량, 교수 역량, 교육 역

량, 지도성 역량 등의 개념이 있다. 이 개념들의 표현이나 정의는 각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지칭한다. 교사 역량

(instructional competence)은 교사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

능, 태도의 조합을 말한다(Scriven, 1988). 교사의 업무는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와 학급 운영, 행정 업무 등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교사

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교과지도 영역, 생활지도 영역, 전반적인 교사의 직무

에 필요한 역량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황은희, 2008). 교과지도 영역의 역량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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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잘 가르치고 높은 학업성취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앞서 다룬 

Shulman(1987)의 내용교수지식(PCK), 수업 전문성이 해당된다. 생활지도 영역의 

역량은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같은 정의적인 요소이다. 교사 직무 역량은 

교사의 자격 및 질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특성이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의 

NBPTS(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에서 제시한 5가지 규

준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과 학습에 헌신하며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과 학습관

리, 학생 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실생활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며 학습공동체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을 통

해 자질 및 태도로서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세, 근무실적 및 근무 

수행능력으로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에서의 역량을 판단한

다.

여러 가지 업무 중 교사를 가장 교사답게 하는 업무는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

는 수업일 것이다.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사 역량 

중 핵심역량은 교수 역량(teaching competence)이다. 교수역량 혹은 교육 역량은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용교수지식(PCK), 수업 전문

성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교수역량은 ‘아는 능력’과 관련된 이론적 교수역량과 ‘행하는 능력’과 관

련된 실천적 교수역량으로 구분된다(백순근·함은혜·이재열·신효정·유예림, 

2007). 이론적 교수역량은 학문 지향적이며, 교과내용, 교수방법이론 등에 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능력이다. 이것은 형식적, 선언적, 내용적 지식과 관련된 이

론 전문가의 판단을 중시하며, 인지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 실천적 교수역

량은 수행 지향적이며, 교사의 사고, 감정 등과 관련된 상황맥락적, 특수사례적 

능력이다. 이것은 암묵적, 절차적, 방법적 지식과 관련된 실천 전문가의 판단을 

중시하며, 행동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론적 교수역량은 교사의 교

과지식, 학습자와 학습에 대한 이해, 교수·학습 환경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실천적 교수역량은 계획과 조직, 의사소통,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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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요소 정의 하위요소

이론적 

교수역량

교과지식
가르치고자 하는 특정 교과목과 

관련된 이론적 이해 능력

교과내용지식

교과교육지식

교육과정적 지식

학습자와 

학습

학습자의 발달과 학습과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 능력

학습에 대한 이해

학습자의 발달에 대한 이해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심동적 

특성 이해

교수 설계 

및 개발

수업 설계 및 다양한 교수 전략과 

매체에 관한 이론적 이해 능력

수업 설계

교수전략

교육매체

교수·학습 

환경

수업 분위기 조정과 학습자 관리

에 관한 이론적 이해 능력

교사-학생 관계

학생들 간의 관계

물리적 환경

평가
학생들의 학습을 측정하고 평가하

는 것과 관련된 이론적 이해 능력

측정이론

평가이론

평가방법

실천적 

교수역량

계획과 조직
교과내용과 교수활동을 체계적으

로 계획하고 조직하기

내용간의 상호연계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시간 배분의 적절성

의사소통 

능력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과내용

을 전달하기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업 보조자료 활용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상황에서 학생들과 적

극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학습 동기 유발

적절한 피드백

교수·학습 

환경 조성

교실의 사회·심리적 환경 및 물

리적 환경 조성하기

주의집중

교육적 분위기 조성

물리적 환경 조성

성의와 열의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기

수업준비도

수업에 대한 몰입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 10> 교수역량의 구분과 구성요소(백순근 외, 2007 참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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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성 역량은 주로 교육 행정가나 학교장을 중심으로 경영과 행정을 다루는 

교육자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혼재되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지도성은 경영, 행

정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 Kotter(1990)에 의하면 지도성은 

미래의 비전과 필요한 변화 전략 개발, 비전에 대한 의사소통과 설명, 비전 달성

을 위한 동기화 및 영감 부여를 통해 조직의 변화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도성은 일방적인 지시, 통제가 아닌 지원, 협력의 의미를 지니는 점에서 

교육의 의미를 구현하는 교육지도성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이홍우, 1994). 마키

아밸리는 군주론에서 역사적 기록과 자신이 외교활동을 통해 접했던 지도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진정한 지도자의 역량을 최초로 언급한 바 있다(주현준, 2007). 

NPBEA(National Policy Board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의 지도성 역량 모

형은 기능, 진보, 대인, 맥락의 네 가지 영역을 제시한다(주현준, 2007). 기능적 

영역에는 지도성, 정보수집, 문제 분석, 판단력, 조직 통찰력, 수행, 위임이 포함

되고, 진보적 영역에서는 교수·학습 환경 조성, 교육과정 설계, 학생지도와 개

발, 직원 개발, 측정 및 평가, 자원 배분이 포함된다. 대인적 영역에서는 동기부

여, 대인관계 기술, 언어 표현능력, 문서 표현력이 포함되고, 맥락적 영역에서는 

철학·문화적 지각, 법과 규범 적용, 정치·정책 영향력, 공적 관계가 포함된다. 

여기서 제시하는 지도성 역량 모형은 미국의 학교장의 교육, 행정, 경영을 위한 

역량, 교육지도성(곽진영, 2001; 조동섭, 1988)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 역량은 교육자임과 동시에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

해야 하는 학교간부급 교육자에게 적절한 능력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진 살펴본 교사 자질, 수업 전문성, 내용교수지식, 교수 역량, 교육 역량, 

지도자 역량의 개념은 교사 전문성이 지니는 특징들을 아우르는 것들이다. 각 개

념이 교사 전문성의 어떠한 특성에 초점을 두어 주목하였는가에 따라 어떠한 측

면을 부각되었고, 다른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다른 이름

으로 부르고 있으나, 같은 의미를 담는 표현도 있었다. 이와 같은 개념들은 미묘

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포괄하는 전문적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교사 전문성의 의미와 동일하

다고 볼 수 있다(윤정일·신효정, 2006).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기존의 개념들을 

통틀어 교사 전문성의 개념을 정의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앞서 제시한 

개념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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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전문성의 개념을 국내외 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정의 속에 담겨진 교사 전문성의 특징을 중심으로 각 학자들이 전문성의 어

떠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구분 출처 정의 특성

국내

한명희(1997)

교사에게 주어진 업무상황에서 필요한 능력, 자질, 성

향, 가치, 기술, 행동 양식 등과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

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총합

수행성, 

총체성, 

가치지향성

진동섭(1993)
교원의 윤리의식, 가르칠 교과에 대한 이해와 지식, 가

르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 및 능력

수행성, 

총체성, 

가치지향성

김혜숙(2003)

교과에 대한 지식, 교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 능

력, 학생상담 및 지도능력, 학급관리 능력, 교육적 안

목·가치관·태도, 평생학습자로서의 자기계발 능력의 

총합

수행성, 

총체성, 

가치지향성, 

학습가능성

이종재(2004)

학생의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자기의 활동에서 구현할 

수 있고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고 교육적 필요를 충

족해 교육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

수행성

김이경 외

(2004)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 능

력, 기술, 태도,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것, 업무수행 및 

지적 수월성과 교사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는 

심층적 특성

수행성, 

총체성, 

가치지향성

김옥예(2006)

교사 개인이 신념과 지식을 기반으로 경험과 훈련을 

통해 기술을 쌓고 상황에 알맞게 교직을 수행하는 능

력

수행성, 

총체성, 

가치지향성

국외 OECD(1998)
사회 발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훌륭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능력
수행성

<표 11> 교사 전문성의 정의

각각의 교사 전문성의 개념은 교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필요한 능력을 설명하

고 있으며, 지식, 기술, 신념 등의 총체적인 능력을 전문성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교사 전문성은 교사 자질, 수업 전문성, 내용교수지식, 교수 역량, 

교육 역량, 지도자 역량과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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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교사 전문성과 관련 용어 간의 관계 

교사가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직업과 연계시켜 바라보는 관점

도 있다. 정혜영(2004)은 교사를 예술가, 연구자, 임상의학자, 전문가, 설득자, 대

화적, 도덕적 귀감으로서의 일곱 가지 은유를 들어 가르친다는 것의 다양한 의미

를 이해하고 교사가 지닌 신념과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특히 교사를 예술

가로서 간주한 점은 Gage(1987), Hargreaves(1983), Eisner(1991)의 논의를 통해 

분명해진다. Gage(1987)는 가르치는 것을 ‘과학’과 ‘예술’로 구분하고 각각 

‘기술성’과 ‘비결정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에 의하면 모든 직업은 

기술과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 기술과 지식, 비결정적 기술과 지

식으로 구분된다(p. 60). 여기에서 기술적 기술과 지식은 명백하고 규칙에 의거한 

직업과 관련된 것들이 명시된 반면 비결정적 기술과 지식은 암묵적이고 내재적

인 직업에 대한 안목, 판단, 천부적 능력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Gage(1987)가 제

시한 비결정적 기술과 지식은 Eisner(1991)의 교육적 감식안과도 연결된다. 그는 

예술교육에 임하는 교사가 심미적이며 주관적인 비평과 감식안을 통해 교육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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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함을 주장했다. 감식안은 교육적 실천을 포함하

여, 대상의 특징, 의미, 혹은 가치, 상황, 그리고 행위가 일어나고 변화하는 양상

을 통해 대상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사를 전문가로 보는 관점은 교직이 전문직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교직이 전문직이라면 다른 전문직처럼 지식, 기술, 정책, 윤리

관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과 더불어 이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혜영, 2004; Hoyle, 1995).

교사가 도덕적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가르치는 일이 지닌 규범적인 성

격을 들어 교사가 지적인 측면과 더불어 도덕적 측면을 지녀야 함을 제시한다

(MacIntye, 1984). 그러므로 교사의 모든 행동과 언어 표현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의미이며, 도덕적 인식과 판단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다. 교사가 지녀야 할 도덕적 자질과 관련하여 매너(manner)(Oakeshott, 1989), 스

타일(style)(Jackson, Boostrom & Hansen, 1993), 택트(tact), 태싯(tacit)(Van Manen, 

1994)의 개념이 있다. 

매너(Oakeshott, 1989)는 수업 중 교사의 어조, 억양, 몸짓, 시범을 통해 전해지

므로 학생들의 도덕적, 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수

업 중에 교사가 학생의 질문에 답하고 과제를 제시하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가 지닌 도덕적 품성이 학생에게 전달되는 것을 매너로 볼 수 

있다(Fenstermacher, 2001). 스타일(Jackson, Boostrom & Hansen, 1993)은 교사가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수업기술과 전략을 포함하는 습관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Capel, 2005). 수업 중에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의 사용이나 행동은 일정한 패턴

을 지니게 되며, 이것은 학생들에게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

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교육관이나 가치, 성격, 습관적인 행동이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택트(tact)는 예측하기 힘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교육적인 순간에 보이는 교사의 즉각적인 행위를 말한다. 

교사는 수업 중 다양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사태를 신속하게 파악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택트는 

‘교육적 기예’, ‘재치’(tacit)(Van Manen, 1994)라고 불리기도 한다.

교사 전문성에 근거하여 교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개념들은 교사가 지녀야 

할 인지적 측면보다는 정의적 측면, 인성적 측면을 부각시켜 보여준다.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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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처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

국내

한국교육
개발원
(1999)

1. 기초적, 기본적 지식과 
기술
2. 풍부한 교수기술
3. 정보기술 활용능력

4. 교육 수준과 학생의 가
능성 판단
5. 학생의 사회, 심리, 발달 
이해

6. 학생 생활지도 및 학습 
경영능력

김기홍
(2000)

1. 교과수업 전문가
1) 정보 제공자
2) 전문 교사 조직자
3) 평가자(이론적 지식, 실천

적 행동)

2. 생활지도, 상담 전문가
1) 동등한 파트너
2) 상담자

3) 수업의 조정자
4) 규칙 전달자

3. 사회화의 모델, 조력자

정태범
(2000)

1. 학습자 파악 능력
2. 교과내용 구성 능력

3. 학습자료 개발 능력
4. 교과지도 능력

조영남
(2000)

1. 수업계획,
2. 수업전략

1) 수업기법

2) 동기유발

3. 전문적 능력
1) 지식습득
2) 품위유지

4. 인성적 요인
1) 자신감
2) 책임감

고재천
(2001)

1. 교육학 전문가
2. 생활지도 전문가

3. 교과교육 전문가
4. 수업기술 전문가

5. 사명감, 봉사정신

장한기, 
장흥석
(2001)

1. 지식
1) 전공지식 
2) 교과와 관련된 지식과 정
보
3) 일반교양 및 상식 
4) 교육상담 심리학 

5) 사회과학

2. 기술
1) 효율적인 교수 
2) 학생 생활지도 
3) 행정 사무처리 
4) 컴퓨터 활용능력 

5) 특기․적성 교육 
6) 교육평가 방법
7) 교육기자재 활용 
8) 교재 프로그램 개발 
9) 교재 프로그램 활용 
10) 원활한 의사소통

<표 12>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

에서 교사의 정의적, 인성적 측면은 다른 측면에 비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

고, 짧은 시간 내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능력임에도 전면

에 부각되어 거론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매너, 스타일, 택트, 태싯 등의 

개념으로 비언어적이고 비가시적이었던 교사의 행동과 마음을 다루는 개념이 등

장하게 되었고, 수업을 잘 하기 위해, 학생을 잘 대하기 위해 중요한 전문성의 

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나.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는 교사직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인

들로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영역을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가에 따라 다

양하게 구성된다. 기존의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를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교과

수업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생활 지도와 상담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인성과 사

명감에 관련된 자질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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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도
1) 학생이해 및 대화 
2) 학생에 대한 긍정적 기대
와 관심 

3) 민주적인 문제처리 
4) 부단한 자기연구 및 개발 
5) 투철한 사명감․교직관 
6) 교육혁신 및 개선의지 

7) 단정한 외모 및 세련된 
언어 
8)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김혜숙
(2003)

1. 교과 전문성
2. 학급경영 전문성

3. 교육자적 인성

노종희
(2004)

1. 전문의식
2. 교육애

3. 자발적 참여자세

김이경 
외(2004)

1. 개인차원
1) 인성
2) 가치
3) 신념
4) 태도

5) 지식

2. 조직차원
1)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업무 수행 실적 및 능력
2) 조직에의 헌신

3. 사회차원
1)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교사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할

이정화
(2005)

1. 학문적 능력
2. 실천적 능력

3. 인간적 자질
4. 교육발전에의 헌신

백순근
(2005)

1. 교과교육 
2. 생활지도
3. 행정업무

4. 학생과의 관계
5. 학부모와의 관계
6. 동료교사와의 관계

7. 자기계발

조동섭
(2005)

1. 지식기반 전문성
1) 일반교육학 지식
2) 교과내용 지식
3) 교과수업 지식
4) 상황 지식

2. 능력기반 전문성
1) 수업수행 능력
2) 학급경영 능력
3) 학생상담 능력

3. 신념기반 전문성
1) 교직적성·인성
2) 교직관
3) 소명의식
4) 태도

김남성 외
(2005)

1. 교육목적을 설정할 수 있
는 지식과 기술
2.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
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3. 전공교과에 대한 지식과 
기술
4.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한 지식과 기술

5. 수업설계와 수업전달체계
에 대한 지식과 기술
6. 학습과 수업의 평가모형 
개발과 평가실시에 대한 지
식과 기술
7. 멀티미디어 자료 선정과 
활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
8. 학급경영에 대한 지식과 

기술
9.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지
식과 기술
10. 지역사회와 학교 간 유대
강화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11. 교육동향과 교육 계획․정
책에 대한 이해, 분석력, 종
합력

김옥예
(2006)

1. 신념기반 전문성
2. 지식기반 전문성

3. 기술적 전문성
4. 참된 전문성

5. 잠재된 전문성
6. 정체된 전문성

국외

Combs
(1978)

1. 교과지식
2. 학생에 대한 인식

3. 자기에 대한 인식
4. 학습목표와 과정에 대한 

인식
5. 교수방법에 대한 파악

Harap
(1967)

1. 교양적 지식
2. 교과지식

3. 교육학적 지식

Dreeben
(1970)

1. 학습지도의 기술
2. 동기유발의 기술

3. 학생집단의 통제에 관한 
기술

4. 학습 및 집단 구성에 관
한 기술

Campbell 
et al. 
(1983)

1. 고도의 교육 능력
2.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3. 학생을 가르치는 책임감

4. 독립된 교실에서의 재량
권

Short
(1985)

1. 교육활동을 위한 능력
2. 인지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
3. 지식, 기술의 선택·활용

4. 교사 개인의 총체적인 
특성

Shulman
(1987)

1. 교과내용 지식
2. 일반교육학 지식
3. 교육과정 지식
4. 교육학적 내용지식

5. 학습자 및 학습자 특성
에 관한 지식
6. 교육적 상황에 관한 지
식

7. 교육의 목적, 가치 및 철
학적, 역사적 배경에 관한 
지식

Grossman
(1990)

1. 일반교육학 지식
  (지식, 신념, 방법)

2. 교과수업지식,
3. 상황지식

Fincher 
&

Shcempp
(1994)

1. 학습자 지식
2. 교과내용 지식
3. 교육과정 지식
4. 교육학적 지식

5. 수업지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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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998)

1. 교과내용 및 교수방법과 
관련된 전문적 능력

2. 정보통신 기술의 이해
3. 조직의 협력에 대한 개

방성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

지식 기술 태도·신념

한국
교육

개발원
(1999)

Ÿ 기본적 지식과 기
술

Ÿ 교육 수준과 학생
의 가능성 판단

Ÿ 학생의 사회, 심리, 
발달 이해

한국
교육

개발원
(1999)

Ÿ 풍부한 교수기술
Ÿ 정보기술 활용능력
Ÿ 생활지도 및 학급 

경영능력

조영남
(2000)

Ÿ 인성적 요인(자신
감, 책임감)

고재천
(2001)

Ÿ 사명감, 봉사정신

정태범
(2000)

Ÿ 학습자 파악 능력
Ÿ 교과내용 구성 능

력
Ÿ 학습자료 개발 능

력
Ÿ 교과지도 능력

고재천
(2001)

Ÿ 생활지도 전문가
Ÿ 수업기술 전문가

장한기
·

장흥석
(2001)

Ÿ 학생 이해 및 대화 
Ÿ 긍정적 기대와 관

심 
Ÿ 민주적인 문제처리 
Ÿ 부단한 자기연구, 

개발 
Ÿ 투철한 사명감․교직

관 
Ÿ 교육혁신 및 개선

의지 
Ÿ 단정한 외모, 세련

된 언어 
Ÿ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조영남
(2000)

Ÿ 수업계획
Ÿ 수업전략(수업기법, 

동기유발)
Ÿ 전문적 능력(지식습

득, 품위유지)

장한기
·

장흥석
(2001)

Ÿ 효율적인 교수
Ÿ 학생 생활지도
Ÿ 행정 사무 처리
Ÿ 컴퓨터 활용능력 
Ÿ 특기․적성 교육 
Ÿ 교육평가 방법
Ÿ 교육기자재 활용 
Ÿ 프로그램 개발, 활

용 
Ÿ 원활한 의사소통

고재천
(2001)

Ÿ 교육학 전문가
Ÿ 교과교육 전문가

장한기
·

장흥석
(2001)

Ÿ 전공지식
Ÿ 교과 관련 지식, 정

보
Ÿ 일반교양 및 상식
Ÿ 교육상담 심리학
Ÿ 사회과학

김혜숙
(2003)

Ÿ 교육자적 인성

김혜숙
(2003)

Ÿ 교과 전문성
김혜숙
(2003)

Ÿ 학급경영 전문성

김이경 
외

(2004)
Ÿ 개인차원(지식)

김이경 
외

(2004)

Ÿ 조직차원(학교조직
의 구성원으로서 
업무 수행 실적 및 

노종희
(2004)

Ÿ 전문의식, 교육애, 
자발적 참여

<표 13> 교사 전문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를 지

식, 기술, 태도 및 신념으로 간추려볼 수 있다. 연구자별로 표현하는 용어와 중요

시하는 비중은 다르지만 세 가지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하는 점은 동일했다. 이러

한 구분은 교사의 활동 속에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

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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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2005)

Ÿ 학문적 능력 능력)

김이경 
외

(2004)

Ÿ 개인차원(인성, 가
치, 신념, 태도)

Ÿ 조직차원(헌신)
Ÿ 사회차원(사회문화

적 환경에 따라 교
사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할)

백순근
(2005)

Ÿ 교과교육
이정화
(2005)

Ÿ 실천적 능력

조동섭
(2005)

Ÿ 지식기반 전문성(일
반교육학 지식, 교
과내용 지식, 교과
수업 지식, 상황 지
식)

백순근
(2005)

Ÿ 생활지도
Ÿ 행정업무
Ÿ 자기계발

이정화
(2005)

Ÿ 인간적 자질
Ÿ 교육발전에의 헌신

김옥예
(2006)

Ÿ 지식기반 전문성(교
과지식, 교육학지
식, 상황지식, 학생
발달, 생활지도, 훈
육관련 지식, 학급
규칙, 경영관련 지
식)

조동섭
(2005)

Ÿ 능력기반 전문성(수
업수행 능력, 학급
경영 능력, 학생상
담 능력)

백순근
(2005)

Ÿ 학생과의 관계
Ÿ 학부모와의 관계
Ÿ 동료교사와의 관계

조동섭
(2005)

Ÿ 신념기반 전문성(교
직적성·인성, 교직
관, 소명의식, 태도)

Combs
(1978)

Ÿ 교과지식
Ÿ 학생에 대한 인식
Ÿ 자기에 대한 인식
Ÿ 학습목표, 과정 인

식
Ÿ 교수방법 파악

김옥예
(2006)

Ÿ 기술적 전문성(교수
기술, 생활지도, 경
영)

김옥예
(2006)

Ÿ 신념기반 전문성(교
육애, 사랑, 도덕성, 
윤리의식)

Harap
(1967

Ÿ 교양적 지식
Ÿ 교과지식
Ÿ 교육학적 지식 Dreebe

n
(1970)

Ÿ 학습지도의 기술
Ÿ 동기유발의 기술
Ÿ 학생집단의 통제에 

관한 기술
Ÿ 학습 및 집단 구성

에 관한 기술

Campb
ell 

et al. 
(1983)

Ÿ 전문가로서의 자부
심

Ÿ 학생에 대한 책임
감

Campb
ell 

et al. 
(1983)

Ÿ 고도의 교육 능력

Short
(1985)

Ÿ 지식, 기술 선택·
활용

Short
(1985)

Ÿ 교육활동 능력
Short
(1985)

Ÿ 개인의 총체적인 
특성

OECD
(1998)

Ÿ 교과내용 및 교수
방법과 관련된 전
문적 능력

OECD
(1998)

Ÿ 정보통신기술의 이
해

OECD
(1998)

Ÿ 협력에 대한 개방
성

교사 전문성과 관련하여 때로는 교사의 지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초기의 

교사 전문성은 교사가 지닌 지식의 양과 질에 비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

하여 교사의 지식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 존재했으며, 이들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었다. 교사의 지식은 

주로 교과내용 지식, 교육학 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육적 상황에 대한 지식을 공

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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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사의 지식

Shulman

(1987)

1. 교과내용 지식

2. 일반교육학 지식

3. 교육과정 지식

4. 교육학적 내용지식

5. 학습자 및 학습자 특성에 관한 지식

6. 교육적 상황에 관한 지식

7. 교육의 목적, 가치 및 철학적, 역사

적 배경에 관한 지식

Grossman

(1990)

1. 일반 교육학 지식 및 교과지식

2. 교육학 내용지식

3. 상황지식

Fincher &

Shcempp

(1994)

1. 학습자 지식

2. 교과내용 지식

3. 교육과정 지식

4. 교육학적 지식

5. 수업지도 지식

김남성 외

(2005)

1. 교육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2.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도할 수 있는 지

식과 기술

3. 전공교과에 대한 지식과 기술

4.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한 지식과 기술

5. 수업설계와 수업전달체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

6. 학습과 수업의 평가모형 개발과 평가실시

에 대한 지식과 기술

7. 멀티미디어 자료 선정과 활용에 대한 지식

과 기술

8. 학급경영에 대한 지식과 기술

9.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지식과 기술

10. 지역사회와 학교 간 유대강화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11. 교육동향과 교육 계획․정책에 대한 이해, 

분석력, 종합력

<표 14> 교사의 지식 

최근에는 교사 전문성을 총체적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재개념화하는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김옥예(2006)는 기존의 교사 전문성의 개념을 기초

로 지식, 기술, 신념에 근거하여 교사의 역할에 따라 전문성을 신념기반 전문성, 

지식기반 전문성, 기술적 전문성, 참된 전문성, 잠재된 전문성, 정체된 전문성으

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그 구조를 나타내었다. 

신념기반 전문성(a)은 확고한 교직관과 긍지, 청렴, 법의 준수, 전문적인 지식

과 기술의 연마를 다짐하는 것, 성실한 근무자세, 학생, 학부모, 동료, 상사와의 

관계와 윤리의식이다. 지식기반 전문성(b)은 수업을 위한 교과지식과 교과의 특

성 및 활용과 관련된 관련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및 학급경영과 관련된 지식이

다. 기술적 전문성(c)은 지식과 신념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적인 현장에서 수행하

는 것과 수행을 통하여 쌓아가는 노하우로 수업수행 능력, 학급경영 능력, 학생 

생활 지도 능력 등과 관련된 종합적, 실천적 전문성이다. 참된 전문성(g)은 신념, 

지식, 기술이 교육적 상황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 실행되는 것이다. 잠재적 전문

성(d, e, f)는 신념, 지식, 기술 중의 두 요소는 있으나 한 가지 요소가 잠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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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정체된 전문성(a, b, c)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신념, 지식, 기술을 

반전시키기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림 6] 교사 전문성의 개념 구조(김옥예, 2006) 

다. 교사 전문성의 발달과정

교사 전문성의 발달과정은 교직에 임하는 한 사람의 성장, 발달이므로 그 사람

의 연령, 성격,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의 개인적 요인의 변화와 함께 학급, 학교, 

가정 등의 환경적 요인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교사가 자신

의 삶 속에서 직업적으로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을 다룬 연구들은 교사발달 혹은 

교사 전문성 발달 등의 개념으로 이를 다루고 있다. 교사발달 및 교사 전문성 발

달의 개념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는 <표 15>와 같다. 정의상의 중점을 두

는 요소들은 다르지만, 대체로 교사의 연령과 경력에 따라 그가 지닌 전문성이 

복합적인 방식으로 발달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발달 및 교사 전문성 발

달에 관한 각각의 연구는 동일한 구조로 개념과 모형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

서는 교사 전문성 발달이라는 개념으로 통일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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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처 정의

국내

윤홍주

(1996)

교직과 관련된 태도, 관점, 기술 지식, 행동 등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 

교직 전 영역에 걸쳐 변화·발전·퇴보하는 현상

이윤식

(1999)

교사가 교직생활의 전체 기간을 통하여 교직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서

의 가치관·신념·태도·지식·기능·행동에 있어 보이는 양적·질적인 변화

백승관

(2003)

교사가 교직생활의 전체 기간을 통하여 겪게 되는 교직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서의 가치관·신념·태도·지식·기능·행동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

강경석·

김영만

(2006)

교사가 교직에 입문하여 교직을 떠날 때까지의 전 기간을 통하여 교사

로서의 가치관·신념, 지식·기능, 행동 등이 변화되어가는 일련의 과정

김윤호

(2007)

교직생활을 하면서 교사가 겪게 되는 교사로서의 가치관·신념·태

도·지식·기능·행동 등에 있어서의 변화·발전·퇴보 현상

임희연

(2008)

경력이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전문적인 행동, 지식, 기술, 신

념, 욕구 등의 능력이 점차적으로 능숙해지고 창조적으로 발달하여 교

사로서의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전 과정

박준기

(2010)

교사가 교직에 입문하여 교직 생활을 떠날 때까지의 전 기간을 통하여 

교직생활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서의 가치관과 신념, 지식과 기능, 행동 

등에서 양적·질적으로 변화·발전되어가는 일련의 과정

국외

Gregorc

(1973),

Burden

(1979)

교직경험이 쌓이면서 교직에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가치, 신념, 욕구, 

지식, 기술, 행동, 채도, 전망 등의 변화

Burden

(1982)

교직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교수방법, 학생지도 및 교육과정 등과 같은 

영역에서 직무기능, 지식, 자신·자신과 타인의 관계와 같은 영역에서

의 태도·기대 및 관심, 학급, 학교 및 학년 수준의 변호와 같은 영역

에서의 직무사건들의 변화

<표 15> 교사 전문성 발달의 개념 

교사 전문성 발달에 관한 연구는 Fuller(1969)에 의해 비교적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이윤식, 1999), 개인이 교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일으킨 Lortie(1975)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후의 연구들은 교사 전문성

의 발달단계를 일종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는데, 발달단계의 형태에 따라 직선적·

순차적 발달모형, 복합적·순환적 발달모형(김윤호, 2007; 임희연, 2008)으로 구분

하거나 발달단계의 특성에 따라 연령·생애주기 모형, 교직 경력 모형, 인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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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모형(박준기, 2010)으로 구분한다. 

첫째, 교사 전문성의 발달과정은 발달단계의 형태에 따라 직선적·순차적 발달

모형, 복합적·순환적 발달모형으로 구분된다. 직선적·순차적 발달모형은 발달

과정이 직선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복합적·순환적 발달모형은 교

사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 복합적, 순환적으로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

직선적·순차적 발달모형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는 Fuller(1969)로 초기 연구

를 통해 교직이전단계, 초기교직단계, 후기교직단계의 3단계 발달모형을 제시하

였다. 교사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특별한 관심사가 없는 교직이

전단계부터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초기교직단계를 거쳐, 아동에 관심을 기

울이는 후기교직단계로 발달해나간다. 이후 Fuller와 Bown(1975)은 초기 연구를 

보완하여 교직이전관심단계(stage of pre-teaching concerns), 생존관심단계(stage 

of survival concern), 교수상황관심단계(stage of teaching situation concern), 아

동관심단계(stage of pupil concerns)의 4단계 발달모형을 제시했다. 

교직이전관심단계는 정식으로 교직에 입문하기 전의 대학생 시기로 교육에 대

한 이상적인 교육관과 학생들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한다. 생존관심단계는 이상

적인 교육관에서 벗어나 실제 교실에서 학생들을 접하면서 벌어지는 학급통제, 

교수방법의 습득 등에 관심을 두게 된다. 교수상황관심단계는 교수 상황에 익숙

해지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며, 자신의 교수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 아동관심단계는 자신의 교수활동에 대한 능력을 바탕

으로 보다 학생중심으로 관심을 넓힌다.

국내에서 김정규·권낙원(1994)은 교사로서의 발달과업과 속성을 중심으로 교

사 전문성의 발달단계를 직전교사(the education student), 초임교사(the initial 

teacher), 발전교사(the developing teacher), 실습교사(the practicing teacher), 숙

련교사(experienced teacher)의 5단계 발달모형을 제시했다. 직전교사는 교원양성

대학의 학생으로 교과지식, 교육방법, 실습 등을 학습한다. 초임교사는 교직에 입

문하여 학교에 발령 받은 직후 구체적인 교과내용지식, 교수기술을 개발한다. 발

전교사는 교직경력 2~3년 정도의 교사로 교과내용지식, 교수기술에 대해 심도 깊

은 탐구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실습교사는 교직경력 3~8년 정도의 교사로 1정 연수나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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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숙

련교사는 교직경력 8년 이상의 교사로 교사,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며, 

장학사, 연구사,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을 생각하게 된다(김윤호, 2007).

다음으로 복합적·순환적 발달모형을 제시한 대표적 학자들은 Burke, 

Christensen과 Fessler(1984)로 이들은 Getzels의 사회체제 이론에 근거하여 8단계

로 구성된 교사발달 순환 모형(TCCM: teacher career cycle model)을 제시하였다. 

교사발달 순환 모형은 교사들이 교직이전단계(pre-service), 교직입문단계

(induction), 능력구축단계(competency building), 열정과 성장단계(enthusiastic and 

growing), 직업적 좌절단계(career frustration), 안정침체단계(stable but stagnant), 

직업적 쇠퇴단계(career wind-down), 퇴직단계(career exit)의 순서를 통해 순차적

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개인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순환하며 

성장과 퇴보를 거듭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교사가 각 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하는지를 환경적 조건의 영

향을 통해 살펴 본 점이 특징적이다. 환경적 조건은 개인적 환경과 조직적 환경

으로 구분되며, 개인적 환경은 가정, 긍정적 사건, 위기적 사건, 종래의 경험, 직

업 외의 관심사, 개인적 성향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조직적 환경은 학교규정, 학

교경영 형태, 사회적 신뢰, 사회적 기대, 전문단체, 교원노조 등의 요소가 포함된

다(임희연, 2008). 

이처럼 교사발달 순환 모형은 교사들의 전문성 발달이 단순히 연령과 경력의 

진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개인적, 조직적 차원의 환경적 

영향을 통해 역동적,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현상임을 강

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의 교사 전문성의 개념이 변화하듯, 현재의 교

사가 처한 제반 상황과 비추어볼 때 매우 설득력 있는 논의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적용되고 있다.

김윤호(2007), 윤홍주(1996), 임희연(2008)은 Burke 등(1984)의 모형을 수정하여 

생존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직업적 좌절단계, 승진지향단계, 안정·침체단계의 

6단계 모형으로 제시했다. 생존단계는 교직에 입문한 후 경험을 쌓아가는 단계로 

학급 영역 및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감을 느낀

다. 성장단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적인 능력, 경험을 갖추어 추진력, 속도감

이 증가하고 직무와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성숙단계는 자신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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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극심이 강해지고 학생과의 관계, 평가방법, 목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직업적 좌절단계는 교직이라는 타 직업에 비해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인식

하여 직업에 대한 회의나 좌절을 경험한다. 승진지향단계는 안정적인 가치관 및 

태도를 바탕으로 교직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며, 장학사, 연구사, 교감 등으로의 

승진에 관심을 보인다. 안정·침체단계는 교직에 대한 활력은 감소하지만 자긍심

을 지닌 채 안정감을 느끼지만 현상유지를 선호하여 전문성 신장이나 자기 개발

에 몰두하지 않는다(김윤호, 2007; 임희연, 2008).

[그림 7] 김윤호(2007), 윤홍주(1996), 임희연(2008)의 발달단계 비교

세 연구에서 사용한 발달단계의 명칭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김윤호(2007)의 모

형은 Burke 등(1987)의 전체적인 구조를 차용하여 전 과정이 복합적·순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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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보인다. 반면 윤홍주(1996)와 임희연(2008)의 모형은 생존단계에서 성숙단

계까지 직선적·순차적 형태이고, 성숙단계 이후 승진지향단계와 직업적 좌절단

계로 나누어졌다가 안정·침체단계로 모아지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교직에 입문하여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생존단계부터 성숙단

계는 어느 정도 순차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점, 우리나라의 교직 승진체제상 

교직경력 20년 이상의 교사일 경우, 평교사로 남을 것인지 장학사나 교감 등으로

의 승진을 준비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승진지향단계와 직접적 좌절단

계와 일치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임희연, 2008). 물론 김윤호(2007)의 

모형에서 상정한 각 단계 역시 개인적, 조직적 환경의 영향에 따라 모두 경험하

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사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교사 전문성의 발달과정은 발달단계를 구분하는 특성에 따라 연령·생애

주기 모형, 교직 경력 모형, 인지 발달 모형으로 구분된다(박준기, 2010). 연령·

생애주기 모형은 교사의 연령과 생애주기에 초점을 두었으며, 대표적으로 

Peterson(1978)의 연구가 있다. 그는 교사의 연령을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20대부

터 60대까지 교사의 생애를 탐색하였다. 

교직 경력 모형은 교직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발달단

계를 구분하였으며, Fuller(1969)의 연구를 통해 잘 드러난다. 인지 발달 모형은 

교사의 사고, 감정 및 행동의 변화인 인지 발달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Gregorc(1973)의 연구가 인지 발달의 관점에서 교사 전문성의 발달단계를 체계적

으로 제시하였다(이윤식, 1999). 지금까지 다루어진 교사 전문성 발달과정의 구분

을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사 전문성의 발달과정은 형태에 따라 직선적·순차적 발달

모형, 복합적·순환적 발달모형으로 구분하거나, 중점적인 특성에 따라 연령·생

애주기 모형, 교직 경력 모형, 인지 발달 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사 전문성 

발달 연 구는 Fuller(1969)의 연구 이후 직선적·순차적 모형 연구가 주를 이루었

으나, Burke 등(1984)의 연구 이후 국내외를 비롯하여 복합적·순환적 모형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영만, 2004; 백승관, 2003; 윤홍주, 1996; 이윤식, 1999; 임

희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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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태 특성 출처 교사 전문성의 발달과정

국내

직선적
·

순차적

교직 
경력

이난숙
(1992) 양성단계 형성단계 성장단계 원숙단계

최상근
(1992) 생존단계 재평가단계 평정단계

김정규·
권낙원
(1994)

직전
교사

초임
교사 

발전
교사

실습
교사

숙련
교사

인지 
발달

박준기
(2010)

전문성
형성단계

전문성
적용단계

전문성
심화단계

전문성
지도단계

복합적
·

순환적

연령·
생애주기

윤홍주
(1996)
김윤호
(2007)
임희연
(2008)

생존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직업
적 
좌절
단계

승진
지향
단계

안정
·침
체단
계

백승관
(2003)

생존
단계

안정
침체
단계

성장
단계

좌절
단계

성숙
단계

승진
지향
단계

교직 
경력

김영만
(2004)

입문수용
단계

능력구축
단계

열중성장
단계

안일안주
단계

국외

직선적
·

순차적

교직 
경력

Fuller
(1969) 교직이전단계 초기교직단계 후기교직단계

Unruh & 
Turner
(1970)

교직이전
단계

초기교수
단계

안전구축
단계 성숙단계

Katz
(1972) 생존단계 공고화

단계 쇄신단계 성숙단계

인지 
발달

Gregore
(1973) 형성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원숙전문

단계

교직 
경력

Fuller & 
Bown
(1975)

교직이전
관심단계

생존
관심단계

교수상황
관심단계

아동
관심단계

Newman
(1978) 1-10년 단계 11-20년 단계 21-30년 단계

연령·
생애주기

Peterson
(1978)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교직 
경력

Burden
(1979) 생존단계 조정단계 성숙단계

인지
발달

Watts
(1980) 생존단계 중간단계 숙련단계

Oja & 
Ham(1984) 인습단계 과도기

단계
목표지향
단계

자아인식
단계

교직 
경력

Huberman
(1989)

생존 및 
발견
단계

안정화
단계

실험·
행동주
의단계, 
회의·
자기의
심단계

평온성
·보수
성단계

이탈
단계

복합적
·

순환적

연령·
생애주기

Burke, 
Christensen 
& Fessler
(1984)

교직이전
단계

교직입문
단계

능력구축
단계

열정과 
성장단계

직업적 
과정단계

안정침체
단계

직업적 
쇠퇴단계 퇴직단계

<표 16> 국내외 교사 전문성 발달과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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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교사가 전문성 발달과정의 각 단계를 동일하게 경험하지 않으며, 

개인적, 조직적 환경요인에 따라 특정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반복되는 경

우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개인적, 환경적 요

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교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직접 듣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하여 교사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 경력 교사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전문성 발달과정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육적인 대안을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 교사 전문성 연구동향

1) 교사 전문성 연구의 흐름

교사 전문성 연구는 교육철학, 교육행정학의 시대적 흐름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왔다(김옥예, 2006). 초기 교사 전문성 연구는 1920년대 교사 효과성 연구를 시점

으로 시작되었다. 교사 효과성은 학생의 학업성취, 교사의 직무만족도, 장학관의 

평가 등을 예측하는 교사의 특성, 즉 수업을 위한 일반적 능력, 인성, 태도, 사회

적·경제적 지위 등을 탐구하였다(김경옥, 1998). 1950년대에는 듀이의 진보주의

에 근거하여 교사를 보는 관점이 변화했다. 진보주의 관점에서 교사는 민주적인 

안내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기존의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해야 했으며, 학

교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교 행정과 훈육을 담당했다. 1960년대에는 본질주의

와 행동 과학의 영향으로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학교에서는 임상장학을 

통한 수업전문성 향상과 교수·학습과정 분석을 강조하였다. 교사는 교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지속적인 흥미와 노력을 강조했다(김경이·박

은실·오은경·채선희·한유경·김미영, 2001).

1970년대에는 체제 이론에 근거하여 학교를 환경, 제도, 개인과 연관 지어 바

라보았다. 학교는 개방체제로서 상위체제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제도, 개인 등

의 하위체제들과 투입-과정-산출, 피드백의 순환을 거듭하게 된다(김옥예, 2006). 

게젤스와 규바에 의하면 사회체제는 조직적·규범적 차원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

성시킬 역할과 기대를 가진 ‘제도’와 개인적·사적 차원에서 사회적 행동을 



- 77 -

할 인성과 욕구 성향을 지닌 ‘개인’을 포함한다(김명한·박병량·박종렬, 

1996).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사는 학교, 학급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역할수행과 개인적, 교육적, 학문적, 사회적 욕구 만족을 위한 개인의 인성(신념, 

철학)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달성해야 한다.

체제이론 이후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하면 교육의 목적은 창조적이며 주

체적인 다양한 자아의 형성,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간의 형성, 조화로운 도덕적 

인간의 양성에 있다. 이를 위한 교육방법으로 학습자의 학습 선택의 자유, 풍부

한 학습 환경 제공,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개별화 학습의 추구, 해석적 

읽기 중심에서 해체적인 쓰기 중심의 교육, 대화적인 협력학습으로 학습자의 격

려, 흥미의 유발, 학습현장의 실제 장면의 중시, 토론 교육 등을 시행한다. 포스

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교사는 지식과 합리성을 해체하고 재해석하며, 다름의 차

이를 인정하기 위한 고도의 지식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최관경, 박준영, 한상

규, 팽영일, 안경식, 천정미, 2003). 이처럼 교사 전문성 연구는 교사와 수업, 학

교의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른바 

‘포스트 전문성 시대’(Hargreaves, 2000)로 교직의 탈전문화와 전문성의 재정

의 혹은 재개념화에 대한 논의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김옥예, 2006; 염민호, 

2007; 이제행, 2005).

2) 체육 및 타 교과의 교사 전문성 연구의 흐름

무용교육자의 전문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인접학문인 체육 교과에서 체육교

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체육교사의 전문성 연구

는 1990년 중반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여, 교사의 수업전문성, 내용교수지식, 교사 

연구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탐구되었다. 

최의창(1996)은 체육교사는 체육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능동적이

며 실천적인 주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손천택(1998)은 교사 자신이 

수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신복(1998)은 교사가 스스로 교육적 문제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현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교사는 교육활동을 스스로 탐구

하여 체육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일차적 주체가 되어야 하며, 연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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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생산된 지식을 이용하거나 실천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식생산과 

전달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은창(2001)은 연구자와 

현장교사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

시키고 연구결과의 현장 활용도 증대, 교사의 교수 효율성 향상 및 전문성 향상

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들에게 강조되어 교사 스스로가 연구자가 

되는 ‘교사연구자’를 이상적인 교사상으로 삼았다(강신복, 1998; 손천택, 1998; 

Bickel & Hattrup, 1995; Siedentop & Locke, 1997). 교사가 자신의 교육활동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반성과 적극적인 탐구의 자세가 요청된다. 이 탐구와 반

성은 교육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 교사의 주체적인 의지에 의해 체계적인 방식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최의창, 1998). 

Stenhouse(1975)는 교사의 체계적 반성과 탐구를 ‘연구’로 간주하였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교사를 교사연구자(teacher as researcher)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교사의 수업활동은 교사 자질에 의해 스스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

하고, 교사는 전문가로서 탐구를 통한 주체적인 전문적 자기 발전의 능력을 지니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능력이 자신의 수업활동에 체계적 질문을 제

기하며 비판적인 탐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의지의 바탕 위에서 개발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자신이 하고 있는 교육활동을 향상시키려면 교사는 탐구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탐구적 자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탐색하

려는 의지를 말한다. 이 의지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교사의 연구는 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수업시간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자 잘 이해하고 개선하는 작업에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tenhouse의 교사연구자 개념은 이후 전개

된 현장개선연구 혹은 실행연구(action research)라는 교육개선의 혁신적 접근을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최의창, 1998; Cochran-Smith & Lytle, 1993; 

Elliott, 1991; Hollingsworth & Sockett, 1994). 

좋은 교사의 자질 또는 특성을 연구한 많은 연구에서 좋은 교사는 지식, 사랑, 

열정 또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정한, 2003; 

오인탁, 2001; 이석락, 2005; 장한기·장홍석, 2001). 즉 좋은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과 지식과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적 지식을 충분히 익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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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생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지식

과 사랑을 자신의 교육철학에 근거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는 열정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김선희·김수연, 2007).

최의창(2004)은 과거부터 현재의 이상적인 체육교사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1970

년대~80년대에는 체계적인 수업 관찰을 통해 효과적인 체육교사가 바람직한 교

사로 인정받았다. 1990년대에는 기능 중심적 접근에 비판이 가해지면서 개인의 

실천, 경험, 판단 능력 등의 중요성이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반성적 사고능력과 

실천적 지식을 가진 반성적 체육교사가 등장하였고 체육교사들에게 비판적 시각

을 강조하면서 비판적 체육교사가 되기를 강조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인문적 

체육에 바탕을 둔 인문적 체육교사가 등장하였다. 그 밖에도 열의와 정성, 공평, 

친절(하남길, 2002)을 좋은 체육교사의 특성으로 제시하였으며 친구 같은 교사, 

재미있는 교사, 노력하는 교사, 칭찬하는 교사(이지은, 2006)를 좋은 체육교사상

으로 제시하였다. 아직까지 대부분은 좋은 교사의 조건, 즉 교사의 전문성을 가

늠할 때 전문지식과 기능을 우위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를 양성하는 예비

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문지식과 기능의 습득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차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체육교육학자들은 체육교사교육과 체육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해 유능한 

체육교사, 우수한 체육교사, 전문적인 체육교사 등 체육교사의 자질에 관심을 갖

았다. 또한 능력 개발을 위한 교수 유형, 교수행동, 수업 관심사, 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 체육교육관 등에 관심을 갖고 좋은 교사,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특성

과 자질을 밝혀내고자 하였다(김대진·문도순, 2003; 김선희·김수연, 2007; 김윤

희, 2003; 손천택, 2002). 물론 좋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능을 갖

추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 교수와 학습의 과정은 기술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지식의 전달과 수

용에만 그치는 기능적인 과정(서경혜, 2005)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마주하여 

교사의 사고와 감정이 전달되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최의창, 2004). 

그러므로 전문지식과 기능 외에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다른 차원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최의창(2002, 2009)은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전문자질, 전문능력)을 

기법적 차원의 전문성(기법적 전문성)과 심법적 차원의 전문성(심법적 전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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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차원은 체육교육이 단순히 학생에게 기능과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내면과 삶에서의 변화를 이

끌어내는 일을 도모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체육교사가 학생으로부터 기능증진

만이 아니라 심성함양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법적 전문성만이 아니라 심법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즉 체육교사는 운동의 기능, 전술, 규칙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학생의 마음과 태도와 정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체육수업에서의 품성함양은 일반적인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수업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선생님의 가

르침을 받고 친구들과 연습과 시합을 하면서 일상의 수업 속에서 심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회화라고 부르는 방식의 인성교육이

다. 체육교사의 심법적 전문성은 바로 사회화와 학습화를 잘 해낼 수 있는 자질

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전문성의 차원 자질의 측면 습득방법 전문성 증진방법 교육내용

기법적
전문성

재능, 지능
(지식과 기능)

학습화

이론적으로 
공부하기,
과학적으로 
운동하기

과학적 지식과 기능적 
활동 강조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사회학 등)

심법적
전문성

심성, 인성
(감성과 덕성)

사회화
학습화

인의예지롭게 
수업하기,
인문적으로 
운동하기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 강조

(스포츠문학, 
스포츠예술, 
스포츠종교,

스포츠 철학 등)

<표 17> 체육교사 전문성의 두 가지 차원(최의창, 2009)

체육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

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체능교과만이 지닌 교사의 독특한 전문성 외에

도 일반적 전문성의 성격을 발견하고 모든 교사가 지녀야 할 전문성의 공통점을 

유추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허명(2006)은 과학교과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과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학교사의 역할을 실험자, 동기유발자, 진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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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자, 촉진자, 평가자의 6가지로 주목하고 과학교사 양성교육과정의 기본 구조

가 교사가 내용학과 교육학, 교과교육학, 교양뿐만 아니라, 태도 및 사명감, 인격 

및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최수일(2009)은 수업분석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수학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학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인적인 차원의 활동을 참여

관찰하여 그 수학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수학교실관찰연구모임의 

형성 배경과 과정, 수학교실관찰연구모임의 활동 내용, 수학교실관찰연구모임 활

동을 통하여 일어난 변화, 수업 관찰 및 분석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수학교사의 

전문성 발달 양상을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 자

체가 종합적이어서 수학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리고 학교 내의 교직문화를 바꾸면 연구모임을 교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교사들만으로는 전문성 제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적 공동체와 협력적 학습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주요 후속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그 밖에 일반 교육학 분야에서는 기존의 교사 전문성의 개념을 재해석하는 연

구들이 등장했다. 이나현(2008)은 배려윤리의 교사양성교육 적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배려윤리를 기반으로 한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교

사양성교육의 변화와 배려하는 자로서의 교사 역할, 교사양성과정에서의 배려교

육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학교가 하나의 배려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

을 지적하며 배려교육의 요소로서 교사의 본보기, 대화, 실천 활동, 인정 및 격려

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성열관(2005)은 반성적 교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실천연구를 통해 직전 교사

교육 단계에서 수학 중인 학생들을 비판적, 반성적 교육과정 개발자 및 평가자로 

기르기 위한 개인적 노력에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 교사교육자로서 가지는 실

천적 지식에 기초하여 1년간의 교육활동을 반성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

사의 두 가지 역할에 주목하였다. 먼저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 역할을 이해하

여 교육과정 적용자, 창조자로서의 교사관을 지녀야 하고, 교육과정 평가자로서 

교사 역할을 이해하여 객관적 평가방식을 활용하는 등의 참평가 방식을 사용하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반성과 실천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서경혜, 2005), 기본의 교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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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행가로서의 교사 전문성을 재개념화한 설계자, 연계적 전문가로서의 교사 

전문성(소경희, 2003, 2006), 내러티브를 통한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 전문

성(강현석·이자현, 2006), 교육과정 탐구 주제로서의 교사 전문성(박순경, 2003)

에 주목한 연구들은 교사 전문성이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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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용교육자의 전문성과 심성적 전문성

가. 무용교육자의 전문성

1) 무용교육자와 무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무용교육자는 무용을 가르치는 일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활동을 펼친다. 

어떠한 영역에서 무용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내용과 방법에 있

어 차이가 있으며, 학생과 수업 외에도 여러 환경, 요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먼저 무용교육자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어떠한 성격의 활동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교육에 임할 때 비로소 그의 전문성이 발휘할 수 있다. 그 다음 

다양한 무용 기능과 테크닉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내용 속에 역사

적, 문화적 의미와 철학적 사고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용교육자

는 자신이 학생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과내용으로서 무용에 대한 안목과 소양, 가

르치는 대상인 학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지녀야 한다.

무용교육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무용교육이 이루어지는 장면에 따라 다

르다. 무용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학교무용, 전문무용, 사회무용, 특수무용으로 

구분된다(한국무용교육학회, 1996, 2003). 학교무용의 경우 현행 제7차 개정 체육

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이 결정되며, 체육교과의 5가지 신체 활동 가

치(건강, 도전, 경쟁, 여가, 표현) 중 표현 활동의 한 단원으로 무용 수업이 가능

하다. 혹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각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파견하는 예술

강사가 체육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재량활동, 방과후수업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전문무용, 사회무용, 특수무용의 경우 각 무용장르별(한국무용, 발레, 현

대무용 등) 기능을 수준별로 가르치거나 창작활동을 통해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

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결국 무용교육의 내용은 하나의 

교과 형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교사의 지식, 기능, 안목의 수준에 따

라 선택적으로 결정한다.

교육자가 선택하여 가르치는 무용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무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정과 지도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의 교육내용 선정과 지도에 있어 “무용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가장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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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하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물론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흔쾌히 후자를 선택하겠지만, 문제는 ‘동작 속에 감춰진 생각, 감정들을 동작 

익히기도 힘겨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 현장

에서도 무용 동작만을 가르치는 수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용의 기술

적 차원에 대하여 집중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관심을 쏟아왔다. 

그동안 무용 장르별로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을 다룬 이론과 모형은 꾸준히 

개발되었다(신은경, 1995; 황규자, 2008; Chazin-Bennahum, 2005; Judith, 1989; 

Kassing & Jay, 2003; Laban, 1963; Smith-Autard, 2002).

특히 발레와 같이 기능의 신체적, 물리적 수준이 고도화된 경우 무용기능을 어

떻게 하면 체계화, 과학적 지식과 원리들을 바탕으로 향상시키고, 측정하며, 가르

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그 편향성이 더욱 가중

되어 기술 위주의 무용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오랫동안 지적되었다(박중길, 2007; 

황인주, 2001, 2008). 학생들의 무용 기능은 상당 수준에 올라있으나, 그 기능 안

에 무엇을, 왜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수업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 동안 무용 동작을 가르치면 되는 것

인지, 무용 동작 속에 감춰진 생각이나 감정을 일깨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되는 시점이다. 전자를 무용기능, 후자는 무용정신으로 개념화한다

면, 무용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교육내용이 될 것

이다. 기술이 없으면 정신은 밖으로 표현될 수 없고, 정신이 빠지면 기술은 공허

한 몸놀림에 불과해질 뿐이다(최의창, 2010a). 그러므로 무용교육에서는 이 두 가

지 차원이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기능(技能)의 차원과 안목(眼目)의 차

원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최의창, 2002). 무용은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한국무용교육학회, 1996).

무용교육은 인간 존재의 독특한 표현방식인 무용의 다양한 형식을 창작, 공연,

감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읽고 쓰는 능력을 통해 통찰력, 사고력, 상상력, 직관

력을 발달시켜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박재홍,

2004). 무용교육이 기술교육이 아닌 예술교육을 지향한다면, 무용기능의 내면에 

잠재된 무용정신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요청된다. 물론 교육내용으로서 무용정신

은 여전히 가시적으로 드러내거나 쉽게 설명하게 힘든 성향을 지니고 있다(최성

은, 2004; 최의창, 2010a). 이 때문에 무용정신이 교육의 핵심이라는 점을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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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교육철학 분야에서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교육을 인류의 정신적 

유산, 가치 있는 삶의 한 형식, 실천전통(a practice)으로 바라보고 교육내용의 두 

가지 층위 중 표면적 차원이 아닌 심층적 차원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홍은숙, 2007; MacIntyre, 1984; Oakeshott, 1967; Peters, 1966). 교과는 그것을 공

유하는 집단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공적인 것으로 내면

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교육의 내면적 차원은 오우크쇼트의 

전통적 지식, 딜타이의 정신세계, 맥킨타이어의 정신 등 달리 표현되지만 이 개

념들이 교육의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최의창, 2010a).

무용교육 분야에서도 내면적 측면에 초점을 둔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

가 있어 왔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는 창의성, 감성, 표현성 등의 특정 요소(김윤

진, 2003; 박현정, 2008; 오레지나, 2006)에 집중되어 각 개념들의 규명하고 측정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용 정신성의 본질(한혜리, 2000)과 한국춤의 정

신적 측면(이애경, 1992; 정병호, 2004; 채희완, 2000; 황경숙, 2002)을 다룬 연구

들은 예술적, 미학적 측면에서 춤을 추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언급하고 있

어, 교육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무용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2000년 중반에 이르러서 본격화되었다. 

최성은(2004)은 교육학적 측면에서 발레정신의 개념과 이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

을 제시하여, 발레라는 특정 장르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신'을 발레교육의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주목하고, 그 교육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하였다는 점, 그리고 장르별로 정신의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규명하였

다. 오현주(2008)는 한국 전통춤의 내면적 측면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그 초점이 교수법에 맞추어져 있을 뿐 정신의 실체 분석은 다루지 

않았다. 정신분석이 선행되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교수를 바라보며 맥락적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홍정효(2008)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무용교육에서의 

심(心)적인 측면의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교육의 대상이 유아로 한정되어 

있고, 교육내용으로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미약하며,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

재하기에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의창(2010a)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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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무용의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각 무용 장르별 정신의 구성요소

와 교육방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무용교육의 내용으로 무용기능과 무용정신을 가르칠 때, 어떠한 방

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일반 교육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교육내용의 내면적 

측면을 가르치기 위한 체계적인 교수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Oakeshott(1967)는 

내면적 측면의 전수를 위해 기존의 기능, 지식, 정보를 전달할 때와는 상이한 차

원의 교수방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내면적 측면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

사의 표정, 유머, 어조 등을 통한 간접적 전수가 필요하다. 그동안 전문성의 부수

적인 요소로 여겨졌던 교사의 인성이 하나의 체계적인 교수방법으로 재조명되었

다. 같은 관점에서 이홍우(1978)는 정신, 안목 등의 내면적 측면을 가르치기 위해 

'일러주기'가 아닌 '보도록 하기'의 교수방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Carr(1984)는 무용을 가르치는 의미를 무용정신과 관련하여 주목하고 있다. 즉 

무용의 관례와 전통을 준수하고 이해하며, 각 무용형식에서 따르는 규칙들을 이

해하고 정련시켜 드높이는 일, 서로 다른 양식의 삶과 문화 속에서 개개의 무용

형식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함으로써 무용의 목적에 대하여 비평적 안목을 

갖는 일, 그리고 그 목적을 재차 검토하고 보다 더 세련되게 만드는 일(p. 76)이

라고 제시함으로써 무용교육이 단지 기술 그 자체를 배우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는 활동임을 피력했다.

무용교육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육방법은 시범, 설명, 연습, 질의, 토론 등으

로 나타난다. 무용의 특성상 교사들은 주로 적극적 수업(active teaching)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사의 시범과 학생의 연습이 교육방법의 주를 이루고 

있다. 있다. 직접적 지도(direct instruction)(Rosenshine, 1979), 상호작용적 수업

(interactive teaching)(Rink, 1985), 명시적 교수(explicit instruction)(Rosenshine & 

Stevens, 1986)라고도 불리는 적극적 수업 방식은 전체학급이나 소그룹에게 직접

적 지도를 행하고 학생들이 개별적인 연습을 시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최의창, 

2003). 물론 무용창작이나 안무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움직

임 속에 담아내기 위한 질문식 수업, 자기주도적 수업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수업은 수업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전히 대다수의 무용교육자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

고 있는 교육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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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통적인 교육방법 외에도 무용교육자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

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 체육 분야에서는 교육방법으

로서 글쓰기가 주목받고 있다(강유미, 2009; 서장원, 2007). 강유미(2009)는 글읽기

와 글쓰기 활동을 통해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가능성을 탐색

하였다. 인문적 체육교육의 실천방법인 ‘하나로 수업모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글읽기와 글쓰기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학생 인성의 제 측면인 체육, 나, 타인, 삶

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이를 통해 글읽기와 글쓰기 활동이 체육교육의 인성

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의한 활동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서장

원(2007)은 초등체육교육에서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 창의력, 태도

의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내면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용수업의 방법으로 글쓰기를 제안하는 연구들(박중길, 2008; 유정재·이정화, 

2008)은 글쓰기 과제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

다. 박중길(2008)은 타 전공분야보다 창의력과 표현력을 강조하는 무용과 대학생

들을 학술적 글쓰기뿐만 아니라 글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한다. 유정재·이정화(2008)는 대학의 무용전공 학생들의 안무법 수업에

서 글쓰기와 자기 보고서 과제가 안무 내용을 구체화, 세분화시켜 정리하고 요약

하는 과정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글쓰기 과

제는 목표 지향적이며 지적인 수행일 뿐 아니라, 전략적인 행위이고 다면적인 감

성과 사고를 요구하는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무용과 관련된 역사, 철학, 문화적 내용을 담은 책을 읽고 무용을 소

재로 한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을 감상하는 활동도 몸으로 직접 움직이며 느끼는 

직접적 경험 외에 보고, 듣고 느끼는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무용에 대한 예술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박소현, 2009; 유창경, 2009; 장명주, 2011; 홍수민, 2010). 

이처럼 인문적인 접근을 통한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과 활용은 무용교육자들이 

무용기능 중심의 무용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무용정신도 더불어 가르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해준다(최의창·박혜연·신주경, 2012; 최의창·홍애령·김나이, 

2012). 

지금까지 살펴본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는 무용교육자가 자신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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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무용기능과 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는 자신이 이 두 가지 차원을 고르게 익히고 내면화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이를 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심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

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무용교육자가 지향해야 할 

전문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도 달라지는 것이다.

2) 무용교육 및 무용교육자 연구동향

우리나라의 무용연구는 조선시대 궁중무용에 관심이 많았던 효명세자로부터 

시작되었다. 효명세자는 순종숙황후의 보령 40세를 경축하기 위해 춘앵전을 창작

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무용연구는 1960년대 대학 무용과가 개설되면서 무용작품 

및 안무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발전했다(김인숙, 2011; 문치빈, 2007). 2000년대

에 대학 무용과의 박사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무용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

며, 연구영역 및 방법이 구체화,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무용연구는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동향 및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학문영역별 연구의 경향이 편승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문치빈, 2007). 

특히 우리나라의 무용과가 실기 중심의 3분법(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을 오래

도록 유지해왔기 때문에 학문의 연구 또한 이러한 체제 속에서 계통적으로 다루

어지고 있었다.

한편 무용교육연구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무용 수업과 

관련된 교수학습과정,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의 연구는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심리학적 요인(김선정, 1997; 배진모, 

2003; 이은경·이종철·김지성, 2000), 무용 수업에 대한 무용교육자들의 인식도

(권윤방·임호남, 1992; 이원주, 2007; 정원정, 2005; 조윤신, 2003) 등을 다루며 

실제 교육 현장에 효용성 있는 제언을 하지 못했다. 주로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

여 무용교육자의 교수행동과 학생들의 학습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수치화하여 나

타내거나, 무용 수업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인식도를 살펴보는 것에 그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무용교육연구들은 실제 무용교육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도

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답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무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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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연구는 실제 무용교육자가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어떠한 자질을 갖

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수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에서는 해당 분

야의 뛰어난 수행을 보이는 현상과 그 현상을 일으키는 지식, 교육, 경험 등의 

과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된 반면, 무용 분야에서는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 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한 전문성을 지녀야 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무용을 예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와 실천이 다수 

존재했고, 이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무용은 개인의 예술적 감흥과 재능을 표현하

는 공연예술, 순수예술의 대상이지, 차근차근 가르쳐나가는 교육의 대상은 아니

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무용은 순수예술의 

경계를 벗어나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며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 미적체

험교육의 주된 교육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 실

제로 교육을 행하는 교육자의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 후반 무용 분야에서 교육학적 관심을 지니고 있던 지닌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무용교육자가 지녀야 할 전문성 및 자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무용교육자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김명주, 2004; 박중길·장선애, 2004). 이 분야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무용교육자의 전문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과 실천적 활용방안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무용 분야만의 고유한 전문성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

를 습득하고 교육하기 위한 교사교육과 교사학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무용교육자의 전문성과 관련

된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의 무용교육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무용학회(1996)는 무용교사의 주요 자질로 움직임과 가르침에 대한 사랑과 

열정, 무용에 대한 기본 지식, 학생들을 지원하는 마음가짐, 명확한 의사전달, 음

악성, 무용기술만이 아닌 그 이상의 초점(예술적 기교, 개인적인 신념과 비전), 

교정을 위한 바른 시각을 제시하였다. 또한 무용교사의 전문성으로 무용교수를 

위한 지식(무용에 대한 지식, 교수법에 대한 지식), 무용교수를 위한 프로그램(수

행기초 프로그램, 창의적 자아표현 프로그램, 학문 기반 프로그램), 효율적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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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교수(무용 기술의 발전, 공연감각의 발전, 무용수업의 조직화, 다양화, 긍정적 

분위기, 교육의 조직화와 지도원칙)를 포함시켰다. 무용교사의 자질에 비하여 전

문성은 무용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전문성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강미선(1998)은 무용참가가 개인이 사회화과정을 통해 겪게 되는 매우 독특하

고 선택적인 경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과정에 작용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 

그 중에서도 무용교육자의 자질이 학생의 무용참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그 결과 무용교육자의 자질은 학생의 무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학생

의 무용참가 시간과 기간, 무용 간접 참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무용

교육자의 자질과 학생의 무용태도 및 무용참가 시간, 기간, 간접참가 간에 긍정

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무용교육자의 자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애경(2000)은 대학 무용 지도자의 리더십 형태와 학생들에 대한 지도 열의, 

학생들의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이에 앞서 대학 무용 지도자의 요

건으로 움직임과 가르침에 대한 사랑과 열정, 무용에 대한 전문지식, 명확한 의

사전달, 음악성, 무용기술 이상의 측면(상상력, 창의성, 정신적 탐구 등), 교정을 

위한 바른 시각, 학생의 개별적 심리적성 파악능력을 제시하였다.

진연심(2002)은 무용교사의 자질요인을 전문적 자질, 인성적 자질, 인간관계적 

자질로 구분하였다. 전문적 자질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무용이론 및 실기에 대한 기본지식 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지식, 

신체해부학, 역학에 대한 지식 등의 전문적인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교수기술 측면에서 무용시범능력과 더불어 무용동작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교정

할 수 있는 섬세한 안목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예술적인 기교와 창조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융

통성과 무용 수업에의 열의 등이 포함된다. 

인성적 자질은 도덕적 인품과 일반적인 교양, 유머감각, 건강한 신체와 깨끗하

고 단정한 용모를 포함한다. 그 밖에 비판수용태도, 자신감, 창의성, 협조성을 요

구하며,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해 안정된 정서와 품부한 감성, 자기 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수반한다. 인간관계적 자질은 학생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학

생에게 진정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하며, 그들의 임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평하게 대하는 등의 자세의 갖추는 것을 말하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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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랑을 바탕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주(2004)는 무용교육자의 전문성 형성 요인을 다양한 교육경험, 동료교수와

의 관계, 무용 수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요인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

이며 각 요인 간에도 상호작용하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황교사의 전문성은 교직 경력에 따라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경험과 인간관계 속에서 무용 수업으로 연계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연구는 

교사 한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사례연구라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박중길·장선애(2004)는 교사교육의 개념적 이해와 교사연구자들이 수행한 연

구의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교사연구의 주된 연구초점을 제시하였다. 그 중 무용

교육자에게 무용을 통해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우기’, ‘배움을 가르치고 배우

기’ 등의 다양한 메타교육적 자질이 요구되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무용교과 교

육학의 강화와 무용교육자교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상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서수진·이창섭(2010)은 댄스스포츠지도자 전문성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고 전문

성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성, 회원관리, 실기지식능력, 기본원리강

조, 지도기술을 구성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인성은 지도자가 갖고 있는 사고와 태

도, 행동특성으로 댄스스포츠지도자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점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회원관리는 팀을 유지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관심이자 일종의 상담, 수업운영 관리능력이고, 실기지식능력은 실기, 안무, 

이론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을 통해 갖추는 것이다. 기본원리

강조는 댄스스포츠의 기본기, 몸의 원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도

기술은 참가자의 동기 유발과 목표 제시를 통한 수준에 맞는 지도능력이다.

신지혜·정지혜(2010)는 지도 경력 15년 이상의 한국무용 전공, 우수 무용 지도

자들을 대상으로 지도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질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일반영역에서는 전문성(무용이론, 무용기초, 무용기술, 시범), 예술성(창의성, 관찰

력, 표현력), 자기개발(연구자세, 열정, 경험), 심리전략(동기유발, 믿음과 신뢰, 애

정), 대인관계(의사소통과 유대감), 지도관리(지도철학, 신체적 특성, 외모 관리)으

로 구분되었다. 특히 일반영역의 하위영역 중에서도 전문성에서는 무용기술, 무

용기초, 예술성에서는 표현력과 관찰력, 자기 개발에서는 연구자세 및 경험, 심리 

전략에서는 애정, 믿음과 신뢰, 동기유발, 대인관계에서는 유대감과 의사소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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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리에서는 지도철학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한국무

용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구조화하였으나, 지도자의 선발 및 양성을 위

한 제안이나 각 하위영역에 대한 세부 특성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양소영(2011)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지도하는 전문 무용교사 15

명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무용교사의 전문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무용교사 전

문성의 구성요인은 무용교과 지식 및 기술(무용전문지식, 무용전문기술), 무용 교

수 방법(교수설계, 교수방법, 수업운영), 학생과의 관계 형성(학생관리, 학생이해), 

인성(성향, 자질)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일반 교사 전문성과 차별적인 요인으로 무용교과 지식 및 기술에서의 무

용 전문기술, 무용 교수 방법에서의 통합적 전달 능력 요인에 주목하였다. 무용 

전문기술은 무용이 자신의 신체를 매개로 하는 동작예술이라는 특성, 신체성을 

강조하는 측면이므로 무용교사는 신체에 대한 이해, 동작분석능력과 해부학적 지

식, 통찰력과 종합적 판단력과 같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 교과 교

사와 차별성을 지닌다. 통합적 전달 능력은 무용예술이 음악, 미술, 연극 등의 타 

예술장르와 총체적으로 결합되는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무용

교사는 음악성, 미술성, 연기력과 같은 전문성을 지니고 이를 통합적으로 전달해

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용교과 지식 및 기술을 전달하고,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무용교사의 인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이인(2011)은 댄스스포츠지도자 전문성의 형성 과정을 범주화하여 실체이론과 

상황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전문성의 형성 과정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

적 조건에 따라 전문성 부족 인식 단계, 새로운 방법 모색 단계, 전문성 형성 단

계, 전문지도자로의 발전 단계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계승발전형, 자기주도형, 소

통탐구형으로 나뉘어 전문지도자로 거듭났다.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전문성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였으나, 전문성의 특성, 각 과정과 유형별 교육방법은 드러나

지 않았다.

그 밖에 무용교육자의 교육행동, 교육관, 가치정향, 수업유형, 이미지, 교육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 등에 관한 연구(강민수, 2007; 박중길, 2005; 함지선, 

2001)도 이루어졌지만, 대다수가 전문성의 극히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거나 

전문성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가의 관점이 아닌 이미 형성된 전문성을 분석

하는 데에 그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다루어진 무용교육자 전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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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용교육자 전문성의 구성요소

한국
무용교육학회

(1996)

무용교수지식
(무용, 교수법 지식)

무용교수 프로그램
(수행, 창의적 자아실현, 

학문기반)

효율적인 무용교수
(기술, 공연감각, 수업 

조직화, 다양화)

한국
무용교육학회

(1996)
김애경
(2000)

사랑과 
열정

무용기본
지식

학생을 
지원하는 
마음, 
학생 

심리적성 
파악

명확한 
의사전달

음악성

무용기술 
이상의 
초점

(예술적 
기교, 
신념과 
비전, 
정신적 
탐구)

교정을 
위한 
바른 
시각

진연심
(2002)

전문적 자질 인성적 자질 인간관계적 자질

김명주
(2004)

다양한 교육경험 동료교수와의 관계 무용 수업

양소영
(2006)

무용교과 지식 
및 기술

무용 교수 방법
학생과의 관계 

형성
인성

서수진·
이창섭
(2010)

인성 회원관리 실기지식능력 기본원리강조 지도기술

신지혜·
정지혜
(2010)

전문성 예술성 자기개발 심리전략 대인관계 지도관리

<표 18> 무용교육자 전문성의 구성요소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무용교육자의 심성적 전문성

무용교육자의 전문성은 능력적 차원의 기법적 전문성과 심성적 차원의 심법적 

전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의창, 2009; 홍애령, 2012). 무용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능, 무용교육과정과 교수법에 대한 이해를 통한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

어서의 능수능란함은 기법적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다. 무용 속에 깊이 잠재된  

무용의 핵심이자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니는 것은 심법적 전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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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무용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무용의 기능, 테크닉과는 

다르게 무용을 체험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무용의 정신과 관련되어 있다. 

본격적으로 무용교육자가 지녀야 할 심성적 전문성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를 

유추해볼 수 있는 연구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은은희(2004)는 좋은 무용 수

업에 대한 무용지도강사와 무용전공학생들의 인식을 규명하면서 배움 있는 수업, 

재미있는 수업, 마음 있는 수업, 대화 있는 수업, 노력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무용지도강사는 춤의 깊이를 볼 줄 알아야 하며, 학생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최성은(2004)은 발레교사들이 인식하는 발레의 정신을 아름다움, 자기극복, 자

기표현으로 구분하고 이를 가르치기 위한 지도방법으로 직접전달법(지시설명법, 

상상자극법)과 간접전달법(체험전이법, 특성감지법)을 제시하였다. 즉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설명과 시범, 책이나 음악, 공연관람을 통한 경험, 교사의 미묘한 언어

구사, 표정, 몸짓 등이 모두 발레의 내면적 차원을 가르치는 교육방법이라는 것

이다. 결과를 통해 발레교사는 발레의 정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학생들을 지도

할 때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직접전달법과 간접

전달법이 조화를 이루어 통합된 지도모형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교사가 소양을 

갖추고 성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유창경(2009)은 교사들이 인식하는 한국무용의 정신을 동양철학적 정신, 한과 

흥의 조화, 자기성찰과 깨달음, 학생들이 인식하는 한국무용의 정신을 자연스러

움, 조화, 인내로 구분하였다. 한국무용 정신의 지도방법은 직접지도법(동기부여, 

지식전달), 간접지도법(체험전이, 내면전이)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용 정신의 학습

방법은 직접학습법(훈습과정, 몰입경험), 간접학습법(문화체험, 자기성찰, 특성감

지)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교사와 학생은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

서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교사의 예의, 

정신, 마음가짐, 태도 등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도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 그

러므로 교사는 무용정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용의 안과 밖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학생들과 소통하며 반성적 사고와 인문적인 소양을 지녀 교사가 지닌 태도, 

자세 등이 학생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현주(2003)는 살풀이춤의 기법과 심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도

자가 그 춤뿐만이 아니라 그 춤을 형성하고 있는 가·무·악을 완벽하게 습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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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춤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 춤이 지니고 있는 

안(전통과 내면의 모습)과 밖(기능, 기술)의 능력을 소유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격체로 성숙함을 지녀야한다는 것이다.

박소현(2009)은 초등학교 발레 특기·적성 수업에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매주 새로운 주제에 관한 읽기, 쓰기, 그리기, 보기, 하기 등의 활동을 제공하였

다. 그 결과 학생들은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발레를 총체적으로 경험하였으

며, 선생님은 수업시간의 결과물들을 통해 각각의 학생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

눌 수 있었다.

함지선(2010)은 무용지도자의 교육관과 직업만족도의 실태를 살펴보는 과정에

서 무용지도자와 전문가 모두 인성을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언급한 것에 주목하였다. 이어 학생을 대하는 태도, 포용력, 이해력 등이 풍부

한 지도자, 학생들과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지양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수평

적 관계를 지향하는 지도자를 인성적 자질을 갖춘 지도자라고 강조하였다.

홍수민(2010)은 예술고등학교 발레 교수학습과정의 문제점으로 입시위주, 교사

중심, 모방강조, 실기치중의 네 가지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교육중심, 

창작중심, 통합중심, 학생중심의 대안적 교육모형을 제시하였다. 참다운 예술인 

육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은 인문적 접근을 통해 발레 탐구하기, 

바라보기, 구성하기, 보여주기, 평가하기, 복습, 반성, 연계 등의 과정을 경험해야 

하고, 발레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발레 기능, 지식, 태도를 하나로 묶어 실천하도

록 하고, 움직임에 대한 원리, 동작 및 수업과 일상생활에 대한 태도를 함께 학

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식 교육

과 간접 체험활동, 간접교수활동을 통한 발레의 ‘보기, 쓰기, 읽기, 얘기, 만들

기, 알기’ 등의 교수학습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장명주(2011)는 기존의 기능중심 현대무용교육을 지양하고, 창작지향 현대무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수자가 창작 조력자로서 내면적 자질과 외면적 재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실천에 있어서 교수자의 반성적 사고는 창

작지향 무용교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표정, 말투, 태도 등의 품성과 교

육철학, 사고관 등의 지성을 통한 간접교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룬 연구들은 기존의 교사 전문성 논의와 유사하게 무용교육자의 

수업전문성 혹은 인격적 특성으로서 교육자의 내면적, 심성적 자질을 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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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참다운 예술을 실현하고 학생들을 예술로서 무용에 입문시키기 위해 

교육자의 심성적 자질이 매우 중요한 측면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타 교과에 비

해 무용 분야에서의 심성적 자질이 공히 중요한 측면임을 알 수 있다. 

홍애령(2012)은 무용교육자가 지녀야 할 전문성을 능력적 자질과 심성적 자질

로 구분했다. 능력적 자질은 무용교육의 내용에 대한 지식과 기능, 무용교육과정

의 해석과 적용 능력으로 무용 수업과 학생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뜻한다. 심성

적 자질은 무용에 담긴 핵심으로서 정신, 안목, 전통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실천을 뜻한다(최의창, 2009). 그리고 능력적 자질은 지식과 기능의 학습과 연습

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으며, 심성적 자질은 태도와 인성의 체험과 수양을 통해 

함양할 수 있다. 그러나 무용교육자의 전문성은 독자적으로 따로 떨어진 방법을 

통해 함양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연습, 체험과 수양의 과정에 붙박혀 습득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무용교육자는 학생들의 기능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고 그것이 지닌 전통, 문화, 의미를 되새기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능력적 자질이 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준다면, 심성적 자질

은 무용이 주는 의미를 예술과 삶으로서 체화하도록 한다(홍애령, 2012). 무용교

육자는 다른 교과의 교육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품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진연심, 2002; Kassing & Jay, 2003).

이는 학생에 대한 애정, 배려, 자신의 교육관을 실천하는 것, 학생들의 긍정적

인 변화에 대한 신념, 태도로 구체화될 수 있다. 신념과 태도는 교육자가 교육활

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정의적 특성을 의미한다. 자신

의 교육철학과 예술세계에 대한 믿음, 나아가 무용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

에 대한 믿음은 Bereiter와 Scardamalia(1993)가 제시한 ‘확신(promisingness)’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에 있어 핵

심적인 내적 요소이며(홍애령 외, 2011),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무용교육자에게 

매우 중요한 심성적 전문성인 것이다(박혜연, 2012; 오현주, 2008; 유창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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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레교육자의 전문성과 발레교육자 양성과정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발레교육자의 성장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발레와 발레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왔지 살펴보기 위해 발레교육 및 발레교육자

와 관련된 연구들을 탐색하겠다. 또한 발레교육자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국내외 

발레학교 및 대학, 협회 및 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레교육과정과 그 속에 

나타난 주요 발레교수법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겠다.

가.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1) 발레와 발레교육

발레는 서양의 고유한 예술 형식 중 하나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궁정 발레는 

18세기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에 주목받게 되었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는 왕과 

귀족 등 특권층의 춤이었던 궁정발레가 분화되어 전문화되면서 춤의 직업화를 

이루었다. 전문 무대, 극장의 등장으로 발레테크닉은 과학화와 체계화를 이루었

으며, 공연자와 관람자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극장 발레

단과 발레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단지 보여주기 위한 춤 교육이 아닌 각 시대의 교육철학이 담긴 정신

으로 발레를 계승시키는 것이 발레교육의 목적이었다(김정민, 2007). 당시 루이 

14세의 무용교사였던 보샹은 왕립 음악 아카데미에서 발레교육의 정형화된 틀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후 블라시스의 전통을 계승한 이탈리아의 체케티는 엄격한 

프로그램, 반복훈련을 통해 무용수들의 기량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고, 성 페테르

부르크의 고전적 스타일을 계승한 바가노바는 발레기법의 과학화와 효과적인 교

육방법을 통해 러시아 발레 테크닉을 체계화시켰다(황규자, 2008).

우리나라에서 발레는 192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김동한 외 학생 예술단의 

발레, 러시아 민속춤 공연에서 최초로 소개되었다(권윤방, 2003). 이후 1926년 일

본 무용가 이시이 바꾸의 공연과 1931년 세계적인 무용시인 슈가로프의 내한공

연이 이루어졌으며,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발레단인 서울발레단을 시작으로 현

재 직업발레단을 비롯한 여러 민간발레단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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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김인숙, 2011; 양정수, 1999). 우리나라의 발레 역사는 서양에 비해 매우 짧

지만, 현재 무용수들의 기량과 수준은 그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크게 성장했

다. 혹자는 이러한 성장의 요인으로 대학 무용학과의 개설, 국립발레단의 창설과 

유니버설발레단의 설립 등 대학과 민간단계의 노력, 그리고 짧은 기간에 무엇이

든 이룩하는 한국인의 독특한 민족성을 거론하기도 한다(성기숙, 2003).

발레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전문무용, 학교무용, 생활무용 등으로 구분되며, 

전문무용은 예술중·고등학교, 대학 무용학과, 직업 발레단 및 부속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학교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7차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어 체육 교과 내에 표현활동 단원이나 방과후학교, 창의적 재량활

동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2005년부터 문화예술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서 예술강사를 파견하게 되어, 2011년까지 총 801명의 무용분야 예

술강사가 1437개교에 파견되었다(김인숙, 2011). 이들은 체육 교과에서의 무용교

육, 재량활동 혹은 특기적성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을 펼치고 있다. 생활무용은 

시·도 중심의 문화센터나 사설학원에서 취미와 여가를 목적으로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들이 발레를 경험하고 있다.

2) 발레교육 및 발레교육자 연구동향

1960년대 각 대학에 무용학과가 생기면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 45

개교, 2년제 전문대학 6개교가 개설되었고, 본격적인 발레 연구가 진행되었다. 

1962년 논문이 발표되어 발레연구의 시작을 알렸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야 학위

논문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이 증가되었다. 1990년대에는 역사적 관점

에서 유명 무용수의 생애, 안무 스타일, 발레작품을 분석하거나, 교육적 관점에서 

전문 발레무용수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발레단, 아카데미, 교수법을 살펴보는 연

구 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각각의 관점에 따라 연구주제 및 대상이 확장되었다.

지금까지 발레 연구는 무용분야의 전공 영역으로서 주제별 연구흐름의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물에 대한 질적 분석이 어려우며, 선행연구에

서 얻어야 할 자료들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발레만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연구

가 진행되지 못했다(문치빈, 2007). 특히 발레는 무용의 특성상 많은 연구자들이 

무용 기능학에 관련된 동작분석, 기능중심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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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학문적 효용가치가 중복되고, 모호한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

므로 발레 영역에서 특수화된 내용과 주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김동곤, 2008; 문치빈, 2007). 발레 연구의 동향

을 살펴본 연구들은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발레영역의 연구자들이 학위과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기를 촉구하

고 있다(김경영, 2007; 김동곤, 2008; 문치빈, 2007).

발레교육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발레를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이 다양화, 전문

화됨에 따라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대부분 발레교육 현장에 대한 인식이나 현황을 탐색하는 데에 그쳐 

각 대상에게 발레의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가르치는 사람은 어

떠한 능력을 지녀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

무용, 학교무용, 생활무용 영역에서 발레를 통해 창의성, 감성, 정서,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모형이 개발되었고, 기존의 교수법을 교육현장

에 적용한 교수법관련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발레교

육자들의 가르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실제 발레교육 속에 적용되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더구나 발레교육자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 바가노바, RAD, 체케티 

등 교수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노연경, 2012; 문선화, 2005; 전정아, 2007), 효율적

인 교수방법(윤미란, 1996; 정미자, 2001), 리더십(백연옥, 2004), 교수행동 분석(이

진경, 2009), 역학적 원리를 활용한 교수법 연구(홍경화, 2010)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의 행동과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 

교육학 수준의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외 연구 중 유일하게 발레 교육자의 전문성 발달에 관한 연구가 

있어 눈길을 끈다. Cairns(2010)는 두 명의 전문 발레교육자의 성장과정을 자전적 

내러티브 기법을 활용하여 조명하였으며, 발레 전막 공연을 감상하듯 3막의 구성

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1막에서는 발레교육자들의 지식 습득, 교육철학과 신념, 

2막에서는 학생, 무용수, 교육자로서의 성장과정과 전문가로서의 가치정향, 3막에

서는 수업, 리허설 상황 등에 담긴 행위 중 반성, 전문성을 탐색했다. 특히 교육

자들이 삶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활동이 전문 발레교육자(master)로 성장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그들이 발레와 가르치는 일에 대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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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또한 전문성 발달에 영감을 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발레교육자들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 창

의성을 교육을 통해 하나의 예술 양식으로 승화시키고, 각 개인이 전문성을 발달

시켜가는 과정 역시, 발레의 역사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Cairns(2010)

는 두 명의 발레교육자가 발레를 전공한 학생에서 처음 수업을 하게 된 시점, 교

육자로 일하면서 느끼는 점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어, 다른 선행연구에 비해 

매우 짜임새 있고 심도 깊게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을 연구했다고 볼 수 있다.

나. 발레교육자 양성과정

1) 발레교육과정

발레교육과정은 발레교육의 체계화를 먼저 이루었다고 간주되는 러시아, 프랑

스, 영국, 미국 등의 발레학교 및 발레교육자 자격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더불어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과 협회 및 무용단 산하 교육기관의 발레교육자 자

격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탐색하여, 국외 사례와의 학제, 교육내용, 교육

체제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가) 국외 발레학교 교육과정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체제이지만 발레를 전공하는 외국의 학생들은 발

레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나라의 예술중학교, 예술 고등학교와 비슷하

지만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계 중․고등학교와 유사한 

일반 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의 교육과정과 실기 교과의 교육과정

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예술 중․고등학교에 비해 외국의 발레학교는 

보다 실기 교과, 발레에 초점이 맞추어진, 특화된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

영되고 있다. 때문에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200여년의 오

랜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발레학교가 존속되어 왔으며,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일정한 오디션을 거쳐 학교와 연계된 발레단에서 활동하는 수순을 거치고 있다

(조주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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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의 주요 발레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무용수로서의 성장과 더불어 잠재적인 발레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탐색한다.

(1)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학교(Vaganova Ballet Academy)

러시아 발레는 삐오뜨르 대제(Pyotr 1 Alekseevich, 1672~1725)의 러시아 서구

화 정책에 따라 프랑스 발레를 유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대제는 수세기동안 봉쇄

되어 있던 러시아의 문물을 개방하여 서구화하기 위한 포고령을 내렸고 그 가운

데 왕실과 귀족 사이에서 사교춤으로 추기 시작한 발레는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

로 성장해갔다. 당시 러시아 발레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발레를 수입하여 

기틀을 다져갔는데, 이는 고대 이집트부터 그리스 로마와 그리스에서 전해진 전

통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문호, 2004). 이후 러시아는 1950년대부터 발레와 오

페라 등 예술분야의 교육을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시도하였

다. 1959년 학제개혁을 통해 일찍이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잠재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시작

했다(안예진, 2007). 

바가노바 발레학교(vaganovaacademy.com)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발레학교로서 

키로프 발레단의 부설학교이다. 1738년 안나 여제(Anna Ivanova)가 프랑스의 무

용가 장 밥티스트 랑데(Jean-Baptist Landé)를 초청하여 그의 자문 하에 상트페테

르부르크에 러시아 최초의 황실연극무용학교를 창설한 것이 시초였다(이유성, 

2009). 이 학교를 졸업한 아그리피나 바가노바(Agrippina Vaganova)는 1930년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교수법을 정리하였는데, 이 교수법으로 학교가 비

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자 그 공을 기리기 위해 그가 사망한지 6년 후, 1957년 

바가노바 발레학교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문호, 2004; 이유성, 2009).

바가노바 발레학교는 발레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적 수단으로 간주하고 내면

에 잠재된 예술성을 발현시켜 뛰어난 무용수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가노

바 교수법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발레학교의 학생 수는 약 340명 내외로, 러시아 전역에서 입학시험을 통과

한 9~10세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시험은 매년 60여명을 선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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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 명

전공과목 실기 교과
발레, 궁중무용, 캐릭터 댄스, 파드되, 발레마임, 

연기무대화장법, 정기공연 등

일반과목

예술 교과
피아노, 발레사, 극장시, 미술사, 

연극, 미학, 음악, 미술 등

일반 교과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사회학, 역사, 철학, 과학, 

해부학, 생물학, 지리학 등

<표 19> 바가노바 발레학교의 교과 구성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응시할 만큼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체검사, 

건강진단서, 실기검사 및 음악성과 표현력 검사를 실시하여 선발하고 합격한 학

생들은 총 8년간의 발레교육을 받는다(문호, 2004; 이유성, 2009). 또한 매년 승급 

시험을 통해 단계별 충족해야 할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 엄격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졸업 즈음이면 한 학년의 학생 수는 약 3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가

운데에서 키로프 발레단에 입단하는 학생은 극소수이며, 나머지는 러시아 각지의 

무용단에 입단하게 된다(문호, 2004; 이유성, 2009). 

바가노바 발레학교의 8년의 교육과정에서는 바가노바가 고안한 자체적인 발레

교육방법인 바가노바 교수법을 적용하여 교육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각 과정별 수업을 수강하고 발레 수업은 매일 2시간씩 배당

된다. 전공과목으로서 무용교육과정에서는 클래식 발레를 비롯해 역사적인 무용, 

캐릭터 댄스, 상급으로 올라가면서 파드되, 레퍼토리 수업이 늘어난다. 무용 외에

도 피아노와 프랑스어가 필수 과목이며, 수학, 생물학, 러시아어, 지리학, 미술, 

역사, 물리, 음악이론 및 역사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다. 마지막 3년

의 과정에는 무용, 연극, 음악의 역사도 배울 수 있어 인문적, 예술적 지식을 높

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바가노바 발레학교의 재학생들이 8

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안예진, 2007).

바가노바 발레학교의 학년별 교육과정은 실기 교과, 예술 교과, 일반 교과를 

각 단계별로 전공과목, 일반과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문호, 2004; 안예진, 

2007; 정희자, 2005). 오랜 전통을 지닌 바가노바 발레학교에서 이러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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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일반과목 전공과목

초급

1
러시아어, 러시아문학, 영어, 수학, 도덕, 

피아노, 자연과학역사, 미술, 음악
발레, 궁중무용

2
러시아어, 러시아문학, 영어, 수학, 도덕, 

피아노, 자연과학역사, 미술, 지리, 무용이론
발레, 궁중무용

3

러시아어, 러시아문학, 영어, 수학, 역사, 

지리, 생물, 물리학, 음악이론, 미술, 체조, 

신체해부학

발레, 궁중무용

중급

4

러시아어, 러시아문학, 영어, 수학, 역사, 

종교와 역사, 화학, 수학, 물리학, 지리, 

생물, 음악 감상

발레, 캐릭터 댄스

5
러시아어, 러시아문학, 영어, 수학, 러시아 

역사, 음악학, 미술, 문학의 전기적 논평, 
발레, 캐릭터 댄스

상급

6

러시아문학, 영어, 음악학, 세계문명의 역사, 

무용학, 발레의 역사, 서유럽 극장의 역사, 

미술

발레, 무용연기법, 

캐릭터 댄스, 

파드되, 군무, 

레퍼토리

7

러시아어, 러시아문학, 영어, 무용학, 음악학, 

발레의 역사, 세계문명의 역사, 철학, 체육, 

해부학

발레, 무용연기법, 

캐릭터 댄스, 

파드되, 군무, 

레퍼토리

8
무대장치, 발레의 역사, 철학, 법학, 음악, 

과학

발레, 무용연기법, 

캐릭터 댄스, 

파드되, 레퍼토리

<표 20> 바가노바 발레학교의 학년별 교육내용

의 구성을 보여주는 것은, 뛰어난 발레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발레의 

기능연습뿐만 아니라 예술 및 일반 교과와 관련된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04 -

(2) 러시아 볼쇼이 발레학교(The Bolshoi Ballet Academy)

볼쇼이 발레단은 1780년 페트로프스키 극장 발레단으로 시작하여 1825년 모스

크바의 볼쇼이 극장이 인수하면서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볼쇼이 발레단은 

1860년에 프랑스 안무가인 마리우스 프티파(Marius Petipa)를 영입하면서 비약적

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볼쇼이 발레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전문 무용수를 

양성하고 있다(곽현희, 2007). 

볼쇼이 발레학교(bolshoiballetacademy.com)는 1773년 설립된 이후, 1961년 공식 

명칭을 모스크바 안무 아카데미(The Moscow State Academy of Choreography)로 

변경하였으나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볼쇼이 발레학교로 통용되고 있다. 볼쇼

이 발레학교는 1805년에 볼쇼이 극장이 건립되면서 부속학교로 시작하였다. 볼쇼

이 발레학교는 다재다능한 예술가를 양성하는 것에 두고 전문 무용수를 훈련시

키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곽현희, 2007).

입학시험은 4년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만 9~10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약 2~3

일 동안 심사를 한다. 의사의 사전 진단을 통해 심장, 폐, 시력, 청력, 신경 계통, 

신체의 관절 등에 대한 건강적인 측면과 발레하기에 적합한 체형, 골격을 가지고 

있는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 발등의 탄력성, 발바닥의 아치 정도, 얼굴모양 등

에 대한 신체적인 측면을 심사한다. 또한 음악적인 감각과 리듬감, 움직임 능력

과 균형 감각을 평가하기 위한 간단한 기초 동작들을 보게 된다. 선발된 학생들

은 8년 동안 엄격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후, 실력이 우수한 학생은 볼쇼이 

발레단의 코르드 발레(corps de ballet)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곽

현희, 2007; 문호, 2004).

볼쇼이 발레학교는 8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한 전문무용수를 배출시키고 

있다. 1~3학년은 초급, 4~5학년은 중급, 6~8학년은 상급에 해당하며, 하루의 수업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 수업 90분씩 진행된다. 학생들은 학년에 따라 

단계별로 심화되는 과목들을 수강하는데 클래식 발레 클래스 외에도 다양한 종

류의 춤과 예술과목, 일반교양 과목들을 배운다(문호, 2004).

볼쇼이 발레학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식 발레수업은 바가노바 교수법에 

기초하여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처음 1학년 때는 머리와 몸, 다리의 

위치, 정확한 폴드 브라(port de bras)를 배우고 기본적인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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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을 한다. 학년이 심화될수록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테크닉과 예술성이 요구되며, 상급생들은 파드되 수업을 받게 된다, 수업 때 사

용하는 음악도 점차 빠른 박자를 사용하며, 음악에 맞추어 동작을 하는 것을 중

시하여 학생들의 리듬 감각과 창의적인 동작, 생각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발레 클래스 이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우즈베키스탄, 아르

마니아, 타지키스탄 등의 각 나라 민속춤과 캐릭터 댄스, 역사 무용, 현대무용 등

을 배우며, 무용용어와 함께 발레역사, 연기법, 마임, 무대연출, 음악 이론, 미술, 

분장 등의 예술관련 과목, 수학, 생물학, 물리학, 외국어, 역사, 문학, 미학 등의 

다양한 일반교양 과목도 배운다(곽현희, 2007). 볼쇼이 발레학교의 학생들은 8년

간의 폭 넓은 교육을 통해 발레의 기능적인 측면과 더불어 일반적 교양을 함양

하여 예술가로서 소양을 갖춘 전문무용수로서 성장하고 있다.

(3) 러시아 국립극장 예술학교(The Russian University of Theatre Arts, GITIS)

러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발레학교에서 중․고등학교의 8년 과정을 마치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발레학교 산하의 발레단에 입단하거나 기타 활동중심의 

단체에서 경력을 쌓아간다. 그중 무용교육자, 안무자, 무용 비평가, 무용학자 등

을 희망하는 전공생의 경우에는 대학과정에 진학하는데 일반적으로 ‘스쿨

(school)’이라 명명하는 발레학교와 달리 대학과정은 ‘아카데미(academy)’로 

명명하여 구별된다. 이들 대학과정의 교육기관은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를 중심

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특히 러시아 국립극장 예술대학교(GITIS, www.gitis.net, 이

하 기치스)는 전문 발레교육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기치스는 페테르부르크

의 콘서바토리 아카데미와 더불어 최고 지도자로서 중․고등학교, 발레단 및 전문 

무용단체의 교육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명망이 높으며, 러시아 정부로부터 

예술철학 박사학위를 수여받는 단 두개의 대학에 속한다(문호, 2004). 

기치스는 1878년 설립되었으나 무용학부는 1946년 러시아 혁명 당시 모스크바 

발레단(현 볼쇼이 발레단)의 예술감독이었던 미하일 골스키(Mihail Gorsky)에 의해 

볼쇼이 극장 내부에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연극학부 소속의 무용전공으로 운영되

었다가 후에 무용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는 무용학부로 분리되어 독립된 대학이 

되었으며, 학부 과정을 마치면 각각의 자격증이 수여되는 지도자 과정과 안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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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문호, 2004). 

기치스의 교육목표는 전문 무용가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체계적이고 전

문적인 고등무용교육을 하는 것이다. 전문 무용수, 지도자, 안무자로 성장하기 위

한 실기 및 이론교육을 시행하며 특히 전공 수준의 음악교육, 타 예술 교과에 관

한 교육 및 무용단, 예술 단체, 극장과 협력하여 무용인으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추구한다. 교육과정은 무용지도자 과정과 안무자 과정으로 구분되며 각각 4년 6

개월, 5년의 과정 속에서 각 학년별로 실기 및 이론 수업을 수강한다. 기치스 대

학생들이 4년 간 수강하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문호, 2004).

학년 실기과목 이론과목

1
클래식 발레 교수법, 역사무용, 

캐릭터(민속무용)

현대춤 안무법, 연기법, 음악이론, 

발레역사, 세계 극장역사, 미술역사, 

세계문학사(1학기), 러시아 

문학사(2학기), 역사, 교육학, 심리학, 

외국어, 종교철학(2학기)

2
클래식 발레 교수법, 역사무용, 

캐릭터(민속무용), 클래식 작품

현대춤 안무법, 연출법, 음악역사, 

발레역사, 세계 극장역사(1학기), 

러시아 극장역사, 미술역사, 러시아 

문학사(1학기), 교육학, 음악분석, 

외국어, 종교철학(1학기), 

예술철학(2학기)

3

클래식 발레 교수법, 역사무용, 

캐릭터(민속무용), 파드되, 클래식 

작품

현대춤 안무법, 연출법, 음악역사, 

발레역사, 러시아 극장역사, 

미술역사(1학기), 음악분석, 외국어, 

의상역사(2학기), 예술경제학(2학기), 

미술(2학기)

4
클래식 발레 교수법, 역사무용, 

캐릭터(민속무용), 클래식 작품

현대춤 안무법, 음악역사, 

역사(1학기), 해부학(의학), 음악분석, 

의상역사(1학기), 지휘법(2학기), 

예술경제학(1학기), 미술(1학기)

<표 21> 기치스 대학 학부의 학년별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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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 외에도 러시아 전통무용의 지도 및 안무과정, 모던 댄스 및 댄스

스포츠의 지도, 안무과정, 피겨스케이트 발레 안무과정 등이 개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사 졸업생에게는 학위와 함께 다른 대학에서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그 

이상의 수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문호, 2004). 

(4)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학교(The Paris Opera Ballet School)

프랑스의 파리 오페라 발레단(The Paris Opera Ballet)은 1661년 루이 14세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 왕립 무용아카데미와 함께 3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

고 있다. 이 발레단은 발레 뤼스의 레퍼토리와 전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단

체로 유명하며, 1980년대에는 루돌프 누레예프가 예술 감독을 맡기도 했다(곽현

희, 2007).

파리 오페라 발레학교(www.operadeparis.fr)는 루이 14세가 왕위 승계를 하던 

1661년 설립한 왕립 무용아카데미의 역사를 이어받아, 1713년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용 교육기관이다(곽현희, 2007). 파리 국립오페라 무용학교는 오랜 

세월 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그들만의 전통을 지켜왔으나, 1977년부터 공개 

수업과 학생들의 정기 공연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다른 발레학교와 

마찬가지로 졸업한 학생들은 연계되어 있는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의 코르드 

발레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을 갖추게 된다.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의 단원 95%

가 이 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춤 양식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것을 지키려는 의지를 알 수 있다(곽현희, 2007). 파리 국립오페라 무용학교의 

교육목표는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 함께 하나의 자립적인 

예술가를 키워내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또한, 완벽한 테크닉을 

구사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학생들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것 또한 

교육 방침이기도 하다.

1987년 파리 근교 낭테르에 현재의 학교가 설립되었고 170여명의 학생들이 재

학하고 있으며, 남녀 두 개 반씩 전체 6개 학년으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되며, 1

년 3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1973년부터 2004년까지 교장으로 있었던 클로드 베시

가 정규 교과 과정의 이수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재

학 증 바칼로레아(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를 취득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오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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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규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발레 클래스를 받는다. 클래식 발레를 기본으로 

현대무용, 민속무용, 재즈, 마임, 연극, 곡예, 합창, 무용역사에 대한 수업도 이루

어지고 있다. 프랑스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프랑스어를 

공부해야 하며, 발레 경력이 있고 프랑스어가 가능한 14~15세의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1~2년 과정의 수업이 따로 개설되어있다. 

무용 과목은 클래식 발레, 파드되, 베리에이션, 레퍼토리, 현대무용, 재즈, 캐릭

터 댄스, 마임, 포크댄스 등이 있으며, 무용과 관련된 과목은 무용 역사, 음악적

인 표현과 노래, 남학생들은 위한 체조 트레이닝, 법률 등이 있다. 무용 수업은 

학교에 들어가는 해부터 시작되는데, 1학년에 모든 테크닉을 배우고 2학년이 되

면 보다 기술적으로 강화된 교육을 받는다. 여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바에서 포

인트 워크를 하고, 3학년부터 베리에이션을 위한 테크닉 교육을 받으며 6학년이 

되면 레퍼토리와 베리에이션을 출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곽현희, 2007). 

(5) 영국 로열 발레학교(The Royal Ballet School)

영국 로열 발레학교(royal-ballet-school.org.uk)는 1926년 디아길레프 발레단에

서 활동했던 니네트 드 발루아(Ninette de Valois)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로열발레

단의 부설발레학교이다. 초기 명칭은 새들러스 웰스 학교였으나 1956년 엘리자베

스 2세가 왕실 특허장을 수여함에 따라 로열 발레학교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이

유성, 2009). 초기 로열 발레학교는 체케티 발레교수법을 기초로 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을 표방했으며, 현재까지 전문 무용수를 배출하고 일정한 과정을 

거친 지도자에게 발레교육자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입학시험은 매년 봄에 실시되고 1월과 2월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선발한다. 응시자의 평균연령은 만 11세이고 신체조건이 완벽해야하며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야 한다. 1차 시험으로는 고도의 테크닉을 필요로 하지 않은 발레 움

직임과 음악에 맞추어 뛰기 등을 실시하고 즉흥무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상상력

과 음악적인 리듬감각을 검사한다. 2차 시험에는 신체검사와 부모와의 면담을 통

해 응시자의 자질과 성격 등을 심사한다(안예진, 2007).

교육체제는 크게 비정규과정(주니어부, 중급부, 시니어부)과 정규과정(저학년과

정, 고학년과정)으로 나뉘며, 정규과정은 8년의 과정으로 저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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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 명

실기 교과

고전발레테크닉, 민속무용, 베리에이션, 레퍼토리, 현대무용, 

체조, 탭댄스, 무대미술, 무대화장법, 캐릭터 댄스, 파드되, 

발레마임, 즉흥, 바디 컨디셔닝, 안무법,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예술 교과
예술사, 발레사, 무용창작법, 무용학, 

인체 생리학, 기능학, 영양학, 미술사, 음악, 미학, 사진

일반 교과
영어, 프랑스어, 종교, 도예, 사회학, 

역사, 철학, 과학, 생물학, 지리학, 체육

<표 22> 로열 발레학교의 교과 구성

저학년부(Lower school)과 고학년 학생이 다니는 고학년부(Upper school)이 다르

며 각각 다른 도시에 위치하고 기숙사도 다르다. 로열 발레학교의 재학생들이 수

강하는 교과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안예진, 2007).

정규과정에서 저학년은 직업무용수로서 익혀야 할 것들은 배우기 시작한다. 저

학년은 11~16세의 학생들로 5년 과정이다. 저학년에서 학생들은 고전발레에 대한 

포괄적인 훈련뿐 아니라 일반학교의 교과목 과정도 습득하게 된다. 교과목은 고

전 발레뿐 아니라 캐릭터 댄스, 모던댄스, 체조,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아일랜드

와 스코틀랜드 민속춤, 탭댄스 등을 배우며, 상급 코스에서는 레퍼토리, 솔로, 파

드되 등을 배우며 남학생들은 체조를 배운다(안예진, 2007).

고학년 과정은 16~18세의 학생들로 3년간의 고전발레 과정과 일반학교의 교과

목 과정도 포괄적으로 배운다. 3년 과정 중 처음 2년간은 고전발레뿐 아니라 파

드되, 솔로, 레퍼토리, 캐릭터 댄스, 모던, 연출법, 메이크업, 바디 컨디셔닝 들을 

배우고 남학생들은 추가로 체조도 배운다. 마지막 3년 과정에서는 로열발레단과 

버밍엄 로열발레단과 같이 공연을 하면서 무대 경험을 쌓는다(안예진, 2007).

전문 과정은 16~19세의 학생들로 집중적으로 클래식 발레를 훈련시키는 단계

이다. 그 기간은 2년이며, 이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오디션을 거쳐야 

한다. 훌륭한 무용수를 육성하기 위한 이 단계의 훈련은 영국국립발레단에서 요

구하는 무용수로서의 스타일, 테크닉, 그리고 예술표현능력이 집중적으로 교육된

다. 또한 무용수로서 테크닉과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력단련훈련, 강화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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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실기수업 예술과목 일반과목

저학년 11-16세

클래식 발레, 재즈, 모던 

댄스, 캐릭터 댄스,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체조, 탭댄스, 

아일랜드 민속춤, 

스코틀랜드 민속춤

발레역사, 음악 

감상법, 미술 

감상법, 무용 

창작법, 무용학 

수업, 무대장치, 

인체 생리학, 

음악, 미술, 

해부학

영어, 영문학, 

프랑스어, 역사, 

지리, 생물, 

속기, 타이핑, 

컴퓨터, 기술, 

언어, 체조, 

수영, 종교, 

도자기 제작고학년 16~18세

레퍼토리, 독무, 파드되, 

캐릭터 댄스, 연출법, 

메이크업, 모던댄스, 

바디 컨디셔닝

<표 23> 로열 발레학교의 학년별 교육내용

이 필수적이다(안예진, 2007).

모든 학생들은 하루에 적어도 5~6시간의 훈련과 그 외의 리허설 그리고 발레

단과의 공동 작업을 하면서 직업무용수로서 입문하게 된다. 영국 로열 발레단은 

발레학교에서 훌륭한 발레 영재를 직업무용수로서 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발레

학교는 발레단의 부속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교장과 

예술 감독을 비롯하여 50여명의 교사와 행정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로열 

발레학교는 일반교과목에서 일반교과를 가르치고 예술교과를 통해 발레의 기초

적인 철학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기초하여 실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열 발레학교의 학년별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안예진, 2007; 정희

자, 2005).

(6) 미국 아메리칸 발레학교(The School of American Ballet)

아메리칸 발레학교(www.sab.org)는 미국의 대표적인 발레학교로서 1934년 링컨 

커스타인(Lincoln Kirstein)과 러시아 발레 뤼스의 안무가 조지 발란신(George 

Balachin)에 의해 뉴욕에 창설된 뉴욕시티발레단의 부설학교이다(곽현희, 2007). 

포드 재단을 비롯한 사립 재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창립 당시 러시아 발레 교육

자들을 대거 영입하여 전문 무용수를 육성해왔다. 1984년 이후 교육과정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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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규과정과 여름학기 과정으로 구분되었다(이유성, 2009). 

정규 과정의 학생들에게는 발레 수업뿐만 아니라 일반교과의 수업 이수도 중

시되기 때문에 중급 및 고급단계의 발레 영재들에게는 보다 실기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문공연예술학교(Professional Performing Art School)나 어린이전문

예술학교(Professional Children's School)에 진학하도록 권하고 있다(안예진, 2007).

정규 과정 입학시험은 매년 9월에 시행되며, 여름학기 입학시험은 3월과 4월에 

열린다. 여름학기는 12세 이상만 응시 할 수 있으며 매년 1500~1600명이 지원하

여 그 중 150명 정도가 선발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뉘어 5주간 무용역사, 해부학, 부상방지에 관한 수업, 베리에이션, 파드

되 등의 다양한 수업을 수강한다. 이 과정을 마친 학생들 중 매년 10~15명 학생

들이 정규 과정을 위한 오디션 제안을 받는다(곽현희, 2007; 안예진, 2007).

단계 연령 내용 세부 교과내용

기초단계

(Beginning 

level)

만 12~14세
발레의 기본동작 구사, 정확성과 

신체의 균형감각과 표현능력 강화

캐릭터 댄스, 역사 

무용, 궁중 무용

중급단계

(Intermediate 

level)

만 14~15세
복잡한 발레 테크닉과 다양한 

리듬을 접목시킨 발레 동작 강화

아다지오, 캐릭터 

댄스, 파드되

고급단계 

(Advanced 

level)

만 15~18세

예술적이고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기량, 직업무용수로서의 

기량 요구

바디 컨디셔닝, 

레퍼토리, 파드되

전문단계

(Apprentice 

level)

만 18세 

이상

직업무용수로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정

<표 24> 아메리칸 발레학교의 단계별 교육과정

아메리칸 발레학교의 단계별 교육과정은 <표 24>와 같다(안예진, 2007; 정희

자). 정규과정은 기초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 전문단계의 총 4단계로 나누어지

며, 총 14여개의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이유성, 2009). 고급 단계의 학생들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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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령 내용 세부 교과내용

1학년

(level 1)
만 10~11세

발레 자세 이해, 기본적인 

발레움직임과 음악과의 연관성, 

공간 지각능력, 토슈즈 착용

무용사, 창작무용, 

즉흥

2학년

(level 2)
만 11~12세

바, 센터 순의 발레수업, 

피루엣 학습
무용사, 창작무용

3, 4학년

(level 3, 4)
만 14~15세

다양한 자세(에뽈망, 

아라베스크, 에티튀드)와 

움직임(피루엣) 학습, 일주일 

2번 정기적인 작품수업

토슈즈 수업, 

민속무용, 캐릭터 

댄스, 분장법, 

역사무용

<표 25> 캐나다 국립 발레학교의 단계별 교육과정

주일에 6일, 하루에 5~6시간 다양한 워크숍과 리허설을 위한 발레 연습을 한다. 

고급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며 직업 무용수, 교사, 안무가, 예

술 감독 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한다. 또한 졸업한 직업무용수들

이 대학에 가기를 희망할 경우, 대학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기졸업, 속진

제, 심화학습 등의 특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7) 캐나다 국립 발레학교(Canada’s National Ballet School)

캐나다 국립 발레학교(www.nbs-enb.ca)는 1959년 설립되어 다른 발레학교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무용수를 배출하기 위한 선발과 엄격한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규과정을 위한 입학시험에는 만 10세부터 만 11세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7월 4주간의 오디션을 통해 신체, 유연성, 음악적 재능, 예술적 표

현 능력을 중심으로 50명을 선발한다(안예진, 2007).

정규과정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발레 실기뿐만 아니라 일반교과에서 높은 성

취수준을 요구한다. 각 학년별 1인의 전임교사가 주요과목을 가르치고 외국어, 

영어, 지리학, 역사학, 예술사, 무용사, 음악, 미술 등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캐나다 국립 발레학교의 단계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안예진, 2007; 정

희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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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학년

(level 5, 6)
만 15~17세

센터 연습, 빠른 동작 구사, 

다양한 음악에 맞출 수 있는 

알레그로, 아다지오 움직임 

학습, 여학생들은 매 수업 

토슈즈 착용

캐릭터 댄스, 

레퍼토리, 즉흥법, 

안무법

7학년

(level 7)
만 17~18세

직업무용수로서의 준비단계, 

예술적 기교와 테크닉이 

집중훈련, 고난이도의 

베리에이션과 테크닉 성취

레퍼토리, 파드되, 

즉흥법, 안무법, 

정기공연 연습

전문과정

(intensive 

dance 

program)

만 17~18세

직업무용수로서의 준비단계, 

여러 레퍼토리, 파드되, 솔로 

베리에이션 연습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발레학교 및 

교육기관들은 각기 일관된 교육과정의 구성과 입학시험 기준, 고수하고 있는 발

레교수법과 교육방침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 학교와 기관은 대부분 발레 실기능

력에 재능이 있는 소위 발레영재들의 선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발레학교 및 교육기관이 발달된 러시아의 경우, 발레교육의 가장 적정기

인 만 10세에서 만 11세 학생들을 다양한 선별기준 즉 신체검사, 건강진단서 그

리고 실기검사 및 음악성과 표현력 검사 등을 통해서 선발하고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체로 바가노바 교수법을 기반으로 학교 및 교육자 차원의 자체

적인 발레교육방법을 고안하여 교육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루이 14세 때부터 전해 내려온 고유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학생

들의 자율성을 장려하는 방식을 지키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후하고 전문 과정으로 연계가 되어 테크닉과 예술표현 능력을 한층 더 높게 발

전시키는 기회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심화 학습과 속진제 

등을 적용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능력과 개인차를 극복하기 위해 14

개의 많은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학생들의 단계별 성장과 일반 교

과 실기 교과의 수업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외국의 발레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몇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발시기이다. 발레영재의 선발 연령은 만 10세에서 만 11세로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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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교육을 통해 무용수로서 이상적인 체격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라는 점이다. 

둘째, 선발기준이다. 선발 기준은 의학적인 건강검사, 신체검사, 그리고 실기 

수행능력과 표현능력 및 음악성과 검사들을 공통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에 더하여 영국의 경우, 학생 선발과정에서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과 성격 등을 심사하는 기준을 더하고 있다. 

셋째, 교육체제이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계성과 전문성에 

초점을 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각 학교 및 교육기관은 학생들의 기초체력, 실기 

수행능력과 표현능력, 음악성, 신체검사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들은 선

발하며, 등급별, 단계별(러시아 8등급, 프랑스 5단계, 영국 6단계, 미국 4단계, 캐

나다 7단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교육목표이다. 대다수의 학교 및 교육기관은 실기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

다. 이러한 교육은 개인의 성취도에 따른 개별학습제도, 속진제 그리고 타 학교

나 무용단체와의 교환학생제도 등의 교육방법들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교육내용이다. 전문적인 무용수를 위한 교육 외에도 예술가로서 소양

을 위한 실기과목과 일반과목, 예술과목을 중시하고 있다. 이 절에서 다룬 외국

의 발레학교 및 교육기관에서는 전문 무용수로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내에 필수적인 교과내용으로 예술사, 철학, 과학, 제2외국어 등 다양한 일반

교과를 가르치고 있으며, 예술에 관한 전반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해 예술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다. 외국의 발레학교 및 교육기관은 공통적

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수반이 되어 활성화되

었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의 발레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전문 무용수 양

성을 위한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몇몇의 전문화된 과정, 바가노바 발레

학교의 발레교수법 과정, 로열발레 학교의 발레교육자 과정, 기치스의 발레지도

자 과정 등을 제외하고는 무용수 이외의 특화된 직업을 위한 교육과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발레무용수로서의 성장과 발레교육자로서의 성장은 완전하게 분

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 10~11세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세계 유수의 발레

학교와 교육기관에서도 발레 실기과목과 일반과목, 예술과목을 고르게 가르친 

후, 이들의 연령과 수준이 높아진 후에 전문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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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발레 전공생이 선택하는 전문 과정, 직업화가 가능한 과정에 발레 무

용수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발레교육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국외 교육기관 및 협회의 사례를 통해 발레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적인 요

소들은 무엇이며, 이 자격과정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평가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나) 국외 발레교육자 자격과정

(1) 미국 NDEO 무용교육자 자격과정(NDEO Dance Teacher Certificate)

미국무용교육협회(The 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 NDEO, 

www.ndeo.org)는 높은 수준의 무용교육을 성취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로 미국을 

기점으로 무용수, 교육자, 행정가들을 위한 지원과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이 협회에서 무용교육자, 학교무용, 전문무용, 유아무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근간이 되는 교육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

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각 분야의 무용전문인들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다.

2009년 제정된 무용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수표준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for Dance Art(PTSDA)>은 무용교육자가 무용교육을 행하기 위한 교육

목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지역사회와의 협동, 연구와 평가

를 통한 반성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표 26 참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무용교육 에 영향력 있는 본 협회에서 각 표준별 구체적인 지침 속에서 학생에 

대한 애정, 배려, 신념, 태도 등의 심성적 자질을 강조하고, 이를 무용교육자의 

교육과 자격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홍애령, 2012)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자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온라인 자격과정

(NDEO Online Professional Development Institute: OPDI)은 무용교육학, 교수법, 

무용사, 평가,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기 때문

에 사설 학원이나 학교, 지역사회의 센터, 고등교육기관, K-12 교육에 임하면서 

전문성 발달을 원하는 많은 무용교육자와 티칭 아티스트, 행정가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과정은 3년 이상의 현장 무용교육전문가들에 의해 개발

되어 현장에서 필요한 무용교수지식, 새로운 교육내용, 교수기술 등의 내용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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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1. 교육목표 표준2. 교육대상
1-2) 교육자는 모든 학생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는다.

Ÿ 무용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존중한다.

Ÿ 실험적이고 모호한 표현도 격려해준다.

Ÿ 학생의 능력과 흥미를 존중한다.

1-3) 교육자는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개인과 사회로 

전달한다.

Ÿ 수업외의 자신의 삶에서 무용교육을 인식하

도록 한다.

Ÿ 무용 속에 담긴 사회의 관습, 전통을 확인시

킨다.

Ÿ 예술로서 무용을 평생 학습할 수 있도록 영

감을 준다.

2-2) 교육자는 삶과 무용, 예술, 교육의 관계에 대

해 설명한다.

Ÿ 삶과 예술의 발달은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

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준다.

Ÿ 무용작품의 창작, 연구는 학생의 표현력을 

길러줄 수 있음을 알려준다.

표준3. 교육내용 표준4. 교육환경

3-3) 교육자는 무용작품의 창작, 공연, 감상을 

장려한다.

Ÿ 테크닉의 질적인 숙련과 더불어 무용에 대

한 사랑을 기르도록 한다.

Ÿ 동료, 교사, 전문가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반성적 일지, 평가하도록 한다.

3-4) 교육자는 예술적, 운동학적, 교육적, 사회

적, 문화적, 표현적 경험으로서 무용을 인식하

도록 장려한다.

Ÿ 해부학, 미학, 인류학, 역사학, 문화학 등 다

른 학문의 이론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4-2) 교육자는 사회적 책임감, 자기 수양, 평등

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Ÿ 학생, 무용의 내용, 가치, 학습이 존중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Ÿ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Ÿ 학생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제공

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

다.

Ÿ 학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예술적 감

상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공유한다.

Ÿ 무용을 통해 철학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의

견을 나누고 토론한다.

표준5. 교육방법 표준8. 반성적 노력
5-3) 교육자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Ÿ 자신의 문화, 삶의 경험을 무용과 연관 지어 

예술적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

를 제시한다.

Ÿ 다른 문화, 무용 양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8-2) 교육자는 국가평가표준에 근거하여 학생의 

교육경험을 평가해야 한다.

Ÿ 평가는 학생의 학교 밖 일상생활에서의 경

험, 지식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26> NDEO 전문교수표준(홍애령, 2012, p.3)

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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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ISTD 발레교육자 자격과정

영국의 황실무용교사협회(The Imperial Society of Teachers of Dancing: ISTD, 

www.istd.org)는 다양한 춤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각 무용, 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들의 자격을 검정하고 부여하는 역할을 맞고 있다. 지난 100여 년간 

발레,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춤과 관련된 교육자, 심사위원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 협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술로서 무용을 체험하고 그들에게 

무용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구성원들의 교수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규과정과 여름학기 수업, 학술대회, 교수요목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무용교육자들을 위한 자격과정 중, 3단계 무용 교수 학위(Level 3 Diploma in 

Dance Instruction)에는 황실 클래식 발레교육자 과정(imperial classical ballet)와 

체케티 발레교수법 과정(Cecchetti classical ballet)이 포함되어 있다. 황실무용교

사협회는 각 교육자들의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각 산하 교육기관에서 담당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는 예비 교육자들을 위한 교

수요목 형태로도 제공된다. 

황실 클래식 발레교육자 과정은 황실 발레 교수요목에 제시된 움직임 언어와 

테크닉 이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5학년 수준의 남녀 학생들은 지도할 수 있

어야 하며, 발레동작의 테크닉과 예술적인 정교함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학생

들의 다양한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고려하여 앙쉐느망을 구성하고 있는지, 신체

의 구조와 이에 따른 움직임의 한계적인 특성을 잘 알고 있는지, 바른 정렬과 학

생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와 이에 대한 지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평가받는다. 

또한 시범에 있어서 동작과 음악이 잘 맞는지, 박자를 세고 정확한 속도, 악센

트, 움직임의 질을 고려하고 시범을 보이는지, 각 동작을 시작할 때 피아노 반주

자를 어떻게 리드하는지, 다양한 리듬을 알고 있는지 평가받는다. 그밖에도 2학

년~5학년 수준에서 선택하여 학생들의 수준, 구조, 음악성, 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안무 2가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2학년은 45초, 5학년은 1분은 넘

겨서는 안 되며, 본인이 직접 음악을 준비하고 클래식 발레 수업에 적합한 복장

으로 임해야 한다. 황실 발레교육자 과정의 평가 요소와 배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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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점수

학년별 교수요목이 내용에 관한 지식 15

움직임 언어의 분석과 이해 30

시범의 기술적 정확성 20

시범의 스타일 10

움직임의 목적과 발달에 관한 이해 15

앙쉐느망 내용의 적정성 20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와 교정에 관한 인식 20

가르치는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기술 15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적, 인지적 발달단계에 관한 인식 15

교수법에 관한 인식 25

안전한 무용 연습에 관한 인식 15

동작 수행에서의 음악성과 예술적 표현 30

리듬감 있는 박자 세기와 박자 사용의 질적인 수준 20

앙쉐느망의 선택과 활용 20

준비한 안무 30

합계 300

<표 27> ISTD 황실 클래식 발레교육자 과정의 평가 항목

체케티 발레교수법 과정은 체케티 발레교수요목에 제시된 움직임 언어와 테크

닉 이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3~5학년 수준의 바 워크 세트, 5학년 수준의 

남녀 학생들은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발레동작의 테크닉과 예술적인 정교

함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고려하여 앙

쉐느망을 구성하고 있는지, 신체의 구조와 이에 따른 움직임의 한계적인 특성을 

잘 알고 있는지, 바른 정렬과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와 이에 대한 지적을 제

대로 할 수 있는지 평가받는다. 

또한 시범에 있어서 동작과 음악이 잘 맞는지, 박자를 세고 정확한 속도, 악센

트, 움직임의 질을 고려하고 시범을 보이는지, 각 동작을 시작할 때 피아노 반주

자를 어떻게 리드하는지, 다양한 리듬을 알고 있는지 평가받는다. 그밖에도 2학

년~5학년 수준에서 선택하여 학생들의 수준, 구조, 음악성, 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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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점수

학년별 교수요목이 내용에 관한 지식 20

움직임 언어의 분석과 이해 20

시범의 기술적 정확성 20

시범의 스타일 15

움직임의 목적과 발달에 관한 이해 20

앙쉐느망 내용의 적정성 20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와 교정에 관한 인식 20

가르치는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기술 15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적, 인지적 발달단계에 관한 인식 15

교수법에 관한 인식 20

안전한 무용 연습에 관한 인식 15

동작 수행에서의 음악성과 예술적 표현 30

리듬감 있는 박자 세기와 박자 사용의 질적인 수준 20

앙쉐느망의 선택과 활용 20

준비한 안무 30

합계 300

<표 28> ISTD 체케티 발레교수법 과정의 평가 항목

적절한 형태의 안무 2가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2학년은 45초, 5학년은 1분은 넘

겨서는 안 되며, 본인이 직접 음악을 준비하고 녹음된 피아노 반주를 사용할 수

도 있다. 응시자들은 몸이 드러나는 레오타드와 타이즈, 스커트, 발레 슈즈를 지

참해야 한다. 체케티 발레교수법 과정의 평가 요소와 배점은 다음과 같다.

(3) 호주 Ausdance 무용교육자 자격과정

호주의 전문무용지원센터인 오스댄스(Australia's professional dance advocacy 

organization: Ausdance, www.ausdance.org.au)는 다양한 무용, 춤 분야에 종사 중

인 교육자들의 교육, 연수, 보수교육을 맡고 있다. 특히 전문무용 영역에서 경력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SCOPE(Securing Career Opportun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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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Employment)을 진행하고 있다. 스콥은 호주의 전문무용 영역을 지원

하기 위해 경력 개발과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의 목적은 경력 개발과 교육을 위한 안내 및 계획을 통해 무용 예술가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정보 수집, 멘토링, 지식 공유를 통해 무용 예술가의 지식을 보다 효

과적으로 관리하며, 예술 영역에서 성공적인 경력의 확장, 다양한 경험, 다른 직

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무용 예

술가 집단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개인 무용 예술가의 평

가와 경력 개발 및 진로 상담, 경력 개발 및 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계획 수립, 

개인적 발달과 전문성 발달과정, 취업 준비, 고등교육 장학금 지원, 멘토링, 사업 

및 경제적 네트워킹, 온라인 지원, 직업전문성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등을 주

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미국 ABT 발레교육자 자격과정

미국의 아메리칸 발레시어터(American Ballet Theatre: ABT, www.abt.org)에서

는 일정 기간의 연수를 통해 발레교육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ABT 발레교육자 

과정(ABT Certified Teacher)은 뉴욕대학교 석사학위 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학위

과정과 자격연수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메리칸 발레시어터의 교육과정(ABT 

National Training Curriculum, 이하 ABT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각 단계별 집중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할 경우 자격을 인정받는다. 이 교육과정

은 무용수의 건강과 발달을 기본으로 예술적인 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

한 발레 테크닉 프로그램이다. 케빈 맥켄지(Kevin McKenzie) 예술 감독의 지휘 

하에 ABT 교육과정은 예술 및 의학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되었

다. ABT 교육과정은 주로 미국에서 진행되는 발레교육자 양성을 위한 집중연수

와 교육자 자격과정에 적용되는데, 교육내용에는 학습자의 연령에 적합한 내용, 

결과중심의 가이드라인, 스포츠심리학, 아동 및 청소년 발달, 영양학과 트레이닝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육과정의 교수법은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발

레학교와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학교(Jacqueline Kennedy Onassis School)의 요

소들을 통합하여 제시한다.

자격과정은 준초급~3단계(Pre-Primary~Level 3), 4~5단계(Level 4~5), 6~7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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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드되(Level 6, 7 & Partnering)과정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준초급~3단계 과

정은 17세 이상의 전문적인 발레 실기 수준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

며, ABT 발레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으로 3세 이상의 학생들을 지도

하기 위해 9일간의 교육을 받는다. 4~5단계 과정은 이전 단계를 수료한 교육자들

을 대상으로 11세~13세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중급 정도의 과정으로 6일 간

의 교육을 받는다. 6~7단계와 파드되 과정은 이전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한 주제

에 관해 1500~2000자의 에세이를 제출한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14세 이상의 고급, 

예비 직업무용수 과정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과정으로 6일 간의 교육을 받

는다.

다) 국내 대학 교육과정

국외 사례와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대학과정에서 본격적인 전문교육이 이루어

지며, 이전의 예술 중․고등학교는 특수목적학교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의 발레학교와는 체계가 사뭇 다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국내 대

학 교육과정에 나타난 발레교육자를 양성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국내에서 가시적으로 무용교육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

영하는 대학은 국민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있으며, 그 밖의 협회나 학회를 통한 

지도자양성과정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대학교는 1998년 무용수, 안무가, 지도자과정으로 전공을 구분하여 한국무

용, 발레, 현대무용의 실기삼분법식의 학부과정을 벗어난 교육과정을 선보였다. 

기존의 대학 무용(학)과의 교육과정이 전문 무용인 양성을 위한 보편적인 교육내

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 비해, 국민대학교에서는 학부 1학년 과정은 공통적인 

무용학과 교육과정과 비슷하지만, 2학년 과정부터 지도자, 안무가 과정으로 분리

된 전공과목을 수강한다. 지도자과정의 경우, 대학무용, 사회무용, 학교무용, 유아

무용 등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직접 실습하여 발

표하는 과정을 매 학기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무용수, 안무자 과정의 수업

을 연계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어 발레 테크닉, 레퍼토리 수업 및 안

무법, 무대 연출 등의 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는 서울캠퍼스의 무용학과와 에리카(ERICA)캠퍼스의 생활무용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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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캠퍼스의 무용학과는 무용학에 관한 학과목을 고루 

편성하여 무용 이론과 무용 실기에 관한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 2회 이상 학생들에게 균등

하게 개인 창작발표회의 기회를 주어 개개인의 특성 있는 성장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한 학년 12%의 교사자격증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무용교육자로서도 부족함

이 없도록 인문 지도능력과 예술가로서의 예술적 지도능력 향상에도 그 목적을 

두고 손색이 없는 교육과정을 배정하고 있으며, 장차 훌륭한 지도자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이론과 실습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교육과정에는 각 실기과목 

이외에도 무용교육현장리서치, 무용교육론, 국제발레교사과정, 웰빙 무용 프로그

램개발, 무용교수워크숍, 무용교수법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최소 1학기에 1

과목 정도는 무용교육자로서의 진로를 고려해볼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에리카캠퍼스는 무대경험의 확대를 위하여 작품발표회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용단의 공연 참여 등을 활성화 시켜 풍부한 경험의 무용인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춤 테크닉을 동시에 체득하게 하는 실기 교육과 현장 

교육, 국내의 춤 양식을 포괄적으로 익히며 창작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의 장르 중심 교육내용에서 벗어나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생활무용, 필라테

스, 자이로토닉, 컴퓨터무용응용, 캡스톤 디자인 무용 프로젝트, 뮤지컬 레퍼토리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새로운 안목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

다. 또한 무용교육론, 무용교수법, 창의적 함양을 위한 창작무용, 통합예술프로그

램 이해 등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수업을 통해 실제적인 무용교육자로서의 진로

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라) 국내 발레교육자 자격과정

국내에서 발레교육자 자격과정은 국제적인 발레교수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3개 

교수법(바가노바, RAD, 체케티 교수법)을 중심으로 본래 자격을 인정해주는 본원

이나 협회의 한국분원에서 교육 및 자격 이수, 시험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고 있다. 먼저 국제발레교수법 연계 자격과정은 바가노바, RAD, 체케티 교수

법을 중심으로 3개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바가노바 발레아카데미 한국분원(www.vaganova.com)은 2002년 3월 개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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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노바 교수법으로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대학생 및 

성인, 바가노바 교수법을 이수하는 지도자반도 운영되고 있다. 바가노바 교수법

의 1단계부터 6단계를 교사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3단계, 4-6단계로 구분

하여 6개월간 이론 2시간, 실기 1시간 30분씩 수강하고 매 단계가 끝난 후 평가

시험을 거쳐 수료증을 교부하고 있다.

RAD 한국지부(www.radkorea.org)는 1992년 RAD 자격시험을 유치하고 1993년

부터 자격과정을 개설하여 RAD의 체계적인 교수법을 소개하고 발레교육자 및 

전공 학생들의 과정시험을 연계하고 있다. 영국 본부의 자격과정을 동일하게 시

행하고 있으며 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서리(Surrey) 대학의 학위 과정과 RAD의 

교사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매년 초 교사 자격을 희망하는 교육자들이 응시하

여 개별적인 연습을 한 후, 각 단계에 맞는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한체케티발레협회(kcba.co.kr)는 2001년 조직되어 체케티 자격과정을 시행하

고 있으며 한국의 각 지부를 개설하여 콩쿠르 및 자격과정을 유치하고 있다. 본

래 체케티발레 협회는 영국의 ISTD(International Society of Teacher in Dancing)

의 산하에 있었으나 2004년 독립적인 체케티 발레 협회로써 세계적으로 법인화

시켜 현재 ICCB(International Classical Cecchetti Ballet)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대한 체케티발레협회는 본 협회의 방침에 따라 한국에 체케티 교수법을 보

급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발레교육자를 양성하고 있다.

유니버설발레아카데미는 전문바가노바 교사과정를 개설하고 바가노바 발레학

교의 교사를 초빙하여 예술 중․고등학교, 대학 교수, 학원 강사 및 원장을 대상으

로 1단계부터 6단계로 압축된 교수법과정 지도하고, 각 단계를 모두 수료하였을 

경우,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각 단계는 7회 정도의 수업을 통

해 교수법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제공한다. 그밖에도 발레교육자를 위한 특화된 

자격과정은 아니지만 한국무용지도자협회에서도 한국무용,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와 더불어 발레를 4시간 정도 실습한 후 유아무용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서울문화재단은 각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술강

사, TA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학교 및 사회무용 분야에서 활동할 예

술강사를 선발, 파견하고 매 학기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다양한 교육학적 이론과 실습이 연수과정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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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도 이루어지는 연수 프로그램에서 발레교육자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사설 교육기관 및 파견기관에서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발레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교육적 철학이나 교

육과정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교육상황에 적합한 실용적인 내용과 방법

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대개 단기간의 연수를 통해 수료, 자격을 부여

하고 있으므로 교육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

는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의 협회 및 

사설 교육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발레교육자 자격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격 명 주관 홈페이지 기간 교육내용

유아발레지도자 한국발레협회 www.koreaballet.or.kr 7시간~3일
유아발레교육 

이론, 실기

바가노바 메소드 
바가노바

발레아카데미
www.vaganova.com 6개월 바가노바 교수법

RAD 교사 자격 RAD 한국지부 www.radkorea.org 6개월~1년 RAD 교수법

체케티

국제지도자자격
대한체케티발레협회 kcba.co.kr 6개월 체케티 교수법

전문바가노바

교사과정

유니버설발레단

부설아카데미
www.ubaballet.com 6개월 바가노바 교수법

줄리스 발레교사 줄리스 발레 www.julies.co.kr 2일~1주일
유아발레교육

프로그램

트윈클 발레교사 트윈클 발레 www.twinkle.or.kr 2일~1주일
유아발레교육

프로그램

키즈발레지도자 그랑 발레 아카데미 www.grandballet.co.kr 2개월
유아발레교육 

프로그램

<표 29> 국내 협회 및 사설 교육기관의 발레교육자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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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레교수법

최근 체계적인 발레교육자 양성과정으로 여겨지는 국제발레교수법은 일정 부

분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발레는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에서 왕족과 귀족들의 여흥이나 사교를 

위한 춤으로 시작되었고, 17세기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강력한 비호 하에 발레동

작의 기본 원리를 체계화하고 최초의 발레전문학교를 설립하면서 극장예술의 형

태로 발전하게 되었다(노연경, 2012; 문선화, 2005). 이후 19세기 러시아, 20세기 

초 미국, 아시아 등지로 널리 전차되면서 각 나라, 학교, 교육자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이 전해지고 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발레 지도를 위한 교수법은 문화마다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의 바가노바, 영국의 

RAD(Royal Academy of Dance), 이탈리아의 체케티 교수법이 3대 발레교수법으

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발레 전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 수준의 학습

자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발레교수법이 중요하게 여겨

지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레교수법이 이수 여부가 발레교육자의 전

문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바

가노바, RAD, 체케티 교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된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하도록 하겠다.

첫째,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가노바 교수법의 경우 

엄정한 입학시험을 통과한 학생들만을 선발하여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자체적

인 교수법을 단계별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제는 1학년-3학년(초급), 4학년-6

학년(중급), 7학년-9학년(상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바가노바 발레학교는 4년제 초

등학교를 졸업한 만 10세 소년, 소녀를 대상으로 신체조건, 의학적 진단, 3회의 

실기시험을 통해 우수한 조건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후 일반교과, 실기교

과로 구분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실기교육에서는 발레, 민속무

용, 캐릭터댄스, 파드되, 연기 및 무대화장법, 정기공연 과목을 수강한다(조윤라, 

2012). 우리나라에는 흔히 ‘발레’ 교과에 적용되는 교수법이 1학년부터 8학년

까지 알려져 있다. 8년의 과정은 각각 바 워크(barre), 센터 워크(center), 아다지

오(adagio), 그랑 알레그로(grand allegro) 포인트 클래스(point class)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가노바는 테크닉의 완벽성 및 정확한 기교를 할 수 있도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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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틀을 만들었고, 간단하면서도 안정되고 우아한 동작들이 사용되도록 만들었

다. 또한 감정적인 표현법을 키웠고 지치지 않고 활기찬 동작으로 공연할 수 있

도록 훈련시켰으며 정형화된 교수법을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기

교, 강하고 화려한 테크닉을 구사하게 만들었다(문선화, 2005).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가노바 발레학교에서는 발레 교과뿐만 아니라 기타 실

기교과, 또한 예술교과(피아노, 발레사, 극장시, 미술사, 연극, 미학, 음악, 미술)도 

학습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예술학교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다양한 예술교과

를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고, 발레 교과 내에서 체

계적인 훈련을 위한 교수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학년~8학년까지의 

과정만을 통해 바가노바의 모든 교수법을 다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

가 있다. 실제로 바가노바의 발레 전공 학생들은 그 외의 다양한 교과에서 기능

적 측면뿐만 아니라 예술적 측면, 마음가짐이나 태도적인 측면을 겸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바가노바는 자신의 발레 테크닉 지식과 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발레 교육

자로서 발레교육에 있어 고전적인 전통을 중시한 교육자로 평가받고 있다(문호, 

2004). ‘바가노바’라는 용어는 발레교육자였던 인물, 발레교수법, 발레학교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가노바는 경력이 많은 무용수들의 의견과 

자신의 경험과 19세기 말의 러시아 발레 기법을 비교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교수법을 수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교수법을 정리하였다. 그의 교수법에는 발레

를 가르칠 때 연령별, 단계별 구분하여 지도해야 하며, 오랜 시간 다수의 경력을 

지닌 무용수들의 의견을 토대로 체계화시킨 교수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지도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곽현희, 2007; 

문호, 2004; 안예진, 2007).

둘째, 영국 로열발레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RAD 교수법의 경우 역시 엄격한 

입학시험이 존재하는데 매년 봄 실기전형을 통해 만 11세의 소년, 소녀를 선발하

고 1차 시험에서 즉흥무용과 움직임, 2차 시험에서 신체검사 및 학부모 면담을 

통한 학생의 자질 및 인성 검사를 거치고 있다(조윤라, 2012). 교육체제는 등급과

정(grade), 전공과정(major)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체로 발레를 전공하는 학생들

이 진학하는 등급과정은 준초보(pre primary), 초보(primary), 1학년부터 8학년까

지 총 10단계로 되어 있다. 저학년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움직임 기능과 테크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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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고 고학년 과정에서는 클래식발레교과와 일반 교과를 통합적으로 수강하며, 

16~19세의 전공과정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전문 무용수로서의 연습과 훈련이 이

루어진다. 전공과정은 중급 기초(intermediate foundation), 중급(intermediate), 상

급 기초(advanced foundation), 상급 1(advanced 1), 상급 2(advanced 2), 솔로 실

기평가(solo seal award) 등의 총 6단계로 이루어져있다(문선화, 2005). 특히 전공

과정은 전문 무용수나 발레교육자가 되려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중급 기초 

단계(intermediate foundation)에서 교사 자격 과정(teaching certificate eligibility)

으로 나뉘게 된다(정유진, 2003). CBTS(certificate in ballet teaching studies)를 이

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국제발레교사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RAD 교수법은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과정에 맞추어 움직임, 무용 활동을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장시간 동안 중심을 잡

거나 과도한 턴아웃을 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이탈리아의 발레교육자 엔리코 체케티에 의해 전해지는 체케티 교수법은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교수법이지만 유럽에서는 일찍이 다수

의 발레교수법에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바가노바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체케티의 가르침이 자신에게 무한히 유용하였다라고 밝혔고, 1931년 설립된 영국

의 로열발레학교에서도 체케티 교수법을 기본으로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문선

화, 2005). 체케티 교수법은 준초보과정(pre primary)과 초보과정(primary), 등급과

정(grades), 평가과정(assessments), 전공과정(majors), 지위과정(status)으로 구분되

어 있다. 각 과정에서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통과하는 승급심사를 통해 교육자

에게 준등록교사(pre registered teacher), 조건부등록교사(provisional registered 

teacher)정식등록교사(fully registered teacher) 순으로 국제발레교사자격을 갖추

게 된다. 체케티 교수법은 각 단계별 까다로운 승급과정을 통해 발레 테크닉, 해

부학, 신체에 대한 지식, 수업에 필요한 운영 능력과 클래식 발레의 역사적인 배

경들을 습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문선화, 2005).

각 발레교수법은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연습의 강도, 학년별로 성취해야 하는 

수업목표와 내용상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그대로 춤의 스타일에 반영되어 

학생들에게 전해진다. 즉 특정 발레교수법을 통해 학습한 무용수들은 그대로 그 

스타일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국외의 경우, 특정 발레학교에서 독자적인 발레교

수법을 개발하여 오랜 시간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적용해왔다면 졸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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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자연스럽게 특정 발레단에 입단하여 춤 스타일의 맥을 잇게 된다. 

지금까지 다룬 발레교수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크게 신체 정렬의 

유지, 테크닉의 습득, 작품의 표현이다. 첫째, 신체 정렬의 유지이다. 발레는 동작

의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며 한 치의 비틀

어짐 없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난이도의 동작들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예

술적인 표현 또한 겻들이기 위해서는 신체 정렬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바닥을 

지탱하는 발바닥부터 발목, 발등의 중심 유지와 유연성이 요구되며, 인대와 관절

의 적절한 각도 유지를 통해 하체의 정렬을 이루는 것이 주로 낮은 수준의 교수

법에서 많이 강조되는 내용이다. 미적인 표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발레 테크

닉을 완성도 높게 표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발레교수법은 바른 신체의 정렬을 유지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강조하

고 있으며 상위 단계에 이를수록 이를 기본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 신체의 정렬이 딱딱하고 정형화된 골격을 이루라는 표현

이 아님에도 이와 같은 부분이 와전되어 발레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신체를 다

양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고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자리 잡기

도 했다.

둘째, 테크닉의 습득이다. 발레 동작은 관절의 가동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몸

의 방향과 동작의 수행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더욱 

세분화하고 극대화 할 수 있다. 테크닉을 익히기 위한 발레 실기 수업은 주로 바 

워크, 센터 워크, 알레그로, 포인트 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동작을 세부

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정해진 교육과정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바 워크

에서는 플리에(plié) 동작부터 그랑 바뜨망(grand battement) 동작까지 최소 9가지 

종류의 동작을 다양한 앙쉐느망(enchaînement)으로 구성하고 박자를 다르게 하거

나 시간차를 두어 리듬감과 동작연습을 동시에 하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발레교수법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지침들은 이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

들을 담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단순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한 동작의 습득에 그치

고 있다(박소현, 2009; 홍수민, 2010). 심지어 단기간에 집중적인 연습을 강요하여 

신체에 무리가 가도록 하기도 한다. 가령 턴아웃을 과도하게 연습하게 하여 발목

과 무릎의 관절이 비틀어지게 만들거나 어린 나이부터 특정 동작만을 반복 연습

시켜 하체 근육을 심하게 발달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신의 신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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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절가동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의 경우 발레교육자의 지시

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발레교육자들은 

발레교수법에 제시된 교육과정과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

을 위해 별도로 근육과 관절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작품의 표현이다. 궁극적으로 오랜 시간 발레 동작을 연습하는 이유는 

무대에서 작품 속에 드러나는 분위기와 이미지를 발레 동작을 통해 미적으로 표

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움직임과 음악의 흐름이 조화롭게 표현될 때 공연예술

로서 발레의 가치와 의미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조준희, 2010). 작품의 표현은 

단순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

라 다양한 발레 동작 속에 담긴 의미와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하나의 작품 속에는 인물, 사건, 음악, 배경 등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데 그것을 단순한 테크닉의 연결로 간주할 경우, 긴 앙쉐느망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발레교수법에서는 작품의 표현에 

있어서 음악과 동작의 연결, 일치성을 강조하고 무용수내에 잠재되어 있는 감정

적 요소를 끌어내어 표현력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레교수법에서는 각 작품의 특정 베리에이션에서 어떠한 지침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발레교육자들은 

각자의 방법을 가감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작품에 관한 역사적 배경이나 탄생 일화를 일러주며 이해를 돕

는 것이다. 적어도 이 작품이 낭만주의 작품인지 고전주의 작품인지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학생들은 해당 작품의 이미지를 제대로 구현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대부분의 교육들은 정해진 수업시간에 다양한 동작을 많이 훈련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작품과 관련된 역사 및 배경의 소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이해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언어적인 설명, 직접 보여주는 시범, 반복적인 연습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발레와 관련된 개념들, 발레교육, 

발레교육자, 발레교수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발레는 오랜 역사와 전통

을 지닌 춤 양식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을 거쳐 같지만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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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변모해왔다. 우리나라에서 발레가 싹을 틔운 지 벌써 반백년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발레는 분명 놀라운 질적 성장과 양적 팽창을 거듭하며 성장하고 있

다. 그러나 발레, 발레교육, 발레교육자 및 발레교수법의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

가 재기되기도 한다. 현장에서의 발레교육은 발레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

루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예술적인 측면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논의

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발레교

육, 발레교육자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진정한 발레교육은 인간 정신을 표현하는 신체예술로서 발레를 통해 이상적인 

인간과 미를 함께 지향한다. 발레교육은 인간의 정신, 영혼, 신체가 움직임의 과

정에서 삼위일체되도록 해야 하며, 감성적인 측면과 발레 역사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 살아있는 예술교육으로서 행해져야 한다(김정민, 2007). 그러므로 발레의 

독특한 형식, 전통,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이를 가르치는 데에 필

요한 교육자의 전문성을 기능적, 예술적,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노력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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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본 연구는 발레교육자의 삶, 교육, 학습의 맥락을 고려하여 전문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전문교육자로 발달하는 과정과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 패

러다임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다. 발레교육자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전문성을 

발달시켜온 성장과정에 주목하고, 그 낱낱의 경험들을 심도 깊게 탐색하기 위해

서는 질적 연구의 방법이 적합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근거

이론연구, 질적 사례연구, 교육기술지연구의 연구 논리와 기법에 기반을 둔다. 

첫째, 발레교육자들이 생각하는 뛰어난 교육자의 요건을 탐색하고, 그들이 어

떻게 성장하는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이 연구

가 한 명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 보고하면서 삶 속

에 담긴 문화적, 개인적, 제도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점은 생애사 연구와 

유사성을 띠고 있다(Cole, 1994). 발레교육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과정의 단계

와 경험을 언급하며, 그 속에서 주축을 이루는 가정을 중심으로 의미를 탐색한다

는 점에서 전기 연구와도 유사성을 지닌다(Denzin, 1989). 그러나 단일한 대상의 

삶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생애사 연구나 전기 연구라 보기는 힘들다. 

대신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연구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Polkinghorne, 1989). 

그러므로 발레교육의 현상을 제대로 경험한 대상을 주의 깊게 선택하여 그들

의 개인적 경험을 해석함에 있어 연구자의 선입견을 ‘괄호치기’하고 ‘판단중

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Field & Morse, 1985). 발레교육현장에 다년간 종사

해온 교육자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심

성을 성장시켜왔는지, 그 과정에서 접하게 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

해 살펴볼 수 있다.

둘째, 발레교육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전문성의 발달과정을 밝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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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성 발달 모형과 교육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근거이론 

연구이다. 근거이론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신념, 태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의 삶과 경험을 탐구하고 특별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귀납적 연구 

방법이다(Stern, 1980). 근거이론의 목적은 특정 상황에 관련된 어떤 이론, 즉 어

떤 현상에 대한 추상적, 분석적 구조를 생성하거나 발견하는 것이다(Creswell, 

1998). 본 연구는 발레교육이 행해지는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자의 전문성이 개발

되는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발달과정모형과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거이론연구에 부합한다(Strauss & Corbin, 1998). 교육

자들과의 심층면담, 참여관찰 및 비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인 나

에게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직관력을 제공하며, 교육자의 전문

성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셋째, 각 발레교육자들이 교육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유형별로 살펴보는 질적 

사례연구이다. 질적 사례연구는 하나의 프로그램, 사건, 인물, 단체와 같이 특정 

현상을 그 맥락 안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Creswell, 1998). 

본 연구에서 교육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장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살펴보

는 것은 교육자로서 성장하는 다양한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발레를 

전공하고 교육자가 되는 전형적 유형의 ‘전공과정형’, 일찍이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무대경험을 쌓은 ‘직업무용수형’, 학교에서 발레교육을 펼치기 위해 

체육과 중등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교직이수형’ 등은 각각 발레지식, 기능, 

태도 면에 있어 경험의 양과 질이 다를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해결방식도 상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질적 사례연구로서 각 유형별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발레교육의 총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현장의 발레교육자들이 펼치는 교육활동과 그들이 삶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체험들을 살펴보는 교육기술지연구이다. 교육기술지는 교육활동이 전개되

는 다양한 양상을 교육적 논리와 안목으로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 기술적 자료

를 바탕으로 교육의 새로운 이론을 찾는 연구 방법이다(박정준, 2011; 조용환, 

1999). 발레교육자의 교수전문성과 그 발달과정에 주목하는 본 연구는 궁극적으

로 발레교육의 질적 향상과 발레를 통한 인문적 소양의 함양을 추구한다. 이를 



- 133 -

위해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발레교육자에 주목하였으며, 

그들의 전문성 발달과정을 통해 뛰어난 발레교육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

력과 심성의 특성을 밝히고, 예비 발레교육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펼칠 수 있도

록 할 것이다.

[그림 8] 연구의 논리 및 기법 

나. 연구의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다양한 발레교육의 영역에서 발레교육자가 지니게 되는 전문성의 

개념, 요소 및 특성을 파악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요소들이 발달하

는지 탐색하여 예비 발레교육자들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연구기간은 연구의 틀을 구상한 2011년 3월부터 연구의 집필을 마치는 

2012년 12월까지 총 1년 9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절차와 단계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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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구의 절차 및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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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문성 개념 관심 단계(2011년 3월~2012년 4월)이다. 2009년 3월 나는 대

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스포츠교육연구실에 소속되었다. 지도교수인 최인문의 

체육전문인교육 수업은 석사과정에서 갖고 있었던 전문 교육자에 관한 의문을 

촉발시켰고,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간호, 과학 분야에서의 교사교육

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었다. 이후 대학원과정에서 교수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수

설계 및 일반교육학, HRD, 전문성 관련 수업을 수강하면서 발레교육자 전문성에 

관한 연구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용전공 석·박사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무용패에서는 2010년 10

월부터 3년간 최인문 교수의 <교육내용으로서 무용정신의 개념과 교육방법> 프

로젝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 발레교육자를 만

나면서 교육자로 성장하는 과정의 어려움, 전문성 발달의 중요성 등을 체감하였

다. 이 후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일반 교육, 체육, 무용 분야의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전문성, 교사 전문성, 무용교사 전문성을 

주제어로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을 검토하였으며 발레교육자 1인과의 예비면담

을 통해 전문성의 개념, 요소 및 특성에 관한 선험적 지식을 쌓고 연구의 방향을 

소폭 수정하였다.

둘째, 전문성 개념 및 발달과정 탐색 단계(2012년 5월~2012년 7월)이다. 연구계

획발표를 마친 후, 설계한 연구의 절차 및 단계에 따라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 

비참여관찰을 실시했다. 약 2개월에 걸쳐 전문무용, 학교무용, 생활무용의 전문 

발레교육자 25인을 만나 그들이 쌓아온 전문능력을 살펴보고, 발레교육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자질, 그동안의 성장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1차 심층

면담의 결과를 토대로 발레교수전문성의 개념, 요소 및 특성, 각 전문가의 유형

별 발달과정을 1차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보완을 위해 2차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해 래포가 형성된 발레교육자 5명의 수업(테크닉, 베리에이

션)을 각 2회 참여관찰 및 비참여관찰했다. 

셋째, 전문성 개념 및 발달과정 분석 단계(2012년 8월~2012년 9월)이다. 심층면

담 및 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총 정리하여 기존의 일반 전문성, 교사 전문

성 연구에서 제시된 전문성의 개념과 비교하여 보고, 발레 분야의 독특한 전문성 

특성을 탐색했다. 특히 심층면담의 대상자들을 교육자가 된 계기와 그동안의 경

력에 따라 ‘전공과정형’, ‘직업무용수형’, ‘교직이수형’으로 구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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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전문성 발달과정의 단계 및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적이었다. 발레

교육자는 오랜 시간 발레를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전형적인 유형에 초점을 두

어왔으나, 현실에서는 발레단 재직 경험이나 유학생활, 교직이수를 통한 학교 무

용교사로 임용된 사례도 다수 있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전문

성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축적하는 전문성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

하였다. 또한 발레교육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수영역에 따라 전문무용, 학교무

용, 생활무용 영역별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발달과정 상의 특성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각 교육자들의 

성장과정과 교수영역에 따라 발달과정 상의 특성과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

인들은 개인, 영역, 환경 수준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모형으로 제시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넷째, 전문성 교육방법 모색 단계(2012년 9월~2012년 10월)이다. 전 단계에서 

탐색한 발레교수전문성의 개념, 요소 및 특성, 전문성의 발달과정을 토대로 발레

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법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발레

교육자 개인적인 특성과 함께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발레교육자들과의 심층

면담, 수업 관찰 자료를 총정리하며, 연구논문을 작성하고 반성적으로 검토하였

다.

2.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

연구자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인 8세부터 발레를 시작했다. 통통하고 다부진 

체격의 꼬마였던 나는 단지 체형관리의 목적으로 시작한 발레를 끝내 놓지 못하

고 무모하게 덤벼들었다. 동네 작은 발레학원에서 배운 탓에 기본기는 부족했고, 

마냥 열심히 연습한 탓에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뱄고, 표정은 늘 진지해서 오해도 

많이 샀다. 그저 열심히 하면 발레리나가 되는 줄 알았다. 인문계 중학교를 다닐 

무렵 당시에는 꽤 유명했던 사설 학원에서 발레를 배우게 되었다. 덕분에 발레학

교식의 교육과정으로 스트레칭 수업, 레벨별 수업, 베리에이션 수업, 캐릭터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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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등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다. 콩쿠르에서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두고 발레

에 푹 빠져있던 중학교 3학년 때 스위스 로잔 콩쿠르를 관람하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13세 미만의 어린 발레무용수들이 보여주는 기교와 표현은 한국에서 

바라보던 그것과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을 배울 수 있다는 새로움과 

내가 알지 못하는 춤의 영역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선생님들

을 접하며 연습할 수 있었다. 대학 입시에서 좌절한 경험 탓에 발레를 아예 등지

고 다른 전공을 선택하려 하였으나, 다시 마음을 잡고 발레와의 인연을 계속할 

수 있었다. 재수 끝에 당도한 대학에서는 그동안 가르치고 싶었던 무용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표하는 전공을 택하

게 되었다. 생전 처음 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음악 편집 프로그램을 접하

며 몸을 부딪쳐서 하나씩 알아내는 재미를 느꼈고, 한 학기에 적어도 몇 개월은 

밤을 함께 새고, 지하 무용실에서 연습하던 동기들과 끈끈한 정을 나누기도 했

다. 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실기만 잘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크게 깨우쳐준 시

간이었다.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나는 계속 춤을 추는 사람이어야 하는

가, 혹은 다른 사람을 춤출 수 있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

들었다. 그 결과 모든 이가 일생의 가르침을 배우는 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내가 좋아하는 무용을, 천부적인 재능

을 지니지 않아 무대 위에 빛나는 무용수가 될 수 없었지만 춤추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나 같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었다.

대학원에서 교직을 이수하면서 인문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춤을 

가르치고자 여러 가지 춤을 배우고,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석·박사과정의 울타리를 통해 연구실에서 일상의 절반 이상을 보내고, 나와 같

은 생각과 의지를 지닌 선생님, 선후배들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연구실의 안과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무용교육자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만족스러울만한 성과를 지닌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정작 예술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20년 가까이 배웠던 것은 오로지 무용, 발

레를 전공하여 무용수가 되어가는 길이었던 것이다. 교육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길을 걷고자 한다면, 잔인하리만큼 스스로 개척해야 했다. 어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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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를 그만두었고, 어떤 이는 발레단에 들어갔고, 어떤 이는 사라져갔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 또한 좋은 발레교육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고, 내 주변의 동료

들도 같은 생각을 한다면, 꼭 함께 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보아야겠다고. 그리

하여 나의 연구 여정은 석사과정에서 국내외 무용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거쳐, 현재 그것을 주체적으로 감당해내는 

교육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연구는 나에 관한 연구이다. 어린 시절부터 만나길 꿈꾸어 왔던 “좋은 발

레 선생님”을 이제 만나려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

원에서 만나온 여러 발레 선생님들의 모습을 회고하며,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선배들에게 얻고자 한다. 연구자인 ‘내’가 만나는 전문 발

레교육자들은 앞으로 나의 인생 선배이자 멘토이며,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나와 

동료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답을 찾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뛰어난 발레교

육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그려냄과 동시에 내가 앞으로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

을 설계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15세 때 로잔 콩쿠르 무대에서 봤던 다이애나 비쉬네바는 현재 ABT의 주역무

용수가 되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해적’ 비디오를 보며 감탄을 연발

했던 알티나이 아실무라토바는 바가노바 아카데미의 전임교사가 되어 있다. 과거

부터 주시하고 있던 발레무용수들이 성장하여 어떤 이는 뛰어난 무용수로, 어떤 

이는 뛰어난 교육자로, 소수는 안무가와 예술감독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은 괜스

레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좋은 교육자이자 본보기

가 되어 지금 어린 발레 무용수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있다.

바가노바, 체케티, 로열발레아카데미의 교사들처럼 좋은 교육자이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발레교육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예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들

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 더 이상 외국의 발레교육자들이 만들어놓은 교수법

과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교육자,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펼

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음지에서 홀로 자라나 꿋꿋이 피

어나는 들꽃처럼, 우리나라 발레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삶을 낱

낱이 살펴보는 것이 연구자 ‘나’의 주된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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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전형적 사례 선택 기법’(Miles & Huberman, 1994)과 

‘이론적 표본 추출’(Strauss & Corbin, 1998)을 통해 현장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택하면서도 개념의 속성과 차원으로 고려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선택

하였다. 선정과정에서 어떤 이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나의 선택에 따라 배제

되는 이는 누구인가? 연구주제를 생생하게 증언해줄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이 

주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며, 그것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자신

의 경험을 나와 기꺼이 나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심도 

깊게 고민하였다(Hostein & Gubrium, 1995; Polkinghorne, 1989). 연구 참여자의 

수는 가능한 현장 발레교육자의 특성을 두루 포함하도록 하는 ‘충분성’, 자료

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연구 참여자의 

수가 충분하다고 보는 ‘포화성’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Lincoln & Guba, 1985). Bertaux(1981)는 면담을 지속하면서 재미있거나 새

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진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충분한 참여자를 

확보한 때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발레 수행 경력 20년 이상, 교수 경력 5년 이상의 전문 

교육자들이며, 발레관련 교육, 공연,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동

료 교육자, 학습자, 학부모에게 좋은 교육자를 추천받고,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전

문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지식, 기능, 태도), 무용소양(최의창, 2011)의 세 가지 측

면(무용지, 무용능, 무용심)에서 우수한 교육자를 선택하였다. 

또한 교수영역(전문무용, 학교무용, 생활무용)에 따라 참여자를 고르게 분배하

였으며, 교육자가 된 계기와 그동안의 경력에 따라 ‘전공과정형’, ‘직업무용

수형’, ‘교직이수형’으로 구분하였다. 전공과정형은 어린 시절부터 발레를 전

공하여 예술중·고등학교 및 대학 무용과를 졸업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졸업 후 

취업 여부에 따라 전문무용, 생활무용 영역 등 다양한 교수영역에서 활동한다. 

직업무용수형은 직업발레단의 소속된 무용수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사례

로, 비교적 최고 수준의 실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주역무용수나 솔리

스트로 활동한 경험을 통해 주로 전문무용 영역에서 가르침을 행하고 작품 안무, 

교육 행정적인 영역에도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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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교수 
영역

이름
발레
경력

교육
경력

 학력
현직 기타 유형

예술중․고 대학 학위

1 전문 김순수 45년 25년 × ○ 석사 대학교수 메소드 전공

2 전문 김열정 43년 20년 ○ ○
석사, 
박사

대학교수
주역 

무용수
무용수

3 전문 김낭만 36년 29년 ○ × · 대학강사 메소드 무용수

4 전문 김고전 26년 10년 × ○ · 대학교수
주역 

무용수
무용수

5 전문 박심미 33년 28년 ○ × · 예중교사
주역 

무용수
무용수

6 전문 전원리 32년 24년 × ○ ·
발레단 

예술감독
솔리스트 무용수

7 전문 정성실 28년 12년 × ○
석사, 
박사

대학강사 솔리스트 무용수

8 전문 이동경 30년 26년 × ○ ·
대학강사,
예고교사

솔리스트 무용수

9 전문 유인내 35년 27년 ○ × · 예고교사
주역 

무용수
무용수

10 전문 박우아 44년 30년 × ○
석사, 
박사

예고교사 메소드 무용수

11 전문 서절제 35년 28년 ○ ○
석사, 
박사

대학교수 교직

12 전문 이신뢰 38년 23년 ○ ○ · 예고교사 메소드 교직

13 전문 김사상 30년 18년 ○ ○
석사, 
박사

예중교사 메소드 교직

14 전문 김심성 23년 16년 ○ ○ 석사 예중교사 메소드 교직

15
전문, 
생활

임소신 37년 20년 × ○
석사, 
박사

대학강사, 
학원강사

메소드 교직

16 학교 오모범 35년 15년 × ○ 석사 방과후강사 전공

17 학교 한사명 32년 20년 × ○ 석사 무용교사 정교사 전공

18 학교 강찬미 19년 8년 ○ ○ 석사 체육교사
기간제
교사 

교직

19 학교 정문화 20년 8년 × ○ 석사 예술강사 교직

20 학교 박감성 22년 9년 × ○ 석사 방과후강사 교직

21 학교 윤연륜 42년 30년 × ○ · 무용교사 정교사 교직

22
학교, 
생활

김예술 18년 8년 × ○ 석사
방과후강사,  
학원강사

전공

23
학교, 
생활

박자아 19년 8년 × ○ 석사
방과후강사, 
학원강사

전공

24 생활 오숙련 19년 8년 ○ ○ · 학원강사 전공

25
학교, 
생활

성이성 23년 12년 ○ ○ 석사
예술강사,
학원강사

메소드 교직

<표 30>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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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형은 어린 시절 발레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체육과 

중등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여 체육교사로 재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중등임용

고사에 합격하여 정식 체육교사가 된 무용전공자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연구

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기간제교사와 3년 이상의 방과후 수업 강사도 포함시켰다. 

연구 참여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 19>와 같다.

최종적으로 심층면담의 주제보자는 전문무용 15명, 학교무용 6명, 생활무용 4

명으로 총 25명의 교육자를 선정했다. 각 제보자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수업 

시수가 많거나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영역에 초점을 두어 답하도록 하였으

며, 각 영역을 가르치는 과정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러 영역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점 등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크게 문헌고찰, 심층면담, 참여관찰 및 비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개념, 요소 및 특성, 전문성의 발달과정과 이에 

적합한 교육방법 등 총 3개의 연구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합적인 

경로로 자료 수집의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절차에 따라 자료 수집의 내용

과 방법을 정리하였다.

가. 문헌고찰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헌을 선행 고찰했다. 

HRD 분야의 일반 전문성 연구와 일반 교육학 분야의 교사 전문성 연구를 탐독

하고, 무용 및 무용교육 분야의 전문성, 교사교육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연구,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와 관련된 전문성, 역량, 인성, 도덕성 및 윤리, 

교사 전문성, 교사 자질, 수업 전문성, 내용교수지식, 교사 역량, 교수 역량 등을 

주제어로 전자도서관의 검색 시스템(RISS)과 학술지검색 서비스(KISS)를 통해 문

헌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수의 문헌은 전문성 관련 수업과 학술지연구의 작성 기

간 동안 2년여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본격적인 연구 중에 추가로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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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면담

현장연구에 앞선 예비연구로서 발레교육자 1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발레교육

자가 지녀야 할 전문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로 구분될 수 있는

지, 자신의 경험과 삶을 반추하며 전문성 발달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

었다. 면담 대상자인 박초심은 30세의 발레 전공 교육자로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 

발레 교사 및 사설학원 강사로 활동 중이며, 7세부터 발레를 전공하여 대학과 대

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다수의 공연 경력을 지니고 있다.

박초심과의 면담을 통해 문헌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일반 전문성, 교사 전문성, 

무용교육자 전문성 분야와 발레교육자가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비교하고 대략적

인 전문성 발달과정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교육

자로 성장하는 것의 어려움, 발레를 배우던 학생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자리

매김하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스스로 교육자가 되어야하는 현실적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이에 대해 탐구하도록 연구의 방향이 수정되었다.

다.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적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발레교육자가 지녀야 할 전문

성의 개념, 요소 및 특성, 발달과정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방법을 살펴보

았다. 면담 대상은 무용교육과 관련된 수상 경험이 있거나, 대학 및 교육 현장에

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문 발레교육자 25인이다. 선정과정에서 교육자의 

유형에 따라 교육자가 된 계기와 그동안의 경험의 양과 질이 다를 것으로 판단

하여 전공과정형, 직업무용수형, 교직이수형으로 구분하고, 교수영역에 따라 전문

무용, 학교무용, 생활무용으로 구분한 다음, 교수경력과 추천수를 기준으로 최소 

2회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교육자들을 우선적으로 섭외하였다.

약 3개월간에 걸쳐 각 2회 정도 면담하였으며 첫 번째 면담 후 1개월간의 시

간을 준 후, 다시 방문하여 두 번째 면담을 통해 내용을 보강했다. 부득이하게 

두 번째 면담을 갖지 못한 경우, 간단한 전화통화를 통해 첫 번째 면담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면담 내용은 그들이 생각하는 발레교육자의 전문성과 이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와 특성,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했는지, 전문성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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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발레수행경험

Ÿ 발레 입문시기 및 계기

Ÿ 발레전공 결정시기 및 기간

Ÿ 발레공연 및 콩쿠르 입상 여부 등

Ÿ 다양한 발레수행경험이 현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등

(예술중․고, 대학, 교직이수, 발레단, 유학 등)

발레교수경험

Ÿ 발레 교수 입문시기 및 계기

Ÿ 발레 교수 기간

Ÿ 발레 교수 영역(전문무용, 학교무용, 생활무용)

Ÿ 발레 교수 유형(설명, 시범, 언어사용, 교재활용 등)

Ÿ 발레 교수 상의 주안점, 교육관

Ÿ 발레교수경험이 현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Ÿ 현 발레교육에 대한 비판적 의견 등

발레교수전문성의 

개념, 요소 및 특성

Ÿ 발레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능력

Ÿ 본인이 경험한, 생각하는 뛰어난 발레교육자의 특성

Ÿ 자신의 전문성 점수

전문성 

발달과정

성장과 

학습

Ÿ 발레교육자로서 자신의 성장과정과 전환점

Ÿ 전문성 발달과정에서 유용했던 지식, 경험

Ÿ 전문성 발달과정에서의 학습

갈등과 

해결

Ÿ 발레전공자, 교육자로서 경험했던 어려움, 난관

Ÿ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 방법

Ÿ 현재 발레교육자로서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교육 및 체계의 문

제점과 해결방안

동기와 

성취

Ÿ 발레교육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동기

Ÿ 전문성 발달과정의 상위수준으로 이끌어 준 요인

Ÿ 자신의 학생에게 추구하는 목표, 성취하고자 하는 점

<표 31>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 

에서의 결정화 경험과 교육적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등, 과정상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게 할 수 있었던 요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 2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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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시에는 현장일지(field note)에 기록하고 면담 내용의 치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허락 하에 보이스레코더에 녹음한 후, 전사하여 파일

로 관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을 벗어나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보다 정확하

고 진실한 원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습득한 현지문헌을 

수집하여 자료 분석 시 활용하였다.

라. 참여관찰 및 비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특정 집단의 일상세계에 비교적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해석하는 것이다(조용환, 1999). 본 연구에서는 발레교육

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교육자들의 교수활동이 펼쳐지는 수

업에 참여관찰 혹은 비참여관찰하였다. 래포가 형성된 교육자의 경우, 참여관찰

을 의뢰하여 자신의 지식, 기능, 태도가 수업 중에 학생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살펴보았다. 총 5명의 발레교육자들의 수업을 2회씩 관찰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면담 중에 나누었던 내용이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업현장에서 직면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참여관찰, 

비참여관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름 교수영역 관찰유형 수업유형 관찰날짜

박우아 전문 비참여관찰
테크닉 실기 120505

작품 실기 120604

김사상 전문 비참여관찰
테크닉 실기 120503

테크닉 실기 120604

한사명 학교 비참여관찰
테크닉 실기 120618

작품 실기 120713

박자아 학교, 생활 참여관찰
테크닉 실기 120518

작품 실기 120608

오숙련 생활 참여관찰
테크닉 실기 120519

작품 실기 120609

<표 32> 참여관찰 및 비참여관찰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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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나에게 친숙한 발레수업을 낯설게 보기 위해 교육자의 말과 행동 등 

쉽게 드러나는 측면과 표정, 몸짓 등 미묘하게 드러나는 측면을 구분하여 현장에

서 기록하고 촬영한다.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수업 장면의 사진, 교육자의 수

업자료 등을 확보하고, 교육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교수행동을 포착하기 위해 

비디오 촬영을 실시한다.

마. 전문가 회의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무용을 전공한 동료 연구

자 및 현장의 교육자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자료의 수집 및 해석상의 오류와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분 이름 무용경력 교수경력 현직 관심분야

질적연구 
전문가

최인문 · 20년 체육교육과 교수 체육전문인교육

이자애 · 18년 체육교육과 교수 체육학 질적연구

무용교육 
연구자

김창조 20년 10년 박사과정, 대학강사 발레, 현대무용

박신명 18년 9년 박사과정, 대학강사 한국무용

이열의 18년 8년 박사과정, 발레강사 발레

권성실 15년 4년 박사과정, 발레강사 발레

박근면 20년 4년 박사과정, 발레강사 발레

현장 
발레

교육자

김여유 18년 5년 생활무용 발레강사 유아, 성인발레

박몰입 24년 6년
전문무용, 학교무용 

발레강사 
어린이, 성인발레

오다혈 24년 10년
전문무용, 생활무용 

발레강사 
전공발레

오인자 17년 3년 생활무용 발레강사 성인발레

이세심 26년 6년
학교무용, 생활무용 

발레강사
어린이, 성인발레

<표 33> 전문가 회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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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의 구성원은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포츠교육학 분야에서 

전문인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교수경험을 지닌 질적 연구 전문가 교수 2인, 한국

무용, 발레 영역에서 20여년의 경력과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지닌 무용교육 연

구자 5인, 전문무용, 학교무용, 생활무용 영역에서 현재 활발한 교육활동에 임하

고 있는 현장 교육자 5인으로 총 12인이다. 전체 전문가 회의는 1단계와 2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각 1회씩 실시했으며, 연구과정에서 개별 구성원과의 회의를 수

시로 진행했다.

4. 자료 분석 및 해석

본 연구는 절차와 단계에 따라 자료의 분석 및 해석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

다. 연구의 가장 큰 흐름은 현상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및 해석 방법에 기초하되, 자료 분석을 위한 유목화와 코딩, 범주화 

등은 근거이론의 기법을 활용했다. 연구의 절차 및 단계별 자료 분석의 기법을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첫째, 1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전문성의 개념, 요소 및 발달과정 탐색에서는 

현상학적 자료 분석의 기법을 활용했다. Moustakas(1994)와 Polkinghorne(1989)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현상학적 자료 분석의 단계는 수평화(horizonalization), 의미군

(cluster of meanings)으로의 변형, 조직적 기술(textual description)과 구조적 기술

(structural description) 형성을 거쳤다. 그리하여 경험에 대한 개인적 의미를 통합

시키고 그 맥락을 이해하고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였다. 예비면담을 포함하여 발

레교육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종합하여 발레교육자로 성장하는 것의 의미, 뛰어난 

발레교육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의 특성을 분석했다.

수평화 단계에서는 개별 교육자들의 경험을 면담 질문에 따라 병렬적으로 제

시하고, 기술적으로 살펴보았다. 의미군의 변형 단계에서는 각 교육자들의 전문

성 개념, 그것을 이루는 세부 요소를 파악하여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들끼리 묶

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술 형성 단계에서는 각 교육자들이 자신의 삶과 교수활

동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

을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교육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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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에틱(etic)한 관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공적인 

경험으로서 수합하여 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으로 간주했다.

[그림 10] 자료 수집, 분석, 해석의 순환

현상학적 연구의 본질적인 작업은 인간의 경험 안에 있는 의식의 활동을 구성

하는 의미들을 명쾌하고 조직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Giorgi, 1975; Polkinghorne, 

1989).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자가 경험한 

전문성 발달과정 속에서 전문성의 각 요소들을 성장시켜나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발레교육자들이 경험한 전문성 발달과정

에 관한 자료 수집, 자료의 축약, 축약된 자료의 범주화, 범주화된 자료의 시각

적, 문장적, 도표적 제시가 본 연구의 전반부 자료 분석을 위한 핵심적 활동이다.

둘째, 3단계와 4단계에 해당하는 전문성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교

육방법 탐색에서는 근거이론적 자료 분석의 기법을 활용했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는 개인이 지닌 경험의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 근거이론연구에서는 현상에 대한 

분석적 구조를 생성하거나 발견하고자 한다(Creswell, 1998). Strauss(1987)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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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조건 

매트릭스(conditional matrix)의 과정을 거쳐 자료를 체계화하도록 했다. 코딩은 연

구하는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

휘, 주제, 장면 등을 일정한 코드를 부여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이다. 

발레교육자들의 유형별 전문성 발달과정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교육자들의 면담내용을 전사처리한 후, 개방코딩을 통해 초기 

범주를 구성했다. 특성과 요인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발달과정에서 어떠

한 특성과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통해 파악했다. 종합적

으로 이들이 각 유형별로 전문성을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 작용한 사회적, 교육적 

맥락을 파악하여 조건 매트릭스를 도식화했다. 

코딩 이후에는 귀납적 범주 분석(inductive categorical system)을 기본으로 관찰

이나 면담, 기록물 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범주화했다. 단어 혹은 소주제 

중심에서 점차 중주제, 대주제로 범주를 확대시켜 특성을 발견하고 범주별로 연

관성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Spradley(1979)의 영역분석(domain analysis), 분류

분석(taxonomic analysis),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 순의 절차에 따라 자료

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근거이론연구가 아니더라도 질적 연구의 자

료 분석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자료 분석의 기법은 수집된 자료의 질서, 체계,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거치게 되었다. 이용숙과 김영천(1998)이 제시한 전사, 코딩, 

주제의 발견이라는 과정은 각 질적 연구의 기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이

다. 그러므로 발레교육자들과의 면담자료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했다. 

먼저, 모든 면담자료는 보이스레코더를 통해 녹음하고, 이를 날짜와 대상을 중

심으로 부호화하여 컴퓨터파일로 저장했다. 녹음된 파일은 모두 전사하며 면담자

가 말한 그대로 적고, 나의 주관을 배체한 채 에믹(emic)한 코드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사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할 때마다 밑줄을 긋거나, 색깔을 

달리하고 구분하는 세그멘팅(segmenting) 처리했다(조용환, 1999). 관찰 시 수집한 

메모 및 현장일지, 현지문헌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 반복되는 내용과 중요하게 

강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어를 추출하였다. 모든 자료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표 23>과 같이 부호화하여 출처를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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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교수 
영역

이름 유형 면담 부호화 관찰 부호화

10 전문 박우아 무용수
I-PD-120504-1 NO-PD-120505-1

I-PD-120604-2 NO-PD-120604-2

11 전문 서절제 교직 I-PE-120511-1

(중략)

13 전문 김사상 교직
I-PE-120503-1 NO-PD-120503-1

I-PE-120604-2 NO-PD-120604-2

14 전문 김사명 교직
I-PE-120503-1

I-PE-120605-2

(중략)

23
학교, 
생활

박자아 전공
I-LM-120515-1 PO-LM-120518-1

I-LM-120608-2 PO-LM-120608-2

24 생활 오숙련 전공
I-LM-120515-1 PO-LM-120519-1

I-LM-120608-2 PO-LM-120609-2

<표 35> 수집된 자료의 부호화 예시 

출처 교수영역 교육자 유형 날짜 회차

심층면담 I 전문무용 P 전공과정형 M

yymmdd n비참여관찰 NO 학교무용 S 직업무용수 D

참여관찰 PO 생활무용 L 교직이수형 E

<표 34> 자료의 부호화

자료수집의 출처에 따라 심층면담은 I, 비참여관찰은 NO, 참여관찰은 PO로 표

기하고 교수영역에 따라 전문무용은 P, 학교무용은 S, 생활무용은 L로 표기했다.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발레교육자들의 유형에 따라 전공과정형은 M, 

직업무용수형은 D, 교직이수형은 E로 구분하였으며, 면담 및 관찰 날짜와 회차를 

표기함으로써 자료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교수영역, 교육자 유형, 면담 날짜 등에 따라 부호화한 

것은 연구자 자신에게도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인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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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의 전 과정에서 현장 교육자들의 경험을 에믹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들의 주관성을 포착하면서, 이를 발레교육자 전반에게 수용될 수 있는 에틱한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객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체계를 부여했다. 각 교육자들이 

성장하고 경험하며 흡수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이

면들이 전문성 발달과 어떻게 결부되는지 탐색하였다.

5.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

한 연구가 독자들로 하여금 좋은 연구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연구가 진실 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내

용과 방법이 충실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이의 노력을 공으로 취한 결과라던가, 거

짓된 자료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연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사

회 전반에 윤리 개념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지만, 어느 분야보다 가

장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연구와 교육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발레교육자에 관한 본 연구는 발레교육자가 학생들 앞에 신

실하고 진중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듯, 독자들에게 현장의 있는 그대로의 목소

리를 전하는 전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몇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했다.

첫째, 연구자의 성찰을 통해 연구과정을 반성하고, 수시로 연구내용의 기술과 

연구기법의 활용을 확인했다. 앞서 밝혔듯, 이 연구는 무용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자인 ‘나’에게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지도교수님으로부터 받은 삶과 

연구, 공부가 일치되어야 진정한 학자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모차르트가 될 수 없었던 살리에르의 마음을 살피도록 했던 학부교

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첫 시도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성심을 다하고, 면담을 위해 협조하는 교육자들에게 면담 및 관찰 동의서, 녹음 

및 촬영 허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계획한 연구의 절차 및 단계를 준수하며, 스승

이자 선배인 전문 교육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존중과 섬김의 자세로 연구에 

임했다.

둘째, Denzin(1989)이 제시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통해 발레교육자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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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발달시켜나가는 것의 의미를 다

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료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삼각검증법은 동일

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 가지 방법

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자료 해석에서의 결점과 판단 오류를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의 

단계별로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연구, 질적 사례연구, 교육기술지연구의 논리와 

기법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라는 커다란 패러다임 속에서 가능한 다양한 관점을 

시도하였다.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전문성의 개념을 교육자 개인이 체험한 의미로 

해석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기술, 분석, 해석하는 과정, 각 유형별 교육자들의 전

문성 발달과정과 특성을 귀납적 범주분석에 따라 세분화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과정 등을 적용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s)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도출된 해석을 

참여자에게 다시 점검하여 자료 수집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Guba, 1981).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교수경험을 지닌 전문 발레교육자들에게 면

담 전에 미리 대략적인 면담 질문을 제공하고, 이에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내가 답변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다. 또한 전

사된 면담내용을 교육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여 그들의 의도 및 상황과 

다르게 전사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여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하였다.

넷째,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통해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독단적인 주관성을 배제하도록 노력했다. 스포츠교육학 분야에서 

체육전문인교육 및 체육학 질적 연구에 관한 다수의 저술, 연구 경험을 지닌 교

수 2명, 무용교육전공의 석·박사과정 5명으로 구성된 동료들과의 협의를 실시하

여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언을 수용하여 자료의 분석과 해석상의 독단적

인 처리가 없도록 했다. 특히 전문성 발달과정에서 각 유형별 교육자들의 성장과

정을 유사한 경험을 지닌 동료 연구자들과 논의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교육방법

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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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가. 개념

발레교육자는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 총 25인의 전문 발레교육

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 대다수의 교육자들은 발레 자체가 지닌 특성

에 따라 발레교육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몇 가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첫째, 

발레가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발레교육자에게는 신체 움직임을 체계적, 합리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신체나 발레 테크닉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요구

된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움직여본 사람과 안 움직여본 사람은 달라요. (김사상, I-PE-120503-1)

몸, 동작 하나 하나를 잘 설명해주고, 시범을 제대로 보여줘야죠. (박자아, 

I-LM-120515-1)

춤을 제대로 알고 잘 가르쳐야겠죠. (임소신, I-PE-120619-1)

둘째, 발레가 ‘예술’이라는 점에서 발레교육자에게는 예술적인 측면, 즉 단

순히 움직임의 기술을 보여주는 기예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점에서 감수성과 표

현성, 독자적인 해석력 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발레무용수뿐만 아니라 교육자

에게도 이러한 예술적인 측면의 자질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을 좋은 예술가로 

양성하는 데에 있어 교육자 스스로도 이러한 측면에 해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가가 되는 덕목 중에 테크닉은 그저 기본 중의 기본인거죠. 우리가 살

면서 필요한 핵심가치라는 것이 다 여기에 녹아나야 좋은 예술로서 기능을 

할 수 있고. (김열정, I-PD-120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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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발레를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

랑으로 대해야 하는 인성과 심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교육이나 타 교

과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육자의 심성적인 측면이 발레에서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발레가 추구하는 완전성을 이루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

다.

인격, 어떻게 보면 실력보다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인내, I-PD-120517-1)

선생님이 아니라 코치로 남는 거지. 테크닉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

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성이 갖추어져야 하지. (박심미, 

I-PD-120604-2)

박심미 교육자는 발레교육자와 발레코치의 개념을 대비하면서 단순히 동작을 

연습시키는 것은 코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여,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적인 인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코치적인 성향이 강한 발레마스터들이 

예술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테크닉이나 표현력이 뛰어난 무용수를 선호하고 자신

의 작품에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짐작된다. 심지어 치열한 

직업무용수의 세계에서도 발레마스터가 지녀야 할 인성적인 특성이 매우 강조되

는 가운데, 이와 구분되는 성격을 지닌 발레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더 교육자로서

의 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즉 발레교수전문성은 발레를 기능적, 예술적으

로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해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 경험, 태도, 신념 등을 

학습하고 내면화하여 정제된 총체적 능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

는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던 일반 전문성 및 교사 전문성과 비교

해보았을 때, 전문성을 형성하는 ‘요인’과 어떠한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지의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서술된 것이다. 발레교수전문성은 발

레교육자들이 지녀야 할 ‘발레교육을 위한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발레’자

체가 지닌 ‘움직임’, ‘예술’이라는 특성, ‘교육’이라는 특성이 고르게 반

영되어 있다. 즉 발레가 인간의 완성도 높은 움직임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

현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발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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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과학적이고 예술적이며 동시에 심성적인 전문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은 다음 절에서 전문성의 요소 및 특성을 통해 보

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나. 요소 및 특성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구성요소는 그 특성에 따라 기능적 전문성, 예술적 전문

성, 심성적 전문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 전문성은 그것이 발휘되는 측면

에 따라 발레를 잘하는 것과 관련된 ‘발레수행’, 발레를 잘 가르치는 것과 관

련된 ‘발레교육’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각각의 하위 요소를 지니고 있다. 

기능적 전문성은 발레를 체계적,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경

험을 의미하고, 예술적 전문성은 발레를 감성적, 이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경험을 의미한다. 심성적 전문성은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학생들

을 가르칠 때 인간적으로 대하는 태도와 신념을 의미한다. 

세 가지 전문성은 발레교육자가 발레를 잘 알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발현된다. 또한 각 발레교육자의 연령과 교직 경력, 성

장과정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발달하며 각각이 따로 떨어져 발달되거나 어

느 한 요소만이 발달된다고 해서 뛰어난 교육자가 되는 것이 아닌,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구분 기능적 전문성 예술적 전문성 심성적 전문성

발레수행 신체적 
지식

테크닉 
지식

발레지식

인문적 
지식

예술적 
감성

발레소양 발레심성

인내  배려

존중  공정  사랑

발레교육 발레
교수법

일반
교수지

발레교수지식

독자
교수법

발레
감식안

발레교수안목 발레교수심성

끈기  예의  책임

성실  관용  공감

<표 36>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세 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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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적 전문성

기능적 전문성은 발레수행과 관련된 발레지식과 발레교육과 관련된 발레교수

지식으로 구분된다. 많은 발레교육자들은 발레가 인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학적

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된 춤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신체적, 심리

적 특성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1970-80년대에 교수활동을 시작한 교육자들은 한국 발레 태동기의 자신들이 받

았던 교육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학생에게는 보다 체계적인 발레

교육을 펼쳐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무용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가보니까 우리

가 뒤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교육 때문에 제대된 것을 못 해본 거죠. 무

용수로서 내가 항상 주역을 했어도 제대로 된 작품에서 못해봤는데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 아쉬움을 내가 가르친 제자한테 또 주면 안 되잖아요. (김

순수, I-PM-120612-2)

또 다른 교육자는 우리나 발레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며 학생의 신체와 동작 수

준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의 문제와 무용수 수명의 단축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직업무용수들의 삶 속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김재은, 2010; 김현숙・표내숙, 2009)

잘 가르친다는 것은 그 시기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들에게 무리 없이 차곡차곡 쌓여야지만 실력도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중요한데 요즘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너무 

빨리 가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몸은 안 되어 있는데 보여지는 것

은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무리가 가고 부상도 많아지고 재능 있는 친구들

이 일찍 그만두게 되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박우아, I-PD-120504-1)

결국 발레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뛰어난 재능을 지닌 무용수의 발굴을 위

해 발레교육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문영, 1997). 구체적으로 신체

의 특징과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테크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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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와 법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 발레교육자의 기능적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

이다(최의창, 2010a).

최근 한국의 발레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위와 같은 과도기의 

교육적 한계를 느낀 교육자들이 조금 더 발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물심양

면 노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발레교육자의 기능적 전문성은 초기 발레교

육이 태동한 이후, 발레를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 세계 유수의 무용수들

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발레교육을 제공

하려는 교육자들의 노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절에서는 기능적 전문성

의 각 하위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전문성이 실제 발레를 가르치는 데에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겠다.

구분 상위 요소 하위 요소

발레수행 발레지식
신체적 지식

테크닉 지식

발레교육 발레교수지식
발레교수법

일반교수지

<표 26> 기능적 전문성의 요소

가) 발레지식

(1) 신체지식

첫째, 발레수행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기능적 전문성은 발레지식이다. 발레지식

은 신체적 지식, 테크닉 지식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지식에는 인체의 구조적 특

성과 각 신체부위 및 관절의 운동 범위, 근육의 움직임과 특징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신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관절과 근육의 쓰임을 이론적, 인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춤을 춰보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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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교육자라면 해부학적, 기능학적, 가르치는 또래의 심리적 특성과 파악

해야 되고. (김심성, I-PE-120503-1)

우선 자기 자신이 발레를 잘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어야 하겠죠. 몸으로 

경험한 것들 중에서 줄 수 있으니까. (이신뢰, I-PE-120615-1)

몇몇 교육자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육자 역시 실기 경험을 충분히 갖춘 

직업무용수 경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히 

무용수로서의 화려한 경력 때문이 아니라, 많은 공연과 연습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해 느끼고 공부하고 연구해볼 수 있으며, 혹여 부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회복하며 재활하는 것과 같이 실제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여지가 있

기 때문이었다.

발레교육자는 많이 알아야죠. 인체적인 것, 해부학, 뼈와 근육, 턴아웃하려

다가 애를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많은 것을 공부하고 경험도 많아야 하

고, 왜 내가 (교육자가) 춤을 췄으면 하냐면 춤을 추다보면 많이 아프잖아

요. 부상을 당하니까 자기가 알거든. 그러면 애가 아프면 알거든, ‘이렇게 

해봐라’, 그런데 자기가 못 느끼면 ‘너 왜 아프니? 왜 안 되니?’ 그래서 가

능하다면 프로페셔널 경험을 했으면 좋겠지. (전원리, I-PD-120615-1)

실제 수업을 관찰하던 중 많은 발레교육자들이 이러한 측면의 설명을 많이 하

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발바닥, 발끝, 무릎, 골반까지 하체의 주요 골격과 관

절의 쓰임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던 교육자는 수시로 학생들에게 그 느낌을 느

껴보도록 강조했다. 특히 서있는 다리가 지지할 때의 근육의 느낌, 발바닥에서부

터 골반까지의 정렬에 대해 강조하는 중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표현을 

섞어가며 예를 들어주고 있었다.

“발뒤꿈치 축을 세우고 몸이 반듯하게 정렬되도록 해야지”

“골반, 무릎, 발끝의 쓰임은 우리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듯이 한 번에 같

이 움직여야 해” (김사상, NO-PD-12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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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는 선천적인 체격조건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기본동작인 턴 아웃이나 포인트가 힘든 신체적 조건을 지닌 경우, 교육자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박소현, 2009; 

최의창・홍애령・김나이, 2012). 다양한 신체적 조건의 사례를 잘 알고 있어야 그 

사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적합한 지적을 줄 수 있고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

스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지도할 수 있고, 몸은 타고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좋은 아이들

도 있지만 핸디캡이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박우아, I-PD-120604-2)

선천적으로 몸이 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데, 발레를 가르치

려면 그 사람의 몸의 구조에 대한 것을 선생님이 알아야 하잖아요. ‘이 사

람은 턴 아웃이 안 되는 구나, 어깨가 올라가 있구나.’ 학생들의 몸에 대

해 선생님이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사람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예술, I-LM-120515-1)

발레의 경우 대부분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자가 신

체에 대한 정확한 배경지식 없이 수업에 임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단순히 안 되는 동작을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문제

점을 파악하고 원칙에 근거하여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부

족하던 시기에 발레를 배웠던 학생들은 열심히 연습에만 몰두한 결과, 심각한 부

상이나 신체적 변형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교육자 

김사상은 자신이 받았던 수업을 회상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내가 몸이 미워진 계기가 발레를 잘못 배워서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근육이 크지 않았는데, 대학교 때 너무 신나서 무

용을 많이 배우러 다녔어요. 나름 테크닉이 좋았기 때문에 어디든 가면 잘

하는 축인 거죠. 그렇게 수업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나한테 플

리에할 때 뒤꿈치 누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세세한 지적은 

안 주고 잘 도는 법, 뛰는 법만 알려주지,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그 잘하

는 방법이 틀려서 내 몸이 망가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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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도하려는 이유가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안 만

들고 싶은 거지. (김사상, I-PE-120503-1)

최근 어린 무용수들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무용 상해의 문제가 교육

자들의 입을 통해 자주 언급되었다. 무리한 연습과 학생의 신체적 특징, 예를 들

어 선천적으로 골반 근육의 움직임이 유연하지 못해 턴 아웃 동작이 힘든 경우, 

그것을 억지로 바깥으로 돌리려다 보니 무릎과 발목 관절에 무리가 오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신체의 정렬은 물론 근

육의 형태마저 변형된다는 것이다. 를르베 동작을 할 때, 무작정 근육의 힘을 사

용해서 종아리 근육만 비대하게 발달된 경우나, 상체에 힘을 무리하게 주어서 상

체를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교육자들을 통해 들려

왔다.

저는 아이들이 종아리 아프고 그럴 때 버티라고 안 해요. “종아리가 그렇

게 아프면 문제 있어, 를르베할 때 너 중심 안 옮기고 올라갔으니까 그렇

지” 하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아리근육이 를르베할 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옮겨지면 자연히 뒤꿈치가 들리게 되어있어요. 다 들린 종

아리를 버티는 힘에 근육이 감싸는 마무리로 잡는 건데, 아이들이 그 근육

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폰듀 4번 하면 그 근육이 터질 것 같은 거죠. 

그것을 선생님이 매일 강훈련 시킨다고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애 몸 망가

트리는 거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왜 몸이 아픈지 살펴보고 좀 쉬면서 원

인을 찾아보라고 해요. 내 몸이 망가져봤기 때문에 난 그것의 중요성을 크

게 느껴요. (김사상, I-PE-120604-2)

아이들이 다 하체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 표현이랄까 전혀 안 

되고 상체가 춤을 춰야 한다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상체를 강

조해요. 다리만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상체가 춤을 춰야 춤이 완성되고 

더 잘 출 수 있는데, 아이들이 접했던 그 전의 수업에서는 그런 것을 다

루지 않았었나 봐요. (정성실, I-PD-120705-1)

모든 무용에 있어 신체는 중요한 도구이자 표현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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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동작을 알고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자신이 배운 데로 가르치거나, 

학생의 신체적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동일한 순서와 구조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문무용 영역의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교육자들이 자신이 직접 춤을 춰보고 겪었던 세밀한 몸의 변화

를 상기하며, 해부학적, 기능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맞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2) 테크닉 지식

테크닉 지식에는 발레 동작을 잘하기 위한 운동학적, 역학적 원리, 기본 테크

닉과 전통적인 레퍼토리, 각각의 베리에이션에 관한 지식, 연습, 공연 및 안무 경

험 등이 포함된다. 대다수의 교육자들은 다른 무용과 차별화되는 발레의 특징을 

강조하며, 테크닉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동작의 반복 연습뿐만 아니라 

어떠한 원리로 춤을 출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춤의 원리를 찾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턴 아웃, 풀업, 무게중심,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발레의 외형적 특징들 있잖아요. 중력에 반해서 서는 것들. 

(김심성, I-PE-120503-1)

발레를 처음 입문하는 순간부터 알아야 하는 것들을 고3 아이들한테 아직

도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서 계속 채찍질 해주지 않으면, 코치처럼 계속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수시로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없어지거든. 처음에 알

았다가도 흐트러지고 알았다가도 흐트러지고, 운동선수들도 코치가 계속 

옆에서 잡아줘야 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초는 호흡법과 몸을 부위별

로 배, 엉덩이, 등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죠. 그 

세 부분을 잘 잡혀 있으면 나머지 테크닉은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냐의 차이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유인내, 

I-PD-120517-1)

발레에서의 기초라 여겨지는 턴 아웃, 호흡을 끌어올리는 풀업, 무게중심을 잡

는 법이나 상체의 어느 부분에 힘을 주어야 하는지 등의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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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전문무용 영역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들은 ‘발레의 기본’이라 칭해지는 것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공부, 연구 등을 통해 테크닉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무용 영역

의 교육자들은 알기 쉽게 발레 테크닉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

다.

뮤지컬 배우나 성인, 주부들 같은 경우 발레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동작의 효과를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것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런 질문이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쓰고 어깨를 내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죠. 특히 몸을 잡는 원리에 대해서는 ‘발레는 

사각형을 유지해야 하고, 꼬리뼈를 내리면서 턴 아웃을 해야 하고, 아랫배

를 끌어올리고 중간에 갈비뼈를 모아서 잡아줘야 해요.’ 라고 설명을 해주

죠. (김예술, I-LM-120515-1)

발레교육자들은 주로 신체를 상체와 하체, 혹은 기본과 표현으로 나누어 학생

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는데, 풍부한 표현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체의 움

직임, 즉 폴드 브라에 있어서 교육자 자신의 해석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났

다. 하체의 기교에 비해 개인에 따라 쓰임과 표현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폴드 브라를 능숙하고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시범을 

더욱 잘 보일 수 있으며, 자신이 특정 폴드 브라를 할 때에 사용하는 근육의 움

직임과 느낌 등을 묘사하여 학생들의 연습을 더욱 자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폴드 브라는 내가 해석이 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어요.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것밖에 못 하는 사람은 못 가르쳐요. 나와 비슷한 경력을 지닌 

선생님과 내가 쓰는 폴드 브라가 달라요. 본인이 좋아하는 기호와 해석방

법이 있기 때문에 풀어쓰는 것이 다른 거예요. 본인이 못 움직인 사람은 

발은 어떻게 가르치겠는데 팔은 절대 안 되요. (김사상, I-PE-120503-1)

발레 테크닉이라고 하면 흔히 하체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을 떠올리게 

되는데 정작 예술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상체의 움직임이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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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자들은 상체 표현을 세밀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중요시 여

겼다.

지금 되돌아보면 정확하게 기본을 잘 잡아주는 선생님이 좋았던 것 같아

요. 전반적으로 상체 표현을 자세하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많지 

않았어요. (정문화, I-SE-120523-1)

또한 교육자가 자신이 지금껏 배워왔다는 이유로 한 가지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테크닉의 스타일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헤아려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이때에도 발레의 기본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스타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펼쳐야 할 것이다.

발레도 트렌드가 변하는데 러시아 스타일, 유럽 스타일 그런 것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도 기본을 충실히 하고. (정문화, I-SE-120523-1)

발레 동작 그 자체의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고전적으로 전해지는 발레 레퍼토

리 작품과 그 속에 등장하는 베리에이션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직접 추어본 경

험 등이 학생들의 춤을 보다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테크닉이 시작된 배경이나 역사, 그 동작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해줌

으로써 그 동작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물론 학생들

에게 이를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 교육자 자신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발레 동작마다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주는 거죠. 학

생들이 동작을 왜 해야 하는지, 동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피케하면서 돌때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고안한 것이니

까. 그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 테크닉에 대해 다르게 보게 되겠죠. 그런 것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유도를 하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던져주고,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훼떼는 

어떤 희열이나 마법으로 끌어들이는 원리거든요. (김열정, I-PD-12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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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교육자가 알고 있는 테크닉과 관련된 지식은 수업 중에 의도적으로 학생

들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든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설명 속에 배어나와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테크닉을 할 때 단순히 몸을 움직여서 자동적으로 반응하

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나) 발레교수지식

(1) 발레교수법

둘째, 발레교육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기능적 전문성은 발레교수지식이다. 발레

교수지식은 발레교수법과 일반교수지로 구분된다. 발레교수법은 흔히 바가노바, 

RAD, 체케티 등으로 대표되는 발레 티칭 ‘메소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메소

드라는 표현으로 대표적인 3가지 발레교수법이 활용되며, 그 중에서도 러시아 바

가노바 아카데미의 바가노바 메소드가 가장 주되게 다루어지고 있다. 

발레교수법은 그 종류와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다르

지만 대체로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으로 고려하여 학습해야 하는 발레 테크닉의 

순서와 음악, 그 밖에 동작을 가르칠 때에 주의해야 할 지침 등을 제공한다. 과

거에는 전문무용 영역에서는 발레교수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면 최근에는 

생활무용 영역에서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지에서 가르치는 교육자에게까지 발레

교수법의 이수 여부가 취업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앞서 교수법을 먼저 배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실습과 복습의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기간에 발레

교수법을 익히고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춤을 제대로 알고 잘 가르쳐야겠죠. 그러한 점에서 어떤 메소드든지 정확하게 

제대로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소신, I-PE-120619-1)

대다수의 교육자들은 체계화된 발레교육을 위해 발레교수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이유로 첫째, 앞서 제시되었던 발레지식을 바탕으로 한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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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즉 발레교수법은 신체 및 테크닉의 구조와 원리를 적용하여 학생

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동작과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 그 자체를 학습하여 수업

에 적용한다면 발레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무용에 

비해 비교적 체계화되고 각 국가와 시기별로 다양한 스타일이 담긴 교수법이 발

레교수법이라는 것이다.

다른 무용에 비해서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메소드라고 생각해

요. 사실 현대무용이나 한국무용도 나름대로 있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무용은 수제자라고 해야 하나? 한 스승님 밑에서 전수를 받는데 그것

과는 다른 것 같고 현대무용은 외국무용이기 때문에 발레가 어느 정도 기

본이 되면 잘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법을 따로 한다는 것도 조금은 생소하

고. 발레에서 유독 차별화되는 것이 있다면 메소드인 것 같아요. (임소신, 

I-PE-120619-1)

특히 한국에서 주된 발레교수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바가노바 메소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1980년대 발레교육을 시작한 교육자들은 자신

들이 배웠던 시점과는 사뭇 다른 스타일의 교수법을 접하고 그 체계적인 시스템

을 배워 학생들에게 전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바가노바 메소드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의 연령별, 수준별로 구성된 8단계의 수업방식이다. 비록 이것

이 한국 교육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연령의 학생에게 어떠한 

동작부터 가르쳐야 하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전문인들을 위한 메소드로 8학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오아시스를 만나는 느

낌이었죠. 우리 때는 교수님들도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친 때가 아니

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면서 대학교 때 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완전 

엉망인 거예요. 그때는 모르니까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몸 

쓰는 것이며, 등 쓰는 것이며 선생님들이 디테일하게 어디에 힘을 줘야하

는지, 어느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 얘기해주시는 분이 없고,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데에 급급했었어요. 그러다가 (메소드를 통해서) 어떻게 지

도해야 하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알아가게 되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도 느끼고요. (박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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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D-120504-1)

오랜 세월동안 러시아의 발레학교에서 고수되어온 바가노바 메소드는 마린스

키 발레단의 최고의 무용수들을 양성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된 교수법이다. 특히 

8학년으로 구성된 단계별 수업방식은 우리나라의 전문무용 영역, 예술학교와 예

술 고등학교에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모형이 된다.

바가노바가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 발레가 고전발레로서는 체

계를 갖추고 있었고 레벨별,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술학교에서 6

년 동안 차례차례 기초를 밟아가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김심성, 

I-PE-120605-2)

구체적으로 발레교수법에는 신체, 동작, 음악을 조화롭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특정 단계에서 꼭 배워야 할 동작과 기본을 잡는 법, 근육의 사

용법 등 발레지식을 기본으로 그것을 가르칠 때 교육자로서 주어야 할 피드백의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특히 음악의 박자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동작을 천천히 혹은 빠르게 조절하며 연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음악적 요소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한 단계에서 꼭 가르쳐야 할 것들, 이 동작은 꼭 수행해야 된다는 동작을 

가르쳐주고,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선생님이 이 단계에서는 몸통을 잡

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죠. 몸통을 흔들리지 않게 손을 

잡는 것이라든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발 쓰는 것, 턴듀를 어떻게 나가서 

어느 근육을 써야하고, 이때 어떤 지적이 들어가야 하는지와 같은 가르치

는 방법들.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왼쪽에서 따라오게 시킨다든지, 시선을 

안 하고 돈다든지, 방향, 위치, 높이 이런 동작의 디테일한 설명, 동작을 

잘 하기 위한 설명, 박자, 카운트 맞추는 것이 담겨있는 것이죠. 같은 동

작이라도 학기 초에는 4/4박자 두 마디로 하다가, 학기 말에는 1/4박자 한 

마디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똑같은 동작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빨라진다

든지, 동작을 섞을 때 어느 동작끼리 잘 어울리는 동작이라든지, 아다지

오, 폰듀에는 어떠한 동작이 잘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있

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1번 들어서는 몰라요. (김심성, I-PE-120503-1)



- 166 -

발레교수법이 체계적인 수업방식을 제공한다는 점 외에도 중요한 두 번째 이

유는 일종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 발레가 역동적인 발

전을 이루었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러시아의 교육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발레 스타일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발레 스타일은 대체로 

러시아 바가노바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 스타일에 따라 다른 포지션과 

폴드 브라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과 의사소통

을 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배워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전발레가 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레계를 선도하는 

분들 역시 러시아의 춤을 추는 분들이라서. (김심성, I-PE-120605-2)

우리나라 사람들 무용계가 너무 좁은데 혼자 다른 것을 하면 안 먹혀. 아이들

도 보는 애들이 있는데 학원도 이리저리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이렇게 하는데 

굳이 대세를 어그러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김사상, I-PE-120503-1)

특히 학교무용과 생활무용 영역에서 전공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들은 예중, 

예고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대학 입시에서 경쟁력이 있

기 때문에 예중, 예고에서 사용하는 발레교수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너무 많은데 무엇인가 구심점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예중, 예고, 대학에서 바가노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어

서 통일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모범, I-SM-120611-2)

또 다른 교육자는 자신이 주류가 아닌 발레교수법을 따르다가 경험한 일을 이

야기하며, 공통된 스타일에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4학년 때 RAD만 하다가 발레단의 오픈수업을 갔을 때였어요. 클래스에서 

턴듀를 하는데, 보면 쉬워요. 그런데 순서를 못 외웠어요. 내가 그렇게 순

서를 못 외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스타일이 다르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기본적인 턴듀 같은 것은 다 아는데 순서를 모르는 거죠. 혼자 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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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모두가 바가노바의 스타

일을 따르는 것이지, 가르치는 방식은 선생님들이 자기 스타일 그대로 가

는 것 같아요. (김사상, I-PE-120503-1)

각기 다른 교수법은 포지션과 동작의 이름, 형태에서 저마다의 스타일을 가지

고 있으므로, 발레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언어

로서 바가노바 메소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교육자의 답변 

말미에서 제시된 것처럼, 모든 교육자들에게 발레교수법이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이야기한다. 주로 다루어지는 발레 스타일을 따르기 위해 발레교수법을 알고 있

어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학생을 다루고, 수업을 진행하

는 방식은 교육자 자신의 독자적인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예술적 전문성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많은 교육자들은 발레교수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외국의 교수법을 그대로 수입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되었다. 첫 번째 근거는 

우리나라 학생들과 러시아 학생들의 신체적인 구조와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이다.

더구나 우리는 몸으로 하는데 체질, 몸의 성격, 정서가 다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1을 만날 때 바가노바 학교의 몇 학년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

가, 이 학생이 지금껏 배워왔던 것이 바가노바에서 그 학년까지 배워왔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적용할 수 없고, 적용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그대로 했다가 큰일을 냈죠. 거기서 표현으로 강조했던 것을 

저도 강조했고 그 레벨에 맞춰서 다 드미 포인으로 했고. 그렇게 반년이 

지나니까 잘 되기는커녕 아이들이 다 아프고 제가 바라던 것이 안 나오니

까 큰 슬럼프에 빠졌어요. (이신뢰, I-PE-120615-1)

바가노바 발레학교의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체계와 사뭇 다른 우리나라의 교

육환경에서 학생들의 연령이 같다고, 혹은 발레를 시작한 경력이 비슷하다고 무

작정 특정 학년의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발레교수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우려하는 두 번째 근거는 발레교수법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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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의 스타일을 배우는 것이라는 점이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발레교수법으로서 

바가노바 메소드는 발레학교가 만들어지고 마린스키 발레단이 융성해질 수 있었

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의 한국 발레교육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발레 스타일 

중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스타일로서 배우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줘야 한다

는 것이다.

나는 메소드가 스타일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과정으로 가

르칠지는 실은 안 나와요. 메소드는 이런 동작이 있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턴듀가 되는지는 안 나오

잖아요. (김사상, I-PE-120604-2)

발레교수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우려하는 세 번째 근거는 교육자 자신이 오래

도록 그 스타일로 배우고 춤추지 않은 이상 온전히 발레교수법을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러 교육자들은 발레교수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반

복학습과 교수법을 배우는 과정과 동시에 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기로 내면화해

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즉 한번 연수한 것으로 메소드를 가르친다고 할 수 없

으며, 교육자 스스로에게 체득된 것이 자연스럽게 수업 중에 발현될 정도는 되어

야 진정한 발레교수법을 적용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반년 정도는 그곳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가 정리해야 하죠. 여기 와

서 그것을 바로 쓸 수 없어요.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흔히 외국

에서 어떤 학문을 배워 와서 그것만을 풀려고 하는데 그런 교육자는 아니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곳이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다

른데 어떻게 똑같은 것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신뢰, I-PE-120711-2) 

교육자들은 발레교수법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업

을 관찰하고 자신이 직접 수업을 하면서 적용해봄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직접 발레교수법에 근거하여 실기 경험을 쌓았다면 스

스로 느껴본 경험을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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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메소드를 배우던 중에 중3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어. 그러니까 아침

에 배운 것이 오후에 실습이 되는 거야. 아이들한테 적용해서 시켜보고 시

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의 몸 구조와 한국 사람의 몸 구조가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3~4년 해보고 어렴풋이 알았지. 그래서 1~3레벨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

이 되었어. 이런 것들을 잘 알려면 선생님이 실기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

을 것 같아. 그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로운 

선생님인 것 같아. (유인내, I-PD-120517-1)

(2) 일반교수지

일반교수지는 일반 교육학에서 다루는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과 관련된 지식과 교수경험을 통해 쌓은 수업전략(동기유발, 전달능력), 수업운

영(학생관리, 상황파악) 등과 관련된 지식을 포함한다. 특히 교육학적 지식은 발

레지식과 더불어 발레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지식으로서 다른 요소들과 

결합되어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론적인 지식을 선생님이 제대로 알고 아이에게 정보를 주면 열정과 지식

이 합해져서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박우아, I-PD-120604-2)

어떤 전문적인 것이라도 최고의 선생님이 가져야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최고

의 지식이에요. 검증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지식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올바른 지식이다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지식을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선생이 안 돼요. 선생은 가르치는 것이니까. (김순수, I-PM-120612-2)

현직 발레교육자들은 발레지식과 일반교수지를 교육자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

어야 할 최고의 지식으로 일컬으며, 발레전문가로서 알고 있는 발레지식을 효과

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수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발레교육자들은 대학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교직 과목 이수를 

통해 일반교육학 지식을 습득하였다. 대다수의 발레교육자들은 유년기부터 발레 

연습을 통해 실기 능력을 향상시켜왔기에 그 밖의 영역을 접하지 못하다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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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학 후, 교육학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혹은 취업과 진로를 고려하여 중등교

원 2급 자격을 이수하며 교육학 관련 과목을 수강했다. 그리고 일반 교육학 수업

에서 학습한 내용과 자신이 발레를 가르치는 상황을 연관 지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거나, 교육학적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다.

교육철학이 있어야 하고 항상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문화, I-SE-120523-1)

전체적인 부분과 학생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지적준 것을 안 하고 있구나’, ‘안 되던 동

작이 오늘은 되네’, ‘칭찬을 해줘야겠다’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그때 

보면서 생각하고 얘기해주죠.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많고 그러면서 말

로 나오는 것이죠. 보고 있는 것이 큰 것이죠. (성이성, I-LE-120522-1)

발레교육자가 자신의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교육철학 

과목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기도 하며,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백

을 주는 방법을 교육심리학 과목을 통해 새로이 깨닫기도 했다.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하는 생활무용 영역에서 발레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수업을 통해 성

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히 하고,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따라 수업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역시 일반 교육학적인 지식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전문무

용이나 학교무용 영역과 달리 고정적인 학생을 확보하기 힘든 생활무용 영역에

서는 회원에 대한 배려가 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므로 

학생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자는 전문가라고 일컫기 힘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왜 배우는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

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와서 하는 것보다 확실히 알고 있는 동기가 뚜렷한 

사람들이 훨씬 더 성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을 다운되고 그럴 경우

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부러 많이 안 하고, 하향조정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거나 점프보다는 정적인 동작을 하면서 꼭 해야 할 동작을 하는 

편이에요. 하루 쉴 수는 없으니 기본 해야 할 것은 하면서 조금 몸을 풀

어 주는 식으로 (김예술, I-LM-12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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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수지와 관련한 답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교육자의 전달능력이

다. 흔히 ‘뛰어난 발레리나가 반드시 좋은 발레 선생님은 아니라는 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시범, 설명,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 교육자는 세계적인 무용수들

이 배우고 싶어 했던 뛰어난 발레교육자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희한한 것이 내가 춤을 잘 춘다고 남을 잘 가르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춤을 잘 추는 무용수 중에는 남을 가르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

하는 사람도 있고. 뉴욕에 내가 방학 때마다 가서 배웠던 선생님 중에는 

매기 블랙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단 한 번도 발레단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래서 뉴욕시티 발레단, 

ABT 발레단 주역들이 그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하는데 물론 다리 들고 턴  

아웃하는 것이 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프로 무용단의 프로 선생님

은 최고의 발레리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얼마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이든 시범이든 

지식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학생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김낭만, I-PD-120516-1)

물론 뛰어난 무용수가 시범을 제대로 보이고 무용단 생활을 통해 경험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육자의 효과적

인 설명이 중요하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많은 수업 경력을 지닌 교육자라

도 교육대상이 바뀔 경우, 그에 적절한 설명 방식, ‘아하! 할 수 있는 핵심 단

어’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묘사적인 표현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는 언어능력이 요구

되었다.

내가 계속 고등학생, 대학생을 가르치다가 중학생을 가르치니까 어려운 점

이 나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전에 통했던 설명이 이 아이들에게 더 쉬운 

설명과 얘네 들 상황에서 들었을 때 아하! 할 수 있는 핵심 단어를 찾아

야 하는 거죠. 똑같은 풀업을 설명해도. (김심성, I-PE-12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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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능력. 이미지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

록 가지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깨를 테이블보라고 

생각하고 테이블에 확 펼쳐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내리

잖아요. 그것을 “어깨 내려, 힘빼” 라고 해서는 안 되죠. 이미지 트레이닝

에도 지식이 필요하죠. (김사상, I-PE-120604-2)

일반교수지 중에 두 번째로 강조된 지식은 관찰력이었다. 발레의 특성상 동작

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관찰하고 지적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명의 교육자들의 답변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눈’의 의미는 관찰력, 분석력, 논리적, 비판적 사고 등으로 다양하

게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잘못된 점은 무

엇인지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인식과 사고과정이 필요한 것이

다. 동작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발레라는 장르적 특성 때문에 이러

한 안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춤의 특성상 냉철함과 분석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뭉뚱그려서 감으로 하

는 것은 본인은 춤을 잘 출 수 있지만 가르치려면 그것으로는 너무나 부

족하죠. 테크닉적인 것, 해부학적인 것,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는 것, 모두

가 자기 안에서 분석적, 논리적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아이들의 특성, 수용

력, 성격에 따라 그 중에 어떤 것을 꺼내서 ‘얘는 이거야!’ 하고 줄 수 있

잖아요. 그러한 점이 한국무용이나 현대무용보다는 발레에서 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이신뢰, I-PE-120615-1)

발레 선생님이 갖추어야 하는 것은 ‘잘 보는 눈’이겠죠. 턴 아웃을 하고 있는

지, 풀업을 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눈. 아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볼 

줄 아는 눈. 그것도 계속 훈련을 해야 보여요. (김심성, I-PE-120503-1)

이러한 관찰력, 논리적, 분석적 안목 역시 교육자 스스로의 노력과 무수한 연

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무용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무용수들을 양성한 교육자의 수업에서 그녀의 매서운 관찰력은 빛을 발했다. 그

녀는 매우 카리스마 있는 교육자 스타일이었는데 학생의 작품 연습을 봐주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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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는 일체의 말도 하지 않고 동작과 표현에 주목한 뒤, 음악이 끝나면 그때서

야 처음부터 천천히 문제가 있는 동작들을 조리 있게 분석해서 알려주었다. 

홀 정 가운데에 서서 학생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거의 눈조차 깜빡이

지 않고 학생의 움직임 흐름에 따라 몸이 다소 움직일 뿐, 아무런 지적조

차 안 한다. (중략) 공간을 중심으로 작품을 쪼갰다. 등장부터 마지막 포

즈까지 잘 된 동작은 크게 칭찬하고 잘 안된 동작은 2~3번 정도 반복 연

습을 시켰다. 상체의 움직임과 폴드브라의 연결이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이

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우아, NO-PD-120505-1)

학교무용 영역의 교육자들은 다른 영역과 다른 학교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요구되는 능력을 제시했다. 학교에서 무용 선생님으로 재직하는 교육자들에게는 

학교의 행정적인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운영지식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최

근 학교에서 정교사로 재직하는 무용교사가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한 교육

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하는 일이 많겠지만 무용 선생도 그런 일을 다 해야 해요. 학교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하다는 존재로 느껴져야 해요. 무용을 가르친다고 해서 ‘나는 

무용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용하니까 다른 것을 더 잘 

해야 해요. 무용교사들이 많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용만 해서 그래요. 무용

만 해서 학교일을 안 하면 어느 교장 선생님이 무용 선생을 또 뽑고 싶겠

어요. 학교에서 무용 수업을 가르치는 것은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

는 연구부, 학생부, 진로부 소속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을 키우지 않

으면 절대로 무용교사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사명, I-SM-120713-2)

그러므로 학교무용 영역에서 무용교사로 재직하는 교육자의 경우, 담당 무용 

수업뿐만 아니라 담임 업무, 각종 교무부 소속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현재 공립 중학교에서 무용 교사로 재직 중인 한 교육자는 최

근에 정년퇴직한 무용교사의 뒤를 이을 무용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학교관련 업

무를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체육교사나 보건교사 등을 선발하는 현실을 지적

하며, 아무리 발레를 전공한 교육자라고 해도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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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저도 처음에는 무용교사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무용 수

업 절반, 체육 수업 절반이고 저는 기간제인데도 담임을 맡아서 교무부 일

이 더 많아요. 진짜 제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고 수업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매일 기절 상태죠. (강찬미, I-SE-120519-1) 

지금까지 논의한 기능적 전문성은 발레를 잘 하는 것과 관련된 발레지식, 발레

를 잘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발레교수지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기능적 전문

성은 발레교육자가 발레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지식체계와 인식, 사고과정 등을 바

탕으로 발레 그 자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과 그것을 체계적

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과 교육학적 지식과 경험을 함양하는 것을 말한다. 발

레를 잘 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 영역은 발레교육자가 예술가로서 

한 분야에서 뛰어나야 함과 동시에 교육자로서 한 분야를 제대로 가르칠 줄 알

아야 하는 발레교육자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구분하였다. 

한편으로 발레교육자의 기능적 전문성은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교육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교과에 대한 지식과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타 교과의 교육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기능적 전문성과 성격을 달리하는 예술적 전문성의 구체적인 개념과 하위 요소

들에 대해 다루겠다. 예술적 전문성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통해 다른 교과와 차별

화되는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2) 예술적 전문성

예술적 전문성은 발레소양과 발레교수안목으로 구분된다. 예술적 전문성은 기

능적 전문성과 대비되며 예술교육으로서 발레교육을 펼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발레의 예술적 요소를 살려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발레소양은 발레와 

관련된 예술 및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풍부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

하게 하는 감성을 함양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예술교육으로서 발레를 잘 

가르치도록 하는 발레교수안목은 기존의 교수법에 자신의 오랜 경험과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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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고 학습한 결과가 응축된 독자적인 교수법을 행하고, 예술적인 안목을 통

해 발레를 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며 어떠한 의미를 갖

게 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깨닫는 것 등이 포함된다.

구분 상위 요소 하위 요소

발레수행 발레소양
인문적 지식

예술적 감성

발레교육 발레교수안목
독자교수법

발레감식안

<표 38> 예술적 전문성의 요소

가) 발레소양

첫째, 발레수행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예술적 전문성은 발레소양이다. 흔히 소

양은 어떠한 분야에 대해 평소에 닦고 쌓아 바탕이 된 교양을 의미한다(고려대학

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그러므로 발레소양은 발레에 대해 인지적으로 알고 배

우고 익히며 얻게 되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느끼고 익히

고 익숙해지며 내면화하는 지식과 경험 등을 포괄한다. 학생들은 배우고 춤추고 

공연하고 가르치고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춤을 만들고 연구하고 쓰는 모든 과정

에서 모든 춤을 포용할 수 있게 된다. 발레교육자 역시 춤추는 것 이외에 다양한 

예술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춤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갖게 된다.(Kerr-Berry, 

2007). 이러한 발레소양은 인문적 지식과 예술적 감성으로 구분된다. 

(1) 인문적 지식

인문적 지식은 발레와 관련된 역사, 철학,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을 의미한다. 좁게는 대학의 무용전공 학생들이 배우는 무용의 역사, 철학, 의상

의 변천, 작품의 탄생 배경, 안무가와 무용수의 일대기 등에서 시작하여 넓게는 

발레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역사, 철학, 문화, 사회, 문학 등의 영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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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아우른다. 발레교육자들이 갖고 있는 인문적 지식은 의

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발레를 단지 동작을 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발레라는 하나의 문화와 전통 속에 입문하도록 도와준다(홍은숙, 

2004). 뿐만 아니라 동작 속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곱씹어 보며 발레교육

을 예술교육으로 인식하도록 한다(McCutchen, 2006; McFee, 1994; Smith-Autard, 

2002).

특히 직업무용수를 꿈꾸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전문무용 영역에서 테크닉 중심

의 연습과 교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몇몇 교육자들은 인문적 지

식이 발레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테크닉을 의미 있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무용 공연을 감상하며 무용에 대한 안

목을 넓히고 다른 장르의 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인문적 소양을 넓혀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 발레교육자가 성장해온 과정

을 보면 테크닉적 요소에 집중된 수업, 공연을 마음 편히 감상할 수 없는 상황 

등이 부지기수이다.

예술학교 학생들을 보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정작 공연을 많이 못 보더라

고요. 자기 선생님 것만 보고 나중에는 표를 사고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대학에 가서도 흥미가 없고 지겨워서 안 보는 경우도 많고요. 전공학생들

을 위한 교육과정이 너무 테크닉에만 맞추어져서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

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 뛰어난 교육자, 안무가, 예술가가 

많이 안 나오는 것이 그런 바탕을 만들어 줄 시기에 너무 지엽적인 테크

닉에 연연해서 아이들을 못 자라게, 아니면 너무 빨리 늙어버리게 하는 현

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김열정, I-PD-120614-1)

이러한 교육적 현실에 회의를 느낀 교육자 혹은 자신의 수업방식을 반성적으

로 생각해본 교육자들은 테크닉을 넘어 보다 다양한 내용을 수업시간에 가르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의견은 발레를 어느 영역에서 가르치든

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본래 발레 자체가 테크닉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동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작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나 인물에 대

해 알고 작품이 생성되거나 유명 발레리나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해 찾아보는 것

이 제대로 발레를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직업무용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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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는 전문무용의 교육자나 일반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무용의 교육자, 다양

한 연령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지도하는 생활무용의 교육자 모두가 이러한 인

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문학적인 측면과 발레에 대한 역사 등을 실기 수업시간

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성실, I-PD-120705-1)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뭘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게, 그래야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정문화, 

I-SE-120710-2)

인문적 지식은 발레 그 자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적 안목을 길러주기

도 하고 나아가 사람들의 일생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 자신이 하고 있

는 발레와 삶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McCutchen, 2006; 

McFee, 1994). 또 다른 교육자는 직접 자신이 인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한 사례를 들며,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

여주고 있다.

그 춤이 시작된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하면 아이들도 다르게 받아들

이죠. ‘로맨틱’, ‘낭만’, 이런 단어가 아니라 “파니 엘슬러랑 걔네들이 신문

에 나고 연예인이었어” 하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기분으로 춤을 췄을지 생각해보게 하면, 영국 매일 아침 신문에 파니 엘슬

러가 무슨 공연을 했는지 실린다는 것을 알려주면 아이들 반응이 다르죠. 

그런 지식들. 교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잠깐 

지칠 때 얘기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김사상, I-PE-120503-1)

실제로 교육자들은 수업을 진행할 때 깊은 수준의 인문적 지식까지는 아니지

만 중간 중간 학생들에게 발레가 성행했던 시기의 상황이나 역사에 대해 언급해

주기도 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 절대왕정 시기 등 학생들이 일반

적인 역사 수업에서 접할 법한 이야기들로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 당시의 의복이

나 예절 등에 대해 설명하며 발레라는 춤에 녹아들어있는 특징들을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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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주는 것이었다.

“옛날에 귀족들이 우아하게 사교를 위해서 춤추던 것이 발레였잖아. 고급스

러운 드레스입고 멋진 구두를 신고 춤을 췄던 거지. 댄스스포츠도 연회장에

서 사람들이 어울려서 춤추는 것이잖아. 르네상스 시대나 프랑스 절대왕정시

기, 그런 사회상들이 다 춤에 반영되는 거야.” (박자아, PO-LM-120518-1)

단순한 흥미,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 철

학, 문화적인 측면의 이야기까지 인문적 지식은 단지 발레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

라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다방면의 지식

이 포함되는 것이다(박소현, 2009). 전문무용 영역의 한 교육자는 자신이 야심차

게 준비했던 수업이 수포로 돌아갔던 기억을 되살리며, 자신이 학생 시절 배웠던 

선생님 중 기억에 남는 선생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학원 강사 선생님이었는데 “너희가 에샤페, 쿠페, 파세만 하지 말고, 발레

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어릴 때는 선생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어렸을 때 그

런 것을 해봤더라면 발레를 대하는 마음이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

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프랑스문화원을 다니면서 불어를 배우셔서, 

발레용어의 뜻을 하나하나씩 설명해주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정성실, 

I-PD-120705-1)

교육자가 말하는 발레를 대하는 마음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후에 다루

게 될 예술적 감성이나 발레심성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발레의 역사를 알게 

되고 불어라서 어렵게 느껴졌던 발레용어가 어떠한 뜻인지 알게 되면서 느끼는 

친근감, 그것을 바탕으로 발레라는 춤 자체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마음으로 

새겨본다는 것은 발레교육자뿐만 아니라 무용수, 안무가에게도 매우 갚진 경험이 

될 것이다.

브라질의 무용교육자 이사벨 마르케스는 “왜 우리는 실제로 춤추고 있을 때

조차도 무용수가 되지 못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알아야 하고 이해해

야 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무용의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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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ques, 1998, P. 173). 분명 춤에는 동작 그 외에도 가치로운 것들이 무궁무진

하다. 발레교육자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실기 수업 중에 꺼내어 학생들에게 펼

쳐 보일 수 있도록 인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예술적 감성

예술적 감성은 발레를 예술로서 완숙하게 표현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서 학

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육자의 표현성, 해석력, 감수성 등을 일컫

는다. 발레교육자에게 예술적 감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소 의아할 수도 있으나, 

많은 교육자들은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발레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결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 앞서 다루었던 발레지식(신체적 지

식, 테크닉 지식)이 객관적, 체계적으로 발레를 이해하는 요소였다면, 예술적 감

성은 주관적, 해석적으로 발레를 이해하는 요소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제

대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발레를 발레답게, 예술답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자는 전통적으로 발레 동작이나 작품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고 학생

들에게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에는 영감을 불어넣거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재홍, 2004).

요즘 학생들은 90도 정확하게만 하지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알고 

하는 사람은 눈빛부터, 발끝부터, 걸음부터 달라지죠. 어떤 의미를 찾는 

것, 해석 능력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술가가 되는 덕목 중에 테크닉은 

그저 기본 중의 기본인거죠. 그러려면 선생님도 그것을 가지고 있고 아이

들에게서 자꾸 끄집어 내야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핵심가치들

이 다 춤에 녹아나야 사람들이 보면서 희로애락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좋은 예술로서 기능을 할 수 있죠. (김열정, I-PD-120614-1)

예술적 감성은 어떤 동작이나 작품을 춤추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테크닉을 바

탕으로 교육자 스스로가 깨달을 바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이거나 

스스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특히 교육자 자신이 삶 속에서 경

험한 다양한 감정적 변화와 느낌들을 발레 속에 투영시켜 춤 속에 녹아들었을 

때 관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좋은 예술을 했다고 할 수 있다(최의창・홍애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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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2012; McFee, 1994). 한 교육자는 이러한 예술적 감성을 예술가로서의 아우

라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예술가로서의 아우라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연이나 강의 영역에서 예술적

인 전문성을 갖춰야 하죠. (서절제, I-PE-120511-1)

대다수의 교육자들은 교육자가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부추겨 끄집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콩쿠르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

이 재능을 겨루는 상황에서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

문에 이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자 자신들도 작품에 대해 곰곰이 생

각해보기보다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테크닉을 어떻게 변형하여 파격적인 난이도

를 선보이는가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때로는 전통적인 레퍼토리 작품에서 마땅히 표현되어야 할 주인공의 이미지와 

특유의 동작 등이 학생들이 난이도를 잘 선보일 수 있게 수정되고 첨가되기를 

반복하면서 원작품의 느낌은 모두 사라진 작품을 춤춘다는 것이다. 낭만발레 작

품과 고전발레 작품 고유의 특징은 폴드 브라와 같은 팔 동작이나 상체의 움직

임, 주로 사용하는 스텝 등으로 전해지며 각 주인공의 성격을 반영하여 이미지를 

연출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춤을 추는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자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테크닉을 변형시키고 편의성을 위해 쉽게 동작을 바꾸

어버린다면 원 작품의 주인공의 이미지는 퇴색되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

어버린다는 것이다.

10명이 지젤을 추는데 ‘다 자기 멋대로 자기한테 맞는 춤’을 추고 있다. 좋

은 뜻이 아니라 지젤은 지젤처럼 춰야하는데 지젤을 추려면 등도 강조해야 

하고, 지젤 특유의 캐릭터에 맞게 춤춰야 하는데 요즘 콩쿠르 가보면 다리

를 무조건 많이 들어야 해요. 지젤처럼 추는 것이 아니라 테크닉만 많이 

보여주려고, 지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A무용수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고 B는 B대로 독특한 지젤을 만들어야 하는데, 요즘 

콩쿠르에 나가면 지젤이 아예 없는 거죠. 테크닉만 중요시 여기니까 지젤

에서 나오는 고유의 특유의 느낌이 안 나오는 것이 문제에요. 물론 개성은 

다 있어야 하지만 슬리핑 뷰티를 하는데 팔을 이렇게 올리면 슬리핑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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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지 않고, 항상 어깨보다 팔을 더 내려야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살리면서 머리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리를 많이 들거나, 자신

의 장점이 에티튀드면 많이 올려도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다리만을 

드는 것을 경계하는 거지. (박심미, I-PD-120510-1)

반면에 자신이 배웠던 선생님에게서 예술적 감성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초창

기 발레교육을 이끌었던 선생님에게서 춤에 대한 열정과 혼, 정신을 배웠다는 한 

교육자는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예술적으로 창의적인 면모를 많이 접했고 그 결

과 자신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춤에 대한 열정이 솟구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술과 춤에 대한 열정

이. 그리고 너무너무 창의적인 분이세요. 예술 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것

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교육자에게도 창의성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 (이신뢰, I-PE-120615-1)

굉장히 아이디어나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부분이 많았어. 조금 흉내를 내

도 굉장히 크게 와 닿게 표현력이 좋았어. 혼 같은 것을 많이 배운 것 같

아. 말로 설명이 안 되지만 선생님이 한번 시범 보여줬을 때 확 빙의가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참 잘하셨던 것 같아. (유인내, I-PD-120613-2)

나) 발레교수안목

(1) 독자교수법

둘째, 발레교육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예술적 전문성은 발레교수안목이다. 발레

교수안목은 독자교수법과 발레감식안으로 구분된다. 독자교수법은 기존의 발레교

수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교육자가 오래도록 발레지식과 교육경험을 축적한 결

과 얻게 된 자신만의 독자적인 교수법이다. 발레를 잘 가르치기 위한 실천적 지

식, 내용교수지식(PCK)와 유사한 개념이다. 최근 외국 유학을 통해 해외의 발레

교수법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었고, 앞서 밝힌 것처럼 체계적인 발레교육을 

위해 혹은 의사소통을 위해 주된 발레교수법인 바가노바 메소드가 주를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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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발레교수법의 중요성은 이미 많이 강조되어 왔으나 한편에서는 이것은 단

지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문무용 

영역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육자들은 물론 초기 교육을 펼칠 때 발레

교수법의 도움을 톡톡히 봤다고 전했지만, 이후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

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무엇인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독자교수법이다.

나는 메소드도 좋은데 이제는 그것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고집하면 안 돼요. 많이 변형을 시킨다고. 몬테카를로 발레학교 교장

이었던 마리카 베소블라소바도 바가노바를 고수했지만 많이 변형시켰어요. 

동양사람 몸하고 서양사람 몸이 다르기 때문에 변형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라고 해도 다 다르잖아요. (전원리, I-PD-120713-2) 

물론 발레교수법은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에 적합한 발레동작의 순서, 구성, 음

악 등을 제공하며 보다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전정아, 2007). 그

러나 오래된 발레학교의 교육자들도 그것을 단순히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에 맞추어 변형한다. 이것은 교육자들만이 경험을 통

해 얻은 노하우이자, 상황지식이다(홍애령, 2012).

바가노바는 러시아 사람 자체가 180도 턴 아웃이 잘 되니까, 5번이 안되

면 시작을 안 하는데. 러시아가 발레가 발전하게 되었을 때가 왕정이면서 

공산주의일 때라 턴 아웃이 안 되면 나라에서 밀어주는 공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에 비하면 RAD는 편해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인지, 턴 아웃, 

1번, 5번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턴 아웃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있는 다리의 안 근육 힘이 없는 상태에서 턴 

아웃을 하면 중심이 뒤로 가고, 무릎이 뒤로 밀리지 않고 안 근육 없이 

뒤집어서 나중에 센터에서 다시 잡아야 되요. 그래서 나는 바가노바 스타

일로 가르치지만, 서있는 다리가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턴 아웃을 시키지 

않아요. (김사상, I-PE-120503-1)

구체적으로 발레교수법이 행해진 국가와 시대,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것을 학생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를 하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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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문제점과 스타일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교육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교수법은 되도록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방법을 펼칠 수 있다

는 점에서 개별화 수업에서 지향하는 바와 유사하다(홍애령・최의창・박혜연・임

수진・김나이, 2011). 

전문 발레교육자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위 좋은 선생님이라 불리는 교육자

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학생 시절 경험했던 신체적인 부족함을 극복하고 스스로 

노력하며 연구한 결과 자신만의 독자교수법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좋은 선생님들을 보면 대부분 춤을 잘 추는 사람보다 무엇인가 핸디캡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너무 

내추럴하게 잘 되는 사람은 “쟤가 왜 안 되지?” 하고 나는 다 되니까 걔가 

왜 안 되는 지에 대한 아픔도 모르고, 꼭 같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핸디캡

을 가지고 발레를 했던 사람은 그 아이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노하우도 있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박우아, I-PD-120504-1)

최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 강좌로서 발레를 가르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으며,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발레를 일부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발레 

전공자가 아닌 사람을 가르칠 때 어떻게 교수법을 변형시켜 적용해야 할지는 다

분히 교육자의 몫이 되었다. 기능적 전문성의 발레지식과 발레교수법과 더불어 

예술적 전문성의 발레소양과 독자교수법이 결합되면 다양한 학습대상에 맞춤식 

교육을 펼칠 수 있다.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공자가 아니라 일반인을 가르치는 것이

라면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그런데 전공하는 사람 다루듯이 가르치

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

상,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강사들이 있죠. 그러

려면 빨리 적응해서 대상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야 하고. 

(서절제, I-PE-120511-1)

발레를 가르칠 때도 대상에 따라 수업을 바꿀 수 있는 창의성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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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공생을 가르칠 때에는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발레를 잘못배우

면 다치거나 몸이 망가지는데 아무리 취미로 배운다고 해서 대충 가르치면 

안 될 것 같고, (정문화, I-SE-120523-1)

이처럼 다양한 대상에 맞춤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에게 순발력과 창

의성이 요구된다. 갑작스러운 수업환경의 변화와 학생들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

고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살펴가며 새로운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다. 한 교육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생활무용 영역에서 자신이 취하고 있는 수업방

식을 설명하고 있다.

아이들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달라서 그 기준을 정하기가 힘든데 한 클래스

에 5명이 있으면, 저는 수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동작을 줍니다. 한손 바

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두 손 바를 시켜서 순서를 쉽게 달리 줍니다. 같

은 음악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야만 그 사람이 발전이 있는 것이지. 무조

건 하나에 맞춰서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죠. 너는 3개 플리에만 해. 너는 

3개 플리에하고 파세까지 해라. 이렇게요. 성인발레도 처음 들어온 사람이

랑 두 번, 세 번 들어온 사람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따로 줘서 

수업을 합니다. 알 수 있는 정도로 순서를 주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그

랑 플리에 2개를 하고 를르베를 서 있다면, 이 친구는 그랑 플리에를 그동

안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식으로요. (오숙련, I-LM-120608-2)

생활무용 영역에서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발레를 시작한 시기와 신체적 

조건, 연습 양과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소수의 

학생들은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대개 1시간 30분 정도의 실기 

수업 중에 새로운 학생이라고 해서 그를 위해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연습시

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생활무용 영역에서 오랜 경험을 지닌 교육자는 위에서

처럼 같은 음악과 순서 속에서 변형을 주어 새로운 학생에게는 느린 박자에 맞

추어 단순한 동작을, 기존 학생에게는 정 박자에 맞추어 복잡한 동작을 주는 방

식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교육자가 같은 음악 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순서를 만들고 외우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교육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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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같은 동작, 같은 음악에 여러 개의 순서를 준

비한다고 한다. 이 또한 자신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녀만의 독자교

수법이다.

또 다른 교육자는 발레교수법에 자신이 학습한 해부학을 연계하여 설명을 덧

붙이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교수법에서 단계별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따

르기보다는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근거로 해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자신이 직접 몸으로 해보았을 때의 경험을 덧붙여 공감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저는 해부학 수업을 배워서 해부학과 바가노바를 어느 정도 연계를 시켜보

았는데 선생님이 ‘손목과 팔꿈치를 내리라고 했을 때 어디가 서고 어디가 느

껴지겠구나’ 하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를 내리면 이 부분

을 더 느낄 수가 있고, 나름대로 이유를 붙여서 설명할 수 있었어요. 보통 

바가노바를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와 

닿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붙여줘야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제가 몸으로 느낀 것과 해부학으로 공부한 것을 이용해서 “바

가노바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보았을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다” 하고 이유를 붙여주죠. (성이성, I-LE-120629-2)

(2) 발레감식안

발레감식안은 학생의 심리적, 감성적 특징을 찾아내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예술적인 안목이다. 이것은 기능적 전문성의 일반교수지

에서 지적되었던 ‘눈’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안목으로 학생들의 정의적, 예술

적 측면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교육자로서의 재능을 선천적으로 

지닌 사람들이나 경험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아이들의 단점이나 모든 것을 잘 캐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험들이 아우러져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정말 잘 

지도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이 축적되어서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의 문제점을 섬세하게 캐치하는 것이나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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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비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박우아, I-PD-120604-2)

마치 소믈리에가 일반인이 맛보기에는 다를 것 없는 포도주의 맛에서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듯, 발레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신체적, 동작적 특징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질과 표현에 있어 미묘하게 드러나는 특징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 

대체로 많은 전문 발레교육자들이 기능적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근거나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예술적 전문성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

적으로 이야기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기존의 발레전공 학생으로서, 직업무용수로서, 교육자로서 활동한 그들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개념에 대해 심도 깊게 생각해본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막

연하게 그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육자들은 발레를 잘 수행하고 잘 가르치기 위한 질적인 특

징으로서 발레소양과 발레교수안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주

었다. 비록 면담자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수업을 관찰

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말투, 학생을 바라보는 눈빛, 잡아주는 손길을 통해 간접

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심성적 전문성

심성적 전문성은 발레심성과 발레교수심성으로 구분된다. 전문 발레교육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이 

‘인성’, ‘인격’, ‘성품’이었다. 각자 표현하는 용어를 달랐지만 답변의 의

미하는 바를 고려해보면 교육자의 도덕적, 품성적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이 교육자 자신이 본래부터 지닌 마음의 특성인지 발레를 오랜 시간 배

우고 행하고 가르치며 지니게 된 마음의 성질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

서는 본래부터 지닌 선한 마음과 삶의 모든 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도덕적, 품성

적 특성을 아우르는 ‘심성’이라는 표현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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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위 요소 하위 요소

발레수행 발레심성

인내

배려

존중

공정

사랑

발레교육 발레교수심성

끈기

예의

책임감

성실

관용

공감

<표 39> 심성적 전문성의 요소

심성적 전문성은 발레수행과 관련된 발레심성과 발레교육과 관련된 발레교수

심성이 있다. 발레심성과 발레교수심성은 발레를 춤추고 가르치는 과정에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는 도덕적 덕목들로,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데에 박정준(2011)이 

제시한 사회적 인성과 도덕적 인성의 개념을 근거로 하였다. 사회적 인성은 그 

자체로 사회적 인성은 선한 것을 추구하도록 돕는 지지적 인성이며, 도덕적 인성

은 그 자체로 선한 것, 즉 핵심적인 윤리 가치이다(박정준, 2011). 이를 적용해보

았을 때, 발레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지니게 되는, 그것 자체로 선한 발레심성

은 도덕적 인성에 해당하며, 발레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레 속에 담긴 심성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발레교수심성은 사회적 인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개념의 연관성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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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발레심성과 발레교수심성

가) 발레심성

첫째, 발레수행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심성적 전문성은 발레심성이다. 발레심성

은 인내, 배려, 존중, 공정, 사랑 등 발레를 하는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덕목이

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발레심성은 무용정신의 영성적 측면(최의창, 2010a)과 학

생들이 체험한 발레정신(Hong, 2009)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많은 

교육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춤을 추고 춤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 속

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과 사고가 많이 변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가운데 발

레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몇 가지 심성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있는 교육자와 그

렇지 않은 교육자는 학생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발레심성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내이다. 발레심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덕목으로 인내는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의미

한다. 발레가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과 자신과의 싸움이 

많은 무용 장르라는 측면에서 자신이 춤을 추며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경험해본 사람이 좋은 교육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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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직업무용수 경력이 없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마다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연습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좋은 교육자라 일

컬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매일 있는 연습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비

교를 견디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극복방법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라는 덕목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저는 발레가 자신을 찾는 과정,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

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고, 발레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이러한 과정에 대해 충분히 경험을 하고 생각해야 성숙해진다고 생각해요. 

(김고전, I-PD-120526-1)

둘째, 배려이다. 배려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레는 혼자만이 춤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예술이다. 때문에 늘 주변의 다른 사람을 의

식하고 배려하며 독단적이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해서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오

래도록 발레 속에 내포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느끼며 춤춰온 사람들은 춤을 

추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다른 사람, 학생을 배려하며 가르침을 행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공감을 이끌어 내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배려가 없으면 아이들 못 가르쳐요. 아이들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 아이를 

위해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사상, I-PE-120503-1)

남들을 챙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

는 교육자적인 마음. (성이성, I-LE-120629-2)

발레는 신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소모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학생 

때를 생각해봐도 선생님이 마음을 잘 보듬어 주면 잘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정성실, I-PD-120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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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며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

히 어린 나이의 학생들을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큰 용기와 희망을 얻고 어려움

을 극복해나가기 때문이다. 신체적 조건이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 극복해야 할 

난관이 더욱 많기 때문에 신체적 조건이 뛰어난 학생과의 일방적인 비교는 피하

는 것이 좋다. 

희망을 늘 줘야 해요. 그리고 너무 잘 하는 아이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되

면 안 좋죠. 제일 좋은 것은 그 아이들이 한 클래스에 들어 있으면 안 되

는 거죠. 티코와 벤츠를 같이 두고 왜 경쟁을 붙여요. 티코는 나름대로 좁

은 골목을 들어가고 자유자재로 주차하고 기동성 있고, 얼마나 티코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왜 벤츠를 갖다놓고는 외형부터 딱 비교가 되는 

환경을 만드냐는 거지. 예술학교만이라도 빨리 바꿔야 해요. 일반 학원은 

어쩔 수 없잖아요. 즐기면서 하면 얼마나 효과가 커요. 그래서 교육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김낭만, I-PD-120516-1)

현실적으로 교육자들이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표하고 싶어도 인원이 많거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홍애령, 2008). 전문무용 영역

의 예술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도 전임을 제외하고는 수업을 마친 후 학생들

을 접하기 어렵고, 학교의 정해진 일정을 따르다보면 학생 개개인을 일대일로 접

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홍수민, 2010). 한 교육자는 자신이 중

학교 때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가슴 속에 답답했던 것을 풀었던 점을 상기하며 

자신도 학생들에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교육자들의 작은 배려가 학생들에게는 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칭찬 한마디가 중요하죠. 많이 힘든 아이는 “고민 있니?”하고 불러서 얘기 

하다보면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있는 데서는 안 되니까 우연

히 지나가다 보면 불러서 하죠. 솔직히 꼭 부르고 싶을 때 못 부르는 경

우가 많아서 좀 아쉬운데 시험이 끝난 후라던가 이럴 때 꼭 만나죠. 아이

들도 자기 속마음을 시도 때도 없이 털어놓는 것은 아니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선생님이랑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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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수 있게 면담 신청을 해라”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왜 발레를 하고 

있나’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인가’까지 한창 중2때 선생님께 면담 신청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때마다 선생님이 꼬박꼬박 잘 들어주시고 정체성이 흔

들릴 때 잡아주신 것 같아요. (김심성, I-PE-120503-1)

셋째, 존중이다. 존중을 어떠한 대상을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을 의미한다. 발레교육자는 예술가로서 예술, 발레 자체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 

한 인격체로서 학생을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홍애령・최의창・박혜

연・임수진・김나이, 2011). 배려 요소와 매우 유사하지만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요소로서 학생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춤추게 하여 예술로서의 감흥이 저절로 나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로 발레가 지닌 테크닉과 체계의 정형성 때문에 딱딱

한 분위기의 수업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한 교육자는 기본을 중시하되, 자유롭

고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역시 교육자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물론 기본을 잡아야지. 기본을 하는데 얼굴 표정 없이 하라고? 그건 아니

지. 기본은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공산주의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 교육이 있어요. 때려서 

억지로 하는 교육이 있고, 잘 웃게 하는 교육이 있어요. 서양에서는 모든 

것은 아이들이 좋아해야 한다고 말해요.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야

지, 코치가 무서워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다쳐요. 아이들이 춤

을 좋아하게 만들어야죠. (전원리, I-PD-120615-1)

학생 존중의 차원에서 가장 크게 거론되는 점은 학생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

나 언어폭력의 문제이다. 특히 뛰어난 재능과 테크닉이 중요시되는 전문무용 영

역에서는 강도 높은 연습을 이끌어가기 위해 엄격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자들이 많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실기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다수 배출한 

한 교육자는 엄격한 교육 방식이 늘 효과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발레는 일정한 규칙 속에서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엄격하게 가르쳐야 한

다고 하는데 못하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강압적이고 폭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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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김고전, 

I-PD-120612-2)

엄격하고 통제된 교육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신체적인 조건을 조

롱하거나 노력 중인 학생을 심하게 다그치는 식의 교육은 예술로서의 표현이나 

감성을 이끌어내는 데에 악영향을 줄 뿐이다. 발레전공 학생들을 오랫동안 봐왔

던 교육자 김열정은 학생들이 전에 접한 선생님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신 

스스로의 단점에 대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설명하면서 교육자들의 

존중, 이를 넘어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는 인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공연 때 못하거나 

가장 중요할 때 포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상담해보면 상처가 

있어요. 자긍심이 떨어져요. 그런데 실기가 매우 뛰어난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처음 만난 지도자한테 굉장히 상처를 받고, 단점을 

주입받은 거죠. ‘너는 이게 좋다’라고 말해준 선생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서 자기를 꺾어버리고 멈춰버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지

도자들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열정, I-PD-120712-2)

발레교수심성에서도 학생 존중에 대한 답변은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강조되었

으며 교육자들이 인성이 좋은, 착하고 성실하며 발레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학

생들을 좋아하듯 교육자 역시 그런 심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무용은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강좌 자체를 수강하지 않기 때문에 교

육자들이 이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쓴다. 그러나 학생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전문

무용이나 학교무용 영역에서는 교육자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남용되어 학생들에

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매우 많이 있었고 교육자들 스스로도 선생님에게 

그런 식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자의 태도가 학생들이 

발레를 열심히 연습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해친다는 데에 있다.

주위에서 보면 학생들이 특히 무용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인격적인 모독

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체적인 결함 때문이기도 하고 그 

아이의 재능이 선생님의 기대에 못 따라갈 때 아이들에게 “넌 그렇게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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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니, 그렇게 해서 무슨 학교 가겠니?, 발레단을 가겠니?”라든가 해서 

무용을 그만두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 발레가 

너무 싫어져서 전공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임소신, 

I-PE-120619-1)

또 어느 때 보면 아이한테 스트레스 풀러 온 선생님도 봤어요. 아이를 가르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트레스 다 풀어버리고 가는 사람도 봤고. 물론 

어린 선생님들은 이해를 못 할 거야. 이 아이가 내 친자식이다 생각하고 가

르치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김낭만, I-PD-120619-2)

물론 교육자들이 악의적인 감정으로 극단적인 다그침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

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학생들에게 해소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교육자는 

있어서도 안 되며, 학생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따끔한 충

고라도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금 더 온건하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도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많은 교육학 관련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은 불가

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학생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칭찬이죠. 제일 중요하죠. 

학생이 어떻게 하던 간에 주눅이 들지 않도록 잘 한다고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은 더 신이 나서 자신감고 붙고 열심히 즐겁게 하더라고요. 물론 

동작을 하는 것도 음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일이 다그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박자아, I-LM-120515-1)

교육자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술과 발레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육자의 열정과 존중은 학생들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Fenstermacher, 2001). 학생들은 자신의 스승을 역할모델로 삼기 때문에 교육자

가 보이는 예술에 대한 태도라든지 마음가짐을 보면서 느끼는 점도 많기 때문이

다.

발레라는 예술 자체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해요. 발레는 잘 알다시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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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범절을 중요시하는 예술이죠. 그러다보니 선생님의 말투, 어투, 자세, 태

도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가 발레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해요. (김낭만, I-PD-120516-1)

넷째, 공정은 학생들을 대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고 고른 것을 

의미한다. 학생 존중과 사랑의 측면에서 교육자의 공정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흔히 잘하는 학생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다른 학생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경우 다른 학생들은 더욱 더 의기소침해져 의욕을 잃게 될 것이다. 프로의 세계

라고 하는 직업발레단을 경험해본 한 교육자는 발레마스터와 발레교육자를 구분

하며, 어쩔 수 없이 기량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공연을 할 때 캐스팅을 발표하는 

직업발레단과 달리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매사에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말

하고 있다. 직업발레단에서조차 무용수들의 기량에 근거해서 서열화하는 구조는 

많은 무용수들을 좌절시키고 전체적인 발전을 저해한다(김재은, 2010). 발레는 테

크닉과 표현력 등 소위 잘 한다는 것이 눈으로 훤히 드러나는 장르이다(조주현, 

2007). 그러한 만큼 선천적인 신체조건이 안 좋거나 기량이 부족한 학생들은 다

른 이유도 아닌 그 자체로 수년간 상처를 받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육자의 

자세이다. 이미 선천적인 것은 학생의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

로 무시하거나 편애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실력에 주목하기보다 모든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발레단에서 마스터로서 하는 것은 좀 다른데 학생

들을 가르칠 때는 어떤 경우에서든 공평무사해야해. (유인내, I-PD-120613-2)

다른 교육자 역시 발레 선생님의 편애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을 추억

하면서 스승과 제자 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자신은 보다 나은 무용수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편애를 해서 기억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테크닉을 

전수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서 인간적인 스승과 

제자 간의 끈끈한 정을 느꼈던 것이 적었어요. (서절제, I-PE-12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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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는 신체적인 특징이 매우 잘 드러나는 예술이니만큼 소위 몸이 예쁜 학생, 

발이 예쁜 학생, 선천적으로 테크닉을 잘 받아들이는 기민한 학생 등이 교육자의 

편애를 받기 쉽다. 물론 기량이 눈에 띄게 잘 발전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자는 큰 

보람을 느끼겠지만 남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것을 느낄 만큼 표현하는 것은 교

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많은 교육자들의 생각이었다.

실제 수업에서도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자신은 성실한 학생을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는 오숙련 교육자는 그럼에도 

수업에서만큼은 매우 공평하게 학생들을 봐준다. 수업 직전 지각한데다가 머리도 

묶지 않은 학생이 있어 품행에 대해 호되게 꾸중을 했지만 수업 중에는 별다른 

구분 없이 잘 봐주었고, 수업 후에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웃으며 헤어졌

다.

공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잡아준다. 잘 되지 않는 아이는 직

접 발을 잡아서 턴 아웃이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를 알려주고, 자신의 

발을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수연이와 수업 전에 언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수업 중에는 잘 봐주는 편이었다. (오숙련, PO-LM-120609-2)

다섯째, 사랑이다. 사랑은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마음 깊이 염려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발레에 대한 사랑 등을 두루 포함한

다. 이전까지 논의한 배려, 존중 등은 가장 깊숙이 교육자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

어 있지 않으면 선뜻하기 힘든 것이다. 단지 수업에 들어와 내 가르침을 받는 사

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좋게 변화시키고 보다 나은 것을 주고 싶은 대상으

로 학생을 여길 때 교육자의 교육은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현장에서 뛸 때는 보여주는 것은 잘했던 것 같아. 그런데 보여주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했어. 수학 10문제를 달달 외워서 

잘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지. 그러면 그 아이는 내

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자기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응용을 해서 

가르치는 거지. 그런 능력을 가르치는 것. 나는 학생을 가르칠 때 나한테 

잘 배워라가 아니야. 그 학생이 배운 것이 자라서 내 나이가 되어서 누군

가를 가르칠 때 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 내 교육의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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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 (김낭만, I-PD-120619-2)

한국 발레교육이 활성화된 계기는 90년대를 전후하여 국제적인 교류와 왕성해

지고 외국의 발레교수법과 스타일이 전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 시기에 

해외 유학을 통해 다양한 문물을 접한 교육자들이 현재의 대학과 예술 중·고등

학교의 주된 직책을 맡고 있음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해주었다(김경희, 

1999; 김인숙, 2011). 만약 이들 교육자들이 제자와 발레에 대한 사랑 없이 자신

만이 독보적인 존재로서 새로 배우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간직했다면, 지금처

럼 한국 무용수들이 세계무대에 진출하고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시기는 한

참 후로 미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발레가 역동적으로 태동하던 

시기에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몇몇 교육자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히 들

을 수 있었다. 

‘나를 먼저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준 것이 어딘데, 이렇게 행운을 가진 사

람은 나쁜 마음을 먹지 말고 베풀고 나눠줄 수 있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

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제자들을 ○○로 데려온 거예요. 나는 

여기서 메소드를 배우지만 학생들은 피와 살이 더 잘되도록 아예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해부터 예술 중·고등학교의 후배들을 데려다

가 연수도 시키고 그곳의 좋은 선생님을 한국으로 모셔서 가르치도록 하

고. (김순수, I-PM-120526-1)

교육자들은 제자와 발레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말한다. 스승님에게 배운 것을 자신의 제자에게 전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이다. 

결국 좋은 스승은 좋은 교육자를 낳았고, 좋은 교육자는 좋은 학생, 미래의 교육

자를 낳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발레라는 공통의 

이데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선생님이 인간적으로나 테크닉적으로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분이 

6년 내내 주장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사랑하라고. 친구도, 발레도, 무엇이

든 사랑하면 해결된다고 그 얘기를 강조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껴요. (김심성, I-PE-120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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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고 예뻐해. 온 세상에 발레, 제자밖에 

없어. 본인도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정열, 열정, 제자 사랑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상적으로 삼는 교사상이라고 생각해. (이동경, I-PD-120613-2)

○○선생님은 당신이 춤의 열망 때문에 가출을 감행해서 ○○에 가서 영양

실조로 쓰러지면서까지 배우셨고, 실제로 배우신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데 돌아오셔서 우리나라 발레를 일구셨어요.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

면 선생님이 아시는 발레지식은 많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혼으로 하

신 거지. (이신뢰, I-PE-120615-1)

지금의 교육자들이 있게 해준 스승님들은 그들에게 사랑, 열정, 혼을 일깨워준 

분들이었다. 공통적으로 좋은 스승님이라고 언급되는 분들의 특징은 발레를 통

해, 발레를 위해, 제자를 위해 춤을 추고 가르치며 테크닉을 넘어 인간적인 면모

를 보였다는 점이다.

나) 발레교수심성

둘째, 발레교육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심성적 전문성은 발레교수심성이다. 발레

교수심성은 끈기, 예의, 책임감, 성실, 관용, 공감 등 발레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덕목이다. 오랜 무용수 경력을 지닌 교육자 역시 발레를 가르치는 데에 

있어 요구되는 몇 가지 심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것이 충분히 완성되었을 

때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레교육자는 학생에게 무용기

능뿐만 아니라 홀리스틱 매너(holistic manner)를 가르치고, 통합적이고 다양한 방

법으로 이들이 삶 속에서 표현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Koff, 

2004)

기본적인 인성.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애들을 기다려줘야 하고 교

육자로서 갖고 있어야 할 인성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라 코

치로 남는 거지. 테크닉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박심미, I-PD-120604-2)



- 198 -

첫째, 끈기는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참고 지속적으로 가

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발레는 동작을 처음 배

우고 익혀서 능숙하게 하고 완벽하게 동작을 구사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다. 특히 학생 개인이 지닌 신체적 조건이나 재능, 민감성 등에 따라 기복이 크

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그들이 변화하기를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선천적인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 예를 들어 발레의 기본이

라 일컫는 턴 아웃이 잘 안되거나 발의 아치가 낮거나 발등이 높지 않은 경우 

포인트 동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도 미적인 측

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찾고 그것을 

부각시켜 춤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의 몫이다(최성은, 2004). 한 교육자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안 되는 아이를 되게 만드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

라고 말했다.

이미 몸이 갖추어져 있고, 선천적으로 잘 하는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은 어

느 선생님이나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훌륭한 선생님은 안 되는 아이

를 되게 만드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를 잘 

파악해야 하고, 초등학교 10명이라 해서 똑같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니까. 

10명이지만 1개의 개체가 10명 있는 거니까. (김낭만, I-PD-120619-2)

때로는 교육자도 피곤하거나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업을 하는 중에

는 직접 학생들의 몸을 잡아주고 제대로 몸을 느끼면서 춤추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설명을 반복적으로 해도 안 

고친다고 화를 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자기 몸 피곤하다고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고 몸이 안 

가는 것은 안 되는 거지. 될 때까지 잡아주고 만져주고 느끼게 해주고, 

“너 이것 잘 안 돼” 알려주고, 모른다고 하면 화내지 말고, 내가 아는 지

식으로도 안 되면 다른 것을 동원해서 동영상을 보여준다든가 애가 직접 

보게 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 (김낭만, I-PD-120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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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자는 3년 동안 계속 만나고 있는 학생과 자신을 빗대며 계속적인 지적

과 수정만이 부족한 신체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중요하다

고 밝혀졌다(홍수민, 2010; McCutchen, 2006).

3년 전에 발이 안짱이라서 고치라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3년쯤 되면 포기하

기 마련이잖아. 지금도 가서 지적을 주면서 3년 내내 똑같은 지적을 주는 

나나, 3년 내내 똑같은 지적을 주는데 안 고치는 너나 지독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포기할 수 없잖아. 나가는 때까지 그것을 지적할거라고. 내 눈에 안 

보이면 모를까 어떻게 그것을 그냥 넘어가. (김낭만, I-PD-120516-1)

학교무용과 생활무용 영역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끈기가 요구된다. 비교적 

전공 학생에 비해 몸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단번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거나 기선을 제압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다. 더욱이 학교나 문화센터, 학원에서는 발레를 전공으로 하지 않

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도 있고 수업의 의

미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앞서 제시되었던 기능적 전문성의 

일반교수지에서 논의되었던 학생에 대한 이해와 그에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며 

끈기 있게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 애들을 가르칠 때 확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되죠. 학생들을 읽을 

줄 알아야 해요. 명령을 해서 따라오게 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줄 알아야 되요. 아이들은 다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노력, 끈기. 끊임없이 참고 인내해서 가르쳐야지, “너, 내 말 안 들었으니

까 점수 안줘” 이런 것은 되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교사의 자질은 인내라

고 생각해요. (오모범, I-SM-120518-1)

교육자는 무조건 인내와 끈기. (오숙련, I-LM-120608-2)

지금까지 다루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교육자들이 가져야 할 끈기는 가



- 200 -

정 밖의 부모님으로서 학생을 대할 만큼 광범위한 내용의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교육자와의 대화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우리나라 발레교육자들

이 지닌 특징을 엿볼 수 있었다.

며칠 전에 내가 “얘는 종아리도 짧고, 턴 아웃이 안 돼요.  그런 애들 어

떻게 해야 해요?” 그랬더니 (러시아 출신의 선생님이) 그런 애들은 발레하

면 안된대. 그 사람들은 간단해. 러시아나 다른 데는 뽑혀서 가지만 우리

나라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도 하

는 거야. 그래서 한국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안 되는 아이를 

되게 하잖아. 외국 선생님들은 아예 제쳐 놓고 몇 명만 봐주지. 그렇게 대

답을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어. 

빈대떡발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것은 한국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나는 감히 얘기하고 싶어. 물론 러시아 본토 선생님들은 다양

한 레퍼토리 많이 알고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겠지. 메이드 

인(made-in), 그야말로 원산지가 거기니까. 그렇지만 어떤 스킬을 가르치

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교육자로서의 자질은 그런 것이 아닐까. (유인내, 

I-PD-120517-1)

실로 해외 유수의 발레학교는 선발을 통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학생만을 가

르친다(정희자, 2005; 조윤라, 2012). 그들은 어느 정도 발레리나다운 체격과 유연

성, 근력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측정한 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교육을 

펼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면담에 응해준 교육자들의 경우도 그렇

고 대부분 어린 나이에 발레를 접하고 그에 대한 동경에 발레를 시작하여 전공

으로 하여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 엄선한 용병들과 오합지졸 시민들이 나선 

전쟁의 승패는 불을 본 듯 뻔하다. 그러나 현재의 승패는 그렇지 않다. 물론 신

체적 조건이 많이 좋아진 탓도 있으나 그만큼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여

러 가지 특징을 살피고 참으며 가르쳤기 때문이 아닐까. ‘빈대떡 발로 세계를 

제패한 날’이 오게 된 것은 한국 발레교육자들의 끈기 있는 가르침 덕분일 것

이다.

둘째, 예의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신의 몸가짐과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의

미한다. 발레 자체가 고전적인 형식과 정련된 외형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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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최성은, 2004). 

구체적으로 교육자의 외모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흐트러지지 않고 단정하며 자

기관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을 주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하고 예

의바른 말투와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최의창・홍애령・김나이, 2012).

교육자는 학생들을 접하면서 그 존재자체로 교육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잠재적 교육과정 혹은 매너로서 예의가 요청되는 것이다. Oakeshott(1989)

는 수업 중 교사의 어조, 억양, 몸짓, 시범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도덕적 

품성을 매너라 일컬으며 학생들의 도덕적, 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Fenstermacher(2001)는 구체적으로 수업 중에 교사가 학

생의 질문에 답하고 과제를 제시하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가 

지닌 도덕적 품성이 학생에게 전달된다고 하였다. 발레의 경우, 특히 비전공자인 

일반인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일종의 환상과 신비감으로서 교육자에 대한 경외심

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몇몇 교육자들이 이를 ‘교육자로서의 아우라’, ‘품위’라고 표현할 만큼 자신

이 해왔고 가르치는 것이 예술인 발레인 이상 그에 걸맞은 언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바른 자세, 예의. (오숙련, I-LM-120608-2)

예술가로서의 말투, 행동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술 전문가뿐만 아니

라 교육자로서의 아우라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서절제, 

I-PE-120511-1)

발레 특성상 조금 격이 있어야 한다고 할까요? 발레가 고급예술이기 때문

에 젠틀한 느낌, 서로에게 예의를 지니는 것, 파드되도 다 예의거든요. 서

로가 예의를 지키며 춤을 추는 것, 서로의 격, 도도하게 잘난척하라는 것

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는 것도 발레 선생님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춤의 성향이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 외도되면 너무 공주 같고 도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외형적인 부분은 자기 스스로를 격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통 무용하는 사람이 청바지 입고 햄버거 먹고 다

니고 그러면 좀 그렇듯이 자기 스스로의 몸가짐, 말하는 것이 품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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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우아, I-PD-120504-1)

셋째, 책임감은 교육자로서 맡아서 행하는 일의 의무나 임무를 소중하게 여기

는 것을 의미한다. 발레교육자들은 학생에게 발레를 제대로 가르치고 좋은 무용

수 혹은 교육자, 안무가 등 발레인으로서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책

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명감, 소명의식 등이 있다.

대다수의 교육자들은 발레가 몸 그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자

들이 학생의 마음과 정신을 일깨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체격, 재능 등의 선발을 통해 발레 전공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레를 전공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자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재료를 갖지 않은 학생이라도 숨겨져 있는 자신

의 능력을 찾을 수 있고 좋은 재료를 가진 학생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능력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곧 교육자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선생님들끼리 얘기하죠. 우리가 러시아 바가노바처럼 몇 백 

명 중에서 학생을 뽑는 것도 아니고 ○○나 △△이나 뽑아놔도 좁은 땅덩

어리에서 얼마나 애들이 오겠어요. 또 무용을 안 하면 또 찾을 수 없으니

까, 정말 퍼펙트하게 조건이 좋은 아이들은 단 몇%에요. 그것도 안 되죠. 

그 나머지는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뽑기도 하니까, 들어

와서 그 아이의 능력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는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는가에 

따라 확 성장할 수도 있고, 더디게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

이들 입장에서도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 자체가 행운일 수 있는 거죠. 테

크닉도 좋아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생각이 깨어진다거나 그것으로 인해 

아이가 변하는 계기가 되죠. 어찌되었든 몸으로 춤을 추지만 몸을 좌우하

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의욕, 생각이 깨어있어야 몸이 따라가는 거니

까 그것을 바꾸는 것은 선생님이죠. (박우아, I-PD-120604-2)

세계 유수의 뛰어난 발레 무용수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선천적인 체격조

건을 바탕으로 뛰어난 테크닉과 표현력을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무용수가 

있느냐 하면 누가 봐도 예쁘지 않은 몸으로 어렵게 춤춰온 것이 느껴지지만 또 

다른 매력을 뿜어내는 무용수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발레 조기교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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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찍이 재능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

여 세계무대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적지 않다(안예진, 2007; 이유성, 2009; 조주

현, 2007). 문제는 무용영재라는 이름으로 뽑히는 학생들 중에 낙오되거나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데에 있다. 한 교육자는 이와 같은 나머지 학생들

에 대한 교육자의 책임감을 통감하며 체격조건과 유연성 등이 뛰어나다는 이유

로 조기교육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염려하였다.

왜냐하면 발레는 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걸을 수

만 있다면 훌륭한 선생님은 춤추게 할 수 있어.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

어요. 선천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 1년에 작품 하나를 한다면 무릎도 안 

펴지고 발등도 안 나오고 턴 아웃도 안 되는 사람은 3년, 5년이 걸리겠지

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세계적으로 실비 길렘처럼 몸이 좋아서 

감동시키는 무용수도 있지만 막세 하이데처럼 무릎도 안 붙고 턴 아웃도 

안 되는 무용수가 사람을 더 감동시키는 무용수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

서 우리나라 조기교육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발레리나만, 그것

도 몸만 예쁜 모델을 뽑는 것처럼 하는 교육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 

28년 동안 아이들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나의 책임감이야. (김낭만, 

I-PD-120619-2)

특히 다른 교육자에 비해 자신이 맡은 수업이나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던 한 교육자는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집안의 교육과 자

신이 배운 스승님으로부터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배우고 자란 

환경이 교육자로서 성장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저희 집안의 교육이 세간에서 말하는 성공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것에 책임

을 다하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것을 책임 있게 생각하라

는 것이 은연중에 있었고, 제가 일찍이 시간 강사지만 오래도록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딱 사명감 때문이었어요. (이신뢰, I-PE-120615-1)

 

넷째, 성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정성스럽고 참된 것을 의미한다. 면담에서 만

난 교육자는 과거 자신이 학생이었을 시절부터 열심히 연습하는 성실한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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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매일 이른 시간에 

있는 연습에 빠지지 않았던 학생이 후에 자신이 하는 수업에 성의를 다하고 열

심히 하는 교육자가 된다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자로

서 마땅히 해야 할 덕목으로 삼았다. 성실하고 근면한 교육자만이 학생들에게 좋

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그들의 책임감과 수업에 대한 열

정, 의지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되려면 성실해야 해요. 제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때로는 시간 때

우는 식의 수업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90분 지나면 돈 받고 가니까 기

계식으로 하고 가는 거죠. (김낭만, I-PD-120516-1)

물론 교육자가 하는 일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다. 

‘시간 때우기’식의 무성의한 수업을 하고도 자신이 교육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성실한 수업 준비와 진행, 이것은 발레를 가르치는 선생님

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학생과의 약속이다. 모든 영역을 불문하고 아무리 능력

이 뛰어나고 경력이 화려하다고 해도, 정해진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수업 내

에 불성실한 교육자를 좋은 교육자라고 부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성실성을 크게 

강조하는 한 교육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보다 항상 수업을 우선시했던 것이 지

금의 자신을 이루게 했다고 말했다.

대학원 수업은 나의 개인적인 일이고 학교의 수업은 공적인 일이다 나한테 

주어진 수업을 내 사정, 내 학업으로 못할 때에는 내 아이들은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어쩌다가 수업시간이 바뀐다든지 뭐가 더 생긴다든지 대

강을 해야 하는 일은 갑자기 연락이 오잖아요. 그럴 때 저는 반드시 학교

를 선택했어요. (이신뢰, I-PE-120711-2)

다섯째, 관용은 학생들이 잘못한 일이나 더디게 발전하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

들이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관용은 끈기와 더불어 교육자가 학생을 

바라볼 때에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많은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큼 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마음

을 비우지 않으면 학생들을 다그치고 혼내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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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인성. 성격. 나는 사람이 좋아야 한다고 봐. 선생님이 많은 경험

을 해서 오픈되어 있고, 독선적이거나 ‘내 것만 옳아’ 이런 사람은 안 좋을 

것 같아. 열려 있는 선생님. (이동경, I-PD-120522-1)

내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다려줄 줄도 알고 혼내야 할 때는 혼내

고 이해해 줘야 할 때는 이해해줘야 하고, 기다릴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

어. 내가 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서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예술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지. (박심미, I-PD-120604-2)

많은 발레전공자들이 초기에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경우 가장 많이 범하

는 점이 일반 학생들이 테크닉적으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화를 내고 

학생들을 과하게 지적하는 점이다. 생활무용 영역, 그리고 최근의 문화예술교육

으로서 무용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아예 움직임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

들이 많고 취미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를 이끌고 집중시키는 

데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때에 테크닉적인 완성도보다는 그들이 즐겁게 

춤출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활동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도록 교육자의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발레수업에서는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

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마음을 좀 비우고 좀 못해도 너그럽게 봐

주고 (정문화, I-SE-120710-2)

교육자의 관용은 학생들에게 실패의 시간을 경험하도록 하면서 스스로의 문제

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과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

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예비 전문 무용수로서의 실천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최의창, 2009). 이러한 시간이 예술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학생들이 실패할 시간을 줘야죠. 아이들 스스로 찾는 것이 필요한데, 자기

가 깨닫고 실천하고 또 실수하고 다시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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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많아요. (김열정, I-PD-120712-2)

여섯째, 공감은 학생들의 생각, 감정에 동의하며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자가 학생과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이 둘의 관계를 상하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며, 장차 예술을 함께 하는 동료로서 수평적이고 대등하며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전문무용 영역에서 대학생들을 접하

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크게 느낀 한 교육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야 (학생들이) 뭘 하지, 마음에 안 들면 전혀 안 하

더라고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내가 말 하는 것을 들어나 볼까가 되

지, 선생님에 대해 관심도 없으면 나는 나대로 하고 귓등으로 흘리는 거예

요. 수업은 해야 하니까 할 것만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얻고 내가 너희들에게 

잘 해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너희들 편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으

면 전혀 소용없는 것 같아요. (정성실, I-PD-120705-1)

특히 초임 교육자의 경우, 의욕적으로 수업을 준비하여 학생들을 만나지만 정

작 학생들과의 래포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경우 준비했던 내용들을 전혀 펼치지 

못하고 아쉬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든 학생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그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은은희, 2004; 정미자, 2001). 그 과정에서 교육자와 학생의 진솔한 

대화와 시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러시아의 수업 문화를 접한 다른 교육

자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교육자와 학생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대화의 단절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통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때때마다 선생이 바뀌고 그래서 책임을 아무도 안지는 시스템

이죠. 선생과 제자가 대화를 통해서 느낌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한국적인 정서는 무조건 선생님한테 복종해야 하니까 대화가 조

금 힘들긴 하지만 정말 중요하죠. 러시아에서는 아주 나이 많은 선생님들

의 수업 중에도 어린 학생들이 의문이 생길 때는 자유롭게 논쟁을 벌이고 

또 어느 순간 다시 스승과 제자로서 존경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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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김열정, I-PD-120712-2)

주로 유교적인 정서가 만연한 동양에서는 공경의 의미가 확대되어 스승과 제

자 사이의 경직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깰 수 있는 것은 교

육자의 몫이다. 학생들이 교육자에 대한 존경심을 밑바탕으로 하고 자유롭게 의

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기 연습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의창, 2010b; 

Lavender, 1996). 굳이 말로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보내는 

시선이나 잡아주는 손길에서도 학생들을 교육자가 자신들에게 공감하고 이해하

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은연 중에 느껴지는 교육자의 마음이 자신들을 응원

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학생들은 쉽사리 동화되어 교육자가 제

공하는 방식에 따라 연습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무용 영역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의 공감이 있다. 정규교과로서 무용을 가

르치는 교육자의 경우, 체육 교과에 제시된 표현활동의 신체활동 예시 중 여러 

가지 움직임을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역시 학생들의 관

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박소현, 2009; 홍애령, 2008). 30여년 이상

의 경력을 지닌 무용교사는 1주일에 1시간으로 정해진 무용 수업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할지를 두고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자신이 전

공한 발레를 고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정된 시간 내에 가르치기에는 아

이들의 신체 발달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아이들 중심의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선생은 다양한 것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내가 어떤 무용을 전공했다

고 해서 그것만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내 위주가 아니라 아이들 위주로 해

야 하죠. 스트레칭, 요가, 댄스, 각국의 민속무용도 웬만한 것은 다 알아야 

하고, 한국무용도 가르쳐야 하고 그때그때 아이들에게 반응을 물어가며 흥미

를 얻고 재밌어야 하는 것을 찾아야 해요. (윤연륜, I-SE-120614-1)

전문무용 영역과 달리 학교무용과 생활무용 영역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목표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전문무용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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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레 테크닉의 완성도와 표현력의 완숙도를 목표로 하겠지만 학교무용과 생

활무용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발레나 움직임을 통해 즐거움, 신체적, 정서적 만족

을 갖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McCutchen, 2006; Smith-Autard, 2002). 그러므

로 학생들과의 소통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다.

예술적인 테크닉을 가르치려 하면 안 되고, 즐겁게 수업을 하면서 내가 원

하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과 소통해야 되요. 소통

하는 법을 모르는 선생은 수업을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오모범, 

I-SM-120518-1)

생활무용 영역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시여기는 한 교육자는 발레 수업이라

는 형식이 차갑고 딱딱한 경향이 있다면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틈틈이 하는 데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자신에게 내재된 감정들을 끌

어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학생들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그것을 풀어가기까지

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발레는 동작 자체가 너무 전문적이고 서양문화라서 그런지 조금 차가운  

것 같아요. 음악이 아름답고 감수성이 흘러넘쳐도 기본 수업 자체가 차갑

고 딱딱한 경향이 있고 동작이 워낙 정교해야 되니 말할 시간이 별로 없

잖아요. 해야 될 시간이 더 많으니까. 지금 동작을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

고 하는데 연습하기 바쁘지, 말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사와의 대화

가 줄어들지 않나 싶어요. 전공반은 어쩔 수 없더라도 취미반은 딱딱하게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써요. (박자아, I-LM-120608-2)

지금까지 논의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은 기능적 전문성, 예술적 전문성, 심성

적 전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소로 거론된 발레지식(신체적 지식, 테

크닉 지식), 발레교수지식(발레교수법, 일반교수지), 발레소양(인문적 지식, 예술적 

감성), 발레교수안목(독자교수법, 발레감식안), 발레심성(인내, 배려, 존중, 공정, 

사랑), 발레교수심성(끈기, 예의, 책임감, 성실, 관용, 공감)은 각각이 떨어져 발달

하거나 한 요소가 뛰어나다고 해서 좋은 교육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요

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통합적으로 발달된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발레교육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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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이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적인 전문성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무용교육자의 전문성을 능력적 자질과 심성적 자질로 구분한 홍

애령(2012)의 연구와 비교해볼 때, 더욱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연구에서는 능력적 자질을 무용교육의 내용에 대한 지식과 기능, 무용교육

과정의 해석과 적용 능력으로 무용 수업과 학생에 대한 전문적 능력으로, 심성적 

자질을 무용에 담긴 핵심으로서 정신, 안목, 전통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실천

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개념과 대치시켜 본다면, 무용교육자의 

전문성 중 능력적 자질은 본 연구의 기능적 전문성과 예술적 전문성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심성적 자질은 심성적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전문성 구성요소는 각 하위 구성요소로 세분화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발

레교육자가 지니고 있고 지녀야 하는 전문성의 특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장점

을 지니고 있다.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은 그 구성요소와 구조적인 특징에서 인간의 유전적 특징

을 담고 있는 DNA의 이중나선형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DNA 이중나선형 구조

'는 1953년 미국의 왓슨과 영국의 크릭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20세기 생물학 분야

에서 다윈의 진화론에 버금가는 위대한 발견으로 평가 받고 있다(Watson & 

Crick, 1953). DNA의 구조는 크게 나선구조를 이루는 뼈대(backbone chain)와 염

기(nucleobase)로 구성되어 있다. 뼈대는 당과 인산으로 구성되어 큰 갈래를 이루

고 있으며 두 개의 뼈대가 4개의 염기에 의해 연결되어 마치 꽈배기 모양으로 

두 겹으로 교차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구성요소와 대입하여 살펴보면 [그림 13]

와 같다. 먼저 두 개의 뼈대는 발레교육자가 지니고 있는 가시적인 전문성인 기

능적 전문성과 예술적 전문성으로 볼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두 측면의 전문

성은 “뛰어난 발레교육자는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우

선적으로 답할 수 있을 만큼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두 개의 뼈대를 연결하는 염기는 심성적 전문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염기구

조는 DNA 분자구조의 외형적 틀을 이루는 두 개의 축과 이 둘을 단단히 엮여 

분자 구조를 이루도록 한다. 이점에서 심성적 전문성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

만 교육자가 펼치는 기능적 전문성과 예술적 전문성이 따로따로 발현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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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이중나선형 구조 

이처럼 발레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단단한 외형적 측면인 기능적 전

문성과 예술적 전문성,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내면

적 측면인 심성적 전문성과 교묘하게 일치한다. DNA가 숨겨져 있는 인간의 유전

형질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분자인 만큼,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역시 발레교육

과 발레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열쇠를 지닌 개념이

다. 그러므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은 이중나선형 구조를 통해 그 관계에 대해 보

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발레교육, 예술교육, 그리고 인간의 삶을 크게 좌

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어에서 공자는 “質勝文則野(질승문즉야) 文勝質則史(문승질즉사) 文質彬彬
(문질빈빈) 然後君子(연후군자)”라 하였다(최의창, 1999). 그중 “문질빈빈”이라

는 문구에서 문(文)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형식성이나 후천적인 학식으로 의미하

고, 질(質)은 내면적으로 내재된 본질이나 선천적인 바탕을 의미한다. 이를 발레

교육자의 전문성과 적용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기능적 전문성과 속으로 내재되

어 있는 예술적 전문성과 심성적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발레를 

제대로 가르치는 능력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 분야의 전문성과 여섯 개의 하위 요소가 통합적으로 발달해야 좋은,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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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발레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교육자들은 뛰어난 발레교육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솜씨, 최고의 전달력이 큰 사랑으로 교감을 가질 때 

최고의 효과가 나요. 예술가잖아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죠. 그 3가지가 절대적이에요. 끊임없이 지치지 않

고 게으르지 않아야죠. (김순수, I-PM-120526-1)

선생님이 다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선생다운 선생은 타고난 

인성도 있지만, 자질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교육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

라 갖고 있는 심성, 열정. 좋은 선생님은 ‘모래밭에 다이아몬드 찾는 격’으

로 인성과 열정과 지식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박우아, I-PD-120504-1)

그러므로 세 가지 전문성을 두루 갖춘 교육자는 ‘모래밭에서 다이아몬드 찾

기’로 비유될 만큼 뛰어난 무용수를 발굴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

게 어려운 일지만 그들 자신 또한 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계

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세 가지 전문성을 두루 갖춘 발레교육자, 즉 발레교수전문성은 어

떻게 갖추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만나본 교육

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장하였고, 앞서 제시한 각각의 전문성 요소들을 어

떻게 발달시켜왔는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발레교육자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극명하게 설명해준 

한 교육자의 말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중국 속담에 “스승은 초”래. 자기 몸이 다 타야 방에 불이 밝혀진다는 거지. 

(유인내, I-PD-120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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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발달과정

가. 공통적 발달과정

발레교육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성장과정은 어떠한 단계를 거치며 어떠

한 것들이 영향을 주며 때로는 긍정적인 성장을, 때로는 부정적인 퇴보를 가져오

는가? 이것이 본 절의 주된 물음이다. 총 25명의 전문무용, 학교무용, 생활무용 

영역의 발레교육자들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전문성의 발달과정을 보였

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초기 면담 대상을 선정하는 시점부터 제시되어 온 교육

자들의 유형, 즉 전공과정형, 직업무용수형, 교직이수형별로 구분되는 발달과정 

상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뛰어난 발레교육자로 선정된 25인의 삶

의 흐름을 읽고, 이를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발레교육자

로서 성장하는 공통적인 전문성의 발달과정을 제시한다.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은 교육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처음 가르치는 경험을 시

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되새겨보며, 사고와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진 

결정경험을 근거로 하여 발레교수입문기, 발레교수성장기, 발레교수갈등기, 발레

교수안정기로 구분하였다. 각 발달과정은 기, 승, 전, 결의 단계를 거치지만 순차

적이거나 일직선적인 형태가 아닌 복합적·순환적 형태를 보였다(최의창, 2009). 

특히 승과 전에 해당하는 발레교수성장기와 발레교수갈등기는 핵심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며 전체적인 전문성의 발달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발레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연습을 하는 매 순간 경험

하게 되는 플로어 워크, 바 워크, 센터 워크, 베리에이션과 같을 것이다. 발레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플로어 워크, 이제 

갗 바를 잡고 몸을 잡아가며 새롭게 접하는 동작들을 배우고 익히며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바 워크, 바에서 벗어나 의지 할 곳 없이 내 몸을 온전히 나에게 맡

기며 연습했던 동작을 확인해보는 센터 워크, 여러 가지 동작을 능수능란하게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을 때 여유롭게 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춤을 추기 

시작하는 베리에이션까지. 발레 테크닉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학

습, 성공 등의 경험이 발레교육자가 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매우 흥

미롭다. 또한 화이트헤드의 ‘교육의 리듬’에 따라 낭만, 정밀, 일반화의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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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점차 성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최의창, 2010b).

교육자들의 발달과정은 교직 경력에 따라 초기 3년 이내의 초임교사 기간을 

제외하고 이후 7년여의 경력부터 많게는 30여년까지 경력교사 기간을 포함한다. 

교육자들은 발달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세 가지 전문성의 하위 요소를 점차 내면

화하게 되었고, 각 발달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신감, 성취감, 좌절감, 책임감 

등의 심리적인 특성을 보였다.

구분 발레교수입문기 발레교수성장기 발레교수갈등기 발레교수안정기

단계 기 승 전 결

비유 플로어 워크 바 워크 센터 워크 베리에이션

교육의 

리듬
낭만의 단계 정밀의 단계 일반화 단계

교직 

경력

초임교사 경력교사

~3년 ~7년 ~10년 10년 이후

전문성

요소

발레지식

발레심성

발레지식

발레소양

발레심성

발레교수지식

발레지식

발레소양

발레심성

발레교수지식

발레교수안목

발레지식

발레소양

발레심성

발레교수지식

발레교수안목

발레교수심성

심리적 

특성
자신감 성취감 좌절감 책임감

<표 40>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공통적 발달과정 

다음에서는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을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된 계기, 각 

단계에 보이는 교육자들의 특성,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이를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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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레교수입문기 발레교수성장기 발레교수갈등기 발레교수안정기

계

기

자의
돈벌이의 수단, 

교육자 희망
자발적 학습 의지

직업적 정체감, 

상실감

교사효능감, 

직무만족, 

소명의식

타의
선생님, 선배의 

권유, 기회

직책에 따른 

스트레스

행정적 업무 과중, 

학생과의 갈등
사회적 인정

특

성

전문성
전문성의 필요와 

부족

전문성의 발달과 

학습

전문성의 회의와 

갈등

전문성의 심화와 

확장

정체성
발레교육자로서의 

적성 발견

발레교육자로서의 

경험 누적

발레교육자로서의 

진로 재검토

발레전문가로서의 

영역 확장

요

인

개인

교육자로서의 

결정경험, 

적성 발견

공부, 

연구
삶의 변화

교육자로서의 

재능 발견, 

책임감

영역 선생님, 선배
선생님, 선배, 

학생

선생님, 동료 

교육자, 학생
분야에서의 인정

환경
새로운 업무환경 

적응

업무환경의 

학습지원

행정적, 직업적 

스트레스

협력적인 

업무환경

<표 41>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 상의 특징 

1) 발레교수입문기: “아무 것도 모른 채 시작한 플로어 워크”

발레교수입문기는 발레를 처음 가르친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3년 이내의 초임 

교사 기간을 의미한다. 비유적으로는 발레를 처음 시작할 때 매트 위에 누워 가

볍게 몸을 풀고 바에서 해야 할 동작들을 해보는 플로어 워크 단계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주로 대학생, 전문 발레무용수, 안무가로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가르치

는 일을 접하게 된다. 교육자들이 발레교수입문기에 이르게 되는 계기, 특성, 이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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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 특성 요인

자의 타의 전문성 정체성 개인 영역 환경

돈벌이의 

수단, 

교육자 희망

선생님, 

선배의 권유, 

기회

전문성의 

필요와 부족

발레교육자

로서의 적성 

발견

적성 발견 선생님, 선배

새로운 

업무환경 

적응

<표 42> 발레교수입문기의 특징 

가) 계기

발레교수입문기, 즉 교육자들이 처음 발레를 가르치게 된 계기는 선생님, 선배

의 권유 등 자신의 확고한 의지보다는 타의나 기회를 얻어 가르침을 시작한 경

우와 자의로 수업을 개설하면서 시작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교육자

는 이르면 대학 입학이나 발레단 입단이 확정된 고등학교 3학년 시기부터, 일반

적으로는 대학교 재학 시절 중에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가르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발레단 생활이나 대학,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며 조

금씩 경험을 넓혀갔다. 

고3 졸업하자마자 선생님이 학생을 주시면서 “네가 가르쳐봐라” 하셨지. 

그래서 무용경력보다 가르친 경력이 더 길어. 그때는 ‘선생님이 왜 가르쳐

보라고 하셨을까’ 궁금했었는데 가르쳐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선생님들의 

이런 심정을 이해해보라는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전문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 파트타임으로 가르쳤지. (박심미, 

I-PD-120510-1)

일찍이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대학 시절이

나 발레단 활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들

은 가정형편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가르치는 일을 시

작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아무리 아

르바이트라도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생각에 책임감을 느끼며 성실하게 임했

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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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리나로 활동하면서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전공하는 애들 새벽에 가서 

2년 정도 발레단 연습 후에 밤 10~11시까지 4~5클래스를 가르쳤어. 지금은 

죽어도 못해. 혼자 계산, 등록, 상담, 레슨 다 했지. 그때부터 학생들을 본격

적으로 가르친 거지. 그때 가르친 친구들이 선생님을 하거나 주요 발레단에서 

주역, 솔리스트를 하고 있지. 큰 보람이 되지. (김낭만, I-PD-120619-2)

고3때 선생님 학원에서 레슨을 하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로 학

원을 나갔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말마다 레슨

하고, 선배를 통해서 소개도 받고 강사 선생님들 대타 수업도 하고 그러다

가 운이 좋아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예고 부전공 수업을 맡게 되었어

요. 큰 영광이었죠. (김심성, I-PE-120503-1)

자의든 타의든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은 졸업 후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예술학교나 대학에 강사로 재직하는 또 다른 기

회를 맡게 된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르침을 시작했다고 해도 이들이 자신의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남다른 점이 돋보인다. 단순히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것을 가르치려 하였고 다양

한 방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발레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아르바이트는 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했고 제가 원했다기보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좀 가르쳐다오” 하셨는데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열심히 하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학비에 보태고 토슈즈라도 사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

무리 아르바이트라도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 4

년 동안 꽤 많은 실습을 한 것 같아요. 실습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좋

은 점 중에 하나가 스스로 생각할 때 조금 창의적이거든요. 이 아이를 어

떻게 변화시키고 싶다하면 그것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을 재미있어 

했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다보니까 4년 실습하는 동안 저 나름대로 알

게 모르게 지식은 많지 않지만 노하우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졸

업 후에, 그 이른 나이에 아무 것도 모르면서 시간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어

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이신뢰, I-PE-120615-1)

많은 교육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20세 안팎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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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학생 시절부터 남다른 성실성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는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거나 “기회가 생겼

다”고 말했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성실한 태도로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던 것이 

평소의 언행을 주의 깊게 봐오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된 것

이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선생님이 오디션을 보라고 하셨어요. 중학교 때 똘

똘한 아이로 잘못 이미지가 되어 있어서(웃음). 첫 해는 많이 안 가르쳤어

요. 수업이 3개 정도. 그때 애들한테 제일 미안해요. 참 나도 대단한 것이 

무슨 배짱으로 했는지. 내가 뭘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냥 학원 선생님? 불

과 내가 잘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최근 3년 정도거든요. 그때 가

르쳤던 아이 얼굴을 못 볼 거예요. 창피해서. (김사상, I-PE-120503-1)

발레단 들어가서 1년 지나고 ○○선생님 학원에 강사로 있으면서 꼬마 애

들을 예중, 예고 보내고, 발레단 아침 클래스에 선배 언니가 나를 심어줬

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성실하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추천했다고’ 하더라

고. (웃음) 연결고리가 항상 그렇게 되더라. 발레단에서도 △△선생님이 나

를 추천했어. (이동경, I-PD-120613-2)

성실한 태도와 가르칠만한 자질을 인정받은 초보 교육자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으로 수업을 맡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본래 발레교육자를 꿈꾸지 않았던 이들도 

가르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실제로 무용수나 안무자를 꿈꾸며 작업을 하던 

와중에도 누군가의 제의를 받거나 혹은 작업을 위한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서 수

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전문적인 교육자는 아니더라도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들이나 안무자들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본래 진로를 교육자로 하지 않았으나 전향하는 경우도 많다. 한 교육자는 자신의 

본래 교육자를 꿈꾸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르치는 일을 경험함으로써 보람과 

희열, 재미를 느낀 것이 지금 교육자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

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선배 권유로 예술학교에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죠.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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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교육자가 되고 싶다 해서 된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워낙 춤추는 것과 안

무하는 것을 좋아해서 발레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안 가르칠 수도 

없으니까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얻는 보람이 참 크더라고요. 내가 

지도했을 때 안 되었던 것이 될 때,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느낄 때는 작

품을 올렸을 때와는 또 다른 큰 보람과 희열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박우아, I-PD-120504-1)

전문무용 영역의 교육자들은 대학 재학 시절, 발레단 활동 중에 처음 발레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학교무용 영역의 교육자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은 교수경험을 처음 시작한 대상 역시 발레를 비전공한 일반 학생이었다는 점

이다. 발레 전공생 이외의 다양한 대상을 가르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

고, 그것이 향후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에어로빅 학원 같은 데에서 아줌마들한테 한국무용을 

가르쳤어요. (웃음) 새로운 경험이었죠. (서절제, I-PE-120511-1)

대학 때 방학에 아르바이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우연찮게 아파트 단지 안

에 있는 곳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유아들을 즐겁게 같이 움직여주고 근력, 기초체력 쌓는 것 위주로 하

다가, 평생교육원에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다른 무용학

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점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성이성, 

I-LE-120522-1)

현재 학교에서 무용교사로 재직하는 교육자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현재 학

교에 임용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모교 출신을 선호하는 데다 학교의 시스템과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바로 교직을 경험하

게 되었다.

대학을 다닐 때 바로 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로 가르치고, ○○예고 나갈 

때도 여기 무용반 애들을 가르쳤고 (한사명, I-SM-120618-1)

공교롭게도 본 연구에서 만난 학교의 무용교사들은 모두 대학 졸업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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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모교에서 바로 교직을 시작했고 자신의 무용선생님에 뒤를 이어 지금까

지 무용교사로 일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나) 특성

(1) 전문성의 부족과 필요

발레교수입문기의 첫 번째 특징은 전문성의 부족과 필요를 느낀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교육자들은 자신의 교수전문성 수준이 낮다는 점을 깨닫고 지금까지 

발레를 잘 해왔지만 가르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

낀 교육자들은 이 시기를 ‘실습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어떠한 직책을 맡거나 직업을 얻었지만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큰 어려움

을 느꼈고, 그 당시에 가르친 아이들에게 미안함마저 느끼고 있었다.

내가 20살쯤 가르쳤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 내가 뭐라고 가르

쳤나. 선생님이 너희도 선생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고 가르치면서 또 많이 

배우니까 하라고 하셨어. 가르치는 것을 보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또 

선생님이 짚어주시고. 애들이 학교를 잘 가기는 했는데 처음에 잘못 배운 

것이 있다면 미안하지.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잘 안되어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지, 너희 학생들에게 죄악이 아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유인내, I-PD-120517-1)

위에 언급된 것처럼 한 교육자는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만이 교

육을 잘 한 것은 아니었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후에 가르칠 때를 

대비해 발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처음 학생을 접

하고 가르치며 초보 교육자들은 큰 당혹감을 느꼈다고 한다. 가르치는 방법에 대

해 배운 적도 없고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없었으며, 익숙했던 발레가 매우 생소

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초기의 교수경험을 떠올리며 교육자들을 

얼굴을 붉히며 그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며 그 당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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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가르치기 된 것부터 1992년까지, 그 시기는 가르치

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이런 것을 느꼈을 때에요. (박심미, I-PD-120510-1)

심사위원들이 내가 발레단 생활을 했으니까 뽑았다고 하더라고. 초기에는 

내가 티칭이란 것을 몰랐어. 내가 아는 것에서만 가르쳤지. 내가 잘 알지

도 못하고 발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티칭이 이루어졌고. (이동

경, I-PD-120522-1)

심지어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는 수업이 생겼으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며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 

당시는 교육의 가치와 학생의 변화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일을 하고 그에 

맞는 보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학교 때 가르친 것은 특별한 생각 없이 ‘돈 벌어야지, 특별한 멋있는 교

사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정문화, I-SE-120523-1)

학교에서 발레를 가르치고 있는 다른 교육자 역시 미숙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나름대로 발레를 오랜 시간 전공하고 대학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그 기간 

동안 왜 발레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는지에 대해 강하게 피력했

다. 현실적으로 발레를 전공한 모든 대학생이 발레단에 입단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대학 측에서도 발레단 오디션을 보는 등의 일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졸업생은 무용수가 아닌 그 밖의 진로

를 고민해보아야 하는데 대학 4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은 연습과 공연이었다는 것

이다. 이 교육자는 선배의 수업을 이어받아서 처음 수업을 꾸려나간 자신의 경험

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선배 언니가 수업을 줬으니까 언니가 수업하는 것을 보고 비슷하게 따라했

지. 그런데 애들이랑 소통이 안 되니까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지. 언니 수

업이 1시간동안 6살짜리 아이들을 막 정신없이 로봇처럼 춤추게 하다가 

끝나더라. 진짜 많이 하는 거야. 그런 수업을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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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잘못 본 거지. 나도 막 순서만 잔뜩 짜가지고 했는데 아이들이 나한

테 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아이들 

수업이 나한테 안 맞나보다’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언니한테 얘

기를 했더니 그 언니가 좀 알려줬어.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떤 말투로 해

야 하고 어떻게 순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줘야 하고, 스트레칭도 아이

들 식으로 놀이처럼 만들어서 해야 하고, 표현도 “나비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나중에 그 언니 프로그램을 보고 하면서 하기 시작하니까 아

이들이 다르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몰랐던 것 같아. 수업 프로그램과 

말투를 아이들에게 맞춰서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나도 

수업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박감성, I-SE-120619-1)

이 교육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차츰 알아가게 된 발레교수지식, 

일반교수지를 대학교에서 전공과목으로 배웠다면 혼란의 시기가 조금은 줄어들

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졸업하자마자 쉽게 가르치게 되는 대

상은 유아, 어린이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발레 수업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

드는 방법, 어린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태도와 말투, 어린 학생들이 선

호하는 선생님의 용모 등에 대한 정보를 선배의 선배를 따라 이리저리 어깨너머

로 듣고 배워나가던 시기가 발레교수입문기였다. 그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의 친

구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발레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거나 적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평생 발레교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교육자를 보

며, 얼마나 많은 초보 발레교육자들이 자신의 교수전문성 부족을 체감하며 교육

자의 길을 포기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2) 발레교육자로서의 적성 발견

발레교수입문기의 두 번째 특징은 발레교육자로서의 적성을 발견한다는 것이

다. 이 시기는 연령상으로도 무용전공자에게 장래의 직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

점이다. 주로 발레를 전공하다가 대학을 가거나 발레단에 입단하게 되었다면 많

은 사람들이 무용수를 꿈꾸고 그에 걸맞은 교육과 연습을 하게 된다. 마치 대학 

입학을 준비하거나 발레단 오디션을 준비하는 때처럼 사실 대학생이거나 발레단

의 단원이거나 이론 수업을 수강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습실에서 생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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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문 무용수를 희망하는 

전공생이 많다. 현재 교육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무용수나 안무자를 희망했지만 

그 꿈을 접어야 했거나 부상 때문에 좌절하여 교육자로 전향한 사례가 많이 있

다.

발레단 접수 기간을 놓쳐서 시험을 못보고 대학원을 가게 되었죠. 발레단

을 안 간 것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발레단을 갔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발레에만 빠져있었겠죠. 그 안에서 행복을 느꼈을 수도 있지

만. 무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좁았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우아하고 발레의 

아름다움, 이상을 얘기하지만 무용과 삶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사람들

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이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

용의 본질로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서절제, I-PE-120511-1)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발을 다치면서 보니까 아,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주어진 것은 

최선을 다하자 생각했죠. 내가 원해도 ○○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

니까 이 세계에서는. 일단 그때는 △△에서 가르치고 있어서 애들을 어떻

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고, (김심성, I-PE-120605-2)

두 교육자의 경우처럼 발레실기 능력이 뛰어났던 교육자들은 전문 무용수가 

되는 것을 꿈꿔오다가 부상을 통해 교육자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한다. 발

레교육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발레실기 능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이들이 단지 무용수가 되지 못해서 교육자가 된 것은 아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몰랐던 교육자로서의 적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홍애령, 2012; 

Judith, 1989). 가르치는 경험을 처음 했거나 이전에 가르쳤던 대상과 다른 대상

을 가르쳤던 경험이 좋았을 때,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거나 

즐거움, 희열을 느꼈을 때 각자의 이유는 다르지만 교육자로서의 적성을 발견하

게 된 것만은 분명했다.

그 전에 학원에서 애기들 가르치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는 선생님 절

대 못 하겠다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선생님 절대 안돼. 가르치는 것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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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했었어요. 그런데 모교니까 내가 온 거지. 실은 처음 왔을 때 재미없

었어요. 내가 강사만 했으면 3년을 못 넘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행정

적인 것이나 행사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김사상, I-PE-120503-1)

또 다른 사례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자를 꿈꿔왔고 발레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발레교육자로 바뀌게 된 경우이다. 그리하여 처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점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발레교육자로

서의 결정경험(Walters & Gardner, 1986)을 통해 그들은 숨겨져 있던 자신의 교

육자적 자질이나 적성을 확인함으로써 실현하게 된 것이다. 결정경험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Walters와 Gardner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영역에 대한 인식, 

그 분야에서의 수행, 그리고 이에 대한 관점을 즉각적이고도 장기적으로 변화시

키는 뚜렷한 경험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결정경험은 주로 발달과정 중에 있

는 개인이 특정한 소재, 특성, 대상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재능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무용을 열심히 해서 실

기경험을 쌓고 그 뒤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 (박감성, I-SE-120619-1)

대학교 때 내 꿈을 정했어요. 내 꿈은 교육자다. 교육을 해야겠다. 그냥 

대학가면 선생님들이 공연시키고 뭐 시키고, 나는 이것에 관심 있는데 딱

히 조언도 못 듣겠고, 아무한테도 “저 이것에 관심 있는데요. 하고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냥 무용, 춤에 올인 하니까. 그런데 경영, 마케팅, 무용수, 

안무 쪽에 애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누가 거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들을 잘 갈 수 있게 조언해주는 교육자가 되

고 싶었어요. 꿈이 컸지.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서 ‘일단은 춤을 춰야 겠

다’ 그래야 움직이는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단계

가 그것이었고, 무용수를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공부를 

해서 아는 사람을 넓혀서 누구든 원하면 그쪽은 이 사람이 유명해 이렇게 

다 조언해줄 수 있는 방대한 꿈을 꿨었어요. (김심성, I-PE-120503-1)

그 중에는 매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교육자도 있었다. 



- 224 -

부상으로 인해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무용과 관련된 다방면의 지식을 쌓아 자

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조언을 해주겠다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발레교육자들은 발레교수입문기에 발레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적성을 발견하고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을 느끼면서 다음 단계인 발레교수성장기로의 진입을 하게 된다.

다) 요인

지금까지 다룬 발레교수입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 영역, 환경

요소로 구분하여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초보 교육자들은 초기의 교수

경험을 통해 발레교육자로서의 결정경험을 하게 된 이후로 이를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요소로는 자신의 관심, 흥미를 기반으로 하여 적성을 

발견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역 요소에서는 그동안 자신을 가르쳤

던 선생님이나 선배, 그리고 처음 접한 학생들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경 

요소에서는 새로운 업무환경으로 초보 교육자들은 이에 적응하고 많은 것을 배

우고 익혀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교, △△예고를 졸업하고 발레단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대학이라는 곳을 안 갔을 때 후회가 되지 않을까 갈등이 있었고 결국 주

변 어른들과 부모님, 교수님의 적극적인 의견으로 대학을 갔고 대학을 졸

업하면서 본교로 벌써 어린 나이에 시간강사로 왔죠. 지금 생각하면 상식

적이지 않죠. (이신뢰, I-PE-120615-1)

2) 발레교수성장기: “조금씩 배우며 실력을 늘려간 바 워크”

발레교수성장기는 발레를 처음 가르친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7년 이내의 경력 

교사 기간을 의미한다. 비유적으로는 플로어 워크를 마친 후 일어나서 처음 바를 

잡고 발레의 기본자세와 기본동작을 익히는 연습을 하는 바 워크 단계에 해당된

다. 이 시기는 주로 교육자로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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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느껴서라기보다는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의 개발을 위

한 노력을 시도한다. 교육자들이 발레교수성장기에 이르게 되는 계기, 특성,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계기 특성 요인

자의 타의 전문성 정체성 개인 영역 환경

자발적 학습 

의지

자발적 학습 

의지

전문성의 

발달과 학습

발레교육자

로서의 경험 

누적

공부, 연구
선생님, 

선배, 학생

업무환경의 

학습지원 

<표 43> 발레교수성장기의 특징 

가) 계기

발레교수성장기, 즉 교육자들이 자신의 교수전문성을 가장 왕성하게 발달시키

게 되는 계기는 교육자로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느끼고 자발적

인 학습이나 전문성의 발달을 노력 하는 경우와 지위와 직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문성의 향상을 요구받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반

성적으로 깨닫고 자기 학습의 의지를 지닌다면, 후자는 타인에 의한 강요나 요구

를 통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교육자에게 스트레스

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분야의 교육자들과 마찬가지로 발레교육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

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단순히 교직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좋은 수업

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자가 배우고 연습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자

신의 수업을 단단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Kassing & Jay, 2003; Kerr-Berry, 2007).

먼저 자발적인 학습 의지를 지닌 교육자의 경우, 본래 무용학이나 무용교육학

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병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발

레교수입문기를 지나고 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 단계

의 일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습이다. 학부 시절 중등교원자격을 이수

하지 않았다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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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거나 교육대학원

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지.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교직이 필요하고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석사를 했지. (박감성, I-SE-120619-1)

또 다른 사례는 학생들을 조금 더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점차 커지면서 발

레교수법을 배우는 것이다. 교육자들은 몇 년의 경력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지

식과 기술을 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때문에 소위 

‘메소드’라고 하는 발레교수법을 배워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소드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인

문계에서 애들을 가르치다보니까 막연하게 내가 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봐”가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임소신, 

I-PE-120619-1)

때로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간접적인 

학습을 할 수도 있다. 한 교육자는 발레교수입문기를 거치며 비록 자신이 심각한 

수업 수준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여겨 동료 선생님에

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그때는 진짜 가르치지 말았어야 한 것 같아. 내가 뭘 모르고 가르친 것 

같고 그 방법이 맞다고 종용하고 요구했던 부분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공부를 더 하고 나니 잘못 가르쳤더라고. 그 후에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

지.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외국, 러시아 선생님한테 많이 물

어보고 (유인내, I-PD-120517-1)

다른 동료교사의 수업을 보면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테크

닉적이나 표현적인 부분에서 잊고 있던 점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최의창, 

2009; 홍애령, 2012). 이처럼 교육자 스스로 전문성의 성장을 이끌어낸 경우에는 

자신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레교수법을 배우거나 다른 동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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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참관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전문무용 영역에서 예술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자들은 특히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매 수업마다 다양한 앙쉐느망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취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시험스텝을 매번 짜야하니까. 선생님들 본인이 애가 타서 나오는 분위기지. 

우리가 정규직도 아니고 의료보험, 퇴직금도 없고 하는데 비정규직인데도 하

나 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 (유인내, I-PD-120613-2)

나름 체계와 목표를 가지고 (순서를) 짜야 하고 이 수업에 강조해야 할 것

은 무엇이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

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배울지, 지금

까지 못 보던 것을 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 아이들 모두가 프로무용수가 되는 것도 아니

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테크닉 잘 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도 이미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이고 앞으로 뭐가 

중요하고 그런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정성실, I-PD-120705-1) 

특히 대학에서 발레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수업을 통해 실기 능력이 향상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예비 교육자

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발레교수입문

기에 경험했던 곤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제자들이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

업무용수로서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예비교육자로서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자의 지위와 직책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문성의 향상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무용 영역에서 심화되어 있으며 생활무용 영역

에서도 소수의 전공생이나 입시생을 지도하는 교육자의 경우도 해당되었다.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 ○○(자신이 가르치는 곳의 명칭)다. 가

르치는 것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

민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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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김사상, I-PE-120604-2)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교육자들의 전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으며, 스스로도 좋은 가르침을 위한 스트레스가 자신

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나) 특성

(1) 전문성 발달과 학습

발레교수성장기의 첫 번째 특징은 전문성의 발달과 학습이 궁극적으로 일어난

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교육자들은 이제 막 가르치는 것의 어색함과 곤란함을 

벗어나 가르치는 것의 완숙도를 높이기 원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

레지식, 발레교수지식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가장 대표적으

로는 바가노바, RAD, 체케티 메소드 등으로 대표되는 발레교수법을 이수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공 공부에 몰두한다. 혹은 동료교사들과의 협동학습을 통해 

수업을 잘 하기 위한 공부모임을 만들거나, 수업을 잘 하는 교사의 수업을 참관

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한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

들,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이 가르치는 데에 큰 영향을 준다. 삶의 연륜이 깊어

질수록 교육의 성숙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가노바를 배운 것 자체로도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동작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무용 언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러시아 

선생님들이 와서 보고 배운 것, 박사 공부한 것,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부터 해부학 선생님이랑 계속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반항기, 사춘기, 아이들의 나이와 비슷해지니까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진 것 같고, 점점 바뀐 것 같아요. (김사상, 

I-PE-120503-1)

먼저 발레교육자는 발레교수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단계별 적합한 순서와 동

작의 구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앙쉐느망을 만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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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교육자들은 특정 발레교수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자신이 그동안 알

고 있던 발레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여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발레교수법을 알고 있는 것은 전문 발레교육자로서 매우 중요한 교육도구를 갖

추게 되는 것이다(정유진, 2003; 황규자, 2008).

일단 컴비네이션 다양하게 짜고 몸 방향 다양하게 쓰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조롭고 단순하고 일차원적이었다면 지금은 입체적으로 전체

를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 (유인내, I-PD-120517-1)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무용학과 교육학, 심리학, 생리학 등의 학문을 배움으

로서 교육자들은 또 다른 시야를 지니게 된다. 학문적인 지식을 쌓게 되어 가르

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물론이고 자신의 수업과 학생에 이를 적용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왕성하게 교육을 펼치고 있는 한 교육자는 

자신이 대학원 공부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자신의 열정이 욕심이 되어 아이들을 다그치게 되었다면 공부를 하며 느낀 것들

로 인해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의 마음

을 위로해줘야 그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석사 때 머리가 트였어. 그런 것(교육학)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

지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발레를 배우

는 과정도 하나의 삶이라고 느끼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끌게 되는 거

지. 옛날에는 내 욕심만큼 얘가 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의 

내면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 내가 시야가 넓어지고 아이를 많

이 생각하게 되니까 위로도 해주고 더 끌어주고 아이의 마음에 관심을 많

이 갖게 된 것 같아. (박감성, I-SE-120619-1)

대학원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수업 그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을 공유하는 동료를 만난다는 점이다. 수업내용을 통해 지식을 쌓

고 수업의 동료들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과 대화를 하며 학문적인 지식을 

현재의 교육에 가깝게 더욱 내면화할 수 있는 것이다(최수일, 2009; 홍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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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사대 수업에서 질적 연구, 교육과정을 배웠는데 그 분(교수님)의 영향도 있

지만 석사, 박사들과의 대화가 알차게 좋았거든요. 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

하는 것이라든지 사대 쪽의 논문을 많이 접하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교육철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듀이를 했어요. 

민주주의와 교육으로 논문을 쓰고 끝났거든요. 철학을 공부하면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그 철학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해요. (김사상, I-PE-120503-1)

몇몇의 교육자들은 해외 유학을 통해 다양한 수업과 춤의 스타일을 익히기도 

했다. 과거 우리나라의 발레교육이 체계화되기 이전의 교육을 받은 세대는 특히 

이러한 점에서 유학을 선호하기도 했다. 발레교수법을 배우는 방법도 해외에 가

서 연수를 받아야만 했고 유명한 발레 교육자들의 수업을 접하는 것도 직접 그 

나라에 가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경험한 교육자는 그 당시를 회상하

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에서는 매일 같은 음악에 같은 것을 배웠는데 미국에서는 매번 다른 

클래스를 배우면서 너무 좋았죠. 클래스에 대한 적응력, 배움의 순발력을 

익혔고 우리나라로 치면 유명한 학원에 가서 유명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

으러 다니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맛본 거죠. 어렵다든지 발의 스텝이 화려

하든지 이런 곳을 찾아다니며 배우면서 “아,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 있구

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김순수, I-PM-120612-2)

이 시기의 교육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레지식과 발레교수지식을 쌓아가

며 초기의 발레교수입문기와 다른 생각과 관점을 지니게 되며, 학습과 경험을 통

해 자신을 독자적인 한 명의 교육자로서 성장시켜나간다. 최근 많은 이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들의 경우, 전문무용 영역의 학

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예술 활동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문화예

술강사로서의 경험은 전문무용 영역의 발레교육자에서 학교무용과 생활무용 영

역의 예술교육자로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최의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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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를 하면서 그동안의 예술이 소수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모든 아이들이 발레를 

배울 수 있지는 않으니까요. 예술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

면 나중에 잠재적 관객을 이끌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

을 바꾸는데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단, 춤을 잘 추고 이런 것만 교육자로

서 할 일은 아니고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구

나’ 하고 바뀌게 것 같아요. (정문화, I-SE-120710-2)

전공학생들에게 발레만 가르쳤을 때와 다른 학생들, 학부모의 반응을 목격한 

교육자들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수정하고 또 다른 시도를 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을 준비했다. 이전의 교육이 ‘발레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였다면 이 시기 이후에는 ‘발레가 예술로서 무용으로서 어떠한 점들을 

줄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문화센터에서 유아발레를 가르치는데 발레 기본 테크닉뿐만 아

니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발레만으로는 아이들의 표현이 좋아지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자유로운 

동작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확 바뀌면서 엄마들도 좋아하고. 한 반이었던 

수업이 여섯 반으로 늘어나고 다른 문화센터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

고. (서절제, I-PE-120511-1)

발레 전공생을 길러내는 데에 익숙해져있던 교육자들은 다양한 대상을 가르친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예술을 향유하는 것의 의미, 멋들어지게 춤을 출 수 

없더라도 그 활동 자체를 통해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

었다고 한다. 이처럼 발레교육자들을 발레교수법을 배우고 다른 교육자와의 교류

를 통해 안목을 넓혀가며 자신의 수업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

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교수전문성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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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레교육자로서의 경험 누적

발레교수성장기의 두 번째 특징은 발레교육자로서의 경험을 누적시켜 나간다

는 것이다. 이 시기는 교직 경력상 초임교사를 넘어서 경력교사로서의 삶을 시작

하는 단계이므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느끼고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가

게 된다. 교육자에게 있어 가르친 경험이 축적되는 것은 다양한 대상을 가르칠 

수 있으며 다양한 레퍼토리와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 17년 세월이 쌓이니까 경험에 의해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생기고. 아직

도 한참 배워야지. (유인내, I-PD-120613-2)

대학원 때까지는 어린 아이들 위주로 많이 하면서 제가 배워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대학원 이후로는 배우고 경험하면서 내가 

배운 것을 첨가할 수 있는 시기, 그 다음에는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경험

과 배움을 현장에 더욱 많이 쓸 수 있는 시기. (성이성, I-LE-120522-1) 

위의 교육자들이 표현한 것처럼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배운 것

을 단순히 그대로 적용하는 단계와 그것에 자신의 것을 보태어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초기의 발레교수입문기가 학생 시절에 배운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시기였다면, 발레교수성장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다 정련된 지식

을 적용하고 자신만의 교수방법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의 교육자들은 

의욕이 넘치고 열정적이었으며, 어느 정도 자신의 수업에 자신감을 확보한 상태

이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문성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학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해온 교육자는 과거의 이 시기 자신이 

매우 열정적인 교사였던 것을 기억했다. 인문계 학교에서 무용반을 이끌었던 교

육자는 비전공 학생과 전공 학생을 두루 가르치면서 몸소 아이들과 함께 늦게까

지 연습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이들을 보살폈다고 한다.

초창기와 많이 달라요. 처음에는 창작무용도 많이 하고 발표도 하고 남아

서 연습도 하고 실기 전공하는 아이들도 많았고, 나도 젊었으니까 직접 실



- 233 -

기를 가르치고 (윤연륜, I-SE-120614-1)

위와 같은 상황은 현재 인문계 학교의 상황과는 사뭇 달랐었기에 가능한 일이

라고 귀띔했다. 예술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많지 않았던 시절, 인문계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무용을 배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방과 후 전공생을 위한 무용반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만큼 무용교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많

이 배우고 연습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

과 함께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한편으로 많은 교육자들은 발레교육자로서의 경험이 늘어갈수록 자신의 성장

을 체감하면서도 동시에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개인적인 삶의 변화로 발레교

수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한 교육자는 이 시기의 경험이 자신을 크

게 변화시켰다고 한다. 이전에는 테크닉 중심으로 아이들을 다그쳤다면 외국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아,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관

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남편이 영국에 주재원 발령이 났어, 그래서 영국에서 로열아카데미 티칭 

코스를 하면서 라반센터에서 매일 7시 정도에 현대무용 수업을 들어가서 

연습도 했지. 다 배우는 단계지. 그동안 가르치긴 가르쳤지만 정말 내가 

알고 가르친 것이 아닌 것 같아.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람한테 배우고 나

니까 영국 다녀와서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가르쳤어 돌

리고 뛰게 하고, 그런데 다녀와서 내가 달라진 것 같고 알고 가르친다고 

하나? 발레에 대해 좀 알고 여유나 노련미가 생겼다고 할까? 그 전에 나

는 열심히 잘 했다고 했지만 아닌 것 같아. (이동경, I-PD-120522-1)

또한 교육자들은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학생 시절의 자신을 더욱 반성하게 되

고 선생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다양한 학생들 가운데 성실하고 열정을 다

하는 학생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

경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가르치면서 알겠더라고요. 내가 선생님들이 예뻐하는 학생 스타일이었구나. 

왜냐하면 부전공이어서 그랬겠지만, 뺀질거리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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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시절에 올인 했는데 선생님이 “이것 해!” 이러면 죽는 시늉까지 했는

데 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학생이 예쁜 거지. 선생님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 (김심성, I-PE-120503-1)

구체적으로 한 교육자는 자신이 배움을 구하고자 모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대학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았다고 한다. 그

리고 학생들의 성장과정, 그리고 자신을 떠나간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학생들

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되었다. 치열한 시험과 경쟁 속에서 단지 신체적인 

조건이 아쉽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또 

다른 잠재력을 발현하고 반대로 학생 시절 발레를 잘 해서 주목받았던 학생들이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도태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지금의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

는 조언이 생겼다는 것이다.

내가 박사를 가서 바뀐 것이 그 전에는 (점수가) 높니 낮니가 아이들에 대

한 잣대였어요. 그런데 길게 가는 애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아이들 하나하

나가 소중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대학을 간다

면, 얘는 잘 다닐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무용을 잘 하는데 몸은 안 좋

은 애거든. 걔한테 나는 예전에는 해줄 얘기가 없었다면 나는 이제 걔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야. 내가 학교에 와서 잘 하고 있는 아이들

을 보니까, 그리고 실기 우수자로 들어와서 아무 것도 안 하는 애들 보고 

나니까 내 생각이 확 바뀌게 되었지. (김사상, I-PE-120604-2)

이처럼 발레교육자들은 발레교수성장기를 거치면서 전문성 발달을 위한 많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지식을 학습하면서 새로운 관점이나 이해를 갖게 되었다. 발

레교육자 스스로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거나 학교나 기관 등의 요구로 

인해 교수전문성을 구체적으로 발달시켜 나가는 중요한 시점이다.

다) 요인

발레교수성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개인, 영역, 환경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요소에서는 교육자로서 경력을 통해 쌓아가는 교수경험과 발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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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발레교수지식에 관한 공부, 연구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역 요소

에서는 자신의 교수활동에 큰 영향을 준 선생님과 선배, 동료 교육자이 주된 요

인으로 작용한다. 환경 요소에서는 교육자가 속해 있는 교육 영역과 업무환경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전문무용 영역에서는 교육자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직접적, 간접적으

로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성 발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에 크게 영향을 준다. 

또한 교육자의 업무환경이 그들의 학습을 지원해주는가에 따라 동료교사와의 공

부모임이나 연수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 발레교수갈등기: “실수투성이 센터 워크”

발레교수갈등기는 발레교육자로서 경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성 

수준에 대한 회의감이나 교직 자체에 대한 적성을 의심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비

유적으로는 바에서 배운 동작들을 센터에 나와서 자신의 몸을 조절하며 응용동

작들을 연습하는 센터 워크 단계에 해당된다. 그동안 의지해왔던 바 없이 여러 

동작을 해보면서 느끼는 시행착오와 상실감, 어쩌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바를 

잡고 기본을 잡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단계로 발레교수갈등

기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해준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의 교수전문성을 발달시켜왔던 교육자들은 자신이 

속한 교육환경 속에서 또 다른 장애물과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로써 자신이 

발레교육자로서 적합한 인물인 것인지 회의를 느끼거나 가르치는 일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갈등하게 된다. 외부로부터의 특별한 자극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익

숙해져버린 교직 생활에 자신이 정체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이 모

든 과정을 발레교수갈등기로 보았으며 각 교육자에 따라 갈등을 겪는 시기와 횟

수는 다르지만 적어도 10년 내에 1~2번 정도의 갈등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자들이 발레교수갈등기에 이르게 되는 계기, 특성, 이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중심으로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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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 특성 요인

자의 타의 전문성 정체성 개인 영역 환경

직업적 

정체감, 

상실감

행정적 업무 

과중, 

학생과의 

갈등

전문성의 

회의와 갈등

발레교육자

로서의 진로 

재검토

삶의 변화
선생님, 

선배, 학생

행정적, 

직업적 

스트레스

<표 44> 발레교수갈등기의 특징 

가) 계기

발레교수갈등기, 즉 교육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와 좌절을 크게 느끼는 

계기는 크게 스스로 직업적 정체감이나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와 교육자가 속한 

환경에서의 업무나 스트레스의 과중, 학생과의 갈등으로 인해 회의감을 경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시기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전문성에 대한 회의감 때문

에 스스로를 무력하다고 느끼게 되며 한동안 교육에 몰두해온 탓에 자신을 돌보

지 못한 것에 큰 상실감을 경험한다. 

메소드도 배워야 하고 그것 자체도 차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

생님만의 능력도 있어야 하고 통찰력도 있어야 하고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잘 다뤄줘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

요. 그래서 참 발레선생님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소신, 

I-PE-120619-1)

먼저 자신의 직업적 정체감과 교육자로서의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는 가르치는 

일과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데에 몰입해왔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

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개인

적인 여유, 휴식, 재충전의 시간이 부족했던 이들은 점차 자신이 소진되어 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드러나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

견하면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

10년의 것이 쌓여서 제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그만 두자”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배워는 보고 그래도 아니면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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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미련이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그런 순간이 왔어요. “배워는 보고 

떠나자” 했죠. 그동안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도 현재에 맡고 있는 

책임 때문에 못 떠난 것이었거든요. 생각이 짧았던 것이죠. 저 스스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되니

까 떠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답이 러시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떠나기 전

에도 러시아의 교수법을 알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고 솔직히 교육자에게도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이신뢰, I-PE-120615-1)

심각한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뛰어난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만나본 교육자들은 갈등 상황에 접하였을 

때에도 바로 포기하기 보다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교육, 학습이었다. 자신에게 부족한 측면의 전문성을 채

워나가고 싶은 마음에 쉽사리 포기할 수 없었고 그 노력은 갈등을 극복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홍애령・석지혜・임정신・오헌석, 2011). 갈등이 그저 심

화되도록 방관하거나 바로 퇴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 있도록 해준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순간에도 놓지 않았던 교육에 대한 열망 덕분이었다.

다음으로 교육자가 속한 업무환경이나 학생과의 갈등을 겪는 경우는 교육자에

게 보다 큰 좌절을 남기게 된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교육자들은 학생들과의 

관계, 업무환경의 위계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놓이게 된다.

학생들에게 받는 좌절이죠. 잘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심하게 다룬다고, 좋은 의미로 학생을 지적한 것이 오

해받는 경우가 있었죠. (박우아, I-PD-120504-1)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따끔한 지적이나 충고가 교육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 오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는 경우, 교

육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 특히 전문무용 영

역에서 발레 기본기를 다듬는 상황에서는 교육자가 주도적으로 수업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이 참아내며 연습해야 하는 상황이 많게 되므로 

교육자와 학생 간의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의 상황 속

에서도 교육자들이 다시금 수업에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학생들을 통해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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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과 보람, 성취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발레교수갈등

기의 특징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나) 특성

(1) 전문성의 회의와 갈등

발레교수갈등기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전문성 한계를 느끼며 회의와 갈등

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발레교육자들은 초임 교사의 마음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시켜 왔다. 이들은 

교육자로서의 경력과 지위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교육자로

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경험하게 되었다. 모든 교육

자들이 앞서 제시하였던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기는 매우 힘

든 일이다. 이 또한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나가

야 하는 영원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점차 긍정적인 수

준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가 될 지경에 이르러, 급기야는 자신의 전문성 수준을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이른다. 어떤 교육자에게는 무용수로서의 경력이 없

다는 점이, 다른 교육자에게는 발레교수법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내면화시키지 못

했다는 점이 한계가 되었다. 

나는 발레단을 안 간 것이 큰 한계가 있어요. 움직여본 사람과 안 움직여

본 사람은 달라요. 나도 나름대로 우리 나이 치고 정말 많이 움직여본 사

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 혼자 한 거고, 발레단 나온 사람은 

특히 전막을 다 뛰어본 사람과는 다르죠. 주역무용수 다 해본 사람과 베리

에이션 해보면 다르죠. 그 사람들이 해놓은 작품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정

말 오래 걸렸어요. 내가 발레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춤을 많이 춰도 한

계가 있죠. 우리가 제자리에 도는 푸에떼 하나만 배웠다면 이런 저런 푸에

떼 다 해본 사람을 어떻게 당해내요. (김사상, I-PE-120503-1)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차원이 아니라, 저는 아예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요.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공부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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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해본다면, 기능

적인 면에서는 이론적인 지식은 많은데, 바가노바 메소드는 많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보여주는 면에서도 중간 정도, 

태도 면에서 아이들을 보듬어주는 면에서는 중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요. 발레지식적인 면에서 요즘 힘들어요. 작품을 많이 가르쳐보지 않았기 때

문에 작품 해석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작품에 대한 지식과 바가노바로 가

르치지 못해서 계속 배우고 있고 노력 중이에요. (김심성, I-PE-120503-1)

그러나 교육자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부족함은 역설적으로 전문 교육자로서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영역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 자

체가 어느 수준 이상의 능력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 부분을 메워 가는 것은 독자적인 교육자로서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

인 과정일 것이다. 상위 수준으로의 발전을 위한 전단계로서 갈등과 극복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한편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어긋난 관계를 통해 자신의 교직생활을 다시금 생

각해보는 경우도 많았다. 학생이나 학부모, 동료교사와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

는 상실감은 교육자로서의 의욕을 꺾을 만큼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 특히 발레교

육자로서의 능력적인 측면, 즉 기능적 전문성이나 예술적 전문성이 충족되어 있

더라도 심성적 전문성을 의심받는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된 교육자들은 심각한 

갈등의 시간을 경험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학생 때문에 

무지하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전혀 예상치 않은 학부모 때문에 상처

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 둬야겠다!' 생각하는 때가 있어

요. 내가 순수하게 열정을 다 해서 가르쳤는데 어떤 오해나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 당장 아무 것도 안 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를 잘 이겨내는 것도 키워야 하는데, 그것이 하

루아침에 잘 안 돼요. 도 닦는 것처럼. (김낭만, I-PD-120516-1)

그밖에도 개인적으로 열망했던 교육자로서의 또 다른 꿈이 좌절되거나 학교나 

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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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문제는 예상치 못하게 야기되어 교육자를 당황시키기 때문에 학생

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고 싶어 하는 의욕과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러

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자들에게 힘이 되는 요인은 분명히 존재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는데 개인적인 좌절이 

몇 번 있었죠. 교사로서의 좌절도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학생들로 인해 

상처받는 경우는 많은데 가르치는 데에서 받는 경우는 없어요. 주변적인 

것들 때문에 그렇죠. ‘가르치는 것에 재능이 없나보다’ 하면서 좌절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제자들이 잘 되는 것

에 희열을 느껴서, 애들이 잘 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좋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박우아, I-PD-120504-1)

대다수의 교육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중간에 그만두거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이유를 학생들에게서 찾았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

끼는 보람과 성취였다(박소현, 2009; 최의창, 2010; 홍수민, 2010). 가르치는 데에

서 만끽하는 희열은 그들이 어떠한 갈등 상황에 놓이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근

원적인 힘을 제공하였고 자신의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또 다른 방면의 노력을 기

울이도록 자극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비해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학교무용 영역의 교육자

는 전공 학생이 줄어들어 일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환해야 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무용 전공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국의 예술중학

교, 고등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인문계 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을 찾아보기

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로 인해 마치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전공 학생

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체육 수업 안에서 제한된 내용만을 가르쳐야 하는 자신의 

현실 때문에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20년 가까이 각 대학 무용과에 아이들을 보내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고

들이 많이 생겨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상 좀 힘들고 하려는 아이들도 

많이 줄었죠. (윤연륜, I-SE-120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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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무용 영역의 교육자들은 현실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 학생들을 

위해 의미 있는 무용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나마 인문계 학교에

서 무용 수업을 정규 교과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교육자들 스스로에게 또 다른 의욕을 불어넣어 비록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있

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2) 발레교육자로서의 진로 재검토

발레교수갈등기의 두 번째 특징은 발레교육자로서의 진로를 재검토하는 시기

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초임 교사로서 어색하고 힘든 시기를 막 견뎌냈던 발레교

육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왔다. 그 

과정에서 쉼 없이 달려온 탓에 자신의 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거나 다시 돌

아보는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자신을 반

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들은 대부분 갈등의 시점에서도 자신이 지닌 발레교육자로서의 재능을 발견하고 

무사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갈

등을 통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을 통해 또 다른 전문성의 요소를 

충족시키고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해 잊고 있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했기 때문

이다. 

1년 반 동안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느낀 점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저한테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르

치는 사람으로서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가르치는 데에 어떻게 쓸 것

인가 하는 연결고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곳(내가 일하던 곳)의 환경이 얼마

나 좋은 것이었나! 새삼 깨달았고 제가 10년 동안 보았던 학생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확 다가왔어요. (이신뢰, I-PE-120711-2)

위의 교육자처럼 갈등의 시기는 매우 힘든 것이어서 학문적, 경험적으로 반성

의 시간이 요구되었고,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의지하게 되도록 만들었다. 교육자

에 따라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과 접근하는 태도는 다르겠지만 대다수는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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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색 과정에서 그래도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며, 학

생들에게 의미 있는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 이미 받은 것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발레교수갈등기를 경험하고 이 시기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교육

자들은 자신의 일과 주변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존중하게 되어 한층 성

숙한 교육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다) 요인

발레교수갈등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개인, 영역, 환경 요소로 구분할 수 있

다. 개인 요소에서는 발레교육자의 삶의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발레를 가르치고 교육자로서 살아가는 데

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동안의 과로로 인한 육체적인 병환이나 정신적인 피로

는 충분히 교육자라는 직업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영역 요소에서는 동료 교육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자의 삶과 교육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과 주고받는 상호작용

과 크고 작은 사건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또 회복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환경 요소에서는 교육자가 속해 있는 교수영역과 업무환경 등이 주된 요인으

로 작용한다. 특히 전문무용영역은 학생들의 실력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가시적

으로 드러나는 콩쿠르 입상, 대학 입시의 합격률에 대한 스트레스가 암암리에 작

용하게 된다. 학교무용 영역의 교육자들은 자신이 맡은 수업 외에도 학교에서 주

어진 다른 업무도 해야 하며, 생활무용의 교육자들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유지

를 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 모든 요인을 뒤로 하고 발레교수갈등기

를 극복할 수 있었던 한 교육자의 이야기에서 발레교육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이 그를 성장시킬 수도 퇴보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저만 돌보며 아무도 안 가르치며 마음껏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좋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나만 책임지는 것이 좋았고. 그렇지만 

집과 가족을 떠난 것이 슬프고 우울하면서 그때까지 바깥일만 많이 하는 

바람에 아이와 집안 살림은 시부모님께 맡기고 바깥일만 했어요. 일에 치

이고 저는 부족한데 부족한 것은 감추는 역할을 계속 하면서 남을 돌보아

야 하는 것이 교육자인데 남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못 가졌던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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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열심과 최선만 가졌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 갖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일만 했던 10년. 그것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는 큰 

변화였고, 남을 이제 진정 사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진정으로 가르치

고 싶다’가 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신뢰, I-PE-120711-2)

4) 발레교수안정기: “무엇을 해도 능수능란한 베리에이션”

발레교수안정기는 발레교육자로서의 성장과 갈등의 시간을 반목하는 과정에서 

안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적으로는 발레의 기본동작 및 고난도의 동작을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동작들을 무리 없이 

해내는 베리에이션 단계에 해당된다. 센터 워크 단계에서 경험한 실패를 바탕으

로 이제는 어떠한 동작, 어떠한 표현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이

며, 동작의 느낌이나 표현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

조하기 위해 다양한 안목과 관점을 취하게 되는 시점이다. 발레교수안정기를 맞

이하게 된 계기와 특성, 이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계기 특성 요인

자의 타의 전문성 정체성 개인 영역 환경

교사효능감, 

직무만족, 

소명의식

사회적 인정
전문성의 

심화와 확장

발레전문가

로서의 영역 

확장

교육자로서

의 재능 

발견, 책임감

분야에서의 

인정

협력적인 

교수영역과 

업무환경

<표 45> 발레교수안정기의 특징 

가) 계기

발레교수안정기, 즉 교육자들이 안정적인 전문성을 발휘하여 가르침을 펼치게 

되는 계기는 교육자로서의 만족감과 사명감, 소명의식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와 

발레 분야에서 뛰어난 교육자로서 인정받게 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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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육자들은 앞서 극심한 갈등의 시기를 겪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

육자로서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과 재능을 발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자

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보다 교육에 집중하고 여

러 가지 문제를 능수능란하고 여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지니게 되었다. 

실은 발레단을 그만 두고 가르치는 것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실컷 

무용했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사촌언니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서 “너 

은퇴하고 뭐할 거니?” 그래서 “어, 나 살림만 했으면 좋겠다.” 가족들을 위

해서 그랬더니 “너 굉장히 이기적이다. 네가 주역으로서 네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그만큼 배운 것도 많

은데 후배나 학생들에게 환원을 안 하냐.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니?” 그러

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나는 나만 생각했는데 내가 무대에 서려면 

발레단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야 하고 무대도 마련해줘야 하고, 의상도 주

고 좋은 선생도 데려오고 작품도 사와야 하고 나한테 투자를 많이 한 거구

나. 그래서 나도 환원을 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박심미, I-PD-120510-1)

위의 교육자는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을 주변사람을 통해 새롭게 인식

하면서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게 되었다. 그동안 춤추고 발레를 가르쳤던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

과 공유하기 위해 좋은 가르침을 펼치기를 다짐했다. 이처럼 발레교육자들은 잊

고 있던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재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전달

하고 공유하는 것이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 오랜 경력을 쌓

는 동안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 제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좋은 교육을 펼치기 위한 소명의식을 

확인하게 된다.

나) 특성

(1) 전문성의 심화와 확장

발레교수안정기의 첫 번째 특징은 전문성의 심화와 확장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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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교육자들은 높은 수준의 기능적 전문성과 예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경력과 경험이 보태어져 성숙된 심성적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먼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자들이 습득한 기능적 전문성은 구체적으로 발

레지식과 발레교수지식이 더해져 학생들에게 적합한 연습방법을 제공하고 학생

들의 신체적인 특성, 성격에 따라 적절한 교육방법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확실히 이제는 애들이 준비하는 것만 봐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아라베스크나 피루엣 하려고 준비하는 것만 봐도 쟤가 잘 할 것인

지 말 것인지. 그리고 몸이 안 좋거나 빨리 못 알아듣거나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가 많이 돼서 힘들기는 해도 참 고마워요. 보통 발레하기 

체격이 좋은 애들에게 이 정도로 얘기하면 알아듣고 라인이 쭉쭉 나오고 

세 바퀴씩 돌고 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몸이 안 좋은 애들을 대상으

로 분명 연구를 해야 하죠.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해부학도 배우고 논문도 찾아보고, 동영상도 보게 되고, 내가 학생이

었을 때 어땠을까 자기반성도 해보게 되고. 무용수들이 하면 할수록 더 어

려움을 느끼듯이 완벽한 동작, 작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처럼 선생

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된 것 같다, 잘할 거야 보기만 해

도 아니까’, 그런데 또 아닌 애들도 있거든요. 선생도 무용수처럼 계속 공

부해 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박심미, I-PD-120510-1)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살피

며 테크닉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앙쉐느망이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이 이전 단계에 비해 매우 숙달되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며 학생들의 예술적인 표현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기울인다. 비

교적 미숙했던 이전 단계에서 신체적 조건이 어려운 학생을 접한다면 그들의 문

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

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 이제는 어려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즐겁게 느끼고 

배울 것이 많은 가르침이라고 여겨 긍정적인 태도도 학생을 대하게 되는 여유를 

보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을 느끼면서도 지속적인 전

문성의 발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무용수가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듯, 교육자 또한 가르치는 데에 필요한 공부와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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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전에는 ‘내가 뭘 가르쳤지, 내가 무슨 스텝을 준비했지?’였다면, 요새는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지? 얘네 토슈즈 안 해서 이래 토슈즈 해야겠다, 

마지막에 점프를 안 했더니 애들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커스

가 나한테 있었다면 아이들로 바뀐 시점, ‘아, 내가 이제 선생님이 되었구

나’라고 생각한 것이 불과 2~3년 전이에요. (김사상, I-PE-120604-2)

전문 발레교육자로서 이들의 관점은 ‘자신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

할 것인가’로 변화했다. 흥미로운 점은 전문무용 영역의 교육자들이 이구동성으

로 이야기하는 점이 발레 전공의 학생들이 발레를 하는 수업 시간 동안 매우 힘

든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발레를 좋아해서 춤추는 것이 좋아서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다시금 돌

아보게 되었다는 한 교육자의 말을 들어보자.

발레를 전공하는 아이들이 발레 실기를 하는 것은 괴로워하고 싫어하면서 

꾸역꾸역해요. 저는 발레를 싫어한 적이 없어서 ‘쟤네는 저렇게 발레를 싫

어하지?’ 그저 의문이었죠. 러시아 학생들을 보니 우리나라 수업 힘든 것

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든 수업을 하고, 우리나라 선생님들보다 ‘어

떻게 저러지’ 싶을 정도로 혼을 내는데 야단맞아서 펑펑 울고서는 다음날 

행복하게 와요. 처음에는 그것이 이상했어요. 계속 지켜보니 왜 다음날 행

복하게 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일종의 

학생들에게 마음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내가 돌아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 

제일 큰 목표는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자. 이 아이들이 또 행복하게 

무용실에 들어오게 만들자. 아침에 등교하면서 행복하게 만들자’라고 결심

했어요. 그리고 세세한 것들을 노력했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반갑게 인사했고 수업내용도 다르게 해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확인했

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오고 무용실을 들어오는구나. 오늘 기진맥진

해서 갔는데 내일 또 행복하게 들어오는 모습. (이신뢰, I-PE-120615-1)

이 교육자는 학생 시절부터 매우 성실한 태도로 춤을 배우고 연습하는 모범적



- 247 -

인 학생이었다. 이 연구에서 만나본 대다수의 교육자들은 학생 시절부터 지금까

지 특별한 문제없이 발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당도하게 된 지극히 

성실하고 착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인지 불성실하고 연습하기 싫어하

는 학생들을 볼 때면 이해하기 힘들고 열심히 하는 학생을 조금 더 잘 봐주는, 

일종의 편애 아닌 편애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전문 발레교육자로서 연령과 경력을 쌓은 이후에는 학생들이 발레를 

하면서도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이유가 자신에

게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교육자의 경우는 자

신이 갈등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은 유학길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한다. 발레무

용수의 길을 매우 험난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연습과 고민의 시간

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너희가 발레를 사랑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

고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늘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교육자의 몫이다. 작게는 

밝게 건네는 인사에서부터 학생 개개인의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갖는 것, 그렇

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이 시기 교육자들이 보이는 특

징이다.

많은 발레교육자들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조력

자이므로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었고, 발레교수심성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발레교

수갈등기에 자신이 경험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 한 교육자는 매우 구체적으

로 이야기해주었다.

그 전의 10년 동안은 떠날 생각만 했어요.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고 나는 

죄만 짓고 있어, 그들과 나를 위해 나는 떠나야 해. 나는 무대에서 아직도 

춤추고 좋은 작품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감 때문에 너희들을 만나고 있으니 너희들은 잘해야 돼’ 하는 보상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사랑을 했으되 대가를 바라는 

사랑. 내가 너에게 2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나는 연습을 2시간 포기했으니 

그 아이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심리. 그런데 행여 그 아이가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소중한 수업을 열심히 안 해?’ 

걔 입장에서는 여러 수업 중에 하나일 뿐인데 제 보상심리가 작용한 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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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하지 못한 학생,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

에게 용서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적인 원망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

리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도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러한 

점들이 변했던 것 같아요. (이신뢰, I-PE-120711-2)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학생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많이 

주고 싶다고 생각할수록 그 마음이 집착이 되어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신이 춤을 추고 싶고 춤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

가 강할수록 학생의 변화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칠 때에는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교육을 펼치고 인간적인 원망과 모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발레교수안정기는 

비록 잘 가르치고 싶다는 교육자 자신의 욕심을 줄이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

해서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관용과 존중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

또 다른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성장한 자신의 삶 속에서 연령과 경력이 높아질

수록 자신의 일과 삶이 더욱 강하게 밀착되어 간다는 점을 제시했다. 소위 연령

이 높아질수록 생기는 여유와 마음씀씀이가 자신이 수업에서 학생을 대하는 데

에 있어서도 그대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자신의 자녀와 비슷한 연령의 학생을 대할 때의 태도가 남다르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조금 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측면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철이 들면서 나 외의 다른 사람에 배려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 아

무래도 아이들을 보면서 내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지. 만약 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자극적이거나 상처받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 상처받는 학생보다 그 

부모가 더 속상하거든. 그런 것을 많이 우려하게 되지. 조금 깊이가 생기

지 인간으로서, 선생으로서. (유인내, I-PD-120517-1)

한편으로 발레교육자들은 십 수 년의 교수경험을 되돌아보며 자신보다 학생들

이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시작하고 직업무용수로서의 삶을 오래도록 해왔던 교육자

들은 발레 이외의 다른 경험이 거의 없는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많은 발레 전공

자들은 발레를 하기 위해 자신의 삶 속에서 발레 이외의 부분들을 희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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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발레를 시작해서 연습에 매진해야 했고 일반계 학교를 다녔더라

도 방과 후에는 연습실로 향해야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소소한 추

억거리나 진한 우정, 다양한 경험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Hamilton & 

Hamilton, 1991; Pickard & Bailey, 2009). 물론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직

업무용수로서의 삶, 그리고 지금 전문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변화

하는 사회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뛰어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을 넘어서

는 무엇인가를 학생들이 갖추어 주길 바라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발레 말고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없어. 발레 말고 누구 

앞에 나서서 논하거나 그럴 일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한쪽 

면에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꼭 발레만 아

니고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서 얘기해줄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그래서 학

생들한테 너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발레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 다른 

문화도 많이 접해서 그것이 축적되어서 20대나 30대 초반에 아무래도 속

에 있는 것이 표출되니까. (유인내, I-PD-120517-1)

이러한 점에서 발레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생 경험과 함께 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춤 세계와 삶의 일상으로 연결

시켜 나가기를 학생들에게 권하고 있었다(최의창, 2011; McFee, 1994). 발레를 바

라보는 폭넓은 안목과 섬세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적인 감성 등을 기르기 

위해서는 발레에 국한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되도록 다양

한 분야의 지식을 접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의 무용교사로 재직 중인 교육자는 과거의 자신이 전공한 발레를 고집하

며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식의 수업을 했다면 지금은 비전공 학생들이 원하는 다

양한 움직임을 수업 시간에 소개하여 교육과정 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

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고 했다. 청소년기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스

트레스와 심리적인 문제들을 무용 시간만큼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것이다.

저는 수업시간에 라인댄스를 주로 하고, 스트레칭, 요가를 1학기에 주로 

하고, 요즘에는 다이어트댄스, 방송댄스 등을 학생들에게 맞게 수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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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요즘 셔플도 좋아하니까 그것도 좀 해보고 애들이 즐거워야 하니

까. 2학기에는 몸 익히기 동작하고 각국의 민속무용, 춤추는 것 하고. 실

기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반기에는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전

에는 일반 애들하고 수업하는 것에 재미를 못 느꼈는데 요즘에는 재밌더라

고요. (윤연륜, I-SE-120614-1)

학교에서 무용교사로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학생의 입장에 맞추어 수

정해나가는 과정에서 교육자는 다양한 움직임이나 표현활동들을 직접 배우고 익

혀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학교 무용교사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던 발레교수갈등기와 비교한다면 비전공의 일반 학생들에게 발

레가 아니더라도 움직임, 춤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것의 즐거움과 의미를 일깨워

준다는 점에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무용이 어린 학생들에게 레크리에이션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활동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찍이 많은 학자들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Bond & Stinson, 2000; Embrey & Rose, 2002; Sanderson, 2001).

잠재적으로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춤을 경험함으로써 이들이 성인으로 자라

났을 때 이러한 문화를 즐기고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학교의 수업 시간 중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교육을 펼

치고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나 성인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즐겁게 살아가게 되도록 그 역

할을 발레나 무용을 통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축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꼭 발레가 좋다, 문화예술이 좋다, 뭐가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저는 이 분야에 전문성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정문화, I-SE-120710-2)

더 이상 그들에게 발레라는 특정 장르의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직업무용수를 길러내는 예술학교에서나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에서나 그

들이 발레라는 매개를 통해 예술을 경험하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의미나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것 자체로 가르치는 행위는 의미 있는 것이다

(McFee, 1994).

사람들에게 무용은 낯설고 어색한 일인데, 자신의 삶에서 움직임 기술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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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예술적인 감각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 것

인지 강조하고 있죠.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나도 깨닫게 되죠. 전문가의 입

장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나의 삶도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발레 테크닉으로 폭이 좁았다면 지금은 예술 전반, 예술과 내 삶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맺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오히려 지금에서야 

무용의 본질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서절제, I-PE-120511-1)

이처럼 많은 교육자들은 자신의 가르침과 삶을 동일시하게 되면서 가르치며 

배우는 활동을 매우 의미 있게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발레, 무용의 본질

을 책에서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몸소 경험하고 갈고 닦으며 내

면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동작 하나, 정확한 테크닉 하나에 좌지우지

되었던 이전의 시간들은 결국 발레, 예술,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걸어온 일련

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레교수안정기의 교육자들은 앞으로의 교육철학과 미래계획을 세

우고 있었다. 교육자로서의 지속적인 전문성 발달을 위해 그리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 위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자리와 맞

바꾸었던 다른 경험들을 접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자신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

갈 것이다.

나는 굉장히 소시민적인 사람이라 자리 욕심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 내가 

한창 젊음을 만끽하거나 낭만이나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 자

신을 위해서 내가 즐거워야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나를 위해 살

고 싶어. 다양하게 알아야 아이들과 대화도 되고, 너무 발레, 발레 해도 

아이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요즘 아이들은 워낙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접해보고 싶어 나를 위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위

한 것이기도 하지. 꾸준히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유인내, I-PD-120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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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레전문인으로서의 영역 확장

발레교수안정기의 두 번째 특징은 발레전문인으로서의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

켜 나간다는 점이다. 발레교육자들은 그동안 가르치는 일을 위해 잠시 접어두었

던 무용수, 안무가로서의 꿈을 펼치기를 원하고 있었다. 교육자로 입문하기 전에 

대학이나 발레단에서 왕성한 무용수, 안무가로서의 경력을 쌓아왔던 이들은 비록 

교육을 위해 잠시 이 분야의 활동을 멈추었지만 완전히 떠나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에게 맞는 춤을 춰야겠다! 해서 창작발레, 컨템포러리 발레 안무하는 것

을 좋아했거든요. 이 전에는 안무 작업을 많이 했어요. 가르치는 일을 맡

게 되면서 지금은 거의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았지

만 안무를 하고 싶죠. (박우아, I-PD-120504-1)

실제로 교육자로서의 과정에 무용수, 안무가로서의 역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지내오면서 이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은 아

니다. 전문무용, 학교무용, 생활무용의 전 영역에서 발레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중에는 학생들에게 작품을 가르치고 창작하며 공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많은 제자들을 배출한 교육자의 경우, 이들로 이루어진 사설 발레

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작품 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안무 능력을 인정받아 전문발

레단의 공연을 의뢰받아 안무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도 선생님만큼의 좋은 안무자가 되어야겠다. 선생님의 발꿈치에 따라가

지는 못하겠지만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겨야겠다. 우리 선생님이 좋은 작품

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내가 선생님의 작품을 연구해서 논문도 써야겠

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많이 하면서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나의 발전

을 꾀하고 싶어서 연습도 더 하고 싶고 작품 구상도 더 하고 싶고 저는 

안무 하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이신뢰, I-PE-120615-1)

또는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행정적인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고 발

레교육 영역에서 주된 조언가로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베풀던 

교육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자 사회적 환원과 봉사의 의미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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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가진 만큼 베푼다’의 의미라기보다는 좋

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그리고 과거 선생님에게 받은 은혜를 나의 제자

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의미에 가깝다.

만약 내가 4학년 때 내 친구가 부채춤 추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내 인생

은 바뀌었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해서인지 이제는 문화 소외지역

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

질 수 없기 때문에 나와 그 사람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 이때 발레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도 

있지만 발레가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발레 안에 음악, 연극, 몸 다 들어있

어서죠. (김낭만, I-PD-120619-2)

봉사라는 것은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하다보니까 내가 더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들을 통해 영감

을 받고, 내가 수혜자지. (전원리, I-PD-120713-2)

한국에서 발레가 활성화되기 이전 시대에 발레를 하면서 겪었던 경제적인 어

려움, 그리고 이제 한국 발레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자로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

은 교육을 넘어선다. 그도 그럴 것이 공연을 하거나 안무를 하거나 발레와 관련

된 모든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이 매우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에 더하여 또 다른 교육자는 발레전문인으로서 자신의 행복, 만족만을 위해 활동

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발레라는 예술을 통해 치유 받고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희생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했다.

예술은 나, 나의 예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현재의 고달픔이 위로받고 희

망을 갖고 삶의 재미도 느끼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나 혼자 잘났다고 재

밌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도 

쉬지 않고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새로운 생각도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

드는 노력 끝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희생해야 해요. 

(김순수, I-PM-120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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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문 발레교육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교육적 전문성을 일종의 재

능기부 형태로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으며, 무용과 관련된 행정적, 재정적 행보

에 있어서도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총체적인 발레전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발레교육자였던 그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한다. 이로써 

교육과 현장을 아우르는 발레전문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다) 요인

발레교수안정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개인, 영역, 환경에 따라 구분할 수 있

다. 개인 요소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재능 발견, 책임감, 소명의식 등이 주된 요인

으로 작용한다. 발레교수갈등기를 통해 한 단계 더욱 성숙해진 교육자들은 자신

의 교육자적 재능을 신임하고 이에 더하여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자신이 절대 게을러질 수 없고 계속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한 교육자의 이야기에서 이는 더욱 분명하게 느껴진

다.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10년 전쯤 콩쿠르에서 7살짜리 아이가 토슈즈를 

신고 돌고 뛰고 다 하는데 무릎이 안 펴져.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콩쿠르에

서 토슈즈 못 신게 하잖아. 그때만 해도 토슈즈를 신으면 상을 주니까 애들

이 토슈즈 신고 나오는 거야. 애가 너무 일찍부터 토를 신어서 키도 안 크

고 무릎도 안 펴지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선생님이 저 아이의 인생을 망

쳤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떤 의식을 갖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물론 있지만 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가르치는 분들

도 많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

을 때까지는 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김낭만, I-PD-120516-1)

위의 경우처럼 비단 자신의 제자가 갖는 문제는 아니지만, 발레를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전문 발레교육자에

게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발레교육 전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

식하며 좋은 점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나쁜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교육자의 자세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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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심성적 전문성의 성숙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영역 요소에서는 분야에서의 인정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제 전문 발레

교육자로 성장한 이들은 발레뿐만 아니라 무용계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된다. 

작게는 학교의 전임이나 책임자에서 시작하여 대학 교수나 발레단의 마스터, 국

제콩쿠르의 심사위원 등 점차 발레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서로 협력

하며 미래의 발레교육을 설계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자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제

자나 동료교육자 등은 그들에게 매우 큰 힘을 주는 조력자들로 발레교육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보다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환경 요소에서는 협력적인 교수영역과 업무환경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발레교수안정기에는 교육자 자신의 능력도 뛰어났지만, 발레교육자의 교수전문성

을 심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문무용, 학교무용, 생활무용 영역의 

지원과 긍정적인 업무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졌다. 발레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성장

한 교육자의 지위와 신임 덕분에 특정 활동을 할 때에도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암묵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들 스스로가 지닌 높은 수준이 전문성

과 맞물려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은 마치 전구의 불이 켜지는 

과정과 같다. 전류가 흐르듯 자연스럽게 발레를 가르치는 일에 끌려 발레교수입

문기에 들어선 예비 교육자들은 자신의 적성과 교수활동에 대한 의미, 자신감을 

얻으며 빠르게 성장한다. 성장과정에서 배운 여러 가지 학습내용과 경험들은 그

들이 교육자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직으로 상승

하며 원활하게 이루어지던 전문성 발달은 굽이굽이 말려있는 필라멘트 부분을 

거치듯 발레교수갈등기를 통해 성장과 반목을 거듭한다. 때로는 자신의 전문성 

수준에 대한 의심과 회의, 심각한 직업적 갈등 사이에서 결국은 자신의 교육자로

서의 재능을 재확인한 후, 보다 강력한 전문성으로 무장한 전문 교육자로 발돋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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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과정의 필라멘트형 구조 

이처럼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은 필라멘트형 구조로 되어 있어 아무리 

발레교수입문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하더라도 발레교수안정기에 이를 때까

지 끊임없는 학습과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빛을 발하지 못한다. 특히 

전구에서 가장 중요한 빛을 발하는 필라멘트 부분에서 극심한 갈등, 혼란이 일어

날 때 이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면 못 쓰는 전구가 되어버리듯, 발레교수

성장기과 발레교수갈등기 사이의 원만한 극복이 전체 발달과정에서 핵심적이다. 

성장과 갈등의 과정이 상호 순환했을 때 전구에 빛이 들어오듯, 발레교육자로서

의 안정기 또한 찾아오게 된다. 발레교육자들 개개인의 전문성 발달과정은 소소

할지 모르지만, 결국 전체 발레교육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제

공하며, 미래 발레교육의 비약적인 발전과 뛰어난 인재 양성을 책임질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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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발달과정은 발레교수입문기, 발레교수성장기, 

발레교수갈등기, 발레교수안정기로 구분되었다. 특히 발레교수성장기와 발레교수

갈등기는 순환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성장과 좌절, 극복과 성장으로 반복되며 전

반적인 교육자의 전문성을 보다 나은 수준, 상위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구조를 

보인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난 교육자들은 자신이 처음 발레를 시작한 순간

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계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발레

전문인이다. 이들의 전문성 발달과정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발레를 춤추고 가

르치며 만들고 공유하는 발레전문인으로서의 성장과정의 일부이다. 

정체성

구분
발레무용수 발레교육자 발레전문인

발달과정

발레수행입문기

발레수행성장기

발레수행갈등기

발레교수입문기

발레교수성장기

발레교수갈등기

발레교수안정기

발레전문입문기

발레전문성장기

발레전문갈등기

요

인

개인 체격, 운동감각, 재능 학습, 경험, 내면화 전문성의 확장

영역 부모님, 선생님, 선배 선생님, 동료교사, 학생 동료교사, 학생

환경 교육기관 교수영역, 업무환경 사회적 환원, 기여

<표 46> 발레전문가로서의 총체적 성장과정 

어린 시절 발레를 시작하면서 발레에 흥미를 갖고 전공하기를 결심한 시기를 

발레수행입문기로 본다면, 무용수로서의 미래를 꿈꾸며 실기능력을 갈고 닦는 발

레수행성장기를 거치게 된다. 발레무용수로서의 발달과정에서는 개인이 지닌 신

체적인 조건, 체격이나 선천적인 운동감각, 예술적 표현과 같은 재능이 매우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른 분야의 예술가가 그렇듯, 발레무용수는 조기교육

을 통해 재능 발견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과 선

생님, 선후배 등의 주요타자 등은 이들이 무용수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환경적으로는 얼마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

았는가에 따라, 쉽게 말해 얼마나 발레를 제대로 잘 배웠느냐에 따라 기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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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를 보이는 시기이다. 물론 발레무용수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

은 노력과 시련,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와 도전의 순간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시기 역시 발레수행갈등기로서 많은 시간을 연습과 자기반성, 학습에 쏟아야 했

다. 이 시기에 부상이나 무용수로서의 재능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레무용

수로서의 삶을 지속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체성의 전환이 이

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무용수, 어떤 사람은 교육자, 어떤 사람은 안

무가 등등 개인의 성향과 적성이 보다 구체화되며 다른 진로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발레교육자로 입문하기 전의 상황은 발레교육자가 된 이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입문기-성장기-갈등기로 향하는 순차적이고도 순환적

인 구조는 발레무용수, 발레교육자, 발레전문인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으며, 갈등기에 경험하는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정체

성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발레교육자로서의 안정기를 경험한 이후에도 그

들의 삶이 정지되거나 퇴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발레전문인으로서 

이전의 무용수, 교육자, 안무가 등의 경험에서 성취하지 못했던 수준의 것을 성

취하고자 하며, 무엇보다 자신이 받은 만큼 발레계와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고

자 한다. 결과적으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은 발레교육자라는 정체성에

서 볼 때는 발레교수입문기-발레교수성장기-발레교수갈등기-발레교수안정기라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발레를 전공하고 가르치며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여러 영

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발레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본다면, 이 또한 

전문인으로서의 입문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음 절에서는 발레교육자의 각 유형별 

발달과정 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예비 발레교육자를 양성하고 기

존 발레교육자들을 교육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 다루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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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형별 발달과정

이 절에서는 발레교육자들을 성장과정, 교수영역에 따라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나타나는 발달과정 상의 특징에 대해 다루겠다. 교육자가 된 계기와 그동안의 경

력에 따라 성장과정은 대학에서 발레를 전공하고 교육자가 되는 전형적 유형의 

‘전공과정형’, 일찍이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무대경험을 쌓은 ‘직업무용수형’,

학교에서 발레교육을 펼치기 위해 체육과 중등교원자격 2급을 취득한 ‘교직이수

형’으로 구분된다. 교수영역은 예술 중·고등학교, 대학 등 발레전공의 직업무용

수, 안무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는 ‘전문무용’, 일반계 학교에서 발레 비

전공의 학생들의 움직임 활동, 창의성 및 예술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

는 ‘학교무용’, 사설기관에서 다양한 대상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생활무용’으로 구

분된다.

1) 성장과정

먼저 연구에 참여한 발레교육자들을 성장과정에 따라 전공과정형, 직업무용수

형, 교직이수형으로 구분한 것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발레교육자들이 이

러한 세 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이 세 가지 유형의 교

육자들 간에는 부각되는 전문성의 측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무용, 학교무용, 

생활무용 등의 교육목적에 맞게 선호하는 교육자 유형이 다르다. 쉽게 말해 전문

무용 영역 중에서도 해외 유수의 콩쿠르에 출전시킬 유망한 발레리나 양성을 꿈

꾸는 기관에서는 직업무용수형의 교육자를 선호할 것이고, 유아나 어린이, 청소

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기호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기관에서는 

예술적 감성과 움직임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공과정형 혹은 교직이수형의 교육

자를 선호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전공과정형의 교육자, 즉 유년기에 발레교육

을 통해 인문계 학교나 예술계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무용 전공을 

졸업한 유형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대학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소수의 인원에 포함되어 체육과 중등교원 2급 자격을 이수한 교직이수형, 마지막

으로 국내에 몇 개 되지 않는 직업발레단과 해외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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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는 직업무용수형 순으로 교육자의 유형은 양적인 위계를 지닌다. 그러나 

그것이 질적인 위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인 직업무용수형의 교육자라 

발레교육자 중에 전문성에서 제일 뛰어나고 다수인 전공과정형의 교육자가 제일 

부족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발레교육자들은 각자의 활동 영역에 적합

한 전문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앞서 제시되었던 발레교육자의 공통적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 단계를 조금 더 길게 경험하거나 다른 유형에 비해 독특

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각 발레교육자의 유형별 성장과정, 즉 전문성의 발달과정에서 나

타나는 특징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겠다. 면담과정에서 발레교육자들의 성장과정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전공과정형으로 교직에 입문했다가 추후 

필요성을 느껴 대학원에 진학하고 교직을 이수하는 경우, 참여자 선정 구분에는 

교직이수형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성장과정이나 자신의 대학 시절을 반추하며 답

변할 때에 전공과정형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는 엄밀히 말해 교직이수형의 교육

자 또한 대학 무용과를 졸업하고 그 과정에서 체육과 중등교원 2급 자격을 이수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전공과정형과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절에서 제시하는 인용문은 성장과정의 유형, 즉 전

공과정형, 직업무용수형, 교직이수형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레교육자들

의 답변을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므로 전공과정형의 인용문 중 교

직이수형 교육자의 답변이 포함될 수 있고, 교직이수형의 인용문 중 전공과정형 

교육자의 답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가) 전공과정형

(1) 전공과정형 ○○씨의 발레교수입문기: 4년 동안 무용수

전공과정형의 발레교육자들은 주로 대학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졸업 

후에 직업을 구하면서 가르침을 시작한다. 이들은 쟁쟁한 대입 시험을 뚫고 무용

학과나 무용전공 학과에서 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기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대

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대학은 실기 전공별로 기초 실기와 작

품 실기 과목, 공통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전공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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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학 내외의 행사를 위해 1년에 1번 이상의 작품 연습과 공연을 준비한

다. 이러한 대학 무용과 교육과정 속에서 발레 전공 학생들은 예비 발레교육자의 

신분으로 4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된다. 그러나 교육자들이 자신의 대학 생

활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학교가 실기 교육만 중시하잖아. 실기가 매일 공연 뛰는데 중심이 맞추어

져 있잖아. 자기 분야를 정해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 밑에서 공연 뛰는 분이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니까 강의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실기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고 한 학기 

후에 그 수업을 또 맡을지도 모르니까 대충 적당히 가르치고. 그리고 대학 

때 세부 전공이 없잖아. 그냥 공연하다가 이것저것 배우고 끝나는 거지. 

석사도 거의 그렇고. (박감성, I-SE-120619-1)

첫째, 대학교에서의 교육은 대부분 발레 무용수를 위한 교육이었다. 발레 무용

수를 꿈꾸며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모든 발레 전공자가 발레단에 갈 수 없다

는 사실을 발견한다. 또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졸업

생이 졸업 후에 발레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들

이 대학 시절에 경험한 수업 내용은 실제적으로 발레를 가르치는 일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무용교육과가 아닌 이상 무용과, 무용학과에 적합한 교육내용이 주어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 무용과 교육과정에 무용 안무법이나 무대 

연출, 무용음악, 무용 기보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실제적으로 무용교육학이나 교육실습에 관한 수업은 매우 비중이 작다(서숙희・
이윤혜, 2012). 

무용교육 수업에서 여러 모형을 가르쳐 주시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기 교육을 하고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이론적인 

내용으로 치중이 되어서 솔직히 내가 수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는 않

았었던 것 같아. 순전히 이론적인 내용에 집중된 수업이었고, 그나마 토론

하는 것은 재미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실제 교육하는 데에 도움을 준 

수업은 없었던 것 같아. 불만이었지. (박감성, I-SE-120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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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무용과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이들이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에 적

합한 활동을 해나가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 점에서 실제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과 방법, 현장을 접하기에 앞서 교육실습의 형태를 경험하

는 수업이 매우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학 무용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고 다양한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과목을 가르쳐

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서숙희・이윤혜, 2012). 또한 대학 무용과 수업을 통

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을 기반으로 한 교

육과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오현주・노현식, 2012).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대학 무용과 4학년생들은 졸업 후의 생활에 대한 막막한 심정을 지니고 있을 것

이다. 전형적인 전공과정형을 경험했던 박감성 교육자 역시 과거를 회상하며 안

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연구자: 학생들 중에 교육자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교육자: 거의 다 그렇지. 내가 힘들었던 것이 졸업하고 수업을 나가면 유

치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 그런데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막상 선배 언니가 수업을 줘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내가 유치부 아이들을 알고 그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할 줄 알았

어야 했는데 그냥 던져놓고 발레만 가르치려니까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누구나 한 번씩은 겪는 일인 것 같

아.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랑 안 맞는 것 같아”하고 그만두는 친

구들이 진짜 많아. 나도 그런 줄 알았으니까. 학교에서 유치부를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 전

혀 배운 적이 없잖아. 그냥 뛰어들어서 내가 몸으로 체험해서 배

워야 했으니까. 처음에 힘들었지. (박감성, I-SE-120619-1)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일반

적인 대학원은 무용학의 세부적인 학문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이므로 학

생들에게 실제적인 발레교수법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실습을 제공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예비 교육자들의 연령과 시기를 고려해보아도 대학원 과정보다는 학

부 과정에서 발레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경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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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수의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특성화

된 교육을 펼치고 있다. 서울소재 한 대학의 무용전공에서는 발레교육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교육방법에 대한 수업내용을 전공실기로 구분하여 학생들

에게 이론적인 공부와 교육실습,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학을 졸업한 한 교육자는 대학 2학년부터 이수했던 이 과정에서의 학습이 

자신에게 예비 교육자로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저는 그래도 지도자과정에서 다양한 대상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과정이나 

수업을 해봤으니까 그나마 나은 편이었죠. 그런데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

어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고, 실습과 실제도 달랐어요. 몸으로 부딪혀서 

해야 하는 거니까. (김예술, I-LM-120515-1)

또 다른 실기 전문 대학원에서는 특정 발레교수법을 단계별로 학습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법 자체를 학위 과정의 주된 교육과정으로 삼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발레교수법을 이론과 실기를 통해 배우고 학습하며 이를 논문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계에 적합한 발레교수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졸업하게 된다. 이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마친 교육자는 비교적 만족스러워했

다. 발레교수법을 배우기 위해 해외 유학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비록 늦은 나이

에 배우게 되었지만 교수법을 배우기 전과 후의 자신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용 실기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한 대학원이었는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때 느낀 것이 ‘아, 이런 것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으면 얼마나 좋

았을까 왜 이제야 배웠을까’하는 것이었죠. 거의 나이 30에 배웠으니까 속

상했고, 여태까지 8년 동안 가르쳐왔는데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게 

되잖아요. 내가 좀 더 잘 알고 가르쳤더라면 아이들이 훨씬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소신, I-PE-120619-1)

위 교육자가 안타까워했던 점은 발레교수법을 가르치는 경험을 시작하는 대학 

학부 시절에 배웠다면 더욱 유용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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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초임교사의 한계이다. 그러므로 실제 

예비 교육자들이 교수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발레교수법에 

대한 이론과 실기, 그리고 그것을 연습 삼아 가르쳐보는 실습수업이 꼭 필요하다

는 점이 제기되었다(서숙희・이윤혜, 2012, 최의창, 2010). 

대학에서 발레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발레선생님이 되는 전공과정형의 발레교

육자들은 발레선생님으로서의 가장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대다수의 교육자

들이 발레교수입문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어떤 이는 그것을 너무 크게 느껴 다른 

진로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하면 자

신의 진로가 제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

은 달랐고 4년 동안 무용수로 살아왔던 생활이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고 정작 무

용수 외의 삶을 살기에는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이다. 많은 발레교육자들은 발레교수입문기의 자신을 떠올리며 자신의 전처를 밟

지 않도록 대학 무용과의 교육, 더 이르다면 예술 고등학교에서도 발레 전공자의 

진로와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 진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

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2) 전공과정형 ○○씨의 발레교수성장기: 내 인생은 나의 몫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가르치는 일을 구하게 된 교육자는 점차 경력이 

쌓일수록 초임교사 시절에 비해 안정되고 숙련된 수업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업을 그저 잘 진행할 줄 알고 학생들을 대하는 데에 큰 어

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직 전문 발레교육자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면

이 많이 있는 단계이다. 이 시기의 전공과정형 발레교육자는 다른 유형의 교육자

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새로운 수업을 위해 발레교수법을 배우거나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이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정작 어떠한 전

문성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전공생 아이들은 가르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 같아. 왜냐

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왔잖아. 학교 다닐 때는 뭐가 필요

한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지. (박감성, I-SE-120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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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방법으로는 발레교수법을 배우거나 각종 협회와 

사설단체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혹은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교육자 개

인이 조사하고 계획하여 할 수 밖에 없었다.

발레만으로는 학원이나 센터에서 수업하는 데에 무리가 있어요. 갑작스럽

게 요가 수업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이들 작품을 만들 때도 발레만으로는 

창의적인 것이 안 나오거든요. 협회 같은 데서 지도자 자격 과정도 있잖아

요. 그런 것이 꼭 도움이 100%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력서 낼 때도 조금 당당해질 수 있는 것 같고. 

(박자아, I-LM-120515-1)

물론 교수법이나 자격증이 전문성의 모든 요소를 만족시켜주지는 않지만 그래

도 아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느끼는 바가 많고, 최신의 스타일과 

교육적인 방법을 도입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교육자들은 가

르치는 일의 틈틈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3) 전공과정형 ○○씨의 발레교수갈등기: 발레선생님? 일개 강사

전공과정형 발레교육자들 역시 어느 정도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 수준을 갖추

게 되었을 때 갈등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물론 이 갈등은 교수입문기에서 시작

되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각 교육자들은 발레선생님을 계속 해야 할 것인

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이 시기에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겪는 주된 이유는 전공과정형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환경

에 있다. 오랜 시간동안 가르치는 경력을 쌓으며 학생들을 어느 정도 잘 가르친

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전문성 중에 채워지지 않는 측면을 발견

했다. 이는 발레교육자로서 직업을 유지하는 데에 겪는 고용 불안의 문제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 한 곳에서 오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전문무

용 영역의 예술 중·고등학교의 강사, 대학 강사의 경우도 행정적, 주변적 이유

로 인해 전임강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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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그 외의 영역, 학교무용이나 생활무용 영역에서는 발레교육자의 고

용불안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발레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수

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의 질은 물론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수업의 

결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콩쿠르 성적이나 입시 결과, 작품 발표회 등의 

실적이 좋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중되며 이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발레지

식 중에서도 작품 베리에이션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학생의 수준과 

스타일에 맞게 선정하고 연습시키는 독자교수법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한 학교

장 및 원장, 학부모 등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원만한 인간

관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방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대학 무용과를 졸업한 전공과정형 

발레교육자는 자신의 독특한 전문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쉽게 말해 현장에서 요

구하는 직업무용수로서의 경력을 지닌 것도 아니고, 교직이수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수업을 오래 유지하기 힘들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 때마

다 다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대다수 전공과정형으로 가르침을 시

작한 교육자들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나면 교직이수를 목표로 교육대학

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레교수갈등기

를 겪으며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는 교육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요즘 부모들은 선생님 학력, 경력 다 보고 메소드를 했는

지도 따져요. 아이가 가려는 학교 스타일대로 가르치는지도 따져보고 입시

는 얼마나 잘 보냈는지. 사실 원장들도 강사 뽑을 때 그런 것을 기준으로 

뽑기도 하지만. 일단 아이들을 맡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 하려

면 속되게 말해서 빡세게 시켜야 하는데, 그럴 때 학부모들은 애들 말만 

듣고 와서 막 따지기도 하죠. 그럴 때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싶

죠. (오숙련, I-LM-12060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갖가지 어

려움 속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얻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

이다. 자신의 직업적 진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긍정적인 측면에 

더욱 무게를 싣게 된 발레교육자들은 안정기에 접어들어 자신의 교수활동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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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여기며 일할 수 있게 된다.

(4) 전공과정형 ○○씨의 발레교수안정기: 나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전공과정형 교육자들은 이제 자신의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일보다 

앞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제자, 후배들은 자신보

다 나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좋은 것 같아. 아이들이 가진 특성은 다루기

는 힘들지만 아이들 자체가 너무 예쁘고 순수하니까 매일 유아만 가르치면 

힘들겠지만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고 전환이 되

고, 중학생들은 무용 전공하는 아이들이니까 테크닉적인 것을 좀 더 전문

적으로 하게 되고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내가 전달하려는 것을 빨리 받아

들이지.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고. 초등학생은 꿈을 키우고 이제 진로를 결

정하는 시기니까 나를 만나서 발레를 하게 되고 재밌으면 전공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뿌듯하고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 (박감성, I-SE-120710-2)

전공과정형의 교육자들은 주로 대학 동기, 선후배들과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구체적으로 수업에 필요한 실기능력, 앙쉐느망 구성 능력 등을 키워

나가기 위해 공부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실기능력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 가르치는 것도 

매번 아이들 발표회도 해야 하고 콩쿠르도 내보내려면 순서 짜는 것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수업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면서 생긴 아이디어인

데 한 달에 1번이라도 만나서 실기 연습도 하고 작품도 같이 짜면 여러 

명이 만드니까 부담도 적고 힘도 덜 들고 외롭지도 않고. (오숙련, 

I-LM-120515-1)

교육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일종의 실천공동체를 형성한 것이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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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졸업하고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동기들도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발

레선생님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자신이 맡고 학생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주로 친한 친구들

끼리 만남을 갖는 친목모임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보한 학습모임을 

가지면서 교육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서로 토로하기도 하고 학생, 학부

모, 학교장 및 원장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기도 했

다. 

지금까지 다룬 전공과정형의 발레교육자들은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으로 대

한민국의 발레 전공자가 발레교육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들의 이야기

를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교 무용과 혹은 예술계 고등학교, 대학교 무용과

로 이어지는 과정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 특히 대학 무용과에서의 교육이 무용

수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교육자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는 학생들 

개인의 몫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많은 교육자들은 비판

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대다수

의 학생들이 발레를 하는 것, 춤추는 것이 좋아 전공을 하고 있지만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라면 그들이 지닌 발레 실기능력이 활용될 수 있는 현장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일찍부터 제시해주고, 학생들이 선택하여 자신의 진로를 위한 

준비를 미리부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졸업 후에 전문직에 임할 수 있을 만한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나) 직업무용수형

(1) 직업무용수형 △△씨의 발레교수입문기: 또 다른 시작

직업무용수형은 직업발레단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발레교육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말 그대로 직업무용수로서의 최고 경지인 수석무용수나 솔리스

트, 코르 드 발레를 지낸 경험을 통해 가장 숙련되고 치열한 연습과 공연 현장에

서 일해 왔다. 직업무용수로 활동하면서 대개는 연습이나 공연 시즌을 피해 개인

레슨이나 특강 형식으로 처음 교수활동을 시작하고 이후에 은퇴를 하면서 정식

적인 교수활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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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들은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 덕분에 실기 연습을 꾸준히 하였고 녹슬지 

않은 실력으로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데에 있어 월등하게 좋은 전문성을 지

니고 있었다. 그러나 직업무용수형의 교육자들 역시 처음 학생들을 접했을 때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발레지식과 발레교수지식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발레 실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으나 실제로 무용수를 은퇴하

고 나니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 예비 교육자와 

마찬가지로 수업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되었다.

초기에는 내가 티칭이란 것을 몰랐어. 내가 아는 것에서만 가르쳤지.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발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티칭이 이루어졌

고, 발레단 때도 마찬가지고, (이동경, I-PD-120522-1)

이처럼 직업무용수로서의 삶으로부터 얻은 자신만의 경쟁력 있는 지식을 수업

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발레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구체

적인 교수법에 대한 학습과 연습의 기간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무용수

에서 교육자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2) 직업무용수형 △△씨의 발레교수성장기: 비단 위에 꽃을 더하다.

직업무용수형의 교육자들은 다른 유형의 교육자에 비해 발레지식 중 발레실기 

경험과 공연 경험이 많아, 다양한 레퍼토리 작품을 가르칠 때 필요한 세부적인 

피드백, 연습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발레교수입문기에는 누구나 자신이 해왔

던 방식 그대로를 학생에게 적용하여 가르친다. 그러나 차츰 학생에게 맞춤식의 

교육을 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이 배운 교육방법 중

에 이 학생에게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그 점에서 직업무용수

형 교육자는 발레단의 마스터, 예술감독, 안무가로부터 자신이 배웠던 경험을 떠

올리며 특히 자신과 같은 진로를 선택하게 될 전문무용 영역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처음에는 내가 해왔던 것,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을 가르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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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발레단에 있을 때 모셔오기 힘든 세계 유

수의 선생님들이 계속 오셨어. 발레단을 키우려고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서 

최고의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재산이 되었지. 그 무렵에 

바가노바 메소드를 3번 정도 반복해서 했는데, 내가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책을 보고 익히는데 이것을 과연 자기 몸을 써서 무용을 안 해본 사

람이, 학교에서 열심히 해오거나 무용단에서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글로 보고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꼭 주역무용수가 아니더라도 무대 생활을 

해본 사람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유인내, I-PD-120517-1) 

직업무용수 출신의 교육자들은 대부분 전문무용 영역, 그 중에서도 발레단 입

단을 희망하는 예술학교의 발레영재나 전공학생들을 지도한다. 이들은 자신이 춤

춰왔던 춤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그대로 가르치는 교수

법, 일례로 러시아 스타일의 안무에 익숙한 교육자라면 오래도록 그 스타일로 춤

을 춰왔기 때문에 바가노바 메소드를 받아들이는 속도나 태도에서 이질감이 느

껴지지 않는다. 반면 위의 교육자의 말대로 자신이 바가노바 스타일로 오랜 시간

동안 춤을 춰오지 않은 이상, 책에 나와 있는 그림과 동작의 이름을 익힌다고 해

서 그것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는 힘들다. 

같이 발레단을 했던 사람 중에서도 주역까지 했던 사람과 코르드발레까지 

해본 사람의 차이점은 이 사람이 무대에서 이것을 안 해봤잖아. 그리고 직

접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도 주역까지 한다고 무조건 잘 가르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중략) 내가 무용수면서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데에 100% 

집중을 못했는데 은퇴하고부터는 가르치는 것이 100%가 되니까. (박심미, 

I-PD-120604-2)

한편으로 직업무용수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잘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직업무용수형 발레교육자들이 초기 발레교수입문기에 체감했

듯이 발레지식이 곧바로 발레교수지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게도 시간과 학습, 노력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일에 필요한 지식, 경험, 태도는 

무엇인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은 무엇이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은 무엇인지 

온전히 몰입하여 자신의 수업을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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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해본 것은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은 그 느낌을 모르는데 그 느낌

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로운 것 같아. (유인내, 

I-PD-120517-1)

어느 무용 장르를 막론하고 자신이 몸으로 느낀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그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뛰어난 무용수가 자신이 알고 

있는 운동감각과 내적인 감성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모든 학

생들이 모두 뛰어난 무용수가 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교육자가 보여주는 시

범 그대로를 따라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으며 설명과 시범 중에 휘발되어 버

리는 여러 가지 미세한 표현들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직업무용수형 발레교육자

들은 발레교수성장기에 돌입하며 최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전문성의 장점, 발레

지식을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학생들이 은연중에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3) 직업무용수형 △△씨의 발레교수갈등기: 내 맘 같지 않은 아이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떠한 분야의 교육자든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요즘 애

들 왜 그래?”사정은 발레 수업에서도 다르지 않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갈등기의 주된 요인은 내 마음처럼 따라 주지 않는 아이들이다. 먼저 자신이 학

생 시절 했던 것처럼 성실하게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점, 그리

고 직업무용수 출신이다 보니 신체적 조건이나 재능에서 출중한 교육자가 많아

서 자신과 다른 신체적 조건,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자신이 목표한 바대로 움직

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직업무용수로서의 경력을 지닌 교육자들은 대부분 학생 시절 춤을 매우 즐기

고 재능도 있으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발레심성, 즉 발레를 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 자세, 태도가 잘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요즘 학생들은 너무나 다르게 느껴진다. 발레, 수

업,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의 학생 시절과 매우 다를 때 어려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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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도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 같아. 요즘 아이들이 많이 다르니까 

“얘들이 왜 이래” 이런 것은 좀. 시대에 맞게 학생들에게 100% 끄집어 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죠. 우리 때는 무용학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가 스스로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서 대중적인 매체, 비디오 자료도 거의 없

으니까 바가노바 책보고 거울보고 포지션 연습하고 가끔 외국에서 선생님 

오면 배우고. 수업시간에 선생님 얘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니

까 집중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혼자 연습도 많이 했는데 요

즘 애들은 자기 혼자 연습하는 경우가 없어. (박심미, I-PD-120510-1)

이들은 물론 발레 수업을 많이 받는 것이 발레 실력을 높이는 데에 중요하기

는 하지만, 무작정 수업의 양을 늘리고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신이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습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즉 내

면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지적 지식을 배우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 

익힌 기술과 감성이 조합되어 춤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혼자

만의 시간,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학생은 

거의 없고 주어진 수업시간 내에서도 충분한 몰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 교육자들을 힘들게 만든다.

다음으로 전문성의 한계를 느끼며 또 다른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경력과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때, 적절한 앙쉐느망이 구성되지 않을 때 이 또한 치열하게 연습하던 무용수 시

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유형의 교육자들이 

겪는 교수갈등기의 특징과도 유사하다.

내 능력에 한계를 느껴서 학생들이 더 이상 느는 것 같지 않을 때 좀 많

이 좌절되고, 그것을 이끌어 내주는 것도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성질도 많이 죽여야 하고, 내가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내 몸이 아닌 것

을 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것이. (유인내, I-PD-120517-1)

내가 음악을 많이 알고 스텝을 잘 짜야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내 능력

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하게 되지. 자신과의 싸움이야. (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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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D-120522-1)

단지 직업무용수형의 교육자들이 이러한 점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자신이 직업무용수로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에 따른 부담감이 크게 작용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곳이 전문무용 영역이다 보니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수준을 입증해주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4) 직업무용수형 △△씨의 발레교수안정기: 나는 아직 목마르다.

앞선 교수갈등기를 지나 교수안정기에 접어든 직업무용수형은 학생들의 성장

에 대한 여유로운 마음가짐과 열린 태도 등 관용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다. 학생

들이 지금 당장 못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심하게 꾸중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학생이 부상에 이르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

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교육자로서 필요한 발레교수심성으로 학생

을 존중하고 관용적인 자세를 보이며 스스로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왕

성한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물론 이 시기 즈음에는 대다수의 교육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을 확장시켜 교육자 이외의 행정적, 대외적 활동을 한다. 그러나 직업무

용수형의 교육자들은 과거 자신이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활용하여 교육자임

과 동시에 무용수, 안무가로서의 활동을 희망한다. 교육자로서 경력을 쌓으면서 

느낀 점들, 새롭게 알게 된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이 과거 자신이 무용수로 

활동했던 시기보다 질적인 향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무용수, 교육자 중에 재능이 있는 분야는?

교육자: 나는 발레, 춤을 더 추고 싶어. 발레단을 그만둘 때쯤 내가 터졌

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알잖아. 이 상태에서 춤을 추

면 조금 더 잘 췄겠다는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한

이 있어. (이동경, I-PD-120613-2)

위의 교육자처럼 발레단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아쉬움, 테크닉적이나 표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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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어서 무용수로서의 아쉬움과 미련, 열정이 남아있었

다. 뿐만 아니라 안무가로서의 경력을 확장시키고자 원하는 교육자도 있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해하는 과정에서 안무에 필요한 무용수 개개인의 특징을 

파악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키워졌고 이를 바탕으로 예전의 안무와 또 다른 형태

를 실현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공과정형 발레교육자들은 직업무용수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레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의 성장과정을 보여준다. 이들은 주로 자신과 

비슷한 발레영재나 재능이 뛰어난 발레무용수를 양성하는 기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며 학생들을 길러낸다. 그러므로 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특

징들은 한국발레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이끌어준 발레무용수들의 양성과정과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의 전문성 발달수준과 발달과정에 어린 발레무용수

들의 학습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테크닉은 물론이고 다양한 표현와 안

무를 소화할 수 있는 무용수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능력만 뛰어난 무용수가 아니

라 심성 또한 선한 무용수로 오래 남아 한국발레를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가는 이들 교육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무용수형

의 발레교육자들은 자신의 높은 수준의 발레실기전문성을 교수전문성과 면밀하

게 통합시켜 완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생들이 전문 영역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남을 보살피며 함께 공존하며 발레를 사랑

할 수 있는 발레심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다) 교직이수형

(1) 교직이수형 ▢▢씨의 발레교수입문기: 교직은 보험인가요?

발레전공 학생들에게 교직, 즉 체육과 중등교원자격 2급이라는 것은 매우 생소

한 것이다. 대학 무용과에 진학하여 소수의 학생들만이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도 있고, 발레에만 관심이 있었던 터라 한참의 시

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된 경우도 많다. 중등교원자격 2급의 본래 목적은 일반계 

중등학교에서 체육 교과 시간에 체육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획득한 자만이 중등교원임용교사에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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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합격 시 공립학교에 배정되어 정교사로 재직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 교과 내에 무용이 포함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육 전공 학

생들과 임용고사의 여러 단계를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육교사로 임용되

는 발레교육자는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을 이수하려는 이유는 

사립학교나 학교문화예술강사에 지원할 때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교직이수형 발레교육자들은 그들의 교수경력 중에서도 매우 초기

인 발레교수입문기에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서 교원자격을 이수하는 경향을 보인

다. 반드시 학교에서 발레를 가르치길 희망하지 않더라도 이왕이면 이수하는 것

이 졸업 후의 취업이나 진로 선택 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그 중에는 교육학 자체에 대한 관심과 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은 희망을 이루기 위해 이 과정을 선택한 교육자도 많이 있었다. 때문에 이들

은 체육과 중등교원자격 2급을 이수하기 위해 수강했던 많은 필수과목의 수업이 

단지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교육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이수하고 

보는 ‘보험’처럼 여겨지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했다.

사실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대학원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수업도 열심히 안 들을 것이고 활용도도 낮은 것 같아. (박감성, 

I-SE-120710-2)

교직이수형 교육자들은 단지 자격증 하나를 더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

해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한 교육학적 이론, 교육실습, 교육봉사 등의 수업을 통

해 얻는 것이 더욱 많았다고 이야기한다.

대학원 때 교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지금도 많

이 영향을 받아요. 교육방법이나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것들을 지금도 많

이 생각해요. ‘아, 이런 것을 배웠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하고 연습시

킬 때 집중적으로 전체 동작을 오랫동안 연습시키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생각나고 계속 시킬 때 안 되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켜본다던지, 잘하는 아이들, 보통, 조금 못 하는 아이들에게 피드

백 주는 방법이라든가 많이 도움이 되었죠. (성이성, I-LE-120522-1)



- 276 -

이처럼 교직이수형 발레교육자들이 전공과정형과 구분되는 특징은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이론과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대학 시

절까지 발레 무용수로서의 과정을 경험하던 이들에게 교육철학이나 교육과정, 교

육심리학 등의 일반교육학 과목은 새로운 경험이 되었고, 자신이 발레를 가르치

는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교수경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2) 교직이수형 ▢▢씨의 발레교수성장기: 교육학을 책으로 배웠어요.

대다수의 교직이수형 발레교육자들은 전공과정형 발레교육자와 마찬가지로 대

학 무용과를 졸업하였으나, 학부 시절 혹은 교육대학원 학위 과정 중에 교원자격

을 이수함으로써 차별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과정형 발레교육자들과 성장

과정에 있어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다만 이들은 자신의 초임 교사 시절의 

힘든 경험을 교원자격 이수를 위해 배웠던 교육학적 이론과 실습 등을 활용하여 

헤쳐 나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수년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과거 

교직이수를 위해 수강했던 교육학 관련 과목의 지식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순간

순간 떠올라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다. 

교육원리, 교육심리학에서 단편적이지만 지금까지 교육자로서 가지고 있어

야 할 태도를 그때 많이 얻었어요. 기억나는 말 한 가지가 있다면, 교육원

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백지와 같은 상태의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육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왔어요. 조심스러워진 것이죠. 백지에 내가 어떻게 쓰

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만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일방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르친다, 지식을 전달

한다’에서 끝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것

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심스럽고 책임감이 느껴지고 내 모든 최선

을 다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교직을 들었기 때문에 일찍 형성이 

되었겠죠. (이신뢰, I-PE-120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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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글귀를 외우면서 그 당시에 느꼈던 강렬한 인상을 기억하고 있었다. 교육

의 의미가 무엇인지, 학생들을 백지 상태에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에 자신

의 교수활동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일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다. 이것은 교직이수과정이 교육자로서의 철학과 태도, 신념 등이 형성되는 시점

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후에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

을 함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을 만큼 교육자로서의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은 하

고 있었다.

무용과를 나온 친구들에 비해서, 수업방법을 조금 더 잘 나눠서 시작 부분

에서는 어떻게 하고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단계가 끊기지 않도록 신

경 썼던 것 같아요. 시작 단계의 동기유발, 발전, 마무리 단계를 연결해가

면서. 그리고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고 수업 한 차시라도 완

성도가 있도록 하죠. 현장에서 많이 느껴요. 교육대학원 나온 친구들끼리

는 말이 통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이성, I-LE-120629-2)

교육자들은 교직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자신이 가르치는 수업과 연계하여 실

행하려 노력하고, 이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조금씩 실천해나가는 과정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동료들과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밝혔

는데, 이들 교육자는 함께 일하면서 학생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지도해야 

할 방향이나 진로를 결정할 때 특히 공감하기 쉽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그저 단편적인 교육학적 지식을 자신이 

교육현장에서 접하고 적용함으로써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그 수업내용 자체가 

자신이 발레를 가르치는 상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또

한 같은 과목명을 배우더라도 학교와 교강사에 따라 다른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어떤 교육자는 매우 유익한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고 하고, 다른 교육자

는 실제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이론적인 지식만을 쌓았다고 했다. 

저희 학교 교직은 그야말로 무용과 상관없는 교육철학, 교과교육학이라든

가 그것이 무용과 잘 접목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잘 접목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별개로 느껴진 것 같아요. 내가 교사자격증을 따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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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교직을 듣는 것과 내가 무용을 전공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느

꼈죠. 99년도에 교사 생활을 할 때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때 교직 이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무용과 접목해서 어떻

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잘 배웠다면 그냥 계속 교사 생활을 했을 수 있

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분리되어 있었어요. 교직이론과 무용교

사로서의 실기를 가르치는 것이 분리되었던 것 같아요. (임소신, 

I-PE-120619-1)

그러므로 교육내용의 편차가 크고 실제와 관련성이 적은 교직이수과목, 즉 일

반 교육학적 이론과 지식보다는 교과교육학, 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 직접

적으로 관련 있는 무용교육학, 무용교육과정, 무용교수학습법, 무용교수법 등의 

내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교직이수형 ▢▢씨의 발레교수갈등기: 위태위태한 무용실

교직이수형 발레교육자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시점은 학교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접하면서부터이다. 교직이수형 교육자들은 다른 유형의 교육

자에 비해 학교에서 무용교사로 재직하거나 문화예술강사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자신이 배워왔던 전문무용 영역과 사뭇 다른 교육적인 분위기, 환경 

등이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낀다. 고무판이 깔려있는 깔끔한 무용실, 모든 학생

들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전면 거울로 둘러져 있고 충분한 

바와 매트 등이 구비되어 있기를 바란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대다수의 인문계 

학교는 실내체육관이 없거나 체육관이 있더라도 무용실이라도 부를 만한 공간이 

없다. 그렇다면, 햇볕이 내리쬐는 운동장 한 가운데에서 무용, 표현활동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아이들은 운동화를 신고 바닥에 앉지도 못한 채 움직임활동

을 해야 한다. 자신의 제자가 학교에서 무용교사를 하고 있다는 한 교육자는 오

랜 세월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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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이 ○○대 나와서 교직을 땄는데 △△중에서 일하는데 체육관이 없

어서 운동장에서 댄스스포츠 수업을 한대요. 그렇게라도 남아서 무용을 가

르쳐야지만 그 학교에서도 ‘무용실을 만들어야겠다’하고, 무용실이 자꾸 좋

아지려면 무용교사도 활동을 해야 되요. 동아리대회,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지원이 나오고. 학교에서는 영어, 수학은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

지만 무용에는 그만큼 시설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교사가 나서서 

내가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학생들도 키우면 교육청에서도 학교 시설을 해

줘요. 사립 특목고 같은 데에서는 학교 특성을 살리기 위해 특성화교육 정

책에 의해서 특색학교로 투자를 해요. (한사명, I-SM-120713-2)

학교에서 무용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잘하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다른 교과의 교사들과 학교 임원진들과의 관계, 수업 이외의 행정적 업무 

등을 잘해내야만 수업을 위한 지원이 보장된다. 이 교육자는 점차 입지가 좁아지

는 무용교사의 상황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어 교육청과 학교의 입장에서 무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레교육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다. 한편으로는 최근 대학 무용과의 소속이 예술대학으로 변경되면서 대학생들이 

교직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고 제기하였다. 기존의 체육과 교원

자격증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에 문제점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 대학 무용과가 체

육대학에서 독립하여 예술대학으로 이양되면서 다른 예술 교과와 교원자격증 이

수를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경우, 다른 교과에 

밀려 무용전공생들은 아예 교직이수를 못 하게 되거나 받더라도 체육교사를 채

용할 때 임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키워놓으면 뭐해. 무용 오래 해서 안무가 되고 무용수 되고 

교수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을 길러내는 무용교사가 되는 것도 중

요해요. 실질적으로 무용교사 자격증이 안 나오고 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

고 더 힘들어진 것이 전에는 체육대학 무용과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무

용과가 다 예술대학 소속이 되어버리니까 체육과 자격증도 못 받아요. 그

러니까 중고등학교 나와서 가르칠 무용교사는 점점 없어져요. (한사명, 

I-SM-120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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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변화하는 대학 무용과의 행정적인 문제들은 점차 교직이수형 발레교육

자들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학교무용 영역에서 가르칠 좋은 교육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체육 교과 내에서 무용교사로서 가르치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점차 줄어드는 무용교사의 

수, 그리고 오랜 시간 무용을 전공해온 교육자들이 일반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

할 수 없어진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안으로 부흥된 것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의 주최로 2004년 시행된 문화예술강사제도는 분명 큰 반향을 일

으켰다. 교직이수형 발레교육자들이 학교무용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대부분은 

예술강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예술강사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

는 무용분야 교과과정에 근거하여 초·중등 각급별 적합한 교육내용을 가르치게 

된다. 예술강사를 희망한 학교 측의 상황에 따라 정규 체육 교과 시간을 배정받

는가 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 후 수업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 이들 교육

자들이 문화예술교육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발레 그 자체를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특히 창의성이나 표현성을 이끌어내는 창조적인 교

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다양한 표현의 요구를 느낄 수도, 필요도 없었어요. 아이들의 초점

이 어떻게 하면 발레 테크닉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표현이 필요 없었던 

거죠. 나중에 한계를 느낀 거죠. 발레의 테크닉이 아이들에게는 한계가 있

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테크닉에 한정되어 있으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

아서 창의적인 움직임을 해야 겠다 하는 관심을 갖게 되었죠. (서절제, 

I-PE-120511-1)

이들에게는 ‘발레’그 자체의 형식을 고수해야 할 것인가, 학생들의 다양한 

표현과 창의성 개발을 위해 ‘움직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르쳐야 할 것

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대다수는 발레 테크닉만을 고수하는 것은 

전문 발레무용수를 양성하는 않는 이상 무리라고 판단하여 그 이상의 다양한 움

직임을 수업에 적용하려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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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직이수형 ▢▢씨의 발레교수안정기: 발레로 세상을 보는 눈

발레교수안정기에 들어선 교직이수형 교육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발레를 통해 

얻는 즐거움, 기쁨, 행복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 가깝게는 자신의 뒤를 잇는 제자

와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게 되고, 멀게는 발레를 하는 것, 춤을 추

는 것이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이러

한 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 소중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

고자 한다.

먼저 자신의 제자와 학생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커진다. 교직이수형 발레교육자

들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기호에 맞게 발레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움직임

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적용하여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

다. 또한 특히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희망하는 예비 교육자들이라면 학교의 행정

적, 재정적 여건과 담임교사,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

다. 

교직을 이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전에 학교에 대한 파악을 마

치고 찾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재작년에 경

희대에서 교직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학교에 다닐 때 담임

선생님, 수업만 봤지 선생님들이 하는 업무를 전혀 몰라요. 교육대학교 출

신들은 교직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인물이 

되는데 무용과에는 교직이 거의 없으니까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출신들

에 비해서 전반적인 것을 몰라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악순환이에요. 일반교

과와 마찬가지로 학생들 상담도 해야 하고 진로교육도 해야 하고 얘네들이 

뭐를 제일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하고 부지런해요. (한사명, 

I-SM-120618-1)

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몇몇의 교육자들은 자신의 후배와 제자들이 어서 

자라나 자신의 뒤를 이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점점 입지가 줄어드는 학

교 발레수업을 위해 후배들을 위한 특강이나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반

인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관인 학교에서부터 발레, 무용, 예술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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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대상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용 수업

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 체육

시간이든 그 외의 시간이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이 경

제적인 부담도 줄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고 

있잖아. 초등학교에서 즐겁게 하다가, 좋아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은 전공

을 결심하고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무용교육을 사교육으로 배우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학교보다 학원이 중요

하게 되어 버리는 거야. 나도 그랬었고. 내 꿈은 공교육에서 하게끔 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초등학교 특기적성으로 가르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에서 전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예고를 보내서 키우고. (박감성, 

I-SE-120619-1)

한편으로 교직이수경험과 교수경험의 축적을 통해 춤을 출 때는 느끼지 못했

던 가치들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

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한 교육자는 이것을 ‘세상을 보는 눈’이

라고 표현하며, 발레를 하면서 자신이 느낀 좋은 점들, 이를테면 춤을 추며 자신

이 성장하는 느낌, 주변 공간을 인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들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이것을 일상과 연결 지어 다시금 생각하길 원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커진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예전에는 

내가 이것이 중요한지를 내가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못 가르쳤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발레 할 때 이것이 소중한데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려고 노력하

게 되잖아. 예를 들어 그냥 춤추는 것, 발레 하는 것, 다리 들고 펴고 예

쁘게 라인 만들고 그런 것만 생각해서 공간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았거든. 발레에서 얻는 좋은 것들을 일상과 연결시키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춤만 췄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

니까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이들한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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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들한테 소중한 것이야 하고 알려주니까 아이들 보는 시야가 넓어졌을 것

이라고 생각해. (박감성, I-SE-120710-2)

지금까지 살펴본 교직이수형 발레교육자는 비교적 일반교과의 학교교사와 유

사한 과정을 성장해왔다. 이들이 발레를 전공하고 춤춰왔던 시기와 달리 교원자

격 이수를 위한 교육학 수업의 수강과 학교나 교육기관에서의 교수경험은 이들

을 발레교육자에서 무용교육자로 확장시켜 주었다. 또한 발레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의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매우 소중하며 발레나 무용, 움직임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발레 속에 담긴 가치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2) 교수영역

교수영역은 예술 중·고등학교, 대학 등 발레전공의 직업무용수, 안무가를 양

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는 ‘전문무용’, 일반계 학교에서 발레 비전공의 학생들의 

움직임 활동, 창의성 및 예술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는 ‘학교무용’, 사

설기관에서 다양한 대상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생활무용’으로 구분된다. 물론 전

문무용 영역을 제외하고 발레교육자들이 특정 교수영역에서만 가르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해당 영역을 오랜 시간 동안 주되게 지도해온 교

육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수영역에 따른 특징들을 구분하고, 겸직을 하고 있을 

경우 서로 다른 영역을 비교하여 다룰 수 있는 경우 그들의 관점 또한 포함시켜 

제시하였다. 물론 앞서 제시한 발레교육자의 성장과정 유형, 즉 전공과정형, 직업

무용수형, 교직이수형과 교수영역이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가) 전문무용

앞서 제시한 발레교육자의 성장과정 유형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전문무용 영

역에서 활동하는 교육자들은 대다수 직업무용수형이었다. 이는 전문무용 영역 자

체의 특성 때문이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처럼 국가대표급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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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최고수준의 무용수, 안무가를 길러내는 것이 전문무용 영역이다. 때문에 

예술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직업무용

수형이 다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뛰어난 무용수=뛰어난 교육자’라는 일방적인 공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교육자들이 제시하였듯, 최고 수준의 기량을 인정받았던 

직업무용수 출신의 교육자들 역시 초기 교수입문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

하였고 그들 스스로도 ‘뛰어난 무용수≠뛰어난 교육자’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들이 뛰어난 무용수였다고 해서 뛰어난 교육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직

업무용수형 교육자들은 물론 다른 유형의 교육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안무가와 예술감독과의 작업을 통해 예술적인 안목과 감

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용수들이 턴듀, 피루엣은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년별 수준

에 맞게 똑같은 턴듀를 1학년 때 어떤 박자에 어떤 동작으로 가르쳐야 할

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조금 느리게 가르치면 되지 하고. 그리고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데 4박자에 턴듀를 하는

데 잘 해요. 완벽하게 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2박자 턴듀로 넘어가줘야 

하는데 얘 근육 상태가 넘어갈 상태인지 아닌 상태인지 볼 줄 아는 통찰

력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임소신, I-PE-120619-1)

[그림 14] 전문무용 영역의 수업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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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무용과 관련하여‘뛰어난 무용수≒뛰어난 교육자’라

는 결론을 구했다. 뛰어난 무용수로서의 경력을 지닌 예비 교육자들은 높은 수준

의 발레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래서 발레교수법을 내면화하는 데에 필요한 

발레의 스타일과 기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자에 비해 보다 안정

적인 교육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등식이 성립되기 위해서

는 발레교수법과 일반교수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자 자신의 내면화, 오랜 

경험과 자기반성을 통해 발레심성과 발레교수심성의 성숙이 요구된다. 이점에서 

전문무용 영역의 교육자들은 좋은 질료를 좋은 솜씨도 다듬어나가야 하는 것이

다.

가르치는 일을 테크닉, 즉 기법에만 국한시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가르치기는 교사의 참사람 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Palmer, 1998)

나) 학교무용

발레 교수영역 중 가장 취약한 영역이 학교무용 영역일 것이다. 취약하다는 의

미는 일반 학교에서 발레를 많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발레교육의 수준도 매우 

낮다는 것, 학교에서 발레를 배우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레는 

쉽게 배울 수 없는 고급예술이라는 인식, 발레를 배울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잘 

구비되지 않은 학교의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거의 배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초등, 중등학교에서 발레를 배우는 것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특기적성

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개설되는 방과 후 발레 수업이다. 이러한 방식의 수

업을 통해 학생들은 학기말에 작품발표회나 시·도 교육청 주최의 무용경연대회

에 출전하며 색다른 경험을 쌓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교육자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많

은 어려움이 따른다.

학교에서 무용 선생님이 자꾸 없어지니까, 예전에 일산에 있는 중학교에 

나갔는데 전에 무용 선생님이 있었고 교과특기라고 경기도에서 지원이 나

와서 학생들이 무료로 발레를 배웠대. 그런데 그 후에 선생님이 다른 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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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까 체육교사를 뽑아버리고 무용 수업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내가 

나가는 중학교는 경기도에서 상을 많이 받고, 초등학교는 시·도 대회 나

가서 상도 많이 받으니까 잘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키우면 충분히 학교에서도 무용 전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학

교 입장에서도 좋고 아이들도 무대 경험을 하니까 좋고, 그중에는 계속 하

고 싶은 아이들도 생기지. (박감성, I-SE-120619-1)

위 교육자는 자신이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상황을 떠올리며 시·도 교육청 

차원, 학교차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피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자 자신이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무용대회에 참가하거나 발표회를 개최함으로

써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발레를 전공하지 않더

라도 많은 학생들은 발레를 통해 신체적, 정서적 효과를 맛보고 무용대회나 발표

회에 참여하는 독특한 경험을 함으로써 발레소양을 쌓게 할 수 있다. 그 과정에

서 발레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발견되면 이들은 전문무용으로 영역을 옮

겨가 그 성장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만나본 학교무용 교육자들은 

이처럼 학교에서의 무용 수업이 모든 학생들에게 신체 발달이 가장 왕성하게 이

루어지는 시기에 숨겨져 있던 재능을 발견하거나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몸의 움직임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림 15] 학교무용 영역의 수업장면 

  

학교무용 영역에서 활동하는 교육자들은 대다수 교직이수형이었다. 이는 학교



- 287 -

무용 영역 자체의 특성 때문이다. 사실 교직이라는 중등교원자격 2급은 예비교육

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용 강사를 채용할 때 

역시 이를 기본적인 채용 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교육자의 직함이 정교사

이든 기간제교사이든 예술강사이든 교직이 필수적인 것이다. 채용을 위한 자격요

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교직이수의 1차적인 이점이라면 2차적인 이점은 수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반교수지와 발레교수법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에게 유익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문계 학생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발레 

전공자들이 경험했던 예술계 학교의 수업내용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과 또 다

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교직이수과정에서 경험한 교직이수형 교

육자들이 학교무용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학교무용 영역에서 발

레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단 교직이수형의 교육자뿐만 아니라 대학 무용

과를 졸업한 전공과정형의 교육자들이 다수 채용되어 교육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학교무용 영역에서 매우 소수의 무용교과를 가르치는 정교사로서의 무용교사, 방

과 후 수업을 담당하는 방과 후 발레강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

어 파견된 예술강사 등 소속과 직책은 다르지만 학교라는 공교육의 틀 안에서 

보다 많은 예비 교육자들이 채용되어 자신의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 생활무용

생활무용 영역은 앞서 제시한 두 교수영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다. 흔히 발레

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의 강좌를 찾아보게 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부응하며 성인발레가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설 학원과 문화센터가 증

가하고 있다. 발레교육자들 중 가장 많은 수의 전공과정형 교육자들이 종사하는 

영역 역시 생활무용 영역이다. 발레 수업의 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졸업 후 직업으로 가장 많이 일하게 되는 

것이다. 

생활무용 영역은 정해진 교육과정이나 교육목표가 없기 때문에 교육자의 재량

에 따라 수업이 구성되고 진행된다. 그러므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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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질이 좌우되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교육자에게 배우는가에 따라 편

차가 매우 크다. 더욱이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가르치는 대상은 유아부터 성

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의 신체적, 정서적 특징을 충

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

어내기 매우 힘들다. 또한 비전공의 학생들이라는 이유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즉

흥적이며 경험에 근거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부상이나 근육 변형 등의 신체

적인 손상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 교육자는 최근 발레교육의 큰 인기에 힘입어 검증되지 않은 무용전공 학생

들이 발레교육자로 탈바꿈되어 가르치는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발레에 비해 대중적인 관심이 낮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재즈댄스 등 다른 무용 

장르 전공자들이 발레수업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부전공으로 발레를 배웠다는 

이유로 비전공 학생들에게는 발레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공을 속이거

나 사설업체의 간단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학부모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선생님 아느냐

고요. 알고 보니 발레전공한 분이 아니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었

는데 발레전공이라고 했다더라고요. 물론 일하기 힘드니까 이해는 하겠는

데 그렇게 해서 학생이 기본도 엉망이고 이상한 습관이 생겨서 오는 경우

가 정말 많아요. 누구는 돈을 버는 것이지만 학생은 신체적으로 손해가 막

심한 거죠. (오숙련, I-LM-120515-1)

예비 발레교육자들에게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뛰어난 실기능력

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선생님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생활무용 영역에서 발레를 전공하지도 

않은 교육자들이 수업을 한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이는 무용전공생들이 

발레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발레를 가르

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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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생활무용 영역의 수업장면 

  

또한 생활무용 영역에서 교육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맹점이 있다는 사실도 기

인한다. 학원의 경우 원장 재량의 심사를 통해 강사를 채용하고 문화센터나 구립

센터 등 예술, 체육 계열의 기관에서는 채용담당자 재량의 심사를 통해 강사를 

채용한다. 결국 엄격한 실기시험이나 모의수업, 면담 등의 절차는 거의 없고 간

소화된 이력서 심사와 간단한 면담을 통해 채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력, 경력 등의 사항은 지원자가 이력서에 기재된 대로 받아들여지고 꼼꼼하게 

학력 증명서나 자격증 사본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

거나 기회로 삼아 비전공의 강사들이 채용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비전공의 강사가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강사과정

을 이수하고 발레전공자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있다. 오랜 시간 다른 무용 장르를 

배워왔음에도 단 몇 주간의 연수를 통해 발레를 가르치는 테크닉을 익히고 그것

만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

나 현실 속에서 넘치는 무용전공 졸업생들이 갈 곳은 많지 않다. 물론 전공을 변

경하여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교육과 

학습의 시간, 연수와 실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한 과정 없이 바로 

수업에 투입되어 잘못된 가르침, 혹은 자신의 교육철학이나 목표 없이 천편일률

적으로 짜인 수업을 그대로 재연하는 식의 교육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무용 영역의 발레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전공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

들이 발레를 배우고 접할 수 있는 첫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상

황에서 학교에서 발레를 접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발레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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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원하는 학생들은 몸소 학원이나 문화센터를 찾아 배우게 된다. 그런데 그곳

에서 만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수준이 매우 떨어지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

으며 심지어 발레를 배우면서 다치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받게 된다면 학습을 지

속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잠재적 관객을 개발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교육프로그램

이 각광을 받고 있다. 문화소외지역,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과 함께 발레

를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공연과 교육이 결합된 융복합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다. 생활무용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학습대상을 폭넓게 

개척해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 사람들에게 발레를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

들어 주고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하는 것. (중략) 발레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

되었고 발레 의상은 어떻게 바뀌었고, 발레에 대사는 없지만 마임이라는 것

이 있어서 어떤 뜻이고 토슈즈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서는 지 보여주

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단체의 공연이라도 보러 가면 훨씬 재밌게 발레

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재관객이 느는 것이지.  (김낭만, I-PD-120516-1)

이와 동시에 기존의 생활무용 영역, 발레를 배우고 싶어 스스로 발걸음을 한 

학생들에게 발레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발레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가르치고 예술적, 표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심성적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 무용과에

서 발레를 전공한 예비 교육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오랜 시간동안 발

레를 전공해온 우수 인력들을 다수를 위한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발레교

수활동과 관련된 체계적, 지속적인 학습과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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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성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발레교육자들이 경험한 전문성의 발달과정은 교육자들의 성장과정과 

그들이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교수영역에 따라 독특한 특징이 있음을 살펴보았

다. 이 절에서는 전문성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Csikszentmihalyi(1988)

의 창의성 체계모형에 근거하여 제시한다. 

Csikszentmihalyi(1988)는 한 개인이 지닌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전과 산출된 결과물을 인정해줄 수 있는 전문

가 집단인 분야, 그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지식, 정보, 경험을 제공

하는 문화적 영역이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제시했다(김미현, 2003). 그는 

창의적인 인물들의 생애를 조사하고 창의성의 발달과정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개

인(individual), 분야(field), 영역(domain) 요소를 중심으로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창의성 체계모형(systems model)을 제안했다.

창의성 체계모형의 요소들은 첫째, 개인은 영역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분야로부

터의 후원, 지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이다. 개인의 지식, 인지능

력, 성격, 동기, 경험 등은 새로운 가치, 개념, 활동 등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인정을 통해 비로소 창의적인 산출물이 된다. 둘째, 분야

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 조직 및 구성원이다. 이들은 분야에 

소속된 개인에게 물질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영역은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

하고 산출된 결과물들을 수용하여 영역 그 자체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화

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영역은 한 사회에서 특정한 기호나 상징체계를 지닌 예

술, 학문 등을 일컫는다. 이처럼 Csikszentmihalyi(1988)의 창의성 체계모형은 개

인, 분야, 영역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창의성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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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Csikszentmihalyi(1988)의 창의성 체계모형 

본 연구에서는 발레교육자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전문성을 펼

쳐가는 조직체, 구성원, 장면의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Csikszentmihalyi의 개

념 중 분야와 영역의 개념을 통합시켜 ‘영역’으로 간주하고 그 밖의 일반적인 

사회, 문화, 예술적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장면을 ‘환경’으로 지칭한다. 그러

므로 개인, 영역,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발레교육자들이 일반적인 전문성 발달을 

이루게 하는 성장요인과 각 발달과정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도움요인

과 좌절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전문성 발달을 위한 영향 요소와 영향 요인은 구분한 이유는 요소는 “어떤 

사물을 구성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조건이

나 성분”, 요인은 “중요한 원인, 어떤 사물이나 상태보다 먼저 존재하여 그것

을 발생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일이나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고려대 민족문

화연구원, 2009). 비록 체계모형에 근거하여 분석을 시작하였지만 이에 영향요인

을 더하여 보다 명확하게 전문성 발달과정에 간섭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밝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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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 성장요인

일반적으로 발레교육자가 전문성을 발달시켜나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성장요인이라 일컫는다. 성장요인은 전반적인 발레교육자의 성장과 전문성 

발달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작용하는 근원적인 힘을 의미한다. 성장요인은 

개인, 영역, 환경요소로 범주화하였을 때 각각의 하위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개인요소는 재능, 성격, 인격으로 구분된다. 재능은 자신이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의미하며 교육자 스스로가 자신이 이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전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격은 각 교육

자가 지닌 개인적인 특성이 교육자로 일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험난한 일

들을 해결해나가는 데에 적합할수록 전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것이다. 인격은 교육자로서의 적합한 사람 됨됨이를 의미한다.

영역요소는 학습화, 사회화, 내면화로 구분된다. 학습화는 교육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학습을 의미한다. 교육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거

나 실기 연습이나 연수를 받는 증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사회화는 교직생활이

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내면화는 

교육자의 학습화, 사회화된 경험들이 체화되어 발레를 가르치는 일, 삶과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요소는 가정, 학교, 사회로 구분된다. 교육자가 발레를 시작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큰 영향

을 준다. 특히 가정에서 정신적인 지원을 받고 학교의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은 교

육자들은 향후 교육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명감이나 책임의식, 소명의식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교육자들이 활동하는 교수영역이나 발레

계의 지원, 인정 등은 그들이 보다 모범적으로 가르치고 제자들을 배출할 수 있

는 근원적인 힘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발레교육자가 전문성을 발달시켜가는 

성장과정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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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개인 영역 환경

요인

재능 학습화 가정

성격 사회화 학교

인격 내면화 사회

<표 47>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과정에의 성장요인

2) 도움요인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움요인은 성장요

인이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전문성이 높은 수준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준다. 

도움요인은 첫째, 개인요소에서 뼛속까지 교육자라는 재능의 발견, 긍정적인 성

격, 돌봄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인격, 둘째, 영역요소에서 평생 가르치며 배우

는 학습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한 사회화, 춤과 일, 삶의 일치를 통한 

발레의 내면화, 셋째, 환경요소에서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정,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준 교육기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교육자 등이 포함

된다. 

가) 개인요소

(1) 재능: 뼛속까지 교육자

발레교육자들이 교육자로서의 성장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의 순간을 극

복하고 상위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자신이 지닌 능력을 인식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자신이 유능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학생들의 변화와 주변의 인정 등을 통해 체감하면서 일종의 

교사효능감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을 교사에게 적용시킨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치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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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념이나 판단을 의미한다(조재현, 2011).

직업무용수로서 오랜 경력을 지닌 한 교육자는 뛰어난 테크닉과 남다른 표현

력으로 많은 호평과 팬들을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적 조건과 능력

이 매우 부족했다고 전했다. 겸손한 자세로 말하는 이 교육자는 무용수로서 최고

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자신은 가르치는 것이 더욱 자신의 적성에 적합하다고 생

각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신체적인 조건과 능력이 떨어져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

게 했기 때문에 (무용수를) 다시 하라면 못 할 것 같고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좋고 굉장히 큰 감동이나 보람이 있어서 나는 가르치는 것이 내 성

품에 더 적합한 것 같아. 나는 너무 힘들게 했어. 뿅 나온 유인내는 없어. 

거의 삶과 죽음, “발레 아니면 죽음을 다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어. 

그랬으니 내 주제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지, 정말 노력이었던 것 같아. 

(유인내, I-PD-120517-1)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가르치든 교육자가 되고 싶었다는 다른 교육자는 자신

이 춤을 추는 것도 좋지만 어렵고 힘든 조건의 학생들을 이끌어 주고 그들의 성

장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즐겁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난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내가 춤추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이 재밌어. 내가 어려운 무엇인가를 나누고 구조화해서 가르쳐

주잖아. 그것을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오면 즐거워. 내가 원하는 것은 몸적

으로 잘 되는 아이들은 잘 되니까 재밌음을 쉽게 느끼지. 그런데 너무 어

렵게만 가르치면 신체적인 능력이 많지 않은 아이들은 재미를 못 보고 흥

미를 잃게 될 수 있잖아. 그것을 내가 쉽게 풀어서 이끌어주면 그 아이는 

발레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거지. 그것이 정말 뿌듯한 일이야. (박감성, 

I-SE-120619-1)

교직이수형 교육자이기도 한 그녀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수업을 변형하여 

제시하면 선천적인 체형이나 재능이 부족한 학생들도 쉽게 재미를 느끼며 실력

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 다른 교육자 역시 학생들의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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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변화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밖의 교육자들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보람, 희열감, 만족감 등을 얻는다고 말했다.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다루기는 힘들지만 

아이들 자체가 너무 예쁘고 순수하니까 매일 유아만 가르치면 힘들겠지만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고, 중학생들은 무용 전공

하는 아이들이니까 테크닉적인 것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 말을 잘 알아들

으니까 내가 전달하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죠.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고. 초

등학생은 꿈을 키우고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니까 나를 만나서 발레를 

하게 되고 재밌으면 전공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뿌듯하고 다양

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정문화, I-SE-120523-1)

많은 교육자들은 자신이 교육자로서 재능이 있다는 사실, 적성이 맞는다는 점, 

자신이 교육자가 되면서 생각이 크게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교육자를 시작하기 이전에 자신도 모르고 있던 잠재되어 있던 능

력이 교수경력을 쌓으면서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우습지만, 날 때부터 교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일들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딱 맞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오숙련, I-LM-120515-1)

비록 교수경력이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경험했다는 한 교육자는 자신이 “날 때부터 교육자”, “딱 맞는 옷을 입

었다”는 간결한 표현을 제시했다. 대다수의 교육자들이 매우 겸손한 태도로 조

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에 매우 적합하고 그

것이 다름 아닌 발레라는 점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었다. 뛰어난 발레교육자로서 성장한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뼛속까

지 교육자”라는 자부심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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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격: 긍정의 힘

“스트레스가 큰 힘이 되었어요.”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진심이었다. 잘 가르쳐야 한다는 스트레스는 물론 교육자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전

문무용 영역에서 학생들의 기량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의 경우, 잘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전문성 자체를 의심하고 갈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좋은 요인이었어요. 잘 가르쳐야 하고 애들의 눈이 너무 무섭고.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 여유 부릴 수 있는 때였고 성장하면서 농땡이 부릴 

수 없는 시점이 왔어요. 아이들 눈이 높고 무섭고 거기에 무시당하지 않으

려고 열심히 배우고 싶었는데 혼자 배우고 싶다고 몸부림친다고 배울 수 있

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었을 때 러시아 선생님들이 계

시면서 보고 배우는 것 많았고 발레단의 좋은 공연 볼 수 있었고, 그냥 공

연만 보면 모르는데 리허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어, 저런 지적을 

하네” 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빠

진다고 해야 하나? 눈이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김사상, I-PE-120503-1)

대다수의 교육자들은 긍정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학생

과 학부모, 동료교사와의 갈등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었다. 위의 교육자 역시 

잘 가르쳐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찾았고 이를 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 극복한 사례이다. 교육

자들이 발레교수갈등기에 경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들의 경력 자체를 망가

뜨릴 만큼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육자들이 이를 잘 극복하고 

현재까지 경력을 이어가며 뛰어난 교육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

유의 긍정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갔기 때문이다.

(3) 인격: 돌봄과 나눔

교육자들을 만나면서 놀라웠던 점은 그들 자신이 선생님에게 받은 만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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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선생님에 대한 보답이라고 여기는 점이었다. 발레교육

자들은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좋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본 연구에서 만나본 교육자들 중에는 스승

과 제자로서 인연을 지닌 발레교육자가 몇 명 있었다. 독특한 점은 30대의 발레

교육자가 자신의 스승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한 점과 그

녀의 스승인 40대의 발레교육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매우 유사했다는 점이다. 

스승 발레교육자 역시 그녀의 스승으로부터 비슷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고 경

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에 발레를 전공할 수 있었으며 그 뜻을 

이어받아 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재에 열심히 하는 것과 나중에 선생님처럼 누군가에

게 베풀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베풀어야겠구나! 선생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만큼 똑같이, 그보다 더 하는 것만이 내가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이겠다 생각했어요. (이신뢰, I-PE-120615-1)

책임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1등의 고민, 번뇌라고 할까.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올라갈 데가 없으니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 맘고생을 많이 했고 

항상 잘 하기 때문에 생활도 가장 최고가 가져야 하는 생활에 있어야 하

고 실망을 시키지 말아야 하니까. (김순수, I-PM-120612-2)

이것은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 유사하다.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부와 명예 등은 사회

적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회지도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정주, 이선중, 2012). 사회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본 의미를 교육자에게 적용해

본다면 뛰어난 교육자로서 인정받는 교육자들은 그만큼 자신의 학생들, 나아가 

발레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발레교육자들은 자신이 받은 만큼, 그 이상의 것을 학생들에게 마음을 

다해 돌보아주고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발레교육자들

의 인격적인 측면은 이들이 단지 실력만 좋은 교육자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교

육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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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역요소

(1) 학습화: 평생배우기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다. 오랜 경력과 출중한 실력을 지닌 교육자들에

게도 학습은 끝이 없는 것이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번에 배웠으나 다신 한번 반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을수록 이들에게는 평생 

동안 배우는 것이 평생 동안 가르치는 것과 병행되고 있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더욱 중요하

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였는데 특히 스킬만 가르치는 것이 교사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 거

예요. 심리적인 요인, 몸을 읽을 줄 알아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

준다든지 부수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좋

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이죠. 박사학위 논문

을 쓰기도 했지만 지금도 선생님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되는 ing. (박우아, I-PD-120504-1)

발레교육자들은 발레기능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예술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등 다양한 부분을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

다. 교육자들은 가르치는 과정에서 느끼는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위과정

에서 자신의 수업에 대해 연구하기도 하고, 그 밖의 발레교수법이나 교수학습과

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이외에도 안무법이나 무대연출, 

공연비평과 미학에 관련된 지식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는 않지만, 학생들과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해줄 때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나는 항상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 선생님도 작품, 클래스에 아이디어

가 많으신 분이거든. 클래스도 다양하게 하시니까 나는 모든 것이 새로운 

거야. 나는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이들은 지도할 때도 완

벽하지 않은 거야.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있지 않잖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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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갖고 있는 클래스 형태나 여러 가지 동작의 사용, 구성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재밌는 거야. 나는 항상 배운다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좋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경, I-PD-120613-2)

다른 교육자에 비해 높은 연령의 교육자마저도 최근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춤이나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 자신의 제자, 동료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양

한 직무연수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학교 무용 수업 시간에 다양한 움직임을 가르

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텐데도 이 교육자는 이러한 활동 자체를 즐기고 있

었다. 중년의 교육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동영상을 보고 거울 앞에서 연

습하는 것을 적어도 일주일에 1번 이상 하고 있었다. 

제자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친구들, 연수 가서 배우고, 교원직무연수도 가

고 협회 가서도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3~4시간 하면 

아이들이 지겨워서 다른 것을 해야 하거든. 라인댄스 그래도 1년에 3~4개 

알면, 체육대회를 해도 마스게임을 라인댄스로 하는데 그것도 3~4개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잘라서 연결하고. 그러니까 직무연수까지 필요하지는 않

아요. 유투브 보면 되니까. (윤연륜, I-SE-120614-1)

많은 발레교육자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데에 있어 큰 반향을 얻게 된 것은 발

레교수법을 배우고 나서부터이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시

절에 발레교수법을 처음 접하고 매우 놀라웠던 때를 기억하는 교육자들이 적지 

않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이들에게 해법이 되어준 발레교수법은 

그저 단계별 순서를 배우는 것 이상의 것을 선사했다.

내가 RAD를 할 때 프로페셔널에서 5년 경력이 있는 사람만 3년 인텐시브 

코스를 했어. 영국에서는 발레단에서 뛰던 사람들이라도 티칭 메소드가 있어

야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거든. 나랑 같이 배운 사람이 12명이었는데 전부 

영국의 프로페셔널 출신들이었고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3개월 코스 끝나고 

선생님이 대학교 3학년 수업을 줬어. 그래서 1학기 수업을 하고 왔어. 내가 

나이스한 매너, 젠틀한 매너를 배운 것이 그때야. 내가 영국을 가지 않았다

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변하지 않았을 텐데, 영국에서는 선생님들이 굉



- 301 -

장히 낮아.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높잖아. 말을 함부로 하잖아. 존중을 안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려가 생명이야. 사람을 굉장히 아껴. 무용 잘하

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 감정을 챙기고. 행복한 분위기

가 아니면 예술이 안 나온다는 거지. (이동경, I-PD-120522-1)

위 교육자의 말처럼 발레교수법 그 자체를 배움으로써 얻은 것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교수법을 행해보이는 교육자의 자세, 그녀의 표현으로는 ‘매너’를 보고 

배운 것이 큰 공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매너는 본 연구에서 발레교수심성과 매우 

유사하다. 학생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발레를 가르

치는 최고의 교수법인 것이다.

(2) 사회화: 다양한 경험과 체험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공부일 것이다. 그러나 굳이 

사회화라고 구분지은 까닭은 이것이 어떠한 의도를 통해 교육되어지도록 한 것

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교육자들에게는 자신이 겪는 모든 것이 교육이나 학습

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엄밀히 그것은 교육 그 자체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이

때의 사회화와 교육은 활동의 목표나 의도가 있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을 것

이다. 사회화의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정립한 뒤르켐은 사회화를 “이기적이고 비

사회적인 존재인 개인이 집단의식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 

과정”으로 보았다(최의창, 2010b). 이러한 특성을 전제로 한다면 학생들이 어떠

한 목표나 의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활동들은 그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이라 부를 

수는 없다(조용환, 1997). 물론 교육의 의미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관점을 달

라질 수 있으나 적어도 이 절에서는 뚜렷한 목표나 의도, 체계적으로 구성된 틀

이 아닌 곳에서 경험하는 것은 사회화로 간주하겠다.

한 교육자는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 않냐”

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어찌 보면 우문현답이다.

이 아이들에게 얻는 것들, 방법들을 다른 데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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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가르쳤던 경험을 이용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교집합이 되면서 

(정문화, I-SE-120523-1)

다양한 학생들, 각기 다른 연령과 성별, 성격, 기호,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

닌 학생들을 많이 접할수록 교육자에게는 교직생활 중에 경험하게 될 경우의 수

를 한 가지씩 수집한다는 점에서 큰 재산이 된다. 각 학생들에게 행했던 수업은 

교수경험이 누적되어 교육자의 실천적 지식을 발달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기 다른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볼 수 있기 때문

에 교육자가 가능한 빨리 좋은 교수방법을 찾고 자신만의 독자교수법을 확립하

는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심지어 발레와 관련 없는 운동을 배우는 것조차 교육자에게는 큰 경험이 되었

다. 특히 교수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교육자의 경우, 자신이 몸소 시범을 적극적

으로 선보이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

절에 비해 신체적인 감각이나 실제 연습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피드백 등에 

둔감해질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발레를 가르치고 있는 현재, 다양한 움직임을 

해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발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소개해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잠재되어 있던 운동감각을 일깨우고 보다 생생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스포츠센터에서 GX를 하는데 너무 발달

되어 있는 거야. 해부학에서 말하는 코어 스트레치, 코어 엑서사이즈를 거

기서 하는데 발레 선생님들은 대부분 가르치기 시작하면 발레를 안 하잖아

요. GX를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내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아줌마들

이랑 같이 하는 것인데도. 내가 철학, 플라톤에 대해 배워도 얼마를 배우

겠어요.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라도 알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달라지는 구나를 느꼈어요. 뭐든지 배우면 돼. 선생님은 항

상 배우고 있어야 돼. (김사상, I-PE-120503-1)

한편으로 교육자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따라 경험하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험 또한 교수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킨다. 특

히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또래의 자녀를 둔 교육자는 미혼 시기의 자신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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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에서 큰 변화를 느꼈다고 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달라요.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작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애들이 상처 받고 너무 빨리 철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마음

이 아파요. 내 나이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목숨 걸고 무용하는 것을 보니

까 안쓰러워서 아이들은 달래주려면 칭찬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중략) 모

든 인생 경험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 경험 없이 가르치는 것에 매

진하는 것보다는 친구를 통해서든 내가 상처를 받든 결혼을 하든 내가 성

장하는 것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사람도 많이 만

나봐야 하고, 움직여볼 수 있는 것은 움직여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하나도 빠짐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무용은 때려가며 하는 것

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마음을 잡아주고 혼내도 보고 사랑도 

하고 울 때는 안아도 주고. 그래서 무용은 선생님이 엄마 노릇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사상, I-PE-120503-1)

발레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담고 있는 예술이기 때문에 무용수조차도 삶의 

경험이 녹아들수록 춤의 깊이가 달라지듯, 발레를 가르치는 교육자도 마찬가지였

다. 교육자가 배우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이 교육에 녹아들거나 학생들을 

보는 안목, 발레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자 스스로의 삶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자의 건전하고 안정된 삶, 그리고 발레를 향

하는 자신의 삶의 태도가 교육에 고스란히 배어 전달되는 것이다.

(3) 내면화: 춤, 일, 삶의 일치

많은 교육자들은 교수경력이 오래 되어 갈수록, 배우고 느끼는 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갈수록 자신이 춤추고 가르치는 모든 활동이 자

신의 일상생활에 흡수되어 간다고 느낀다. 발레 그자체가 춤을 의미하듯, 인간으

로서 춤추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발레를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어린 시절 그저 발레

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뛰어난 무용수가 되겠노라고 결심했던 때, 발레를 가르

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했던 때, 가르치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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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 성장을 거듭하던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무용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무용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왜 배워

야 하는지 절실해졌어요. (서절제, I-PE-120511-1)

그리하여 발레를 통해 자신이 행복하고 발레를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자 자신의 삶 또

한 풍요로워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들에게 일상은 좋은 가르침

을 위한 좋은 소재들이 가득한 무궁무진한 보물섬이고, 수업은 좋은 삶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되었다.

발레는 제 인생이죠. 춤출 때는 그 자체로 좋고 지금은 가르치니까 춤추면서 

학생들을 만난다는 점에서 좋고, 집에서나 길을 갈 때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재미가 있다고 할까요? 가르칠 때 영감을 일상에서 

찾다보니 이제는 잘 구분이 가지 않는 지경이죠. (박자아, I-LM-120515-1)

호접지몽(胡蝶之夢). 나와 발레, 일상생활의 구분이 사라지고 발레에서 추구하

는 이상과 목표들이 내 삶의 이상과 목표가 되어갔다. 이러한 경지는 개인과 영

역, 환경이 점차 일치되어감을 의미한다(오헌석, 2006). 그리고 이러한 내면화 과

정이 심화될수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되고 전문 발레교육자, 발레인으로서의 정체

성이 점차 일체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 환경요소

(1) 가정: 정신적 버팀목

발레교육자들이 발레를 시작하고 전공생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교육자로

서의 명확한 진로를 결정하여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과정 속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가족 중에 무용이나 예술계에 관심을 갖거나 몸

소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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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으로써 교육자들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엄마가 젊었을 때 무용을 배우기도 하셔서 제가 춤출 때도 그렇고 이후에

도 정신적인 버팀목이 돼 주셨죠. (정성실, I-PD-120705-1)

그 밖에도 자신이 교육자로서 험난한 여정을 거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여기기도 했다. 가정환경과 가정교

육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자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만큼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가정 분위기는 교육자

들에게 중요한 성격, 인격 형성에 근본이 되었다. 

부모님한테 감사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으로 사고하도록 키워주

셨어. (유인내, I-PD-120517-1)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의 경제적 과도기와 전기 산업사회를 경험한 세대의 교육

자들은 그다지 풍족한 가정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레를 하겠다는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전공을, 심지어 발레교육자로서의 삶을 계속 하도록 

심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모님들이 있었다.

일단 돈이 많이 들고, 몸으로 하는 거라서 젊을 때밖에 못 하고 밑에 좋

은 아이들이 계속 올라오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고, 먹지도 못하고 힘든 

것인데 네가 해낼 수 있겠냐, 밑에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계속 올라오는

데 그런 것을 네가 견딜 수 있겠느냐 걱정하고 고민하셨던 것 같고, “절대

로 후회하지 마라” 하셨죠.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활동하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뿌듯해하셨

던 것 같아요. (김심성, I-PE-120503-1)

가정에서 이루어진 심리적, 정신적 지원은 외부 활동을 통해 겪게 되는 어려움

과 난관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발레교육자들이 전문성을 발달시

키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자녀의 활동을 바라

봐주고 조언해주는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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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두 분 다 마음으로 후원이 많이 있으시고 특히 아버지 같은 경

우에는 바로 최근까지도 제가 공연하면 와서 이번 공연이 어땠다고 평해주

시고, 엄마는 항상 건강해야 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안쓰럽다 하세

요. 아버지는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해주시는 역할

을 하세요. 특별히 예술적인 교육을 받으셨다거나 제가 성공적인 길을 가

도록 앞서서 끌어주시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이

신뢰, I-PE-120615-1)

부모님 세대의 관점에서 발레를, 무용을 전공하겠다는 자녀를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기에는 매우 힘든 일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무용에 대한 사회적 인

식 자체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몇몇의 발레교육자는 발레에 대한 자신의 열망과 

달리 부정적인 가족의 반응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을 후원해주

지 않는 가정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레교육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후원,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서 부모님의 소리 없는 후원을 받고 있었으며 누군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응하게 위해 어려움의 시절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 어떤 분야를 막론

하고 부모, 형제 등 가정의 지원은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발달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교육자로서 성장하는 데에는 부

모님의 삶의 관점, 가정교육 방식 등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큰 역할을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후원 그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학교: 든든한 후원자

환경요소에서 학교는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교의 의미와 

다르다. 여기에서는 발레교육자들이 경험하는 교육기관, 특히 선생님의 영향을 

포함한다. 뛰어난 발레교육자로 성장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스승님의 가르침

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좋은 선생님은 물론 발레를 제대로 가르치고 자신의 발레 

실력을 크게 향상시켜준 선생님이 될 수 있지만, 교육자들이 좋은 선생님으로 기

억하는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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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역할을 해준 분들이었다.

저의 어려움을 알고 장학금처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장학금을 주셨어요. (김심성, I-PE-120503-1)

어린 발레 전공의 학생이었던 교육자들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 자신

이 교육자가 되었지만 지금으로서도 매우 힘든 일을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준 

선생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고 있었다. 비단 레슨비나 등록금을 지원받아서 고마

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베풀었던 선생님의 마음, 자신에 대한 기대를 알게 됨으로써 존중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잘 안 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 스승님들 역시 어려운 가운데 하신 분들이라 저를 얼마나 남

다르게 보셨겠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집이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

은 도움을 주셨어요. 마음으로 사랑해주시고 레슨비 면제해주시고 옷 빌려

다주시고 심지어 내가 신던 토슈즈야, 나는 발레단에서 제공받으니까 그러

면서 토슈즈도 주시고 대학 들어갈 때는 사비로 등록금도 내주시고 저는 

정말 그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발레의 정신뿐만 아니라 발레 자체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 부모님처럼 다 지원해주셨어요. (이신뢰, 

I-PE-120615-1)

현실적으로 지금의 발레교육자들을 가르친 스승님들의 세대는 발레를 체계적

으로 배우거나 치열하게 연습하는 현재 세대와는 조금 다른 환경과 교육을 받아

왔다. 때문에 엄밀히 말해 스승님들의 기능적 전문성은 현재의 교육자들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그만큼 심성적 전문성은 높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발레교육에 몸담으며 자신보다 뛰어난 제자들을 키우려는 마음에 경제적, 정신적 

지원으로 아끼지 않은 교육자들의 스승님들은 그 자체로 좋은 모범, 본보기가 되

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교육자들은 또 다시 자신의 제자에게 베풀고 헌신하

는 스승이 되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낳고, 좋은 

제자는 좋은 스승으로 성장하는 순환적인 과정이 발레교육계의 질적인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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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는 것이다.

(3) 사회: 동반자들

나아가 발레교육자들은 자신의 제자, 동료교사들과 함께 발레, 무용, 예술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룹을 조직해나간다. 예술가로서 활동하며 교육자로서 가르침

을 주는, 그리고 사회와 발레계에 혁신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행보를 함께 한다.

어릴 때부터 최고로 가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술가이면서 교

육자로서 자존심이 있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향해 가고 있고 내 제자들은 

나와 함께 그러나 나보다 더 훌륭한 예술가, 교육가, 사회의 리더가 되었

으면 좋겠고 늘 강조해요. (김순수, I-PM-120526-1)

발레교육자들이 경험하는 사회 속에서의 동반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발레관, 교

육관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서로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견을 공

유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성 발달을 위한 협력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로

써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으며 

함께 학습, 연구 등을 실천하게 된다. 발레교육자 단독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함께 해나가고 혼자의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답을 찾게 된다.

사실 같이 가르치는 친구들이 있으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 학생들을 다루거

나 작품을 만들 때 의견을 많이 주고받아서 좋아요. 혼자 고민할 때보다 여

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니까 확실히 더 나은 의견이 완성되잖아요.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만나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김예술, I-LM-120608-2)

지금까지 다루었던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과정에서의 도움요인은 개인, 영역, 

환경요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발레교육자들을 둘러싼 복합적인 체제 속에서 이들의 전문성은 학습

화, 사회화,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며 더욱 구체화, 정밀화되고 작게는 교육자 자

신, 개인적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부터 크게는 발레계 전체의 발전적인 변화

까지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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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개인 영역 환경

요인

재능

뼛속까지 교육자

학습화

평생배우기

가정

정신적 버팀목

성격

긍정의 힘

사회화

경험과 체험

학교

든든한 후원자

인격

돌봄과 나눔

내면화

춤, 일, 삶의 일치

사회

동반자들

<표 48>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과정에의 도움요인

3) 좌절요인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좌절요인은 성장과

정 속에서 발레교육자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

이다. 좌절요인을 통해 전문성 발달은 지체되거나 퇴보하기도 하는 등 발레교수

갈등기를 심화시킨다. 좌절요인은 첫째, 영역요소에서 학생들의 부정적인 변화, 

주요타자와의 오해, 갈등, 둘째, 환경요소에서 일을 얹어주는 행정적 여건 등이 

포함된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성장요인, 도움요인과는 다르게 좌절요인에서는 개

인, 영역, 환경요소에서 구체적인 요인들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

된 이유는 본 연구에 참여한 발레교육자들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 

좌절요인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고, 도움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좌절요인

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가) 영역요소

(1) 교수결과: 보람 없는 가르침

한 발레교육자에게 “좋은 학생은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을 했다. 다소 엉뚱

한 질문 속에서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역시 우문현답이었다. 



- 310 -

좋은 선생은 만나는 것도 행운이고 선생도 좋은 학생을 만나는 것도 행운

이죠. 자기로 인해서 아이가 커가면서 선생님에게 그 보람은 몇 배로 크니

까. 희열감은 말할 수 없고 그런 맛에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박우아, 

I-PD-120604-2)

교육자들은 좋은 학생, 발레에 대한 애정이 깊어 성실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학

생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행운이고 학생들이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보는 것에서 

보람과 희열감, 대리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 학생들을 미래의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전문성에 도움요인으로 작용한 전례를 본다면 학생들을 통해 얻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발레교육자들이 좌절하고 자신의 전문성에 회의를 느끼는 시점에는 학생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변화는 그것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교육자에게 양날의 검이 되었다. 학생들이 뛰어난 성취를 보이고 발레 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발레심성을 갖추며 성장하는 모습은 스승으로서 교육자에

게 매우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전문성 발달에의 도움요인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교육자에게 좌절요인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부정적인 변화 혹은 무변화는 교육자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더욱이 교육자가 수업준비를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안일하게 가르쳤다

면 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시범도 되도록 

많이 정확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학생들이 보여주는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가 문제인 것이다.

오랜 유학 생활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한 발레교육자는 자신이 배워온 실기능

력을 토대로 열심히 수업을 준비했다. 무용수로서 자신의 전문능력과 당시로서는 

힘들었던 유학 생활을 경험했던 터라 자부심을 지니고 시작한 첫 수업. 그러나 

기존의 수업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과 오히려 힘들어하고 좋

지 않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정말 열심히 가르쳤고 유학 가서 배워온 것들을 써서 수업을 할텐데 하면

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르친 아이

들이 잘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변화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좌절한 것이죠. (김순수, I-PM-12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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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자가 유학을 다녀온 시기는 1980년대 말. 한국과 외국의 교류가 활발하

지 않은 시점에 어렵게 떠났던 유학이었고, 당시로서는 최신의 테크닉을 굴지의 

교육자들에게 배우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돌아왔다. 그럼에도 변화가 없는 

학생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도 기운 빠지는 일이었으며 더욱이 유학 후에 자신의 

수업에 눈과 귀를 기울이는 주변 환경 속에서 심한 부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 다른 교육자는 한 수업을 위해 무려 6개월간의 자료수집, 수업자료 준비 등

을 거쳐 임했으나 현실적인 대학의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밀려 제대로 된 수

업을 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을 느꼈다.

제가 교육과정을 열심히 짰어요. 한 학기는 발레에 대해 역사나 이런 것에 

대해 해주고 싶어서 수업을 짜는데 마침 발레단이 잠미녀를 해서 그 작품

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작품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

는데, 그 학교는 무조건 실기시험이 학기말에 있어서 1~4학년이 한꺼번에 

쫙 보고 입시하듯이 동작을 일주일 전에 주고 시험 보면 땡인 거예요. 그

래서 아이들이 리포트를 쓴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과 전혀 상관없이 수업을 해야 하니까 첫날부터 좌절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학교 발표회가 있어서 수업의 반은 그것을 연습해야 하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새롭게 수업해주고 싶었는데 막상 학교

의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니까 좀. (정성실, I-PD-120705-1)

이 교육자는 대다수의 대학 실기 수업에서 단순히 발레 연습을 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적어도 대학생 정도로 성장한 

발레 전공자라면 그동안 쌓아온 테크닉 연습 외에도 발레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

하고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는 선생님 주도의 수업 진행, 연습 위주의 실기 

수업만을 경험했다면 대학 무용과에서의 수업에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발레 테크닉, 동작 하나하나를 낱낱이 배우고 동작을 어떻게 잘 해

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쌓고 경험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이전 과정에서 충분히 

배웠으니 발레 테크닉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작품을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이며 

그 속에는 역사적, 철학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담겨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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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자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수업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학생들 역시 이것에 별다른 아쉬움을 느끼지 않다는 

점이 큰 좌절요인으로 작용했다. 분명히 학생들의 반응과 변화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 교수결과는 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긍정적일 경우, 전문성을 날개를 단 듯 날로 발전하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경우,

교육자의 의욕과 열정은 힘을 잃고 마는 것이다.

(2) 대인관계: 오해와 불신

또 다른 발레교육자의 좌절요인은 오해와 불신이 가득한 대인관계이다. 발레교

육자가 접하게 되는 주변 인물들로 학생, 학부모, 동료교육자 등이 있다. 이들과

의 인간관계에서 야기되는 오해는 교육자의 교수방법이나 교육철학이 학생과 맞

지 않을 경우 주로 생기게 된다. 특히 전문무용 영역에서 강도 높은 연습이 이어

질 경우 그 과정에서 교육자와 학생 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확대되면 

학부모, 동료교육자와의 관계로까지 이어진다.

나는 조직에 있어서 교장, 교감, 학생, 학부모, 중학교, 고등학교, 강사 선

생님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조율과 처신을 잘 해야 하죠. 나 개인이 아니

라 학교의 대표니까 외부에 나가는 말이 잘못되면 크게 잘못되더라고요. 

개인의 생각이 학교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관계가 

잘못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김심성, I-PE-120503-1)

학교에서 전임교사로 재직 중인 한 교육자는 자신의 처신이 학교 전체를 대표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 역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반경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발레 강사들의 관심이 

수업 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학교 무용교사나 전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수업

과 학교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을 두루 살피고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오해

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문무용 영역처럼 교육자와 학생간의 관계가 엄격하지 않은 생활

무용에서 전공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 학생의 태도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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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발레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자신의 몸가

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중시여기는 한 교육자는 대입 전공생을 많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겪는 학생과의 갈등이 큰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정해진 날짜 내로 실력

을 향상시켜야 하는 입시생에게 다소 엄격한 방식으로 수업을 했던 것이 문제였

다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간의 언짢은 일이 오간 후,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심한 회의를 느꼈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저도 모르게 위축되고 신경 쓰이는 거죠. 아무래도 

수업 중에 아이들 몸을 잡아주고 해야 하는데 조심스럽고. 정말 예의 없는 

아이들한테 선생으로서 충고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말끝마다 대들고 

이러는 아이들한테 선생으로서 카리스마도 보여줘야 하는데 참 여러모로 

힘들어요. (오숙련, I-LM-120608-2)

교육자로서 발휘해야 할 카리스마, 그것은 어디까지일까? 학생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수업방식에 있어 다소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학생이 받아들

일 때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 이들의 관계는 어그러지게 될 것

이다. 경력이 많이 교육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자가 마음에 조바심을 내지 않

고 학생에게 시간을 주며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다양한 학생들을 접하게 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 또한 쉽지 않은 일

인 것은 분명하다.

나) 환경요소

(1) 행정적 여건: 만능교육자

발레교육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의 주된 역

할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영역까지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

민의 여지가 있다. 흔히 학교와 같은 조직 사회에서 근무하는 교육자의 경우, 자

신이 맡은 수업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담임업무, 교과업무, 학교행사 및 일정

에 따른 일과적 업무 등이 따르게 되어있다. 이 때 발레교육자는 자신의 역할이  

어느 선까지 미쳐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고 기존의 자신이 받아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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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우지 못했던 행정적 업무의 처리에서 큰 괴리감을 느낀다.

조직이라는 곳에 처음 들어오니까 어려움을 깨우치고 있는 중이고, 그 전에 

강사는 사회생활을 한다고는 할 수 없고, 강사와는 달리 업무량도 많고, 강

사는 내게 주어진 수업만 잘 하면 되잖아요. (김심성, I-PE-120503-1)

발레를 하며 경험한 대학 생활, 발레단 생활 역시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학교나 교육기관에 소속되면서 겪는 행정적 업무의 과중과 압박

은 예상치 못한 난관으로 작용한다.

전임이라 행정적인 일이 많고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복잡하지. 아이들도 

힘들지. 공부하랴 연습하랴. 교무처에서는 실기연습이나 콩쿠르 때문에 학

생들이 수업에 소홀하다고 하니까.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 (박심미, 

I-PD-120510-1)

수업과 업무, 대인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만능이기를 원하는 업무환경은 교육

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정작 업무에 떠밀려 수업을 소홀하게 되

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타 교과 교사들 역시 이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단 발레교육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발레

교육자들이 이러한 행정적 여건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무용수, 예술가로

서 성장해온 행보 어디에서도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제 교육자로서 수업에 자신감이 생길 시점에 동시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좌절요인이다. 행정적 업무가 아예 없는 강사나 개인 레슨 수업을 하지 않는 이

상 어떠한 교육기관, 학교 등의 조직에서 정교사로서의 처우를 보장받는 경우 어

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의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좌절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자신이 스스로 이 분야의 업무능력을 기르거나 다른 도움요인에 더욱 큰 의

의를 두면서 이겨내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좌절요인은 개인, 영역, 

환경요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도움요인과 달리 좌절요인은 요소별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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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 

요소 개인 영역 환경

요인

·
교수결과

보람 없는 가르침

행정적 여건

만능교육자

·
대인관계

오해와 불신
·

<표 49>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과정에의 좌절요인

반대로 생각해보면 적어도 본 연구에서 만난 교육자 중 자신이 재능이 없다거

나 부정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교육자는 없었다는 것이고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할 만큼의 요인은 없었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발레교육자들은 자신의 교수활동의 결과가 좋지 않거나,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그리고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부수적인 활동들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소모하는 느낌을 받을 때 전문성 발달을 

위한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만나본 발레교육자들이 도움요인을 더욱 크게 생각하고 좌

절요인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 가

지 분명한 점은 뛰어난 발레교육자로 인정받아 본 연구에서 추천의 추천을 거듭

하여 선정된 발레교육자들이 자신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 긍정적인 성장요인, 도

움요인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조금 더 나

은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더욱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맞는 결론을 

찾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전체적인 전문성 발달을 이끄는 성장요인, 보다 높은 수준

으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도움요인, 때로는 교육자에게 갈등, 스트레스로 작

용하지만 이를 통해 반성과 재검토를 야기하는 좌절요인이다. 이를 토대로 발레

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과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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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과정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존의 일반 전문성 및 교사전문성 모형과 비교해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은 형태에서 복합적·순환적 발달과정에 속하며, 

특성은 대체로 교직경력에 따라 구분되었다. 발달과정이 발레교수입문기→발레교

수성장기↔발레교수갈등기→발레교수안정기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첫째, 전반

적인 발달을 이끄는 성장요인과 둘째,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각 단계에 머물러 

있던 전문성을 한층 성숙시켜 주는 도움요인, 셋째, 각 단계, 특히 발레교수갈등

기를 야기하고 전문성의 발달의 정체를 일으키는 좌절요인이 나타난다.

라. 전문성 발달과정 모형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장과 절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겠다. 본 연

구에서 탐색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개념 및 구성요소, 뛰어난 발레교육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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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전문성 발달과정 및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토대로 발레교수전문성의 발

달모형을 제시한다. 앞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Csikszentmihalyi(1988)의 창의성 체계모형에 제시된 개인, 영역, 환

경 개념을 활용한 바 있다. 이 절에서는 이에 더하여 개인의 능력 발달과 환경의 

영향을 설명해주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모형의 미시체계, 중간

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 개념을 활용하였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모형은 한 사회에서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를 심도 깊게 주목한 이론으로 현재 사회복지학, 아동교육학, 간호학, 특수교

육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가 이론을 발표하기 직전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아동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단계에 근거하여 기

능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접근을 비판하며 아동의 발달에 영향

을 주는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 제도, 정책의 협력적인 상호작용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이 사회라는 큰 맥락 속에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발달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1977년 학술지 논문을 통해 생태학적 이론을 처음 발표한 Bronfenbrenner는 

1979년 저서인 『인간 발달의 생태학(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했다. 그는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체계

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를 제시하였고, 1994년 발표한 연구를 

통해 시간체계를 추가하여 개인을 둘러싼 다섯 가지 환경 체계가 서로 상호작용

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첫째,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가정, 학교, 또래 집단 등과 같이 개인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 체계이다. 각 개인은 자신과 밀착되어 있는 환경 속

에서의 활동, 역할, 그리고 대인관계 유형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체계 속

에서 부모, 친구, 선생님들은 개인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

한다. 대부분의 아동발달 연구는 미시체계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아동의 발달과 사회 사이의 직접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서 미시체계에 집중하고 

있다. 이 환경에서의 상호교류는 아동의 자아정체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청소년기의 미시체계로서 동료집단은 개인의 심리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

친다. 예를 들어 동료집단은 우정, 인기, 소속감 같은 중요한 심리적 보상을 제공

하기도 하고 흡연, 음주, 약물, 비행 행동 등을 부추기는 역기능적인 면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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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둘째, 중간체계(mesosystem)는 미시체계들을 연결시켜주며 미시체계 사이에서 

중복되어 형성하는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가족과 학교 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연결성을 말한다. 즉, 아동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두 가지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아동의 경우, 가

정과 학교의 관계, 가정과 동료집단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가정, 학교, 

동료집단에서 경험한 모든 활동들은 통합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역할 간에 적절한 조절 혹

은 참여하는 비중이 생기게 되며, 각 미시체계의 구성원들 간에도 조화와 통합이 

요구된다.

셋째, 외부체계(exosystem)는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조나 환경요소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발

달의 장면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나 장면을 말하는 것이

다. 일례로 부모의 직장, 형제가 다니는 학교, 주변 이웃의 특징, 학교와 지역사

회간의 관계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처럼 개인

이 소속된 사회의 정치, 경제적 의사결정기구, 대중매체 등도 외부체계로 볼 수 

있다. 비록 개인은 외부체계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 체계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중간체계와 미시체계를 통해 직접적으

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거시체계(macrosystem)는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문화, 이념, 제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규범을 말한다. 거시체계는 앞서 제시한 체계들을 포함하는 신

념체계 혹은 이데올로기이다. 거시체계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종교

적, 경제적, 교육적 가치와 공공정책의 핵심을 구성하며,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거의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다. 거시체계가 

가지는 시대정신이나 이념은 각 구성원의 신념과 구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칙, 규범, 기대, 가치, 역사 등을 준수하며 이에 

근거하여 활동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시간체계(chronosystem)는 개인이나 다른 환경맥락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를 말하며, 각 체계는 시간체계, 즉 개인이나 다른 환경맥락

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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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fenbrenner의 체계는 점차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화되었으나 변치 않는 요

점은 특정 개인의 발달을 논할 때 반드시 환경과의 상호작용, 개인이 신체적, 정

서적, 사회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장면, 이들 장면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이 이러한 장면이 어떠한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은 교육이론가와 

실천가들이 개인이 지니는 단편적인, 일차원적인 특징에만 주목하지 않고 통합적

인 생활경험의 총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림 19]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모형

그밖에도 사회생태모형(socio-ecological model)(McLeroy, Bibeau, Steckler, 

Glanz, 1988)과 기존의 생태학적 체계모형을 활용, 변형한 이론들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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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ry & Stancliffe, 1996). MeLeroy 등(1988)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

인과 환경의 관계에 주목하였고 긍정적인 건강행동의 변인들을 사회적 맥락 속

에서 찾아냈다. 사회생태모형은 인간이 건강을 추구하는 행위가 사회생태학적으

로 연관되어 있으며, 개인과 환경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증진이 좌우된

다는 통합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개인적인 유전적, 생

리적 특성이 건강증진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다는 관점과 대치되며, 개인적 

차원과 더불어 환경적 차원이 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시

켜주었다.

최근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는 사회생태모형에 근거하여 개인의 운동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적 수준,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

경, 정책을 운동행동의 구성요인으로 보고 있다(김영호·박중길·김경원·류호상, 

2012). 개인적 수준은 개인의 운동행동 수준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여기에는 운동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연령, 성, 교육수준, 자기효능감 등의 개념

이 포함된다.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운동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위 사람들로 가

족, 배우자, 건강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물리적 환경은 운동행동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인들로 날씨, 시설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은 운동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이나 구체적인 강령들로 예를 들어 도시계획, 교통, 교육, 

보건관련 정책 등이 포함된다.

Abery와 Stancliffe(1996)는 한 개인이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구조

화하여 변형한 생태학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자기결정 능력이 환

경에 따라 촉진되거나 저해된다고 보았고 환경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자기결정력, 지배

력이 개인의 내적속성(기술, 태도, 신념, 지식)과 네 가지 환경체계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심리치료, 상담 분야에서는 치료과정에서 인간의 심리적, 내적인 면에 치중하

였으나 임상치료사들이 정신분열증환자나 비행청소년들을 치료한 결과 사회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개인을 치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사회적 맥락과 

유기체-환경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s theory)을 

심리 상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Nichols & Schwartz, 1998).

이처럼 개인의 발달과 환경의 영향을 다룬 이론이나 모형은 그것을 일컫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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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에는 차이가 있으나 개인의 능력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가정, 학교, 사회 등 

점차적으로 시선을 외부로 확장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레교육자

의 전문성 발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모형

은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모형을 기준으로 기존에 제시했던 

Csikszentmihalyi(1988)의 창의성 체계모형 속에 등장하는 요인들(개인, 분야, 영

역)을 재구조화하였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모형에 제

시한 개념을 관련된 개념과 병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Csikszentmihalyi(1988)
Bronfenbrenner(1979)

Abery & Stancliffe(1996)

본 연구

요소 체계

개인 개인 개인 발레교육자

영역 미시체계

영역

가족, 친구, 동료, 

선생님, 학생 등

분야
중간체계

가정, 교육기관, 직장, 

공동체, 발레계, 예술계 등

외부체계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거시체계

<표 50>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모형 제시를 위한 개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 영역, 환경요소들의 특성에 따라 성장요인, 도움요인, 좌절요인으로 나타났

다. 그 과정에서 Csikszentmihalyi(1988)의 영역과 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영

역요소’를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요소를 ‘환경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Bronfenbrenner(1979)의 체계들과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테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영역요소는 그의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환

경요소는 외부체계와 거시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위의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체계는 그 자체로 발레교육자가 성장해온 발달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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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모형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모형은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구성요소와 발달과정, 그

리고 그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는 환경체계로 이루어져있다. 

모형에 제시된 내용을 체계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다. 첫째, 발레교육자 개인은 

자신에게 내재된 재능, 적성, 인격을 바탕으로 발레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발달

시켜나간다. 무용수로서의 재능이 탁월했던 교육자들은 일찍이 직업무용수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대다수의 경우는 대학 무용과에 진학하여 교육자로서의 첫 걸음

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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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시체계에서는 발레교육자와 인접한 주요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문

성을 발달시켜 나간다. 가족, 선생님, 친구, 동료교육자, 학생들과의 인간관계, 혹

은 이들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은 전문성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게도 한다. 미시체계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관계

들은 교육자에게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중간체계에서는 발레교육자가 속해 있는 가정, 교육기관, 직장, 동료교육

자와의 공동체, 발레계, 예술계 등 다양한 주요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

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은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갈등의 여지를 제공하

기도 한다. 발레교육자들이 전문성의 성장과 갈등을 겪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중

간체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외부체계에서는 발레교육자가 속해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적 구조나 

환경 속에서 간접적이지만 때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발레교육자들에

게 중요한 제도나 정책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지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

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각 시도 문화재단 등의 지원사업과 정책은 뛰어난 

발레교육자들에게 교육, 지원, 취업 기회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영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발레교육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데

에 노력을 기울이고 맡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며 이를 환원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거시체계에서는 매우 거대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의해 발레교육자들

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암묵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인종, 성별, 

문화, 정치, 경제적 지위와 역사적 배경은 사회 속에 포함된 발레교육자 개인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발레계, 무용계, 예술계 전체의 구조를 재구성하고, 각 구성원

들 간의 역할 및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여섯째, 시간체계에서

는 발레교육자가 발레 전공생으로 입문하여 전문 발레교육자가 되기까지 성장이 

이루어지며, 앞선 체계들 속에서의 다양한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초기 입문기를 거쳐 성장기에 당도할 때 보다 많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고 특히 갈등기에서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후 안정기에 이르

러서는 체계들을 통해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체계와 다른 구성

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지에 오르게 된다.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모형의 근간을 이루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

적 이론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공식은 D=f(P ․ E)이다. 즉 인간의 발달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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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 구현되는 것인데, 이때의 P는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개인의 심성이나 안목, 가치 등으로 볼 수 있고, E는 발레교육자를 둘러싼 가정, 

학교, 교사, 동료, 학원 등 무수히 많은 요소들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레교육자 개인과 환경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체계는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즉 

발레교육자 개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 개인적 성향이나 가치와 환경 체계의 요구

가 부합할 경우, 매우 큰 상승작용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개인과 환경의 

의지가 불일치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발레교육자들이 전문성 발달과정에서 갈등기에 토로했던 문제점들은 이

러한 환경 체계와의 상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모형은 지금까지 논의한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개념, 구

성요소, 발달과정과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체계를 제공

한다. 뛰어난 발레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재능을 발견하고 적성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

도록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단지 뛰어난 발

레교육자를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

육적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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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법

뛰어난 발레교육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이들이 지닌 특별한 능력, 즉 발레

를 가르치는 데에 탁월성을 발휘하는 전문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

되었는지에 대해 매우 장황하게 논의해왔다. 덧붙여 이들이 풋내기 발레 전공생

으로부터 전문 발레교육자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발레교육자들은 각기 다른 성장과정과 교수영역에 따라 비슷

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무엇을 위한 논의인가? 그저 ‘뛰어난 발레

교육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점을 드러내어 보이기 위함인가?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가? 이 점에서 나는 발레교육자들이 답

변해준 자신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 교육방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의 

전문성이 저절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발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수많은 

절에서 다루어졌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뛰어난 발레교육자들이 어떠한 교육을 

통해 어떠한 전문성을 발달시켜온 것인지에 대해 이 장을 통해 살펴보겠다.

앞서 다루었던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구성요소는 크게 기능적 전문성, 예술적 

전문성, 심성적 전문성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하위요소를 두고 있다. 이를 기

본으로 하여 각각의 발레교육자들이 전문성 발달의 성장요인, 도움요인으로 지목

한 학습화, 사회화, 내면화를 포괄적, 통합적 형태의 ‘교육’으로 보고, 각 전문

성의 구성요소를 함양하는 데에 영향을 준 비중에 따라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제

시하는 세 가지 교육방법은 발레교육자의 세 가지 전문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있으나, 보다 특정 전문성 요소에 중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성의 구성요소와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교육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레교육자의 기능적 전문성에 해당하는 발레지식, 발레교수지식은 직접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발달되었다. 발레지식과 발레교수지식은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몸소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 심도 깊은 공부와 연구

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꾸준한 실기 연습, 숙달된 교수법 실습, 경험

적·학문적 탐구가 중요한 교육방법으로 소개되었다.

둘째, 발레교육자의 예술적 전문성에 해당하는 발레소양, 발레교수안목은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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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발달되었다. 발레소양과 발레교수안목은 발레교육자가 갖

추어야 할 정의적, 예술적 측면의 전문성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색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감각과 경험을 통한 오감 체험, 비평적 감상, 

반성적 회고가 주된 교육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발레교육자의 심성적 전문성에 해당하는 발레심성, 발레교수심성은 내면

화 중심 교육을 통해 발달되었다. 발레심성과 발레교수심성은 발레교육자의 도덕

적, 규범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전문성 요소이다. 대개 사람의 인성이 교육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하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듯, 현재로서는 심성적 전문성

의 교육방법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교육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만나

본 교육자들 중 특히 학생들을 염려하고 배려하며 희생적인 특성이 뛰어난 발레

교육자, 즉 심성적 전문성이 탁월하다고 추천받은 교육자들의 경우 이러한 측면

이 반드시 선천적인 성향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분명 참되고 바른 

인격을 지닌 교육자라고 하더라도 성실한 참여, 내면적 성찰, 간접적 전이 등의 

방법을 통해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분 기능적 전문성 예술적 전문성 심성적 전문성

발레수행 신체적 
지식

테크닉 
지식

발레지식

인문적 
지식

예술적 
감성

발레소양 발레심성

인내  배려

존중  공정  사랑

발레교육 발레
교수법

일반
교수지

발레교수지식

독자
교수법

발레
감식안

발레교수안목 발레교수심성

끈기  예의  책임

성실  관용  공감

교육방법
Ÿ 꾸준한 실기 연습

Ÿ 숙달된 교수법 실습

Ÿ 경험적, 학문적 탐구

직접체험 중심

Ÿ 오감 체험

Ÿ 비평적 감상

Ÿ 반성적 회고

간접체험 중심

Ÿ 성실한 참여

Ÿ 내면적 성찰

Ÿ 간접적 전이

내면화 중심

<표 51>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구성요소와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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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적 전문성 발달을 위한 직접체험 중심 교육

발레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기능적 전문성은 발레수행과 발레교육의 측면에서 

발레지식과 발레교수지식으로 구분된다. 첫째, 발레지식은 발레를 잘 할 수 있도

록 하는 인지적, 정의적, 경험적 측면으로 신체적 지식, 테크닉 지식으로 구분된

다. 신체적 지식은 인체의 구조적 특성과 각 신체부위 및 관절의 운동 범위, 근

육의 움직임과 특징 등을 잘 아는 것이며, 테크닉 지식에는 발레 동작을 잘하기 

위한 운동학적, 역학적 원리, 기본 테크닉과 전통적인 레퍼토리, 각각의 베리에이

션에 관한 지식, 연습, 공연 및 안무를 위한 현장에 대해 잘 아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했듯 발레지식은 단순히 신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관절과 근육의 

쓰임을 이론적, 인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춤을 추어오면서 경험

한 여러 가지 상황, 현장에서의 사소한 요령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둘째, 발레교수지식은 발레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정의적, 경험

적 측면으로 발레교수법과 일반교수지로 구분된다. 발레교수법은 발레 테크닉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연령, 수준에 따라 가르쳐야 하는 발레 동작과 

교육방법을 정리해놓은 특정 발레교수법을 의미하며, 일반교수지는 교육학적 지

식과 교수경험을 통해 쌓은 상황적, 실천적 지식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기능적 전문성 발달을 위한 직접체험 중심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꾸준한 실기 연습이다. 발레교육자들은 무엇보다 체

계적이고 과학적인 발레지식을 통해 학생들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춤출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오랜 시간 발레를 춤춰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발레를 잘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해본 전공자는 많지 않다. 더구

나 예비 발레교육자라면 이러한 방면에 더욱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자가 되어 잠시 발레 실기 연습이 소홀해졌던 교육자

들은 꾸준히 실기 연습을 하고 자신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당시의 신체적인 감각, 

운동감각 등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때 느낀 것이 잘 가르치려면 많이 추어야겠다는 것. 저도 레슨을 받고 

제가 가르치고 하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발레단에 있어서 

그 친구는 그렇게 하는데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발레단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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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을 아이들한테 적용해보니까.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자

기가 춤출 때 또 다시 생각해보고. 저는 그럴 여건이 못 되서 아쉬웠어요. 

작년에도 공연을 하긴 했는데 클래식 발레를 하지 않고 현대무용처럼 풀어

서 하니까 제가 연습하는 것은 발레 기본동작, 그 시기에 배워야 할 테크

닉 이런 것이 아니니까 또 안 하면. 제가 몸 푸는 것은 제가 하지만 가르

치는 것은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문화, I-SE-120523-1)

Kerr-Berry(2007)는 교육자가 실기 연습을 게을리 해서 안 된다고 말한다. 연습

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춤을 잘 추지도 못하고 춤을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교육

자로 도태되거나, 틀에 박힌 수업을 하는 교육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둘째, 숙달된 발레교수법 실습이다. 발레교수지식은 단순히 발레교수법을 이수

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발레교수법 자체가 독특한 발레 스타일

을 담고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의 단기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초창기 발레교수법 전파에 일조했던 몇 명의 교육자들은 오래도록 

특정 스타일로 춤을 춰왔고 배워왔으며 그것이 몸과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

에서 가르치는 방법, 발레교수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꾸준히 수업에 적용하여 가르치는 연습을 하고 틈틈이 그 원칙을 준수하며 가르

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제가 메소드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계속 써야지 안 쓰면 자꾸 잊어

버려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매번 메소드를 들여다보지 못해서 가끔 이

게 뭐였지 하고 꺼내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바에서 바뜨망 스테뉴를 가르

치는데 4카운트로 가르치는 것과 좀 더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것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찾아보죠. (임소신, I-PE-120619-1)

직접 러시아에 당도하여 바가노바 교수법을 배웠다는 한 교육자는 1학년부터 

8학년 과정까지 순차적으로 발레교수법을 배우게 되지만 한 학년에 같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즉 러시아 현지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

을 다루는 1학년 과정을 오래도록 학습하면서 바가노바 교수법의 스타일, 특징 

등을 익히고 나머지 학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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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댄스, 히스토리컬댄스, 짐내스틱 등 초보 과정을 배웠고. 전 레벨 

교수법 이수. 1년 동안 1학년부터 7학년까지 했는데 1학년에 가까울 수록 

한 레벨을 배울 때 오랜 시간을 쏟고, 이론 배우는 것도 참관도 1학년을 

가장 오래 했던 것 같아요. 2학년부터는 조금씩 단축이 되었는데. 선생님

이 “너는 7학년까지 다 배웠고 8학년 때는 배운 데에서 레벨 업이고 정리

고 발레단 준비과정이다” 그래서 복습을 했어요. 저 이후로 간 사람들은 1

년만 하던데 1년을 하고 반년 복습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 시간이 없었으

면 이만큼도 못했겠죠. (이신뢰, I-PE-120711-2)

흔히 국내에서 바가노바 교수법을 배울 때는 발레 테크닉을 가르치는 교수법

에만 치중하여 현지의 발레학교에서 배우는 캐릭터댄스, 민속무용, 연기법 등은 

다루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수한 1학년~8학년 과정이 발레를 제대로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발레학교의 학생들이 

배우는 수많은 과목 중에 발레 실기, 테크닉 수업만을 가르치는 교수법인 것이

다. 또한 발레교수법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나름대로 정리하여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한다. 자신이 배운 과정을 수없이 반복

하며 곱씹어보고 그것이 실제 수업에서 막힘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스스로의 정리와 실습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테크닉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면 발레교수법 이외에도 테크닉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나 작품 속에 담긴 

의미 등을 수업 중 적절한 시점에 알려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러

한 것을 교육자로서 현장에 투입되기 이전에 실습하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험적, 학문적 탐구이다. 경험적 탐구의 일례로 다른 교육자의 수업을 

참관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 특히 잘 가르치거나 특정 교수법을 잘 활용하

는 교육자의 수업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교육자가 지닌 발레지식, 발레교수지식, 

발레소양, 발레교수안목을 살필 수 있는 복합적인 장점이 있다. 한 교육자는 러

시아 바가노바 출신 교육자의 수업을 참관했던 것을 회상했다. 다행스럽게도 자

신의 수업을 참관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업 구성법, 연습방법, 피드백 등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 배울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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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치고 싶으니까 수업을 보러 간 거죠. 이 사람들이 앙쉐느망을 어떻게 

짜나 보고 싶고. 바가노바 가서 수업을 볼 때 실기시험 스텝밖에 못 봤거든

요. 이렇게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앙쉐느망으로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는가가 보고 싶었는데 너무 고맙게도 자기 수업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주

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 턴듀 스텝에서 어떤 스텝이 잘 나오

는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는지, 애들한테 어떤 

지적을 주는지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두 개 학년 수업을 1

년을 봤더니 완전 바가노바에 있는 것 같았어요. (김사상, I-PE-120503-1)

학문적 탐구의 일례로 과반수의 교육자들은 가르치는 과정에서 공부,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단순히 경력을 추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을 해결하고 보다 깊이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학위 과정은 자신의 일에 대한 심도 깊은 공부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나 교수활동에 도움

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학위과정에 입문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단순히 자신이 

알고 싶은 분야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위과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박사 공부한 것도 너무 달라요. 처음에 박사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

부하고 아이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가 바뀔까? 그냥 내

가 공부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공부하다보니까 아이들한테 이미지 설명하는 

것도 다르고 아이들한테 정신교육 시킬 때도 달랐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선

생님이 배운 것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사상, I-PE-120503-1)

위의 교육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학위과정 중에 보고 배우는 모든 것들을 교수

활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자신도 모르게 수업에 적용

해보게 되고 수업내용뿐만 아니라 수업운영 측면에서도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교육자로서 현장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수업을 준비하는 경험적인 탐구부터 구체적으로 이론과 지식의 힘을 

빌려 학문적인 탐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신이 적용했던 발레지식과 발레교

수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해보면서 스스로 개선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공식적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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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과정을 더해가면서 보다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나. 예술적 전문성 발달을 위한 간접체험 중심 교육 

발레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예술적 전문성은 발레수행과 발레교육의 측면에서 

발레소양과 발레교수안목으로 구분된다. 예술적 전문성은 말 그대로 발레를 예술

답게 출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예술적 영감을 흡수하고 내면으로부터 잠재되어 

있던 예술적 소양을 끌어내도록 하는 교육자의 능력이다. 첫째, 발레소양은 발레

와 관련된 예술 및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풍부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감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인문적 지식, 예술적 감성으로 구분된다. 

인문적 지식은 발레와 관련된 역사, 철학,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을 잘 아는 것이며, 예술적 감성은 예술적 감성은 발레를 예술로서 완숙하게 

표현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육자의 

표현성, 해석력, 감수성 등을 의미한다. 

둘째, 발레교수안목은 기존의 교수법에 자신의 오랜 경험과 그동안 습득하고 

학습한 결과가 응축된 독자적인 교수법을 행하고, 예술적인 안목을 통해 발레를 

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며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깨닫는 것으로 독자교수법과 발레감식안으로 구분된다. 

독자교수법은 교육자가 지닌 발레지식과 발레교수법에 오랜 교육경험이 응축된 

자신만의 고유한 교수법을 의미한다. 발레감식안은 발레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학생들의 심리적, 감성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은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생들 속에 내재된 예술적 잠재력을 파악

하고 그에 걸맞은 교수법을 펼치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예술적 전문성 발달을 위한 간접체험 중심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감 체험이다. 발레교육자들이 인문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발레 작품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역사, 철학, 문화, 사회 전반적인 내

용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발레 기능, 동작에 국한된 관심을 확장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무용사 이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이론적인 수준의 역사, 

문화, 사회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발레동작 속에 담긴 의미, 발레용어의 어원,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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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의 발레, 고전주의 발레 등 역사적으로 발레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의 발레교육자들은 예술계 학교

에서 무용사 이론 시간 이외에는 거의 접하지 못하는 인문적 지식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이 교육자가 된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개

인적인 수준에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항상 열어 놓고 다니지. 공연도 많이 보고, 꼭 발레 아니더라도 음악, 미

술작품 중에 낭만주의, 인상주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러 다니고. 가르치

는 것도 다 아이디어니까. 아이들 작품 안무할 때나 수업할 때 말로 전해

주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 지적해줄 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박감성, I-SE-120710-2)

다양한 예술 장르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깊고 넓게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인

문적 지식과 발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간접적으로 발레교수안목을 높

이는 역할도 한다. 비록 이론 수업이 아니더라도 실기 연습 중에 교육자가 학생

들에게 전하는 짧은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예쁜 줄 알았어. 우리도 그렇잖아?” 

이러면서 쉽게 풀어서 얘기하고. 은근슬쩍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처럼 아

는 사람 얘기를 하고, 낭만발레 느낌 낼 때, 아이들이 잘 모를 때, “순서

모르겠니? 프티파가 안무할 때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 하면 아이들도 귀가 

솔깃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집중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죠. (김사상, 

I-PE-120503-1)

발레를 이해하고 예술적인 감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역사, 철학, 문화, 

사회적인 지식은 반드시 딱딱한 전공서나 이론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인문

적인 측면에서 춤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책을 읽거나, 여러 예술 

장르의 공연을 보며 공연예술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다큐멘터리나 영화 등의 영

상물을 보거나, 관련된 시대의 음악을 듣는 등의 폭넓은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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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준비하려고 제가 바가노바가 쓴 책, 발레테크닉을 정리해놓은 책, 

발레 역사나 예술 역사를 다룬 책, DVD 이런 것들을 쭉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일단 아이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찾은 것도 있지만 제가 잘 알고 

있어야 수업이 되니까. (정성실, I-PD-120705-1)

발레교육자들은 발레만을 위해 정리된 인문적 지식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발레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오감을 통해 체험함으

로써 스스로 인문적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측면을 

북돋아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비평적 감상이다. 앞서 다루었듯 인문적 지식이나 예술적 감성은 다양한 

예술작품이나 무용, 발레작품을 접함으로써 일깨워줄 수 있다. 독자교수법이나 

발레교수안목 역시 이러한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

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오감 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험이 아닌 체험

인 이유는 그저 몸으로 해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을 내 이성과 감성의 통로를 거쳐 내면화,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 과정에서 관여되는 것이 비평적 감상이다. 비평적 감상은 자신의 주

관과 해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질료들을 재개념화하고 재구조

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교육자는 콩쿠르 심사 현장에서 어떠한 해석의 여지없이 

매우 단순화된 이미지로 작품을 준비해서 나오는 학생들을 보며 회의감에 빠졌

다고 한다.

콩쿠르 심사를 했는데, 탈리스만이라는 작품을 하는데 림프 요정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섹시하게 한다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나와서 이러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그런 교육이 안 되어있어요. 교

육자들이 레퍼토리를 다 알고 충분히 잘 보고 이해해야죠. 대충 책에서 림

프의 요정 캐릭터라는 것만 알고, 원래 작품 있는 그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만 해도 다행이죠. 제대로 안 상태에서 주관이 있게 조금 다른 방식의 표

현이 있어야 되죠. (김고전, I-PD-120612-2)

각종 테크닉의 향연이 펼쳐지는 콩쿠르 현장에서 아무 느낌 없이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동작만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학생을 가르친 교육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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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을 의심하게 된다. 단순히 발레 동작들의 연결처럼 춤추고, 자신이 잘 하는 

테크닉을 뽐내려는 목적으로 단 몇 분의 베리에이션을 가득 매워서 준비해온 학

생들 뒤에는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지도한 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

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교육자들은 적어도 가르치는 발레작품에 대한 배경지

식, 어떠한 맥락에서 그 베리에이션이 등장하는지, 그 등장인물은 어떠한 사람이

며 어떠한 성격을 동작을 통해 표현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원작에 

드러난 안무가의 성향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작품을 접할 때

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반성적인 분석과 비평적인 관점이 

필요하다(Lavender, 1996). 원작에 드러난 전통은 살리되 해석과 각색은 교육자의 

몫인 것이다. 마치 안무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교육자 또한 학생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테크닉 연습을 시키는 것

이 궁극적으로 발레 작품이라는 극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등장인물의 춤을 능

수능란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자료가 우리나라에 없었고, 음악, 악보, 동영상을 구하기 힘

들어서 일본을 거쳐야했지만 요즘은 자료가 정말 많고 쉽게 구할 수 있잖

아. 작품도 발레단, 캐스팅에 따라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와 있고, 그것을 

다 보면서 무용수별로 특징을 찾을 수 있지. (유인내, I-PD-120613-2)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해진 자료와 정보 속에서 자신이 춤추고 가르치

는 발레 그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것을 기본으로 교

육자 자신이 비평적인 관점에서 작품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다양화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작업이다. 매우 아쉽게도 교육자들에게 비평적인 감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교육자는 많았지만 이것을 교육기관이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거나 실습해본 경험은 없었다. 몇몇의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비평적 감상을 제시했다. 

셋째, 반성적 회고이다. 한국의 발레가 질적으로 향상되기 전의 시기인 1960년

대 즈음 이 시대를 풍미하던 발레 무용수들은 자연스레 교육자가 되었다. 춤에 

대한 열망으로 발레를 한국에 소개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배우기 위해 온갖 노력

을 기울였던 한국 발레의 1세대가 있었다. 이들에게 발레를 배웠던 2세대, 3세대

의 시기가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레계를 주름잡고 있는 발레교육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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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스승 세대가 엄밀한 잣대로 보면 테크닉의 완성도가 지금처럼 높지는 

않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 선생님들이 과거에 어떻게 배우셨는지 들어보면 신기한 것이 별로 뾰족

이 배우시진 않으셨어요. 무용사 책에 나오는 성함만이 전해지는 분들에게 

배우셨고 그분들의 사진만 보면 발레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아주 일찍

이 대학 교수나 교육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생일 때 뵈면서 느

낀 것은 너무 발레를 잘 아세요. 진정한 안무가, 교육자, 예술가이시고 그

런데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이 독학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는 외국을 잠깐이라도 가는 것이 어려웠거든요. 춤

에 대한 열망으로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춤출지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다

시 생각하면서 다듬어 나가셨대요. (이신뢰, I-PE-120615-1)

이처럼 초기 발레교육을 이끌어왔던 교육자들은 테크닉적 숙련도나 예술적 표

현에 있어 소위 말하는 ‘잘하는’분들을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자들은 교

육여건이나 자료의 부족을 통해 극심한 갈증을 느낀 만큼, 오래도록 자신이 어떻

게 춤출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생각했다고 한다. 엄밀히 말해 교

육자의 표현 그대로 ‘독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교육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반성적 회고’라

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겠다.

무용실에서 만난 한 교육자는 전공 학생에게 개인레슨을 하던 중이었다. 학생

에게 테크닉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작품 속에 드러난 테크닉은 능숙

하게 하는 편이었으나 이 교육자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원하는 표현이 나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쟤도 작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폴드 브라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홀에서 나와서 집에 가면서도 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계속 생각하

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도 그 생각, 계속. 비디오도 보여주고 내가 보여주

고 설명을 해도 딱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방식이 무엇이 잘

못되었나, 이건 동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는 과정이니까. (박자아, I-LM-120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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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본인이 하는 것이 낫겠다며 난감한 표정을 짓는 교육자는 그럼에도 학

생에게 먼저 화를 내기보다 자신의 교수활동에 대해 반성해보아야겠다고 말했다. 

때로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해보아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원작 공연 비디오를 보여주기도 하고 학생이 춤추는 장면을 비디오

로 촬영하여 보여주기도 하고 교육자가 몸소 시범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 뚜렷

한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적 표현은 학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과정이므로 단번에 표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표현성이나 감수성,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교육자들은 매우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자기반성을 통해 조금 더 나은 맞춤식 방법이 무

엇인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 심성적 전문성 발달을 위한 내면화 중심 교육

발레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심성적 전문성은 발레수행과 발레교육의 측면에서 

발레심성과 발레교수심성으로 구분된다. 첫째, 발레심성은 발레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도덕적, 규범적 품성을 의미하며 인내, 배려, 존중, 공정, 사랑 등으로 구분

된다. 발레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충을 참아내며 함께 춤추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공정, 사랑의 덕목들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발레 그 자

체에 담겨있는 정신적인 측면이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전이되어 간접적으로 느

끼고 동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슷한 관점에서 발레정신은 이러한 측

면을 잘 소개해주는 개념이다. 발레를 오랜 시간동안 경험해온 사람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측면으로서 발레정신은 발레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해하고 

내면화함으로써 발레기능과 대비되는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둘째, 발레교수심성은 발레를 가르치면서 느끼게 되는 도덕적, 규범적 품성을 

의미하며 끈기, 예의, 책임감, 성실, 관용, 공감 등으로 구분된다. 다른 교과의 교

육자들 역시 교수활동에서 체험할 수 있지만 보다 발레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측면이다. 쉽게 말하면 발레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니고 있어야 할 정신적인 측

면이다. 발레심성보다 보다 인간관계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이 부각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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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것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심성적 전문성 발달을 위한 내면화 중심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한 참여이다. 발레교육자가 좋은 인격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굳이 엄청난 자료들을 통해 증명하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성 좋은 교육자가 그렇지 않은 교육자에 비해 교

육효과나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다. 그렇

다면 이러한 측면은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가? 혹은 교육할 수 있는가? 교육자들

은 먼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예로 들었다.

나는 지금도 수업 준비 안 하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레벨별로 애들을 차

근차근 향상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수업 시간에 스텝 짜고 있는 모습

이 싫어요. 수업 준비 처음 할 때는 2시간 걸려요. (중략) 그래도 매일 해

야 하는 거지, 그것을 귀찮아하면 그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선생님을 등 떠미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안 놀게 하고 열심

히 가르치게 하고 힘들어도 모르게. (김사상, I-PE-120503-1)

교육자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

게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교육자로서 수업을 성실히 준비하는 것이 모든 교육자

의 인격적인 요소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성실하지 않는 교육자는 자신의 일차

적인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뿐더

러 그들의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지도 못하는 것이다. 수업시간을 

준수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과 같이 성실한 참여는 

그 교육자가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전문성을 떠나 학생들이 교육자를 단번에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와 동시에 매번 이러한 성실한 참여를 습관

화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사고와 행

동을 실천하여 교육자로서의 인격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교육인 셈이다. 

교육자들의 성실한 참여가 지니는 의미는 마이클 레빈의 “깨진 유리창 이

론”(broken windows theory)을 통해 뒷받침된다(Levine, 2006). 이 이론은 본래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이었으나 다. 깨진 유

리창을 바로 갈아 끼우지 않으면 주변의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지게 되고 그 동

네 자체가 우범지대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론을 증명해주는 실례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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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뉴욕시장으로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는 끊이지 않는 지하철 범죄를 줄이기 

위해 현장시찰을 돌던 중 지하철 주변이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분위기일 뿐 아니

라 온갖 낙서들과 쓰레기들이 즐비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는 곧 새롭게 임명된 

뉴욕검찰국장과 함께 무단횡단, 노상음주, 무임승차, 낙서 등 경범죄 위반자들을 

집중단속하고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시장과 검찰국장이 

범죄 소탕에는 힘쓰지 않고 소소한 일에 집중한다고 비판했으나 5년 후 뉴욕시

의 살인사건은 경우 연간 1,000건 이상, 지하철 범죄율도 75% 급감하였다. 

이처럼 사소한 일들이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사소한 일을 처리함

으로써 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발레교육의 상황에 연결 지어 생각해

본다면 발레교육자들의 성실한 수업 준비, 계획 등의 작은 노력이 그들의 인격을 

보다 도덕적이고 규범적으로 도야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자들 스스로

도 이러한 작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고 반문했다.

둘째, 내면적 성찰이다. 발레심성이나 발레교수심성은 모두 가시적으로 드러나

는 것들이다. 예술적 전문성과 유사하지만 보다 정신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전문

성 요소이다. 교육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반성하며 자신의 경

험을 곱씹어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켜간다. 이때에 자신의 경험

을 반추하며 학생과의 역지사지를 통해 이들을 위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발레와 같이 엄격한 연습과 자기인내가 필요한 예술 장르의 경

우, 혹독한 연습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한 카리스마와 강압적 태도 사이에서 불안한 외줄타기를 한다. 간혹 그것이 잘못

되어 학생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거나 인간관계를 어그러트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도 한다. 한 교육자는 매우 엄격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학생들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많이 달라진 것은 제가 다치고 나서 다친 몸으로 

무용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이라는 것, 무용수가 한번 다치면 얼

마나 큰 인생의 타격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예요. 저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쉬게 해요. 저때는 안 그랬거든요. 몸이 아파도 해

야 되고 참아야 하고 토슈즈 신을 때 피나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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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의해 나온 거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쌓고 저의 상

황과 아이들의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임소신, I-PE-120619-1)

교육자들의 경험이 폭이 넓어야 한다는 점은 아마도 학생과의 공감의 폭이 넓

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당

시의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회상하며 그것을 그대로 학생에게 적용했을 때 벌어

질 수 있는 상황과 학생의 마음가짐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내면적 성찰

은 교육자 스스로가 교수활동에서의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생각

해보게 하고 그것이 정말 적절한 것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간접적 전이이다. 대다수의 교육자들은 심성적 전문성을 발레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제1의 전문성으로 언급하였지만 그것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누구도 발레교육자는 이러한 

성품을 지녀야 한다거나 이러한 인격적 특성을 지닌 사람이 발레교육자라고 일

러주거나 가르치거나 강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발레교육자, 즉 성품이 좋은, 훌륭한 교육자는 타

고나는 것인가? 발레교육자의 성선설을 주장하듯 심성적 전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이 불투명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한 것은 대다수의 발레교육자들이 자신의 스승을 통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나 

발레를 하는 자세, 열정과 혼 등 정신적인 측면을 배웠다고 발언한 점이었다. 

테크닉을 배운 사람은 많아요. 지금 주변에도 많이 보이고 현재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테크닉이 도구이지만 도구만 가진 사람은 그만큼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도구를 갖고 도구를 쓸 수 있는 정신을 갖추어야지. 

교육자란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은 환경적으로 저보다 

더 열악하셨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하셨고 당신들이 당대에 

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취해서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셨고 제가 그나마 

그분들께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물려받았고. (이신뢰, 

I-PE-120615-1)

그 밖의 교육자들 또한 자신의 선생님을 통해 ‘교육자란 이런 것이구나’를 

느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신의 선생님이 보여준 용모, 말투, 태도, 유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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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간접적으로 예비 교육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셈이다. 흔히 간접교수행동이

라 불리는 교육자의 이러한 측면은 자신이 의식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학생들에

게 전해지는 것들이다. 교육자가 지닌 고유의 매너, 택트, 스타일 등은 수업 중에 

언어적 표현과 비언적인 표현, 이를테면 제스처, 표정, 어조 등을 통해 학생들에

게 전해진다(Jackson, Boostrom & Hansen, 1993; Oakeshott, 1989; Van Manen, 

1994). 또한 이러한 간접교수행동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혹은 도덕적인지 부

도덕적인지에 따라 학생들이 바라보는 교육자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특히 교육자가 지닌 발레심성, 발레교수심성과 같이 가시적이거나 인지적, 행

동적으로 드러나는 전문성이 아닌 경우, 교육자가 발레를 어떻게 생각하며 수업

에 어떠한 자세로 참여하는지 등을 통해 전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발레교육자들은 자신의 스승들을 통해 이러한 발레심성과 발레교수심성을 간접

적으로 전이 받았다. 자신의 스승이 지향했던 교육의 목표가 자신의 교육목표가 

되었으며 스승이 이루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신이 이루고자 학생들

을 성심껏 가르친다. 자신의 스승님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발레에 대한 열정

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한다. 발레교육자들이 선생님의 간접교수행동을 통해 

어떠한 측면의 발레심성이나 발레교수심성을 구체적으로 전이 받았는지에 대해

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교육자들이 보여준 수업 외의 가르

침에 대해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생들

에게도 긍정적인 간접교수행동을 보이고자 노력한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뛰어난 발레교육자들은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매우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그들이 지닌 전문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발달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살펴보는 먼 길을 달려왔다. 발레교육자들이 여러 

측면의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교육받는 것과 매

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발레라는 특정 예술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그것

을 성취하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삶 속에서 이들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강조 

받는 부분은 “교육”일 것이다. 그들은 좋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그리고 

좋은 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 필요 속에 살아가고 있다.

당연히 계속 채워가야 하고 끊임없이 공부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가르치

는 동안은 계속 모르는 부분을 채워나가야 제 역사의 빈 구석이 조금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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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질 것이고 설령 발레스쿨에서 배우고 티칭 메소드를 제대로 받았다하더라

도 이것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언어가 계속 변하듯이 무용도 계속 변한다

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회가 변하니까 문화도 변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신체

적, 정서적 조건, 교육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당연히 저도 변해야죠. 변화와 

교육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에요. (이신뢰, I-PE-120711-2)

지금까지 다룬 여러 가지 교육방법은 발레교육자의 기능적, 예술적, 심성적 전

문성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 가운데 세 가지 전문성 발달에 고루 영향을 미친 

교육방법으로 발전적인 실천공동체 형성이 있다. 발레지식이나 발레교수지식을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던 교육자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발달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의 모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생님들과 한동안 해부학 스터디를 했어요. 그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

운 지식을 알게 되고 ‘아, 그동안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네’ 하며 같이 토

론도 하고 발전도 이루었고, 에릭 프랭클린이 온다기에 책에서 흥미로웠던 

것을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며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학위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그때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눈을 열

고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기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쫒아가서 

특강 받고 그것도 안 되면 불러서 스터디하고 선생님들끼리 의논하고 지금

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신뢰, I-PE-120711-2)

위의 교육자는 처음으로 동료교육자들과 공부모임을 갖게 된 계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겪는 궁금증들을 서로 이야기하던 중, 함께 공부하면 어떨까? 라는 생

각을 하면서부터하고 했다. 동료교육자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

도 있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들은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해부학이

나 발레교수법에 관한 지식은 서적을 읽으면서도 배울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신이 직접 해보고 가르치면서 익히는 것이다. 실습을 요하는 지식은 동료

교육자와의 협동학습을 통해 보다 현장감 있게 배울 수 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티칭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

면 어떨까 하면서 스터디식으로 연습도 했어요. 그때 근육에 대해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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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공부하고 지금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라서 TA 선생님

들 중에 마음 맞는 선생님끼리 만나서 해보자 한 것이 1년 정도 되서 프

로그램을 짜서 도서관에서 수업하기도 하고 축제 형식으로 경기문화의 전

당, 춘천마임축제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사교육적으로도 수요가 있으면 진

행해볼까 생각 중이고, 지금 몇 개를 진행해봤으니까 매뉴얼도 만들어서 

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에요. 이 팀은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도 준비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공연도 해요. (정문화, I-SE-120523-1)

문화예술강사로 활동 중인 교육자는 자신이 소속된 교육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강사들과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실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

다. 과거에는 대학 동기들 중심의 공부, 연습 모임 형태였다면 이제는 보다 조직

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현장에서 느낀 경험들을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형태로 진일보되었다. 수업만으로도 빠듯한 시간을 쪼개어 자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발레교육자들의 실천공동체는 학습공동체이면서 탐

구공동체의 성격을 지닌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로 다른 교육배경과 

전문성 수준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수업을 개선해나가고 또 다른 형태의 교육 

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실천공동체의 활

동은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 반성, 성찰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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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뛰어난 발레교육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연

구자인 내가 어떠한 발레교육자로 성장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었다.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직 발레교육자들은 은유적으로, 실제적으

로 나의 ‘스승’이다. 무용교육 연구자이자 발레교육자로서 교수입문기와 성장

기의 언저리에 위치한 나로서는 학위논문이 스스로의 공부와 성장을 위한 중요

한 매개체가 되었다. 4년 전, 석사학위논문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적은 바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가장 큰 문제의식인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무용교육은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해답을 찾아가는 첫 번째 길목에 놓여 있다. 본 

연구자의 이러한 관심은 실제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무용은 체육수업 중

의 일부로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교육으로서 학원이나 문

화센터에서 극소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반

성과 고민의 학문적 표출이다. (중략) 이에 본 연구자는 학교무용교육으로

서 ‘무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육학의 연구영역인 교육과정, 교

수법,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본 연구

는 가장 거시적 측면인 무용교육과정의 국제비교연구로서 전체연구에서 가

장 이론적이며 근본적인 연구의 초석이라는 의의를 지니게 된다.

당시 나의 관심은 무용교육의 예술적 가치와 교육적 의미를 되도록 많은 학생

들과 공유하는 데에 있었다. 2006년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전국의 각 

초등, 중등학교에 예술강사라는 이름으로 무용교육자들이 활동하게 된 이래, 학

교무용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나의 관심 또한 교육과정이라는 다소 정형

화된 체제에서 벗어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교수학습과정과 교육자의 성장으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무용, 발레교육을 현실 속에서 행하는 데에 있어 정책과 제

도, 교육과정과 교수법, 교육자와 수업으로의 하향식 관계 방식은 간과할 수 없

는 부분이었다.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교육과정, 교수법, 교사로 하향식, 수렴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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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방식을 적용했다면, 본 박사학위논문에서는 교육자, 교수학습과정, 교육과정, 

정책과 환경, 사회적 맥락으로 상향식, 발산식 탐구방식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발레교육자가 지녀야 할 전문성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이를 구성하

는 구체적인 요소와 발달과정의 특징을 탐색하여, 교육자 자신과 학습자에게 바

람직한 발레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발레교육자를 재조명했다. 세 가

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의 개념, 요소 및 특성은 무엇인

가?”였다. 첫째,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즉 발레교수전문성은 발레를 기능적, 예

술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해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 경험, 태도, 신념 

등을 학습하고 내면화하여 정제된 총체적 능력이다. 발레교수전문성은 발레교육

자들이 학생들에게 발레교육을 잘 펼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라는 점에

서 발레 자체가 지닌 ‘움직임’, ‘예술’이라는 특성,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특성이 고르게 반영되어 있다. 즉 발레가 고도로 정련된 움직임

을 완성도 있게 표현하는 가운데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예

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발레교육자들은 기

능적이고 예술적이며 동시에 심성적인 전문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둘째, 발레교수전문성의 구성요소는 그 특성에 따라 기능적 전문성, 예술적 전

문성, 심성적 전문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 전문성은 그것이 발휘되는 측

면에 따라 발레를 잘하는 것과 관련된 ‘발레수행’, 발레를 잘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발레교육’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하위 요소를 지니고 있다. 

기능적 전문성은 발레를 체계적, 효과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지식과 경험을 

의미하며, 발레지식과 발레교수지식으로 구분된다. 발레지식은 신체적 지식, 테크

닉 지식으로 구분되며, 신체적 지식에는 인체의 구조적 특성과 각 신체부위 및 

관절의 운동 범위, 근육의 움직임과 특징 등이 포함되고, 테크닉 지식에는 발레 

동작을 잘하기 위한 운동학적, 역학적 원리, 기본 테크닉과 전통적인 레퍼토리, 

각각의 베리에이션에 관한 지식, 연습, 공연 및 안무 경험 등이 포함된다. 발레교

수지식은 발레교수법과 일반교수지로 구분되며, 발레교수법은 그 종류와 추구하

는 스타일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으로 고려하여 학습해야 하는 발레 테크닉의 순서와 음악, 그밖에 동작을 가

르칠 때에 주의해야 할 지침 등을 제공한다. 일반교수지는 일반 교육학에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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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과 관련된 지식과 교수경험을 통해 

쌓은 수업전략(동기유발, 전달능력), 수업운영(학생관리, 상황파악) 등과 관련된 

지식을 포함한다. 

예술적 전문성은 발레를 감성적, 이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경

험을 의미한다. 예술적 전문성은 기능적 전문성과 대비되며 예술교육으로서 발레

교육을 펼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발레소양과 발레교수안목으로 구분된

다. 발레소양은 발레의 예술적 요소를 살려 잘 할 수 있도록 발레와 관련된 예술 

및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풍부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감

성을 함양하는 것 등이 포함되며 인문적 지식과 예술적 감성으로 구분된다. 인문

적 지식은 발레와 관련된 역사, 철학,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의

미한다. 좁게는 대학의 무용전공 학생들이 배우는 무용의 역사, 철학, 의상의 변

천, 작품의 탄생 배경, 안무가와 무용수의 일대기 등에서 시작하여 넓게는 발레

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역사, 철학, 문화, 사회, 문학 등의 영역에 대한 광

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아우른다. 예술적 감성은 발레를 예술로서 완숙하게 표현

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육자의 표

현성, 해석력, 감수성 등을 일컫는다. 발레교수안목은 독자교수법과 발레감식안으

로 구분된다. 독자교수법은 기존의 발레교수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교육자가 오

래도록 발레지식과 교육경험을 축적한 결과 얻게 된 자신만의 독자적인 교수법

이다. 발레감식안은 학생의 심리적, 감성적 특징을 찾아내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예술적인 안목이다. 

심성적 전문성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인간적으로 대하는 태도와 신념을 의미

하며, 발레심성과 발레교수심성으로 구분된다. 발레심성은 인내, 배려, 존중, 공

정, 사랑 등 발레를 하는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덕목이다. 발레교수심성은 끈

기, 예의, 책임감, 성실, 관용, 공감 등 발레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덕목

이다. 발레심성과 발레교수심성은 발레를 춤추고 가르치는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도덕적 덕목으로 기능적 전문성과 예술적 전문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 가지 전문성은 발레교육자가 발레를 잘 알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발현된다. 또한 각 발레교육자의 연령과 교직 경력, 성

장과정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발달하며 각각이 따로 떨어져 발달되거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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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한 요소만이 발달된다고 해서 뛰어난 교육자가 되는 것이 아닌,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달하는

가?”였다. 발레교수전문성의 발달과정은 공통적 발달과정과 유형별 발달과정으

로 구분하였으며, 공통적 발달과정은 발레교수입문기, 발레교수성장기, 발레교수

갈등기, 발레교수안정기로 구분하였다. 각 발달과정은 기, 승, 전, 결의 단계를 거

치지만, 단계가 발달되는 순서가 순차적이거나 일직선적인 형태가 아닌 복합적·

순환적 형태를 보였다. 다시 말해 발레교수성장기와 발레교수갈등기의 역동적인 

성장과 갈등이 반목하며 전문성을 발달시키거나 반대로 좌절, 퇴보시킬 수도 있

다는 것이다. 각 발달과정은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된 ‘계기’, 각 단계에 보이는 

교육자들의 ‘특성’,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구분되었다.

발레교수입문기는 발레를 처음 가르친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3년 이내의 초임 

교사 기간을 의미하며, 교육자들은 선생님, 선배의 권유나 스스로 수업을 개설하

면서 처음 발레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대다수의 교육자는 이르면 대학 입학이나 

발레단 입단이 확정된 고등학교 3학년 시기부터, 일반적으로는 대학교 재학 시절 

중에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가르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

고, 발레단 생활이나 대학,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며 조금씩 경험을 넓혀갔다. 발

레교수입문기의 교육자들은 발레 전공자 혹은 직업무용수로서의 경력과는 무관

하게 교육자로서 전문성의 부족과 필요를 느끼고 한편으로 잠재되어 있던 교육

자로서의 적성을 발견했다. 대다수의 초보 교육자들은 초기의 교수경험을 통해 

발레교육자로서의 결정경험을 하게 된 이후로 이를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 이 과

정에서 개인 요소로는 자신의 관심, 흥미를 기반으로 하여 적성을 발견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역 요소에서는 그동안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선배, 그리고 처음 접한 학생들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경 요소에서는 새

로운 업무환경으로 초보 교육자들은 이에 적응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다.

발레교수성장기는 발레를 처음 가르친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7년 이내의 경력 

교사 기간을 의미하며, 교육자들은 조금 더 나은 수업을 위해 자발적인 학습의 

의지를 지니게 되거나, 자신이 맡은 직책에 따른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전자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반성적으로 깨닫고 자기 학습의 의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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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면, 후자는 타인에 의한 강요나 요구를 통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교육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전문성

의 발달과 학습이 집약적,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본격적인 발레교육자로서의 경험

을 누적시켜 나갔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발레교수법을 이수하거나 대학원에 진학

하여 전공 공부에 몰두했다. 교육자들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공부와 연구에 매

진하거나 주변의 선생님, 선배, 학생들과의 원활한 관계, 학습을 지원해주는 긍정

적인 업무환경의 영향을 받아 전문성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발레교수갈등기는 발레교육자로서 경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성 

수준에 대한 회의감이나 교직 자체에 대한 적성을 의심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여

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의 교수전문성을 발달시켜왔던 교육자들은 자신이 속

한 교육환경 속에서 또 다른 장애물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직업적 정체감 혹

은 상실감을 느끼며 행정적 업무의 과중이나 학생과의 갈등을 겪는다. 이 시기에

는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발레교육자로서의 진로를 재검토하게 

된다. 개인적인 삶의 변화나 주변 인물들과의 복잡한 관계, 업무환경에서 야기되

는 행정적, 직업적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발레교수성장

기와 발레교수갈등기는 서로 순환적인 과정을 겪으며 교육자의 전문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발레교수안정기는 발레교육자로서의 성장과 갈등의 시간을 반목하는 과정에서 

안정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자들은 일종의 교사효능감을 느끼며 자신의 수

업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체로 만족하게 된다. 이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서 소명의식을 갖고 예술계나 발레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전문성의 

심화와 확장을 시도한다. 발레교육자뿐만 아니라 무용수, 안무가로서의 제2의 삶

을 위한 도약을 통해 발레전문가로서 영역을 확장해나게 된다. 이들이 오랜 발레

교수갈등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요인은 성장과 갈등을 반복하는 가운데 발레

교육자로서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수업, 학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

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의 인정과 협력적인 업무환경이 

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유형별 발달과정은 성장과정, 교수영역에 따라 구분되었다. 교육자가 된 계기

와 그동안의 경력에 따라 성장과정은 대학에서 발레를 전공하고 교육자가 되는 

전형적 유형의 ‘전공과정형’, 일찍이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무대경험을 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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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무용수형’, 학교에서 발레교육을 펼치기 위해 체육과 중등교원자격 2급을 

취득한 ‘교직이수형’으로 구분되었다. 교수영역은 예술 중·고등학교, 대학 등 

발레전공의 직업무용수, 안무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는 ‘전문무용’, 

일반계 학교에서 발레 비전공의 학생들의 움직임 활동, 창의성 및 예술성을 함양

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는 ‘학교무용’, 사설기관에서 다양한 대상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생활무용’으로 구분되었다. 발레교육자들이 경험한 전문성의 발달과

정은 교육자들의 성장과정과 그들이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교수영역에 따라 독

특한 특징이 있었다. 즉, 각 발레교육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교육자가 되어

왔는지,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 가르치는 학습대상, 가르치는 목적에 따라 전문

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경험하고 있었다. 

발레교수전문성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Csikszentmihalyi(1988)의 개

인, 영역,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발레교육자들이 일반적인 전문성 발달을 이루게 

하는 성장요인과 각 발달과정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도움요인과 좌절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장요인은 전반적인 발레교육자의 성장과 전문성 발달과정

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작용하는 근원적인 힘을 의미한다. 성장요인은 개인요소

(재능, 성격, 인격), 영역요소(학습화, 사회화, 내면화), 환경요소(가정, 학교, 사회)

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움요인은 성장요인이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발레교육자

의 전문성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전문성이 높은 수준으

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준다. 도움요인은 첫째, 개인요소에서 뼛속까지 교육자라

는 재능의 발견, 긍정적인 성격, 돌봄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인격, 둘째, 영역

요소에서 평생 가르치며 배우는 학습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한 사회

화, 춤과 일, 삶의 일치를 통한 발레의 내면화, 셋째, 환경요소에서 정신적인 지

원을 아끼지 않은 가정,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준 교육기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교육자 등이 포함된다.

좌절요인은 성장과정 속에서 발레교육자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

하고,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좌절

요인을 통해 전문성 발달은 지체되거나 퇴보하기도 하는 등 발레교수갈등기를 

심화시킨다. 좌절요인은 첫째, 영역요소에서 학생들의 부정적인 변화, 주요타자와

의 오해, 갈등, 둘째, 환경요소에서 일을 얹어주는 행정적 여건 등이 포함된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성장요인, 도움요인과는 다르게 좌절요인에서는 개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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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소에서 구체적인 요인들이 드러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 본 발레교육자 전문성의 구성요소와 발달과정, 그리

고 그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모형에 근거하여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모형을 제시했다. 첫째, 발레교육자 

개인은 자신에게 내재된 재능, 적성, 인격을 바탕으로 발레교육자로서의 전문성

을 발달시켜나간다. 둘째, 미시체계에서는 발레교육자와 인접한 주요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문성을 발달시켜 나간다. 셋째, 중간체계에서는 발레교육자가 속

해 있는 가정, 교육기관, 직장, 동료교육자와의 공동체, 발레계, 예술계 등 다양한 

주요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넷째, 외부체계에

서는 발레교육자가 속해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적 구조나 환경 속에서 간접

적이지만 때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다섯째, 거시체계에서는 매우 거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의해 발레교육자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암묵

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모형은 발레교수전문성

의 개념, 구성요소, 발달과정과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뛰어난 발레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재능을 발견하고 적성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법은 

무엇인가?”였다. 발레교수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법은 직접체험 중심 교

육, 간접체험 중심 교육, 내면화 중심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발레교육자들

이 전문성 발달의 성장요인, 도움요인으로 지목한 학습화, 사회화, 내면화를 포괄

적, 통합적 형태의 ‘교육’으로 보고, 각 전문성의 구성요소를 함양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영향을 준 비중에 따라 구분하였다. 첫째, 기능적 전문성 발달을 위

한 직접체험 중심 교육방법으로 발레지식 및 발레교수지식의 발달을 위한 꾸준

한 실기 연습, 숙달된 발레교수법 실습, 경험적, 학문적 탐구가 있다. 둘째, 예술

적 전문성 발달을 위한 간접체험 중심 교육방법으로 발레 작품 속에 담겨진 여

러 가지 역사, 철학, 문화, 사회 전반에 관한 오감 체험, 비평적 감상, 반성적 회

고가 있다. 셋째, 심성적 전문성 발달을 위한 내면화 중심 교육방법으로 성실한 

참여, 내면적 성찰, 간접적 전이가 있다. 그밖에도 발전적인 실천공동체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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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동료교육자와의 협동적인 학습, 연구, 실천 등의 과정을 통해 발레지식이나 

발레교수지식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쌓아가는 것도 좋은 교육방법으로 제시되었

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뛰어난 발레교육자들이 꾸준한 전문성의 발달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교사학습과 자기반성을 통해 개인적, 공동체

적 노력을 통해 발레교수안정기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임하

고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발레교수전문성의 재개념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각 교수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발레교육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발레교수전문성의 개념, 

구성요소 및 특성, 전문성 발달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 교육방법을 통합

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발레교육자 개인의 특성과 그를 둘러싼 여러 가

지 환경(가정, 학교, 동료, 공동체 등)의 영향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뛰어난 발레

교육자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만나본 전문 발레교육자들에는 한국의 발레가 현재의 교육적 수준과 국제적 위

상을 얻기 이전의 세대와 과도기의 세대, 최근의 세대가 혼재하고 있다. 한국 발

레의 성장과 더불어 자라난 발레교육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의 어떠한 측면을 중

요하게 여기는지, 어떻게 과정을 통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들의 개인적인 삶과 인식, 경험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생애사 연구 혹은 종

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60년대부터 현재까지 무용수로 성장하고 교육자로 

변모하여 활동하고 있는 발레교육자들이 생각하는 발레교수전문성의 각 구성요

소들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이다. 즉 대다수의 발레교육자들은 과거 대학생이었

든, 직업무용수였든, 현재 발레전공생을 지도하든 일반인을 지도하든 발레교육자

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개념과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물

론 그 전문성이 자신이 임하고 있는 교수영역, 수업장면에 따라 학습자에 맞추어 

기능 수준을 조절하거나 내용의 가감이 있을지라도, 발레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발레교수전문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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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레교육자 교육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뛰어난 발레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위

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발레교육자들이 발레교수전문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기능적, 예술적, 심성적 전문성)를 고루 갖추도록 하기위한 발레교육자 

교육은 ‘시기’, ‘비중’, ‘통합’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적절한 교육 시기이다. 발레교육자로서의 교육을 어떠한 시기에 제공해

야 하는가를 주의 깊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및 대학의 전공교육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동기 부여 및 전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발레교육자들은 이르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르치

는 일을 경험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이른 나이에 유학을 통해 

외국 발레학교나 발레단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고등

학교를 기점으로 자신이 직업무용수가 될 것인지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고민하

게 된다. 이 시점은 장래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발레 전공생들이 개인적인 정보 수집이나 선생님, 부모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발레교육자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교육처럼 예술계 고등학교에서도 전

공이론 및 실기 수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레를 전공한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중에서 발레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개념, 요소들을 

설명하고 교육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교육, 과정, 학교에 진

학해야 하는지, 어떠한 경력을 쌓아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른 나이부터 전문 발레교육자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을 둘러싼 여러 경험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값지게 축

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의 전공교육을 통해 발레교육자로서의 예비교사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대학의 교육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으로 이루

어져있다. 대학 무용과에서 제공하는 전공교육에서는 무용수 양성을 위한 실기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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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및 실기, 교수법의 학습과 실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교육자로서의 예술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는 무용, 예술, 인문적인 관점이 통합

된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특정 교과목의 몇 차시를 할애하여 단순한 이론, 기능의 

학습 외의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대학 무용과 교육과정의 재검토

를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정이나 연수 등의 기

회를 마련하고, 우수한 발레교육자들의 초청 강연이나 연수, 워크숍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교수영역의 비중이다.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비중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대학 전공교육에서 다양한 

발레교수영역에 대한 입문,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만나본 30~40대 

발레교육자들이 처음 가르친 교육대상은 모두 유아 또는 어린이였다. 실제로 대

학생 혹은 갓 졸업한 초임 발레교육자에게 발레 전공생을 가르치는 수업이 선뜻 

주어지기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러므로 발레 전공자는 물론 비전공자,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학습대상을 고려하여 가르칠 수 있는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해 직업적인 안정성이 떨어지는 발레교육자의 상황을 고

려해본다면, 다양한 대상을 다양한 목적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일종의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전공교육에서는 실제 교수영역의 수업을 가정하고 

전공무용, 학교무용, 생활무용의 각 장면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 계획하고 실

행, 평가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직이수형의 교육자들이 경

험했던 교과지도법이나 교육실습처럼 구체적인 형태의 교과목 혹은 활동이 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어진다면 매우 좋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특정 대학

에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교육자는 상대적으로 처음 사회에 나와 실제 수업을 

했을 때 큰 도움을 받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므로 대학 전공교육에서는 발레

교수영역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을 고려하여 현장의 전문 교육자를 활용하

여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발레지식과 교수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

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 대상과 요소의 통합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 발레교육자 개인적 차

원과 공동체적 차원의 통합, 발레교수전문성의 각 구성요소 간의 통합이 필요하

다. 먼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 차원의 교육환경 및 제도, 실천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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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에서 만나본 발레교육자들은 공통적으로 대학 졸업 후 혹은 발레단을 

은퇴한 후, 개인적인 노력과 우연한 기회를 통해 발레교수전문성의 발달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뛰어난 발레교육자로 평가받는 이들조차 

성장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발레교육자로서의 교육이나 안정된 직

업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어렵게 극복해왔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 그리고 

이 교육자들이 목격하기로도 교육자의 꿈을 중도에 포기한 전공자들이 많이 있

었으니,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얼마나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법

에서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발전적인 실천공동체의 형성이 하나의 단서가 될 것

이다. 이 연구에서 만나본 일부 발레교육자들은 자신의 친구, 동기, 선후배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모임을 구성하거나 학교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료교육자

와 함께 단체를 이루었다. 초반에는 단순 친목을 위한 모임이었으나 점차 발레, 

수업, 학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현실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문제들을 공유

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공통적으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모

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발레에 대해 잘 알고 싶은 마

음을 모아 스터디, 독서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함께 연수를 받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듣기도 했다. 이러한 발전적인 실천공동체의 형성은 

발레교육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스스로 

돌보지 못한 문제들을 다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공동체적 차원의 

노력은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 전문성 발달을 위한 긍정적인 제도의 마련이나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발레교수전문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기능적, 예술적, 심성적 전문성)

의 각 하위 요소들을 고루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발레 전공자들은 대

학 입학 이전의 교육과 대학의 교육을 통해 기능적 전문성의 매우 일부분을 습

득하게 된다. 꾸준한 실기 연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떠한 원리로 어떠

한 의미로 행해지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공생은 흔치 않다. 그

러한 의미에서 대학 무용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다양한 교과목들의 교육목적을 

다시금 확인하여 발레를 하는 사람, 발레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

력들을 고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발레지식, 발레교수지식

을 단지 이론으로 배우지 않고 실기 연습이나 수업 시연을 통해 배울 수 있고, 



- 354 -

발레소양, 발레교수안목을 단지 발레공연 감상을 통해 배우지 않고 다양한 예술

품의 감상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특히 심성적 전문성은 오랜 시간을 통해, 스

승과 제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

철학과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수업과 생활에서 습관화, 내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연구결과 및 논의 부에서 제시한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모형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제언하겠다. 첫째, 개인-미시체계 차원에서 발레교육자 전

문성 발달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발레교수전문성의 개념, 요소 및 발달과정의 특징을 중심으로 발레교육자

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 이를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 등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하다. 일례로 교수영역에 따라 ‘전문발

레교육자과정’, ‘학교발레교육자과정’, ‘생활발레교육자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방법과 예비 발레교육자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하여 

‘입문’, ‘심화’, ‘전문’의 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교수영역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시한다면, 전문발레교육자과정에서는 학생의 발레의 기능적, 예술

적, 심성적 측면을 최고 수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매 차시의 수업내용과 시수

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무용교육자의 

특강도 마련하여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들으며 체계화된 학습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교발레교육자과정에서는 기능적, 예술적, 심성적 측면을 고려하되, 

학생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하여 발레 기능이나 작품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학습

동기, 성취 등을 고려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 교육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생활발레교육자과정에서는 발레 전공생뿐만 아니라 비전공생도 지도하기 

때문에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과 레퍼토리 등에 초점

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 입문, 심화, 전문의 단계로 구분하더라도 기능적, 예

술적, 심성적 전문성을 가르치는 교육내용을 수준에 따라 선별하고 점차 난이도

를 높여가는 순, 이론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순, 단일화된 주제에서 통합적인 주

제로 이양되는 순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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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발레교육자 전문성 발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은 기능적, 예술적, 

심성적 전문성의 요소들이 실제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주제와 활동을 통해 구체

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심성

적 전문성은 교육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자를 가르치는 ‘교육자’를 통해

서도 간접적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해당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충

분히 이루어진 교육자를 선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시-중간체계 차원에서 발레교육자 실천공동체 활동을 통한 전문성 발

달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일부 교육자들은 자발적이고 적

극적인 형태의 실천공동체에 소속되어 자신의 전문성을 발달시켜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각 문화예술교육사

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강사, 발레 강사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활동도 최근 

이어지고 있다. 발레교육자 개인을 둘러싼 가정, 학교, 교육기관, 공동체 중심의 

활동을 통해 어떠한 전문성이 어떠한 장면 속에서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현상학

적, 교육기술지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각 구성원의 특징과 활동을 통해 발레교육자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들이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 올바른 해법을 쌓아가는 과

정은 비슷한 환경의 교육자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에서도 나타났듯 각 발레교육자 개인의 전문성 발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실천을 통해 그것이 상승되었을 때, 긍정적인 정책, 제도,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만큼, 발레교육자의 실천공동체 사례 연구를 통

해 보다 현실적인 전문성 발달의 과정과 현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간-외부체계 차원에서 발레교육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국내외 사례 

비교, 발레교육자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

구가 필요하다. 발레는 분명 서구의 무용 양식이므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체계화

된 발레교수법과 학교 교육과정을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나라들이 많이 있다. 그

러므로 발레교육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체계를 갖추었다고 판가름 받은 

발레교육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이를 토대로 우

리나라의 발레 역사, 전통,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발레교육자 교육이 가능할 것

이다.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국외의 발레교육자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자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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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국내와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내외 사례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레교수전문성의 개념과 요

소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예술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발레교육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다. 추후 대학 

차원의 고등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 일반 교육기관, 예술교

육기관, 발레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과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을 수용하고 보

다 심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외부체계-개인 차원에서 발레무용수, 교육자, 안무가를 양성하기 위한 통

합적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학교 교육과

정 개정에 따른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의 전문성 발달과정 모형을 통해 발레교육자 개인은 그를 둘러싼 환경과 역동적, 

암묵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발레교육자들이 발레교수안

정기에 이르러 점차 자신의 전문성을 확대해나가는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발레교육자, 무용수, 안무가를 양성하기 위한 통합적, 연계적 교

육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학에서 학습하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대학원 과

정에서는 전문 연구자이자 실천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심화과정을 개

설하여 전문 발레교육자로서의 과정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발레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교육 방향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떠한 정책이 교육자

의 어떠한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현행 정책과 제도의 분석을 통해 교육자로서 이에 적합한 교육을 펼치고, 

다소 아쉬운 점은 차기 정책의 개선과 교육과정 개정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연구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문화예술

교육정책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얻고 학교와 사회, 각 시설을 중심으로 전 영

역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무용 강사들이 직업

을 얻게 되었고, 자의든 타의든 급작스럽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제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매년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교육기

관과 각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과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이 등장하고 있

으며, 이에 맞추어 교육자들의 활동은 변모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발레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이 시대를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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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을 규정하고 그것이 변화하는 과정, 어떠한 형태를 지향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뛰어난 발레교육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관한 물음에서 시작한 연구는 그들

의 전문성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과 교육을 통

해 발달되어왔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뛰어난 발레교육자들을 다수 만나보

면서 우리나라의 발레교육 수준이 그들이 학생이었던 시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은 발레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춤추며 이해하고 마음으로 가르치려는 다수의 교육자들이 있었기에 가

능했다. 19세기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발레교수법과 발레교육자들을 받아들여 20

세기 초기 발레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역으로 전할 수 있었던 러시아처럼, 21세기 

신흥 발레강국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발레교육자들을 제대로 양성하는 것에서부

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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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심층면담 의뢰 및 안내서

심층면담 의뢰 및 안내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무용교육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홍애령

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할애하여 면담에 응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저는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그러므로 본 면담은 발레 분야에서 좋은 가르침을 펼치고 계신 교육자를 

대상으로 “뛰어난 발레교육자들이 지닌 전문성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발달과정을 통해 성장하는가?”를 알아보려 합니다. 주된 면담내용은 아

래에 첨부하오니, 면담 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며,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면담 중 사적인 내용이나 민감한 사항은 가

명 처리 및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발레를 전공하고, 교육자로서 성장하게 된 과정을 회상하시어 전문적

인 의견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

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배려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전공 박사과정 홍애령

H.P: 010-7000-1000

E-mail: innodance@paran.com

기본인적사항

1. 성 별 : 남 여
2. 연 령 :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 발레경력 :       년   

4. 발레교육경력 :       년

5. 현재교육영역 : 전문무용(예술중·고/ 대학) 학교무용 생활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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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질문은 아래를 참고하시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학생시절의 

발레경험

Ÿ 처음 발레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동기

Ÿ 발레전공 결정시기 및 기간

Ÿ 발레공연 및 콩쿠르 입상 여부

Ÿ 학생시절 발레경험이 현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자로서의 

발레경험

Ÿ 처음 발레를 가르치게 된 계기와 시기

Ÿ 발레를 가르친 기간

Ÿ 발레를 가르친 주된 대상(전공생, 일반)

Ÿ 발레를 가르치는 주된 방법

Ÿ 발레를 가르치는 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교육관

Ÿ 발레를 가르치는 경험이 현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Ÿ 현 발레교육에 대한 비판적 의견 등

교육자의 

전문성

Ÿ 발레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자격

Ÿ 본인이 경험한, 생각하는 뛰어난 발레교육자의 특징

Ÿ 발레와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의 필요성

Ÿ 발레교육자로서 나의 전문성 정도

전문성 

발달과정

Ÿ 발레교육자가 된 결정적 동기

Ÿ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요인

Ÿ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의 독특한 경험

Ÿ 전문성 발달과정에서 유용했던 지식이나 경험

Ÿ 전문성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원천

Ÿ 발레교육자로서 나의 성장과정 구분해보기

Ÿ 발레전공자, 교육자로서 경험했던 어려움, 난관

Ÿ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 방법

Ÿ 현재 발레교육자로서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교육 및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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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심층면담 동의서

심층면담 동의서

본 면담은 발레 분야에서 좋은 가르침을 펼치고 계신 교육자를 대상으로 “뛰

어난 발레교육자들이 지닌 전문성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발달과

정을 통해 성장하는가?”를 탐색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본 면담의 자료는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 및 면담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

다. 

1. 면담 도중 참여자의 권한 

1.1. 참여자께서는 면담 도중 연구자의 특정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 대답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면담 내용 중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을 지워줄 것을 요청할 권

리가 있습니다.

1.3. 면담의 내용과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면담 자료의 사용에 관한 안내 및 참여자의 권한 

2.1. 연구와 강의 외에 다른 목적으로 면담 내용과 자료를 사용하게 될 경우 별

도로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2. 연구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제출되기 이전에 면담 참여자에게 먼저 공개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전공 박사과정 홍애령

H.P: 010-7000-1000

E-mail: innodance@paran.com

※ 아래 항목을 읽고,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해 주세요.

 

1. 본인은 면담의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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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             )

2. 본인은 면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내

용을 완전히 이해하였습니다. (              ) 

3. 본인은 면담에서 발생한 자료의 사용 정도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였습니다. (              )

4. 본인은 면담 도중 연구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

히 안내 받았으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였습니다. (            )

5. 본인은 면담 도중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였습니다. 

(            )

6. 본인은 이 면담 자료 일체가 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쓰이지 않

을 것임을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였습니다. 

(            )

7. 본인은 면담에서 발생한 녹음 자료 및 그에 대한 전사 기록물을 연구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

   7.1. 면담 녹음물 (                )

   7.2. 면담 전사 자료 (                 )

   7.3. 면담 자료 관련 추가 요구 사항(가명 표기, 자료 공개 시점 한정, 녹음 

물 및 전사자료 폐기 시점 요구 등)                

8. 본인은 연구보고서에 ( 익명 / 실명 )을 원합니다.

저는 위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 면담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었으

며, 이 면담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날     짜:       년     월    일

* 연  구  자:                (서명)

* 연구참여자:                (서명)

※ 본 동의서는 연구자와 제보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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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비)참여관찰 현장일지

(비)참여관찰 현장일지

1. 관찰 개요

  1) 관찰 일시: 

  2) 관찰 장소:

  3) 관찰 교사 명, 수업 명: 

2. 관찰 내용

  1) 시간 순 정리

- 

- 

- 

  2) 교육자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부분

-

-

-

  3) 교육자의 교수학습방법이 드러난 부분

- 

-

-

  4) 전반적인 수업의 구성 및 특징

- 

-

-

3. 관찰 후 느낀 점, 보완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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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비)참여관찰 코딩틀

(비)참여관찰 코딩틀

전문성 요소 교사의 언어적 표현 교사의 비언어적 표현

과학적 
전문성 

발레
지식

신체적 지식

테크닉 지식

발레
교수
지식

발레교수법

일반교수지

예술적 
전문성

발레
소양

인문적 지식

예술적 감성

발레
교수
안목

독자교수법

발레감식안

심성적 
전문성

발레
심성

인내

배려

존중

공정

사랑

발레
교수
심성

끈기

예의

책임감

성실

관용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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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 professional ballet educators

development their professionalism?

- A study on the reconceptualization of ballet educators' teaching

professionalism and its teaching methods -

Hong, Ae-Ryu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component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professional ballet educator, and to inquiry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process.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 First,

what are the concept,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of ballet educator’s teaching

professionalism? Second, how does ballet educator’s teaching professionalism can be

develop? Third, what are teaching methods that effect on ballet educator’s teaching

professionalism?

Following qualitative study paradigm, this study considers ballet educator’s life,

training, and educational context. Specially based on study phenomenological study,

grounded theory study, this study progressed from March 2011 to December 2012.

Research participants are selected by traditional case selection(Miles & Huberman,

1994) and theoretical sampling(Strauss & Corbin, 1998). For data collection, literature

review, pilot study, in-depth interview and observations were used.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and interpretate based on qualitative method; Moustakas(1994) and

Polkinghorne(1989)’s phenomenological method; Strauss(1987)and Spradley’ s

grounded theory method. To achieve truthfulness and ethics of the study 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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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self reflection, triangulation, member checks, and peer debriefing were used

throughout the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ofessionalism of ballet educator;

ballet teaching professionalism is an holistic competency which can be learned and

embodied of knowledge, lived experience, attitude, and faith about ballet that would

be required for a ballet educator to understand and teach ballet technically and

artistically. Components of ballet teaching professionalism divided into three types:

technical professionalism, artistic professionalism, and spiritual professionalism.

Technical professionalism contains the knowledge of ballet(physical knowledge,

technical knowledge) and knowledge for ballet teaching(traditional ballet teaching

method, pedagogical knowledge). Artistic professionalism contains ballet

literacy(humanistic knowledge, artistic sensibility) and ballet teaching

perspectives(unique ballet teaching method, discerning eye on ballet). Spiritual

professionalism contains ballet spirit(patience, consideration, respect, fairness, love

etc.) and ballet teaching spirit(perseverance, manner, responsibility, honesty,

generosity, sympathy etc.).

Second, the development process was classified common development process and

development process by types. Common development process divided into four

periods; initiate period of ballet teaching, progress period of ballet teaching, confront

period of ballet teaching, master period of ballet teaching. Each process shows not

regular and straight form but complex and circular form. Especially during the

progress and confront period show dynamic growths and conflicts. Each process

classifies by the reason to reach the stag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ors form each

stage, and the factor which effects on the stage. Process by types was classified by

growth process(major course type, professional dancer type, teaching profession

type)and teaching area(professional area, school area, private area).

Based on Csikszentmihalyi(1988)’s concepts(individual, domain, field), factor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divide into three factors; growth, contributing, and

frustrating factor. For this, this study presents professionalism development model of

ballet educator based on Bronfenbrenner(1979)’s ecological system model. Th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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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s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concept, components and development process

of ballet teaching professionalism with integrated perspectives. Also an

environmental system that helps to discover individual’s talent and develop

individual’s aptitude is valuable to make a high-quality ballet educator.

Third, teaching methods for ballet teaching professionalism are direct experienced

education, indirect experienced education, and internalization centered education.

Direct experienced education for technical professionalism contains regular training,

practice of ballet teaching method, and academic inquiry and experience. Indirect

experienced education for artistic professionalism contains lived experience, critical

appreciation, and self reflection. Internalization centered education for spiritual

professionalism contains faithful participation, and indirect transition.

Based on the results and comments, I could propose educational efforts and

follow-up research for ballet educator. First, education for ballet educator needs

proper time for education, importance of teaching area, and integration of factors of

ballet teaching professionalism. Second, follow-up research would be possible

conduct based on model of professionalism development process; study on

curriculum and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for ballet educator in

‘individual-microsystem’; case studies on ballet educator community of practice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in ‘micro-mesosystem’;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ballet educator certificated program in ‘meso-exosystem’; and integr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for higher education and study on change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y and school curriculum in ‘exosystem-individual’

dimensions.

Keywords: ballet educator, ballet teaching professionalism, technical professionalism,

artistic professionalism, spiritual professionalism, professionalism

development model

Student number: 2009-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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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어떠한 말과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꿈에 그리던 선화예고 비선홀

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두근거림과 이곳 스포츠교육연구실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설렘이 비슷하다고 할까요? 조심스럽게 추억해봅니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

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던 저에게 몸짓과 문체로 뜻을 펼치게 해주

고,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일깨워주고,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좌절을 

주었던, 절대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곳이 스포츠교육연구실, 스필입니다.

막연하게 발레를 하고 싶었던 유년시절, 뜻대로 되지 않아 열정과 아쉬움이 앞

섰던 격동의 시절, 또 다른 빛을 발견한 대학 시절과 연구의 재미와 의미를 발견

한 대학원 시절,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제 연구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시작한 연구입니다. 뛰어난 발레교육자, 교수전문성이라고 명명했지만, 

“좋은 발레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만나본 혹은 다른 사

람들이 만나본 좋은 선생님들은 어떠한 분들이고,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걸까?”가 

늘 궁금했습니다. 오래된 숙원이었던 이 궁금증은 학위논문을 핑계로 조금이나마 

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입었기에 소소하게나마 

감사함을 표하고자 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최의창 선생님, 7년 전 대학원 첫 수업에서 

받은 강렬한 충격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저의 모든 삶과 공부와 연구는 선생님으

로부터 새로 나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의 결정을 맺습니다. 휘어지지 

않고 저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알 수 없는 학문의 기로에서 든든한 버팀

목이자 어둠 속의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하고 유려한 

문체를 본받지 못하고, 삭막하고 어설픈 문장들을 나열하는 제자 때문에 늘 아쉬

움을 안겨드려 늘 죄송할 따름입니다. 시작이 그러했듯, 인생과 학문의 선지자로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공부의 길을 열어주신 학문의 아버지 강신복 선생님, 생소한 무용전공생의 몸

으로 처음 뵈었던 날이 기억납니다. 책으로만 뵈었던 선생님을 직접 뵌 순간 얼

어붙어 단단히 긴장하고 있던 저를 단지 믿음 하나로 받아주시고, 기꺼이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지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성품을 제가 감히 가늠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베풀어주신 온정과 은혜를 좇으며 성장하겠습니

다.

다정다감하시면서도 맥을 짚는 지도로 마음의 시름을 걷어주신 권순용 선생님, 

어려울 때마다 찾아 죄송스러운 마음을 반갑게 품어주신 이옥선 선생님, 교육자

로서의 열정과 연구자로서의 진중함을 알려주신 문영 선생님, 어린 시절의 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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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금은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신 박재홍 선생님, 저의 어리석고 패기만 가득

한 연구 열정 때문에 비루한데다 두텁기까지 한 이 연구를 여러 번 읽고 또 읽

으시며 성심껏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온정 어린 가르침과 따끔한 

충고를 마음에 새기며 오래도록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좋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상적인 

선생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감사드려야 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

니다. 발레에 대한 열정을 살펴주셨던 김명회 선생님, 감사하게 지켜봐주시는 조

미송 선생님, 엄하지만 다정하게 보듬어 주시는 문애령 선생님, 장르를 넘어 따

뜻한 조언을 전해주시는 이미영, 김윤진 선생님, 몸소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보여

주시는 김순정 선생님, 기꺼이 많은 것을 도와주신 백연옥, 박선희, 여지현, 김은

지, 김인영 선생님, 발레로 사람 만들어주신 윤선형 선생님, 이루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마음 깊이 가르침을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오랜 시간 스필의 417호를 지키면서 여러분의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기제에서 함께 기거하며 물심양면 마음 써주신 철인군자 정준 선

생님, 석사시절부터 상상할 수 없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쏟아주신 세명 선생

님, 함께 웃고 떠들며 시름을 던져낼 수 있었던 영국 스타일 현우 오빠, 듬직한 

조교장 이미지를 벗고 영국 귀염둥이로 변신한 창현 오빠, 묵묵히 마음을 전해주

는 성훈 오빠, 봉사와 성실로 무장한 상우, 여러분이 있어 힘들고 막막했던 박사 

초년기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는 저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감성공동체, 무용패가 있습니다. 

열정과 성실의 상징, 본보기 수진 언니, 얼굴만 동안, 영국의 지성과 감성을 소유

한 나이 언니, 오랜 인연으로 무용패의 양 바퀴를 함께 끌어준 혜연이, 예쁜 아

가 낳고 화려하게 복귀할 윤경이, 같은 뿌리, 남다른 예술 감각의 선영이, 알록달

록 매력 만점의 성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현정이, 제 논문을 유일하게 기다

려준 아티스트 주경 언니, 내 눈에만 어린, 밖에서는 전임 선생님 수민이, 깔끔하

고 담백한, 한국무용을 잘하는 명주. 여러분, 우리가 웃고 떠들던 417호, 408호, 

서래마을과 선릉역 세븐 몽키즈, 나눔터의 추억을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 연구실에는 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많습니다. 진지함 속

에 위트가 묻어나는 승현 선생님, 연구․운동․인성 삼박자를 갖춘 만능 박사 기희 

선생님, 꼼꼼하고 톡톡 튀는 매력의 지애 선생님, 선생님과 점점 닮아가는 소피

스트 기대 오빠, 스필의 살림꾼 대균 오빠, 82년생의 막강 파워를 보여주는 유부 

교사 기철, 정민, 승수, 학교패의 기둥 기준 오빠, 무원 오빠, 함께 격동의 시기를 

마무리한 순수 연우 언니, 겸손과 유머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효영 언니, 묵묵

히 큰일해내는 대호, 열심히 하려는 용진이, 의외로 유머러스한 지웅이, 앞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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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순정이, 속이 꽉 들어찬 현주, 늘 챙겨주고 싶은 아라, 이제 고생 끝, 

더 고생시작이니 힘내야할 경민이, 408호의 비타민, 여왕벌 경희. 여러분, 소소하

지만 함께 나눈 대화와 전해주신 긍정적인 기운으로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417호는 과거와 현재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과거의 소중

한 추억을 되새기고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이 솟아오릅니다. 석사시절 감

히 쳐다볼 수 없었던 막강 존재감의 김택천, 이승배, 박윤혁 선생님, 멋모르고 시

작한 학회 일부터 지금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원정 언니, 석사시절을 함께 해

서 행복했던 나의 안식처 미혜, 현수, 하진. 스포츠교육학계의 이단아를 꿈꾸던 

그때의 어설펐던 철학적 수다와 논쟁, 밤샘 연구, 생활밀착형 대화가 큰 힘이 되

었습니다. 예술관 지하 무용실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케엠시스터즈 민주, 

창희, 민영, 선혜, 소연, 늘 나의 연구와 프로젝트의 희생양이 되게 해서 미안했

고 고마웠다. 지도자과정 4기의 실력, 매력 철철 넘치는 정윤, 유리, 채민, 민지, 

윤정이, 오랜 친구의 연으로 나의 모든 부정적 에너지를 감내해야 했던 윤경, 경

현, 희원, 승호 오빠, 순수한 예술가의 모습으로 춤의 열정을 찾아주신 롤라 선생

님과 영주 언니, 병건이, 선화시절 그대로 동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예린이, 소정

이, 미경이.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발레와 어울리지 않는 유전적 형질에도 불구하고 발레를 하겠다고 

애를 먹이더니 이제는 공부를 하겠다고 속을 썩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고뭉치 딸

내미를 기다리며 아직도 늦은 저녁식사를 하시는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들의 못다 이룬 꿈과 열정을 대신 펼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묵묵히 제가 엎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함께해준 소

중한 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의 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할 학문의 길이 그렇듯, 제가 만나고 

함께 하는 모든 분에게 받은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성장과 갈

등이 반목하는 발레교육자로서의 성장과정 속에서 저 또한 맥과 혼을 잃지 않도

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저 또한 그것을 다른 이에게 보태어 전해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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