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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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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대안적 접근 탐색

신     주     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위한 무용분야 예술강사 직

전 및 현직 양성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무용교육전문인으

로 거듭날 수 있는 무용예술강사 양성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의 차원에서의 대

안적 접근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에 연구자는 문화예술교육 무용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운영체

계, 내용 및 방법의 시기별 특징을 문서적 차원에서 고찰하였고, 높은 교육열과 

수업개선의지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예술강사 8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양성 프로그램의 실천적 차원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

은 귀납적으로 범주 분석되었고, 연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연구의 진실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동료 간 협의, 구성원 간 검토, 원자료의 대한 삼각검증을 수행하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 프로그램은 그 변화 추이에 따라 형성기

(2005-2009)와 과도기(2010-2014)로 분류되었고, 각각 연구개발, 운영체계, 내용 

및 방법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형성기는 교수-학습과정안과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2005년 초등학교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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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A코스), 심화(B코스), 연구(C코스)의 단계별 연수를 약 3년동안 총 140시수 이

상 수강해야하는 기본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과목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

된 교양관련, 교육과정, 교수전략 등의 교육학 관련, 무용분야 수업내용과 교수법

을 배우는 실기관련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2009년 말부터 2014년까지 양성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많은 보고서들이 발간되는 과도기를 맞이하게 된다. 2011년 문화예술교육 교육표

준이 개발되고 예술강사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할 아르떼 예술강사를 선발하고 

이듬해인 2012년 아르떼 아카데미가 출범하게 된다. 2013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

사 자격증을 교부하기 시작하면서 양성 프로그램의 의무연수 시간이 대폭 줄어

드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둘째, 양성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목표, 내용, 방법, 운영적 차원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목표적 차원은 불투명한 목표설정과 목표인식, 교육목표와 괴리된 양

성프로그램, 내용적 차원에서는 지상병담으로만 느껴지는 이론, 내용지식과 기능

만 존재하는 실기, 방법적 차원에서는 창의와 인성이 부재한 주입식 수업과 중복

되는 단계별 수업, 운영적 차원에서는 시기와 시간의 문제, 유명무실한 재교육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셋째, 무용의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영성적 차원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드러

내어 인식하고, 네 가지 차원을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을 기르는 활동을 통해 무

용소양을 함양하여 총체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무용교육자를 기르는 것을 목표

로 삼아야 한다. 무용을 실천전통으로 바라보는 텍스트의 관점과 현재의 문화, 

예술, 종교, 철학 등의 맥락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는 콘텍스트의 관

점이 녹아든 교육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탐구적 실천가로의 성장을 위해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교안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멘토 역할을 담당할 우수 예술강사를 적극 지원하여 롤모델

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성과정의 교육강사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천전통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

하는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용예술강사 양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무용소양을 지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무용교육자의 전문성의 개념을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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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경력 

예술강사 재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요구

된다. 셋째, 실천전통으로서의 무용교육을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을 길러 무용소

양을 갖추도록 하는 구체적 차원의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주요어 : 문화예술교육, 무용예술강사, 양성 프로그램, 무용소양

학  번 : 2009-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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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배우던 유치원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점차 예술
교육에서 멀어져 예술적 재능과 상상력을 잃고 만다. 예술강사들은 어린이들에게 
뭔가 가르치려 하기보다 인간의 본성 속에 이미 가진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는 역
할을 해야 한다. 인간은 연자방아를 돌리는 소처럼 똑같은 일상을 되풀이하기 위
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경이로운 한순간을 느끼려고 태어났다. 한 나라의 재상이 
될 사람은 줄지어 기다리고 있지만 특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는 세상에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점에서 예술교육은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
을 가르치는 것이자 '다름'을 전파하는 것이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전하는 예
술교육은 하지 않느니만 못하므로 예술강사들은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노다지를 캐내는 광부의 심정으로 어린이들 마음속에 있는 예술적 
본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어령, 2009년 3월 3일 「2009년 전국 예술강사 발대식」에서

무한 경쟁이 극으로 치닫는 현대 사회를 향한 각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잘 산

다는 것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그에 따른 시각 변화는 

‘삶의 가치’와 ‘삶의 질’에 대한 추구와 고민을 확장시켰다. 이런 추구와 고

민은 총체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통합과 융합을 향한 움직임,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교육적 흐름, 문화융성을 향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흐름으로 이어졌

고, 학교교육이 가진 한계의 대안으로서 예술교육(고경화, 2003; Robinson, 2006)

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한 관심은 기존의 예술교

육이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능중심으로 치우쳐 있었음(김명회, 2014; 박

혜연, 2013)에 대한 반성과 함께, 예술교육의 가치와 가능성, 대상을 깊고 넓고 

높게 보려는 관점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할 줄 아는 기술(skill)을 익히는’예술교육에서‘자신을 느끼고, 지각하며, 표현

할 줄 알고, 질문할 줄 알게 되는’교육(곽덕주, 2014, p19)을 갈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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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술교육이 문화와 예술의 다각적인 접목을 통해 실제로 인간의 삶에 이

로운 문화교육이자 예술교육이 되어야 하고(황정현, 강현주, 민경원, 박유신, 박정

애, 오레지나, 2009), 교육의 본래 목적인 전인 교육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예술을 통한 인성교육을 적극 실천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

(최경희, 정현주, 김정희, 승윤희, 정여주, 2012). 

또한 문화·예술적 역량이 국가의 필수 경쟁력으로 부각되어 선진국들을 비롯

한 많은 나라들이 앞장서서 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여 왔다(김명회, 

2014; Bamford, 2006). 미국은 “모든 국민은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프

랑스는 “문화예술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표어를 내걸며 예술교육 수요자를 

“모두”와“누구나”로 확장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핀란드는 “미래를 디자인 

한다.”, 영국은 “상상력의 원천은 문화예술”이라는 표어 하에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상상력을 심어주기 위하여 어린이 예술교육을 국가적 차원에

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김화숙, 2010, p92).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로 예술 지

원의 당위성과 예술의 존재론적 의미를 사회적 합의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박신의, 2013), 지난 10년간의 꾸준한 정책적 뒷받침, 그에 따른 

실천들과 성공적인 사례들은 예술교육이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양적 팽창의 

물결에 서 있음을 실감케 한다. 

위와 같이 예술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교육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B

amford, 2006) 엄청난 국가적 차원의 투자와 계획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 추이 속에서 서구 선진국의 문화예술교육을 향한 움직

임보다 조금 뒤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도 채 되지 않은 2010년, 

대한민국은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치러낼 정도로 국내·외 문

화예술교육 관계자들에 의해 세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의 강국이 될 수 있는 역량

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김은영, 2014; 최보연, 김병주, 2013).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

고 있으며 그 수혜자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파견되는 강사의 수도 점점 늘어나

고 있다(김병주,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예술교육이 창의성과 인성을 

보장한다는 굳은 믿음과 그러한 역량이 개인, 사회, 국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 3 -

궁극에는 문화강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등이 그 바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지원, 규모, 내용, 방법 등 여러 면에서 신선한 충격임에는 틀

림없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획기적이고 흥미롭다. 그러나 급속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언제나 드러나지 않은 여러 혼란과 문제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본질

적인 부분은 간과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새롭게 단장하고 부분적인 수정

만 가해서는 본질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약 10년이 지난 지

금, 장기적인 내다봄의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크고 높은 성과 뒤에 드러나

지 않는 구조적, 내용적, 방법적 측면에 대한 반성적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공교육의 첫 단추인 초등학교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서예

원, 2003, 2005; 손연지, 2012; 임정은, 2006; 정다운; 2008)은 아무리 언급해도 지

나치지 않다. 이어령(2010b)은 문화예술교육은 춤추고 노래하는 유치원 과정은 

학과 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

장하며 예술강사들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전하는 예술교육을 하지 말고 어린

이들 마음속에 있는 예술적 본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obi

nson(2006) 역시 학교가 오히려 창의력을 죽이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예술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가이다.”(Every child is an artist.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

e he grows up)라고 언급한 20세기의 천재화가 Pablo Picasso는 어린 아이처럼 

그리는 법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고 하였다(Boorstin, 1992). 

어린 아이일수록 ‘왜(why)’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왜’라는 질문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만들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느끼게 만들어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면

서 역할과 의무가 주어지면서 세상의 수없이 많은 자극들을 선택적 지각(selectiv

e perception)의 오류를 범하고 무주의 맹시(inattentional blindness)의 현상을 되

풀이하며 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할 겨를도 없

고 필요성에도 둔감해진다. 즉, 자신이 필요한 것만 선택하려는 경향을 갖기 때

문에 질문을 하거나 받는 것을 점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떠올리고 발견하여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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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문 하나로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읽지 못했던 것을 되

돌아가서 살펴보는 행위와 태도, 그 과정 자체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과

정이며 그러한 질문들이 모여서 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긍

정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Project Zero, 2009).

John Dewey는 경험으로서의 예술활동은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고(Davis, 2014), 이어령은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

과육대회(문화체육관광부, 2010b)에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사실에만 

머물지 않고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되고, 펭귄이 살 곳이 점점 없어진다는 상상력

이 마구 피어나는 창조적인 인간을 길러 내야한다며 예술이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 연구팀(2009)은 예술이 없는 교육

은 개인, 공동체, 사회의 최대 잠재력을 키우는데 실패하는 불완전한 교육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김상희(2010)도 끊임없는 질문이 상상력으로 이어지고 궁극에는 

통찰을 낳는다고 언급하였고, 물음의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낯설고 모호한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예술임을 강조하였다. 

여러 예술장르 중에서 무용은 더더욱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앎

의 한 방식으로서의 무용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조직하고, 소통하고, 이

해하고, 판단하는 한 가지 방식이기도 하고(Hong, 2006), 다른 장르의 예술을 포

함하는 종합예술로서 기능적, 인지적, 정의적 활동을 통합하며, 아동은 무용을 통

해서 역사, 음악, 미술, 국어, 과학, 사회와 건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타

인과 세계와 관계 맺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Cone & Cone, 2012).

최의창(2010a)은 무용에는 “무용의 핵심을 이루며 무용의 존재를 결정지어 주

는 가장 중요한 내적 가치”인 무용정신이 존재하며 이는 신체적, 인지적, 감성

적 차원, 영성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인내, 절제, 예의, 배

려, 성실, 극복과 같이 인성의 덕목들을 내면화할 수 있는 영성적 차원도 교육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무용은 이처럼 ‘창의적인 차원으로서의 발산’과 ‘인성

적 차원으로서의 내면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예술분야이다. 이렇게 좋은 무

용교육을 이와 같은 측면들이 잘 발산되고 내면화되도록 가르치는 이의 가치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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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의 중심을 언제나 교육적 가치에 두어야하며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과 인원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행해

지는 교육의 실천이 양질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John Dewey는 양질을 ‘깊은 생명력’(heightened vitality)으로 특징 지으며, 

양질은 세계와의 의식적인 쌍방의 소통을 의미하고, 스스로와 물질적인 세계, 사

건의 온전한 해석이 이뤄질 때 정점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Bamford, 2006). 양

질은 결과와 동시에 과정도 중시하며 불변의 진리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

적인 발전을 요하는 것이며 예술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보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양질은 가르치는 이에 의해 좌우되며, 예술교육가들이 문화예

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전방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문

화예술교육의 교육자, 즉 예술강사들은 교육자로서 문화예술교육 목적에 알맞은 

전문적 자질을 함양하여야 함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 예술교육가 양성을 위한 연

구와 개발에 매진하여야 한다(김병주, 2011). 예술강사 파견 사업에 있어서 강사

의 전문성 제고는 예술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담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이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기에 가르치는 이

를 제대로 키워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고 교육현장에서 이 말은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진리이기에, 교육 선진국일수록 교원의 정체성과 자질향상에 매우 깊

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최의창, 2009; Booth, 2003; Risner, 2012). 김은영(2014) 또

한 자유로운 실험정신과 창의적 사고로 교실에 생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강사들의 전문성이 교사에 준하는 전문교육을 통해서 함양 

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에 대한 분석은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긴밀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시

스템의 강화나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화

예술교육 실천가들의 전문적 자질과 핵심적 역량이 무엇인지 명확히 재규정될 필

요가 있으며(김은영, 2014; 박은희, 2008; 홍애령, 2012),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전

문가 육성의 재정립이 요구된다(이해춘, 이승렬, 양현미, 백령, 황윤숙, 2009).

특히,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고, 지속적으로 교육내용과 방법, 교수-학습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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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전례없는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예술 강사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예술강사들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와 그러한 전문인으로서 예술강사를 성장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춘 연구나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및 방향성과 일맥상통

하도록 무용교육자 전문성의 목표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하며, 양성교육의 목

표, 내용, 방법을 재설정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위한 무용 분야 예술강사 직전 및 현직 양성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문제

점을 파악하고 향후 무용교육전문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무용 예술강사 양성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적 차원에서의 대안적 접근을 탐색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무용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

을 연구개발, 운영체계, 교육내용 및 방법으로 분류하여 변화추이에 따라 분석하

고, 양성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양질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 문제

 첫째,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

 둘째,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대안적 접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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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문화예술교육

모든 국민이 기존의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의 개념을 뛰어넘는 통합적인 문화예

술교육을 받음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

계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문화시민으로 자라나야하며 이는 평생 교육으

로 이뤄져야하는 것

나. 예술강사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급별/교육과정별/장르별로 문화예술교육을 강의하

는 전문예술인 강사

다. 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

예술강사들이 지원학교 파견 전 혹은 파견 중에 의무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비 또는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육과정, 교수법,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 등의 이론수업과 해당 분야 내용지식과 교수내용지식을 가르치고, 모의수업

을 실시하는 실기수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로 파견

되는 무용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양성 프로그램 중 의무연수는 ‘기본연수’(현재, 신(新) 의무연수)이며 

그 이외에 상시연수로 분류되는 선택연수와 심화연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무연수인 ‘기본(신(新) 의무)연수’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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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가.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목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예술, 문화교육, 예술교육에 대한 수많은 정의와 담

론들이 시대적 흐름과 정책적 필요와의 결합으로 탄생된 용어다(김은영, 2014). 

이 용어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많은 정책자들과 연구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

정의 되어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있으며(김은영, 2014),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용어가 학술적, 정책적 요구에 따라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해왔다(임

수진, 2014). 이러한 합의되지 못한 개념은 이론과 현장 두 영역에서 편의에 따라 

사용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지만 혼란을 감추기도 한다(김은영, 2014). 

그러나 대부분의 주장들이 문화예술교육을 논할 때, 예술교육과의 대조 혹은 

대립되는 양상으로 제기되기보다는 문화와 예술의 접점을 모색하고(정헌수, 한준,

김정욱, 김기헌, 백령, 박종호, 2013), 예술교육에 문화교육의 관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개되는 경향을 보였으며(김세훈, 김형숙, 박만용, 안이영노, 

2004), 이전의 문화예술이 창작자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향

유자를 키우고 새로운 수요자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정헌수 외, 

2013). 

이렇듯 문화예술교육이 언급되기 시작한 이후로 그 근간을 이루는 목표와 가

치는 크게 변하기 않았으나, 국가별 시대별 여러 요구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실

천 방안들이 다양한 양상을 띠고 발전되어 왔다. 이에, 예술개념을 정의하고 구

체화하는 작업은 예술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김은영, 2014),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원리에 대한 탐구는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이끌 수 

있는 방향성과 실천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신승환, 연혜경, 김정선, 김진아, 

2007).



- 9 -

이에 본 연구자는 문화예술교육의 법적 근거가 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비롯하여 시행 기관들의 보고서 및 여러 서적들과 선행 연구들에서 정의내린 문

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기본법」 제3조의 정의를 보면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하며,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문화산업(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

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 문화재(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

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학교문화예술교육

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정의로, 문화와 예술을 범영역적인 넓은 의미로 정의내리고 있는 

여러 논의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양현미, 박은영, 전효관, 정

은희, 홍진표, 2004), 여전히 장르 중심적이고 협의적인 의미로 문화예술교육을 정

의내리고 있다.

 2006년 리스본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에서 채택되어 각 나라 예술교육 

현장에서 지침서가 된 예술교육 로드맵(2006)에 따르면, 예술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신체적, 지적, 창의적 능력을 통합하고 교육, 문화, 예술 간에 보다 역

동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황정현 외(2009)는 문화예술교육은 전통적 예술 방식을 창조적으로 해석하면서

도 새로운 예술의 존재, 인식, 의미를 생산하는 실천이며 변화하는 문화와 예술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화에 이바지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

-교육의 세 구성 요소로 보았다. 문화는 예술의 현재적 실제이자 인간 경험의 총

체이고 예술의 보편성과 경험의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술은 문화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고 예술의 독자성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온전한 문화 이해의 전제이므로 문화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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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예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문화와 예술

의 관계를 현재화하는 과정으로 봄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은 문화적 문해력

(cultural literacy)을 성장시키는 것에 있다고 언급한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는 연구의 앞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자 김용주 외(2010)가 설정한 영역이 그것이다. 문화, 예술, 교육이 긴밀하게 상

호작용하기도 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도 하므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은 나뉠 수

도 있고, 통합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고유의 영역을 가질 수도 있다고 결

론지었다. 그리하여 해당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영역과 문화와 교육의 공통영

역 및 예술과 교육의 공통영역을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로 보았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에서 강조하는 미적교육이나 문화교육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 정체성, 

가치와 성찰 등의 목표, 내용, 방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기

에 기술보다는 이해를, 전문적 창작 결과물보다는 보편적 창작과 향유가 중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신승환 외(2007)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와 지금까지의 역사를 연결짓

고 지역 공동체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며, 각 개인이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고 구

현하는 과정 전체를 교육의 과정으로 삼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기에 이는 삶의 

근거이자 생명의 뿌리이며 인간지성의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신승환

(2008)은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훈육의 교육이라기보다 형성의 교육이라고 말하

며, 사회적응을 위한 결과 중심의 교육에서 스스로 자라나가는 자기교육의 재개

념화로 바라보았으며, 인간의 존재론적인 관점을 통해 자기성취로서의, 자기이해

로서의, 자기성찰로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영성적 측면 또한 존재하며 중요한 부분임을 언급하였다.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심광현(2012)은 문화예술교육의 초점을 결과물이 아니라 

심층적인 ‘문화적 과정’으로 이동시키고, 학생들의 전면적 발달을 촉진하여 자

율적, 협력적 주체로서의 창의적인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해석한다. 

‘문화’는‘음-미-체’와 같은 장르 중심의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이 아니라 예

술-학문-대중문화-미디어-기호체계-생활문화 전반을 포함하는 ‘삶의 양식’ 전

반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하며,‘박제화된 지식’을 넘어서 사회적 산물들을 통하

여 맥락과 함께 숨쉬는‘산지식’을 체화하는 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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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와 예술에 대한 교육’과 ‘문화와 예술을 통한 교

육’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문화와 예술의 기능적 측면만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

니라 문화와 예술적 이해 및 향유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개

인적, 사회적 맥락 속 교육이라는 정의도 찾아볼 수 있다(황금숙, 2008).

황금숙(2008)은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연결된 개념으로, 

다양한 예술형식의 이해와 감상, 체험을 통해 문화예술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 

인지와 감성의 발달을 통해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연구보고서」(정희섭,

김보성, 박종관, 이수빈, 조영신, 최혜자, 2009)는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1)과 문

화교육2)이라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용어가 결합된 개념이며, 기존의 예술교

육이 갖는 장르 중심적인 사고를 뛰어 넘는 통합적인 교육방법을 취한다는 양현

미 외(2004)의 정의를 수용하고 있다. 황연주(2004)는 예술을 수단으로 보는 관점

을 지양하고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상호 연계적, 보완적 관계 속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개념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동연(2008)은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 문화교육이고, 예술교육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비슷한 관점에서 임경은(2010)은 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하기 이전에 그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을‘문화적 맥락 안에서의 예술’이라고 보았고, 이는 삶과 연

계되어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예술을 지칭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결

국 문화 범주 속에 위치하는 예술, 사회 속에서 교류하는 예술, 삶의 표현방식과 

이해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뜻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병준(2009)은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적 역량과 문화적 역량 모두를 향상 

1) 예술교육은 음악교육, 미술교육, 연극교육 등 각 예술분야 교육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예술교육이
란 우수한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직접 접하게 하는 동시에 예술의 역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
고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경험과 인식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다(양현미 외, 
2004).

2) 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이해와 소통의 필수
적인 문화적 해득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양현미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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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며, 그 본질은 창의적 사고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적인 자기교육이며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김세훈 외(2004)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목

표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현행 예술교육이 보여주는 형식적 제약성과 문화

교육의 내용적 광범위성이 상호 지양된 형태로 규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3). 이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은 첫째, 문화적 해득력

(cultural literacy)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지원하고, 둘째, 인지 교

육과 감성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인간과 사물, 사회에 대한 균형있는 감

각을 성장시키고 성찰과 반성적 태도를 강화시켜 문화적 대응력을 향상시키며, 

셋째,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여 교육의 사회적 책임성을 부각시킨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김선아(2010)는 문화예술교육은 삶의 역동성을 담고 있어 다양성

과 맥락성을 가지며 사회, 문화, 정치, 교육, 예술, 철학의 인문학 전반을 넘나드

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최의창(2011)은 문화예술교육은 작품예술, 공연예술, 또는 순수예술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 예술중심의 예술교육에서 예술을 문화현상, 문화활동의 차원에서 이해

하고 실천하는 노력이며, 문화현상과 문화활동을 삶과 생활의 일부분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개념을 예술교육에까지 확장시킨 개념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영향 자료집」은 Bamford(2006), 신승환(2008), 이

동연(2008)에서 언급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

리기도 하였다. 

문화는 인간이 지닌 외적 생활 양태의 총체적인 측면과 함께 그 안에 담긴 고유
한 정신, 제도, 관습 등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문화는 또한 물리적인 
표현 형태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삶의 표현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해 
가는 역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예술은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역동
성과 표현을 담고 그것을 아름다움의 체험과 의미 행위의 과정으로 이해하며 창
의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교육 역시 지식의 전달이 아니

3) 형식적 제약성은 현행 예술교육이 장르 기법, 형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 맥락, 내용 
등에 대한 이해의 취약함을 지적한 것이며, 내용적 광범위성은 지향과 목표에 대한 이해 
없이 문화교육이 예술영역에서부터 여가 및 취미 활동 등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
음 지적한 것이다(김세훈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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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러한 과정과 역동성의 표현이 현재화되는 과정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문
화예술교육은 먼저 문화예술을 매개하고 이것의 내적 원리와 특성을 현재화하는 
과정이며, 그러한 현재화의 과정, 즉 교육의 과정을 통해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형성시켜가는 실제로서의 교육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영향 자료집」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a)

 

[그림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의 해석적 다양성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나 기대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정의들을 살펴보겠다. 문

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제1항은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라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정헌수 외(2

013)는 그 동안 언급되었던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들을 나열하고 정책의 목표, 대

상, 영역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목표가 이전에는 ‘역량과 개

발’ 같은 성과를 강조했다면 ‘복지와 행복’과 같이 모든 과정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초점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에 대한 초점이 

혜택받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모두에게로 확장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볼 때 장르별 영역간의 경계를 더욱 허물고 예술과 문화를 총체적인 관점으

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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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표와 기대가치

2004 창의한국 시민의 문화 향유력과 창의성 향상

2007 문화예술교육 활
성화 중장기 전략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학교), 다양화 및 기회 확대(사회), 가치와 방향성
에 대한 공감대 형성,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마련

2011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문화민주주의 확대, 국민 창의성 향상, 사회적 통합, 문화예술에의 참여권
리 보장, 문화리터러시 향상, 문화예술에의 참여권리 보장, 개개인과 사회
의 균형적인 성장 도모, 질적 교육 강화 

2012 문화예술교육정책 
발전전략 연구

문화적 향유와 만족(개인), 문화공동체 형성(사회), 창조성과 상상력의 경
제(국가)

정책의 목표 정책의 대상 정책의 영역

향유, 역량과 창의성 개발 취약계층 장르 중심 예술

⤋ ⤋ ⤋
창의성, 통합, 복지, 행복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 예술과 문화

<표 1>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기대가치, 정책방향(정헌수 외, 2013, 참조)

「학교문화예술교육 우수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2012d)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연구에 착수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예

술교육은 예술을 통해 삶을 이해하는 것이며 통합예술교육이면서 간학문적이어

야 한다. 또, 예술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우리 삶에서의 

예술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문화의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다. 황정현 외(2009)는 예술

교육의 목표를 ‘예술을 통한 삶의 이해’, ‘자신이 만든 작품과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작품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 ‘비평적 문해력의 향상’이렇게 세 가지

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통합예술교육과정이나 하나의 예술영역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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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주요어

김세훈 외
(2004)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현
행 예술교육이 보여주는 형식적 제약성과 문화교육의 내용적 광범위
성이 상호 지양된 형태

예술교육-문화교육

양현미 외
(2004)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이라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용어가 결합된 
개념이며 기존의 예술교육이 갖는 장르 중심적인 사고를 뛰어 넘는 
통합적인 교육방법을 수용하는 교육

예술교육-문화교육 
통합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005)

문화예술(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2005)

예술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미적 감수성 함양이나 창의성 육성, 정서 
함양을 통해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모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
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교육

모든 국민
삶의 질 향상
문화역량 강화

황연주
(2005)

예술을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상호 
연계적, 보완적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교육

예술교육-문화교육

예술교육 
로드맵
(2006)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신체적, 지적, 창의적 능력을 통합하고 교육, 
문화, 예술 간에 보다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

모두를 위한 교육
통합

역동적/생산적 

신승환 외
(2007)

·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연결하고 지역 공동체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
며, 각 개인이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고 구현하는 과정 전체를 교육의 
과정으로 삼는 것
· 자기성취로서의, 자기이해로서의, 자기성찰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현재와 과거의 연결
소통

자아성취/이해/성찰

이동연
(2008)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문화교육이고, 예술교육이 수행되
는 과정에서 문화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예술교육과 문화교육
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강조

예술교육-문화교육

황금숙
(2008)

·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교육’과 ‘문화와 예술을 통한 교육’. 문화와 예
술적 이해 및 향유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개인적, 
사회적 맥락 속 교육
·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연결된 개념, 다양한 예술형식의 이해와 감
상, 체험을 통한 문화예술 리터러시 향상, 인지와 감성의 발달을 통
해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문화적, 예술적
이해/향유

개인적/사회적 
맥락

이해/감상/체험
문화예술 리터러시

전인교육

이병준
(2009)

· 예술적 역량과 문화적 역량 모두를 향상 및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 창의적 사고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의 인식적인 자기교
육이며 능동적인 활동

예술적/문화적 역량
창의적 사고와 행위

능동적인 활동

김선아
(2010)

삶의 역동성을 담고 있어 다양성과 맥락성을 가지며 사회, 문화, 정
치, 교육, 예술, 철학의 인문학 전반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성격

삶의 역동성
다양성/맥락성

인문학

김용주 외
(2010)

문화, 예술, 교육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도 하므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은 나뉘거나, 통합된 형태의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고유의 영역을 가질 수 있는 것

문화-예술-교육의
상호작용/독립성

<표 2>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목표와 주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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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은
(2010)

‘문화적 맥락 안에서의 예술’이 삶과 연계되어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예술, 문화 범주 속에 위치하는 예술, 사회 속에서 교류하는 예술, 삶
의 표현방식과 이해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맥락 속 예술
국민모두 향유

최의창
(2011)

· 작품예술, 공연예술, 또는 순수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 예술중
심의 예술교육에서 예술을 문화현상, 문화활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노력
· 문화현상과 문화활동을 삶과 생활의 일부분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개념을 예술교육에까지 확장시킨 개념

문화현상/문화활동
확장

심광현
(2012)

‘문화적 과정’으로의 초점 이동, ‘문화’는 ‘삶의 양식’ 전반을 의미하
는 것이어야 하며, 맥락과 함께 숨쉬는 ‘산지식’을 체화하는 장으로 
전환되어 창의적 시민을 육성해야함

문화적 과정
삶의 양식

산지식
창의적 시민

 우수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2012d)

· 예술을 통해 삶을 이해하는 것이며 간학문적 이어야 함
· 예술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우리 삶에서의 
예술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

삶의 이해
간학문적

타인 이해/소통
예술의 역할/가치

정헌수 외
(2013)

· ‘복지와 행복’과 같은 사람을 초점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
·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모두에게로 확장
· 장르별 경계를 허물고 예술과 문화를 총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 하는 것

복지와 행복
모두에게 확장

이 외에도 여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와 목적 등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

된 정의들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 향

유, 창의성, 인성, 평생교육, 예술, 문화, 문화시민, 문화민주주의, 통합, 소통 등

의 용어들로 압축이 되며, “모든 국민이 기존의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의 개념을 

뛰어넘는 통합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음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이를 통

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지난 문화시민으로 자라

나야하며, 이는 평생 교육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문화예술교육의 정책형성 및 추진과정

   

2003년 6월 문화관광부4)에 문화예술교육 TF가 설치되면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의 물꼬를 마련하였고, 국정기조의 변화에 따라 확대 및 축소되면서 발전하였다. 

4) 2008년 2월에 문화관광부가 정보통신부 일부 및 국정홍보처와 통합함으로써 문화체육관
광부로 새롭게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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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벽두 ‘창의 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을 제시하고‘예술의 힘-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에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시행되면서 문화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속화 시

켰다(문화관광부, 2004a). 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TF를 확대 개편하여 문화관광

부 예술국 내에 문화예술교육팀을 만들고, 11월에는 문화예술교육과로 개편하여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5)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부문 정책사업은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문화관광부(2005)는 ‘창의 한국’문화정책 

자료집에서의 5대 기본방향과 27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추

진과제는‘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로 두었다. 

문화관광부는 또한‘예술의 힘-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에서 4대 기본방향과 

14대 역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4대 기본 방향은 향유자 중심의 예술 활동의 

강화, 예술이 창조성 증진, 예술의 자생력 신장, 열린 예술행정 체계구축이다. 14

대 역점 추진 과제는 14대 역점추진과제는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능력 개발,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예술의 공공성 제고, 장르별 예술창작활동 지원확대,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 활동 지원, 남북 및 국제예술교류를 통한 예술의 지평 확

대, 국립예술시설·단체의 기능 활성화 및 특화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에 대

한 사회적 예우 강화, 예술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재교육, 예술의 산업적 

발전 지원, 개성 있는 지역문화 진흥, 예술지원 시스템을 현장중심으로 전환, 예

술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효과적 활용, 예술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다(문화

관광부, 2004b). 과제 중 첫 번째로‘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 능력 개발’설정

하고(황연주, 정연희, 2004), ‘예술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재교육’을 강

조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받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모두 성

장시키는 것이 정책 과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 일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
편되었고(두산백과), 이후 2013년 3월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개편되었다(한
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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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추진과제

1.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①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능력 개발
 ②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③ 예술의 공공성 제고

2. 예술의 창조성 증진

 ④ 장르별 예술창작활동 지원 확대
 ⑤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활동 지원
 ⑥ 남북 및 국제 예술교류를 통한 예술의 지평 확대
 ⑦ 국립예술 시설․단체의 기능활성화 및 특화된 예술환경 조성

3. 예술의 자생력 신장

 ⑧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⑨ 예술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재교육
 ⑩ 예술의 산업적 발전 지원
 ⑪ 개성있는 지역문화 진흥

4. 열린 예술행정 체계 구축
 ⑫ 예술지원 시스템을 현장중심으로 전환
 ⑬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효과적 활용
 ⑭ 예술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표 3>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의 4대 기본방향과 14대 역점 추진 과제(문화관광부, 2004b)

2005년 8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허브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시키

고 지식문화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김애영, 2010). 주요 업무로는 학

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 망의 구축·운영, 문화예술교육

의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

의 연구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

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문화예술교

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이 있다(김애영, 2010). 

그해 12월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정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6월에는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시행착오,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종합하여 단순한 양적 확대에 머물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방안을 제시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b)‘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을 수립하게 되었다(문화체육

관광부, 2013). 이는 문화예술교육정책 시행 3년간의 평가 결과, 문화예술교육의 

양적확산, 단편적인 정책 수행, 정책기조의 비체계성, 전문 인력의 부족, 교육 프

로그램의 미흡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다.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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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강사규모와 대상 분야를 확대(디자인, 미디어, 사진 등 

<표 4>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공동 T/F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문화체육관광부, 2013)

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지식 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로 구성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확대와 함께 문화예술에 

대한 질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업의 구체성

과 적용 가능성을 확고히 해나가는 노력을 기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도 역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4가지 전략 중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림 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전략(2007-2011)(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a)

또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

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학교에 파견되는 예술강사의 규모와 분야를 전면 확

대 개편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향유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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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전문적인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ㆍ지속적 요소로서 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대

전략 1
⑴ 전인교육의 장(場)인 학교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⑵ 학교 밖 공동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⑶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⑷ 학교 안팎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범학문적인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

⑸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과정에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예술교육 포함

⑹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해 양질의 평가 시스템 개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성적ㆍ미적ㆍ사회

적ㆍ인지적ㆍ창의적 

능력의 조화로운 계

발의 근간으로서 예

술교육

전략 2

⑴ 지역공동체와 (공공)기관 환경 내에 성인을 위한 예술교육의 접근성 보장

⑵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함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 확대

⑶ 전통적인 예술 지식을 보존,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세대 간 통합 교육 촉진

예술교육을 통한 평

생교육 및 세대 간 

통합 교육촉진 및 장

려

전략 3
⑴ 학제 간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모델로서 예술 활용

⑵ 예술교육을 통하여 교사와 교육 행정가들 간에 창의적인 문화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

⑶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교수법 도입

예술교육을 위한 정

규ㆍ비정규 교육 시

스템 및 구조 재구축

전략 4
⑴ 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정책 개혁을 위하여 실무자와 연구자의 역량 육성

⑵ 예술교육의 개인적ㆍ사회적 가치를 홍보하여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예술교육을 위한 지원 유도

⑶ 정보매체와 예술교육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소통의 언어 확립

⑷ 국제적 수준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국가별ㆍ지역별 데이터

베이스 연계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네트워킹 시스템 활용

예술교육의 가치를 알

리기 위해 예술교육 정

책을 활성화하고 예술

교육 리더십을 제고하

는 역량 계발

<표 5>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문화체육관광부, 2010b, 재구성) 

추가)하고 강사 활용에 있어서도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재량·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 하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 예술강사 지원 규모 : 2,200명(2008) → 3,500명(2009) → 5,000명(2012)

- 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단위사업별로 문화부와 지역교육청, 지자체가 분담

2010년 5월에는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이라는 슬로건아래 193

개국의 문화예술전문가 2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

교육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나라로 

인식되었으며, 대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

표’의 도출이다. 목표와 세부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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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 예술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착상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수준 유지

전략 1 ⑴ 기본적인 자기표현 수단과 지식의 통로로서 예술교육의 다양한 기능을 인식하도록 홍보

⑵ 예술교육 과정에 교사와 예술가의 파트너십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 독려

⑶ 예술가들의 협력을 받아 학교 밖 공동체 활동에서 예술교육을 위한 방법 및 시설 개발

⑷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과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학교 안팎의 교육 프로

그램에서 예술가와 교

육자 간의 협력 촉진

전략 2

⑴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교사와 예술가들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 메커니즘 구축

⑵ 예술의 이론과 실무를 교사양성 과정 및 교사 재교육 과정에 통합

⑶ 양질의 멘토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예술의 이론과 실무의 체계적 관리

교육자, 예술가,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지

속적인 예술교육 기

회 제공

전략 3 ⑴ 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부문에서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십 구축

⑵ 예술교육의 이론·실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고등교육기관, 시민사회조직의 노력 통합

⑶ 교육, 문화, 산업,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

⑷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재단 및 자선기관을 파트너로서의 참여기회 개방

다양한 분야의 사회구

성원들 간에 예술교육

을 위한 파트너십 개발

전략 4

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교육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와 실천 간에 연계 

⑵ 옵저버토리 같은 국제적인 장애제거기구 구조를 이용하여 예술교육 연구 성과 및 사례 전파

⑶ 예술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고품질의 성과를 하나로 정리

예술교육의 이론 및 

실무와 관련하여 지

속적인 교육과 연구 

촉진

<목표 3 > 세계가 직면한 사회ㆍ문화적 도전 과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 적용

전략 1

⑴ 사회 전반에 예술교육을 적용함으로써 창의적ㆍ혁신적 시민과 노동자의 새로운 형성 촉진

⑵ 학교 내 예술교육을 통해 타교과목으로 확산될 수 있는 창의ㆍ혁신적 역량 제고 전략 개발

⑶ 학교 밖 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창의ㆍ혁신적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 개발

사회 전반의 창의적

ㆍ혁신적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 예술교

육 적용

전략 2 ⑴ 전통예술 및 현대예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촉구

⑵ 예술교육의 치유적ㆍ보건적 측면에 대한 인식 제고

⑶ 한국인 정체성과 한국 문화유산을 찾고 보전하는 과정에 예술교육의 잠재적 가치 인식 촉구

⑷ 예술교육의 치유적 차원에 대한 인식 장려

⑸ 사회문화적 복지를 예술교육 훈련에 통합

⑹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고 중도 탈락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으로서 예술교육 활용

사회적ㆍ문화적 복지

를 향상시키는 예술교

육의 역할을 인식하고 

발전 

전략 3

⑴ 무엇보다 학습자 특유의 맥락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 우선순위

⑵ 다양한 문화적ㆍ예술적 표현에 대한 보다 나은 지식과 이해를 위해 접근 기회 제공

⑶ 교사 훈련과 교수법, 장비 및 학습 재료의 제공으로 다문화 예술교육 발전

사회적 책무와 통합, 

문화 다양성 및 상호

간 대화를 촉진함에 

예술교육의 역할 지원

과 제고

전략 4

 ⑴ 유네스코 주요 프로그램과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간에 시너지 효과 유도

 ⑵ 대화와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문화 간 이동성 제고

 ⑶ 예술교육 교과과정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폭넓게 다룸

 ⑷ 민주주의, 세계 시민성, 문화 다양성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세계평화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전 지

구적 도전과제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술교육의 역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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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표 2 ‘예술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착상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수준 유지’중, 전략 2 ‘교육자, 예술가, 지역사회를 대상으

로 지속적인 예술교육 기회 제공의 내용’으로는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교사와 

예술가들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 메커니즘 구축, 예술의 이론과 실무를 교사양성 

과정 및 교사 재교육 과정에 통합, 양질의 멘토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함

으로써 예술의 이론과 실무의 체계적 관리가 있다. 이는 예술교육의 전달자이자 

촉매자인 예술강사의 양성과 재교육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또한 2010년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6개의 중점 추진 

과제는 교과 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 각 

급 교육기관의 예술심화교육 지원 확대, 과학과 예술의 통합 교육 실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 예술교육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문화

체육관광부, 2013). 이는 유네스코 ‘서울 어젠다’의 실천과 창의·인성 함양의 

핵심 분야인 예술교육의 박차를 가하려는 정책적인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서예원, 문영, 조은숙, 김윤진, 2011). 

[그림 3] 2004-2010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과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a)

1년 후, 2011년 11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36차 유네스코 총

회’에서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에서 도출된‘서울 어젠다’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결의안은 많은 국가들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

립의 지침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으며,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으로 선포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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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정책 주요 추진 성과 

2004

1.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강사풀제(국악, 연극, 영화)
2. 학교 연계 지역 시범사업
3. 전국 아동복지 시설 및 문예회관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4. 문화예술교육 허브사이트 ‘아르떼’ www.arte.ne.kr
(2015년 현재: ‘아르떼365’ www.arte365.kr)

2011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시범사업)
2.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복지시설 예술강사 지원, 특수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사회 연계, 

시민 문화예술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3. 문화예술교육의 글로벌 확대(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 유네스코 36차 총회

[2011. 11] 서울 어젠다 채택, 2011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4.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조성(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명예교사 운영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정

책공감대 확산,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협력 및 지식정보화)
5.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콘텐츠 개발연구, 기초·정책연구, 평가·통계연구, 심포지엄·콜로퀴엄, 교육전

문성 강화사업)

<표 6> 문화예술교육정책 주요 추진 성과 (조현성, 2013, 재구성) 

2004년과 2011년 정책 추진의 성과를 비교 분석한 조현성(2013)의 연구는 2004

년에는 예술 강사들을 파견 확대와 같은 양적 팽창에 주목하였다면 7년 지난 20

11년에는 전문성 강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정책공감대 확산, 문화예술교

육 국제교류협력 및 지식정보화, 연구개발 등과 같이 문화예술교육의 내실과 기

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더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2년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을 부여하는 ‘문화예

술교육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되었으며, 이는 학교 및 사회에서 예술교육을 실천하는 예술가이자 교육가인 기

존의 예술강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김형숙, 남기현, 201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뉘

고, 이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문화예

술교육 연구개발 등이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사업은 현재 학교 예술강

사 지원사업, 예술꽃 씨악학교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고3·수험

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다(2014년 기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b).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력을 기르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의 성장을 위하여 예술강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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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주요 사업

학교
문화예술교육

2,567,134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회
문화예술교육

72,812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보델 개발 및 지역확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
기업사회공헌 사업

정책 진흥기반 
조성 5,49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술강사 연수 운영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문화예술교육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학습공동체, 아르떼 동아리 CoP운영
예비 기획인력 양성과정, 문화도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사업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한국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 매뉴얼 개발 및 
연계 시범사업
문화예술 ODA사업
문화예술교육 온·오프라인 교류 및 조사연구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연구 및 조사사업
전문가연구회 및 포럼
연구서비스화 사업

<표 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교육 지원사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b) 

견을 지원한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문화예술교육에 힘써 온 전국 10개의 소규모 

초·중·고등학교를 집중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하고 전교생이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유아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사회성·

창의성 발달을 위해 교육 문화적 여건이 취약한 유치원·어린이 집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예술강사를 지원한다.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

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

원하여 진학·사회진출 등 진로 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문화예술

을 통한 소양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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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가장 큰 사업 규모를 차지하는 지원사업은 학교문화예

술교육 지원사업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b).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은 2000년부터 국악 강사풀제가 문화관광부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예술교육의 강화에 대한 요구와 전문예술인들의 활동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요구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출발이었다(정

헌수 외 2013). 넓게는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며, 예술을 통해 서로 이해·

소통하고, 나아가 문화를 비평하고 애호하는 진정한 문화예술 향유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황연주, 2004), 구체적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 인력이 전국

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예술 전문인 및 

관련 전문가들의 교육현장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진다(문화

관광부, 2007).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재

원을 조성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16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

원센터와의 국악운영단체가 각 지역별로 사업을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 2014b),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들이 주 1~2회 정도 

학교를 방문하여 이론, 실기 및 감상 교육을 실시하여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

하는 교육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된다(허은영 외, 2005). 

즉, 전문예술인과 공교육의 연계를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학생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05.12.29, 법률 제 

7774호)에 의거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해 온 사업이다(박민규, 최

종후, 정병철, 이동희, 이영철, 이홍철, 2010).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소극적인 

문화의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인 문화의 창조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취지다(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 2012d).

지원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이며, 파견 분야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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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강사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악 3,128 3,982 2,503 1,812 1,951 2,275 3,642 4,147 3,685 4,071 4,090 4,312 942 873 949 742 822 984 1,093 1,567 1,733 1,699 1,799 1,884

무용 - - 100 150 327 392 1,131 1,436 1,557 1,636 1,678 1,907 - - 110 150 248 299 595 801 763 807 851 919

연극 101 275 386 274 413 452 1,448 1,560 1,459 1,486 1,541 1,759 113 269 386 326 366 450 743 840 752 766 767 803

만화/애니 - - 77 100 264 264 911 1,157 1,021 1,061 1,083 1,097 - - 94 100 191 298 452 500 499 467 466 471

영화 - 100 148 109 202 243 566 633 500 467 445 472 - 89 89 113 137 212 300 330 253 253 245 247

공예 - - - - - - - 115 180 297 378 441 - - - - - - - 52 87 127 167 199

디자인 - - - - - - - 86 125 184 246 299 - - - - - - - 39 67 96 124 137

사진 - - - - - - - 55 88 155 208 243 - - - - - - - 27 37 48 66 75

계 3,229 4,357 3,214 2,445 3,157 3,262 7,698 9,189 8,615 9,357 9,669 10,530 1,055 1,231 1,628 1,431 1,764 2,243 3,483 4,156 4,164 4,263 4,485 4,735

<표 8>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파견 현황(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b, 재구성)

년 국악분야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연극, 2004년에는 영화 2005년에는 무용과 

애니메이션이 추가, 2010년에 공예·디자인·사진 분야가 추가되었다(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2013b).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은 크게 교과(군)

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외 문화예술교육은 동아리

활동,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2006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강사풀제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

는 명칭으로 변경하면서(허은영 외, 2005) 예술강사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

하게 되었다(김애영, 2010). 2008년에는 관련교과, 창의적 재량활동, 계발활동·동

아리활동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09년부터는 지원교과 범위 내에서 

복수신청이 가능해졌고, 2011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추가되었다(박민규 외, 20

10). 2000년 당시 533 곳의 학교에 750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하기 시작하여 2014

년에는 10,530곳의 학교에 4,750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

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b). 그 중 무용은 두 번째로 많은 학교에 두 

번째로 많은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중요한 분야로 자리하고 있다. 

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술강사 양성 프로그램

예술강사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급별/교육과정별/장르별로 문화예술

교육 강의하는 전문예술인 강사를 말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정된 학

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및 시수 내에서 학교와 의논하여 연간교육계획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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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표를 수립하고 교육활동을 하게 된다고 제시되어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 2009c).

1) 선발과정 

신규 강사 선발을 위한 신청 접수는 전년도 10월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실기심사, 3차 면접심사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러 선발된 예술강사는 해당 학교 파견 전 방학기간 동안 1차 기본

연수를 마치고  학교현장으로 파견된다(탁지현, 2014).

2008년 이전에는 관련교과와 재량활동부분 강사는 교직이수자가 필수였지만,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드물고 자격증을 가지지 않고도 본 교육내용을 무

리없이 가르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필수조건에서 우대조건으로 변경하였다

(서예원, 2009). 또한,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경력 강사는 면접만 치르고, 예비

강사는 해당 년도 상․하반기 연수를 받아야 하며, 연수를 수료해야만 다음해 

강사자격이 유지된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주5일 근무

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생긴 토요동아리, 이렇게 3개 영역과 2014년부터 초등학교 

돌봄동아리에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이며, 토요 동아리와 초등학교 돌봄 동아리의 경우 2년제 대학 졸업 후 최

근 2년 이상의 현장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사 자

격증 소지가가 지원가격으로 바뀌었으며(탁지현, 2014),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자체 발급하는 자격증은 지급이 중단되게 된다.

 2) 양성과정

교육진흥원 내 전체 연수과정을 총괄하는 아르떼 아카데미(AA)는 각 대상별 예

술기반 창의·인성교육 및 문화적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협력자, 예비인력에게 필요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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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7 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아카데미 시범 추진
2. 간학문적 문화예술분야/신규분야 개발 및 시범연수 추진
   (통섭의 의미와 이해, 다문화, 공간문화 등)
3. 초중등 학교 연계 박물관,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시범연수 추진
4. 단기/상시형 연수체계 구축, 단계별(초중고급과정)연수 추진
5. 기관단체 실무자/예술 강사로 구분하여 연수 운영
6. 초중등 교사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초청 워크숍 추진
7. 현장 사례 공유, 교육사례 컨설팅 중심의 경험 공유
8. 현장감 있는 교수법, 교육학 분야 중점 연수 추진
9. 온라인 아카데미 연수과정 기획·개발

암묵지의 형식지화 

아카데미 시범사업 추진

2008-2010 1.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CETA(Creativity Education Through Arts) 브랜드화
2. 문화예술과 타분야 융합연구를 통한 연수내용의 다양화 및 구체화
3. 글로벌 연수, 러닝코치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핵심인력 개발 및 연수 운영
4. 신규 연수분야 및 연수 대상자(다문화강사, 지역공무원 등) 확대
5.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 전문 과정 확대 운영
6. 문화국가 기반 조성을 위한 공무원 대상 문화감수성 개발 연수 운영
7. 학교경영자 등 교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이해 연수 운영
8.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사업 추진
9. 2009년 학교/사회 예술 강사 연수 통합 운영
10. 2009년 글로벌 시대의 문화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CEO 시범 연수 추진
11. 2010년 타부처 행정 공무원의 문화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MOU 

체결 및 직급/직무별 문화교육 확대를 위한 문화행정인력 연수 운영
12. 2010년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 방향 다각화
13.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력별, 필요역량별 연수과정 추진
14. 예술강사 연수 불참자 대상 온라인 아카데미 연수 운영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CETA 추진

기본-심화-전문과정 단계별 
역량 강화 연수 추진 및 

연수대상 범위 확대

2011 
1. 학교/사회 예술강사 연수 연차별 연수내용 체계화 및 교육과정 모듈 개발
2. 학교예술강사 대상 ‘찾아가는 전문가 오픈강좌’ 시범추진 등 커리큘럼 다각화 추진
3. 학교/사회 예술강사 심화연수를 통한 핵심 인력 양성 및 성과물 도출, 확산
4. 지역문화인력 및 예비인력의 지속가능한 양성을 위한 체계적 연수과정 신규 운영
5. 우수 다문화 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효율적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6. 일반시민 대상 다문화교육을 통해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및 다문화 사회의 저변확대
7. 체계적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연구 추진

다양한 연수커리큘럼 
개발

2012 1. 문화예술교육 아르떼 아카데미(AA) BI 개발 및 단계별 교육과정 체계화
2. 창의, 인문, 역량, 융합 등 7가지 주제별 문화예술교육 키움(Key-Um) 연수 추진
3. 학교 예술강사 대상 16개 지역 센터 연계 ‘찾아가는 예술강사 연수’ 추진
4. 사회 예술강사 대상 ‘예술강사 네트워킹 데이’ 연수 추진
5. 학교/사회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등 대상 자발적 학습공동체 CoP 추진
6. 예비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과정 '컬처펍‘ 추진

아르떼 아카데미(AA) 
출범 및 교육과정 

체계화

2013 1. 교육진흥원 내 전체 연수과정을 아우르는 아르떼 아카데미(AA) 통합 BI 개발
2. 학교/사회 예술강사 기본연수(140시수) 체계 개선(A:이해, B:실행, C:기획)
3. 학교/사회 예술강사 심화연수 확대 운영(약 5.9배)
4. 학교/사회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등 대상 자발적 학습공동체 CoP 추진
5. 교원, 문화부 공무원(소속 공무원, 수습사무관) 대상 역량강화 연수 추진
6. 예비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과정 ‘문화도담’ 추진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아르떼 

아카데미(AA) 브랜드화

<표 9>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연도별 발자취(arte.or.kr)

문화예술정책백서(2012)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하여, 예술전문성-교

수역량-관계·관리역량의 세 가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예술 강사로서 교

육현장을 이해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잘 실행하며, 기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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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으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실현

⇧  ⇧  ⇧ 

Vision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기관

⇧  ⇧  ⇧  

연수기획 연수운용 정보화

Goals

·전문인력 발달단계 기반 
신역량 모델링

·전문인력 신역량 기반 
교육체계 재정립,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신역량 진단도구 개발

→ 질적제고

·효율적인 운영환경 조성
-연수장소 확보

-운영환경 온라인화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 운영

→ 양적확대

·교육콘텐츠 아카이빙
·양질의 온라인서비스 제공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Pool DB화

→ 문화예술교육 통합
HRD 학습지원센터 구축

<표 10> 아르떼 아카데미 미션(아르떼 아카데미, 2014) 

것이 양성프로그램의 목표라고 언급한다. 이에 아르떼 아카데미의 미션은 내용

별,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으로 문화적 역량과 전문성을 증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적 리더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아래와 같은 미션을 제시한

다(아르떼 아카데미, 20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신규 예술강사로 선발되어 예술강사로 활동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의 직무교육인 기본 연수(2014년부터 신(新)의무연수(총60시수))에 

참여해야 한다. 기본 연수는 1회 30시수, 1년에 2번 상·하반기 방학 기간에 보

통 3박 4일집체식 교육으로 진행되며, 주로 ‘사례 중심 현장 기반 예술체험과 

교수학습방법, 교육대상과 현장에 대한 이해’등의 내용으로 신규 강사의 교육

적, 환경적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언급하고 있

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b). 또한, 아르떼 아카데미는 아래와 같이 전문

인력 발달단계를 나누어 문화예술교육의 기초지식과 교수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서부터 해당 분야의 독자적 전문성을 가지고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는 단계까지 

전문인력의 전문성 단계를 폭넓게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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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인
력 
발
달
단
계

Level 
1

 문화예술교육 기초지식, 기술 습득 / 학습자 이해 및 수업 운영 능력 배양/ 문화
예술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 해결

Level 
2

심화, 전문화된 지식, 스킬 배양 / 자기주도적인 문제해결 / 문화예술교육 사임에 
단 이해 확립

Level 
3

다양한, 보다 폭 넓은 지식 체계를 습득하는 영역적(discipline) 전문성 단계/ 교수, 
사업 기획력 증대

Level 
4

분야에 대한 개성적(idiosyncratic)전문성 단계 /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
운 분야, 지식 창출 / 이해관계자의 요구 해결 및 긴밀한 상호작용 / 주도적인 코
칭 및 리더십 스킬 발현

Level 
5

분야 및 영역에 대한 독자적 전문성 단계 / 대내외 환경 이해를 통한 경영마인드 제
고

교
육
방
법

전문가 특강형 해당분야의 전문가 강의로 진행

체험 워크숍형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보는 워크숍으로 교육강사와 쌍방
향 수업 진행

현장 답사형 지역 속속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사례 현장 답사 및 참여자간 피드백으로 
진행

렉쳐 콘서트형 문화예술교육 이해에 앞서 문화적 감성을 일깨울 수 있는 문화예술체험 및 
감상

프로젝트형 실행 프로세스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 기획·콘텐츠 개발을 위해 구체적으로 
결과물 도출

학습공동체
(CoP형)

PBL(Problem Based Learning)을 기반으로 참여자의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

<표 11> 전문인력 발달단계와 교육방법(아르떼 아카데미, 2014) 

예술강사 기본 연수(140시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시 2급 교육과정의 

모태가 된 교육과정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 법령에 따라 2013년도까지 

활동한 예술강사(140시수 이수완료)는 문화예술교육사 2급 취득 자격이 주어졌

다. 예술강사 기본·의무연수는 ‘분석, 기획, 운영, 평가’의 4가지 직무내용과 

‘예술전문성(art speciality), 관계&관리역량(relationship & management), 교수역

량(teaching)’의 3가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사업별(학교/사회), 분야별, 교급/교

과별로 구분하여 개설된다. 

첫 출강 전 참여하게 되는 A코스만 직전교육에 해당되고 나머지 교육은 현직

교육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연수 후, 전공분야, 교직이수 여부, 희

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받고 강사는 배정된 학교에서 기본교과, 선택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동아리 중에서 학교가 선택한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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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일시 기간 구성 비고

기본
연수

신규 및 경력 
예술강사 연2회

￭상반기
(30-35시수)

￭하반기
(15-30시수)

공통과목
교수법

실기지도법
특강

￭ 140시수 이수 필수
￭ 당해 연도 학교배치 필수요건

심화
연수

기본연수
90시수 이상

이수 
예술강사 연중 상시 출퇴근형, 

숙박형

심화교육 강좌

￭ 아카데미 개설 운영
￭ 기본연수 수료자(140시수)
 → 심화연수 시수로 인정
￭ 기본연수 미수료자(90-139시수)
 → 기본연수로 인정되는 강좌에 한하여 

일정시수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초과시
수는 심화시수로 인정됨

특별
연수

예술강사
(학교, 사회)

특수학교 연수,
사회교육 관련강좌

￭ 문화나눔, 사회취약계층 예술강사 연수 등
￭ 강사경력 사항에 기록

<표 12> 연수 체계표(2013년 이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c) 

  기본연수 의무연수

교육대상
(공통) 14년 선발 예술강사 중 기본연수 미 수료자

13년 이전 선발 활동 강사 중 기본연수 
미 수료자

14년 신규 선발 강사 중 기본연수 
참여한 적이 없는 강사

개설기간 2006~2015년 2014년~

특징 14,15년에 단계적 축소 개설 
16년부터 개설되지 않음

14년 이후 개설 
기본연수를 대체한 새로운 의무교육

교육내용 예술강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교육(교수법, 분야별 예술전문성 등)

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시 교육시수 

인정 여부

O X

13년 선발 활동 강사에 한하여 진흥원 
기본연수 수료(140시수)하면 교육사 2급 

자격 발급 요건 중 교육과정이수요건 충족
의무연수는 교육사 자격증 발급 시 

인정되는 교육시간 아님

<표 13> 기본연수 VS 의무연수 체계 비교(아르떼 아카데미, 2014)  

3.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에 관한 선행연구 

예술강사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술강사와 관련된 문헌들을 최근 

연도순으로 살펴본 결과, 예술강사와 관련된 연구들은 2004-5년도를 기점으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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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예술강사 사업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강사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의 범위를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이루어진 학위논문 및 학회지 논

문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연구들을 범주화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연구

이 범주의 연구들은 크게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과 만족을 알아보는 

연구(강영심, 2011; 김이정, 2011; 김차연, 2014; 박다해, 2011; 박주화, 2011; 안혜

연, 2014; 오준호, 2010; 윤서영, 2013; 이지혜, 2010; 정정현, 2010; 정희자, 2009; 

조은별, 2014; 지경민, 2011)와 예술강사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는 연구(김수영, 2014; 음선아, 2013)로 구분되었다.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과 만족을 조사한 연구들은 예술강사 지원 사

업이 학교 문화로 유입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예술강사 자체가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학교생활 

및 수업에 대해 어떠한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조사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렇듯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과 만족을 알아보는 연구는 연구 대상 면

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중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무용수업에 관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본 정정현(2010)의 연구는 교사, 학부모, 학생 세 집단의 인식을 종합

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 현상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증명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한 집단의 인식을 파악하여 예

술강사 지원 사업의 효과를 증명하려 했던 다른 연구들과는 비교되는 연구라고 

볼 수 있겠다.  

예술강사 수업이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

에 대한 인식과 만족을 알아보는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그 수가 적은 편(2편)이었

다. 음선아(2013)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중 무용교육에서 초등학생의 학습몰입이 

학생의 신체적 측면(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신체운동지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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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제목

김차연 2014 예술강사 제도가 수업만족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안혜연 2014 초등학교 무용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 

조은별 2014 2013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현악분야 시범사업 만족도 
: 서울·경기지역 대상학교 학생 중심으로 

윤서영 2013 무용 예술강사 지도유형에 따른 수업만족도 연구 : 전남(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김이정 2011 무용예술강사 수업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및 만족도 

박다해 2011 초등학교 예술강사 무용수업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와 인식도 

박주화 2011 예술강사 지원 사업중 무용분야에 관한 만족도 연구 : 초등교사 중심으로 

지경민 2011 무용 예술강사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중학생의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연구

이지혜 2010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참여에 따른 중학생의 무용교육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 경기 지역 중학생 1,2학년을 중심으로 

정정현 2010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따른 중학교 무용수업에 관한 교사·학부모·학생의 인식 

정희자 2009 중학교 무용예술강사 무용수업의 재미요인과 수업만족의 관계

<표 14>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연구

는지 살펴보았고, 김수영(2014)은 무용예술강사 수업을 통한 초등학생의 정신적인 

측면(정신건강 및 심리적 행복감)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 분야의 연구 수가 적

음에도 불구하고 두 편의 연구 모두 무용예술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과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면서 두 연구는 각각 다른 측면의 효과(신체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를 분

석하여 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임은 틀림없으나,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대부분의 연구가 치중되어 있음을 보았을 때 연구주제 

면에서 그리 다양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범주에서 제시된 16편의 연구 중 

12편이 무용예술강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예술강사 지원 사업 중에서도 무용예술

강사 연구에 그 내용이 집중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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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2010 예술강사 무용수업의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연구 

탁지현 201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예술강사 인식에 관한 연구 

강영심 2011 특수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 실태와 교사의 인식

음선아 2013 예술강사 지원사업 중 무용교육에서 초등학생의 학습몰입이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신체운동지능에 미치는 영향 

김수영 2014 무용예술강사 수업을 통한 초등학생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나.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에 관한 연구

 

예술강사 지원 사업 자체에 중점을 맞추어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

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국

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는 연구들(김민지, 2006; 서한

범, 2009; 이부영, 2010; 이한별, 2012)이 이 범주 영역에서 다수 차지하고 있었는

데, 이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국악분야에서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외에  예술강사의 근로조건을 제도적 측면에서 진단한 연구(이석종, 

2014), 예술강사 제도의 연수의 문제점과 체계화 방안을 조사한 연구(이주연, 김석

범, 이유정, 2011),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의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본 연구(김민

영, 2008; 이석종, 2014; 이선지, 2010; 김진수, 2014; 오세곤, 2009)가 수행되었다. 

그 중 문화예술 분야 전공별로 예술강사 연수 프로그램을 점검한 이주연 외

(2011)의 연구는 본 연구자의 논문주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이다. 이

주연 외(2011)의 연구는 예술 강사 연수 프로그램의 활성화 도모 방안을 위해 예

술강사 연수 관련 선행 연구들을 리뷰하고 대학원, 교육대학원, 유·초·중등 1

급 정교사 자격 연수 체제, 학점,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상시 연수 체제를 구축하

기 위한 기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주연 외

(2011)의 연구는 문화예술의 모든 전공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전공별 특수성을 감

안하여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무용의 경우, 예비 무

용예술강사가 대학교에서 받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졸업 후, 무용예술강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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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제목

김민지 2006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서한범 2009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현황과 진단

이부영 2010 초중등학교 예술강사 연수교재에 관한 고찰 : 국악분야를 중심으로 

이한별 2012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이석종 2014 예술강사 처우 및 근로조건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주연 
외 2011 예술 강사 연수 상시 체계화 방안 연구

김민영 2008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예술강사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이선지 2010 예술무용강사 지원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점 모색 

김진수
정재은 2014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현악분야 시범사업 운영현황과 향후 방향 

오세곤 2009 문화정책에서 예술강사 육성지원의 전망과 과제

<표 15>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에 관한 연구 

따로 제공받는 연수가 무용예술강사를 위한 중심적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무용예술강사의 연수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예비 무용예술강사를 위한 대학

교 교육과정보다는 졸업 후 무용예술강사 받는 연수의 체제 및 현황을 실질적으

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술강사 지원 사업 자체에 관한 연구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루면서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세부 전공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국악분야에 내용이 치중되어 있었

고 무용분야를 포함한 다른 분야의 연구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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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술강사에 관한 연구

예술강사 지원 사업보다 예술강사 자체에 중점을 두고 맞추어 연구한 문헌들

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예술강사의 생활이나 

삶을 살펴본 연구(양진예, 2014; 이병준, 2014; 정지혜, 2014; 박희연, 2013), 예술

강사의 역할 및 정체성에 관한 연구(김형숙, 남기현, 2014; 신혜숙, 2014; 김상희, 

2010; 배혜영, 2014), 예술강사의 자기의식 및 직업만족에 관한 연구(정서윤, 

2009; 조아라, 2010; 조정은, 2014)로 구분되었다. 

양진예 외(2014) 연구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문화예술강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사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박

희연(2013)은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중 초등 분야 전라북도 소속 무용 예술강사 3

명을 대상으로 강사가 되기 이전의 경험과 강사로 살아가는 경험이 어떠한 것인

지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두 연구 모두 단순히 예술강사의 삶을 표

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예술강사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선

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박

희연(2013)의 연구는 예술강사 중에서도 무용 예술강사의 경험 이야기를 통해 무

용 예술강사의 경험의 의미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무용 예술강사 연수 프로그

램의 문제점과 교육적 대안을 파악하는 본 연구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술강사 자체에 관한 연구는 예술강사 사업이 시작된 초반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고, 2009년도 이후에 처음 등장하여 최근 5년간 활발하게 연구되

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강사 관련 연구가 초기

에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점차 활성

화되고 어느 정도 지속되기 시작한 2009년도 즈음부터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실

행하는 주체인 예술강사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초점이 넓어졌음을 증명

한다. 그 밖에 예술강사와 관련된 기타 선행 연구로는 예술강사 직업환경과 관련

된 연구(이경희,2013),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강지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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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제목
양진예

외 2014 문화예술강사의 교직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이병준 
이유리 2014 예술강사의 직업생애사 연구: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강사를 중심으로

정지혜 외 2014 중학교 예술강사의 창작무용 수업 실천과정에 대한 교육적 해석

박희연 2013 무용예술강사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김형숙 
남기현 2014 문화융성 시대를 위한 예술강사 제도 고찰

신혜숙 
조진영 2014 무용예술강사의 교수효능감과 직업 정체성과의 관계

김상희 2010 예술강사지원사업 정책목표와 예술강사 정체성에 관한 연구

최경희 2015 무용예술강사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배혜연 2014 예술강사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무용예술강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정서윤 2009 무용예술강사의 특성과 자기의식 및 직무 만족도 관계 

조아라 2010
초등학교무용 예술 강사의 자기의식과 직무 만족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 부가 교사 중
심으로

조정은 2014 사회예술강사의 직업의식과 음악교육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이경희 2013 예술강사의 업무환경과 직무요인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박은희 2008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의 무용교육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방안 연구

강지은 2009 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변화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강성룡 2014 예술강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김지영 2013 초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공동체 사례 연구

홍한나 2013 무용 예술 강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수행과의 관계

최현주 2012 예술강사 자가역량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표 16>  예술강사에 관한 연구

예술강사 역량 및 전문성에 관한 연구(강성룡, 2014; 김지영, 2013; 홍한나, 2013; 

최현주, 2012)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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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무용 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의 실천의 변화추이와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예술강사들이 전문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대

안적 접근을 탐색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자료는 기본적으로 질적이라는 Berg와 Lune(1989)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본질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Creswell(1998)

은 주제가 탐색될 필요가 있을 때, 즉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

가 있을 때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가 된다고 언급하였으며, Glaser와 Strauss

(1967)에 따르면 질적연구는‘발견’을 중시하고 현상 이면에 내재한 가치체계, 

신념체계, 행위규칙, 적응전략의 파악이 연구의 주목적일 때 유용하다(조용환, 200

8).

이에 연구자는 문화예술교육 무용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운영체

계, 내용 및 방법의 시기별 특징을 문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예술강사와의 심

층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천적 차원을 살펴보는 사례연구(case study)를 실시

하였다. 

사례연구는 맥락 속에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하나의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며(Creswell, 199

8), 하나의 사회적 대상을 온전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Stakes, 19

95). 또한 연구할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현상이나 사회적 단위, 즉 사례들(교육 

프로그램, 사건, 교사나 학생, 학교, 기관, 특정 집단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자

료를 수집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Creswell, 2013; Yin, 2013) 연구이다.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연구계획 수립, 연구문제 및 방법 설정과 문헌수집, 연구 참여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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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문헌분석과 심층면담의 자료수집 단계를 거쳐 자료분석을 하여 결과를 도출

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론적 준거의 틀을 

마련한 후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문헌의 현상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사실과 의견을 나눠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개방형 설문지를 구성하여 연구 참여자와 유사한 무용수행 

경험과 무용교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용 전문교육가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과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전문가 집단과 동료 간 

협의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종 면담에 활용될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문헌자료와 심층면담자료는 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뤄졌고 이를 통합하여 귀

납적 범주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시간이 지

난 후에 놓칠 수 있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4]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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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무용수행 
경력 전공 무용교수 경력

예술강사 이전
무용교수 경력
예술강사 이후 학위 교직이수

유무 부호화

1 양문화 30대 초반 20년 한국
무용 5년 4년 박사과정 X KN-20-5-4

2 채예술 30대 초반 23년 한국
무용 14년 6년 박사과정 O KE-23-14-6

<표 17> 연구 참여자 정보 

2. 연구대상 및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 예술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20

05년부터 2014년도 하반기까지 이뤄진 연수 프로그램의 연수 자료집, 예술강사 

선발공고 관련 문서, 교수-학습자료가 이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서 꾸준히 발간된 정책연구 보

고서, 특히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된 서적과 보고서들, 관련 학위논문, 학술논

문, 뉴스자료 등의 자료들도 함께 검토되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전형적 사례 선택 기법’(Miles & Huberman, 1994)과 

‘유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선택

하였다.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진실되게 전달해줄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선정한 사람이 이 과정에 성실히 임한 사람인가? 혹여 한쪽으로 치우친 선정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되묻는 고민을 하였다(Hostein & Gubrium, 1995). Bertaux

(1981)의 연구 참여자는 면담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진부

해지는 것을 느낄 때 충분한 참여자를 확보한 것이라는 언급과 Glaser & Strauss

(1967)와 Lincoln & Guba(1985)가 언급한 ‘충분성’과 ‘포화성‘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언급을 염두하여 연구대상자 수를 결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어린 시절부터 전문 무용인을 길러내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예술중·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 무용(학)과를 졸업하여 무용 수행 

경력 15년 이상, 교수 경력 5년 이상의 전문 무용교육자들이다. 이들은 또한 예

술강사 이외에도 무용관련 교육, 연구 활동,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하며 높은 교

육열과 수업개선의지를 가진 자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 무용수행과 무용

교수의 경력, 학위, 교직이수 유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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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교육 30대 초반 15년 한국
무용 8년 2년 석사졸업 O KE-15-8-2

4 오소양 30대 초반 23년 발레 2년 3년 석사졸업 X BN-23-2-3

5 김창의 30대 초반 15년 발레 4년 1년 석사졸업 O BE-15-4-1

6 김상상 30대 초반 18년 발레 6년 2년 석사졸업 X BN-18-6-2

7 양전문 30대 초반 22년 한국
무용 없음 5년 석사졸업 X KN-22-0-5

8 진인문 20대 후반 17년 한국
무용 2년 4년 박사과정 X KN-17-2-4

3. 자료 수집

가. 문헌고찰

2005년부터 2014년도 하반기까지 이뤄진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변

화추이를 분석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등에서 꾸준히 발간된 정책연구 보고서 특히 예술강사 인력양성과 관련된 

서적과 보고서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구글 스칼라 검색

을 통해 수집한 학위논문, 학술논문, 뉴스자료 등의 연구물들을 수집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원사업의 현황, 전문인력 양성과정 프로그램 그리

고 이뤄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실천과제 등에 대한 많은 보고서와 연

구 자료, 학습자료까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있거나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때, 자료의 요청을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수차례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 

받으며 자료 수집에 노력을 더했다.

이를 통해「2007 강사 연수 프로그램 개선 연구」, 「2008년도 연수 프로그램 

자료집」은 현재 공식적으로 구할 수 없으며, 2012년 하반기 무용분야 연수 자료

집은 별도의 자료집을 제작하지 않았으며, 현재 게시되어 있는 무용 교수-학습자

료를 연수 자료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누락된 자료들이 몇몇 

존재하지만, 연구자가 그 동안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크게 변화된 몇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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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 이전

학생시절 1 무용을 시작하게 된 시기와 동기

<표 18> 면담 내용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기에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에는 영향을 끼치

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는 바이다. 

나. 예비조사 및 심층면담 

고찰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 무용 예술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가진 문제점과 목

적,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비구조화된 예비면담을 구상하였

다. ‘비구조화된 면담’이란 연구자가 질문사항들을 머릿속에 간직한 채 질문과 

답변의 형태가 아닌 대화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시키는 방법이다(이용숙, 1998). 구

성된 면담 내용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와 유사한 무용수행 

경험과 무용교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용 전문교육가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담 질문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 

수정과 개선의 작업이 이뤄졌다. 예술강사 이전의 학생시절 무용경험, 교육자로서

의 무용경험과 예술강사 이후의 연수 체계 및 운영의 차원, 연수 프로그램의 차

원,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무용 예술강사 전문성으로 크게 두 영역으로 나

누어 분류하였고, 의미의 중복과 모호함을 감환시키는 노력을 기하였다. 

최종적으로 면담 질문지를 토대로 연구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

층면담을 실시하였고,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나워야 할 부

분에 대해서 연구자가 부가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면담 소요시간은 평균 1

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고 면담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면담이 끝난 

직후 바로 전사되었다. 면담 후 추가 면담이 필요할 시에는 전화나 이메일로 추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이고 심층

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김영천, 2006). 질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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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경험
2 전공 분야 외 다른 장르 무용의 경험
3 대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방법 
4 학생시절 무용경험이 현재 자신에게 미친 영향

교육자로서의 
무용경험

5 교직 이수 유무가 미치는 영향
6 교수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
7 예술강사 이전의 교수경험과 교수방법
8 무용을 가르침에 있어서의 교육관(주안점)
9 무용 교수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10 교수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예술강사 이후

연수 체계 및 운영의 
차원

11 선발과정
12 과목구성
13 교수-학습자료(교안)
14 의무시간
15 교수자질
16 코스별 특징

연수 프로그램의 
차원

17 연수 프로그램의 목표
18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19 연수 프로그램의 방법
20 연수 프로그램의 평가(평가 내용,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21 단계별 교육의 수준, 내용, 방법 등의 적합성
22 단계별 교육을 통한 강사 자신과 수업의 변화
23 연수 프로그램이 교수 동기나 열정에 미치는 영향
24 연수 프로그램이 교수자의 교육관, 교수내용이나 방법에 미치는 영향
25 연수 프로그램이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예술적, 교육적, 인성적 측면)
26 연수 프로그램이 예술강사 삶에 미치는 영향
27 연수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

 무용 예술강사
 전문성

28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무용교육의 역할
39 무용 예술강사의 전문성(자질)
30 창의성과 인성 함양 교육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
31 자질 함양을 위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4. 자료 분석

질적 연구에서의 분석은 양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과는 달리 자료수집과 분

석이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며, 이 과정들은 회귀적이고 반복적이며 역동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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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2001), 수집된 자료가 결과로의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분석하는 과정 중에 끊임없이 상호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후 귀납적 범주 분석(Spradley, 

1998)을 실시하였다. 귀납적 범주 분석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심층적으

로 분석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며, 명확한 이론이 개발되지 않은 연구 초기 단계

에서 여러 견해들을 수렴하고 이론적 준거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활용된다. 

연구의 진실성을 위해서 고찰된 문헌자료들과 심층면담의 내용들을 오가며 자

료 간 삼각검증(Creswell, 2009)을 실시하면서 예술강사들이 언급한 내용들의 행

간을 읽으려고 노력했으며,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어내려 가면서 연구문

제와 연결된 의미들을 중심으로 코팅하였다. 첫 번째로 코딩된 자료들을 또 다시 

반복하여 읽으면서 주제별로 상위 범주를 형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한 원자료의 중요성, 관련성, 계열성을 고려하여 범주화한 

결과 4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하위 범주는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구성하였

다.

5. 연구의 진실성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의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

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타당한 것인지 평가하여 연구의 진

실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이용숙·김영천, 2005). 이에 본 연구자는 일인 연구자가 

범하기 쉬운 분석적, 해석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삼각검증법(Lincoln & Guba, 1985)을 실시하

였다. 

가. 동료 간 협의

 김영천(1997)은 연구의 배경이나 학문 분야가 비슷한 연구 동료를 선정하여 

연구자 자신이 분석과 해석에 대한 연구 동료의 관점과 조언, 그리고 평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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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동료 간 협의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용교육전문가와 동일 전공 석·박사 동료연구

자 5명에게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조언과 검토를 구하여 객관성을 유

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구성원 간 검토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작업은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을 연구에 참여했던 참여자의 일부를 선정하여 그 결과의 타당성을 재평가 

해주도록 요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김영천, 1997). 즉, 구성원 간 검토는 수집된 

자료와 해석한 정보를 연구대상자에게 재검검 받는 것이다. 이에 문서수집과 심

층면담의 분석을 연구참여자에게 온, 오프라인으로 검토를 의뢰하여 자료의 진실

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다. 삼각검증법

삼각검증법은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자료수집과 

연구결과의 분석에서 발생하는 연구자의 오류를 감소시켜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료 조사자, 연구방법 및 이론 등에 대하여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검증

하는 방법이다(김종택, 1996)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원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양성 프로그램의 상·하반기 교육자료, 교

수-학습자료, 연구 보고서 등의 여러 객관적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수집하려고 노

력하였고, 실제로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진흥원 예술교육 연수센터 담

당자와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심층면담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

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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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률 제7774호)」 제31조의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가 추진되고 있다(문화체육

관광부, 2008). 

문화예술정책백서(2010)는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양질의 교육기획자

와 전달자 없이는 창출될 수 없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

는 전문인력은 문화예술에 대한 충실한 지식과 더불어 교육철학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도 갖추어야 하고, 교육 수요자의 특성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제공

하는 능력도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위와 같은 자질을 갖추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양성 및 연수

의 연구개발, 운영체계, 내용 및 방법의 변화추이와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예술강

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드러난 실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분석하여 대안적 

접근을 탐색하였다. 

1. 무용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의 구성

  가. 무용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 형성기(2005-2009) 

    1) 양성프로그램의 연구개발

  

2000년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악협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국악 강사풀제

가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2년에는 연극, 2004년에는 

영화, 2005년에는 무용과 애니메이션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에 공예·디자인·

사진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2006년부터 사업의 명칭이 ‘강사풀제’에서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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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와 
표현

여러가지 놀이하기 : 재미있는 놀이하기
여러가지 주제표현하기 : 생활에서 보고 느낀 것, 상상한 것 등을 재미있게(다양하게) 표현하기

감상
서로의 활동과 작품 감상하기 : 좋은 점, 재미있는 점, 아름다운 점(특징) 등을 찾아보기
문화 및 체육활동 관람하기 : 좋은 점, 재미있는 점, 아름다운 점(특징) 등을 찾아보기

이해
신체의 움직임 요소 이해하기 : 신체, 공간, 속도, 무게, 관계 등(의 변화)을 이해하기
음악적 요소 이해하기 : 리듬, 가락,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의 변화)을 이해하기
조형적 요소 이해하기 : 선, 색, 모양, 질감 등(의 변화)을 이해하기

<표 19> 1-2학년 ‘즐거운 생활’ 내용체계(서예원, 2003) 

강사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문화관광부, 2007). 또한, 2005년 첫해에는 초등

학교에만 파견되었고, 이듬해인 2006년에는 중학교, 2008년에는 고등학교지 확

대 실시되었다.(강지은, 2009).

2005년 처음으로 도입될 무용분야 교육과정과 예술강사들의 연수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하여 1년 앞선 2004년에 제7차 교육과정을 염두하여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연구」(한국무용교육학회, 2004)와 「무용 강사풀제 운영방

안 연구」(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2004)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학

교문화예술교육 무용분야 교육과정과 연수 프로그램의 초창기 모습을 갖추게 되

었다. 이에, 연수 프로그램의 분석에 앞서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무용교육

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연구」와 「무용

강사풀제 운영방안 연구」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2004년은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였으며, 초등학교 1-2학년 무용은 「즐

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 안에서 이루어졌다. 「즐거운 생활」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즐겁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동욕구를 충족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놀이와 표현활동, 감상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통합

교과로 규정하였다(교육부, 1999a: 서예원, 2003, 재인용). 「즐거운 생활」의 내

용체계는 다음과 같다.

* ( )는 2학년 내용체계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무용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움직임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인식, 이동, 비이동, 조작 움직임의 기능 익히기와 적용하기, 놀이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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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영역 3 4 학년

영역 5 6

영역 세부영역 지도내용 영역 세부영역 지도내용

표현

활동

기본

움직임

비이동·이동·조작움직임의 

필수 내용/선택 내용 표현

활동

창작 표현 활동

창작 표현, 민속 표현

활동의 필수 내용/선택 내용민속춤

우리나라

활동
창작 표현, 민속 표현 활동의 

필수 내용/선택 내용
외국

<표 20> 3-6학년 표현활동의 내용 체계(서예원, 2003) 

감상-이해 과정을 통해 창의적, 탐구적, 놀이 중심의 활동 강화하기, 민속춤에 대

한 이해를 위하여 전통예술에 친숙해지기로 구성되었다(구인숙, 2010). 

초등학교 3-6학년에서 무용교육은‘표현활동’으로 개정되어 3-4학년에서는 4

개 영역(체조활동, 게임활동, 표현활동, 보건)과 5, 6학년에서는 6개영역(체조활동, 

육상활동, 게임 활동, 표현활동, 체력활동, 보건)중의 한 영역으로 제시되었다(서

예원, 2003). 학생들의 창의적인 신체표현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하여 움직임을 다

양화하여 이를 학습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민속춤과 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익힘

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토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김보미, 유정

애, 2014). 3-6학년 표현활동의 내용체계는 다음과 같다.

3학년 활동은 소재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소고춤 등의 

우리나라 민속춤과 펭귄춤 등의 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배우며, 4학년에서는 신체 

, 공간, 힘의 요소를 결합하여 느낌과 생각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도록 하며, 탈춤 

등의 우리나라 민속춤과 패티 케이크 폴카 등의 여러 나라 민속춤을 배운다. 5학

년에서는 여러 가지 소재의 특징을 이해하고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강강술래 등

의 우리나라 민속춤과 구스타프스콜의 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6학년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느낌을 상상하여 여러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농

악 등 우리나라의 만속춤과 마임 등의 여러 나라 춤을 학습한다(서예원, 2003).

위와 같은 교육과정의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연구」를 진행하게 된 한국무용교육학회(2004)는 초등학교 무용교육

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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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과 중심이 아닌 ‘삶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적, 문화적 그리고 예술적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통합교육으로 학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용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속적이고 개방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학교예술교육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 무용교육은 영혼을 살찌우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교육의 부차적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타 교과와 같은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국무용교육학회, 2004)

  이와 동시에, 무용강사 연수 운영 방안을 연구한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2004)는 위의 목표들에 부합하는 연수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출된 예술 강사들이 

무용분야 투입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가. 무용교육 활성화 및 무용 전문강사 양성

나. 무용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체계적 무용프로그램 정착

다. 체계화된 무용 프로그램으로 무용수업 기회 제공을 통하여 무용수업의 정상화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2004)

무용분야는 이러한 목표와 효과를 기대하며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2005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는데, 

이는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무용교과서의 부재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

(한국무용교육학회, 2004). 

한국무용교육학회(2004)는 연령과 목적에 적합한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안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의 무용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의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 무용교육 동향, 예술통합교육 실시의 선행 사례, 제7

차 교육과정, 「즐거운 생활」의 교육목표 및 내용, 「체육」교과서의 교육목표 

및 내용, 특기·적성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기본 개념을 도

출하고 학습계획안과 차시주제를 구성하였다. 이를 현장실습(1학년 8차시, 2학년 

8차시 총 16차시 ｢즐거운 생활｣ 수업(2004. 10 – 11))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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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계획안과 차시주제를 구성하게 된다.

최종적으로「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연구」에서 설정한 일반교

과로서의 무용과 특기·적성 교육으로서의 무용의 기본개념을 정리하였다. 

일반교과로서의 무용은 오감을 통한 다각적 인지 능력을 기르고, 표현의 다양

성과 개성존중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개발하여 개방적인 사고를 소

유한 문화인으로서의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학습인 동시에 놀이로서의 예술교육

이 되어야하며, 특기·적성으로서의 무용은 자기 주도적 자발적 참여를 통한 취

미, 특기, 소질, 적성을 계발하고 신장하여 문화인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

는 전문교육의 모습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초등학교 무용교육에서

는 교사의 예술적 소양과 전문성이 요청된다”고 제시해 놓았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방향, 목표와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무용교육 일반교과(즐거운 생활, 체육/무용)와 재량활동·특별활동 과정에 무용전

공 교직이수자를 파견하게 되고, 교직 비이수 무용전공자는 특기·적성활동 과정

에 파견하기에 이른다(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2004). 

  2)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2005년 첫 파견 직전인 2004년 12월에 「무용강사풀제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가 발간되었고, 그 결과로 무용전문강사 채용계획과 연수계획이 확립되었으며, 2

005년 무용강사 연수 교육과정안과 2005년 상반기에 실시될 연수 시간표도 제시

되었다. 이로써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기본틀이 마련된다(무용교육발전

추진위원회, 2004). 

2005년에는 서류심사로만 선발하였고, 2006년부터 구술면접이 추가되었으며, 2

009년까지 동일한 절차로 채용이 이뤄지고 2010년부터 실기시험이 추가된다(탁지

현, 2014). 초등학교 예술강사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와 연수 체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이루어졌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a, 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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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지원자격 선발절차 시험내용

2005
교과/재량활동 특별활동/특기적성

서류전형
학력, 경력 등 자격요건과 

이에 대한 심사자 소견무용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교직이수자

무용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졸업(예정)자

2006

 교과/선택/재량활동 특별활동
1차: 서류전형 학력, 경력 등 자격요건무용(학)과 4년제 졸업이상 

교직이수자
무용(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강사풀제 활동 경력자⦁교직이수자 우선선발 2차 : 면접 교육전문성 등 구술면접

2007

교과/재량활동 특별활동

전년도와 동일
무용하과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중등교원 2급 자격증 
소지자)

무용학과 4년제 대학이상 
졸업(예정)자

교직이수자와 활동경력자 우선선발 및 파견

2008
교과/재량활동 특별활동/동아리

전년도와 동일무용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
초⦁중등 교직과정 이수자 우대

2009
관련교과/창의적 재량활동 계발활동/동아리

전년도와 동일무용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
관련교과 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표 21> 2005-2009 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탁지현, 2014) 

2004년 「무용강사풀제 운영방안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강사채용기준을 살

펴보면, 정규수업(일반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강사 지원자는 교사자격증 소지

자만 가능했으며, 객관적인 서류심사(학력, 교사경력, 지도경력, 전문무용 활동, 

사회봉사 경력을 증명하는 각종 증빙서류)와 자신의 교육관을 포함하여 기재한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심사자 소견이 당락의 가장 중요한 역할 미친 것으로 파악

된다. 

2006년에도 교과(기본/선택)교과, 재량활동 지원자는 무용(학)과 4년제 대학 졸

업 이상 교직이수자이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며(문화관광부, 2007), 면접시험이 

추가되었다. 2007년에도 역시 교과 및 재량활동 지원자는 무용학과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이면서 중등교원 2급 자격증 소지자여야 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예술강사 지원자격에서 ‘중등교원 2급 자격증 소지자’

가 삭제되고 관련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동아리 모두에서 ‘무용학과 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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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분야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함

기본연수 학교에서 예술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

총 시수 140시수 이수, 3년 소요 

기간 매년 상하반기 방학기간

형태 합숙형태

구분 A코스, B코스, C코스

1년차(초등A) 2년차(초등B) 3년차(초등C)

기본과정 심화과정 연구과정

교수 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해당 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해당분야 예술교육 이해도 증진
⦁사례 공유

⦁교육학 전문성 강화
-수업, 교수전략 향상

⦁강의 중심 진행

⦁학교교육에 적합한 해당분야별 
전문성 향상 교육

⦁교육학 전문성 심화를 통해 
교수전략 심화

⦁강의, 워크숍 형태 중심 진행

⦁타 분야 연계한 통합예술교육 
모형 및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워크숍 형태 중심 진행

<표 22>  초등학교 예술강사 기본연수 체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a, 2009a 재구성)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다만, 관련 교과 초·중

등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 분야 공통으로 우대자격을 가지게 된다(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 2008). 제출서류로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공연실

적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교원자격증(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각종 증빙자료 등(예: 연수 이수증 등)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8). 

예술강사 기본연수 과정은 크게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는 교양 관련, 교육과정

과 교수전략, 학습자의 특성이나 인지적·심리적 발달 과정 등을 학습하는 교육

학 관련, 해당 예술 분야 수업내용과 교수법을 배우는 실기 관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년차 기본 과정에서는 교수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해당문

야 예술교육 이해도 증진, 사례 공유, 교육학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강의중

심으로 진행된다. 2년차 심화과정은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1년

차 코스의 심화된 내용을 통해 전문성과 교수전략의 심화를 꾀하고 강의 및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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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시수 과목명

1

일반교과 특기적성
1 오리엔테이션 / 강사풀 안내
1 문화예술 정책의 이해
1 초등교사의 역할 및 자세
2 즐거운 생활 1학년 즐기며 춤추기-신체정렬
2 즐거운 생활 2학년 즐기며 춤추기-어린이 발레

2

1 무용교육의 이해
2 무용과 놀기(창작) 3학년 즐기며 춤추기-무용즉흥
3 아동발달심리
2 무용과 놀기(창작) 4학년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2 분임토의 (재량활동, 일반교과, 특별활동, 특기적성)

3

1 창작무용지도법
2 무용과 놀기(창작) 5학년

5 한국무용과 전통놀이/댄스스포츠/재즈
2 무용과 놀기(창작) 6학년
2 무용과 만나기(민속춤) 3-4학년

1 반별 종합 연습
1 무용알기(이론과 감상)
1 반별 작품발표 / 감상
1 발표(소통) 평가

4
1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
2 무용과 만나기(민속춤) 5-6학년 Q and A
1 종합토론 / 폐회식

<표 23> 2005년도 상반기 무용강사 연수 시간표

크숍으로 진행된다. 3년차는 해당 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의 단계로 타 분야 

연계한 통합예술교육 모형 및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을 목표로 워

크숍 형태로 진행된다. 위와 같은 연수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첫 연수계획표가 완

성된다.

교수-학습자료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 실기가 이론 강의에 비해 5배나 많은 시

간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무용교육은 예술 장르 혹은 타 교과와의 통합

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놀이’가 되어야하며, 동시에 표현과 감상을 통해 상상력

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무용교육학회, 2004)는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

습과정안 개발 연구」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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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무용교육 중 특히 초등학교 무용교육은 통합교육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

서, 기능중심적인 것을 익히고 향상시키기 보다는 놀이와 예술, 사고와 행위, 의

식과 경험의 통합적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또래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탁지현, 2014). 또한, 파견되기 직전 실시되는 연수

이며 짧은 기간 동안 한 학기 교수내용을 숙지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르쳐야

할 내용에 비중을 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3박 4일간의 연수 시간표 틀을 구성하였다(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2004).

첫날은 강사풀(예술강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며,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예술강사들에

게 초등교사의 역할과 자세를 일러주는 강좌로 구성하였다. 

이론 강의가 끝나고 일반교과 파견 강사는 1-2학년군의 「즐거운 생활」의 감

각 열기/감각 키우기, 표현하기, 소통하기, 3-6학년까지의 무용과 놀기(창작), 무용

과 만나기(민속춤)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숙지하고, 이론과 감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무용알기를 배운다. 특기적성 파견 강사는 즐기며 춤추기라는 이름으로 신체

정렬, 어린이 발레, 무용즉흥의 수업 내용을 배우며, 이외의 장르 구분이 확실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통놀이, 댄스스포츠, 재즈의 작품을 배운다. 또한 무

용교육의 이해, 아동발달심리, 창작무용지도법,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와 같은 교

육학 관련 이론강의는 일반교과 강사와 특기적성 강사가 함께 수강하는 강좌로 

구성하였다. 특히 아동발달심리에 관한 이론 강의를 3시수로 배정함은 가르칠 대

상인 아동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3일차에는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반별로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과 이를 감상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4일차에는 종합토론 후 연수를 마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2005년 첫 무용 예술강사 연수 교육과정과 시간표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초창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교육과정 개정과 무용교

육표준 개발, 문화예술교육사 배출 시기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시

수 배분의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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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내용

상반기
2005
2월

문화예술정책의 이해, 초등교사의 역할 및 자세, 교육학 이해, 무용교육의 이해, 아동발달 
심리, 창작무용(무용과 놀기) 지도법,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 즐거운 생활 1-2, 무용과 놀기 

3-6, 무용 알기, 무용과 만나기 3-6, 초등학교 무용교수-학습과정안 활용법 등

하반기
2005
8월

교육학 이해, 아동심리, 교과교재 교수법, 초등학생 지도법, 어린이 창의성 교육-이론과 방

법, 즐거운 생활(1-2학년)/무용과 놀기(3-6학년)/무용과 만나기(3-6학년)/특별활동/특기적성 
교수법 등

<표 24> 2005년 무용분야 예술강사 연수 내용(문화관광부, 2007, 재구성)  

   3)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

「2006 문화예술교육 정책백서」에 제시된 무용분야 2005년 하반기 연수와 관

련된 내용들을 시작으로 양성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들을 알아볼 수 

있다. 

 

무용분야 상반기 교육내용으로는 교육학 이해, 아동심리, 교과교재 연구 및 지

도법, 무용교육의 이해, 아동의 심리와 행동의 발달, 창작무용(무용과 놀기) 지도

법, 초등학교 무용교수-학습과정안(교사용 지도서) 활용법, 초등교사의 역할과 자

세가 있었고, 하반기 교육내용으로는 교육학 이해, 아동심리, 교과교재 교수법, 

초등학생 지도법, 어린이 창의성 교육-이론과 방법, 즐거운 생활(1-2학년), 무용

과 놀기(3-6학년), 무용과 만나기, 특별활동, 특기적성 각 교육내용별 교수법 등

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점으로는, 교과교재 교수법이라는 수업을 통해 학교 정규교과 교재 속에 

들어있는 학습내용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데 이는 학교 안에

서 이뤄지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예술강사들이 기본교과와 무관하지 않은 통합

교육을 실시할 것을 상기시키고 그와 관련한 여러 방법들을 가르치려는 취지로 

여겨진다. 그리고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는 이외에도 우수교육사례 연

구와 교육과정 연구 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문화관광

부, 2007). 

위와 같이 2004년에 연구되고 발표한 「무용강사풀제 운영방안 연구」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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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교육의 목표

① 무용의 요소를 인식하고 이해한다.

② 무용을 통해 표현력과 상상력을 개발한다.

③ 무용 창작과정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④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무용의 역할을 인식한다.

⑤ 무용과 타 예술과의 관계를 인식한다.

⑥ 무용을 통해 다원적 인지력을 높인다.

⑦ 무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ê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목표

① 무용의 요소를 인식한다.

②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신체로 표현할 수 있다.

③ 무용표현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여 개개인의 독창성을 기른다.

④ 다양한 문화와 시대적 배경에서 무용을 이해한다.

⑤ 문화유산으로서 무용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⑥ 타 교과의 소재나 내용을 무용에 적용할 수 있다.

⑦ 생활로서의 무용을 이해한다.

ê

중학교 무용교육의 목표

① 무용의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② 무용즉흥과 창작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③ 창작의 원리와 과정 그리고 구조를 이해한다.

<표 25> 무용교육의 목표 및 초·중등 무용교육 목표(한국무용교육학회, 2005) 

동시에 연구되어 2005년 3월에서 11월까지 현장 적용된 「초등학교 무용 교수-

학습과정안 개발 연구」, 이후 강사들의 수업일지, 현장교사 및 초등교육전문가

들의 감수결과, 학교 방문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의견서, 연구진들의 연구방향 

재설정(한국무용교육학회,2005) 등을 근거로 그 활용성과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

하여 수정·보완된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보완 및 후속 연구」, 2006

년 발간된 「문화예술교육 정책백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2005년과 2006년 

실시된 연수 프로그램의 초기 모습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기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2005년의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보완 및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 

무용교육의 전체 목표를 설정하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단계별 교육목표를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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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용을 문화유산으로 학습하여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⑤ 다양한 문화와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서 무용을 이해하고 실행한다.

⑥ 무용학습을 통하여 예술 감상 능력을 기른다.

⑦ 개방적인 사고를 지닌 문화인으로서의 태도를 갖는다. 

ê

고등학교 무용교육의 목표

① 무용의 요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양한 장르의 무용 경험을 통해 무용의 예술적 특성을 이해한다.

③ 안무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작품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④ 예술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

⑤ 무용 감상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른다.

⑥ 무용을 통하여 창의적 리더십을 기른다.

⑦ 다원적 인지가 가능한 보다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한다.

이로써 문화예술교육의 모습으로 행해지는 학교무용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었고,  

무용의 요소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단계까지, 생각을 신체로 표현하고 즉흥과 창

작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장르의 경험을 통해 예술적 특성을 이

해하는 단계까지, 무용표현을 다양하게 경험하여 독창성을 기르는 차원에서 창작

과 안무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등 각

각의 목표 항목을 교급별로 나누어 설정하여,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도 이

와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각 교급별로 파견될 예술강사

들이 해당 단계에 맞는 목표를 인식하고 나갈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2004년 교수-학습과정안에서 1-2학년의 「무용」을 「즐거운 생활」로 

표기하였으나, 2005년 보완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행해지는 학교무용교

육의 명칭을 「예술통합교육·무용」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으며, 초등학교 무용 

학습목표 및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다(한국무용교육학회, 2005).  

1-2학년과 3-6학년 각각의 학습목표 및 내용은 2004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항목의 순서를 변경한 부분들이 있으며, 무용 수업의 영역별 연간 차시는 2004년

도 구조를 유지하면서 타 교과와 연계하여 무용수업의 주제나 도구 활용을 위하

여 영역별로 차시의 제목과 방법론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였다(한국무용교육학

회, 2005). 

특히 용어의 수정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2004년도 교수-학습과정안의 서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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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음을 지적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들을 참고하여 좀 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변경하였다(한국무용교육

학회, 2005). 예를 들어, ‘움직임의 빠르기로 느낌 표현하기’는 ‘빨리·천천

히’로, ‘표현된 느낌에 제목 붙이기’는 ‘이름을 붙여 주세요’로, ‘각기 다

른 풍선(느낌)들과의 합동 공연’은 ‘춤추는 풍선’으로, ‘악기 선택하고 소리

의 특성 표현하기’는 ‘들어 보아요’같이 구체적인 서술형에서 학생들에게 더 

친숙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들로 변화되었다. 이는 예술 강사들이 학습

의 목표와 내용을 인식하고 가르칠 때, 강사들 스스로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수업

을 받아들이고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즉각적인 언어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

면에서 더욱 자연스럽고 수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완성

된 학년별 학습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학년은 오감을 통해 느낀 것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놀이형식을 통하여 무용 만들기를 체험하여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는 능

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2학년은 타인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하고 여러 예

술의 형태를 시공간으로 이해하고 차이점을 알며 예술작품을 통해 예술가의 생

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무용과 놀기 3-5학년은 무용의 요소를 인식, 이해, 활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신

체를 조절하여 즉흥적으로 표현하고 상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친구의 작품

을 평가하고 특징을 파악하여 토론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3학년에

서는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4학년은 자신의 신체 인식을 통해 자아존

중감을 갖고, 5학년은 움직임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협동심을 기르고 적극적인 태

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인성교육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에 더 나아가 6학년은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창작, 공연, 감상

의 방법으로서의 무용을 이해하고 친구들의 작품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함양케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3-4학년의 학습내용은 무용요소, 즉흥표현, 상상표현, 무용보기 영역으로 나누

었고, 5학년은 무용요소를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무용만들기가 추가되어 주

제를 선정하고 작품을 만들어보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으며, 6학년에서

는 무용만들기에서 창작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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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용 놀기는 움직임 요소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먼저 움직임이 어떠한 

것들로 이뤄지고 변형되고 관계 맺어질 수 있는지를 배우고 그것에 자신의 생각

과 상상력을 불어넣어 표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학년이 올라갈수

록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움직임을 주제에 맞게 연결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무용과 놀기의 목표이다.

무용과 만나기 3학년은 민속춤의 기본 움직임을 익히고, 소고춤을 통하여 신체

의 리듬감을 기른다. 또 춤을 통하여 여러 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알고 문화를 춤

으로 비교하며, 민속춤의 대형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4학년은 민속춤의 특징

을 이해하고, 탈춤의 기본 춤사위를 익힌다. 다양한 나라의 리듬과 춤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와 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5학년은 강강술래

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사회성을 함양하며, 각국의 문화적 특징을 나타

내는 춤을 친구와 협동하며 출 수 있다. 6학년은 우리나라 민속장단을 이해하고 

연주하고 풍물놀이의 신명을 체험할 수 있으며, 민속춤 공연과 감상을 통해 문화

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춤의 역할과 의상으로 문화 관계성을 탐색할 수 있다.

 무용과 만나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춤과 장단을 

먼저 배워 우리의 것을 먼저 학습한 다음의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탄생한 각 나

라의 춤을 접하게 함으로써 비교와 대조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의 춤의 토대를 이루는 지리적, 기후적 여건과 생활습관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

도록 하는 목표를 가진다. 

무용알기 3학년은 공동체 놀이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놀이에서 음악, 의

상, 무용을 이해하고 분류하며 놀이의 지역적 특성을 알 수 있다. 4학년은 가면

의 기능을 알고 가면무용을 역할놀이와 연결하고 그 종류와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5학년은 전통무용의 개념과 종류를 알고 분류하여 그 가치를 인식하고 아

름다움을 서술할 수 있으며 무용의 전승방법과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6학년은 생활 속, 역사 속 무용을 알고 이해하며, 무용과 관련교과를 연결할 

줄 알며 무용을 우리의 전통문화로 인식하며 그 역할을 알 수 있다.

위의 1-2학년 「예술통합교육․무용」과 3-6학년 「무용」의 학습목표 및 내용

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한 근거는, 무용분야 예술 강사들이 첫 연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영역별 내용이기 때문이다. 예술 강사들은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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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무용 대상 초등학교 강사
 과목

단계 공통필수 교과내용 교과교육 시수

초등
A

상
반
기

문화예술교육의 이해(1)
초등교육의 이해(2)

예술통합수업·무용(4)
무용과 놀기(8)
무용 알기(2)
무용 만나기(8)

초등 무용교사의 역할과 자세(1)
수업사례 관찰(2)
분임토의(1)
종합토론 및 전체 간담회(1)

30

하
반
기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2)
아동의 이해와 의사소통(2)

예술통합수업·무용(4)
무용과 놀기(8)
무용 알기(2)
무용 만나기(8)
무용수업을 위한 웜업(1)

수업사례 관찰(2)
분임토의(1)
종합토론 및 전체 간담회(1)

30

초등
B

상
반
기

학교교육과 문화예술교육(1)
아동심리와 행동 발달(3)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무용(3)
무용즉흥(3)
무용수업을 위한 웜업(1)

예술통합수업·무용지도법(4)
무용과 놀기 지도법(4)
무용 알기 지도법(2)
무용 만나기 지도법(2)
무용교육 매체 활용법(2)
수업사례 관찰(2)
분임토의(1)
종합토론 및 전체 간담회(1)

30

하
반
기

예술교육론(3)
아동의 창의성 교육(3)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무용(3)

예술통합수업 무용지도법(4)
무용과 놀기 지도법(4)
무용 알기 지도법(2)
무용 만나기 지도법(2)
수업시뮬레이션(6)
우수 수업 사례 발표(2)
종합토론 및 전체 간담회(1)

30

초등
C

상
반
기

수업설계와 교수법(2)
문화예술교육방법 및 평가(1)

예술통합수업·무용 수업모형 발표(3)
무용과 놀기 수업모형 발표(2)
무용 알기 수업모형 발표(2)
무용만나기 수업모형 발표
-한국민속무용(2)
-외국민속무용(2)
특수아동 수업모형 발표(2)

우수 수업 사례 발표(3)
종합토론 및 전체 간담회(1)

20

하
반
기

<표 26> 2006 무용분야 예술강사 기본연수 교육과정(문화관광부, 2007, 재구성)

A, B, C의 단계를 거치며 위에서 제시된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보완 

및 후속 연구」속 학습개념과 주제를 익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연수 프로그램의 목표임을 시사한다. 앞에서 언급한 학년별 학습목표와 

내용을 습득하게 되는 2006년도 기본연수의 모습은 「2006 문화예술교육 정책백

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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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무용분야 상반기 연수에서, 초등A 코스는 2006년과 마찬가지로 문화예

술교육의 전반적인 목표와 방향을 이해시키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이해’와 

초등학교로 파견될 강사들을 위해 ‘초등교육의 이해’라는 제목의 이론 강의로 

구성하였고, 이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어 가르쳐야할 1-2학

년 대영역인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 알기, 무용과 놀기, 무용과 만나기의 구체

적인 학년별 내용들을 숙지하는 실기 강의로 구성하였다. 

특히, 무용놀기(창작)와 만나기(민속춤)에 8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초등A 코스는 

실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

용알기’의 시간이 1시간 줄어든 1시간 실시되었고, ‘초등무용교사의 역할과 자

세’은 1시간 늘어나 2시간으로 실시되었다. 

초등B는 2006년 초등B와 마찬가지로,‘학교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은 학교교육

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의 기본개념과 변화추이를 소개한 후, 이러한 변화 속에

서 등장한 문화예술교육의 비전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안에서의 예술 강사들

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함으로써 예술 강사로서의 열정을 품을 수 있도

록 고무시키는 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a). 

‘아동심리와 행동발달’수업은 아동기 발달의 일반적 특징을 신체발달과 인지

발달의 차원으로 나눠 설명하는 수업이며 특히 연령별 특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무용교육매체 활용법’의 경우, 교수-학습과정에서의 교수매체 가치와 역

할 소개와 여러 유형의 교수매체와 ICT활용 교육의 방법으로 등의 교육공학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무용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수업 매체를 

통한 수업계획의 예시를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특수아동을 위한 무용’

의 소제목은 ‘심신장애아동을 위한 신체 활동 지도방안’이다. 심신장애 아동 교

육에서 신체활동의 의미를 알리고, 심신장애 분류기준에 대해서 설명한 후, 발달 

단계에 따른 심리운동(Psychomotorik)을 감각운동-심리운동-사회운동으로 구분한 

활동지도방안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a). 실기 수업으로는 각 대영역의 지도법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상반기와의 차이점은 ‘무용만나기’가 2시간 늘어난 4시간으로, ‘무용

즉흥’이 1시간 줄어든 2시간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민속춤을 가르치는 무용 만나

기의 작품들을 더 많이 알고자하는 예술강사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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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A 초등 B 초등 C
일
차

시
수 과목명 시

수 과목명 시
수 과목명

1

1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1  학교교육과 문화예술교육
2 초등교육의 이해 2 무용과 놀기 지도법 3,4학년
2 예술통합교육 · 무용 3 무용과 만나기 지도법
2 무용과 놀기 5학년 3 아동심리와 행동발달

2

2 초등무용교사의 역할과 자세 2 무용즉흥 2  수업설계와 교수법(공통)
1 분임토의 4 예술통합교육,무용 지도법

2 무용과 만나기(외국)수업모형 만들기2 예술통합교육 · 무용 1학년 2 무용과 놀기 지도법 5,6학년
3 무용과 만나기 2 무용과 놀기 수업모형 만들기1 무용수업을 위한 웜업
2 무용과 놀기 4학년

2 무용교육매체 활용법 2 무용과 만나기(한국)수업모형 만들기1 무용알기

3

2 무용과 놀기 3학년 2 무용알기 지도법 1 문화예술교육방법 및 평가
2 무용알기 수업모형 만들기

5 무용과 만나기 3 특수아동을 위한 무용 2 특수아동수업모형 만들기

2 무용과 놀기 6학년 1 무용과 만나기 지도법 3 예술통합교육,무용 수업모형만들기
1 분임토의

1 전체간담회 1 분임토의 1 전체간담회

4 2 수업사례발표 및 관찰
1 전체간담회

2 수업사례발표 및 관찰
2 수업사례발표 및 관찰

<표 27> 2007 무용분야 예술강사 상반기 연수(예술교육 연수센터 이메일 회신 자료 재구성)

초등C 역시 2006년 초등C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수업설계와 교수

법’을 통해 교수학습 설계와 교수법(수업설계의 6가지 요소, 교수자로서 갖추어

야 할 역량, 교수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효과적인 수업전개와 프리젠테이션 

기법, 수업 평가의 내용과 방법 및 수업 개선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예술교육 

방법 및 평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취지’라는 소제목을 제시하고 학교(문

화)예술교육의 방법을 프랑스, 미국, 영국의 예술교육 목표를 통해 소개한 후, 학

교(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학습의 지도방법과 평가 또한 영국과 미국를 통해 

엿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로 무용학습의 평가 기준은 인지, 심동, 정의적 영

역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b). 

초등A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그 중에서도 초등교육에 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

론 강의와 함께 1학기에 가르쳐야할 1-2학년의 예술통합·무용과 3-6학년의 무

용알기, 놀기, 만나기의 내용들을 배우는 실기시간이 주로 채워지고, 초등B에서

는 일반 아동과 특수 아동 등 대상에 대한 이해가 추가되고 1년차 초등A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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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A 초등 B

일
차

시
수 과목명 시

수 과목명

1

2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3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무용
1 무용수업을 위한 웜업

2 예술통합교육 · 무용 지도법 1학년2 무용과 놀기 3학년

2 무용과 놀기 5학년
2 무용과 놀기 지도법 3-4학년1 무용과 놀기 6학년

<표 28> 2007 무용분야 하반기 연수(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c, 2007d)

웠던 내용영역의 지도법을 배움으로써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춘 강의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초등C의 경우는 수업설계와 교수법을 들은 

후 2년 동안 파견되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업모형을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로써 초등A단계는 처음으로 파견되기 전, 교수내용

을 전반적으로 숙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실기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

되고, B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인 차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전달

하는 단계로 올라간다면, C에서는 스스로 수업을 구성해보는 단계로 마무리된다

는 것을 문서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05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2006, 2007년 상반기 초등A에서는‘초등교육의 이

해’, ‘수업사례발표 및 관찰’강의가 추가되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

a, 2007b). 예술 강사들이 파견되기 전, 초등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

는 노력이며, 선배 강사의 수업사례 발표를 통해서 수업의 구성과 흐름을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예술강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06년부터 초등 B와 C코스가 시작되었는데, 초등 B코스는 각 영역의 지

도법과 무용즉흥, 아동심리와 행동발달, 특수아동 및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무용 

수업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아동의 심리나 발달과 특수 아동을 고려한 무용수업

의 비중이 큰 이유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도 꾸준히 편성되어 연수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2007년 하반기의 연수 프로그램의 코스별 과목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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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무용과 놀기 4학년 2 무용 알기 지도법

3 예술통합교육 · 무용 1학년 3 예술교육론

2 아동의 이해와 의사소통 2 무용과 놀기 지도법 5-6학년

2 무용과 만나기 4학년 2 예술통합교육 · 무용 지도법 2학년

2 무용과 만나기 5학년 1 수업 시뮬레이션

3

3 무용 알기 2 무용과 만나기 지도법

1 무용과 놀기 6학년 3 아동의 창의성 교육

3 예술통합교육 · 무용 2학년

4 수업 시뮬레이션
- 무용과 놀기 -

- 예술통합교육․무용 -
- 무용과 만나기 -

2 무용과 만나기 3학년

2 무용과 만나기 6학년

4 6
수업사례관찰

초등 C코스 학년별 수업모형 제시 및 수업 
프리젠테이션

6
우수수업 사례발표

초등 C코스 학년별 수업모형 제시 및 수업 
프리젠테이션

2007하반기 초등A는 2006하반기 초등A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할애되었던 무용알기 수업이 1시간 늘어난 3

시간 실시되었다. 초등B의 경우 수업 시뮬레이션 수업이 1시간 줄어들어 5시간 

실시된 것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수업 시뮬레이션은 각 영역들의 수업 중 하나를 택하여 모의수업을 실시하는 

수업으로, 모둠별로 예술강사 한명이 선생님 역할을 하고, 나머지 강사들이 학생

역할을 하여 수업상황을 예측해보는 시간으로, 연수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와 다른 강사들의 피드백으로 들으며 마무리 된다는 것을 예술강사들의 인

터뷰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었다. 

2005년에 시작되어, 2006, 2007년도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위와 같은 상·하반

기 연수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체계는 문서상으로 2009년 하반기까지(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 2007a, 2007b, 2007c, 2007d, 2009a, 2009b) 과목명에 따른 내용

이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대동소이하게 진행되었다. 

가장 큰 변화로는 2008년 상·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 무용분야 초등A 코스에

서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초등교육의 이해, 예술교육론과 같은 교육학 관련 수업

과 아동 심리와 행동 발달과 같은 교양수업이 편성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20

08년 상반기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중 신규 예술강사 대상으로 기존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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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연수의 집중도를 높이고, 공통과목의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수 과정 중 

공통과목(교육학, 교양 관련 수업)을 온라인 연수로 듣도록 한 것이 그 이유이다. 

이듬해 2009년에 상반기에도 2009년 신규강사와 2008년 신규강사(2년차) 대상으

로 온라인 강의 개설하였다. 5개 분야 공통과목 5시수에 해당하는 온라인 강좌 

차시와 과정명은 다음과 같다. 

과목명 차시 과정명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1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2 초·중등 학교교육의 이해

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문화 예술교육

5 재량활동·특별활동과 문화예술교육

창의적 교수방법

6 교수자의 핵심 역량과 수업지도안 작성

7 학습자 동기유발과 질의응답 기법

8 수업개선과 향상을 위한 평가 전략

예술강사의 이해
9 예술강사의 역할

10 예술강사의 핵심역량

<표 29> 2008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신규 예술강사 대상 온라인 연수 

구분 차시 과목명 과정명

1년차 
상반기

09 
신규
예술
강사

1
문화예술교육론Ⅰ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이해1
2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이해2
3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이해3
4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초.중등 교육과정의 이해-총론
5 초.중등 학교교육의 이해
6 초,중등 교육과정의 이해
7 초중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
8 재량활동, 특별활동과 문화예술교육

2년차 
상반기

08 
예술
강사

1
수업설계와 교수법

교수자의 핵심역량과 수업지도안
2 학습자 동기유발과 질의응답 기법
3 문화예술교육방법 및 평가 수업개선과 향상을 위한 평가 전략
4

문화예술교육론Ⅱ

문화예술교육의 교육학적 이해Ⅰ
5 문화예술교육의 교육학적 이해Ⅱ
6 교육의 예술화: 문화예술교육Ⅰ
7 교육의 예술화: 문화예술교 Ⅱ
8

예술교육 매개자의 역할과 역량
예술교육 매개자 역할의 실제

9 예술교육 매개자 역량의 실제

<표 30> 2009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신규 예술강사 대상 온라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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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연수의 경우, 초등A의 ‘무용알기’1시간을 2007년 하반기에 3시간

으로 3배 늘려 편성·유지하고, ‘예술통합교육·무용’은 2007년 상반기 1,2학

년 각각 2시간, 2007년 하반기 1,2학년 각각 3시간, 2008년 상반기에서는 각각 4

시간으로 2배 늘려서 편성함으로써 ‘무용알기(이론과 감상)’을 제외하고 100프

로 실기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교육학 과목이 없어지고 실

기 위주의 수업으로 변화된 원인은 2009년 초중고 무용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

구를 통해 실기와 교육학 과목이 분리된 연수보다는 실기 위주 연수를 통해 무

용강사가 바로 수업 현장에 활용 가능한 연수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교육학적 이

론내용이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수강하는 것이 예술강사 활동 현실(3월에 출강

해야 하는 환경)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행한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진흥원 이메일 답변). 또한 무용 예술강사들이 현장에 활용 가능한 실기 

위주의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초등B의 경우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가면서‘지도법’시간이 ‘시뮬레이

션’이라는 강좌명으로 변경되어 모의수업 형태의 수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무

용알기 지도법’ 2시간 역시 ‘무용알기 시뮬레이션’으로 강좌명을 변경하고 2

배 늘린 4시간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모의수업을 통하여 강사들이 숙지한 내용을 

다른 강사들과 서로 가르쳐보고 배워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도법과 같은 주입식 강의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술교육 연수센터, 20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9a). 

또한, 2008년 무용분야 하반기 초등B 코스부터 ‘무용만나기(한국·외국 민속

춤)’시간에 반복하여 연습하고 외운 작품의 순서들을 평가하는 무용만나기 실기

평가 시간이 추가되었다. 

2009년 하반기 초등A 코스에서는 학교무용 교육사례 발표시간이 새롭게 생겼

으며 이 시간에는 1학기 지도안을 공유하고 지도안 컨설팅을 주고받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B코스에서는‘연극/음악/미술과 접목한 무용통합 프로그램’이 4

시간 편성되어 실험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술강사들의 교안활용을 

돕고자 타예술분야와의 통합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다룬 수업으로 예상된

다. 초등A, B 코스 모두에 예술강사 네트워킹 타임과 예술강사 연수 평가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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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안 논의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예술강사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

수-학습자료나 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 하였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09년에는 특별히 초등C코스가 따로 없었으며, 잔여시수 20시수 미만의 학교 

예술강사 대상으로 추가 기본연수를 실시하였다. 1박 2일간 총 12시간이며, 교육

학 심화(교육철학) 강좌는 교육의 철학적 이해와 의미 등 교육활동에 대한 성찰, 

교육현장에서의 감정조절기법 강좌는 아이들과 부딪히는 부분 등을 감정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다루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음열

기 기법을 가르치는 아이스 브레이킹 앤드 스팟 수업과 아이들과 상담하고 대화

하는 기법을 소개하는 강좌로 구성되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9).

꾸준히 편성되어 있는 아동의 이해와 발달심리와 특수 아동의 이해는 이론수

업이며,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무용이나 특수아동을 위한 무용은 이론 겸 실기수

업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 아동이 통합수업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파견강사에게 이러한 수업은 특히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수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 증에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예술 강사들은 언급하

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뤄진 연수 프로그램의 구성과 변화추이를 정리하

면 <표 31>과 같다.

형성기의 연구개발, 운영체계, 내용 및 방법 영역의 분석결과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에서는 2004년과 2005년에 진행된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연

구와 보완 및 후속 연구, 강사풀제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초기 무용교육 프로그

램과 강사 연수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 운영의 기본 체계를 정립하였다.

운영체계 중 선발과정에서는 2008년 이전에는 교직이수자만이 기본교과/재량활

동 예술강사로 파견될 수 있었으나, 2008년 부터는 예술강사 지원자격에서 기본

적으로 무용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교직이수자는 

우대자격을 가졌으며, 선발절차는 2009년까지 실기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구술면

접으로만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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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상

초
등
A

즐거운 생활
무용알기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창작무용지도법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한국민속무용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한국민속무용

문화예술정책의 이해
초등교사의 역할 및 자세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
무용교육의 이해
아동 발달 심리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초등무용교사의 역할과 자세
초등교육의 이해
수업사례관찰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초등무용교사의 역할과 자세
초등교육의 이해
수업사례발표 및 관찰

C코스 프리젠테이션 관찰 C코스 프리젠테이션 관찰

하

초
등 
A

즐거운 생활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교
수
법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무용수업을 위한 웜업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무용수업을 위한 웜업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특수아동을 위한 무용

초등학생 지도법
교과교재 교수법
교육학의 이해
어린이 창의성 교육
(이론과 방법)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아동의 이해와 의사소통
수업사례관찰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아동의 이해와 의사소통
수업사례관찰 B코스 시뮬레이션 관찰 

및 
관찰지 작성

문화예술특강
특수아동의 이해
예술강사 네트워킹타임
학교무용 교육사례 발표
(1학기 지도안 공유/컨설팅)
연수 평가/발전방안 논의

상 

초
등 
B

무용 예술강사
파견 첫해이므로

초등A코스만 존재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지
도 
법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지
도 
법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한국민속무용

시 
뮬 
레 
이 
션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한국민속무용

시 
뮬 
레 
이 
션

무용수업을 위한 웜업
무용즉흥
특수아동을 위한 무용

무용수업을 위한 웜업
무용즉흥
특수아동을 위한 무용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무용

학교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아동심리와 행동발달
무용교육 매체 활용법
수업사례관찰

학교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아동심리와 행동발달
무용교육 매체 활용법
수업사례발표 및 관찰

C코스 프리젠테이션 관찰 무용교육론
C코스 프리젠테이션 관찰

하

초
등 
B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지
도 
법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지
도 
법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시 
뮬 
레 
이 
션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특수아동을 위한 무용

모 
의 
수 
업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무용
수업 시뮬레이션
우수 수업 사례 발표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무용
수업 시뮬레이션
우수 수업 사례 발표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무용
지도자를 위한 즉흥
무용만나기 실기평가
시뮬레이션 (종합)

초등무용교육의 이해
예술강사 네트워킹타임
무용만나기 실기평가
무용통합 프로그램

예술교육론
아동의 창의성 교육

예술교육론
아동의 창의성 교육

문화예술특강
특수아동의 이해
연수 평가/발전방안 논의

상
 
초
등 
C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특수아동

수업
모형
만들기

예술통합교육·무용
무용알기
무용놀기 
무용만나기
특수아동

수업
모형
발표

Warm-up Ⅲ
A코스 중 개별선택
(14시수)
프리젠테이션(10시수)

Warm-up Ⅲ
A코스 중 개별선택
(14시수)
프리젠테이션(6시수)

수업설계와 교수법
문화예술교육 방법 및 평가
우수 수업 사례 발표

수업설계와 교수법
문화예술교육 방법 및 평가
수업사례발표 및 관찰

하
초
등
C

초등 C코스 
학년별 수업모형 제시
및 수업 프리젠테이션

<표 31> 2005-2009 연수 프로그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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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기

연구
개발

⦁제7차 교육과정 시기 (1-2학년 : 즐거운 생활, 3-6학년 : 표현활동)
⦁2004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연구」
⦁2004 「무용강사풀제 운영방안 연구」
⦁2005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보완 및 후속 연구」
  1-2학년의 「무용」을 「즐거운 생활」로 표기하였으나,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행해지는 학교무용교

육의 명칭을 「예술통합교육·무용」으로 변경하여 표기. 초등학교 무용 학습목표 및 내용도 수정
⦁2007 「강사연수 프로그램 개선 연구」

운영
체계

선발
과정

⦁2008년부터는 예술강사 지원자격에서 ‘중등교원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삭제되고. 기본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동아리 모두에서 ‘무용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
정자’로 자격 범위를 확대(관련교과 초⦁중등 교직과정 이수자 우대자격)

⦁2009년까지 실기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으로만 채용

연수
체계

⦁기본연수 총 140시수, 약3년 소요 – 이수 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

⦁매년 상하반기 방학기간 합숙형태
A코스(기본) : 교수역량강화
B코스(심화) :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C코스(연구) : 해당 분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파견
⦁초등학교부터 단계적 파견 실시-이유: 무용교과서의 부재
⦁2005년 3월부터 무용교육 일반교과(즐거운 생활, 체육/무용)와 재량·특별활동 과정에 

무용전공 교직이수자를 파견 / 교직 비이수 무용전공자는 특기·적성활동 과정에 파견

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3박 4일간의 연수 시간표 틀을 구성
   A코스 : 학습의 구성과 내용, 학습 지도방법 이해를 위한 실습
   B코스 : 학습을 위한 지도법
   C코스 : 학습주제 설정 및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수업모형 만들기
⦁ 초등A 코스에서 2008년 상·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 교육학 관련 수업과 교양수업이 제외 

- 실기와 교육학 과목이 분리된 연수보다는 실기 위주 연수를 통해 무용강사가 바로 수업 현장
에 활용 가능한 연수를 제공하기 위함
- 교육학적 이론내용을 하반기에 수강하는 것이 예술강사 활동 현실(3월에 출강해야 하는 환
경)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

⦁초등B의 경우 2008년에 ‘지도법’시간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강좌명으로 변경되어 모의수업 형태
의 수업으로 전환

⦁ 2008년 무용분야 하반기 초등B코스부터 실기 평가 추가 – 무용만나기(한국⦁외국민속춤)
⦁ 꾸준히 편성되어 있는 ‘아동의 이해와 발달심리’와 특수 아동의 이해’는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 

아동이 통합수업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파견강사에게 실제로 많은 도움

<표 32> 무용 예술강사 연수 프로그램의 형성기 특징

무용분야 연수 프로그램의 단계별 수업 구성은  A코스는 학습의 구성과 내용, 

학습 지도방법 이해를 위한 실습과 문화예술교육의 전반적인 이해, B코스는 학습

을 위한 지도법과 수업 설계, C코스는 학습주제 설정 및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

을 실습하는 수업모형 만들기와 문화예술교육의 방법 및 평가가 주축을 이뤘다. 

연수의 경우는 A, B, C 코스, 140시수 이상의 기본 연수를 이수할 경우 진흥원 

자체에서 발급하는 문화예술교육자격증이 주어졌고, 기본연수를 마치면 의무적으

로 수강해야할 연수는 마감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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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연구 대상

2009년 12월
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과정) 관련

역량기반 예술강사 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 예술강사 관련

2010년 12월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핵심역량 모델 구축 연구 예술강사 관련
2011년 3월 예술강사 연수 체계화 및 개선 방안 연구 예술강사 관련

<표 33> 2009-2014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연구 

 나. 무용 예술강사 연수 프로그램의 과도기(2010-2014)

위와 같이 대동소이하게 변화되고 있던 2009년 12월, 기존 예술강사 교육과정

의 5년간의 실행 과정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역량기

반 예술강사 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보고서가 발간된다. 이로써 연수 프로그

램은 여러 변화의 시기를 거치는 과도기에 들어서게 된다.

  1) 양성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

구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김서연, 2014). 2009년에 「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개

발을 위한 기초 연구」와 「역량기반 예술강사 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10

년에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핵심역량 모델 구축 연구」, 「예술강사 연수 체계

화 및 개선방안 연구」,「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보고서」, 2011년

에 「예술강사 연수 체계화 및 개선 방안 연구」와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

발 연구-무용」, 2012년에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 「 

우수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2013년에 「예술강사 사업 관련 교과 교육과정 

분석 연구」, 「아르떼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학교·사회 예술강사 연

수과정을 중심으로)」, 「2013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2014년 「201

4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학교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 유형분석 및 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와 2015년도부터 적

용될 「학교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무용」이 발간된다.



- 71 -

2011년 11월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무용 교육(과정) 관련
2012년 8월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 교육(과정) 관련
2013년 8월 예술강사 사업 관련 교과 교육과정 분석 연구 교육(과정) 관련

2013년 10월 아르떼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
(학교·사회 예술강사 연수과정을 중심으로) 예술강사 관련

2013년 12월 2013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지원사업 관련
2014년 12월 2014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지원사업 관련

이처럼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주최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도로 2009년

부터 2014년까지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보고서들이 지속적으로 발간되기에 이

른다. 이 시기에 나온 연구물들은 지난 수년 동안의 지원사업, 교육과정, 예술강

사 그리고 예술강사를 양성하는 연수에 대한 재고와 함께 지난 행적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과 실천과제를 제시한 연구물들이다. 

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지원사업 관련, 교육과정 관련, 예술강사 관련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예술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언급들은 이후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와 2014년 하반기에 개발된 

「학교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무용」, 그리고 예술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실시된 「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황정현 외, 

2009)는 이후 많은 연구물들의 개념적 토대를 마련한 연구로 알려져 있다. 이 연

구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재탐색하고 방향, 수준, 범주, 내용체계 등을 재정리

하였으며 범교과 차원의 내용선정 체계를 구성하였다. 

각 분야의 교육범위와 수준체계 기준을 설정하고 학교급 별, 학년군 별로 문화

예술교육의 기준을 제시한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연구와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체

계와 내용 그리고 2014년 개발한 교수-학습자료의 내용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황정현 외(2009)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은 신체를 매개로 다양한 방법

으로 접근하여 개개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

니라 표현력과 상상력, 의사소통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 다원적 인지력과 창의

성, 사회성의 함양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동작

과 기술중심 무용교육이 아니라 다각적인 자극을 통해 총체적인 인지와 표현이 

가능한 체계적인 열린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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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관련 교육내용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교과 및 전공 분야 중심의 시각으로 형성된 교육과정은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성을 획

득하기 어렵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② 문화예술교육의 공통적인 목표 및 시각이 없고 단일교과 및 분야의 내용구성체계만 

있다.

③ 교과별 내용영역의 체계와 단계적 구성이 통일되지 않아 예술교과 간 연계와 심화에 
어려움이 있다.

④ 분리 독립되어야 할 예술장르가 국어, 체육 등의 교과에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예

술교육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어 교과의 영역으로서 문학의 경우 극, 영화, 드라
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어교과에서 다루기에 너무 포괄적이며, 무용도 체육교과에 포

함되어 있어 전문 영역의 특수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 및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
술분야의 수용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공통적인 목표 및 시

각, 예술교과 간 연계와 심화, 전문 영역의 특수성을 확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분야의 수용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구성에 있어서 교과 이기주의를 탈피하여 예술교육이

라는 큰 그림 안에서 교과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영역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통합 및 연계 그리고 심화가 가능한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①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열린 시각과 문화예술교육의 통합된 시각 형성
②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체계성 고려

③ 예술 각 교과의 특수성과 교과의 연계를 통한 보편성 확보

④ 교과 간 소통과 연계 및 통합, 심화 등 활동의 다양성 고려하여 구성

열린 시각과 통합적인 시각으로 예술의 각 교과들이 특수성과 보편성을 확보

하고 단계적인 체계성을 가지어 교과 간 소통과 연계를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임을 밝혔다. 

황정현 외(2009)는 문화예술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핵심어는 ‘문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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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교육’이라고 주장하며 문화는 예술의 현재적 실제인 동시에 인간 경험

의 총체이며, 예술은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교육은 문화와 

예술의 관계를 현재화하는 과정임을 뚜렷이 밝혔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발

달 과정에 따라 기초과정에서는 매체를 활용하여 예술교과교육을 통합하는 교육

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며, 통합의 전이 과정에서는 매체 통합을 통하여 학습 전

이력을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5] ‘문화’, ‘예술’, ‘교육’의 통합의 단계(황정현 외, 2009)  

인간이 외부정보를 받아들이고 수용, 생산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1차적 요소

는 매체이며 매체는 본질적으로 통합적이다. 예술교육은 이러한 통합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특정 양식과 내용에 맞게 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타 교과교육과 상호작

용하여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문화적 맥락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황정

현 외, 2009). 

같은 해에 발간된 「역량기반 예술강사 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예술강

사의 역량을 그 목적에 따라 예술전문성(art specailty) 역량군, 관계 및 관리(relat

ionship & management) 역량군, 교육전문성(teaching) 역량군으로 분류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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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의 첫 글자를 따서 ‘ART 역량 모델’를 제시하였다.

예술강사 ART 역량 모델의 하위 역량 개발을 위한 영역별, 분야별 공통 교과

목과 고유 교과목을 제시하고, 연차별로 공통역량강화, 핵심역량강화, 전문역량강

화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무용분야 전문성은 ‘무용 전문가로서 무용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 지식을 갖추고 전문적인 실기능력을 발휘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

력’이다. 그러나 무용전문가가 갖춰야할 전문적인 이론지식이나 전문적인 실기

능력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토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며 가

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인성적 측면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2010년에 이뤄진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핵심역량 모델 구축 연구」는 예술

강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핵심역량 모델을 구축하여 역량평가 쳬계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 연구이다(이기성 외, 2010). 이를 위해 먼저 「문화예술교육 전

문인력 양성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2009」, 「역량기반 예술강사 연수 교

육과정, 2009」, 「문화정책백서, 2008」, 「고용지원센터 역량모델 개발 연구, 20

07」,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직무분석 및 CDP 수립, 2007」 등의 기존 연구 

문헌 및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내·해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유

사 기관의 예술강사 개념, 미션, 역할을 분석하고 예술강사, 경영진, 교육부서 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시사점을 찾아내고 예술강사의 

인재상을 정립하고 역할을 재정의 하기에 이른다.

이와 함께 「2009 예술강사 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도출된 역량 모델

을 근거로 예술강사 역량 및 하위 구성요소를 재구성하여 23개의 행동지표들로 

세분화하였다. 자기예술분야 전문성, 타예술분야 통합능력, 대인친화력, 의사소통

능력, 코칭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통제력, 업무관리 및 조정능력, 교육 인프라 

구축 능력, 사업이해력, 일에 대한 사명감, 교육요구 분석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

발능력 교육효과 평가능력, 역량개발 상담능력, 학습 대상자 이해력, 학습 대상자 

평가 능력, 수업실행능력, 동기부여능력, 프리젠테이션 능력, 학습자 잠재력 개발 

능력, 창의적 교수법 개발 능력,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이 그것이다(이기성 외, 2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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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개념 정의

기
존

문화
실천가

자신과 관련된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가 혹은 예술전문가로서 창작, 향유, 소통에 직접 참
여하고 실행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통한 문화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람

교육
기획자

학습자 지향적 태도로 학습자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교
수활동을 조직하는 사람

교육
매개자

문화예술교육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학습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
운데 학습자들의 예술적 체험을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정서적, 신체적 발달 도모 및 긍정적인 
자아상과 올바른 사회성을 확립하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사람

교육
평가자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학습자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하는 활동을 통
해 교육 효과를 향상시키는 사람

⤋ 역할 개념 정의 책무

변
경 
후

예술가

해당 분야 예술 전문가로서 창작, 향
유, 소통에 직접 참여하여 실행함으로
써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문화적 변화
를 통한 문화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
는 사람

- 문화예술분야 관련 창작 및 소통에 직접 참여함으
로써 문화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한다.

-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기술 및 형식 요소
들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미적 경험을 촉진한다.

- 예술분야 및 교육의 최신 경향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교육자

학습자가 문화예술을 잘 이해하고 경
험하게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 개발, 실행하고 그 효과
를 평가하는 사람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시, 창
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성과를 나타낸다.

- 학습자 및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한다.

사업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업가적 마인
드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긍정적 지지층 확보 및 지원 사업의 
확장 기회를 창출하는 사람

-학습자, 시설/단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한다.

- 예술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의 
참여를 촉진한다.

<표 34> 예술강사 인재상과 역할 재정의(이기성 외, 2010) 

2011년에 이뤄진「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는 수차례에 걸친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무엇보다도 교급별, 교과군별 수

업시수 제시를 통한 학기 집중이수가 가능해졌던 것이 연구의 주요한 배경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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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 문학, 체육안의 표현활동, 통합교과로서의 즐거운 생활 등으로 분야를 다양

화하였으나, 예술교육의 일관된 시각과 목표보다는 교과중심, 주제중심의 내용으

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심화교육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와 예술교육의 보편성·특수성을 

아우를 수 있는 교과 재편성이 요구되었다(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2011). 

이리하여 10개 분야의 교육표준 연구가 진행되었고, 단계성과 체계성 그리고 연

계성 마련에 노력을 기하였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도입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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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ce Literacy
무용의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통합능력
무용에 대해 예술적, 심미적,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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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서예원 외, 2011) 

에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교육표준 연구가 추진되어 분야별 특수성과 문화예술

교육의 공통 가치를 모두 반영한 첫 시도로서 눈여겨 볼만한 연구이다(김서연, 201

4).

이 연구는 무용교육표준의 국내외 사례, 무용교육의 모형들을 살펴보고 국내외 

무용교육표준을 사례 분석하여 무용교육표준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여 목표, 영

역, 수준(단계), 학제별 목표와 학년별 기대수준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 수준의 

교육기준’의 의미로 규정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무용교육표준은 ‘학습자가 

무용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무용 능력의 내적, 외적 특성’을 의미한다고 언급

하였다(서예원 외, 2011).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Dils(2007)와 최의창(2011)이 언급한 ‘댄스 리터러시’

와 ‘무용소양’의 철학과 개념을 바탕으로 “무용을 체험하고, 탐구하고, 확장

하는 과정을 통해 말하고, 쓰고, 보고, 읽는 종합적인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라

고 새롭게 정의하고, 무용교육은 댄스 리터러시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

인(Whole Person)(최의창, 2011)으로 성장토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댄스 리터러시를 통한 전인교육으로의 그 연결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2014년 말, 2011년 개발된 무용교육표준의 가장 핵심개념이었던 ‘댄스 리터러

시’를 적극 반영한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었다. “무용을 체험하고, 탐구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말하고, 쓰고, 보고, 읽는 종합적인 능력을 계발하는 것”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c)이 댄스 리터러시 목표이자 무용교육의 목표로 

제시된다. 영역으로는 ‘춤추기’, ‘춤만들기’, ‘춤읽기’, ‘춤나누기’가 있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학년군의 설정, STEAM 교육의 강조, 초등 1

-2학년 주제별 통합교과서 편찬이 영향을 미쳤으며, 창의적 표현활동과 감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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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교급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무용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초등 

1-2학년은 예술통합으로 전체 교안이 제시되고, 초등 3학년부터는 학년군으로 제

시되었다.

담당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수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교과서 분석을 통한 초등

교육과정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수업 주제 및 교수방법의 다양화와 

구체화, 지도안 제시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요구됨도 언급하였다. 전문가 간담회

와 인터뷰, 자문회의의 논의 결과를 교안에 적용하였고, 이를 8차시 시범 수업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지도안 개발 과정에 

적용되어 수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예술강사에 해당하는 교안의 특징은 이전 교안들은 ‘들어가기(도입)’부분을 

예술강사 자율에 맡기기 위해 생략되었으나 새롭게 제시된 교안에는 ‘들어가

기’부터 마무리까지 전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예술강사들이 수업 내용과 대상과 환경을 분석하여 교안을 새롭게 구성할 것

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업이 ‘교과’인 경우 각 영역이 골고루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동아리’의 경우 강사의 재량에 따라 70%는 

교안 내용을, 30%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위의 연구물들이 나온 5년 동안 예술강사 양성 교육은 과도기에 놓인다. 개별

화된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과 창의력 교육을 강조한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자

기주도학습을 강조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이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

되었고, 발달단계가 비슷한 2개 학년을 하나의 학년군으로 묶고, 바른생활, 슬기

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주제별로 묶어 통합교과로 

재탄생시키고, 10개 교과를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교과군을 분류·설정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체육교과(무용)의 경우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전국 초·중·고 학교에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어 토요동아리 활동이 신설되고 예술강사들이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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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비고

목표

· 심신의 균형있는 다양한 경험
· 기초능력 및 다양한 표현 경험
· 일의 세계 학습 경험
· 전통·문화 애호 태도
· 기본 생활습관 및 이웃과 나라에 
대한 마음

· 폭넓은 학습경험을 통한 심신의 
균형과 건강,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 이해

· 일상생활 문제 인식 해결 기초능
력 및 경험

· 문화 이해 및 향유 태도
· 경험과 생각의 표현 및 타인과의 

공감 및 협동 태도

· 목표 조정
· 타인과의 공감 및 협동 태도 추가

편제
·

시간

· 10개 교과
· 우리들은 1학년
· 재량활동
· 특별활동
· 교과별 및 학년별 시간수 배당

· 7개 교과(군)
· 창의적 체험활동
· 교과(군) 및 학년군별 시간수 배당

· 교육과정 영역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
· ‘우리들은 1학년’삭제
· 교과군제 도입
 사회/도덕, 과학/실과, 음악/미술
· 학년군제 도입(1-2, 3-4, 5-6)
·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신설

<표 36> 2007년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토요 동아리의 3개 

영역과 2014년 추가로 초등학교 돌봄 동아리 교육에 예술 강사들이 파견되고 있

다. 토요 동아리와 돌봄 동아리의 경우 2년제 대학 졸업 후 일정 시간 이상의 현

장 경력을 가진 강사도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2014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증 소지가 기본 자격사항으로 추가되었다(탁지현, 2014).

2011년에는 학교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예술강사 중 예술강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교수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전문강사인 "아르떼 예술강사" 31명을  선발하기에 

이른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노하우 및 콘텐츠를 축적하고 있는 강사들을 대상으

로 강의설계, 교수전략, 수업실습 등 전문강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교육을 제송하

는 예술강사 대상 연수의 최고단계 과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이는 후배 

예술 강사들을 이끌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교수활동이 가능한 전문 강

사를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다. 

2012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보다 체계적인 양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아르떼 아카데미(AA)가 출범하게 된다. 문화예술 트렌드 및 현장 사례의 맥락적 

분석으로 각 대상별 예술기반 창의·인성교육 및 문화적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

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협력자, 예비인력에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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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2014년 아르떼 아카

데미는 <문화예술교육 키움(Key-um) :인문, 문화, 예술, 창의, 역량, 융합, 생각> 

프로그램,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는 <학습공동체, 아르떼 학습동아리>, 예비 문화

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도담>의 3가지 프로그램과 더불어 문화예

술교육 현장의 핵심매개자인 예술강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사

회 예술강사 기본연수>, <학교·사회 예술강사 심화연수>,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아르떼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2012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활동영역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현행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

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수행업무, 자격취소 등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일부 법률이 개정되었고(문화체육관광부, 2013), 이리하여 2013년부터 전국 13개 

대학교 등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교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기본연수(140시수)를 마친 예술강사들에

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자체적으로 부여하고 있었으나, 국가공인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면서 2013년에 선발된 9기 출신까지만 140시수 이상 이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했을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되었다. 2014년 

선발된 10기부터는 기본연수(140시수)를 대체한 신(新) 의무연수(60시간) 이외에도 

학기 중 상시 열리는 많은 선택연수와 심화연수들을 들어야만(2016년 3월 31일까

지)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큰 지각 변동이 생겼다. 

아르떼 아카데미는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이 시작되면서 예술

강사 기본연수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을 감안하여 기본연수를 수료한 예술강사

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역량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수교

육 차원에서 심화연수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예술강사 심화연수는 기본·의무연수와 달리, 예술강사가 스스로 연수과정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예술강사 활동에 필요한 직

무역량 강화 및 통합문화예술교육 콘텐츠기획워크숍, 마이크로티칭 교육학 심화, 

타예술분야 체험워크숍 등 다양한 연수코스를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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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1 [보수교육] 수업말하기와 수업분석론 이해 1차

2 [보수교육] 교안탐구 및 연간 교육계획서 컨설팅 1차

3 [선택과정]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예술강사와 교사 간 협력수업의 이해

4 [선택과정] 공예 분야 우수학습지도안 이해

5 [선택과정]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우수학습지도안 이해

6 [선택과정] 연극 분야 우수학습지도안 이해

7 [보수교육] 수업말하기와 수업분석론 이해 2차

8 [보수교육] 교안탐구 및 연간 교육계획서 컨설팅 2차

9 [선택과정] 특수학교 배치 예술강사를 위한 특수교육 대상의 이해

10 [선택과정] 문화예술교육 실기교육지도법

11 [선택과정] 아동상담 및 놀이치료기법

12 [선택과정] 수업성과물 공유를 위한 동영상제작 기초

13 [선택과정] 상담기법 실습을 통한 노인의 이해

14 [선택과정] 소시오드라마 체험을 통한 교육대상의 이해_아동, 노인, 장애인 중심

15 [선택과정] 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W/S

16 [선택과정]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예술강사 브랜드 만들기

17 [선택과정] 수업에 활용가능한 동영상 Clip 제작 실습

18 [전문과정] 마이크로티칭 실습을 통한 교수역량 강화

<표 37> 2014년 아르떼 아카데미 선택연수 프로그램 

[그림 6] 연수 프로그램의 과도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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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지원자격 선발절차 시험내용

2010

관련교과/창의적 재량활동 계발활동/동아리 1차
서류심사 학력, 교육활동·현장 경력 

무용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
무용학과 대학원 졸업자

무용학과 2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최근 2년 

이상 현장 경력자
2차

실기심사
초등: 외국 민속무용, 
한국무용, 즉흥무용

우대자격 전년도와 동일 3차
면접심사 교육전문성 등 구술면접

2011

관련교과/창의적 재량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계발활동/동아리 전년도와 동일

⦁무용학과 관련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

⦁무용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무용 관력학과 2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최근 2년 

이상 현장 경력자
2차

실기심사
초등: 외국민속무용 

기본스텝, 한국민속무용 
기본  장단 및 디딤, 즉흥

⦁우대자격 전년도와 동일
⦁무용 관련 학과:무용 관련 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체육학과 제외)
전년도와 동일

2012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2013

관련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토요동아리

전년도와 동일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우대자격 전년도와 동일

<표 38> 2010-2014 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탁지현, 2014)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의 초기인 2009년 말에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자

료」가 개발되어 2010년부터 배포되었으며, 2011년에 영역의 명칭만 바뀌고 내용

의 변화는 거의 없이 다시 배포되어 2014년까지 활용하게 된다(진흥원 이메일 답

변). 2009년까지 ‘무용알기’였던 이론과 감상 영역의 명칭이 2010년 교안에 

‘무용탐구’로 수정된다. 그리고 다시 2011년 교안에서 ‘예술통합’이 ‘예술

만나기’로, ‘무용탐구’가 ‘춤 이야기’로, ‘무용과 놀기’가 ‘즐거운 춤’

으로 ‘무용과 만나기’가 ‘우리 민속춤’과 ‘외국 민속춤’으로 용어 변경이 

된다. 

2011년 교육표준 개발 연구가 진행되면서 무용교육에서 ‘댄스 리터러시’라

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이 연구는 무용교육이 독자적인 교육과정의 틀

과 내용 및 방법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변화들 속에서 2

010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예술강사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탁지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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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관련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초등학교 돌봄동아리

전년도와 동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무용학과 관련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

⦁무용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무용 관력학과 2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최근 2년 

이상 현장 경력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양성 프로그램의 방향 새로운 사항

예술의 기능 습득이 아닌 닫혔던 마음을 열 수 있
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성을 향상하게 하
는 것. 
그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
을 긍정하는 힘을 공유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긍
정적인 변화 

연수에 참여하는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내
용에 대한 시험 도입. 
연수의 마지막 퇴소일에 시험이 진행되며, 전 문
항 모두 객관식 문제로 출제. 
예술강사 개별 스터디 시간을 부여하여 자율적으
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운영.
2011년도부터 정식 운영되어 교육 활동에 추후 
반영.
학교 무용 분야의 경우, 지필평가 외에도 실기시
험의 점수를 합산

<표 39> 예술강사 교육의 방향과 연수와 관련한 새로운 사항(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a)

2011년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추가되었고, 2013년부터는 ‘토요동아

리’가,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 돌봄동아리’가 만들어져 이러한 활동을 이끌

어갈 예술강사들을 선발하게 된다. 2010년도 상반기 연수에서 예술강사 교육의 

방향과 연수와 관련한 새로운 사항들을 발표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

0a). 연수의 마지막 날 연수교육내용에 관한 객관식 시험을 도입할 것이며, 평가 

결과는 추후 교육 활동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며, 무용분야의 경우 실기 

시험과 합산되어 평가된다.   

   3)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

전년도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도 상반기의 두드러진 차이는 기본연수에서 

제외되었던 초등교육과정의 이해, 학습자의 이해, 문화예술교육의 이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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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A 초등 B 초등 C
일
차

시
수 과목명 시

수 과목명 과목명

1

2 초등교육과정의 이해
2 아동 심리의 이해와 의사소통2 학습자의 이해

1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신다빈치 시청) 5 무용과 놀기 모의수업

2 수업 운영 및 평가

2

5 수업설계와 지도안 작성 5 예술통합교육 모의수업
3 무용탐구4 예술통합교육
3 무용 만나기 실기평가

(한국 민속무용)3 무용과 놀기
1.5 수업운영 및 평가

3

3 무용과 놀기 3 학습자 참여 및 동기유발 전략 4 프리젠테이션
2 특수아동을 위한 무용 모의수업 2 * A코스 중 개별선택

3 무용과 만나기
2 무용수업에서의 상담기술 적용 2 아이스 브레이킹 & 스팟

3 무용탐구 2 아이스브레이킹 & 스팟 1.5 수업운영 및 평가

4
3 특수아동을 위한 무용 4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3 * A코스 중 무용탐구 합반
3 무용과 만나기

1 지필평가 3 * A코스 중 개별선택1 지필평가

<표 40> 2010 무용분야 상반기 연수 

이론 강좌가 다시 생겨나고, 초등A에서 처음으로 ‘수업 운영 및 평가’와‘수

업설계와 지도안 작성’이라는 강의가 추가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a).  

그리고 이론과 감상 수업인‘무용알기’가 ‘무용탐구’로 명칭이 바뀐다. 

초등B는 아동 심리의 이해와 의사소통, 수업운영 및 평가, 교수법2: 학습자 참

여 및 동기유발 전략, 무용 수업에서의 상담기술 적용, 무용탐구 등의 이론 수업

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2010년도 상반기 연수 안내에 따르면, 현장에서 적용한 

수업사례 공유 및 학교현장에서 민속무용의 정확한 시범적용을 위한 모의수업(1

인당 7분씩(전개부분만))을 실시하는데, ‘특수아동을 위한 무용’의 경우 특수학

교 배정자 중 교육활동 평가 우수자 최상위 3명을 교육위원이 선정하여 실시하고

‘무용과 놀기’과 ‘예술통합교육-무용’은 참여자 전원이 대상이다. 실기평가는 

교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한조씩 과제를 실연한다. 

C코스는 학년과 교수영역 기존의 무용 교수학습과정안의 영역 중 주제를 선택

하여 2년간의 교수 경험을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제안 혹은 제시하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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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A 초등 B 초등 C
시수 과목명 시수 과목명 시수 과목명

2.5 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이론과 실제 2 문화예술특강-창의적 교육을 위해

6 프리젠테이션

3 협동학습을 활용한 효과적인 교수법
2.5 효과적인 교수법

2 무용과 놀기 심화
6 무용과 놀기 2 예술통합 심화

4 예술통합교육 3 통합예술교육
2 학교교육사례전문가 컨설팅1 예술강사 자율스터디
3 무용탐구

3 무용탐구 2 프리젠테이션 참관
6 무용과 만나기 2 예술강사 분임토의

2 무용과 만나기 실기평가(외국민속춤)2 예술강사 분임토의
2 무용탐구 모의수업

1 학교교육사례전문가 컨설팅
2 모의수업 종합

1 연수 지필평가 1 연수 지필평가

<표 41> 2010 무용분야 하반기 연수 

리젠테이션 시간을 가진다. 특정 학습자(학생)의 변화과정을 관찰한 결과물도 프

리젠테이션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수 방법론 선택의 근거

(환경적, 대상자 특성 요인 등)와 실행 자료를 제시(사진, 동영상, 학습자료 등)해

야한다. 프리젠테이션에서 탈락할 경우, 하반기 연수 때 재평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게되며, 2회 이상 탈락시 차년도 강사선발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하고 있다(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c).

2010년도 하반기 연수는 초등A코스에서는 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이론과 

실제, 효과적인 교수법, 예술강사 자율스터디, 학교교육사례전문가 컨설팅 수업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2011년도 상반기 A코스는 교육과정 및 통합교육이 이해, 교수설계 기초, 수업

현장의 이해, 효과적인 교수법, 수업지도안 설계 및 작성 등의 이론수업이 편성

되었으며, ‘무용탐구’는 ‘춤이야기’로, ‘무용과 놀기’는 ‘즐거운 춤’으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춤이야기’는 무용의 기본적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대륙별 무용의 특징 이해‘ 이며, ’즐거운 춤‘은 나와 이웃, 자연, 지구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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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코스 B코스 C코스

컨셉 이해 실행 기획

연수
목표

예술가로서 교육경험이 전무
한 예술강사가 지원사업(목적, 
방향, 효과)과 ‘예술강사’의 역
할, 교육대상 및 교육현장(학
교,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교안을 해독
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

1년간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문화예술교육 내용
으로 교육대상과 현장에 적합
한 교육을 능숙하게 실행할 
수 있다.

2년 이상의 교육경험을 통해 
체화한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
로 교안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고, 커리어맵 작성을 통해 
스스로 비젼을 찾을 수 있다.

연수
효과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행 역량을 키운다.

기획 역량을 강화하여 자신이 
비젼을 찾고 예술강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한다.

<표 42>  코스별 연수 특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c)

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움직임 탐색방법, 신체조절 방법을 익히는 수업이다. B

코스는 ‘마이크로 티칭 실습’과 ‘피드백과 커리큘럼 개발의 실제’라는 수업

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2011년 상반기 C코스는 B코스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012년 하반기까

지 대동소이한 흐름을 보이다가 2013년 ‘상·하반기 예술강사 기본연수 추진계

획’을 통해 다시 한번 연수 과정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2013년 상반기 A코스 자료집을 살펴보면 예술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교수역량 및 분야별 예술전문성, 관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연수 목적으

로 명시하고, A, B, C코스의 연수목표와 연수효과를 다시 설정하였으나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c)..

2013년 첫 시간에 예술강사 역량 자기진단도구 체험의 시간을 갖는다. 그 후, 

예술강사론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배경과 비전을 알려주고 예술강사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예비 예술강사 스스로 예술강사를 정의내리며 사명감을 불어넣기 

위한 사명선언문 작성 시간을 갖는다. 학교 조직문화와 학교교육의 이해라는 강

의를 통해 학교 문화와 구성원의 특성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해 이해를 

돕고 의사소통의 방법 등을 제시하여 예술강사가 학교에 파견되었을 때 학교 시

스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노력도 보인다. 또한 학교 예술강사로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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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복종, 품위 유지 등의 복무상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해당 학교와 예술강사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교직원 혹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기법

과 예를 들어줌으로써 언어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알려주기도 하고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교육대상의 이해라는 강의를 통해 각 대상의 발달 단계별 정신발

달 특징을 알려줌으로써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도 돕고자 하고, 수업대화론을 통

해 수업환경에서의 대화법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소통의 원활함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B코스 역시 예술강사 기본연수 과정 소개와 예술강사 역량 자가 진단도구 체

험의 시간을 갖는다. 수업 말하기 심화 과정의 이론과 실습 강의를 듣는다. 이론 

강의에서는 수업대화란 무엇이며 그 범주는 어떻게 나뉘며 효과적인 수업 대화

의 방법들을 설명한다. 실습 강의에서는 동기를 유발하는 화법, 설명하거나 질문

하는 화법, 교정 화법, 정리화법, 칭찬과 꾸중 화법 등을 배운다.  

C코스에서도 역시 예술강사 기본연수 과정 소개와 예술강사 역량 자기진단도

구 체험을 가진다. 커뮤니케이션 기법 개발 강의는 비언어적인 소통, 즉 신체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신체와 공간을 이루는 신체, 그리고 신체 움직임

의 언어에 대해 배운다. 무용교육 콘텐츠 기획 워크숍을 통해 예술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것에 상응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유형, 교육대상에 대한 이

해, 학습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등 예술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며 

콘텐츠 개발을 기획하는 데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013년 하반기에는 신규 예술강사가 교육현장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최소화 하

고자 선발 후 첫 교육과정인 상반기 기본연수의 시수 비중을 늘려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힌다. 또 다시 코스별 컨셉의 연수목표와 주요내용을 일부 수정한다. 

구분 A코스 B코스 C코스
컨셉 이해 실행 기획

연수
목표

예술강사의 역할, 교육대상 및 교육현
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
계, 실행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대상과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능숙하
게 실행할 수 있다.

2년 이상의 교육경험을 통해 체화한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안을 스스
로 개발할 수 있다.

주요
내용

‣문제해결사례 공유 세미나
‣연간교육계획서 컨설팅 ‣대상별, 분야별 모의수업 ‣교수학습전략 방법

‣교수학습지도안 기획워크숍

<표 43> 2013년 하반기 수정된 코스별 특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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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 주요내용 시
수

교육방법
(안) 강사(안)

A코스
[이해]

학교 현장의 이해 I - 학교폭력,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해
- 폭력 사안 처리와 초기대응 3 강의, 

토론 학교폭력 예방재단

교육현장 사례공유 
세미나 - 문제사례 공유 및 솔루션 제시 3 토론, 

발표 분야별 우수강사

수업설계 - 교수학습 설계 방법 이해
- 연간수업계획 및 수업저널 작성 3 강의, 

실습 교육전문가

명예교사 특강 - 예술강사 간 네트워킹 타임 2 네트워
킹 명예교사

연간수업계획서 및 
감상교육 수업안 작성 

실습

- 연간수업계획서 피드백
- 감상교육 수업안 작성 실습 3 실습

학교교사, 분야전문가- 모둠별 연간수업계획 작성 실습 3 실습

발표 및 피드백 - 모둠별 발표 및 평가 3 발표, 
토론

합 계 20

B코스
[실행]

학교 현장의 이해 II - 학교폭력,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해
- 폭력예방 프로그램 구성요소 탐구 3 강의, 

토론 학교폭력 예방재단

감상교육을 통한 
동기유발 사례공유

- 감상활동을 통한 분야별 수업동기 
유발 전략 수립 3 실습, 

토론 분야별 우수강사

수업분석 이해와 실습 - 분야별 수업실행 프로세스 이해
- 분야맞춤형 수업분석 요소 도출 3 강의, 

토론 수업컨설팅 전문가

명예교사 특강 - 예술강사 간 네트워킹 타임 2 네트워
킹 명예교사

모의수업 컨설팅 - 시뮬레이션 형태의 수업 발표
- 수업분석 실습 및 전문가 피드백 9 발표, 

토론
교육학 및 해당분야 

교수급
합 계 20

C코스
[기획]

교수학습전략 - 교수학습 설계 및 전략 이해 4 강의

교육기획 전문가프로그램 기획 실습
- 모둠별 주제 선정, 자료 수집 5 실습

- 모둠별 프로그램 개발 5 토론, 
실습

발표 및 피드백 - 모둠별 발표 및 평가 3 발표, 
토론

예술강사 커리어맵 
작성 및 발표

- 예술강사 비전 및 실행목표 수립
- 추진방법 및 전략 작성
- 발표 및 토론

3 발표, 
토론 분야별 우수강사

합 계 20

<표 44> 2013 하반기 기본연수 시간표 

A코스는 ‘학교현장의 이해’를 통해 학교폭력의 개념과 발생원인, 그 실태와 

상담추이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발생하였을 때의 초기 대응에 관해 배우고 예

방교육에 대한 설명도 듣는다. 수업설계와 평가는 교수학습 설계 프로세스의 이

해를 통해 소통되고 공감하는 수업 설계의 전략이 무엇인지 배우고 수업설계의 

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도 배운 후, 연간수업설계 실습시간을 갖는다. 

B코스는 ‘감상교육을 통한 동기유발 세미나’를 통해 미적체험교육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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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개념 설명을 한 후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생각하는 몸, 칭찬 스티커 속 행복, 

공간 속 이야기, 미션 임파서블, 종이로 꾸미는 세상 등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실

행된 미적체험교육의 예시를 들어준다. ‘학교현장의 이해 Ⅱ’ A코스에서 실시

했던 학교현장의 이해Ⅰ 강의와 거의 비슷하며 마지막에 학교폭력 사례를 더욱 

구체적이 사례들을 제시해가며 설명한다. 이에 더해 문화예술교육이 학교폭력 예

방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예술의 치유적 측면을 제시한다. 학교폭력의 개념

과 발생원인, 그 실태와 상담추이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발생하였을 때의 초기 

대응에 관해 배우고 예방교육에 대한 설명도 듣는다. ‘예술강사의 내면을 세우

는 수업성찰’은 수업보기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안적인 수업의 사례들

을 제시한다. 학교 혹은 공동체에 있는 강사들에게 수업을 공개하거나 수업 참관

을 요구하여 상호 간에 수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열어가도록 하는 수업 

친구 만들기에 대해 소개한다.

2014년에는 학교·사회 예술강사 대상 (기존) 기본연수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

로 축소 운영 후 폐지 됨을 알린다. 신(新) 의무연수는 2014년 이후 신규 선발된 

학교·사회 예술강사가 출강 전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교육으로 명시되어 

있다. 도입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연

수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2014년 A코스는 셀프리더십(예술강사를 위한 감정 매니지먼트) 수업을 시작으

로 ‘학교폭력의 이해’는 학교폭력의 경향과 원인, 징후, 대응요령과 예방노력

에 관한 소개하고, 모의수업을 통한 수업코칭(현장모의수업)에서는 마이크로 티

칭의 개념을 설명하고 모의수업과 비디오 테이핑, 마이크로 티칭의 평가 영역 소

개하였다. 수업분석지 체크리스트 활용법을 통한 수업 성찰 시간도 가졌으며, 

‘수업분석을 활용한 수업일지 작성’시간에는 수업일지의 요소와 유의할 점을 

알려주고 올바른 예시를 보여준 후 예술강사 스스로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B코스는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인지와 인권의 개념을 소개하고 공직

사회 조직문화의 특성을 소개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성희

롱 인지력 점검도 하면서 성인지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 교사와 예술강

사 간 협력수업의 이해’ 는 협력수업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협력수업의 의미와 

그 형태를 소개한다. 협력수업을 위한 요소들과 그에 따른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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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논한다. 실직적인 적용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수업 설계와 학습지도안 작성

의 방법을 알려준다.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 표준 및 교육목표 이해’ 

댄스 리터러시 및 감상교육을 중심으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을 소개하고 영역, 

수준(단계), 기대수준을 소개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학교급별 목표

화 편제를 나열한다.  

 ‘학교 교육현장 사례공유 세미나’는 모둠을 구성하여 역할(이끔이, 지킴이, 

기록이)을 분담하도록 하고 본인의 학교와 수업을 소개하도록 한다. 학교행정, 수

업진행, 강사처우 등의 사항들을 적고 사례를 나노도록 한다.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모둠별 피드백을 스피치로 마무리한다. 

‘무용교육을 위한 초등 교과서 분석 심화’는 2009 개정 초등교육과정을 전

체적으로 개괄한다. 교육과정의 개념,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과· 창

의적 체험활동, 평가· 나이스 입력 등에 대해서 배운다.

‘무용 감상교육을 위한 교안사례 분석’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감상교육 이

해의 전반을 다룬다. 이와 관련된 댄스 리터러시를 소개하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

로 개발된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을 소개하고 무용 감상교육을 위한 교안 

사례를 보여준다. 한국민속춤 실기교육지도법과 외국민속춤 실기교육지도법도 편

성된다. 

‘교실에서의 수업 말하기’에서는 수업말하기의 기술은 무엇인지 소개하고 

도입화법의 개념, 구조,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화법의 개념, 대상, 방법에 대

해 알아보고, 질문화법의 개념과 질문화법의 수준, 방법, 피드백 화법의 개념, 유

형, 방법, 정리화법의 개념,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운다.

‘예술통합의 원리와 방법 : 초등 예술 만나기’는 예숥통합의 목표를 제시하

고 교과서 교육과정 편성과 통합교과 표현놀이 교과 지도방법, 표현놀이 모형을 

알아보고 수업의 여러 예시를 들어준다. ‘무용 교육의 이해 : 무용탐색’ 시간

에는 무용 감상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다.

2014년 하반기는 A,B,C 코스가 감상교육을 통한 동기유발 사례공유 세미나, 수

업분석의 이해, 모의수업 컨설팅을 수강하고 둘째날 오후 A코스는 문화예술교육

표준의 이해와 적용을, B코스는 예술통합의 원리와 실제를, C코스는 무용예술 수

업 현장의 이해를 각각 같은 시간에 다른 강의를 듣는 형태이다. 마지막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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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 B, C, D코스 모두가 예술강사를 위한 영화 감상 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

난다. 

과도기의 연구개발, 운영체계, 내용 및 방법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되었다. 진흥원은 2009년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많은 기초연구, 정책연구, 

평가통계연구, 콘텐츠 개발 연구, 지속적으로 열리는 심포지움과 포럼 자료들을 

발간한다. 그 연구 대상은 교육과정 개발 및 분석(학생, 예술강사), 핵심역량, 지

도안, 정책백서, 지원사업 효과, 연차보고서 등이다. 그 중에서 예술강사교육과 

직접으로 관련이 있는 보고서는 4개이며, 나머지 보고서들도 연수 프로그램에 적

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 중 「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

구」(황정현 외, 2009)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재탐색하고 방향, 수준, 범주, 내

용세쳬 등을 재정리하였으며 범교과 차원의 내용선정 체계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서 이후 많은 연구들의 개념적 토대를 제공한 연구이다. 「역량기반 예술강사 연

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핵심역량 모델 구축 연

구」모두 예술강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핵심역량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예술강사 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는 예술강사 역량 및 하위 

구성요소인 행동지표들을 세분화하였다. 이어서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는 각 분야별 교육표준을 개발하여 목표, 영역, 수준, 학제별 목표와 학년

별 기대수준을 정립하였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댄스 리터러시’ 개념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운영체계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한 목표, 

내용, 방법의 개선이 있었고,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 동아리, 초등학교 돌봄동아

리가 생겼다. 또한 예술강사의 멘토 역할을 할 아르떼 예술강사의 선발, 아르떼 

아카데미 출범,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입 등도 운영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연수 자체의 변화로는 연수에 참여하는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연수 교육 내용

에 대한 객관식 시험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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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용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의 문제점

앞 장에서 양성프로그램의 문서상 드러난 연구개발, 운영체계,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해보았다. 연구자는 양성프로그램 관련 문헌을 고찰하는 과정

에서, 실제로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가르쳐지고 있는지, 예술강사들은 연수 프

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개선되었으면 하는지 등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현재 무용분야 예술강사로서 열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8명의 예술강사들을 심층면담한 결과, 연수 프로

그램 실천적 차원의 문제점을 목표, 내용, 방법, 운영의 차원으로 범주화할 수 있

었다. 

가. 목표적 차원

 1) 불투명한 목표설정과 목표인식

설정된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갈 이들과 공유

하는 것은 그 과정과 결과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

접적으로 만나는 예술강사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파견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그들

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가치, 정체성이 하나로 점철되지 못하고 있지만(신승

환, 2008; 양현미, 2004; 최혜자, 2010; 황정현 외, 2009).‘모두, 삶, 평생, 창의, 

인성, 전인,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단어들이 그 공통 분모를 이루고 있다. 그렇

다면 그러한 교육을 펼치는 교육자들을 양성하는 목표 또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목표와 교육자 양성의 목표가 일맥상통한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서 배출되어야 하는 교육전문인의 상(像)도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명확하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특히 예술강사를 교육전문인의 관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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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라보는 롤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한 학기동안 현장에 투입되

어 수업을 치루고 돌아올 강사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고 나가도록 

하는 문자 그대로 교육과정이 아닌 연수프로그램 차원에 머물러 있다(심광현, 20

12). 강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연수 과정을 소개하는 책자나 연구물들을 보면 예술강사의 자질을 함양하고 역량
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잘 가르칠 수 있게끔 내
용을 전달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양문화, KN-20-5-4) 

명확히 나와 있는 목표가 있나요? 있다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주어진 교안을 한번 빠르게 훑고 지나가고 실기 순서를 외우는 것
이 목표라면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수를 받지 않고 초등학교
에 파견이 됐다면 그냥 제 방식대로 작품위주의 수업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연수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 이런 수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오소양, BN-23-2-3)

무용 기술에 교육학적인 것을 가르쳐서 실제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습
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아닐까요? 예술강사에 대한 롤모델을 제시해주지 않아
요. 해야할 일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술강사는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라고 
형식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주긴 하지만, 예술강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
심을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어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지 그런 비전 제시는 하지 
않아요. 그런 고민이나 의욕이 있다면 연수 프로그램에서 생긴다기보다는 예술강
사 각자의 성향이 그걸 좌우하는 것 같아요. 

(진인문, KN-17-2-4)

연수가 아니고서는 이런 교육에 대한 것을 어디가서 배울 수는 없죠. 향기를 맡
는 수준? 교안을 통해서 가르칠 내용의 기초적인 것은 채워주는 것 같아요. 굉장
히 좋은 강사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예술강사로서 어떤 교육관을 가져야겠다는 
관점을 가지게 되겠지만, 결국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채예술, KE-23-14-6) 

대부분의 강사들은 양성프로그램의 목표를 ‘교수-학습자료(교안)에 있는 내용

들을 빠르게 익히고 방법과 아이디어를 전달받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의 대상은 예술강사이기 떄문에 그 목표의 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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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 진흥원 보고서나 여러 논문들에서 ‘예술강사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등과 같이 전문성에 대한 언급(배을규 외, 2013; 이기성 

외, 2010; 이주연 외, 2010; 이창준 외, 2009; 허은영 외, 2005)이 있어 왔지만, 이

들 연구에서 예술강사는 교육전문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정책적, 사회적 필요

에 의해 직무를 수행해야할 인력들로 그려지고 있으며, 제시된 일람표에는 예술

강사 전문인력이 갖춰야 할 수십 가지의 능력들이 나열되어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을 가르치는 교육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고, 그러하

기에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허은영 외, 2005)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러한 연구들에서 제시한 예술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과 인

식이 예술강사들에게 있어서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그러한 자질과 역량의 기준

들이 양성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고, 길러지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양성과정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연구자들이 규정한 예술강사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유효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롤모델을 제시해주지 않고 예술강사들이 해야할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예

술강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심어주거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강사의 말을 통해, 현재의 양성프로그램의 초점이 교수내용지식 그 

자체에 있고, 예술강사의 양성이 지식 향상 이외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기에 여러 

측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각자

의 성향대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현

실은 양성프로그램의 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그 필요성의 인식도 낮은 수준임

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 연수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이 추구하는 방

향과 형식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성프로그램의 기능을 알 수 있다. 기술 향상 중심의 예술교육과 달리 무용교육의 

형식이 다양한 예술재료들을 통해서 창작, 공연, 감상의 영역으로 나뉘고, 타 예

술장르 혹은 타 분야의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를 취하고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추

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전과는 분명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함을 알게 

된 점 또한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언급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으로서의 무용교육은 예술강사들에게도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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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무용예술강사들은 4년제 대학의 무용(학)과 졸업생으로 적어도 십년 

이상 장르 중심적(특히,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교육 아래에서 실기에 치중한 

교육을 받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예술강사 파견 이전에는 학교 교육에 

관한 경험이 거의 없는 편이며, 자신들이 받았던 교육을 학원강습이나 개인레슨

을 통해서 교육했거나 현재도 그러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강사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직전 받는 양성프로그램은 강사들을 문화예술교육을 행

하는 교육자들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매우 중대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권덕원, 

김화숙, 이경미, 박철, 권경민, 2007). 

저는 예술 중학교와 예술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 4년 내내 실기 위주의 수업을 
받았어요. 한국무용사, 외국무용사,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라바노테이션 수업도 
있었는데, 결국 전문무용수를 기르기 위한 교육이었던 거죠. 무용교육 과목을 듣
는다고 하더라도 전공생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실기 레
슨도 했어요. 콩쿠르 내보내고 입시 준비하고...예술강사 하기 전에는 예전에 제
가 배웠던 대로 수업을 했어요. 

(채예술, KE-23-14-6)

예술강사를 하기 전에 학원에서 무용 전공을 꿈꾸는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요. 
확실히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테크닉 향상에만 집중했어요. 학생들과 
소통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소통의 필요성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항상 
한 방향이었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면 배우고. 전문 무용수를 가르치다가 특
히 초등학교에서 창의적으로 가르치려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 언어사
용의 한계를 느꼈어요. 소통의 방법을 알아 가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교육, KE-15-8-2)

오랫동안 경험한 것은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지배되어 있는 기존의 생각과 그에 따른 행동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이행시키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된다. 예술강사들에게도 신선한 

문화예술교육은 신선한 충격이며, 무의식을 깨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예술강사가 문화예술교육의 실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채 학생을 가르치고 체

험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술강사들이 스스로 ‘학습자’가 되어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예술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숙고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곽덕주, 2014). 즉, 예술강사들도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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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교육을 통해서 문화교육을 이루고자 하는 교육”이라는 정의가 제일 마음
에 와 닿아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말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본능적으로 먼저 제스쳐라는 게 있어요.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움직임, 졔스쳐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 마음 속 이야기를 
움직임으로 나타내고, 타인의 제스쳐를 읽어내는 것이 무용교육의 역할이라고 생
각해요.

(채예술, KE-23-14-6)

결과를 중시하거나, 대상마다의 특성을 무시하고 주입식으로 간다면 예술교육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 같아요.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더라구요. 그리고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별개가 아니에요. 가르치면서 깨
닫는 점이 그거에요. 무용은 모든 장르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예술이에요. 음악도 
필요하고 무대장치와 소품도 필요하고 의상도 필요하고 텍스트도 필요해요. 창작
을 할 때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텍스트가 될 수 있죠. 이 모든 걸 무용교육
이 포함하고 있어서 무용교육은 중요해요. 

(양문화, KN-20-5-4)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여 성장하는 것
이 목표죠. 무용은 신체표현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신체발달을 이끌고 사회성을 
함양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김상상, BN-18-6-2)

 

강사들은 양성프로그램의 목표보다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나 목표를 좀 더 구

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들은 문화예술교육을 소통, 향유, 창의, 인성, 과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예술장르에 치우쳐 결과가 중시되고 하나의 잣대로 평가되는 

기능 중심의 예술교육이 아닌 문화 속의 예술교육,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교육 등

의 확장된 의미로 여기고 있었다. 무용교육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는 다소 확신에 찬 듯이 상기된 표정으로 말하는 강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이 

전하려는 무용교육의 가치가 완전한 말로 표현되지 못하더라도 그 열정과 자부

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강사들이 언급한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창의와 인성을 교

육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소통과 과정이 중요시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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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 더욱 구체적인 차원의 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무용강사들의 열정과 비례

하여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범위, 목표, 내용 등이 잘 정련

된다면 강사 자신과 교육의 질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양문화 강사의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으며,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언급은 결과만을 위해 달려가며 그 안에서 무용 그 자체 혹은 그 과

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용교육에 대해서 말(문장)보다는 움직임(심상)이 본능적으로 먼저고(Rei

d, 1986) 음악과 미술과 텍스트 모두가 존재하는 통합예술이며, 심신의 발달을 이

끌어 사회성까지 함양하게 만드는 것이 무용교육임(한국무용교육학회, 2003; Over

by, 1992)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예술 강사들은 무용교육의 가치나 역할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강사 자신이 어떠한 전문인

으로 성장할 것인지보다 그들이 행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향상 시킬까를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 교육목표와 괴리된 양성프로그램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뚜렷한 두 가지 목표는 창의성 계발과 인성의 함양

이다. 이 외에도 여러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그 바탕에 두고 예술강사들의 자질

과 역량을 언급한 연구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역량기

반 예술강사 연수 교육과정 개발연구」(이창준 외, 2009)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술강사의 역할을 문화실천가, 교육기획자, 교육매개자, 교육 펑가자로 정의하

고, 목적성에 따라 예술전문성, 관계 및 관리, 교육전문성 이렇게 세 가지 역량군

으로 분류한 후, 32개의 역량 요소들을 나열하였다. 타 예술분야 통합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능력, 수업실행능력, 역량개발 상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프리젠테

이션 능력 등이 그 요소이다. 

양성 과정을 총괄하는 아르떼 아카데미(AA)도 이창준 외(2009)에서 도출한 예

술강사의 핵심역량 예술전문성, 교수역량, 관계 및 관리역량을 예술강사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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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키우기 위한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만 대부분 역할에 대한 강조로 이뤄져 있다. 예술강사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

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자질 함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본적

인 철학(Project Zero, 2009)이 부재하다. 

연수를 통해서 강사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교육학 이론 
시간에 교사들이 먼저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하시지만 강사들을 가르쳐 주
실 때는 주입식으로 해요. 내용은 창의성에 대한 것인데 방법은 창의적이지 않아
요. 저희는 스스로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인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해요. 아이들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화법이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게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주입식으로 배우고 자란 강사들이 갑자기 
창의적인 수업을 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괴리는 분명히 있을 거에요. 창
의와 인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강사들이 먼저 그렇게 되기에는 준비 기간이 
며칠밖에 안 된다는 것이 문제죠. 

(양문화, KN-20-5-4)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예술이 뭔지 무용이 뭔지 예술강사로서 어떠한 
철학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그런 건 없다고 봐야죠. 사실,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게 사실 더 큰 것 같아요. 창의성도 인성도 경험하면서 점점 갈고 닦아지는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근데 짧은 강의를 통해서 안다는 것은 한계가 있
죠. 그것들을 알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지녀야 할 가치관이나, 대상을 대하는 마인
드나 그런 생각을 하는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배우기에 바쁘니까요. 

(진인문, KN-17-2-4)

인성적 측면의 수업이라면 무용심리치료랑 연관이 있을까요? 무용수업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기
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나 말투 같은 것을 언급하세요. 학생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상황과 특징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이 인성적인 것을 기르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무용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치료
적 차원의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교육, KE-15-8-2)

‘높은 질적 수준의 예술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예술이 왜 가르쳐져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Project Zer

o, 2009). 이러한 질문에 예술강사들은 창의성과 인성 중에 특히 창의성의 함양

을 더 비중있게 대답한다. 창의성이야말로 예술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자 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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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인성에 관한 언급은 연구자가 넌지시 질문할 

때 인성적 차원을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술의 드러나는 특징인 창의성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만 정작 창의성과 인성이 어떻게 교육

되어질 수 있는지를 양성프로그램에서 배우기 어렵다고 말한다. 기능중심의 전문

교육을 받은 무용 예술강사들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먼저 스스로 창

의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존재하며 예술강사 이전의 나와 예술강사 이후의 

나 사이의 괴리감을 극복하는 것이 예술강사들의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하기

에 창의적인 수업 내용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길 원하고 예술강사들이 받았던 

교육과 예술강사 이전의 교수경험의 습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들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력하고 경험하면서 그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평가로 치우칠 수 있으며, 개인의 성향, 노력여부에 따

라 우연적으로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이다.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대하는 화법이나 태도, 치료적인 측면을 

강조한 무용 수업이 인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언급하는 수업 같다고 말함으로

써, 인성교육의 차원을 대상에 대한 이해, 말투, 태도와 같은 소통 기술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가 인성적인 측면을 언급하면 그것이 필요하고 중

요하다는 것을 연상적으로 상기시켜 수업에서 그러한 측면들이 녹아들어가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해와 소통, 화법이나 태도 이외의 인성

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또한 모의수업을 할 때, 교수

진이나 다른 강사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수업 태도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수업임을 알 수 있었다.

C코스는 확실히 수업 내용보다도 수업 태도 같은 걸 좀 배우는 것 같아요. 모의
수업을 할 때 “목소리가 작다. 말투는 이렇게 해야할 것 같다. 제스츄어는 그것보
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주세요. 학교 현장에 나가면 정
말 제 말투나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고, 그
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강
사들이 지적해 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진인문, KN-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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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런 거는 전혀 배우
지 않죠. 사실 인성을 키우는 명확한 방법이 있다기보다 수많은 여러 교육적인 
상황에서 찰나가 될 수도 있고 지속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수업상황에서 인성적 측면의 접근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야 하지 않나...인성교
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그걸 가르치고 배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것
을 예술강사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분명히 필요해요.

(채예술, KE-23-14-6)

 나. 내용적 차원

문서상 예술강사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강사 1년차 연수에

서는 교수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교육과 교양관련 지식, 교육철학, 교

육심리,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과 관련된 지식과 수업전략, 수업운영등과 관련된 

일반 교육학 지식(홍애령, 2012), 대상별 특화지식 및 교수기술,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초 교수법 등을 배우고, 해당 분야 예술교육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

례공유 시간도 가진다. 2년차는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에 중점을 주고 학교교육

에 적합한 해당 분야별 전문성을 향상하고 교육학 전문성 상화를 통한 교수전략 

심화를 목표로 하여 분야별 전문지식, 분야별 교수법 심화, 교육학 지식 심화, 대

상별 특화지식 및 교수법 심화로 구성되어 있다. 3년차는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

한 프로그램이나 모형을 개발 및 기획에 중점을 둔다. 이창준 외(2009)에 따르면, 

특히 무용예술강사 연수는 공통 20시수(교육학 또는 문화예술교육 이론 등)를 제

외한 120시수를 무용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수로 이뤄진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수업내용들이 3박 4일간의 일정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같은 질문

을 통해 대부분의 이론 수업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전 정보 없는 강사가 현

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 형식을 띄며 연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기 수업도 교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르쳐 현장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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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상병담(紙上兵談)6)으로만 느껴지는 이론

양성프로그램에는 교육과정이나 교육설계와 같은 기초적인 교육학적 지식들을 

가르치는 이론 수업이 편성되어 있다. 강의를 진행하는 강의자들이 문화예술교육

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가르칠 예술강사들이 어떠한 대상을 만나러 가는지 

등의 전반적인 사전 조사 없이 자신이 속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가 대

부분이라 아쉽다고 언급한다.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한 수업이라면 주의 깊게 들을 

필요성을 느끼지만, 특히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강사들은 이미 배운 내용의 반복

이라고 여기고 교직을 이수하지 않은 강사들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교육학 

관련 이론 수업이라고 말한다. 

A코스는 교안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실기가 많아요. 
바로 나가서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론도 있는데 비중이 적어요. 교육
학, 교육과정, 교육설계, 학습 대상의 이해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교육학 교수님
들이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해서 강의하시지는 않아요. 교육학을 과정에 넣어야 해
서 급하게 초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교직 이수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
니까 이미 배우신 분들은 꼭 들어야 하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
은 어려워하시고 그런 상황이죠.

(양문화, KN-20-5-4)

2년차 3년차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수업이 있는
데,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사전 지식 없으신 교육공학 교수님이 오셔서 프로그
램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셨어요. 일반적인 교육공학 수업설계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강사들은 나가기 직전에 ‘이런 수업을 들어서 뭐하나, 한번 
들어서 활용하지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죠.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프
로그램에서 강의하실 분들이 연수의 목표와 방향을 함께 나누고 각자의 강의가 
연계성이 있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강사
들이 반복되는 것을 듣지 않아도 되고 동떨어진 것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채예술, KE-23-14-6)

교육학 분야 강사진들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첫 연수의 경우 예술 강사들에 대한 이해가 적었던 것 같아요. 첫 연수 
때는, 교수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시니까 쉽게 쉽게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6) 종위 위에서 펼치는 용병의 이야기, 실현성(實現性)이 없는 허황(虛荒)된 이론(理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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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따라가기가 힘들 거든요. 질문도 엄청 많은데, 시간은 없으니까 질문을 자
르시고, 자료도 안 주시고, 게다가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김창의, BE-15-4-1)

저희는 초등 예술강사인데, 연수 프로그램에서 이론 강의를 할 때 저희가 가르칠 
대상에 더욱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화법을 가르
치시는 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힘든 화법을 가르쳐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과목 자체의 취지는 좋은데 초점을 잘못 맞춘 강의도 종종 있어요. 

(오소양, BN-23-2-3)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강사가 초빙되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강의를 듣는 예술 강사가 어떠한 대상을 가르치는 

강사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

었다. 그렇기에 교육학 관련 수업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분명 학교현장에 파견되는 예술 강사들에게 교육학적 지식이나 학교현장과 대

상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고 예술 강사들은 교사와 차별화된 시각을 가지고 교육

에 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김은영, 2014), 교사에 준하는 자질을 

갖춰야함이 틀림없다. 그러나 자질 함양을 위한 양성교육이 그들이 가르칠 문화

예술교육과 파견될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교육학적 지식전달 중심의 이론

수업으로 이뤄지는 것은 현장 적용의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술교육 전

문인을 양성하고자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강사들은 이론 수업이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 

교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 수업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 1에서 보았듯이 2013년을 기점으로 자체 발급하던 자격증이 국가가 지

급하는 자격증으로 바뀌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국가가 지정한 전국의 대

학들에서 실시하기에 이르러, 기존의 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에서 큰 혼란기를 겪

게 된다. 이에 2013년부터 예술강사를 시작한 초임 강사들은 실기 수업을 상시연

수로 돌리고 대부분 이론수업으로 이뤄지는 연수에 참여함으로써 더더욱 교육 

현장으로 나아갈 준비가 어렵게 되었다고 말한다.

B코스부터 실기 수업이 거의 상시 연수로 바뀌면서 이론 강의 위주로 수업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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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어요. 저는 교육대학원을 나와서 그런지 교육학 수업이 전혀 저에게 도움
이 되지 못했구요. 강사분들이 본인이 쓰신 소논문을 발표하는 형식이었어요. 제
가 거기서 무엇을 취해야할지 참 난감하더라구요. 

(이교육, KE-15-8-2)

실기가 한 번도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지도안 작성법 시간이 매번 있었는데 매
번 다른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니까 기준이 다 다른 거에요. 혼란이 많았어요.

(오소양, BN-23-2-3)

2년차에는 이론수업만 했어요. 못 배운 춤들이 많았어요. 너무 불안해서 친한 예
술강사들하고 만나서 동영상보고 열심히 외우고 했었죠. 

(김창의, BE-15-4-1)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직접 해보는 실기 시간이 현저히 줄거나, 전혀 없어진 

기본 양성프로그램을 접하는 초임 강사들에게 현장을 배제한 이론수업은 더더욱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작품을 배우는 시간이 없어진 것이 가장 문제라

고 언급한다. 수업을 나가기 전에 불안한 마음에 삼삼오오 동료 강사들과 모여서 

동영상을 보며 순서를 찾고 외우고 한 기억을 떠올리며 양성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는 강사들이다. 

  2) 내용지식과 기능만 존재하는 실기

A코스의 무용 분야 수업은 교수-학습자료에 있는 예술만나기(예술통합), 춤이

야기(무용탐구), 무용과 놀기(즐거운 춤), 무용 만나기(우리 혹은 외국 민속춤) 중

에서 대표적인 차시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전반적인 수업의 흐름을 배우고, 민속

춤 같은 경우는 여러 작품의 순서를 직접 춤을 추며 외우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B코스는 A코스에서 배운 내용지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지도법 수업

이 주를 이룬다.  

A코스는 가르쳐야 할 수업내용, 교안을 최대한 다 소개해주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 1학기에 가르쳐야 할 창작수업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가는 거죠. 외국민속춤
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알려주시고 그걸 외우죠. 거의 실기로 이뤄진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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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언이 아니죠. 전공자인데 작품 암기하는 시간이 많긴 해요. 외국민속춤을 3
시간 안에 7개 외우고 그러죠. 땀 쭉쭉 빼면서 배워요. 사실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가르치러 나가기에 바쁜데 제 스스로 작품을 짜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양전문, KN-22-0-5)

아무리 실기 전문가라 하더라도 어쨌든 무엇을 가르칠지 한 번씩 해보는 게 중요
하거든요. 실제로 같이 해보고 어떻게 가르칠지 아이디어 공유도 되거든요. 실제
로 해보는 거랑 문서상으로 읽고 수업에 들어가는 거랑 확실히 질적으로 많이 차
이가 나요. 함께 해보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헤매기도 하구요. 예를 들어 발레를 
전공하신 강사 분들은 아무리 부전공으로 한국무용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장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작품을 짜고 하는 것들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 작품 수업이 너무 순서 알려주고 외우고 시험을 보는 형태에요. 예전과 다
를 바 없는 그런 수업을 강사들이 다시 받는 거죠. 

(오소양, BN-23-2-3)

민속춤은 작품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아이들이 확실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민속춤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건 맞아요. 이미 전공자들인데 꼭 필요한
가 하실 수도 있는데, 동영상으로 보고 가르치는 거랑 다르게 선생님들이 다같이 
해보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가르쳐야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생기거든요. 확실
히 실제로 해보는 것이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양전문, KN-22-0-5)

많은 학교 관련자 분들이 무용은 정확한 작품이 완성되어야지 제대로 배웠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팽배해요. 작품을 마스터하는 것을 배제하고 수업하기에 아직
은 인식이 많이 닫혀 있어서요. 무용 예술강사들은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려
야 하는 점도 있어서 작품 순서를 배우고 외워서 나가는 수업이 그리 좋은 방법
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에 맞춰야하니까요. 

(채예술, KE-23-14-6)

여러 작품의 순서를 외워서 현장에 나가는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

며, 다른 예술강사들과 직접 같이 춤을 추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지 대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작품을 경험해보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한다. 많은 작품을 짧은 시간 안에 

땀 흘리며 외우는 장면이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에 합당한 모습일까 하

는 생각에 잠시 주춤하는 강사들이지만 곧이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대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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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예술강사들은 모두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였다. 그러하기에 작품을 직접 

해보는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가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활동이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목

소리를 모았다. 교안을 보고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수업을 진행시키

기 쉽지 않으며, 실제로 작품을 경험하고, 창작 해보고, 교수법에 대한 아이디어

를 얻고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학교 관계자들은 아직도 무용 수업은 작품을 배우고 완성시켜야 한다

는 생각이 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수업을 나가도 학교가 원하면 이전 방식

의 무용 수업처럼 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또 학교 행사에서 완성된 작품으로 공

연을 해달라는 요청도 많기 때문에 창의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준비한 만

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기에 작품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임기응변 

상황에서 강사들한테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아직도 학교 현장은 문화

예술교육, 특히 무용수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술강사들이 지향하는 수업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업에서 오는 괴리감은 과정

을 중시하는 창의적인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마저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됨

을 알 수 있다.  

사실 많은 것들을 미리 배우고 준비되어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현장에 나감과 
동시에 연수 프로그램들을 들으니까 문제가 있기는 하죠. 파견되기 바로 직전에 
받는 첫 연수는 실기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선 학생들을 만나야 하거
든요. 무언가 가르쳐야 하거든요. ‘무용’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 
작품들의 순서를 알고 나가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늴리리야는 이렇게 가르쳐
야 합니다. 순서 외우세요. 이땐 뭐라고 설명할 거에요? 시험 봅니다.” 정말 똑같
이 판박이처럼 만드는 거죠. 이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의 여유가 있
으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진인문, KN-17-2-4)

여러 측면에서 준비된 예술 강사로서 파견되어야 함을 알지만, 3박 4일의 짧은 

연수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무용’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수업이기에 작품 순서 위주의 수업도 준비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짧은 연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배우고 싶은 것을 묻는다면 당연

히 ‘바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답하고 싶지만 그렇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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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전문 무용수로서 배웠던 혹은 가르쳤던 수업과 다

를 바 없는 수업처럼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장의 상황이 발생할 때면 불편함 마

음도 든다. 그래서 강사들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지금의 상황에

서 최선의 방법은 민속춤과 같이 순서 전달이 주를 이루는 수업에 대한 창의적

인 교수방법을 배우고 함께 연구하는 수업이나 모임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강사들은 작품의 순서를 가르치고 완성시키는 수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필요성도 언급하면서도, 그러한 수업이 문화예술교육의 취지를 해하는 

것이 아닌지 딜레마에 빠진다고 한다. 과정이 중시되어야 하는데 작품을 가르치

는 것은 결과중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예술강사들은 문화예술교육이

라함은 ‘과정중심’이라는 생각의 틀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방법적 차원

현재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재상은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

형 인재이다. 창의융합형 인재는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교육과정정책과, 2014).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국어과에서는 인문 고전읽기 교육 강화, 토

론교육의 활성화, 역사교과에서는 역사적 사건 및 인물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교훈과 지혜의 성찰, 도덕(윤리)교과에서는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윤리학(철학)적 성찰, 과학교과에서는 과학과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 

과학의 역사와 문화, 체육교과에서는 스포츠 과학과 인간의 관계, 스포츠 문화의 

이해, 음악과 미술 교과에서는 예술활동 및 감상(비평)을 통한 예술적 감수성과 

심미안 계발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교육과정정책과, 2014). 또

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통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적

용해야함을 밝힌다. 이어‘자연, 인간, 사회, 문명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

로 개인과 사회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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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소양도 갖춰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

른 예술강사들의 자질 함양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예술강사들도 학교 현장에

서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함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기를 요구받는

다.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통합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교

육과정에서도 통합을 추구하는 초등학교의 상황은 더더욱 그러하다. 창의·인성

교육을 실천하고 수업 속에서 그러한 측면들을 녹여내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이

가 먼저 창의적인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지녀야한다.

예술강사들의 수업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은 누구보다 강하지만, 창의성과 인성

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수업의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예술강사들에

게 창의성과 인성, 그 중에서도 창의성이 방법적인 측면에서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는 것인지, 인성

교육을 하기 위해 예술강사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확신

을 가지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창의와 인성이 부재한 주입식 수업

예술강사들은 창의적인 수업 내용과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책임감

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교안을 연구하는 시간도 많고, 창의적인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문구를 찾고 음악을 찾고 그림을 찾고 영상을 찾고 소품을 직접 만드는 노

력도 기울인다. 이러한 것들을 양성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함께 나누길 원하

지만 연수는 강사들에게 수업의 내용과 약간의 스킬을 가르칠 뿐이다. 

3박 4일 동안 창의성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창의성이 무엇이고, 창의

적인 것을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는지, 인성은 어떻게 함양되고 어떻게 전달될 

있는지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주고 강사들이 그러한 답들을 찾을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키워주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예술강사들

이 스스로 연구하고 나름의 통합적인 방법을 간구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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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실들이 우연적이고 제각각인 것은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

서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론이나 실기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되지는 않아요. 특히 이론 수업
은 일방적 강의 수업으로 진행해요. 기능중심적으로 교육받은 예술강사들이 창의
적인 수업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창의적으로 수업을 이끌 수 있는 팁은 거의 예
술강사 각각의 재량인거에요. 3박 4일 안에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수업이라면 적어도 공통된 창의수업
을 이끄는 방법을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김창의, BE-15-4-1)

사실 2, 3년차에 너무 학습지도안 작성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학교가 바라는 
실기작품 위주의 수업만 진행했어요. 정작 저한테 필요한 창작 수업을 어떻게 문
을 열어야 하는지,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워요.

(오소양, BN-23-2-3)
교안의 몇몇 차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긴 하지만, 학교에 파견되면 교
과서와 교안을 연계해서 제 스스로 재구성해요. 재구성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이 대부분의 무용 선생님들이 전문 교육을 받았지 창의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창의적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하는 압박감은 있고 이게 
맞는 방향인지 긴가민가하면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 거에요. 아이디어 
고갈은 누구에게나 오거든요. 교안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 말고 그것을 새
롭게 재창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해요. 

(김창의, BE-15-4-1)

여러 분야의 노하우를 통해서 창의성을 유도하고 자극 시켜줄 수 있는 아이디어
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요. 전공자도 쉽지 않은 창작을 비전공자들인 
아이들에게 창작이 왜 필요한지 창작을 위한 창작을 하기 보다는 눈과 귀와 마음
이 열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예술강사들에게 많이 알
려주시면 좋죠.

(양전문, KN-22-0-5)

양성프로그램의 이론이나 실기 수업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학

습지도안 작성과 학교가 바라는 실기작품 위주의 수업이 대부분이다. 창의적인 수

업을 위해 창의성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지 창작수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여

러 분야의 아이디어나 도움이 되는 수업을 받길 원한다. 양성프로그램에서 강사들

에게 여러 루트의 창의적인 발견을 돕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함께 나누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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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지만, 강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은‘사례공유’와‘모의수업 컨설

팅’과 같이 다른 강사들과 교류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자극을 받는 시간들이다.

B코스에서 사례공유 시간이 있었어요. 이 시간이 제일 유익했던 것 같아요. 선배
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들려주고 창의적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강사들끼리 서로 영향을 많이 받
거든요.

(양문화, KN-20-5-4)

모의수업 컨설팅이 그나마 가장 도움이 됐어요. 조별로 학년별 교과목을 정해서 
한명이 선생님이 되고 나머지 분들이 학생이 돼서 계획안 작성하고 수업지도안 
작성해서 앞에서 시연하는 수업인데요. 수업을 기획하는 전 과정을 축소해서나마 
해보니까 확실히 몸에 와닿더라구요.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진인문, KN-17-2-4)
저는 수업보다는 다른 강사들과 피드백 주고받은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구요.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신 걸 보면
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종종 동영상 촬영을 하
신 다음에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찾고, 특히 아이들의 행동을 많이 지켜보신대
요. 그러면 놓치고 있었던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나 상태를 볼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시는구나. 

(오소양, BN-23-2-3)

강의시간보다 합숙하면서 밤에 예술강사들끼리 모여서 각자 사례 공유하고 교안
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교안 재구성하는 시간을 자발적으로 가졌는데요. 전 그
게 훨씬 도움이 되었어요. 

(이교육, KE-15-8-2)

예술강사들은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실행해보는 단계까지 짧게나마 함께 

경험해보는 모의수업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언급한다. 시간상 축소된 형태로 진

행되는 게 아쉽지만 다른 강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은 확실히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강의가 끝난 늦은 시간에

도 함께 모여 교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강사들도 종종 있다고 한다. 연수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채우고, 소속감도 느끼며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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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파견될 때는 순전히 저 혼자거든요. 학교에서는 뜨내기같은 존재라서...조
용히 학교 가서 수업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목소리 높여서 수업하고 얼굴이 시뻘
겋게 달아올라서 학교 교문을 나올 때 뿌듯하면서도 외로운 게 있어요. 그런데 
연수에서 강사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래 나는 예술강사다.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얼마나 힘든지 말하지 않아도 알거든요. 

(채예술, KE-23-14-6)

  

 2) 중복되는 단계별 수업

예술강사 기본 연수는 연차별로 진행된다. 신규강사인 1년차는 예술강사들이 

공통으로 알아야 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교육학 지식, 대상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기초 교수법 등을 배우고 2년차는 교육학 지식이나 분야별 

교수법을 더욱 심화된 형태로 배우며, 3년차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수 있

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의 의도와는 달

리, 강사들은 단계별 수업이 실제로 이뤄지기 보다는 단계마다 내용이나 방법의 

심화보다는 중복되거나 내용의 추가 정도만 이뤄진다고 느끼고 있었다.

  

무용분야 수업은 프로그램을 만드신 교수님들이 오셔서 A코스부터 C코스까지 가
르치시는데, 매년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단계별로 심화가 되어야 하는데 같은 것
을 반복하는 느낌이 있어요. 교육학 분야는 그래도 매년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니
까 같은 제목의 수업이라도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김창의, BE-15-4-1) 

단계라는게, 실질적인 능력에 따른 단계별 수업이 되어야 하는데, 1년차 2년차 3
년차로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요. 예술강사 연수 현장에 가서 보면 기
본적인 자질이 많이 차이가 나긴 해요. 모두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선생님 각자가 
전공하는 장르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뛰어날 거에요. 그런데 자신이 춤을 추는 능
력이랑 가르치는 능력은 다른 것 같아요. 모의수업을 할 때도 보면 가르치는 방
식이나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마다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서, 실질적
으로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주입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
황이 되는 거죠. 

(진인문, KN-17-2-4)

연수 프로그램이 아쉬운 게 계열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불과 얼마 전에 마
지막 코스를 끝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계열성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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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코스는 계열성이 너무 없었어요. 2박 3일이 아니더라고 짧게 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상시 연수를 자주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소양, BN-23-2-3)

연수를 지금까지 두 번 들었는데, 두 연수가 다른 것을 모르겠어요. 제목은 다른
데 배운 내용이 똑같아요. 강사진도 똑같고. 게다가 실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수업을 나가려니 불안함 마음이 들더라구요.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연
간 2만원 회비를 내면 1년에 한번 연수를 들을 수 있는 까페에 가입했어요. 거기
서는 일지 쓰는 방법, 라인댄스 몇 개 가르쳐 주시고 음악도 따로 챙겨주시고 하
더라구요. 방송댄스 학원도 다녀보았구요. 그게 도움이 됐어요. 

(김상상, BN-18-6-2)

계열성이 부족하고 매번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연수 프로그램이 그저 형

식적인 절차라고 느껴지며 단계별 코스가 능력에 따른 단계가 아니라 연차별로 

나누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끊임없이 제시하는 예술강사들

이 지녀야할 수십 가지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관련성 없는 계열성 없는 

강의들을 채워 넣는 식의 연수보다는 짧지만 알차고 도움이 되는 상시 연수가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비춘다.

 라. 운영적 차원

2013년 이전에 선발된 강사들은 140시수의 기본 연수를 이수하고, 2013년 이후 

선발된 강사들은 60시수의 신(新) 의무연수만 이수하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연수는 마치게 된다. 연말에 선발하고 파견되기 직전에 3박4일 연수를 진행하는 

연수 시기와 시간의 문제점이 가장 크며 강사들의 재교육 문제도 시급하다. 강사

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상시적으로 선택연수가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강사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주중 낮에 이뤄지는 연

수 스케줄과 적은 인원수의 제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새로운 교안의 

배포나 관련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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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기와 시간의 문제 

3박 4일간의 연수가 예술강사들이 가지는 직전교육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한 학기 수업을 치르고 돌아와서 들어야 하는 연수 또한 재교육의 의미보다는 

다음 학기를 위한 또 다른 직전교육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술교육을 실천하는 

핵심 매개자들인 예술강사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단편적이고 

소비적이며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김병주, 2011). 파견 직전 3박 4

일 동안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되물음은 시기와 시간의 문제다 큼을 의미

한다.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다 보니 스킵하는 부분도 많고 충분히 
배울 시간이 부족해요. 특히 일반 무용학과에서 춤만 추시다가 오신 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견된다고 봐야죠. 내용에 만족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3박 
4일 동안 1학기 가르칠 양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배워간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가르쳐야 할 내용을 습득하기에도 바쁘니까요. 사실 배
우고 싶고 검증된 실력을 쌓고 싶어요.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양전문, KN-22-0-5)

연수가 좀 더 길었으면 해요. 연수 기간을 늘리면 지금보다 좀 더 여유로운 마음
으로 강의를 듣고 수업준비도 강사들과 함께 할 시간이 많아서 좋을 거 같아요. 
만족스러운 수업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대충 수업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적어도 제 주변에는 없어요. 다들 기본적으
로 열정이 있고, 혼자 수업계획 짜느라 고민하는 것보다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피드백 받는 그런 연수에 참여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김창의, BE-15-4-1)

선발된 후에 선배 강사들이 수업하는 학교 현장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선배 강사한테 수업일지 작성부터 학교와의 소통이나 교사와 
협력하는 방법, 학생들의 연령별 특성, 수업 전반적인 흐름 하다못해 교실에서 수
업할 때 어떻게 교실 배치를 바꾸는 것이 좋은지 그런 사항들을 듣고 궁금한 것
도 질문하면서 수업에 대한 두려움도 없앨 수 있고 마음의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첫 3박 4일 연수만 듣고 나가면 별일이 다 있어요. 수업 이외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미리 보고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소양, BN-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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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시간은 부족하고 배워야할 것은 많은 상황에서 무엇에 먼저 눈길이 

가고 선호하게 될까. 예술강사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스킵’, ‘부족’, ‘바쁘

다’, 라는 용어들이 이를 반영한다. 배우고 나가서 가르치기에 바쁘기 때문에 

전문가적 자질을 함양하고 능력을 키운다는 취지가 생각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

는다. 기본연수는 바쁘게 흘러 여유가 없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마음의 여유

가 생긴 다음에는 들을 수 있는 선택연수가 많지 않고 시간도 맞지 않는다. 그게 

예술강사들의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는 열정과 노력 없이는 힘든 직업이라고들 

말한다. 기존의 기능 중심의 무용교육에 대한 회의로 인하여 창의적이어야 한다

는 ‘건강한 부담감’을 가진 강사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고민하고 연구

한 후 수업에 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점

이 아쉬운 점이다. 강사들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은 ‘재량’, ‘스

스로’,‘성향’,‘각자’,‘시행착오’등이다. 연수 프로그램에서 얻는 것보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하면서 자력으로 

많은 노하우들을 쌓고 전문가가 되었고 혹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연수 프로그램이 이러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는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춘다.

   2) 유명무실한 재교육

시수를 채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기본연수를 마치면 들어야하는 

강의는 없다. 그러나 예술강사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듣고 싶은 열정도 

있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갈급함도 있다. 또한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 상황에서 연수의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 부족한 부분(특히, 

작품 순서)을 채우고 싶어서 선택연수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인원이 3-40

명으로 터무니없이 적다. 게다가 선택연수들은 거의 평일 낮에 진행되므로 주중 

수업을 나가야하는 예술강사들은 거의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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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코스부터는 실기를 대폭 줄이면서 실기 연수를 상시 연수로 돌렸어요. 따로 선

택연수로 들어야했어요. 되도록 들으려고 하는데 주중에 하니까 듣기가 쉽지 않

아요.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은 선택연수 다 듣고 싶어 해요. 다만 시간이 안 되서 

못 듣는 게 아쉽죠. 수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작품을 가르쳐주는 선택연수는 

꼭 듣고 싶어요.

(김상상, BN-18-6-2)

사실 140시수를 채워야 할 때는 의무니까 억지로 참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요. 그런데 의무연수가 끝나고 나서 수업만 나가니까 제 스스로 부족한 점이 보

이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문제는 선택연수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가 없어요. 평일 낮에 1박 2일 연수로 진행을 하니까 예술강사들이 당연히 갈 수

가 없죠. 아무리 예술강사들을 위해서 연수를 진행하면 뭐해요.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이 못 들으러 가는데요. 

(양전문, KN-22-0-5)

140시수를 다 들으면 이후에는 사실 안 들어도 되긴 해요. 전에는 교재내용 다 

아는데 내가 굳이 또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새

로운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들을 수 밖

에 없더라구요. 그런데 선택연수를 열어도 안 듣고 못 듣는 선생님들이 엄청 많

아요. 의무연수가 매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 교사들의 평가에서 ‘예술강

사의 실력이 수준미달이다, 수업의 문제가 많다’ 이런 의견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사실 본업이 무용수이고 예술강사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전문성은 그 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전문무

용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의무연수가 필요한 이

유에요. 그래야 자신의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채예술, KE-23-14-6)

연수를 들으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교육대학원을 나왔고 교육학

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문화예술교

육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자극이 될 때는 아 끊임없이 고민해야겠구나...이런 생각

을 했죠. 일단 연수가 없으면 나를 각성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연수가 있

어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이교육, KE-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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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수 시간이 끝나면 다들 홀가분해 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연수가 

끝나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편이고, 그런 분들은 정말 시간을 쪼개서 선택연수를 듣고 스스로 연구하고 모임

을 만들거나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정이 없다면 예술강사 할 수 없어요. 열

정을 쏟는 만큼 수업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게 문화예술교육, 특히 무용수업 같아

요. 게다가 작년과 똑같은 학교를 나가도 같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다 다르고 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김창의, BE-15-4-1)

 의무연수가 지속적으로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열정을 쏟는 만큼 수업

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게 문화예술교육이기에 전문적 자질 향상은 예술강사 스

스로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장기간의 노력과 연구 없이는 키워질 수 없

다고 언급하였다. 연수가 그러한 자극제 역할을 담당하여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

키고 반성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솔직하게 말해서, 1년차 때는 엄청 노력하고 주어진 교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재
미있고 더 알차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더 퍼주고 싶고 고민하고 수정하고 새로 
만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것들 위주로 수업이 
돌아가게 되더라구요. 어느 순간 저만의 틀을 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상
태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의무연수 140시수를 마치니까 홀가분하
고, ‘이제 내 맘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된 선생님들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노하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예술강사 하시는 분들만큼 
열정이 있을까 싶어요. 오래된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선
생님들이 자진해서 연수를 듣는 경우는 뭔가 강사 스스로 모르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뒤늦게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의
무가 아니라서 덜 부담스럽지만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죠. 

(진인문, KN-17-2-4)

연차가 더해갈수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해하기 보다

는 아이들이 흥미로워 하는 수업에 초점을 맞추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한다는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강사도 있었다. 경력 강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매

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고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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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기수 선생님들 중에 다른 선생님과 전혀 교류도 없는 선생님들은 옛날 교안
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진흥원 홈페이지에 교안이 바뀔 때마다 
PDF파일로 다 올라오긴 하지만 교안만 봐서는 쉽지 않아요. 내용도 바뀌고, 학습
목표도 바뀌고 아무리 베테랑 선생님이더라도 새로운 교안만 보고서는 완전히 그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 거에요. 그래서 새로운 교안이 나오면 모든 예술강사들에
게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강의를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새
로운 아이디어들이 필요해요. 

(김상상, BN-18-6-2)
새로운 교안이 나와도 이전 기수들은 이전 교안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공지가 뜨긴 떠도 새로운 교안이 모든 예술강사한테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라서 대부분 그냥 이전 교안으로 수업을 하죠. 

(양전문, KN-22-0-5)

새로운 교안은 PDF파일로 올라가 있어요. 마음만 있다면 출력해서 볼 수 있지만, 
무용은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측만 할 뿐이지 교안을 만든 분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교수 방법
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열심히 교안을 들고 파야하니까, 이미 열심히 수정하고 
발전시킨 나만의 옛날 교안으로 하는 게 편한 거죠. 같은 학생들이 아니라면요. 
선택연수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어요.

(이교육, KE-15-8-2)

의무연수를 마친 강사들 중에 다른 강사와 교류가 없는 강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강사들이 끊임없이 예술강사로서의 자질을 갈고 닦고 있는지, 문화예술교

육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아니면 그 현상이 더더욱 심해진다고 말한다. 새로운 교안이 나올 

때마다 모든 강사들에게 배포되고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올라오거나 

공지만 뜨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전 교안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정말 열정이 있는 예술강사 아닌 이상 그것을 출력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지도안을 작성해서 나가는 예술강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

적이 있었다. 이는 새로운 교안을 활용하고 싶어도 문서상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

분들이 있고 이미 열심히 수정하고 발전시킨 자신만의 옛날 교안을 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2015년 교안에 보면 리터러시를 목표로 해서 4가지 영역을 나눴어요. 창작해야하
고 공연해야 하고 감상해야 하고 서로 나눠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각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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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인지, 심동, 정의로 나뉘는데 이제 그렇게 안해요.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
은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2015년 기본연수를 들으신 분들만 알고 계신 거에요. 
그런 전달이 잘 안돼요.

(채예술, KE-23-14-6) 

2015 교안에 댄스 리터러시 개념이 추가되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수를 다 해서 
그 내용을 못 들었어요. 교안이 바뀌거나 하면 공지로 알려줘야 하는데 올라올 
때 있고 안 올라올 때 있고 그래요. 예전에는 연수한 것을 다 촬영해서 홈페이지
에 다 올려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주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재구성해
서 수업을 해요.

(양문화, KN-20-5-4)

2011년 무용교육표준이 개발되었고 여기서 댄스 리러터시의 개념을 도입하면

서 이러한 개념이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서예원 외, 2011). 그러나 정작 예술강사들은 댄스 리터러시가 구체적

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수업에서 녹여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

한다. 의무연수를 듣고 있는 강사들조차도 기존의 교육체계에서 읽고 쓰는 활동

을 추가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강사들은 댄스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수업에서 어떻게 펼쳐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다분했다.

 3. 대안적 접근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는 그 동안 많은 정책 보고서들과 연구물들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었다(김세훈 외, 2004; 김용주 외, 2010; 신승환 외, 2007; 심광현, 2012; 양

현미 외, 2004; 예술교육 로드맵, 2006; 이동연, 2008; 정희섭 외, 2009; 최의창; 2

011; 황금숙, 2008; 황연주, 2005; 황정현 외, 2009). 이 외에도 여러 문화예술교육

에 대한 정의와 목적 등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된 정의들의 맥락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 향유, 창의성, 인성, 평생교육, 예술, 문화, 문화시

민, 통합, 소통 등의 용어들로 압축이 되며, 이에 ‘모든 국민이 기존의 예술교육

과 문화교육의 개념을 뛰어넘는 통합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음으로 창의성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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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지

녀야하며, 이는 평생 교육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이며,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며, 

갖추어야 하는 자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진지한 고민은 궁극

적으로 위에서 정의한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이다.

무용예술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현실적인 실천의 문제점으로 ‘불투명한 목표

설정과 목표인식’과 ‘교육목표와 괴리된 양성프로그램’, ‘지상병담으로만 느

껴지는 이론’과 ‘내용지식과 기능만 존재하는 실기’, ‘창의와 인성이 부재한 

주입식 수업’가 ‘중복되는 단계별 수업’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적 접근으로 교육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목표적 차원, 내용적 차원, 방법

적 차원을 탐색하고자 한다.

가.  목표적 차원 – 낭만적 입문의 안내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이전에 국가적인 정책 차

원에서 시작된 정책사업 용어의 모습을 먼저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그 핵심이 무엇이며, 왜 문화예술교육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보다는 창의성과 인성을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보는 교육목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세계 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교육적 필요성, 특히 창의성에 대한 관심은 자

연스럽게 예술에 주목하도록 만들었고, 세계 시민으로의 성장은 예술의 바탕이 

되는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문화예술교육이 그 해답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렇게 달려온 문화예술교육이 철학적 토대가 부실하여 지금의 양적 성장의 

이면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교육자의 자질’ 문제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대로 된 예

술교육가 양성과정의 필요성이 날로 커짐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전문

예술교육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도출해내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새로운 프로그



- 118 -

램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김병주, 2011). 

진흥원은 예술강사를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급별/교육과정별/장르별로 

문화예술교육을 강의하는 전문예술인 강사”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이창준 외

(2009)는 예술강사의 강의 전문성, 사전 사후 관리, 역량, 전문인력, 능력, 비전제

시, 중장기적인 비전 및 육성 마스터 플랜 제시 등과 같은 용어들로 예술강사의 

자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와 분류들을 통해 예술강사를 교육자라기보

다는 정책의 인력으로 파견되는 고용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짙게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강사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

법으로 자질 함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철학이 부재하다. 

또한 양성 과정을 총괄하는 아르떼 아카데미(배을규 외, 2013)도 예술강사의 핵

심역량을 예술전문성, 교수역량, 관계 및 관리역량 분류하고, 이를 키우기 위한 

양성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역할에 대한 강조로 이뤄

져 있다.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 행해지는 양성 과정은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지식전달 그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으

로서의 무용교육자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의 부재는 여전하

다(박은희, 2008). 먼저 문화예술교육, 무용, 무용교육자의 순으로 그 바라보는 시

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가치있는 삶의 한 형

식’, ‘인류의 정식적 유산’, ‘실천전통’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왔다(홍은

숙, 2007; MacIntyre, 1984; Oakeshott, 1992; Peters, 1996).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고 전승되어 역사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넓

이를 가지고 있는 활동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다(최의창, 2010b). 이러한 관

점으로 바라볼 때, 문화와 예술과 교육은 실천전통으로의 활동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 

문화는 예절,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다(황정현 외, 2009). 또한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더부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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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천전통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을 가진다(유네스코, 2

002). 이처럼 문화는 일상적이면서 인간 삶의 총체적인 방식이며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황정현 외, 2009).

 또한, 예술은 문자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소통 수

단이며 학문, 종교, 도덕 등과 같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간의 역사, 경제, 문

화, 종교, 정치,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으며(홍애령, 2014), 예술 활동(창작, 감상)

과 그 결과(예술작품)의 총칭이다(황정현 외, 2009). 

교육이란 “학생을 인류 공동의 업적인 정신세계, 또는 그 세계의 한 부분으로 

입문시키는 계획적, 의도적 활동”이라고 Oakeshott는 주장하였다(최의창, 2010). 

이렇게 문화와 예술의 정의만 보더라도 문화와 예술은 교육을 실천전통의 관점

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아있음을 알 수 있다.

실천전통은 인간이 오랫동안 실천해오면서 수많은 내적 가치들을 축적시켜온 

하나의 결정체적인 활동(홍애령, 2013)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

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에서 정신적 측면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

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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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또한 실천전통으로 간주되는 활동에는 두 층위의 교육 내용이 있음

을 밝히며, 표층적 차원이 아닌 심층적 차원이 더욱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애령, 2014). 교육의 안쪽 차원에 있는 것, 즉 '전통적 지식'(Oakeshott, 1967), 

'정신세계'(Dilthey, 1883), '정신'(MacIntyre, 1984) 등이 교육의 핵심내용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Oakeshott는 이를 기법적 지식과 기능의 외피 속에 들어 있는 

교육내용의 핵심이라고 하였다(최의창, 2002). 

무용 또한 오랫동안 인간 문화로 존재해왔고(홍은숙, 2007) 그것을 가르치고 배

우는 활동 또한 오랫동안 행해져왔다(오현주, 2008). 이것이 바로 ‘실천전통’(a

practice)(MacIntyre, 1984)으로서 무용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는 무용 속에 내

재된 철학, 가치, 태도, 역사, 문화, 전통 등(장명주, 2011, 홍수민, 2010)을 중요시

하게 여기도록 한다. 

또 무용에는 오랫동안 강조되어왔던 혹은 주목받아왔던 무용의 신체적, 기술적 

측면(Clippinger, 2007; Deckert & Wilson, 2009; Dunn, 1990) 이외에도 항상 함께 

존재했지만 잘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못했던 무용의 핵심이자 정수인 정신적 

측면(감정, 정서, 상상, 전망, 사고, 신념, 관념, 이해, 활동, 규범, 의식, 절차)을 강

조한 최의창(2010a)의 주장을 수용한다. 그는 무용의 정신을 다시 신체적 차원, 인

지적 차원, 감성적 차원, 영성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신체적 차원은 “자신의 신

체와 동작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차원”이고, 인지적 차원은 “무용을 둘

러싼 문화적인 요소들의 통찰의 차원”이고, 감성적 차원은 “무용에 대한 주관적

인 해석과 탐구의 차원”을 말하며, 영성적 차원은 “ 무용을 통한 체험의 경지와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의 차원”을 말한다(최의창, 2010a). 이처럼 무용

에는 기술적이고 가시적인 측면 이외에도 심성적 차원인 영성, 덕성, 감성, 지성이 

존재하고(최의창, 2009) 이로 인해 무용 교사의 전문성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법

적 차원의 전문성(기법적 전문성)과 심법적 차원의 전문성(심법적 전문성), 이 두 

가지 차원이 공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두 차원은 무용교육이 단순히 학생에

게 기능과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내면과 삶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을 도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의창(2011)은 그러한 네 가지 차원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무용소양(舞

踊素養)의 개념을 밝혔다. 그는 동작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작품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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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천해내는 신체적 능력과 기능적 재능인 무용능(舞踊能, dance competence), 

무용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명제적 지식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인지적 능력과 

지성적 자질인 무용지(舞踊智, dance knowledge), 무용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

는 다양한 종류의 심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질인 무용심(舞踊心, dance dispositio

n)이 통합적으로 함양될 때 비로소 무용소양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소양은 

역량(competence)이나 능력(capacity)이나 재능(ability) 뿐만 아니라 성향(dispositi

on)과 심성(humanity), 태도(attitude)도 포함하는 의미가 된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발달된 사람을 ‘호울퍼슨(whloe person)’,‘참 좋은 

사람’(최의창, 2006)이라 부르며, 무용교육자는 겉으로나 안으로나 치우치지 않

은 그러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목표가 된 양성 과정에서 가치, 신

념, 태도, 관점 등의 양적, 질적 발달을 이루어야 한다(홍애령, 2012). 

그러한 관점에서 무용교육자는 가장 먼저 무용수행에 있어서 뛰어나야 한다. 

멋진 시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학생이 신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잘 정련시켜줄 수 있는 기능적 차원의 능력(기법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이와 

동시에 무용 안에 들어있는 철학, 역사, 종교, 문학 등 무용을 둘러싸고 있는 안

목적 차원을 바탕으로 한 심성적 차원의 자질(심법적 전문성)도 함양하여야 한다

(최의창, 2010). 능력향상과 심성함양은 궁극적으로 창의성과 인성교육의 다름 아

니며 이 둘은 따로 떨어져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미 무용 안에 함께 유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김형숙, 2012; 최의창, 2012). 

특히 놀이로서의 무용으로 다가가야 하는 초등학교 파견 무용교육자에게 이 

두 가지 차원의 전문성 함양은 더욱더 중요하다. Whitehead(1967)는 그의 저거 

「교육의 목적」에서 교육에는 3단계의 리듬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낭만의 단계’, ‘정밀의 단계’, ‘일반화의 단계’로 각각의 단계는 헤겔이 

말한 정,반,합의 개념을 교육적 단계로 발전시킨 개념이다. ‘낭만의 단계’는 호

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단계이고, ‘정밀의 단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

나아가는 단계이며, ‘일반화의 단계’는 배운 것을 여러 맥락적 상황에서 적용

할 수 있는 단계이며(최의창, 2010b),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낭만의 단계’를 거

치지 않고는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초등학교 교육은 흔히 ‘낭만의 단계’ 비유된다.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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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그러하다. 유치원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그 즐거움에 불을 지펴 더욱더 알아

가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낭만적인 입문의 단계

인 초등학교인 것이다. 학생들이 무용을 만나고, 좋아하고 즐기고, 무용으로 인해 

기뻐하고 결국 무용과 사랑에 빠지도록 하는 낭만적인 입문(Whitehead, 1967)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중·고등학교에서 신체와 무용동작의 원리를 더욱 세밀한 

차원에서 배우고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무용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밀의 단계’로 진일보할 것이다. 

‘일반화의 단계’로 이어지면 스스로 삶으로의 전이가 가능해지고 이는 다시 

또 다른 ‘낭만의 단계’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하기에 첫 출발점인 ‘낭만의 

단계’를 이끄는 초등학교 무용예술강사는 역할은 지대하다.

[그림 8] 낭만적 입문을 이끄는 기법적, 심법적 전문성 

가르침은 결코 배움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Highet, 1950). 그러하기에 실천전

통인 무용의 교육자로서 첫발을 내딛도록 돕는 양성 과정은 강사들로 하여금 끊

임없이 기법적, 심법적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  

실천전통으로서의 무용의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영성적 차원의 존재를 의식

적으로 드러내어 인식하고, 네 가지 차원을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을 기르는 활

동을 통해 무용소양을 함양하여 총체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무용교육자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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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록 돕는 것을 무용 예술강사 양성 과정의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무용기술을 가르치는 일에는 무용의 관례와 전통을 준수하고 이해하는 일, 개개
의 무용형식에서 각기 따르는 규칙들을 마스터하고 정련화 시키며 보다 드높이는 
일, 서로 다른 양식의 삶과 문화 속에서 개개의 무용형식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함으로써 무용의 목적에 대하여 비평적 안목을 갖는 일, 그리고 그 목적을 
재차 검토하고 보다 더 세련되게 만드는 일이 관여한다.

 (Carr, 1984, p76; 최의창, 2010, 재인용) 

[그림 9] 초등학교 무용교육자 양성 과정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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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적 차원 – 행함과 실재의 일치

인간이 오랫동안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고 실천하고 발전시켜온 행동양식인 

실천전통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역사적 깊이’가 있는 텍스트7)(text: 변하지 

않는 진리, 해석되기 이전의 원본, 해석되기 이전의 상징화된 창작물 등)와 ‘사

회적 넓이’를 가진 해당 콘텍스트(context: 문맥, 문맥, (문장의) 전후 관계; (어

떤 일의) 정황, 배경, 환경, 상황 등) 가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그 교육적 내용으

로서 더욱 극대화 된다. 

텍스트는 영원불변한 진리가 되기도 하지만 수천 년 수백 년간 소위 동서양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여러 산물들도 포함된다. 또한 텍스트는 언제나 해당 콘

텍스트 안에서 생성되고(김정운, 2014) 콘텍스트와의 만남으로 인해 변화되고 해

체되어 재탄생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창의성의 발로이다. 그리고 내가 접하지 

못했던 그 당시 세계의 철학, 가치, 태도, 역사, 문화 등을 담고 있는 텍스트는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최의창, 2009)을 가능케 함으로써 가치, 신

념, 태도, 관점(이윤식, 2000)과 같은 인성적 토대의 마련을 돕는다. 이렇게 텍스

트와 콘텍스트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창의성의 발달과 인성의 함양을 가져오

는 텍스트, 콘텍스트 그리고 그들의 소통으로 인한 유무형의 산물들이 교육 내용

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양성 과정은 콘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은 지상병담(紙上兵談)의 텍스트

(현장과 담아내지 못하는 이론, 내용지식과 기능만 존재하는 실기)만을 예술강사

들에게 제공하여 예측할 수 없는 교실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텍스트는 항상 그 텍스트가 처해있는 콘텍스트에서 기록된다. 그러므

로 모든 텍스트는 반드시 그 텍스트가 쓰인 문화적·역사적 콘텍스트를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김정운, 2014), 현재의 텍스트는 현재의 철학, 가치, 태도, 역사, 문

7) 좁은 의미의 텍스트는 기호 가운데 특히 구어 혹은 문어 등의 언어로 이루어진 복합체를 뜻한다. 모
든 인문과학이 그 대상으로 인간의 사유를 문제 삼는다고 할 때, 사유를 표출한 결과물인 텍스트는 
인문과학의 유일한 현실적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지대하다.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에 따르면 문학 작품(work)은 공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실체의 단편이지만, 텍스
트는 방법론적인 영역으로 그 자체로는 무의미하며 작업이나 생산에 의해서만 체험될 수 있는 것이
다. 이는 전통적인 작품 개념을 텍스트로 대체함으로써 경외하고 찬탄해야 할 대상이 아닌, 적극적으
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구인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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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전통의 콘텍스트를 담고 있다. 즉, 콘텍스트와 동떨어진 ‘박제화된 지식’

(심광현,2012)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해체되

고 재구성된 혹은 예술강사 스스로 그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

로 구성해야 한다.

 

[그림 10]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소통

또한 목표적 차원에서 제시된 최의창(2010)의 무용정신의 신체적 차원, 인지적 

차원, 감성적 차원, 영성적 차원이 이러한 개념을 충족시킨다. 신체적 차원은 

‘자신의 신체와 동작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차원’으로 동작, 기술, 기

교와 같은 기술관련 정신과 과학적, 해부학적, 미학적 지식과 같은 신체관련 정

신으로 나뉘며 이는 자신의 신체를 자각하고 움직임의 원리에 의해 움직일 수 

있으며 무용의 기능적인 측면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인지적 차

원은 ‘무용을 둘러싼 문화적인 요소들의 통찰의 차원’으로 무용을 둘러싼 철

학,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하여 문화관련 정신을 통해 무용 소양을 

함양하는 것과 관련된다. 감성적 차원은 ‘무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탐구의 

차원’을 말하며 이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예술성을 습득하기 위한 해석과 표현

에 관련된 동작관련 정신과 음악성을 나타내는 음악관련 정신으로 구성된다. 영

성적 차원은 ‘ 무용을 통한 체험의 경지와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의 

차원’을 말하는데 인내, 절제, 예의, 배려, 성실, 극복, 균형과 같은 태도관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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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산지식’으로서의 내용체계

아실현, 이상향, 절대미, 삶과 문화로서 무용하기와 관련된 이상관련 정신으로 구

성되며 이는 실천전통으로서의 무용정신이 내면화 되는 것과 관련된다(최의창, 2

010a).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바탕에 둔 네 가지 차원의 고른 발달은 기법적, 심법

적 전문성을 모두 갖춘 호울 티처, 전인 무용교육자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형식적인 이론수업과 틀에 박힌 실기 수업이 아니라 현재

의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콘텍스트와 역동적으로 재탄생되는 ‘산지식’으로서

의 텍스트가 양성 과정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콘텍스트가 어떻게 텍스트에 녹아

들어갔는지 보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지표가 되며,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역사, 

철학, 문학, 종교, 예술과 같은 인문적 영역(최의창, 2009)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무용을 둘러싼 역사적, 철학적, 문학적, 예술적, 종교적 다양한 차원에

서 발생한 것들을 찾고, 보고, 듣고, 읽고, 알고, 느끼는 것이야말로 무용의 정수

를 맛보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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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창(2009)은 이러한 인문적 접근은 서사적 차원을 만나게 해준다고 언급하

면서 자서전, 소설, 영화, 음악, 회화, 사진, 시집, 수필, 묵상집 등의 다양한 서사

적 매체들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음악이나 그림을 감상하도록 하거나, 찾

아와서 함께 보고 들으며 떠오르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 무용관련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작성하는 것, 무용관련 소설, 수필, 시 등을 읽고 글쓰기를 해보는 것, 

공연을 시청하고 소감을 나누는 것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오랫동안 무용

경험을 쌓고 다년간의 교수경험이 있는 예술강사이기에 예술과 무용에 관한 책

자나 연구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다룬 책이나 연구물들을 꾸준히 읽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현 교수활동에 대한 

거울역할을 하여 개선해야할 부분 그리고 미래의 비전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좋

은 방법이 되며, 탐구적 실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용을 바라보는 폭과 깊이를 넓혀줌으로써 그 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감성, 덕성, 영성을 맛보아 알게 되고 인성적 측면도 함께 함양되는 것이다. 창의

성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하고, 인성은 이전의 덕목

과 지혜들을 바라보며 함양할 수 있으며, 예술강사들은 콘텍스트를 머금은 텍스

트를 이해함으로써 교육의 더 깊은 차원을, 예술의 더 높은 차원을, 문화의 더 

넓은 차원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잘 가르치고 싶어서 박사과정에 들
어왔어요. 수업을 위해서 더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요.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
이 보려고 하구요. 요새는 감상 교육 때문에 작품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작
품 속에서 어떤 부분을 아이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고민해요. 비평적
인 시선보다는 정말 느끼는 그대로 보려고 애를 써요. 

(채예술, KE-23-14-6)

외국에 갔을 때 일부러 박물관, 미술관을 찾아다녔어요. 교육에 활용될 만한 작품
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하물며 관람 시스템을 보면서 영감을 받기도 해요. 
연대별로, 작품의 특징별로 분류해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나, 왜 이렇게 배치했
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구요. 레크리에이션 책도 찾아보고, 특히 사진하고 영상
을 많이 찾아보죠. 전시회를 보러가는 것도 도움이 되구요. 다른 예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문화예술교육을 하는지 보기도 하구요. 

(이교육, KE-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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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함양 측면에서는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도 도움이 되구요. 의미있는 문구들이나 활용 가능한 그림들은 스크랩하구요. 이
미 익숙한 것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상상력이나 창의력의 출발점 
같아요. 꼭 무용과 관련이 없더라도 많이 보고, 읽고, 보고, 느끼면 결국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양문화, KN-20-5-4)

무용교육자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

은 ‘기법적 전문성’으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신체적 자질’과 기술적 지식

이 풍부한 ‘인지적 자질’로 구성되며, 전문인의 모습은 ‘심법적 전문성’으로 

인문적 지혜가 가득한 ‘감성적 자질’과 따뜻한 인성은 지닌 ‘영성적 자질’

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질함양을 위해 배워야 할 내용으로는 기법적 차원의 ‘무

용지식’과 ‘무용교수지식’, 심법적 차원의 ‘무용심성’과 ‘무용교수심성’

이 그것이다. 이는 기술이 없으면 정신이 밖으로 표출될 수 없고, 정신이 없으면 

기술은 공허한 몸놀림에 불과하기에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최의창, 2010). 함양 

내용으로서 채택한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 직접교수활동과 간접교수활동

은 인접 분야 체육교육교과의 하나로 수업 모형에서 제시한 수업 내용과 방법이

다(최의창, 2009). 하나로 수업 모형에서는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은 학생

이, 직접교수활동과 간접교수활동은 교사가 하는 활동으로 분류되는데 연구자는 

이 모두를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연구자는 직접교수활동와 간

접교수활동을 교육내용으로 삼아 예술강사사 기법으로나 심법으로나 치우지지 

않는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려 함이다.  

현재의 양성프로그램의 내용에는 기법적 전문성, 그 중에서도 직접교수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법적 전문성 중에서 뛰어난 기술적 자질을 의미하는 직접체

험활동이 불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예술강사가 기본적으로 무용예술성을 함

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을 때, 인지적 예술성(인지적 지식)만큼이나 신체적 

예술성(경험적 지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체험활동은 꼭 필요한 내용이다. 특

히 신체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무용의 경우 직접체험활동의 중요성은 언제나 크

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안에 있는 민속무용의 작품 순서를 반복하여 외우는 차원

에서 벗어나 신체적, 인지적 지식을 쌓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문예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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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교육자

전문성 행함(doing) 실재(being)

전문성 차원 기법적 전문성 심법적 전문성

자질 측면 신체적 자질 인지적 자질 감성적 자질 영성적 자질

함양 목표 뛰어난 기술 기술적 지식 인문적 지혜 따뜻한 인성

함양 내용

무용 지식 무용교수지식 무용심성 무용교수심성

⤋ ⤋
직접체험활동 직접교수활동 간접체험활동 간접교수활동

직접체험 직접전달 간접체험 간접전달

몸의 구조적 특징과 
각 신체부위의 
관절의 움직임, 

근육의 쓰임 등을 
알고 움직임 요소에 
따른 움직임 등을 

경험적, 이론적으로 
아는 체험

과제를 제시하고 
기능을 설명하고
이론을 설명하고 
연습을 관장하고
시범을 보여주고
피드백 제시하는 

훈련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 혹은  

무용 안에 담겨진 
인문적 측면 체험 
(책읽기, 글쓰기, 

그림보기, 음악듣기, 
영화보기, 공연보기 

등)

사랑
매너
몸짓
유머
대화
어조
용모
표정
인내

책임감
공감
성실

<표 45> 무용교육자 교육내용

을 받은 예술강사들은 작품을 위해 정련했던 자신의 신체 움직임에 대한 심신의 

깨달음을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접근을 통해서 더욱 넓은 차원에서 바

라보아야 한다. 이것은 과제를 제시하고 기능을 설명하고, 이론을 설명하고, 연습

을 관장하고, 시범을 보여주고, 피드백 제시하는 직접교수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직접체험활동과 직접교수활동 모두를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할 

때, 즉 강사 자신이 직접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체험할 때만이 예술교육자로서

의 행함(doing)이 완성되는 것이다. 

행함(doing)은 실재(being)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심법적 전문성이며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이나 무용 안에 담겨진 인문적 지혜를 서사적인 체

험(책읽기, 글쓰기, 그림보기, 음악듣기, 영화보기, 공연보기 등)을 통하여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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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무용을 바라보는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키는 간접체험활동과 자질, 목표, 

내용의 밑바탕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인성적 측면은 의도적이고 의

식적으로 드러내어 다뤄야한다. 중요하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인성함양의 방법이

나 전달 방식을 수중 위로 끌어올려 무용교육자가 수업 곳곳에서 위와 같은 심

성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질은 간접체험활동

을 통해서도 함양될 수 있는 측면들로 인문적 고전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경외

심을 받아온 지혜들을 습득하고 감동받는 활동을 지속·반복하면서(최의창, 201

0), 마음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훈련이며, 간접교수활동인 사랑, 매너, 몸짓 ,

유머, 대화, 어조 ,용모 ,표정 ,인내, 책임감, 공감 등을 더욱 정련하게 만들어 준

다. 

[그림 12] 무용교육자 교육내용의 4가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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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적 차원 – 예술강사에서 탐구적 실천가로

교육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교육능력도 함께 쌓여져 가야한다(최의창, 2009). 그

러나 경력이 쌓여갈수록 문화예술교육의 취지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상당하다(박진영, 2011). 초등학교처럼 통합적인 수업을 실천해야 하는 강

사들에게는 일회성에 그치는 연수 프로그램을 벗어나 심화학습이 되어야 하며, 

재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이해춘 외, 2009). 

지속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예술강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

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이미 통합교과를 사용하고 있고, 통합적 접근에 

대해 많이 열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수업의 방법에 대해 

갈급한 것은 어떻게 창의적이게 되는지에 대한 애매모호함 때문이다. 특히, 교수-

학습자료를 재해석해서 활용하라는 요구도 강사들에게는 큰 고민 중에 하나다. 실

제로 예술강사들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는 등의 개인적인 노

력을 더했고, 다른 예술강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동기가 유발되고, 수업을 반성하

기도 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저는 수업보다는 다른 강사들과 함께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제 자신을 다
시 되돌아보데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진인문, KN-17-2-4)

다른 예술강사들을 보면서 수업을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구나. 같은 내용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열정도 생기고 그래요.

(이교육, KE-15-8-2)

친구 강사들을 만나서 성공사례 실패사례들을 들으면 고민하던 게 해결되기도 하
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요. 자주 만나고 싶어요. 

(김창의, BE-15-4-1)

저는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해서 마음 맞는 선생님들과 만나서 교안 활용에 
대해서 연구도 했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소도구
나 수업 자료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같이 모여서 만들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
면 만들어서 돌려서 쓰기도 해요.

(양문화, KN-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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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간에 예술강사 선생님들끼리 사례를 공유하면서 수업을 연구하고 열심히 
교안도 연구했었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됐어요.

(김상상, BN-18-6-2)

또한, 정체성 확인, 아이디어 공유, 긍정적인 자극 등을 위해서 양성 교육 안에

서 학습공동체를 형성시키도록 해야한다. Meyer(1999)는 성공적으로 전문성을 발

달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끼리 협력적으로 대화는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교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역설하였으며, Shulman(1999)은 학습과정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습이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면

화하기 이전에, 동료들과 공동의 생각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검증하고 도전받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것”(p.12)(Rogers & Babinski, 2002) 이라고 주

장하였다.

체육교육의 모형 중 하나인‘하나로 수업’(최의창, 2010b)의 패의 개념과 방

법은 이러한 현실과 주장을 충족시킨다. ‘패’는 수업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모

둠을 뜻하며 패 안에서 이끔이, 영상이, 음악이, 기록이, 시범이의 역할이 주어진

다. 이러한 역할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패원이 돌아가면서 역할분담을 하

게 된다. 패의 리더 역할의 이끔이, 보고 읽는 것과 관련된 영상이, 교보재와 관

련된 꾸밈이, 패에서 나눈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기록이, 수업 시연을 담당

하는 시범이와 같은 역할분담을 맡음으로 인해 하나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뤄

나가도록 할 수 있다.  

같은 분야 혹은 다른 분야 강사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기 원하는 예술강사들을 

위해 패를 통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속·가화시켜야 한다. 혼자 외롭게 고

군분투 했던 노력을 함께 함으로써(Hargreaves, 1994) 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

를 줄이게 된다. 그 안에서 여러 서사적 매체들을 통해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자료 및 소도구 활용 등을 직접 개발하고 수집하여 예술강사들의 현장 노하우가 

반영된 교수-학습자료를 만들고, 실제로 계획한 수업을 실행도 해보는 과정 속에

서 예술강사들의 주체성이 길러지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는 일련의 

활동은 파견을 앞두고 초임 강사에게 모호하게만 다가오던 수업에 대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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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고, 경력 강사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극복하여 자신

의 수업 실천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실천과 

반성의 반복적인 과정은 결국 무용교육자로 하여금 ‘실천적 지식’(김자영, 김

정효, 2003; 홍미화, 2006)을 쌓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실천적 연구자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술강사들 스스로 교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교육도 실시

되어야 한다. C코스의 본래 취지는 2년 동안 현장에서 부딪히며 쌓은 실천적 지

식을 녹여내어 프로그램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본래의 취지가 다시 

적극적으로 살아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강사 각자의 실천적 지식들은 영원

히 그들의 지도안 안에 갇혀 있을 것이다. 실천적 지식들을 공적으로 드러내어 

서로 나누면서 교수학습자료를 만든다면 새로운 교안이 나왔을 때 그 취지나 내

용 및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무용지물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깊이 연구하고 실제로 여러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우

수 경력 강사와의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고, 우수사례를 자주 접

하도록 해야한다. 2012년 고급과정으로 예술강사 중에 우수한 수업을 이끌고 있

는 경력 강사를 선발하여 아르떼 예술강사라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본래의 취지

는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교수진과 예술강사들의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수업

을 실제로 진행해보기도 하려는 취지가 있었으나, 여러 상황적인 문제들로 인하

여 유명무실해져 있는 현실이다. 많은 예술강사들이 우수사례 수업을 되도록 많

이 접하길 원하고 아르떼 예술강사가 적극적으로 멘토 역할을 하여 수업을 기획

하는 단계부터 실행, 마지막 평가까지도 관장해주기를 희망한다. 훌륭한 멘토링

은 뛰어난 협력, 비판적인 반성, 훌륭한 대인관계의 기술이 요구되며(Rogers & B

abinski, 2002), 멘토 또한 초임 강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에 연수 운영자들은 아

르떼 예술강사와 일반 예술강사들을 적극적으로 매칭하여 각 학습공동체에 정기

적으로 참여하여 강의를 진행하거나 토론을 이끌어나가고, 예술강사들의 의견을 

운영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이 요구된다. 예술강사들은 선배 강사

들의 수업 시연을 통해 수업 전반적인 흐름과 운영능력 등을 직접 관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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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전체수업 

시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도 있다고 말한다.

교사교육에는 교생실습이라는 기간이 있다. 실제로 학교를 방문하여 경력교사

의 교수내용 및 방법, 수업 운영 등을 관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르칠 

교급의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고 수업을 실행해 봄으로써, 대상에 대한 이해를 쌓

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된다. 교사에 준하는 기법

적, 심법적 전문성을 함양하여야 하는 예술강사에게도 현장실습은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이를 위해, 매년 연말에 신규강사를 선발하여 2월에 연수를 진행하고 3월부터 

파견되는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적어도 한 학기 이전(여름방학)에 선발하여 

한 학기동안 경력 강사와 초임 강사가 1대 1일 멘토와 멘티가 되어 경력 강사들

의 수업에 참관하는 현장실습은 초임강사로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것이며 

경력 강사들에게도 자극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양 관련, 교육학 관련 

강사의 확보가 요구된다.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된 계열성을 찾을 수 없는 중복되

는 단계별 수업과 창의·인성적 방식의 부재는 예술강사를 가르치는 교육강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 연수 대상자에 대한 이해, 강의 목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창

준 외, 2009)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토대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자, 문화예술교육에서 통합적 접근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자, 문화예술교육에

서 예술강사의 인성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자 등 예술강사들에

게 끊임없이 실천전통으로서의 무용의 네 가지 차원을 모두 자극시켜 줄 수 있

는 그러한 교육강사의 전문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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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양성 과정의 방법적 대안

무용이 '교육'이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교육이 본질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바와 맥을 함께 해야 한다. 교육은 모름지기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한 가지의 측

면의 발달이 아닌, 지성, 감성, 덕성, 영성의 측면을 고루 발달시켜 온전한 한 인

간인 전인(全人)으로 성장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이에 실천전통 교육관은 전인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안목을 선사해주며 실천전통의 내적 가치, 명제, 정서, 기술, 역사, 덕 등을 통합

적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습자가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

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지성, 감성, 덕성, 영성의 측면이 고루 잘 용해되어 성장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실천전통의 성격과 의미(목적)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상을 현실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내용, 방법, 평가)을 지속적으

로 고민하는 실천전통 교육관에 근거한 무용교육자 양성 과정이 요구된다. 

교사는 내면적 자질들(신념, 정체성, 사명)을 스스로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는 법
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내면에서도 이런 자질들을 불
러 일깨울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참
된 배움의 과정에 보다 깊숙이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교사교육에 기능적, 도구
적 관점이 팽배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소중한 것이야말로 바로 이런 참된 
배움의 과정에 깊이 몰입되는 것이다.

(Korthag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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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8살 때부터 무대에 올라 전문무용수를 위한 교육을 받으며 예술 중·고등학교

에 진학한 나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무용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

었고 그러한 관심은 사범대학 진학으로 이어졌다. 졸업 후, 어린 아이들에게 전

문무용이 아닌 움직임 그 자체를 탐구하고 즐겁게 무용을 만나게 하는 취지의 

수업을 하게 되었다.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인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자료들을 검색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업을 준비했던 기억이 새

록새록 떠오른다.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무

용교육을 학문하여야겠다는 의지로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이와 동시에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의 하나인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예술교육가(teaching artist)로 약 10개월간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을 경

험하였다. 

대학원에서 무용교육을 수학하면서 동시에 가르치면 이전보다 더 나은 선생님, 

더 좋은 수업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의 괴리라는 말을 실감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수업이 진정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두

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또한, 가르치는 일을 사랑하고 예술교육가

로서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그 열정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견

인차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가 부족했다. 춤만 열심히 추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가르침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능력과 지식과 마음이 한 곳으로 점철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빛을 발한다는 것

을 많은 책과 연구물들, 그리고 사례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특히 ‘전문인 

교육’을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이도 잘 훈련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적 흐름은 연구자로 하여금 공교육의 첫 단추

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육으로 눈을 돌리게 하였고, 자연스레 초등학교 무

용 예술강사들이 어떠한 양성교육을 받고 파견되는지, 예술강사들은 양성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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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안적 접근은 무엇인지의 과정으로 연

구의 초점을 맞춰나갈 수 있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강사 양성프로그램은 어떻게 구

성되어 왔는가.’였다. 양성프로그램은 그 변화추이에 따라 형성기(2005-2009), 

과도기(2010-2014)로 분류할 수 있었고, 각각 연구개발, 운영체계, 내용 및 방법

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형성기(2005-2009)의 연구개발은 제7차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수-학습과정안과 

무용강사 지원사업 운영방안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2005년 초등학교부터 본격

적인 시행하게 된다. 연수의 기본 체계는 기본연수 총 140시수로 약 3년이 소요

되며, 기본·심화·연구의 단계로 연차별로 연수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구성하였

다. 보통 연수의 내용으로는 기본(A코스)에서는 학습과 구성과 내용, 학습 지도방

법 이해를 위한 실습, 심화(B코스)는 학습을 위한 지도법이 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C코스)는 학습주제 설정 및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수업모형 만

들기로 이뤄진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체계 안에서 해마다 강조되는 수업이 달라

지기도 하였으나, 대동소이 하였으며, 아동의 이해와 발달심리와 특수아동의 이

해와 같은 수업은 특수 아동 통합 수업이 많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009월 말, 지난 5년간의 예술강사 교육과정의 실행 과정을 분석하고, 문제점

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역량기반 예술강사 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

보고서가 발간된다. 본 연구자는 이 시기부터 과도기(2010-3014)로 분석하였다. 2

009년부터 본격적인 양성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면서 진

흥원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들이 2014년까지 꾸준히 발간되기에 이른다.

이와 함께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은 2011년 문화예술

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2014년 개발된 학교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 예

술강사 양성 프로그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2011년에는 예술

강사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할 아르떼 예술강사를 선발하고, 이듬해인 2012년 문

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보다 체계적인 양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아르떼 아카데미

(AA)가 출범하게 된다. 이어서 2013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기 시

작하면서 양성 프로그램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2005년 초창기 기본 체계에서 가



- 138 -

장 큰 변화는 내용상으로는 2011년 무용교육표준이 발표되면서 용어들의 변화가 

있었고, 무용교육의 목표가 댄스 리터러시로 더욱 구체적인 수준에서 다뤄지게 

되었으며, 2013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로 인하여 의무연수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강사 양성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였다. 양성프로그램의 문서상 드러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개발, 운영체계 내용 및 방법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고, 실제로 어떠한 내용과 방

법으로 가르쳐지고 있는지, 예술강사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무엇이 개선되었으면 하는지 등의 질문을 가지고 예술강사들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심층면담 결과, 연수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 운영의 차원으로 범주

화할 수 있었다. 

먼저 양성프로그램의 목표적 차원에서는 불투명한 목표설정과 목표인식, 교육

목표와 괴리된 양성프로그램이 지적되었다. 양성프로그램만을 위한 교육 목표, 

특히 예술강사는 어떠한 전문성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가 부족

하며, 목표 전달에 있어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성프로그램의 내용

과 방법이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예술강사를 양성하는 목적과의 괴리가 있음 또

한 지적하였다. 

양성프로그램의 내용적 차원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담지 못하고 현장의 적용이 

쉽지 않은 지상병담(紙上兵談)적인 이론 수업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창의·인성

교육을 펼쳐야하는 예술강사들의 연수 내용과 방법은 내용지식과 기능 전달 위

주의 실기수업이 주를 이루었다. 예술강사들은 실기 위주의 수업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창의성과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을 배우고 공유하기

를 희망하고 있었다.

양성프로그램의 방법적 차원에서는 창의와 인성이 부재한 주입식 수업과 중복

되는 단계별 수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현장에 바로 파견되어야 하는 

예술강사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하는 프로그램에서 창의적

인 수업을 실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 교

수능력에 따른 단계별 수업이 아니라 연차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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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양성프로그램의 운영적 차원에서는 시기와 시간의 문제와 유명무실한 재교

육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주어진 시간은 짧고 배워야할 것이 많은 상황에서 현실

적인 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

우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았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강사 양성프로그램을 위한 대안

적 접근은 무엇인가.’였다. 교육적 대안은 목표적 차원, 내용적 차원, 방법적 차

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이며, 해야하

는 일은 무엇이며, 갖추어야 하는 자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궁극적

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용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측

면 이외에도 심성적 차원인 영성, 덕성, 감성, 지성이 존재한다. 이는 무용교사의 

전문성으로 확장되어 기법적 전문성과 심법적 전문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고루 갖춘 예술강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은 텍스트(text)의 기반 위에 콘텍스트(context)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유

무형의 산물들을 그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용을 실천전통으로 바라보는 

텍스트의 관점과 현재의 문학, 예술, 종교, 철학 등의 맥락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

으로 바라보는 콘텍스트의 관점이 녹아든 내용의 선정이 이뤄져야 하며 그것이 

바로 산지식이 되는 것이다.

방법적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의무교육이 이뤄지는 가운데 예술강사의 정체성 

확립과 탐구적 실천가로서의 성장을 위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교안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예술강사들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 예술강사를 적

극 지원하여 네 가지 차원의 함양이 고루 이뤄진 롤모델로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규 강사는 적어도 한 학기 정도 우수 예술강사의 수업을 현장방문을 통

해 수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성 과정의 교육강사는 문

화예술교육을 실천전통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고 끊임없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와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연구자 또는 여러 예술교육가들로 구성되어 

예술강사들에게 네 가지 차원을 두루 함양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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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언

지금까지 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의 대안적 접근을 탐색하기 위하여 양성프로

그램의 문서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힌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예술강사 교육과 향후 이루어질 가치가 있는 연구 

주제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무용소양을 지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무용교육자의 전문성의 개념을 탐색하고, 

이를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무용소양은 겉

으로 드러나는 무용의 기술적, 예술적 측면 이면에 있는 정신적 측면을 더욱 드

러내어 무용의 총체적인 차원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 무용교육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할 책무가 주어진다. 현재 무용예술 강사들

의 무용교육을 향한 열정과 자신감에 비해 무용의 정신적 측면에 대한 이해나 

실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무용의 기능적, 예술적 측면에 더하여 정신적 차

원을 가르치기 위한 전문성의 개념을 탐색하고, 신임 교육자뿐만 아니라 경력 교

육자에게 이러한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도 개발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사

람에게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이 무용소양

을 함양하게 되면,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성은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이다. 

경력 예술강사 재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와 실천

이 요구된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교육의 문제다. 특히, 창의적

인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예술강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연수가 끝난 후에는 

스스로, 각자의 재량에 따라 연구하고 개발하여 수업을 진행하거나, 열정이 없는 

강사는 전문성 계발에 무관심하여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현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무용 예술강사가 

학습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자질 함양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무용교육을 실천전통으로의 입문으로 바라보고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을 길러 

무용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구체적 차원의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

다. 특히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은 기능적, 예술적 측면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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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심성적 측면의 교육 또한 의식적으로 드러내어 이뤄져야 한다. 이 세 가

지 측면이 모두 교육되어질 때 창의성과 인성 모두 함양할 수 있는 전인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용과 관련된 역사, 철학, 문화, 사회 전반적인 이해

와 더불어 각 무용장르별 기능적 지식, 인문적 지식, 예술적 지식이 녹아들어가 

있는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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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rvice and in-service dance

educator training program for the Teaching Artists Support Project of the Arts

and Culture Education, to identify its problems, and to explore alternative

approaches in the form of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s for a dance

educator training program that will enable its trainees to become expert dance

educators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I studied through literatur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peration system, contents and methods of the dance educator training

program and found that it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periods. As a

follow-up I analyzed the practical aspect of the training program by selecting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highly motivated dance

educators eager to improve their classes as research participa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inductive thematic analysis with an iterative process of

working back and forth between data and categories. Peer de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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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checks, and triangulation of data sources were used to ensure

research integrit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raining program can be classified

periodically as the Formative Period(2005-2009) and the Transition

Period(2009-2014). Each period is subdivided into area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peration system, contents and methods, and analyzed

respectively. The Formative Period started from teaching curriculum plans and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research, taking effect in elementary schools in

2005. The program has three one-year courses, Basic(A Course), In-Depth(B

Course), and Research(C Course), and trainees are required to take at least

140 credits during those three years to complete the basic training program.

The subjects can be divided into pedagogical subjects such as arts

education-related liberal arts, curricula, and teaching strategies, and

performance subjects such as dance class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From late 2009 to 2014, a large volume of reports were published

concerning the intense reflection on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training

program, thus leading to the Transition Period. In 2011 the Arts and Culture

Education Standard was established and “Arte”s, meant to serve as mentors

for dance educators, were selected. The next year in 2012 the Arte Academy

was founded. 2013 was a turning point, as the government started issuing

Arts and Culture Educator licenses the required credit hours for the training

program were greatly reduced.

Second, I was able to identify the training program’s problems and

categorize them as objective, content, method and operation-related.

Objective-related problems were vague objectives and understandings, a

training program separated from its pedagogical objective. Content-related

problems were theories remote from reality, performance consisting only of

mere content knowledge and skills. Method-related problems were classes

mainly made of rote memorization without any creativity or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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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classes that are repetitive in content. Operation-related problems were

lack of opportunities and length of time, and a re-education that exists only

in name.

Third, there should be a focus on training dance educators that are

conscious of and receptive to the physical, cognitive, emotional, spiritual

aspects of dance, and are able to use those aspects to foster dance

competence, dance knowledge, and dance disposition and dance literacy. There

should also be an assimilation between the textual perspective that views

dance as a practice and the contextual perspective that views it not unrelated

to contemporary culture, arts, religion, and philosophy. And a choice of

teaching contents that reflect such assimilation should follow. Finally the

instructor at the training program should look at arts and culture education as

“A Practice” and constantly thrive to be a student of the art oneself.

Based on my findings so far, I wish to propose a few points for the dance

educator training program. First, there should be more in-depth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the dance educator’s professionalism necessary to teach

dance literacy, and also research for developing a program aimed at

cultivating such professionalism. Second, there should be research for the

objectives, contents, methods, and operation of the reeucation of experienced

dance educators. Third, there should be research aimed at developing practical

teaching-learning contents to cultivate dance competence, dance knowledge,

and dance disposition.

Keywords : Arts and Culture Education, dance educators, training program, dance literacy

Student Number : 2009-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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