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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무용을 통한 청소년 정서함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 -

박    성    혜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한국의 청소년 정서문제가 심각해지는 이때,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정

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원리를 도출하고,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원칙을 

발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무용 활동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파악

하고, 그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해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근거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

육의 원리를 정서, 목표, 내용, 방법의 차원에서 정리하고 보다 구체적인 청

소년 정서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원칙과 예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석주의 연구 패러다임을 토대로 근거이론을 주요한 연구 방

법으로 채택하여 수행하였다. 무용교육자 20명과 학생 10명을 연구 참여자

로 선정하여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 무용수업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이론적 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의 순환적 과정 속에서 분석 및 해석의 과정을 거쳐 연구결과를 도출하

였다. 연구의 진실성 및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삼각검증법, 연구 참여자 검

토, 동료 간 협의가 활용되었으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IRB의 심의 거쳐 

승인된 문서에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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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무용 활동에서 즐거움·기쁨, 흥

분·설렘, 자유로움, 편안함, 몰입, 자신감·성취감과 같은 체험정서와 공감, 교

감, 배려심, 협동심, 책임감의 관계정서를 경험하였다. 청소년이 경험한 정서

는 정서의 깊이에 따라 표층적(감각적 정서, 대인적 정서)이고 심층적(실존적 

정서, 공동체적 정서)인 정서로 구분되었다. 표층적 수준의 정서는 심층적 수

준의 정서경험을 위한 핵심통로로 작용하였고, 심층적 수준의 정서는 청소년

의 교육적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둘째,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은 정서체험과 정

서표현으로 나타났다. 정서체험의 기본은 청소년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는 

‘경험하기’와 본인과 타인의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는 ‘이해하기’를 포함한

다. 한편, 정서표현의 기본은 청소년이 무용 수업에서 본인의 정서를 마음껏 

표출하는 ‘표출하기’와 언어적 소통을 넘어 정서적으로 타인과 교류하는 

‘소통하기’를 함의한다.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과 연계하여 무용교육의 목표는 체험적 목표와 

표현적 목표로 도출되었다. ‘미적소양 함양’, ‘자기이해 심화’가 체험적 목표

의 세부목표로, ‘자기표현 확대’, ‘관계역량 증진’이 표현적 목표의 세부 목

표로 확인되었다. 또한, 무용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서사적 내용과 창의적 내

용을 도출하였다. 서사적 내용은 음악, 역사, 문화, 그림, 영상 등 다양한 서

사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주로 청소년의 정서체험을 촉진하였다. 

창의적 내용은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창작과 일상에서 우연적으로 발

생하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즉흥을 포함하며, 정서표현과 더욱더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셋째,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방법은 크게 직접적 지도방법

과 간접적 지도방법으로 구분되었다. 직접적 지도방법은 무용교육자가 직접

적이고 의도적으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 행해지는 방법을 말하며, 간접

적 지도방법은 무용교육자의 비의도적이고 암묵적인 측면과 관련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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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감응대화, 신체접촉, 상상유도는 직접적 지도방법으로, 학생배려, 

모범실천, 환경조성이 주요한 간접적 지도방법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통합성의 원리’를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핵심원리로 제시하였다.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무용교육

의 두 축인 정서체험과 정서표현의 기본을 중심으로, 무용에서 드러나는 주

요한 정서, 무용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유기적으로 통

합을 이루어야 한다.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은 다양하고 풍부

한 정서를 경험을 통해 그들의 정서적 스펙트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무용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청소년 정서에 대

해 심도 있게 파악하는 연구, 무용을 통한 정서교육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실행연구, 무용 장르별·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정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무용의 정서 교육적 측면의 잠재력에 더

욱 주목하고, 무용교육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청소년 정서

함양과 관련된 제도·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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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The� time� that� makes� me� refreshed

The� time� that�makes�me�concentrate�on�myself

How� relaxed� and� peaceful!

How� happy� and� joyful!

The� place� where� can� express� myself

The� place� where� can� meet� my� other� soul

How� content� and� transported!

How� attractive� and� transcendental!

These� are� the� reasons

Why� I� spend� most� of� my� time� there

These� are� the� reasons

Why� I� spend� most� of� my� life� there

In� the� space� I� dance,� I� learn,� and� I� feel

나를�생기�있게� 만드는�시간

내�자신에게�집중하게�만드는�시간

얼마나�편안하고�평온한가!

얼마나�행복하고�즐거운가!

내�자신을�표현할�수�있는�공간

나의�다른�영혼을� 만날�수�있는� 공간

얼마나�만족스럽고�황홀한가!

얼마나�매력적이고�초월적인가!

이러한�이유로

나의�시간�대부분을�거기에서�보낸다.

이러한�이유로

나의�인생�대부분을�거기에서�보낸다.

그�공간에서�나는� 춤추고�배우고�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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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에서 묘사했듯 춤은 미국 유학시절 나에게 평온과 즐거움, 황홀감 

등을 안겨주었다. 춤을 완벽하게 추는 것은 아니었지만, 춤을 진정으로 즐겼

다. 춤추는 시간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었으며, 춤을 추는 공간은 내가 가진 생각, 느낌, 정서를 마음껏 표출하고, 

다른 동료들과 춤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청소년기 나는 불 

꺼진 무용실에서 이어폰을 꽂고 흐르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땀을 흠

뻑 흘리는 것을 즐겼다. 춤 또는 무용 그 자체가 마냥 즐거운 일이거나 춤

을 춘다고 개인의 고통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춤에 

몰입하는 그 순간 편안함과 함께 괴로움이 치유되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에게 춤(또는 무용)은 마음의 정화와 정서의 순화를 가져다주었다. 

춤은 분명 고통, 기쁨, 슬픔, 환희 등의 감정을 몸으로 풀어내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체, 정서,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춤을 추는 것은 그 위력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에

서 춤을 춰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청소년은 무용을 통해 정서가 함양

된다.’는 말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용이 구체적

으로 청소년의 어떠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며, 무용에서 어떠한 내용과 방

법이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촉진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선험적으로 

무용이 청소년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넘어, 더욱 체계적으로 

무용과 정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무용교육을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최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청소년에게 무용 활동이 제공할 수 있

는 교육적 역할과 잠재력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

는 연구자 본인의 이러한 호기심과 고민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은 매우 중요하다. 바르게 성장한 청소년은 한 가정, 사회, 국가의 중요

한 인재이자 시민으로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권이종, 김용구, 

2016).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중요한 시

기이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신체성장과 성적 충동, 신경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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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정옥분, 2014). 또한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학습과 경험은 청소년의 성격, 정서, 인격 

및 태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감정, 정서, 태

도 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영임, 2006; 이인재 외, 

2010).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각종 청소년 관련 지표는 암담한 결과를 보여준다. 2012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체의 41.9% (남학생 34.8%, 

여학생 49.6%), 우울감 경험률은 30.5% (남학생 25.5%, 여학생 36.0%), 자살 

생각률은 전체 18.3% (남학생 14.1%, 여학생 22.9%)로 심각한 수준을 나타

내었다(교육부, 2013). 또한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서행동특성’ 검사에 의하면 전체 211만 

9,962명의 청소년 중에서 15만 2,640명이 정신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중 4만 6,104명의 학생은 자살 시도 등의 돌발적인 행동

이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 2013). 2015년에 실시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에서도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한국방정환재단, 2016). 이렇게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은 입시 중

심의 교육환경 및 과도한 학습부담 등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에 놓여있다. 

청소년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알며, 삶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정서가 잘 발달된 사람은 적응을 잘하고 정서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며, 사회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유능한 사람이다(Salovery & Mayer, 1990). 반면, 정

서 인식, 표현, 조절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적 정서를 지속시

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위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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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이경원, 2015). 

그렇다면 정서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최근 청

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감정과 정서에 대한 주목을 강조

하는 예술교육의 효과성이 주목받고 있다(김화숙, 2010; 이정화, 2012; 정희

자, 2000). 다른 교육과는 달리 예술교육은 독특하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학

생들에게 감정과 정서를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

(Davis, 2008). 예술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 느낌을 형상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인식한 감정이

나 정서를 붓놀림, 움직임, 음표와 같은 것들을 수단으로 감정과 정서에 형

체를 부여하고, 타인이 만든 예술 작품과 조우하면서 타인의 감정과 정서에 

대해 배우게 된다. 즉, 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다른 이의 정서를 인지하는 법까지 배울 수 있다. 

여러 예술 장르 중에서도 신체 움직임을 주요 매개로 하는 무용은 동작의 

창작, 표현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인식하고, 이를 작품 속에서 표

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타 예술과는 달리 무용의 표현 도구는 인간 그 자

체이므로 무용은 자신의 생활경험에 기반을 둔 인상, 감정, 정서 등을 표현

하는데 효과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신남수, 2000). 무용 분야에서 무용

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무용 활동과 정신건강 혹은 심리적 효과와의 관

계를 검증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무용교육의 참여가 부정적 정

서 감소, 신체적 자기지각, 자아존중감, 자아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고낙원, 2008; 박신혜, 2010; 이경주, 2014; 이정화, 

2012; 전병관 외, 2013), 이러한 시도는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비행 청소년

이나 장애아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동완, 

2004; 김명란, 박현옥, 2009; 박숙자, 2009; 정윤영, 2015; 황승현 외, 2005). 

이와 같이 무용 활동과 정서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은 무용교육을 통

한 정서교육이 필요함을 지지하지만, 청소년 정서를 이해하고 평가함에 있

어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개발·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무용의 장면에 

적용하여, 정서의 인지적인 측면(예: 정서지능)의 발달에 초점을 두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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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비록 정서를 측정하는 틀을 제공하긴 하였지만, 

무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변화와 무용이 청소년 정서함양에 주

는 잠재성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무용의 어떠한 

측면이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이나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되지 못했다(Kassing & Jay, 2003). 즉,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 및 무용교육자의 어떠한 자질 등이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 경험

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의 측

면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행청소년이나 정서적으로 장애를 지닌 청

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고 정서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결핍감축’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무용 활동이 제공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서적 측면을 이

해하는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용분야에 있는 당사자들의 

체험에 근거하여 무용을 통한 정서함양에 대한 현상을 질적인 방법으로 세

밀하게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박숙자, 2009; 박중길, 2004). 보다 구체적

으로,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정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들의 긍정적인 정서함양을 돕는 무용교육의 기본적인 원리와 이를 근간으

로 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긍정적 

정서함양이 단지 몇몇 청소년에게만 필요한 시급한 문제인 것이 아니라 모

든 청소년에게 당위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청소년이 지닌 긍정

적 정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고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이옥선, 2012).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정서함양을 도울 수 있는 무용의 역할과 잠재력에 

주목하여 이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무용교육의 원리와 무용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원칙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이 경험하

는 정서를 정서의 너비(종류)와 깊이(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청소년의 긍정

적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기본 가정과 이를 바탕으로 무용교육 프로

그램의 목표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청소년 정서함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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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주는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의 양상을 보다 세밀히 드러내고, 그

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기본적인 무용교육 및 프로그램의 원리와 개발원칙을 

제공함으로써, 차후 청소년 교육현장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용교

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원리 및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원칙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청소년이 무용 활

동에서 어떠한 종류의 정서를 경험하는지 파악하고,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

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해 탐색한다. 연구 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에는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원리를 정

서, 목표, 내용, 방법 차원에서 정리하고, 보다 구체적인 청소년 정서 무용교

육 프로그램의 원칙과 예시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교육의 일환

으로서 무용교육의 입지를 견고히 하는데 이론적·경험적 증거를 제공하고, 

청소년 정서함양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문제

첫째,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은 어떠한 종류의 정서를 경험하는가? 

둘째,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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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 정의 

○ 무용교육

무용교육의 영역은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인의 예술체험과 창의성 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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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for dance)으로 나누어진다(임수진, 2015). 본 연구는 두 가지 영역

을 모두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무용의 내용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예술 중·고등학교 무용과의 주요 교과내용인 예술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

무용)을 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체육과 교육과정 표현활동 

영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장 활발하게 교육되고 있는 댄스스포츠와 청

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분야의 움직임교육을 무용의 범주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

○ 청소년

청소년의 개념은 명확히 정의내리기 어려우나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아

울러 이르는 말로, 대체적으로 아동과 성인의 중간이자 신체적·정서적·사회

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겪는 10세경에서 20세의 연

령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권이종, 김용구, 2016). 따라서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

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춘기 발현 연령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로

(Parent et al., 2005; 박광숙 외, 2012; 박미정, 2006), 넓은 범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9세~13세)도 청소년에 포함되기도 한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

을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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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

정서는 매우 복잡한 개념으로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려우나, 본 연구에

서는 정서를 느낌과 감정을 기반으로 하거나 수반하는 모든 심리상태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이와 유사한 개념

인 감정과 느낌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정서는 단지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인 심리상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

는 의지, 동기, 신념, 태도, 도덕성, 가치관 등 전반적인 정의적 영역을 포괄

하는 통합적 개념이다(문기숙, 2005).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연구 관점과 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정서함양의 한 가지 

방법으로 무용교육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무용 활동을 통해 

경험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때로는 무용교육을 통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서 경험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보다 긍정적인 정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 및 내용과 관련된 제한점이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청

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는 내용들을 일반화시켜 유아, 성인, 장애아동 등과 같은 다른 인구 

집단에 적용시키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성별, 나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발달 차이나 무용 장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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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정서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청소년과 정서의 정의 및 의미에 대

해 고찰한다. 청소년과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청소년 정서교육을 위한 

원칙과 프로그램 구상에 앞서 선결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

기를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신체, 인지, 사회, 정의적 성장과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정체성 형성과 더불어 미래의 삶을 영위하기 위

한 기술, 태도, 행동의 초석을 다지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권이종, 김용구, 2016). 

정서라는 개념 또한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성격이 매우 모

호하고 설명하기 복잡하여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개념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과 정서에 대해 심도 깊은 고찰을 통해 청소년과 정서에 

대한 개념, 특징, 성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서와 유사한 뜻을 

지닌 단어들과 비교를 통해 정서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서의 의미가 역사적

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의 본질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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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의 개념과 특징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이란 어원은 라틴어 Adeolecere에서 나온 말로 ‘자란다’, ‘성숙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수경, 2007). 인간은 성장과 발달 생애주기에 따

라 유아기·유년기·아동기·소년기·청년기·장년기·중년기·노년기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이란 소년기와 청년기의 사람들을 통틀

어 부르는 개념이다(이경주, 2014). 법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살펴

보면, 민법은 19세 미만, 아동복지법과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소년법은 

20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권이종, 김용구, 2016). 

청소년의 개념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시대와 사회·문화적 맥락

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되었고, 학문과 학자마다 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

는데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에 따른 청소년개념을 살펴보

고, 이를 종합하여 정의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심리학에서는 청소년을 주로 14~15세경부터 22~23세까지로 규정한

다. 심리학자 Bergius와 Roth는 12~20세까지의 급성장 기간을 청소년시기라

고 정의내리고, 또 다른 심리학자 D. P. Ausubel은 청소년 개념을 완성상황

으로 보지 않고 계속적인 성장과정으로 보았다(권이종, 김용구, 2016). 심리

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은 심신의 모든 측면이 아동에서 성인으로 옮겨지는 

생리적·사회적·심리적인 과도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순탄치 못하고 불안정하여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또는 부정기라고 부

르기도 한다(김지애, 2004).

생물학에서는 청소년기를 육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하는 시기로 보며, 

청소년기가 사회·문화적 특성과 남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

명한다(이경주, 2014). 즉 생물학적 접근에서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제2의 증세인 신체적·생리적 성숙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를 말한다. 

성적 성숙은 여자의 경우 12~13세에 시작되고 남자는 14~15세에 시작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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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성장은 일반적으로 여자의 경우 18~20세에 시작되고 남자의 경우는 

20~22세에 끝난다고 본다(최정원, 2003). 

사회학에서 보는 청소년의 개념은 독일 사회학자 H. Schelsky의 저서 「회

의세대」에서 다루어졌다. Schelsky는 청소년기를 회의세대로 보고 청소년을 

“인간의 행동발달 단계로서 아동의 역할행동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으나 성

인의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이다.” 라고 정

의했다. Schelsky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14~25세로 규정하고 있다

(권이종, 김용구, 2016). 

독일사회 교육학자 Pöggler의 경우, 인간 성장 중에 청소년만을 따로 떼어 

개념화 할 수 없고, “이것이 청소년이다.” 라고 정의내리기 어려우며, 청소년

기는 단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박인경, 2010). 

한편,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Aristoteles는 인간의 성장기를 7년씩 3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는데, 1단계 7년이 유아기, 2단계 14세까지는 소년기, 3단

계 21세까지를 청년기로 구분하였다. 그는 청소년이 성숙한 사람에 비해 불

안정하며 인내심과 자기자율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이 시기야 말로 자

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고 강조하였다(Santrock, 2013).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면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이라고 이해하기 쉬우나, 최근에는 사춘기 발현 연령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

는 추세이기 때문에(Parent et al., 2005; 박광숙 외, 2012; 박미정, 2006), 넓은 

범위에서 보았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9~13세)도 청소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기본법에서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소년을 정의

내리고 있어 청소년이 비단 중·고등학생들만을 일컫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

실을 보여준다. 

인간 삶의 과정에서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지

만,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은 더 이상 아동도 아니면서 아직 성

인도 아닌 과도기적 위치에 존재해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부르는 개념으로, 

대략 9~13세에서부터 22~2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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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소년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며 발달의 과정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며

(이경주, 2014), 축소된 성인(miniatured adult)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

(independent character)로서 아동이나 성인과는 다르게 다양하고 독특한 삶의 

양식 및 특징을 가진 집단이다(이광규, 2012).

2) 청소년의 특징

아동기나 성인과는 다른 독특한 삶의 양식을 지닌 청소년은 어떠한 특징

을 가지고 있을까? 청소년의 특징은 각 개인, 성별, 문화 등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정의내릴 수는 없다. 즉, 같은 연령이라도 청소년 

마다 발달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징

에 국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제 2차 성장이 나타난다. 신장, 체중, 

흉위가 증가하고, 얼굴의 변화와 내장기관의 활동이 증대하며, 내분비선(호

르몬)의 교체가 일어난다(박신혜, 2010). 이러한 2차 성장에 따라서 청소년들

의 신체적, 생리적, 운동능력이 발달하며, 기초 운동능력과 신체 발달에 있

어서 개인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신체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은 여

자 10세, 남자 13세를 전후하여 성장 급등기를 맞이하였다가 여자 13세, 남

자 15세 경이 되면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한다(이경주, 2014). 이러한 

급격한 신체적 측면의 변화는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

치고(염태경, 2010),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성숙해지도록 하여 새로운 행동 

변화와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최정원, 2003).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과 함께 정서적 측면의 큰 변화를 겪는다. 청소년

들은 사춘기를 맞이하여 2차 성징의 출현으로 인한 성적 성숙 및 충동을 겪

게 되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아동기에 비해 비교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박신혜, 2010). 즉, 청소년기의 정서는 불안정하고, 기

분적이고, 수줍어하고, 민감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가 심각하

게 대두된다(이경주, 2014). 주로 직접적인 정서표출을 하는 아동기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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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청소년기는 정서표출을 억제하거나 내면화하여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

려는 경향이 높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아의 재정립 및 독립적인 자아형성을 이루어가는 사회

심리적 특징을 가진다. 청소년기는 타인이나 외계 사물과의 종속적 관계에

서 벗어나고 내면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며, 자아를 찾고 자기를 발견하는 

사회심리적 특징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자아형성을 희구한다(권이종, 김용구, 

2016).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오는 정서적 혼동은 불안감과 과민성을 증대시

키는 요인이 된다. 정서적 혼란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은 스

트레스를 비롯한 여러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며, 감정의 양가성(ambivalence)

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존경심과 열등감, 의존과 자립, 부모에 대한 애정과 

경멸 등과 같이 서로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갖게 된다(김지애, 2004).

청소년기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식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회성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특징 또한 가진다. 아동기는 사회적인 성향이 크게 발

달되지 않는 반면, ‘제 2의 탄생기’라고도 일컬어지는 사춘기 이후에는 본격

적으로 사회성이 발달되기 시작한다. ‘제 2의 탄생’이란 곧 정신적 자각을 

뜻하는 바, 이때의 정신적 자각이란 우주와 사회 속에서 한 구성체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는 것을 뜻하며(박신혜, 2010), 이는 곧 청소년기가 자

아정체감 형성 및 사회성 발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은 아동기의 무조건적인 교우관계에서 벗어나 선택적인 교우관계

를 형성하고, 동년배와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며, 부모나 교사 그리고 기성세

대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과 배타적 성향을 갖게 된다(권이종, 1996). 또한 

청소년기에는 친구 간의 우정을 지키려는 강한 의무감을 나타내기도 하는

데,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른 도덕적 책임과 의

무를 중시하고 그 책무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회적 특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

이다(송명자, 2002).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의 정신적 특징으로 지능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청소

년기는 지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어 통찰력과 판단력을 

포함한 사고력과 더불어 추상력과 논리성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 



- 14 -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는 상상력과 철학적 사고가 발달하여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선·악과 가치 기준에 대한 탐구심이 증대한다. 따라

서 청소년은 보다 고차원적이고 지적인 세계를 갈망하고 풍부한 미래상을 

그리며, 양적이며 질적인 발달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신적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나. 정서의 개념과 의미의 변천

1) 정서의 개념

정서는 인간 발달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오랜 시간동안 정서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최은실, 2010).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정서의 개념에 대해 제시하고는 있으

나, 현재까지 정서의 개념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다. 그만큼 정서는 관점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내려질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그 개념이 구성 및 

재구성고 있다.

정서(emotion)의 어원은 라틴어 ‘emovere(뒤흔들다, 교란시키가, 휘젓는다)’

로, ‘e-’, ‘out’의 ‘밖으로’라는 의미와 ‘motion’의 ‘운동’이라는 의미가 합쳐진 

일종의 ‘밖으로 향하는 운동’이라는 뜻이다. 주로 정서는 흥분되고 뒤흔들려

서 교란된 상태, 반응의 일시적인 혼란의 상태 또는 흥분된 상태를 기술하

기 위한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되었다(이경원, 2015). Webster 사전에서는 정

서를 주관적인 강한 감정으로 경험되는 항상성으로부터의 생리적 이탈을 의

미하며, 외현적 행위로 표현되거나 때로는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 신경근육, 호흡기, 심장 혈관, 호르몬 또는 다른 신체적 변화로 표현되

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 정서의 개념은 생물

학적, 인지적, 기능적 측면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최근

에는 정서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여 고려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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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표 학자 정서 개념

생물학적 
측면

William James
(1884) 신체적 변화와 그것에 대한 느낌

Walter Cannon
(1927) 뇌에 의해 통합되는 것

George Mandler
(1984) 생물학적 상태 및 각성 수준 변화에 대한 해석

Antonio Damasio
(1998) 통제역할을 하는 화학적·신경적 반응의 집합

인지적 
측면

Richard Lazarus
(1991) 정서적 사건에 대한 대처방식

기능적 
측면

Robert Plutchik
(1982)

행동준비의 내적 동기인
자극에 대한 복합적 반응들의 연쇄

<표 1> 정서의 개념

세이다. Reeve(1992)는 정서를 4가지 다차원적 현상으로 보고, 생리적, 인지-

주관적, 기능적, 표현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Shaffer(2005)

는 정서가 느낌(feelings), 생리적 현상, 인지, 목표 혹은 욕구를 포함하는 개

념으로 규명하였다.

정서를 표현하는 용어는 다양한데, 영어에서 정서와 관련된 용어로는 

‘feeling’, ‘emotion’, ‘affect’, ‘mood’ 등이 있다. 이들은 흔히 ‘느낌’, ‘정서’, 

‘정동’, ‘기분’ 등으로 번역되지만, 영어와 한글이 일대일로 대응하여 번역되

는 것은 아니며, 이 개념들은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다(김경순, 2010; 홍창희, 2003; Greenberg & Paivio, 2008; Kalat & 

Shiota, 2011). 특히, ‘emotion’과 ‘affect’는 서로 혼용되어 번역되는 경우가 많

은데, 한국심리학회에서는 ‘emotion’을 정서로, ‘affect’를 감정, 정서, 정동 등

으로 번역하는 반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emotion’을 감정으로, affect’를 정

동으로 번역한다(최현석, 2011). 정서와 관련된 대부분의 번역서들도 정서의 

개념을 감정의 개념으로 번역한 경우가 많다. 이렇듯 정서라는 말은 20세기 

초까지 정서가 감정과 동일한 용어로 혼동되어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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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김경희, 1995; 박지선 외, 

2008; 이현섭 외, 1999). 

정서와 감정의 사전적 의미를 비교해 보면, 정서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

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뜻하고, 감정은 ‘어

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낌’을 뜻한다(최은아, 2012). 

즉, 감정이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으로

서 일시적인 것이라면, 정서는 보다 지속적인 성향이나 경향을 뜻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정서는 감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바

탕으로 하여 일정한 방향과 흐름을 이루게 된 감정을 말한다(문기숙, 2005). 

정서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인 감성은 ‘인간발달의 전 과정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생산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고, ‘인간 사이에 소통을 

촉진하는 근원적 생명력’이며, ‘아름다운 사유를 이끌어주는 인간의 본성’을 

뜻한다(노상우, 2012). 

한편, 정서라는 개념은 정조(sentiment), 정동(affection)등과 상호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다. 정서가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생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

나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주위의 분위기나 기분(혹은 정조, sentiment)을 

뜻한다는 점에서 정조와 관련이 깊으며, 비교적 강하게 단시간 동안 계속되

어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혹은 정동 affection)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에서 정동과 관련된다(안경수, 2011). 

정서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느낌과 감정

을 기반으로 하거나 수반하는 모든 심리상태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이와 유사한 개념인 감정과 느낌을 포함하

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정서를 단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심리상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는 의지, 동기, 신

념, 태도, 도덕성, 가치관 등 전반적인 정의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개념

으로 이해하였다(문기숙,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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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이론 대표학자

감각에 기초한 접근 비인지적 이론
(느낌이론, 생리학적 이론)

W. James(1884)
W. Cannon(1927)
G. Mandler(1984)
A. Damasio(1998)

사고에 기초한 접근 인지주의적 이론 R. C. Solomon(1993)
R. Peters(1996)

인지와 정서를 
복합체로 보는 접근 인지-정서 복합이론 J. Oakley(1992)

R. Lazarus(1991)

<표 2> 정서에 대한 접근

2) 정서 의미의 변천

정서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일률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것처럼, 정서에 

대한 분석 또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고미숙, 2010). 본 

절에서는 정서 의미의 변천 과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감각에 기초한 

접근, 사고에 기초한 접근, 인지와 정서를 복합체로 보는 접근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보고(<표 2> 참고), 본 연구에서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감각에 기초한 접근

감각에 기초한 접근은 정서에 관한 오랜 전통적 입장으로, 비인지주의적 

관점이다. 이 접근은 크게 느낌이론과 생리학적 이론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느낌이론에서 정서는 그 자체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의식의 내재적 

속성으로, 다른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이인재, 2003). 

대표적 학자는 제임스(W. James)로, 정서를 ‘신체적인 변화와 그것에 대한 

느낌’으로 정의하였다(James, 1884). 가령, 공포나 부끄러움과 같은 정서는 

공포감, 수치감이라는 느낌과 동일시되며, 이러한 느낌은 수동적이고 어떤 

인지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공포감이나 수치감은 단지 느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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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의 생리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운동을 나타낸다. 결국 이와 같이 느

낌이론에서는 정서를 근본적으로 비인지적이고, 비지향적이며, 비자발적이

고, 수동적인 상태로 파악한다(이규일, 2014).

생리학적인 이론에서는 정서가 생리적 자극과 반응에 의해 촉발된다고 본

다(고미숙, 2010). 즉, 정서는 신체적인 느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신

체에서의 생리적인 변화에 대한 지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무언가 분노를 

일으키는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신체적인 변화가 일

어나고,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변화에 대한 느낌이 바로 

정서(지각→신체적인 변화→변화에 대한 느낌=정서)이다. 대표적인 학자로 

신경심리학자인 Cannon(1927)은 뇌의 특정부위가 정서적 느낌을 통합하는 

중추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Mandler(1984)는 정서를 생물학적 상

태를 해석하여, 정서를 각성 수준의 변화로 이해하였다. 한편, Damasio(1998)

는 신경과학 관점에서 뇌의 상태를 정서로 보고, 정서를 통제 역할을 수행

해야 하는 화학적, 신경적 반응의 복잡한 집합으로 보았다(Kagan, 2009). 

나) 사고에 기초한 접근

사고에 기초한 접근은 정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지를 제시하며, 정서를 

외부 자극에 대한 인지의 평가 결과라고 본다(고미숙, 2010; 이규일, 2014). 

즉, 정서를 믿음이나 판단으로 이해하고 정서가 지향성(intentionality)을 가진

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노라는 정서는 우리가 남으로부터 모욕적이

거나 불쾌한 언행을 들었을 때, 개인적인 의미와 결합된 인지 평가의 결과

이다. 

사고에 기초한 접근은 인지주의적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솔로몬(R. C. Solomon)과 피터스(R. Peters) 등이 있다. 솔로몬은 정

서가 “가치와 이상이 투사되어 있으며, 우리의 견해와 믿음에 매우 의존적

인 것”이라고 설명하였고(Solomon, 1993), 피터스는 “정서는 적어도 인지적

인 핵심(cognitive core)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Peters, 1996). 인지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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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정의 특징

정서인식 신체적 상태, 감정, 사고에서 자신의 
정서를 파악 능력

정서 경험의 기본 요소
정서 능력의 기초

정서표현 정서 및 감정 관련 욕구 표현 능력 일차정서와 이차정서로 분류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과 관련

정서조절

부적응 정서 통제 및 적절한 행동대처
(Grolink, Bridges, Connell, 1996)
부정적 정서 감소 및 긍정적 정서 유지
(Gross, 1998)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

<표 3> 정서의 구성요소와 특징

론에 의하면 정서는 수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의도적인 판단이 된다(이인재, 2003). 어떠한 정서가 발

현되려면 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나 상황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대

상이나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정서는 심리적 평정, 결과

적 행위경향성, 심리적 반응양상, 주관적 경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정

서적 사건에 대한 대처방식이다(Lazarus, 1991). 

사고에 기초한 접근에서 정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정서지능

(Salovery & Mayer, 1990)이 있다. 정서지능은 정서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정서를 

사고나 행동에 대한 정보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개

념을 바탕으로 정서 능력에 대한 구성요소를 크게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

조절로 다수의 학자들이 정리하였다(<표 3> 참고). 

정서인식(emotion identification)능력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 감정, 사고에서 

자신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정이나 신체감각에 근거하여 자

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내적 잠정을 정확하게 감지하며, 복합적 감정을 인식

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Salovey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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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에서도 정서인식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Beck, 1997), 낮은 정서인식은 신경증, 스트레스 취약성 및 정서표현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lovey et al., 1995).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개인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구하며, 자존감이 높고 사회적

인 불안이나 신경증이 덜하고 보편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Swinkels & 

Guiliano, 1995). 또한 정서인식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보다 자율적이고 심리

적으로 긍정적이다(김영혜, 2003). 

정서표현(emotion expression)능력은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

정과 관련된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Salovey et al., 2004). 

정서는 언어, 비언적 음성, 몸짓, 얼굴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표현능력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과 관련이 높다

(최은실, 2010). 정서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

회적 지지가 높고, 타인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Depaulo, 1992), 

정서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Emmons & Colby, 1995).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능력은 정서조절의 목적에 따라 그 개념의 범

위가 달라진다(최은실, 2010). Grolink, Bridges, Connell(1996)은 정서조절을 

정서의 적응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발생하

는 부적응적 정서를 통제하고 적절하게 행동·대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Gross(1998)는 개인의 정서 경험을 상황적 요구에 맞게 조절하며 부정적 정

서를 줄이고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려는 능력으로 정서조절을 정의하였다. 

이지영과 권석만(2006)은 정서조절의 개념이 연구자의 강조점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 정의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 정서조절은 그 목표에 

따라 정의되어 질 수 있고, 둘째, 그 기능을 개인내적 기능으로 한정하느냐 

사회적 기능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셋째, 정서의 체험과 

표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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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지와 정서를 복합체로 보는 접근

감각에 기초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마음의 산물인 정서를 생리적 반응으로 

한정하여 인지의 개입을 무시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사고에 기초한 접근은 

인지를 너무 우세한 위치에 둠으로써 정서 없는 반쪽짜리 접근이라는 비판

을 받는다(Oately, Keltner & Jenkins, 2006). 이렇듯 정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서 어느 한 가지에만 국한할 경우, 정서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이규일, 2014; 이인재, 2003, 문기숙, 2005). 다시 말

해, 정서에 대한 분리된 요소를 말하는 것은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유용하지만, 이 중 어느 한 가지 접근에만 치중하게 되면 또 다른 접근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인지-정서

를 복합적으로 보는 접근이 등장하였다. 

인지-정서를 복합적으로 보는 접근은 위에 제시된 두 가지 접근들의 결함

을 극복하고 이성모형과 정서모형, 생리주의와 인지주의 등과 같이 대척점

에 있는 이론들의 화해를 시도한 접근이다(이규일, 2014). 인지-정서 복합이

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오우클리(J. Oakley)와 라자루스(R. Lazarus)가 있다. 

오우클리는 정서를 “인지(cognition), 욕망(desire), 감정(feeling)의 세 요소가 

역동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복합체”라고 주장였으며(Oakley, 1992), 라자루스

는 정서가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비판하고 “정서와 인지가 서로 보조를 맞

추어 삶의 의미를 구현한다.”고 설명하였다(Lazarus, 1991). 이와 같은 오우클

리와 라자루스의 주장은 정서가 단지 인지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논의한 정서에 대한 세 가지 접근 중 사고에 기초한 접근은 대

부분의 심리학적 접근들(정서지능 등)과 상호 관련되며, 감각에 기초한 접근

은 예술교육이나 도덕교육과 깊이 연관된다. 특히, 예술교육이나 도덕교육에

서는 정서에 있어 몸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정서를 체현된 것으

로 이해하는 관점이 지배적이다(고미숙, 2010). ‘체현된 정서’는 단지 생리적

인 변화를 나타내기 위한 몸에서 한 발작 더 나아가 정서에 몸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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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때의 정서는 몸 내부에서 느껴지는 

다소 단순한 느낌이기보다는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몸이 경험하는 정서를 

의미한다(Maurice, 1964). 특히, 프린츠(J. Prinz)는 정서를 ‘체현된 평가’라고 

설명하며 비인지주의 이론과 인지주의 이론의 화해를 시도한다. 프린츠는 

정서는 몸의 변화를 동반하며 몸에 대한 지각이 우리의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정서를 ‘체현된 평가’의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Prinz, 

2004). ‘체현된 평가로서의 정서’는 몸의 변화에 대한 지각이라는 점에서 비

인지주의 이론을, 정서를 평가라고 본다는 점에서 인지주의 이론을 받아들

여 넓은 의미로 정서를 해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

에서 정서는 기본적으로 예술교육이나 도덕교육과 연관되는 감각에 기초한 

접근인 ‘체현된 정서’의 개념을 채택하되, 동시에 정서에 대한 보다 전반적

인 이해의 도모를 위해서 인지와 정서를 복합체로 보는 접근에서 ‘체현된 

평가’로서 정서를 정의하고자 한다. 

다. 정서의 성격과 교육적 가치

 1) 정서의 성격

정서의 개념과 의미가 복잡한 만큼 정서의 성격에 대한 논의 또한 다양하

게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정서의 특징, 가치, 기능으로 나누어 정서의 성격

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정서의 특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내려졌다. 

Kegan(2007)은 정서의 특징을 세기, 지속 시간, 익숙함, 기대, 몸속에서 나타

나는 위치를 뜻하는 상대적 강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Reisenzein과 Horstmann(2005)

은 정서는 당면하는 심리적 상태와 관련되고, 질과 강도에 따라 구분되며, 어

떠한 대상을 향하는 특수한 체험방식을 가지고, 특수한 정서의 생리적 변화와 

행동방식을 동반한다고 설명하였다. Greenberg와 Pivio(2003)는 정서가 적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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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우리를 행동하도록 조직화하고, 기억과 사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동기적이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며, 의사소통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김경순(2010)은 정서가 신체적 반응, 비언어적 체험, 자기 인식과 행동 결과에 

대한 판단, 동기 유발 시에 행동 유발, 의사소통 형식으로 표현된다고 주장하

였다. 

여러 학자들의 공통되는 의견들을 종합해 정리하면, 정서의 특징은 아래

와 같이 10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김경순, 2014). 정서는 첫째, 관찰될 수 있

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 둘째, 비언어적으로 체험된다. 셋째, 자기 인식

과 행동 결과에 대해 판단한다. 넷째, 몸짓과 표정에서 나타난다. 다섯째, 개

인의 태도나 동기에 따라 상황 맥락으로 일어나고 해석된다. 여섯째, 과거의 

개인적 경험에 구속을 받는다. 일곱째,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여덟

째, 현재의 심리적 상태와 연관된다. 아홉째,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

으로 정서는 지속시간, 익숙함, 기대, 몸속에서의 상대적 강도, 분포, 그리고 

질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한편, 정서의 가치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많은 연구들은 정서의 유용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Kalat & Shiota, 2011). 정서는 다양한 정서 유발 상황 

및 자극에 반응하도록 인간을 준비시킴으로써 유기체를 보호함은 물론 심리

적 안녕을 돕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독사를 보고서도 공포라는 

정서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사에 물려서 죽고 말 것이다. 또한 우리

는 “기분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일상생활을 통해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정서를 파악하고 자신의 정서와 상대방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타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정서는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

인 것이든 인간이 자신과 환경에 적응하는데 중요하며(김경순, 2014),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에 대한 관심과 연

구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최은실, 2010). 

또한 정서는 차원에 따라서 그 기능에 차이가 존재한다. Russell(198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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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높은 긍정 정서는 

활기, 흥분, 기쁨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낮은 긍정 정서는 냉담, 생기 

없는 것과 같은 체험 상태를 말한다. 반면, 높은 부정 정서는 화, 신경질, 슬

픔의 상태를 보이고, 낮은 부정 정서는 평온, 만족을 일컫는다(Kalat & 

Shiota, 2011; 홍창희, 2003). Watson(1988) 또한 같은 맥락에서 긍정 정서는 

사회적 활동이나 경험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고, 부정 정서는 스트레스와 강

한 상관을 갖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하여 비효율적 대처 행동과 관련이 

높음을 밝혔다. 

Hamm(2003)은 정서를 개체의 정서적 동기나 판단과 관련시켰다. 동기와 

관련된 정서 표현으로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사건에 반응하는 모습인 동기 

유발적 반응이 있다. 이러한 반응 태도를 행동심리학에서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으로 구분한다. 부정적 반응은 방어적 태도로서 불쾌, 부정적 동

기 유발, 두려움, 싫은 표정, 회피, 거부 태도, 체계적 정보 처리와 같은 것

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긍정적 반응은 접근적 태도, 큰 미소, 호기심, 발

견적 정보 처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긍정적 반응은 긍정적 동

기와 관련 되고 목표 지향적이며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긍정적 동기 유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김경순, 2010). 

요컨대, 정서는 그 성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인간의 삶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간 삶의 한 부분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긍정 정서는 사회적 활동에 동기를 유발시켜 경험 축적의 동력

으로 작용하고,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시켜 학습에 필요한 기능을 하기도 한

다. 따라서 부정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 정서를 발달시키기 위해 정서의 특

징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교육학적 관점에서 정

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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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의 교육적 가치

90년대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정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

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정서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

다. 심리학에서는 정서를 관찰 가능한 행동이나 태도로 이해하였고(김경순, 

2014; Plutchik, 1982; Lazarous, 1991), 교육학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감각을 발

휘하는 마음의 능력으로 여겼으며(안경수, 2011; 노상우, 2012), 도덕교육에

서는 도덕적 행위를 위한 심리적 현상과 기제로 간주하였다(고미숙, 2010; 

김세영, 2004; 오경숙, 2003). 정서의 교육적 가치는 각 학문별에서 공통적으

로 정의하고 있는 정서의 성격에 대한 주요 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논의는 정서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관련된 논의이다. 정서는 비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성의 통제나 감시가 소홀하면 삶이 위태로워지며, 때

문에 정서를 주의 깊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정서와 

이성의 대립적 구조는 서구의 오랜 학문적 전통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성과 정서 간의 공통성을 전제하지 않는 대립 구도는 인간의 마음을 감

정과 이성으로 나누고 이성이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플라톤에서 

처음으로 체계화되어, 플라톤 이래 오랫동안 서구 사상을 지배했고, 당연시 

여겨졌다(정영목, 2013). 그러나 부적절한 정서에 의해 사회에 부적응하거나 

비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사례들이 이론적으로 검토되어 정서와 이성의 상호

보완성이 거론되었다. 또한 뇌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정서가 합리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이성과 정서의 상호의존성이 부각되고 

있다(손경원 외, 2010). 

국내의 많은 연구들 또한 정서와 이성의 상호의존성을 주장하고 있다. 도

덕적인 삶을 위해 정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장한 연구들(김순자, 2008; 손

경원, 2010; 이인재, 2003)을 비롯하여, 철학적 담론 분석을 통해 이성과 정

서의 이분법을 넘어 정서의 합리성을 교육해야 한다는 연구(이재훈, 2001), 

정서와 이성이 도덕교육에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도덕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정탁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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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와 이성간의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보

았을 때,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이성뿐만 아니라 정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넘어서 이제는 정서가 언제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는지

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정서의 비합리성에 주목하여 그

러한 비합리성을 줄이고 정서가 갖는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

다(손경원 외, 2010).

정서의 성격에 대한 두 번째 논의는 정서의 문화특수성과 보편성에 관련

된 것이다.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은 정서를 사고하고 경험하고 표현하는 문

화 특수적 방식이 사회에 의해 형성된다는 정서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emotion) 관점을 주장해왔다. 즉, 문화가 정서를 규제하기 때문에 문화마다 

독특한 정서표현을 갖는다는 것이다(손경원 외, 2010). 예를 들어, 분노의 표

현을 금기시하는 어떤 문화에서는 분노에 해당하는 말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반면, 또 다른 문화에서는 분노를 표현하는 말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사용된다(민경환 외, 2011).

하지만 정서에 대한 이러한 문화 특수적 관점은 Ekman(1971)의 문화보편

적인 기본정서의 주장에 의해 비판을 받는다. 그는 정서의 기능론적 관점에

서 얼굴표정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문화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정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이민아, 2006). 한편 

Friesen(1972)은 문화 간 정서표현 규칙에 대한 실험을 통해 기본정서가 존재

한다고 해서 모든 문화권에서 같은 정서를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증

명하였다. 어떤 문화에서든 기본정서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성원

이 그러한 기본정서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는지에 대해 문

화는 여전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이 어떠한 정서를 느끼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그 개인이 

어떤 집단과 어떤 환경에 처해있고, 어떤 양육방식을 통해 길러졌으며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문화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

지 않으며, 수많은 하위문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서의 지각과 표현방식

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정영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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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성격에 대한 마지막 대표적 논의는 정서의 수동성과 능동성에 대

한 논의이다. Blasi(1999)에 의하면 정서는 우리 내에서 우리의 바람이나 선

택과는 무관하게 또는 선택과는 반대로 수동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자동

적인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Solomon(1993)에 의하면 우리는 정서

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정서적 삶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욕을 들었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자신도 욕을 

한다거나 모욕을 되갚으려고 한 대 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

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모욕감이 들고 

분한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다르다. 어

떤 반응으로 대응할 지는 순전히 선택에 달려있다.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에 예기치 않게 직면하여 비자의적으로 어떠한 정서

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과연 이 상황에

서 이러한 정서를 갖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자의적

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 즉, 정서가 선택과 의지에 무관하게 느

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정서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본

인 스스로에게 달린 것이다. 정서의 수동성과 능동성은 정서의 조절이라는 

관점에서 조화롭게 양립 가능한 것이다(손경원 외, 2010). 

[그림 1]은 정서의 성격에 대한 세 가지 논의를 바탕으로 정서의 교육적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결국 정서는 흔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측면을 가지며, 문화 보편적인 동시에 문화 특수적이고, 수동적인 

것처럼 간주되지만 정서 조절이라는 관점에서 능동적인 측면을 지닌다. 청

소년이 정서를 교육 받는 것은 곧 그들이 ‘정서 능력’을 지닌다는 뜻이다

(Sarrni, 2000). 정서 능력을 지는 이는 자신이 정서 상태를 제대로 알고, 효

과적인 정서적 소통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정서 인식, 문화

권에서의 정서 개념 이해, 타인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동정적 반응, 사회

적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서적 표현 방법에 관해 능통하다(Saarni, Mumme & 

Campo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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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서의 교육적 가치

 이러한 정서의 성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정서는 충분히 교육되어져야 

하는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정서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정서의 측면을 고양시키고, 문화보편적인 기본정서의 이해를 바탕

으로 문화특수적인 정서를 인식하게 하며, 자신의 정서를 능동적으로 조절

하도록 해야 한다. 

2. 청소년기 정서교육

청소년기는 아동기나 성인기와는 달리 감수성이 예민하고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발달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다

양한 문제행동과 적응문제를 경험한다(강은주, 2011).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청소년기 정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청소

년 정서교육을 위한 여러 접근들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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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정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정서교육의 접근을 세 가지로 나누어 파악하고, 각각의 접근을 

목적, 내용,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청소년기 정서교육의 현황을 분석하

였다.

가. 청소년기 정서문제와 정서교육의 필요성

 1) 청소년기 정서문제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경험의 증가와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고 

조절하는 방식에서의 혼란은 청소년기의 정서문제와 관련된다. 청소년의 정

서문제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걱정과 스

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게 하며(심태경, 이민규, 2013), 심리적 피로

감을 느끼도록 한다(Maslach et al., 2001). 또한, 과도하게 정서를 조절

(over-regulation)하게 되거나 정서조절의 결핍(under-regulation)으로 인해 억제

되고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고(Block & Block, 1980), 통제

력을 잃는 행동문제가 높아질 수도 있다(강다겸, 장재홍, 2013).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진로선택 및 의사결정 등 발달상의 다양한 

과도기적 과업들로 인해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최희

철 외, 2011).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계열이나 성별에 관

계없이 학업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보편

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신현균, 2002). 2015년 한국 어린

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한국방정환재단, 2016)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

년 삶의 주관적 만족도와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해당된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이 있으며, 자살 충동

을 3회 이상 경험한 자살충동 위험집단이 전체 학생의 5%가 넘는 등 청소

년의 정서적 문제는 이미 사회적 위기 상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대표적인 정서문제는 우울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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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불안 증상이 있다(김태희, 2015). 우울은 의욕 상실, 죄책감과 무가치함, 

무력감, 절망감, 정신운동지연, 식욕저하, 수면장애 등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

하며(Radloff, 1977), 사회불안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

운 상황 및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회피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La 

Greca & Stone, 1993).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은 선천적인 심리적 어려움

으로부터 비롯된다는 특징을 가지며, 주체성을 잃은 자기확신의 결핍상태인 

공허함에서 오는 우울증과 계속되는 패배경험에서 오는 우울증으로 주로 구

분된다(권이종, 김용구, 2016).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알

려져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사회상황

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Essau, Conradt, & Peterman, 1999). 청소년기

의 겪는 이러한 우울과 사회불안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지속되거나 정도가 

심하면 일상생활 기능과 발달과업의 획득을 방해하고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오언, 방명애, 2012). 

청소년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기질(곽영희, 정현희, 2011; 조

은이 외, 2011), 부모와의 의사소통(오지현, 조유진, 2009; 오현아 외, 2008), 

애착(김정민, 유안진, 2005; 박은민, 2010; 윤명숙, 이재경, 2010), 스트레스(김

진주, 조규판, 2012; 이시연, 2011), 정서적 요인(신현숙, 2013; 홍주현, 심은정, 

2013) 등이 있으며, 특히 정서의 핵심 구성요소로 꼽히는 정서인식·표현·조절

능력을 포함하는 정서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은 청소년의 삶의 질 및 문제행동과 연관이 깊다(이

경원, 2015). 청소년 시기의 우울, 불안, 신체 증상들은 정서인식 및 표현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으며(김보라, 채규만, 2012; 최요원, 이수정, 2004; 박성미 

외, 2012; 임정하 외, 2014), 사회적 기능의 어려움, 낮은 학업 성취 능력, 심

리학적 부적응, 신체적 허약함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지영, 권석만, 2006; 양아름, 안도연, 2014). 또한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떨어

질 경우 공격성향과 비행성향의 문제행동이 증가하였으며(임인섭, 2006), 인

터넷 사용, 섭식장애, 물질의존 등의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이경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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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겪는 정서표현의 양가성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연구도 있다(조한익, 이미화, 2012). Mayer

와 Geher(1996)의 실험에서 또한 정서인식이 높은 참가자들이 집단여론에 더 

잘 공감하고 낮은 감정적인 방어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정서인식의 어려움, 

언어적 감정표현의 어려움을 가졌을 경우, 연령대와 상관없이 우울, 불안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Henry et al., 2006). 

정서적 요인 중에서 정서조절능력 역시 청소년기의 정서문제와 밀접한 관

련을 가진다. 청소년기의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와 같은 과잉 통제된 행동

의 내제화 문제들이 정서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소영, 김진숙, 2011; 

하혜신, 김은정, 2007; Aldao et al., 2010; Nolen-Hoeksema & Aldao, 2011). 청

소년의 정서조절전략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다룬 다양한 연구들에서는 적

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 수준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Aldao et al., 2010; Garnefski et al., 2003; Garnefski & Kraaij, 2006), 사회불

안을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홍경화, 홍혜영, 2011). 또한 정서조절

능력은 청소년의 우울 증상과 대처의 관계, 그리고 정서인식의 명확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한다(Garnefski & Kraaij, 2012; 박여정, 2009). 

[그림 2] 청소년기 정서문제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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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은 기질, 애착, 부모와의 갈등, 

학업 스트레스, 심리학적 부적응 등 부정적 정서경험에 대한 정서인식·표현·

조절능력의 결핍으로 우울과 사회불안과 같은 정서문제를 겪게 된다. 즉, 정

서인식·표현·조절의 어려움은 청소년에게 우울, 불안 등 심리내적인 문제와 

공격성향이나 중독현상 및 정신 병리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이경원, 

2015). 따라서 우울 및 사회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게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정서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기 정서교육의 필요성

급변성, 다양성, 복잡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사회에서 정

서적 갈등이나 혼란과 같은 정서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청

소년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특성으로 인해 정서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

준이다(김영복, 2009). 이는 그동안의 학교교육이 지적인 측면에 너무 치중

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 대해 소홀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신남수, 

2000). 정서는 개인의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안녕, 사회적 관계에서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해 기회를 포착하고 적

극적으로 대처함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LeDoux, 2012). 또한 불

안, 두려움, 공포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즐거움, 행복감, 환희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발달시키는 것은 인간 삶의 질을 좌우한다. 

따라서 정서는 개인의 삶에서 무시하거나 억제해야 하는 비합리적이며 본

능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존과 적응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장정주; 2012, 최초롱, 손정락, 2014), 건강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발

달시키는 정서교육이 요청된다(김영복, 2009). 특히 청소년기의 특징과 여러 

가지 정서문제들을 고려하였을 때, 심한 정서적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서교육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 정서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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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소년기의 정서교육은 지적인 교과학습의 선행조건이 된다는 점이

다. 정서적으로 매우 혼란하거나 갈등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지적 학습에 

있어서도 능력이 떨어지고, 무기력감이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지

적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부정적인 자아 개념과 지적 학

습과의 관계는 지속적인 악순환의 과정을 밟는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를 통

해 확인된 바 있다(김순자, 김갑숙, 2006; 김종운, 김지현, 2008; 백병부, 김정

숙, 2009). 

청소년기 정서교육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

달과업인 자아정체성 확립에 있어 정서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확립은 이후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Erikson, 1968), 자아정체성을 분열시키는 자기도취감은 정서가 왜곡되거나 

부정될 때 발달하게 된다(Haviland & Kahlbaugh, 1993). 청소년기의 정서교육

은 자기에 대한 현실적이며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하도록 도움을 주어 바람

직한 자아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의 정서교육은 청소년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하

다. 자아실현은 한 개인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현된 상태로, 이러한 잠재능

력이 발현되는데 방해가 되는 심리적 또는 정서적 갈등이나 혼란이 최소화

되어 있는 상태이다(Maslow, 1970). 자아실현은 자아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아정체성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Adams & Gullotta, 1989). 이렇듯 청소

년들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정

서를 경험하게 하는 정서교육이 요청된다. 

청소년기는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게 되므로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박

신혜, 2010). 청소년 시기에 원만하게 자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자아 정체성

이 흔들리게 될 경우, 앞 절에서 언급한 우울과 사회불안과 같은 정서문제

에 쉽게 노출된다(권이종, 김용구, 2016). 이러한 과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 속에서 조화된 생활을 영위하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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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청소년 정서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 

시기에 적절한 조치와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소년기를 통해 발생

하는 정서적 문제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안동현, 2009).

나. 청소년 정서교육의 현황과 세 가지 접근

1) 청소년 정서교육의 현황

청소년 정서교육의 현황은 크게 정서함양 프로그램과 예술교육 프로그램

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서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라

는 인식과 인간의 정서가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

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적 정서를 발달시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

이 국내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부록 1 참고). 

가) 정서함양 프로그램 

대표적인 국내외 정서함양 프로그램(<표 4> 참고)의 적용대상, 목적, 핵심

내용, 주요방법을 분석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국

외 프로그램들의 경우 중·고등학생보다는 유아나 초등학생 중심으로 운영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프로그램들의 경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

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초·중·고등학생을 중심 대상으로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다. 즉, 국외의 경우 유아 때부터 정서적 측면의 교육을 실시

하여 학생들의 극심한 정서적 혼란을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있는 교육을 실

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사전에 대비 차원보다는 어느 정도 정서적 

문제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춘기 고등학생까지를 대

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정서적 혼란에 노출이 취약한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정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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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프로그램 대상 목적 핵심내용 주요방법

국 
내

내가 바로 
지킴이

초등 
~ 

고등
학교폭력 예방 협동심

책임감

강의
동영상 
퀴즈

시우보우
초등 

~ 
중등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식 학습 

이타행동 
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력 

인권과 평화의식 
폭력문화 

집단 따돌림

동영상

친구야 
놀자

초등 
고학년 

~ 
중등 

저학년

학교폭력 예방
자기인식, 

대인관계기술,
타인의 관점 채택

게임
집단상담 
심리극

한 번 더 
생각 해봐! 중학생 집단 따돌림 및 

학교폭력 예방

분노조절기술
의사소통기술 

친사회적 가치 및 
태도 

게임 
시·청각
자료

국
외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유치원 
~ 

12학년
학교폭력 예방

자기통제
정서적 이해
긍정적 자아 

존중감
건전한 관계
문제해결기술 

대화법 
역할극

스토리텔링
롤모델

Self-Science
초등 
1학년 

~ 
8학년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 향상

정서인식력
대인관계기술
정서조절력
정서표현력

질문법
토론

롤모델

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유치원 
~ 

12학년
학교폭력 해결

능동적 경청 
자기주장

정서경험 관점채택 
협동

문제해결, 
갈등분석 편견제거

게임
역할극
토론 

I Can 
Problem 

Solve

유치원 
~ 

초등
학교폭력 해결

문제해결력 
정서인식력

타인의 관점 채택 
인과관계 학습 

대안탐색
결과평가
행동선택

게임
이야기 
역할극 

Friendly 
Schools and 

Families

유치원 
~ 

초등

왕따 및 학생소외 
문제 해결

사회기술 학습 
학습규칙 훈련

행동교정 
정서의 이해

스토리텔링 
역할극 

롤모델링
관찰학습

<표 4> 국내외 정서함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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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적에서는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학교폭력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프로

그램들이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데에 정서교육적 요소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정서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수단적·외재적 목적에 치우친 경향을 

나타내며, 정서함양 그 자체를 초점으로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정서와 관련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내외 프로그램들 모두 다양한 측면의 

핵심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인식, 자기주장, 자기통제, 자기 행동선택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내용과 더불어 협동심, 대인관계, 의사소통, 타인

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관계적 차원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프로그램에서 강조되고 있다. 한편, 핵심내용들을 정서의 구성요소로 살펴보

면 정서인식(자기인식, 타인의 대한 이해 등), 정서조절(자기통제, 자기 행동 

선택 등), 정서표현(자기주장 등)능력으로 요약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실행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내외 프로그램들이 

강의나 동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정서 개념 등을 설명하는 인지적 방

법을 활용하거나 역할극이나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딜레마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사례중심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법들은 ‘정서는 인지적으로 직접 인식해야 개선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교육방법으로, 정서의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서교육이라 여겨진다. 정서는 인지적인 측면과 함께 직접적으로 인

지할 수 없는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이다(최의창, 2014). 기존의 정서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정서의 복잡성과 

중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나) 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술은 다른 어떠한 학문보다 인간의 감정 및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정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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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이부연, 2013; 정윤영, 2015; 정현주, 2014). 예

술교육을 통한 정서함양에 대한 논의는 다각도로 예술교육 현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받고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준 대

표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표 5> 참고).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운영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역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해 문화소외지역이나 취약지역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소외지역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여 부정 정서를 긍정 정서로 

변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통해 기존

의 정서를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프로그램 주요목적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정서 자체

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창의성이나 인성, 혹은 문화예술소양 발

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정서함양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

을 운영하기 보다는, 정서함양을 프로그램의 효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정서

함양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정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정서인식·표현·조절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프

로그램 내용은 정서표현(표현력,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기표현 등)능력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서인식적인 측면에 대한 프

로그램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정서와 관련된 세 가지 구성요

소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실행방법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통합예

술교육(여러 예술 장르 간 혹은 타 교과와 예술교과와의 통합)의 형태로 예

술체험, 공연, 발표, 전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각 장르별 예술의 체험을 통해 보다 직접적

으로 예술기능을 습득하고 이해하여 표현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다. 즉, ‘학습자의 정서 발달’보다는 ‘예술에 대한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

으며, 정서함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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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프로그램 대상 목적 핵심내용 주요방법

국 
내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초등 
저학년

창의성 및 
인성교육

상상력,
표현력,
자신감,
협동심

과정중심학습,
체험,
놀이,
게임,

협동학습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고등
1·2학년

창의성 및 
인성교육

문화소양,
상상력
표현력

소통능력
공감능력

참여,
관찰
토론

예술꽃 씨앗학교
초등

~
고등

문화예술적 
역량 및 
인성계발

자기효능감
창의성

문화예술 
감성

리더십
정서통제력
자기표현력

체험학습
공연 및 전시

발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초등

~
고등

인성 및 
정서함양

자기성찰력
소통능력
예술감성

문화이해력

강의
체험학습

전시 및 발표

국
외

Lincoln Center Institute
유치원

~
12학년

예술교육을 
통한 

전인교육

예술인식력
자신감

정서안정감
창의성

체험학습
질문법

협동학습

ArtEdge
유치원

~
12학년

사고능력 
향상 및 
인성함양

대인관계력
인지사고력

사회성

브레인스토밍 
체험학습

협력적 학습
토론

Creative Partnerships
5세
~

18세

창의력 
향상

문화정체성
표현력
독창성
자신감

학습능력

문제해결방법
비판적 학습 

협동학습

Annantalo Art Center
19세 
미만 
학생

예술향유력
함양

예술성
시민성

문화향유력

체험학습
전시
공연

워크샵

<표 5> 국내외 예술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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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정서교육의 세 가지 접근

청소년 정서교육 관련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노력은 크게 정서지능 발달, 

사회·정서 함양, 문화예술 향유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 정서지능 발달

과거 사회적 관계나 적응이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에 영향을 받는다는 관

점이 지배적이었으나, 인간 능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면서 정서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지적 능력이라는 개념과 이론이 

논의되었다(문용린, 2011).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서지능 발달1) 접근이다. 

정서지능은 Gardner(1983)의 다중지능이론 중에 개인지능과 중첩되는 개념으

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여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정서를 

활용하는 성격이나 자질을 말한다(Salovey & Mayer, 1990). 

인지심리학을 중심으로 발달된 정서지능 발달 접근은 인지적 관점에서 정

서를 일종의 사회적 역량으로 보고 학습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서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고 행복

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국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서 지능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많은 학교와 기관에서 정서지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의 <Self-Science>, <50 

Activities for Emotional Intelligence>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정서지능 이론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곽윤정(2010)의 청소년을 위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김

1) 일반적으로 사회·정서 함양 접근을 정서지능의 향상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심리학 분야를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

고 있는 개념으로 청소년 정서 관련 연구에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과 사회·정서 함양 접근의 프

로그램들이 정서지능 자체를 발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설계보다 행동수정이나 폭력성, 공격성 

감소 등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 실행된 점을 감안하여(Elias, 1999) 정서지능 발달을 청소년 정

서함양을 위한 한 가지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 40 -

목표 정서지능 발달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행복한 삶 추구

내용

⚫ 정서인식 및 표현
⚫ (감정이입)
⚫ 사고촉진
⚫ 정서활용
⚫ 정서조절

방법
⚫ 게임 및 놀이
⚫ 역할극
⚫ 대화 및 토론

기타
특징

Mayer & Salovey(1997) 정서지능 모형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많음

<표 6> 정서지능 발달 접근

혜영(2013)의 정서지능향상 프로그램이 고등학생 정서지능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강지예(2013)의 청소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놀이 중심의 정

서지능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등이 있다.

<표 6>은 정서지능 발달 접근을 목표, 내용,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

이다. 대부분의 정서지능교육 프로그램들은 정서지능의 발달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이나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정서의 활용적인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이 대인관계나 

갈등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의식적인 선택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Self-Science> 프로그램

은 학생들이 그들의 사고, 감정, 행동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곽윤정(2010)의 연구에서도 정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지능 발달의 목표는 정서도 지능이 될 수 있으며, 정

서지능은 이해, 활용, 추론 등의 인지적 처리과정으로 작용하는 지적인 능력

이라는 정저지능이론의 기본 철학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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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교육내용은 인지적 추론을 통해 발달되는 

내용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많은 프로그램들과 연구들은 

Salovey & Mayer(1997)가 제시한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

의 활용, 정서조절의 4가지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러한 4가지 구성

요소는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능력의 중요성이나 복잡성에 따라 위계를 두면

서 발달수준에 따라 능력을 배열한 것으로(박신혜, 2010), 청소년 정서지능 

발달을 단계적으로 교육시키는데 알맞은 내용이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놀

이중심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지능 향상을 연구한 

강지예(2013)는 대안적, 교정적 체험으로 인지적 재조직이 일어나고 통찰의 

변화가 생기는 본 활동의 내용을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 사고촉진, 정서활

용, 정서조절의 단계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한편, 몇몇의 프로그램이나 연

구들은 Salovey & Mayer(1997)의 4가지 구성요소에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고 

타인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인 감정이입을 추가적인 내

용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정서지능 향상이 고등학생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김혜영(2013)은 자신의 정서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

하는 정서인식,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함으로서 타인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정서표현 및 감정이입, 현실적 사고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촉

진, 통찰력 있고 확장된 삶을 살게 하는 정서활용, 정서조절을 통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정서조절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는 Salovey 

& Mayer(1997)가 제시한 정서지능의 4가지 구성요소에 감정이입이라는 구성

요소를 추가한 문용린(2011)의 구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방법측면에서 대부분의 국내외 

프로그램 및 연구들이 또래집단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이나 놀이, 역할극 

등을 통해 가상 상황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루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다

중지능과 정서지능 및 음악성취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김민선(2008)은 본인

의 정서의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비합리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정서의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정서의 활용적 측면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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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시키기 위해 또래친구와의 함께하는 역할극 놀이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는 정서지능 교육이 마치 교과서의 수학공식을 외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정서가 녹아 있는 실제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경험을 통해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경험학습’ 의 방법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학습 

방법은 교육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 중요하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은 

학습자가 선행경험을 수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의 장면을 접속하고(연

속성의 원리) 학습자의 환경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상호작용의 

원리) 존 듀이의 철학과 관련 된다(Dewy, 1952). 

  

나) 사회·정서 함양

사회·정서 함양 접근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생들의 낮은 사회·정서 능력으로 보고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유능감(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을 향상시키고 인성발달을 

촉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을 돕고자 하는 움직임이다(김아름, 

2015). 

이러한 사회·정서 함양의 접근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상황

을 사전에 발견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기술을 가르쳐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자 하는 사회학습이론과 인지 행동기법을 주요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Bandura, 1986; Crick & Dodge, 1994). 미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인

성 함양을 위한 대표적인 국외 사회·정서 함양 프로그램으로는 <Caring School 

Community>, <I Can Problem Solve>,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PATHS)>, 

<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Strong Kids>, <Thinking-Feeling-Behaving> 

등이 있다(변미진, 박지연, 2013; Merrell & Gueldner, 2010). 국내의 사회·

정서 함양 프로그램은 인성교육, 공감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분노조절 프

로그램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발 및 실시되고 있으며(홍정아, 박승희, 2014),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내가 바로 지킴이>, <시우보우>, <친구야 놀자>, 

<한번 더 생각 해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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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사회·정서함양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함양

내용

⚫ 자기인식 및 정서이해
⚫ 타인 정서이해와 존중
⚫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 문제해결

방법
⚫ 시·청각 자료
⚫ 역할극
⚫ 토론 및 이야기

기타 
특징

PATHS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이 많음

<표 7> 사회·정서 함양 접근

<표 7>은 사회·정서 함양 접근을 목표, 내용,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

이다. 우선 청소년의 사회·정서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함양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닌다. 즉, 사회성과 관련된 정서의 측면에 보다 집중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프로그램은 학생의 정서 이해, 표현, 조절 능력 향상과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을 통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국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개발된 <친구야 놀

자>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 학생들이 학

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많은 연구와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과 더불어 인성함양 측면을 더욱 강

조하였다. 이는 창의인성교육을 기치로 건 2009 개정교육과정 등 교육정책

의 변화에 따른 도덕 및 윤리교과를 포함한 타 교과에서도 인성교육을 중요

시하는 한국 교육계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소년 사회·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은 프로그램과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주로 자신과 정서에 대한 이해, 타인 정서의 이해와 존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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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와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포함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는 정서의 인식과 관련

된 내용과 더불어 학생들이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면서 타인과의 좋은 관계

를 형성하고 나아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정서발달과 긴밀하게 연결하였다. 예를 들어, <친구야 놀자> 프로그

램의 경우 자신이 가진 감정을 이해하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의 감정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또래관계와 관련된 주제로 작품을 기획하게 하여 타

인을 이해하고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돕는다. 한편, <PATHS>는 

정서이해, 정서와 행동과의 관계 토론, 정서조절전략 습득, 대인간 문제 해

결력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정서의 인지적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사회·정서 함양을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

내외 프로그램들이 강의나 동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정서 개념을 설명

하거나 역할극이나 스토리텔링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딜레마적인 사례

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사례중심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이에 적

절한 사회적 행동을 연습하면 친사회적 태도를 습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특히, 다양한 정서요소의 발달에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는 <PATHS> 프로그

램은 개인마다 갈등상황의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과 역할극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정서와 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정서조절전략

을 탐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교육방법들은 ‘정서는 인지적 인식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 교육방법으로, 

사회·정서학습 접근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사회학습이론과 인지행동기법이 

반영된 정서의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교육방법이다(Bandura, 1986; 

Crick & Dodg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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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청소년 정서함양은 2005년 본격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을 통

한 문화예술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 향유능력 개발을 위한 움직임에서 시작

되었다. 문화예술 향유 접근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기치로 하여 

창의인재가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열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꿈

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내세우며(이정화, 2014), 예술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

서를 체험하고 표현하는 측면이 강조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청소년이 다양

한 문화예술 경험에서 본인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할 때 상상력, 

창의력, 인성의 발달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는 문화예술 향유 접근이 정

서의 인지적·심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타인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 몸의 

태도에서 표현된 세계와 우리 관계에서의 변화라고 주장한 메를로-퐁티의 

몸의 현상학(성재형, 2009)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에서 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서를 일종의 ‘체현’된 것으로 이해하려는 솔로몬과 프린츠의 주

장과도 관련된다(Solomon, 1993; Prinz, 2004). 국외에서 문화예술 향유를 위

한 현장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Lincoln Center Institute‘s Arts Education>과 <ArtEdge>, 영국의 <Creative 

Partnerships>, 핀란드의 <Annantalo Art Center’s Arts Education> , 독일의 <베

를린 문화프로젝트>, 일본의 <신세기 아트 플랜>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문

화예술교육을 통한 정서함양에 대한 논의는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술중점학교>, <토요문화

학교>, <예술꽃씨앗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등이 있다.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성, 상상력, 문화예술소양 발달이

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닌다(<표 8> 참고). 즉,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의 예술

과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

식으로 체험하고 상상하게 하는 정서의 체험적이고 표현적인 측면을 강조한

다. 예를 들어 <Lincoln Center Institute‘s Arts Education>은 물체와 현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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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문화예술 경험을 통한 창의성, 상상력, 인성 함양

내용

⚫ 예술 장르 간 통합
⚫ 예술과 타 교과(도덕, 미술, 음악 등) 통합
⚫ 예술작품 감상과 창작(예술적 소양)
⚫ 정서표현능력

방법
⚫ 작품 공연 및 발표
⚫ 문화예술 체험
⚫ 관찰 및 토론

기타
특징

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함양을 추구함

<표 8> 문화예술 향유 접근

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심미안을 열리게 하는 

상상력을 추구하는 것을 프로그램의 목표로 하며, <Creative Partnerships> 프

로그램은 학생들이 양질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여 창의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음악과 미술과 같은 예술장르와 도덕교과의 

통합을 통해 올바른 정서함양은 물론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 또는 인성함양 

측면을 강조하였다(최은아, 2012). 이는 사회·정서 함양 접근의 국내 동향과 

마찬가지로 창의·인성과 관련된 교육정책 변화의 흐름과 관련된 것이라 판

단된다.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교육내용의 주요 특징으로 통합교육을 들 

수 있다. 통합교육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우선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미디어 등이 융합적으로 구성되는 예술 장르 간 통합을 들 수 

있다. <예술중점학교>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같은 고등학교 정

규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극, 영상/미디어,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통

합된 예술체험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음악, 미술, 무용 등 특정 

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타 교과의 내용들을 접목시키는 타 교과와 예술교과

와의 통합으로, 감정교육을 위한 음악과 도덕의 통합적인 지도방안을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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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 수 있다(최은아, 2012). 한편, 통합교육의 핵심 내용들은 표현력, 소통

능력, 공감능력 등과 같은 정서표현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이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는 예술의 특징이 교

육내용적인 측면에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경주, 2014).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교육방법적 차원은 예술체험, 

공연, 발표, 전시와 같이 장르별 예술의 체험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그들

의 예술체험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

하고 있다. 즉, ‘학습자 중심’과 ‘체험 중심’의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청소년

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은 학습자

가 주도적으로 예술을 통해 체험하고, 최종적으로는 완성된 결과물을 전시

하거나 발표하여 지역사회 예술가와 다른 청소년과 같은 타인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소통능력과 예술감성의 정서함양을 추구한다. 이와 같

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 체험을 하는 방법은 학습

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미적 체험을 재구성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미적 

지식을 학습하는 구성주의 학습과 관련되며(박혜연, 2013; Dewy, 1980), 문화

예술을 즐기는 향유자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이 어떠한 모습으로 작

용하고 그것이 그들의 정서와 삶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중요시 하는 

문화예술교육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조형은, 2010).

3. 무용을 통한 청소년 정서교육

정서문제에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무용은 분명 유용한 교육활동이다. 여러 

예술 장르 중에서도 신체 움직임을 주요 매개로 하는 무용은 신체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인식하여 표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타 예술과

는 달리 무용의 표현 도구는 인간 그 자체이므로 무용은 자신의 생활경험에 

기반을 둔 인상, 감정, 정서 등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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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남수, 2000). 

본 절에서는 청소년 정서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청

소년기 무용교육의 필요성과 무용을 통한 청소년 정서함양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 무용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의 현황을 알아본다. 

   

가. 청소년기 무용교육

1) 청소년기 무용교육의 필요성

인간은 항상 움직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인

간의 생각이 반영되어 행동으로 옮겨진 결과이기도 하다. 생각이 아직 미숙

하고 말과 글이 서툰 어린 아이일지라도 몸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

다. 움직임은 자기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표현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무용은 인간의 본능적인 생활의 

한 형태로 상징화된 예술이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독창적

인 움직임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는 인간의 가장 심층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이경주, 2014). 

Laban(1975)은 무용을 운동지각 능력개발과 자기표현 중심의 전인적인 신

체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Gerhardt(1973)는 무용을 창조적 사고와 상징적 표

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또한 Brinson(1991)은 무용은 그 

자체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의 형태로서 세계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을 전달

하고 조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고, 미국의 무용교육학자인 Margaret(1957)

은 무용이 신체적, 정서적, 지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육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하면서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용교육은 신체적 움직임을 경험하고 그 움직임에 대한 창조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으로 청소년의 인간화 교육에 가치가 있다(신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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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청소년기 무용교육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신체적인 

발달측면에서의 가치이다. 움직임의 예술인 무용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

는 움직임을 리듬화하여 신체적 묘사와 근육운동 감각을 발달하도록 도움으

로써 신체적·생리적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신체적·생리적으로 급격한 변화

를 겪는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자기 신체인식을 예방하고 신체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 

두 번째 가치는 정서적인 발달측면에서의 가치이다. 무용은 자신의 내면

에 집중하여 그 감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게 한다. 즉, 무용은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될 수 있는 정서를 미적 움직임이라는 긍정적인 수

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표현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무용교육은 청소

년의 불안정한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질 

높은 삶을 꾸려나가도록 이끈다(강미영, 2002).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무용교육은 사회적인 발달측면에서의 가치를 가진

다. 무용은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움직임을 함께 나누면서 의사소통을 하

고,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융성하게 하는 활동이다(김화숙, 1997). 

무용에서의 집단 활동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게 하는 동시에 개인의 개성을 

유도하고 서로 협조하여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때문에, 또래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청소년기에 집단 무용 활동을 통한 유대감 및 친밀감 

형성은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의 무용교육은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한 정서순화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줌으로써 신체적 뿐

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으로 통합적인 청소년 발달을 도모하는 예술교육

으로,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박신혜, 2010).

    2) 무용교육을 통한 청소년 정서함양의 교육적 가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다

양한 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신체활동과 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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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이 운동 후 기분 좋은 정서 상태를 경험하

게 하며, 불안 및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다(Biddle, 2000; 김민현, 2015; 조필환, 2013). 청소년 교육에서 바람직

한 방향으로 정서함양을 도모하려면 어느 한 가지 교육에만 치중하기 보다

는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순화 교육을 비롯하여 창의력, 상상력, 협동

력, 표현력, 감수성, 리더십 등과 같은 능력들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양한 신체활동 가운데 무용은 비언어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의 수단이며, 다양한 움직임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신체적 유능감과 자기개

념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한다(이정화, 2012). 무용은 자아개념과 정서를 발달

시키고 사회적으로 협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고 창조적 사고

와 상징적 표현능력을 향상시킨다(Gerhardt, 1973). 또한 신체를 통해 내적 

감정과 감각을 표현하고 정서함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써 무용은 

정서교육에 중요한 매개물이 된다(Murray, 1975). 이와 같이 무용교육은 인

간 행동의 기저를 이루는 정서를 얼굴표정, 몸짓 등의 신체를 통해서 표현

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교육의 기초적 수단으로, 청소년기 교육에서 필

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기의 정서발달 변화 단계별로 무용교육

을 통한 정서함양의 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 단계의 청소년

들은 지적 지식의 바탕 위에 급격한 신체적 및 성적 성숙과 더불어 성에 대

한 의식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동시에 수치심을 강하게 보이고 

이성에 대해 반발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허세적인 반항을 하는 이중적 정서를 

표출한다(이미자, 2012). 이러한 단계에서 무용교육은 청소년들이 급격한 신

체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의 신체발달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미적인 신체

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도하여 수치심을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며, 억압하

고 표현하지 못한 정서와 생각을 풀어놓는 안전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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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단계 정서 측면의 특징 무용의 역할

초기
- 급격한 신체적·성적 성숙으로 인한 혼란
- 수치심, 반항 등과 같은 이중적 정서 표출

- 신체발달의 정확한 인식을 도움
- 미적 움직임 표현을 통한 수치심 및 

억압정서 표출 기회 제공

중기
- 독선적·우월적 성향
- 현실 부정 및 혐오 경향

- 무용습득 과정을 통한 독선적·우월적 
부정정서 완화 및 배려, 소속감, 친밀감 
및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후기
- 주관과 객관, 자기와 사회, 현실과 이상 

등의 조화에 대한 고민
- 완전한 자아의식을 위한 노력

- 창의적 움직임을 통한 이상에 대한  탐구 
및 표현 기회 제공

<표 9> 무용을 통한 청소년 정서함양의 교육적 가치

청소년의 중기 단계의 정서는 자아의식이 초기단계보다 높아지면서 독선

적이고 우월을 과시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난다

(이경주, 2014). 무용 습득 과정은 하나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에 대한 

교육과 비슷한 것으로, 실제적인 무용경험은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타인과

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용교

육은 독선적이며 우월적인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행위나 단체와의 조화를 이루는 행동, 타인에 대한 배려, 소속감 및 친밀감

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후기 단계의 청소년들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을 나

타내지만 주관과 객관, 자기와 사회, 현실과 이상 등의 조화에 대해 고민을 

하며 보다 완전한 자아의식을 찾으려고 노력한다(이미자, 2012). 이러한 단

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용교육은 창의적 움직임을 통한 이상에 대한 탐

구의 기회 및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자아의식을 더욱 확고하

게 해주고, 즉흥력·상상력·독창성 등을 자극하고 발휘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정신적 성취 욕구를 해소시킨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 무용교육은 긍정적 정서함양 측면에

서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무용교육은 전인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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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형성에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이끄는 무용교육의 구체적인 모

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청소년 정서함양 관련 무용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교육은 <표 10>과 같이 주로 학

교 교육과정의 체육교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과 내 접근과 창의적 체험활

동, 방과 후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과 외 접근으로 나

누어 실천된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

교육은 정부부처 지원프로그램, 지역별 문화재단을 거점으로 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중심의 프로그램 등 보다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취지

와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구분 대표적 프로그램 특징

학

교

내

정

과

내

체육교과 내 
<표현활동> 영역

Ÿ 체육교과 내 표현활동 영역에서 운영

Ÿ 신체활동을 통한 예술적 측면, 다양한 심미적 표현 요소에 
대한 이해, 신체를 통한 창의적 표현활동으로 구성

정

과

외

<예술교육선도학교>
<예술중점학교>
<예술동아리>

Ÿ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운영

Ÿ 학교 전체를 지원하거나, 학교 내 일부 학생그룹을 
지원하는 형태

학교 밖
<토요문화학교>

 <춤추는 무용도전>
Ÿ 주로 정부부처 지원, 문화기반시설 및 예술단체와 협력, 

예술인의 재능기부 등의 형태로 실행

<표 10> 청소년 정서함양 무용교육 프로그램

 1) 학교에서의 정과 내 무용교육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정과 내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체육교사에 의해 체육교

과 안의 표현활동 영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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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활동 관련 교육은 신체활동을 통한 예술적 측면에 대한 강조, 다양한 

심미적 표현 요소에 대한 이해, 신체를 통한 창의적 표현활동이 주로 다루

어지기 때문에, 영역 특성상 무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홍희정, 조

미혜, 2009).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활동의 목표는 표현활동의 가치를 이해하

고 창의적으로 표현활동을 수행하며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교육과학기술부, 2011), 내용은 각 교과서마다 제시하는 형식이나 활동에 

차이가 있지만, 활동별로 기본동작을 제시하고 창작 및 감상 활동으로 연계

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추나영, 2015). 이와 같은 표현활동을 통한 무

용교육은 청소년이 다양한 예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수단

이 됨과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하여 협동심과 

사회성을 향상시킨다(박혜영, 2003). 

2) 학교에서의 정과 외 무용교육 프로그램

공교육 내 청소년 무용교육의 기회 확산을 위해 학교에서의 정과 외 무용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정부부처 및 기관의 지원

으로 운영되며, 학교지원형과 학생지원형 모델로 구분된다. 학교지원형 모델

은 학교를 선정하여 그 학교의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

당하는 프로그램은 <예술교육선도학교>가 있다. 학생지원형 모델은 선정된 

학교 내 일부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유형으로, 대표적 사례로는 <예술

중점학교>, <중학교 예술동아리>사업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학

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에 따른 인성교육의 핵심 사업으로, 지역의 소외된 

학교에 다양한 무용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인성 함양 및 무용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각각

의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교육내용은 청소년이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통해 무용 문화



- 54 -

를 나누고 소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체험학

습, 협동학습, 관찰,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같

은 학교에서의 정과 외 접근은 학교와 지역의 예술교육 인프라 및 지원의 

연계 강화, 지역 간 문화예술의 격차를 감소, 사교육비의 경감 등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류성창 외, 2014). 

3) 학교 밖 무용교육 프로그램

학교 밖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교육 프로그램들은 

주로 정부주도하에 문화기반시설 및 예술단체와의 협업, 예술인의 재능기부, 

멘토수업 등을 통해 운영된다. <토요문화학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

인 학교 밖 무용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 및 가족 단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육 프로그

램은 참여형태에 따라 관람형, 강의형, 장르융합형, 체험형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무용관련 기관이 정부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대표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으

로는 국립현대무용단의 <춤추는 무용도전>이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봄

학기와 가을학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춤추기, 감상, 무용작품 제작, 공연 등

의 활동을 제공한다. 이러한 학교 밖 접근의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에

게 다양한 무용교육의 내용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프로

그램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니며, 문화적 양극화 및 소외 현

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은승, 2012).  

다. 청소년 정서함양 관련 무용교육 연구

무용을 예술로만 바라보고 행해졌던 지배적인 연구문화에서 벗어나 무용

을 교육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교육학적 관점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박중길, 박준희, 2002). 무용교육에 대한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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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인 교육과정, 교수법, 교사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되기 시

작하면서 무용과 정서함양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연구들이 점차 등장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무용과 청소년 정서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서교육으로서 무용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무용심리학과 무용치료분

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류분순, 2000), 세부적인 주제로는 창의

적 사고, 자기표현, 인성, 자아개념, 협동심, 사회성 등이 주를 이루었다(박중

길, 2014; 류분순, 2000; 유혜경, 2009). 본 절에서는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 

이루어진 무용교육의 연구를 정서지능 발달, 사회·정서 함양, 심미·창의력 

향상, 영적체험 증진의 4가지 접근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1) 정서지능 발달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에서 정서지능 발달과 관련된 

접근은 무용교육의 정당성과 가치를 피력하는데 유용한 관점이다. 다양한 

무용교육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은 무용교육이 청소년의 사고력, 판단

력,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의 발달을 도모하고 있음을 주장하

고 있다(Root-Bernstien & Root-Bernstien, 2001; Young, 1992).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정서지능 발달 접근의 연구들은 무용 활동을 

통한 지적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긍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특정한 무용 장르 활동

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몇몇 연구는 창작이나 통합예술

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서지능 모형에서 추

구하는 정서인식, 표현, 활용, 조절 등과 같은 인지적 추론을 통해 발달되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강민수, 2007; 박준희, 2003). 이는 정서지능 

발달 접근의 연구 대부분이 무용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지능 발달을 세부 연

구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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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무용을 통한 지적능력 향상 및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 추구

내용
⚫ 장르별 무용 활동(예: 한국무용, 발레)
⚫ 창작무용
⚫ 통합예술교육

방법
⚫ 춤추기
⚫ 창작하기
⚫ 감상하기

기타
특징

Mayer & Salovey(1997) 정서지능 모형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많음

<표 11> 정서지능 발달 접근

무용과 정서지능관련 연구들은 청소년이 무용 활동을 통해 정서 인식, 정

서 안정, 정서 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다(오윤

정, 2003). 마지막으로 정서지능 발달 접근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춤추기, 창

작하기, 감상하기를 주된 활동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였다(박사자, 2002). 

특정 장르의 춤을 추면서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감상 활동을 통해 정서를 이입하고 활용하도록 촉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로 박신혜(2010)는 12주간의 살풀이춤을 활용한 무용교육프

로그램이 청소년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정서 지능 

측정 결과 청소년의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사고촉진, 정서지식활용, 정서

조절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화숙(2010)은 무용교육에서 정서지능을 

행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결정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성과 정서 상태

를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한 능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정서지능은 무용에서 

정서의 기능이자 감정의 표현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무용 의미 내용이 

되고 무용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무용에서 정

서는 창작과 감상하는 관객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라 제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청소년기에 정서지능은 정서인식과 표현능력,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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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상대방과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한다고 역설하였다. 

2) 사회·정서 함양 

예술교육은 인간의 품행과 인격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Read, 1958; 

Schiller, 1793, 1794), 무용을 포함한 예술교육의 과정은 정서함양을 저변으

로 형성하는 인격수양이라고 볼 수 있다(허정임, 2007). 무용을 통해 청소년

의 인성, 인격의 함양을 도모하는 접근이 바로 사회·정서 함양 접근이다. 

<표 12>는 사회·정서 함양 접근을 목표, 내용,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다. 사회·정서 함양의 접근은 크게 청소년 개인 정서의 함양을 통한 긍정적 

태토 및 성향의 발달을 추구하는 개인적 인성과 관련된 연구와 대인과의 관

계에서 정서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발달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인성과 관

련된 연구로 구분된다. 

청소년 개인적 인성과 관련된 연구들의 대부분은 무용심리학 분야에서 다

루어졌으며, 무용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 신뢰, 존중하

고 개인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Brinson, 1991). 구체적인 세부 주제로는 자아개념, 자아존중, 자기

효능, 자신감 등이 있다(이경, 2007; 이숙재, 신종철, 2008). 이들은 주로 특

정한 장르를 교육내용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움직임 교육이라는 다소 넓은 

범위의 활동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창작무용을 교육내용으로 선정

한 연구도 종종 존재하였다(차수정, 2011). 개인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칭찬이나 소질 개발을 통해 청소년에게 자아상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박중길, 2008),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거나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게 하여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박선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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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인성

목표 무용을 통한 자기 인식, 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서조절력 향상  

내용 ⚫ 움직임 교육
⚫ 창작무용

방법
⚫ 긍정적 피드백
⚫ 브레인스토밍
⚫ 단계별 목표성취 방법

사회적
인성

목표 무용을 통한 사회성 증진

내용 ⚫ 즉흥무용
⚫ 창작무용

방법 ⚫ 동료협동학습
⚫ 1일 교사역할 수행 방법

<표 12> 사회·정서 함양 접근

사회적 인성은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사회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청소년이 

무용교육을 통해 또래집단과 함께 어울리면서 남을 배려하고 같이 생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Smith-Autard, 

1994). 청소년 사회적 인성과 관련된 연구는 인지 발달 접근의 연구와 더불어 

청소년 정서를 위한 무용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박혜연, 2013). 

사회적 인성과 관련된 세부 주제로는 대인관계, 예의, 협동심 등이 있으며(김

은하, 2011; 김자영, 2011; 주신형, 2010), 교육내용은 대부분 즉흥무용과 창작

무용이 주를 이루었다(김자영, 2011; 양주연, 2010; 이숙재, 2000). 이는 즉흥

과 창작이 대부분 모둠활동을 통해 이루어져 타인과의 상호소통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교육내

용을 설정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청소년의 사회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대

표적인 교육방법으로는 동료와 협동을 통한 방법, 무용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하는 에티켓을 준수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박중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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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정화와 이한주(2013)는 고등학생의 사회·정서 함양을 위한 표현활

동 무용수업 적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표현활동 무용수업의 

학습주제와 학습내용, 사회·정서 학습원리(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책임 있는 

의사결정, 자기관리, 관계관리)를 바탕으로 12차시 수업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무용 수업에 대한 내적 흥미를 유발시키고, 즐거움, 흥미, 자

신감, 재미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반면 무용에 대한 선수 

학습의 경험이 없던 청소년은 ‘걱정거리’ 또는 ‘수치심’ 등 부정적 정서를 

체험하였다. 

3) 심미·창의력 향상

무용교육은 청소년의 심미력과 창의력의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무용과 심미력, 혹은 창의력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들

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서예원, 1996; Best, 1985; McFee, 1994). 무용교육은 

일반적인 창의성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무용분야에 특화된 창의

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오레지나, 2005), 자기표현과 미적감각 

등과 같은 심미력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형수, 

2008; 김은화, 1997; 이종만, 1996). 

<표 13>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심미·창의력 향상 접근은 무용을 통해 

청소년이 미적 감각을 향상시키고 표현력, 상상력, 독창성 등을 함양하는 것

을 공통적인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기존의 무용 장르를 

활용하는 내용부터 음악을 활용한 유드리믹스, 라반의 움직임 교육, 혹은 특

정 범주를 제한하지 않고 신체 표현활동이라는 다소 넓은 범위의 활동을 교

육내용으로 삼고 있다(이삼선, 2003; 조은영, 2007). 청소년의 심미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자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끄는 직접적인 교수방법보다 

학생들에게 협동학습을 장려하는 학생주도적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신언숙, 이강순, 2010), 미술이나 음악 등 타 예술장르와 함께 통

합적으로 교육되는 방법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반민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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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무용을 통한 미적 감각 향상 및 표현력, 상상력, 독창성의 함양

내용

⚫ 장르별 무용 활동(예: 한국무용, 발레)
⚫ 유드리믹스
⚫ 라반 움직임 교육
⚫ 신체 표현활동 

방법 ⚫ 학생주도 학습
⚫ 체험학습

기타
특징

대부분 통합적 예술교육 형태로 운영됨

<표 13> 심미·창의력 향상 접근

오현주(2015)는 무용의 서사적 차원에 주목하여 ‘하나로 무용수업’을 통해 

중학교 무용창작 수업에서 창의성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효과

로 청소년의 감정 표현력, 공감능력, 성찰능력, 예술향유력 발달을 제시하였

다. 하나로 무용수업은 무용수업에 체육교육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하나

로 수업모형(최의창, 2002)을 적용하였다. 하나로 수업은 인문적 체육교육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무용의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무

용 활동 속에 담긴 정신, 전통, 안목 등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

다. 또한 서사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업 내용으로 포함

한다. 

한편, 맹연미와 변재경(2002)은 청소년의 창의력과 무용창작 능력 향상을 

위한 즉흥무용 프로그램 연구에서 즉흥무용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창의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향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무용창작

능력(독창성, 다양성, 표현력, 구성력, 연속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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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무용을 통한 몰입, 자아실현, 행복감의 실현

내용 ⚫ 장르별 무용 활동(예; 한국무용, 발레)

방법 ⚫ 하나로수업모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간접체험 활동

기타
특징

주로 심리학 관점으로 수행되어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표 14> 영적체험 증진 접근

4) 영적체험 증진

영성은 사람의 가장 안쪽에 들어 있는 선(善)으로, 신, 존재, 우주와 자아

에 대한 심원한 연결에 대해 고민하도록 만드는 성향을 의미한다(한혜리, 

2014). 예술은 일종의 창조적 행위이며 영적인 여정으로, 기쁨을 느끼고 창

조적 자기 경험을 통해 인간의 의식을 새롭게 한다(Lawson, 1996). 무용을 

통한 영적체험 증진은 정서교육의 다양한 모습으로 행해져왔다. 무용은 신

체와 정신의 온전한 참여로 행해지는 활동으로, 청소년에게 홀리스틱한 체

험을 제공한다. 무용의 몰두함으로써 얻게 되는 즐거움, 행복, 신명, 신체와 

감정의 해방, 카타르시스나 황홀경에 이르는 것을 영적체험이라고 볼 수 있

으며(박선영, 이승범, 2010),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연구에서 영

적체험과 관련된 연구가 소수 존재하였다(<표 14> 참고). 

이들은 청소년이 무용을 통해 몰입, 자아실현, 행복, 즐거움 등을 실현하

는 것을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심리학 관점으로 이

루어진 연구들로 교육내용의 측면에서나 방법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전반적인 무용 활동에서 영적체험을 증진시키는 세부 요

소들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조영주(2010)는 몰입이 자기목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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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성취감과 자신감, 활동과 인식의 통합, 최면과 유사상태, 고도의 주의

집중으로 구성된다고 밝혔으며, 김전미(2003)는 무용에서 자아실현은 자기실

현성, 감수성, 자기긍정성, 인간성, 자발성, 포용성, 실존성, 자기수용성을 포

함한다고 설명하였다. 

청소년의 영적체험 증진 접근에서 통합적 수업인 하나로모형을 중심으로 

무용 활동이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향상시키고(박주영, 이강순, 2010),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켜 참된 자기발견을 가능하게 하였다는(박소현, 2009; 오현주, 

2009) 몇몇 연구들만 존재한다. 이와 같은 영적체험 증진 접근의 연구가 상

대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영적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교육학적으로 다루어

지기 힘든 내면의 깊은 경험이며, 무용 학습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많아야

지만 체험할 수 있는 심오한 차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일 것이다(박혜연, 

2013). 몰입체험 증진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밝히

는 후속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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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

가. 해석학적 패러다임

본 연구는 Lather(2007)가 구분한 질적 연구 패러다임의 네 가지 유형인 

실증주의(Positivism), 해석주의(Interpretivism), 비판이론(Critical theory), 포스

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중 해석주의 연구 패러다임을 적용하였다. 지식론

적 측면에서 해석주의는 질적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드리는 연구 패러다

임으로 구성주의, 현상학, 문화기술지, 해석학 등을 포함한다(Bryman, 2008). 

실증주의가 지향하는 보편적 법칙이나 규칙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면, 해석주의는 다수의 실재(realities)가 있음을 가정하면서 현상에 대한 ‘이

해’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이해’는 현상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다

양한 행위자들이 주변의 세상을 구성해 나가는 맥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획득되며, 연구자가 연구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한 해석에 근거한

다(김영천, 2015a). 따라서 연구자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사전 지식과 경험

이 연구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두어야 한다(Denzin & 

Lincoln, 2000). 

해석주의 패러다임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석주의는 실재

의 본질 또는 진실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가정하며 본질적으로 고

유하고 다양한 실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Lather, 2007). 따라서 과학적 사

실처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인식 방법이 아니라 주어진 역사,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연구자는 공유된 이해, 실천, 언어 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고 구성하게 된다. 둘째, 연구의 목적은 특정 현

상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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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zin & Lincoln, 2000). 따라서 현상의 표면에 나타난 표층적 측면보다는 

현상 이면에 담긴 행위자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셋째, 해

석주의에서 수집된 자료와 문헌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드리지는 것이 아니

라 자료에 내재된 맥락과 역사성을 고려한다(김영천, 2015a). 이에 자료 분석

에 있어서도 해석적이고 변증법적인 자연주의적 질적 방법을 사용하며, 현

상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의 관점과 안목을 중시한다. 나

아가 문화와 개인적 이해가 포함된 실재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연구

의 이해를 높이고, 사례연구, 내러티브, 해석, 재구성을 통해 연구의 최종 산

출물을 드러낸다.

이러한 해석주의 패러다임은 청소년 긍정적 정서함양을 위한 교수방법, 프

로그램, 교수자의 특징을 포함한 정서교육을 위한 무용교육의 적절한 맥락과 

사회적 환경을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즉, 해석주

의는 청소년 무용교육 유경험자들인 교사 및 학생의 견해와 지각에 대한 해

석을 통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연구 패러다임이다. 

나. 근거이론

해석주의 연구 패러다임을 토대로 본 연구는 Glaser와 Strauss(1967)가 제시

한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주요한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무엇보다 

근거이론이 자료에 근거(ground)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

한 질적 연구방법 접근의 집합(Charmaz, 2006)이며, 기존의 시각에 새로운 해

석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근거이론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 즉, 

문헌연구, 심층면담, 설문 등의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청소년 정서에 

대한 이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서의 의미를 확장하고 발전시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토

대를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근거이론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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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대체로 근거이론은 

체계적인 각각의 분석 과정을 통해 복잡한 사회현상이나 개인 행동의 새로

운 의미를 드러내고, 그 의미들을 이론화 하는 연구 수행방식이라 할 수 있

다(Corbin & Strauss, 2008; Charmaz, 2006). 근거이론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

나는 자료수집과 분석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부터 보다 

상위 단계의 추상적인 개념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무용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이 경험

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들의 정서함양을 돕는 무용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도출하였다. 

근거이론과 귀납적 질적 방법은 연구과정이 귀납적이고, 목적이 있는 표

집을 사용하며, 연구자의 메모를 중요시하고, 실질적인 이론에서 중간범위의 

공식적인 이론을 범위로 잡는 등 유사한 점이 많다(김영천, 2015b). 다만 근

거이론은 무엇보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 각각의 수집된 자료뿐만 아니라 기

존의 이론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분석적인 메모 등을 통해 풍부한 자료에 대

한 해석을 넘어 알려지지 않거나 혹은 수정이 필요한 현상을 귀납적으로 이

론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근거이론은 무용과 청소년 정서함양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

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미비한 현 실태를 개선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이해와 통찰력을 얻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다. 

근거이론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지니고 이론적 표본추출, 

지속적 비교, 메모, 코딩 등을 수행하고 이론적 표현수단으로 다이어그램과 

같은 도형을 활용한다(Corbin & Strauss, 2008).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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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절차 및 단계

연구의 절차는 [그림 3]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청소년 정서함양이라는 

연구주제 및 이를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원리 탐색의 연구목적을 설정하

였고, 근거이론을 연구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크게 청소년과 정서, 청소년기 정서교육, 무

용을 통한 청소년 정서교육 등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문헌

연구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명료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문헌연구는 연구주

제와 관련된 배경을 제공하고 초기 이론적 표본추출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문헌연구 및 사전연구를 바탕으로 초기 이론적 표본을 추출하였다. 사전

연구는 교육자 2명과 학생 2명을 선정하여 개방형 설문지와 면담을 시행하

였다. 무용 활동에서 느끼는 정서와 청소년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무용교

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의 자질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연구의 결과 분

석을 통해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연

구문제를 보완하고 연구 참여자의 범위, 개방형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하는

데 사전연구의 결과가 활용되었다. 

이론적 표본추출 후에는 검토된 범주를 기준으로 하여 수집할 자료를 결

정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참

여관찰 등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자료분석은 개념과 범주를 추출하는 개방

코딩, 범주와 하위 범주를 연결하는 축코딩, 핵심 범주를 발견하고 이론의 

통합과 정교화를 이루어가는 선택코딩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분석·해석의 과정은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지속적으로 비교하

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는 수집된 모든 자료의 분석과 해석

의 통합을 통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원

칙을 제시하는 이론의 기술 단계로 연구를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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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의 절차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면서 전집을 가장 잘 대표하고 연구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Goetz 

& LeCompte, 1984)에 따라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무용교육 유경험자를 교

육자 집단과 학생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무용교육 유경험자들이 속해

있는 교육장소를 학교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학교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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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비전공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일반학교와 무용 전공 청소년들을 교육하

는 예술학교로 구분하고, 교육경력과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

하였다. 

 <표 15> 연구 참여자(무용교육자)

순번 지역 성별 학력 무용경력 교육경력 교육현장

교육자1 서울 여 학사 14년 12년 발레

교육자2 서울 여 박사수료 13년 10년 발레

교육자3 서울 여 박사 18년 23년 문화예술교육

교육자4 경기 여 박사수료 25년 15년 현대무용

교육자5 인천 남 학사 15년 13년 댄스스포츠

교육자6 인천 여 학사 12년 7년 댄스스포츠

교육자7 서울 남 학사 17년 13년 문화예술교육

교육자8 서울 여 학사 5년 9년 문화예술교육

교육자9 서울 여 학사 27년 10년 문화예술교육

교육자10 경기 여 학사 15년 6년 댄스스포츠

교육자11 서울 여 석사 24년 12년 발레

교육자12 경기 여 박사 28년 10년 한국무용

교육자13 경기 여 석사수료 20년 12년 현대무용

교육자14 경기 여 석사 14년 10년 발레

교육자15 경기 남 학사 14년 7년 댄스스포츠

교육자16 경기 남 학부 12년 8년 현대무용

교육자17 서울 여 석사수료 23년 12년 발레

교육자18 서울 여 학사 9년 3년 문화예술교육

교육자19 서울 여 박사 24년 5년 문화예술교육

교육자20 서울 여 박사 30년 12년 현대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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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역 성별 학년 참여무용 기간 학교특성

학생1 경기 여 고등 3 발레 30개월 예술고/남녀공학

학생2 경기 여 고등 3 발레 32개월 예술고/남녀공학

학생3 서울 여 중등 3 한국무용 12개월 일반중/남녀공학

학생4 서울 여 고등 1 한국무용 8개월 일반고/여고

학생5 경기 남 고등 2 현대무용 18개월 예술고/남녀공학

학생6 경기 여 고등 2 현대무용 20개월 예술고/남녀공학

학생7 인천 여 고등 3 댄스스포츠 6개월 일반고/여고

학생8 경기 남 중등 2 댄스스포츠 22개월 일반중/남중

학생9 서울 남 중등 1 문화예술교육 14개월 일반중/남녀공학

학생10 서울 여 중등 2 문화예술교육 10개월 일반중/남녀공학

무용교육자는 무용전공 학부 졸업자 혹은 무용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육자 중에서 무용지도 경험이 최소 5년 

이상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표 15> 참고). 한국무용, 발레, 현대

무용, 댄스스포츠, 문화예술교육 등 여러 무용의 장르를 고려하였다. 

무용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으로 무용 수업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 중 수업활동에서 적극성을 보인 청소년을 무용교육

자에게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표 16> 참고). 무용교육자와 마찬가지로 무

용 장르와 학교의 종류(일반학교, 예술학교)를 함께 고려하여 청소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표 16> 연구 참여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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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설문 질문

무용교육 

전반 및 정서

교육자

- 무용이 청소년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신다고 생각 하십니까?

- 무용이 학생들의 정서의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무용교육이 청소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본인의 무용 경험을 회상해보았을 때 기억에 남는 느낌과 감정은 
무엇입니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 수업이 다른 대상으로 하는 수업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려움은 없는지요?

학생

- 무용 수업에서 주로 어떠한 것을 배우나요?

- 무용 수업에서 어떠한 감정과 느낌을 주로 받나요? 그 이유는? 

- 무용 수업을 하고 나면 어떠한 기분이 드나요? 

- 가장 인상에 남은 무용 수업이 있나요? 그 이유는?

- 무용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앞으로도 무용을 계속 하고 싶은가요? 

<표 17> 교육자 및 학생 개방형 설문 질문 

3. 자료수집

가. 개방형 설문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이를 위한 정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보다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방형 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심층면담의 설문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개방형 설문지의 내

용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자와 학생으로 구분하여 연구문제와 관

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표 17>, 부록 6, 부록 7 참고). 설문 사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자가 정의한 정서의 개념을 설명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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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육자

- 무용 수업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 설정한 목표가 청소년 정서함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무용에서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 무용 수업에서 청소년의 정서 체험과 표현을 위해 어떠한 내용을 
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 멀티미디어, 음악, 미술을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

학생
- 무용 수업에서 본인의 감정(기쁨, 즐거운, 흥분, 몰입, 성취감, 

자신감)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무용 수업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나요?

무용교육 

방법

교육자

- 학생들이 본인의 무용 수업을 통해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나요?

- 무용 수업에서 감정이나 정서의 표현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수업에서 본인의 어떠한 모습이 학생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들이 본인의 무용 수업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함양이 가능
하도록 하는 자질은 무엇일까요? 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학생

- 그동안 배웠던 무용 선생님들은 대부분 어떠한 스타일이었나요? 
이러한 스타일의 무용 선생님은 본인의 정서함양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나요?

- 정서함양을 촉진시키는 무용 선생님이 갖추어야 할 우선적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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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층면담 

면담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법 중 하나로, ‘연

구 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

하는 언어적 의사교환’(Maccoby & Maccoby, 1954)이자 ‘목적을 가진 대

화’(Bogdan & Biklen, 2006)이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직접적인 의사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은 단순한 설문지나 질문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비

교하였을 때 보다 적극적인 연구방법이며, 심층적인 연구로 이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면담 기법 중에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

으로부터 생성되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Manen, 1990). 이러한 심

층면담은 사전 경험, 지나가 버린 기억, 내적 세계 등과 같이 관찰이 어려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얻으려고 할 때 사용된다. 

본 연구는 무용 교수학습에 참여하는 교육자와 학생의 과거 및 현재의 경

험, 인식, 관점, 의식 등을 심층면담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무용교육을 통한 

청소년 정서교육의 가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은 사전에 준비된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하되, 무용 활동에서 청

소년의 정서경험, 청소년 정서교육을 위한 무용교육의 원리, 목표, 내용, 방

법 등에 대해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과 주로 함께 사

용하는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사용하였다. 면담의 주요 

질문은 개방형 설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 18>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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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주요내용

무용 활동과 정서체험

⚫ 청소년 정서함양에 있어서 무용의 역할

⚫ 청소년 정서함양과 무용의 관계

⚫ (교육자의 경우) 무용교육 제공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구체적인 정서 변화 관찰 경험

⚫ (학생의 경우) 무용교육 수혜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정서 변화 경험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원리 및 목표

⚫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전제

⚫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목표

⚫ (교육자의 경우)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 무용 수업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는 것

⚫ (학생의 경우) 자신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무용수업 및 교육자의 특징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청소년 정서힘양을 위한 무용교육자의 역할 

⚫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자의 자질 

⚫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프로그램의 방법

<표 18> 심층면담의 주요내용

심층면담은 무용교육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1~2시간 정도 실시하였고, 대

상자에 따라 1~2회 진행하였다. 원활한 면담을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가이

드 면담 질문을 사전에 전달하여 연구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

공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대답을 유도하였다(부록 8, 부록 9 참고). 면담 실

행에 있어서 가이드 질문을 바탕으로 면담 상황에 따라 질문을 추가, 변경, 

삭제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전사하여 

자료분석에 활용하였고, 자료분석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 및 이메일을 이용하여 추가면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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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관찰자로서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삶에 

참여하는 현장 활동을 뜻한다(Fetterman, 1991). 참여관찰은 연구자들로 하여

금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양식과 더불어 그들의 의식, 신념, 감정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들을 획득하게 한다.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 아직 알려진 

사실이 없거나, 현장의 상황, 활동, 사람, 의미를 기술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

관찰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Patton, 1990). 무용을 통한 정서교육이 정

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현실에서, 심층면담과 설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무용교육 현장에 직접 들어

가 실제로 무용체험을 통해 정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참여관찰은 본 연구의 중요한 자료수집 방법이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현장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비참여에 의한 관찰,’ 

‘완전한 관찰자로서 참여관찰,’ ‘참여자로서 참여관찰,’ ‘관찰자로서 참여관

찰,’ ‘완전한 참여자로서 참여관찰’로 구분된다(김영천, 2015b). 이러한 다섯 

가지 형태의 참여관찰 중에서 본 연구는 ‘관찰자로서 참여관찰’ 방법으로 관

찰을 실행하고자 한다. ‘관찰자로서 참여관찰’은 현장에 들어가 연구 참여자

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중도적인 정도의 참여한다는 점에서 ‘비참여에 

의한 관찰’이나 ‘완전한 관찰자로서 참여관찰’과는 다르며,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알린다는 점에서 ‘완전한 참여자로서 참여관찰’과도 구분된다. 

무용의 교수와 학습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본 연구자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현장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는 것

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와 어느 정도 적당한 관계를 형

성해야만 무용교육 현장의 정서 교육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는 ‘관찰자로서 참여관찰’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다양한 참여관찰의 종류 중 일화적 관찰(anecdote observation)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일화적 관찰방법은 현장에서 관찰자가 관심을 가지

고 있는 특정한 주제만을 선별하여 그 주제에 맞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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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연구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빠짐없이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관찰하는 개방적 관찰방법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관찰방법이다

(김영천, 2015b). 청소년과 정서, 청소년기 정서교육, 무용을 통한 청소년 정

서교육의 문헌고찰을 통한 정보와 사전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이론적 표본 추출을 통해 범주화된 개념들을 중심적인 관찰 대상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일화적 관찰을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및 해석

가. 코딩

근거이론에서 코딩은 자료를 분해하여 개념화하고 이론을 형성할 수 있도

록 통합시켜 준다는 점에서 분석 및 해석 과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코딩은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

(selective coding)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코딩의 과정은 차례로 이루어지는 선

형의 과정이 아니라 순환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그림 4] 참고).

학자들에 따라 초기코딩(initial coding)라고 불리기도 하는 개방코딩은 원

자료의 개념들 중 관련성을 지니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

위범주로 구성하고 그 하위범주들을 묶어 범주로 구성하는 단계이다(김영천, 

2015b).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 청소년 정서함양과 무용교육의 원리, 목표, 

내용, 방법과 관련된 문헌고찰, 면담, 설문, 관찰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들

을 해체시켜 청소년 무용교육 현장에서 정서함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중심 내용을 개념적으로 범주화·요약하고, 범주화된 개념들의 속성과 

위치를 파악하여, 개념적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개방코딩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개방코딩을 통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를 귀납적으로 분석하

여 즐거움·기쁨, 흥분·설렘, 자유로움, 편안함, 몰입, 자신감·성취감, 공감, 교

감, 배려, 협동심, 책임감 등 11개의 핵심 정서를 도출하였다. 또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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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으로 정서체험의 기본과 정서표현

의 기본 범주가 구성되었다. 

[그림 4] 3단계의 코딩 과정

개방코딩의 과정에서 생성된 많은 범주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비교·분

석하여 관련 있는 형태로 재조합하는 단계가 축코딩이다. 축코딩은 발견된 

개념과 주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도식화하는 작업을 거쳐 범주들 간 관

계적 진술이나 가설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또한 계속적으

로 질문(질문법)하고 지속적으로 비교(비교법)하여 각 범주들의 부가적인 속

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축코딩을 통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를 개인적 차

원의 체험정서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정서 등 크게 2가지 종류

의 정서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각의 정서는 정서의 수준(깊이)에 따라 표층

적 수준과 심층적 수준의 정서로 범주화되어 크게 체험정서에서는 감각적 

정서(예: 즐거움, 흥분)와 실존적 정서(예: 자유로움, 편안함), 관계정서에서는 

대인적 정서(예: 공감, 교감)와 공동체적 정서(예: 배려, 협동심)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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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선택하여 이를 초기이론의 틀

(framework) 형태로 발전시키는 근거이론의 최종적 통합단계인 선택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선택코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범주가 통합

된 중심 현상인 핵심범주를 생성하는 일이다(Strauss & Corbin, 1990, 2008). 

효과적인 핵심범주 생성을 위해 Strauss(1987)가 제시한 핵심범주의 선택 준

거를 참고하여 생성된 핵심범주가 자료에 자주 등장하는지, 모든 범주 및 

속성과 개념적으로 연관되는지, 다른 범주들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일반

화된 이론을 위한 함의를 지니는지, 이론의 깊이 및 설명적 힘을 가지는지, 

모순적·대체적 사례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

년이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그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을 중심으로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체험적 목표, 표현적 목표), 내

용(서사적 내용, 창의적 내용), 방법(직접적 지도방법, 간접적 지도방법)에서 

핵심 범주를 생성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야기 개요 작성하기,’ ‘이야기 재작성하기,’ ‘범주들 간의 관계 새

롭게 정립하기,’ ‘개념들 사이의 관계 검토하기’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문제

와 관련된 범주들의 위치를 재검토하고, 범주들 사이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

하고 통합하고자 하였다(Strauss & Corbin, 1990, 2008). 

나. 이론적 표본 추출

이론적 표본 추출이란 연구자가 자료분석 과정을 통해 입증한 이론적 관

련성을 지닌 개념이나 범주를 더욱 깊이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

키는 비교 대상을 결정하여 자료수집의 대상을 도출하는 표본 추출 방법을 

말한다(Strauss & Corbin, 2008). 근거이론에서의 이론적 표본 추출은 이론을 

발견하고 검증하기 위해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이론에 근거하여 수

행되는 표본추출로, 이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양적연구에서의 표본추출과는 

차이가 있다. 이론적 표본 추출은 근거이론에서 자료분석 및 해석의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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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코딩의 단계에 따라 목적과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코딩에 

따라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청소년 정서와 관련된 표본 

추출을 실행하였다. 

먼저 개방코딩에서는 연구주제와 연관된 문헌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고찰

하고 청소년 무용교육과 관련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 무용교육과 관련된 가능한 많은 범주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축코딩의 단계에서는 개방코딩을 통해 발

견된 범주들 간의 차이점을 발견하여 관계를 확인하고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관련있는 개념들을 근거로 하여 연관적이고 다양한 표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에서는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효

과적인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원칙과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끄는 교수방

법, 프로그램, 교육자의 특징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부족한 범주들을 메

우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 지속적인 비교

근거이론의 핵심적인 방법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지속적인 비교는 자

료의 분석과 해석과정을 통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이론에서의 

비교는 동일한 범주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을 찾아 비교해 가면서 개념을 뚜

렷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막연한 비교와는 다른 엄밀성과 구체성

을 가지고 있다(김영천, 2015b).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원리와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을 발견

하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비교를 실시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0, 2008)이 제시한 비교법에서 범주 속성의 차원에서 극단에 위치

하는 것을 비교하는 회전시소기법(the flip-flop technique), 유사한 사건을 범

주의 속성 내에서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는 조직적 비교법

(close-in comparison), 동일한 범주를 가지면서 먼 거리에 있는 대상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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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거리 비교법(far-out comparison)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범주와 이론을 

명료히 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이 무용 활동에서 경험하는 유사한 정서

간의 비교(예: 기쁨, 즐거움, 설렘, 만족 등)를 통해 정서의 분류를 보다 명

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체험정서와 관계정서의 비교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무

용교육의 원리, 목표, 내용, 방법을 선명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라. 메모와 도형 

연구의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 메모와 도형을 사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사고를 명료하게 해준다. 메모(memo)는 이론의 형성과 관계있는 

분석의 기록을 의미하며, 도형(diagram)은 개념과 관계된 시각적인 표시를 

말한다(Strauss & Corbin, 2008). 이러한 메모와 도형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축척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특히 근거이론에서 메

모와 도형의 활용은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근거이론에서의 메모는 코딩의 결과를 보여주는 코딩 기록, 코딩 결과에

서 도출된 이론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록, 코딩 기록과 이론적 기록을 고찰 

후 연구자가 다음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조작적 기록으

로 구분되며(김영천, 2015b), 연구가 진행될수록 깊이가 깊어지고 논리적으

로 치밀해 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도형은 글로써 정리될 수 없는 

복잡다양성을 효과적인 도식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의 개념이나 정서가 함양되는 과정과 같이 복잡해서 

글로 표현이 어려운 개념들은 도형을 통해 정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유형별 메모들을 적극 활용하여 삭제, 수정, 보완, 연장 등의 과정을 거쳐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원칙을 근거로 제시

하고자 하는 이론에 기초가 되는 자료들의 명확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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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론의 기술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중심으로 앞에서 설명된 자료  분석 및 해석

의 단계를 모두 거치면 이론의 포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론을 발견하게 된다. 

이론의 포화란 근거이론에서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나타는 것으로 새로

운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을 진행하여도 정립된 이론으로 모든 것이 설명 가

능하여 더 이상 이론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김영천, 2015b). 

이때의 이론은 코딩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실제적인 수준의 이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근거이론에서 연구의 종료 시점은 종료 시점을 예측 할 수 있

는 양적 연구와는 다르게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발견되지 않는 시점이므로 

고정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Glaser & Strauss, 1967).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의 과정에서 이론적 포화의 달성 정도를 살피면

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각각의 연구결과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

의 분류,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 목표, 내용, 방법을 기술

하고, 마지막 연구결과에서 이를 종합함으로써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

용교육의 원리 및 프로그램 개발 원칙과 관련된 이론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

리하고자 하였다. 

5.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연구의 진실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활용하였다. 먼저, 교육자와 학생

이 생각하는 무용 체험을 통한 긍정적 정서와 이를 촉진하는 무용교육 프로

그램의 기본적 가정, 목표, 내용,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출처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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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으로 수집하였다. 문헌고찰,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참여관찰 등 광범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서로 비교·분석하면서 결과를 도출하

여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결론에 대해 그 타

당성을 검토하였다. 무용을 통한 정서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본 

연구에서 현장 중심에 있는 교육자와 학생은 현장의 주체이자 현장 그 자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과 장기적, 심층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전사된 면담 내용을 연구 참여

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여 오류나 왜곡이 없는지 확인하고, 관찰 시

에 사용될 현장노트에 기록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 분석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료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독단적인 주관성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개인 연구자에 

의해 주체적으로 시행되는 학위논문의 특성상 연구 절차, 분석, 해석에 있어

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 및 같은 분

야의 연구자의 검토는 오류를 최소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용 및 

체육교육 분야의 교수, 연구자가 속한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

는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 연구의 윤리

연구의 윤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를 

의뢰하여 IRB 승인 후 승인 문서에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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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종류 체험정서 관계정서

표층적 수준 감각적 정서 대인적 정서

심층적 수준 실존적 정서 공동체적 정서

IV. 연구 결과

1. 무용 활동에서 경험되는 청소년의 정서

무용 활동은 청소년의 다양한 정서 경험 통로로 작용하였다. 연구 결과 

무용은 청소년이 대체로 즐거움·기쁨, 흥분·설렘, 자유로움, 공감 등의 정서

를 경험하고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비록 연령, 무용의 종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있었지만, 청소년이 무용에서 경험한 정서들은 

4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다(<표 19> 참고). 

각각의 정서는 경험적 수준에서는 혼재되어 동시에 드러나거나 명확한 구

분이 힘들지만, 정서의 수준과 깊이, 정서 발생의 맥락적 차이에 따른 논리

적 수준에서의 분류는 청소년 정서 경험에 대한 명료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우선 크게 정서의 너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정서와 관련된 체험정서와 타

인과의 관계와 연관된 관계정서로 드러났다. 또한, 정서의 수준에 따라 표층

적 수준(감각적 정서, 대인적 정서)과 심층적 수준(실존적 정서, 공동체적 정

서)으로 파악되었다.

   <표 19>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의 정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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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구분 핵심 정서

표층적 감각적 정서
⚫ 즐거움·기쁨

⚫ 흥분·설렘

심층적 실존적 정서

⚫ 자유로움

⚫ 편안함

⚫ 몰입

⚫ 자신감·성취감

가. 체험정서

체험정서는 청소년이 개인적 차원에서 체험하는 정서로, 즐거움과 기쁨처

럼 개인의 내면에 즉각적으로 정서적 변화를 느끼는 감각적 정서와 몰입, 

자신감, 성취감처럼 감각적인 정서함양에 따른 실존적 정서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표 20> 참고).

   <표 20> 체험정서

1) 감각적 정서

감각적 정서는 청소년이 표층적 수준에서 체험하는 정서로 대체로 무용 

활동의 입문 단계나 무용 수업의 초기 단계에서 느끼는 즉각적이고 본능적

인 기본감정이다. 감각적 정서는 청소년이 무용에서 다른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출발선이며, 근간을 이룬다(Stinson, 1997). 대표적인 감각적 정서로 즐

거움·기쁨, 흥분·설렘이 도출되었다. 우선, 무용 활동은 청소년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정서를 강력하게 제공한다. 

수업� 시간을� 통해� 춤을� 추면서� 나� 스스로도� 되게� 즐거운� 느낌이� 들었다. 스

스로도� 즐거운� 것이� 거울을� 보면� 혼자�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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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내가�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되게�

신나� 보여서� 스스로� 즐거웠나� 보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는� 내가� 정색을� 한�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춤을� 출� 때� 걱정과� 같은� 사적인� 감정들

을� 내려놓고� 편하게� 춤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학생4, 개방형� 설문)

학생4가 무용 활동이 본인에게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활동인지 설명하는 

것처럼, 청소년은 춤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움직임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박주영, 이강순, 2010). 입시와 학업에 지친 청소년에게 무용은 

‘춤을 통한 건전한 일탈’의 기회가 되며, 이러한 장에서 청소년은 일상의 스

트레스에서 벗어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무용을 하는 것이 매우 기쁘다

고 대답한 연구 참여자들은 기쁨의 근원을 ‘무용에 대한 재미’에서 찾을수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춤을 추는 행위, 움직이는 활동 그 자체에서 즐거

움 또는 기쁨의 감정을 경험하였다. 몇몇 청소년들은 몸을 신나게 움직임으

로써 하루가 즐겁고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춤

에서 느끼는 즐거움·기쁨은 무용 수업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춤의 실력과 상관없이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여, 무용 

참여의 동기를 높였다. 무용의 수준보다는 무용에 대한 태도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보다 적극적인 무용 참여로 이어졌다(Bond 

& Stinson, 2007). 

개방형 설문과 면담에서 대다수의 무용교육자들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

서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수업의 세부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청소년의 무용 수준에 따라 ‘의도적’으로 특정 정서를 보다 함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무용을 처음 접하거나 연령

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즐거움·기쁨과 같은 감각적 정서의 경험을 우선적으

로 중점을 두어 가르쳐야 한다. 무용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이 없이는 자발

적인 무용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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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업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무용을� 배우며�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즐겁게�

춤을� 추는� 것에� 있습니다.

(교육자3, 개방형� 설문)

저는�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나갔을� 때� “아~ 오늘� 참� 열심히� 했고, 즐거

웠다.” 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즐거워야지�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교육자13, 심층면담)

교육자3은 무용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높여 즐거움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교육자13 또한 청소년이 

무용 수업을 통해 즐거움의 정서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다. 감각적 정서에 

해당하는 즐거움·기쁨의 정서는 청소년의 내적 동기를 자극하고, 무용을 지

속하게 하는 촉매제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김영복, 2009; 노상우, 2012), 

무용의 장기적 참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청

소년들은 무용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용교육자는 몸을 가

지고 신나게 신체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이끌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은 무용 활동에서 흥분과 설렘의 감정을 경험하였다.

저한테� 춤은� 진짜� ‘반짝거림’ 이었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 공간이� 반짝거리

는� 그런� 느낌이요. 그러다보니� (춤이) 약간� 마약처럼� 자꾸� 하고� 싶고, 누군

가� 내� 몸을� 뒤에서�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런� 찌릿찌릿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온통� 반짝반짝� 거리는� 공간� 안에서� 제가� 움직이면� 그� 반짝거리는� 것이� 나와�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닭살� 돋을� 정도로� 무슨� 전율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을� 받다보니� 무용이� 너무� 하고� 싶은� 거에요. 무용이� 너

무� 아름답고� 하면� 저절로� 노래가� 불러질� 정도로� 신이� 나고� 설레고요.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요.

(학생2,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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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거림’, ‘자꾸 하고 싶은 마약과 같은 것’, ‘찌릿찌릿한 느낌’, ‘닭살 

돋을 정도의 느낌’ 등 무용 활동은 청소년이 전율을 느끼고 무용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용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지를 몸

으로 표현하고(McCutchen, 2006),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신체 부위를 다양

하게 활용하며(Smith-Autard, 2002), 몸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찾아가

는 과정(김화숙, 2010)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흥분·설렘의 정서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즐거움·기쁨, 흥분·설렘처럼 체험정서의 표층적 수준에 해당하는 감각적 

정서들은 일반적으로 ‘무용 활동이 청소년 본인들과 일체화’ 되는 과정에서 

감지되는 감정이다. 듀이는 이러한 감정을 ‘흥미’ 라고 표현하였으며, 흥미

를 외부의 대상을 자아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노상

우, 2012). 즉, 무용을 통해 감각적 정서를 느끼는 청소년들은 무용 활동을 

본인과 관계가 있는,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지각하고 흥미롭게 느끼게 되

어 즐거움·기쁨, 흥분·설렘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감각적 정서는 

청소년의 무용 활동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

용한다. 또한 감각적 정서는 무용의 실천전통에 제대로 입문할 수 있는 통

로를 제공하고(홍은숙, 2007; MacIntyre, 1984), 무용기능 향상과 인지적 발달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영복, 2009; 신남수, 2000).

한편, 감각적 정서의 교육은 무용을 전문적으로 전공으로 하지 않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저는� 주로� 비전공자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능� 향상보다는� 춤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무용을� 함으로써� 행복함, 기쁨과� 같은�

단순하지만� 긍정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청소년들의� 경

우는요. 전공자와는� 조금� 다르게요.

(교육자9, 개방형�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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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과는 다르게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하는 무용 수업은 무용 움직임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즐거움 경험 등과 

같은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일반 청소년들에게 

무용이라는 장르는 그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악이나 미

술과 같은 타 예술 장르보다 낯선 경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특히 중

요하다(임수진, 2015).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육자의 

경우에는 즐거움·기쁨, 흥분·설렘과 같은 감각적 정서 경험에 보다 초점을 

두어 수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실존적 정서

체험정서의 심층적 수준에 해당되는 실존적 정서는 감각적 정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서의 복잡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감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실존적 정서는 청소년 개인이 감각적 정서를 제대로 느끼고 꾸준히 

무용 활동에 참여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감각적 정서가 청소년이 

무용 활동의 초기나 시작하면서 느끼는 감정인 반면, 실존적 정서는 그들이 

무용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발달된다. 

실존적 정서의 대표적 정서는 무용 활동을 통해 느끼는 자유로움, 편안함, 

몰입, 자신감과 성취감이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 실존적 정서는 청소년

이 무용을 ‘의무’가 아닌 ‘자유’에 의해 참여하여, 자유로움, 편안함, 몰입,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이어지는 정서적 발달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즉, 무

용 활동에서 실존적 정서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개인의 정서를 표층적 측면

에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삶에 비춰 정서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 88 -

[그림 5] 실존적 정서의 발달 단계

우선, 청소년은 실존적 정서 차원에서 자유로움을 느꼈다. 

나는� 현대무용� 시간을� 통해� 춤을� 추었을� 때�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

선� 몸풀기� 준비운동을� 하면서�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면서�

몸이� 좀� 더� 원활하게� 내가� 원하는대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반적으

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느낌

을� 받았다.

(학생6, 개방형� 설문)

무용은 청소년에게 무용을 통한 표현에 대한 자유뿐만 아니라 평소에 쓰

지 않은 신체부위를 움직이게 하여 자유로움을 느끼도록 한다(McCutchen, 

2006; Smith-Autard, 2002). 자유로움의 정서는 곧,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학생3은 무용 활동을 접하기 전에는 몸을 단지 ‘생물

학적인 신체’로 단순하게 생각했던 반면, 현재는 몸을 ‘자유로운 표현 도구’

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7 역시 신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느끼면

서 춤을 추는 행위가 곧 자유라는 느낌이라고 역설하였다. 

둘째, 신체 움직임 범위의 확대와 확장은 무용 수업과 무용 동작에 대한 

편안함과 연결되었다.

 

생각해보면� 현대무용을� 배우는� 과정� 내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물론� 초반에는� 동작을� 익히고� 진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을�



- 89 -

많이� 하기도� 했지만� 수업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익숙해지

기� 시작하면서� 현대무용을� 내� 느낌에� 맞게� 변형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같은� 동작이더라도� 손짓, 표정, 강약� 조절을� 통해�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의� 느낌을� 찾으면서� 무용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졌다.

(학생5, 개방형� 설문) 

무용 활동을 통해 움직임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무용 동작을 수월하게 수

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소년은 무용 동작에 각자 자신의 색을 입혀 변형·

수정하기도 하고, 본인에게 좀 더 맞는 자신만의 움직임 방법을 터득하기 시

작한다. 무용 경험은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느낌을 

주며, 이러한 정서의 표현은 춤을 통해 각자의 이야기를 신체 움직임을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함의 정서를 유발한다(Stinson, 1997; McFee, 1994).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도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 생각, 정서 등을 솔직하

게 표출하여 자유로움을 느끼는 무용 활동의 방향성을 강조하였다. 

저는� 학생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매� 순간이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이� 무용을� 통해� 솔직히� 감정을� 표출할� 때� 가능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감정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약간� 억압하는� 그런� 문

화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무용을� 통해� 무언가� 나의� 감정과� 의견,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교육자11, 심층면담)

무용 활동을 통한 정서표출은 청소년에게 ‘자유로움’, ‘살아있음’, 등의 정

서를 느끼게 해준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솔직한 정서표출을 억압하는 문화

라는 점, 청소년 시기의 문제행동이나 과잉행동이 청소년들의 표출 욕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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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되어서 생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권이종, 김용구, 2016), 무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의 자유롭게 표현하는 정서표출은 청소년 정

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목적 중 정서표현의 목적을 성취하는 중요한 핵

심요소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자유로움과 편안함의 정서는 무용 활동에 깊이 파고 들

거나 빠져들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완벽하게 몰두하게 되는 상태인 몰

입을 가지도록 촉진시킨다.

자이브를� 출� 때, 자아도취� 된� 기분으로� 내가� 춘� 것인지� 파트너가� 나를�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인지, 멋들어지게� 추진� 못하지만� 물� 흐르듯� 추는� 내� 모습을�

보고� 수요일은� 하루� 온종일� 하늘에�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학생7, 개방형� 설문)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춤을� 추면� 진짜� 아무� 생각이� 안나요. 아무� 생각� 없이�

춤을� 춘다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는� 그� 때� 그� 순간�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

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이� 참� 좋습니다. 약간� 치유되고� 힐링되는� 느낌이라

고� 해야� 할까요?

(학생10, 심층면담)

‘자아도취 된 기분’, ‘하늘에 떠다니는 기분’은 춤에 대한 몰입을 잘 드러

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생10은 집중을 해서 춤을 추다보면 기분이 좋

아지고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몰입은 무언가에 빠져들

어 최고의 집중을 하는 상태이다(Stinson, 1997). 따라서 무용에서 몰입은 무

용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무아지경’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곧 무용에 대

한 최고의 집중을 의미한다. 무언가에 대한 집중은 비단 무용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자신의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적인 생활기술(life skill)이라 할 수 있다(강지웅, 2016; 이옥선, 2012). 

무용에서 청소년의 몰입경험은 개인의 신체와 마음에 대한 집중을 촉진하



- 91 -

고, 각자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에 대

한 이해와 정서적 안정을 가능하게 한다. 

춤을� 추면� 일단� 춤에� 몰입을� 해야� 하다보니까� 잡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리

고� 춤을� 추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 무언가�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 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무용을� 다� 한� 후에� 좀� 마음이� 차분해진� 상

태에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알� 수� 있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안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들어가는� 느낌

을� 느끼게� 됩니다.

(학생1, 심층면담)

 무용에서의 움직임은 단순히 표면적 몸짓을 넘어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정서적 몸짓이 될 수 있다. 무용 활동은 정서를 

정화시켜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서가 불안정한 

학습자들에게 심리적 안전장치로 작용한다(김영란, 박현옥, 2009; 박숙자, 

2009; 이부연, 2013). 특히, 무용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몰

입을 한 경우, 성취감은 물론 정신적 안정감과 같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Stinson, 1997). 

무용교육자 역시 청소년의 집중력과 몰입에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로 설정

하였다.

저는� 청소년들의� 집중력이나� 몰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신이� 집중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정서를� 잘� 알아차릴� 수� 없고� 그러면� 그�

정서를�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

런� 쪽에� 방향성을� 맞춘�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16,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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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은 본인의 감정이나 정서에 집중하여 정서를 잘 인식할 때 가능하며, 

정서에 대한 집중과 인식을 통한 몰입은 정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전옥

표, 2015). 따라서 몰입의 정서경험은 청소년이 더 나은 정서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기 위해 성취되어야 하는 핵심요소이다. 

넷째, 무용 활동에서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만끽하고, 몰입을 느낀 청소년

들은 더 나아가 ‘나도 할 수 있다’로 설명되는 자신감의 정서와 ‘무언가 해

냈다’는 성취감의 정서를 경험하였다. 실존적 정서에 해당되는 자신감은 무

용을 처음 접하는 초기의 무용에 대한 태도와 주변의 시선을 극복할 때 특

히 강하게 작용하였다. 

초반에는� 내� 춤추는� 모습을� 보는� 친구들의� 시선과� 생각이� 걱정되었으나� 자신

감을� 점점� 찾아가면서는� 그러한� 시선들을� 많이� 신경� 쓰지는� 않게� 되었다. 그

렇게� 즐기면서� 수업을� 듣다� 보니� 지금은� 마치� 내가� 에벌레가� 아닌� 막� 탈피

를� 해서� 새롭게� 날개짓을� 하는� 나비의� 느낌이다. 더� 이상� 수업시간에� 춤을�

추는� 것이, 추다가� 동작을� 틀리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그로� 인해� 틀려도� 자

신� 있게, 창피해하지� 않고, 쑥스럽지� 않게� 춤을� 출� 수� 있었다.

(학생9, 개방형� 설문)

많은 청소년들은 무용 참여 초기에는 무언가 표현하는 것에 대란 쑥스러

움, 두려움, 창피함 등을 가지고 있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무언가를 표현해야 하는 무용은 일찍부터 체계적인 움직임 교육을 받지 못

한 청소년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 사실이다. 무용이 독립된 교과로 

존재하지 않고 체육교과의 표현활동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용

교육적 상황을 고려하여 무용 활동은 비단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어렵고 부

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이 특히 중요하다(박은규, 박순이, 2002; 이기화, 2003). 

한편, 청소년은 무용 수업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게 될 때 성취감을 강

하게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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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춤을� 배워가며� 나의� 몸을� 바라보고� 내� 몸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동작을� 교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다. 동작을� 배우고�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보고� 동작의�

중요� 부분을� 신경� 써서� 수행하는� 것이� 마치� 게임에서� 하나씩� 퀘스트를� 깨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에게�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고� 자주� 까먹는� 동

작들을� 잘� 수행하면� 왜인지� 모를� 뿌듯한� 감정과� 성취감이� 들었다.

(학생8, 개방형� 설문)

무용 동작을 배우고 고치는 과정을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은 뿌

듯한 감정과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더 나아가 무용 활동은 비단 청

소년들에게만 자신감이나 성취감의 정서를 느끼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실

제로 많은 무용교육자들도 본인의 학생이 새로운 춤을 배워 학생이 즐겁게 

그 춤을 수행할 때, 혹은 난이도 높은 무용 동작들을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성공하게 되었을 때 학생과 함께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요컨대, 무용 활동은 청소년에게 자유로움, 편안함, 몰입, 자신감, 성취감

과 같은 실존적 정서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실존적 정

서를 경험할 수 있는 무용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무용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자신감이나 성취감은 비록 그 과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인지를 통해 얻은 자신감이나 성취감보다 강하고 심오하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임수진, 2015). 다시 말해 무용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실존적 정서들은 청소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고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양분의 역할

을 할 수 있다(박혜연, 2013; Dewey,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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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구분 핵심 정서

표층적 대인적 정서
⚫ 공감

⚫ 교감 

심층적 공동체적 정서

⚫ 배려심

⚫ 협동심

⚫ 책임감 

나. 관계정서

관계정서는 무용 활동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

달되는 정서의 집합이다. 청소년은 무용을 배우는 과정과 동료와 배움을 나

누는 상황에서 표층적이고 심층적인 관계정서의 정서 경험을 할 수 있다. 

표층적 수준의 정서는 주로 동료에 대한 정서라는 점에서 ‘대인적 정서’이

며, 심층적 수준의 정서는 대인적 정서의 조합과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공동

체적 정서’이다. <표 21>에서 알 수 있듯, 관계정서는 공감과 교감을 핵심으

로 하는 대인적 정서와 대인적 정서의 확장과 발달로 볼 수 있는 배려, 협

동심, 책임감의 공동체적 정서로 구성되었다. 

   <표 21> 관계정서

1) 대인적 정서

대인적 정서의 핵심적인 정서로 공감과 교감이 도출되었다. 관계정서의 

대인적 정서는 주로 청소년이 파트너와 짝을 이루어서 춤을 추면서 관계를 

형성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춤을 통해 상대방과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한 

감정적 기반이 대인적 정서 경험에서 비롯된다. 특히, 공감은 무용에서 타인

과의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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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 수업시간을� 통해� 파트너와� 춤을� 추었을� 때� 파트너와� 소통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나� 혼자� 잘� 습득하면� 되겠지, 

나� 혼자� 수업을� 잘� 따라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었지만, 파트너와� 춤을�

추면� 출수록�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꼭� 말을� 하지�

않아도� 파트너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

(학생7, 개방형� 설문)

차차차� 커플댄스� 연습이� 매주� 반복되면서� 이제는� 파트너와� 소통할� 때�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같이� 한� 곡� 해보면� 된다. 어떠한� 감정, 느낌으로�

지금� 춤을� 추는지� 전달이� 된다.

(학생8, 개방형� 설문)

학생7이 설명하듯 청소년은 ‘파트너와 춤을 추면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느낌’과 같이 파트너를 이해하고 동작을 통한 소통의 경험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댄스스포츠와 같은 무용 장르는 이러한 정서 경험을 촉진한다. 굳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춤에서 동료가 어떠한 감정과 느낌을 지니고 있

는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무용 활동에서 다른 사람

의 생각이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감정인 공감의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손경

원 외, 2010). 공감은 타인에 대한 경계를 제거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시

작할 때 느낄 수 있는 정서로(이옥분, 2004), 신체접촉을 바탕으로 하는 무

용은 타인과의 경계를 쉽게 허물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공감

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점에서 대인적 또는 사회적 정서라 

할 수 있다. 

 동료와의 공감뿐만 아니라 무용에서 청소년은 작품 대상에 감정이입을 

하여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무용� 작품을� 연습하다보면� 작품� 속에� 있는� 캐릭터를� 제가� 연기하는� 거니까�

그� 작품� 속� 캐릭터가� 되어서� 마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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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시대에� 이� 사람이면� 어떠한�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 캐릭터에�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이� 제가� 춤을� 추는데� 더� 몰입하고� 집중하도

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학생2, 심층면담)

무용 활동은 청소년에게 단순한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넘어, 감정에 

의해 유발된 상상력을 통해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생생히 체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이 다루는 내용에 정서적으로 

참여시키도록 유도하여 상상력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상상력을 ‘서사적 상상

력’이라 부를 수 있다(Nussbaum, 2010). 무용 활동에서의 ‘서사적 상상력’은 

작품 대상의 내면에 일어나는 느낌을 각자의 내념에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으로 무용에서 정서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복합적 작용을 의미한다. 즉, 

무용은 청소년이 특정 상황에 자신을 투사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내면적 

세계를 들여다보고 탐색할 수 있는 공감의 장(場)을 제공한다(최진, 곽덕주, 

2015). 

공감과 유사한 정서 경험으로, 청소년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넘어 춤을 

통해 무언가를 보다 직접적으로 나누는 ‘혼연일체’의 정서로 표현되는 교감

을 경험하였다. 

처음� 댄스스포츠� 수업을� 들을� 때� 파트너와의� 교감이� 중요한� 댄스라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솔로� 댄스� 이후� 커플� 댄스를� 배우면서� 파트너와의� 교

감이� 얼마나� 중요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지를� 느꼈습니다. 수업시간에�

짝을� 바꾸어� 커플� 댄스를� 출� 때, 둘의� 호흡이� 잘� 맞아� 완벽하게� 마무리했을�

때� 그동안에는� 느낄� 수� 없었던� 희열감이� 느껴졌고, 춤으로� 교감이� 이뤄졌다

고� 생각합니다.

(학생8,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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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와 같은 커플댄스 형태는 교감의 정서 경험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게 한다.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커플댄스를 할 때 파트너와의 호흡

이 중요하며, 파트너와 스텝을 맞추고 균형을 맞추어 춤이 잘 어울리게 하

려면, 파트너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처럼 공감과 교감의 대인적 정서는 사람들 간에 일종의 우애를 제공함으로

써 우리 주변을 인간화·인격화하는 사회적 요소를 압축하고 있으며, 타인의 

감정 상태와 가치 체계를 상상적으로 아는 능력인 도덕적 상상력과도 밀접

하게 관련된다(이진희, 2008). 더 나아가 공감과 교감을 발달시키는 일은 타

인에 대한 적극적 도덕적 행위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이재훈, 2001; Shure, 

2001).

 무용교육자들은 본인의 무용 프로그램에서 공감을 보다 직접적으로 가르

치고자 하였다. 

요즘� 청소년들이� 워낙에� 혼자� 개인적인� 시간을� 엄청� 많이� 가지는� 편이잖아

요.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핸드폰을� 들고� 있고요. 혼자

만의� 생각에� 갇혀� 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거나�

주변을� 돌아볼� 환경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와� 다른� 사

람을� 관찰하고� 생각해주고� 하는� 것들을� 움직임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상대방을� 접촉하고� 상대방을� 도와줌으로써� 공감과� 교감� 같

은� 정서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하고자� 그런� 종류의� 활동들을� 수업

에�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17, 심층면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에 더 친숙한 편이다(이경주, 2014; 이미자, 2012). 교육자 17은 

이러한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의도적으로 수업 내 타인을 

관찰하고 접촉하며 배려하는 활동을 지도하여 공감과 교감 등의 정서를 경

험하게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밖에 여러 무용교육자들이 “본격적으로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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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 전에 파트너와 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제공한다.”, “타인

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춤을 추게 한다.”, “상대방과 아이컨택(eye contact)

을 하면서 호흡에 신경을 쓰게 지도한다.”는 등 청소년이 무용을 통해 공감

과 같은 관계정서의 정서 경험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춤은 소리 없는 언어라는 말이 있다. 간혹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나 정서를 느끼기도 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의사소통을 시도하기도 한다. 춤이 신체를 통해 감정

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그리고 춤을 통한 신체접촉이 타인의 

감정이나 느낌을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각인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김선미, 

2013; 김수정, 곽금주, 2003), 공감·교감과 같은 대인적 정서는 무용 활동을 

통해 더욱 민감하고 세심하게 경험될 수 있다.

2) 공동체적 정서

관계정서의 심층적 수준에 해당하는 공동체적 정서는 대인적 정서의 경험

을 근간으로 하여 보다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서들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은 공감·교감 정서의 발달로 보다 심층적인 정서라 할 수 있는 배려

심, 협동심, 책임감의 공동체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무엇보다 여러 명이서 

함께 하는 그룹 활동을 통해 타인들과 춤으로 소통하며, 동료 간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체적 정서를 함양하였다. 

배려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춤을 출 때 배려의 정

서를 경험하게 된다. 

커플댄스를� 출� 때� 단순히� 안무를� 배우고� 이것을�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파트

너가� 좀� 더� 쉽게� 스텝을� 할� 수� 있도록� 저의� 동작을� 조절하고� 다른� 커플들에

게� 방해가� 되지� 않게� 위치를� 바꾸는� 것� 등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룹� 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팀원들과� 안무� 혹은� 대

열을� 짤� 때에도� 다�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춤을� 추다보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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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통을� 하며� 춤

을� 추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7, 심층면담) 

동료와 함께 춤을 출 때 청소년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의식하고 고려하

게 된다. 가령, 댄스 스텝이나 동작을 상대방을 위해서 조절한다. 즉,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무용실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 더 나아가 그룹 활동에서 청소

년은 팀원들을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 9는 “춤 

실력이 부족한 팀원을 보고, 자신이 춤에 서툴렀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 

팀원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했다.”고 답하였다. 학생10도 “팀원들이 모

두 체격이나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대열을 맞추어 춤을 출 때 상대

방을 잘 관찰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춤을 춰야 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무용 활동에서 배려는 타인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

로, 감정의 자기규제뿐 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의 관점에서 인정해

주는 공감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노상우, 2012). 배려는 청소년들이 

무용에서 파트너의 감정에 참여하여 그의 감정과 느낌을 공유하는 공감·교

감의 정서적 활동이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배려는 청소년이 

공동체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다(이진희, 2008; Noddings, 

1984). 무용교육에서는 개인적으로 각자 춤을 추는 독무 활동과 더불어 여러 

명이 모둠을 이루어서 춤을 추는 군무 활동을 자주 지도하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군무 활동을 통해 집단으로 함께 춤을 추면서 서로 배려하는 습

관을 익히기에 유용하다. 

여러 무용교육자들도 무용에서 이루어지는 모둠별 활동은 배려를 기르는 

데에 도움을 주기에, 무용을 통한 배려 함양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같이� 춤을� 추다� 보면� 배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습관처

럼� 말하는� 것이� ‘몸은� 여러� 개이지만, 머리는� 하나처럼� 춤을� 춰라.’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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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춤을� 춰야� 하니까요. 그� 사람의� 컨디션, 그� 사람이�

춤을� 해석하는� 방향, 그� 사람이� 음악을� 해석하는� 방향� 그런� 것들까지도� 서

로� 공유를� 하면서� 춤을� 추다보니까� 좀� 타인을� 살피고� 배려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발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자13, 심층면담)

무용에서 군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몸짓을 제각각 수행하

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하는 것이기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군무에서 청소년은 춤을 함께 추는 동료

의 감정에 대해 민감해지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다. 

배려와 함께,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은 협동심과 책임감을 경험하였다. 

사실� 처음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막막했었다. 

음악도� 직접� 고르고� 춤도� 직접� 짜야�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같은� 조원들과� 힘을� 합쳐서� 동작을� 만들어내고� 호흡을� 맞

추면서� 연습하니깐� 못� 할� 것� 같던� 것도� 점점�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춤�

연습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춤� 출� 때� 모두가� 박자에� 맞춰서� 같이� 호흡을�

맞추며� 춤을� 출� 때의�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서로� 안� 맞았던� 동작

들이� 연습을� 통해� 마지막에� 딱� 맞을� 때는� 소름끼칠�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학생5, 개방형� 설문)

같이� 준비하는� 것이기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춤이� 엉성

해� 질� 수도� 있었고� 스텝이� 틀려� 팀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런� 걱정� 때문에� 춤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더� 잘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학생6,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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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팀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무용 작품을 만드

는 과정’, ‘한 동작 한 동작씩 맞춰나가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 ‘서로 

춤을 만들고 도와주는 과정’, ‘각자를 조금씩 희생하면서 팀을 위하는 행동’ 

등을 통해 강한 협동심을 경험하였다고 표현하였다. 협동심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려는 마음으로, 모둠활동을 통한 무용 수업에서의 협동심

은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는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기반이 

된다(송수남, 1997; 최수진, 2003). 또한, 공동체적 정서에 있어서 청소년은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인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둠을 이루어서 하는 창작 과제는 동료 친구들의 표현을 관찰하면서 동시

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

문에(이정화, 이한주, 2013), 소속된 모둠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자아 및 역할

을 비롯한 책임감의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배려심, 협동심, 책임감과 같은 공동체적 정서는 대인적 정서와 함께 무용 

수업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정서들로, 청소년이 타인과 함께 춤을 추고 춤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발달하게 된다. 즉, 관계정서

는 청소년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되고 발달되는 관계지향적인 

성격의 정서들로 구성된다. 관계정서는 특히 파트너 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댄스스포츠 활동에서 보다 강하게 발현되었다. 

댄스스포츠는� 둘이� 추는� 춤이다� 보니까� 이� 파트너� 저� 파트너� 다양하게� 만나

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파트너와� 춤을�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7, 심층면담)

일단� 댄스스포츠는� 둘이� 한다는� 것에� 있어� 다른� 무용과는� 많이� 다른� 것� 같

아요. 둘이� 추는� 춤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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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합이나� 호흡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15, 심층면담)

학생7의 말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파트너를 이루어 춤을 추는 댄스스포츠

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댄스스포츠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대방

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신이수, 2004; 최진, 곽덕주, 2015). 상대방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는 것은 곧 관계정서를 촉진시키는 것과 연결되며, 관계

정서의 촉진은 교육자15가 제시하고 있듯이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과의 

의사소통’, ‘타인과의 호흡’이 춤을 통해 성취될 때 가능하다. 

[그림 6]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의 정서 경험

지금까지 청소년이 무용 활동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를 살펴보았다([그

림 6] 참고).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은 크게 즐거움, 몰입, 자신감과 같은 개

인적 정서 경험과 관련성이 높은 체험정서와 공감, 배려심, 협동심 등 대인

적 정서 경험과 밀접한 관계정서의 다양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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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교육은 청소년의 정서 스펙트럼의 너비를 넓힐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서 경험은 각각을 따로 경험하기 보다는 통합된 

형태로 다양한 무용의 상황과 맥락에서 경험한다. 

더 나아가 무용 활동은 대체로 청소년이 정서의 수준 측면에서 표층적 수

준에서 심층적 수준으로 보다 높은 차원의 정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청소년의 무용수준과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즐거움, 

흥분처럼 표층적 수준의 정서 경험을 바탕으로 성취감, 자신감과 같은 보다 

깊은 차원의 정서경험을 할 수 있었다. 표층적 수준의 정서는 심층적 수준

의 정서 경험을 위한 핵심적인 통로로 작용하였고, 심층적 수준의 정서 경

험은 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발달과 밀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무용교육

에서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 표층적 수준의 정서를 그들이 경험하여 무

용의 원활한 입문을 가능케 하여 무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배려심, 협동심, 책임감처럼 청소년의 교육적 발달을 보다 직접적으

로 보여주는 심층적 수준의 정서 경험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무용교

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가정, 목표, 내용 

앞 장에서는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이 경험한 정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

았다. 청소년은 무용을 통해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정서를 표층적이며 심층

적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촉진하는 무용교육의 구체적

인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우선,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의 기본적 가정으로 정서체험의 기본과 정서표현의 기본 측면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두 가지 기본적 가정을 바탕으로 파생된 무용교육의 구체적인 목

표를 4가지로 나누어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무용교육의 목표와 연계된 교육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청소년의 바람직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 104 -

차원 세부 영역

정서체험
⚫ 경험하기: 다양한 정서의 경험

⚫ 이해하기: 자신 및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

정서표현
⚫ 표출하기: 개인의 정서 표출 

⚫ 소통하기: 타인과의 정서적 의사소통 증진 

갖추어야 하는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을 바탕으로 이와 연계된 목표와 교

육내용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체계적인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정서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Brinson,1991; McCutchen, 2006; McFee, 1994). 

가. 기본적 가정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으로 정서체험의 기본과 

정서표현의 기본이 도출되었다(<표 22> 참고). 즉, 청소년 정서함양과 관련

하여 무용교육은 청소년이 정서를 제대로 체험하고 표현하는 두 가지 측면

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두 가지 측면이 제대로 작동할 때 청소년의 정서함

양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서체험은 여러 가지 정서를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기’와 본인과 타인의 정서를 제대로 인식

하는 ‘이해하기’를 포함한다. 한편, 정서표현은 청소년이 무용 수업과 활동

에서 본인의 정서를 마음껏 표출하는 ‘표출하기’와 언어적 의사소통을 넘어 

정서적으로 타인과 원활히 소통하고 교류하는 ‘소통하기’를 함의하고 있다. 

   <표 22>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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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서체험의 기본

청소년이 무용을 배운다고 해서 체험정서와 관계정서와 같이 긍정적인 정

서를 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는 무용교육자는 청소년들에게 무용이 지닌 정서적 측면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움직임을� 위한�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우선� 감정과� 정서와� 같은� 것들을� 열어주

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학생� 개인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테크닉으

로만� 너무� 치우치다보면� 생각을� 아예� 안하고� 막� 움직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요. 그렇게� 되면� 무용의� 본질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춤은� 춤이� 아

니라� 서커스나� 체조인거죠.

(교육자3, 심층면담) 

무용기능 중심의 수업은 학생들이 특정 기술이나 기능 습득과 숙달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서를 체험할 기회를 충분히 갖기 힘들다(박혜연, 

2012; 최의창, 2012). 기능중심 무용 수업에서는 교육자의 일방적이고 주입적

인 방식으로 무용을 지도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한 청소년의 생각과 정

서에 대한 감각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무용교육자는 기능중심으

로 무용 수업이 진행될 경우 동작의 정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청소년이 

자신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공간이 축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학생들이 무용 내면에 담긴 무용의 가치나 정신을 제대로 습득할 때, 

무용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다(박혜

연, 2013; 이부연, 2013; Bond, Stinson, 2007). 따라서 정서체험 측면에서 청

소년의 정서경험을 위해 전통적인 무용기능 및 기술 습득 중심의 풍토와 관

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무용교육자들은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에서 다양한 정서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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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여러� 가지� 정서를�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용�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령� ‘희노애락’의� 대표적인� 한국� 춤을� 정해놓고� 오늘이� ‘희’의� 날이면� 기쁨

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부채춤을� 수업의� 활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정

서에� 적합한� 작품을� 정해� 핵심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교육자12, 심층면담)

무용교육은 청소년이 앞에서 제시한 체험정서와 관계정서를 포함한 다양

한 정서를 최대로 경험하게 하여, 정서에 대한 민감성과 유연성을 확장시켜

야 한다. 청소년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정서를 무용 활동에서 경험함으로

써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서에 대한 민감성 및 포용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최진, 곽덕주, 2015). 따라서 연구문제 1번에서 드러난 즐

거움, 몰입, 자신감, 성취감 등의 체험정서와 공감, 배려심 등의 관계정서의 

다양한 정서경험은 무용교육의 목적 설정에서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정서경험의 과정에서 정서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

다. 체험정서와 관계정서의 다양한 정서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 내부에

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민감해지고 유연해지기 때문에, 자신 혹은 타인의 

정서 상태가 어떠한지 정서를 잘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된다(최진, 

곽덕주, 2015). 여러 무용교육자들도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위해 정서

이해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한참� 찾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일깨워주기� 위한� 자기� 정체성을� 찾기나� 자아� 존중

감을� 가지기� 위한� 방향으로� 무용� 수업을� 실행하는� 편입니다. 그러한� 방향으

로� 수업을� 운영해야� 청소년들이� 본인의� 정서� 상태가� 어떠한지� 정서를� 이해하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19,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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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자아의 재정립 및 독립적인 자아 형성을 이루어가는 사회심리

적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오는 정서적 혼동과 불안감이 극

심해지는 시기이다(김지애, 2004). 이러한 시기의 무용교육은 청소년이 자신

의 내면에 집중하여 그 감정을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게 하고, 무용교

육에서의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한 이상에 대한 탐구의 기회 및 표현의 기회

는 청소년의 자아의식을 확고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이정화, 2012; 

Gerhardtz, 1973).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발생하는 부적응적 

정서를 통제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Grolink, Bridges, 

Connell, 1996; Gross, 1998),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정서체험 

측면에서 정서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이 밖에 여러 무용교육자들은 무용교

육이 청소년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청소년이 본인의 ‘정

서를 제대로 이해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무엇보다 정서이해는 청소년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함과 동시에 타인

의 정서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는 정서적 민감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함의한다. 

무용� 수업을� 듣기� 전에� 저는� 솔직히�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은� (무용) 수업시간에

‘나는� 왜� 춤을� 추는가? 춤은� 나한테� 어떠한� 의미인가?’ 등등의� 질문을� 가지

고� 하는� 무슨� 활동을� 했는데, 그� 수업� 이후에� 제� 생각이� 조금� 변하기� 시작

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진짜� 난해해�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선생님께

서� 계속� (수업� 활동을) 시도하셨어요. 그렇게� 계속� 시도하셨는데� 신기하게�

언제인가부터�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지� 않아도� 저절로�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기분이� 어떠하지?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려면� 무엇을� 했었더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것을� 통

해서� 제가� 굉장히� 저� 자신의� 정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 108 -

더� 나아가� 친구들의� 정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학생10, 심층면담)

학생10이 무용 수업을 통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한 것처럼, 무용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본인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기분이나 정서 상태는 어떠한지’, 혹시 ‘부정적인 정서 상

태에 있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등과 같이 자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무용은 청소년의 정서를 스스로 모니터링(monitoring)하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서이해의 시간을 제공한다(Robinson, 

2005). 

요컨대, 무용 활동을 통한 다양한 정서의 경험(경험하기)과 자신 및 타인

의 정서를 인식(이해하기)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정서체험 측면이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정서경험을 통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서들을 느끼게 되고, 각자에게 느껴진 새로운 정서가 스스

로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타인은 어떠한 새로운 정서를 느꼈는지 되

돌아보는 정서이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서를 발달시킨다. 

2) 정서표현의 기본

정서체험과 함께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다른 측면은 정서표

현이다.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정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함께 정서를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정서발달이 가능하다. 즉, 무

용 활동에서 청소년은 본인의 정서를 제대로 표출해야 하며(표출하기), 더 

나아가 타인과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어야(소통하기)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무용 수업은 청소년이 본인의 생각과 정서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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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

는� 방법을� 저의� 수업을� 통해�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을� 보면� 굉장히� 어눌하고� 갇혀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좀� 더� 밝은� 빛을� 밝혀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신감� 있게� 자

신을� 표현하는� 청소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자16, 심층면담) 

말을 못하는 어린 아이가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처럼 인간

은 본능적으로 신체 움직임을 활용하여 표출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신

이수, 2004). 하지만 교육이라는 제도의 틀에 들어오면서 신체를 활용한 인

간의 표현과 표출 욕구는 제한되고 제약된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표현하던 

어린 아이들이 학교 교실이라는 환경에 입성하면서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고, 이러한 몸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가만히 있는 시간은 아이들이 

성장해 갈수록 점차 증가한다. 즉, 청소년기에 이르면 본능적인 움직임의 욕

구에 대한 불만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이러한 불만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되었을 때 청소년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권이종, 김용구, 2016). 

이러한 측면에서 무용 활동은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몸으로 자유

롭게 표현하도록 분출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다시 말해 무용은 

미적 욕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

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불안을 완화시킨다(신남수, 2000).

청소년의 정서표출은 각자의 스타일과 개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과 같은 

창의성 발달과 관련이 깊다. 

 

춤은� 이� 사람이� 추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추면� 저렇게� 되고� 자기만의� 스

타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자신만의� 색

깔,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맞던� 틀리던� 답은� 없으

니까� ‘네가� 하는� 게� 최고고� 네가� 하는� 게� 답이야.’ 그렇게� 격려하는�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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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교육자15, 심층면담)

저는� 가령� 선생님이� 무언가를� 알려줘도� 학생들이� 그런� 기본적인� 틀은� 가져가

되� 자기� 스타일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모방하는게� 아니라�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자기� 자신의� 춤을� 출� 있도

록� 수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춤을� 통해� 자신의� 감정도�

표출하고� 그런� 식이� 되어야� 정서교육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16, 심층면담)

청소년의 정서표출을 촉진시키는 무용수업의 방식으로 하나의 답을 정해

놓고 그대로 모방하여 표현하게 하는 주입식의 교육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주입식의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청소년들에게 다

양한 방법으로 탐색을 하게 한 후에, 그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혹은 자

신의 개성이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용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Davis, 2008).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다수의 무용교육은 그 목적에 창의, 

인성, 정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행해지는 무용학습의 모습을 들여다

보면 교사가 지시하거나 모방을 하는 무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청소년

들의 정서표출의 핵심요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미윤, 2005; 

Stevens, 1992).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유아나 아동에 비해 그 정도가 약

하지만 여전히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다(권이종, 김용구, 2016). 주입식

으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무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정서적 소통력을 넓혀

주는 것이 중요하다(최진, 곽덕주, 2015). 

같은 맥락에서 교육자14는 무용 활동에서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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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정서표출을 실현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엄청�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용이라

는� 것� 자체가� 즉흥에서부터� 개인적으로� 하는� 움직임, 접촉을� 통해� 둘이서� 하

는� 것도� 있고, 주제를� 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표현활동� 쪽으로� 프

로그램을� 기획해도� 좋을� 것� 같고, 이슈가� 되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아니면�

영어나� 국어�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표현한다든지� 자기의� 생각이나� 정서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육자14, 심층면담)

무용 수업은 개인적 움직임을 활용한 표현, 접촉을 활용한 표현, 즉흥표

현, 주제표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표출을 도울 수 있다. 이

러한 청소년들의 정서표출을 위한 무용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자가 주도적으

로 수업을 이끌어 가기 보다는 약간의 큰 그림이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즐겁고 편안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정현우, 

2014; 최의창, 임수진, 2015). 

청소년의 적절한 정서표출은 타인과의 정서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한다. 

즉, 무용 수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출해 본 청소년은 상

황적 요구에 맞게 자신의 정서와 관련된 욕구를 정확하게 표출하는 법을 배

우게 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서적으로 교류에 어려움이 

없다(Gross, 1998; Salovey et al. 2004). 무용교육자들은 타인과의 정서적 교

류가 또래관계가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정서적� 소통능력이� 약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SNS로만� 소통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요. 얼굴� 대� 얼굴, 인간� 대� 인

간으로� 소통하는� 정서적인� 소통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룹활동을�

사용하여� 학우끼리� 소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교우관계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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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이고� 해서� 대인관계� 능력을� 위한� 정서적� 소통능력을� 염두해� 두고� 무

용�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18, 심층면담)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른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고 그 책무에 충실하려고 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송명자, 

2002), 동년배와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면서 친구 간의 우정을 지키려는 강한 

의무감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권이종, 1996). 이러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무용수업 내 그룹 활동을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청소년의 정서소

통을 도모할 수 있다. 청소년의 정서적 소통능력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대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최은실, 2010). 즉, 정서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가 높으며 타인의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epaulo, 1992). 반면, 정서적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청소년은 타인과

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성향이 높아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Emmons & Colby, 1995).

획일성보다는 개성을, 모방보다는 창의를 촉진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성

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무용교육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느끼는 

바와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개인 정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

한 성공적인 느낌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원활한 정서소통을 하게 될 때 바람

직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김영복, 2009; 신남수, 2000). 따라서 정서표

출과 정서소통은 정서체험과 더불어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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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정서체험과 정서표현의 선순환적 구조

요컨대, 정서체험과 정서표현은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기본

적 가정, 즉,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중심축이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무용은 청소년이 다양한 정서를 체

험할 수 있는 장(場)울 제공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정서를 표현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정서체험과 정서표현은 상호보완적 또는 선순환적 관계

라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감정, 느낌과 같은 풍부한 정서를 경험(경험하기)

하고 이해(이해하기)할 수 있는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출(표출하

기)하고, 타인과의 정서소통(소통하기)도 원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서 청소년의 정서가 발달되며, 궁극적으로 긍정적 정서가 함양된다. 

나. 무용교육의 목표

앞에서 논의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과 연계하여 무용교육의 목표가 선

정되었다. 정서체험 및 정서표현의 기본과 연계하여 체험적 목표와 표현적 

목표를 각각 도출하였다. 정서체험의 ‘경험하기’와 연관하여 ‘미적소양 함양’, 

‘이해하기’와 관련하여 ‘자기이해 심화’가 체험적 목표의 세부 목표로 제시되

었다. 정서표현의 ‘표출하기’와 연관하여 ‘자기표현 확대’, ‘소통하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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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계역량 증진’이 표현적 목표의 세부 목표로 확인되었다([그림8] 참고). 

이처럼 무용교육의 목표는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

정인 정서체험과 정서표현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이 무용 활동을 통해 예

술과 미에 대한 심미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미적소양 함양), 그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며(자기이해 심화), 자신의 정서, 생각, 감정, 느낌 등을 제대로 

표현하고(자기표현 확대), 건강하고 원활한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를 촉

진(관계역량 증진)하는 등 4가지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림 8]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목표

1) 체험적 목표

무용 활동은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는 심미력과 새롭고 

가치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과 태도인 창의력 발달을 돕는 등 미적소양 

함양을 촉진한다. 창의력은 청소년이 그들의 감정과 정서를 마음껏 표출하

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서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돕는 등 청소년 정서함양의 

중요한 기저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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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은� 상상력을� 자극하여� 심미안과� 창의력을� 길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이� 표현하려는� 주제를� 구체화시켜서� 자신의� 감정

을� 몸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고� 타인에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보

여� 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용� 체험인� 것입니다.

(교육자2, 개방형� 설문)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신체 움직임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무용이

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형성화 과정에서 상상력은 필수적이

다. 교육자2가 제시하였듯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구체화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무용은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심미력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Greene, 2001). 심미력과 창의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신체활동과 동작을 통해 특정 정서를 예술로 표상화하는 심미적 과

정이 곧 창의적인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유혜경, 2009).

한편, 청소년들의 심미력은 다양한 감상 활동을 통해 더욱 발달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심미력은 청소년이 무용의 가치와 안목을 이해하여, 표층적 

정서를 넘어 몰입, 성취감, 자신감, 배려, 창의력 등 심층적 정서를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수업시간에�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보거나� 무용� 작품� 비디오를� 볼� 때� ‘춤은�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용을� 통해� 제가�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1, 심층면담)

무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에요. 작품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말로� 잘� 표현은� 되지� 않지만� 다

양한� 무용이나� 동작에서� 새로운� 느낌을� 받고� 있어요.

(학생5,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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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미적소양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특히, 동료들의 창작품이나 유명한 안무가의 무용작품을 감

상하는 등의 무용 활동은 청소년에게 아름다움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

다. 이때의 감상은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감정의 소지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Read, 1966). 미적소양의 발달을 위해 청소년들은 무용교육을 통해 다

양한 감상 활동을 경험할 필요가 있으며, 무용교육자들은 청소년들에게 감

상 활동에서 감상하는 법, 사고하는 법, 비판적 토론에 참여하는 방법을 학

습하게 해야 한다(Dils, 2007). 

많은 청소년들은 무용 활동에서 단순히 무용 동작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을 넘어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의 

확장과 개인에 대한 성찰의 기회는 곧 정서에 대한 이해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무용을� 통해� 나는� 온전한� ‘나’를� 마주할� 수� 있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

시지를� 몸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제와� 관련된� 나의� 경험과� 기억

들을� 꺼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

을� 온전히� 몸으로� 표현했다. 안무를� 구상하고, 구체화하고, 팀원들에게� 설명

하는� 모든� 과정은� 나를� 탐구하는� 과정이었으며� 나의� 감정과� 정서를� 적나라

하게� 표출해내는� 과정이었다.

(학생3, 개방형� 설문)

 학생3이 강조하듯, 무용을 통해 청소년은 ‘온전한 나’를 만나고, 몸을 통

해 무엇을 표현하면서 자기 내면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

다. 무용에서 무엇인가 구상하고 창작하는 안무의 구성이 청소년 개인의 과

거 경험 및 기억과 연결되면서 자신을 탐구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청소년

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성찰의 기회를 통해 청소년은 자신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무용 활동이 단순히 동작을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무용 참여자의 삶과 정서, 가치 등이 함께 작용하는 과정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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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용은 청소년이 지닌 내면의 신념, 욕구, 감정, 정서, 타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자기이해를 심화시킨다(McCutchen, 2006; Smith-Autard, 2002).  

또한, 무용 활동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청소년 자신의 몸에 대해 새롭

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몸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함

으로써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었다. 

현대무용� 수업� 시간을� 통해� 나는� ‘나’의� 신체를� 움직임으로써� 몸을� 새로이� 인

지하였으며� 나아가� ‘나’를� 되돌아� 보고� 표현할� 수� 있었다. 이전의� 나는� 표현

에� 서툴렀다. 이는� 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태도에서�

왔다.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 어른들의� 시각에� 맞추어� 나를� 만들었고� 개인이�

아닌� 하나의� 개체로써� 행동하였다. 그러나� 수업을� 통해� 나의� 몸을� 움직이고, 

나의� 몸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진정한� 의미의‘나’를� 표현해낼� 수� 있었다.

(학생6, 개방형� 설문)

 청소년은 무용 활동을 통해 과거에 인식하지 못했던 본인의 또 다른 모

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체 및 생각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자기이해력의 발달을 경험한다. 이러한 자기이해의 확장은 청소년이 본인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올바른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촉진한다(이여름, 

2014). 특히, 무용에서 자기이해는 자유로움, 편안함, 몰입의 정서경험과 밀

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무용 활동에서의 자유로움, 편안함, 몰입의 정서경험

은 무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한 정서 상태에서 자

신의 감정을 무용의 여러 동작에 담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Stinson, 1997). 

다수의 무용교육자들 또한 공통적으로 무용 활동에서 자기이해의 폭이 넓

어지고, 자아 및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금� 생각해도� 무용은� 저의� 정체성,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가� 무용을� 하면서� 돈을� 얻었다든지� 명예를� 얻었다든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무용수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 118 -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저라는� 사람이� 형성된� 것이� 너무� 좋습니다. 무용을� 하

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예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성,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낄� 수�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이� 형

성된� 것� 같아요. 저는� 무용을� 통해� 형성된� ‘나’라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무

용으로� 만들어진� 저의� 자아, 저의� 정체성이� 저는� 참� 좋습니다.

(교육자20, 심층면담)

 

청소년은 무용 활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예술을 수용할 수 있는 

감성’,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무용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예술과 

대인에 대한 정서를 함양하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김지애, 2004; 최

진, 곽덕주, 2015). 이러한 점에서 무용 활동은 청소년의 자아와 정체성 형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자기이해를 심화시킨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무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새롭게 인식하거나 자신이 살아 있음

을 느끼게 했다고 응답한 것처럼, 무용 참여는 청소년이 풍부한 정서 경험

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자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신이수, 2004; 이경주, 2014).  

2) 표현적 목표

무용은 움직임, 표정 등을 통해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게 하여 의사소통 

수단의 역할을 한다(정희자, 2000). 무용 수업에서 청소년은 자유롭고 편안

한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자

기표현 확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저는� 춤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것,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나의�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말을�하지� 않고� 몸으로� 하는� 표현이라고�생각해요.

(학생10,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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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춤을� 추면서� 저는�

자유롭게� 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학생9, 심층면담)

청소년들은 춤을 일종의 ‘표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유롭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묘사하였다. 그들은 무용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표출할 수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고, 

본인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처럼 무용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

현함으로써 내면과 정서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예술이다(박혜연, 2013; 최의

창 2012). 또한, 무용은 춤과 함께 음악, 스토리, 의상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

되어 인간이 가진 가장 보편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비언어적 의사소

통이기도 하다(정희자, 2000). 인간표현의 가장 기초적인 움직임을 활용하는 

무용은 청소년의 내면에 있는 것을 외연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긍정적 자

아개념과 자신감을 고취시킨다. 

많은 무용교육자들도 무용은 청소년들에게 자기표현의 방법을 제공하여 

그들의 표현 욕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출하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춤은� 나의� 내부의� 생각을� 계속� 가지치기� 하다가� 하나의� 소재를� 찾아서� 터트

리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추면�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를� 표현하게�

되고� 나의� 마음의� 소리를� 찾아서� 나의� 마음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

니다. 특히�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기� 표현을� 잘� 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무용교육은�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18, 심층면담)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이� K-Pop이라던지� 댄스� 쪽에�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약간� ‘표현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현할� 곳이�

없어서� 무대를� 자꾸� 서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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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것� 같고, 나를� 보여주고� 표현하고� 싶다는� 그런� 정서적인�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춤이�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

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자13, 심층면담)

청소년은 무용 활동에서 각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련하여 몸으로 표현하

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때로는 자기 자

신을 새로 발견하기도 하며, 최종적으로 본인을 표현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마음껏 표현할 곳이 없다는 점에

서 무용 활동은 그들에게 표현의 장(場)을 제공한다. 특히, 즐거움·기쁨, 자

유로움, 편안함, 몰입의 정서를 청소년이 무용에서 느낄 수 있을 때 자기 표

현력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무용교육의 정서적 효과를 증명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도 역시 무용이 정

서에 미친 효과적 영향으로 성격의 긍정적인 변화를 꼽는다(박신혜, 2010; 

석문주 외, 2010; 신남주, 2000; 최은실, 2010). 슬픔, 안타까움, 분노, 기쁨, 

즐거움 등 다양한 정서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무용에서 몸이라는 수

단을 통해 외적으로 표현하면서 청소년의 정서가 발달되고 순화되기 때문이

다. 몸의 움직임은 언어나 다른 매체보다 더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무용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의 욕구를 바람직하게 해소할 

수 있고, 이는 곧 청소년의 긍정적 성격 발달에 도움을 준다. 

관계역량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회생활을 순조롭게 해나가기 위

한 특성 또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주위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능

력을 말한다(유혜경, 2009). 관계역량은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무용 활동은 자기 내면과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타학문과의 소통, 타

문화와의 소통 등 다양한 소통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관계역량 

증진을 촉진시켜야 한다(임수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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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가� 제가� ‘여러분. 무용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사회성� 함양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룹별� 창작활동, 

안무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 유대감, 친밀감, 공감, 배려, 소통, 존중� 등의� 측

면을� 발달시킬� 수� 있어서�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아이들이� 이야기� 하

더라고요.

(교육자4, 심층면담)

무용 참여에서 청소년의 관계역량의 발달은 공감, 교감, 배려심과 같은 관

계정서의 함양과 매우 밀접하다. 청소년은 무용에 참여하면서 타인과의 정

서적 교감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등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인형, 2006). 또한, 무용은 

청소년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은 그 속에서 동료들과 새

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무용교육자 Gilbert(1992) 또한 같은 맥락

에서 무용교육이 관계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

면서 무용교육의 사회적 효과로 ‘협동을 하도록 한다는 점’,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리더십과 몸가짐을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제시하

였다. 

실제로 여러 청소년들은 무용 활동을 통해 관계역량이 함양된다는 것을 

표현하였는데, 대부분 타인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성을 키울 수 있

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그룹별로� 창작을� 할� 때� 팀원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동작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음악을� 고를� 때에도� 계속�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소

통의� 과정이� 필요했고, 소통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 팀의� 작품을� 공연

할� 때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팀� 활동을� 통해� 저는� 소통하는� 법을� 배

웠습니다.

(학생9,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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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교육에서의 모둠별 활동은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들은 모둠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회에서 지신과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을 접하게 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모

둠 또는 팀 활동에서 청소년은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며, 공감, 교감, 

배려심, 책임감과 같은 정서를 느끼고 경험한다. 이와 같은 모둠 활동을 통

한 청소년들의 소통 능력에 대한 연습은 ‘함께 하기’보다 ‘혼자 하기’에 익

숙한 요즘 청소년들에게 협업능력을 향상시키며,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

하는데 도움을 준다(정옥분, 2014). 청소년들은 무용작품 속 동작들이 동료

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동작들을 동료와 함께 수행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게 되고, 춤

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게 된다. 무용 활동에 녹아 있는 

자연스러운 관계와 소통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요컨대, 무용교육은 미적소양 함양, 자기이해 심화, 자기표현 확대, 관계역

량 증진의 발달을 4가지 주요 목표로 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핵심적인 목표 4가지는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인 정서체험과 

정서표현이 제대로 무용교육 프로그램에서 구현되었을 때 달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용교육 프로

그램은 청소년이 즐거움, 기쁨, 편안함, 자유로움, 몰입, 자신감, 성취감, 공

감, 교감, 배려심, 책임감 등을 정서를 풍부하게 경험하고 정서에 대한 이해

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동시에 무용을 통해 본인

의 감정과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하고, 동료들과의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무용교육의 내용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목표인 체험적 목표(미적소양 함양, 

자기이해 심화)와 표현적 목표(자기표현 확대, 관계역량 증진)를 성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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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세부 내용

서사적 내용

⚫ 음악: 음악의 리듬과 선율을 통한 감정이입 촉진

⚫ 역사와 문화: 무용에 담긴 인간 삶의 서사적 차원의 이해를 

   통한 춤의 본질 파악

⚫ 그림과 영상: 그림과 영상의 감상 활동을 통한 서사적 상상력 

   및 정서적 공감 도모

창의적 내용
⚫ 창작: 창작활동을 통한 정서에 대한 창의적 표현 촉진

⚫ 즉흥: 즉흥적 움직임을 통한 정서이해 및 참모습의 발견

위해서는 기본적 가정인 정서체험과 정서표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무용교육에서 체험적 목표와 표현적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무용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서사적 내용과 창의적 내용이 도출되

었다(<표 23> 참고). 즉, 무용교육에서 서사적이고 창의적 성격의 내용은 청

소년의 정서체험과 정서표현을 원활히 하여 그들의 정서함양을 촉진하기 때

문에, 무용교육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표 23>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내용

1) 서사적 내용 

무용의 기능과 기술적 측면을 동작으로 직접 배우는 것 이외에 시, 소설, 

영화, 음악 등 무용과 관련된 활동들은 서사적 내용에 속한다.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무용교육에서 무용 테크닉과 함께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서사

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무용을 통한 청소년 정서교육에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박혜연, 2012; 최의창, 권선영, 박성혜, 2015). 실제로 대다수의 

무용교육자들이 무용 수업에서 청소년들이 정서함양을 성취하기 위해 전통

적인 무용기능 수업을 넘어 새로운 수업내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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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능보다는� 청소

년들이� 다양한� 감정이나� 정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수업�

내용이� 중요할� 것� 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기술향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신체를� 활용하여� 느끼도록� 서사적인�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2, 개방형� 설문)

무용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용 수업시간에 학

생들이 배우는 수업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무용의 기능적인 측면을 배우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청소년들은 무용의 내면에 감춰진 생각, 정신

을 배울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공허한 몸놀림을 배우게 되는 것과 같다(최

의창, 2012).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교육은 기능적인 측면을 우선시하는 

단기적인 수업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박혜연, 2012). 

이러한 수업 내용은 무용이 학생들에게 일회적 경험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게 만들고,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게 한다. 따라서 무용의 화려한 동작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

면에 감춰진 사상이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다시 말

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핵심적 내용은 ‘기능(技能)적 차원’

과 ‘안목(眼目)적 차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최의창, 2002). 이 

때, 서사적 내용은 무용의 정신과 정서를 이야기, 그림, 영상 등의 형식으로 

청소년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무용 활동을 통해 풍부한 정서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많은 무용교육자들이 서사적 내용을 무용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순히� 무용� 해보기를� 넘어서� 무용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수업에�

함께� 녹여내려고� 노력합니다. 무용� 공연� 감상이나� 무용� 영상, 영화� 등을� 보

여주거나� 무용과� 관련된� 책, 그림� 등을� 사용하는� 거죠. 그냥� 무용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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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여러� 경험을� 함께하며� 무용을� 하는� 것은� 분명� 다를� 거예요. 이러한� (서

사적)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무용을� 경험하면� 그들은� 무용과� 관련된� 보다� 다

양하고� 풍부한� 정서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육자1, 개방형� 설문)

무용 수업 시간에 무용 동작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무용과 관련된 영

상, 영화, 책, 그림 등을 활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서체험을 돕는

다. 즉, 기존의 무용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춤추기’, ‘춤 만들

기’, ‘춤 보기’ 등의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무용을 둘러싼 다양한 간접

적인 활동과 같은 서사적 내용은 청소년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로로 정

서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최의창, 권선영, 박성혜, 2015). 이와 같은 서사적 

내용이 무용 수업에 제대로 포함될 때, 청소년들은 무용의 표면적인 차원과 

심층적인 차원을 모두 맛볼 수 있으며, 전인성의 회복 또한 보장될 수 있다

(최의창, 2015; Anderson, 2002). 

서사적 내용 중 무용의 특성상 음악의 활용은 무용교육자들이 가장 보편

적으로 사용하였다. 

음악� 같은� 것들을� 선정할� 때� 약간� 가사가� 있는� 음악, 그러니까� 그냥� 멜로디

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사가� 있는� 것들을� 선정합니다.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날�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끔� 수업� 내용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가사와� 어울리게� 표현을� 해

보자. 지금의�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해� 보아라.’ 해서� 좀� 그� 친구가�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을� 할� 수� 있게� 지도합니다.

(교육자13, 심층면담)

무용은 음악, 의상, 무대 등을 포함하는 종합예술로, 그 중에서 음악은 무

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흔히 무용을 잘 하려면 음악성을 지녀야 한

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동·서양의 무용 대부분이 음악이 먼저 작곡되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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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그 음악에 맞는 춤이 안무되기 때문일 것이다(김은수, 1996). 따라서 

무용에서 음악의 감성을 어떻게 느끼고 읽어내느냐에 따라 춤의 깊이, 즉 

춤의 감성과 감정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음악적 

감수성을 자극하여 춤을 추게 하면 다양한 감정이나 정서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생8은 아래와 같이 응답

하였다.

선생님께서� 어떠한� 음악을� 하나� 틀어주시고� 눈을� 감고� 음악을� 들어보라고�

하시더니� 그� 음악을� 느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생각

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 연습실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춤으로� 표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면� 저도� 모르게� 뭔가� 그런�

감정과� 표정� 같은� 정서가� 나와요. 배운� 것을� 기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 나름대로� 저의� 해석이� 들어간�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8, 심층면담)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하다보면 음악의 리듬과 선율에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춤에도 감정이나 정서가 스며들게 된다. 무용에서 말하는 

음악성은 리듬과 음률을 신체에 내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움직임을 통해 

음악의 리듬과 선율을 느끼는 것과 그것을 동작과 일치시키는 것을 포함한

다(조주현, 2007). 이러한 음악성은 무용에서 표현성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생8의 경험과 같이 음악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정서 및 감정

을 음계 속에 녹여 내여 몸으로 표현하는 정서표현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

다. 

음악의 활용과 더불어 무용의 역사적 혹은 문화적인 측면과 관련된 이야

기를 활용할 수 있다. 

발레를� 가르치고� 있기에� 동작들이� 나오게� 된� 역사나� 그� 당시� 사람들의� 풍

습, 태도, 생활양식� 등을� 이야기� 해주면서�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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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용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생성

된� 만큼� 그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일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2, 개방형� 설문) 

각각의 춤은 그 춤이 발생하게 된 역사와 문화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용예술은 그 자체로 서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송혜순, 2011). 

따라서 무용 수업에서 춤의 배경이나 역사, 그 시대의 문화 등을 이야기 해

주는 것을 수업 내용으로 활용하여 무용 활동에 들어 있는 인간 삶의 서사

적 차원을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무용 수업 시간에 춤의 역사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맥락을 수업 

내용으로 배운 청소년은 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으며, 감정과 

춤 동작의 상관관계를 보다 잘 파악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항상� 감정에� 대해� 깊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그냥� 단어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춤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인� 측면과� 문

화적인� 맥락� 안에서� 이� 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해석하셔서� 설명을� 해주시

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제가� 배우고� 나서는� 춤에�

대해�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되었고, 감정과� 춤� 동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2, 심층면담)

청소년에게 무용 이면에 담겨진 철학, 역사, 문화적인 맥락을 통찰하게 하

는 서사적 내용은 무용을 표면적인 수준에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용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무용에 대한 청소년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높여준다(박소현, 2009; 박주영, 이강순, 2010; 오현주, 2008). 무용에 대한 본

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춤이 어디서 유래되었고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

는지 깊이 알게 되는 것으로(오현주, 2008; 이가영, 2008), 청소년은 그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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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춰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즉, 춤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서사적 내용은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의 정서표현을 촉

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용교육자는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

를 무용교육의 내용으로 활용하여 청소년의 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무

용을 통한 정서함양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사적 내용 중 무용 관련 그림과 영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면 공감과 같은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혹여� 아이들이� 처음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면� 오

히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

다. 이를� 위해� 저는� 아이들에게� 무용과� 관련된� 그림이나�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림� 속� 혹은� 화면� 안에� 주인공은� 어떠한� 기분이나� 느낌이� 들� 것� 같은지� 아

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서적� 공감을�

자극하는� 것을� 시작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육자12, 심층면담)

예술은 인간의 삶과 감정의 다채로움을 특정한 서사적 형식을 통해 묘사

해 둔 것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작품이 다루는 

내용에 정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상력을 유발시킨다(최진, 곽덕주, 2015). 

누스바움은 이러한 상상력을 ‘서사적 상상력’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사적 상상력’이란 이미지나 형상을 의식 속에 표상하는 것을 너

머 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지 각자의 내면에서 상상하게 

되는 정서적 공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Nussbaum, 2010). 무용 수업 시간에 

무용과 관련된 그림이나 영상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서사적 내용을 접하게 

된 청소년들은 서사적 상상력을 통한 정서적 공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와 

같은 청소년의 서사적 상상력과 정서적 공감은 청소년이 보다 풍부하게 정

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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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관련 음악, 역사적·문화적 이야기, 그림과 영상의 서사적 내용 외에도 

무용교육자들은 무용과 관련된 시, 영화, 책, 작문 등과 같은 것들을 무용 

수업에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이 동작으로 무용을 접하는 것과 함께 간접적

으로 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렇게 무용의 서사적 

내용들은 청소년이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자극하고 정서의 체험, 표현, 이해

가 풍부해지도록 도와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촉진할 수 

있다. 

2) 창의적 내용

창의적 내용은 무용 활동에서 신체 움직임을 통해 감정, 정서, 느낌 등을  

미학적으로 표현하도록 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청소년 정서발달과 관련

된 창의적 내용의 주요 활동으로 창작과 즉흥이 도출되었다. 창작은 무용의 

기본 구성요소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내적 동기를 신체 움직임

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며, 즉흥은 각 개인 내면이 지니고 있는 표현 가능

성을 일상 속 다양한 움직임과 결함시켜 우연적으로 생겨나는 움직임에 초

점을 맞추어 수행하는 것이다(이정화, 2012; 박은화, 2005). 

첫째, 정해진 무용 동작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창작 활동을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제가� 무언가� 동작을� 주고� 테크닉을� 따라하는� 방식은� 아

닌� 것� 같고요. 창작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청소

년들한테� 동작을� 주면� 학생들은� 동작의� 모방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 없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하기’라도� 동작을� 꼭� 똑같이� 사진처럼� 따

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 안에� 자신만의� 감정을� 입혀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동작� 안에서� 너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표현해� 봐

라.’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 있게� 좀� 그런� 방법으로� 창작� 내용

을� 풀어나가면� 아이들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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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교육자14, 심층면담) 

무용 동작을 그대로 모방하게 하는 교육 내용은 청소년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는데 제약을 주는 반면, 창작은 청소년 각자의 감정과 느낌을 부과하

여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모방의 차원을 넘어 그들의 정서에 대

한 창의적 표현을 촉진한다(이정화, 2012). 창작은 새로운 무용 동작을 구성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동작에 대한 창의적 해석과 표현으로 동작의 

풍부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자가 무용 움직임을 직접적

으로 가르치는 상황에서도 완성된 완벽한 동작을 단편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창작의 내용을 첨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

업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정서표현을 촉진해야 한다. 청소년은 자신

의 움직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가치를 온전

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감각체험을 통한 내면화 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감정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임

수진, 2015). 

그룹 활동을 통한 창작 또한 청소년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그룹별로� 동작을� 짜서� 공연을� 하는� 내용을� 하면� 청소년들의� 성취감뿐만� 아니

라� 사회적인� 측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룹� 안에서�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그룹별로� 스텝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방

법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15,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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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로 무용작품을 창작한다는 것은 무용 특유의 형식에 대해 숙지한 

개개인의 청소년이 하나의 모둠을 이루어서 의도적인 목적 하에 미적 가상

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또래친구들과 의사소통  

과정을 포함한 여러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므로, 그룹별로 이루어지는 청

소년의 창작경험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활동으로 협동작업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이정화, 2012). 또한 그룹별 창작활동에서 이어지는 

작품발표 활동은 청소년이 내적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택한 스타일이나 

움직임, 형식, 무대, 의상 등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발표를 통한 적극

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공유한다는 의

미에서 전체성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된다

(심은주, 2004). 따라서 무용교육자는 창의적 내용으로 그룹별 창작을 적절

히 활용하여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의 향상을 도모하고 정서함양을 

촉진하여야 한다. 

둘째, 여러 무용교육자들은 무용 수업에서 창작과 더불어 즉흥이 청소년

의 정서표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정서를� 표출시키기� 위해서� 즉흥의� 내용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인상�

깊었던� 내용의� 감정을� 끌어내어� 즉흥을� 하는� 방법인데, 가령� 청소년들이� 좋

아하는� 음악을� 하나� 선택하여� 그� 음악에� 맞춰서� 즉흥을� 하게� 되면� 좋은� 작

품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자16, 심층면담)

즉흥적 요소가 강조된 즉흥 춤은 어느 다른 장르의 무용보다, 어떠한 특

정한 무용 작품보다 자신의 정서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즉흥은 청소년 스스로에 대한 자아인식이 스

며들어 있는 개성 있는 움직임을 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진윤희, 김혜

정, 2015). 이러한 즉흥 무용은 움직임에 스며들어 있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

하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다양한 움직임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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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즉흥 무용의 경험으로 청소년의 정서표현 능력은 발달될 수 있다. 

창작과 마찬가지로 그룹 활동이 필요하며, 특히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접촉즉흥이 유용하다. 

일단은� 단순히� 무용� 따라하기로� 가르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즉흥� 같은�

내용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즉흥을� 하되� 청소년들을� 절대� 부담스럽게� 만

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나� 그룹을� 이루어

서� 하는� 접촉즉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개인

적으로� 즉흥을� 하라고� 하면� 어려워하니까요.

(교육자14, 심층면담)

접촉즉흥은 신체 접촉점을 통해 서로 호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지

는 즉흥 춤으로, 주로 듀엣이나 그룹을 통해 수행된다. 수동적이면서 능동적

인 에너지와 지각의식을 통해 움직이는 접촉즉흥은 터치, 구르기, 매달리기 

등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방과 서로 몸의 무게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체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박은화, 2005). 따라서 접촉즉흥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즉흥 움직임을 통해 본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

라 상대방이 표출하고 있는 정서도 함께 읽어내어 서로의 신체 움직임을 통

해 정서의 상호작용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정서의 상호작용은 청소년 각

자가 접촉즉흥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때 이루어지며, 의식적으로 무

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 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표현이 된다(Zimmer, 

2004). 

요컨대, 창작과 즉흥의 창의적 내용은 무엇보다 청소년의 정서표현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이 완성된 동작을 모방할 때 보다는 자신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창작활동 과정 속에서 정서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서지혜, 2005). 또한 창작과 즉흥을 통해 청소년은 기쁨, 슬

픔, 분노, 공포, 사랑 등의 다양한 정서를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면서 불안

정한 그들의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다(오현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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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적이고 창의적 활동은 무엇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육에

서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무용 내용을 제공한다. 

특히, 무용이 오랫동안 인간 문화의 한 부분이었으며, 그 속에 문화적 가치

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정서교육의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홍은숙, 2007, 최의창, 2010). 이러한 문화적 성격의 무용을 서사적이고 창

의적인 내용을 통해 청소년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이 인성, 창의성

을 포함한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기여한다(이기화, 2003; 박은규, 박순이, 

2002)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은 서사적 내용과 창의적 내용을 통해 다양한 정서

체험과 정서표현을 하게 되고, 이는 청소년의 정서적 스펙트럼의 확대, 효율

적 행동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정서 조절과 같은 청소년의 정서적 역량이 

신장을 가져다준다. 

다음 장에서는 무용교육에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방법

 무용교육자는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청소년 정서함양에 영향을 미친다. 특

히 교육자가 무용을 가르치는 방법과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는 청소년 정서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이옥분, 2004). 즉, 앞에서 다룬 청소년 정서함양

을 위한 목표(미적소양 함양, 자기이해 심화, 자기표현 확대, 관계역량 증진)

를 이루기 위한 서사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대로 청소년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풍부한 정서를 체험하고 표현하는 데에는 무용교육자의 적절한 수업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방법은 크게 직접적 지도방법과 간접

적 지도방법으로 구분되었다. 직접적 지도방법은 무용교육자가 무용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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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세부 지도방법

직접적 지도방법 감응대화, 신체접촉, 상상유도

간접적 지도방법 학생배려, 모범실천, 환경조성

사용하는 직접적인 교수행동으로, 의도적이고 가시적으로 청소년 정서함양

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직접적 지도방법의 세부적 교수방법들

로 감응대화, 신체접촉, 상상유도가 도출되었다. 간접적 지도방법은 무용 수

업에 드러나는 무용교육자의 간접적인 교수행동으로, 청소년 정서함양에 도

움을 주는 무용교육자의 비의도적이고 비가시적인 행위들을 말한다. 간접적 

지도방법의 세부적 교수방법들로 학생배려, 모범실천, 환경조성이 도출되었

다(<표 24> 참고). 

<표 24>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방법

직접적 지도방법이 무용교육자의 자질 중에서 무용 교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대화나 신체적 접촉 등을 사용하여 청

소년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간접적 지도방법은 청소년 교

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 무용 수업에 대한 책임감이 바탕이 되어 청소년을 

배려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

는 교수방법이다.  

가. 직접적 지도방법

청소년 정서발달을 위한 직접적 지도방법으로 감응대화, 신체접촉, 상상유

도의 방법이 도출되었다. 감응대화는 성찰적 질문과 긍정적 피드백, 신체접

촉은 교육자의 접촉과 또래친구와의 접촉, 상상유도는 개인 경험의 회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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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지도방법 핵심 방법

감응대화
⚫ 성찰적 질문

⚫ 긍정적 피드백

신체접촉
⚫ 교육자의 접촉

⚫ 또래친구와의 접촉

상상유도

⚫ 개인경험의 회상

⚫ 무용 동작의 이미지화

⚫ 무용관련 이야기

용 동작의 이미지화, 무용관련 이야기와 같은 세부방법으로 구성되었다(<표 

25> 참고).

   <표 25> 직접적 지도방법

1) 감응대화

감응대화는 무용교육자가 청소년과 공감 영역을 확대해 가는 대화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돕는 방법이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그들과

의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감응대화는 무용교육자와 청소년의 정서적 

교류를 증진시킨다. 

저는�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소통을�

해야만� 제가� 선생님으로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

다. 소통이� 안� 되는� 상태로� 저는� 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수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그

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교육자19,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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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정서교육은 교육자가 학생이 하는 어

떠한 말도 들어주겠다는 열린 마음을 지닐 때 가능하며, 교육자의 열린 마

음은 학생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안경수, 2011). 무용 수업시간

에 교육자는 청소년에게 설교가 아닌 대화를 시도해야 하며, 이때의 대화는 

상호 간의 공감 영역을 확대하고 정서적 교류가 있는 감응적 방식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자는 청소년의 입장이 되어주고, 청소년은 

교육자의 입장이 되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마음을 바탕으

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노상우, 2012; Noddings, 1984). 

 보다 구체적으로 감응대화의 방법은 무용교육자가 학생에게 성찰적 질문

과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할 때 성취될 수 있다. 우선, 무용 수업 시간에 청

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무용 동작과 함께 동작에 내제된 정서나 감정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찰적 질문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춤을� 추었니? 너는� 이� 춤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니? 너는� 이� 동작을� 하

면서� 어느� 부분에� 강조를� 두었니? 이� 춤은� 어떠한�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등의�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당장은� 답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

가�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교육자10, 심층면담) 

교육자가 어떠한 사실과 정보를 전하고자 할 때 직접적으로 혹은 지시적

으로 그것을 전하고 학생이 습득하게 할 수 있지만, 학생에게 질문을 던짐

으로써 지식을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무용 수업 중

에 받게 되는 교육자의 성찰적 질문은 청소년이 본인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살피는 계기가 되며, 이와 같은 계기는 청소년이 본인의 마음의 소리에 귀



- 137 -

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정서를 표현하게 도와준다(이옥분, 2003). 

한편, 성찰적 질문은 무용 수업에서 교육자가 일상적인 질문을 통해 청소

년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여 춤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몰입을 촉구하게 하는 수준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었다.

수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순차적인� 질문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살피고� 학생들이� 자신의� 춤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자의� 모습이� 엿보인다.

(연구자, 관찰일지3) 

성찰적 질문의 세부적인 방법으로 교육자가 개입되어 발문, 대화를 통해 

학생의 정서를 자극할 수도 있고, 교육자의 개입 없이 분위기만 조성하여 

학생 스스로 본인의 정서를 파악하고 표현하게 할 수도 있다(최의창, 2012). 

청소년의 정서체험과 표현을 자극하기 위해 교육자는 학생의 정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질문에서부터 학생 본인의 정서를 계

속적으로 탐구하고 밖으로 끄집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도적이며 세부

적인 질문을 계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칭찬과 같은 무용교육자의 긍정적 피드백 또한 청소년의 정서함

양을 촉진한다. 

저는� 학생들에게� 계속� 용기를� 줘요. ‘너는� 너무� 잠재력이� 뛰어나. 선생님이�

너를� 많이�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긍정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선생님이�

너를� 기대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너는�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심

어주고요, 열심히� 하는� 것에� 있어서�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고요. ‘아. 이게�

맞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날� 좀� 더� 잘� 받아주는구나. 봐주

는구나.’ 그렇게�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이� 아이들의� 정

서교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14,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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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은 교육자와 학생의 상호작용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수행동이

다(Pekrun et al., 2007). 정서에 반응하고 정서적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무용

교육자의 긍정적 피드백은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에 기여한다. 무용교육

자의 칭찬과 격려가 담긴 피드백은 청소년의 수업 참여를 높여 줄 뿐만 아

니라 교육자와 학생 상호간 정서적 교류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Cokley, 

2000; Evans. 1997). 또한 학생 개개인에게 ‘잘한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피드백은 학생에

게 동기를 부여하고, 동적이며 역동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이 

자신감을 가지고 무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정현우, 

2014; 최의창, 임수진, 2013). 

교육자와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이 무용기능의 수정과 보완에만 집중

되면 그에 따른 학습도 효과적일 수 없다. 즉, 정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학생은 이후에 설명되는 내용에 집중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Sousa, 2006). 

무용 수업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여 정서체험과 표현

을 풍부하게 하는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피드백이 필요하다.  

성찰적 질문과 긍정적 피드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무용교육자의 감응대

화는 편안함과 같은 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교육자에 대한 믿음

과 신뢰를 가지도록 돕는다.

그� 선생님은� 꼭� 수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업� 외적으로라도� 무슨� 이야기

를� 해도� 잘� 들어주시고� 잘� 보듬어주시고� 했거든요. 일단� 그� 선생님과는� 대

화가� 가능해서� 좋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만� 보면� 왠지�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선생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요.

(학생9, 심층면담)

대화의 주제나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함께 나누는 상대방이다. 누

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대화에서 기억나는 것이 그 내용일 때도 있지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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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속에서 경험한 따뜻함, 공감, 지지, 격려, 웃음 등과 같이 정서를 어루만

져 주는 대화 동안의 관계가 더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화는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용교육자와 청소년이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말하고 주의하고 응답하는 관계가 되어야 진정한 대

화가 가능하다(이옥분, 2004). 무용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자와 청소

년의 대화가 청소년을 존중하지 않고 무관심한 대화를 하게 될 때, 청소년

은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고 대화 또한 단절되게 된다. 나딩스(1984)가 제안

했듯이 교육자와 학생 간의 대화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진정한 대화가 되

어야 하며, 무용 수업에서 일어나는 감응대화를 통해 청소년이 존중과 배려

를 받고 있음을 느낄 때 교육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

이다.

2) 신체접촉

직접적 지도방법 중 신체접촉은 무용교육자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청소

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양한 정서를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

법을 말한다. 신체적 움직임과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무용의 특징에 비춰, 

여러 교육자들이 적절한 신체접촉은 청소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양한 정

서체험과 표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무용� 테크닉을� 통해서� 보다는� 일단� (학생들이) 마음을� 열어야� 하니까� 몸을�

만져주고� 근육을� 만져주고� 무언가� 이런� 신체적인� 터치를� 통해서� 아이가� 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아무래도� 무용은�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보니� 아이도� 마음이� ‘스르륵’ 풀리면서� 자

신의� 속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다양한� 정서도� 경험하게� 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자14,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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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신체접촉을 통해 감각을 자극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동시에 교육자와 학생의 친밀하고 유대감 있는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조영자, 2006). 교육자에 의한 신체접촉은 청소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이해를 가능

하게 돕기 때문에, 무용 수업에서 신체접촉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청소

년의 심리적인 감정을 발산하고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숙 외, 2002). 

신체접촉의 방법은 교육자와 학생 간에 활용되기도 하기만, 수업을 함께 

듣는 동료들 간에 활용되기도 한다. 

신체접촉을� 부끄러워한다든지� 꺼려하는� 친구들이� 초반에는� 있었는데요, 그래

서� 저는� 일부러� 동료들과� 함께� 하는� 신체접촉� 게임을� 수업에� 넣고� 실행하였

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신

체로� 표현하는� 법을� 깨우쳐가면서� 벽들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마음의� 문을� 열다� 보니� 나중에는�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게� 되고�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도� 와서� 먼저�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같이� 수업을� 듣는�

동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교육자17, 심층면담)

신체접촉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무용 수업 시간에 또래 친구들과 함

께 하는 신체접촉 게임을 통해 청소년은 다른 친구들과 사회적, 정서적 관

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또래 친구들과의 신체접촉 경험을 통해 청소년은 

타인에 대한 지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이

다(김선미, 2013; 김수정, 곽금주, 2003). 이러한 신체접촉 방법을 통해 청소

년은 교사 및 또래 친구들의 인정과 수용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며, 정서

적인 안정감을 얻게 된다. 또한 타인과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서로 도와주고, 나누고, 협력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들이 증가하게 된다(이

숙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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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몇몇 무용교육자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 수업을 구성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신체접촉하기의 방법을 주의 깊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로션도� 발라주고(로션을� 바르는� 제

스처를� 하면서) ‘쓰담� 쓰담’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잃어가면서� 인간적인�

면모가� 없어지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의� 입

장이지만� 신체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 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

도� 청소년들이� 사춘기� 아이들이다� 보니� 이러한� 신체접촉에� 대해� 예민한� 아이

들도� 있고� 쑥스럽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해서�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

제로� 막상� 해보면� 신체접촉이� 가장� 빨리� 마음을� 여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

러한� 신체접촉이� 또한� 무용만이� 가지도� 있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구요.

(교육자18, 심층면담)

청소년기는 2차 성장이 나타나면서 신체적, 생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

는 시기이므로(박신혜, 2010), 이러한 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신체접촉의 방

법은 오히려 청소년이 자신의 정서를 더 숨기고 표출하지 못하게 만들 위험

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자는 신체접촉의 방법을 활용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

다. 신체접촉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이 접촉을 편안하

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 청소년의 반응에 근거하여 신

체접촉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Brody, 1992). 즉, 청소년과의 충분

한 감정적 교류가 형성된 상태에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신체접

촉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무용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절한 신체접촉

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상상유도

상상유도는 무용교육자가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적으로 이미지화하여 청소

년의 정서함양을 돕는 방법을 말한다. 대다수의 무용교육자들은 개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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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나 감정을 회상하는 상상유도의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이 풍부한 정서

체험 및 표현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정서� 측면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룸바라는� 장르는� 감정을� 더욱� 섬세

하게� 표현해야� 하니� 연습실에� 불을� 다� 끕니다. 처음에�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고� 눈을� 감고� 들어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들으면서� 느껴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동안� 겪어온� 것들을�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힘

들었던� 것, 춤을� 추면서� 느꼈던� 감정� 등등을� 상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

로� 하면�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느낀� 다양한� 감정들을� 춤으로� 더� 잘� 표

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15, 심층면담)

예술분야에서 학습자의 상상을 유도하는 것은 중요한 교수방법 중 하나이

다. 상상은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적으로 이미지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생각

을 가능하게 한다. 무용에서의 정서는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개념이다. 추

상적이며 비가시적인 정서를 체험하고 표현을 촉진시키고자 할 때, 구체적

인 상황과 결부하여 청소년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다가오게 하는 상상유도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며(최의창, 2012), 청소년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나온 상상은 특히 그 효과가 강력하다. 

개인의 경험 회상과 함께 무용 동작을 이미지와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상상을 유도하고 정서표현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몸을� 통한� 정서적인� 표현을� 위해서� 저는� 수업� 시간에�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

하여�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점프� 동작을� 설명할� 때�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유리로� 되어있다거나� 물가� 해파리� 위에� 있다고� 상상을� 하게� 한� 뒤에�

그� 위에서� 뛴다고� 상상해보라고� 하면서� 점프� 동작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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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학생들은� 그� 이미지를� 생생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리� 바닥

이� 깨지지� 않도록� 또는� 해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히� 뛰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상상력을� 키우

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교육자2, 개방형� 설문)

무용예술은 특정한 무용 장르마다 가지는 팔과 다리의 포지션을 비롯하여 

호흡의 흐름 등과 같은 다소 복잡한 움직임 특징과 원리로 이루어진다. 이

와 같은 무용에서의 움직임 특징과 원리를 배우는 과정은 청소년이 수동적

으로 딱딱한 형태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박혜연, 2013). 심상적인 이미지를 무용 동작과 연결시키는 상상유도의 

방법은 무용 동작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하여 청소년이 동작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수행하게 하며, 정서표현 또한 확장시킨다. 

상상유도의 방법의 일환으로 무용과 관련된 역사, 철학, 문화 등의 이야기

를 활용하여 무용 작품에 대한 이해 및 상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클래식� 발레� 무용작품을� 배울� 때� 학생들에게� 작품의� 배경을� 설명해줍니다. 

‘너는� 공주이다. 그리고� 너가� 있는� 시대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 시대에� 공

주인� 너는� 어떻게� 춤을� 추면� 좋을까?’ 등과� 같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작품� 배경들을� 설명해주고�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인물

에� 대해� 알아보게� 하고� 작품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것

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자11, 심층면담)

특정 줄거리와 캐릭터가 있는 작품 바리에이션(variation) 수업 상황에서 

무용교육자의 상상유도의 방법은 청소년의 정서표현에 도움이 된다. 무용 

작품의 시간적, 상황적 배경을 머릿속에 세세하게 그리면서 춤을 추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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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지도방법 핵심 방법

학생배려
⚫ 학생이해

⚫ 학생존중

모범실천
⚫ 솔선수범

⚫ 전문성

환경조성
⚫ 학생중심수업

⚫ 모둠활동

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문화적인 요소들의 사실을 전하는 방법보다 정서표

현의 차원들을 자극시키고 확장시키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이옥분, 2004). 

즉, 청소년들에게 무용 작품이 만들어진 동기, 당시의 시대적 배경 등을 유

추하고 상상하게 하는 방법은 청소년이 작품의 캐릭터에 몰입하여 더욱 풍

부하게 정서를 표현하도록 돕는다. 

나. 간접적 지도방법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간접적 지도방법으로 학생배려, 모범실천, 환경조

성의 방법이 도출되었다. 간접적 지도방법은 직접적 지도방법처럼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명시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교수방법은 아니지만, 무용 수업을 

생태학적으로 바라보고 청소년, 교육자, 수업환경에 대한 적절한 교수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에 해당되는 적절한 교수방법은 학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학생배려’, 무용교육자의 자질과 관련해서는 솔선수

범과 전문성의 ‘모범실천’, 수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학생중심 수업 및 모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환경조성’이 주요한 간접적 지도방법으로 탐

색되었다(<표 26> 참고).

  <표 26> 간접적 지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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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배려

학생배려는 무용교육자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줌

으로써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돕는 교육자의 태도이다. 학생배려의 

방법은 학생에 대한 이해와 학생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성취된다. 

첫째로, 학생에 대한 이해는 교육자가 청소년을 잠재력이 무한한 학생으

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성향 및 개성과 청소년이 처한 환경을 파악하며, 그

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정서적으로 급격한 성장과 

변화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 

청소년� 나이� 또래에�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선생님이야� 말로�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선생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저는�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이라든

지, 그� 아이가� 어떠한� 현실에� 있는지, 가족적인� 문제라든지� 약간�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학생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

도� 그� 학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학생도� 선생님이� 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요.

(교육자14, 심층면담)

학생에 대한 교육자의 태도는 학생의 정서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옥

분, 2004). 수업에 잘 참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말썽쟁이 학생, 수업에 관심

이 없는 학생, 친구들을 방해하는 학생까지 모두 교육자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한다. 특히, 사춘기로 인해 감정조절이 어렵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

소년에게 교육자로부터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는 필수적이다(권이종, 김용

구, 2016).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육자는 학생의 한 측면만을 보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

어야 한다. 즉, 청소년들이 여러 측면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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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활동을 기다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무용교육자의 학생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공감과 교감을 바탕으로 한 학

생과의 원활한 소통에서 더욱 깊어진다. 

학생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공감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받아들일� 때� 좀� 소통이� 되고� 한� 발짝� 나아가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학생들과� 긍정적인� 래포� 형성을� 위해� 다

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수업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고� 학생� 각자의� 특징과� 정서적� 성향을� 빠른� 시간� 내에� 알아채려고� 노력합니

다. 이런� 식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이해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발달

에�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4, 개방형� 설문)

교육자는 학생과 공감함으로써 학생들을 이해하게 되며, 학생과의 공감은 

교육자와 학생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이옥분, 2004). 따라서 청소년

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위해 무용교육자는 청소년으로부터 가지게 되는 고정

관념을 버리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열린 마음과 귀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즉, 교육자는 청소년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서적 통로를 통해 그들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응의 소통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노상우, 2012). 

청소년에 대한 교육자의 공감은 청소년과 교육자 사이에 공유된 경험을 

증진시키며, 정서적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문기

숙, 2005; 최은아, 2012). 청소년이 교육자의 공감을 깨달을 때 청소년은 교

육자에게 더 많은 확신을 얻는다고 느끼게 되며,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공감은 교육자가 학생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교육자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무용 수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청소년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무용교육자는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을 알아야 하고, 그

들이 처한 환경이나 관심 등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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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교육자의 학생이해와 관련된 적극적 태도는 학생에 대한 존중으로 이

어진다. 학생에 대한 존중은 교육자가 학생과의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고 학

생을 아끼고 사랑하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무

용교육자들이 학생과 교육자의 관계가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

계가 유지될 때 청소년의 정서함양이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청소년을� 지도할� 때� 학생들과� 저와의� 관계를� 상하보다는� 동등한� 관계로� 학

생들을� 대하고� 그들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이� 아이들보다� 경험이� 조금� 많기� 때문에� 리드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이지, 

감정적이나� 정서적� 입장에서는� 맞고�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교육자19, 심층면담)

학생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교육자와 학생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운

영되는 무용 수업은 교육자가 학생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생들의 정서를 살피

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교육자의 노력은 학생의 

정서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배려의 교육’이 수행될 때 가능하며, 학생에 대

한 교육자의 배려는 정서적 소통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노상우, 2012). 다

시 말해, 학생의 정서를 배려하는 교육자의 대화는 교육자와 청소년 간의 

전통적이고 위계적 관계를 벗어나 평등한 상호작용 관계로의 변화를 일으키

고, 교육자와 학생의 상호존중과 상호신뢰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사춘기 감정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에 학생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자-학생의 하달적인 교수가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은 정서적

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 중에� 저의� 정서� 상태나� 감정� 상태는� 고려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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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시고� ‘이것은� 이거다. 이건� 이렇게� 표현해야지.’ 하시면서� 주입식으로� 수업

을� 하셨던�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각자의� 몸이� 다� 틀리다� 보니�

나는� 이렇게� 하는게�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저� 방법으로� 주입

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의문이� 들면서, ‘왜� 선생님은� 내� 생각을� 많이� 존중

해� 주시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상처도� 많이� 받

고� 불만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했었죠.

(학생6, 심층면담)

청소년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무용교육자가 자신을 존중하고 있음을 느낄 

때 청소년들은 무용 수업에서 좋은 태도를 보이며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

서를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무용교육자는 교육이라는 행위를 자신이 학생

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 학생과의 상호소통

을 통해 무언가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학생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Bill, 1994).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촉진하는 학생에 대한 존중은 교육자

와 청소년 간에 인간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서로의 의견이나 행동을 존중해

주는 수용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김영복, 2009). 배려와 존중의 수업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은 무용 활동에서 긍정적 정서함양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2) 모범실천

모범실천은 무용교육자가 청소년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긍정적 

정서함양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모범실천을 위해서는 무용교육자가 

솔선수범을 실천하고 전문성을 신장할 때 가능하다. 

첫째로, 무용교육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청소년이 교육자의 태도와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무용

교육자가 우선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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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이� 잘� 되었을� 때� 지향하는� 모습이나� 이상향의� 모

습이�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 학생들은� 선생님의� 행

동이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선생님이� 먼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

어야� 합니다.

(교육자12, 심층면담)

 실제로 교육자들은 명시적인 수업을 통해서보다 그들의 매너에 의해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한다. 예를 들어, 무용교육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교

육자가 무용 수업 시간에 전하는 정서 교육적 가치들이 청소년들에게 효과

적으로 내면화될 수 있는 것이다. 

 모델링(modeling)은 특히 공감, 동정, 사랑 등과 같은 사회·정서적 행위를 

가르치는데 유용하므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에서 교육자가 우선 

공감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며, 자신의 정서 상태를 잘 표현할 줄 아는 정서

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이옥분, 2004). 즉, 무용을 통해 청소년의 긍정

적 정서함양을 도모하는 무용교육자는 자신이 우선 다양한 정서를 체험해 본 

사람이어야 하며,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 두려움이 없고, 풍부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생한 정서 교육적 경험을 

가진 교육자야 말로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정서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청

소년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 풍부해질 수 있다.

실제로 교육자의 솔선수범은 청소년이 교육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배움의 자세를 암묵적으로 학습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선생님께서� 춤을� 추시는� 것을� 보면� 말씀하셨던� 것, 

생활에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춤을� 통해서� 드러나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춤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나

도� 선생님처럼� 나만의� 느낌과� 생각을� 담은� 춤을� 추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2, 심층면담)



- 150 -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의식적인 교육자의 언행이나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게 때문에(정현우, 2010), 교육자의 솔선수범은 청소년의 정

서교육에 있어 중요한 교수행동이 된다(이성엽, 2008). 다시 말해 청소년은 

무용 수업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자를 관찰하고 교육자의 장점을 닮

으려는 노력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자의 솔선수범으로 학생은 더욱더 교육자를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Bricheno & 

Thornton, 2007). 따라서 무용교육자는 본인의 언행이 청소년들에게 모델이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각인되어 행동까지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명심하고, 무용 수업 시간 내·외적으로 솔선수범을 실천하는 사람

이 되어야 한다(정현우, 2014; Campbell, 2003).

무용교육자의 솔선수범의 실천과 더불어 전문성의 신장 또한 모범실천의 

방법에 중요한 근간이 된다. 전문성의 신장은 교육자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

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배움으로써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수업에 대해 

준비하고 실행하며 반성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무용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내용을 제공하여 여러 측면에서 그들의 긍정적 정서

를 자극하기 위해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용이라는� 것이� 몸을� 써야� 하는� 것이다� 보니� 허튼� 지식으로� 그냥� 학생들한

테� 가르치면� 안되니까� 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수업을� 들어� 실기능력을� 개

발하려고� 함은� 물론, 기타� 여러� 가지� 강의를� 들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배워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응용

해서� 가르치면, 수업이� 더� 풍부해지고� 학생들의� 정서발달에도� 더� 도움이� 되

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11,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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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라는 표현에 단적으로 드러나

듯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무용교육의 질은 그들을 가르치는 무용교육자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무용교육자의 설명과 지도, 안내 등을 통해 청소년은 무

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무용을 통한 청소년의 긍

정적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무용교육자는 무용기능과 관련된 지식을 습

득하는 것 외에도 청소년의 정서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 다양한 정서체험의 기회를 가져보아야 한다. 즉, 무용교육자는 무용기

능과 더불어 무용이 지니는 정서적인 측면을 체득하여 본인의 수업을 통해 

예술적인 감수성, 심미적 표현성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한

혜리, 2000; 황인주, 2001). 이는 홍애령(2012)이 제시한 무용교육자의 자질 

중 심성적 자질을 함양할 때 성취 가능한 것으로, 무용교육자가 교육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정의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

과 밀접하다.

전문성 신장의 중요한 방법으로 수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다. 

단순히� 교사가� 순서를� 전달하고� 학생들이� 모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

사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고� 있는� 무용� 수업이라면� 학

생들의� 정서발달에�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발달이라는� 것� 자체

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무용을� 통해�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사는� 자신의� 수업

에� 대한� 고민과� 개선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5, 개방형� 설문) 

청소년이 ‘기술적으로 무용을 잘하도록’ 돕는 일은 비교적 단기간에 성취

될 수 있다. 반면, ‘예술적으로 무용을 잘하도록’ 돕는 것은 무용이 지닌 내

재적 가치를 알고 동작 속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여 청소년

의 심성배양, 정신체득을 도모하는 행위로(Arnold, 1988; McCutchen, 2006; 

McFee, 1994; Smith-Autard, 2002),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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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예술적으로 무용을 잘하도록 돕기’는 정서교육과 관련이 깊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무용교육자는 자신의 수업을 신중히 계획하고, 실천하며, 

수업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반성적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무용교육자는 성찰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수업과 학습에 대한 실천적 

반성과 적극적인 탐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조기희, 2015; 최의창, 2004; 홍

애령, 2012; Hargeaves, 2000; Schön, 1983). 

동료 교육자들의 좋은 사례를 찾아보고 조언을 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용교육자 본인이 했던 교수행동들이 청소년의 정서적 측면에 어떻게 도움

을 주고 있는지 파악하고, 잘못된 교수행동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교육자 본인의 무용 수업을 통해 

청소년이 폭넓은 정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에 대해 열의와 책임감을 가

지고, 청소년의 정서표현에 용이한 수업방법을 구상하고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3) 환경조성

간접적 지도방법 중 환경조성은 교육자가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청소년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정서를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청

소년이 무용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정서를 체험하고 표현하기 위해 편안하

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위한 중요

한 매개체가 된다.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의� 무용� 수업은� 신체적� 긴장과� 정서적�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밝은�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정서를� 체험하고� 표현을� 함에� 있어� 편

안하고�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상당히� 편안

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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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을� 끄집어내어서� 보여주는� 것은� 특히�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쑥스

럽고�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를� 평가한다고� 느끼면� 학생은� 정

서표현을� 선뜻� 하지� 못합니다.

(교육자3, 개방형� 설문)

엄숙하고 무거운 환경에서의 무용 수업은 청소년의 정서체험과 표현을 억

압한다. 무용을 통해 청소년이 내면과 깊이 만나고 춤에 몰입하여 다양한 

정서를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려면 교육 환경적 여건이 우선 만족되어

야 한다. 청소년의 정서체험과 표현을 위한 교육 환경적 여건의 만족은 수

업 분위기가 긍정적이 될 때 가능하다(정현우, 2014). 

분위기는 인간생활 상황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 또는 사람과 사물 간의 관계 내에 작용하는 교섭의 기본 정조를 이르

는 말이다(Sünkel, 1996). 수업 분위기는 수업상황과 수업과정으로부터 형성

되는 것으로, 교육자의 특징적인 교수행동과 교육자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

용은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van Manen, 1986). 즉, 무용 수업 

및 무용교육자와 청소년 사이의 자유롭고 수평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청소년

의 긍정적 정서발달을 촉진하는 수업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교

실의 허용적 분위기는 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정서체험과 표현의 기회를 부여

하고 정서적 민감성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된다(최의창, 임수진, 2013). 이와 

같은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긍정적 수업 분위기는 무용교육자가 학생중심 

수업을 실천하고 모둠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성취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첫째, 학생중심 수업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습활동에 참여하

고 학습활동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교육자가 주도

하는 일방적인 수업 보다는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의견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업에서 그들의 정서표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이 관찰되었다.

수업내용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여러� 가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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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하되, 수업방법은� 교사보다� 학생� 중심의� 활

동이� 주로� 운영되는� 모습이다.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학습활

동을� 부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 관찰일지4)

무용 교수-학습 과정에서 청소년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존중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용 활동을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의 수업에 대한 소속감

을 증진시켜 그들의 수업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중심 수업은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 생각, 감정들과 연계하여 그들의 삶과 연결되는 ‘나

만의 지식’을 학습하도록 돕기 때문에, 정서교육에 더욱 효과적이다(박혜연, 

2013). 

실제로 여러 무용교육자들은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사 

주도적 수업 보다는 학생의 자발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수

업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수업은� 무언가� 교사가�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아이들이� 열린� 생

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넣어� 주어서� 학생중심으로� 수업이� 이루

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학생들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측면이� 생기게� 되고� 즐거운� 수업� 분위기

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15, 심층면담)

단편적인 지식의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를 발견하고 청소년 자신

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학습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내면화 학습이 이루질 때 

청소년의 정서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듯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미

적 체험을 재구성하고 의미 있는 미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은 구성주의 관점

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강인애, 1997),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생과 교수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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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는 시각은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Brooks & Brooks, 1993). 

기존의 전통적인 무용 교수학습에서는 무용교육자가 신체 움직임과 관련

된 미적 정보나 지식의 전달자로 동작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데에 집중하

였다면,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 수업에서의 교육자는 청소년의 사

고를 중시하고 그들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한다. 즉, 학생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무용 수업에서 무용교육자는 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해주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

정화, 2012). 

이처럼 청소년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무용 활동을 하는 학생중심 수업의 

방법은 수업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에게 무용이 

생활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작용하고 삶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용을 통한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

양을 도모한다(김은정, 2006; 조형은, 2010). 

둘째, 무용 수업에서 모둠활동은 청소년이 다양한 정서를 체험하고 표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체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신체로� 채우고� 하면서� 별� 것� 아니

지만� 친구들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요. 

저는� 일부러� 수업에� 소그룹으로� 하는� 활동을� 꼭� 넣습니다. 혼자� 하는� 활동

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룹�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감정교류도� 일어

나고� 그러면서� 사회정서적인� 측면이� 교육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13, 심층면담)

청소년은 무용 수업에서의 모둠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가지고 있

는 친구들과 언어적, 신체적 소통을 하면서 여러 정서체험을 하게 된다. 특

히, 모둠활동은 청소년이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한다거나 정서 상태를 이해

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다. 청소년들이 하나의 모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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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함께 협력해야 하는 과제 활동은 유

대감, 친밀감, 공감대 형성을 향상시켜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큰 도움

이 된다(박혜연, 2014). 

모둠활동에서 모둠을 편성할 때는 정서표현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소극적

인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룹� 활동을� 용이하게� 사용하려면� 그룹을� 짤� 때� 적극적인� 친구들과� 소극적인�

친구들을� 적당히� 섞어서� 배정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그룹� 활동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다보니까� 낯을� 가리던� 친구들도� 서로� 땀을� 흘리고� 하면

서� 아이들끼리� 친화력도� 생기고� 자기가� 먼저� 해보겠다고� 나서는�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정서표현에� 소극적인� 친구들도� 더� 적극적이�

되다� 보니�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고요.

(교육자15, 심층면담)

무용 수업에서 모둠별 활동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둠의 편성은 

중요하다. 청소년의 무용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모둠 운영에 필요한 여

러 가지 역할을 기준으로 모둠을 편성해야 한다(이규일, 2014). 바람직한 모

둠의 편성은 청소년들의 긍정적 정서체험 및 표현을 촉진하도록 돕는 역할

을 한다(정옥분, 2006). 또래 친구들과의 모둠활동은 동료 간 직·간접적인 학

습을 가능하게 하며, 정서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둠의 과제수행 과

정에서 정서표현에 적극적인 청소년이 소극적인 청소년에게 역할모델로 작

용하게 되어 소극적이었던 청소년이 보다 풍부한 정서표현력을 가질 수 있

게 도와준다. 

지금까지 논의된 청소년 정서발달을 위한 무용교육의 방법으로 직접적 지

도방법(감응대화, 신체접촉, 상상유도)과 간접적 지도방법(학생배려, 모범실

천, 환경조성)은 앞 장의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목표(미적소영

함영, 자기이해 심화, 자기표현 확대, 관계역량 증진)과 내용(서사적 내용, 

창의적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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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교육에서 정서적 차원의 교육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말로 잘 전해지

지 않는 성격을 가지므로 그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기술적 차원의 교육방법

과는 다른 종류의 교육방법이 요청된다(최의창, 2010). 청소년 정서발달을 

위한 무용교육의 방법으로 언어와 행동과 같은 직접적인 ‘전달’ 뿐만이 아

니라 표정, 몸짓, 말투, 분위기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전수’되는 교수행동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다(정현우, 2010; Oakeshott, 1967). 무용교사의 이

러한 간접적 지도방법은 무용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

달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과 내면에 변화를 불러온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

의 정서, 사고의 틀인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확립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용교육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본인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용 수업에서 직접적, 간접적 

지도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직접적, 간접적 지도방법의 

활용에는 무용교육자의 자질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용교육자는 청소년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을 보여줄지 항상 신중해야 하며, 청소년의 미진한 변화를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있는 노력, 끈기, 인내를 포함한 그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 이러한 무용교육자의 자질은 청소년의 정서를 인정해주고 

북돋아 주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학습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 그들

의 정서함양을 촉진한다(노상우, 2012; 안경수, 2011). 

다음 장에서는 연구문제 1, 2, 3의 결과를 정리하여,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원리를 정서, 목표,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본다. 

이어서 ‘청소년 정서함양’과 ‘통합’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청

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그림과 이를 적용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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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는 청소년 정서함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

이 무용 활동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살펴보고,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촉진하는 무용

교육의 원리와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모습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예를 제시하였다. 

가.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원리

교육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교육적인 이상향에 도

달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교육의 준거와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교육원리

(敎育原理)는 교육행위의 과정에서 고려되거나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교

육 실천의 과정이 진실로 교육적인지 분별하는 기준을 제공하며, 그 기준에 

의해 올바른 교육실천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이종만, 2016). 무용을 통한 

청소년 정서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고려되고 준수되어야 할 교육

원리가 필요하다. 즉, 무용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우연적으로 정서가 발달되

는 것 이상으로 무용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가 필연적으로 함

양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관련된 무용교육의 명확한 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연구결과 1), 청소년 정서함양을 

촉진하는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 목표, 내용(연구결과 2), 무용교육 방법

(연구결과 3)을 바탕으로, ‘통합성의 원리’를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핵심 

무용교육원리로 도출하였다([그림 9] 참고). 통합성의 원리의 핵심요소는 청

소년이 무용 활동에서 주로 경험한 정서와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주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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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목표, 내용, 방법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청소년 정서함양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체

험정서와 관계정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목표(체험적 목표와 

표현적 목표), 내용(서사적 내용과 창의적 내용), 방법(직접적 지도방법과 간

접적 지도방법)과 같이 각각의 요소 안에서의 통합과 더불어 4가지 요소가 

전체 프로그램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9]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원리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이 풍부한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

함으로써 정서적 스펙트럼을 확장하여,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민감도

를 높일 수 있다. 청소년 각자가 본인의 느낌, 감정, 생각 등을 마음껏 표출

함으로써 정서불안이나 결핍의 문제를 조절할 수 있고, 정서를 제대로 이해

하고 반응함으로써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용교육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함양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그들

의 정서함양에 강력한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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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서의 통합: 체험정서와 관계정서

연구결과 1에서 청소년이 무용 활동에서 경험하는 주요한 정서를 즐거움·

기쁨, 흥분·설렘, 자유로움, 편안함, 몰입, 자신감·성취감, 공감, 교감, 배려심, 

협동심, 책임감으로 도출하였다. 물론, 무용의 장르, 청소년의 연령, 사회·경

제적 배경과 같은 개인적 특성, 수업환경, 교육자의 자질 등에 따라 정서의 

종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이 경험

하는 정서를 분석한 결과 감각적, 실존적, 대인적, 공동체적 정서와 같이 정

서의 너비(정서의 종류)와 깊이(정서의 수준)에 따라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4가지 차원의 정서를 청소년이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정서와 관련되어 수행된 기존의 

무용교육 연구나 프로그램들은 지나치게 즐거움이나 설렘을 강조하거나 청

소년의 비행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책임감과 교감에 중점을 두는 등 어느 

한 가지 차원의 정서를 교육하는데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강선영, 

2013; 신남수, 2000; 이경주, 2013; 이기화, 2003).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이나 

감정 조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정 정서에 대한 선택적 집중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용 활동이 청소년의 다양한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성을 이해하기 위해 정서의 개념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직접적인 정서표출을 하는 아동기와는 다르게 청소년기는 정서표출

을 억제하거나 내면화하여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박신혜, 2010; 이경주, 2014),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서함양을 촉진하

는 무용교육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무용교

육이 더욱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경험한 정서는 체험정서와 관계정서로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표층적 차원과 심층적 차원까지 정서 수준에 있어서도 차

이가 분명 존재하였다. 즉, 한 가지 차원의 정서가 아닌 4가지 차원의 정서

를 고루 경험하고 이해할 때 청소년의 정서함양은 더욱 증진된다. 가령, 즐



- 161 -

거움·기쁨과 같은 감각적 정서에만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무용교육을 실행

하게 될 경우, 심층적인 수준에 있는 몰입, 자신감과 같은 실존적 정서를 느

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반대로 심층적인 수준에 있는 실존적 정서들만 너

무 강조해서 교육하게 되면, 무용 활동에서의 흥분·설렘과 같은 표층적 수준

의 감각적 정서 경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청소년이 무용을 지속으로 참여

하는 동기가 떨어지거나 무용에 입문을 할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무용을 처음 접하는 청소년에게 즐거움과 기쁨, 자유로움을 중심으

로 무용교육을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들이 무용에 몰입하고 성취감과 자

신감을 얻도록 하는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동료와의 팀 활동을 통해 공감, 

배려, 협동심을 강조하는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청소년 정서함양에 매

우 유용하다. 이와 같이 무용교육자는 청소년의 무용수준과 특성에 맞게 4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정서를 고루 경험할 수 있게 정서의 통합을 도모해

야 한다. 

요컨대, 청소년 정서함양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체험정서와 관계정서, 표층적, 심층적 수준의 4가지 차원의 정서들이 청소년

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교육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기본적 가정과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내용, 방법

의 연계성이 명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총체적인 정서 경험을 

위해서 특정 차원의 정서로 치우친 교육이 아닌, 균형 있는 통합적인 교육

이 되어야 한다. 

2) 목표의 통합: 체험적 목표와 표현적 목표

연구결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

육 프로그램은 정서체험(체험적 차원)과 정서표현(표현적 차원)의 무용교육

의 두 가지 기본적 가정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체험적 차원은 청소년이 체

험정서와 관계정서를 경험하는 경험하기와 본인과 타인의 정서를 제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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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이해하기의 세부영역을 가지며, 표현적 차원은 청소년이 본인의 정

서를 표출하는 표출하기와 타인과의 정서적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소통하기

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 가정 중에서 정서체험은 체험적 목표로, 정서표현은 표현적 목표

로 연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적 가정의 경험하기, 이해하기, 표출하

기, 소통하기의 4가지의 세부영역은 체험적 목표의 미적소양 함양, 자기이해 

심화와 표현적 목표에 해당하는 자기표현 확대, 관계역량 증진과 관련이 깊

다. 이에 청소년 정서함양에 있어서 목표의 통합은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기본적 가정을 바탕으로 체험적 목표와 표현적 목표의 통합을 의미한다. 따

라서 무용교육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 목표가 함께 설정되어야 한다. 

무용교육에서 체험적 목표와 표현적 목표의 통합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도모하는 것은 청소년이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이해하

고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문

제행동은 청소년의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이는 청

소년 삶의 질을 좌우한다(이경원, 2015). 통합적 무용교육에서 제시하고 있

는 체험적 목표의 성취를 통해 청소년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

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공격 및 비행성향과 

같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임인섭, 2006).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이 

겪고 있는 정서표현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갈등은 청소년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타인과 정서적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표현적 목표의 달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조한익, 이미화, 2012; Henry et al., 2006).

따라서 무용교육에서 청소년의 정서통합을 도모하려면, 체험적 목표와 표

현적 목표가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즉, 청소년이 즐거움과 설렘과 같은 감

각적 정서에서 몰입, 공감, 배려심 등의 실존적, 대인적, 공동체적 정서까지 

다양한 정서를 고루 느끼고 발달하기 위해, 풍부한 정서의 경험과 이해(체험

적 차원)와 함께 정서의 표출과 소통(표현적 차원)이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

그램의 기본적 가정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기본적 가정에 이어서 청소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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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함양의 구체적인 목표인 미적소양 함양, 자기이해 심화, 자기표현 확대, 

관계역량 증진이 모두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3) 내용의 통합: 서사적 내용과 창의적 내용

연구결과 1과 2에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논

의에 있어서 정서의 통합과 이를 위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을 중심으로 

목표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통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용

기능(테크닉)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앞에서 강조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

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과 통합적인 무용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청소년� 시기에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므로� 무용교육

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 발달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

라� 교육현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용교육이� 모든� 대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단순한� 무용� 테크닉�

나열이� 아닌� 이를� 포함한� 창의력, 즉흥� 개인� 및� 단체무용, 공연� 감상� 등� 청

소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용을� 경험하여� 다양한� 정서를� 체험하고� 표현

해� 볼� 수� 있는� 수업� 내용이� 필요합니다. 교과서� 식의� 무용� 수업이� 아닌� 학

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서� 무용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3, 개방형� 설문)

무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용 활동을 통해서

만 성취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교육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무용 수업은 기능적인 측면을 우선시

하는 단기적인 수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박혜연, 2012). 

기존의 편향된 수업내용에서 벗어나 무용의 정서교육적인 측면을 부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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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무용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교육자3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이 여러 가지 방식

으로 무용 활동을 참여하게 하여 다양한 정서를 체험하고 표현해 볼 수 있

는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결과 2에서 제시하였듯, 

서사적 내용과 창의적 내용이 무용교육 프로그램에 적용되어야 한다.

통합적 무용교육을 통해 제공되는 서사적 내용과 창의적 내용은 신체발달

의 변화 및 자아의식의 형성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 정서함양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2차 성장이 나타나

면서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자신의 신체인식에 있어 수치심을 느끼기

도 한다(이미자, 2012). 또한 청소년은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독선적이고 

우월을 과시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이경주, 

2014), 무용 활동이 청소년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무용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관과 객관, 자기와 사회, 현실과 이상 등

의 조화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보다 완전한 자아의식을 찾으려고 노려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도 청소년기의 대표적 특징이다(이미자, 2012).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신체를 움직이

게 하여 무용 테크닉을 모방하고 연습하는 기능중심적인 내용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무용이 가지는 서사적 측면을 바탕으로 무용의 안목을 높일 수 있

는 교육을 통해 무용 활동이 청소년 본인의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그들 각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노

상우, 2012; Bond & Stinson, 2007). 뿐만 아니라 창의적 내용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상상력, 독창성, 즉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

에게 창의적 움직임을 통한 이상에 대한 탐구의 기회 및 표현의 기회를 제

공하여 그들의 긍정적 자아의식 형성에 도움을 준다. 

정리하면,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목표의 측면

과 마찬가지로 체험적 차원과 표현적 차원의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과 체

험적 목표, 표현적 목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무용의 기능과 기술적인 

측면을 동작으로 배우는 것 외에 음악, 역사, 문화, 그림, 영상 등 무용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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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해 보는 서사적인 내용과 더불어 창작이나 즉흥을 

바탕으로 무용 활동에서 신체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미학적으로 표

현하게 하는 창의적 내용이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합적 무

용교육 프로그램 내용에서 서사적 내용은 체험적 차원의 목표, 창의적 내용

은 표현적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체험적 목표와 표현적 목표

의 통합은 서사적 내용과 창의적 내용을 함께 가르칠 때 가능하다. 

4) 방법의 통합: 직접적 지도방법과 간접적 지도방법

 

교수방법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 1과 2에서 도출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용교육자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즉, 청소

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 수업의 합당한 목표와 내용이 존재할 지라도 그 

목표와 내용을 수행하는 무용교육자의 교수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

면, 무용을 통한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은 기대할 수 없다. 가르치는 일

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며 중층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교수방법은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범주화되어야 한다(최의창, 2012). 특히, 현상적으로 존

재해서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정서와 관련된 교육방법은 단일화· 규

격화할 수 없는 성격으로 다양하고 다채롭게 구성된다는 점에서(이옥분, 

2004), 무용교육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청소년기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식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회성이 발달

하는 시기이자 자아의 재정립 및 독립적인 자아 형성을 이루어가는 특징을 

가진다. 청소년은 사회 속에서 한 구성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기 시작

하기 때문에(박신혜, 2010), 축소된 성인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대우

받기를 기대한다(이광규, 2012). 이러한 측면에서 무용 수업에서 드러나는 

무용교육자의 모든 교수행동은 청소년 정서함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무용 수업에서 청소년이 무용교육자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음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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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교육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높아지고 긍정적 정서함양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연구결과 3에서 강조하였듯,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서 직접

적 지도방법과 간접적 지도방법의 통합이 필요하다.

여기서 직접적 지도방법과 간접적 지도방법은 무용교육자가 더욱 직접적

이고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촉진하기 위한 교수행동이다. 

이러한 정서의 지도방법은 무용교육자가 무용과 관련된 이론, 동작 등을 설

명하고, 시범을 보이며, 실습을 진행할 때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교수행동

이다. 성찰적 질문, 긍정적 피드백, 신체적 접촉, 무용관련 이야기를 통한 

상상유도 등은 무용교육자가 청소년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함양하도록 도와

주는 방법으로, 직접적 지도방법이다. 한편, 학생에 대한 이해와 존중, 솔선

수범, 전문성 신장, 모둠활동 활용 등은 간접적으로 청소년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방법이다. 무용교육의 경험적 차원에서는 두 가지 지도방법의 

명확한 구분은 어렵다. 다만, 연구결과 3에서 논리적 차원에서 정서와 관련

된 지도방법을 보다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 직접적

인 무용교육자의 노력과 함께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청소년에 

대한 존중과 솔선수범과 같이 무용교육자의 자질과 관련된 측면을 부각시

켰다.  

요컨대,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에서 정서, 목표, 내용의 통합의 성패는 

무용교육자가 직접적 지도방법과 간접적 지도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여 효과

적으로 수업에 적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나.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의 마지막 절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 정서함양’ 및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에서 ‘통합’의 의미와 이를 적용한 통합적 무용교

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 현재 무용교육 분야에서 정서교

육의 중요성과 무용을 통한 청소년 정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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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박혜연, 2014). 이

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정서를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으

로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

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위한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을 제시함과 동시에 방향

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1)‘청소년 정서함양’의 의미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

용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이다. 즉, 앞서 제시된 통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함양을 도와주는 서사적이고 창의

적인 내용과 무용교육자의 적절한 교육방법을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무용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이루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결과 1에서 제시하였듯, 무용 활동은 청소년에게 정서

의 너비(체험정서, 관계정서)와 깊이(표층적 수준, 심층적 수준) 측면에서 풍

부한 정서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이 이전과는 다

른 방식으로 느끼거나 새로운 정서들을 풍부하게 경험했다는 것으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인 청소년의 정서가 함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청소년 정서함양의 의미는 제네퍼 로빈슨(Jenefer Robinson, 2005)이 

제시한 ‘정서적 스펙트럼’의 개념을 통해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다.  

로빈슨에 의하면 예술경험은 우리의 신체에 새로운 정서 반응을 각인시키

는데, 이는 곧 정서적 스펙트럼이 과거보다 풍부해지는 것이다. 그녀는 정서

적 스펙트럼의 확대와 정서교육 간의 관련성을 명료화하기 위해 수잔 페이

건(Susan Feagin, 1996)의 ‘정서적 유연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예술경험을 통

해 우리의 상상력이 확장되는 것은 곧 정서적인 유연성을 계발하는 것이며, 

이때 정서적 유연성은 능력(abilities)이라기보다는 역량(capacities)에 가까운 

개념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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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로빈슨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청소년 정서함양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무용 활동에서 체험정서와 관계정서를 

여러 방면으로 경험해보고 표현해 본 청소년은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

화에 대해 민감해지고 유연해지는 등 그들의 정서적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은 정서적 스펙트럼의 확장이나 다양화가 없이도 본인들

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특정 상황에 반응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정서

적 스펙트럼이 넓어짐으로써 더욱 많은 정서의 목록과 세밀한 선택지를 가

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은 정서적 스펙트럼의 넓이만큼 인간관계에

서 취하는 자신의 행동을 더 잘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발달한다

(최진, 곽덕주, 2015). 다시 말해 청소년 시기의 무용 활동은 신체에 각인되

는 정서적 스펙트럼을 확대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며, 이것은 곧 청소년

의 정서함양으로 이르는 길이다. 

더 나아가 무용교육은 청소년이 그동안 민감하게 느끼지 못했던, 혹은 투

박하게 느꼈던 정서를 새롭게 느끼게 하면서, 그들 각자가 새롭게 받아드리

는 정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돌아보는 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정서적으

로 민감하고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무용을 접하면서 그동안 그들이 겪어온 

정서 경험을 무용에서의 정서 경험과 연관시킬 수 있다. 이로써 청소년은 

과거의 경험을 새롭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등 보다 심도 깊은 맥락 안에서 

그들의 행위, 감정, 느낌, 생각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함양은 청

소년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소통능력은 물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무용 활

동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정서를 성찰할 수 있는 태도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2) 능력은 없으면 우리가 행동할 때 심각한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역량은 그것이 없다고 해

도 심각한 결핍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역량은 보다 더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전제 조건 자질이라고 볼 수 있다(최진, 곽덕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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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합’의 의미 

정서의 개념이 총체적이고 복잡한 만큼 본 연구에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이 ‘통합성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함을 밝혔다. 무용교육의 

‘통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그림 10]에서는 청소년 긍정적 정서함양을 위

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였다. 

[그림 10]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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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통합’은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의 체제 속에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교육학 문헌에서는 통합적 접근을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또는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통합을 설명하는 표현에 

공통적으로 ‘학문적(disciplinary)’는 뜻이 포함되어 있듯이 통합은 학문 분야

의 여러 부분들을 전체 속으로 모아들이고 융합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정

현주, 2014). 주로 국어, 수학, 과학과 같은 주지교과를 중심으로 ‘학문적’ 또

는 ‘학제 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반면, 무용, 음악, 미술과 같

은 예술분야에서의 통합은 학문적 통합과는 다른 방식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술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이후 미국에서 예술교육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예술교육

을 넘어서 ‘교육안의 예술(arts in education)’ 이라는 개념은 음악, 미술, 무용 

등 장르별 예술교육 개념에서 탈피하여 언어, 역사, 지리, 사회 등과 같은 

타 교과목의 교육내용과 예술교육을 함께 가르치는 ‘교과 외 통합’을 촉진

하였다(심지혜, 2010). 

‘교과 외 통합’을 넘어 최근 무용에서의 통합은 일상의 삶을 무용과 연관

시켜 문화적 예술교육을 추구하고자 한다(정현주, 2014). 특히, 문화예술교육

이 활성화된 2005년 이후, ‘예술 내 통합’ 즉, 여러 예술 장르를 통합하여 

가르치는 접근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영역의 예술이 가진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그것들 모두에 통용되는 개념 틀을 구축하여 교육의 목표를 설

정한다(김화숙 외, 2013).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무용도 이러한 예술 장

르의 하나로써 음악, 미술, 연극 등 타 예술 장르와 통합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통합’적 무용교육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무용과 타 

교과를 함께 통합하여 가르치는 ‘교과 외 통합’이나 여러 예술 장르를 함께 

지도하는 ‘예술 내 통합’(김화숙 외, 2013; 심지혜, 2010; 정현주, 2014)과 비

교하여 근본적인 수준에서 통합의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교과 외 통합’은 무용 수업이 단순히 신체만을 움직이게 하는 시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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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여,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

간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무용이 주로 타 

교과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사용되거나 무용이 가르쳐지더라

도 무용의 지식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청소년 정서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였다(문영, 2014; 최의창, 2007; 홍은숙, 2007). 한편, ‘예술 내 통합’은 

‘교과 외 통합’과 비교하였을 때, 청소년 정서함양과 관련된 교육내용의 측

면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청소년의 정서함양보다는 예술에 대한 학습에 맞

추어 운영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미숙, 2002; 최병태, 1996).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통합’은 최근 예술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예술 내 통합’과 통합의 내용과 형태 측면에 있어 분명한 차

이를 보여준다. 첫째, 통합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예술분야에서 많

이 운영되고 있는 ‘예술 내 통합’에서 통합의 교육내용은 ‘예술1과 예술2’, 

예를 들어, 무용과 시각예술, 무용과 연극과 같이 각 예술분야를 통합의 내

용으로 바라본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의 통합의 주 내용은 청소년이 무용 활동을 통해 

체험하고 표현하게 되는 정서이다. 다시 말해 연구결과 1을 통해 밝힌 청소

년이 무용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정서(체험정서, 관계정서)를 기본적 

가정인 정서체험의 기본과 정서표현의 기본을 근간으로 통합적으로 교육하

는 것이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통합적 무용교육인 것이다. 

둘째로, 통합의 형태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예술분야에서 주로 행

해져왔던 ‘예술 내 통합’은 주로 ‘가법적 통합’으로 이루어져 왔다(이홍우, 

1996). ‘가법적 통합’이란 덧셈식의 통합으로, 각각의 개체가 살아 있는 접합

식의 통합을 의미한다. ‘예술 내 통합’은 통합의 내용을 ‘예술1’과 ‘예술2’로 

분류하여 보았기 때문에, 두 예술 간에 통합의 접점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주로 주제나 예술 장르 별로 학습활동을 분절적으로 단위별, 영역별로 

구분한 병렬적인 통합이다(이계학, 1991; 이홍우, 1996; Nussbaum, 1997). 

반면, 본 연구에서 말하는 통합은 ‘승법적 통합’을 추구한다. ‘승법적 통

합’이란 곱셈식의 통합으로, 두 개체가 완전히 녹아들어 새로운 차원의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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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만들어 내는 통합을 의미한다.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정

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정서체험과 정서표현의 기본적 

가정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이 무용 활동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의 통합

(체험정서와 관계정서), 무용교육 프로그램 목표의 통합(체험적 목표와 표현

적 목표), 내용의 통합(서사적 내용과 창의적 내용), 방법의 통합(직접적 지

도방법과 간접적 지도방법)과 같이 정서 및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4가지 차

원의 통합으로 형성된다. 또한 각각의 정서, 목표, 내용, 방법에서의 통합이 

무용교육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이고 유기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해 연계성을 지니며, 청소년에게 정서의 너비와 깊이 측면에서 새

로운 차원의 정서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힌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

그램은 그 의미와 내용, 형태에 있어서 기존의 예술교육에서 제시하는 통합

과는 차이가 있다. 청소년이 무용 활동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를 중점에 

두고 정서, 목표, 내용, 방법 내의 통합을 추구함과 동시에 각각의 통합이 

전체적으로 다시 통합을 이루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궁극적으로 청소년 

긍정적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한다.  

3)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 예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무용과 댄스스포

츠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였다. 무용 장르별로 특정 정서의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무용 장르를 선정하였다. 이에 체험정서의 발달이 두드러지는 현

대무용(<표 27> 참고)과 관계정서의 발달이 강조되는 댄스스포츠(<표 28> 

참고)의 15차시 전체적인 수업계획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수업계획안

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차시별로 활동주제, 정서종류,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통합적으로 계획하도록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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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통합적 현대무용 프로그램 수업 계획서 예시

차
시 활동주제

정서종류 교육내용 교육방법

체험정서 관계정서
서사적�
내용

창의적�
내용

직접적�지도방법
간접적�
지도방법감각적�

정서
실존적�
정서

대인적
정서

공동체적�
정서

감응
대화

신체
접촉

상상
유도

1 현대무용�
소개

설렘 § 현대무용�히스토리 ●

학생배려

모범실천

환경조성

2
신체

즐거움 § 신체�움직임�그리기 ●

3 자유로움 § 사진�속�움직임 ● ●

4
움직임

기쁨 § 움직임�놀이터 ● ● ●

5 편안함 § 움직임�동상�만들기 ● ● ●

6 시간 흥분 몰입 § 음악�속�움직임� ● ●

7
공간

즐거움 § 움직임�징검다리 ● ● ●

8 자신감 § 무용문화�감상문 ●

9 힘 성취감 § 접촉즉흥�한마당 ● ● ●

10

작품�
만들기

교감 § 작품�안무과정�비디오 ●

11 공감 배려 § 무용�제스처�만들기 ● ● ●

12 협동심 § 작품�스텝�창작 ● ●

13 책임감 § 작품�스텝�창작 ● ●

14 �리허설 협동심 § 작품�수정�및�보완 ● ●

15 공연 성취감
협동심
책임감 § 무용�작품�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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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활동주제

정서종류 교육내용 교육방법

체험정서 관계정서
서사적�
내용

창의적�
내용

직접적�지도방법
간접적�
지도방법감각적�

정서
실존적�
정서

대인적
정서

공동체적�
정서

감응
대화

신체
접촉

상상
유도

1 댄스스포츠�
소개

설렘 § 댄스스포츠� 비하인드�
스토리

●

학생배려

모범실천

환경조성

2

솔로�
차차차

즐거움 자유로움 § 차차차�히스토리 ●

3 몰입 § 음악�속�차차차� ● ●

4 자신감 § 차차차�움직임�동선 ● ●

5

커플�
차차차

즐거움 공감 배려 § 커플�배려�맵�제작 ● ●

6 몰입 교감 협동심 § 사진�속�차차차 ●

7 성취감 § 차차차�즉흥�한마당 ● ● ●

8

커플�
자이브

흥분 공감 배려 § 자이브�히스토리 ●

9 몰입 교감 협동심 § 무용문화�감상문 ●

10 성취감 § 자이브�즉흥�한마당 ● ● ●

11

작품�
만들기

배려 § 작품�안무과정�비디오 ●

12 교감 협동심 § 작품�스텝�창작 ● ●

13 공감 책임감 § 작품�스텝�창작 ● ●

14 �리허설 협동심 § 작품�수정�및�보완 ● ●

15 공연 성취감 협동심
책임감

§ 무용�작품�공유 ● ●

<표 28> 통합적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수업 계획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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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무용을 통한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의 정서함양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체험적 목표(미적소양 함양, 자기이해 

심화)와 표현적 목표(자기표현 확대, 관계역량 증진)를 함께 성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총 15차시로 구성하고, 차시별 활동주제에 따라 강조

되는 정서를 체험정서(감각적 정서, 실존적 정서)와 관계정서(대인적 정서, 

공동체적 정서)로 구분하여, 활동주제에 따라 각 차시에서 강조해야 할 정서

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활동내용은 서사적 내용과 창의적 내용으로 구분

하고, 각 차시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기술하

였다. 마지막으로 직접적 정서지도 방법을 감응대화, 신체접촉, 상상유도로 

구분하여 각 차시별로 선별적으로 제시하였고, 무용교육자의 간접적 정서지

도 방법(학생배려, 모범실천, 환경조성)은 무용수업 운영 전반을 통해 지속적

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수업에 공통적으로 포함하였다. 

 <표 27>에서 볼 수 있듯, 통합적 현대무용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체험정

서(감각적 정서와 실존적 정서)의 발달을 강조하여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설렘, 즐거움과 같은 감각적 정서를 강조하여 청

소년이 현대무용에 자연스럽게 입문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차시가 진행될수록 자유로움, 몰입, 자신감과 같은 체험정서의 심층적 차원

에 해당하는 실존적 정서의 경험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수업

의 후반부에 작품을 만들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공감, 배려, 협동심, 책임감 

등 관계정서에 보다 집중하여 체험정서와 관계정서를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통합적 댄스스포츠 프로그램(<표 28 참고>)은 청소년이 관계정서(대인적 

정서, 공동체적 정서)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보다 용이하다. 솔로 차차차 활

동을 통해 개인적인 체험정서의 경험을 시작으로, 커플 차차차와 커플 자이

브 활동으로 수업내용이 진행됨에 따라 관계정서의 표층(대인적 정서) 및 

심층(공동체적 정서)적 수준의 정서를 경험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새로운 

춤을 배울 때 실존적 정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로움에서 몰입,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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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무용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업의 초반부에는 청소년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

도록 설렘과 즐거움과 같은 감각적 정서에 초점을 두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각 차시의 활동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음악, 사진, 비디

오 등 서사적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정서체험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였고, 후반부에는 주로 모둠별 즉흥 및 창작 활동을 추가하여 

청소년의 정서표현을 도모하였다. 교육방법에 있어서 감응대화, 신체접촉, 

상상유도 등 직접적 지도방법이 활동주제 및 교육내용과 연계하여 적절히 

배치하였다. 무용교육자의 설명, 시범이 주로 이루어지는 차시에서는 감응대

화가, 청소년의 무용실습에서는 신체접촉이, 창의적 내용이 수업에서 활용될 

때에는 주로 상상유도가 강조되었다. 간접적 지도방법인 학생배려, 모범실

천, 환경조성은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무용교육자가 의도적

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 차시에 걸쳐 공통적으로 배치하였다. 

<표 29>에서는 통합적 현대무용 수업 계획서에 해당하는 15차시 수업 중 

2차시에 해당하는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지도안 상단부에는 전체 프로

그램 중 수업이 입문, 기초, 심화, 향유 중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

하였으며, 활동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진술하였다. 또한 오늘

의 정서를 제시하여 본 차시가 어떠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지 나타내었다. 

정서를 체험정서와 관계정서, 표층적 수준과 심층적 수준으로 4분면으로 나

누어 구분하고 강조되는 정서의 분면을 진하게 표시하여 본 차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정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서사적 내용과 창의적 내용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차시별로 오늘의 정서의 경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사적 자료(차시에 따라 창의적 자료가 될 수도 있음)를 제시하고, 서

사적 자료가 청소년의 어떠한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 ‘읽기, 듣기, 보기, 하

기’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수업의 흐름을 ‘마음열기, 활동하기, 보여주기, 나눠보기’의 4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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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 -� 2/15 몸에�대해�알아보자!

수준
입문 기초 심화 향유

활동주제 신체�및� 움직임�탐색
ü

학습

목표

Ÿ 친구들과�함께� 다양한�신체의�형태를�탐색할�수�있다.

Ÿ 신체�부위별�움직임과�관절의�동작범위를�탐색할�수�있다.

Ÿ 게임을�통해�신체와�움직임에�대한�즐거움을�느낄� 수� 있다.

오늘의�정서� :� 즐거움

체험정서 관계정서

표층 감각적�정서 대인적�정서

심층 실존적�정서 공동체적�정서

서사적�자료

읽기 듣기 보기 하기

▶ 무용�사진

- Jordan� Matter의� ‘우리�삶이�춤이�

된다면’� 내� 무용사진들�

- 우리�주위의�일상�환경�속에서�

무용수의�신체만으로�정직하게�

만들어진�순간들을�작품화�시킨�것

수업

흐름

활동 내용

마음

열기

▶�몸�깨우기

① 바닥에�누워� 눈을�감고,� 호흡을�깊게� 들이�마시고�내뱉기를�반복한다.

② 몸의�끝에서�중앙으로,�또는�중앙에서�끝으로�움직임을�시작할�수�있도

록�유도한다.

③ 위의�활동이�끝난�후,� 천천히�머리부터�온몸을�말아�일어설�수� 있도록�

지시한다.

활동

하기

▶�신체�탐색하기

① 4-5인으로�이루어진�모둠을�만들도록�한다

② 모둠별로� 전지� 크기의�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주고,� 학생� 한명이� 그� 위에�

눕도록� 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누워� 있는� 학생의� 몸의� 형태를� 따라� 전지�

<표 29> 통합적 현대무용 수업 지도안 예시



- 178 -

위에�선을�그리도록�한다.�

③ 몸�형태를�따라�선을�다�그린�모둠은�누

워� 있던� 한� 학생도� 일어나� 다같이� 신체�

각�부위의�명칭을�그림�위에�적을�수�있

도록�충분한�시간을�제공한다.

④ 각� 신체부위별로� 가능한� 움직임의� 종류

를� 모둠별로� 탐색하게� 하고,� 그림에� 그�

움직임들을�적도록�한다.

⑤ 완성된�그림을�모둠별로�들고�각�모둠은�

신체�부위�3곳과�해당�움직임을�다른�모

둠에게�시연할�수�있도록�한다.

� � � 모둠별로�활동할�때� “어깨가�할�수�있는�움직임은�무엇이지?�

� � � 000아!� 어깨�한번�움직여볼까?“� 등과�같은� 질문들을�던지면서

� � � 학생들이�지속적으로�신체� 움직임을�탐색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보여

주기

▶� (사진� 속)� 움직임�읽기

① 아래�예시들과�같이�Jordan�Matter의�<우리�삶이�춤이�된다면>에�등장하

는�무용수들이�만들어낸�움직임을�위해�어떠한�신체부위와�움직임이�사용

되었을지�상상할�수� 있도록�한다.

� �

② 그�움직임의�종류와�내용들을�상상할�수�있는�대로�적어볼�수�있게�한다.�

③ 친구들과�적은�내용들을�공유하며�움직임을�확인할�수�있도록�한다.

나눠

보기

▶�생각해보기

① 오늘�수업을�통해�그동안�알고�있던�나의�몸에�대한�이해나�움직임에�대한�

이해가�달라진�것이� 있다면�무엇인지�함께� 이야기�나눌� 수� 있도록�한다.

② 각�신체�부위와�움직임의�중요성에�대해서�생각해볼�수� 있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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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춤이 마음의 정화와 정서의 순화를 가져다준다는 연구자의 개

인적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무용교육을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최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청소년에게 무용 활동이 제공할 수 있

는 정서 교육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진

행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무용이 지닌 청소년 정서교육의 잠재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만큼 무용과 청소년 정서함양과의 연결고리를 탐색하고

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원리 및 무용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원칙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무용 활동에

서 어떠한 종류의 정서를 경험하는지를 파악하고,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해 탐색하였다. 연구결과의 내용을 바탕으

로 마지막에는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원리를 정서, 목표, 내

용, 방법 차원에서 정리하고 보다 구체적인 청소년 긍정적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듯 청소년의 개념은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힘들다. 대체로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신체, 인지, 사회, 정의적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짐과 동

시에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정서의 개념 또한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복합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중·고등학생으로, 정서는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는 의지, 동기, 신념, 태도, 도

덕성, 가치관 등 전반적인 정의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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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수성이 예민하고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기의 올바

른 성장을 위해 정서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다. 국내

외 청소년 정서함양 프로그램과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 정서교육

이 정서지능을 활용한 청소년 정서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함양 접근, 청소년의 미적체험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향유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무용 분야에서는 정

서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서지능 발달 및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정서 

함양 접근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 중 해석주의를 바탕

으로 근거이론을 주요한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근거

이론은 체계적인 각각의 분석과정을 통해 복잡한 사회현상이나 개인행동에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고 그 의미들을 이론화하는 연구수행 방식으로 본 연

구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다. 근거이론은 문헌고찰, 무용교육자와 학생을 대상

으로 한 개방형 설문 및 심층면담, 무용수업 참여관찰 등의 다양한 질적 연

구 방법을 통해 청소년 정서에 대한 이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

서의 의미를 확장하고 발전시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이

고 실천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가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은 어떠한 종류의 

정서를 경험하는가?’ 였다. 청소년은 무용에서 정서의 너비에 비추어 체험정

서와 관계정서를 경험하고, 정서의 깊이에 따라 표층적(감각적 정서, 대인적 

정서)이고 심층적(실존적 정서, 공동체적 정서)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각의 정서는 경험적 수준에서는 혼재되어 동시에 드러나거나 

명확한 구분이 힘들지만, 정서의 수준과 깊이, 정서 발생의 맥락적 차이에 

따른 논리적 수준에서의 분류는 청소년 정서 경험에 대한 명료한 논의를 제

공하였다. 체험정서가 개인적 경험과 관련이 깊다면 관계정서는 상대방과의 

대인적 관계와 보다 밀접하였다. 또한 표층적 수준의 정서는 심층적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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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경험을 위한 핵심통로로 작용하였고, 심층적 수준의 정서는 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연구문제 1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우선 청소

년을 가르치는 무용교육자는 무용교육이 청소년의 다양한 정서 경험을 촉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무용교육의 상황과 맥

락에서 청소년이 다양한 정서를 통합된 형태로 경험하도록 무용 수업을 구

성하고 실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무용 활동을 통해 경험되는 정서들의 발

달단계나 상호작용 등과 같이 정서들 간의 긴밀한 관계들을 파악하려는 노

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

지만, 무용 활동에서 드러나는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실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용 장르별 강조되는 정서나 청소년의 특성(성별, 연령, 사

회문화적 특징, 전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

서 등을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무엇인가?’ 였다.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은 정서체

험의 기본과 정서표현의 기본으로 나타났다. 정서체험의 기본은 청소년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는 ‘경험하기’와 본인과 타인의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

는 ‘이해하기’를 포함하며, 정서표현의 기본은 청소년이 무용 수업에서 본인

의 정서를 마음껏 표출하는 ‘표출하기’와 언어적 소통을 넘어 정서적으로 

타인과 교류하는 ‘소통하기’를 함의한다. 무용이 청소년에게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장(場)이자 그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정서체험의 기본과 정서표현의 기본은 선순환적 관계에 있으며, 정서체

험과 정서표현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청소년의 정서함양이 가능하다는 점

을 인식해야 한다.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과 연계하여 무용교육의 목표가 선정되었다. 정서

체험 및 정서표현의 기본과 연계하여 체험적 목표와 표현적 목표를 각각 도

출하였다. 정서체험의 ‘경험하기’와 연관하여 ‘미적소양 함양’, ‘이해하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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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자기이해 심화’가 체험적 목표의 세부 목표로 제시되었다. 정서표

현의 ‘표출하기’와 연관하여 ‘자기표현 확대’, ‘소통하기’와 관련하여 ‘관계역

량 증진’이 표현적 목표의 세부 목표로 확인되었다. 무용은 청소년이 다양한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정서를 표현하

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정서체험과 정서표현의 기본적 가정을 토대로 

4가지 목표를 중심에 두고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도모해야 한다. 

무용교육에서 체험적 목표와 표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용교육의 핵

심 내용으로 서사적 내용과 창의적 내용이 도출되었다. 서사적 내용은 음악, 

역사, 문화, 그림, 영상 등 다양한 서사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무용

의 기능과 더불어 정서적 측면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정서체험을 촉진하는 것이다. 창의적 내용은 청소년의 내적 동기를 신체 움

직임으로 표현하는 창작과 일상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움직임을 중심으

로 수행하는 즉흥을 포함하며, 정서표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연구결과 2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무용교육에서 

기능적인 측면의 교육은 가시적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면에 내재된 정서교육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도외시 될 수 있다. 또한 

정서교육은 단기간에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은 보다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정을 바탕으로 이와 연

계된 목표와 교육내용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서함양

을 촉진하는 의도적·체계적인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용교육에서 서사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의 내용은 청소년의 

정서체험과 정서표현을 원활히 하여 그들의 정서함양을 촉진하기 때문에, 

무용교육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방법은 무엇인

가?’ 였다.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방법은 크게 직접적 지도방

법과 간접적 지도방법으로 구분되었다. 직접적 지도방법은 무용교육자가 직

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 행해지는 방법을 말하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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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 지도방법은 무용교육자의 비의도적이고 암묵적인 측면과 관련된 행위

를 의미한다. 감응대화, 신체접촉, 상상유도는 직접적 지도방법으로, 학생배

려, 모범실천, 환경조성이 간접적 지도방법으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3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무용교육에서 

청소년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수업 내용을 조직하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무용 수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교육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무용교육자는 

본인이 의도적이든지 비의도적이든지 간에 청소년 정서함양에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사적

이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대로 청소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 

지도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직접적, 간접적 지도방법의 활용에는 무용교육자의 자질이 전

제되어야 한다. 무용교육자는 청소년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을 보여줄지 항

상 신중해야 하며, 청소년의 미진한 변화를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노력, 끈

기, 인내를 포함한 그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자는 어떠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히는 

연구와 더불어 정서교육적인 측면에 바람직한 무용교육자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및 연수가 함께 실천되어야 한다. 

마지막 연구 문제는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어떠

해야 하는가?’ 였다. 위에서 제시한 3가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원리를 ‘통합성의 원리’로 도출하였다. 청소년

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위해 통합적 무용교육은 정서체험과 정서표현의 기본

인 무용교육의 가정 아래,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이 각각의 요소 안에서 통합을 이루어야 하며, 

더불어 목표, 내용, 방법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

램은 차후 연구와 실천을 위한 기초적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원리가 무용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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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내용, 방법과 적절한 연계성을 이룰 수 있는지 심도 깊은 연구가 요청

된다. 더 나아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 실천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용을 통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의 

변화가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용교육이 정서교육 측면

에서 다양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용교육 현장에서는 

무용교육자가 자신의 교육적 소신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

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예술교과, 특히 무용교과를 바라

보는 시선은 주지교과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주변적인 교과로 판단하는 경

우가 지배적이다. 우리의 청소년이 건강한 마음을 지닌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무용교육이 지닌 정서교육적인 역할과 잠재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보다 많은 청소년이 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

되어 무용을 통한 청소년 정서함양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의 확충과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정서의 종류,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탐색하여,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원리와 예시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

과를 토대로 청소년 정서함양 연구 및 실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무용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정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

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무용 활동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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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종류와 수준에 보다 중점을 맞추어 그들의 경험하는 정서를 이해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정의 내리기 힘든 복잡한 

개념인 정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무용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

고자 하였다. 차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체험정서 및 관계정서 각각의 정서

를 세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즐거움, 기쁨, 성취감, 몰입, 자신감, 책

임감 등이 무용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길러지는지 살펴보아

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관찰이나 문화기술지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해 각각

의 정서들이 어떻게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풍부하게 기술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무용 장르별,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정서교육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서교육

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무용교육 원리 및 프로그램은 청소년 정서함양 실천을 위한 첫 단추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연구 기간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무용 

장르와 청소년의 특성이 모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무용교육 분야는 

다양한 무용 장르는 물론, 무용교육이 실천되는 장소에 따라 전문무용, 학교

무용, 생활무용으로 구분되며, 연구대상인 청소년도 성별, 연령,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정서함양의 단계나 과정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르치

는 현장과 대상에 적용 가능한 맞춤별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개발

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르별, 대상별로 구체화된 

프로그램은 무용교육자들이 정서교육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용을 통한 정서교육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상적인 방

향을 모색하는 실행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타당성과 실효성 검증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청소년 정서함양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차후 본 연구를 발전시키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

하다. 이에 우선 무용교육에서 실행될 수 있는 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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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천해봄으로써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용교

육 현장에서의 실천과 비판적 검증은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연

구 및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 정서함양과 관련된 좋은 교수

방법의 발견 및 정서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 실천을 위한 제언

첫째, 무용교육 현장에서 무용의 정서 교육적 측면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기능위주로 평가되는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 연구를 통해 만난 대다수의 무

용교육자들은 무용에서 청소년 정서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기능위주

로 평가되는 무용교육 현장의 관습, 고정관념, 환경 등으로 인해 정서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이러한 목소리는 무용전공 청소년을 지도하는 

현장에서 두드러졌다. 현재의 입시는 단 시간에 학생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무용교육에서 입시위주의 교육과 실적위주에 교육에 

치우쳐서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무용을 

통해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가지기 힘들게 된다. 정서

적으로 바림직한 방향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시기에 춤을 통해 자신의 내면

을 들여다보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청소

년을 대상으로 무용교육을 실천하는 무용교육자들은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무용을 통한 정서교

육을 실천하려고 노력함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

다 무용에서 정서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무용을 평가하는 방

식에 있어 질적인 평가 방식에 대해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무용을 통한 정서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무용교육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와 함께 무용교육자 공동체가 운영되어야 한다. 청소년 정서함양을 



- 187 -

위한 무용교육을 위해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인 교육자의 변화가 우선되

어야 한다. 무용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무용교육자

의 교육관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무용을 통

한 정서의 함양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아주 오랜 기간의 노

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교육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

다. 무용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무

용교육자를 기르기 위해 무용교육자 교육 및 연수에서 기능뿐만 아니라 정

서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들을 함께 교육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무용교육자 공동체를 통해 정서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자

료 등을 공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심층면담을 통해 무용교

육자들은 정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따라서 많은 무용

교육자들이 정서교육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고 방법을 공유하는 장(場)이 제

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정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용교육의 역할과 잠재성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론적 배경을 통해 

검토된 청소년 정서함양과 관련된 무용교육은 주로 문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서교육을 실시하는 등 치료적 접

근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즉, 제도적 차원에서 특정 청소년에게 집중적

인 관심이 기울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치료적 접근에서 벗어나 모든 

청소년이 무용에서 정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

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체육에서 표현활동 영역의 

교육과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

되는 정서함양 무용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보다 많은 무

용교육자들이 청소년 무용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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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청소년 정서함양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1.  정서함양 프로그램

1) 국내 정서함양 프로그램 

⚫ 내가 바로 지킴이 프로그램

내가 바로 지킴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으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개발하고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회 60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OX퀴즈, 예방나무, 으라차차, 

무비오케, 예방교육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시우보우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발달심리연구실에서 2006년에 학교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개발

한 시우보우 프로그램도 정서 함양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친구를 보고, 

친구를 지키자는 뜻의 시우보우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

교급 별 10편, 편당 7~10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기본적

인 인성교육 및 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 대처양식을 학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이타행동, 대인관계, 의사소통, 인권과 평화

의식, 폭력문화, 집단 따돌림 등을 내용으로 다루며, 10분 내외의 시간에 한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운영된다. 시우보우 프로그

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올바른 진로선택과 폭넓은 교우관계 형성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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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개발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

상으로 하는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은 2박3일간 캠프형식으로 운영되며 정서

함양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또래관계를 잘 맺기 위한 나는 누구인가, 

친구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또래관계에 대한 작품 기획 회의, 작품으로 본 

나의 친구관계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집단상담 및 심리극 등의 방법을 활용

한다(파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5). 본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친구야 놀자! 프렌

딩’ 이라는 제목으로 학교폭력 예방 개그 공연이 또한 진행되고 있다.

⚫ 한 번 더 생각해 봐! 프로그램

사회정신건강연구소(2005)에서 개발한 한 번 더 생각해 봐! 프로그램은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리즈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총 16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슬기롭고(인지적), 건강하고(신체적), 따뜻하고 

배려하는(정서적) 학생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폭력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 폭력의 세 가지 입장, 갈등 이해, 문제해결기술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분노조절기술, 의사소통기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친

사회적 가치와 태도 등 생활기술들을 익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개념 설

명은 슬라이드 자료 비디오를 활용하고 다양한 게임을 통해 들은 내용을 연

습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본 프로그램은 국내 청소년들의 발

달적 특성에 적합하고 목표의식이 분명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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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의 인성발달과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청소년기의 문제를 사전에 예

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 국외 정서함양 프로그램 

⚫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프로그램

Kusché와 Greenberg(1994)에 의해 개발된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PATHS) 프로그램은 본래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일반 학생(유치원 아동부터 12학년까지)과 특수교육 학생 모두를 대

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서 이해, 정서 

표현, 정서 조절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강지예, 2013). 서로 다른 정서를 확인하고 이에 

이름을 붙이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감정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 충동을 

통제하는 것, 타인이 관점을 이해하는 것,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하는 

것,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하는 것, 문제해결에서 절차를 밟아가는 것, 삶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 등에 대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Kelly et al., 

2004). 자기통제, 정서적 이해, 긍정적 자아 존중감, 건전한 관계, 대인 간 문

제해결기술을 핵심내용으로 다루며,  대화법, 역할극, 스토리텔링, 롤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PATHS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서가 안정된 

아이들과 불안정한 아이들 모두 정서 경험에 대한 어휘범위가 넓어지고 정

서를 다루는 것에 대하 효능감이 향상되며, 다른 정서요소의 발달에도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ice, 2012).

⚫ Self-Science 프로그램

미국 Nueva 사립학교의 심리학자인 Karen Stone-McCown(1978)에 의해 개



- 220 -

발되고 보급된 자아탐구(Self-Science)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8학년을 대상

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정규수업으로 진행되는 정서지능 프로그램이다(이부

연, 2013).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그들의 사고, 감정, 행동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Freedman, 2003).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사고 과정을 발달시키고, 감정을 표현하며, 사고와 

감정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Salman-Nasser, 

2013). 경험적 학습을 강조하고 학생중심 운영되며 학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내면적 장점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Self-Science 프로그램의 특징이

다((Freedman, 2003). 프로그램의 내용은 ‘Know Yourself’(감정소양 성장시키

기), ‘Choose Yourself’(감정소양 기술 발달시키기), ‘Give Yourself’(공감능력 

향상시키기)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진행되며(Salman-Nasser, 2013), 질문

법, 토론법, 롤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참여

한 학생들은 정서인식 능력, 대인관계 기술, 정서조절 능력, 정서표현력 등

이 향상되어 집단따돌림, 대인관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용린, 2011).

⚫ 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프로그램

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프로그램은 본래 응용 범죄학 전문가들에게 

폭력 예방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전략을 소개하고, 청소년 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에 영감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다(DeJong, 

1993).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마찰이나 갈등을 해

결하는 법을 학습하도록 하는 데 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K ~12)을 대

상으로 하는 본 프로그램은 폭력 위험 수준이 높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함하며, 정규수업 과정을 통해서 운영된다(DeJong, 

1993). 프로그램의 핵심적 특징은 학교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즉, 학

생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마찰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

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도록 독려한다. 프로그램은 대상 학생들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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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분 ~ 1시간으로 운영되며, 게임, 역할극, 토론 등의 방법이 활

용된다. 능동적 경청, 자기주장, 정서경험, 관점채택, 협동, 협상, 문제해결, 

갈등분석, 편견제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부연, 2013). 프로그램은 

폭력성 감소 및 폭력관련 행동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생들의 배려심 및 협동심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J. L. et al., 2004). 

⚫ I Can Problem Solve 프로그램

Myrna B. Shure에 의해 개발된 I Can Problem Solve(ICPS) 프로그램은 학

교를 기반으로 한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학령전기 아

동과 초등학생(4세~12세)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들에게 대인관계 문제를 효

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Shure, 1993). 아이들이 사고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들 자신에 대해 생각하

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며,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

신들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탐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초점

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Shure, 2001).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전 문제

해결 기술(Pre-Problem-Solving Skills) 내용 4가지와 문제해결 기술

(Problem-Solving Skills) 내용 3가지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문제해결 용어 

학습, 자신과 타인의 정서인식, 타인의 관점채택, 인과관계 학습, 대안 탐색, 

결과 평가, 행동 선택의 내용을 포함한다(정미경, 2008). 다양한 게임과 이야

기, 역할극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기술들을 일상생활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다(Shure, 2001). ICPS

를 통한 사회정서학습이 청소년 약물 남용을 감소시켰다는 연구(Botvin, 

Baker, Dusenbury, Botvin, & Diaz, 1995), 대인관계에서의 폭력성 저하에 효

과적이라는 연구(Grossman, Neckerman, Koepsell, Liu, Asher, & Beland, 1997), 

정신건강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Greenberg, Domitrovich, & Bumbarger, 

2001; Durlak & Wells, 1997) 등은 프로그램이 긍정적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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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증명한다. 

⚫ Friendly Schools and Families 프로그램

Friendly Schools and Families 프로그램 역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왕따를 반대(anti-bullying)하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

추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 및 기술의 함양을 통한 

사회정서학습은 왕따 문제 해결에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학교 전체에 걸쳐 왕따 없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Cross et al., 2012). 프로그램은 

개인, 교실, 가족, 학교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왕따 문제를 이해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의 나이와 성별, 학교의 규모 및 사회생태학적 상

황을 고려하여 개인, 교실, 가족, 학교공통체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학생들

의 왕따 관련 행동 감소, 심리적·신체적 건강 도모, 학업성취 향상을 돕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표이다(Cross et al., 2012). 긍정적 사회 기술

의 학습, 학급 규칙에 대한 훈련, 학부모 참여와 연계를 통한 행동 교정, 학

교 풍토와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 이해하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

며(이부연, 2013), 스토리텔링, 역할극, 롤모델링, 관찰학습 등의 방법이 사용

된다. 실제로 본 프로그램의 참여한 학생들은 사회정서학습에 핵심역량인 

자기이해, 사회인식, 자기관리, 대인관계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발달된 모습

을 보였으며, 더불어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 정서적 위기로부터 회복능력에

서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The State of Queensland Governmen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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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교육 프로그램

 1) 국내 예술교육 프로그램 

⚫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프로그램

서울문화재단에서 2006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재단 소속인 TA(Teaching Artist)들이 

서울 곳곳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무용, 연극, 시각예술 등을 가르치는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통합예술수업을 통해 어린이들

의 상상력과 표현력의 신장을 돕고 자신감과 협동심이 뛰어난 꼬마 예술가

로 성장을 이끄는 데 목표를 둔다. 공통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기 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매 차시 수업에 들어

가는 내용을 자율성 있고 유동성 있게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통합예술교육

을 통해 아이들이 사고의 과정, 문제 해결의 과정, 의미 구성의 과정을 거쳐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중심 학습을 통해 주로 운영되며, 다양한 놀이 

및 게임을 통한 체험놀이 방법과 그룹을 형성하여 협동을 통해 문제해결 및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학습 방법이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어린이 창의예술

교육,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프로그램은 기존의 기능 강습 중심의 예술교

육과는 달리 어린이의 창의력과 감성 계발에 효과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으

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하거나 과잉행동 장애 등 정서적 불안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행동적 변화나 가치와 태도의 변화가 있

다고 현장관계자들에게 의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부연, 2013).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조사한 결과, 자기효능감, 사회적 기능, 정서

적 기능, 리더십, 교과학습능력, 창의력 및 예술적 관심이 프로그램의 참여

를 통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문화재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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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프로그램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같은 고등

학교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극, 영상/미디어,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

르가 통합된 예술체험프로그램으로,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

최로 2004년부터 운영되었다. 서울시 소속 고등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술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은 연극, 무용, 미술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통합적 내용으로 가르치

며, 전문예술교육가들로 구성된 예술교육가 그룹이 팀티칭의 방법으로 유동

적인 내용을 구성하여 가르친다. 프로그램은 예술체험 참여, 관찰, 토론 등 

방법을 활용하여 학기별 11차시 내외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과정중심형 

예술교육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문화소양, 상상력, 창

의성, 표현력, 소통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감정이 활성

화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공감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서울

문화재단, 2012). 

⚫ 예술꽃 씨앗학교 프로그램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예술꽃 씨앗학교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며, 지역 및 빈부의 격차와 관계없이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통해 학

생들의 문화예술적 역량 및 인성계발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은 400명 이

하의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소외 및 취약지역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

로 하며, 문화예술교육 관련 운영기반 조성, 프로그램 운영, 지역연계 활동, 

운영지원체계 및 기반 강화의 4단계를 걸쳐 4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된다.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국악, 서양악, 영화, 연극, 뮤지컬, 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실행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로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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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원영, 

2015). 프로그램의 참여한 학생들은 자기효능감, 창의성, 문화예술적 감성, 

리더십, 정서통제, 자기 표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정

문성 외, 2012).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와 학생들의 창의·인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꿈다락 토

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아동, 청소년, 가족 중

심의 건강한 여가 문화 선용 및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통한 올바른 인성과 

정서함양을 목표로 하며, 국공립 기관과 16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지역 사회, 예술가 등이 연결되어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미술, 무용, 영상, 음악, 연극, 문학 등의 다양

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는 장르융합형내용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제별로 특성화된 주제특화내용으로 구분되며, 예술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 역사, 과학, 지역사회 및 환경 등과 관

련된 내용을 포함한다(김경선, 2013). 프로그램은 강의를 통해 접한 내용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예술을 통해 체험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완성된 결

과물을 전시하거나 발표하여 타인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며, 특정 주

제가 연속성을 가지고 교육이 흐름을 주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프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스로에 대한 성찰 및 개인과의 소통능력의 향

상을 보였으며, 예술적 감성을 지니게 되고 개인과 타인, 공동체와 사회, 문

화와 삶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되었다(김선혜, 2015; 원영미, 2015; 장보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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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예술교육 프로그램

⚫ Lincoln Center Institute 예술교육프로그램

미국 뉴욕에 위치한 링컨센터 교육원(Lincoln Center Institute, 이하 LIC)의 

예술교육프로그램3)은 예술교육이 주는 여러 가지 전인적인 효과를 향상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12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며, 학교와의 연계 혹은 지역사회의 예술기관이나 단체와의 파트너

십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예술가 교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 교사

와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학교현장의 상황에 맞게 계획하고 가르친다. 

주로 예술교과 통합형 내용을 제공하며, 교육과정에 공연 관람, 공연기관 방

문, 창작 활동 참여를 포함하고, 체험학습, 질문법, 협동학습 등의 방법을 활

용한다. 이러한 LIC 프로그램은 예술교육이 학교 교과과정에서 하나의 중요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많은 학생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예술적 인식능력, 자신

감, 정서적 안정, 학습동기 유발, 창의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보

고되고 있다(이기원, 2005).

⚫ ArtEdge 프로그램

미국에서 LIC 예술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츠엣

지 프로그램(ArtEdge Program)은 케네디 센터(Kennedy Center) 주관으로 교육

단체와 국가 교육 기구, 주 교육청, 통신회사가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는 예

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체험을 통해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성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

3) LIC 예술교육프로그램은 크게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

램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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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예술과목이 중심이 되어 다른 과목들과 통합하는 예

술통합교육과정을 내용으로 하며, 브레인스토밍, 예술체험, 협력적 학습, 토

론 등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대인관계 능

력, 인지사고력, 사회성 함양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Fries, 2002).

⚫ Creative Partnerships 프로그램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쉽(Creative Partnerships, 이하 CP)은 영국의 가

장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영국의 정부기관인 CCE(Creatively, 

Culture and Education)가 추진하며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지원

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5세부터 18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모

든 학생들이 양질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여 창의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CP를 통해 각 지역의 학교는 예술가나 예술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각 학교별 요구에 알맞은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운영된

다. CP는 크게 학교 연계 프로젝트와 지역사회 예술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문제해결방법, 비판적 학습, 협동학습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및 문화예술적 경험을 촉진시킨다. 2002년에 처

음 출범하여 현재까지 2,700여개의 영국의 학교들이 CP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으며 약 9만 명의 교사와 10만 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Hall & 

Thomson, 2007).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 개인과 문화적 정체성을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었으며, 적극적인 학습태도와 자

신감을 가지게 되었다(석문주 외, 2010).

⚫ Annantalo Art Center 프로그램

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Annantalo Art Center)는 1987년 헬싱키 시 소

재의 문화센터(Helsinki City Cultural Center)의 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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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세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며, 학생들에게 예술 창작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교육과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적 전시, 공연 및 워크샵, 문화예

술 축제 등을 프로그램 내용으로 제공하여 학교, 예술가 및 문화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학교와 이루어지는 공동협력 프로젝트는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과 삶을 연관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

며, 핀란드의 모든 초등학교의 경우 5주 동안 매주 2개의 예술과목을 선택

하여 배우게 되어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예술을 체험

하고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교육자 간 네트워크 구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예술성, 시민성, 

문화향유력 함양이 프로그램 효과로 증명되었다(석문주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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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소년 무용교육 현장에서 무용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고 하
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로, 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서적 차원의 질적 탐색을 통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
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주요한 개발원칙을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용
체험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정서적 발달을 가져다주는가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촉진하는 무용교수방법, 프로그램, 교육자의 특징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정
서교육의 일환으로서 무용교육의 입지를 견고히 하는데 이론적 · 경험적 증거를 제
공하고, 청소년 정서함양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 무용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
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인터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해 주시면 설문을 실시하
고, 연구원에 의해 약 60분 정도의 인터뷰가 1-2회 가량 진행될 것이며, 내용은 연
구원에 의해 녹음될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별도의 동의를 해주신 선생님에 한해 비
참여 수업관찰을 5-6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은 선생님과 사전에 합의한 
장소(선생님의 학교 또는 사설기관)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생님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자만 접근가능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에 보관
되며 밖으로 유출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선생님께는 
감사의 의미를 담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박성혜 연구원(000-0000-0000)입
니다. 연구원은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선생님의 성함
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
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
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책임자에게 연구 참
여 의사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자 : 연구원 박성혜 (000-0000-0000) 

부록 2. 연구 참여자 모집문건(무용교육자) 

청소년 무용교육자 모집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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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질적 연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여러분이 무용 활동을 통해 긍
정적인 정서를 함양하여 일상생활에서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
니다. 

이 연구는 약 10명의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면, 무용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과 함
께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뷰는 약 30분간 1-2회 가량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며, 내용은 연구원 선생님이 녹음을 할 것입니다. 또한 약 5-6회 정도의 수업관
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원 선생님만 접근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된 컴퓨
터에 보관되며 밖으로 유출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박성혜 연구원(000-0000-0000)입
니다. 연구원은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여러분의 성함
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
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
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 연구는 무용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을 찾아보고, 이와 같은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무용수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돕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구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자 : 연구원 박성혜 (000-0000-0000) 

부록 3. 연구 참여자 모집문건(학생) 

청소년 무용학습자 모집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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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가 동의서 (교육자용)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소년 무용교육 현장에서 무용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
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로, 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서적 차원의 질적 탐색을 통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
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주요한 개발원칙을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용
체험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정서적 발달을 가져다주는가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촉진하는 무용교수방법, 프로그램, 교육자의 특징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정
서교육의 일환으로서 무용교육의 입지를 견고히 하는데 이론적 · 경험적 증거를 제
공하고, 청소년 정서함양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육현장에
서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분이시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 무용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
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인터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해 주시면 설문을 실시하
고, 연구원에 의해 약 60분 정도의 인터뷰가 1-2회 가량 진행될 것이며, 내용은 연
구원에 의해 녹음될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별도의 동의를 해주신 선생님에 한해 비
참여 수업관찰을 5-6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은 선생님과 사전에 합의한 
장소(선생님의 학교 또는 사설기관)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생님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자만 접근 가능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
에 보관되며 밖으로 유출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연구에 참여
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구 책임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선생님
께서는 감사의 의미를 담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박성혜 연구원(000-0000-0000)입
니다. 연구원은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선생님의 성함
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
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
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
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부록 4. 연구 참여자 동의서(무용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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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 담당자(박성혜, 
000-0000-0000)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선
생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
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위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 장의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자 :  연구원 박성혜 (000-0000-0000)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

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

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

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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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여러분이 무용 활동을 통
해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여 일상생활에서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
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무용 수업을 통해 여러 가지 감정과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연구에 적합한 분들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약 10명의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면, 무용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과 함
께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뷰는 약 30분간 1-2회 가량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며, 내용은 연구원 선생님이 녹음을 할 것입니다. 또한 약 5-6회 정도의 수업관
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원 선생님만 접근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된 컴퓨
터에 보관되며 밖으로 유출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구원 선생님에
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 과정에서 응답한 내용들이 성적에 반영되는 것
도 아닙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이 연구는 무용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
람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을 찾아보고, 이와 같은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무
용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돕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연구에 동의하는 
학생은 여러분의 보호자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 아래 연구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
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여러분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약속을 받았
으며, 연구에 참여(설문, 인터뷰)할 것을 동의한다면 아래의 칸에 이름 및 서명을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자 :  연구원 박성혜 (000-0000-0000)

�  연구 참가 동의서 (학생 및 학부모용)

부록 5. 연구 참여자 동의서(학생 및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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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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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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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

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

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 학생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학부모님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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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록 6. 개방형 설문지(무용교육자)

<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에 대한 설문지 >

- 교육자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박성혜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

데서도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지에 응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무용교육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그리고 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서적 차원은 무엇인지 탐색하여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무용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원칙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한 선생님의 의견은 명시적

으로 개념화 되어있지 않은 무용교육의 정서적 측면의 효과를 질적으로 탐색하여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마련하

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며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에는 알맞은 대답에 ✔표를 해

주시고, 개방형 질문은 귀하의 교육경험을 회상하며 자세하게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연구원 : 박성혜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체육관(71동) 417호 연구실 [우편번호: 151-742] 

전화: 000-0000-0000   /   E-mail: 000000000@snu.ac.kr

￭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별 : 남  여              2. 연령 :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 전공분야 :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기타 무용(        )       

4. 무용경력 :       년             5. 무용교육경력 :       년

6. 직업 : 문화예술강사  방과후수업무용교사  예술학교무용교사 사설기관무용강사

7. 현재 맡고 있는 수업의 주당 개수와 시간 : 1주일            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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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여백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을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은 글자 사용 무방)

※ 교수 기본 정보 및 무용수업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무용교사로서 어떠한 교육을 받으셨나요? (메소드, 자격증, 이론, 실기능력 개발 등)

2. 선생님 수업의 주요한 목표(예: 학생들의 기능향상, 즐거움, 다이어트 등)는 무엇이며, 수  

   업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나요?

3. 선생님만의 특별한 수업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무용교육을 통한 정서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무용을 통해 정서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무용은 정서

의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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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함양을 촉진하는 무용교육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5. 선생님께서는 무용 수업에서 정서적 측면의 교육을 위해 어떠한 내용과 방법을 사용하시  

   나요?

6.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교육은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지는지 이유를 적어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하시면, 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 

의견을 적어주세요. 

7. 무용수업 중에 선생님의 어떠한 모습이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   

  나요?

  

8. 학생들이 무용 수업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선생님께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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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와 같은 자질을 갖추기 위해 선생님께서 하시고 계신 노력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10.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정서교육을 위한 무용교육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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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록 7. 개방형 설문지(학생)

<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에 대한 설문지 >

-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박성혜입니다. 먼저, 설문지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

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무용교육은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용을 배우는 과

정에서 어떠한 정서를 체험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적 프

로그램의 개발원칙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용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여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며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에는 알맞은 대답에 ✔표를 해

주시고, 개방형 질문은 여러분의 무용학습경험을 회상하면서 자세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책임연구원 : 박성혜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체육관(71동) 417호 연구실 [우편번호: 151-742] 

전화: 000-0000-0000   /   E-mail: 000000000@snu.ac.kr

￭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중학교 (   )학년, 만 (   )세   ② 고등학교 (   )학년, 만 (   )세 

3. 배우고 있는 무용분야   ① 한국무용  ② 현대무용  ③ 발레  ④ 기타 무용(              )

4. 무용경력   ① 1년 이하  ② 1년~3년 이내  ③ 3년~5년 이내   ④ 5년~10년 이내  

             ⑤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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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여백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을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은 글자 사용 무방)

※ 무용학습 및 무용수업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여러분이 참여했던 무용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이유와  

   함께 설명해주세요. 

2. 여러분을 가르쳤던 무용 선생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이  

   유와 함께 설명해주세요.

※ 무용을 통한 정서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무용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였는지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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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함양을 촉진하는 무용교육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무용을 배우면, 여러분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고 생각한  

   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워야  

   여러분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5. 여러분이 배우는 무용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의 정서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나요?

6. 여러분의 긍정적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무용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무용 선생님이 갖   

  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7.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긍정적인 정서함양을 돕기 위한 무용교육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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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가이드 (교육자용) 
※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면담자의 대답에 따라 

질문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무용체험과 청소년 정서함양]

○ 선생님께서 학창시절 춤을 추시면 어떠한 느낌이 들었나요? 학창시절 무용 수업

을 통해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긴 적이 있다면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 무용을 통해 정서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무

용은 정서의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른 예술 장르와 구별되는 무용만이 가지는 정서 교육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

시나요?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부록 8. 심층면담 질문지(무용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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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수방법]

○ 선생님의 수업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나요? 무용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정서함

양을 위해 사용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무용을 가르쳐야 할

까요? 

○ 선생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무용 장르(예: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에서 정

서적 측면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교육이나 무용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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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할까요?

○ 위와 같은 방향성과 내용을 가르치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 무용교육이나 무용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까요?

Ⅳ.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자]

○ 무용 수업 중에 선생님의 어떠한 태도나 모습이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영향을 미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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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에서 정서적 측면을 가르치기 위해 무용교육자는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와 같은 자질을 갖추기 위해 선생님께서 하시고 계신 노력이 있으시다면, 사

례를 들어 말씀해주세요.

※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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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가이드 (학생용) 
※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면담자의 대답에 따라 

질문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무용체험과 청소년 정서함양]

○ ‘춤을 추면 나는 (            )한 기분이 든다.’ 이 문장에 어떠한 내용이 들

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무용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떠한 변화인

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 무용을 배우면, 여러분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무용의 

어떠한 측면이 여러분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부록 9. 심층면담 질문지(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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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수방법]

○ 여러분이 참여했던 무용 수업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게 해주었던 무

용 수업이 있었나요? 그 무용 수업의 어떠한 측면이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 무용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배우

는 것이 좋을까요?

Ⅲ.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 현재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무용 수업이나 참여하고 있는 무용프로그램은 여러분

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 여러분이 만약에 무용 선생님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수업을 받으러 

온 학생이 기분 좋아지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가르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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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자]

○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무용 선생님들은 어떠한 스타일이었나요? 여러분에게 긍

정적인 정서함양을 가져다 준 선생님이 계시다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 무용 수업에서 선생님의 어떠한 태도나 모습이 여러분의 정서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 여러분의 긍정적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무용 수업을 만들기 위해 무용 선생님

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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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영역 세부 설문 내용 코딩 잠정적 분석

기본 
인적 사항

성별

연령

전공분야 및 
무용(교육)경력

무용수업 
전반

무용수업의 목표

무용수업의 내용

무용수업의 방법

무용교육을 
통한 

정서교육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목표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내용

정서함양을 위한 
무용교육의 방법

정서함양을 
이끄는 

무용교육자

무용교육자의 
자질

자질함양을 
위한 노력

기타 기타의견

부록 10. 개방형 설문 분석지

설문 분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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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면담자 :

면담자

참여자

부록 11. 심층 면담 기록지

면담 기록지

1. 면담 참여자 정보 

1) 성명 (가명): 000

2) 성별 : 남/여

3) 학교급/학년 또는 교육경력:

4) 특이사항: 

 

2. 면담관련 기본 정보(면담을 수행하게 되기까지)

  

 

3. 면담 내용

4. 잠정적 분석(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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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참여 관찰 보고서

관찰 보고서

일시/장소 :

관찰자 :

 1. 관찰관련 기본정보(관찰을 수행하게 되기까지)

2. 현장노트(수업내용 및 활동 등 기록)

시간 관찰 내용 관찰자 소감

0~05분

05~10분

10~15분

15~20분

20~25분

25~30분

3. 잠정적 분석(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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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es Dance Contribute to 
the Cultivation of Youth’s Emotion?

- A Qualitative Study on Developing an Integrated Dance Education Program -

Sunghae Park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inciple of dance education and 

to develop dance education program for the cultivation of youth’s emo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motions experienced by youth in dance activities 

and explored basic assumptions, goals, contents, and methods of dance education 

for their emotional cultivation. 

Based on the paradigm of interpretive research, this study adopted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look at patterns of evidence in a range of resources from  

open-ended questionnaire, in-depth interviews, and non-participant observation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during the cyclic process of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until theoretical saturation. Triangulation, member checks, and 

peer debriefing were conducted to enhance the trustworthiness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youth experienced two kinds of  

emotion: ‘experiential emotions (e.g. pleasure, excitement, a sense of fulfillment,  

and confidence)’ and ‘relational emotions (e.g. empathy with others, a sense of 

consideration, faith, and duty toward others).’ The emotions was divid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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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sensational and interpersonal emotions) and inner(existential and communal 

emotions) level. The surface emotions functioned as a key channel for the 

emotional experience at the deep level, and the inner level emotion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educational growth of the youth. 

Second, ‘emotional experience’ and ‘emotional expression’ were identified as 

basic assumptions for cultivating youth’s emotion in dance education. The 

‘emotional experience’ included two main themes: ‘experiencing(experience of 

various emotions)’ and ‘understanding(an accurate recognition of their own and 

other people's emotions).’ On the other hand, ‘emotional expression’ implied 

‘expressing(expressing the emotion of the youth in the dance lesson)’ and 

‘communicating(interacting emotionally with others beyond linguistic communication).’

Building on the basic assumptions, this study provided two key goals: 1) 

‘experiential goals’ including ‘cultivation of aesthetic sophistication’ and 

‘deepening self-understanding’, 2) ‘expressive goals’ including ‘expansion of 

self-expression’ and ‘improving relational competency.’ In addition, ‘narrative 

contents’ and ‘creative contents’ were derived as core contents of dance 

education. Narrative contents, music, history, culture, paintings, and images, 

actively promoted the emotional experience of the youth. Creative contents 

included creative expressions by body movements and improvisations which are 

performed by accidental movements in everyday life, and they were more 

closely related to emotional expressions. 

Third, there were two key teaching methods of dance education for cultivating 

youth’s emotion: ‘direct teaching method’ and ‘indirect teaching method.’ Direct 

teaching method including ‘responsive conversation’, ‘body contact’, and 

‘imagination induction’ refers to the way in which dance educators are directly 

and intentionally trained to promote youth’s emotions. On the other hands, 



- 254 -

Keywords: dance education, youth, cultivation of emotion, an integrated dance  
          education program

Student number: 2012-31078

indirect teaching method such as ‘consideration toward students’, ‘taking the 

initiative’, and ‘creating environment’ means behavior involving an unintentional 

and implicit aspect of dance educators. 

Fourth,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inciple of integrity' was 

suggested as the core principle of dance education for cultivating youth’s 

emotion. In order to cultivate youth’s emotion, it is necessary to organically 

integrate the major emotions, goals, contents, and methods in the whole dance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basic assumptions of emotional experience and 

emotional expression. In an integrated dance education program, youth are able 

to achieve the expansion of their emotional spectrum through diverse and rich 

emotional experiences.

The study which offers in-depth understanding of youth’s emotions, shows the 

possibilities of the application of emotional education through dance for youth,  

and develops specific emotional education program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ance genre and youth are needed. Moreover,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potential of emotion educational aspects in dance,  

make efforts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dance educators, and require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related to the cultivation of youth’s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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