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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수방법 탐색: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념틀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임      수      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과 방법론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으로서 무용교육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댄스 리터러시 개념을 명료

화하고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1)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댄스 리터러시의 개

념은 무엇인가? 2)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는 무엇

인가? 3)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무용교육방법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

였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질적 사례 연구 방법으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년 7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해

석학적 현상학 연구, 근거이론연구의 연구 논리와 기법에 기반을 두고 문헌

고찰, 예비면담, 개방형설문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설문지 연구 

참여자는 유목적적 표집에 따라 무용교육의 유경험자(교수자·학습자)를 대

상으로 대학교수 5명, 대학강사 10명, 문화예술 강사 10명, 무용전공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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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으로 총 40명을 선정하였고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는 개방형 설문지를 

작성한 참여자 중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연구 목적에 합당하면서 전

집을 가장 잘 대표하고 연구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준거적 선택

에 따라 대학교수 5명, 대학강사 6명, 문화예술 강사 6명, 무용전공대학생 5

명으로 총 22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자료 유형에 따라 분석 방법과 

해석 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다. 개방형 설문지는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 기

법 중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기법을, 심층면담은 현상학적 자료 분

석 기법 중 수평화단계, 의미군 형성, 주제별 범주화의 기법에 따라 분석 및 

해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동료 간의 협의를 통해 방법적, 해석적, 절

차적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댄스 리

터러시는 무용을 통해 함양되는 표현적, 이해적, 상상적, 소통적, 내성적 자

질의 총체로서 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은 무용을 통해 갖춰지는 능력과 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두 측면으

로 나눌 수 있다. 무용을 통해 갖춰지는 능력으로 표현력, 이해력, 상상력, 

소통력, 내성력 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움직임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능 및 기술에 국한된 능력부터 무용을 삶

과 연관시켜 세상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까지 다양하게 인식되

고 있었다. 

둘째,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로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

성이 도출되었다. 이 다섯 가지 구성요소는 각 두 가지의 세부요소로 구분

된다. 신체성은 신체운용력과 동작수행력으로 구분된다. 신체운용력이란 몸

에 대한 기능적 이해를 통해 생활 속 일상 움직임을 바르게 취할 수 있는 

능력이고, 동작수행력은 자기의 생각 및 감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인지성은 지식종합력과 동작인식력으로 구분된다. 지식종

합력은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의 기초지식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

든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고, 동작인식력은 움직임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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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감수성은 감각체험력과 심미체험력으로 구분된다. 감각체험력은 감

각기관을 통한 깨달음을 움직임으로 재구성해서 표출할 줄 아는 능력이고, 

심미체험력은 경험을 통해 미적인 것을 판단하고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을 의

미한다. 사회성은 개인조절력과 대인관계력으로 구분된다. 개인조절력은 신

체 움직임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고, 대인관계

력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유지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정신성은 마음가짐력과 자기집중력으로 구분되었다. 마음가짐력은 긍

정적인 마음과 능동적인 태도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의 능력

이고, 자기집중력은 낮은 수준의 집중으로도 가능한 즐거움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집중으로 가능한 몰입에 이르는 자기성찰능력을 말한다. 다섯 가지 

구성요소의 성(性)은 무용을 통해 형성되는 능력을 의미하고 열 가지 세부

요소의 력(力)은 그러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댄스 리터러시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 및 내용을 의미한다.

셋째, 댄스 리터러시의 교수방법은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에 따른 교

수방법을 도출하였다. 신체성의 교수방법은 자세강조와 인식유도로 구분된

다. 자세강조는 신체운용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일상의 움직임

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방법이고 인식유도는 동

작수행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게 하고 가

능한 움직임으로 표현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인지성의 교수방법은 지식

연계와 발문제시로 구분된다. 지식연계는 지식종합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

수방법으로 무용을 타 예술 및 타학문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말하고, 

발문제시는 동작인식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움직임의 원리와 

움직임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질문하면

서 춤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감수성

의 교수방법은 감각자극과 감상제공으로 구분된다. 감각자극은 감각체험력

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방법을 

말하고, 감상제공은 심미체험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다양한 감

상 방법을 활용하면서 춤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사회성

의 교수방법은 내면집중과 관계형성으로 구분된다. 내면집중은 개인조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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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집중하고 인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말하고, 관계형성은 대인관계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 간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

하도록 이끄는 방법을 의미한다. 정신성의 교수방법은 자아감지와 반복연습

으로 구분된다. 자아감지는 마음가짐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생

각, 감정, 상황 등을 열린 자세로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말하

고, 반복연습은 자기집중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동작이나 작품

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 보면, 1) 댄스 리터러시의 수준은 

명목상 댄스 리터러시, 기능적 댄스 리터러시, 개념적 댄스 리터러시, 다차

원적 댄스 리터러시 등 네 가지 단계로 다양하고 연계되어 있었다. 2) 댄스 

리터러시는 표현력(신체성), 이해력(인지성), 상상력(감수성), 소통력(사회성), 

내성력(정신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능력으로 도출되었는데, 무용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결과는 전인교육으로서 무용교육

의 효과성을 증명해준다. 3)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무용 수업에서

는 교수자의 학제간 설명과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강조해야 하고,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무용은 이론과 실기가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교육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댄스 리터러시의 불분명한 개념과 의미

를 명료화하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핵심 목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무용 수업에서는 댄스 

리터러시의 다섯 가지 요소인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이 균

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3) 주제중심의 토론수업이 활성

화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학제간 접근을 통한 설명과 학습자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교수방법론의 인프라가 구축되

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실제를 위해서는 1) 댄스 리터

러시 함양을 강조하는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본격적 개발이 필요하다. 2) 댄

스 리터러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댄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교수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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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이 필요하다. 3) 댄스 리터러시 개념 확산과 현장 적용가능성 검토를 

위한 실행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후속 연구 측면에서는 1) 무용교육의 목

적으로서 댄스 리터러시가 지닌 다층적 차원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

도록 개념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2)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시킬 수 있도

록 만들어진 장르별, 연령별, 대상별 구체적인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3)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댄스 리터러시 개념, 댄스 리터러시 구성요소, 댄스 리터러시 

교수방법, 댄스 리터러시의 수준, 댄스 리터러시의 수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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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는 어느 분야에서나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한다. 이러한 시류에서 

문화예술이 창의·인성교육의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하에 전 세계적으로 문화

예술과 이에 대한 교육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나라별, 문화별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양현미, 2004). 

프랑스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수업(classe a PAC: Projet artistique et culturel)1), 

미국의 예술통합교육을 위한 국가수준의 지침서2), 그리고 영국의 크리에이

티브 파트너쉽(Creative Partnerships)3)은 각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

책 및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문화예술교육은 유치원에서 고등학

교에 이르는 전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양질

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목표로 한다(송미숙, 김경은, 2012; 최보연, 김병주, 

2013). 이외에 독일, 러시아,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도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을 꾸준히 해 왔으나 프랑스, 미국, 영국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소수 전문예

술가를 위한 예술교육에 치중했었고 일반인을 위한 예술교육과 정책은 1990

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1) 프랑스는 1983년 문화부와 교육부가 협정 계약을 맺으면서 문화예술프로그램 수업

(classe a PAC: Projet artistique et culturel)을 제시하였고 이때부터 실질적인 차원

의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박지은, 2010; 이가야, 2013). 

2) 미국의 문화예술교육은 1975년 링컨 센터(Lincoln Center Institute)를 시작으로 다양

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석문주·최은식·최미영, 2010). 최근 오바마 정부

는 K-12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예술통합교육을 위한 국가수준의 지침서를 규정하여 교육

자들에게 간학문적 교육내용과 지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술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지원하고 있다(태진미, 2011). 

3) 영국은 1982년에 런던 지사의 굴벤키안 재단(Gulbenkian Foundation)이 「학교에서의 

예술교육(The Arts in Schools)」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시점부터 학교 예술교육의 중

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 예술 관련 행정부처가 설립되어 2002

년에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쉽(Creative Partnerships)이 조직되었다(박지은, 2008; 최보

연, 김병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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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예술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 체제 속에서 

오랫동안 주변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강령이 

주창됨에 따라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장되고 급증하고 있다(조현

성, 2013). 이처럼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문화예술교육

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문화예술교육은 

제도적으로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되고, 예술

장르에 따라 음악예술교육(음악, 국악), 미디어예술교육(영화, 만화, 애니메이

션), 공연예술교육(무용, 연극), 시각예술교육(미술, 사진, 공예, 디자인), 전통

예술교육(농악)으로 세분화되었다(문화예술정책백서, 2012).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은 2005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무용교육에 참여한 학교 수가 정책 시행 초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개설 당시 100개의 학교에서 

무용교육이 시행되었는데 2012년에 이르러서는 1, 467개의 학교에서 무용교

육이 시행될 정도로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2012). 2006년부터는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서도 무용교육이 시행되

었고 대상별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지금까지 꾸준하게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확장에 비해 질적 향상 속도는 부진하

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양적 성장에 부합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취지에 맞

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김정선, 2012; 손

경년, 2013; 조현성, 2013).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은 기존 일반인을 위한 무용교육과 

같은 맥락의 교육이다. 통상적으로 무용교육의 개념은 “무용을 위한 교

육”(education for dance)과 “무용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dance)으로 

구분되어 정의된다(홍애령, 2008). 이에 따라 무용교육에 대한 논의와 연구

는 교육대상에 따라 크게 전문인을 위한 “전문무용”과 일반인을 위한 “일반

무용”, 두 영역을 근간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일반무용이란 학교무용, 사회무용, 특수무용 등 일반인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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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하 문맥에 따라 학교무용이나 사회무용으로 

혼용4)). 전문무용과 일반무용 두 영역 모두 거시적으로 전인교육이라는 목

적을 지향하지만 세부적으로 지향하는 미시적인 목표는 상이하다. 전문무용

에서는 신체적 기능과 훌륭한 인격 및 정서를 갖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창의적인 무용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일반무용은 무용을 

통한 교육으로 지‧덕‧체 함양을 지향한다. 이에 학교무용 영역의 연구에서는 

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교육과정이나 교과영역과 관련된 이슈들이 논의

되고 있다(김화숙, 2013; 신정희, 2013; 송미숙, 김경은, 2012).

이처럼 무용교육에서는 교육 영역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교육목표로 전인

교육으로 상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교육이 영역별로 세분화·전문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거시적인 교육목표보다 영역별 미시적인 교육목표를 강

조하게 되었다. 이에 무용전공자들은 대학교육과정을 통해 전문무용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위주로 배우게 되었고, 무용학의 15가지 하위 학문들5)을 부

분적으로 접하다 보니 일반무용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의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기 힘들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배출된 무용전공자들이 

졸업 후 학교나 사설기관에서 일반무용 영역을 가르치게 될 때, 무용의 본

질이나 교육적 측면보다는 무용의 단순한 동작이나 기술을 전달해 주는 수

준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실정이다. 사실 무용교육에서 실기 위주의 수

업은 오랜 동안 무용계 전반에 만연된 현상이다. 기능 및 기술 습득을 지향

하던 무용교육은 우리나라 대학 무용과의 실기 중심 3분법(한국무용, 현대무

4) 일반적으로 무용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dance)은 일반인을 교육대상으로 하

는 무용교육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무용을 ‘학교무용’으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무용을 ‘사회무용’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으로서의 무용을 

‘공동체 무용’으로, 신체 및 지적 장애우를 위한 무용을 ‘특수무용’으로 구분·정의하여 

사용한다(무용교육총서 10, 2013). 본 연구에서는 전문인을 위한 무용을 “전문무용”으

로 일반인을 위한 무용을 “일반무용”, 두 영역으로 구분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무용, 사

회무용, 특수무용, 공동체 무용을 통틀어 일반무용이라고 명명하였다. 문맥에 따라 일반

무용, 학교무용, 사회무용을 혼용해서 사용하였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분이 필

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문맥에 명시하였다.

5)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의 소분류에 따르면 무용학은 다음과 같이 15가지 하위 학문영역

으로 구분된다. *대분류명: 문화/예술/체육, 중분류명: 무용, *소분류명: (1) 무용이론/

비평 (2) 무용철학/미학/무용사 (3) 무용보/움직임 분석 (4) 무용심리학: 무용치료 포함 

(5) 무용사회학/인류학 (6) 무용교육: 안무/연출포함 (7)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용: 기타

무용(김운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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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발레) 체계를 야기하였고 현재까지 대학 무용과 교육과정에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홍애령, 2013). 

이와 같이 우리나라 무용교육의 현상을 통해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인식”의 문제이다. 무용교육이 크게 전문무용과 일반무용 두 영

역으로 양분화되어 발달해 왔지만 무용교육의 개념은 전공자들에게만 한정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일부 학교에서 

무용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무용교육 개념이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저변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김이경, 2013; 오현주․노현식, 

2012). 둘째, “실천”의 문제6)이다. 무용교육의 전문무용과 일반무용의 영역이 

각각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무용교육의 가장 핵심적이고 공통적

인 목표인 전인교육이 이론적으로는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문무

용이나 일반무용 모두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그 교육목표를 실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오현주․노현식, 2012). 

이러한 인식과 실천의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의 무용교육학자 

Smith-Autard(1994)는 일찍이 전문인을 위한 전문적 모형(professional model)

과 일반인을 위한 교육적 모형(educational model)의 교육과정을 절충한 중도

적 모형(midway model)을 제시하였다. 중도적 모형은 대립적인 전문적 모형

과 교육적 모형의 교육내용들을 통합하여 새롭게 발전시킨 무용교육 모형이

다(Smith-Autard, 2002). Smith-Autard의 중도모형은 전문무용과 일반무용의 

장점들을 합쳐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것

은 영국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을 위해 제시된 교육과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문화예술교육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무

용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무용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인식과 실천의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 문화예술교육

으로서 무용교육의 대안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무용교육표준(2011, 

6) 실천의 문제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실천, 연구적 측면에서의 실천, 교육적 측면에서의 실

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실천의 문제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실천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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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에서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표로 “댄스 리터러시 계발”

을 제시하였다. 댄스 리터러시란 “무용의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방

식으로 풀어내는 통합능력을 의미”(p. 44-45)하는 것으로, 무용을 직접 체험

하고 무용을 탐구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말하고, 쓰고, 보고 읽는 

종합적인 능력을 말한다(서예원 외, 2013). 댄스 리터러시는  2000년에 뉴질

랜드 무용교육학자인 Tina Hong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화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체육 교육학자 최의창(2011)에 의해 개념으로서의 댄스 리터러

시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무용에서의 리터러시는 과거 라반교육에

서 무브먼트 리터러시로 존재했었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과는 상이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온 것에 비해 “댄스 리터러시 계발”이라는 목표는 최근에 제시된 

것으로, 댄스 리터러시는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예술 강

사에게 조차 생소한 용어다. 즉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교육 실천가인 예술 

강사들도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물

론 예술 강사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댄

스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여전히 문서상에 존재하는 그야말로 이름뿐인 목표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

에서 “댄스 리터러시”라는 교육목표를 성취할 수 없으며, 분명하게 인식

되지 않은 개념을 교수자들이 잘 가르칠 수는 없다. 따라서 댄스 리터러시 

계발이라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먼

저 댄스 리터러시 개념과 의미가 분명해져야 한다. 

발전이라는 것은 “명료화”와 “세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무용교육표준(2014)에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댄

스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내

용과 방법도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댄스 리터러시 개념을 명료화하고 그

것의 구성요소와 교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댄

스 리터러시 개념 명료화와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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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무용교육 유경험자(교수자·학습자)들의 경험적 조사를 근거로 

“댄스 리터러시”란 무엇이고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

과 어떤 방법으로 교육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10여 년 전부터 무용학자 및 무용교육학자들에 의

해 논의되어 온 “댄스 리터러시”란 무엇이고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

다. 다음으로 무용교육 유경험자들(교수자·학습자)의 의견 및 인식조사를 통

해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재정립하고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

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탐색한다.

3. 연구 문제

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은 무엇인가?

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다.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무용교수방법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가. 문화예술교육: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와 정신과 영혼의 조화로운 발달을 지향하는 기본소양교육으로 정의한

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화교육과 예술

교육을 서로 연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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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용교육: 무용교육의 영역은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인의 예술체험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무용교육(education through dance)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무용교육(education for dance)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전자의 무용

교육을 주된 연구범위로 설정한다.

다. 댄스 리터러시(혹은 무용소양): 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실천 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들을 종합하여 부르는 용어로서 무용소양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을 통해 함양되는 표현적, 이해적, 

상상적, 소통적, 내성적 자질의 총체로 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댄스 리터러시”를 무용교육의 핵심개념으로 제안하고 문화예

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를 무용교육의 제공자(교수자)와 수혜자(학습자)로 구분하고 연

령은 대학교 이상의 성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무용교육 유경험자를 크게 교수자 집단과 학습자 집

단으로 구분하고 대학교수군, 대학강사군, 문화예술강사군, 무용전공대학생

군으로 세분화하여 서울·경기 소재 대학교나 공식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로 한정·선정한다. 단 모집단의 구성원 수가 집단(군)마다 현저한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의 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학

교수 5명, 대학강사 10명, 문화예술 강사 10명, 무용전공대학생 15명 총 40

명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2003년 4월 교육부의 음미체 관련 부서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단계적 발전 방안 수립”을 주장한 시점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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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대중화 혹은 공식화 된 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을 2003년

으로 규정하고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된 시점부터 이전의 일반

인을 위한 무용교육의 개념이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으로 전환되었

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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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교육

가. 문화 술교육의 개념  목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 사람들에게 친숙한 

개념이지만, 그 개념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문적, 정책적 영역에 따라 문화교육, 예

술교육, 예·체능교육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해 왔다. 즉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된 바가 없다. 이에 학문적 영역에서는 장르별 

예술교육에 대한 연구와 논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정책적 영역에서는 

예술교육을 우리 사회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다루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예술교육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 각각의 개념이 차별성을 띠기 시작하였다(김세훈 외, 

2004). 그런데 예술교육의 경우에는 장르별 예술교육에 대해서만 풍부한 논

의가 이루어져 왔을 뿐 예술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였고, 장르별 예술교육에 대한 논의들 속에서 예술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나 내용, 범위 등은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수준에 

그쳤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친숙해지게 된 계기를 2005년 문

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문화교육, 예술교육, 예·체능 

교육 등으로 제각기 불리어지던 것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그 

명칭이 “문화예술교육”으로 공식화 된 셈이다(박진영, 2011). 이처럼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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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교육이라는 용어는 정책이 제도화되면서 생겨난 정책 용어로 볼 수 있다

(신승환, 2008). 2012년 문화예술정책백서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공

급자, 즉 예술창작자 지원 중심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자 지원의 비

중을 높인 대표적인 정책”(p.593)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장르 중심적이고 전

문가 위주의 예술에서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술로의 

변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정책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정착된 ‘정

책 용어’로, 학문적으로 그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학자, 교육자, 정책가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교육 각각의 분야를 강조하는 

정도와 방향도 상이하다. 양현미 외(2004)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의 불분명한 학술적 

근거를 지적하였다. 통상적으로 정책에서는 예술보다는 문화예술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데, 그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

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에서

는 예술을 장르별로 구분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의 범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양현미 외(2004) 연구진들은 문화예술교육에서는 문

화예술의 범위를 기존보다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관점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예술은 법적 근거가 있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계속 논의되

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현미 외(2004) 연구진들은 문화예술의 개념을 문

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개념을 포괄하는 거시적 개념으

로 상정하고 있다. 그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문학·조형예술·공연예

술·전통예술·생활문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라고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문화

예술교육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결합된 개념으로 

보았다. 문화교육이란 다문화시대에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력 함양시켜주는 교육을 의미하며, 예술교육이란 음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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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무용 등 개별 예술분야들에 관한 교육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

에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을 통해 예술의 개념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

고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인식력, 창의력, 소통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

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장르별 예술교육의 장르 중심적 사고를 

“장르 이기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은 그

러한 편협한 사고를 뛰어넘어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

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세훈 외(2004)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개인의 미적, 창의적, 성

찰적, 소통적 역량들을 북돋워줌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사회 문화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개인의 가치와 사회

적 가치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학계뿐만 

아니라 공영단체 혹은 사회단체나 정부 영역에서 개인, 사회, 공동체 각각의 

가치와 서로의 관계성까지로 확장된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존 예술교육의 문제점을 지

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교육을 언급하면서 문화교육을 통

한 문화예술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김보성 외(2011)는 

문화예술교육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아트, 생활문화, 지역

사회학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손경년(2013)은 문화예술교육

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개인, 사회, 문

화의 가치로까지 확장될 때 사람들은 공동체(Community)를 통해서 더불어 

생활할 수 있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

하였다. 한편 송미숙·김경은(2012)은 문화예술교육의 개인적 가치에 강조점

을 두고, 문화예술교육을 인간의 신체, 정신,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

라고 상정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예술, 교육의 세 가지 개념이 

융합된 것으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필

요와 목적에 따라 서로 연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이 기존의 예술교육이나 문화교육과는 다른 

개념으로 대두되면서 문화예술교육에서는 개인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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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공동체에 보다 무게를 두어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

니라 사회적 산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문화 

복지 혜택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정책적 지원 하에 (단기적, 

일회성의 사업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된다면, 문화예술교

육은 우리 삶 전반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동등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가치를 넘어 지역사회를 통한 문화 

활동, 예술 활동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배움의 공동체를 형성해 줄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통한 공동체 교육으로까지 확대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최의창(2011)은 기존의 장르 중심적이고 기능중심의 예술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예술교육 패러다임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예술가나 예술비평가만이 누리는 작품으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일반인이나 아마추어도 제대로 음미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로서의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교육”(p. 142)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모토인 예술의 대중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초점을 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예

술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방향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학자 및 교육자들이 주장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의

미를 정리해보면,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를 강조하면서 형성된 우리나라 예술정책에 의한 예술교육의 일환이다. 이

것은 기능중심의 기존 예술교육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의 도

화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이란 인간의 신체, 정신,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소양교육으로, 이것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우리가 살아

가는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향유하기 위함이다(표 1 참조). 이처럼 기본

소양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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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예술 장르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실기위주의 교육내용에 치중하지 

말고 문화예술교육의 취지에 맞게 문화, 예술, 교육이 통합적으로 구성된 내

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자 및 

교육자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강조점

양현미 

외(2004)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결합된 개념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모든 

시민의 인식력, 창의력, 소통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

개인·사회적 가치

(창의, 소통)

김세훈 

외(2004)

문화예술교육이란 개인의 미적, 창의적, 

성찰적, 소통적 역량들을 북돋워줌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사회 문화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육

개인·사회적 가치

(창의, 소통)

김보성 

외(2011)

문화예술교육은 감성교육이자 인문학적인 

소양교육이며,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것

개인적 가치

(소양, 전인)

최의창

(2011)

문화예술교육이란 전문예술인이 지향하는 

예술이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문화로서의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예술의 대중화)

송미숙· 

김경은

(201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 예술, 교육의 세 

가지 개념이 융합된 것으로, 인간의 신체, 

정신,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개인적 가치

손경년

(2013)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삶의 방식과 

그것을 표현하는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지향하는 것

개인·문화적 

가치(삶의 질)

<표 1> 학자  교육자별 주장하는 문화 술교육의 개념과 강조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와 정신과 영

혼의 조화로운 발달을 지향하는 기본소양교육으로 본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문화예술교육의 이론적, 제도적 측면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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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의 특정 분야(무용)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수방법

론에 방점을 두고 연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나. 문화 술교육 발생배경과  성장

1) 우리나라 문화 술교육의 발생배경

본 절에서는 기존에 예·체능교육, 예술교육, 문화교육 등으로 제각기 불리

어지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계기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로 공

식화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이 어떠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서 대두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앞 절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기존의 예술교육은 예술의 본질적 속성 및 

장르적 특성에 경도되어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예술교육의 변화에 대한 요

구가 커지자 우리사회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기존 예술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서울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1999)는 

『대학 예술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우리나라 대학 예술교육의 문제

점으로 입시와 전문예술인 양성에 치우친 실기 및 기능위주의 교육을 지적

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학 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한 지식의 증대나 

창의력의 계발 등 인문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1999)는 예술장르별로 분화되고 실기에 치중

된 기존 예술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술교육을 통한 지

적, 정서적 측면의 균형 있는 발달을 지향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예술과 

문화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

학에서 시도되어야 할 새로운 예술교육의 방향성으로 전문예술인을 위한 인

문적 소양과 첨단 테크놀로지의 교육, 기존의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 

‘무용선생님’과는 구분되는 예술을 통한 인문적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

사의 양성, 예술 관련 전문가를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제안하였다(예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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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1999). 

한편 예술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 예술을 통한 인지적,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교육’이 대두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문화교육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94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서 발간된 『문화교육을 위한 개념-입장과 제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화

교육이 소개되었다. 이 자료집은 1988년 독일문화협회와 문화교육증진협회

에서 발행한 책자 Concept for Cultural Education-Positions and 

Recommendations(1988)의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1978년 - 1988년 사이

에 독일에서 논의되었던 문화교육의 맥락을 설명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교육의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실천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독일문화협회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독일문화협회에서 “문

화교육을 위한 개념”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발행한 문화교육을 위한 개념 프로젝트의 자료집은 1990년대 

우리나라 문화교육의 초기 논의과정에서 소개되었는데 지금의 문화예술교육

의 정책과 사업내용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물론 독일이 

1970년대 후반에 강조하기 시작했던 문화예술교육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예

술교육과는 개념차이가 있다. 당시 독일의 문화예술교육은 일반인들의 예술 

향유보다는 예술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예술교육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당

시 독일 문화교육의 기반 구조와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기반 구

조가 제도적으로 유사하고, 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제

도화하는 것도 동일한 발전과정으로 볼 수 있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29-56).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독일의 문화교육을 위한 개념 프로젝트 

자료집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었

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교육을 위한 개념 프로젝트에서는 문화교육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안

하고 이에 문화교육 관련 기관간의 연계와 네트워크 형성을 강조하였다(한

국문화정책개발원, 1994;7-11). 제안된 실천과제로는 지역문화의 네트워크 구

축, 새로운 의사소통의 기회 마련, 일면성(one-sideness) 교육의 대안 마련,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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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다루는 능력 개발, 증가되고 있는 여가생활과 여가활동의 기회 마련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의 통

합이 절실했기 때문에 문화교육의 개념을 하나의 통일된 용어로 규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현재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행동을 구체화하고 미래의 활동 영역을 논의하

는 것이었다. 비록 이 자료집에서는 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을 하나로 통합하

지는 못했지만 문화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위한 실천과제

를 제안함으로써 문화교육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교육에 대한 통합된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개별 예술분야(음악, 미술, 무용 등)의 장르적 특성

에 경도된 예술교육에 문화적 문해력(Cultural literacy)을 강조한 것이 문화교

육이다. 그렇게 본다면 문화교육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문화적 

문해력이다. Hirsch(1988)에 따르면, 문화적 문해력이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맥락적 정보를 식별해내는 것’”(p. 11)으로, 인간

이 행하는 문화적 행위 자체, 행위 과정, 행위 산물 등 총체적인 문화적 과

정을 이해하고 그러한 행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세훈 

외, 2004). 이러한 문화적 문해력이 문화교육을 통해 강조되면서 새로운 예

술교육의 방향성이 제기되었다. 즉 문화교육은 예술작품을 통한 주제적, 인

지적, 정서적 측면의 균형 있는 발달을 장려하고 창의력, 향유력, 문화의 독

자성 등에 중점을 두는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서 문화교육을 통해 예술교육의 ‘예술을 위한’ 감각적 영역뿐만 아니라 ‘예

술을 통한’ 인지적 영역의 중요성까지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문화교육에 대한 초기 논의는 “예술교육의 맥락

과 별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소개되었다기보다는 예술교육과 밀접히 연관되

면서 이를 보완하는 개념”(p. 10)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문화적 문해력 즉 문

화적 리터러시를 강조한 예술의 총체적인 이해는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을 

연계시키는 가교의 역할을 함으로써”(p.12) 오늘날의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 

자리매김 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김세훈 외, 2004). 

지금까지의 예술교육, 문화교육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통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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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술교육의 내용에 문화교육의 관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예술교육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교육이 강조되면서 2003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7)(현 

정부에서는 교육부로 공식명칭이 변경됨)의 음악·미술·체육(이하 음미체로 

표기) 관련 부서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단계적 발전 방안> 수립을 주장하

게 되었다(손경년, 2013). 이를 계기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졌고,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책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2) 우리나라 문화 술교육의 정착 과 정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짧은 기

간에 체계화되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문화예

술교육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지금의 예술정책으로 정착화 될 수 있

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초 작업은 2003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6월에 문화예술교육 Task Force(TF)를 구성하였

고 그 해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공식 합의하였다. 제4차 지역사회문화시설과 학교와의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안)(2003년 7월 2일)과 

제5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보고(2004년 1월 25일), 두 차례

의 교육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명시하였다(양현미, 

2004). 

2004년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

7) 우리나라 행정부처의 공식명칭은 시대별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1948년 ‘문교부’로 

시작해서,1990년 ‘교육부’,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다시 ‘교육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많은 보고서 및 공식 문서에서 동일한 부처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다(출처: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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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예술교육과를 설

치하였으며, 2005년 2월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였다. 같은 해 12

월 29일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2012년 개정)되었다(문화예술정책백

서,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된 2005년을 문화

예술교육의 용어가 공식화 된 시점으로 본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

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을 기본원

칙으로 한다. 조현성(2013)은 이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

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다(p. 

16). 둘째,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활발해진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성

이 요구되는데 그 원천이 문화예술의 향유이자 문화예술교육이다. 셋째, 향

유력과 창의성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으로 문화예술교육은 특정

계층이나 세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을 조현

성(2013)의 논지에서 분석해보면, 문화예술교육은 기본적으로 향유력, 창의

성, 보편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문화예술교육은 1990년대의 “문화”라는 

시대적 화두8)가 새천년을 맞이하여 “창의”로 이어졌고, 과거 소수 엘리트를 

위한 예술교육이 대중을 위한 예술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보다 강조되고 집중

되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2005년부터 문

화예술교육은 정책적으로 예술가 지원 중심에서 일반인 지원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바뀌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제도화, 조직화, 재원구

축 등의 체계를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손경년, 2013). 

그뿐 아니라, 2007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

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이 수립되었다. 이것은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

8) 1990년대 동구권의 해체와 정치적 맑시즘의 붕괴로 인해 세계는 역사적 전환을 맞이하

게 되었다. 이에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었고 문화교육이 부각되었다(신승

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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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화 술교육 활성화 략(문화 술정책백서, 2012)

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지식정

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 등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2012 문

화예술교육정책백서, p. 593). 

이 중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와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은 문

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 즉 저변확대를 위한 일반인을 고려한 전략이고, 문

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는 문화예

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강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처럼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 양자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

기 전략 수립은, 문화예술교육 사업(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이 2005년 정책사업 실행 초기 때 보다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

족부의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분야

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문화예술분야에서는 전



- 20 -

문 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다양

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수혜율을 32%(2013년 현재 전국 약 677만 명 학생 중 220만 

명 수혜)까지 끌어올렸다. 사회문화예술분야에서는 저소득계층과 소외계층

(시설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해온 결

과, 기존에 기금에 의지하였던 재원을 2008년부터는 국고로 전환할 수 있었

다(그림 2 참조).  

[그림 2] 연도별 문화 술교육 정책지원의 주요 성과 

2010년 5월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주최의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두 번째 개최국이 우리나라가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2월 한국 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의 출범과 같

은 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등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유네스코 본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이다. 또한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

육대회의 성과물인 “서울 아젠다”(문화예술교육 발전 목표)가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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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문화 술교육 10년의 성과(조 성, 2013)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36차 총회에서 세계문화예술교육의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매년 5월 넷째 주가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되었다(2012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각 부처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의 결

과로 지금의 문화예술교육은 국가정책으로서 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고 

세계 문화예술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 수립된 2007년 이후, 학교 및 사회문화

예술분야에서 교육 수혜자가 확장되자,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지원 성과로 

양적 성장이 언급되었고, 향후 개선방향으로 질적 향상을 위한 논의가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 조현성(2013)은 「문화예술교육, 10년을 되돌아보다: ‘문

화예술교육, 성장과 변화’」에서 2012년 2월에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5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10년의 최대 성

과는 “교육 수혜자 증대”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의 대부분이 교육 수혜자 수의 증대(26.44%)를 문화예술교육의 최대 성과로 

인정하는 반면 교육목표의 명확성 확보(2.16%), 교수방법의 다양화(6.3%), 교

육내용의 다양화(8.29%) 측면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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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점을 조사한 결과, 교육내용의 질적 향

상(44.8%)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향후 문화 술교육 정책의 사항(조 성, 2013)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질적 향상을 언급하는 관련 연구들

은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표준 개발”의 필요성과 삶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예술향유력 함양”을 강조하였다. 김정선(2012)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에 대한 

소고」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질적 제고를 

강조하였다. 그는 문화예술교육의 교육 표준 개발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

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와의 파트너십 구축, 학습자 중심의 교육표준 개발, 

문화예술교육의 모델 개발을 통한 표준화, 예술 강사 교육과 교육표준의 활

용 등을 주장하였다.

한편 손경년(2013)은 「문화예술교육, 현재를 바라보다: ‘문화예술교육, 재

도약을 위한 열쇠’」에서 10여 년 간의 문화예술교육이 국가적 정책에 의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성과사회에 빠져서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의 향유적 측면

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지적하였다. 이에 과거 10여 년 간의 문화예

술교육을 위한 온갖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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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 그 자체를 위한 

교육이기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삶의 방식’과 그것을 표

현하는 ‘문화적 가치’의 확산”(p. 46)을 지향하는 것으로 본다. 결국 문화예

술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개인의 자아존중

감과 창의성에 작은 변화라도 있다면 지금의 문화예술교육에 만족할 수 있

다고 제안하면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삶의 변화 즉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측면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적 체험

이 학습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

다. 그 이유는 의미 없는 예술적 경험은 진정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석문주·최은식·최미영, 2010). 사람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앎을 터득해 가고 그 앎은 다시 또 다른 체험과 융합되어 

언제나 재구성된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경험은 우리 삶

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향유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까지 언급한 교육표준이 제시된다면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에 준하는 질적 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의 장르적 속성에만 경도된 기존 예술교육에 대한 비판이 시발점이 되

었고, 이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의 인지적, 정서적 영역을 

강조한 문화교육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교육을 강조한 예술교육의 

움직임이 법적, 행정적으로 구조화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문화

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 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교육

은 삶과 유리된 기존 예술교육의 문제의식에서 출발된 우리나라 문화예술정

책 중의 하나로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함양”을 지향한다.

다. 문화 술교육 련 정책   주 요 사 업

본 절에서는 국외 및 국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현황과 사업내용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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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세계적, 역사적 맥락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자 한다.

1) 외국의 문화 술교육 정책 과  사 업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상호의존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인

식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양영희, 1986). 특히 교육 분야에 있

어서는 1970년대 이후에 교육의 모든 영역과 수준에서 범세계적 관점을 육

성하기 위한 움직임9)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베이비부머 세대10)의 높아진 교육수준과 그들의 진보적인 사고 및 인식의 

영향으로 주지교과 영역뿐만 아니라 예술교육까지로 확장되었다. 

일찍이 예술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인 프랑스는 1968년에 학교교육에서의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

작하였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술교육은 이루어졌으나 주로 고전미술이나 고

전음악을 다루었을 뿐, 동시대의 예술에 대한 교육과 관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1968년 3월에 “새로운 학교를 위하여”라는 주

제로 학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 참가한 교사 및 학자들이 학교 내 예술교육

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 원칙에서는 초등학교의 예술교육과 

동 시대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술교육이 다른 교과 교육과의 발전

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교육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과 학교 외부에

서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원칙들이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교육 현장에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훗날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71년에 문화참여재단(FIC: Fonds d’intervention culturelle)이 설립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관계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

력관계가 보다 긴밀해졌다. 문화참여재단은 프랑스의 문화개발정책에 있어

9) 1974년 11월, 제18차 유네스코 전체회의 권고안은 범세계적 시각의 육성을 요지로 하

고 있다.

10)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1964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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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재단이 1970년대 지원한 활동의 4

분의 1이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할애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는 

이미 1970년대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박지은, 2008). 이렇게 조금씩 기반을 다져가던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

은 1983년 문화부 장관 자크 랑(Jack Lang)이 교육부 장관 알랭 사바리(Alain 

Savary)와 협정 계약을 맺으면서 실질적인 차원의 문화예술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88년 1월 6일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으로 여러 예술과

목들이 개설되었다. 1992년에는 “지성과 감성을 분리해서 가르칠 수 없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조희연, 2011). 이에 

따라 문화부와 교육부가 통합되어 보다 실질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모색

하였으나 1년 남짓한 기간의 노력으로 그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일찍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프랑스에서도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은 2000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12월에 교육

부와 문화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프랑

스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원칙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더 이상 예술을 보충적 존재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한 후에 배우

는 과목 정 도로, “기초”과목들에게 시간을 양보해야 하는 과목으

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2)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실기활동을 보편화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 기

회를 확대 하고자 하는 의지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3) 학교는 예술의 민주화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예술작

품을 일찍접하게 하기 위한 곳으로 학교보다 나은 곳은 없고 학

교에서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4) 감성과 이성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감수성을 일깨우는 것은 

다른 형태 의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과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음악과 산수, 연극과 문학, 조형미술과 기하학 등 문화

와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과목들 을 더욱 생기고 심도 있게 



- 26 -

공부할 수 있다. 

5) 문화예술활동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

다. 합창, 연 극, 무용 등의 공동 작업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은 창

의적이고 건설적으로 자신 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래 문화부와 교육부가 공동

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수업(classe a PAC: Projet artistique et culturel)을 수립

하였고 이것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체 교육과정에 적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 문화예술 전문가, 문화중재자 등이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업형식으로 학교와 문화기관들의 협력을 도모하였다(박지은, 

2008). 이와 같이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이라

는 큰 범주 하에 각 지방 여러 관련기관들의 공조로 기획, 진행되었다는 특

징이 있다.

영국의 경우, 학교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런던 지사

의 굴벤키안 재단(Gulbenkian Foundation)11)이 1982년에 예술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예술교육(The Arts in Schools)」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시점

부터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인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예술, 모

두를 위한 예술에 초점을 두고 예술교육의 감성, 창의성, 문화성 등과 관련

된 논지를 다루고 있다(Calouste Sarkis Gulbenkian, 1982). 또한 1985년 국립

교육연구재단(The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은 초등교사를 

위한 예술교육에 관한 보고서인 「예술, 교육을 위한 준비(The Arts, A 

Preparation to Teach)」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예술교과를 의무교과로 

정해야 할지 혹은 선택교과로 정하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교사들의 전문

성 교육 등에 논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보고서들은 영국이 예술교육에 대

한 정책적 관심을 꾸준히 보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민경훈, 2013). 

이처럼 예술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영국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11) 칼루스트 굴벤키안(Calouste Sarkis Gulbenkian, 1869~1955)은 만년을 포르투갈에서 

보낸 아르메니아 출신의 영국인 석유업자이며 수집가이다. 그의 사후인 1956년에 리스

본에 굴벤키안 재단이 설립되었고 런던과 파리에도 굴벤키안 재단 지사가 있다

(http://www.gulbenkian.org.uk/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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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관련 행정부처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에 정부기관으로 문화유

산부(The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가 설립되었고(1997년에 문화매체체

육부(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로 개명됨), 1994년에는 예

술협의회(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을 설립하여 잉글랜드, 스코틀랜

드, 웨일즈의 예술이 각각 자율적으로 관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문

화예술교육을 위한 제도가 구조화된 후에, 영국의 신노동당 정권시기

(1997-2010년)에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 하에 문화예술교육이 급격히 성장하

게 되었다(최보연, 김병주, 2013). 2002년에 출범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쉽

(Creative Partnerships)은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5세부터 18세까지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양질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목표로 한다(송미숙, 김경은, 2012). 

하지만 2010년 정권교체 이후, 정치적 이해관계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제

반 변화로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최보연, 김

병주, 2013).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채 

강조되는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정권교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지원과 관련 사업의 성패

가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1975년 링컨 센터 인스티튜트(Lincoln Center Institute: 

LCI)(www.lcinstitute.org 참조)의 설립을 시작으로 예술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LCI 설립을 계기로 학생, 교육자, 평생학습자는 무대 위

에서, 교실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준 높은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상상력 학습(Imaginative 

Learning)을 위한 실습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오고 있다. 1982년 레이건 정권 시절에는 백악관의 문화이슈관련 자

문기관인 예술과 인문학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PCAH: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가 결성되었다. 1997년에는 케네디 

센터(Kennedy Center)에서 아츠 엣지 프로그램(Arts Edge Program)이 예술교

육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었다(석문주·최은식·최미영, 2010). 최근 오바마 정부

는 예술과 인문학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를 통해 예술교육을 강력하게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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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초, 중, 고등학교(K-12) 정규교육과정

에서의 예술통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독일, 러시아, 캐나다 등도 문화예술교육을 시도하였으나 이것은 일

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기 보다는 소수 전문가를 위한 예술

교육 중심으로 펼쳐졌다. 독일의 경우, 2차 세계대전에 패한 후 동독과 서독

으로 분열되어 각각의 사회가 안정을 찾고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다. 민주주

의 정치노선을 선택한 서독의 경우, “68운동”12)이라는 반권위주의 운동을 통

해 “모두를 위한 문화”(Kultur furalle) 즉 “사회문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

었다. 이에 부응하여 1970년대의 “신문화 정책”이 수립되어 문화 확산이 이

루어졌고 이러한 기조는 1980년대에 경제요소로서의 문화 사업으로 이어졌

다. 하지만 공산주의 정치노선을 선택한 동독의 경우, 중앙집권적인 문화정

책으로 이루어졌고 마르크스적인 문화이론이 문화와 예술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의 예술정책과는 상이한 것이었다. 

1990년 통일을 계기로 서독의 영향을 받게 될 동독의 문화예술관련 정책이 

진보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화될 것이라 기대되었으나, 현실은 달랐다. 통일로 

인해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 지출이 있었고, 당시 문화영역은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의 주범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영역에 대한 예산

이 긴축되고 구조 조정되었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서 확대된 유럽연합

(EU)으로 인해 당시 프랑스와 영국의 문화예술에 비해 뒤쳐져 있던 독일의 

문화예술은 독일 문화계에 악재로 작용하였다(박은희, 2008).

러시아 문화예술정책은 오래 전부터 일반인을 위한 예술정책보다는 전문

인을 위한 예술정책을 펼쳤다. 이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예술성을 인

정받는 러시아의 발레 때문이다. 1673년 독일의 한 무용단이 러시아 황실에

서 공연한 이래, 발레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전문무용수 배출은 

국가 주도하에 면밀하게 이루어졌다(임승희, 2002). 이렇게 전문무용교육에

12) 1967년 6월 2일에 발발한 “68운동”은 문화, 예술 부문에서 분출되기 시작한 사회개혁

운동이다. 이를 계기로 독일의 권위적인 관례가 깨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독일에서는 

교사가 교실에 들어서면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교수가 강의를 하러 가면 조교가 

가방을 들고 뒤따랐다. 또한 극장에서 연극 관람을 할 때는 넥타이를 매는 것이 관례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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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치중해 온 러시아가 일반인을 위한 예술정책을 시행한 것은 2000년 초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러시아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적 삶의 보장, 예술영

역에서의 창작과 교수의 자유보장, 전통 보존의 의무 등을 기본 특징으로 

하고 일반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여전이 일반교육기

관보다는 전문교육기관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박은희, 2008). 

캐나다의 경우도 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일반교육기관보다는 전문교육기관

의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비슷하다. 캐나다는 주별로 

독립된 자치권을 가진 연방 국가로, 각 주의 교육은 각 주 교육부에서 관리

한다. 이에 따라 주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과 지원의 수준이 다양하

다. 또한 캐나다의 국립예술기관인 캐나다 평의회는 국립연극학교, 국립발레

학교, 반프 미술학교센터 등 전문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

술교육보다는 전문예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민경훈, 2013). 무용분야

를 예로 들자면, 캐나다의 전문무용교육은 1959년 국립발레학교(National 

Ballet School of Canada) 설립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무용교육은 

1995년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처음으로 무용교육과정 문서체제가 

정립되었을 정도로 일반무용교육에 대한 교육실천은 상당히 늦은 편이다. 

2000년대에 진입해서야 13개 주 중 5개 주(브리티시 컬럼비아, 노바스코샤, 

뉴 브론즈윅, 마니토바, 퀘벡)에서만 학교 무용교육과정의 문서체제가 정립

되고 운영되기 시작하였다(홍애령, 2008).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추

진되고 있는 예술인-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집중적

으로 만들어졌고 온타리오 주와 마니토바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민경훈, 2013). 이처럼 독일, 러시아,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도 예

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 왔으나 프랑스, 영국, 미국과는 다르게 오

랜 동안 소수 전문예술가를 위한 예술교육에 치중했었고 일반인을 위한 예

술교육과 정책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창의성과 다양성이 지식기반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

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각 나

라별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과 정책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국제적 협력으로까지 이어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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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주최로 문화예술교육의 국제적 행사인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가 개최될 수 있었다. 사실, 유네스코(UNESCO)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유

네스코가 문화예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47년에 수

립된 유네스코는 1999년 제30차 총회에 와서야 「학교 예술교육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국제 호소」(International Appeal for the Promotion of Arts 

Education and Creativity at School)를 통해 예술교육에 대해 논하기 시작하였

고, 그 때부터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송미숙, 김경은, 2012; 222).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6년에 유네스코 주최 

하에 제1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었고, 2010

년에는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006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 베렘 센터에서 개최된 제1

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결과로 “예술교육 로드맵(Road Map for Arts 

Education)”이 도출되었다. 예술교육 로드맵은 “21세기의 창의성과 문화적 인

식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예술교육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p. 1)”을 그 목적으

로 하고 이에 따라 예술교육의 증진을 위한 핵심전략13)을 강조하였다. 예술

교육 로드맵에서는 교육 및 문화 참여에 대한 인간의 권리보호, 개인의 능

력 개발, 교육의 질 개선,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 활성화를 예술 교육의 목적

으로 보고, 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은 문화권마다 “예술”이라는 심연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예술의 의미를 무용, 음악, 드라마, 시 등 예술 장르에 제한시키는 문화가 

있는 반면 소통의 차원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 사고의 여지를 열어놓은 표현

을 “예술”이라고 보는 문화도 있다. 이에 따라 예술교육 로드맵에서는 예술

교육은 “학습자가 속해 있는 문화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p. 6)고 주

장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타인의 문화

13) 예술교육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적인 예술교육을 위한 핵심전략은 크게 교사 

및 예술가 교육과 협력관계로 나뉜다. 교사 및 예술가 교육은 일반 과목 교사에 대한 

교육, 예술 과목 교사들에 대한 교육, 예술가들을 위한 교육으로 구분하고 협력관계는 

관계 부처 차원, 학교 차원, 교사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국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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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한 문화는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맥

락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유네스코 예술교육 

로드맵, 2006). 이와 같이 제1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는 세계 93개국의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 천 이백 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교육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창의성과 문화성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문화예술

교육 핵심 전략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0년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문화예

술교육대회는 제1차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

을(Arts for Society, Education for Creativity)”이라는 슬로건 아래 첫째 날은 

“실천”, 둘째 날은 “설득과 지지”, 셋째 날은 “역량 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

되었다. 여기에는 세계 193개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이천 여명이 참석하

였다(김영연, 이영애, 2010). 이 행사에서 우리정부는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

육대회의 실천방안 및 과제를 표명한 “서울 아젠다: 문화예술교육 발전목

표”14)를 발의하였다. 이것은 2010년 5월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최

종 결과보고서로, 그 해 11월 4일 제36차 유네스코 총회(파리에서 개최됨)에

서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다. 서울 아젠다가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예

술교육 정책 수립의 지침으로 채택15)된 것은 유네스코에서 한결 높아진 우

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의한 

의제가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된 것은 우리나라가 1950년에 유

네스코에 가입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이 총회에서는 매년 5월 넷

째 주를 유네스코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하였다. 유네스코 수립

(1947) 이후 총회 의결로 기념주간을 선포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14) “서울 아젠다”에 의한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목표1) 예술교육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구성요소로서 접근할 수 있

도록 한다. 목표2) 예술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높은 질적 수준을 확립한다. 목표3)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p.609)

15)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총 193개의 회원국 중 107개의 회원국이 참여하여 만장일

치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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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넷째 주는 바로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폐막일이자, 서울 아젠

다가 채택된 5월 28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문화 술교육 정책 과  사 업 황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정

부차원의 예술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책시행은 과거 소수 선진국에 비해 늦은 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제도를 단

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이라는 정책적 제

도정비가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책적 제도화의 첫 출발점으로 볼 수 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노력은 보다 체계화되기 시

작하였다. 이 때 부터 “미래 창의 인재 육성”이라는 강령 하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2009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

학기술부(현 정부에서는 교육부로 개명됨), 보건복지가족부의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각 행정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구조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각 행정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행

되었고 그 결과 2010년 서울이 제2차 세계문화예술대회 개최지로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유네스코 

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착실히 준비해 온 결과, 서울 아젠다가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 지침으로 

채택되었고 5월 넷째 주가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정되는 등 제2차 

세계문화예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1차년도 세

계 문화예술교육 주간(2012년 5월 넷째 주)을 기념하는 공식행사를 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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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본부와 공동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국제 사회 내 문화예술교육 선도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2012).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와 같은 문화예술교육의 글로벌 확대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의 일부이다. 이외에 200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등 4가지가 더 있다. 구

체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는 1) 예술 강사 지원 사업, 2) 

‘예술 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 3)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학교문화예술

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이행 시기와 적용

되는 예술장르는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경

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체 8개 예술장르에서 시행되고 있

는 반면 사회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최대 6개의 예술장르가 영역별로 한정

되어 이행되고 있다.16)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제고와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 기회의 제공을 목표로, 2000년 국악분야

를 시작으로 2003년에 연극, 2004년에는 영화, 2005년에는 무용, 만화·애니메

이션으로 교육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교육영역의 확장은 2010년에 이르

러 공예, 사진, 디자인 분야까지로 이어져 현재 총 8개 영역으로 구분된 학

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사업은 2008년에 문화예술교육의 집중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된 전국 10개 초등학교에 전교생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충분

히 받을 수 있도록 4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집중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이

다. 이 프로젝트는 감성이 풍부한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장

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평생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

16)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및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총 8개 예술장르의 

예술 강사가 파견되고 있다. 사회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6개), 노인(5개),

장애인(4개), 아동주말(3개) 영역으로 구분되고 아동복지시설 영역에서만 최대6개(국악,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미술 등) 예술장르의 예술 강사가 파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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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우수 모델로 키워

냄으로써 공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

련”(p.597)된 지원 사업이다. 제1기(2008-2011)부터 현재 제3기(2012-2015)까지 

지원되었는데 매 기마다 10개의 학교가 선정되며 수혜기간은 4년으로 정해

져 있다.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2012년 주 5일

제 전면 실시에 따라 새로운 토요일 여가 및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학

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문

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국공립기관,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하여 이루어

지는 사업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 학습, 창작 활동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지원 사업으로는 1) 예술 강사 

지원 사업, 2) 특수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

업, 4)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5)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

원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예술 분야별 전문 예술 

강사들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다. 이 지원 사업은 2004년에 아동복지시설 중

심으로 추진되어 2006년에는 노인복지관 연극분야, 장애복지관 무용분야로 

확대되었고 2008년에는 노인, 장애인 대상 신규분야 교육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을 실시, 2010년에는 아동 대상 6개 분야, 노인 대상 3개 분야, 장애인 

대상 2개 분야의 교육을 지원, 2011년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

애인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인, 장애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

육 지원 사업을 협력, 운영하였다. 2012년에는 기존 분야 외 노인미술, 노인

사진, 장애미술, 장애영화 총 4개 분야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아

동 주말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문학, 전통문화, 장르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총 3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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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수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사회제도나 환경적 여건으로 소

외된 특수계층(군 장병,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혜자의 특성상 

관련기관 및 조직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인 국방부와 법

무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

체나 지역 문화 기반시설 등과 협력하여 소외계층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5년 시행 초기부터 2007년까지 복권기금(28억 

원)을 통해 지역의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농산어촌 지역주민, 새터민,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예산

을 국고로 전환하였다.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2010년에 추진된 신

규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및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

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문화감수성 및 자기이해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 

후 돌봄 기능을 병행하기 위한 사업이다(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2012).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사업에는 1) 콘텐츠 개발 연구, 2) 기초 및 정책 

연구, 3) 평가·통계 연구, 4) 연구 서비스화 사업, 5) 출판 사업이 있다. 대표

적인 콘텐츠 개발 연구로는 예술교육 분야별 교육범위와 수준체계를 개발하

는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가 있다. 이것은 학급 별, 학년군 별

로 문화예술교육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자

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기초 및 정책 연구와 평가 및 통계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 및 매뉴얼 개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연구 서비스화 사업으로는 아르떼 인포그래픽스, 아르떼 

비디오리포트, 문화예술교육 포럼이 추진되었다. 또한 출판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 총서와 문화예술교육 논집으로 구분되어 발간되고 있다. 이는 일반 국

민 및 관계자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문화예술교육 관계

자들의 연구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학문적 연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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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르떼 아카데미(AA) 운영사업,

b.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c. 문화예술교육 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d.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지식정보화 사업, 

e. 문화예술사 자격제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2012년부터 학교 및 사회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 및 기존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 

하반기 기본연수와 심화연수를 운영하였다. 특히 기본연수 수료자 중 교육

자로서의 노하우 및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축적한 우수 예술 강사를 선발

하여 예술 강사 대상 고급단계의 연수과정인 “아르떼강사 양성과정”을 추진

하였다. 이는 예술 강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르떼 아

카데미(AA) 운영사업 중 하나이다. 이외에 아르떼 아카데미는 학교 및 사회 

예술 강사 지원 사업과 예술 강사 연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다. 아르떼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2005년부터 2011년까

지 대상별, 지원 사업 예산별로 분리·운영되었던 교육과정을 2012년에 하나

로 통합하여 아카데미 체계로 재정비한 것이다. 아르떼 아카데미에서는 신

규 및 기존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주제별 문화예술교육 키움

(Key-Um)프로그램,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는 아르떼 지식공유 CoP(학습공동

체), 그리고 예비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컬처펍(Culture P.U.B) 등 

세 가지 연수과정을 구성·추진하였다(문화예술정책백서, 2012). 이것은 문화

예술교육 핵심인력 양성과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

고 재능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2009년에 처음 시작되었

다. 2009년 예술장르를 대표하는 저명인사 17명의 명예교사 위촉을 시작으

로, 2010년에는 총 100명의 문화예술계 저명인사 및 오피니언 리더를 명예

교사를 위촉하였다. 2012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

로 적었던 10대부터 40대를 위한 토크콘서트와 북 콘서트 프로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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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강의식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대화중심의 프로그

램으로 진행되어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의 

교육을 실천하는 데 기여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분야 관계자와 함께 

사업의 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민간 파트너와 협력관

계를 구축하여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

여 사업 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동 사업에의 참여율을 높였다. 2012년

에는 학교폭력, 세대 간의 갈등, 묻지마 범죄 등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문

화예술교육을 강조하고 공감과 소통능력 배양, 그리고 치유의 수단으로 문

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부각시켰다.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지식정보화 사업은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교육 정책 수립과 정책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적 흐름과 이슈에 맞게 

한국 사례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이 국제사회 내 문화예술 교육가 및 관련 연구가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

었고, 특히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국가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 및 IT인프라를 구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이

를 위해 2012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홍보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온라인 매체 “아르떼진(http://artezine.kr) 운영사업”을 문

화예술교육 전문웹진 아르떼 365(http://arte365.kr)로 새롭게 개편하였다. 

문화예술사 자격제도는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문화예술교육 질

적 성장 및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생겼다. 이 제도는 문화예

술교육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부여, 등록 및 신고 등 관리사항을 제도화하

고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6월 15일에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한 것이다. 이 법률은 2012년 2월 17일에 공

포되고 그 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국가공인자

격증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의 공신력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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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전국 13개(수도권 및 경기지역 3개, 그 외 10개)

의 기관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

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 사업은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구조화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이래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그렇다면 아르떼 아카데미(AA)에서 양성하는 학교 및 사회 예술 강사 지

원 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어떠한 차별성

을 가지고 있는가. 문화예술 강사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2004년

부터 양성된 전문 인력을 의미하는 반면 문화예술교육사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을 명문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든 자격제도이

다. 이 제도의 핵심은 예술 강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동시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명문화된 자격제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활동근거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전문 인력의 사회적 기

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2004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된 예술 강사제도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제도적으로 점차 구조화되면

서 2012년부터는 예술 강사를 포함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위한 문

화예술교육사라는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예

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012년 문화

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후, 이미 3년 이상 학교 및 사회 예술 강사

로 활동한·전문 인력에게는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기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경우는 학교 및 민간 기관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1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경우는 박물관, 공연장 

등 공공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문화예술교육사 공식 사이트 http://acei.arte.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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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 
각 정책 사업의 세부 내용

문화예술교육의

글로벌 확대

1)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 개최 유치,

2) “서울 아젠다” 세계 유네스코 총회 정식의제로 상정,

3)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선정

학교문화예술교육

1) 예술 강사 지원 사업, 

2)‘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3)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회문화예술교육

1) 예술 강사 지원 사업,

2) 특수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 

4)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5) 소외 아동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1) 콘텐츠 개발 연구, 

2) 기초 및 정책 연구, 

3) 평가 · 통계 연구, 

4) 연구 서비스화 사업, 

5) 출판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1) 아르떼 아카데미(AA) 운영사업,

2)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3) 문화예술교육 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4)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지식정보화 사업, 

5) 문화예술사 자격제도 

<표 4> 문화 술교육의 정책  지원 사업 내용 

 (2012 문화 술백서 참조)

하지만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 사업 중에서 문

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자격증의 실효성과 취득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면서 시행초기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선 자격증의 비실효성이 지적

된다. 아시아 경제 신문기사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자격증 교부가 시행

되는 문화예술교육사는 2017년까지 3만 여명이 배출될 예정17)이다. 하지만 

17)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

과 ‘잠재 취득 예상인력’(기존 3년차 이상 예술 강사 3500명+주요무형문화재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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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는 7000개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문화예

술교육사 자격증의 80%가 일명 “장롱자격증”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문화체육부는 2017년까지 학교 및 사회시설에 대한 예술 강사 규모를 

확대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재정계획에 따르면 

학교 및 사회시설 등에서 2017년까지 늘어나게 될 신규 학교 및 사회 예술 

강사 일자리 규모는 4285명에 불과하다. 결국 신규 자격자 배출규모 3만 여

명의 15% 정도만 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같이 

자격증에 따른 일자리 대책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의 큰 맹점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비용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선정된 지정기관을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

다. 현재 전국 13개 지정기관이 운영 중인데 이들 기관들의 수강료는 학점 

당 6만 5000원에서 10만원이다. 48학점을 모두 이수해야하는 비전공자들은 

최대 480만원(서울 소재 E대학 문화예술교육원의 경우, 학점 당 10만원)까지 

들어간다. 사회복지사 취득비용(학점 당 5만원이고, 대부분 교육기관이 30% 

정도 할인 혜택을 부여함)과 비교해 볼 때, 문화예술교육사는 상당히 비싼 

자격증인 셈이다. 이렇게 고비용을 감수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 

후에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격증의 비실효성과 고비용이 

문제점으로 언급되면서 문화예술교육사라는 “국가공인자격증의 기능”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규성, 2013).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은 외국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주요사업

을 면밀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

으로 구축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의 제도화는 오늘날 우리나라

가 세계 문화예술교육의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시류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영역 중 무용분야

5000명) 8500여명을 포함해 연간 6000명~8000명 정도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자가 배

출되어 2017년까지 약 3만 여명(2만8000~3만7000명)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아시아경제신문, 2013.10.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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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떠한 철학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은 2005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이래 참여 학교 수가 정책 시행 초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6

년 이래 시행된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도 대상별로 사업영역을 확대

하는 등 현재까지 꾸준하게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확장에 비해 질적 향상 속도는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정

선, 2012; 손경년, 2013; 조현성, 2013). 이에 양적 성장에 부합하면서 문화예

술교육의 취지에 맞고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개념화한 후에,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 탐색해 보겠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아르떼 아카데미(AA)의 교육과

정을 살펴보겠다.

 

가. 문화 술교육으로서  무용 교육의 개념화

 

본 절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대두된 이후 무용학자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무용교육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고, 기존의 무용교

육과 새롭게 대두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

힘으로써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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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술교육으로서  무용 교육의 목

무용교육은 크게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무용교육과 일반인을 

교육하기 위한 일반무용교육으로 구분된다. 전문무용교육이 장르별로 한국

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으로 구분되어 가르쳐지고 일반무용교육은 대상별로 

학교무용, 사회무용, 특수무용 등으로 구분되어 가르쳐진다. 따라서 무용교

육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어떤 영역의 무용교육인지가 논의의 초두에서 언

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용학자 또는 교육자들은 그저 “무용교육”

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용어 표기는 전문인과 일반인을 

포함하는 독자들(특히 일반인)이 무용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혼돈을 야

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무용교육이라고 표현하

고 있는 것을 맥락에 맞게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으로 해석하고 표기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대 중반부터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 

대상의 무용교육이 정부지원 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문화예

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강조되면서 무용계에서도 무용교육의 목적과 방향

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박은희(2008)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의 목적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직접체험과 표

현력 및 창의력 향상을 꼽았다. 그녀는 무용교육을 통해 자유로운 움직임 

활동을 경험하고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심미적 경험은 표현력을 향상시

킬 수 있으며, 무용을 통한 사고의 확장은 창의력 함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무용교육이 문화예술교육 안에서 삶과 연

관된 교육으로 실천 될 때, 무용교육은 예술교육을 통한 실천적 지식을 형

성하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혜리(2010)는 “현 시대의 무용”(p. 33)이라는 표현을 통해 일반무용교육

에 속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문화

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은 무용의 의미를 취미를 넘어서 새로운 것을 창출

할 수 있는 개인의 잠재된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식과 

예술과 삶을 연결시키는 인간의 조합능력은 창의성 내지 창의력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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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창의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이 핵심역량으로 부

각되기 시작하였는데, 무용도 예외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혜리(2013)는 

최근 창의성과 인성, 문화의 다양성 교육의 화두에 맞게 무용학계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용교육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

였다. 이에 그녀는 과거 기능 및 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췄던 예술교육과는 

다르게 현대의 무용교육의 목적을 인간의 창의성, 독창성, 다양성 지향에 두

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이루어질 때, 공연무용에 

치중되었던 무용은 이제 개인과 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의창(2011)은 예술교육 패러다임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게 부각되

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기존 국외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온 댄스 리

러러시를 “무용소양”으로 재개념화하고, 무용소양 함양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서 무용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될 때, 기존의 전문

인을 위한 순수예술이 일반인을 위한 참여예술로 전환될 수 있고 비로소 무

용이 모두를 위한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미숙·김경은(2012)은 문화예술교육이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필요와 목적에 따라 서로 연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은 “전

인교육과 창의적 인간 육성”(p.240)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용

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무용교육이 소수를 위한 전문예교교육이 

아닌 대중 중심의 무용교육으로 변해야 함과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용교육 관계자와 실천가들의 역량과 협력관계가 중요함을 강조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이래, 무용학자 및 교육학자들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무용교육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있다. 기존 일반무

용교육이 상상력, 감성과 창의성을 포함하는 인지적 기능, 그리고 통합적 사

고의 함양을 지향했다면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서는 창의성과 다양

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김화숙 외, 2013; 서예원 외, 2013;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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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 2011; 한혜리, 2010)(표 5. 참조).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실상 기존의 일반인을 위한 무용교육에서 지향하던 

목표와 최근의 문화예술교육 안에서 무용교육의 목표는 별반 다를 것이 없

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무용은 예술적·미적 교육, 개인적·사회적 교육, 신체

움직임 교육, 문화적 교육, 통합교육과정 학습, 취업 전 교육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었다. 예술적·미적 교육으로서 무용은 사고력 확장과 표현력 향

상을 통한 창의성 함양을 지향하고, 개인적·사회적 교육으로서 무용은 자신

감, 적극성, 협동심의 함양을 목표로 하였다. 신체움직임 교육으로서 무용은 

신체 지각력과 체력을 강화시켜주고, 문화적 교육으로서 무용은 문화적 이

해력 증진을 추구하였다. 또한 통합교육과정 학습으로서 무용은 소통기술과 

대인관계기술 함양을 지향하였고, 취업 전 교육으로서 무용은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김화숙, 2013; 

Gulbenkian 재단, 1989). 이렇듯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서 지향하는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지향하던 목표와 많

은 부분이 중복된다. 

그렇다면 이미 무용교육에서 지향해 오던 것을 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이

름으로 새롭게 포장하여 다시금 “같은” 교육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는 무용교육의 목표가 이론적으로

만 제시되는 수준에 그쳤을 뿐,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

이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무

용교육의 내용은 이론적으로 미학적 관점과 동작 원리의 이해를 강조하였

고, 실천적으로는 기능 및 기술 습득을 답습하는 것에 그쳤다(서예원, 1998; 

최의창, 2010a; 한혜리, 1995). 간혹 방법적으로 창작 수업이 부분적으로 이

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창작을 지도하기 위한 교수방법이 체계적으로 구축되

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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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무용교육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목

적

- 개인적‧사회적 교육(정서적 측면)

- 신체움직임 교육(신체지각력)

- 예술적‧미적 교육

- 문화적 교육

- 통합교육학습

- 취업 전 교육  

- 창의성(사고력 및 표현력 향상)

- 다양성(타인 및 문화의 다양성)

- 관계성(소통기술, 대인관계기술)

- 예술의 대중화(지역사회 활성화)  

내

용 

- 동작 원리의 이해 강조

- 미학적 관점에 치중된 이론수업
- 통합교육을 위한 간학문적 접근 강조

방

법

- 기능 및 기술 답습

- 창작 수업의 부분적 활용
- 창작, 공연, 감상의 균형적인 수업 

한

계

- 학교무용영역에 한정

- 이론과 실천의 불일치

- 지역사회로 연계되었으나 전 영역 

학습 대상자 실천 적용의 한계

<표 5> 문화 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념화

그 결과 학교에서 무용시간은 “춤을 배우고 추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

을 뿐, 무용을 교육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드물다. 즉 이상적인 교육

목표에 걸 맞는 교육이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용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

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무용이 그저 “춤”이 아닌 “춤을 통한 교육”으로 인

식되고 그 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용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그에 적합한 교수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

는 이유는 기존의 무용교육에서 목표 및 철학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전통적인 무용교육의 교육내용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기 않았고 구체

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기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무용교육을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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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일환으로 새롭게 의식하고 교육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2) 문화 술교육으로서  무용 교육의 내 용 과  방법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표는 창의성, 

다양성, 관계성, 예술의 대중화 등으로 구체화, 세분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교육목표는 담론에 그치고 있을 뿐 현장 실천성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

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문화예술교육이 공교육, 공공기관, 특수단체 

등 다양한 공적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

에 대한 대중의 인식 결여로 예술 강사들은 교육실천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무용교육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지 못한 

채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다 보니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서도 학교

행사(운동회 등의 이벤트)를 위한 기능 및 기술에 치우친 “보여주기 식” 무

용교육을 요구하는 학교나 교원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의 부재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소수 모범적인 사

례에서는 교육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찾아 볼 수는 있으나, 소수 사례의 방법론과 교

수론이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이상적인 교

육목적이 실현되기 힘든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을 실천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에 본 절에서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

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무용학자 및 교육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무용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과거 기능 중심의 무용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었고 이것은 점차 무용을 통한 교육의 내면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

로 이어져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무용영역 및 장르에서도 관련 연

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다수의 연구는 무용교육의 창의성, 감

수성 및 감성, 표현성 등 특정요소(김정하, 박현옥, 2013; 박현정, 2008; 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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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2005; Smith-Autard, 2002)에 집중되었다. 무용창의성의 본질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탐색한 오레지나(2005)는 무용창의성이란 무엇이고 그 구성요인

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혔다. 그녀는 무용창의성을 “새로운 무용이미

지를 만들고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과 태도”(p. 30)로 정의하였고, 연구결과에

서 무용창의성의 구성요인을 “움직임 감각, 무용사고력, 심미적 감각, 무용

작품구성력, 무용태도, 예술체험”(p. 60) 등 6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이 연구는 

무용창의성을 구체화, 세분화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기서의 창의성은 

무용을 만들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창의성으로, 무용의 기능적인 차원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박현정(2008)은 춤 동작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외현적으로 표출하려

는 성향을 가진 무용수의 정서표현성을 개념화하여 정서표현을 위한 춤 동

작의 특징을 밝혔다. 이 연구는 정서를 소재로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무용동작 및 기능에 국한된 표현성을 다룬 연구이다. 이와 같이 무용에 있

어서의 창의성, 감수성 및 감성, 표현성 등의 특정요소를 다룬 연구들은 주

로 무용의 기능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연구되어 왔다. 이외에, 무용의 정신적 

측면을 다룬 연구(정병호, 2004; 한혜리, 2000)를 찾아 볼 수는 있지만, 이들 

연구는 춤을 철학적, 미학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육학적 맥락

에서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능중심의 무용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은 최근 문화예술교육

에서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혜리(2010)는 문화

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은 해결능력과 상상력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용의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삶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

은 무용에서 활용되는 상상력과 통합된 사고를 통해 발현되는 능력이기 때

문에 “생각하는 하게 하는 것”(p. 33)은 무용의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과거 무용교육에서 다루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

내용과 교수방법이 필요하고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해결해

야 될 과제이자 의무가 될 것이다.

김문환(2013)은 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철학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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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양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바람직한 교육

적 프로그램은 미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 양자 모두를 다뤄 주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의 주장에서 “미적”이라는 것은 예술교육이 예술 활동 그 자

체보다는 철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예술적”

이라는 것은 예술 활동의 경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교육은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경험

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소수 학자들이 기능 중심의 무용교육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육내용

의 변화 방향을 논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최의창의 하나로 수업 모형(2001)과 무용정신 연구

(2010, 2011, 2012)는 무용교육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주었다.

“하나로 수업 모형(Hanaro Teaching Model)”18)은 2001년도에 최의창이 제

시한 교육실천모형이자 지도방법론이다. 최의창(2001)은 “인문적 체육과 하

나로 수업: 대학에서의 체육지도를 위한 한 가지 접근”에서 대학체육(스포츠 

및 무용을 가르치는 실기수업을 통칭)의 이상적인 교육으로 “인문적 체육”

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하

나로 수업을 소개하였다. 그가 제안한 하나로 수업 모형의 특징은 교육내용

과 방법에서 두 가지 측면인 기법(직접체험활동, 직접교수활동)과 심법(간접

체험활동, 간접교수활동)이 함께 어우러져 교육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것이

다. 그는 하나로 수업의 교육내용19)을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으로, 교

18) 하나로 수업모형(Hanaro Teaching Model)은 서사적 통합을 추구하는 신체활동 중심 

통합교육 수업모형으로, 인간의 신체활동을 주제로 다양한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

기 등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수업모형이다(최의창, 2010b: 384-385).

19) 하나로 수업모형의 수업내용은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으로 구분된다. 직접체험

활동은 스포츠나 무용을 기능적으로 “잘 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으로 기술연습하기, 반

성일지 작성하기, 관찰이나 비디오 녹화를 통한 동작 분석하기 등이 있다. 간접체험활

동은 스포츠나 무용을 “잘 아는 것”과 관련된 활동으로 안목, 정신, 전통 등을 함양하

는 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수자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따라 다양하게 고안될 수 있

다. 즉 스포츠나 무용의 인문적 측면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가능하게 돕는 활동이면 무

엇이든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교수자는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과 관련된 인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무용과 관련된 음악 감상하기, 무용관련 영화보고 감상문 

쓰기, 무용관련 에세이, 소설, 시 등을 읽고 독후감쓰기, 생활무용동호회 방문하기, 공

연관람하기 등의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최의창, 2010b: 17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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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법20)을 직접교수활동과 간접교수활동으로 구분하고 기법에 치중되어 있

는 기존 체육수업에 심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법과 심법의 조화로운 

체육교육을 강조하였다.

체육 수업 모형인 하나로 수업 모형은 최성은(2004)의 연구 “발레의 정신

을 가르치기 위한 무용 지도방법 분석”을 시작으로 무용교육에 처음으로 도

입·적용되었다. 이후 무용교육의 “인문적 접근”이라는 아이디어에 근간을 두

고 하나로 수업모형을 주축으로 한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기능중심의 무용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안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파생

연구들은 다양한 무용현장에 적용한 하나로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박소현, 

2009; 유창경, 2009; 오현주, 2008; 최성은, 2004; 홍수민, 2010)와 보다 구체

적으로 기법과 심법, 그리고 무용지도자의 자질 및 전문성에 초점을 둔 연

구(박혜연, 2013; 장명주, 2011; 최의창, 임수진, 2013; 홍애령, 2013)로 분류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하나로 수업모형이 무용교육에 도입된 이래 현재

까지 관련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로 수업 모형이 이

미 무용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교육모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최의창(2010a)은 무용의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해 “무용

의 정신은 가르쳐질 수 있는가”라는 3차년 연구 보고서에서 기존의 기술 중

심에 치우친 무용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차년 연구에서 무용의 정신을 

개념화하였다. 무용정신의 개념을 “무용의 핵심을 이루며 무용의 존재를 결

정지어 주는 가장 중요한 내적 가치”(p. 57)로 정의하고 무용정신은 신체적 

차원, 인지적 차원, 감성적 차원, 영성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무용정신을 교육내용으로 강조함으로써 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지향점

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20) 하나로 수업모형의 수업방법은 직접교수활동과 간접교수활동으로 구분된다. “직접교수

활동은 내용의 기법적 차원(기술, 전술,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수업행동

들”(p.181)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수업지도행동들로, 설명하기, 피드

백주기, 시범보이기, 이론 설명하기 등의 교수활동이 해당된다. 간접교수활동은 학생들

의 내면에 간접적이고 묵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행동과 마음씀씀이”(p.182)를 

말한다. 이러한 간접교수활동에는 수업시간이나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전수되는 교사의 열정, 유머, 용모, 어투, 사랑, 매너 등이 있다(최의창, 2010b: 

18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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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의 전환이 가능함을 제안하였다. 

2차년 연구에서는 1차년 연구에서 밝힌 무용정신 네 가지 구성요소인 신

체적 차원, 인지적 차원, 감성적 차원, 영성적 차원이 직접적 교수방법과 간

접적 교수방법으로 지도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직접적 교수방법에는 직접

교정, 집중연습, 적극시범, 문답설명, 상상유도가 있고 간접적 교수방법에는 

체험권유, 음악감지, 성찰자극, 환경조성, 인성전이가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

다. 이와 같이 무용정신 2차년 연구에서는 무용의 기능적 차원 이면에 있는 

내면적 차원의 교수방법을 구체화하였고 무용을 총체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무용정신을 교육내용과 방법에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무용동작을 일회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전통”으로서 무용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음을 주지하

였다(최의창, 2010a). 

무용정신 3차년 연구에서는 1, 2차년의 연구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무용과 발레의 무용정신을 가르치기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

발하였다. 통합적 프로그램의 학습단계는 입문-이해-적용-감상-통합 단계로 

구분된다. 입문단계는 무용정신을 알고 지각하는 인식(awareness)의 단계이

고, 이해단계는 무용정신의 개념을 이해하는 명료화(clearness)의 단계이다. 

적용단계는 무용정신을 체험하고 배우는 실천 가치 경험(learning in action)의 

단계이고, 감상단계는 무용정신의 정서적 내면화를 이루는 이야기 가치 경

험(learning in story)의 단계이다. 마지막 통합단계는 자신과 무용정신을 관련

지어 반성해보고 올바른 무용정신을 실천하도록 하는 반성과 전이(reflection 

and transfer)의 단계이다(최의창, 2012:53). 이것을 차시별 교수학습지도안으

로 매뉴얼화하고 관련 학습자료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무용정신의 

연구들은 무용의 기능 중심을 탈피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루며 무용교육의 

핵심으로서 무용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박혜연, 2013; 최의창, 2010a; 최의창, 

임수진, 2013; 최의창, 박혜연, 신주경, 2012; 최의창, 홍애령, 김나이, 2012).

무용정신의 파생연구로 박혜연(2013)은 기법과 심법 중 심법에 집중하여 

한국무용 교수학습과정에서 심성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녀

는 연구 결과에서 한국무용교육에 있어서 심성교육의 중요성과 그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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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내용이 설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한국무용을 통한 심성교육을 

위해서는 춤의 심성이 내면화된 교수자의 언행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

였다. 

무용교수자의 자질 중에서 심성을 강조한 홍애령(2012)은 무용교육자의 

전문성을 능력적 자질과 심성적 자질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능력적 자질

의 측면을 다시 무용지식(무용지)과 무용기능(무용능)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심성적 자질은 무용태도(무용심)과 무용인성(무용성)의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 연습, 체험, 수양을 제

안하였다. 능력적 자질이 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줄 때, 심성

적 자질은 무용이 주는 의미를 예술과 삶으로서 체화하도록 한다고 주장하

면서 인성을 무용교육자의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교

육자는 학생들의 기능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고 그것

이 지닌 전통, 문화, 의미를 되새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수자의 자질과 관련하여 교수방법을 구체화한 연구도 있다. 최

의창·임수진(2013)은 발레에서 무용정신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직접

교수방법과 간접교수방법을 제안하고 그동안 무용교육에서 간과되어왔던 간

접교수방법의 중요성을 드러내어 간접교수방법의 유형과 역할에 대해 논하

였다. 연구결과, 간접교수방법의 사용은 자신의 신체와 움직임에 대한 이해

를 향상시키며 학습내용의 내면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들은 무용정신, 인문적으로 접근한 교수방법, 기법과 

심법, 간접교수방법의 중요성 등의 주제를 다룬 연구들로, 기존 무용교육에

서 간과되어 온 교수방법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한편 이외에 무용지도자의 자질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연구로 함지선

(2010)의 무용지도자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설계 방안을 탐색한 연구가 있다. 

그녀는 무용지도자의 교육적 가치체계와 교수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예

술 중, 고등학교 무용지도자의 교육적 가치체계의 세부항목을 교육목표, 교

육과정, 지도자의 자질, 교육적 가치기준 등으로 영역화 하였다. 그 결과, 교

육목표에서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교육과정에서는 무용이론 및 실기를 다

루지만 입시하는 현실로 인해 실기에 치중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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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또한 무용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지도자의 인성, 전문

지식, 움직임 기술, 성취감, 예술적 소양, 표현능력, 자아실현, 창의성, 신체

단련, 교육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예술 중, 고등학교 무용지도자들은 

무용교육을 통해 전인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이 연구는 기존

의 기법 위주의 무용 수업이 비록 실기에 치중되고는 있지만 가르치는 무용

지도자들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도자의 인성임을 밝혔다. 

정리해보면, 무용계 전반에 만연된 실기 위주의 수업은 1990년대 문화교

육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문화예술교육이 정부 지원 하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기능중심에서 탈피

한 무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교육내용에 대한 변화가 촉구되었

다. 이에 무용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연구로 하나로 수업 

모형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파생연구들은 기법과 심법을 방

법론으로 제안하면서 기존 실기 위주의 수업에서 덜 강조되었던 심법적 측

면의 중요성을 표면으로 드러내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새로운 국면의 교수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무용교육의 변화를 위한 시도는 최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집중된 

관심과 적극적 지원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변화를 위해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무용교육의 방향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무용교육에서는 기능이 아닌 정신을 강조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목표는 창의성 함양을 위한 통합적 사고력 배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철학을 강조하는 미학적 관점이 아닌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교수방법에 있어서 

인문적으로 접근한 교수방법, 교수자의 기법과 심법의 조화로운 사용, 학습

내면화를 위한 간접교수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으

로서 무용교육에서 이러한 새로운 제안들을 수용하고 반영한다면, 문화예술

교육에서 내세우는 기본원칙인 예술향유와 창의성 함양이 이론적 차원에서

가 아닌 실천적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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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 술교육으로서  무용 교육의 황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은 2005년부터 본격화되

기 시작하였고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중핵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상별, 지원 사업 예산별로 각각 서

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도 하에 분리·운영되었던 예술 강사 

제도는 2012년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아르떼 아카데미(Arte 

Academy: AA)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아르떼 아카데미는 양질의 문화예술교

육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자 

재교육기관이다. 아르떼 아카데미에서는 대상별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대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연구-사업-현장’을 잇는 교육과정

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또한 교육과정별 핵심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풀

(Pool) DB화를 지향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실천하는 기관

이다(http://www.arte.or.kr 참조).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예

술 강사 지원 사업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아르떼 아카데미에서 시행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현황을 

탐색하고자 한다. 

1) 술 강 사  지 원  사 업 

문화예술교육은 본격적인 정책지원 하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프라를 구

축하였고 관련 영역의 교육체계와 교육영역을 확장하였다. 무용의 경우, 초

등학교 중심의 재량활동으로 시작된 무용교육이 최근에는 학교장 재량에 따

라 초등과정 뿐만 아니라 중등과정에서도 방과 후 활동이 아닌 정규교과로 

교육되는 등 제도적으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확장으로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학교문화예술교

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강

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2005년에 

개설되어 100개의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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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고 해마다 참여 학교 수가 증가하여 2008년에는 392개의 학교로 확장

되었다. 그러다 “미래 창의 인재 육성”이라는 강령 하에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

부의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2009년에는 1,131개의 학교

에서 무용교육이 시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표 6 참조).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학교 수 100 150 327 392 1,131 1,436 1,557 1,467

강사 수 110 150 248 292 595 801 763 807

<표 6> 연도별 학교 술 강사(무용) 지원 사업 황

(2012 문화 술정책백서에서 참고 수정함. p.596)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양적 팽창 현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책이 2005년 이래 꾸준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연도별로 

참여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

지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또한 증가되고 있는 강사 수는 예술에 대한 인식

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예술 전공자들은 예술

의 가치를 순수예술에서만 찾으려 했으나, 최근에는 모두를 위한 예술로서

의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예술 전공자가 증가하고 있

다.

한편 사회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아동, 노인,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사업

이 진행되는데 무용의 경우, 2006년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었고 

이것이 2012년에는 아동대상 16명, 노인대상 24명, 장애인대상 35명, 총 75

명의 사회 예술 강사들이 무용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무용분야 사회 예술 

강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예술분야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또한 타 예술장르의 강사들은 아동대상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

는 것과는 상반되게 무용은 노인 및 장애인 대상에 집중하여 교육하고 있다

(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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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현장에 파견된 예술 

강사들의 교육활동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자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고 볼 때, 예술 강사는 문화예술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실천가가 될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아동주말 총합

국악 32 - - - 32

음악 39 16 10 - 65

연극 29 44 - - 73

영화 42 - 5 - 47

미술 42 10 11 - 63

사진 - 6 - - 6

문학 - - - 70 70

전통문화 - - - 74 74

융·복합 - - - 70 70

무용 16 24 35 - 75

<표 7> 분야별 사회 술 강사 지원 사업 황

(2012 문화 술정책백서에서 참고 수정함, p. 603)

2) 아르떼 아카데미(AA)의 술 강 사  교육과 정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적인 실천가인 예술 강사가 교육현장에 파견되기 전

에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예술 강사가 양성되

고 재교육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예술 강사는 2000년에 16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악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악 강사풀제로부터 출발하였다. 당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던 예술 강사 사업은 2005년 2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이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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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총괄하여 주관하였다. 하지만 국악을 제외한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의 예술 강사만을 관리하고 있었다

(김민영, 2008). 그 후 2006년 8월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재단법인에

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 같은 해 12월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

예술교육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예술 강사의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도에 이르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8개 예술분야(국악포함)의 강사를 관리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아르떼 아카데미 체계를 정비하였다(2012 문화예술정책

백서).

아르떼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역량을 갖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예술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예술 강사뿐만 아니라 기획자, 기관단체실무

자, 다문화강사, 지역문화 기획활동가 등 대상별, 주제별로 특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르떼 아카데미의 3가지 대표 연수과정인 문화

예술교육 키움(Key-um), 아르떼 지식공유 Cop, 문화예술교육 컬처펍(Culture 

P.U.B.)에서는 광범위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획 및 교육 실무자를 교육대상

으로 한다. 한편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 강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연수, 심화연수, 특별연수가 있고, 다문화 강사,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초중등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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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아르떼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키움

(Key-um)

학교 · 사회 예술 강사, 

문화예술교육 기획실무자, 

학교리더그룹(학교장, 교사), 

정책리더그룹(각 부처 공무원 등), 

지역리더그룹(지역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광역센터 

실무자, 예비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아르떼 지식공유 Cop
학교 · 사회예술 강사, 

문화예술교육 실무자

문화예술교육 컬처펍

(Culture P.U.B.)
예비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학교 · 사회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예술 강사 연수) 

학교 및 사회 

기본연수

당해 연도 선발된 

학교 · 사회 예술 강사

학교 및 사회 

심화연수

학교 · 사회 전 분야 

기본 연수 수료자

학교 예술 강사 

특별연수

(학교 전 분야)

학교 예술 강사 중 

특수학교 배치 강사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사업

다문화 강사 

문화역량 강화 교육
1-4기 다문화 강사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초 · 중등 교원

<표 8> 2012년 아르떼 아카데미 운 사업과 교육과정

(http://www.arte.or.kr에서 참고 수정함)

아르떼 아카데미의 첫 번째 대표 연수 프로그램인 “문화예술교육 키움

(Key-um)”은 각 대상별로 필요한 교육내용을 표준화한 연수프로그램이다(그

림 3 참조). 키움(Key-um)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문, 문

화, 예술, 창의, 역량, 융합, 생각’의 일곱 가지 열쇠(Key)를 의미한다. 이 중 

예술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인문키움, 창의키움, 생각키움이 있다. 인

문키움은 예술 강사에게 문화예술교육과 사회과학, 예술철학, 미학 등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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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인문·철학적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

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창의키움은 예술 강사 및 교육기획인력에게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 사고와 문화적 감성을 길러주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인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워크숍,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을 제공하고 있다. 생각키움은 창의키움과 마찬가지로 예술 강사와 교육기

획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키움에서는 문화예술교육분야의 동향 및 새로

운 정보 습득 및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

를 제공한다. 생각키움 교육과정은 삶 속의 문화예술교육을 보는 관점과 사

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체험워크숍이나 강의 형태로 진행된다.

[그림 3] 문화 술교육 키움(Key-um) 교육과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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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키움과 융합키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다. 문화

키움은 문화 감수성을 배양하고 문화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현장답사 및 강의콘서트 등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

다. 한편 융합키움은 인문학, 경영학 등 타 분야 학문과 예술을 융합한 교육

모델을 도출하여 업무에 문화적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예술키움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과정이다. 예술키움은 

예술을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문화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 

프로그램 체험과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기획인력, 교원, 공무원, 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키움이 있다. 역량키움에서는 우수 문화예술교육 현장 답사 및 체험워크숍

을 통해 매개자, 관계자의 핵심역량 및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리더십을 길

러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키움

(Key-um)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의 매개자(학교 및 사회 예술 강사, 교육

기획인력) 및 협력자(교원, 공무원, 광역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

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대표 연수 프로그램인 “아르떼 지식공유 Cop”는 교육기획인력과 

학교 및 사회 예술 강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자발적인 학습 커뮤니티가 형성·지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이다. Cop란 Community of practice의 약자로, 자기가 하고 있

거나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비공식적인 연

구모임으로, 이들은 꾸준한 모임을 통해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

께 연구한다(Wenger, 2006). 다시 말해서 Cop란 같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만남과 교육이 있는 실천공동체 

즉 학습공동체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다(Parker, M., Patton, K., 

Madden, M. and Sinclair, C., 2010). 아르떼 아카데미에서는 2012년도에 아르

떼 지식공유 Cop를 교육기획인력 대상은 상반기(1회)에, 학교 및 사회 예술 

강사 대상은 하반기(1회)에 시행하였다. 

세 번째 대표 연수 프로그램인 “문화예술교육 컬처펍(Culture P.U.B.)”은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탐색하고 활동지역을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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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는 교육과정으로 미래 문화예술교육 기획활동가를 양

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교육 컬처펍은 2013년에 문화도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도담은 “도도하고 당참”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인 “도담

하다”의 어근에서 유래된 것으로 문화도담은 야무지고 도도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과정이다. 문화

도담 참여자는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과 일상생활 곳곳에 숨은 문화예

술자원을 스스로 탐방하여 발굴하고 공유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들은 생활 속 문화예술교육 관련한 주제선정부터 최종 결과물(UCC 또는 

PPT) 제출까지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한다. 또한 문화도담에서는 다양한 

특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한 예비인력에게 멘토링을 제공

하고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마련하기 위한 장을 제공해준다.

아르떼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학교 및 사회 예술 강사 지원사업은 연수

형태로 이루어지며 예술 강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연수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의 이해와 교육학 과목, 분야별 전공과목, 통합과목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예술 강사의 경우 사업, 해당분야, 교육대상, 연차 

등에 따라 기본연수, 심화연수, 특별연수로 구분하고 사회 예술 강사의 경우

는 기본연수와 심화연수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기본연수는 의무교육과정으로 상·하반기 방학기간을 활용한 집체연수 형

태로 이루어진다. 기본연수는 총 140시수의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이수하는 데 평균 2-3년이 소요된다. 심화연수는 기본연수 수료자 대상으로 

하는 자율 선택과정으로 하반기 기간을 활용한 상시 또는 집체연수로 병행

하여 운영한다. 이 연수과정을 통해 우수 교육프로그램 및 우수강사를 발굴

하고 있다. 특별연수는 학교 예술 강사 중 특수학교 배치 강사를 대학으로 

하는 자율선택과정이다. 이 연수는 장애 및 특수아동에 대한 이해와 수업 

시 필요한 교사역량을 위한 집중 교육을 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상시형 연

수로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은 다문화 강사 문화역량 강화교육, 문화다양성 

증진교육, 교원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다문화 강사 문

화역량 강화연수는 문화기반시설 특성을 이해하고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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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의 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2008년부터 양성된 1-4기 

다문화 강사에게 체계화된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을 제공하고 콘텐츠를 공유

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증진교육은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이 지역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류 및 생성의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한

편 교원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은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개

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 아르떼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에는 2012년에 처음 개설된 아르떼강

사 양성과정이 있다. 아르떼강사란 예술 강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예

술교육 기획 및 교수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전문 강사를 뜻한

다. 아르떼강사 양성과정에서는 예술 강사 기본연수 수료자 중 교육자로서

의 노하우 및 교육콘텐츠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을 따로 선별하는 것으로 문

화예술교육기획 및 교수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전문 강사를 발

굴·양성하는 연수과정이다. 즉 아르떼강사 양성과정은 예술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중 최고단계의 교육과정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아르떼 아카데미(AA)의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을 정리해보

면, 문화예술교육은 2005년 정책초기부터 시범사업 및 연수과정을 추진하였

고 2012년도에 이르러 새롭게 정비된 아르떼 아카데미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전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시행될 수 있었다. 이 때 부터 

연수과정을 기본-심화-전문 과정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교육대상의 범위도 확

대하였다. 2014년 현재 아르떼 아카데미의 교육대상은 문화예술교육 직접 

매개자인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예술 강사, 교육기획자)과 간접 매개자인 

문화예술교육 협력자 또는 관계자(각 부처 공무원, 교원, 문화재단, 지역센터 

종사자,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기업인력)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4년 현재 아

르떼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은 총 7가지(예술 강사 기본 및 의무연수, 예술 강

사 선택과정, 사회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수, 문화예술교육 키움(Key-um), 

학습공동체 또는 아르떼 동아리(Cop), 문화도담, 아르떼강사 양성과정)로 세

분화, 전문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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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이 제도화, 체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각의 예

술장르 영역은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그것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축· 제공하여야 한다. 무용의 경

우,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서는 기존의 기능과 기술을 강조하는 무

용훈련이 아닌 “무용을 통한 교육”이 실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예

술교육의 기본원칙에서 제시하는 문화예술 향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

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고, 명확하게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용교육이 어

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되어야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예술적 경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3. 리터러시와 댄스 리터러시

가. 리터러시의 개념

리터러시(literacy)는 통상적으로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으로 이해되고 문

해력 또는 해독력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현대의 정보화, 디지털 시대에서는 

리터러시의 개념을 활자에 한정짓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리터러시는 역동적 개념으로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그에 부합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념이 형성되고 확대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

육학술정보원, 2006). 따라서 과학과 정보통신의 발달 속에서 다양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리터러시 이외에 또 다른 

리터러시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전통적인 리터러시의 의미가 어떤 계기로 변화되기 시작하였

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어떠한 리터러시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최초의 리터러시는 언어가 활자화되고 인쇄가 가능해진 19세기 중반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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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용어이다. 당시 리터러시란 “활자화된 인쇄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였다(박영진, 2009; 윤현미, 2006). 

과거에는 소리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지만 19세기 산업사회에 이

르러 소리언어가 활자화되고 인쇄가 가능해지자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등장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리터러시는 읽기, 쓰기, 셈하기를 뜻하는 3Rs(Reading, 

wRiting, aRithmetic)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UNESCO에서는 1947년에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초교육(Fundamental Education)으로 상정하고 3Rs을 교육의 

주요 의제로 삼았다. 3Rs의 능력에 따라 리터러시의 유(literacy), 무(illiteracy)

가 결정되었던 19세기에는 전 세계가 3Rs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강조

하였다(UNESCO, 1953).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에서 기본 군대 업무를 위한 교육지침의 

내용을 읽을 수는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군인들이 

나타났고 이들을 기능적으로 해독력이 없는(functional illiteracy) 사람들로 간

주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능적 리터러시(functional literacy)라는 개념이 대두

되었고, 이것은 전통적인 리터러시인 3Rs을 삶 속에서 얼마나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UNESCO에서는 이때부터 리터러시의 개념을 

두 가지 수준 즉 문자적 해독력과 기능적 해독력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문자적 해독력이란 읽고 쓰고 계산할 줄 아는 능력 자체를 의미하고, 기능

적 해독력이란 실제 사회구성원이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이른바 생활기술(life-skill)로 표현되기도 한다

(UNESCO, 1975). 

기능적 리터러시의 개념이 1960-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논의되면서 리터

러시는 단순한 3Rs 능력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3Rs 능력을 실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적합한 직업을 

얻는 능력, 자신과 가족을 지원하는 능력,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삶을 이

끌어가는 능력 등으로 이해되었다(Kirsh & Guthrie, 2014; UNESCO, 2005).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기의 리터러시에서는 문자 해독능력 자체가 중요시되

었으나 리터러시가 사회적 의미와 결합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는 문자해독 

자체보다는 이것을 실제 삶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행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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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중요시되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 리터러시의 의미에 기능적 리터러시까지 포함되었다면 1980년

대에는 정보화, 디지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뉴 리터러시(new 

literacies)가 등장하게 되었다. 뉴 리터러시는 디지털과 하이-테크 세계에서 

리터러시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용어이다(Albers & Harste, 2007; Kist, 2005; 

Lanskshear & Knobel, 2003). 뉴 리터러시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Gee(1992)과 

Street(1996)를 중심으로 구성된 New Literacy Studies 학파에 의해 시작되었

다. 

리터러시를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한 Gee(1992)는 다음의 세 가지를 

상정하였다. 첫째, 사고(thinking)와 화술(speaking)은 개인의 마음 혹은 정서

적 기능이다. 둘째, 리터러시는 읽기 쓰기 능력과 관련된 개인의 정신적인 

기술이다. 셋째, 개인의 지능, 지식, 적성은 개인적인 생각의 상태이다. Gee

는 이 세 가지 가정이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 문화적 접근을 대신한다고 보

았다. Gee에 따르면 사고와 화술은 사회집단과 구체적인 담론의 기능이고, 

리터러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어진 사회 집단의 담론에 기능적으로 참

여하는 능력이자 사회적 기술이며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의 사회적 실천에서 

존재하는 좋은 지식의 한 부분이다(Gee, 1992). 이러한 관점에서 뉴 리터러

시는 전통적 리터러시의 개념을 사회적, 담론분석적으로 선회하였다. 

Street(2003) 또한 리터러시를 사회적 실천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리터러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실천이다. 즉 리터러시는 

사회 으로 구조화된 인식론의 원칙들에 속해 있다. 리터러시는 사

람들이 읽기 쓰기를 말할 때 지식, 정체성, 존재에 한 개념에 뿌

리를 두고 있는 지식이다. 한 리터러시는 특정 직업 시장의 습 

는 특정한 교육  맥락의 습과 사회  습에 속해 있고 학습

효과에도 박 있는 특정한 소양은 특정한 맥락에 의존할 것이다

(Street, 2003, pp. 77-78).

이 말을 재해석해보면 사람은 기술적으로 읽기와 쓰기를 할 때 자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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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출하기 때문에 읽기 쓰기를 통한 리터러시

에는 개인의 지식, 정체성, 존재감이 투영되기 마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Gee와 Street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뉴 리터러시의 

방향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arton 외(2005)에 의하면, 리터러시는 실제와 맥락을 같이 해야 하

고, 이러한 리터러시는 사회적 목표와 문화적 실제를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역사적 상황까지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생활의 여러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리터러시가 있으며, 새로운 리터러시는 학습, 교육, 훈련을 통해 습득되어진

다(Barton, Hamilton, and Ivanic, 2005). 

위에서 언급한 Gee, Street, Barton 등의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온 뉴 리

터러시의 개념은 변화(turn)와 확장(expansion)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변화는 새로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간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재고하여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확장은 리터러시의 범주를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으로 

개인적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개인 상호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조직적 차원으로 그 논의를 넓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김선경· 권정만, 

2008). 다시 말해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 실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생활과 관

련된 다양한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현대의 리터러시는 과거의 문

자를 읽고 쓰는 능력에서 변화하여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적응 및 대

처능력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박영진, 2009). 

뉴 리터러시(new literacies)에서는 리터러시를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으

로 간주하면서 새로운 리터러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다양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The New London Group(미국,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에서 온 교육가들의 집합)은 소통을 위한 수단의 다양성과 동시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문화와 언어 다양성의 범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더 넓은 의미의 리

터러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The New London Group은 이러

한 다양성의 관점에서 리터러시를 설명하기 위해 “멀티-리터러시

(multi-literacies)”라는 용어를 만들었다(Cope, Fairclough & Gee et al, 1996). 

멀티-리터러시란 협상, 담화의 다양성, 그리고 의미를 만드는 중요하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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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의 통합을 포함하는 리터러시의 이해와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이것은 리터러시를 위한 교육학의 새로운 접근을 

의미한다(Hong, 2000).

이와 같이 전통적 리터러시의 유형에서 뉴 리터러시와 멀티-리터러시로 

논의가 확대되면서 현대에는 리터러시의 개념을 활자에 한정짓지 않고 현대

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리터러시의 분 류  분 야 별  개념화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19세기까지의 전통적 리터러시가 문자적 해독력과 

기능적 해독력으로 구분되었다면 20세기 이후의 현대적 리터러시는 크게 도

구적 리터러시(tool literacy)와 표상적 리터러시(literacies of representation)로 

분류할 수 있다(김선경·권정만, 2008; 안정임, 2008; Tyner, 1998). 이에 본 절

에서는 현대적 리터러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분류되고 있으며 각 분야의 

리터러시는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  리터러시의 분 류

현대적 리터러시는 크게 두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Tyner(1998)는 현대

의 다양한 리터러시를 도구적 리터러시와 표상적 리터러시로 분류하였다(표 

8 참조). 

도구적 리터러시(tool literacy)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이 있는 리터러시로, 

시대의 새로운 도구의 기능과 성능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 여기에는 컴퓨터 리터러시, 네트워크 리터러시,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가 있다(김선경·권정만, 2008). 우선 컴퓨터 리터러시(Computer Literacy)는 컴

퓨터 작동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습득을 의미한다(안정임, 2002). 네

트워크 리터러시(Network Literacy)는 네트워크 정보를 생성, 이용, 접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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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정보가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에서 

갖는 역할에 대한 이해로 정의된다(McClure, 1994).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Technology Literacy)란 “사람, 과정, 아이디어, 도구, 조직 등을 포함하는 복

합적이고 통합적인 모든 학습과정에 내재된 문제의 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

책의 제시, 실행, 평가, 조정 능력”(p. 15)을 말한다(안정임, 2002, 재인용).

구분 리터러시 유형 및 의미

전통적 

리터러시

문자적 해독력(Literacy): 활자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

기능적 해독력(Functional Literacy): 생활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능력

현대적 

리터러시 

 

도구적 리터러시(Tool Literacy):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도구 사용 능력 

• 컴퓨터 리터러시(Computer Literacy)

• 네트워크 리터러시(NetworkLiteracy)

• 테크놀로지 리터러시(TechnologyLiteracy)

표상적 리터러시(Literacies of Representation): 이미지화 하는 능력

•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

<표 9> 리터러시의 유형과 의미  분류

(김혜숙·진성희, 2006; Gilster, 1997; Tyner, 1998; UNESCO, 1975)

표상적 리터러시란 교육과 관련이 있는 리터러시로 그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나 표현을 의미하고 어떤 것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비주얼 리터러시 

등이 있다.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는 개인적, 직업적 삶 또는 다

양한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를 검색, 분석, 평가, 통합, 활용하는 능력(안정

임, 2002)을 말한다.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미디어가 운용되는 

방식, 의미 생산 방식, 현실의 조직과 구성방식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란 다양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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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이미지를 이해(읽기)하고 활용(쓰기)할 수 있으며 이미지로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Moore & Dwyer, 1994)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텔레비전, 영화, 만화, 광고 등을 통해서 많은 시각적 이미지에 노출되어 있

다. 특히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면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스마트 폰을 

통해 미디어를 접하게 되었듯이 미디어를 통한 시각적 이미지에 많이 노출

되어 있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자에 비해 즉각적이고 더 강하게 기억된다는 

강점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지식과 정보 전달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따

라서 시각적 이미지에 내재되어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의 문

맹인과 다름없는 현대의 문맹인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전

달되는 메시지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지에

서 최근에 표상적 리터러시인 정보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비주얼 리터

러시를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리터러시는 활자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자적 

리터러시와 생활기술과 관련된 기능적 리터러시로 구분할 수 있고, 현대의 

리터러시는 도구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능력인 도구적 리터러시와 교육과 

관련되어 어떤 것을 이미지화할 줄 아는 능력인 표상적 리터러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 리터러시의 등장으로 Tyner(1998)가 제시한 이분법적 분류

인 도구적 리터러시와 표상적 리터러시 구분이 무색해졌다. 디지털 리터러

시가 도래한 이래 디지털 리터러시를 도구적 리터러시에 포함시키는 연구자

(김선경·권정만, 2008)가 있는 반면 표상적 리터러시로 간주하는 연구자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 리터러시, 네트워크 리터러

시, 정보 리터러시와 혼용되었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술사용 중심

(technological mode)의 관점에서 보는지, 아니면 기술사용을 포함하는 교육 

중심(pedagogical mode)의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기인한 현상이다(서윤경·

권성호, 2004). 

기술사용 중심(technological mode)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정보 기술

의 새로운 형태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 숙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



- 69 -

로, 디지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을 알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둔다. 반면 교육 중심(pedagogical mode)의 디지털 리

터러시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정보 감식력,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한 데 관심을 둔다(권성호, 2002; 김

양은, 2001; 서윤경·권성호, 2004; Gilster, 1997). 김양은(2011)은 디지털 리터

러시를 “ICT 환경 속에서 개인이 지식의 능동적 수용자이자 생산자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타인이 생산한 지식에 공감할 줄 아는 능

력”(p.10)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정보를 이해

하고 사용하는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찾아낼 줄 아는 능력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는 비판적 이해(Critical Understanding), 창의적 생산(Creative Production), 

협력적 의사소통(Collaborative Communication)으로 “3Cs”로 표현되기도 한다

(권성호, 2011; 김양은, 2011). 

정리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기술사용 중심의 관점에서

는 도구적 리터러시에, 기술사용을 위한 교육 중심의 관점에서는 표상적 리

터러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개념이

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에 의한 메시지의 의미를 비판

적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권성

호, 2002; 김양은, 2001; 서윤경·권성호, 2004; Gilster, 1997).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정보를 발견하고 구성하며 이를 이용할 줄 아는 총체적

인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는 도구적 리터러시이면서 동시에 표상적 리터러

시에 포함된다(그림 4 참조). 비록 디지털 리터러시의 등장은 리터러시의 이

분법적 분류를 무색하게 만들었지만 이로 인해 리터러시가 교육 분야에서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리터러시와 시대별 의미 변화의 

계기 및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70 -

[그림 4] 리터러시 의미 변화의 계기  과정

이상과 같이, 리터러시의 개념과 의미는 각 시대가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

에 따라 변화하였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2006년에 현대적 리터러시의 

의미를 4Es(Exposing Knowledge, Employing Information, Expressing Ideas 

Compellingly, Ethics)로 재개념화하였다. 4Es란 지식을 드러내고 정보를 사용

하고 아이디어를 호소력 있게 표현하는 행위와 윤리적인 규범을 의미한다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정보원, 2006). 즉 현대의 리터러시는 지식을 얻고 

사용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으로 한 인간이 삶을 영위해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리터러시는 예나 지금이나 “소통능력”을 의미한다. 

단지 인간의 의사소통능력이 언어에서 문자로, 문자에서 다양한 리터러시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리터러시가 동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확장되면서 각 분야마다 새로운 리터러시가 생성되고 있다.

 

2) 분 야 별   리터러시의 개념

디지털 리터러시의 도래 이후 현대적 리터러시에서는 기술과 교육, 양 측

면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교육 분야에서는 리터러시를 “소양”

(素養)으로 명명하고 각 교육영역에서는 분야별 특유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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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교육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에서 다양한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

한 시대가 되었음을 시사해준다. 

미국의 예술교육학자인 Eliot W. Eisner는 리터러시의 확장된 개념을 고려

하여 교육(education)과 학교 다니는 것(schooling)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는 “우리가 학교에서 발달시켜야 할 것은 한정된 범위의 의미시스템

(meaning system)에 제한된 좁은 리터러시의 기술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참

여하고 즐기고 의미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리터러시의 스펙트럼을 넓히

는 것”(p. 246)이라고 제안하였다(Hong, 2000, 재인용). 이러한 관점은 학교가 

학습자에게 다양한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당

위성을 뒷받침해준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현대적 리터러시가 교육 분야별로 

어떻게 파생되고 개념화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에서 리터러시 즉 소양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근래의 일이 아

니다. 적어도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다. 최초로 과학적 소양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첫 번째 과학교육 개혁 시점인 1910년경의 일이다. 당

시 미국 과학교육 개혁은 John Dewey가 주장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scientific habits of mind)”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언급

되고 있는 과학적 소양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지식 자체의 전문성보다는 

지식의 실용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과학적 소양의 출발점이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비록 당시 교육개혁은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이후 과학이 

일반 교육(general education)으로서 하나의 교과로 정착하는 데는 과학의 실

용성을 강조한 사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신동희, 2002).

이처럼 과학 교육 분야에서는 1910년경부터 리터러시에 관심을 갖고 있었

지만 그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구소련의 세계 최소 위

성 발사를 계기로 미국 교육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일명 미국의 충

격, “스푸티니크 쇼크(Sputinik shock)”로 인해 1957년 이후 미국의 과학교육 

내용은 실용성이 아닌 전문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교과서의 내용은 전문과학

자들의 식견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때부터 학문 중심의 과학교육은 1970년대

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학문 중심의 과학교육의 성과로 미국의 과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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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지만 일반 학생들의 국내 및 국제 수준의 과학 

성취도 평가에서 저조한 실력이 드러나자 1980년대 초에 또 다시 교육개혁

을 단행하였다. 즉 과학자 육성을 위한 엘리트 중심의 과학교육은 모든 사

람들을 위한 과학교육으로 선회하였다(신동희, 2002; 이명제, 2009). 이렇게 

과학적 소양을 위한 교육은 1910년경에 제기되어 1980년대 이후에 다시 부

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적 소양을 시작으로 교육 분야

에서 리터러시가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뒤를 이어 수학소양(주미경, 2002), 

환경소양(박정해, 2008; 윤주영·서우석, 2010; 이성수·서우석, 2009), 정보소양

(곽승철·편도원, 2003) 등이 제안되고 있다.

비주지교과에서도 각 분야의 소양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러한 움직

임은 음성 언어(verbal language)뿐만 아니라 비음성언어(non-verbal language) 

교육 분야에서도 시작되었다. 그 중 비주얼 리터러시인 비주얼 리터러시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거나 할 수 없는 것을 시각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는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비주얼 리터러시는 단순한 시각적 정보와는 달리 

내포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비주얼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시각적 이미지(visual images)는 유아들에게 적

절한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다(Burmark, 2004; Karabeg, 2002; Sinatra, 1896). 

황연주(2003)는 비주얼 리터러시를 미술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비주

얼 리터러시란 다양한 시각적 미디어를 통한 그림이나 영상 또는 시각적 진

술들을 올바로 인지하고, 비평적으로 수용하며, 적절하게 활용하고 창의적으

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의미한다(황연주, 2003a). 그는 미술 교육

을 통해 시각적 미디어와 관련된 인지능력, 비판적 수용능력, 적절한 활용능

력, 능동적 제작능력, 창의적 조형능력 등의 비주얼 리터러시가 함양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창의력을 보다 잘 발현할 수 있으며 미적 경험을 통한 예

술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체육 분야에서도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체육교육학자 Margaret Whitehead(2001, 2007, 2010)는 리터러시를 신체활동 

영역에 적용하여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연구자는 이를 스포츠 

리터러시인 운동소양과 구분하여 “신체소양”으로 해석함)를 제안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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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피지컬 리터러시란 “전 일생동안 신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기 혹은 의욕, 자신감, 신체적 역량, 그리고 지식과 이해력을 의미하며, 사

람마다 다른 자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Whitehead, 2010:5). Whitehead

가 제안하는 피지컬 리터러시에는 인간의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능력(의욕과 자신감)과 인지적 능력(지식과 이해력)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지컬 리터러시 즉 신체소양을 갖춘 사람은 잠재된 움직임의 재

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감을 유지하며, 풍부한 상

상력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운동, 수면, 영양 등 다양한 측면의 신체 건

강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지컬 리터러

시는 운동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측면이 성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두되

었다(Whitehead, 2001: Whitehead, 2010). 

국내 체육교육학자인 최의창(2011)은 이러한 피지컬 리터러시의 개념과 

특징을 반영하되 이것보다 이해하기 쉽고 그것에서 제외된 부분을 보완하여 

체육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운동소양” (sport literacy)을 제안하였다. 운동

소양은 운동(신체활동)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만들어내는 총체적 

능력과 심성”(p. 98)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운동소양이란 운동이나 신체활

동에 대한 전반적 능력과 자질을 말하며, 운동을 “온전히 알고, 제대로 하

고, 올바로 대하는 재능과 성품을 하나로 불러 지칭하는 명칭”(p. 98)이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운동소양 안에는 “운동을 몸으로 실행할 수 있고, 머

리로 생각할 수 있으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자질”(p.99)이 포함되어 있다. 

최의창(2013, p. 99)은 운동소양의 구성요소를 운동능(運動能), 운동지(運動

智), 운동심(運動心)으로 구분하였다(그림 5 참조). 그가 제안한 운동능(運動

能)이란 운동(스포츠, 게임, 엑서사이즈, 댄스 등)의 신체적 능력과 기능적 

재능을 의미한다. 최의창에 따르면 운동능은 “단순한 동작에서부터 복잡한 

기예까지, 낱개의 자세에서부터 연속적인 동작까지, 기계적 동작에서부터 예

술적 연기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수준의 신체기술과 고난도 수준의 표현능력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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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운동소양(sport literacy)의 세 가지 구성요소(최의창, 2011, p. 155)

운동지(運動智)는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인

지적 능력과 지성적 자질을 의미한다. 즉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역사

적, 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생리학적, 의학적, 역학적 지식들을 습득하

고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한다. 운동심(運動心)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심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의미한다. 따라

서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의 자질들이 하나로 융합된 신체능력과 마음의 바

탕이 운동소양이다. 

운동소양은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까? 최의창(2013)에 따르면 운동소양은 

스포츠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그는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인 3Rs 교육이 초

등학교의 기초교육이 되듯이 운동능지심의 교육은 스포츠교육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지금도 체육관련 사단법인 및 단체에서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건강과 

여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교육의 관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운동소양은 운동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의 전 측

면으로 사람의 지덕체를 통합한 자질이기 때문에 스포츠교육학에서 강조되

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스포츠 문학, 예술, 종교,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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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 관련된 지식과 체험들이 중요하다고 주지하였다(최의창, 2013). 

또한 최의창은 운동소양이 운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하였다. 

운동향유력(運動享有力)은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김으로써 자신과 타인

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량”(p.5)으로, 최의창은 운동소양을 정적인 상태

로, 운동향유력을 동적인 상태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에 배어 있

는 운동소양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것을 운동향유력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최의창, 2013).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운동을 향유하는 방식을 능지심(能智心)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운동향유력은 바로 능지심의 형태로 발휘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능향유(能享有)는 해봄으로써 운동을 맛보는 것이

고, 지향유(智享有)는 지성으로 운동을 즐기는 것이며, 심향유(心享有)는 마

음으로 운동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최의창, 2013:5 운동소양론). 이와 같이 

스포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다. 사람들은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운동을 만나고, 접하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스포츠 관련 뉴스나 게임을 시

청하면서, 영화를 관람하면서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직접 해봄으로써 운동

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향유”라는 것이다.

최의창·전세명(2011)은 운동소양을 평생에 걸쳐 함양되는 자질로 보고 전

인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체육수업은 신체활동의 훈련을 강조하기 보다는 운

동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학교 체육

수업에서는 운동을 수행하고, 운동을 관람하고, 운동을 공부하는 등 운동을 

다각도의 측면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교육되어야 함을 강조하였

다.

이상과 같이, 근래 교육 분야에서는 리터러시를 “소양”으로 지칭하고 주

지교과 뿐만 아니라 예술교과에서도 소양을 교과 내용에 포함시켜 새로운 

교육목표를 제안하고 있다(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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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역 교과영역 리터러시의 개념

주지교과

과학소양

(Scientific Literacy)

과학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념 이해, 

과학적 활동의 특성 이해, 사회와 문화에 

대한 과학의 역할 등 세 요소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관련된 능력(신동희, 2002; 

이명제, 2009)

수학소양

(Mathematical Literacy)

한 개인이 한 사회 안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학적 기능의 

획득과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지식의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적 

유희의 능력(주미경, 2002)

비주지

교과

환경소양

(Environmental Literacy)

환경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환경 

친화적 태도 및 가치관을 함양하고 

환경보존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이성수·서우석, 2009)

정보소양

(Information Literacy)

다양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보화에 따른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건전한 정보윤리의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곽승철·편도원, 2003)

시각적 소양

(Visual Literacy)

다양한 시각적 문화양식들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미술교육에서 구체적 접근이 

가능(황연주, 2001)

신체소양

(Physical Literacy)

신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의욕, 

자신감, 신체적 역량, 지식과 이해력을 

의미(Whitehead, 2001)

운동소양

(Sport Literacy)

운동(신체활동)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만들어내는 총체적 능력과 

심성을 의미(최의창, 2011)

<표 10> 교육 분야별  리터러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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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 리터러시 련 선행연 구

지금까지 리터러시의 개념과 의미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리터러시는 

변화와 확장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시대와 환경 그리고 교육 분야에 따라 

그 의미가 재개념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존 연

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과 의미 변화과정을 탐색해보겠

다. 

1) 스 리터러시의 개념화 과 정

댄스 리터러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무용에서 리터러시는 15세

기부터 다양한 무용보(Dance Notation)의 시스템들로 존재해왔고 지금도 무

용학의 하위 분야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자 및 연구자

들이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개념의 “댄스에서의 리터러시(Literacies 

in Dance: LD)”는 무용동작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움직임의 기록체계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움직임과 관련

된 국한된 능력을 의미한다(Bucek, 1998).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

용보 관점의 전통적 리터러시를 “댄스에서의 리터러시”로 보고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무용 교육학 관점의 현대적 리터러시를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 DL)”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전통적 댄스 리터러시인 

무용보가 존재했던 15세기부터 현대적 댄스 리터러시 개념인 무용교육이 대

두된 21세기까지의 댄스 리터러시 개념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전통적 개념의 댄스에서의 리터러시(LD)이다. 댄스에서의 리터러시

는 무용보의 형태로 15세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서 존재해오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무용보는 시대별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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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특 징 무용보의 종류 표기방식

단어약어법

(15-16세기)

• 장점

- 스텝의 약어화

- 실용적 방식

• 단점

- 춤추는 자의 기억 

보조 수단

- 특정인만 사용

• 문자기호

• 세르베라(Cervera) 

• 아르보(1589)

• 플레이포드

• 뮤니어 시스템

• 손더스 시스템

R ……인사(révérence)

s……원스텝(simple)

d(de)…투스텝(double)

r(re, Z)…뒷걸음(reprise)

b(9)…제자리걸음(branle)

p.19(불어 표기방법의 예)

진로도면법

(17-18세기)

• 장점

- 움직임 패턴제시

- 실제 사용의 기회 

제공

• 단점

- 동작타이밍 의 

부정확성과 기 

록의 복잡함 때문 

에 18세기까지만 

한정사용

• 로린 법(1688)

• 퓨이에 법(1700)

• 란드린 법(1768)

 

p.36(퓨이에 무용보의 예)

추상기호법

(19세기 초)

• 장점

- 움직임의 기본 

요소들을 기호화 

하여 모든 움직 

임의 기호화와 기 

록이 가능

• 단점

- 기록체계를 

공부한 자만 해독 

가능

• 텔류어 

시스템(1831)

• 라반 

시스템(1928)

• 모리스 

시스템(1928)

• 로링 

시스템(1955)

  

p.182(연속적인 팔 움직임)

<표 11> 스에서의 리터러시(LD), 시 별 무용보의 구분  종류와 표기방식

의 (김말복·조은숙, 2001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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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모양

시스템

(19세기 

중엽)

• 장점

- 시각적이고 

즉각적인 전달력

• 단점

- 3차원 움직임 

기록 불가능

- 특정 움직임만 

기록 가능

• 생-레옹 법(1852)

• 존 시스템(1887)

• 막대기모양을 

사용한 최근 

발명(1954,1960, 

1977))

• 베네쉬법(1956)

• 서톤 

시스템(1973)

p.86(연속적인 팔 움직임)

음표법

(19-20세기)

• 장점

- 음표에 익숙 한 

자에게 빠른 이 

해를 가져옴

• 단점

- 움직임의 시 작과 

끝, 지속시간 

묘사의 불명확성

• 스테파노프법 

(1892)

• 콘테시스템(1931)

• 니콜라이법(1939)
p.121(연속적인 팔 움직임)

＊ 시된 표기방식은 굵은 씨로 표기함

과거에 라바노테이션과 관련하여 무브먼트 리터러시 혹은 댄스 리터러시

라는 용어가 언급된 경우가 있었다. 한 예로 Loren E. Bucek(1998)은 무용 

기록법(dance notation)과 모티프 라이팅(motif writing)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을 “쓰고 읽을 줄 아는 능력”이라는 리터러시의 맥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하고 모티프 라이팅에서 움직임의 상징기호를 쓰고 읽을 줄 아는 능력을 댄

스 리터러시라고 언급하였다(Bucek, 1998).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Bucek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댄스에서의 리터러시 능력임이 자명하다. 이와 같이 다

양한 방법으로 무용 움직임을 기록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무용을 쓰고 읽는다는 관점에서 댄스 리터러시로 비유되기도 하였다(Bucek, 

1998; Jeong, 2012; Marcia, 1996). 이 때문에 혹자들은 댄스 리터러시를 무용

보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것과 혼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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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러시는 무용보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움직임을 기록, 분석, 해석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때문에 연구자는 무용보 관점에서의 댄스 

리터러시를  댄스에서의 리터러시(Literacies in Dance)로 간주하고, 무용 교

육학 관점에서 바라본 것을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로 상정하였다. 그 

이유는 댄스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개념화하고 이론화한 뉴질랜드

의 무용교육학자 Hong(2000)이 전인교육을 위한 무용 교육 모델로써 댄스 

리터러시를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Hong이 제안한 이후 댄스 리터러시

에 대한 담론이 소수 무용학자 및 교육자들에 의해 무용 교육의 관점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제안하는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 교

육학 관점으로 무용의 전반적인 이해 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무용보 관점의 댄스에서의 리터러시와 다른 개념의 댄스 리터

러시가 등장한 이유는 무용학의 간학문적 연구 접근과 관련이 있다. 1980년

대에 학계에서 인문학이 부각되면서 무용학에서도 간 학문적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역사, 미학, 문학 등 인문학적 관점에서 무용을 해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Dils, 2007a). 또한 2010년 이후 무용 교육학계에

서는 무용을 음악, 미술, 연극 등의 타 예술장르와 연계한 예술통합교육 혹

은 통합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용의 간 학문적 

관점과 통합적 접근은 무용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

법을 요구한다. 이에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접근 중에서 Hong(2000)이 제

기한 댄스 리터러시 교육모델이 있다. Hong이 제기한 댄스 리터러시 이후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가 계속되었다(최의창, 2011; Dils, 2007a, b).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기존의 댄스에서의 리터러시와는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다른 

차원의 무용교육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댄스 리터러시를 

전통적 개념의 댄스에서의 리터러시와 현대적 개념의 댄스 리터러시로 명확

하게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보법이 존재하기 시작한 15세기부터 무용교육으

로서 댄스 리터러시가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 이전까지를 댄스에서의 리터

러시로 보고, 2000년 이후를 댄스 리터러시로 간주한다(그림 6 참조). 우리

의 관심사가 되는 댄스 리터러시는 기존 댄스에서의 리터러시와는 차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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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무용 교육으로서의 “댄스 리터러시”를 의미한다. 다음 절에서는 현대적 

개념의 댄스 리터러시를 제기한 국, 내외 학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탐색해보

겠다.

[그림 6] 스에서의 리터러시와 스 리터러시의 개념화 구분

2) 국외 스 리터러시 선행연 구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무용교육학자인 Tina Hong이 2000년에 개념적으

로 정리해 낸 댄스 리터러시 교육모델을 현대적 개념의 댄스 리터러시 출발

점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의 댄스 리터러시는 기존 기록하는 차원의 댄

스에서의 리터러시와는 다른 차원의 리터러시로 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의미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현대적 개념의 댄스 리터러시를 제안하고 

있는 국외 선행연구로 Hong과 Dils의 입장을 살펴보겠다.

Hong(2000)의 댄스 리터러시 모델은 Henry Giroux(1992)이 주장한 확장된 

리터러시의 의미와 New London Group(1996)이 제안한 멀티-리터러시라는 아

이디어, 그리고 Eisner(1998)가 강조한 학교에서의 리터러시 교육에서 착안한 

것이다. Giroux(1992)가 제안한 확장된 리터러시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읽고 

쓰기를 배우는 것 외에 문화적 문맥을 배우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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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Giroux는 세상을 텍스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ong, 2000). 

The New London Group이 주장한 멀티-리터러시의 개념은 동시대 사회에

서의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멀티-리터러시

란 다양한 리터러시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와 문화의 다양

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상호 간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터

러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Cope, Fairclough & Gee 

et al, 1996).

더 광범위한 리터러시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한 Eisner는 리터러시를 표상

(representation)의 형태로 간주하고 “시, 방정식, 그림, 춤, 소설, 계약서 등을 

읽어내는 능력을 독특한 형태의 리터러시”(p. 52)로 보았다. Eisner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표상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에서의 다양한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

조하였다(Eisner, 1998). 

이러한 Giroux, Eisner, New London Group의 견해에 입각하여 Hong(2000)

은 다양한 리터러시는 표상의 한 형태로서 다양한 예술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뉴질랜드 초중등교육(K-12)에서의 무용교육의 방향성으로 댄스 리

터러시를 제안하였다. Hong은 춤을 읽고 쓰는 것, 즉 춤을 만들고 감상하고 

비평하는 체험들을 통해 배움의 망을 형성하고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서 무용교육과 댄스 리터러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Hong은 교사

의 춤을 모방하거나 동작의 기술을 익히는 데에만 경도되었던 당시 학교 무

용의 수업방식을 비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K-12 무용 교육을 

위한 댄스 리터러시 모델을 제시하였다. 

댄스 리터러시 모델이란 학생이 “리터릿”(Being literate; 이하 “소양 함양”

으로 표기함)되기 위한 K-12 무용교육의 새로운 학습방법이다. Hong은 학교

에서 배우는 무용은 춤을 통해 자신, 타인, 문화 등을 알게 하고, 어떤 의미

를 만드는 독특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리터러시로서의 무

용은 재능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기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

에서 그녀는 K-12에서의 무용교육은 “공연중심”에서 “참여중심”으로 전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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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고 댄스 리터러시 모델을 통해 학생이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ong, 2000). 

Hong은 소양 함양은 삶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다른 형태의 묘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예술은 묘사의 한 형태로 하나의 리터러시가 될 수 있으

며 각각의 예술 형태를 아는 것은 소양이 함양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

았다. 다시 말해서 무용, 드라마, 뮤지컬, 시각예술처럼 표상과 기호와 상징 

시스템 형태인 예술은 삶의 경험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예술적 리터러시

를 통해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Hong, 2000). 

Hong에 따르면, 알파벳 리터러시에서 의미론적(semantic)이고 구문론적

(syntactical) 과정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댄스 리터러시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요구된다. 알파벳의 리터러시 습득이 읽고 쓰고 말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이해의 발달을 요구하듯이 무용을 표현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운동감각 영역(kinesthetic domain), 안무 영역(choreographic domain), 비평 영

역(critical domain)을 발달시켜야 한다. 

운동감각 영역은 학생들의 댄스 기술 능력과 다양한 댄스 장르에 대한 지

식을 발달시키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몸을 탐험하게 하고, Hong이 “쓰기”

능력에 비유한 안무 영역은 표현수단에 있어서 학생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그들의 아이디어, 느낌, 믿음, 가치를 공공연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며, 비평 영역은 개인의 의견이나 의미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질문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따라서 댄스 리터러시가 강

조된 무용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운동감각, 안무능력, 비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상호 연결된 통합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Hong, 

2000). 이와 같이 Hong은 K-12에서의 무용 교육으로 댄스 리터러시 모델을 

제안하였고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를 운동감각, 안무, 비평 영역으로 분

류하였다. 

Hong(2000)은 무용교육을 전인교육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학교 교육과정

의 무용, 예술, 과학 등은 독립적인 교육이 아닌 통합된 배움의 망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형태의 배움으로서 댄스 리터러시를 제안

하였다. 댄스 리터러시는 여러 종류의 배움 중에서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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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생태학적인 관점을 지지한다. 이러

한 관점에서 Hong은 교육을 격자(lattice)(Efland, 1995)의 속성에 비유하고 학

생들은 다수의 상호 연결되어 있는 아이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분야와 과목의 교육내용이 상호 연결 될 때 격자 모양의 교차점이 형성되는 

것처럼 더 깊이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Hong(2000)이 K-12교육에서 전인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댄스 리터러시를 

언급한 반면 Ann Dils(2007a)는 대학 교육에서의 댄스 리터러시를 제안하였

다. Dils는 「Moving into dance: Dance appreciation as dance literacy」에서 미

적 대상에 대한 질적 평가에 치중되어 있는 대학 교육과정 내 무용감상 수

업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무용감상 수업에서의 쓰기와 토론하기를 강조하였

다. Dils는 쓰기와 토론하기를 강조한 무용감상 수업을 댄스 리터러시로 칭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다시 말해서 무용감상 수업은 감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상을 통한 감상자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주안점

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댄스 리터러시라는 아이디어의 핵심은 무

용실습과 관련된 운동학적, 공간적, 음악적 지능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의 간학문적 접근과 통합적 경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Dils, 2009). 

Dils는 무용의 간학문적 접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댄스 리터러시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댄스 리터러시는 우리 살고 있는 세

계에 엮여있는 많은 리터러시의 한 부분으로 우리 자신과 삶과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세계를 알게 해준다. 따라서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의 간학문적 

접근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학습자들은 간학문

적 접근을 통해 무용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고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설명, 해석, 비평적 사고 등 깊은 

이해와 인지적 기술의 자각을 고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무용감상 수업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Dils, 2007a).

이러한 맥락에서 Dils는 춤을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는 것은 소양을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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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춤을 읽고 쓰고 대화하는 등의 학습방법으로 배

우는 것은 실제 삶 속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이해의 망을 형성해 주는 소양 

함양 방법이 된다. 이렇게 소양이 함양되는 과정에서 사람은 무용과 관련된 

기술, 지식, 감수성 등의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Dils는 무용감상 대신 댄스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다. Dils는 댄스 리

터러시가 개인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에 대한 예술적이고 학문적인 

탐구의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댄스 리터러시가 무용

에, 무용교육에, 그리고 무용학문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Why 

Dance Literacy?」에서 댄스 리터러시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 어떤 청  한 분이 내가 사용한 용어인 “리터러시”는 다소 딱딱

한 느낌이 나며, 술로부터 소원해지도록 만든다는 지 을 하

다. 언어와 읽기에 ( 하지 않음에도?) 보다 더 친 해지려고 한

다는 것이다. 나의 의도는 문 기술과 무용 만들기에 바탕을 둔 

하나의 술 활동으로서 무용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의도

하는 바는 무용이 많은 가능성들을 제공하는 표  시스템이자 몸

화된 체험이라는 보다 더 넓은 을 수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능성들에는 개인 , 역사 , 사회 , 문화  체험에 한 술

이며 학문 인 탐구가 포함된다(Dils, 2007b, p. 96).

Dils는 댄스 리터러시라는 아이디어는 무용교육학자인 Thomas 

Hagood(2000, pp.317-319)이 「A History of Danc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Dance and the American University」에서 언급한 교육학과 관련된 

무용의 가치와 장점21)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Dils, 

2007b).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적 개념의 댄스 리터러시는 기존 무용교

육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수준의 무용교육이 아닌 실천적 차원의 무용교육을 

21) “ … 우리는 페다고지와 관련된 무용의 가치와 장점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야 하고 

다양한 문화적 감상과 이론적 탐색을 발달시켜야 한다. 무용교육의 탁월함은 전문적

인 예술 표준뿐만 아니라 개인의 창의성, 문화적 이해, 이론적 감상, 그리고 지적이고 

운동감각적 측면의 발달도 언급되어야 한다.”(Hagood, 2000. p. 317-319; Dils, 

2007a; 20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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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외의 댄스 리터러시 선행연구로는 Hong(2000)과 

Dils(2007a; 2007b; 200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두 학자 모두 무용교육으로서 

댄스 리터러시를 제안하면서 교육내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Hong이 

K-12교육에서의 전인교육을 위한 이상적인 교육모델로서 댄스 리터러시를 

제시하였다면 Dils는 대학 교육에서의 무용 감상 수업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무용교육으로서 댄스 리터러시를 강조하였다. Dils가 댄스 리터러시를 

언급했던 2000년대 중반에는 댄스 리터러시가 고등교육 혹은 K-12 무용교육

에서 학습에 대한 주요 개념은 아니었지만, 당시 소수 학자들과 티칭 아티

스트에 사이에서 관심 받고 있었고 그들은 댄스 리터러시를 위한 교육을 지

향하고 있었다(Dils, 2007b). 

3) 국내  스 리터러시 선행연 구  

국내에서는 체육 교육학자인 최의창(2011)에 의해 개념으로서의 댄스 리

터러시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최의창(2011)은 「댄스 리터러시 혹은 무용

소양: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재검토」에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을 보다 정련하였다. 그는 댄스 리터러시를 한국어로 “무용소양”(舞踊素

養)이라고 해석하고 이론적 분석을 통해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들을 세

분화하였다. 

최의창은 무용소양을 “무용을 실제로 할 수 있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 수

준이나 상태”(p.153)라고 재정의 하였다. 그는 “무용소양은 기능과 지식과 태

도를 하나로 합쳐 갖춘 상태”(p.157)로 이것은 “전인(whole person)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몸과 마음의 바탕”(p. 157)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무

용소양은 우리가 무용체험(행하기, 만들기, 음미하기)을 통해 배우는 모든 

것이 배우는 이에게 갖추어졌을 때 부르는 통합명칭이다. 그는 Hong이 제안

한 댄스 리터러시를 “무용을 앎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

술과 지식 그리고 안목”(p. 151)으로 재해석하였다. 

또한 최의창(2011)은 무용을 배울 때는 무용을 실제로 해보고 만들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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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해보는 활동을 경험하게 되고 각각의 활동들이 최종적으로 이끌어내는 

내면의 상태들이 있다고 보았다. “하는 것은 무용을 체험하는 한 가지 방식

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그는 무용소양의 구성요소를 무용능, 무용지, 무용

심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는 무용을 배우는 사람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능력과 태도를 드러낸 것”(p. 153)이라고 주장하였

다.

“무용능”(舞踊能, dance competence)이란 “무용의 기본 동작들과 기초 기술

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작품을 스스로 실천해내는 신체적 능력과 기능적 재

능”(p. 153)으로 개인마다 다양한 수준의 신체적 동작을 발휘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무용을 전공하거나 전문 무용인의 경우 높은 

수준의 신체적 기량을 발휘할수 있는 반면 일반 학생의 경우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신체적 기량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무용능이란 높은 수준의 뛰어

난 기량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수준의 신체적 기량을 의미

하는 것이다. 

“무용지”(舞踊智, dance knowledge)는 “무용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명제적 

지식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인지적 능력과 지성적 자질”(p. 154)을 의미하

는 것으로 무용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지식들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정도와 

수준을 말한다. 무용은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생리학적, 의학적, 역학적 지식

들을 다루고 인문학적 지식으로는 역사적, 철학적, 사회학적, 문화학적, 심리

학적, 인류학적 지식 등 인간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무용심”(舞踊心, dance disposition)이란 “무용에 대한 사랑, 열정, 인내 등 

사람이 안쪽에서 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행해낼 수 있도록 북돋

우고 이끌어가는 요인들”(p. 154)로 다양한 종류의 심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

질을 의미한다. 최의창은 이러한 무용심을 무용능과 무용지를 가능하게 하

는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 그는 무용소양이 높아진다는 말은 세 가지 구

성요소의 수준이 양적으로 높아지거나 각각의 자질들의 연결성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용소양 구성요소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조

하였다. 따라서 통합적 자질로서 무용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용을 수

행하고, 창작하고 감상하고 공부하는 등의 통합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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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이 융합되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의 무용

소양을 “무용안”(舞踊眼, dance phronesis)라고 명명하였다(최의창, 2011: 155). 

그는 무용을 만들고 행하고 평하는 등의 “다양한 재능과 자질이 현장의 상

황에 맞춰져 발휘되어 나오는 능력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디어에 의존하

여 ‘프로네시스’(실천적 판단력, 실천적 수행력, 안목)”(p. 155)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무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무용안목이라고 하였

다. 그는 이러한 무용안이 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적극적

으로 실천하고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안목과 자신감과 실력을 길러주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한편 국내의 리터러시 관련 무용 연구로 김유진(2011)의 <미디어와 무용 

이미지 리터러시>가 있다. 김유진은 이미지 리터러시를 “문화, 사회학, 교육

학, 정보기술, 철학, 심리학이 모두 존재하는 확장된 개념의 미디어에서의 

이미지 읽기”(p.106)로 간주하고, 미디어 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이미지 리터

러시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에 무용을 소통의 미디어로 보고 무용을 통해 

전달하는 이미지 리터러시의 교육적 역할과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김유진의 연구는 무용보와 마찬가지로 댄스에서의 리터러시 관련 연구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김유진의 연구가 무용과 리터러시를 연계한 연구이지만 

여기서의 리터러시는 무용을 통한 이미지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

다.

서예원 외(2013)은 <무용교육표준 개발 연구>에서 불분명한 댄스 리터러

시의 개념을 지적하고 댄스 리터러시를 “무용의미를 분석, 이해, 감상, 비판

하는 총체적인 ‘무용알기’개념”(p. 39)으로 제안하였다. 이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무용교육표준의 영역을 “실행”(하기), “창작”(만들기), “감상”(보기), “소

통”(나누기)로 구분하였다. 그 중 소통의 영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무용교

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영역으로 춤의 사회 문화적 맥락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었다. 서예원 외는 춤을 통해 사회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타 영

역 및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진들은 무용교육표준에서 댄스 리터러시 계발을 목

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과 방향성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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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급함을 지적하고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서예원, 조은숙, 문

영, 김윤진, 2013).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개념으로서의 댄스 리터러시 연구에서는 

댄스 리터러시를 무용의 다양한 핵심 체험이 하나로 융합되어 함양되는 자

질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들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를 전인성(wholeness)이라 칭하고 그러한 상태의 사람을 전인

(whole person)으로 간주하고 있다(최의창, 2011; 서예원, 2013).

지금까지 댄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2000

년에 Hong에 의해 개념으로서의 댄스 리터러시가 등장하였으나 이후 학자

마다 댄스 리터러시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12 참조). 즉 댄스 리터러시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로 합의되지 않은 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학자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강조점

Tina 

Hong(2000)

무용을 앎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안목으로 운동영역, 

안무영역, 비평영역으로 구성됨

앎의 한 방식

Ann 

Dils(2007)

무용 감상수업에서 쓰기와 토론을 통해 길러지

게 되는 것

감상수업에서의 

쓰기와 토론

최의창(2011)

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적 자질들을 말하며 무용능(기능), 무용지(지

식), 무용심(태도)으로 구성됨

무용의 기본적 

총체적 자질

서예원 

외(2013)

무용의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능력, 무용에 대해 예술적, 심미적, 문

화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 무용의 현상

을 타 예술, 인접 학문 등과 연계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말함

무용의 

전반적인 

이해능력

<표 12> 학자  교육자별 주장하는 스 리터러시의 개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각각 댄스에서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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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러시(LD)와 댄스 리터러시(DL)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서 무용보로 존재

해왔던 댄스에서의 리터러시와 21세기 무용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하는 무용교육으로서의 댄스 리터러시는 개념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댄스 리터러시를 탐색한 것과는 달리, 무용

교육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육 경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댄스 리터러

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경험적 연구

는 무용교육 특히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철학적이고 이론적 근간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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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

가. 연 구 의 패러다임  논리

본 연구는 무용교육 유경험자들(교수자·학습자)의 경험적 조사를 통해 댄

스 리터러시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

용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무용교육 유경험자의 경험들을 심도 깊게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패러

다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Creswell(2010)이 제시한 다섯 가지 질적 연구의 접근 중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과 무용교육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과 그 의미

를 도출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를 적용하였다. 

사회구성주의 관점에 입각한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는 것으로, 기본 목적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상학은 해

석학적 현상학(van Manen, 1990)과 경험적 또는 심리학적 현상학(Moustakas, 

1994)이라는 두 가지 접근법 있다. 본 연구는 “무용교육”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van Manen, 1990)의 연구 논

리와 기법에 기반을 두었다(그림 7 참조). 

본 연구에서는 무용교육의 유경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 참여자를 대학교수군, 대학강사군, 문화예술강사

군, 무용전공 대학생군으로 세분화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무용교육 경험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의 경험과 배경 그리고 선험적 이해와 분리될 수 없다

(Creswell, 2010). 삶의 27년을 무용교육의 수혜자이자 제공자로 살아온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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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무용교

육 경험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해석하고 무용교육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의”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지속적으로 반성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림 7] 연구의 논리  기법

경험적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이해와 추론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 무

용이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교육적

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교육적 의미에서 무용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 그리고 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나아

갈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무용교육학 연구는 크게 무용 수업, 무용교육과정, 무용교사교육 연구로 

영역이 분류된다(박중길, 2002). 본 연구에서는 무용을 통한 소양 함양을 실

천하기 위한 무용 교육으로 댄스 리터러시를 제안한다. 댄스 리터러시 함양

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새로

운 무용교육의 패러다임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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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무용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에 따른 무용 교육과정의 철학을 정립

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 구 의 차  단계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경험조사를 통해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요소

를 파악하고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진정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기간은 2013년 5월 연구계획 수립부터 2014년 12

월 연구 집필 마무리까지 총 19개월간 진행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절차 및 단계는 [그림 8]와 같다.

첫째, 1단계는 “댄스 리터러시 관심 및 탐색” 단계이다. 2010년 9월 나는 

전인대학교22)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스포츠교육연구실에 소속되었다. 

스포츠교육학 전문 연구자인 최인문23) 의 지도하에 체육과 무용을 통한 전

인교육과 그 교육적 가능성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무용교육

의 내용과 방법을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이후 대학원과정

에서 교육학과 소실천24)의 교육과정 관련 수업을 수강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을 인

식하였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연구자의 전공인 무용의 교육내용과 방법

을 구체화하고 확장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특히 무용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배제하는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

게 되었다. 무용 경험이 거의 없는 시민들이 무용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였고 “무용 경험”이 “문화예술 향유”에 이

22) 연구와 관련된 사람, 사물, 학교 등의 명칭은 모두 가명을 사용한다.

23) 최인문 교수는 체육을 통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통합적 체육교육모형인 “하나로 수

업”을 개발한 연구자로, 『반성적 무용 수업』이라는 번역서를 시작으로 무용교육에 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 리터러시 즉 운동소양과 함께 무용소양

(댄스 리터러시)에 연구관심을 두고 있다.

24) 소실천 교수는 전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이론과 교육현장의 연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과정 전문 연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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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구의 절차 및 단계

르기 위해서는 그 둘 사이를 연계해 줄 매개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에 

“무용을 알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댄스 리터러시가 그 매개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댄스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진

정한 문화예술향유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무용교

육에 대한 연구고민의 여정 끝에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내

용,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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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인대학교 스포츠교육연구실의 무용패(무용전공 석·박사 과정 학생

들로 구성된 연구 공동체를 지칭함)에서 2010년 10월부터 3년간 최인문 교

수의 연구 프로젝트인 “교육내용으로서 무용정신의 개념과 교수방법”에 참

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무용전문인과 일반인을 만나면서 그

들의 무용교육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에 무용교육

학의 보다 체계적인 이론 정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댄스 리터러시를 매

개로 무용교육학의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무용교육 유경험자를 교수자와 학

습자로 구분하고 예비조사로 개방형설문지와 면담을 시행하였고 연구의 조

사 및 진행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둘째, 2단계는 “댄스 리터러시 개념 정립 및 구성요소 도출” 단계이다. 문

헌연구를 통해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쌓고 댄스 리터

러시 개념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위해 무용교육을 경험한 교수자와 학습자

의 인식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계획 발표를 마친 후, 연구 설계

의 절차 및 단계에 따라 개방형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약 8개월

(2013년 12월-2014년 7월)에 걸쳐 무용교육의 유경험자(교수자·학습자)인 대

학교수, 대학강사, 문화예술강사, 무용전공 대학생 40명을 만나 그들이 경험

한 무용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효과 등의 탐색한다. 1차적으로 시행한 개

방형 설문지의 결과를 토대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구성요소, 교수방법을 

정리하여 심층면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총 정리하면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는 무엇이

고 무엇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셋째, 3단계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무용의 교육내용과 교수방법 모색” 

단계이다. 전 단계를 통해 탐색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토대

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과정을 

통해 수집된 설문지와 심층면담의 자료를 분석하여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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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가. 연 구 자

연구자 “나”는 나의 운동감각 재능을 상당히 늦게 발견했다. 보통 발레전

공자들이 이른 경우 6-7세 즈음, 늦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즈음에 자신의 재

능을 발견하고 춤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나는 중학교 2학년인 15세

부터 발레를 시작했다. 서울 소재 C여자중학교에 다녔던 나는 그 때 내 인

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와 조우했다. 그 중 하나가 발레다. 

어려서부터 유난이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던 나는 초등학교 시절 체육시간

마다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늘 한쪽 구석에 앉아서 참관하는 학생이었다. 

그렇게 초등학교 체육시간을 잘도 피해 다녔는데 중학교에 진학하니 또 다

른 골치 아픈 수업이 있었다. 바로 무용시간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 현대무

용이라는 걸 처음 접했는데, 체육시간의 움직임과는 또 다른 “이상한” 움직

임이었다. 달팽이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거나, 바닥에서 데굴데굴 굴러야 했

다. 또한 머리와 팔·다리를 문어처럼 유연하게 움직여야 했고 때론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다. 체육시간의 신체활동보다 현대무용의 움직임은 

너무 어렵고 하기 싫은 몸놀림이었다. 그렇다보니 나는 무용 수업에서 나태

하고 비적극적인 학생이었다. 

그랬었던 나의 수업태도는 중학교 2학년 때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2학년 

무용 수업은 발레로 진행되었다. 첫 발레 수업, 수업 종료 5분전에 선생님은 

3명의 학생을 호명하여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다. 나를 포함하여 호명된 3명

은 선생님의 요구대로 반 친구들 앞에서 그 날 배운 것을 다시 시연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나의 예상과는 달리 선생님은 반 친구들에게 나의 

아라베스크 동작25)의 표현력을 극찬해 주셨다. 그 경험은 내게 단순한 칭찬

25) 아라베스크(Arabesque) 발레 주요 동작 중의 하나로, 한 발로 지탱하고 다른 한 발은 

몸 뒤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다. 이 용어는 이슬람교 문화권의 무어리시 오너먼트

(Moorish ornament)의 기하학적 문양에서 나온 말이다(Grant, 198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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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한 충격이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발레를 배우게 되었고, 예술 고등학교 진학을 꿈꾸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완고한 반대로 예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인문계 고

등학교를 진학한 나는 발레를 그만두고 공부에만 전념하였다. 그런데 무용

을 할 “운명”을 타고난 것인지 내가 다녔던 Y여자고등학교 역시 무용 수업

이 있었고, 그것도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이었다(당시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무용 수업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다). 고등학교 무용선생님은 나의 표

현력을 극찬하셨고 무용을 반대하셨던 나의 부모님을 따로 만나 설득해주시

기 까지 하셨다. 그 분의 노력과 배려로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대강당을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나의 무용연습실로 사용하는 호사를 누렸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무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꿈은 자연스레 

무용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이 되기 전에 훌륭한 무용수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대학 4년 동안 새벽 6시에 학교 무용실로 

향했다. 돌이켜보면, 내 스스로가 갈망했던 꿈이 있었기에 4년간의 새벽 등

교가 가능했던 것 같다. 탁월한 발레 기술을 겸비한 자가 “좋은 무용선생님”

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는 기술연마와 함께 교육대학원26)에 진학하기 

위해 대학 2년 시절부터 교직과목을 수강하였다.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모교인 Y여자고등학교의 무용선생님이 되었다. 나

는 학생들에게 무용을 재밌게 가르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였다. 그런데 큰 장벽이 있었다. 여고생 대부분이 과

거의 나처럼 움직임을 싫어했다. 다수의 학생들은 무용 수업이 힘들고 어렵

다고 투정했고, 재밌는 이야깃거리를 듣고 싶어 했으며 “자습”은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당시 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배운 이론과 전문적인 실

기 능력으로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나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렇

게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없었던 나는 교직을 떠나기로 결

정했다.

26) 무용은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립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무용교사가 되기 위

해서는 체육교과로 임용고사를 보거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

에 진학해야 한다.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과정에서 정해진 교직과목

(선수과목)을 이수해야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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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2의 꿈, 무용전공자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다시 전문대학원27) 진학했다. 2년간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 메소드를 배우면

서 실기교육과 관련된 이론과 실습을 집중적으로 수학했다. 그 과정에서 가

르치는 자의 사랑과 열정이 배우는 자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전문대학원에서 무용의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의 

자질 및 태도 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졸업 후 대학에서 발레를 가르

쳤다. 제2의 꿈을 이룬 셈이다. 그들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르치면서 

선생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용실에서 졸업 

후의 취직을 걱정하는 대학생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대개 무

용과 학생들은 졸업 후 극소수만이 무용단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고 대부분은 

사설기관에서 무용을 가르친다. 그마저 경쟁이 만만치 않고 사설기관의 선

생님은 비정규직으로,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 앞에서 나는 무용을 먼저 한 선배로서 그리

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

꼈다. 

고민되었다. 기술 연마를 위해 어려서부터 고된 훈련을 해 온 무용전공자

들의 열정과 노력이 대학 졸업 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나는 무용선생님, 발레

선생님에서 다시 제3의 꿈, 무용교육자를 꿈꾸었다. 이 꿈을 위해 미국 필라

델피아 소재 희망대학교28) 석사과정(Ed. M)에 진학했고, 미국의 K-12 교육

현장 경험을 통해 나는 한국의 무용교육은 무용에 대한 학습(Learning about 

dance)에 너무 경도되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미국에서 경험한 무

용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dance)을 계기로 나는 전문무용수에게만 한

정지어 생각해오던 나의 무용교육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여 모두를 위한 무

27) 전문대학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 중의 하나로 대학교와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전

문무용수 양성을 목표로 이론과, 창작과, 실기과로 구분되며 창작과와 실기과는 다시 

무용장르별(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로 세분화되어있다.

28)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희망대학교 Ed. M 과정에서 연구자는 “무용을 통한 학

습”(Learning through dance)을 경험했다. Student teacher로써 필라델피아 소재 M

초등학교와 P고등학교에서 무용을 통한 통합교육(표현활동, 그림그리기, 글쓰기 등)과 

무용실기(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를 각각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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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여정을 거쳐 나는 2010년 9월 나는 전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하였고 무용을 통한 전인교육과 그 교육적 가능성과 가치를 보

다 확고히 하기 위한 무용교육 연구에 임하고 있다. 특히 무용교육의 내용

과 방법에 관심을 갖고 초등학교 신체표현활동 수업과 발레의 간접교수방법

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체육교양수업에서 하나로 수업모형과 반성적 수업

모형29)을 적용한 개인작품 창작, 토론, 패별 작품 평가 등의 교수법을 제안·

활용하였다. 무용교육자로써 나는 무용교육이 동작과 기술에 한정된 단순한 

신체활동 경험에 그치지 않고 무용을 통해 학생들이 앎을 알아가고 그들의 

삶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 예술을 알고 즐길 수 있을 때, 그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

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연구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 연 구  참 여자

본 연구는 문헌연구과 경험조사를 토대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을 명명하

고, 댄스 리터러시를 무용교육의 핵심개념으로 제안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위

한 무용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방형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한 무용교육 제공자(교수자)와 수혜자(학습자)의 인

식조사를 하였으며 이것은 본 연구에 중요한 경험적 자료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무용교육 유경험자를 크게 교수자 집단과 학습자 집단으로 

구분하고 대학교수군, 대학강사군, 문화예술강사군, 무용전공 대학생군으로 

세분화하여 서울·경기 소재 학교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 참여자로 총 

40명을 선정하였다. 단 모집단의 구성원 수가 집단(군)마다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의 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 

29) 반성적 수업모형(ORDER approach)은 무용을 관찰하고 반성하며 토론과 평가를 거쳐 

권고하는 과정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한다. 관찰(Observation), 반성(Reflection), 토론

(Discussion), 평가(Evaluation), 제언(Recommendations for revisions)의 5단계를 

거쳐 무용을 만들고 반성, 토론, 평가 단계를 거쳐 학생들은 반성적, 비판적 능력을 함

양할 수 있다(Lavender, 199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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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설문지 연구 참여자는 유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에 따라 

무용교육의 유경험자(교수자·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5명, 대학강사 10

명, 문화예술 강사 10명, 무용전공대학생 15명으로 총 40명을 연구자가 임의

적으로 선정하였다. 교수자 선정은 본 연구자가 배웠거나 연구자의 지인들 

중 무용교육을 가르쳤거나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수자로 선택하였다. 또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무용분야에 있는 저명한 교수자를 추천받아서 연구 참

여자를 선정한다. 학습자 선정은 선정된 교수자의 학습자이었거나 무용교육

과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무용전공 대학생을 추천받았다.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는 개방형 설문지를 작성한 참여자 중 연구자의 주

관적 판단에 의해 연구 목적에 합당하면서 전집을 가장 잘 대표하고 연구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Goetz 

& LeCompte, 1984)에 따라 대학교수 5명, 대학강사 6명, 문화예술 강사 6명, 

무용전공대학생 5명으로 총 22명을 선정하였다(표 13 참조).

연구 참여자 개방형 설문지 심층면담

대학교수군 5명 5명

대학강사군 10명 6명

문화예술강사군 10명 6명

무용전공대학생군 15명 5명

합계 40명 22명

<표 13> 연구 참여자의 수  산출근거 

연구 참여자의 동의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무용교육 교수자(대학

교수, 대학강사, 문화예술 강사) 25명과 사전에 방문 또는 전화와 이메일 연

락을 취해 구두로 1차 연구 동의를 구했다. 구두 동의가 이루어진 후 교수

자를 직접 대면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에 의한 2차 동의를 구했다. 무용교육 

학습자는 동의를 얻은 교수자의 학습자들로 선정하되, 연구 참여에 거절을 

표하는 학습자는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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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본 연구는 문헌고찰, 개방형 설문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무용교육 제공자(교육자)와 수혜자(학습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댄스 리터러

시의 개념, 구성요소, 교수방법 등 총 세 가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

구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절차에 따

라 분석·정리하였다.

가. 문헌고 찰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무용교육자 및 관련 교육학자들이 제기한 댄스 리

터러시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먼저 리터러시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사회

적·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댄스 리터러시 개념의 발생 배경을 

댄스 리터러시 관련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술지연구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와 관련된 리터러시, 뉴 리터러시, 멀티-리터러시, 리터러시 교육학, 댄스 리

터러시, 소양, 무용소양, 전인교육, 예술통합교육, 통합무용교육, 무용교육과

정, 무용교육내용, 역량, 향유력 등을 주제어로 전자도서관의 검색 시스템인 

RISS와 학술지검색 서비스인 KISS를 통해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나. 비조 사

현장연구에 앞서 예비연구를 통해 무용교육 제공자와 수혜자들이 무용교

육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대한 교육내용, 교수방법, 교육효과 등을 파악하

였다. 이를 위해 무용교육 제공자인 교수자 2인과 무용교육 수혜자인 학습

자 1인 총 3인을 선정하여 개방형 질문지와 심층면담을 각 1회씩 시행하였

다(표 14 참조). 예비조사를 통해 개방형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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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 름 무용경력 교수경력 현직

교수자 이현인 33년 20년 대학 강사

교수자 채신념 20년 6년 아르떼 강사

학습자 송바름 9년 • 대학 4년

<표 14> 비조사 참여자의 특성

다. 설문지

무용교육의 전반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 가장 핵심적인 심층면담

의 연구 참여자를 엄선하기 위해 먼저 개방형 설문지를 시행하였다. 설문지

의 내용은 심층면담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간주되는 몇 가지 소주제들

을 추출하여 개방형 설문지를 작성하였다(표 15 참조). 주로 무용교육과 관

련된 교육(교수자)과 학습(학습자)에 대한 내용으로, 무용이 그들에게 어떤 

경험이었는지,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미래에 어떤 교육이 되

길 바라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직접 방문·배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설문기간은 2013년 12월-5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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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교수자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수방법

•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 문화예술교육의 주요개념으로서 댄스 리터러시

• 현재 가르치고 있는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

학습자

◾교육내용

◾교수방법

◾교육효과

•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 문화예술교육의 주요개념으로서 댄스 리터러시

• 현재 배우고 있는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

<표 15> 개방형 설문지 주요내용

라.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무용교육 제공자와 수혜자가 무용교육을 어떻게 경험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교육경험과 관련된 교육동기, 교육내용, 교수방

법, 교육효과, 경험의 의미 등을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대상

은 무용교육 제공자(교수자)와 수혜자(학습자)로 구분하였다. 교수자는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 또는 공식기관에서 무용과 무용교육을 가르치는 대학교수 

5명, 대학강사 6명, 문화예술강사 6명을 선정하였다. 학습자는 무용전공 대

학생 중 무용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 5명을 선정하여 총 

2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대상은 준거적 선택에 따라 전집을 가장 잘 대표하는 참여자로 선정

하여 2014년 2월-7월까지 약 5개월간에 걸쳐 각 1회 또는 2회 정도 면담하

였다. 면담내용은 그들이 경험한 무용교육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로 구성하여 무용경험 또는 학습 계기, 교육내용, 교수방법, 교육효과, 

교육적 경험, 경험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표 1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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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교수자 학습자

교육의미
• 무용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 무용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교육목적
•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 목적

•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 목적

교육내용

및 방법

• 문화예술교육의 

주요개념으로서 댄스

• 리터러시의 개념, 내용, 방법

• 문화예술교육의 

주요개념으로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교육내용, 

교수방법

교육방향
•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방향

•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방향

<표 16>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교수자와 학습자로 구분)

마. 문가 회 의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무용교육 연구자 

및 현장 교육자와의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회의는 모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 회의의 구성원은 스포츠교육학 분야의 질적 연구 전문가 교수 2

인,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영역의 무용경력 20년 이상과 교수경력 7년 

이상의 무용교육자 3인, 한국무용, 발레 영역의 무용경력 20년 이상과 교수

경력 4년 이상의 무용교육 전공 박사과정 3인으로 총 8인이다. 전문가 회의

를 통해 자료의 수집 및 해석상의 오류와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전문가 회의 구성원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 <표 17>과 같다.



- 105 -

구분 이름
무용

학습경력

교수

경력
현직 관심분야

질적 연구

전문가

최인문 • 22년 체육교육과 교수 체육 및 무용교육

이슬기 • 20년 체육교육과 교수 체육학 질적 연구

무용교육자

김창의 21년 7년 대학강사 발레, 현대무용

박심성 26년 14년 대학강사 한국무용

홍열의 24년 13년 대학강사
발레, 플라멩고, 

댄스 스포츠

무용 교육

연구자

김성실 20년 6년 박사과정 한국무용, 요가

박배려 25년 4년 박사과정
발레, 스포츠 댄스, 

필라테스

권통찰 21년 5년 박사과정 발레

<표 17> 문가 회의 구성원

4. 자료 분석 및 해석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과정은 수집된 자료에 일련의 질서, 체계,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Marshall & Rossman, 1989).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은 자료 유형에 따라 분석 방법과 해석 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다. 연구

의 흐름은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로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및 해석 기법을 기

반으로 하였다. 질적 연구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개방형 설문지의 자료 

분석을 위한 유목화와 코딩, 범주화 등은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기법을, 심층

면담은 현상학적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절차 및 단계별 자

료 분석의 기법은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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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자료수집 및 분석과 해석의 절차

 

첫째, 개방형 설문지는 자료의 유목화 혹은 코딩(coding)하였다. 수집된 설

문지는 전사 작업을 통해 기록하고, 전사된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어가며 내

용에 내재되어 있는 주제들을 찾고 참여자의 메시지, 의도, 의미가 무엇인지

를 개념화시켰다(Coffey & Atkinson, 1996).

둘째, 연구참여자 22명(교수자·학습자 포함)의 심층면담은 Moustakas(1994)

가 제시한 자료 분석 절차에 따랐다. 우선 심층면담 내용을 MP3 플레이어

의 보이스 레코딩 기능을 이용하여 녹취하고, 이를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다

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완전히 기술하기 위

해, 연구자인 “나”의 경험을 가능한 한 많이 괄호치기 하였다(Creswell, 

2010:96). 그 다음 Moustakas(1994)가 제시한 수평화단계(horizonalization)로,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의미 있는 진술들”이나 문장, 인용문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진술들로부터 나온 의미군들을 주제로 

발전시켰다. 즉 수평화 단계(Moustakas, 1994)를 거쳐 의미군을 형성하고 이

것들을 주제로 발전시켰다(Creswell, 2010:96).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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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 무엇이고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

수방법은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자료수집의 출처에 따라 개방형 설문지는 OEQ, 심층면담은 I 로 표기하

고 연구 참여자는 영역에 따라 대학교수는 UP, 대학강사는 UI, 문화예술 강

사는 TA, 무용전공대학생은 DM으로 표기하였다(표 18참조).

자료 유형 및 부호 집단 영역 면담날짜 참여자 

개방형 설문(OEQ)
대학교수(UP)

yymmdd n
대학강사(UI)

심층면담(I)
문화예술 강사(TA)

무용전공대학생(DM(B/M/K)

<표 18> 자료의 부호화

무용전공대학생은 세부전공별로 발레는 B, 현대무용은 M, 한국무용은 K

로 표기하였다. 또한 참여자별로 설문과 면담 날짜를 yymmdd로 표기하여 

자료 분석 및 해석과정에서 혼돈을 최소화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영

역별로 부호화하여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표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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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영역 이름 유형 설문 부호화 면담 부호화

1 대학교수 이평생 교수자 OEQ-UP-140325-1 I-UP-140327-1

2 대학교수 문예교 교수자 OEQ-UP-140421-2 I-UP-140519-2

(중략)

14 대학강사 이고전 교수자 OEQ-UI-140404-14 I-UI-140416-14

15 대학강사 서문화 교수자 OEQ-UI-140407-15 I-UI-140416-15

(중략)

22 문화예술강사 조열정 교수자 OEQ-TA-140408-22 I-TA-140418-22

23 문화예술강사 이도담 교수자 OEQ-TA-140520-23 I-TA-140606-23

(중략)

39 무용전공대학생 강현대 학습자 OEQ-DM(M)-140529-39 면담 대상자 아님

40 무용전공대학생 박발레 학습자 OEQ-DM(B)-140522-40 면담 대상자 아님

P1 대학강사 이현인 교수자 OEQ-UI-140109-PL I-UI-140129-PL

P2 아르떼강사 채신념 교수자 OEQ-TA-140102-PL I-TA-140105-PL

P3 무용전공대학 송바름 학습자 OEQ-DM(K)-140106-PL I-DM(K)-140109-PL

<표 19> 수집된 자료의 부호화 시

5.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

질적 연구자는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발견하게 

된다. 발견된 의미들을 지식의 구조로서 깊게 이해해야 하고, 연구 진행 과

정과 연구 종료 후에도 “우리가 제대로 연구한 것일까?”(p. 107)에 대한 반

성을 갖게 된다(Stake, 1995). 이러한 반성적인 사고는 질적 연구자가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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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해답을 찾기 위한 성심과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준다.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방향 모색에 관한 본 연구는 연구 

자료의 가치를 구축하고 연구의 정확한 해답을 찾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몇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연구자인 “나”는 연구절차에 따른 매 단계의 연구과정을 반성하고 

연구내용과 연구기법의 활용을 확인하여 연구 참여자가 기술한 결과들의 정

확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에 성심을 다하고 설문지와 심층면

담을 협조하는 교수자와 학습자들에게 동의 또는 녹취를 허락받았다. 또한 

계획한 연구 절차에 따라 전문교육자들의 조언과 비판적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Dezin(1989)이 제시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통해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료의 진

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삼각검증법은 동일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의 관점, 시간, 공간, 상황, 참

여자를 다양화하고 자료를 재검토, 재해석함으로써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

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방향성

을 탐색하기 위하여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또한 무

용교육 유경험자(교수자와 학습자)의 경험적인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을 해석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은 귀납적 범주 분석에 따

라 반복적인 내용을 범주화하고 공통 주제를 도출함으로써 세분화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s)를 통해 개방형 설문지와 심층면담

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연구자가 해석한 결과가 그들의 의도에 부합되는지 또는 해석상의 오해는 

없는지를 점검하여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넷째,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통해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면서 

자료를 분석․ 해석하였다. 또한 동료 연구자의 비평과 조언을 통해 일인 연

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였다. 연구자는 스포

츠교육학 분야의 질적 연구자 교수 2명, 무용교육전공의 박사 3명, 무용교육

전공의 박사과정 3명으로 구성된 동료들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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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고 그들의 조언을 수용하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해석상의 독단적인 처

리가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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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무용을 배워서 길러지는 자질은 무엇인가? 이에 포함된 세부 자질들은 무

엇인가? 연구자는 그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댄스 리터러시를 선정하였고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40인의 무용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지 및 심층면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댄스 리터러

시의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의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나는 무용을 

통해 갖춰지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연구 결

과, 무용을 통해 갖춰지는 능력으로는 표현력, 이해력, 상상력, 소통력, 내성

력 등이 도출되었고 이해하는 능력은 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

력까지를 의미한다.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는 연구 참여자마다 상이하였다. 

이때 이해의 범위는 움직임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능 및 기술의 국한된 

관점에서부터 무용을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세상을 다각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관점까지 다양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무

용교육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댄스 리터러시 개념을 도출하였다. 

댄스 리터러시란 무용을 통해 함양되는 표현적, 이해적, 상상적, 소통적, 내

성적 자질의 총체로 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무용을 통

해 길러지는 세부 자질인 표현력, 이해력, 상상력, 소통력, 내성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가. 표 력 

표현력(表現力)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나 몸짓 등의 형상으로 

나타내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는 언어, 몸짓, 소리, 이미지 등 다양한 표현 



- 112 -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언어를 

통한 표현은 글쓰기, 발표, 토론, 비판적 사고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몸짓을 

통한 표현은 표정, 마임, 연극, 무용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을 통해 표현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 교육과정의 경우 제4차 교육과정

시기(1981년-1987년)부터 음악, 미술, 체육 교과를 ‘즐거운 생활’ 교과로 통

합하여 학생들의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교

육과학기술부, 2008). 최근 2009 개정 체육교육과정의 표현․창작 운동 영역에

서는 표현․창작 운동의 역사와 특성, 창작 및 발표, 작품 감상 등을 주요 내

용으로 삼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와 같이 무용은 초등교육에서는 

표현활동 영역 안에서, 중등교육에서는 체육교과 내에서 학생들의 표현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용교육의 강점으로 교수자 이현

인은 신체발달과 함께 표현력과 창의력 향상을 강조하면서 무용이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체육과 유사하지만 창의적인 표현을 지향한다는 점

에서 체육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무용은) 단순히 체육의 움직임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무용] 

안에는 주제라는 게 들어있고 표 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용을 한다면, 성장기에 필요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자

기 표 력과 (다각 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창의력까지 기를 수 

있잖아요. (이 인, I-UI-140129-PL)

표현력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요구되고 계발되어야 하는 인간 능

력이다. 특히 무용에서의 표현력은 미적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사

람과 삶의 관계에 있어 지적·도덕적·심미적 이해와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김형숙, 2010). 이와 관련하여 교수자 이평생

은 무용은 인간 본연의 움직임에서 출발하는 본능적인 교육으로 초등시절부

터 성인이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평생에 

따르면 언어로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은 몸으로 의사전달이 가능

한데, 이들이 성장해 갈수록 몸으로 의사전달 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 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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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그 이유를 공교육에서 신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적 지

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신체를 통한 표현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말로 로 그림으로 표 하는 것보다 몸으로 표 하는 게 가장 

일차원 이고 가장 본능 이에요. 아이들의 경우 의사 달이 언

어로 잘 안 돼요. 근데 몸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몸으로 표 하는 게 더 자유로운데, 문제

는 이것도 교육 되어야 하는데 교육이 안 되면 더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꼬맹이들은 음악 나오면 막 춤 추잖아요. 근데 성

인이 되면 못 움직여요. 그 사이에 무용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

다는 이야기죠.]       (이평생, I-UP-140327-1)

한편 교수자 이평생이 무용을 인간의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강조하기 위해 

춤을 일차원적인 움직임이라고 표현한 것과 다르게 교수자 김배려는 시각적

인 측면에서 무용을 삼차원적인 춤이라고 표현하였다. 김배려는 삼차원적인 

춤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글과 그림을 통한 의미 전달보다 강한 메

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를 들어서 우리가 시를 놓고 보더라도 정형화 되어있는 그림

이나 이차원 인 공간 술을 하는 것보다 삼차원 이고 입체

인 춤을 말한다면 술의 말하고자 하는 텍스트에 포함된 의미

가 훨씬 더 풍부하게 달 될 수 있다고 니다. 

(김배려, I-UI-140313-6)

교수자 이현인과 이평생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무용은 인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능적인 움직임이 되고 그 움직임이 삼차원적으로 표현된

다는 측면에서 말이나 그림보다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무용의 교육적 가치 때문에 최근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

런데 단순히 춤을 배우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처음 접한 

학생들에게 신체를 통한 표현은 어렵고 힘든 학습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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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연구자가 만난 교수자 채신념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예술 강사로 2008년 이래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채신념은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수업지도안을 참고하여 수업을 진행한 

후 매번 수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수업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자신만의 교안

을 작성해둔다(그림 10 찹조). 

[그림 10] 문화예술강사(채신념)의 수업교안 및 수업일지

그렇게 철저한 수업준비를 통해 학생들이 무용 수업에 흥미를 갖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채신념 수업의 교육적 효과는 수업 후 학생들

의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연 13차시씩 

3년 동안 교육받아 온 용원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무용교육을 받은 후 변

화된 점을 작성한 설문지 답안 중 표현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무용이 익숙해졌어요.”, “무용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고

보니 쉬운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쉬워졌어요.”,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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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표 방법이 좋아졌어요.”, “자신감이 생

겼어요.”, “내 생각을 움직임으로 표 하게 되었어요.”, “주제에 

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채신념, OEQ-TA-140102-PL)

이처럼 교수자 채신념이 무용에 문외한이었던 학생들과 성공적인 수업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확고한 교육 철학과 댄스 리터러

시 함양이라는 교육의 방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채신념의 확고한 교

육 철학과 실천을 위한 방향성은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현

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교육내용을 정립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표 하기 해서 신체는 물론이고 신체의 움직임도 들어가요. [그 

표 이라는 게] 갇 져 있지 않고 확장되어서 다른 언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다양한 문화로 써 표 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는 스리터러시는 춤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몸으

로) 쓰는 거 요. 머릿속에서 이해한 것을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표 해 나가는 거죠. (채신념, I-TA-140105-PL)

특히 채신념은 실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춤 동작을 가르치는 것

에 집중하기 보다는 무용을 통한 표현력 향상에 전념하였다. 채신념에 따르

면 무용을 통해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 

단계들을 거쳐 분석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감성적인 표현 능력 등 다양한 

자질들이 함양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무용 실기를 가르칠 때에는 먼  사물을 보거나 내가 표 하고자 

하는 것에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서 내가 움직임으로 변화시켜서 표 할 수 있는 능력

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그 변화된 움직임을 조  확장시켜서 조

 더 창조 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엔 만든 

걸 남들에게 보여  수 있게끔 공연 형식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

과 그걸 달할 수 있는 감성 인 표 능력까지 필요해요.

(채신념, I-TA-140105-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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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력과 관련하여 계속 강조되는 창의력은 무용뿐 아니라 예술교육에서 

지향하는 주요 가치 중의 하나이다. 물론 거의 모든 교육영역에서 창의력을 

강조하지만 예술을 통한 창의력은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타 교과영역에서의 창의력과는 다른 가치가 있다(Richmond, 2009). 

무용을 통한 창의력 향상은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 창작, 감성 

자극, 사고 확장 등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움직임을 창작하는 과

정에서 학습자는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움직임 요소들을 어디에 어

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틀(framing)을 정해야 한다(Albers & Harste, 2007). 즉 

움직임의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움직임 요소(시간, 공간, 무게, 흐름 등) 

중 어떤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움직임을 통해 어

떤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고민하고, 그에 적합한 신체 도안(design)을 

구상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창의력이 발현된다. 

움직임 [만들다보면] 창의 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켜 변화를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별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는 [수업에서] 마음열기 과정이

나 탐색 과정을 가진 뒤에 아이들하고 함께 모둠별로 작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주제는 같지만 개인 으로 생각을 하고 있

던 걸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다른 친구가 표 한 것이 어떤 것이

었는지를 알게 되요. 사람마다 같은 주제를 바라보고 서로 다르

게 표 하거든요.              (채신념, I-TA-140105-PL)

채신념은 표현력과 관련하여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둠별 활동

을 활용하고 표현력 자체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활동을 선호

한다. 즉 학습자들은 개별 활동을 통해 깊게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정리하여 움직임으로 표현하게 됨으로써 신체를 통한 표현에 친숙해질 

수 있다. 

먼  자신의 표 을 만들고 타인의 움직임을 감상해요. 그다음에 

타인의 움직임을 보고 느낀 것을 자기가  다시 표 하게 해

요. (채신념, I-TA-140105-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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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용을 통한 표현력 향상은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감이 생

기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자신감은 사람의 음성, 표정, 손발의 움직임과 

관련된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신체를 움직임으로서 근

력 강화 및 유연성 향상 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체 표현력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김현남, 2011). 다음은 무용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력 향상

과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채신념의 교육경험에 대한 면담내용이다.

무용을 경험한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무용

을 해보니 무용이 즐겁고 재 고  하고 싶다”는 거 요. 그다음

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한 학생은 “ 에 

보이스카웃에서 무  에 올라가 시연해야 했었는데 그게 정말 

힘들었다. 근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서 극 으로 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채신념, I-TA-140105-PL)

이와 같이 무용에서의 표현력은 표현할 수 있는 자체의 능력과 그것이 함

양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창의력 그리고 신체를 움직임으로써 형성되는 자

신감 등과 함께 발달한다. 이에 무용은 표현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가치

를 인정받고 있으며 무용교육에서 표현력은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한다.

나. 이해력 

이해력(理解力)이란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삶의 지식을 알

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이해력은 무용을 통해 앎을 깨

닫는 능력으로 무용을 통한 이해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폭넓게 이해

하게 해 줌으로써 세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점

에서 이해력은 교양 또는 소양과 관련된 능력으로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해력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보다 창의적이고 감각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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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에 대학에서는 다양한 분

야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교양과목을 개설한다. 대

학의 교양교육은 주로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의 학문분야로 구성되

는데 예술관련 교양과목은 대개 인문학과 연계되거나 예술 영역으로 분류되

어 개설된다. 교양과목으로서 예술은 사람들의 예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

기 위해 이론적으로는 미학적 관점에서, 실제적으로는 미적 경험에 방점을 

두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교양과목으로서 예술과 미적 경험으로서의 예

술교육에 대한 강조는 주로 이론적으로 이루어져왔고, 미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

다. 

2005년 이래 일부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을 채택하면서 미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적인 기회가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예술을 통해 이해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에서는 기존 무용교육에서 강조해왔던 예술적 가치보다는 무용의 간 학문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무용의 간 학문적 접근은 1980년대 인문학이 부각되

기 시작하면서 시도된 무용의 학문적 접근으로 이때부터 무용은 음악, 영화, 

연극 등의 분야와 연계되었고 이것은 무용을 역사적, 사회적, 예술적으로 맥

락화 하는 데 근간이 되었다(Banes, 2007). 

이러한 무용의 학제 간 접근은 학문 전반에서 통합교육이 화두가 되면서 

보다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학문의 통합이 학계에 주요 쟁점

이 됨에 따라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영역의 연구자들은 과학적 지성

과 문화적 지성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김형숙, 2010). 이에 최근 

문화예술교육에서도 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인문과학적, 자연과

학적, 응용과학적 접근 등 학제 간 연결을 통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

다. 예를 들어, 발레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발레리나는 왜 

팔자로 걷는지, 발레리나가 어떻게 발끝으로 설 수 있는지, 발레 공연은 왜 

말이 없는지, 무대에서 떨리지는 않는지 등은 세계사, 기능해부학, 물리학, 

미학, 심리학 등의 학문과 연결된다(문영, 2014). 

무용과 타 학문의 학제 간 접근과 관련하여 교수자 문예교는 무용의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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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하였다. 문예교는 댄스 리터러시를 통해 무용을 이해할 수 있고, 

학습자는 무용을 통해 학제 간 접근의 내용적 측면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

며 이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고 피력하였다. 

춤 안에 이미 상승, 하강의 물리학 인 법칙이 다 들어있어요. 

물리학  법칙이 없으면 (춤의) 밸런스 잡을 수가 없어요. 작용, 

반작용이 없으면 밸런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춤을 추는 것 자체

가 그런 이론들을 내 몸으로 체득하는 거 요. 그래서 스 리

터러시라는 걸 습득하는 거야. 그러다보면 물리학, 해부학, 철학, 

성 등을 다 체험 하면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문화 술교육으로

서의 [무용교육의 효과죠] (문 교, I-UP-140519-2)

문예교는 무용의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무용과 관련된 자연과학적 지

식과 함께 인문학적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

장하면서 무용을 통한 문화적 문해력 향상을 강조하였다.

무용 술이 지니는 총체성에 한 이해가 제되어야 하고 무용 

안에 내재된 각국의 문화  특성과 배경 등을 인문학  논리로 

근해야 한다. 한 공연 술로서의 속성에 내재된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목가능성에 한 이해 역시 문화 술교육으로서의 무

용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문 교, OEQ-UP-140416-2)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자 양예강은 무용 수업을 인

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양예강은 학습자들이 동작의 시각적인 측면에 

치중하지 않고 동작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제 

간 지식을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이 요하다고 생각해요. 작품을 볼 

때 무용수의 동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뜻이 뭔지 악하는 

능력을 갖는 것도 스리터러시에서 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래서 외국 민속무용 배울 때 우선 그 나라에 해 조사를 많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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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요. 그 나라의 치라던가 지역 인 기후라던가, 그 나라는 

어떤 의상을 입었는지, 민속의상은 어떤 것인지, 동작을 하는데 그

게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동작이 많은지, 이 게 동작 안에 있

는 [사회․문화  특성을] 많이 연결해서 아이들이 (춤과 문화

를 체 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을 맞추는 편이에

요. (양 강, I-TA-140208-1)

이와 유사하게 문화예술교육 경력 5년차의 예술 강사 채신념도 민속춤을 

통해 학생들이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

라의 지리적 위치, 기후, 민족성 등 사회 문화적 맥락을 먼저 가르친 후에 

실기를 가르친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알고 춤추게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 

학습자에게 무용과 움직임에 친근감을 높여 줄 수 있다. 대개 무용 수업은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식으로 진행된다. 춤 또는 움직임에 재능이 있는 학

생이라면 이러한 수업방식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겠지만 다수

의 학생들은 “움직이기” 자체를 어려워한다. 이런 점에서 교수자의 문화에 

대한 설명은 일반 학생에게 춤에 대한 친숙함을 높여줄 수 있고 다양한 문

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채신념은 학생들에게 “사고를 통

한 이해”와 “움직임을 통한 이해”의 기회를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춤

과 문화에 대한 특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용을 알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배우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

무용을 알게 하기 해서는 … 무용을 통해 세상의 사물과 자신

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채신념, OEQ-TA-140102-PL)

[무용을 알게 하기 해서] 지식 인 것과 신체 인 활동 그리고 

감상이 이루어져요. 첫 단계에서 지식 인걸 알고 이해가 되면 

이제 그걸 신체 으로 표 을 하게 해요.      

(채신념 ,I-TA-140105-PL)

이처럼 무용은 사고를 통한 이해와 움직임을 통한 이해가 융합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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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교육이다. 즉 무용은 자기 신체를 직접 움직이면서 느낄 수 있는 교

육으로 몸과 정신의 조화가 이루어진 교육이다. 이와 관련해서 교수자 신이

해는 하나의 앎을 보거나 들어서 이해하는 것보다 행함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확실한 가르침이 된다고 피력하였다. 

무용은 내가 직  경험하잖아요. 으로만 보는 것, 아니면 듣기

만 하는 것, 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몸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해요. 그 기 때문에 (무용이) 필요해요. … 내 몸을 인식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즐겁게 놀고, 내 몸으로 경험[해야

죠.] 그 경험과 행함을 통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국 격언에 

“듣고 잊는다. 보고 기억한다. 행하고 이해한다[听会忘记: 은회망

기,看能记住: 간능기주, 做才能理解: 주재능리해].” 이런 말이 있어

요. 내 몸으로 행함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용을 해야 해요. 

(신이해, I-UP-140430-3)

이러한 무용의 교육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신이해는 자신의 대학 교양

수업에서 헬렌 켈러의 실화를 자주 소개한다.

는 학생들에게 헬  러 [에피소드를] 얘기해줘요. 헬  러가 

어떻게 를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마사 그라함 학교에서 머스 

커닝햄이 할 때 (헬  러가 자신의) 손을 (머스 커닝햄 손 

에) 얹어놓고 어떻게 하는지를 감으로 느껴서 라는 것

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건 결국 사고를 통해서 [움직임을 터

득한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머리를 안 쓰고는 춤을 출 수가 없어

요. 그런 걸 보면 몸과 마음과 정신은 하나라는 게 입증이 되요.

(신이해, I-UP-140430-3)

이와 같이 무용을 통한 이해력 함양은 몸과 정신의 융합을 통해 이루어지

는데, 방법론적으로는 학문적 지식의 연계, 즉 학제 간 접근으로 교육의 효

과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용의 학제 간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련된 것으로 그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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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교수자는 다양한 형태의 통합 교수법을 활용하여야 한다(Rhodes, 

2006). 그렇게 될 때 학습자는 무용의 학제 간 접근을 강조하는 무용 수업을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자연과학적 측면과 인문

학적 측면을 아우르는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Dils, 

2009). 다시 말해서 학제 간 접근을 통한 무용의 이해는 무용에 대한 이해를 

삶으로 확장하게 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폭 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관

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다. 상상력 

상상력(想像力)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 보는 

것, 즉 심상(心象)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상상력은 과학적 측면

과 예술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상상(image) 활동으로 구분된다. 과학적 측

면의 상상 활동은 법칙의 발견이나 이론의 정립이 주된 것으로 이때의 상상

은 객관성과 보편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반면 예술적 측면에서의 상상 활

동은 사람의 감정, 사상, 가치 등과 관련된 상상으로 미지의 경험에 관계하

고 어떤 대상을 만들어 내거나 구성하는 특징을 갖는다(홍병선, 2009). 이 

두 측면의 상상 활동을 고려해 볼 때 상상력은 인간이 체험한 것들을 통해 

발휘되는데, 그 체험은 인간이 가진 정서, 지성, 감각을 중심으로 경험한 것

들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상상력에 대한 정의는 같은 맥락 내에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표현한다. 

존 듀이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상상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상상력은 사물을 통합 인 체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물을 보고 

느끼는 방식으로 이것은 마음이 세상과 만나는 지 에서 일어나는 

흥미에 한 거 하고 한 혼합이다. 오래되고 친숙한 것이 경

험을 통해 새롭게 탄생할 때 상상력이 존재한다. 새로운 것이 창조

되면, 과거에 자신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여겨진 것

들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것은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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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이다. 여기에는 언제나 마음과 세상이 만나는 일정한 모험

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Dewey, 1980, p. 

267)

위에 제시된 듀이의 주장처럼 우리는 상상을 통해 사물을 보는 관점과 사

물에 대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다. 즉 한 개인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위해

서는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허

물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상상력

이다. 즉 상상에 의해 기존의 사고방식에 새로운 깨달음을 덧입히거나 전형

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상상력 고유의 교육적 가치 때문에 상상력은 교육의 전 영역에서 

강조된다. 특히 예술교육에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화두로 교육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Smith-Autard(2002)가 제시한 무용예술교육의 교수모델에서 

Autard는 무용의 주요 교육목표 중 하나로 창의성과 상상력 발달을 강조한

다. Autard는 인간이 지닌 민감한 감각에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감각은 

상상력과 함께 발달되기 때문에 무용교육에서는 상상력을 주요하게 다루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상력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무용 교육과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

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무용교육에서는 상상력을 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30) 특히 최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서는 기

존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상상력

과 문제해결력이 강조되고 있다(한혜리, 2010). 이유는 상상력과 통합된 사

고를 통해 문제해결력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수자 이평생과 학습자 

정차분은 무용 수업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접근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가 움직임 표현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

30) 한국무용교육학회(2008)에서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무용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1) 무용의 요소를 인식하고 이해한다. 2) 무용을 통해 표현력과 상상력을 개발한다. 3) 

무용 창작과정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른다. 4) 역사적, 문

화적 배경에서 무용의 역할을 인식한다. 5) 무용과 타 예술과의 관계를 인식한다. 6) 무

용을 통해 다원적 인지력을 높인다. 7) 무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등 일곱 가

지로 제시하고 있다(김화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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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요새 창의 인성 교육이라고 해서 창의력 향상을 요시 하고 … 

사회에서도 창의 인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무용에서도 창의력과 

상상력, 나만의 것, 독창성 등을 향상시키기 해 움직임으로 표

하는 거죠. (이평생, I-UP-140327-1)

[문화 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서는] 실기를 통한 기술보다는 상

상력을 자극하는 게 요한 것 같아요. 를 들어 일반 사람들이 

발  튜튜를 입는 상상을 하고 춤을 춘다면, 그러한 상상만으로

도 그 사람의 삶이 좀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요?(웃음)

(정차분, I-DM(K)-140513-10)

이와 관련해서 교수자 양고요와 학습자 정차분은 일반인을 위한 실기는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움직임 위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 특히 양고요는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표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상상력에 있어서 타 예술장르보다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용은 자신의 몸 하나로 표 하는 순수 술이잖아요. 연극은 말

로 표 하지만 무용은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표 하기 때문에 

연극보다는 무용이 더 많은 상상력을 길러 다고 생각해요.

(양고요, I-TA-140201-2)

일반인을 한 실기는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상상력을 많이 

표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요. (정차분, I-DM(K)-140513-10)

이처럼 무용에서 움직임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고 움직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인지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Dewey가 언급한 “마음과 세

상이 만나는 지점”이 되며 바로 이때 상상력이 발현된다. 이러한 상상력은 

기존의 앎을 종합하여 변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Greene, 2001). 따라서 

상상력은 창의력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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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상력과 창의력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상력과 창

의력은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창의적인 상상력(creative 

imagin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한 Osborn 역시 연구 초기에는 창의력 보다는 

상상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전경원, 2005). 하지만 우리는 상상력과 창

의력이라는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심리학

이 철학에서 분화되기 이전에 창조는 상상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에서 창의력

은 상상력의 한 측면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분화된 이후 상상력 개념은 

교육심리학이나 예술교육에서 창의력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하위개

념으로 쓰이고 있다(홍병선, 2009). 이처럼 교육학적 견지에서 상상력과 창

의력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예술과 예술교육에서의 상

상력을 논하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구분

이 필요하다.

연구자의 연구결과에서는 상상력이 창의력을 발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

로 밝혀졌다. 즉 무용교육에서 상상력에 대한 개념은 심리학과 철학적 관점

과 같은 맥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무용에서의 상상력 개념은 상상

을 통해 사물을 보는 관점이 전환되어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사물이나 현상

에 대한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허물 때 비로소 창의가 발현된다는 듀이의 주

장을 입증한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는 원동력

이 상상력이기 때문에 상상력은 창의력의 전제 조건이 된다.

또한 연구자의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상상력과 창의력은 댄스 리터러시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상력은 표현력, 이해력, 

상상력, 소통력, 내성력 등 댄스 리터러시의 다섯 가지 능력 중의 하나로 댄

스 리터러시 영역에서 주요하게 강조되고 있었다. 하지만 무용을 통한 창의

력 발달은 표현력의 창작 과정에서 발달되는 것으로 창작에 국한된 창의력 

발달로 인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상력은 무용을 하고, 보고, 만드는 전 

과정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능력인 반면 창의력은 무용을 만드는 과정인 

창작에서 집중적으로 발달되는 능력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상력과 창

의력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 상상력은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고

안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체험한 것들을 종합하고 조직하는 능력이고, 창의



- 126 -

력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 중 문화예술강사 조열정의 무용 경험은 상상력이 창의력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조열정은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상

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학창시절에는 자신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적어두는 ‘자판기 공책’이 있을 정도로 상상하는 것이 일상

이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녀는 무용을 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기회와 그것을 

통해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노트가 아닌 실

제 무용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등 자신의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었다고 피력

하였다.

는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깊게 고드는 생각이 아니고 단순한 

아이디어에 한 생각이요. (사람들은) 엉뚱하다고 하는데 [ 는] 

학생 때까지 상상노트라는 걸 맨날 썼었어요. 생각나는 것들을. 

아 여기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림이라도 그렸어요. 어

렸을 땐 공책이 있었어요. 자 기 공책이라고. 자 기를 맨날 생각

해보는 거 요. ‘여기서 라면이 이 게 나와서 물이 떨어지면 라면

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무용에

서 아이디어 낼 때 도움이 많이 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 아

컴(아츠 커뮤니 이션 21) 로그램 개발할 때 네이  하는 과정

에서 생뚱맞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정리

하면, 무용을 통해 창의 인 발상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많

이 가질 수 있었어요. (조열정, I-TA-140418-22)

이와 같이 무용은 자신이 상상한 것을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실제 창의적

으로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용에서의 상상력과 창의력

의 미세한 차이와 긴밀한 연관성을 밝힐 수 있었다. 상상력은 창의력과 함

께 감성(본 연구에서는 감수성과 동일한 인간 인식능력으로 간주하고 이하 

감수성으로 표기함)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기본적으로 예술은 감수성에 호

소하는 방법으로 예술을 통한 체험은 감수성을 자극하는 감각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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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ational approach)의 교육이다. 그 중 무용은 감각을 통해 지각한 것을 움

직임으로 표현하는 예술교육으로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확장시켜 주

는 교육이다(Read, 1943). 즉 무용을 통해 학습자는 생각하고, 느끼고, 인지

하고, 상상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감정을 강화

하고 인지를 확대시켜준다(Green, 2001). 다시 말해 무용을 통한 상상력은 사

물이나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식을 통합하여 사고하고, 움직

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양된다.  

라. 소 통력 

소통력(疏通力)이란 나와 관계한 것들과 타인, 타학문, 타문화 등과 관련

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통이란 

잘 통함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소통을 통해 인간의 개인적인 문제부터 사회

적 문제까지 다양한 인간사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세상

에는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만큼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현대 사회의 소통방법에는 대화

를 통한 소통, 책을 통한 소통, 미디어를 통한 소통, 예술을 통한 소통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대화로 소통하는 경우 어투나 어감적인 면에 치중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는지 공감의 정도에 

무게를 두는 사람도 있다. 또한 자신이 말하기 보단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편한 사람들도 있다. 

예술을 통한 소통은 예술작품의 전시나 공연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용수

와 음악가는 공연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작가는 작품 전시를 통해 관객 및 

관람객과 소통한다. 예술을 통한 메시지 전달 방법은 직접적이지 않지만 메

시지의 전달 효과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글보다 강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교수자 이현인은 무용은 추상적이지만 시각과 

촉각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말보다 더 심오하게 전달된다

고 피력하면서 무용을 통한 소통의 효과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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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게 [하면] 심오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 으로 

확 함축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함축이란 게 격이 높은 게 

아니고 말로 트여서 그 많은 것들이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 근데 무용은 음악이 들어가 있고 미술이 들어가 있잖아

요. … 사로 함축된 것보다는 무용을 펼쳐서 느낄 수 있는 것

들이 있는데 [무용은] 시각과 각을 통합 으로 갖고 있는 장

르이기 때문에 [효과 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 I-UI-140129-PL)

무용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무용을 친숙하게 느껴

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용은 일부 재능을 가진 소수를 위한 교육으

로 인식되고 있고 사람들이 무용을 경험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무용은 타 

예술장르에 비해 사람들에게 낯설기만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용

교육이 보편화되어야 하는데 최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그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무용교육의 대중화와 관련해서 학습자 김성실은 무

용이 특별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용이 공교육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용이 특별한 것이라는 인식을 버리게 해줘야 해요. 그러려면 

(먼 ) 무용이 화 되어야 하는데 … 학교에서 (정규수업으

로) 자연스럽게 무용을 배운다면 로 화가 될 거라고 생

각해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해보지 못해서 무용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성실, I-DM(M)-140321-1)

무용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때 무용을 통한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무용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움

직임의 기초를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교수자 김배려는 무용을 통한 소

통은 신체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소통의 유연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배려는 언어의 기초를 배우듯이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원리를 

배워야 무용을 통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 언어의 기 인 가, 나, 다, 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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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듯이 말을 한 번 배우고 나면 구든 자기 생각을 잘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무용은) 언어 교육인 말이라는 의사소통의 매개 말

고 몸이 소통 도구가 되는 방식을 터득하게 하는 것인 것 같아

요. … 소통을 [하기 한] 신체로 만들어주는 것. 거기서 말하는 

유연성이나 응성은 그야말로 신체 유연성이 아니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유연성이죠. (김배려, I-UI-140313-6)

사실 소통으로서 무용의 역할은 기존 무용교육에서도 무용교육의 사회적 

성과 중 하나로 제시해왔다. 무용교육의 사회적 성과는 파트너와의 그룹작

업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리더십을 향상시키며 무용시연을 통해 그룹 앞

에서의 몸가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Gilbert, 1992). 하지만 최근 문화예

술교육에서는 사회적 소통으로서 무용교육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론적 차

원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무용 수업 내에서 소통을 강조하는 방법론적 측면

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정희자, 2012; 최경희, 2011). 그 예로 서울 발레시

어터의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신체 및 심리 훈련 발레교실>, 아트 커뮤니

케이션의 <춤추는 줌마렐라>와 <춤으로 통하다. 대한건아>, 아르떼 사회문

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 <몸짓과 눈짓으로 나

눈 아주 특별한 대화, 엄마와 딸> 등이 있다. 이러한 무용 프로젝트는 사회

적 소통으로서 무용의 역할을 보여준다. 

연구자가 만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으로 소통을 제안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르떼 강사 채신념은 2008년 이

래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실천가로 그동안의 현장 경험

을 바탕으로 무용이 소통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철

학을 가지고 있었다.

문화 술교육을 한 무용이 필요한  다른 이유는 무용을 통해 

문화  소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술교육은 문화교육

과 술교육이 통합된 교육의 한 형태이며 문화 술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문화 속에서 술로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다. 무용 한 이러한 문화  환경 속에서 신체를 

움직여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표 할 수 있고 다른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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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에

서 무용은 문화 술교육 속에서 문화  소통을 한 요한 교

육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채신념, OEQ-TA-140102-PL)

무용을 통한 소통은 그동안 무용교육에서 부각시키지 않았던 무용의 역할

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인 표현활동 영역에서도 움직임의 표현

을 강조하고 있을 뿐 움직임을 통한 소통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무용교육표준이 개발31) 되면서 무용을 통한 소통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서예원 외, 2013). 즉 문화예술교육에서 

더불어 사는 삶과 인간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은 소통을 

위한 교육매개체가 되었다. 특히 김열의는 무용을 통한 소통은 신체를 매개

로 이루어지는 소통으로 인간의 신체적 ‧ 정서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였다.

문화 술교육의 제일 큰 목 은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공자와 

비 공자들의 소통이 될 수도 있고, 비 공자들끼리 소통이 될 

수도 있고, 가족끼리의 소통이 될 수도 있고. 무용의 정서 인 측

면에선 소통이 핵심인 것 같아요.

(김 의, I-DM(K)-140415-5)

(무용)교육의 목 이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 소통방식에 있어

서 제 몸을 알아야 타인의 몸을 알 수 있어요. 트 십을 직  

함으로써 느끼는(교육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악, 미술과는 

 다른 소통 능력이 있지 않나….

 (김열의, I-DM(K)-140513-9)

이처럼 무용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타 분야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움직

임의 원리뿐 아니라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초지식을 알고 있어야 

3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는 무용교육표준에서는 교육영역을 실행(하기), 창

작(만들기), 감상(보기), 소통(나누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소통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무용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영역이다. 소통영역에서는 춤을 통해 사회‧문화적 의

미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서예원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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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응용과학 등 다방면의 기초지식을 알고 이것을 학습자들에게 효

과적으로 전달하여 학습자들이 무용을 이해하고, 무용으로 소통할 수 있도

록 가르쳐야 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소통이 사회에서 쟁점이 되면서 문화예술교육도 소통

을 위한 교육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무용영역에서도 소통으로서 

무용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교수자 문예교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무용이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21세기 교육의 대안이라고 피력하였다.

“춤나 기”에서는 21세기의 융합형 인간, 나  수 있는 인재에게 

필요한 타 분야 사람들과의 소통과 내 걸(분야의 것을) 재

소에 배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요.

(문 교, I-UP-140519-2).

그런데 실제 예술을 통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물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한정적으로 무용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러한 무용교육이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

업의 영역이 보다 확장되고 가르치는 교수자가 소통을 위한 교육으로서 무

용 수업을 제공해 준다면 음악의 선율을 통해 사람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듯

이 신체 움직임을 통한 소통도 향후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문화예술교육 현장 실천가인 채신념의 면담 내용

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채신념은 무용 수업 후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무용이 학습자의  사고 확장과 

소통력 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용을 배운 후에 학생들이 많이 얘기했던 건 사물을 다르게 바

라볼 수 있는 이 생겼다는 거 요. … (같은 주제 안에서) 자신

이 표 한 것과 다른 친구의 표 이 다를 것 아니에요. 같은걸 보

고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다고 한 친구가 있

었어요. 그 친구는 나 에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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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능력, 즉 상 방을 이해하는 능력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남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채신념, I-TA-140105-PL)

지금까지 살펴본 무용에서의 소통력은 ‘무용을 이해하는 것’과 ‘무용을 활

용하는 것’ 두 측면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무용을 통해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용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식이 함양되었을 

때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메시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무용을 활용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타학문 또는 타문화에 대

한 관련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무용을 

통한 사고력이 확장된다. 이렇게 두 측면에 대한 지식과 그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무용을 통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

다. 

마. 내 성력

성찰이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으로 댄스 리터러시에서 내성

력(內省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앎을 무용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

보는 능력을 말한다. 즉 내성력은 외적 지식(무용)이 개인내로 들어와 재구

성되는 내면화 과정을 거쳐 기존의 앎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

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성력은 무용을 통해 앎을 명확하게 하고, 앎과 

삶을 연결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이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 참여자 중 대학 

강사이자 문화예술교육 교육프로그램 기획자인 교수자 이고전은 댄스 리터

러시에서 무용을 통한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통상적으로 소양이란 다

양한 분야의 지식을 알고 있는 정도로 인지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데 이고전

은 댄스 리터러시의 정신적 소양을 정서적인 측면과 인성적인 측면으로 구

분하여 강조하였다. 이고전은 개인의 열정, 관심, 흥미, 적성 등을 정서와 관

련된 정신적 소양으로 보고 인내, 끈기 등을 인성과 관련된 정신적 소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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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면서 무용은 정서와 인성 두 측면의 정신적 소양을 함양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는) 리터러시 안에 소양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리터러시를 문

해력이라 표 한다면 스 리터러시란 무용이라는 큰 덩어리를 

해석하는 해석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는 소양에서 비롯된 해

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는 소양에 열정, 심, 흥미, 성까지도 

다 들어간다고 요. 인내, 끈기 이런 인성 인 부분도 소양이라고 

보는데 … 무용을 알기 해서는 소양 인 측면에서 무용을 경

험을 해 야 무용을 제 로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고 , I-UI-140404-9)

사실 이고전이 주장하는 정서 및 인성과 관련된 정신적 소양은 지식적인 

전달로 단기간에 함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신적 소양은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내성적(內

省的) 과정을 요구하며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백승수, 2012). 이와 

마찬가지로 무용을 통한 내성력은 체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되는 앎은 여느 교육보다 깊게 각인된다(Best, 1985). 즉 

같은 내용을 다른 접근으로 경험해봄으로써 개인의 앎이나 지식이 내면에 

확실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되는 이고전의 면담내용은 무용경험

이 이고전의 삶과 앎을 어떻게 분명하게 해 주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제가 무용을 처음 했을 때] 는 그 때까지 받았던 교육 에 굉

장한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 (무용이) 이성 이었던 를 변

화시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도 모르게 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 (그런) 심으로 (무용을) 시작을 했는데 를 많

이 바꾸어주었어요. 겸손하게도 만들어줬고. 인내심이라던가. 그

런 걸 경험하게 해줬어요. 옛날엔 열심히 해라, 공부도 열심히 해

라 하면 그 ‘열심히’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냐. 시간 채우면 되는 거 아냐.’ (그 게 생각했는데) 그 ‘열심히’

란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정신 인 소양을 배우게 해줬어요.    

                                     (이고 , I-UI-14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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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무용은 “교육되는 과정”이 일반교육과는 다르다. 일반교육

이 하나의 앎을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것과 달리, 무용은 자신

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몸을 움직이고 동작을 만드는 과정에서 앎을 명료

하게 해준다. 이렇게  무용을 통해 앎을 명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용을 

통한 내성력은 삶의 의미를 찾아내어 자기화하는 역량을 강화시켜준다. 이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용이 우리의 몸, 즉 신체를 매개로 하여 교

육하기 때문이다.

무용은 신체와 두뇌를 모두 사용하는 활동 중 가장 창조적인 활동이다

(Gardner, 1983; Warburton, 2010). 무용은 몸과 정신의 융합적인 체계가 조화

를 이루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형태의 창작물이든 몸과 

정신이 하나로 융합되어야만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교수자 임마음은 무용은 몸과 마음이 융합된 교육으로 타 예

술장르보다 높은 교육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용은 자기가 몸으로 직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니메이

션이나 상매체 등 다른 [ 술장르]들은 간 경험인거고… 최종

으로 몸과 정신이라는 시스템이 융합되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무용이거든요. … 내가 직  참여하고 [내 몸을 통해] 느

껴지는 그 체험의 퍼센티지는 내가 상을 통해서 느끼거나 그

림을 통해서 느끼는 것과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해요. … 내가 직

 내 몸과 생각을 함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융합 인 자세, 그

게 무용교육이 다른 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죠]

(임마음, I-UI-140309-1)

또한 무용은 앎과 삶을 연결해준다. 무용은 앎과 경험을 논리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이러한 앎과 삶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삶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김문환, 2013). 이와 관련하여 한국무용을 

전공한 교수자 박영특은 승무의 철학을 학습자 삶에 적용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무용을 통한 내면화는 이전에 알고 있던 사실이나 앎을 

보다 명료화하도록 해준다. 이를 위해 박영특은 문화적 맥락에서 춤을 설명

하고 무용과 일상을 접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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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용을 가르칠 때도 그 문화  맥락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동작을 가르칠 때도 그것과 연 시켜서 하려고 하고요. 하는 것에

만 무 집착하지 않고 수업 과 후에 학생들과 토론도 많이 하

고 설명도 많이 하고 다른 춤을 볼 때도 그런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을 키워주려고 노력해요. (무용을) 삶으로까지 연장시

키는 게 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상 속에서 승무가 가지는 철학을 

삶 안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해요. 승무의 철학은 자신의 한이나 응

어리 같은 것들을 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희가 어떤 

고민과 걱정들이 있다면 그걸 정 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마

인드를 승무라는 춤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박 특, I-UI-140223-3)

 

이와 같이 무용은 우리의 습관이나 일상에 숨겨진 것, 잘 보이지 않는 것

에 집중하게 해줌으로써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Greene, 2000). 이런 점

에서 내성력을 함양하는 것은 학습자가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존재

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다(Sansom, 2009; Melchiora, 2011). 이런 점

에서 무용은 몸과 정신이 융합적으로 작용하여 앎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

이 삶 속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교육이다. 

이상 댄스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댄스 리터러시 함양

을 위한 무용 수업에서는 표현력, 이해력, 상상력, 소통력, 내성력 등을 강조

하여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표현력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나 몸

짓 등의 형상으로 나타내는 능력으로 이 능력이 함양되는 과정에서 창의력

과 자신감이 함께 향상된다. 이해력은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삶의 지식을 알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무용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의 연계를 

통해 이해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해력은 무용에 대한 이해를 삶으로 확장

하게 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폭 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

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댄스 리터러시에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개념이 

구분된다. 상상력은 우리가 체험한 것들을 종합하고 조직하는 능력으로, 기

존의 앎을 종합하여 변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창의력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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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미유발이 중요하다. 소통력에서

는 무용과 관련된 지식과 타학문 또는 타문화에 대한 관련 지식을 알고 두 

측면에 대한 지식을 종합할 수 있을 때 무용을 통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내성력에서는 무용이 기존의 앎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 그 깨달음이 삶 속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을 무용을 통

해 함양되는 표현적, 이해적, 상상적, 소통적, 내성적 자질의 총체로 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연구자의 댄스 리터러시 개념과 선

행연구들의 댄스 리터러시 개념의 유사점을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0 참조). 유사점은 연구자가 도출해낸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이 무

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유사하지만 기존 

연구와 달리 무용을 활용하는 능력을 표현력, 이해력, 상상력, 소통력, 내성

력 등으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댄스 리터러시 함양

을 위한 무용 수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무용을 통한 

앎과 삶의 연계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자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강조점

Tina 

Hong(2000)

무용을 앎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안목 의미
앎의 한 방식

Ann 

Dils(2007)

무용 감상수업에서 쓰기와 토론을 통해 

길러지게 되는 것

감상수업에서의 

쓰기와 토론

최의창(2011)
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들

무용의 기본적 

총체적 자질

서예원 

외(2013)

무용의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톷합능력

무용의 전반적인 

이해능력

임수진(2015)

무용을 통해 함양되는 표현적, 이해적, 

상상적, 소통적, 내성적 자질의 총체로 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무용을 통해 

함양되는 세부적 

자질

<표 20> 학자  교육자별 스 리터러시 개념의 유사 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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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는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를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교육의 교수자와 학습자로 선정하

였다. 교수자와 학습자를 다시 세부적으로 대학교수군, 대학강사군, 문화예

술강사군, 무용전공대학생군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댄스 리터러

시를 작고 좁은 축소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또는 확장된 개념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낱개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한 것으로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를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다시 각각 두 

가지의 세부요소로 구분하였고 그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그림 11 참조). 

[그림 11]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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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인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

회성, 정신성에서의 성(性)은 하나의 개념을 논할 때 갖는 성격으로 무용을 

통해 형성되는 능력을 의미하고, 각 세부요소에서의 력(力)은 그러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댄스 리터러시가 댄스 리터러시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 및 내

용을 의미한다.

댄스 리터러시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는 댄스 리터러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던 무용을 통해 갖춰지는 자질인 표현력, 이해력, 상상력, 소통력, 내성

력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댄스 리터러시 개념과 구성요소의 관련

성을 Moustakas(1994)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의 귀납적 범주 분석으로 분석

한 결과, 댄스 리터러시의 신체성을 통해 표현력이, 인지성을 통해 이해력

이, 감수성을 통해 상상력이, 사회성을 통해 소통력이, 정신성을 통해 내성

력이 주요하게 함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21 참조). 이에 다음절에서

는 댄스 리터러시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의 세부요소들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댄스 리터러시 개념

댄스 리터러시 구성요소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

표현력 ◉ ○ ○ • ○

이해력 • ◉ • ○ •

상상력 • ○ ◉ • ○

소통력 • ○ ○ ◉ •

내성력 • • • • ◉

<표 21> 스 리터러시 개념과 구성요소의 계성 분석

＊ ◉: 많음, ○: 보통, •: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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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체성

본 연구에서 밝혀진 첫 번째 댄스 리터러시 구성요소는 신체성(身體性)이

다. 이때 신체성이란 무용교육학자 Purcell(1994)이 제안하는 심동적 측면 또

는 Gilbert(1992)가 제안하는 신체적 측면과 관련된다. 댄스 리터러시의 신체

성은 표현력 향상을 지향한다. 이때의 표현력은 단순한 신체 움직임부터 창

의적이고 수준 있는 움직임까지를 포함한다. 연구 참여자 중 일부 교수자들

은 움직임은 인간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체를 

통한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움직임을 통한 자기표

현은 인간이 가진 가장 정직한 표현으로, 이것이 창의적인 자기표현에 이르

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함

을 강조하였다. 

움직인다는 것은 삶을 하는 데 가장 원 인 반응이고 행

인데 이 움직임을 통해 자기를 표 하는 것은 가장 정직한 표

이 될 수 있다. (조 술, OEQ-UP-140714-4)

신체성은 몸에 대한 기능적 이해, 바른 자세의 유지, 유연성을 함양할 수 

있는 신체운용력과 자신의 신체 인식과 움직임 요소의 이해를 통해 창의적

인 자기표현까지 가능하게 하는 동작수행력으로 구분하였다(표 22 참조).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

신

체

운

용

력

동

작

수

행

력

지

식

종

합

력

동

작

인

식

력

감

각

체

험

력

심

미

체

험

력

개

인

조

절

력

대

인

관

계

력

마

음

가

짐

력

자

기

집

중

력

<표 22> 스 리터러시 구성요소  신체성의 세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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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운 용 력 

신체운용력(身體運用力)이란 몸에 대한 기능적 이해를 통해 생활 속 일상 

움직임을 바르게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신체운용력에는 신체의 기

능적 이해, 바른 자세의 유지, 유연성 함양 등 무용 동작의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기 전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

다. 우선 무용은 신체를 움직이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몸 알기, 즉 몸을 인식하도록 해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의 신체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용교육의 장점이자 예술교육으

로서 필요한 이유를 피력하였다.

자기 몸 조 을 잘 하는 것이 문화 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

이 되어야 해요. (이평생, I-UP-140327-1)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제 몸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배우고… (김 의, I-DM(K)-140415-5)

몸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수자 전인성은 무용에서 몸에 대한 이해

란 단순히 신체의 기능적 이해뿐만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을 관할하는 정신

적인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움직이기 해서는 몸을 이해해야 해요. 몸을 이해하기 해서는 

신체 인 것과 정신 인 것, 두 가지 교육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고 요. (…) 신체 인 것과 정신 인 것이 [어우러진] 무용

은 종합 술이기 때문에 표 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어떤 술 장

르보다 극 화할 수 있고… ( 인성, I-UP-140705-5)

다음으로 신체운용력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바른 자세 유지와 관련하여 교수자 홍선인은 사람의 바른 자세는 타인을 대

하는 매너, 즉 사람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바른 자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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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과 무용의 자세 교정의 효과에 대해 제안하였다. 

 

자기 몸을 움직일  알게 되면서 자세가 좋아진다고 해야 할까

요.… 몸의 포지션은 정의 인 것과 연 이 있는 건데, 자세가 불

량하거나 신체  활동을 많이 안 하면 사람이 축이 되면서 사람

을 하는 태도에 향을 미치잖아요. 바른 자세를 갖는 것도 포

함이고 다른 사람을 할 때의 매 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홍선인, I-UI-140221-2)

무용 수업에서 동작의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평소 써보지 

않았던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과 자신의 체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신체운용력은 무용을 통해 일상의 움직임을 바르게 취할 

수 있게 도와주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움직임을 구사하는데도 유용하다. 

무용 동작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해요. … 기능 으로 뛰어난 걸 먼  찾기보다는 안 쓰던 몸을 조

할  아는 거랑, 비만 문제와 [ 련해서] 체형 조  등에 해

서 [강조하는 것이 더 요해요.] (홍선인, I-UI-140221-2)

신체부 를 이용해 움직임을 직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표 을 

몸으로 표 하고, 우리가 겪는 생활 속 일반 인 움직임을 몸으

로 표 해서 나 에 쓸데가 많을 것 같다.

(조열정, I-TA-140418-22)

신체운용력 중 유연성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예술 강사들에 

의해 주로 강조되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으로 유연성 향상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신체 기능 으로 스트 칭을 자주 하게 되다보니 유연성이 향상

돼요. (조열정, I-TA-140418-22)

신체 인 측면에선 몸을 움직이다 보니 스트 칭도 되고,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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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워지는 느낌이라던지 몸의 변화를 느껴야지 좀 더 민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죠. 근육의 사용 범 가 넓어지기도 하고.

(진창의, I-TA-140416-6)

교수자 신이해는 춤의 생활화를 지향하면서 신체운용력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신이해는 라반의 이론과 원리를 활용하여 창작, 연기, 실기 등을 문

화와 연결시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자신의 대학 교양수업에서 활용

한다. 신이해에 따르면 라반이론을 적용한 일상 움직임에 대한 학습은 학생

들이 무용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는 (사람들이) 춤을 생활화하길 바랍니다.  (방법론에서) 라

반원리를 활용해요. 라반이론은 일반 사람들이 가장 기 인 동

작을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수  있는] 무용교육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아주 [기 으로] 설명한 이론이에요.

(신이해, I-UP-140430-3)

이와 같이 신체운용력은 무용에서 특별한 동작을 표현할 줄 능력이 아닌 

몸에 대한 기능적 이해를 바탕으로 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생

활 속에서 실천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2) 동 작수 행력 

동작수행력(動作修行力)이란 자기의 생각 및 감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동작수행력은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임 

요소를 이해하여 동작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단순한 움직임부터 창의적인 

자기표현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동작수행력과 관련하여 교수

자 신이해는 일반 학습자를 위한 무용은 춤 자체의 움직임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몸의 반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작수행력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몸을 움직일  알아야 해요. (춤)장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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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몸의 가장 기본 인 반응이라 해야 하나, 육감이라 해야 하나, 

육감을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생각해요.

(신이해, I-UP-140430-3)

교수자 이고전은 기능 및 기술 습득에 치중된 무용 수업은 단순히 움직임

만을 배우고 단련하는 것으로 그러한 춤을 추는 사람을 꼭두각시에 비유하

였다. 이고전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는 자기만의 동작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작수행력 함

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용이 단순히 움직임만을 하는 … 꼭두각시가 아니잖아요. 꼭두

각시를 기 으로 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무용]은 

기술을 바탕으로 고차원 인 표 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 

표 을 하기 해서는  스스로만의 표 까지 [가야해요.]

(이고 , I-UI-140404-9)

또한 이고전은 기본적인 무용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표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용을 통한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

하고 무용을 통한 만족감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몸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는 동작 수행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내가 원하는 로 몸을 움

직이고 그 때 느껴지는 행복감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계속 

몸에 심을 갖게 되죠. 일반인도 기능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단지) 수 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이고 , I-UI-140404-9)

이와 같이 신체성은 신체운용력과 동작수행력 이외에도 공간인지능력과 

예술감상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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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지 성 

댄스 리터러시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인지성(認知成)이다. 기존 무용교육

학자들이 주장한 인지능력은 창작무용에서의 움직임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인

지적 발달을 강조하였다. 물론 Gilbert(1992)는 Purcell(1994)과 다르게 무용을 

통한 문화와 무용 역사의 이해도 강조하였지만 이 역시 무용 자체의 학습효

과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의 인지성은 기존 무용학자들

이 주장하는 인지성과 맥락은 같으나 기존 무용교육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무용의 간학문적, 다학문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무용을 통해 어떻게 인지성이 발달하는가? 무용에서는 여느 교

육처럼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두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이

나 미술처럼 신체의 한 부분 또는 일부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다. 무용에

서는 자신의 온 몸과 정신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무용의 교육적 가치는 

자연스러운 교육으로 학습에 대한 부담감 없이 무엇인가가 은근하게 교육된

다는 것이다.

 

춤을 추다 보면 [자신이] 인지 으로, 정의 으로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 춤추다 보니깐 나도 모르게 “아, 창의인성이 

향상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평생, I-UP-140327-1)

댄스 리터러시의 인지성은 이해력 향상을 지향한다. 이때의 이해력은 무

용과 관련된 지식의 이해와 무용동작 자체에 대한 이해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댄스 리터러시의 인지성은 무용의 학제 간 접근을 통해 다양한 학문의 

기초지식을 함양하는 지식종합력과 동작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움직임

에 내재된 사회, 문화적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동작인식력으로 구분하였다

(표 23 참조). 지식종합력과 동작인식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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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

신

체

운

용

력

동

작

수

행

력

지

식

종

합

력

동

작

인

식

력

감

각

체

험

력

심

미

체

험

력

개

인

조

절

력

대

인

관

계

력

마

음

가

짐

력

자

기

집

중

력

<표 23> 스 리터러시 구성요소  인지성의 세부요소

1) 지 식 종 합력 

지식종합력(知識綜合力)이란 무용의 학제 간 접근을 통해 다양한 학문의 

기초지식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무용은 다양한 학문분야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학문분

야의 기초지식을 함양하는 데에 유익하다. 다시 말해, 무용의 인접학문인 예

술분야는 물론 타 학문의 연계성을 통한 인지적 성숙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

용을 통해 지식종합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수자 채신념은 무용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관점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무용과 타 예술장르를 연계하

는 무용 수업을 진행한다. 채신념은 무용을 비롯한 여러 장르가 서로 연계

되어 학습될 때 학습자의 표현력과 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등학교) 고학년 무용 수업을 [단계 으로 진행했어요.] 반에

는 그냥 (무용작품을 보여주고) 감상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 희가 느끼는 게 뭐가 있니?”, “무용과 미술이 만나면 어

떤 문화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단계 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몇 학 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서커스와 

무용이 나와 있는 태양 서커스 상을 보여주었더니 아이들이 무

용이 다른 것(분야)을 만나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

면서 “그림을 보고 느낀 것을 몸으로 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

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때, ‘아. 두 가지 는 세 가지 술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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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나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끌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채신념, I-TA-140105-PL)

무용의 학제 간 접근을 강조하는 댄스 리터러시에서는 통합된 배움의 그

물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즉 ‘래티스(lattice)’의 은유처럼 

학습자는 상호 연결되어있는 아이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더 깊고 더 용이

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원론적 관점으로 댄스 리터러시에서

는 무용 교육과정 내용의 확장을 추구한다(Hong, 2000). 교수자 이현인은 래

티스 원리의 관점에서 무용교육을 강조하였다. 이현인은 무용을 통해 자신

이 속한 세계를 해석할 수 있고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하나의 배움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여

러 요소들을 성장하게 합니다. 어린아이의 손놀이가 아이의 신

체와 지 인 측면을 함께 발달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따라서) 하나의 텍스트에 한정되거나 특정 역에 치 한 무용이 

아닌 다양한 측면- 볼  알고, 그 발생과 문화  배경을 알고 

체험하고 응용하고 결과를 창출하는-에서 무용교육은 무용을 포

함한 술과 재의 문화를 공유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니다. (이 인, OEQ-UI-140109-PL)

무용의 학제 간 접근은 주로 문학, 과학, 경제학, 인문학, 언어학, 생리학 

등의 학문분야와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대학 강사이자 문화예술교육 단체인 

아트 커뮤니케이션 21의 대표로 활동 중인 서문화는 무용의 학제 간 접근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그 나라의 의상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게 춤에는 온 히 나타

나니깐 춤을 통해서 문화 술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춤을 통

해서 문학 작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과학 인 지식도 얻

을 수 있어요. 를 들어 발 의 기 면이라든지 심축에 련된 

과학 인 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춤으로 경제를 느낄 수도 있

을 것 같고. 왜냐면 춤의 감상  구조에는 경제라던지 경 의 의도



- 147 -

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춤을 통해서 언어 이고 인문학 인 지

식도 얻을 수 있어요. 용어 자체가 외국어니깐 그런 부분에서 근

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생리학 인 것도 되겠죠.

(서문화, I-UI-140407-10)

이러한 무용의 학제 간 접근을 통해 인간의 인지적 측면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용교육에서는 이를 부각시켜 무용의 인지적 차원의 목적을 

실천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자 이고전은 무용에서도 타 학문

과의 연계성을 통한 지식의 이해가 되도록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타 학문과의 연계성을 통한 (지식의) 이해가 [되어야 해요.] 얼

마나 내가 많은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잘 조합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우수한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그걸 잘 조합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역량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다양한 지식이 들어왔을 때 

그걸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인지 )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

아요. (이고 , I-UI-140404-9)

연구에 참여한 교수자들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문화적 가치를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연극, 술, 만화 이런 것들이 다 무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

용이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작품 안에 다 들어 있잖아

요. 궁극 으로 문화 술이라고 했을 때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용 장르라고 생각해요. (홍선인, I-UI-140221-2)

문화라는 게 한 세 가 리는 공동체의 결과물이잖아요. 그  

하나가 무용이고 …  (김의지, I-TA-140321-4)

무용의 문화적 가치는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자리매김한 무용관련 교과

목의 개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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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통합형 교양과목’은 2002년부터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등 네 

영역의 주제통합형 교양과목으로 학제 간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김형숙, 

2010). 이러한 주제통합형 소양교육은 20세기 음악, 미술, 무용이 사회 문화

현상 속에서 변화된 과정을 논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 신

이해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주제통합형 소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였

다. “춤춰라, 내 몸에 지성을 품을 것이다”는 <몸과 움직임 읽기> 수업에서 

지향하는 바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으로서 강좌명의 부제이다. 이것은 무용

을 통한 소양 함양과 무용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무용교육에서도 무용을 통한 문화와 무용 역사를 강조하였

지만 무용을 위한 이론 자체에 치중되었다. 예를 들어 무용 역사를 통해 전

반적인 역사를 배우기보다는 무용 자체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유명 무용

수의 생애나 무용사의 흐름 등을 이해하는 것에 그쳤다. 이렇게 한정된 무

용역사를 배우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학습자 

김열의는 대학 무용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론이든 실기든 역사 자체를 무용과 목시켜서 배우고 싶어요. 

… 무용에 한정된 역사가 아니라 … 

(김열의, I-DM(K)-140513-9)

이와 같이 인지성의 지식종합력은 무용의 학제 간 접근을 통해 발달되는 

전반적인 학문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종합하는 능력으로 예술과 학문과

의 연계를 통한 인지적 성숙을 가져온다.

2) 동 작인식 력

동작인식력(動作認識力)이란 동작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움직임에 내

재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

력을 의미한다. 동작인식력은 무용을 만들고, 보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석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능력이다. 이때의 이해는 동작 및 움직임 자체에 

대한 이해부터 무용의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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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을 통해 동작인식력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두 가지 측면의 발달과정

이 있다. 첫 번째는 무용 창작을 통한 사고력 발달이다. 무용과 무용창작 과

정에서 기술을 연습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이것을 춤으로 풀어가는 과정에

서 사고력이 발달한다(Hong, 2000). 이처럼 창작이 사고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는 창작 무용의 이해를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무용교습방법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교대 

학생들 대부분이 무용의 경험이 없거나 적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훗날 초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표현활동을 가르치기 위한 창작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방법론을 터득하게 된다. 

1학기 때 창작 무용의 이해라는 수업을 하고, 2학기 때는 무용 교

습 방법론을 하는데,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악이나 

주제를 정해서 학기 말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것 것 

다양한 직·간  체험을 통해서 는 여러 가지 이론 인 논문 

같은 걸 간단하게라도 독해해서 지식을 알고, 그걸 가지고 창작하

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평생, I-UP-140327-1)

그렇다면 왜 동작인식력이 필요한가? 동작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도 가르

쳐야 하는가? 그렇다. 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동작인식력이 있어야 

한다. 동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닐지라도 동작을 보고 그 의미를 느

낄 수 있고 공감할 줄 아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교수자 조예술

은 일반 사람들이 무용에 문외한이듯, 자신이 스포츠에 문외한인 이유는 자

신이 스포츠의 룰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전문적인 무용교육만은 

받아온 그녀에게는 스포츠 룰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무용에 대한 룰이 소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난 아직도 야구나 축구가 재미없어요. (경기) 룰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축구에 한 룰을 알 (교육 ) 기회가 없었던 

거지. 아마 내가 룰을 안다면 나도 웬만큼은 심을 [가질 수도 있

을 텐데.] … 같은 (이치로) 문화 술교육에서도 [무용을] 알 

수 있도록 소개해야 할 것 같아요. (조 술, I-UP-140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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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무용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동작과 움직

임의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술은 한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표현하

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 없이는 예술

을 통해 잠재력을 깨우치지 못한다(Richmond, 2009). 예를 들어 학습자 송바

름은 공연 관람을 통해 흑인 춤 동작에 내재된 민족성을 알게 되었다고 언

급하였다.

(제가) 에디 말  공연을 봤는데… 개 공연을 볼 때 팜 렛에서 

안무가의 의도를 먼  읽고 공연을 보잖아요. 그런데 는 거의 그

러질 않아요. 먼  공연을 보고 ‘ 게 도 체 뭘 의미하는 걸까?’

하고 추측을 해요. 에디 말  공연에서도 흑인들의 크럼핑 스

가 인상 이었어요. 알고 보니 옛날 LA 흑인 폭동 사건을 토

로 [그 작품이] 나왔데요. 흑인 자신들의 욕구를 표 한 게 크럼

핑 스의 유래라고 하더라구요. (송바름, I-DM(K)-140109-PL)

댄스 리터러시의 인지성에서는 인간사에 내재되어 있는 무용의 사회․문화

적 가치를 포함하는 인지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인지성은 동작 원리

에 대한 이해와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및 학문의 지식을 이해함으로써 

사고력을 확장시켜줄 수 있다. 

다. 감수 성 

댄스 리터러시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감수성(感受性)이다. 감성(感性) 혹은 

감수성은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혹자는 감수성을 감성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감성을 감수성과 동일한 수준의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해석하

는 입장도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감수성은 후자의 입장으로 감수성과 

감성을 동등한 수준의 인간 인식능력으로 간주한다.

무용은 기술만 경험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상상력을 함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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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시킴으로서 감수성을 길러준다(김재은, 2013; 김화숙, 2009). 현장에서 문

화예술을 가르치는 교수자 진창의는 무용의 미적인 체험을 통해 사람들의 

감성이 자극되고 감수성이 발달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은 미적 

체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무용을 통한 미적 체험을 통해 학

습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용이 술이다 보니깐 무용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고 무언가 

보고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문화 술교육을 배워서 같은 

걸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수성이 발달하죠. 결국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진창의, I-TA-140416-6)

댄스 리터러시의 감수성은 상상력 향상을 지향한다. 이에 댄스 리터러시

의 감수성은 무용의 창작을 통해 발달되는 감수성과 무용의 감상을 통해 발

달되는 감수성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창작을 통해 발달되는 감

수성을 감각체험력으로 감상을 통해 발달되는 감수성을 심미체험력으로 구

분하였다(표 24 참조).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

신

체

운

용

력

동

작

수

행

력

지

식

종

합

력

동

작

인

식

력

감

각

체

험

력

심

미

체

험

력

개

인

조

절

력

대

인

관

계

력

마

음

가

짐

력

자

기

집

중

력

<표 24> 스 리터러시 구성요소  감수성의 세부요소

1) 감각체험력 

감각체험력(感覺體驗力)이란 감각기관을 통한 깨달음을 움직임으로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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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서 표출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무용의 창작이나 시연 및 공

연을 통해 발달되는 감수성을 의미한다.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나 동작을 시

연하기 위해 인간의 두뇌와 함께 시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은 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움직임과 사고와 느낌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는 감각체험을 하게 된다. 

다양한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확장해 준다(Greene, 

2000)는 관점에서 볼 때 무용을 통한 감각체험은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열어

주는 새로운 예술체험이 될 수 있다. 무용의 감각체험을 통해 경험하는 상

상력 확장은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세상을 새롭

게 보고, 느끼게 해 주는 새로운 체험이 된다. 이처럼 상상력 확장은 예술을 

통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감정에 노출될 때 가능하다. 

감수성은 기쁨, 슬픔, 분노, 공포, 사랑 등의 감정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

하면서 발달되는데 이러한 감정표출은 완성된 동작을 모방할 때 보다는 자

신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 때 더 잘 드러난다(서지혜, 2005). 이런 점에서 감

각체험력은 자신의 감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창의력을 발현하는데 심미

체험력보다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감각체험력

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완성된 동작을 보여주기 보다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창작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유치원 때 소고춤 한 번 안 해본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 몸을 움직이는지, 조 하는지, 어떻게 

음악에 맞춰서 나를 표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요.] … 친구랑 

같이 손  치기도 하고 리듬도 만들고 (우리)민속춤도 배우고 세

계 민속무용도 배우면서 … 주제를 정해서 음악을 선정하고 표

하는 활동을 해요. (이평생, I-UP-140327-1)

무용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움직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감각체험을 통한 내

면화 과정을 거친다. 이에 교수자 박영특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

서는 감각과 감성 자극을 통한 내면화가 무용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박영특은 학습자의 감각을 자극하고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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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용 테크닉을 가르칠 때도 감정의 내면화를 강조한다.

그 춤이 갖는 감성과 [그것으로 인해 갖게 되는] 감정이 요할 

것 같아요. 감정을 알고, 내면화하는 것까지 요한 것 같아요. 내

면화라면 추상 인 말인데, 어떤 내면화되면 자신이 가진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내면화는 평상시의 자기감정 안에

서도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박 특, I-UI-140223-3)

 결국 무용이 행해지는 방식은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

현해내는 과정(이수진, 2012)인데, 무용에서는 감각체험과 감성자극을 통한 

미적인 경험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박영특은 무용을 경험한 사람은 감

각적으로 깨어있어서 일상에서도 예술을 더 잘 느끼고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였다.

(무용은) 감각을 자극해요. 그래서 (무용교육을 경험한 사람은) 일

상생활에서도 무디지 않고 다양한 일상  자극에서도 감각 으로 

깨어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보

고, 듣고, 느끼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맛 볼 수 있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요해요. (박 특, I-UI-140223-3)

이처럼 무용의 감각체험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내면화 과정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감각체험을 통한 내면화는 자기가 무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감

정을 확실히 깨닫게 해준다.

이와 같이 움직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사물이나 현상을 여러 관

점에서 살펴보고 지식을 통합하면서 사고하기 때문에 창작을 통해 발달되는 

감수성인 감각체험력은 상상력과 깊이 관련된다. 이런 관점에서 무용을 통

한 감각체험력은 인지, 감각, 상상력과 관련된 학문인 미학과 연결하여 교육

할 수 있다(Albers & Harste, 2007). 미학교육은 삶에서 예술의 역할을 이해

할 수 있게 해주고, 미학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일상의 지루함을 깨고 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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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다차원적 세계를 깨우치게 된다(Greene, 2000). 

2) 심미체험력 

 

심미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탐색(Green, 

2001)으로, 심미체험력(審美體驗力)은 경험을 통해 미적인 것을 판단하고 이

해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댄스 리터러시의 심미체험력은 무용 감상을 

통해 발달되는 감수성으로 이때의 감상은 상상력을 발달시키고 감정의 소지

를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Read, 1966). 심미체험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감상을 경험해야 하고 감상수업에서 감상하는 

법, 사고하는 법, 비판적 토론에 참여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한다(Dils, 

2007a). 이러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심미체험력을 함양할 수 있다. 

심미체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감상 방법은 기술의 발달로 점점 다양해

지고 있다. 이제는 고전적인 방식의 책이나 그림을 통한 감상, 최신 기계를 

활용한 비디오나 영상을 통한 감상, 그리고 전보다 많아진 예술문화의 향유 

등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

제는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줄 모르거나 생활 속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

을 정도로 문화예술에 친숙하기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거나 있었다하더라도 예술작품을 ‘보는 것 

자체’에 치중한 일방적인 감상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표면적인 감상은 

심미체험력을 함양시켜주지 못한다. 다시 말해 예술작품 앞에 그저 서 있는 

것은 미적 경험이나 삶의 변화를 충분히 유발시켜주지 못한다(Greene, 2000). 

예를 들어 대개의 경우 미술관에서 작품을 볼 때 작가이름과 작품 제목이 

기재되어 있는 작품 오른쪽 하단의 라벨을 찾아가며 감상하는데, 단순히 작

품을 보는 것 자체의 감상으로는 심미체험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심미체험

력을 함양하기 위한 감상은 학습되어야 하고 작품에 노출되어야하며 작품에 

대한 대화, 즉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Greene, 2000). 따라서 감상의 기

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 이전에 감상하는 방법을 학습시킬 필

요가 있다. 이에 교수자 박영특은 감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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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감상은 보고 느낌 말하는 것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감상의 방법 자체가 학생들에게 느낌을 써내라고만 [얘기하잖아

요.] 작품을 어떤 기 으로 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 물

론 제가 받은 교육에 한정돼서 얘기 하는 거죠. [제가 받은 교육

에서는 감상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상문 써내라고 

하면 어떻게 쓰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무용

을 평가하고 감상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요소를 심으로 해서 어

떤 기 으로 야 하는지에 한 교육이 먼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박 특, I-UI-140223-3)

감상할 줄 알게 되면 예술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진다. 사람들은 예술을 

경험함으로써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새로운 방법으로 

만나게 된다. 이에 교수자 이현인은 무용교육의 목적을 학습자의 긍정적인 

감정 및 감성 함양에 두고 있었다.

무용에서 살을 맞 다는 것이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될 수 있

는 부분이라서 정서 인 안정감도 찾을 수 있고 …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삶의 질까지는 생각을 못할 수 있겠지만 그 작업 

자체를 하면서 즐겁다는 만족감은 확실히 느낄 것 같아요. 이건 

가 표 을 잘 했다, 내가 잘 했다가 아니라 표 하는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감정

인 측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

라 그런 작업을 했을 때 무용이 아닌 다른 작업을 할 때도 향

을 미칠 수 있어서 체 으로 그 아이의 삶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인, I-UI-140129-PL)

감상을 통해 사람의 자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예술을 음미하고 창조할 

수 있다. 예술을 제대로 음미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미(美)의 기

준을 알고 판단하는 능력인 미적 판단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

의 통찰력을 통해 예술을 경험하고 예술의 가치에 더 깊은 이해력을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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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획득된다(Richmond, 2009). 즉 미적 판단력은 예술을 볼 수 있고 분석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다. 미적 판단력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자가 예술을 의미 있게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무용은 타 

예술장르보다 더 낯선 경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자유로운 표현

의 기회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자 박

영특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천하

고 있었다.

(춤에서)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

을 것 같거든요. 무용을 하는 것, 아는 것, 감상, 그 모든 걸 가

르칠 때 학생들이 즐거움을 맛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요해

요. 기쁨을 맛보도록 해야 해요. 를 들어 음악  요소를 활용해

서 무음으로도 한 번 보게 하고, 음악을 입 서 보게 하고, 그랬을 

때 어떠한 차이 이 느껴지는지. 이 게 수업의 목표를 [간단하게 

정해서] 아이들이 그 요소를 맛 봤을 때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

는지를 느끼게 하는 게 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이 좋은 것들을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어떤 취미들도 

있지만, 그런 취미보다 내가 무용을 즐기고 싶단 느낌까지 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특, I-UI-140223-3)

이와 같이 무용교육에서 감수성이란 차원은 무용의 창작과 감상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김재은, 2013). 감각체험을 통해 내면화를 경험하고 심미체

험을 통해 미적 표현력 및 판단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무용의 두 

측면, 감각체험과 심미체험을 통해 만족감, 즐거움, 행복감 등의 감정적 소

지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감각적이고 심미적 경험의 자극이 강할수록 그리

고 자극이 지속될수록, 인간의 감정이 유발되며 이것은 상상력을 발달시키

는 데 긴요하게 작용한다(김재은, 2013).

라. 사 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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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리터러시의 네 번째 구성요소는 사회성(社會性)이다. 통상적으로 사

회성이란 사회생활을 순조롭게 해나가기 위한 특성 및 능력으로 사회성이 

좋은지, 그렇지 못한지는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과 대인관계의 원만

성에 따라 평가된다. 무용에서 사회성은 무용교육학자 Gilbert(1992)에 의해 

보다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무용교육에서는 교육의 효과로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발달을 주로 강조하였다. Gilbert는 무용교육의 사회

적 효과로 협동하는 것, 생각을 공유하는 것, 리더십과 몸가짐을 배울 수 있

다고 주장하면서 무용에서의 사회성 함양을 강조하였다. 

댄스 리터러시의 사회성은 소통력을 지향한다. 이때의 소통이란 자기 내

면과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타학문과의 소통, 타문화와의 소통 등을 포함

하는 것으로 자신에서 세계로 확장된 소통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을 개인조절력과 대인관계력으로 구분하였다. 자존감, 성취감, 성격, 

정서, 인내, 성실 등 개인의 내적 측면을 조절하는 능력을 개인조절력으로 

간주하고, 유대감, 친밀감, 공감, 배려, 소통, 존중, 예의범절 등 외적 측면을 

다루는 능력을 대인관계력으로 정의하였다(표 25 참조).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

신

체

운

용

력

동

작

수

행

력

지

식

종

합

력

동

작

인

식

력

감

각

체

험

력

심

미

체

험

력

개

인

조

절

력

대

인

관

계

력

마

음

가

짐

력

자

기

집

중

력

<표 25> 스 리터러시 구성요소  사회성의 세부요소 

1) 개인조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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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조절력(個人調節力)이란 신체 움직임 경험이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

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내면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

한다. 개인조절력에는 자존감, 성취감, 성격변화, 정서안정, 인내와 성실 등

이 있다. 개인조절력과 관련된 요인들은 주로 무용교육학이나 무용심리학에

서 정서적 측면을 다룬 연구에서 언급된다(손수연, 김선정, 2013; 이지현, 

2008; 이혜승, 2012; 임선영, 이연수, 2013). 이러한 연구는 주로 무용이 인간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는지 등의 교육적 효과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학습자와 교수자들은 무용을 통해 개인조절력이 

발달함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무용을 통해 자아성찰을 경험하고 

정체성을 인식함으로써 자존감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문화 술교육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자기에 해서 몰랐고, 나에 해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느껴

보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결국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생

각해보고,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해  수 있는 요한 교

육이에요. (박 특, I-UI-140223-3)

무용은 신체표 으로 타 장르보다 자신감을 극 화시켜 주기 때

문에 (문화 술교육의 한 역으로 필요하다)

(채신념, I-TA-140105-PL)

[무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춤을 춰서 즐거운 게 아니라, 나란 사람

을 완성시켜주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이고 , I-UI-140404-9)

삶의 주체는 나잖아요. 무용의 주체도 나고. 주체로서 무용을 통해 

자아존 감을 배우고 몸의 소 함을 느끼고 하면 삶에서도 나를 

좀 더 소 히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열의, I-DM(K)-140513-9).

한편 자신의 정서에 무용이 미친 가장 큰 영향으로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

은 성격의 긍정적인 변화를 꼽았다. 무용을 통해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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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용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내면과 정서를 갈고 닦는 예

술교육이기 때문이다(박혜연, 2013; 최의창, 2011a). 다시 말해 무용을 통해 

내면에 있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자아를 확인하면서 성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무용은] 몸으로 하는 소통이기 때문에 성격변화에 [ 향을 줘요.] 

어떤 아이들은 춤을 추면서 소극 인 성격이 극 으로 되요. 왜

냐면 몸이라는 게 무 정직하기 때문이죠.  모든 학생들에게서 

성격의 정 인 변화를 가져오는 걸 봤어요. 인간의 호르몬이 얼

마만큼 정 이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지 (경험하지 않으면 모

르죠). 운동을 하는 이유와 비슷한 것 같아요.

(조 술, I-UP-140707-4)

무용에는 자신의 성격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작품이나 춤추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성

격을  못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무용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깨닫고 는  사람은 이런 성향인데 춤을 출 때는 런 

면도 있구나를 많이 깨달음으로써 인성 인 부분도 변화할 수 있

는 것 같아요. (송바름, I-DM(K)-140109-PL)

제가 받은 무용의 정서  향은 성격과 발표력 향상이에요. 무용

을 해서 성격도 [ 정 으로] 변화 고 남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도움이 어요. (정차분, I-DM(K)-140513-10)

또한 정서안정도 무용의 주요한 교육적 효과 중 하나이다. 교수자 임마음

의 경우 자신에게 무용은 감정을 정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임마음은 무용을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이러한 춤의 매력에 매료되어 춤을 

전공하게 되었다. 임마음에게 무용은 표면적인 움직임이 아닌 심오하고 깊

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몸짓이다. 학교 무용 수업을 통해 무

용을 처음 접한 임마음은 몇 번의 무용 수업이 자신의 긍정적인 정서에 너

무나 의미 있고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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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용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은 하게 정화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말로, 난 오늘 힘들었어, 고통스러웠어, 아님 난 무 즐거

웠어. 이 게 말하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를 

들어 난 행복해, 하늘만큼.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공간

감과 행복하다는 느낌이 그만큼의 이미지로 끝나고 표면 인 언어

의 의미로 끝이 나는데 … 아주 작은 구멍 안에 엄청나게 [깊으

면서 많은 층을 갖고 있는] 게 무용이거든요.

(임마음, I-UI-140309-1)

무용을 전공한 다수의 사람들은 인내와 성실이라는 개인조절력을 배양하

게 된다. 학습자 김성실과 교수자 조예술은 모든 사람이 무용을 통해 인내

와 성실이라는 자질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무용을 전공한 사람

들은 대부분 인내와 성실이라는 개인조절력을 함양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무용을 오랜 기간 깊이 있게 체험한

다면 인내와 성실이라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공을 했기 때문에]무용교육을 통해 인내와 성실을 배웠어요. 

공하지 않았다면 인내와 성실이 몸에 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로페셔 하게 가려면 당연히 인내라는 것과 엄청난 몰입이 

필요해요. (조 술, I-UP-140707-4)

무용이 일상생활에 미칠 수 있는 향은 인내심이 요. 동작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자기 자신에 한 인내심이요. 같이 하다보면 

두 사람이 같이 춤을 추더라도 같은 속도로 갈 수 없다고 생각

해요. 한 사람이 빠를 수 있는데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

려  수 있는 능력, 인내심이죠. 그 외에 상 방과의 조화, 사람

을 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에게  가장 큰 

향은 인내심 함양인 것 같아요. (김성실, I-DM(M)-140321-1)

 

이상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개인조절력이 

배양됨을 피력하였다. 즉 무용을 하고, 보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

은 성취감 경험, 자존감 고취, 성격 변화, 정서 안정, 인내와 성실 등을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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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내적 측면의 사회성을 함양시켜준다.

2) 인 계 력 

대인관계력(對人關係力)이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유지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동기유발이 되기도 하고 자

신의 지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서로의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그런데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도 

없이 살아간다. 이러한 삶의 반복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고립을 야기

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는 소통을 강조한다. 타인과의 소통, 사회와

의 소통, 문화 간의 소통 등 “소통”이 화두인 시대이다. 문화예술교육이 확

장되고 활성화되면서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도 강조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소통능력을 배양하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문

화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다(김세훈 외, 2004). 따라서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강조한다. 이에 문화예술교

육으로서의 무용에서도 춤의 기능 및 기술적 측면보다는 사회성을 강조하면

서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교수자 이고전은 문화예술교육을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서

는 인격함양을 위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화 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 이면에 가장 핵심은 인간답게 살

기 한 것이에요. 그러려면 더불어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 사

회  구성원으로서 소통이 원활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격  소양이 

심이 되어야 해요. (이고 , I-UI-140404-9)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을 통한 관계형성을 중요시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을 강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

교육에서는 무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



- 162 -

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무용이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니깐 (무용 수업에서는) 래

포형성(상호간 이익이 되는 계)하는 것이 요해요. 그 형성하

는 시기를 주고, 서로 친해지면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몸을 움직여서 생각을 표 할 수 있도록 단계 으로 해요.

(서문화, I-UI-14-4-7-10)

같이 움직이면서 사회성, 특히 인 계 발달에 좋아요. 요새 학

교 폭력도 체육을 통해서 방된다고 하는데 무용교육은 학  단

의 아이들이 하나의 일원으로서 원활하게 조화롭게 여러 사람

들과의 인 계 구성에 굉장히 좋아요.

(이평생, I-UP-140327-1)

모든 사람이 함께 수업하고 춤을 추면서 사회 계를 배워요. 선

생님하고의 계까지도 … (조 술, I-UP-140707-4)

어떻게 무용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가? 왜 무용이 관계성 유지에 

효과적인가? 이에 대해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신체접촉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

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춤

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학습자 김예의는 실기실에서의 수업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실 수업보다 또래와의 친밀감과 유대감

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다고 언급하였다.

학교에서 무용을 배우다 보면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 듣는 타 학과 

학생들보다는 친구들하고 같이 몸 움직이고 땀 흘리면서 친 감

과 유 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친구들에게 해야 할, 하

지 말아야할  등을 배우는 것 같아요.

(김 의, I-DM(K)-140415-5)

애들이 안 하던 걸 몸으로 표 하게 되면 자신감도 갖고 독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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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도 하고 밝아지는 등 정  효과가 많은데, 무용을 통해서 두

드러지는 것은 다른 친구들과 유 감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홍선인, I-UI-140221-2)

다른 아이와 얘기 안 하다가도 무용 교육 안에서 같이 활동해 보

라고 하면 잘 모르는 아이들과 화를 하고 신체  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유 감을 형성하게 되요.

(이 인, I-UI-140129-PL).

또한 다수의 학습자들은 유대감과 친밀감 이외에 무용을 통해 자신이 가

장 크게 배운 것이 예의와 배려 등의 인성과 관련된 덕목이라고 언급하였

다. 이처럼 무용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은 무용이 지식 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앎을 내면화시켜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앎의 내면화는 그 

앎이 학문적 지식이든 삶의 실천적 지식이든 알고 있는 지식을 내적으로 명

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면과 정서를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해준다(박혜

연, 2013). 이러한 내면화를 통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통해 우리는 인성을 함

양할 수 있다(최의창, 임수진, 2013). 

무용을 처음 배웠을 때, 인성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가장 비 이 커요. 어른에 한 과 타인에 한 을 배웠

어요. (그리고) 표 하는 것도 있지만 타인에 한 배려의 차원에

서 제하는 것도 배운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 든다고 무조건 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해서 제할 수 있는 인성  배움을 

얻은 것 같아요. 신체 으로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김 의, I-DM(K)-140415-5)

는 단체 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무용을 한 

선생님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다보니 어른들에 한 의, 단체 

생활의 기본매 를 배웠던 것 같아요.

(정차분, I-DM(K)-140513-10)

이와 같이 사람들은 무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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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즉 무용을 통해서 사람과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회성이 발달한다. 이에 댄스 리터러

시에서는 사회성을 개인조절력과 대인관계력으로 구분하였다. 무용을 통한 

개인조절력은 개인의 내적인 측면을 조절하고 함양하게 하여 개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성의 명백한 구분은 무용교육에서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

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구체적인 수업목표를 설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 정신성

댄스 리터러시의 다섯 번째 구성요소는 정신성(精神成)이다. 정신성은 사

람의 마음 또는 영혼과 관련된다. 활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에 사

람의 마음이 들어갔을 때 새로운 리터러시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활자와 

마음으로 그려지는 이미지가 결합되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때 새로운 리

터러시 능력이 생긴다(Cowan & Albers,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댄스 리터러시의 정신성은 내성력을 지향한다. 정신성은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는 능력과 이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몰입을 통해 

참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댄스 리터러시

에서는 정신성을 열린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인 마음가짐력과 자

신에 대한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의 집중능력을 포함하는 자기 성찰 능력

인 자기집중력으로 구분하였다(표 26 참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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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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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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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동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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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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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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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력

개

인

조

절

력

대

인

관

계

력

마

음

가

짐

력

자

기

집

중

력

<표 26> 스 리터러시 구성요소  정신성의 세부요소

1) 마음 가짐력

마음가짐력이란 마음으로 그려볼 줄 아는 능력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능동적인 태도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의 능

력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마음가짐 자세를 말한다. 

마음가짐은 사람의 감각, 성격, 사고방식에 의한 일정한 태도로 도덕적 가치 

정향에 영향을 준다. 

예술은 오래전부터 동, 서양을 막론하고 일부 상류계층이 즐기는 연희를 

위한 기술이자 지적활동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술을 경험할 

기회는 흔하지 않다. 특히 공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을 경험해 볼 기회가 더욱 드물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이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문화

예술교육 관련 입법 활동과 사업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특별

한 활동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 문화예술강사를 꿈꾸는 무용전공대학생 김예의는 예술은 특별한 사람

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술이라는 게 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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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문화 술교육 같은 게 탄생하고 지원이 됨으로써 특별한 사람

의 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라고 새로운 정

의가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은 문화 술교육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 의, I-DM(K)-140415-5)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학습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으려면 먼저 자신과 무용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교수자 김배려는 문화예술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일상과 무용의 관련성을 인

식시켜주어야 하고, 수업에서는 일반적인 움직임이 무용이 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  무용이 나와 얼마나 련이 있고, 무용이 가지고 있는 내면

인 가치를 먼  알게 해 줘야 한다. 자신과 무용의 계를 알려

주기 해서는 일상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것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상식 이고 보편 인 역

사  내용에서 모티 를 따온다던지… 우리가 일반 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무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해줘

야 한다. (김배려, I-UI-140313-6)

일반적으로 자신과 무용의 관련성을 알고 무용에 동기유발 되고 흥미를 

느껴야 자신만의 창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통해 얻는 기쁨은 지식을 얻는 기쁨과는 또 다른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며 

그 경험은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 송바름은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문화 술교육 안에서 [무용교육을 배운다면,] 자신이 

에는  몰랐던 게 술이었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걸 깰 

수 있게 해주는 게 문화 술교육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요. 일

반 사람들이 무용을 가깝게 느끼게 해  수 있어서 ‘아~ 술 별

거 아니었구나, 이것도 술이 될 수 있구나’를 깨달음으로써 자

기의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는 거죠.(송바름, I-DM(K)-140109-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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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수자 이고전은 무용을 통한 성취감은 여느 교육에서 경험하는 성

취감과는 다른 차원의 성취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용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차별적인 성취감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그녀는 인지를 통한 성취감

과 체험을 통한 성취감은 서로 다른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데, 특히 체험을 

통한 성취감은 인지를 통한 성취감보다 강하고 심오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 는) 무용 교육의 가치에는 일반교육의 러스 알  향이 있

다고 생각해요. 그 알 가 성취감이에요. 나 스스로가 움직임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다르거든요. 내가 인지 으로 얻는 성취

감과 활동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은 좀 달라요. 이게 서로 시 지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이 일반 교육보다는 고 ? 즉 

한 단계 의 성취감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고 , I-UI-140416-9)

이처럼 무용을 통한 성취감, 즉 체험을 통한 성취감은 자신감을 키워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준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경험들은 삶에서 긍정

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 성취감과 

관련해서 교수자 홍선인은 무용에서 겪었던 상위 수준의 고통을 견뎌낸 기

억들 덕분에 수직적 관료제 사회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긍정적인 자세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일상에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무용을 통해 느 던 감정들이 

정 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 개인 인 경험으론,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스트 스를 많이 받고, 상하 계가 있는 료제 사

회에서 일을 할 때, 힘들긴 하지만 무용에서 겪었던 조  더 상

 수 의 고통을 견뎌낸 기억들이 [생활에서] 정 으로 작용

했던 것 같아요. (홍선인, I-UI-140221-2)

한편 학습자 송바름은 일반적으로 무용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용의 

이론이나 형식에 너무 얽매여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녀는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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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창의적인 움직임을 만

들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며, 이러한 습성은 일상에서의 열린 사고로까지 연

장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 까지 자기가 쌓아 온 지식 인 무용에 한 사고로는 무용을 

즐기지 못해요. 못 즐기는 이유는 이론 으로는 다 배웠어요. 그것 

때문에 무 틀이 많아서 그 틀을 깨고 자기만의 움직임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춤을 못 추는 게 아

닐까요. 기본 으로 자기의 무용에 한 생각의 틀, (손가락으로 

셋을 표시하면서) 내가 이거를 이 게만 보면 세 개밖에 못 요. 

근데 이 생각의 틀을 조  더 넓게 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쉬우면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송바름, I-DM(K)-140109-PL)

이와 같이 무용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다. 마음가짐은 도덕적 가치 정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음가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이 축적될수록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

질들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무용은 사람이 머리

로 이해한 것을 다시 신체활동을 통한 감정으로 경험하게 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통찰로 우리는 삶을 이롭게 영위할 수 있다. 

2) 자 기 집 력

자기집중력(自己集中力)이란 낮은 수준의 집중으로도 가능한 즐거움에서

부터 높은 수준의 집중으로 가능한 몰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자

기 성찰을 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신성의 마음가짐력이 사람의 감

각, 성격, 사고방식에 의한 도덕적 가치 정향에 영향을 준다면, 자기집중력

은 무용을 통한 체험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은 영혼, 즉 정신의 표현이다(Lawson, 1996). 그런데 사람마다 정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며 그 수준도 다르다. 예술로 정신을 표현하는 데 있

어서 일반 사람들의 표현 수준과 전문예술가의 표현 수준은 차이가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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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자신의 정신과 내면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겠

다. 교수자 임마음은 무용전공자의 창작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춤을 추기 

전에, 만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읽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 그녀는 무용은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자기감정을 드러낼 수 있

게 한다는 점에서 무용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자신의 마음을 읽는 법,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 

몸을 움직여 춤 춰내고 싶은지에 한 욕구와 욕망 즉 자신을 읽

어내는 방법을 먼  하게 합니다. (임마음, OEQ-UI-140309-1)

(무용은) 굉장히 철학 이고 추상 이지만 은 하게 자기 고백을 

세상에 토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 [무용은] 자기만의 

어떤 타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인

간에게 참으로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임마음, I-UI-140309-1)

정신을 표현하는 방법과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의 정신세계를 깨

닫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기감정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집중력은 차원이 다른 즐거움과 수준이 다른 집중력을 의미한다. 자기

집중력은 작품 감상이나 공연 관람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

다. 학습자 송바름은 무용에서의 집중력을 강조하면서 댄스 리터러시를 춤

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춤에 집중할 수 있는 능

력으로 간주하였다.

는 스 리터러시를 무용을 통해 자기감정에 집 하는 [능력

이라고] 생각해요. [이때의] 집 은 즐거움 차원에서의 집 을 말

해요. 어떤 공연을 보던지 평가는 능력, 공연을 얼마만큼 집 하

고 볼 수 있는지에 한 능력이에요.

(송바름, I-DM(K)-140109-PL)

정신을 표현하는 방법과 수준이 다르듯이 정신성을 느끼는 감정의 통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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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누군가는 자신을 우주 속의 또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반면 다른 이

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감정을 느낀다. 이처럼 예술은 일반적으로 우

주 또는 자연과의 연결을 갖는다(Grande, 1994; Hambly, 1998). 무용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자기집중력에는 낮은 수준의 즐거움인 흥미부터 높은 수준의 

집중인 몰입이나 카타르시스의 경험 등이 있다. 교수자 임마음과 서문화는 

몰입과 카타르시스 등의 자기집중력 기회를 제공하는 무용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몰입을 한다는 건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 안에 

집 하는 그 순간을 말한다. 내가 이 게 집 하는 순간 내가 뭘, 

어떠한 환타지를 느낀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과목이지 않을까.

(임마음, I-UI-140309-1)

신체 으로는 어 든 몸을 움직임으로써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있

으니깐 그걸 한 번 느껴보면 거기에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도

움이 될 것 같고. (서문화, I-UI-14-4-7-10)

이상과 같이, 일부 교수자들은 학습자가 무용을 통해 자기집중력을 경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기집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교수자 서

문화는 정신성 즉 인간의 영적인 면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무용

교육을 강조하였고 그녀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습자의 힐링 사례를 

소개하였다. 우울증과 폐쇄공포증을 각각 앓고 있었던 학습자들은 움직임을 

통해 에너지를 분출하고 공간을 예민하게 인지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정신세

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의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승화할 수 있었

다.

무용은 마음이 좀 풀릴 수 있는 힐링이라고 [생각해요.] 에 

아 마 상으로 하는 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우울증 있는 분과 

폐쇄공포증이 있는 두 아 마가 계셨는데 한 분은 무용 로그램

을 하고나서 우울증 약을 끊으셨다고 하셨고, 폐쇄공포증을 겪고 

계신 분도 버스도 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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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이지만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다른 아주머니들과 얘기를 하

고 그러면서 좋아진 것 같다고 고맙다고 그러셨거든요. (제 생각

에) 폐쇄공포증 걸리셨던 분이 좋아지게 된 이유가 무용에서 공간

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공간을 다 인지하고 내 주  사

람을 보며 춤을 춰야하니깐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

고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에 지를 분출하니깐 그런 면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서문화, I-UI-14-4-7-10)

정신성은 무용교육의 핵심적인 장점이다. 무용에서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 

낱개의 동작부터 연속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 정신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경험한 세상을 움직임 안에 그대로 드러낸다. 이것이 타 

교육과 구분되는 무용교육의 가치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댄스 리터러시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인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낱개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한 것이다. 이 다섯 가지 구성요

소는 무용을 통해 길러지는 세부 자질인 표현력, 이해력, 상상력, 소통력, 내

성력 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기존의 무용교육과 댄스 리터러시 관련 선행연

구에서 제시하는 교육목표인 지․덕․체 함양을 보다 세분화하였다(표 27 참

조). 다음 장에서는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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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
구성

요소
세부자질 정  의

표현력

(表現力)

신체성

(身體性)

신체운용력

(身體運用力)

몸에 대한 기능적 이해를 통해 생활 속 

일상 움직임을 바르게 취할 수 있는 능력

동작수행력

(動作修行力)

자기의 생각 및 감정을 움직임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능력

이해력

(理解力)

인지성

(認知成)

지식종합력

(知識綜合力)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의 기초지식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지식을 종합

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동작인식력

(動作認識力)

동작 및 움직임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맥

락을 이해함으로써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는 능력

상상력

(想像力)

감수성

(感受性)

감각체험력

(感覺體驗力)

감각기관을 통한 깨달음을 움직임으로 재

구성해서 표출할 줄 아는 능력

심미체험력

(審美體驗力)

체험을 통해 미적인 것을 판단하고 이해

할 줄 아는 능력

소통력

(疏通力)

사회성

(社會性)

개인조절력

(個人調節力)

신체 움직임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대인관계력

(對人關係力)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유지할 줄 

아는 능력

내성력

(內省力)

정신성

(精神成)

마음가짐력
긍정적인 마음과 능동적인 태도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의 능력

자기집중력

(自己集中力)

낮은 수준의 집중으로도 가능한 즐거움에

서부터 높은 수준의 집중으로 가능한 몰

입에 이르는 자기성찰능력

<표 27> 스 리터러시 다섯 가지 구성요소와 열 가지 세부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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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댄스 리터러시의 교수방법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무용교육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연

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댄스 리터러시의 교수방법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무용 교수방법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그 중 댄스 리터러시를 얻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적용 가능한 열 가

지 교수방법을 도출하였다.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은 댄스 

리터러시의 세부 구성요소별로 주요하게 활용되는 교수방법이 상이한 것으

로 드러났다. 이에 본 절에서는 댄스 리터러시 세부요소별로 교수방법에 대

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신체성의 신체운용력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에는 자세강조(姿勢强調)의 방

법이 있고 동작수행력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에는 인식유도(認識誘導)의 방

법이 있다. 인지성의 지식종합력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에는 지식연계(知識連

繫)의 방법이 있고 동작인식력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에는 발문제시(跋文提

示)의 방법이 있다. 감수성의 감각체험력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에는 감각자

극(感覺刺戟)의 방법이 있고 심미체험력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에는 감상제

공(感想提供)의 방법이 있다. 사회성의 개인조절력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에

는 내면집중(內面集中)의 방법이 있고 대인관계력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에

는 관계형성(關契形成)의 방법이 있다. 정신성의 마음가짐력 함양을 위한 교

수방법에는 자아감지(自我感知)의 방법이 있고 자기집중력 함양을 위한 교

수방법에는 반복연습(反復演習)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댄스 리터

러시의 의미와 구성요소에 따라 주요하게 활용되는 교수방법은 상이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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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방법 설 명

자세강조

(姿勢强調)

일상의 움직임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예로, 척추를 곧게 펴고 S자로 앉아 있도록 반복적

으로 강조하고 확인한다.

인식유도

(認識誘導)

신체를 탐색하여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게 하고 가능한 움직임으로 

표현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로, 자신의 신체를 짚어보고 느껴

보도록 한 후 몸을 움직여보도록 한다.

지식연계

(知識連繫)

춤을 타 예술 및 타 학문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

로, 무용을 자연과학적(생리학적, 역학적, 의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역사적, 철학적, 사회‧문화적) 지식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발문제시

(跋文提示)

움직임의 원리와 움직임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춤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

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나라의 날씨는 

어땠지? 움직임은 어땠어? 등 배운 것과 배울 것의 내용을 연계하

여 지속적으로 발문하면서 춤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감각자극

(感覺刺戟)

다양한 방법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로, 감각기관 

중의 하나가 없다고 가정하여 무언가를 들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

는 등 감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한다. 

감상제공

(感想提供)

다양한 감상 방법을 활용하면서 춤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로, 순수무용작품을 관람 또는 감상하거나 무용실습현장

(리허설이나 트레이닝 과정)을 관찰하도록 한다.

내면집중

(內面集中)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집중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

법을 말한다. 예로, 자신의 움직임을 직접 만들기 전에 자기 자신과 

삶을 먼저 성찰해보게 한다.

관계형성

(關契形成)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 간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이

끄는 방법을 말한다. 예로, 파트너 짓기나 모둠 짓기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주어 그 안에서 목표를 성취하도록 한다.

<표 28> 스 리터러시의 열 가지 교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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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 세부요소 교수방법

신체성
신체운용력 자세강조(姿勢强調)

동작수행력 인식유도(認識誘導)

<표 29> 스 리터러시 신체성의 교수방법

자아감지

(自我感知)

생각, 감정, 상황 등을 열린 자세로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

법을 말한다. 예로, 무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먼저 학습자

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습자의 삶과 무용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

끌어준다.

반복연습

(反復演習)

동작이나 작품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로, 짧더라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무용스텝(앙쉔느망)이나 이야기

가 있는 무용(레파토리)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한다.

가. 신체성의 교수 방법 

댄스 리터러시의 신체성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은 신체운용력을 함양시키

기 위한  자세강조(姿勢强調)와 동작수행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인식유도(認

識誘導)로 구분된다(표 29 참조). 

자세강조란 일상의 움직임에서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

켜서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체운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용 교수자는 바른 자세의 유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이에 교수자 

이평생은 무용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바르게 앉아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 

유발한다.

(무용은)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고 바른 신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요. … 애들이 항상 C자로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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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자로 앉아 있어라. 척추 펴고 팔다리 길게 하는 것을 늘 강조

해요. (이평생, I-UP-140327-1)

인식유도란 신체를 탐색하여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게 하고 가능한 움직임

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동작수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신체탐색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세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움직임을 파악하여 자기의 표현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에 학습자 정차분은 미래에 자신이 무용 교수자가 된다면 신체탐색을 통

해 무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정차분은 학습자가 신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움직이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댄스 리터러시

를 함양하기 위한 무용 수업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자신의 몸을 한 곳 한 곳 다 짚어보고 느껴보게 해 주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몸을 소 하게 여기게 되고, 그 소 한 몸으

로 무언가를 표 한다면 (자신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할 것 같아

요. (정차분, I-DM(K)-140513-10)

신이해는 동작수행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창작, 연기, 실기 등

을 가르친 후에 그것들을 문화와 연결시켜서 학습자들이 무용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신이해는 라반이론을 바탕으로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자신의 교양 수업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었다. 라반의 이론과 원리

를 적용하는 신이해의 교육과정은 사물이나 현상 관찰하기 – 기록하기 – 표

현하기 – 느끼기(해석하기) - 소통하기(평가하기)로 진행된다. 

라반 이론을 토 로 몸을 사용하는 방법과 몸의 발달단계를 연

결시켜서 창작과 연기와 실기와 그 다음에 그걸 문화와 연결시

켜 로그램을 만들죠. (신이해, I-UP-140430-3)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신체운용력과 동작수행력이 댄스 리터러시 함양

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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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것은 신체운용력과 동작수행력

이 무용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교

수방법의 부재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댄스 리터러시의 신체성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으로 신체운용

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자세강조와 동작수행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인식유도

의 교수방법을 제안한다. 

나. 인지 성의 교수 방법 

댄스 리터러시의 인지성과 전통적인 무용교육에서 논의하는 인지적인 측

면에서의 ‘인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댄스 리터러시에서는 세계에 존재

하는 지식을 무용 자체에 대한 지식(동작인식력)과 무용과 관련된 지식들(지

식종합력)을 아우르는 개념의 인지를 말한다. 반면 기존 무용교육에서는 무

용의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에 집중된 인지를 의미한다. 즉 전통적인 무

용교육에서의 인지적인 측면은 무용의 전문적인 내용에만 치중되어 왔기 때

문에 한국 무용의 역사를 배우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무용에 국한된 역사만

을 배웠다. 또한 해부학을 배우더라도 무용과 연계된 내용의 해부학이나 기

능적인 측면에서 해석된 해부학 수업이 아닌 이론적인 지식을 소개하는 데

에 그쳤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 김예의는 자신이 배운 무용의 인지적인 

측면을 아래와 같이 회고하였다.

역사를 배우긴 했는데 (인물과 작품에 한정된) 무용의 국한된 역

사를 주로 배운 것 같아요. … 몸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해부학

과 련해서 더 깊게 배우고 싶은데 아쉬워요. 무용과 연결시켜

서 배우고 싶은데 수업에서는 무용과의 연결성이 떨어지게 배운 

것 같아요. (김 의, I-DM(K)-140415-5)

한편 교수자 이고전도 기존 무용 교육에서는 무용에 한정된 인지적 지식

만을 가르쳐왔다고 비판하면서 무용을 삶이나 타 영역과 연계하여 교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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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 세부요소 교수방법

인지성
지식종합력 지식연계(知識連繫)

동작인식력 발문제시(跋文提示)

<표 30> 스 리터러시 인지성의 교수방법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지  측면 같은 경우는 무용에 해 한정되어 가르치는 게 아니

라,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 역이나 장르를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무용 술과 연 시켜 달을 하는 거죠. 총체 인 부분을 다른 

학문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달해  수 [있어야 해요] 무용 술

을 좀 더 가깝게 실제 내 환경과 연 시켜 이해할 수 있으면 좋

겠어요. (이고 , I-UI-140404-9)

이에 댄스 리터러시에서는 인지성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으로 지식종합력

의 지식연계(知識連繫)와 동작인식력의 발문제시(跋文提示)를 제안한다(표 30 

참조). 

지식연계란 춤을 타 예술 및 타 학문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것

은 간학문적 접근 혹은 다학문적 접근으로, 무용의 다학문적 접근은 인문과

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제 간 접근 방법의 무용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무용과 타학문과의 

연계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련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자 김배려는 역사, 철학, 문학, 생리학, 역학, 의학 등의 지식은 무용에

서 동일하게 중요하고 필요한 지식으로 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수

자가 이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많은 이론 인 데이터를 주기 해서 사회학 인, 역사 인, 

철학 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 

우리가 몸을 다치지 않고 잘 움직이기 해서는 기본 인 이론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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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리학 , 역학 , 의학 인 지식도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

에 어느 한 분야가 더 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인문학  

근도 요하고 몸을 사용하는 원리나 기  움직임의 요소들을 [하

기 한] 해부학 인 지식들도 같이 동반되어야 해요.

(김배려, I-UI-140313-6)

한편 아르테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자 채신념은 문화예술교육 경력 7

년차의 예술 강사로 다학문적 접근을 통한 무용 실기 수업을 구체적이고 체

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채신념은 한 나라의 민속춤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학생들이 배우게 될 민속춤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와 관련

된 지리학적, 건축학적, 언어학적 등 나라의 지역적, 민족적 특성에 대한 조

사를 학생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오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다양한 방

법으로 조사해 온 내용을 칠판에 모두 붙여 놓고 각자 조사해 온 내용을 설

명하는 기회를 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퍼즐 맞히기처럼 단편적 지식들

을 자연스럽게 종합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이해의 과정을 거친 후에 실기, 즉 춤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이 그 나라의 문화 인 배경을 알 수 있게끔 숙제를 내줘

요. 그 나라가 어디에 치해 있는지, 지붕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

떤 언어를 쓰는지, 기후는 어떤지, 그 다음 그 사람들의 특성이나 

민족성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조사 해 오게끔 해요. 어느 정도 (미

리) 알고 있게끔. 왜냐하면 무용 수업에서 [많은 걸] 달 해주기 

힘드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골라서 련된 

조사를 해 와요. … 인터넷을 찾아본다던지, 책을 찾아보고는 책을 

가지고 오거나 출력해오거나 해요. 그림 그려서 표 하게끔 해오라

고 한 도 있었어요.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오면 는 그걸 다 

칠 에 붙여 놨어요. 그 다음에 수업 반 10분 안에 각자 조사해 

온 걸 반 친구들에게 다 설명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조사

해 온 부분과 다른 친구들이 조사해 온 내용들을 통해 (머릿속

에서) 자연스럽게 퍼즐 맞추기를 하게 되죠. 그 게 아이들이 수

업내용을 통( 체 )으로 이해하게 되요. 그런 기본 인 이해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나라의 민속춤을 실기를 가르쳐요.

(채신념, I-TA-140105-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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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식종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용의 간학문적 접근과 다학문

적 접근은 댄스 리터러시의 인지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교수방법이

다. 따라서 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자는 무용과 타 예술장르 또는 

타 학문분야와의 관계성을 접목시킬 수 있는 무용과 관련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발문제시(跋文提示)는 동작인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

으로, 움직임의 원리와 움직임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

해 지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춤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앞에서 언급한 아르떼 강사 채신념은 민속춤을 가르칠 때 한 나

라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해보게 한 후 춤을 배우게 가르친다. 그녀는 학습

한 민속춤의 나라에 대한 개괄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다룬 후 춤을 가르칠 

때도 기존의 무용 수업처럼 춤 동작을 가르치는 데에만 치중하지 않았다. 

채신념은 학습자들이 움직임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춤 

동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배운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다. 채

신념은 지속적으로 발문하여 학습자들이 춤과 문화를 다시 연결 지어 생각

해보도록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깨닫고 동작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론 인 측면의] 기본 인 이해가 끝나고 난 뒤에는 민속춤 실기

를 가르치는데 그것 한 역시 약간 이해를 시키는 거 요. 를 

들어서 러시아의 민속춤을 하면은 러시아 춤 같은 경우에는 굉장

히 빠르고 경쾌한 동작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날씨와 연결을 시켜

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날씨가 어땠어? 그리고 네

덜란드의 춤 네 지난 시간에 배웠지? 거기는 움직임이 어땠

어? 그러면 거기는 날씨가 어땠다고 그랬지? 더웠다고 그랬지? 

그 나라의 약간 지역 인 특색이라던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 인 특성이라던지 이거와 같이 춤을 연결을 시켜서 (질문을 

하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채신념, I-TA-140105-PL)

이와 같이 댄스 리터러시의 인지성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에서는 학제 간 

접근 방법을 통해 기초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춤 동작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에 지식종합력에서는 지식연계의 교수방법을,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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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 세부요소 교수방법

감수성
감각체험력 감각자극(感覺刺戟)

심미체험력 감상제공(感想提供)

<표 31> 스 리터러시 감수성의 교수방법 

인식력에서는 발문제시 의 교수방법을 제안한다. 

 

다. 감수 성의 교수 방법 

  감수성 중 감각체험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에는 감각자극(感覺刺

戟)의 방법이 있고 심미체험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에는 감상제공

(感想提供)의 방법이 있다(표 31참조). 

감각체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각자극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감을 자극

하는 방법이다. 무용에서의 오감 자극은 시각자극, 청각자극, 촉각자극 등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감각체험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감각체험력과 관련하여 학습자 정차분은 자신이 상상하는 

교수법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 감수성을 키워주는 수업이라고 제안하였다.  

감각기   하나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리, 냄새,  [등을 이용

해서] 무언가를 들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는 등 감각 인 걸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차분, I-DM(K)-140513-10)

교수자 양예강은 학습자들의 감수성 함양을 위한 방법론으로 다양한 종류

의 음악을 들려주거나 춤을 가르치기 전에 음악을 먼저 들려주는 등 청각을 

자극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양예강은 학습자의 음악적 감수성을 자극하기 

위해 음악을 먼저 들려주고 그 음악에서 느껴지는 정서 및 감정을 신체 이

미지로 형상화하여 움직임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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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할 때 그 날 배울 동작을 알려주지 않고 음악을 먼  틀

어줘요. 이 음악에 맞춰서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을까 아님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지 상상을 하

게끔 해요. 그 다음에 동작을 알려주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미지를 

춤으로 만들도록 유도해요. (양 강, I-TA-140208-1)

심미체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상제공은 다양한 감상 방법을 활용하면

서 춤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다. 심미체험력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

해 미를 알고 판단하고 이해할 줄 아는 능력으로, 무용 감상을 통해 발달시

킬 수 있다. 따라서 심미체험력을 향상시키려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감상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통적인 무용 감상수업에서는 비디오 보기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감상의 

수업 방식으로 순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행히도 근래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통합교육 차원의 교양과목에서는 

감상 수업을 학생들이 감상하고 사고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는 등 과거와는 변모된 양상을 보인다(홍애령․임수진. 2013). 교수자 이고전

은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고전은 감상을 예술작

품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무용현장을 참관하는 것까지 감상의 일부로 보고 

학생들에게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녀는 학습자들이 실

제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는 무용과 할 수 있는 무용의 차이

를 스스로 지각하게 하였다. 

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편이에요. 하나는 순수 무용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리허설이나 트 이닝 과

정을 참 하도록 해요. 참 을 활용해서 실제를 보게 해줘요. 물

론 그러한 장면들이 이질 이고 자신과 동떨어진 것 같을 수는 있

어요. … 기존에 알고 있던 무용과 내가 할 수 있는 무용에 차이

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요. … 나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

는 사람들,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수 의, 그런 사람들

의 활동들을 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왕이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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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게끔 해요. 내가 하는 활동을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

람의 활동을 내가 보는 등 서로 교류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감상

 측면을 이끌어주는 편이에요. (이고 , I-UI-14004-9)

한편 교수자 김배려는 다양한 감상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을 고루 경험해봐야 춤에 대한 안목을 형성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공연장에서의 움직임 역동성과 전시나 사진을 통

한 움직임의 역동성은 다르기 때문에 무용의 다양한 체험 즉 이론, 실기, 감

상 등의 균형 있는 교육활동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감상의 태도에 있어서도 책이나 시를 통한 간 인 경험과 

직 인 경험이 아우러질 수 있어야 해요. 를 들어 책 <우리의 

삶이 춤이 된다면> 을 보면 우리가 공연장에서 보는 움직임의 역

동성과 사진에서 보는 역동성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 주는 것은 우리가 무용에 한 이해를 높여

주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과 실기와 감상에 

한 것들이 같이 한 덩어리로 얽  뫼비우스의 띠처럼 앞과 뒤 

구분이 없이 같이 가야 하는 것 같아요.

(김배려, I-UI-140313-6)

교수자 김의지는 자신의 “재감상” 교수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녀는 학습자

들이 보다 깊이 있게 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춤을 추거나 만든 

결과물을 다시 영상물로 만들어서 그 영상을 다시 감상하는 교수법을 활용

하고 있었다. 즉 학습자들이 재감상을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사고 할 수 있

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고한 것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토론하고 

회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실기에 한 결과물을 상물로 남겨서 다시 한 번 감상하는 내

용이 들어가면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상하

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해봤는데, 실기

를 하고 그냥 끝낼 때와 상을 담아서 다시 한 번 감상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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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때 아이들이 무용에 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 때 런 움직임을 했었지? 난 그 때 장난으로 했는데” 

내가 한 것들과 친구들이 한 것들에 한 [차이]를 이해하면서 

아이들이 무용에 해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김의지, I-TA-140321-4)

이처럼 감수성 중 심미체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몸짓으로 소통했던 

결과물을 재감상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시 언어로 소통할 수 있

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감상방법은 공연장이나 실습현장을 찾아가

거나 동료들의 춤을 감상하는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감상과 전시, 사진, 영상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감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다양한 종

류의 감상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무용을 바라보는 안목을 높여 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라. 사 회 성의 교수 방법 

사회성은 연구 참여자 모두가 강조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댄

스 리터러시 요소이다. 대표적으로 교수자 김의지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

용을 가르칠 때 사회성을 가장 많이 강조한다. 그녀의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모둠별 창작하고 그 결과물을 또래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서로의 움직임을 

공유한다. 이 기회를 통해 학습자들은 창작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무용에서는 서로 몸을 부딪치면서 활동해요. 같이 창작하면서 사

회성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 많아요. … 아이들이 (춤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거, “난 이 게 표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친구가 

장난쳐서 이 게 다” 등 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김의지, I-TA-140321-4)

댄스 리터러시의 사회성 중 개인조절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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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 세부요소 교수방법

사회성
개인조절력 내면집중(內面集中)

대인관계력 관계형성(關契形成)

<표 32> 스 리터러시 사회성의 교수방법 

내면집중(內面集中)의 방법이 있고 대인관계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

에는 관계형성(關契形成)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32 참조).

내면집중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집중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방법으로, 개인조절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방법이다. 개인조절력은 

자존감, 성취감, 성격변화, 정서안정, 인내와 성실 등 인간의 내면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으로, 무용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을 통해 자신감을 함양하

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즉 무용에서는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개인

조절력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 중 다수의 교수자들은 무용의 경험은 자신

감을 키우고 의지력이 강해지며 미래 자신의 꿈을 상상해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고 제안하였다.

(무용에서는) 자신감을 [가르쳐야 해요.] 나의 움직임을 표 하는 

데에 있어서 나만의 독특함, 나만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

게 표 할 수 있어야 해요. (무용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것이 좋은 [것임을] 강조해야 해요.

(이평생, I-UP-140327-1)

의지? 의지력도 많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공이건 비 공이건. 

무용을 통해서 의지력이 강해지니까 꿈에도 도 할 수 있고, 자신

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도담, I-TA-140606-23)

정서안정과 관련해서 교수자 양예강은 무용에서 음악의 리듬과 템포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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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학습자의 정서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느린 장단

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무용은 흥분된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

각해요.] 한국무용 같은 경우에는 느린 장단이 많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장단과 몸의 흐름이 같이 가다보면 감정을 조 하는 

정신  수양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양 강, I-TA-140208-1)

관계형성(關契形成)의 교수방법은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 간의 원

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이다. 무용을 경험하는 활동은 

사람 간의 유대감, 친밀감, 공감, 배려, 소통, 존중, 예의범절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박혜연, 2014; 임혜자, 2013). 이와 관련해서 교수자 홍선인은 

무용에서 모둠별 활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창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

습자들은 서로 언어적, 신체적 소통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유대감, 친밀

감,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모둠을 짜가지고 같이 연습을 시켜서 책임을 주고 공동의 목표

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작 과제를 내주면 아

이들이 극 으로 참여하니깐, 창작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말도 

하고 춤도 추고 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 가 [깊어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홍선인, I-UI-140221-2)

교수자 양예강은 문화예술교육의 무용교육에서는 모둠별 활동을 자주 지

도하게 되는데 학습자들은 모둠별 활동을 통해 집단 내 혹은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고 만들기 위해 서로 배려하는 습관을 익히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무용에 트 십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배려하고 같이 할 수 있

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요. (양 강, I-TA-140208-1)

교수자 이도담도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으로 모둠별 활동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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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둠 안에서 공통의 목표를 갖고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춤으로 소통하면 사회  기술이 [향상돼요.] 사회  기술이란 인간

계, 교우 계 등을 형성하는 기술인데 … 얘랑 나랑 무용 활동

을 통해서 어떤 공통의 목 을 가지고 하는 체험의 기회 자체가 

요한 것 같아요. … 무용을 해서 내면을 표 하면 개인 인 

자 심이나 자신감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의 교

우 계가 형성이 되요. 공통된 목 을 가지고 공통된 행동을 하

기 때문에 문화 술을 함께 향유한다고 생각해요.

(이도담, I-TA-140606-23)

한편 무용의 모둠별 활동뿐만 아니라 혼자 춤을 만드는 작업도 기본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교수자 양고요는 무용 수업에서는 하나의 공간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

에 대해서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용을 통해) 배려, 동심 등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

부는 혼자 교실 책상에 앉아서 하지만 무용시간에는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어요. 모둠별 활동하거나 그냥 (혼자) 움직임을 하더라

도 친구랑 서로 공간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배려심이 좋아져

요. (양고요, I-TA-140201-2)

또한 김의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수자인 자신의 사회성도 함께 향상

되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학습자들

과의 생각의 차이와 관점의 차이는 그들을 이해하고 새로운 학습법을 구성

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르치는 기술이 더욱 섬

세해지고 깊어진다고 피력하였다.

… 는 수업에서 체 으로 표 된 것들을 보는데 아이들은 자

신의 움직임만 생각해요. 아이들은 체를 보지 못 하고 작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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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무 속상해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체 인 걸 요. 그

래서 (수업에서) 아이들이 본 것과 제가 본 것들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런 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이해하게 되고 수업에

서 다시 수정하게 되고 다시 확인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김의지, I-TA-140321-4)

이외에 다수의 교수자들은 학생들은 무용 수업에서 함께 춤추면서 서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게 되고, 춤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은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같이 움직이고 소통하면서 사회성, 인 계가 좋아지고 … 요새 

학교 폭력도 체육을 통해서 방한다고 하던데, 무용 교육에서도 

(아이들이) 한 학 의 일원으로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고 친구들

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게 해줘요.

(이평생, I-UP-140327-1)

무용을 통해 인성을 배울 수 있어요. 춤을 추기 에 선생님께 

인사하거나 트 와 인사하거나 트 와의 규칙. 이런 걸 자연

스럽게 익히게 되니깐. 인성 인 것도 그 고 서로에 한 

도 알게 되고. (이도담, I-TA-140606-23)

인성의 경우에는 내용 인 측면에서 인성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무

용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인성을 배우는 것 같아요. 희 선생

님은 딱딱한 수업 방법이 아니고 가족처럼 그 지만 지켜야할 것

은 다 지키도록 하셨어요. 무용에서도 계질서가 있잖아요. 손아

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해야 하는  등을 차근차근 자연스

럽게 배운 것 같아요. 학원가면 막내들이 청소하고 선생님 음료수 

비하고 인사도 잘 해야 하는 것처럼.

(김 의, I-DM(K)-140415-5)

이와 같이 댄스 리터러시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수방법으로 내면집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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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 세부요소 교수방법

정신성
마음가짐력 자아감지(自我感知)

자기집중력 반복연습(反復演習)

<표 33> 스 리터러시 정신성의 교수방법 

관계형성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다시 말해 개인조절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용을 가르치는 사람은 학습자들이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그들의 정서안정 및 감정조절을 위한 다양한 음악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대인관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모

둠활동에서 공동의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학습자들이 언어적, 신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마. 정신성의 교수 방법

정신성 중 마음가짐력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에는 자아감지(自我感知)의 

방법이 있고 자기집중력 함양을 위한 교수방법에는 반복연습(反復演習)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33 참조). 

마음가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인 자아감지는 생각, 감정, 상황 

등을 열린 자세로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무용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아존중감과 자

기효능감은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자아에 대한 인식능력으로(김영미․한혜원, 

2009; 김현숙․조진영, 2010), 자아존중감은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이고 자기효능감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대개 무

용을 통해 자기 몸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그 몸으로 움직임을 표현해내는 과

정에서 학습자는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일

상적인 움직임에서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동작수행력의 발달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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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경

험하게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 따라서 마음가짐력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자아감지

의 교수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학습자가 자아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먼저 학습자들

이 무용을 친숙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춤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이

를 위해 교수자는 수업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

고 있어야 한다. 유아를 위한 무용 수업에서는 유아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

고 성인을 위한 수업에서는 성인 중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를 파악하여 학습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면밀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교수자 서문화는 문화예

술교육에서 정신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교수자는 가장 먼저 학습대상자의 특

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는] 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상의 특성을 악해요. 사소한 

상태까지 악하고 [있어요.] 학습자를 이해하고 로그램을 만드

는 게 요하죠. [성인이라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아 마, 아 씨, 노인 등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 분들의 이야기

를 들어주는 게 요해요. 제가 그 나이 때의 사람도 아니고, 그 

시 를 살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 는) 그들의 이야기를 먼  

들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용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한 아

이디어를 얻어요. 학습 상자들과의 이야기 안에서 무용과 목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 요. (서문화, I-UI-14-4-7-10)

교수자는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한 후 학습자들의 일상에 관한 이야

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삶과 무용을 연결 짓게 하여 움직임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문화는 일반 성인들의 무용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삶과 무용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일상에 해서 먼  고민해 야할 거 같고. 왜냐면 상

별로 다르니깐. 유아의 상태, 심사, 즐겨하는 것, 청소년이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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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고민하는 것들에 해서 같이 고민해  필요가 있어요. 주

부 상이라면 … 주부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 념이 있더라고요. 

주부라면 어떻게 해야 하고 아 씨는 어때야 한다는 식의 고정

념을 깰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동작화하고 표

할 수 있을 때 무용 안에 그들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무용과 일상을 연결시켜서 춤을 창작하도록 해야 해요

. (서문화, I-UI-140407-10)

춤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춤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춤을 친숙하

게 인식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교수자 진창의는 자신이 진행하는 중년 남

성의 무용 수업 사례를 통해 무용의 문외한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무용을 즐

길 수 있게 되었는지 자신의 교수법을 소개하였다. 그녀의 중년 남성 무용 

수업은 놀이로 접근하기 - 동심으로 돌아가기 - 자아정체성 확인하기로 진

행하면서 학습자들이 자아를 감지하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즉 그녀의 무

용 수업은 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내면서 움직임을 통해 학습자들

이 자신을 성찰해볼 수 있게 한다.

제가 (일반인을 한 무용 수업으로) 근한 상은 년 남성이

었어요. 그들은 소  베이비부머 세 로 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세 인데 … 처음에는 무용을 어색해 하셨지만 (나 에는) 

즐거워하셨어요. 는 재 는 놀이를 통해 그들이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 동심을 찾고 내가 구인지를 찾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

요. (진창의, I-TA-140416-6)

자기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인 반복연습은 동작이나 작품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다. 자기집중력은 자신에 대한 낮

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의 집중능력으로, 학습자가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움

직임을 통한 즐거움을 경험하거나 몰입을 경험을 하게 된다. 몰입을 경험하

게 하기 위한 교수방법으로는 반복연습이 제기되었다. 교수자 양고요는 무

용에서의 반복 훈련은 몰입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레파토리 

작품의 반복연습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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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으론 짧은 작품이더라도 순서가 있는 무용을 반복 으로 

훈련해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도록 음악이랑 

하나가 되었을 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작품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직  체험해 야 할 것 같아요.

(양고요, I-TA-140201-2)

정신성 함양을 위해서는 정신성 함양을 목표로 하여 수업을 이끌어나가려

는 교수자의 노력이 중요하다. 교수자 김배려는 정신성을 교육을 하려는 교

수자의 의식적인 노력과 학습자가 적극적인 자세가 존재할 때, 정신성 함양

을 위한 교수방법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나 방법을 

고민한다면 (춤의) 모든 과정이 인 변화를 가져다  수 있

는 것인데 그걸 내가 인 것에 을 두는지 안 두는지는 사

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학습자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얼마만큼 진

정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인 부분까지 변화 하는지 

그 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김배려, I-UI-140313-6)

이와 같이 정신성 중 마음가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으로는 자아

감지의 방법이, 자기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으로는 반복연습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정신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방법에서는 학습자의 특성

을 파악하고 그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그들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열 가지 댄스 리터

러시의 세부요소별 교수방법을 분석․정리하면 <표 3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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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 구성요소 세부자질 교수방법

표현력 신체성
신체운용력 자세강조

동작수행력 인식유도

이해력 인지성
지식종합력 지식연계

동작인식력 발문제시

상상력 감수성
감각체험력 감각자극

심미체험력 감상제공

소통력 사회성
개인조절력 내면집중

대인관계력 관계형성

내성력 정신성
마음가짐력 자아감지

자기집중력 반복연습

<표 34> 스 리터러시 구성요소별 교수방법 정리

* 수업 주제 및 수업 상황에 따라 교수방법은 유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아래 [그림 12]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댄스 리터러시의 의미, 구성

요소, 교수방법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2] 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별 교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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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댄스 리터러시 개념을 명료화하고 그 구성요소와 교육방

법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연구 문제

를 토대로 밝혀진 연구 결과의 교육적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무용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자질들은 무엇이고 그 수준

은 어떻게 다른지, 세부 자질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용어로 개념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를 이론적, 경

험적 지식에 근거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가. 스 리터러시 개념과  스 리터러시 수 의 의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은 “무용을 통해 함양되는 표

현적(表現的), 이해적(理解的), 상상적(想像的), 소통적(疏通的), 내성적(內省

的) 자질의 총체로 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움직임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능 및 기술에 국한된 능력부터 무용을 삶과 연관시켜 세상을 다

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였다. 즉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 인식은 자신이 갖추고 있는 댄스 리터러시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무용을 

이해한다”는 수준은 무용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인식부터 제일 높은 수

준의 인식으로 구분되었고, 댄스 리터러시의 의미는 좁은 의미의 댄스 리터

러시부터 넓은 의미의 댄스 리터러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무용에 대한 

이해는 무용교육의 전반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Smith-Autard, 2002). 

이에 따라 연구자는 댄스 리터러시의 수준을 순차적인 단계로 나눌 수 있었

다. 

댄스 리터러시의 수준은 명목상 댄스 리터러시, 기능적 댄스 리터러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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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적 댄스 리터러시, 다차원적 댄스 리터러시 등 네 가지 단계로 다양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 네 가지 단계의 댄스 리터러시 수준은 Bybee(1997)가 

화학적 지식을 용이하게 전달을 위해 구축한 이론적 틀을 무용 현상에 적용

한 것으로, 이러한 댄스 리터러시의 위계를 통해 수준별 댄스 리터러시 교

육목적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명목상 댄스 리터러시(nominal 

dance literacy)는 “댄스 리터러시”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무용 해독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리터러시로, 무용과 관련된 용어와 활동이라는 것은 

인식하지만 그 외에 무용과 관련되어 인지하거나 기능적인 표현 활동이 이

루어지지 못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소위 말해서 무용에 문외한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둘째, 기능적 댄스 리터러시(functional dance literacy)는 무용과 관련된 용

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단순한 움직임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기능 및 기술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움직임을 끄집어내기 

위해 교수자가 사용하는 “이동과 비 이동”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그에 맞

는 움직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기능적 댄스 리터러시를 갖

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능적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의 전문용어(예. 발

레의 쁠리에, 현대무용의 컨트렉션, 한국무용의 굴신 등)를 이해하고 그러한 

동작을 낮은 수준 또는 정교한 수준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개념적 댄스 리터러시(conceptual dance literacy)는 무용의 개념과 무

용과 관련된 지식(자연과학적 측면과 인문과학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서예원 외 3인, 2013). 다시 말해 무용을 알고 

행할 수 있으며 무용과 관련된 문화, 역사, 철학 등 인문학적 지식과 물리

학, 기능학, 해부학, 등 자연과학적 지식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

한다(문영, 2014). 예를 들어 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지, 민속춤에 드러나는 동작의 특성과 민족성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발

레리나는 왜 팔자로 걷는지 등 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면 

개념적 댄스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넷째, 다차원적 댄스 리터러시(multi-dimensional dance literacy)는 댄스 리터

러시의 최고 수준으로, 무용을 삶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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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다차원적 댄스 리터러시는 개념적 댄스 리터러시 수준에서 한 단

계 더 발전된 형태로, 춤이 가지는 철학적 측면을 삶으로 연결하고 무용을 

통해 얻은 앎을 삶에 적용하는 등 일상에서 춤을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신체 움직임을 통해 소

통할 수 있거나 승무가 가지는 춤의 철학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감정을 

정화할 수 있다면 다차원적 댄스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의 특성 상 무용에는 명시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은 현상들이 많다. 댄스 리터러시도 그 중 하나이다. 댄스 리터러시는 무

용을 하고, 보고, 만들고, 즐기는 모든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자질 또는 능

력으로, 댄스 리터러시를 통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고 이 안

목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긴다. 이러한 무용의 교육적 의미를 

한 단어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댄스 리터러시이다. 댄스 리터러시는 

새로운 단어, 즉 신조어는 아니지만 연구자가 제시하는 댄스 리터러시는 과

거 무용보 관점의 댄스에서의 리터러시를 보다 확장시켜 ‘무용에 대한 전반

적인 이해능력과 활용능력’으로 재해석하고 개념화한 것이다. 

아처럼 기존 댄스에서의 리터러시를 새로운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댄

스 리터러시는 무용교육에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신조어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현상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 중 중년 남성을 대상으

로 무용을 가르치는 교수자 진창의는 중년 남성을 ‘BB세대’라고 표현하였

다. 비비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의미하는 약칭으로, 우리는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용어를 통해 그 중년 남성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짐작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386세대’나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를 통해 한 시대의 사

회상을 추측할 수 있고, 이러한 신조어의 사용은 모호하게 흩어져 있는 개

념들을 명료하게 해주고 상호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댄스 리터러시라는 용어의 개념화와 이론화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줌으로써 교수

자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현장에서의 교육 실천

성을 높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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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 리터러시 구성요소  세부자질과 인교육의 련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댄스 리터러시 개념은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무용을 배워서 길러지는 다양한 자질 혹은 능력’을 종합하고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 무용을 통해 길러지는 자질 및 능력으로, 표현력(表現力), 

이해력(理解力), 상상력(想像力), 소통력(疏通力), 내성력(內省力) 등이 도출되

었다. 무용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결과는 전인

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효과성을 증명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댄스 리터러시

는 지, 덕, 체를 지향하는 전인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무용교육과 같은 맥락에 있다. 

하지만 댄스 리터러시는 기존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이라는 삼분

법적 관점을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즉 

댄스 리터러시에서는 정의적 측면을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으로 보다 세부

적으로 영역화하고 정의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자질 별 교수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다시 말해 댄스 리터러시는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 등 다섯 가지의 성(性)과 신체운용력, 동작수행력, 지식종합력, 동작

인식력, 감각체험력, 심미체험력, 개인조절력, 대인관계력, 마음가짐력, 자기

집중력 등 열 가지의 력(力)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무용을 배워서 길러지는 자질은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댄스 

리터러시 구성요소로 도출된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은 전인

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과 일맥상통한다.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최근의 통합

무용교육연구에서는 전인성의 요소를 지성, 감성, 몸성, 창의성, 도덕성, 영

성으로 구분하고 이것들을 홀리스틱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문영, 

2014). 또한 홀리스틱 교육이론을 적용한 통합무용교육에서는 Miller(1996)가 

주장하는 전달(transmission), 교호(transaction), 변용(transformation)을 

Drake(1993)가 구분한 통합의 정도에 따라 다학문적 통합으로 연계되는 전

달, 간학문적 통합으로 연계되는 교호, 그리고 변용에 해당하는 탈학문적(초

학문적) 통합을 강조한다(명지원, 2006). 이것은 전인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

서는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자질들을 고루 배양시키기 위해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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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여러 분야와 관계가 있는 통합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전인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은 무용이 학문화되기 시작한 시점인 1920년대 

후반부터 무용에서 추구해 온 지향점으로, 1950년대 이후 Margaret 

H’Doubler(1957), John Martin(1965), Rudolf Von Laban(1974)에 의해 지, 

덕, 체를 강조하는 무용교육이 부각되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용은 오랜 

동안 예술로서의 가치가 강조되어왔다. 그로 인해 무용교육은 기능 및 기술 

습득에 치중되었고 이론적으로 지․덕․체 함양이라는 전인교육을 강조하면서

도 실천적으로는 체(體)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2000년대까지도 모든 예술

교육에서는 기술 및 기능 습득 위주의 교육 또는 도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다(Smith-Autard, 2002). 최근 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 모형과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의 무용교육에서는 기능 및 기술 습득 위주의 수업을 탈피하려는 

노력과 시도들이 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으로 무용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자들 대부분은 

대학에서 기능 및 기술 습득 위주의 전문교육을 받은 무용전공자로, 연구자

가 만난 대부분의 예술강사들은 문화예술교육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전문무용 교육을 받은 무용전공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시사해준다.

(무용교육 내용) 각각의 측면을 명확히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군가의 이론에 의해서 무용이 신체 , 정서 , 인지 으로 구분된

다면, 그 세 가지를 명확히 용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러스 이론 인 게 필요하다면 그게 무엇인지, 이런 

걸 명확히 해주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한 정리가 쉽지 

않을까요. …  (양고요, I-TA-140201-2)

우리 공자들은 (문화 술교육을 가르치기 한) 기본 인 틀을 

잘 모라요. 그동안 무용교육에 한 고민이 없었고 [교육에 한] 

큰 틀 자체가 안 잡 있으니까, 군가 [그것에 해] 좀 더 명

확하게 제시해주면 [가르치는 사람의] 고민이 어들고,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확실해지니까 보다 좋은 교육이 실천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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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요. (진창의, I-TA-140416-6)

이와 같이 현장 실천가들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서 무엇을 가

르쳐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가르쳐야 하는 것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무용은 실기에 치중되어 가르쳐지는 경향

이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은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실

기나 이론의 한 가지 측면에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

용은 실기 수업에서 이론의 내용을 접목시키고, 이론 수업에서 실기와 연결

된 내용을 연계하는 등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

라서 무용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와 

내용을 명료화하여야 하고, 무용교육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

천적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스 리터러시 교수 방법 실행을 한 수 업방식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댄스 리터러시의 열 가지 교수방법은 기존 무용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방법론적 차이를 보여준다. 기존 무

용교육에서는 실기적인 측면에서 기능 및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었고, 이론

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의 무용 이론을 가르쳐왔기 때문

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전문무용 교육에 경

도된 대학 무용교육과정에서 무용의 역사를 배울 때도 무용 역사에 기여한 

인물과 작품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타 장르 역사와 연계된 학제 간 지식을 

얻기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자 홍선인은 무용의 학제 간 접근을 강조

하였다. 홍선인은 역사와 관련된 무용의 간학문적 접근은 무용 역사의 한 

줄기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에 무용 역사를 배우기로는 원시시 , 고 부터 해서 까지 

쭉 가르쳐주는 건 역사의 한 기만 보게 되고 이 기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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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못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서 무용도 [역사를 다룰 때] 시 상이나 다른 술 장르의 발  

과정을 곁들여서 선생님들이 얘기해  수도 있는 거고, 교재나 

교육과정 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홍선인, I-UI-140221-2)

이처럼 무용에서 학제 간 접근은 무용과 관련된 타 예술장르 및 타 학문

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지식세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효

과적이다. 무용의 학제 간 접근은 이론과 실기에서 각각 활용될 수 있다. 이

론적 측면의 간학문적 접근과 관련해서 교수자 홍선인은 무용과 타 예술장

르의 관계성을 접목시킨 간학문적 접근은 예술장르의 상호관련성과 그 발달

과정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다른 술과의 계성이나 같이 발 해 온 역사 같은 것들을 가

르쳐져야할 것 같아요. 를 들어 뮤지컬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오페라의 경우에는 음악이 어떻게 발 해왔는지를 볼 수 있고, 

연극 인 것, 의상, 시각 인 것, 그리고 춤이 어떻게 발 해왔

는지가 동시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을 하면 다

른 술이 이 게 발 을 해서 무슨 형식을 갖추었을 때 무용도 

이런 식으로 발을 맞춰서 같이 발 해 왔다, 이 게 통합 으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홍선인, I-UI-140221-2)

실기적 측면의 간학문적 접근과 관련해서 교수자 문예교는 기존 실기수업

에서의 일방적인 전달과 기계적인 반복훈련을 지적하고, 무용의 간학문적 

접근을 통해 기초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동작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느

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춤을 가르쳐야 한다. 아래의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으

로서 무용교육에서는 실기에 치중된 기존 무용 수업의 내용과 방법이 어떻

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춤추기”는 실기 요. 여기서는 다학문보다 간학문이 더 커요. (과

거 무용교육의) 문제는 춤추는 것을 [교호가 아닌] 달로 가르쳤

다는 거 요. 를 들어 스페니쉬( 스)를 어떤 느낌으로 춰야 



- 201 -

하는지에 한 설명 없이 “무조건 들어”, “이 게 해”하며 [아무런] 

설명 없이 쿵짝짝, 쿵짝짝 이 게 배웠단 말이야. [그 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동작이) 바로 소를 어떻게 하는 장면에서 나온 

[것인지를] 얘기하려면 스페인의 건축 양식, 지리, 풍습, 문화, 기

후 등 이 모든 걸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투우사가 뭐냐 부터 

시작해서 그 문화 안에서 그러한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을 설명해야죠. (문 교, I-UP-140519-2)

이와 같이 기능 중심의 무용 수업을 탈피하고 무용의 학제 간 접근을 활

용하는 댄스 리터러시 수업방식은 “주제 중심의 토론 수업”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 중심의 탐구방법은 춤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도 자연

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홍애령, 임수진, 2013). 소수 무용교육학자들

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주제 중심의 접근방법은 무용의 시대적·문화적 맥락

을 이해하는데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 자신과 

춤의 관련성을 탐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준다(Shapiro, 1998; Melchiora, 

2011). 

또한 주제 중심의 탐구방법은 무용 수업이 실기에 치중되지 않고 학습자

에게 토론을 통한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무용을 통한 반성적 사고

는 학습자가 새로운 깨우침을 얻기도 하고 이전에 알고 있던 사실이나 앎을 

보다 명료화하도록 해준다. 신체움직임을 통한 반성적 사고의 기회는 타 교

육역역에서 경험하기 힘든 교육으로, 타인의 움직임이나 창작물을 감상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도록 이끌어준다. 

한편 무용 수업에서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지도능

력이 중요하다(Lavender, 1996).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

할 수 있고 열린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수업분위기를 조성하는 환경 조성

자이자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Smith-Autard, 2002). 토론 진행 중 침묵

의 순간이 있더라도 교수자는 “무슨 뜻이니?”,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다

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니?” 등과 같은 의미 파악성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

을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토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

형이나 반원형으로 둘러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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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최의창 역, 2009).

실례로 교수자 조열정은 어떤 말이든지 학습자가 느낀 것을 말로 표현하

게 하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학습자는 토론을 통해 자신의 

움직임 표현을 음미하면서 무엇을 배웠고 자신의 춤과 타인의 춤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춤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열린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 

감상에서 열린 사고를 가르쳐요. 열린 사고를 가르치기 해서 항

상 말하게 해요. 생각을 한 마디씩이라도 말하도록 [지도해요.] 

정답이 없더라도 무엇이든 말하게 시켜요. 그 아이가 흥미를 느

낀 요소를 구체 으로 알게 하기 해 만일 재 었다고 하면 뭐가 

재 었는지 되물어요. (조열정, I-TA-140418-22)

실제 실기수업에서는 교수자가 의도하지 않는 이상 토론을 유도하기는 쉽

지 않다. 더군다나 학습자가 무용에 문외한인 경우 학습자는 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이에 교수자 조열정은 무용 

수업에서 모든 아이들이 한 번씩이라도 말을 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공놀이 

게임을 활용하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학습자가 말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공 던지면서 말

하도록 유도해요. 무조건 공을 받은 사람은 답을 해야 하고. 이

게 해서 꼭 한마디는 할 수 있게. “좋아요” 라더라도. 그래서 좋

았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게. 그 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정

리를 하면 내가 오늘 뭘 했고, 뭐가 좋았고 무용이 나한테 [어

떤 가치가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조열정, I-TA-140418-22)

이상 논의한 것처럼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수업은 교수자의 학제 간 

접근을 통한 설명과 학습자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강조하는 주제중심의 

토론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장

면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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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시작은 전문무용과 일반무용 영역에 걸쳐 무용을 가르치고 있

는 연구자의 무용교육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20여 년 동안 

무용을 가르치면서 무용을 통해 어떠한 자질들이 함양되는지, 무용이 어떠

한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교육적으로 발전할 수 있

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연구를 통해 그 궁금증의 실마리

를 찾을 수 있었다. 

연구자가 받아 온 무용 수업은 지, 덕, 체 중 체에 집중된 기능 및 기술 

습득위주의 교육이었다. 이러한 무용 수업에서 학습자가 단지 기술만 배우

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기능 및 기술을 강조하는 무용 수업을 받은 학습자

가 교수자가 되었을 때 가르침에 있어서 우선시 하는 것은 지, 덕이 아닌 

체에 머무르게 된다. 연구자는 무용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무용교육이 체에만 집중되는 것을 봐 왔다. 하지만 모든 교육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되새겨볼 때, 무용은 삶과 분리된 기능 

훈련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가치와 의미가 부재한 기능교육은 훈

련이지 교육이 될 수 없다(박정준, 2011). 다시 말해 인간의 활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능과 그것을 성취하는 태도로서 안목이 어우러져야만 비로소 교

육적 가치가 있다(박정준, 2011)는 관점에서, 무용교육은 기능과 태도를 동

시에 갖추게 할 때 교육적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무용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무용의 여러 교육적 가치를 한 단

어로 함축한다면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온 연구자는 

무용을 배워서 길러지는 자질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떠한 자질들이 있

는지를 탐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사로 시작된 본 연구는 댄스 리터러시 

개념을 명료화하고 그 구성요소와 교수방법을 탐색하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념틀 구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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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은 무엇

인가?”였다.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을 통해 함양되는 표현적, 이해적, 상상

적, 소통적, 내성적 자질의 총체로 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즉 

무용을 하고, 보고, 만들고, 즐기는 모든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종합적인 자

질들을 통합하여 지칭하는 것이 댄스 리터러시이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을 주관하고 있는 주요 기관 중 하나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무용교육

표준(2011, 2014)에서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표로 댄스 리터러

시 계발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20

05년 이래 시행되고 확장되어 온 것에 비해 댄스 리터러시 계발이라는 목표

는 비교적 뒤늦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댄스 리터러시 계발

이 교육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댄스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예술 강사들에게 조차 생소하고 그 의미 또한 모호하다. 이

처럼 교수자가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

에서 교육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댄스 리터러시의 불분명한 개념과 의미를 명료화하여 문화예술교육

으로서 무용교육의 핵심 목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어

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질 때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교수자가 분명하게 알고 가르칠 때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또

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지를 명료화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 교육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였다.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는 무용을 하고, 보고, 만들고, 

즐기는 모든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능력인 표현력, 이해력, 상상력, 소통력, 

내성력을 근간으로 하여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으로 나타났

다. 다섯 가지 성(性)은 각 두 가지의 력(力)으로 세분화된다. 각각의 세부 

자질들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性)의 요소별로 주요하게 함

양되는 력(力)의 능력이 구분된다. 성(性)은 무용을 통해 형성되는 능력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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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고 열 가지 세부자질의 력(力)은 그러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지향해

야 하는 목표 및 내용을 의미한다. 이에 표현력의 본질을 의미하는 신체성

은 신체운용력과 동작수행력으로 구분하고, 이해력의 본질을 의미하는 인지

성은 지식종합력과 동작인식력으로 구분하였다. 상상력의 본질을 의미하는 

감수성은 감각체험력과 심미체험력으로 구분하고, 소통력의 본질을 의미하

는 사회성은 개인조절력과 대인관계력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성력

의 본질을 의미하는 정신성은 마음가짐력과 자기집중력으로 구분하였다. 이

와 같이 무용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여러 세부 자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존의 무용교육은 기능 및 기술 습득에 치중되고 교육되어졌다. 따라서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댄스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그 세부자질들을 고루 배양할 수 있도록 기존 무용교육에서 간과해 온 측면

을 보다 강조하여야 한다. 이에 댄스 리터러시 다섯 가지 구성요소 중 기존 

무용교육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인지성, 사회성, 정신성과 관련된 자

질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즉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무용 수업에

서는 댄스 리터러시의 다섯 가지 요소인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이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무용교수방법은 무엇인

가?”였다. 댄스 리터러시의 교수방법은 구성요소 별 세부자질을 함양시키

기 위한 주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신체운용력 함양을 위한 자세강조, 동작

수행력 함양을 위한 인식유도, 지식종합력 함양을 위한 지식연계, 동작인식

력 함양을 위한 발문제시, 감각체험력 함양을 위한 감각자극, 심미체험력 함

양을 위한 감상제공, 개인조절력 함양을 위한 내면집중, 대인관계력 함양을 

위한 관계형성, 마음가짐력 함양을 위한 자아감지, 자기집중력 함양을 위한 

반복연습 등이 있다. 이 열 가지 교수방법은 수업 주제와 수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댄스 리터러시 교수방법을 활용하기 위

해서는 실기에 집중되거나 이론에 집중된 기존의 수업방식을 탈피해야 한

다. 기존 무용 수업은 실기수업과 이론수업으로 이분되어, 전문적인 기능 및 

기술을 습득하거나 원론적인 무용 이론을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댄스 리터러시 계발을 목표로 하는 무용 수업은 주제중심 토론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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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중심의 토론 수업은 학습자들이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주제 중심의 탐구 방법이다. 주제중심

의 토론수업은 교수자에게 두 가지 노력을 요구한다. 하나는 무용과 관련된 

학제 간 지식을 접목하여 학습자에게 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것은 삶과 

춤을 연결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무용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

다.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것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열린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제중심의 토론수업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서 

일부 교수자들에 의해 실천되고 있으나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교수방법이

다. 따라서 주제중심의 토론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학제간 

접근을 통한 설명과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교수방법론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래의 면담 내용은 주제중심의 토론수업과  관련하여 교수자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교수자 조열정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주제중심 무

용 프로그램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조열정은 학습자에게 기본적

인 무용의 형식과 움직임 요소를 알려주고 주제를 바꿔가면서 수업한다면 

학습자들이 다양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날의 주제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해요. 를 들어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면 창작을, 인성이라면 같이 할 수 있는 외국 민속 무

용을, 동이라면 같이 작품을 만들어보게 해요. [개인 으로] 그

게 주제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로그램 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주제를 주고 창작하는 걸 많이 해요. 주제 

주는 거랑, 론도 형식 이런 형식들이랑 무용의 요소, 움직임 요소, 

시간, 공간, 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주제만 바꾸니까 아이들

이 많은 동작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조열정, I-TA-140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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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핵심 목표인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구성요소, 교수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의 무용교육표준과 예술강사 연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

육의 목표로 댄스 리터러시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 참

여자들에게 댄스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생소하고 그 의미 또한 모호한 것으

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용교육이 또한 전문무용과 일반무

용 영역으로 구분되어 교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교육에 대한 담론에

서는 두 영역의 목표, 내용, 방법이 혼재되어 논의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

한 두 무용영역의 혼재된 담론은 무용교육이 철학적, 이론적으로 학문화되

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연구자는 댄스 리터러시의 개

념을 명료하게 밝히고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있고 어떻게 가르쳐질 수 

있는지를 탐색하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표가 철학적, 이론적

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절에서는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및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

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과 향후 댄스 리터러시의 연구와 실천에

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가. 문화 술교육으로서  무용 교육을 한 제언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표인 

댄스 리터러시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댄

스 리터러시 함양을 강조하는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문화예술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서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무용교육표준(2013)에서는 문화

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표로 댄스 리터러시를 제시하였다. 문제는 20

05년 이래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예술강사들도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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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현상은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개념으로서

의 댄스 리터러시가 2000년에 Hong에 의해 처음 언급된 이래 댄스 리터러

시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예

술교육이 학문적 차원에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발전해 

온 것으로 댄스 리터러시라는 목표가 문화예술교육이 시행된 것보다 뒤늦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무용교육표준(2013)에서 제시하고 있는 

댄스 리터러시 개념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댄스 리터러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댄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교

수자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을 가르

치고 있는 현장 실천가들은 대부분 무용전공자들로 이들은 대학에서 기능 

및 기술 습득에 치중된 전문무용 교육을 받은 무용전공자이다. 물론 우리나

라 문화예술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주요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서울문화재단 주최 하에 예술 강사들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를 통해 교수법이 소개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수는 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몇 번의 연수로 예술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역부족이

다. 또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수를 채우거나 3-5년의 기간이 지나

면 연수 참여는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술 강사들의 재

교육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을 제대

로 해낼 수 있는 교수자의 댄스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동

시에 교수자의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댄스 리터러시 개념 확산과 현장 적용가능성 검토를 위한 실행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댄스 리터러시 개념이 문화예술교육과 연관될 수 있는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받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천이 필수

적이다. 우선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

한 무용교육을 실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와 열 가지 세부자질로 구

성된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시키기 위한 열 가지 교수방법은 수업주제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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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댄스 리

터러시의 세부자질들을 함양시키기 위한 열 가지의 주된 교수방법은 일부 

모범적인 교수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에서 도출한 것으로 현장에서 보편적으

로 실천되고 있는 교수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보다 넓은 현장에서의 실천과 

비판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을 확산하고 실천을 위한 

교수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댄스 리터러시의 실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행연구는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후 속 연 구 를 한 제언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 및 논의에서 제시한 댄스 리터러시 개념, 구성요

소, 교수방법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교육

의 목적으로서 댄스 리터러시가 지닌 다층적 차원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개념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을 통해 함양되는 자질들을 통합하여 부르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마다 

인식하고 있는 댄스 리터러시의 범위와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낮은 수

준의 댄스 리터러시를 갖고 있는 참여자부터 높은 수준의 댄스 리터러시를 

갖고 있는 참여자까지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종합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댄스 리터러시의 수준은 명목상 댄스 

리터러시, 기능적 댄스 리터러시, 개념적 댄스 리터러시, 다차원적 댄스 리

터러시 등 다양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댄스 리터러시가 지닌 다층

적 차원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는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르별, 연령별, 대

상별 구체적인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댄스 리터러시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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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념틀 구성

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장르별, 연령별, 대상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장

르별, 연령별, 대상별로 학습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장르별, 연령별, 대상별로 구체화된 프로그램은 

현장의 교수자들이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수-학

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의 타당성

과 실효성을 검토받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지

금까지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무용교육이 지향하여야 하는 교

육적 의미와 방법론에 대한 논의로 학자 및 교육자마다 강조점이 상이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댄스 리터러시의 교육내용을 열 가지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교수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댄스 리터러시를 가르치기 위한 개념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수방법은 교수자의 관점에서 교육

방법을 탐색한 것으로, 학습의 관점에서 댄스 리터러시가 어떻게 함양될 있

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탐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은 댄스 리터러시 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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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교수자용 개방형 설문지 동의서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수방법 탐색: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념틀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용교육 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

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수방법 탐색: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

념틀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에 관한 연구로써 무용이 문화예술교육으로서 교육되기 위한 목적, 내용, 방

법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무용교육 제공자(교수자)와 수혜자(학습자)인 대학교수 및 강사, 문화예술강사, 무용전공대학

생 총 40명(교수자 25명, 학습자 15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연

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면 첨부된 설문지를 1회에 걸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지 내용은 무용과 

무용교육,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댄스 리터러시 등에 관한 문항으로써 수기나 타

이핑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2차로 개방형 설문지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 연구 참여자 20명(대학교수 

4명, 대학강사, 6명, 문화예술강사 6명, 무용전공대학생 4명)만을 선별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고자 합니

다. 면담을 할 경우 모든 면담내용은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녹음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심층면담의 연구 참여자가 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의사

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생님

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설문 응답에 불응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해주

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임수진(02-880-0000)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

회에 공개 될 때 선생님의 성함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

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

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 담당자(임수진, 010-9000-0000)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선생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0000]

위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 장의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연구 책임자 : 임수진(000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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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서면)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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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수자용 심층면담 동의서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수방법 탐색: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념틀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용교육 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

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육방법 탐색: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

념틀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에 관한 연구로써 무용이 문화예술교육으로서 교육되기 위한 목적, 내용, 방

법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무용교육 제공자(교수자)와 수혜자(학습자)인 대학교수(4명) 및 강사(6명), 문화예술강사(6

명), 무용전공대학생(4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연구에 참

여하기를 동의하면 담당 연구원에 의한 인터뷰가 약 1시간 정도 1회 진행될 것이며, 내용은 연구원에 의

해 녹음될 것입니다. 인터뷰는 무용과 무용교육,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댄스 리

터러시 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모든 

과정은 선생님과 사전에 합의한 장소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생님의 개인 정보

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설문 응답에 불응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임수진(02-880-0000)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

회에 공개 될 때 선생님의 성함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

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

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 담당자(임수진, 010-0000-0000)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선생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0000]

위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 장의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3.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연구 책임자 : 임수진(000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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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서면)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 녹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9.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자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자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 229 -

[부록 3] 학습자용 개방형 설문지 동의서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수방법 탐색: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념틀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 동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수방법 탐색: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념틀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무용이 문화예술교육으로서 교육되기 위

한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무용교육 제공자(교수자)와 수혜자(학습자)인 대학교수 및 강사, 문화예술강사, 무용전공대

학생 총 40명(교수자 25명, 학습자 15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연

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면 첨부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지 내용은 무용과 무용교육,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댄스 리터러시 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설문 작성이 진행될 것입니다. 추후 2차로 개방형 설문지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 연구 참여

자 20명(대학교수 4명, 대학강사, 6명, 문화예술강사 6명, 무용전공대학생 4명)만을 선별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면담을 할 경우 모든 면담내용은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녹음하게 됩니다. 따라

서 여러분이 심층면담의 연구 참여자가 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에 참

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해주시

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 과정

에서 응답한 내용들이 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이 연구는 무용이 문화예술교육으로서 교육되기 위한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 담당자(임수진, 010-0000-0000)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선생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0000]

위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 장의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3.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연구책임자 : 임 수 진 (000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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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동 의서 ----------------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서면)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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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학습자용 심층면담 동의서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수방법 탐색: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념틀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 동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수방법 탐색: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의 개념틀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무용이 문화예술교육으로서 교육되

기 위한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는 개방형 설문지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준 20명(교수자 16명, 학습자 4명)을 선정하

여 심층면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면 담당 연구원에 의한 인터뷰

가 약 1시간 정도 1회 진행될 것이며, 내용은 연구원에 의해 녹음될 것입니다. 인터뷰는 무용과 무용교

육,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댄스 리터러시 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진

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의 표시로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개인 정보

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연

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 과

정에서 응답한 내용들이 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이 연구는 무용이 문화예술교육으로서 교육되기 위한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 담당자(임수진, 010-0000-0000)에

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선생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

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

호: 02-880-0000]

위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 장의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연구책임자 : 임 수 진 (000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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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동 의서 ----------------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서면)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 녹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9.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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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교수자용 개방형 설문지(대학교수용)

구분

<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 대한 설문지 >

- 교수자용(대학교수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임수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지에 응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무용교육이 어

떤 경험이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색하여 새로운 무용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는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의 특성 상 명시적으로 개념화 되어있지 않은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들을 탐색하여 교수님들께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무용교육의 현상을 개념화하고 이론

화하여 무용교육의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며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

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에는 알맞은 대답에 ◯표나 ✔표를 해주시

고, 개방형 질문은 귀하의 교육경험을 회상하며 자세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연구원 : 임수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서울대학교 체육관 417호 연구실 [우편번호: 151-742] 

전화: (070) 0000-0000   /   Fax: (02) 886-0000   /   E-mail: 0000@nate.com 

￭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 별 : 남� 여� 2. 연 령 :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 전공분야 :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4. 무용경력 :       년                         5. 무용교육경력 :       년

6. 직 업 : 무용교수� 대학무용강사� 문화예술강사�

7. 현재 맡고 있는 수업의 주당 개수와 시간 : 1주일            개            시간 

* 주어진 여백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을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은 글자 사용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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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과 무용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2. 무용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문화예술교육에 왜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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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5.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용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6. 현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내용과 방법)? 

1) 잘 안 되고 있는 것, 2) 잘 되고 있는 것, 3) 개선할 점, 4) 잘 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7. 댄스 리터러시를 알고계십니까? 댄스 리터러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댄스 리터러시란 무용해독력을 의미하며, 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자

질들을 종합하여 부르는 용어로서 “무용소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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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을 가르칠 때 댄스 리터러시를 주요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9.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10.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향유하기 위한 댄스 리터러시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용:

 방법:

11.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이 무용계나 대학 무용교육과정에 미친 영향이 있었나요? 

있다면 무엇입니까? 

 

12.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이 본인의 무용교육 철학이나 교수법에 미친 영향이 있었

나요? 있다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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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교수자용 개방형 설문지(대학강사용)

구분

<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 대한 설문지 >

- 교수자용(대학강사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임수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할

애하여 설문지에 응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무용교육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어

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색하여 새로운 무용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의 특성 상 명시적

으로 개념화 되어있지 않은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들을 탐색하여 선생님들께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무용교육의 현상을 개념화하고 이론화하여 무용교육의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며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

입니다. 기본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에는 알맞은 대답에 ◯표나 ✔표를 해주시고, 개방형 질문은 귀하

의 교육경험을 회상하며 자세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연구원 : 임수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서울대학교 체육관 417호 연구실 [우편번호: 151-742] 

전화: (070) 0000-0000   /   Fax: (02) 886-0000   /   E-mail: 0000@nate.com 

￭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 별 : 남� 여� 2. 연 령 :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 전공분야 :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4. 무용경력 :       년                         5. 무용교육경력 :       년

6. 직 업 : 무용교수� 대학무용강사� 문화예술강사�

7. 현재 맡고 있는 수업의 주당 개수와 시간 : 1주일            개            시간 

* 주어진 여백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을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은 글자 사용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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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과 무용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2. 무용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문화예술교육에 왜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5.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용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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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6. 현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내용과 방법)? 

1) 잘 안 되고 있는 것, 2) 잘 되고 있는 것, 3) 개선할 점, 4) 잘 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한 의

견을 개진해주세요

7. 댄스 리터러시를 알고계십니까? 댄스 리터러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댄스 리터러시란 무용해독력을 의미하며, 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자

질들을 종합하여 부르는 용어로서 “무용소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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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을 가르칠 때 댄스 리터러시를 주요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9.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10.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향유하기 위한 댄스 리터러시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용:

  

 방법:

11.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이 무용계나 대학 무용교육과정에 미친 영향이 있었나요? 

있다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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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교수자용 개방형 설문지(문화예술강사용)

구분

<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 대한 설문지 >

- 교수자용(문화예술강사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임수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할

애하여 설문지에 응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무용교육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어

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색하여 새로운 무용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의 특성 상 명시적

으로 개념화 되어있지 않은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들을 탐색하여 선생님들께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무용교육의 현상을 개념화하고 이론화하여 무용교육의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며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

입니다. 기본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에는 알맞은 대답에 ◯표나 ✔표를 해주시고, 개방형 질문은 귀하

의 교육경험을 회상하며 자세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연구원 : 임수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서울대학교 체육관 417호 연구실 [우편번호: 151-742] 

전화: (070) 0000-0000   /   Fax: (02) 886-0000   /   E-mail: 0000@nate.com  

￭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 별 : 남� 여� 2. 연 령 :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 전공분야 :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4. 무용경력 :       년                         5. 무용교육경력 :       년

6. 직 업 : 무용교수� 대학무용강사� 문화예술강사�

7. 현재 맡고 있는 수업의 주당 개수와 시간 : 1주일            개            시간 

* 주어진 여백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을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은 글자 사용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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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과 무용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2. 무용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문화예술교육에 왜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5.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용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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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6.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무용교육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세요?

7.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8. 현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내용과 방법)? 

1) 잘 안 되고 있는 것, 2) 잘 되고 있는 것, 3) 개선할 점, 4) 잘 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한 의

견을 개진해주세요.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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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댄스 리터러시를 알고계십니까? 댄스 리터러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댄스 리터러시란 무용해독력을 의미하며, 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자

질들을 종합하여 부르는 용어로서 “무용소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10.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을 가르칠 때 댄스 리터러시를 주요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세요? 

 

11.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12.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향유하기 위한 댄스 리터러시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용:

 

 방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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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학습자용 개방형 설문지

구분

<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 대한 설문지 >

- 학습자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임수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할

애하여 설문지에 응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무용교육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어

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색하여 새로운 무용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의 특성 상 명시적

으로 개념화 되어있지 않은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들을 탐색하여 여러분이 배워왔고 현재 배우고 

있는 무용교육의 현상을 개념화하고 이론화하여 무용교육의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며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

입니다. 기본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에는 알맞은 대답에 ◯표나 ✔표를 해주시고, 개방형 질문은 귀하

의 학습경험을 회상하며 자세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연구원 : 임수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서울대학교 체육관 417호 연구실 [우편번호: 151-742] 

전화: (070) 0000-0000   /   Fax: (02) 886-0000   /   E-mail: 0000@nate.com  

￭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대학 1년   ② 대학 2년   ③ 대학 3년  ④ 대학 4년

3. 전공분야   ① 한국무용    ② 현대무용    ③ 발레

4. 무용경력   ① 3년 이하   ② 3년~5년 이내   ③ 5년~10년 이내   ④ 10년~15년 이내   

             ⑤ 15년 이상

* 주어진 여백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을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은 글자 사용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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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과 무용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무용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2. 무용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문화예술교육에 왜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5.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용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 247 -

※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6. 댄스 리터러시를 알고계십니까? 댄스 리터러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댄스 리터러시란 무용해독력을 의미하며, 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들을 종합

하여 부르는 용어로서 “무용소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7.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을 가르칠 때 댄스 리터러시를 주요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8.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9.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향유하기 위한 댄스 리터러시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내용:

  

방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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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심층면담 질문지(학습자용, 예술강사용, 대학강사용, 대학교수용)

학생군

◘ 무용과 무용교육

1. 무용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2. 무용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 무용을 어떻게 배웠나요?

현재: 무용을 어떻게 배우고 있나요?(과거와의 차이점 또는 부족한 점)

미래: 무용을 어떻게 배우고 싶은가요?(왜? 그렇게 배우면 뭐가 더 

좋을까요?)

◘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3. 문화예술교육에 왜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 이론:

- 실기:

- 감상:

- 기타:

5. 문화예술을 삶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용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6.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기능적 차원(기술, 체형)

- 인지적 차원(이론, 지식)

- 정의적 차원(정서, 사회성)

- 기타(영성)

◘ 댄스 리터러시

7. 댄스 리터러시를 알고계십니까? 댄스 리터러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8.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9.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을 가르칠 때 댄스 리터러시를 주요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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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11.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향유하기 위한 댄스 리터러시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내용 -

    방법 -

문화예술강사군

◘ 무용과 무용교육

1. 무용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2. 무용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 무용을 어떻게 배웠나요?

현재: 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과거와의 차이점 또는 부족한 점)

미래: 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가요?(왜? 그렇게 배우면 뭐가 더 

좋을까요?)

◘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3. 문화예술교육에 왜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 이론:

- 실기:

- 감상:

- 기타:

5. 문화예술을 삶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용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6.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기능적 차원(기술, 체형)

- 인지적 차원(이론, 지식)

- 정의적 차원(정서, 사회성)

- 기타(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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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과거 

교육과의 차이점)

- 차이가 없다면 어떤 점이? 

-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 도움이 되나?

-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무용을 가르치는 데 힘든 점?

- 학생들의 반응은?

8. 현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잘 안 되고 있는 것

2) 잘 되고 있는 것

3) 개선할 점

4) 잘 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 어떤 이유나 계기로 문화예술강사가 되셨나요?

◘ 댄스 리터러시

9. 댄스 리터러시를 알고계십니까? 댄스 리터러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0.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을 가르칠 때 댄스 리터러시를 주요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12.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향유하기 위한 댄스 리터러시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용 -

    방법 -

대학강사군

◘ 무용과 무용교육

1. 무용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2. 무용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 무용을 어떻게 배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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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과거와의 차이점 또는 부족한 점)

미래: 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가요?(왜? 그렇게 배우면 뭐가 더 

좋을까요?)

◘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3. 문화예술교육에 왜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 이론:

- 실기:

- 감상:

- 기타:

5. 문화예술을 삶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용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6.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기능적 차원(기술, 체형)

- 인지적 차원(이론, 지식)

- 정의적 차원(정서, 사회성)

- 기타(영성)

7. 현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잘 안 되고 있는 것

2) 잘 되고 있는 것

3) 개선할 점

4) 잘 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 댄스 리터러시

8. 댄스 리터러시를 알고계십니까? 댄스 리터러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9.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능:

     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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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을 가르칠 때 댄스 리터러시를 주요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12.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향유하기 위한 댄스 리터러시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용 -

    방법 -

13.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이 무용계나 대학 무용교육과정에 미친 

영향이 있었나요? 있다면 무엇입니까?

대학교수

◘ 무용과 무용교육

1. 무용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2. 무용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 무용을 어떻게 배웠나요?

현재: 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과거와의 차이점 또는 부족한 점)

미래: 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가요?(왜? 그렇게 배우면 뭐가 더 

좋을까요?)

◘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3. 문화예술교육에 왜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 이론:

- 실기:

- 감상:

- 기타:

5. 문화예술을 삶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용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6.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기능적 차원(기술,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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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적 차원(이론, 지식)

- 정의적 차원(정서, 사회성)

- 기타(영성)

7 현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잘 안 되고 있는 것

2) 잘 되고 있는 것

3) 개선할 점

4) 잘 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 댄스 리터러시

8. 댄스 리터러시를 알고계십니까? 댄스 리터러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9.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능:

     지:

     심:

10.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을 가르칠 때 댄스 리터러시를 주요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12.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을 향유하기 위한 댄스 리터러시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용 -

    방법 -

13.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이 무용계나 대학 무용교육과정에 미친 

영향이 있었나요? 있다면 무엇입니까?

14.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이 본인의 무용교육 철학이나 교수법에 

미친 영향이 있었나요? 있다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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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s Culture and Ar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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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present the framework of dance education as culture and 

art education through the concepts and teaching methods of Dance Liter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Dance Literacy and explore 

the elements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Dance Literacy. For this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 First, what is the concept of Dance Literacy? 

Second, what is the elements of Dance Literacy? Third, what is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Dance Literacy?

This study was based on the qualitative research paradigm, especially on a 

hermeneutics-phenomenological research and grounded theory researc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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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was conducted for nineteenth months from May, 2013 to December, 

2014. For data collection, literature review, pilot study, open-ended 

questionnaire, and in-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with forty research 

participants(five professors, ten instructors, ten teaching artists, and fifteen dance 

majors). Among them, twenty-two research participants(five professors, six 

instructors, six teaching artists, and five dance majors) a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 by the criterion-based selectio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in terms of Strauss & Corbins(1996)’s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and Moustakas(1994)’s phenomenological method such as 

horizonalization and clusters of meaning. To achieve truthfulness and ethics of 

the study on process through self reflection, triangulation, member checks, and 

peer debriefing were used throughout the whole research proces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Dance Literacy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tilize dance as the whole of expressiveness, 

understanding, imagination, communication skill, and inward-looking raised 

through dance experiences. The concept of Dance Literacy can be divided into 

the ability to be achieved by dancing and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tilize 

dance through dance experiences. For the former,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ability of expressiveness, understanding, imagination, communication skill, and 

inward-looking. For the latter, this research includes not only the ability to 

understand movement  in dance skill and technique but also the ability to view 

the world in multidimensional ways by linking dance with life. 

Second, the components of Dance Literacy are categorized as: (a) physicality, 

(b) cognition, (c) sensitivity, (d) sociality, and (e) spirituality. These five 

components have two particular elements respectively. Physicality consists of the 

ability to manage one’s body and the ability to perform movement. The former 

means the capability to be correctly postured in a daily life. The latter means 

the capability to express own’s ideas and feelings. Cognition consists of the 

ability to integrate knowledge and the ability to realize movement. The 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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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the capability to know basic knowledge of other various fields of study 

in connection with dance and then to understand it comprehensively. The latter 

means the capability to figure out the meaning which inheres in movement by 

understanding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Sensitivity is divided into the ability 

to experience sensation and the ability to experience aesthetic. The former 

means the capability to project the knowledge reconstituted with movement. The 

latter means the capability to judge and grasp something aesthetic through dance 

experience. Sociality is split into the ability to control emotion and the ability 

to build personal relationship. The former means the capability to control own’s 

inner world through movement experience. The latter means the capability to 

develop and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Spirituality is divided into 

the ability to control one’s mental attitude and the ability to concentrate on 

one’s own. The former means the capability of mind to accept various aspects 

with the positive and active attitude. The latter  means from the capability 

enjoyment, which is possible with the low-level concentration, to that of 

immersion, which is possible with high-level concentration. The five components 

of Dance Literacy means the ability to be raised through dance experience, and 

ten particular elements means the objectives and contents of Dance Literacy 

toward those abilities.

Third,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Dance Literacy emerged from in the 

components of Dance Literacy: (a) The teaching method of physicality puts 

main emphasis on the posture and inducement of awareness. The method of 

emphasizing on the posture is to constantly remind students of proper posture in 

daily movement in order to raise the ability to control one’s body. The method 

of inducing awareness is to realize own’s body structure and to expresses what 

he or she is thinking with possible movement for cultivating the ability to 

perform movement. (b) The teaching method of cognition consists of linkage of 

knowledge and suggestion of teacher’s questions. The method of linking 

knowledge is to explain dance in conjunction with other disciplines to fos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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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to integrate knowledge. The method of suggesting teacher’s questions is 

to lead students think of dance by asking quest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movement to raise the ability to be aware of 

movement. (c) The teaching method of sensitivity contains stimulation of sense 

and provision of appreciation. The method of stimulating sense is to stimulate 

five sense organs as a teaching method for cultivating the ability to experience 

sensation. Provision of appreciation is to experience dance in various 

appreciating modes as a teaching method for cultivating the ability to experience 

aesthetic. (d) The teaching method of sociality consists of concentration of 

inner-side and formation of relationship. The method of concentrating inner-side 

is to lead to concentrate on and perceive own’s idea, feeling, action as a 

teaching method for raising the ability to control emotion. Formation of 

relationship is to develop good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 and the learner 

or among the learners as a teaching method for fostering the ability to build 

personal relationship. (e) The teaching method of spirituality consists mainly of 

sensation of oneself and repetitive practice. Sensation of oneself is to cognize 

thought, emotion, situation with an open-mind as a teaching method for 

cultivating the ability to control one’s mental attitude. Repetitive practice is to 

practice movement and dance work repeatedly as a teaching method for raising 

the ability to concentrate on oneself.

Based on these findings, the major discus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stage of Dance Literacy is gradually developed from nominal Dance 

Literacy to functional Dance Literacy to conceptual Dance Literacy to finally 

multi-dimensional Dance Literacy. Second, Dance Literacy contains 

expressiveness, understanding, imagina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inward-looking which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of dance education as a 

whole-rounded education.

Third, dance classes for improving Dance Literacy should provide subject- 

oriented debate activities, emphasizing teacher’s interdisciplinary explan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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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ebate participation, and also this kind of class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field of dance education as culture and art education.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 can come to the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the key aim of dance education as culture and art education is to clarify the 

concept and meaning of Dance Literacy. Second, teachers in dance classes 

should teach the components of Dance Literacy: physicality, cognition, 

sensitivity, sociality, and spirituality to cultivate balanced development. Third, to 

invigorate subject-oriented debate classes, it is needed infrastructures for teachers 

to explain the subject interdisciplinary as well as for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debates.

Finally, the study suggests practical implementation and further research.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of dance education as culture and art education, first, 

the dance curriculum focused on Dance Literacy needs to be developed. Second, 

re-education for teachers in connection with Dance Literacy is needed. Third, 

action-research should be performed for diffusion of field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Dance Literacy. For further research, first,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multiple-dimensional meanings of Dance Literacy is needed. Second, 

the integrated dance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genres, 

learner’s age, and objects. Third, more detailed and various teaching/learning 

methods to foster Dance Literacy are needed. 

Key words : concept of Dance literacy, components of Dance literacy, teaching 

methods of Dance literacy, level of Dance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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