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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보잉 참여를 통한 

라이프 스킬 습득 경험 탐색

정     규     하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비보잉 참여자들이 비보잉 참여 경험을 통해 습득한 라

이프 스킬을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문제는 1) 비보잉 참여를 통해 어떤 경

험을 하는가? 2) 비보잉 참여를 통해 습득한 라이프 스킬은 무엇인가? 3) 라

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는 2017년 1

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의 전체 과정은 계획, 실행, 결과 단

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계는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다. 연

구 참여자는 총 10명으로 3년 이상의 비보잉 경력을 가진 성인 연구 참여자 

4명, 1년 이상의 비보잉 경력을 가진 청소년 연구 참여자 4명, 가까운 거리에

서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을 지도 및 관리하는 성인 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관찰,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제별 약호화, 의미 범주화, 의미 개념화의 3단계 과정

을 가졌으며 다각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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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윤리성을 

위해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자 유

의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보잉 참여자들의 비보잉 참여 경

험은 입문 – 성장 – 향유의 단계를 통해 질적으로 변화하며 비보잉의 심층적

인 수준에 다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비보잉 참여를 

통해 갈고닦기, 드러내기, 관계 맺기, 안목 기르기로 분류되는 다양한 라이프 

스킬들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이 습득한 라이프 

스킬은 직접 요인인 비보잉 요인과 간접 요인인 개인 및 환경적 요인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비보잉 참여 경험에 관한 논의, 둘째, 라이프 

스킬 습득에 관한 논의, 셋째, 비보잉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현장 실천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교육내용으로서의 비보잉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폭 넓은 후속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비보잉 참여자들의 삶과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

하기 위한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비보잉을 소재로 한 체계적인 청

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비보잉, 라이프 스킬, 브레이크 댄스, 스트릿 댄스, 댄스 경험, 댄스 

교육

학  번: 2016-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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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학교교육은 전인교육을 표방해왔으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를 세계무대에서도 알아줄 만큼 높은 수준에 올려놓았다. 반면 학생

들은 비교적 학교에 대한 낮은 소속감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또한 OECD국가 중 꼴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OECD, 2015). 학교는 

학교 본연의 목적인 교육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일까?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교육의 대상인 청소년들에 대

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결코 혼자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같이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박진규, 

2015)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

기 위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그들을 단순히 ‘학생’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을 학생으로만 규정하는 순간, 문제의 답은 학교라

는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찾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

년’은 학교 안의 학생과 학교 밖의 학생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생보

다 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으로서의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청소년 문화는 다양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더 다양해 질 뿐 아니라 그 색채도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총체적이며 거

시적인 관점이 요구되어지는 청소년 문화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학

의 출범 시기인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 청소년 문화에 대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56%)와 양적연구(24%)가 주를 이루었다(조혜영, 2016). 청소년 문

화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과 고급통계를 활용한 연구들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배규한 외, 2014). 

기존의 양적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한 접근은 방대한 양의 청소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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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터를 구축해왔으며 관련된 다양한 청소년들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양상이나 실태 및 정책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는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다(조혜영, 2016). 하지만 

이러한 연구방법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청소년 문화를 깊이 있게 이

해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질적 연구방법은 청소년 연

구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청소년 연구

는 청소년의 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 용이하며, 청소년과 함

께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했거나 그들만이 알고 있는 여러 청소년 문화를 볼 수 있을 뿐 아니

라 소수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게다가 사회의 고정관념이

나 단순한 일반화로부터 비롯된 선입견을 줄여 새로운 인식 지평 확장에 

기여 할 수 있으며 정책 대안 또는 실천 방안 제시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배규한 외, 2014).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을 가지고 ‘청소년의 어떤 

문화를 바라 볼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본 연구자는 힙합을 선택했다. 

힙합은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꾸준히 청소년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아

오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힙합요소 중 하나인 랩을 소재로 한 랩 오디선 프로그램인 ‘쇼미더머

니’는 현재 여섯 번째 시즌 방영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다시 고등학생들

만을 대상으로 하는 랩 오디션 방송 ‘고등래퍼’를 등장시켰다. 이에 더해 

스트릿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인 ‘댄싱9’과 같은 힙합 방송들의 등장은 

힙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기를 보여준다. 힙합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

는 하나의 커다란 독특한 문화이며 단순히 춤의 한 장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음악, 미술, 철학, 정신, 라이프 스타일, 패션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

념이다(박진규, 2015). 힙합은 이제 하위문화를 넘어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힙합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신체라는 만국공

통어를 통해 세계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문화의 벽을 확장시키

고 있다(최종환, 2012). 따라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힙합을 이해하는 것

은 청소년 문화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힙합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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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는 것은 청소년 문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스포츠교육학을 공부하는 본 연구자는 힙합 문화 중 신체활동에 해당

하는 비보잉에 집중하고자 한다. 비보잉은 힙합의 핵심요소로서 춤을 의

미한다(Frederiksen, 2009). 한국의 문화관광부는 2006년 비보잉을 6대 문

화상품 중 하나로 지정하였으며 메이저급의 세계 비보잉대회 중 하나인 

R-16을 후원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6). 2018 부에노스 아이레스 유스 

올림픽의 새로운 종목으로서 비보잉이 채택되었다(IOC, 2016). 2009 체육

과 교육과정에서도 표현활동 영역의 하나인 현대표현의 한 가지 활동 예

시로 힙합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비보잉을 소재로 한 문

화 예술 공연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는 2003년 서울

종합예술학교를 시작으로 비보잉 관련 학과가 설립되고 있으며 현재 28개

의 학교가 관련 학과를 개설한 상태이다(차윤미, 2015). 비보잉의 유스 올

림픽 종목 채택과 문화관광부의 지원은 힙합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그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체육교과와 대학의 비보잉에 대

한 관심과 문화 예술분야에서의 비보잉은 힙합과 비보잉의 교육적 가치와 

청소년들의 수요와 인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비보잉은 이렇게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보잉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힙합과 비보잉에 

관한 연구로는 힙합 문화와 발전과정 또는 의미에 대한 연구, 문화콘텐

츠로써의 힙합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김혜

정, 2017; 이소현, 2016) 등의 주제가 주로 이루어진 반면 교육적인 관점

으로 힙합과 비보잉을 바라본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적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한 비보잉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홀로서기’라고 볼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

들에게 앞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학생의 홀로서기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설계하고 영위하고 더 나아가 책임질 수 있도

록 도와주어야 한다(조용환, 1995). 따라서 학교의 각 교과는 이 목적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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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방법과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스포츠교육학분야에서는 학생의 자

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라이프 스킬(Life skills)을 제시한다

(Papacharisis, Goudas, Danish & Theodorakis, 2005; Danish, 2005;Gould & 

Carson, 2008; Holt, 2009). 라이프 스킬은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이웃 등

의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며 이러한 환경과 삶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인 적응

능력 및 대응능력이다(이옥선, 2012). 스포츠 활동 및 신체활동은 삶의 기

술, 라이프 스킬을 함양할 수 있는 많은 상황과 기회들을 제공 하며 그런 

기회들은 신체적 발달, 사회적 발달, 심리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Bailey, 

2006; Weiss, 2004; 이옥선, 2012). 

국내에서 진행된 스포츠 종목 및 신체활동 종류별 라이프 스킬 습득 관

련 연구들로는 무용(이엄지, 2012; 한우정, 2015; 강성은, 2016) 태권도(박

지원, 2009; 정예수; 2011), 테니스(최기훈, 2013), 검도(강태성, 2012), 승마

(공경희, 2014), 또는 여러 가지 종목을 다룬 연구(이옥선, 2012)등이 있다. 

습득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라이프 스킬들은 주로 신체적, 개인적, 

대인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기술들이었으며 이러한 라이프 스킬들은 스

포츠 내재적 특성과 특정 스포츠 종목의 고유한 특성뿐 아니라 코치, 스

포츠 참가자, 동료 및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옥선, 2012). 

기존의 라이프 스킬 관련 연구들은 주로 학교 상황, 생활 체육 상황, 라

이프 스킬 함양 목적의 스포츠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Danish et 

al, 1992; Martinek, 1999; Danish et al, 2002; Weiss, 2006). 한편, 비보잉 문

화는 어떠한 의도적인 교육적 조치 없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

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습득되는 라이프 스킬의 종류와 습득 과정이 스포

츠의 그것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비보잉 참여를 통해 비보

이들은 스스로 어떠한 라이프 스킬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 나가는지를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라이

프 스킬이 필요하며 라이프 스킬의 습득이 그들에게 익숙하고 흥미 있는 

청소년 문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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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보잉 참여를 통한 비보이들의 경험과 라이프 스킬 

습득 경험을 탐색하고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비보잉 참여자들은 비보잉 참여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둘째, 비보잉 참여자들은 비보잉 경험을 통해 어떤 라이프 스킬을 습득

하는가? 

셋째, 비보잉 참여자들의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

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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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 청소년

청소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청소년은 청소년

기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기는 생애의 보편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기에 겪는 경험은 사회·문화·환경·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천

차만별이며 교육의 소속과 여부, 직업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개인이 겪는 경험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

다(Wulff, 1995). 또한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의 변화를 겪

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의식과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성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급격한 지적발달이 

일어난다. 따라서 청소년은 인생의 여느 시기와 구분되는 두드러지는 특

징들을 가지고 있다(박진규, 2015). 연령범주에 의한 구분으로는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층 사람들을 의미하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범주에 의한 구분으로써의 청소년의 개념을 사용한

다. 

 

◈ 라이프스킬

라이프 스킬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요구에 대

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기술이며 긍정적이며 적응적인 행동이다. 그것들

은 신체적, 행동적 혹은 인지적일 수 있으며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전이가 

가능하다. 그런 라이프 스킬은 건강한 발달과 청소년의 미래를 준비시킨

다(WHO,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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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이

비보이(B-boy)의 비(B)는 브레이크 댄스(Break dance) 혹은 브레이크

(Break)를 뜻한다. 즉,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소년들을 말한다.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소년들을 지칭하는 비보이(B-boy)라는 용어는 디제이 쿨헉

(Kool Herc)에 의해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실제로 브레이크 댄스의 발생

은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미국의 동쪽에 위치한 뉴욕주 뉴욕시의 브

롱스 지역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 댄스는 힙합의 4대 요소 엠씨잉(MCing), 디제잉(DJing), 그레

피티(Graffiti), 비보잉(B-boying) 또는 브레이크 댄스(Break dance)중 하나

이며, 비보잉과 브레이크 댄스는 혼용되고 있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미국 뉴욕의 브롱스(Bronx) 거리의 흑인 청소년들에 의해 탄생한 

춤이다. 비보잉의 무브는 본 무브에 들어가기 전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

며 스텝을 밟는 탑락(Top rock), 몸짓으로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업락(Up rock), 땅에 손을 짚고 빠르게 스텝을 밟는 풋워크

(Footwork), 한 자세를 취해 순간적으로 멈추는 프리즈(Freeze), 원심력을 

이용하여 빠른 회전에 의한 움직임을 구사하는 에어트랙(Air-track), 토마

스(Thomas), 윈드밀(Windmill), 해드스핀(Headspin) 등의 파워무브(Power 

move) 등의 여러 가지 동작들로 표현이 가능하다. 

◈ 비보잉

비보잉은 브레이크 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브레이크 댄스가 비보이

가 추는 춤만을 의미한다면 비보잉은 비보이가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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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비보잉은 비보잉 문화, 패션, 역사, 정신, 전통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자로서의 나’가 가지는 주

관성의 완전한 배제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의 청소년 문화들 중 하나인 

힙합문화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며 힙합문화 중에서도 비보잉을 중점적

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힙합 문화 내지는 청소년 

문화를 일반화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자의 주관성의 완전한 배제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보잉 

경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지식과 선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는 본 주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짐과 동시에 부정

적인 측면을 가진다. 이는 신선한 이해 획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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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문화

가. 청소년 문화의 개념

청소년 문화는 한 마디로 규정하기 힘든 두 단어 ‘청소년’과 ‘문화’의 

합성어이다. 각각을 따로 떼어내어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기에 대한 정의는 학문 분야, 시대, 국가, 또는 정책 목표 등에 따라 다

양하게 규정되어지고 있다. 생물학적 관점으로의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

인 사이의 과도기 단계로서 성숙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에 의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층의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문화·

사회적 개념은 다양하게 적용된다. 즉 청소년기는 생애의 보편적인 시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기에 겪는 경험은 사회·문화·환경·개인적인 특성

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교육의 소속과 여부, 직업 유무 등 여러 가지 요

인에 따라 개인이 겪는 경험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Wulff, 1995).

문화는 가장 간단하게 자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문화는 

‘주어진 것’을 인간의 목적에 맞게 ‘다듬고 길들인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생활의 대부분이 문화적 활동 또는 문화적 유산임을 의미하며 문화

는 생활방식(ways of living)으로 정의 되어 지기도 한다(조용환, 1993). 

저명한 문화이론가 Raymond Williams의 말 ‘영어에서 가장 복잡한 의미

를 가지는 두 세 단어 중 하나’처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화의 

개념을 핵심 기반으로 삼는 인류학 분야에서 수십 년 전 클로버(Alfred 

Kroeber)와 클러크혼(Clyde Kluckhohn)에 의하여 문화의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문화:개념과 정의의 한 비판적인 검토』(1952)에서 

175개의 문화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였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한상복 

외, 1985). 문화는 인간이 일구어낸 역사적 사회적 산물을 의미하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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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작용과 변화의 산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문화는 그 시대

의 실체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정하성 & 유진이, 2012). 이러한 맥락에

서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

로 만든 모든 습관과 행동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문화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청소년 문화의 개념

위의 학자들이 내린 청소년 문화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조금씩 상이하지

만 모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청소년 문화는 청

소년기 세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내적, 외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학자 청소년문화의 개념

박성희(1993)

청소년 문화는 하위집단으로서 하위 문화적 성격을 지니며 독특한 
문화로서 가치관, 윤리의식, 규범, 태도, 언어, 복장, 행동, 인간관
계, 오락 및 여가생활 등 그들의 내면적인 의식구조와 외면적인 
행동양식까지 다 포함 하는 개념이다.

조용환(1993)
청소년들이 처한 삶의 조건(자연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하여 
공유하는 독특한 생활 방식과 그들의 삶에 부여한 독특한 의미체
계이다.

권이종(1996)
청소년기의 세대들이 형성한 그들만의 행동, 생활양식, 가치관 및 
태도를 총칭하는 독특한 문화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이하게 
존재하는 사상, 가치관 및 태도 등을 의미한다.

정유성(1998)

청소년 문화란 청소년이라는 주체의 문화적 영역이다. 여기서 문
화란 한 사회 안에 살아가는 다양한 집단이 각기 나름대로의 서로 
다른 삶의 틀을 만들며 자신들의 사회적 또는 물질적 삶의 경험에 
표현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일이다.

은지용(2002)
문화가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청소
년 문화는 청소년의 경험에서 비롯된 사고, 감정, 태도, 모든 행위 
양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노용오(2005)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형성하는 문화적 생산과 향
유, 그리고 결과이며 삶을 구성하고 의미를 주는 사회적 경험, 일
상적 교류까지 포함한다.

박진규(2015)

청소년 문화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청소년이 공유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삶의 양식을 말한다. 즉, 특정 사회 속에서 성인이나 유·아
동과 구분되어 청소년만이 공유하는 행위 양식이나 사고방식 또는 
생활 스타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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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 문화의 특성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 관념적 시각으로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다. 문화는 눈에 보

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정신 속에 존재하며 성취해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화는 과도기적 진행 상태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청소년문화는 미숙한 문화, 철없는 짓거리로 간주되며 이러한 관점은 

주로 많은 부모와 교사들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적응체계로서

의 청소년문화이다. 문화를 자연을 극복해서 이루어 낸 사회적 · 지적 

기술의 표현으로 본다. 문화가 변증적 또는 진화론적으로 발전하지만 그 

차제의 자율성은 없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문화는 저항 행위

의 한 형태로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청소년 문화의 주

체이다. 따라서 그들이 성장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

게 없어질 문화라는 것이다. 셋째, 구조체계로서의 청소년 문화이다. 문

화를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관관계의 기본 틀로 보는 관점이다. 형성된 

인간관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정한 보편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

지며 그것이 곧 사회의 특성이 되기도 한다. 문화의 제일성을 견지하는 

것이다. 청소년 문화 역시 기성세대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열등하

지도 않다고 본다. 넷째, 상징체계로서의 청소년 문화이다. 개인 혹은 집

단이 나타내는 행동유형과 그 집단의 의사소통 방식이 문화이며 구성원

들 사이의 공유된 공적 합의는 이러한 상징체계를 조절하는 기제로 작용

한다. 청소년들의 언어, 은어, 속어나 패션스타일과 음악적 장르는 이러

한 상징체계로서의 청소년문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박

진규, 2003).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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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배규한 외, 2014)

정하성 & 유진이(2013)는 청소년문화는 한 마디로 규정지을 수는 없으

나 다양한 모순과 문제를 지닌 것은 틀림이 없다고 말하며 청소년 문화

의 일반적인 특성 아홉 가지를 제시하였다. 아홉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

다. 1) 상징문화가 없다; 2) 다양성의 증가이다; 3) 학교문화로 취급받고 

있다; 4) 물질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 5) 문화감수성의 발달이 긍정적이

다; 6)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집단주의적 특성을 나타낸다; 7) 대중매체

의 의존도가 높으며 사이버공간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다; 8) 성의식의 

개방과 자유분방함을 들 수 있다; 9) 자기표현이 강한 현실 만족주의를 

들 수 있다. 

다. 청소년 문화의 실태

1) 대중 문화

청소년 문화는 특히 대중문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대중문화는 산

업사회의 특징인 대량생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반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대중문화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 

해석 유사 개념

관념적 시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 속에 있으며 행
동을 지배함. 현재의 문화는 과도기적 진행단
계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

미숙한 문화, 철없는 짓거
리, 비행문화

적응 체계
자연을 극복해 이뤄낸 사회적·지적 기술의 표
현. 변증적 또는 진화론적으로 발전하나 문화 
그 자체의 자율성은 없다.

저항행위, 대항문화, 하위
문화

구조 체계

문화의 제일성을 견지하는 입장으로 문화는 인
간관계의 기본 틀이다. 한 번 형성된 인간관계
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정한 보
편성을 가지며 그 사회의 특성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 문화와 기성세대 문화는 다르지 않으며 
열등하지도 않다.

다양한 문화 중의 하나

상징 체계

개인 혹은 집단이 나타내는 행동유형과 그 집
단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이 상징체계를 
조절하는 기제는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공적 
합의이다.

은어, 속어, 패션스타일, 
음악적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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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자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기제이다. 대중문

화는 청소년들에게 정체성, 정치적 감각,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교육

의 마당이다(한준상, 1995). 대중문화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

향으로는 첫째, 새로운 창조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전에는 대중문화는 

주로 TV나 라디오에 많이 의존했지만 지금은 컴퓨터통신의 발달로 인해 

컴퓨터, 스마트 폰 등의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져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주된 통로가 변하였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정보

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뿐더러 UCC나 SNS를 통해 정보를 생산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문화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많은 청소년들은 대중문화 참

여에 이유에 대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언급한다. 학업에 대한 압박이나 

여러 가지 사회의 규제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정하성, 유진이, 2012). 

반면, 청소년기의 대중문화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청소년 가치관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첫째, 상업주의에 사로잡혀 소비지향적

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대중문화는 상업주의와 밀접한 관

련을 가지며 청소년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

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즉,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즉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의 관심은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이다. 대중문화는 매체를 통해 재미

와 흥미 위주의 내용들을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며 이것들은 대부분 창의

성이나 생산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경우도 많다(박진규, 2003). 

셋째, 매체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자신의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가족 예능프로 

속의 스타들의 가족들의 호화로운 생활 모습들은 청소년들 뿐 아니라 성

인 시청자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 청소년이 대

중매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이유는 청소년기는 정신적으로 자의식을 

가지게 되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배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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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자신과 자신 주변의 세계와의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면 청소년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2) 미디어 문화

청소년은 미시체계인 가족, 학교, 친구 등과 외체계인 지방정부 및 대

중매체 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거시체계인 믿음, 이

데올로기 등에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

(Bronfenbrenner, 1979). 그 중 미디어는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

며 신념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Gitlin, 1980). 또한 청소년기는 사춘기라

는 신체급등기를 통해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성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며 

어느 시기보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맞

이하는 단계이다. 이로 인해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

안과 혼란 등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가정, 학교, 지

역사회, 종교기간 등이 그 역할을 했다. 반면 오늘날은 핵가족화와 다양

한 사회적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청소년들은 욕구 해소를 위해 친구나 영

상 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조아미, 2012)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라고 불릴 만

큼 매체와 친숙하며 특히 디지털 매체는 그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매체는 청소년들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세계관 및 자아를 형성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배상률, 2014). 그 중에서도 특히 소셜 미

디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정보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친구들과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는 가장 주된 수단이다(배상률, 고은혜 2015). 

3) 친구문화

청소년들에게 있어 또래집단 혹은 친구문화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박진규, 2003). 청소년기에는 부모보다 친구와 있는 것을 선호하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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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친구를 바라본다. 친구는 서로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공유 가능한 삶의 영역이 다른 대상보다 더 넓

다. 또한 가장 자유롭고 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부담과 제약

이 적다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나 구속력이 

적기 때문에 해체되기 쉽다는 특징 또한 있다(박진규, 2015).

사회학자 Riesman은 친구관계를 기능에 따라 연합적 친구관계, 수혜적 

친구관계, 상호적 친구관계로 분류하였다. 연합적 친구관계는 공간의 근

접성과 학령의 유의성 등에 의해 맺어지는 친구관계로 관계에 대한 친밀

감이나 정서적 유대감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사나 전학, 

졸업과 같은 환경의 변화는 연합적 친구관계를 종결시킨다. 수혜적 친구

관계는 두 친구가 동등한 관계라기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친구 

관계를 의미한다. 신조어 ‘빵셔틀’, ‘가방셔틀’이 수혜적 친구관계를 나타

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상호적 친구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친구

관계이다. 어떠한 목적이나 환경적인 이유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진정

한 우정으로 흔히 관포지교(管鮑之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비유된다

(박진규, 2015).

4) 언어문화

자신들만의 재미를 찾고 고유한 것, 새로운 것 또는 간단하고 쉽고 편

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청소년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

소년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특유한 언어를 만들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청소년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특

유한 언어는 그들의 사고 유형과 생활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

민정, 손정희, 김현주, 2013). 또한 언어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 신념, 성

격 심리상태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언어는 그 문화의 정체성과 역사를 

대변하기도 한다(박용성, 박진규, 2009).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언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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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청소년의 언어의 특징은 청소년들이 모인 

곳은 어디든지 시끄러우며, 집단적 소란현상으로 인해 언어가 경음화되

고 고성화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두드러지는 특

징은 은어, 속어, 비속어의 과도한 사용이다(배규한 외, 2014).

청소년들은 비속어, 은어, 유행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등

학교에서 중학교로 하면서 그 경향이 더 짙어진다. 이러한 언어 왜곡현

상은 많은 부정적 감정을 확대시키고 왜곡된 개념을 가지게 할 수 있으

며 불평등한 의사소통을 내면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대화 단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다른 집단을 배제

시켜 폐쇄적인 소통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심각한 문제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전숙경, 2014). 반면 이들이 이런 언어들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은 새롭고 과장된 표현을 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또래 집단 내에서 동질성을 형성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진숙, 2015). 또한 비속어, 은어, 유행어는 친구들과 친근한 

관계, 특수한 관계, 내밀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조용환, 1997). 

2. 청소년 문화와 비보잉

학교 축제, 청소년 문화 행사에서 춤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들

은 방과 후 수업, 스포츠클럽, 동아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춤을 즐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힙합과 비보잉 관련 학과 개설은 이제는 ‘댄

서’가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댄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지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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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보잉

1) 비보잉의 기원과 발달

비보잉은 힙합의 4대 요소인 엠씨잉(MCing)1), 디제잉(DJing)2), 그래피

티(Graffiti)3), 비보잉(Bboying) 중 하나이다. 브레이크댄스를 추는 소년들

을 지칭하는 비보이(B-boy)라는 용어는 디제이 쿨헉(Kool Herc)에 의해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실제로 브레이크 댄스는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미국의 동쪽에 위치한 뉴욕주 뉴욕시의 브롱스 지역의 청소년들에 의해

서 탄생하였다(이우재, 2013; Wesley et al., 2006; Chang 2007).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 후 많은 수의 흑인들은 미국

의 노동력 보충의 목적으로 미국으로 끌려왔다. 힘든 노동 속에서 그들

에게 위안이 될 만한 것들이 필요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그들만의 유

희를 찾기 위해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과 춤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흑인 문화의 발달로 이어졌다(이우재, 2010). 힙합의 탄생 배경은 주로 

불건전하고 불량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는 비보이들이 갱단 활동

이나 마약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흑인들은 정상

적인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

하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할 일

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폭력단체가 아닌 춤을 추기 위한 

팀을 구성하고 활동하게 되었다(김상우, 2012). 폭력 대신 춤으로 결투를 

벌임으로써 비보이는 하나의 새로운 거리 문화를 구축하게 된다. 가난한 

흑인들에게 브레이크 댄스는 학교나 순수무용을 대신하는 자생적인 유희 

활동이며, 내재적 동기에 의한 선의의 경쟁으로 다양한 춤 동작들을 진

1) MC는 ‘Microphone Checker’ 또는 ‘Microphone Controller’의 약자로 랩을 부르는 
사람을 뜻한다. MCing은 랩을 부르는 행위를 뜻한다.

2) DJ는 ‘Disk Jockey’의 약자로 클럽이나 행사장 등에서 디스크에 담긴 음악을 트는 사람
을 뜻한다. DJing은 음악을 트는 행위를 뜻한다.

3) Graffiti는 스프레이나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벽에 그림 또는 글자 등을 새기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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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킨 하나의 또래문화이자 하위문화이다(Katrina, 2004). 

브레이크 댄스의 구체적인 모습을 띄게 된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다. 1) DJ Kool Herc의 파티에서 시작되었다; 2) 가수 James 

Brown의 ‘Get on the Good Foot’의 대 히트와 동시에 시작되었다; 3) 뉴

욕시의 갱들이 ‘Up rock’이라고 알려진 춤을 선보이면서 시작되었다. 비

보이들과 비걸들은 ‘Get on the Good Foot’ 댄스와 갱들의 ‘Up rock’댄스

를 Kool Herc의 파티에서 선보였던 것으로 보인다(Wesley et al., 2006). 

DJ Kool Herc는 음악의 break beat(음악에서 가사가 없는 부분)가 나올 

때 마다 춤을 추는 소년들 보고 그들의 춤이 계속 보고 싶어 break beat

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틀었다. 쿨헉은 이들을 break beat 때만 나와서 춤

을 추는 소년이라 하여 B(break beat)boy라 부르기 시작했다. DJ Kool 

Herc과 자신의 랩 가사에 ‘Hip Hop’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DJ Hollywood

는 힙합을 발전시킨 미국의 대표적인 두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다. 1970

년대 중반에 마이클 잭슨의 팝핀과 로봇춤을 선보임으로써 전 세계가 힙

합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춤 기술로는 ‘문 워크’

가 있으며 독특한 그만의 스타일은 한국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가수 

‘박남정’은 마이클잭슨의 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 한명이다(이

우재, 2010).

비보잉의 발생지인 미국은 역사적인 크루들이 많이 있다. 1977년에 비

보이 Jojo와 Jimmy Dee에 의해 만들어진 락스테디 Rock Steady Crew를 

비롯해  Rock Steady Crew의 라이벌 크루인 뉴욕시티브레이커즈 New 

York City Breakers, 엘에이브레이커즈 LA Breakers, 에어포스크루 Air 

Force Crew 등은 비보잉의 초기 시대를 장악한 크루들이다(김효근, 

2006). 

2) 한국 비보이

1980년대 초·중반 한국에서는 비보잉 열풍이 불었다. 마이클 잭슨의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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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과 로봇춤을 비롯한 ‘문 워크’ 댄스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를 주목 시

켰으며(이혜숙 외, 2003) 1985년 Rock Stead Crew 락스테디 크루와 New 

York City Breakers 뉴욕시티브레이커즈의 미국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공

연은 방송매체 AFKN을 통해 한국에 실시간으로 방영되었다. 이와 더불

어 그 당시 매주 방송되었던 돈 캠밸의 Soul-train 소울트레인이란 프로그

램에서도 흑인들이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모습이 방송되었다(이소현, 

2016). 그 후 1980년대 말,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왔던 몇 

가지 동작들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이우재, 2010; 최종환, 2012). 

90년대 초에 이르러 힙합댄스는 TV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져 큰 인

기를 얻게 되었으며, 서태지의 등장은 음악계를 넘어서 사회전체를 흔들

어 놓았다. 서태지가 한국 힙합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주 거론되는 이유

는 그의 음악에는 사회의 반항과 저항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저항

의 이데올로기는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미국에서 힙합을 

탄생시킨 흑인들의 정신과 다르지 않았다(천창훈, 2003). 또한 지금의 한

류열풍의 주역인 아이돌의 모습은 이때 서태지와 아이들의 모습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최종환, 2012). 한편 미디어 밖에서는 1세대 힙

합댄서들에게 성지로 여겨지던 ‘문 나이트’ 클럽을 중심으로 힙합댄서들

이 발전하게 된다(이우재, 2010). 당시 내로라하는 댄서들은 모두 그곳으

로 모였으며 춤 뿐만 아니라 랩, 디제이 등을 즐기는 사람들도 다 모여 

힙합 파티를 벌였다. 비보이들은 그곳에서 배틀을 벌이며 서로의 실력을 

견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때 주목을 받았던 비보이팀들로는 익스프레션, 

TIP, 리버스 크루, 고릴라 크루, 피플 크루 등이 있었다(이우재, 2010; 최

종환, 2012).

비보잉에 대한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에도 불구하고 한국 비보이팀 ‘비

주얼쇼크’는 2001년 처음으로 출전한 비보잉 메이저급 대회 중 하나인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에서 베스트 쇼 상을 수상하게 되

었다. 한국 비보이가 세계로 알려지는 분수령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이

우재, 2010; 최종환, 2012). 이를 시작으로 한국은 세계무대에서 승승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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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특히 배틀 오브 더 이어 무대에서 익스프레션 2002년에 1위, 

2003년에 2위, 겜블러 크루가 2004년에 1위, 라스트 포원이 2005년에 1

위, 2006년에 2위 익스트림 크루가 2007년에 1위, TIP 크루가 2008년에 

2위, 겜블러 크루가 다시 2009년에 1위를 차지하였다. 위의 크루들 외에

도 한국에는 세계적인 크루들이 많이 있으며 비보잉 최강국임을 지속적

으로 입증하고 있다. 배틀과 퍼포먼스 대회 뿐 아니라 2005년 이후에는 

힙합과 비보잉을 소재로 한 연극과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마리오네트’, ‘피크닉(브레이크 아웃)’, ‘발랄HIGH’, ‘더 굿’, ‘비보이 코

리아’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이우재, 2013). 

3) 비보잉 관련 선행연구

비보잉만을 범주로 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보잉을 

포함하는 힙합, 스트릿댄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이루어졌다. 힙합과 비

보잉에 관한 연구로는 힙합 문화와 발전과정 또는 의미에 대한 연구(김

병훈, 김준홍, 2002; 문진수, 2013; 양승아, 2009; 이우재, 2010, 2014; 이

소현 2016; 천창훈, 2003; 최종환, 2012, 한희숙, 2010), 문화콘텐츠로써의 

힙합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강선구, 2011; 길현정, 2013; 김기국, 2012; 

노유성, 2015; 민현주, 2011; 백지현, 2016, 안창용, 2013; 윤지현, 2006; 

최종환, 2012; 허진, 2009),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유태균, 정은영, 

2009; 원지혜, 2013; 전효진, 김서윤, 2015) 힙합과 비보잉의 인식에 관한 

연구(김혜정, 2017; 박상필, 2007; 박성진, 2013; 안병주, 2012; 이정연, 

2012) 등이 있다. 

 

나. 비보잉의 교육적 의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혹은 교육적 의미에 집중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이우재(2013)는 힙합 춤은 비행청소년들이 즐기는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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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선도 할 수 있음을 

힙합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주장하였고, 임진하(2002)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에서 학생들의 자존감 및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

응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개선되는 과정을 사례연구를 통해서 밝혔다. 이

진숙(2002)은 인천 지역의 학교에서 춤을 추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댄서’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은 가치를 지닌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

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한다. 유광국, 임성철, 이승범(2011)은 힙합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중학생 비보이 2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생

활을 탐색한 연구에서 자기보고서, 심층면담, 참여관찰 등의 자료를 바탕

으로 분석한 결과, 체력, 자신감, 협동심, 단결심이 향상됨을 밝혔다. 신혜

숙(2010)은 힙합, 브레이크 댄스, 재즈댄스, 방송 댄스 등의 댄스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165명을 대상으로 내적 동기와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를 연구한 결과, 댄스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내적 동기의 하위요

인과 자기 효능감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성이 있으며 내적 동기의 하위

요인은 신체적, 심리적, 표현욕구, 사회적 요인의 순으로 자신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전영미(2016)는 학생의 역할과 스트릿 댄서를 병행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화 과정을 탐색한 결과, 그들은 아

직은 한국 사회에서 탄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다고 보기 힘든 ‘댄서’라

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진로를 위

해 자발적이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학부모의 지속적인 

개입을 받는 순수무용 전공자에 비해 스스로 정보를 알아보고 스스로 결

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태현 외(2008)는 중학교 여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힙합 댄스를 참여하는 실험집단 30명과 비교집단 30명으로 나누

어 힙합댄스가 여학생의 체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심폐지

구력,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스피드의 체력과 체지방 등

의 유의미한 향상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여자 초등학생 13명을 

대상으로 힙합댄스의 효과를 알아본 이정숙(2004)의 연구 결과와 거의 일

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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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은 체육교육 안에서의 표현활동 소외 문제를 완화할 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등장한 체육의 다섯 가지의 가치 영역

인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중 표현활동 영역은 지도상의 어려움과 

체육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체육교과 시간에 가장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현주, 박혜연, 2014; 임수신, 2016; 정상필, 2015; 황

숙영, 2007).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체육교사의 표현활동에 대한 거부

감 혹은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활동의 내용으로 무용을 가장 쉽

게 떠올리거나 표현활동은 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무

용을 전공하지 않은 체육교사가 무용을 체육시간에 다루기는 쉽지 않다. 

표현활동에서 주로 다뤄지는 활동이 무용 활동이기는 하지만 표현 활동이 

곧 무용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영역은 여자 혹은 무용전공 

출신의 교사들에 의해서만 교육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남자 

체육교사와 무용과 무관한 여자 체육교사에게도 활용이 가능한 표현 영역

의 활동 내용으로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현대표현의 활동예시로 

제시되고 있는 힙합을 제안한다. 

3. 청소년 교육과 라이프스킬

오늘날 사용되는 청소년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

스 자연주의 철학자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인간은 12~15세에 신

체성장과 함께 이성과 자의식이 형성된다고 믿었으며, 15~20세에는 정서

적 성숙과 함께 도덕심을 기르게 된다고 하였다(박진규, 2015). 이러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서 볼 때 라이프 스킬은 청소년기에 학습되어지

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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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이프 스킬

라이프스킬은 학교, 가정, 이웃, 공동체 등에서 개인이 일상생활을 성공

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기술이다(강지웅, 2016). WHO(1999)가 

제시한 라이프 스킬의 다섯 가지 기본 영역은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 창

의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 자의식과 공감, 

그리고 감정과 스트레스 대처이다. 또한 WHO는 라이프스킬 교육은 일상

생활의 어려움과 도전에 요구되어지는 심리사회적인 기술의 발달을 촉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으며 라이프스킬을 가르치는 것은 건강한 

아동과 청소년 발달의 촉진을 위해 필수적이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

응하도록 청소년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Gould와 Carson(2008)은 스포츠기반 라이프 스킬은 내적 자산으로 목표

설정, 감정조절, 자존감 그리고 직업, 근면윤리(work hard ethic)와 같은 인

성과 기술들이며 이들은 스포츠 안에서 촉진되어지고 발달되어질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는 또한 스포츠 외의 상황에도 전이된다. 라이프스킬은 행동

적(동료와 어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혹은 인지적(효과적인 의사결정), 

인간관계적(적극적) 또는 내면적인 것이 될 수 있다(Danish et al., 2004). 

 

나. 스포츠 중심 라이프스킬

Kleiber와 그의 동료들(Kleiber & Kirshnit, 1991; Kleiber & Rober, 1981)은 

스포츠는 자기 조절과 용기, 위험감수, 지속, 규범 준수, 책임감과 같은 인

성 덕목들과 관계있는 라이프 스킬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구조화된 시험

의 장이라고 보았다. 비보잉은 특정 교수자한테 배운다기보다 비보잉 문

화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비보잉을 참여를 통해 습

득되어지는 라이프 스킬들은 대부분 Turnnidge, Côtê & Hancock(2014)이 

제시한 암시적 전이(Implicit transfer)에 의해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이프 스킬 개발에 체육활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첫째, 라이프 스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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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연하는 방식이 스포츠 기술과 비슷하기 때문이

다. 둘째, 스포츠를 통해 배우는 많은 기술들이 삶의 다른 역영에도 전이

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스포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활동양식이

기 때문이다(Goudas & Danish, 2006). Gould & Carson(2008)은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스포츠를 통해 학습한 다양한 라이프스킬을 적용하

여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며, 체육을 통한 긍정적 청

소년 발달과 효과적인 생활기술 교육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이 국내외에

서 진행되었다(Danish, 2005; Holt, 2009). 국내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박지원(2009)은 태권도를 배우는 초등학생 241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태권도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라이프 스킬들이 습득되어지는가를 연구

한 결과, 태권도 수업은 리더십 생활 기술 역량, 통솔력, 자제력, 문제해결

능력과 인간관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

철, 류민정(2009)은 전문 골퍼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의 시나리오에 적용한 최초의 시도로 라이프 스킬 습득을 목적으

로 하는 스크린 골프 시나리오 구성하기 위해 전문 골퍼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관찰을 한 결과, 나에 대해 알기, 나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 향

상시키기, 자신을 조절하는 과정 이해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두려움

과 스트레스 줄이기, 타인과의 관게 이해하기와 배우고 또 배우기 습관 

기르기의 7가지 생활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개별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정예수(2011)는 태권도 수련이 내재한 라이프스킬을 구성개념 및 측정도구 

개발 연구에서 태권도 경력 3년 이상의 성인 200명에게 개방형설문을 실

시하고 그 중 12명을 선별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태권도 수련 또

는 지도를 통해서 얻은 라이프 스킬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무도적, 사

회적, 지도적 기술이 도출 되었다. 수련적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동양

무술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가 갖는 보편적인 교육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

음이 나타났다. 강태성(2012)은 검도수련에 따른 라이프 스킬 차이 연구에

서 초등학생 579명을 대상으로 정예수(2011)의 태권도 라이프 스킬 척도를 

변형하여 설문조사 한 결과, 자기조절기술, 사회기술, 품성, 검도정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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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리, 문제 해결기술 등이 도출 되었다. 라이프 스킬은 운동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기술조절, 사회기술, 문제해결기술은 일상생활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경희(2014)는 라이프 스킬 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 승마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승마를 배우는 청소년 10명과 교육자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참여관찰을 한 결과, 다른 스포츠들과는 달

리 동물과 교감을 통해 다양한 라이프 스킬이 습득됨을 확인했다. 습득된 

라이프 스킬의 영역은 나와 말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로 분류되었으며 신체 활동, 지식, 정서적 영역을 포괄하는 대안적 청

소년 승마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강지웅(2016)은 라이프 

스킬 습득을 위한 체육수업을 2009 개정 초등 체육과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성하여 실행하여 학생들에게 습득된 라이프 스킬을 탐색하고 습득 메커

니즘과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습득

된 라이프 스킬들로는 나의 역할 다하기와 자기 관리, 배려하기, 소통하기, 

함께하기, 문제 파악, 수용, 문제 해결 등의 라이프 스킬들이 있었다. 다수

의 라이프 스킬 연구들에서 습득과 습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집중한 반

면, 강지웅(2016)은 라이프 스킬을 습득 실패나 포기상황에도 관심을 가져 

향후 라이프 스킬 프로그램에 시사점을 제공 하고 있다. 

이옥선(2012)은 2년 이상의 스포츠 참여 경력을 가진 체육교육과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 회상과 해석을 통해 다양한 종목으로부터 

얻어지는 라이프 스킬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라이프 스킬들은 자기 성

장을 위한 역량에 해당하는 기본기,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 있어 필요한 

대응기, 다른 사람과 사회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데 필요한 공헌기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라이프 스킬들은 스포츠의 내재적 특

성과 특정 종목의 특성, 코치의 철학 및 지도방식, 스포츠 참가자의 반성 

능력과 의미부여, 동료 및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은 이옥선(2012)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정 한 스포츠 종목

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습득되어지는 라이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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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들은 크게 신체적인 기술, 자기 관리와 관련된 기술, 타인과 소통하는 

상호작용과 관련된 기술, 문제 해결 기술 등으로 크게 범주화 되는 공통

점을 보였다. 하지만 종목의 특성과 전통, 문화 등이 라이프 스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옥선, 2012). 

<표 3>는 라이프 스킬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스포츠 프로그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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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해외 라이프 스킬 프로그램 

설명 효과 관련 연구

Martinek et 
al (1999)

◆ Project effort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수업 모형(Hellison, 1995)을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목표

1. 다른 사람의 권리와 기분 존중

2. 노력/팀웍

3. 자기지시/목표설정

4. 리더십과 배려

열악한 환경(underserved)에 처한 초등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실행한 결과, 자기통제와 타인의 권리존
중, 노력과 참여, 자기지시, 타인 돕기 등의 라이프 
스킬 습득 효과를 밝힘.‘Project effort’를 통해 개발
된 라이프 스킬들은 교실, 상황에서 전이가 잘 이
루어짐을 확인하였다(Martinek et al, 2001). 

Coaching Club program을 통해 TPSR의 네 
가지 목표가 얼마나 전이 되는 가를 알아보
는 연구이다 한생들과 교사들로부터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이가 잘 되는 
것으로 밝혀짐.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
략으로 어떻게 청소년들이 TPSR 가치들을 
학교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전이에 관해 일기를 쓰도록 하였다. Walsh, 
Ozaeta, & Wright(2010)

Danish et 
al(2002)

◆ SUPER 
GOAL 프로그램을 응용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와 라이프 스킬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킴.
활동

특정 스포츠와 관련 있는 신체 기술을 학습

스포츠와 관련된 라이프 스킬 학습

스포츠 경기 시행

각각의 기술들이 20~30분 동안 가르쳐짐.

10~12세의 배구와 축구선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라이프 스킬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교
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목표설정을 위한 자
기믿음, 문제해결, 긍정적 사고 수준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남(Danish, 2002).

SUPER 프로그램의 축약버전 실행결과, 사
회적 책임감, 감성지능, 목표 지식과 사회적 
관심에 변화가 있었음(Brunelle et al, 2002).
유사 실험 디자인을 통한 라이프 스킬 연구
는 라이프 스킬을 가르치는 것이 직접적으
로 목표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식
과 라이프 스킬에 대한 믿음 증가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어 학생의 변화가 장기적인 관
점에서 일어났는지, 또는 삶의 다른 영역에 
전이가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Hol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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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효과 관련 연구

Danish et 
al(1992)

◆ GOAL program
10차시 프로그램. 교육을 잘 받은 중학생 고등학생
들이 자제력, 미래에 대한 자신감 등의 덕목을 가
르침.

인지적 정보 획득, 자신이 설정한 목표성취, 예상
보다 쉬운 과정이었다고 보고, 목표설정 방법을 배
웠다고 대답함(Danish, 1997).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보
다 목표성취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문제 해결능력도 향상되었다고 밝힘
(O’Hearn and Gatz, 1999, 2000).
라이프 스킬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높은 인
지와 그들의 목표설정 역량 인지 수준이 높
게 나타났음(Danish & Nellsen, 1997). 

Weiss(2006)

◆ The First Tee 
Petitpas et al(2005)의 전인적 청소년 발달의 틀을 
채택하였다. 효과적으로 골프와 라이프 스킬을 전
달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코치 훈련프로그램으로 구
성된다. 골프를 매개로 라이프스킬을 가르치는 프
로그램으로 존경, 스포츠맨십 그리고 인내와 같은 
라이프 스킬들을 가지고 있다. 
골프 활동을 통해 얻은 라이프 스킬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 전이가 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
는지를 강조한다.
활동의 마지막에 골프를 통해 얻은 라이프 스킬을 
다른 영역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전이를 촉
진시킨다.

전이효과 - 만남, 인사, 감정관리, 갈등해결

일반적 라이프 스킬 경험 - 인지된 행동 행위, 동
료로부터 오는 압박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학습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

(Weiss et al, 2007).

프로그램 참여자의 레벨에 따라 배우는 라
이프 스킬이 다르다. 초보자(파)는 상호작용
과 자기 관리 기술, 중급자(버디)는 목표설
정 기술, 상급자(이글)는 갈등 해결, 다양성 
인정, 건강한 선택하기, 사회적지지 찾기와 
제공하기 등과 같은 고급 상호작용과 개인
적 기술을 배운다(Weiss, et al, 2013). 내용
에 해당하는 골프, 외적 자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내적 자산에 해당하는 라이프 스
킬은 청소년 참가자의 긍정적 심리사회적 
그리고 행동적 결과 기회를 최대화 하도록 
설계되어졌다(Petitpas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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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비보이들의 생활 탐색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이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대비되는 연

구 방법으로서 양적 연구 방법은 사물이나 현상을 설명(explanation)하는

데 관심을 둔다고 한다면 질적 연구 방법은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

(understand)하는데 관심을 둔다. 영어 ‘explanation’과 ‘understand’에서 

‘explanation’의‘plane’과 ‘understand’의 ‘stand’는 어떤 입장이나 위치를 의

미한다. 따라서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접두어에 해당하는 ‘ex’와 ‘under’에

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설명을 학술적 용어로 풀어내자면 설명은 

모두가 볼 수 있게 바깥으로 드러내어 객관화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반면 이해는 자신을 낮추어 사물이나 사람, 현상 안으로 들어간다

는 의미를 함축한다. 설명의 방향은 현상에서 연구자, 이해의 방향은 연

구자에서 현상으로 볼 수 있다(조용환, 2011).

비보이들의 비보잉 경험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들이 겪는 체험

의 내적 속성과 그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며 해석주의적 

연구 패러다임을 가진다. 해석주의적 연구 패러다임은 인간의 경험세계

는 경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상황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석주의 패러다임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이해’이다. 보편

적이고 일반화를 위한 규칙의 발견보다는 특정 상황 속에서 다양한 특성

을 지닌 참여자들이 그들과 그들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

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김영천, 2012).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탕에 둔 본 연구는 브레이크 댄스를 행하는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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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비보잉 경험 역시 복합적이며 다양한 맥락 안에서 상호적인 성격

을 띠고 있음으로 비보잉을 경험한 당사자의 경험의 의미를 충분히 파헤

치는 것에 주목한다. 경험은 전후관계의 파악이 필연적이며 현상학 연구

는 미리 정해진 변인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여러 상황과 맥락들에 대한 

연구이다(Barritt et al., 1983).

본 연구는 비보이들이 비보잉을 통해 겪은 경험과 체험을 구성하고 있

는 본질에 관심을 가지며 현상학적 접근을 취한다. 현상학적 접근은 

Denzin과 Lincoln(2011)에 의한 질적 연구 전략들의 유형 분류에서 수년

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섯 가지 질적 연구 접근 방법(문화기술

지, 현상학, 사례연구, 내러티브) 중 한 가지 접근으로 하나의 개념 또는 

현상에 대한 다수의 체험(lived experience)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하는 것

을 의미한다(Creswell, 2012). 

경험의 특수한 유형인 체험이란 개인이 겪고 인식하는 그대로의 경험

을 의미한다. 직접적, 전반성적 생활의식은 체험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다. 이는 의식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체험은 그 순간에는 포착할 수 없고 지나간 후에 단지 반성적으로만 포

착할 수 있다. 따라서 체험의 의미는 언제나 과거의 어떤 것에 대한 것

이다. 이와 같은 체험은 현상학적 연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van Manen, 1990).

 

가. 연구의 수행 절차 및 단계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비보이들의 비보잉 경험을 탐

색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2017년 1월 연구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결론도출까지 총 13개월간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

구의 전체 과정은 크게 계획, 실행, 결과 단계로 구분되며 각각의 과정은 

순차적이라기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첫째, 계획단계에서는 주제를 포함하여 본 연구의 전반적인 계획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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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과 연구들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문제

를 도출하였다. 

둘째, 실행단계의 첫 번째 순서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 자료수집 방법에 대

한 동의, 비밀 보장에 대한 약속 등의 연구윤리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다. 그 후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가이드 할 수 있는 질문지와 관찰 가

이드를 만든다. 이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전사, 코딩,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셋째,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비보잉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라

이프스킬들을 알아내고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

인지를 탐색하였다.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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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나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는 큰 부분 중 하나는 연구자

가 바로 ‘연구도구(researcher as an instrument)’라는 점이다. 연구자의 자

질과 배경 그리고 능력에 따라 연구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

라서 연구자에게는 다양한 상황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과 연구 능력이 요구되어진다(김영천, 1996; 김윤옥 등, 

1996). 개인의 무수한 경험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성

격과 성향을 만들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다른 사람을 판단 할 때 가

장 믿을만한 데이터로써 자신의 경험이 사용되어진다. 때문에 질적 연구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구자로서 ‘자신의 위치(researcher’s position)’ 혹

은 ‘연구자의 역할 또는 준비(researcher’s role or preparation)’ 라는 명칭

으로 연구자 자신의 배경에 대해 기술한다(유정애, 2004). 

본 연구의 연구자인 나는 2002년 중학교 1학년 때 비보잉에 입문하여 

2009년 4월인 군 입대 전까지 약 7년 동안 비보잉에 참여해 왔으며 그것

을 주업으로 삼았다.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공부보다 춤을 

우선시 여겼으며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라기보다 연습실이었다. 

첫 수업 시작 전과 점심시간에는 강당 앞 복도, 방과 후에는 운 좋게 

강당 문이 열려있으면 강당, 아니면 한 아파트 단지 상가의 탁구장에서 

탁구대를 옆으로 밀어놓고, 한 초등학교 내 폭이 약 1.5m, 길이가 약 6m 

정도 되는 대리석 바닥에서, 지하철역 바닥에서 연습했다. 1층에 넓은 현

관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 횟집을 운영하는 친구의 집의 단체 손

님방(단체예약이 없을 경우), 부산 사직운동장 밖 넓은 공간 등이 주 연

습 공간이었다.  평평하고 넓은 바닥만을 찾아 다녔다. 연습실이라고 부

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는 부산 동래에 있는 검도장(당시 형들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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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 빌렸던 것 같다), 주말에 이용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힙합

연습실이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되고 비보잉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어 학교 내 

동아리나 청소년 대회 수준이 아니라 연습실이 있는 부산의 한 크루에 

소속되게 되었다. 수많은 공연과 대회를 참여했으며 그로 인해 용돈정도 

되는 수입도 조금 얻을 수 있었다. 크루를 몇 번 옮겨 다니며 그렇게 비

보이로서의 삶을 살았고 대학도 춤과 관련 있는 실용무용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1학기가 지나고 입대하게 되었다. 7년을 매일같이 추던 춤을 2년

간 못 추게 되니 먼저 신체가 많이 변했고, 그 다음으로 생각도 많이 변

했다. 전역 후 실용무용과를 자퇴하고 24살의 나이로 다시 체육대학에 

입학하였다. 4년 동안의 대학생활은 나의 삶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였

고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지금은 체육교사를 꿈꾸고 있다. 

학업에 충실하기 위해 비보잉을 나의 인생에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잘라냈었다. 활동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멈췄다. 

학업에 걸림돌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

으며 지금은 불가능 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학창시절 6년을 포함한 나

의 비보잉 경험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금의 나를 만든 커다

란 부분이었던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대중문화이자 청소년문화인 힙

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으며 청소년들은 이것을 접할 수밖에 없는 환

경에 놓여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입맛에는 힙합이 잘 맞는다. 이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더 나아가 힙합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준비

태세와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박진규, 2003). 이에 본 연구는 힙합의 4

대 요소 중 연구자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비보잉에 집중

하였으며, 방법은 비보잉에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는 비보이들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힙합 문화를 참여하는 모든 이

들, 특히 청소년들이 힙합 문화와 비보잉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올바로 

즐겼으면 하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바람을 내재 하고 있음을 밝힌다. 

위에 밝힌 ‘연구자로서의 나’가 가지는 강점과 한계점을 다양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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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시할 것이다. 나의 경험을 통한 비보잉 경험에 대한 선이해와 선

지식이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구의 전 과정동안 사태 자체로 

돌아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살펴보는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의 태도를 유지하며 반성적인 자세로 연구자의 주관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 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비보이들의 삶을 탐색하여 비보잉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라이프스킬을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비보이 정체성, 언

어적 표현 능력, 충분한 경력, 전문팀 소속 또는 소속 경험, 동료들의 인

정 등이다. 

정준영(1998)이 제시한 정체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유목적적 표집법

(purposive sampling)에 의해 선정되었다. 이는 또한 Goetz와 

LeCompte(1984)에 의한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ampling)이기도 하다.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며 타자와 구분 짓는 

자의식이며, ‘나다움’과 관련된 감성, 성향 또는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

다(정준영, 1998). 

언어적 표현 능력 적합성 여부는 Van Kaam(1996)이 제시한 연구 참여

자 고려조건에 의하여 선정되었다. 첫째, 자신의 체험을 언어를 통하여 

표현이 가능한가? 둘째, 자신의 체험을 수줍음과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는가? 셋째, 이 체험과 연결된 다른 체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체험들을 표현 할 수 있는가? 넷째, 연구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체험을 표현할 수 있는가? 다섯째, 자신의 체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섯째, 차분하게 자신의 체험을 기술할 수 있는가 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배경 정보 <표 4>과 같다. 비보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3년 이상의 비보잉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인 4명과 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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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잉 참여 경력을 가진 청소년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성인 

연구 참여자는 지인의 추천을 통한 전문 비보이 한 명과 그로부터 추천

을 받는 방식인 눈덩이 굴리기 또는 연쇄 전략(snowball or chain)에 의해 

선정 되었다. 청소년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 소재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희망자를 모집하여 한 명, 학생 비보이를 수소문하여 지역아동센터 학생 

3명이 선정되었다. 또한 청소년 연구 참여자 데이터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그들을 관리, 지도하는 선생님 2명을 부 제보자로 선정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총 10명(성인 4, 청소년 4, 부 제보자 2)이

다.

<표 4>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잠재적 

연구 참여자 10명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미리 취한 다음 

실제 만남을 가져 구두로 1차 연구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다음 1차 인터

뷰 일정을 잡은 후 인터뷰 일정 당일에 동의서에 의한 2차 연구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연구에 대한 동의는 본 연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발적 참여를 의미한다.

연령구분 이름 경력

성인

김성실 25년

신고운 25년

이재혁 11년

강희선 5년(타 장르 포함 20년)

청소년

김선미 3년

이진형 3년

이승형 2년

김명진 2년

성인
부 제보자1 ·
부 제보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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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실

 원래부터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던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우연히 

알게 된 비보잉에 순식간에 빠져들게 되었다. 또래에 비해 힘과 운동신

경이 좋았던 김성실은 빠른 속도로 비보잉 기술들을 하나 둘씩 습득하게 

된다. 그렇게 입문하게 된 비보잉세계에서 마침내 한국에서 인정받는 비

보이로 성장하여 세계무대에서 한국 비보이의 위상을 떨치게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금은 프로댄서로서 무대에 오르기보다 여러 가지 교

육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다. 

2) 신고운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중학교 시절 남들보다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인해 

비보잉 동작 중 토마스를 할 줄 알게 되어 춤추는 친구의 함께하자는 권

유를 받게 된다. 그렇게 입문한 비보잉은 신고운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

거움을 안겨 주었고 결국 비보잉에 빠지게된다. 하지만 비보이로서의 그

의 성장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당시 생소했던 비보잉 문화를 한국식에 

맞게 수용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현

재는 부산에서 비보잉을 포함하여 다른 스트릿댄스를 전문적으로 가르치

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를 기획, 공연하며 비보잉 문화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3) 강희선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아리 활동으로 처음 춤을 접한 연구 참여자 강희

선은 청소년기에 비보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비보잉은 다

른 장르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느껴 선뜻 비보잉

에 참여를 하진 않았다. 마음 한편에 비보잉을 가지고 살던 중 29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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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해, 비보잉에 도전하여 현재 5년째 비걸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

다. 무엇보다 비보잉의 커뮤니티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과 비보잉 참여의 균형을 잘 맞추어 두 영역 모두에서 

자신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고 있는 중이다. 

4) 이재혁

 연구 참여자 이재혁은 활동적인 성격, 한국의 비보잉 붐이 일었던 시대

적 상황, 친구의 영향으로 인해 비보잉에 입문하게 되었다. 일찌감치 비

보잉을 업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판단을 내린 그는 비보잉과 삶을 분리시

켜 비보잉의 순수함을 지켜내려고 노력해왔다. 비보이로서의 삶과 학생

으로서의 삶을 분리시키는 것은 각각의 렌즈로 서로의 영역을 반추하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자신의 삶을 댄서의 삶이 아니라 '춤추는 삶'이라고 

소개하는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보잉에 대한 전문 댄서 못지않은 사랑

과 열정이 느껴진다. 

5) 김선미

 방송댄스로 처음 춤을 접하게 된 연구 참여자 김선미는 몸을 더 격하게 

쓰고 싶은 욕구를 느껴 비보잉 기술에 도전하게 된다. 기술 하나를 해내

는 것으로 시작한 비보잉과의 만남은 점점 더 진지해졌다. 결국 김선미

의 진실성, 성실함, 비보잉에 대한 진지한 자세는 부모님을 설득시켜 서

울의 한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이르게 된다. 공연, 대회에 늘 참

석해 응원 하는 것은 물론, 비보이 닉네임, 크루 이름들까지 다 꿰차고 

있는 어머니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2017년 5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 비보이 크루에 연습생으로 발탁되어 김선미는 자신의 꿈

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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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진형

 연구 참여자 이진형은 비보잉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보잉을 하기 전과 후의 모습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고등

학교 내에서 비행청소년 프로그램으로서 개설한 비보잉 동아리 활동을 

통해 비보잉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이진형의 

학교생활과 태도는 점점 개선되었고 현재는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맏형으로서 리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7) 이승형

 연구 참여자 이승형은 청소년 팀의 팀원들 사이에서 에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기량이 뛰어나다. 뛰어난 운동신경 덕분에 짧은 기간 안에 친구

들보다 많은 기술을 성취할 수 있었다. 친구들에 비해 높은 기량을 가졌

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친구들과 같이 무대에 서서 공

연과 대회를 하는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8) 김명진

 연구 참여자 김명진은 체육대학 진학을 목표로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

하고 잘하던 청소년이었다. 유년시절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꾸준히 

태권도를 하였다. 여러 대회에서 입상 할 만큼의 태권도에 대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저하로 인해 오랫동안 열정을 쏟은 태권도를 그

만두게 된다. 이로 인해 김명진은 한동안 우울감을 느끼며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그 시기 비보잉을 만나게 되고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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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연구의 실행단계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과정이며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이때 수집되는 모든 정보

와 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상호활동들을 자료수집 과정이라고 일컫

는다(Creswell, 2012). 수집되는 자료의 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의 형태는 면담(interview), 관찰(observation), 

문서(documentation), 시청각 자료(audiovisual data)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수집 방법인 면담

과 참여관찰이 주된 자료원이며 춤이라는 인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

장 잘 담아 낼 수 있는 시청각 자료로써의 연구 참여자들의 비보잉 영상

과 순간적인 동작을 포착한 사진 등이 수집되었다. 

가. 심층면담

심층 면담은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깊은 대화

이다. 질적 연구자들은 심층면담에 많이 의존한다. Patton(2002)은 인터뷰

를 비형식 인터뷰, 대화식 인터뷰(일반적인 인터뷰의 형태, 가이드 접근), 

개방형 인터뷰로 크게 분류하였다. 심층면담은 미리 정해진 반응이 있는 

인터뷰 보다 훨씬 더 대화에 가깝다. 인터뷰의 접근 중 가장 중요한 측

면은 연구 참여자의 관점은 가치가 있으며 유용하다는 것을 연구 참여자

에게 전달하는 태도이다(Marshall & Rossman, 2011).

본 연구의 심층면담은 Siedman(1998)이 개발한 심층면담 방법을 사용

하였다. Seidman(1998)은 현상학적 연구를 구성하는 세 가지 단계의 심층

면담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연구 참여자의 전반적인 경험을 듣는 것이

다. 이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맥락 안에 놓기 위함이다. 두 번째 경험의 세부사항을 재구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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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첫 번째 면담을 통해 들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 중 연구 주제

와 관련된 경험과 현재의 생생한 삶의 경험의 구체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면담은 앞의 두 가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경

험의 의미에 대해 숙고해 보기이다. 경험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해

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천, 2012). 하지만 3차면담에서 

경험의 이해나 의미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세 번의 면담 모두

가 의미를 만드는 과정(vygotsky, 1987)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

의 횟수가 절대적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연구 참여자의 

생애 전반을 자세히 보기보다 라이프스킬 개발의 관점으로 면담이 진행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층 면담은 2~3회 진행되었다. 1차와 2차면담은 

미리 준비된 반 구조화된 질문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반 구조화된 면담

은 구조화된 면담과 비교했을 때 면담자의 반응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면담 진행이 가능하며, 대화로서의 면담보다 체계성을 가져 면담자의 비

예측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차면담은 1차와 2

차 인터뷰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의 가이드 질문을 구성하였다.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의 개인 사무실, 

또는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되었다. 

나. 참여관찰

관찰은 연구를 위해 선정된 사회적 환경 안의 사건들과 행동들 그리고 

의미 있는 개인 물건(artifact)에 대한 체계적인 주시와 기록을 수반한다. 

관찰기록과 유사한 말은 필드노트(field notes)로 관찰된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상세하고, 비심판적이며, 사실에 근거한 기술을 의미한다(Marshall 

& Rossman, 2011).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장소에 

있는 것의 의미를 넘어 감정적인 관여의 의미까지 포함 한다. 관여의 정



- 41 -

도는 중도적인 정도의 참여를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연구 참여자에게 

알리기 때문에 완전한 참여자의 태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연구 참여자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영천, 2012).

본 연구에서는 1차 심층면담 이후 성인 연구 참여자 3명과 청소년 연

구 참여자 4명에 한해서 10 여 회의 참여관찰이 진행되었으며 관찰할 활

동의 종류는 연구 참여자들과 상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다. 현지자료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비보잉 활동에 관한 자료들이 수집되

었다. 수집된 현지자료로는 청소년기 사진, 연습과 대회/공연 영상과 사

진 등이 있다.

4. 자료 분석 및 해석

분석은 기술, 분석, 해석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것들은 각각 다른 

사고를 요청 한다. 이는 질적 자료를 어떠한 차원으로 변형하는가의 문

제이다. (Wolcott, 1994). 

<표 5> 기술, 분석, 해석 설명(Wolcott, 1994)
구분 설명 질(quality) 중시하는 것

기술
연구자가 본 것을 독
자가 보게(see) 하는 
일

얼마나 생생하게 보여 
주는가

‘그들’의 세계

분석
연구자가 안 것을 독
자가 알게(know) 하는 
일

분석하는 내용과 형식
의 과학적 체계성과 
치밀성

‘그것’의 세계

해석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
으로 독자가 이해하게
(understand) 하는 일

학문적 그럴듯함 ‘우리’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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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 분석 절차

자료 분석의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텍

스트화 하는 전사 작업부터 주제를 도출해내는 주제 발견 단계까지의 일

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먼저 심층면담을 녹음한 음성 파일, 참여관찰을 

통해 기록한 내용, 현지 자료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텍스트화 하는 

작업을 한다. 두 번째, 메모 작업은 전사 다음의 과정이라기보다 연구 과

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분석 작업이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

나 주제를 적는 것이다. 주로 연구 초기에는 추상적이며 연구 후기로 갈

수록 구체화된다. 셋째, 개방코딩은 전사된 자료를 읽으며 초기코드를 도

출해내는 작업이다. 철저하게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며 자료 속 

함축된 의미를 찾는 첫 번째 과정이다. 넷째, 심층코딩은 개방코딩의 다

음 단계로 개방코딩의 결과를 바탕으로 포섭적 코드를 만드는 것을 의미

한다. 다섯째, 주제 발견은 초기 코딩과 심층 코딩을 통해 나타난 많은 

코드들의 최상위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도출된 코드들을 비교, 분석, 대

조하여 공통점과 연결고리를 찾아 어떠한 위계관계, 연관관계, 패턴, 반

복적 아이디어를 찾는 작업이다(김영천, 2012).

<그림 2> 질적 자료분석의 일반적 과정 (김영천, 2012, p.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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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의 기술

자료 수집의 가장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다. 주로 전사 작업과 메모 작업이 자료의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연구 현장을 최대한 ‘생생하게’ 옮기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조용환, 

1999) 자료가 수집된 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전사 작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전사는 연구자가 원자료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사 작업과 동시에 의미 있는 내용에 밑줄 

또는 괄호를 치며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는 메모작업이 이루어 졌다.

다.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자료의 기술 다음 단계에 해당하며 코딩 작업이 이 과

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코딩은 필요한 자료와 불필요한 자료를 구

분 짓는 역할을 한다. 

코딩은 개방 코딩과 심층 코딩으로 구분된다. 개방코딩은 다시 세그멘

팅과 초기코딩의 순서를 가지는데, 세그멘팅은 원자료에서 필요한 데이

터와 불필요한 데이터를 구분 짓는 것이다. 주로 밑줄을 긋거나 괄호를 

치는 작업이다. 초기코딩은 세그멘팅을 마친 자료를 다시 보며 반복되는 

내용, 의미, 주제에 명칭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심층코딩은 개방코딩의 

다음 단계로 심층코딩에서 도출된 코드들의 상위 범주를 만든 작업을 의

미한다. 기술된 자료들이 점점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영천, 2012).

라. 자료의 해석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자료의 해석은 주제 발견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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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단계로 연구자의 높은 수준의 지식과 통찰

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보이들의 비보잉 경험과 라이프 

스킬 개발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 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를 통찰하는 작업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 졌다. 

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양적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그 연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

루어졌는지, 얼마나 믿을만한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준거로 여겨진다. 

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진실성(trustworthiness)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

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Guba, 1981). 질적 연구에서는 주

로 Lincoln과 Guba(1985)에 의해 제시된 삼각검증법, 구성원 간 검토, 동

료 간 협의 방법을 활용한다.

1) 삼각검증법

특정 현상에 대한 이해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을 통한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 또는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더 명확해 질 수 있다(Mathison, 

1998). 연구 과정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서로 비교하면

서 해석하는 작업한다.

2) 구성원 간 검토

연구자의 분석과 인터뷰에 나타난 연구 참여자의 의도 간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임의의 분석 결과가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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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잦은 만남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재해석하였다. 

3) 동료 간 협의

스포츠교육학 학문을 연구를 하며 질적 연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교

수님들과 같은 연구실 소속의 석사, 박사 선생님들에게 자료의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나. 연구의 윤리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판단에 연구가 본인 또는 본인 이 소속된 

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참여 중단을 원할 시 연구의 과정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였다. 연구 도중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하지 않을 것을 알렸

다.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모든 형태의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될 것

이며 이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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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비보잉 참여를 통한 라이프 스킬 습득 경험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1절에서는 비보

잉 참여자들의 비보잉 참여 경험을 입문, 성장, 향유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 2절에서는 비보잉 참여자들이 비보잉 참여 경험을 통해 

습득한 라이프 스킬을 갈고닦기, 드러내기, 관계 맺기, 안목 기르기 기술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절에서는 비보잉 참여자들의 라

이프 스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직접 요인과 간접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비보잉 참여를 통한 경험

 경험(經驗)이란,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봄, 또는 거기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국립국어원, 2017)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비보잉 참

여자들이 비보잉에 참여함으로써 겪는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들

의 경험은 입문, 성장, 향유의 단계로 비보잉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비보잉 참여 경험은 시간의 흐름과 경험의 질적 변화

에 따라 입문-성장-향유의 세 단계로 점차 깊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가. 입문

 입문단계는 입문-성장-향유 참여 단계의 처음에 해당하는 시기로 비보

잉을 처음 접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들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서 비보잉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대중매체를 통해 봤던 비보잉 동작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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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또는 집에서 흉내 내보면서 자연스럽게 비보잉에 입문하였다. 또한 

친구의 권유는 비보잉 입문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 건드리기: “깔짝깔짝거렸어요”

 건드리기는 입문의 첫 번째 모습으로 대중매체 또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한 번 흉내 내보는 경험이다. 호기심에 해본 동작이 생각보

다 잘 되어서 즉각적으로 흥미를 느꼈던 학생도 있고 호기심에 시도해봤

지만 실패한 후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기술을 완성하여 성취감을 

느낀 학생도 있었다. 

친구들이 그때 다 같이 시작했거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호기심에 그걸 따라했단 말이야.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따라
하는 느낌.

(김성실-1705161)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처음 보는 친구들의 신기한 움직임에 호기심을 

느껴 따라하게 됨으로써 비보잉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비보잉이란 걸 알게 되고 시기적으로 2005, 6, 7 이
럴 때 한국 비보이들이 국위선양을 하고 있을 때라 접할 기회
가 있었는데 길게는 한 반년 정도는 혼자 깔짝깔짝거렸어요. 
막 복도에서 프리즈(freeze) 잡아보고, 그러다가 막 티비에서 
보이고 흉내내보고 이랬는데. 

(이재혁-1708221)

 연구 참여자 이재혁은 한국의 비보이들이 세계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

기 시작하던 시기에 대중매체를 통해 비보잉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혼자서 

비보잉 춤의 기본 동작을 여러 번 시도해보면서 비보잉에 입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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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처음에는 프리즈, 파워무브(power-move) 같이 멋있는 기
술만 보고 들어갔었다가, 비보잉을 제가 오래 학원을 다니면서
도 느꼈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 나 이거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겠지’라고 느꼈다가 안 되니까 나가시거나 그
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김선미-1704301)

 연구 참여자 김선미는 처음에 비보잉을 조금 쉽게 보고 접근했다가 포

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한다. 그녀 또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였다. 

2) 매료되기: “세상 다 가진 기분”

 매료(魅了)되기 모습은 입문 단계에서 건드리기 다음의 모습이다. 매료

되기는 말 그대로 비보잉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말한다. 건드리기에서 

매료되기의 경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기술을 성취함으로써 

느끼는 성취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취감은 그들을 비보잉의 세계

로 매료시켰다. 

그걸 내내 반복하다가 한 날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딱 넘겼
는데 그게 확 넘어 가는 거라. 그때는 와 세상 다 가진 기분이
었지.

(신고운-1706041) 

연타를 차고 나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게 진짜 뿌듯했어요. 
진짜 이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김선미-170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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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바퀴에서 세 바퀴 반 정도 돈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뿌듯해가지고 스트레스 같은 거 날아가는 느낌 있
잖아요.

(이승형-1708281)

 처음 성취한 비보잉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그들의 입가에는 자

연스럽게 미소가 번졌다. 그때의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듯 했다. 연

구 참여자 신고운이 처음 성취한 비보잉 기술은 ‘레인보우(rainbow)’

라는 기술이었으며 레인보우를 성취하던 그때 그 순간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기술이 성공되던 순간의 기분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이진형군 역시 ‘윈드밀(windmill)’이라는 

기술을 성취하는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순간이었

다고 말하며 그 순간의 기분을 다시 느끼는 듯 흥분했다. 기술 성취를 

통해 느낀 성취감은 비보잉 동작을 단순히 한 번, 두 번 시도해보는 것

을 넘어 비보잉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 성취한 기술, 그때의 상황, 시간, 그 기술을 성취했을 때의 기분 등

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보잉을 처음 알게 됨과 동시에 집, 학교 등의 장소에서 동작

을 따라 시도해보는 ‘건드리기’ 모습을 보였으며 시도 경험 후 특정 

기술을 성취함으로써 ‘매료되기’모습을 보였다. ‘성취감’은 ‘건드

리기’ 경험에서 ‘매료되기’경험으로 넘어가는데 있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성장

 입문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무대에 올라 춤을 추

는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 단계는 입문 단계

를 지나 본격적으로 비보잉에 열정을 쏟으며 자신의 비보잉 기량을 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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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다. 대회나 공연을 목적으로 무대에서 춤을 추는 ‘뽐내기’모습

과 열정을 쏟는 ‘열정 쏟기’모습은 성장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었다. 또한 성장 단계에서 이들은 ‘바른 길 걷기’, ‘밝아지기’, ‘건

강해지기’모습을 보였다. 모든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성장 단계

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뽐내기: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연구 참여자들은 보통 청소년 시기에 공연, 대회, 작게는 장기자랑 무

대에 올라 비보잉 춤을 췄다. 보통은 동아리 구성원들과 함께 무대에 올

랐지만 혼자 무대에 서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연구 참가자들은 주로 

학교 선생님이나 자신이 소속된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의 지도 아래 대

회나 공연 등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인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행사를 찾아서 무대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아람단이면 이제 다른 학교들도 와가지고 캠프파이어하고 할 
때 학교마다 장기자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빡 하니까는 여학
생들 환호성이..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느껴봤지.

(신고운-1706041)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청소년연맹 아람단의 장기
자랑 무대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오르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 축구부 소
속의 그는 장기자랑 이전까지는 축구와 비보잉 춤을 병행하며 축구를 
주로 하며 비보잉에는 적은 시간을 투자해왔지만 장기자랑을 이후로 축
구보다 비보잉 춤으로 비중이 옮겨가며 점점 비보잉에 빠져들게 되었다.
  

일단 제가 하다가 안하게 되면 여태까지 짠 퍼포먼스나 여태
까지 한 기술들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저희 학교가 12월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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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비보잉을 무조건 해야 해요. 하기 
싫어도. 처음에 되게 하기 싫은 정도는 아니었는데 계속 버티
다 보니까 재미가 붙었어요.

(이승형-170931)

저는 일단 너무 좋아요 지금. 할 때 너무 행복하고요 일단 비
보잉할 때, 그리고 빨리 또 다른 기술 파가지고 그걸 공연에 
써서 환호를 받고 싶어요.

(이승형-170931)

 연구 참여자 이승형은 무대에 올라 춤을 추는 것이 비보잉 참여의 주된 

목적이다. 춤 연습을 하는 것은 무대에 오르기 위함이다. 처음에는 비보

잉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학교 축제에서의 공연을 위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비보잉에 흥미를 느꼈다. 현재는 공연을 생각만 해도 입

가에 미소가 번질 정도로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환호를 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

사람들도 엄청 환호해주고, 수상은 못했지만 대회가 더 재밌는 
거예요 공연보다. 그래가지고 딱 그 이후로 비보잉이 너무 더 
하고 싶어졌어요. 축제는 즐기는 거잖아요. 대회 때는 성진샘
의 진짜 화난 모습도 저희가 봤었어요. 근데 그걸 딛고 계속 
연습해서 성공을 하니까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여러 가지 어
려운 것을 이기고 대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
예요.

(김명진-1709031)

 연구 참여자 김명진에게 무대는 마치 소리를 증폭시키는 앰프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 김명진은 공연보다 대회 무대에서 더 큰 흥미를 느꼈다. 

공연에 비해 대회가 주는 부담감이 더 크며 선생님께 혼이 나는 등의 더 

힘든 과정을 수반하지만 힘든 만큼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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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관 앞에 차에다가 무대를 만들어줬어요. 비보잉 바닥 깔
고. 근데 실패를 해도 환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패를 해도 ‘열심히 하면 환호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얻고 엄청 연습했죠.

(김명진-1709031) 

 보통 일반적인 경우 입문을 하고 성취감을 맛본 후 무대경험을 가지는

데 학교 동아리 일정상 연구 참여자 김명진은 지속의 단계까지 가지 못

하였지만 무대에 서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경험은 다시 성장 단계

로 연결되었다. 연구 참여자 김명진은 첫 ‘뽐내기’ 모습에서 실력이나 

결과와는 무관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김명진을 비보잉 속으로 더 빠지게 

만들었다. 

2) 열정 쏟기: “집에 가면 한 3시 되는 거야”

 열정(劣情)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국립 국어원, 2017). 그들을 열정의 경험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무대에 서는 경험, 재미, 경쟁심 등이었다. 그들의 비보잉에 대한 열렬한 

애정과 열중하는 마음은 ‘성장’ 단계의 중요한 경험이었다.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한 5시쯤에 출발을 해서 7시쯤에 학교
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7시에 도착을 해서 조회가 8시 40분
인데 그래서 한 시간 3~40분 정도 연습을 해요. 학교 실기실
에서 그리고 학교 수업하고 실기 수업하고 학교 수업이 끝나
면은 집에 들어가서 9시 10시쯤에 일찍 자려고 하는 편이에
요. 학교 끝나고 연습을 잘 못 하구요.

(김선미-17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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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 김선미는 현재 서울에 한 예술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부모

님과 학교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전문 댄서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다. 

김선미는 비보잉에 푹 빠져있었다. 하루 온종일 비보잉만을 생각하고 사

는 듯 했으며 모든 일상은 비보잉에 맞춰져있었다. 이러한 그녀의 열정

은 부모님마저 감동시켰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중략)심야버스가 2신가에 막차가 있거든 한 12시나 12시 반
까지 연습하고 그 다음에 학교 거기 화장실에 호스 있는데 그
걸로 물로 대충 행구고 옷 갈아입고 종점 가서 닭꼬지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막차를 기다리는 거지. 집에 가면 한 3시 되
는 거야. 새벽이라서 그나마 빨리 가서 한 3시 되는 거야. 

(김성실-1707082)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고등학교 3년을 비보잉 생각만 하고 살았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비보잉을 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머리로는 비보잉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학창시절에 방과 후 비보잉 연습을 한 뒤, 심야버스 

막차를 타고 갈 정도로 그는 비보잉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었다. 

 

3) 바른 길 걷기: “터닝 포인트”

 바른 길 걷기는 연구 참여자들의 청소년기 시절 일탈모습이 개선되는 

모습을 의미한다. 일탈은 모든 규칙과 규범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일탈

은 청소년비행, 지위비행, 청소년문제행동, 소년범죄 등의 개념들과 혼용

되고 있으며 일탈은 범죄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의 울타리를 벗어

나지는 않지만 청소년의 기대 행동에 어긋나는 행동까지 포함한다(배규

한 외, 2014). 춤을 추는 청소년을 잠재적 비행청소년으로 간주하거나 비

보잉은 청소년의 비행을 야기 시킨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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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청소년기 일탈행동은 비보잉을 만나면서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지메가 시작 될 때야 시작될 때. 근데 형은 이제 가진 힘이 
있으니까. 당하고만 있진 않았던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점점 
크다보니까. 점점 이제 막 싸움이 되기 시작하면서, 형이 아까 
중1,2때 성적이 좋았다고 그랬잖아. 중3때 여기서 (싸움에)재
미가 들은 거야. 싸워서 힘이 생기고 이런 게.(중략) 그리고 
형이 춤을 추면서 다른 사교 방식을 깨달았지. 그때는 싸움 잘
해서 이겨가기고 굴복시키는 사교성을 중학교 때 배웠잖아. 고
등학교 가서 춤추면서 다른 방식의 사교를 익힌 거지. 비슷은 
하지. 내가 우위를 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폭력적이지가 
않고 자기 단련하고 끌고 가는 게 된 거지. 얘를 막 때려눕혀
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김성실-1705161)

 연구 참여자 김성실의 작은 신장과 그가 전학생이라는 사실은 동급생들

의 괴롭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김성실은 또래 친

구들보다 강한 힘 때문에 쉽게 당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는 방어하는 데

만 힘을 쓰지 않고 싸움에 재미가 붙어 폭력적인 학생이 되었다는 것이

다. 하지만 비보잉에 빠진 후로는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고 싸

움에 쓰던 에너지를 비보잉에 쏟기 시작했다. 

연구자 : 그럼 그 시기에 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형님?
김성실 : 형 100프로야 깜빵 갔어. 진짜 100프로 그 쪽이야.

(김성실-1705161)

그게 어릴 때, 춤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못 가졌
더라면...  그때 삐뚤어졌을 거야.

(김성실-170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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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창 시절 춤을 접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에 김성실은 1초

의 망설임도 없이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말한다. 면담 중 그는 춤이 자

신의 청소년기 일탈을 바로 잡아주었음을 자주 언급한 사실로 보아 그에

게 춤은 구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제가 2학년 때 3학년 선배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그래서 사회
복지과 선생님이 너네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계속 사고 치니까. 그 선배 중 한 명이 비보잉하고 싶다고 그
랬었거든요. 저도 2학년 때 사고 많이 쳐가지고 3학년 돼가지
고 선생님이 저보고 하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셔서 비보잉
하고 싶다고 그래서 친구들 모아서 비보잉하게 됐는데.(중략) 
춤추기 전에는 허세 가득하고 가오 부린다고 해야 하나 폼생
폼사, 완전 나대고 되게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진형-1708312)

 연구 참여자 이진형이 졸업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를 개선시키

기 위한 목적으로 비보잉 동아리를 개설하였다.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한 학생의 희망에 의해 개설된 비보잉 동아리는 현재 5년째 학교의 적극

적인 지원을 받으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진형 역시 이 동아리의 

소속 학생으로 처음에는 행동의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다고 한다. 스스로

도 자신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전의 모습은 부정적인 단어들로 

묘사하였다.

진형이는 비보잉으로 인한 많은 변화가 있어요. 본인은 이거를 
다 기억할지 어쩔지는 모르는데 얘의 성장과정에 비보잉을 돌
파했던 부분이 많이 있죠. 이제는 그렇게 생활면에서도. 보통 
아이들이 그렇잖아. 선생님 눈만 속이면 되는데 이제는 많이 
진심으로 순종하고 선생님들한테 하는 그런 예의는 굉장히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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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
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진형이는 대학을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대학 가기를 지금도 얘한테 바래요.

(부제보자1-1708311)

 상기 면담 내용은 부제보자인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과의 인터뷰 내용

이다. 이진형은 서울의 어느 한 지역아동센터 소속된 학생이다. 중학교

를 졸업하며 자연스럽게 비보잉 동아리에서 나오게 되어 비보잉을 더 이

상 지속하기 어려운 시기에 운명처럼 지역아동센터와 연이 닿았다. 비보

잉 프로그램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이 되면서 이진형이 비보잉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진형이 비보잉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옆에서 유

심히 지켜본 비보잉 강사는 이진형이 비보잉을 통해 많은 것이 변화되었

다고 단언한다. 

연구자 : 비보잉 수업 후에 진형이가 그런 문제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건가요?

선생님2: 예. (학교 선생님이)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중략)
선생님2: 애들이 실력이 늘어가면서 학교에서 차분한 모습? 

그런 것도 있고 비보잉을 하면 공연도 계속하잖아
요? 그러면서 싸움도 안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같더라구요. 저는 이제 에너지가 해소가 된다고 보거
든요. (중략) 옛날에는 저랑 선생님들 앞에서도 욕하
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보잉이 애
들 성향이랑 맞으면 제 앞에서 변화를 못 봐도 다른 
데서는 다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어렴풋이 알
게 된 거죠. 

(부제보자2-170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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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면담 내용은 이진형이 다니는 중학교의 비보잉 강사와의 면담 내

용이다. 비보잉 강사는 문제 학생으로 분류되었던 이진형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비보잉 동아리에서 함께 춤을 춤으로써 문제행동이 많이 개선

되었음을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자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아래 사

진은 연구 참여자 이진형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연구 참여자 이진형의 변화의 상징

연구자 : 그 경험이 너한테는 어떤 경험이야?
이진형 : 처음에 받았을 때는 솔직히 좀 멍했어요. 제가 받을 

상이 아닌데 받은 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
고 그거 때문에 살짝 좀 멍해졌었는데. 과거를 생각
해보면은 많이 변한 것도 같고 그 상은 되게 터닝 
포인트 같은. 비보잉을 해서 그걸 받았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진형-1708312)

 이진형에게 이 상장은 ‘터닝 포인트’였다. 상장은 소위 문제 학생으

로 분류되었던 이진형이 비보잉을 통해 ‘모범 청소년’으로 탈바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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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연구자 : 변화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이진형 : 비보잉이요. 그 중에서도 윈드밀요. 힘들고 너무 어

렵다고만 생각했던 게 딱 되니까 성취감? 뿌듯함이 
엄청나요. 자신감도 막 생기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윈드밀 하고나서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진짜 자신감이 생겨요.

(이진형-1708312) 

 이진형은 자신의 긍정적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보잉 춤 

기술 중 윈드밀(windmill)을 꼽고 있다. 처음에는 어려워만 보였던 윈드밀 

기술을 각고의 노력 끝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의 그 성취감과 뿌

듯함은 그에게 큰 기쁨과 뭐든 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을 심

어주었다. 

김명진 : OO이랑 저랑 사고 엄청 많이 쳤어요. 
연구자 : 지금은 아니야? 
김명진 : 담배를 폈어요. 학교에서 걸리고 부모님 호출도 당하

고, 폭력도 하고 중1때, 엄청 혼났어요. 진짜 엄청 
혼났어요. 아빠한테도 맞고 계속. 사고 엄청 많이 치
고 근데 그걸 그만 두는데 비보잉이 영향을 줬어요. 

연구자 : 어떻게
김명진 :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비보잉만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비보잉도 영향을 줬어요. 담배보다 기술
을 많이 하고 싶어서 체력을 키우고 싶다. 그만두자. 
비보이도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김명진-1709031)

 비보잉은 연구 참여자 김명진에게도 역시 일탈행동을 개선시키는데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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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작용을 했다. 비보잉을 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

켰다고 한다. 하지만 비보잉을 하고 난 후에는 비보잉 춤을 잘 추기 위

해서는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금연을 하는 등, 행동의 많은 변

화를 겪었다고 한다. 

이승형 : 예전에 중학교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진
짜 날라다녔어요. 청소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연구자 : 한 2년?
이승형 : 네 그 정도.
연구자 : 그럼 지금은 청소년에 해야 하는 거만 하고 있어?
이승형 : (바로) 네 그렇죠
(중략)
이승형 : 성진샘요? 선생님이죠. 
연구자 : 어떤 사람이야? 너한테?
이승형 : 저한테요? 음... 고마우신 분이죠. 일단은 그 샘이 없

었으면 저는 비보잉을 아예 못했을 거고 그러면 제 
생각엔 아직도 날라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연구자 : 그럼 선생님 때문에 너는 비보잉을 만났고 비보잉이 
너를 그만 날아다니게 한 거야? 

이승형 :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이승형-1708281)

  연구 참여자 이승형 역시 비보잉을 만나기 전에는 일탈행동을 자주 하

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비보잉 강사로부터의 훈육은 그를 바꿔놓았다. 

이진형은 비보잉 강사를 ‘고마우신 분’이라고 규정한다. 비보잉 강사

는 자신을 비보잉의 세계로 인도하신 분이며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일

탈행동도 개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승형은 비보잉 강사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보였고 존경심을 드러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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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보잉으로 인한 자신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었

다. 마치 비보잉은 원래 일탈행동개선 기능이 있는 것처럼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보잉의 일탈 개선 효과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여

러 연구들(김대연, 2012; 박상필, 2007; 이우재, 2013; 임진하, 2002)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밝아지기: “애가 너무 밝아졌다고”

 비보잉 춤뿐만 아니라 춤을 춘다는 것, 특히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

내어 춤을 춘다는 것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용기

와 자신감이 필요한 일이다. 원래 성격이 외향적이고 남들 앞에 서는 것

을 좋아해서 비보잉에 입문하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비보잉으로 

인해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화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성격개선을 목적으로 

비보잉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또한 한 연구 참가자는 이기적이

었던 성격이 비보잉으로 인해 이타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연구자 : 형님도 그럼 원래 지금의 성격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
겠네요?

신고운 : 그렇지. 지금처럼 했으면 되게 튀었겠지만 (학창시
절)선생님들도 내 존재를 잘 모르지. 되게 조용조용
하고 그랬으니까. 춤추고 나서야 외향적인 성격이 된 
거지. 보통 춤췄던 애들 보면 어떤 모임에서 대부분 
대장을 하고 리더를 하는 경우가 많아. 춤이 활동적
이고 그러니까 성격도 활발해지고 이런 게 확실히 
있는 거 같다.

(신고운-1706041)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팀의 리더이자 분위기 메이커이다. 훤칠한 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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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 체격에 걸맞은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연습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누가 봐도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는 사실 학창시절에

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역동적이고 밝은 성격

의 비보잉을 함으로써 성격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비보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비보잉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리더의 역할

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애가 성격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
었냐면 약간 농담도 하고, 완전 지 방에서도 문 잠그고 연습하
고 이런 앤데, 말 그대로 캐릭터가 바뀐 거지. 원래 자기 모습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거든. 그렇게 
좀 적응 못해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래가지고 걔는 지금 예술대를 진학해가지고 지금 또 서울에 
있거든. 걔 말고 지금 학원에 있는 애 중에 정신지체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걔는 중학교 3학
년 때 왔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왔거든? 얘는 정신지체가 있긴 
한데 걔도 부모님이 얘가 너무 밝아졌다고 왜냐면 그런 친구
들이 자기 감정컨트롤 잘 못 한다이가.

(신고운-1706041)

 현재 오랜 시간동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실제

로 비보잉으로 인해 성격이 변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신고운의 말에 의하면 성격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비보잉을 찾는 

사람, 자녀에게 춤을 권유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김성

실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형은 춤 수업을 한다기보다 성격 바꾸는 수업
을 한다고 생각하거든. 파워무브 자체가 성격을 안 바꾸면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 끈기가 없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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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그리고 아무리 연습 많이 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
럼 또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성격에서 완성도가 나오니까, 
이런 걸로(춤) 시작을 해가지고 생활을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
지. 

(김성실-1707082)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자신이 하는 수업의 목적은 비보잉 춤 기술을 전

달하는 것 보다 성격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한다. 김성실의 수업

의 주된 내용인 파워무브는 스타일 무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반복연습이 요구된다. 김성실은 비보잉 춤 기술의 성취는 개인의 

성격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반대로 기술을 성취함으로써 개선된 성격은 

생활의 개선으로도 이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아래는 그의 수강생

의 대한 면담 내용과 그가 수강생과 온라인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다.

김성실 : 내가 가진 틀 다 깨고, 눈치로 계속 파악하려고 하
고, 오만 걸 다 시도해봤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해서 넘어갔어. 대안학교보다 더 힘들었어. 이 분은 
성장하길 원하는데.

연구자 : 성격도 좀 밝아졌어요?
김성실 : 어 많이. 연습하는 게 신난다고. 카톡으로. 어 이거 

과정보면 알겠다. 맨날 이런 패턴이었단 말이야(카톡
을 보여주며) ‘맨날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해
요.’ 

(김성실-1705161)

김성실 : 미안해 하지마세요~ 어쨌든 성공하면 되죠 ㅎㅎ 스
스로 포기 하지만 마세요~ 그럼 잘 할 수 있어요~

수강생 :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ㅠ 넵  
수강생 : ....... 죄송해요 ............. 안 풀릴 때마다 왜 이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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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김성실 :　프리즈(freeze) 받치는 방식으로 보조하면 좀 더 감

이 올 거예요~ 파워무브가 맨날 괴롭히는데 어쩌다 
잘해주는 초딩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ㅋ

수강생 : 그러게요..... 밀당이 심하네요..........
(김성실과 수강생의 대화)

 대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 김성실의 수강생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 보다 실력이 잘 늘지 않아 자주 속상해 하곤 했다. 김성실

은 그녀가 이전에는 연습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그녀의 우울한 감정은 연습시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김성실 : 오 !!! 구로도 오세요.
수강생 : 넹 한번 꼭 갈게용
김성실 : 저 가는 날 같이 가요 :)
수강생 : 넵 

김성실 : 나인에서 물구나무 프리즈 한다고 생각하면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이 순간이 또 나올 거예요.

수강생 : 네넵!! 신나네용
김성실 : 파이팅이요. 파워무브는 못하던 거 뛰어넘는 재미가 
백미져.
수강생 : (자신의 비보잉 영상 첨부) 쌤 너무 웃겨용 
김성실 : 되는 거 보면 신나서요.
수강생 : 저거 보고 엄청 웃었어요.

(김성실과 수강생의 대화)

 상기 대화는 연구 참여자 김성실의 수강생이 비보잉 기술 중 나인틴

(nineteen)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 이후의 내용이다. 기술이 잘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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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해 했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수강생 : 이런 걸 권유하셨어요. 너무 안 되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놓았다고 해야 하나? 
되게 저를 꽉 잡고 있었거든요. 좀 완벽주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
았었는데. 지금은 좀 낫죠.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지’ 
이걸 좀 배운 거 같아요. 되면 아싸~ 안되면 아~

연구자 : 사실 마음이 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격적인 거니
까.. 근데 딱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수강생 : 계기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샘이 옆
에서 계속 ‘그럴 수 있죠’ 해주신 게 크지 않을까?

(IA41708031)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성취를 하고 뭐든지 완벽하게 해내야지만 직성이 

풀렸던 김성실의 수강생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비보잉이라는 벽을 만났

다. 더딘 성장 속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지만 이를 겪는 과정에서 완

벽주의적 성향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

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변화의 원인을 김성실씨의 끊임없는 조언과 격려

였다고 말한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비보잉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

서도 역시 성격이 많이 변했다고 한다. 

김성실 :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움직여요. OO씨는 눈
치 못 채신 거 같은데 연습할 때 딱 막힌다 싶으면
은 다음 할 거를 빨리 찾아. 예전에는 스트레스가 오
면 그 스트레스에 얽매였는데 그 전에 빨리 다음에 
뭐할지 생각하는 게 빨라졌어.

수강생 : 아 그렇죠.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앉아있었
거든요.

김성실 : 예전에는 스트레스 오면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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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요’ 내가 직접 유도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전에 
감지하고 자기가 할 거를 미리 딱 이렇게. 예방을 먼
저 하시더라고

수강생 : 확실히 그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어요. 옛날에
는 한 시간 앉아있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김성실 :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하
세요 뭐 하세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그게 좀 생기
셨어.

(IA41708031)

 수강생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수강생 자신도 연구 참여자 김성실

도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는 연습이 잘 되지 않으면 스트

레스를 받으며 가만히 앉아 스트레스에 얽매여있는 시간이 길었다고 한

다. 하지만 지금은 스트레스에 얽매이지 않고 대안을 최대한 빨리 찾으

며 능동적인 연습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김선미 : 그냥 춤을 배우는 거에서 그 춤을 배우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거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인 배틀을 나가면서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럼 그 전에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나요?
김선미 : 네. 그 전에는 소극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나설 수 있는 자신감 같은 게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연구자 : 그게 배틀이나 이런 무대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요?

김선미 : 네.
(김선미-1708202) 

 연구 참여자 김선미 역시 춤을 추면서 자신감을 얻음으로써 성격에 많

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무대에 서서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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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 참여하는 경험이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춤은 신체를 매개로 하는 인간의 심층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이경주, 2014). 자신의 신체를 통해 의사와 감정을 표현함으

로써 성격이 밝아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5) 건강해지기: “이게 전신운동이잖아요”

 비보잉은 청소년들의 체력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비보잉 

참여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근력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특정 자세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며 버티는 동작들

로 인해서 근지구력, 일정시간 이상 춤을 지속하기 위해서 심폐지구력, 

보다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유연성 등이 발달된다. 

그때는 못 느꼈던 건데 사실은 비보잉이라는 게 니도 알겠지
만 몸의 다양한 각도 다양한 근육들을 쓴다이가. 비보이가 몸
이 좋다라고 하는 게 근력운동이 비보잉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헬스장을 가서 헬스를 하겠나, 신체적으로 근육 발달에 굉
장히 도움이 됐었지. 헬스는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데 춤은 기술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근육이 발달되는 거지. 특
히 팔 근육이라던지, 할배근, 복근 이런 게 많이 발달하는 거를 
많이 느꼈었지.

(신고운-1706041)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비보잉의 다양한 움직임을 통한 다양한 근육의 사

용은 근육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신체의 아름다움을 부각

시키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는 달리 비보잉은 동작을 익히

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발달된다고 말한다. 특히 상체근육의 

발달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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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아 이거 진짜 중요한건데. 건강을 키워주는 거. 왜냐면 
제가 비보잉 하기 전에는 되게 말랐었고, 그때는 사실 근육이 
별로 필요없으니까. 몸도 좀 말랐었고 그랬는데 이걸 하게 됨
으로써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게 전신
운동이잖아요. 코어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체력도 되게 좋아지
고 체력이 좋으니까 일도 더 잘하게 되고 정신건강과, 몸의 건
강을 같이 챙길 수 있는 거 같아요.

(강희선-1707011)

 연구 참여자 강희선은 비보잉에 대한 효과로 체력향상, 건강향상을 꼽

았다. 전신의 근육과 코어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비보잉의 특성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서 체력과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향상된 체력

은 업무능력을 높여주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한다. 

비보잉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어려운 춤도 출 수 있고, 근육
도 붙고 살도 빠지고 주위에 괜찮게 보는 친구들도 생기고 저
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더 이상 없어졌어요.(중략) 신체능력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체육시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친구들
과의 관계도 이제 제가 친해지고 싶은 메리트가 생기니까 주
위에 친구들이 좋게 대해주고 해서 인간관계도 좋아진 것 같
아요.

(김선미-1704301)

 청소년기들에게 외모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다. 높은 수준의 자기 외

모만족도는 타인에게도 호감을 불러일으키고(이언숙, 2007) 이는 학교생

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송미현, 2004; 임지혜, 2011). 연구 

참여자 김선미는 비보잉을 한 이후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면서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갔으며 이는 친구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했다. 또한 비보잉으로 인해 향상된 신체능력은 학교 체육시간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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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고 이런 모습 역시 친구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켜 이전보다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고 한다. 

 

비보잉을 하면서 잔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거
울 보면서 조금씩 느끼는데 크게는 변함이 없는데 힘주면 나
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팔 힘이 좋아
졌다고 해야 하나? 버티는 근육이 좋아졌어요.

(이승형-1708281)
 

 비보잉의 기본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물구나무서기는 전신을 이용하여 

전신신근 강화에 도움이 되며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다(김진

원, 1974). 또한 물구나무서기는 근력, 근 지구력, 조정력, 유연성, 평형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주로 동원되는 근육군은 대흉근, 삼완삼

두근, 삼각근, 전완굴근, 승모근 등으로 역도의 미는 동작에서 동원되는 

근육과 유사하다(Willoughby, 1977). 연구 참여자 이승형이 말하는 버티

는 근육의 성장은 현재 신근의 발달을 체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래는 그냥 되게 어깨가 좁고 말랐는데 지금은 다리도 좀 두
꺼워지고 어깨도 좀 넓어지고 복근도 나왔어요. 근데 그냥 갑
자기 급변하는 건 아니고 차차 바뀐 거라서 저는 별로 그걸 
못 느꼈는데 학원 원장님이 어깨 넓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진형-1708312)

 연구 참여자 이진형은 청소년 연구 참여자로 신체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중이었다. 예전에는 왜소한 체형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

각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비보잉 참여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입문 단계 다음인 성장 단계에서는 ‘무대 서기’, 

‘열정 쏟기’, ‘일탈행동개선’, ‘성격의 변화’, ‘체력 향상’를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비보잉을 통해 공연과 대회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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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 오르는 뽐내기 모습을 보였으며 이 경험은 비보잉에 더욱 더 깊

게 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비보잉을 함으로써 이전에 하던 

문제 행동이 감소하며 일탈행동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소 내성

적인 성격에서 밝고 능동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또한 체력 수준 향상되고 있음을 스스로 실감하고 있었다. 

다. 향유

 향유(享有)란, 국립국어원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누리어 가짐”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7). 영어로는 ‘savor’이며 savor는 ‘가능한 

최대로 음식을 음미하거나 또는 경험을 감상하기 위해 천천히 즐기는 

것’(Cambridge Dictionary, 2015)을 의미한다. 즉, 향유하기란 긍정적인 

정서를 지속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경험에 집

중하여 즐거움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Bryant, 2003; Watson, 2002). 최

의창(2013)은 체육 분야에서 운동을 향유하는 데에는 능향유(能享有), 지

향유(知享有), 심향유(心享有)의 세 가지 차원이 관여 된다고 말한다. 

 청소년 연구 참여자는 주로 능향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비

보잉 참여 방식은 주로 비보잉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연습하기, 공연하

기, 대회 참가하기 등이었다. 반면 성인 연구 참가자들은 비보잉을 몸으

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보잉을 향유하고 있

음이 밝혀졌다. 비보잉을 몸으로 하는 모습에는 몰입하기, 순간의 가치 

알기 등이 있었다. 춤을 추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모습에는 함께 즐기

기, 배틀 참여하기 등이었었으며 영상, 닉네임, 지도서 등을 만드는 만들

기 모습과 봉사활동하기, 수업하기 등의 모습으로 비보잉을 베푸는 모습

을 보였다. 아래의 표는 활동형태에 따른 향유방식 분류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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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활동형태별 향유방식

1) 빠져들기: “목표, 목적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연구 참여자들은 ‘몰입하기’, ‘순간의 가치 알기’의 모습으로 비보

잉에 빠져들면서 비보잉을 향유 하고 있었다. 먼저 몰입(flow)은 어떤 한 

가지 일에 몸과 마음을 기울여 깊이 빠져드는 일을 말한다(유목상, 

2004). 권성호(2008)는 몰입을 물아일체, 무아경, 황홀경 등과 같은 단어

로 설명하며 다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수행에만 온전히 집

중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응 하나 못 찾아가지고 그 하나 깨달을 때까지 제일 오래 했
던 게 36시간, 그때가 에어할 때, 그렇게 3일 해가지고. 체력
이 안 되잖아. 36시간 하면 체력이 안 되더라고. 기절해버리더
라고 잠이 너무 와가지고. 연습실에서 자고 만화방가서 라면 
먹고. 그땐 돈이 없잖아. 밥이랑 잠 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만화방이야. 거기서 라면 먹고 소파 되게 좋으니까 잠도 자고 
다시 연습가고. 또 못했던 거 찾을 때까지 계속 하고, 그렇게 
해서 에어 연타 넘어갔거든. 그렇게 결과로 나오고 나니까.

(김성실-1707082)

 위의 면담내용은 연구 참여자 김성실이 비보잉의 파워무브 기술 중에서

도 최고난이도 기술로 손꼽히는 에어트랙(air-track)을 성취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전까지 도전했던 다른 기술들과는 달리 에어트랙은 1

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결국 그

활동형태 향유하기

빠져들기 몰입하기, 순간의 가치 알기

어울리기 함께 즐기기, 배틀 참가하기

만들기 지도서 만들기, 닉네임 만들기, 영상 만들기

베풀기 봉사활동하기, 수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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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일 밤낮을 에어트랙만을 생각하며 연습하였고 마침내 에어트랙을 성

취하게 된다. 이 경험은 Csikszentmihalyi(1996)가 제시한 몰입의 9가지 

요인(명확한 목표, 즉각적인 피드백, 개인의 능력과 도전의 균형, 활동과 

인식의 통합, 현재 과제에 대한 집중, 통제감, 자아의식의 상실, 시간의 

왜곡, 자기 목적성) 중 대부분의 요인이 해당됨으로 그는 몰입을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Bryant & Veroff(2007)는 문헌고찰을 통한 향

유방식에서 몰입하기(absorption)를 행동적 향유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중략)그냥 막 쏟아 버리는 거야. 목표, 목적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한계 없이 막 쏟아 붓는.

(김성실-1707081)
 

 김성실은 또한 자신의 춤 연습과정을 설명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목표

나 목적 없이 활동자체가 목적이 된 김성실의 이 경험은 

Csikszentmihalyi(2000)이 제시한 ‘자기 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로 해석할 수 있다.

 ‘순간의 가치 알기’는 춤을 추고 있는 순간에 모든 정신과 마음을 집

중하여 춤을 추고 있는 그 순간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권오정, 

윤영길(2012)이 향유하기와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통해 정리한 10가지의 

향유방식 중 ‘일시성 인정하기’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춤은 시간예술이잖아요. 지금 내가 추고나면 없어지잖아요? 그
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순간이 굉장히 나한
테 중요해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그 순간이 되게 보석 같은 
거예요.(중략) 춤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건 추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중략) 춤은 되게 그 순간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나 보상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곁다리에요. 춤이 
저한테 있어서는 그래요 본질적으로. ‘춤을 추고 있다’라는 순간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사실 정말 다 곁다리에요. 



- 72 -

(이재혁-1708221)

 연구 참여자 이재혁은 춤을 추는 바로 그 순간을 보석에 비유했다. 그

가 춤을 추는 데 있어 다른 목적은 없다. 춤을 추는 것 그 자체가 목적

이기 때문에 춤으로 인해서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한

다. 따라서 춤을 춤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얻는 것들이나 결과에 대해

서는 연연해하지 않는다. 

연구자 : 형님도 (영상을)안 보신다구요? 
김성실 : 응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딱 한다고 했을 때 이

거랑 이거랑 해봐야지 했으면 그걸로 끝. (영상을 보
면은)그걸 구분하게 되거든. 잘했나 못했나를. 내가 
잘 했나 예쁘게 했나 그걸 구분하게 되는데 나인틴 
하고 싶었고 토마스 하고 싶었고 에어하고 싶어서 
갔으면은 그거 세 개 중에 하나 못하면 아쉬운 거고 
촉감으로 했으면은 오늘 이거 했으니까 딱 넘어가는 
거지. 보면 자기 평가하게 되고 점점 더 이게 쪼우게 
되니까 그렇게 까지 필요 없는데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김성실-1708031) 

 위의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 김성실도 연구 참여자 이재혁과 마찬가

지로 춤을 추고 나서 보다 춤을 추는 순간에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틀이나 공연 상황에서 자신이 계획했던 동작이나 기술을 했

으면 그것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나 춤을 얼마

나 더 잘 추고 못 추고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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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울리기: “춤으로 교류”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 즐기기’, ‘배틀 참가하기’의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비보잉을 향유 하고 있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혼자 춤을 추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 비보잉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

다. 연구 참여자 강희선은 대부분의 다른 장르의 스트릿 댄스에도 같이 

춤을 추는 분위기 형성되어 있지만 비보잉 문화에서 특히 함께 즐기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이야기 한다. 

 

다른 춤은 그러니까 혼자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춤이에요. 팝
핀이나 힙합 같은 경우에는 연습할 때도 주로 이제 연습실이 
있어도 10명 따로따로 연습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비보잉은 절
대 그렇게 안하잖아요. 교류도 하고 사이퍼(cypher)도 중간 
중간하고 모르는 거 있음 가르쳐주고 자발적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게 제일 큰 거 같아
요. 그러니까 스탠딩은 개인적인 성향이라면 비보잉은 좀 다 
같이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강희선-1707071)

일단 비보잉은 스쿨을 다니면서 시작을 했지만 스쿨을 오래 
다니지는 않았어요. 한 4개월 정도 다녔고 그 이후에는 제가 
다른 크루 연습실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좀 다른 거 같아요. 다른 장르는 사실 스쿨이 아니면 어디 가
서 쉽게 알려주지도 않고 누가, 배울 때도 없잖아요. 근데 비
보잉은 어디를 가도 알려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필요
한 거 같으면 다가가서 알려주잖아요.

(강희선-1707071)

 연구 참여자 강희선은 15년간의 다른 장르의 춤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

자로서 다른 장르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보잉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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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있었다. 강희선은 비보잉의 특성 중에서도 커뮤니티 문화가 잘 

형성되어있는 비보잉의 문화적 특성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 부분

은 그녀가 비보잉을 지속하는데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이퍼가)여러 사람들 앞에서 미니 쇼케이스를 하는 거잖아
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더 보여주고 싶어서 더 연습하게 되어
서 잘 보여주면 되게 기분도 좋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멋있
게 추는 거를 보면 더 자극 받기도 하고 호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약 제가 그런걸 보고 나면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그렇게 사이퍼 안에서 춤으로 교류를 하고 나면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중략) 네. 사이퍼 되게 재밌잖아요. 같이 교류하
는? 사이퍼. 실력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보고 배우고.

(강희선-1707071)

 사이퍼는 춤을 즐기는 한 가지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둥근 원의 모양

을 만들어 원의 중간에서 한명씩 번갈아 가며 춤을 추며 즐기는 것을 말

한다(Schloss, 2009). 사이퍼는 비보잉을 즐기는 흔한 방식 중 하나이다. 

강희선 역시 사이퍼를 하며 비보잉을 즐기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 강희

선은 사이퍼를 교류의 장으로 생각하며 사이퍼를 통해 여러 사람들 앞에

서 그동안 연습한 자신의 춤을 부담 없이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춤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춤을 함께 추는 사람들은 서

로 배움을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당연히 아는 형님 누나 동생 친구들 얼굴 보러 간 거고 그리
고 무엇보다 춤추러 간 거예요. 사이퍼 하러 그리고 그날 사이
퍼를 되게 재밌게 했어요. 진짜 재밌게 많이 하고 놀았어요.

(이재혁-170822)

 연구 참여자 이재혁 역시 사이퍼를 하며 비보잉을 즐기는 방식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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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재혁에게 사이퍼는 아무런 목적 없는 놀이이다. 부담 없는 즐거

운 활동이다. 위의 면담 내용은 어느 비보잉 대회 행사장에서 일어난 일

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그 당시 비보잉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사이

퍼를 통해 그 누구보다 더 즐겁게 그리고 대회 참가자 못지않게 더 많은 

비보잉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배틀 참가하기’에서 배틀은 춤을 추며 하는 경쟁을 뜻한다. 배틀의 

기원은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지역 간 세력다툼에서 찾을 수 있다. 지

역별로 갱들의 패싸움이 만연한 시기에 누군가가 소모적인 싸움 대신 춤

을 통해서 승부를 가리자고 제안하여 춤으로 승부를 겨루는 배틀 문화가 

탄생했다(김효근, 2006).

 

강희선 : R16 그런 큰 배틀을 나간 적도 있고 커뮤니티 배틀 
2:2 3:3 할때는 시간이 맞거나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은 최대한 참여하려고 하죠. 그래서 대회 같은 경우
에는 작년이나 올해는 좀 힘들어서 많이 못했는데 
재작년까지는 거의 배틀 같은 거나 사이퍼 이런 거
는 두 달에 한번 한 달에 한번은 꼭 참여했던 거 같
아요. 있으면 무조건. 

연구자 : 대단하십니다. 일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강희선 : 죽을 거 같아요. 하지만 재밌어요.

(강희선-1707111)

 연구 참여자 강희선은 직장 생활로 인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비

보잉 연습을 하여 배틀 대회에 참가한다고 한다. 강희선은 몸은 비록 힘

들지만 ‘배틀 참가하기’모습으로 비보잉에 참여함으로써 보람을 느끼

고 있었다. 

형은 춤을 피규어 모으듯이 해 RPG 게임 하듯이 레벨 업을 
해서 결국에는 피규어처럼 이렇게 딱 내 머리 속에 저장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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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거든. 토마스라는 피규어, 윈드밀이라는 피규어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우리 피규어 장식할 때 요리 
놓을까 저리 놓을까 고민하잖아. 공연할 때는 공연에 맞는 거
를 쓰는 거고 근데 제일 자유로운 게 배틀 같은 경우에는 ‘이
번 달에는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올려볼까?’ 피규어도 쌓다
보면 무너질 때도 있고 원래 의도했던 대로 될 때도 있고 그 
재미야. 그리고 피규어에 어떤 색깔을 입힐지 그런 게 떠오르
면 (배틀에) 나가는 거야. 

(김성실-1709243)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비보잉 참여를 피규어를 모우는 것이 비유한다. 

비보잉 기술 하나가 낱개의 피규어 하나에 해당하며 이를 어떻게 장식하

느냐는 자신의 기술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성실에게 배틀 참가는 그 동안 열심히 모아온 피규어를 가장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수강생들이 나한테 배운 거 용기내서 쓰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동안의 시간이 보람도 되고 나는 나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 
써먹어가지고 (피규어가) 잘 세워지면 또 그거대로의 재미가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그런 자리 가서 인사도 많이 하잖아. 사
람들 얼굴도 보고 그런 재미도 있고 재미가 한 두 개가 아니
지. 그리고 요즘 트랜드에 대한 정보도 얻고 쟤는 저렇게 하는 
구나. 쟤는 누구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날 만에 임팩트
가 있어. 그날 유달리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날의 베스트도 
보고 그럼 난 또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다음엔 이렇게 (피규
어를) 세워봐야겠다 그런 게 생기고.

(김성실-1709243)
 

 김성실은 또한 자신에게 춤을 배우는 수강생들과 함께 배틀 행사에 참

가하는 것을 즐겼다. 김성실에게 배틀 참여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선사



- 77 -

한다. 그는 자신의 수강생들과 함께 배틀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첫째, 수

강생의 성장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둘째, 자신도 배틀 무대에서 비보잉

을 함으로써 그동안 연습한 비보잉을 확인 또는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가진다. 셋째, 많은 사람들과의 반가운 만남을 가진다. 넷째, 다른 비

보이들의 춤을 관찰함으로써 변화하는 비보잉의 트랜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3) 만들기: “ABC만 던져줘”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서 만들기’, ‘닉네임 만들기’, ‘영상 만들

기’의 모습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비보잉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

보잉을 업으로 삼고 있는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좀 더 효율적으로 비보

잉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서를 손수 

만들었다. 

이게 능동적으로 가야지. 이 문화 자체를 제대로 살펴보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면은 다 
안무형식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재미를 제한을 줘. 그러니까 
내가 짜놓은 길로만 따라와 이런 식이야. 그렇게 배운 사람들
이 실제로 이 문화에 들어오질 못해. 왜냐면 배운 거 외에는 
써먹질 못하니까 자기거가 아니잖아 그럼 부끄러워지고 그래
서 처음부터 자기껄로 해석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만
든 거야. 예를 들면 탑락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탑락 A, B, C
만 던져줘. 그러면 이걸 자기들이 조합할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거거든? A, B, C를 어떻게 조합할지는 자기 마음이야. 각각 
개인별로.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섞어
봐. 처음에는 탑락(top-rock), 다음에는 다운락(down-rock)
이고 다음에는 풋워크(footwork)나 플로워(floor) 그럼 그거에 
관련된 A, B, C, D 쭉~ 있어. 그걸 단계로 해놓은 거야. ABC



- 78 -

가 1단계고 넘어가면 DEF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영역 안
에서 마음대로 쓰는 거지.

(김성실-1709243)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은퇴한 후 후배를 양성에 

힘을 쏟는 지도자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비보잉 세계

에 몸담으며 겪고 느꼈던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항상 노력 중이다. 김성실이 만든 지도서 역시 올바른 비보잉 문화

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는 기존의 비보잉 수업 방식은 비보

잉 문화를 제대로 알고 즐기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보

잉 입문 당시부터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비보잉 춤을 출 수 있는 태도

를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

는 방식의 수업은 비보잉의 재미를 제한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

한다. 때문에 그는 비보잉을 배우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술만을 제시하

고 자율성을 높여 재미를 더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

의 지도서를 만들었다. 

 ‘영상 만들기’는 비보잉을 향유하는 여러 방법 중 많은 사람들이 사

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비보잉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기 위해 영상촬영을 

한다. 여기에 더 발전하여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자신의 비보잉을 더 

부각시키기도 하고 전하고자하는 메시지를 담기도 한다. 

 영상 만드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지. 브레이킹(breaking), 
엠씨(MC), 그래피티(graffiti), 디제잉(djing) 이렇게 힙합의 4
대 요소라고 하잖아.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미디어
야. 춤추는 애들이 춤만 추는 게 아니야 보면은 관심 있는 것
들이 이 네 개 다 연결돼있어. 자기 춤이 더 잘 보일 수 있게 
패션에 관심을 두게 되고 이름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춤도 그
렇고 자기 색깔을 계속 나타낸단 말이야. 그걸 그림으로 그리
면 그래피티야. 그걸 말로하면 엠씨고. 펙트는 자기 표현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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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근데 그걸 다 묶어서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미디어
야. 미디어 편집해서 자기만의 스토리, 앵글 이런 거 짜가지
고. 그 안에 자기가 입을 옷들도 골라서 할 거 아니야. 자기가 
인터뷰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 음악도 직접 자기가 골라가지
고 하잖아. 자기가 디렉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김성실-1709243)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비보잉뿐만 아니라 

힙합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 한

다. 영상에는 힙합의 4대 요소인 엠씨잉(Mcing), 비보잉(B-boying), 디제

잉(Djing), 그래피티(Graffiti)가 녹아 있으며 이를 위해 자기 자신이 디렉

터가 되어 모든 상황을 연출한다. 영상의 내용은 자신 또는 타인의 비보

잉 춤이 된다. 

형은 일단은 형이 직접 만든 다큐가 하나 있긴 있어. 이거는 
형이 수술하고 다시 컴백했을 때 수술하기 전과 후의 어떤 변
화를 한 번에 담고 싶어가지고 보여주는 것 보다 내 무브
(move)가 변한 거를 한 눈에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놓고 다큐처럼 만든 게 있어. 나에 대한 역사를 한 영상에 
넣어 놓은 거지.

(김성실-1709243)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군대에서 큰 사고를 당해 어깨 수술을 하게 되어 

비보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만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성

공적으로 재활에 성공하였고 다시 프로 무대에 복귀하였다. 그 당시 자

신의 변화를 확인하고 예전의 기량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수술 전과 후

의 자신의 비보잉 춤 기량을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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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다른 영상도 혹시 있어요?
김성실 : 또 하나는 OOO티빈데 처음에는 파워무브가 죽는 걸 

좀 빨리 느꼈어. 새로운 세대가 안 나오니까 아 이대
로 가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OOO 티비라는 걸 만들
어가지고 올리기 시작했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
고 포기하지 말고 빨리 넘어오라고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외국인들한테 엄청 폭발적이었어.

(김성실-1709243)

<그림 4> 연구 참여자 김성실이 제작한 영상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한국을 비보잉 세계의 정상에 올려놓은 일등공신

인 파워무브(power move)가 쇠퇴하는 한국 비보잉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누구나 쉽게 파워무브를 접하고 배울 수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보잉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배포하였다. 

멋있게 만드는 거지. 자기가 한 기술 중에서도 꽂힌 게 있을 
거 아이가. 그리고 뭐 고난이도 있겠지만 자기가 좀 탑락이나 
표현하는 부분에서도 멋있다고 생각한 부분들 그거를 우리가 
춤으로서 할 때는 그냥 흘러가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뭐 
슬로우 효과를 준다던지 다른 형태로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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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적으로 표현한다던지 할 
수 있는 게 영상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자 재미지.

(신고운-1709243)

<그림 5>연구 참여자 신고운이 제작한 영상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자신의 비보잉을 영상에 담아 이를 편집하는 일

은 큰 재미를 가져다준다고 한다. 영상의 편집 방식은 역동성을 더욱 부

각 시키거나 반대로 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한다.

 보통 비보이들은‘닉네임 만들기’를 한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자기 

자신만의 닉네임(A.K.A)을 가지고 있었다. 비보잉의 닉네임 문화는 한국 

비보이들이 세계무대로 진출함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하며 자신

의 철학이나 개성 또는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럼 이제 사람들끼리 물어봐. ‘너는 왜 그 이름이냐?’ 그럼 여
기에서 자기 철학을 꺼낼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지. 그 찬스
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닉네임 문화가 지워지지 않아. 
이것도 하나의 재미긴 한데 이름을 붙이는 데 재미라기보다 
이름이 작용하는데 재미가 있어. 보통 일반적으로 파이터들이
나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닉네임들하고는 철학적으로 달라. 
단순하게 자기를 유니크하게 보이려고 한다기 보다는 그 이름
에서 자기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자기 춤을 
추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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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실-1709243)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비보잉 문화에서의 닉네임은 자신의 철학을 담을 

수 있으며 닉네임은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 한다. 

연구자 : 비보잉에서 닉네임은 어떤 의미에요?
신고운 : 또 다른 우리의 자아라고 생각하지. 이런 거 같은데 

얌전한 애도 배틀 나가면 죽일 듯이 하잖아. 그 내면
의 또 다른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자기 성향이라든
지. 이거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신고운-1709243)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비보잉에서 닉네임은 ‘또 다른 우리의 자아’라

고 말한다.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기능을 한다. 신고운의 말

에 의하면 비보잉 닉네임은 평소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신의 자아를 만들고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4) 베풀기: “퍼즐을 자기 식대로 만들어보라는 식”

 연구 참여자들은 ‘가르치기’, ‘춤으로 봉사활동하기’의 모습으로 

비보잉을 베풀며 비보잉을 향유 하고 있었다. 두 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비보잉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있었다. 그들은 비보잉을 업으로 삼아 주로 

수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다. 그들의 비보잉 수업 방식은 다른 종

목의 운동이나 무용의 수업의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비보잉 춤 

동작을 전달해주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라기보다 비보잉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 비보잉을 통해 밝은 성격을 가지게 해주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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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가 춰왔던 그거를 그대로. 이제 애들이 보면 어떤 애들
은 프리즈 쪽 하고 싶어 하고 어떤 애들은 춤 쪽을 더 하고 
싶어 하고. 근데 내가 춤이랑 프리즈를 세트로 하나 딱 만들어
서 보여줘 버리면 애들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춤은 되는데 
프리즈가 안 된다거나 그럼 이제 목표랑 안 맞으니까 힘들고 
재미없어지는 거지. 그걸 내가 수업을 통해서 알았어. 점점 내
가 수업에서 실험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애초에 발표회 이런 
거 없이 그냥 움직이게 놔두는데 움직이고 싶은 거를 내가 보
조를 해주는 거야.

(김성실-1705161)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그가 오랜 시간 비보잉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느

꼈던 방식 그대로를 학생들과 수강생들에게 온전히 전달해주고 싶어 하

였다. 비보잉의 화려한 동작을 보여주어 동기를 자극하는 방식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과정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한다. 결과만을 향해 달

리기보다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이 그냥 자유롭

게 움직이도록 놔두고 보조만 하는 식의 수업방식을 택하였다. 

김성실 : 재밌자고 해야지 스스로 상처주지 마세요.
수강생 : 그러게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김성실 : 기술은 계속 산 넘어 산이라서 자신을 잘 이기는 법

을 익히는 게 좋아요.
수강생 : 네.. 그렇죠..

수강생 : 네.. 생각해볼게요. 이럴 때마다 신경 쓰이게 해서 죄
송해요....

김성실 : OO씨가 연습으로 기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저한텐 큰 보람이죠. 만약에 하나씩 
찾아낸다면 다른 일로 생긴 힘든 감정도 그 방법으
로 해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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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 네.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실과 수강생의 대화)

 상기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 김성실과 그의 비보잉 수업을 수강하는 

수강생이 온라인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이다. 단순히 비보잉 기술만을 전

달하고 배우는 강사와 수강생의 사이를 넘어 김성실은 수강생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며 그녀가 겪는 어려움을 비보잉에만 국한하지 않고 삶

으로 연결시켜 조언해주고 있다.  

나는 애들한테 이걸 해라 저걸 해라고 굳이 안 해. 왜냐면 비
보잉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
을 짧게 짧게 보여주고. 거기서 퍼즐을 자기 식대로 만들어보
라는 식으로 나는 항상 수업을 하지. (중략)이런 걸 밥상에다 
올려 주면은 알아서 먹게끔 만들어주는, 표현하는 자체도 틀에 
박혀있는 게 아니라 자율성 있게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많이 
하지 나는.(중략) 소스들을 두루두루 하는 거지. 그래서 인제 
그 중에서 흥미를 느끼는 게 있는 거지.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
를 알려주고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연습하는 것처럼 7시부
터 9시까지 그냥 (같이)연습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봐주고,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렇게 
다 정해놓으면 다 만족을 못하고 일단. 그리고 또 매력도 잘 
못 느끼는 것 같고, 이걸 내가 한 3, 4년 전부터 바꿨지.

(신고운-1706041)

 연구 참여자 신고운 역시 김성실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

다. 특정 동작이나 스타일을 일방적으로 가르쳐주기보다 여러 가지 동작

들을 제시하고 개개인에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

의 수업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기술들을 전달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

했었는데 수강생들과의 좋지 않은 호흡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3,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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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즐거움을 느끼며 비보잉을 연습했던 방식을 

그대로를 자신에 수업에 적용하였고 현재는 이전의 방식을 사용했을 때 

보다 더 긍정적인 수강생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김성실과 이재혁은 ‘춤으로 봉사활동하기’를 하고 있었

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재능인 비보잉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

을 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며 봉사활동 공연을 하는 것에 대

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자도 연구 기간 중 8월에 봉

사활동 공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그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 할 수 있었다. 김성실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지원자를 모

집하여 작은 팀을 만들어 봉사활동 공연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방학기간에 추진하였으며 8월 한 달간 총 2회 봉사활동 공

연을 하였다.  

<그림 6> 장애인어린이집 봉사활동(왼쪽), 장애인시설 봉사활동(오른쪽)

작년까지는 마음이 맞는 댄서친구들이랑 같이 비정기적으로 
자선행사를 열어왔었어요. Break mission이라고 해서 입장료
로 헌옷이나 통조림 캔 같은 거를 받아서 가까운 복지단체 같
은 데다 기부하는 그런 성격의 행사를 한 6회 정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경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제일 크게 치고 있
구요. 일종의 소위 말하는 ‘움직임’이죠. 그런 느낌으로 경력이
라면 그런 경력을 춤판에서 쌓아가고 있구요. 주로 통역과 번
역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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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1708221)
 

 연구 참여자 이재혁은 많은 비보이들과 뜻을 모아 2012년 영국에서 시

작한 자선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배틀 행사인 break mission을 서울에서 

현재까지 6회 개최하였다. 헌옷이나 통조림 캔을 행사의 입장료로 받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비보잉 배틀 행사이다. 이 행사의 취지는 

누가 춤을 더 잘 추는지를 겨루는 것보다 돈이 없어도 그들이 좋아하는 

비보잉을 매개로 여럿이 함께 즐기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을 사회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보잉에 빠져들기, 어울리기, 만들기, 베풀기 등의 다

양한 활동을 통해 비보잉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향

유 방식들은 주로 성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활동들이었다. 아

래 <그림 7>은 연구 참여자들이 비보잉 참여를 통해 겪은 경험을 정리한 

그림이다. 

<그림 7> 연구 결과 1 비보잉 참여가 주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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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프 스킬 습득 경험

 본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비보잉 참여 경험을 통해 습득한 라이프 

스킬에 대해서 알아본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비보잉 참여 경험을 통

해 갈고닦기, 드러내기, 관계 맺기, 안목 기르기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습득한 라이프 스킬은 자기를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기

술에 해당하는 ‘갈고 닦기’,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마주하는 ‘드러

내기’, 다른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한 ‘관계 맺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양하게 하고 시야를 넓히는 ‘안목 기르기’로 범주

화 되었다.  아래의 <표 7>은 범주별 라이프 스킬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범주별 라이프 스킬 분류

가. 갈고 닦기

 ‘갈고 닦기’에 해당하는 라이프 스킬은 ‘인내하기’, ‘몸의 기억 

믿기’, ‘나만의 약속 지키기’, ‘나의 노력 믿기’이다. 이 라이프 스

킬들은 모두 개인의 성장과 계발에 관여하고 있었다. 

상위범주 라이프 스킬
갈고닦기 인내하기, 몸의 기억 믿기, 나만의 약속 지키기, 나의 노력 믿기
드러내기 자신감 가지기, 공기 읽기, 어필하기
관계 맺기 소통하기, 존중하기, 믿음 쌓기, 칭찬하기, 리드하기

안목 
기르기

비판적 사고하기, 융합하기, 배울 점 찾기, 능동적으로 문제해결하기



- 88 -

1) 인내하기: “결실 맺는 법”

 ‘인내하기’라이프 스킬을 습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인내력이 길러

졌음을 의미한다. 인내력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닌 정도의 차이로 설

명되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인내하기’를 라이프 스

킬로 보는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이 비보잉 기술을 성취하는 상황 외의 

상황에서 비보잉 기술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얻은 느낌과 경험을 사용하

였기 때문이다. ‘인내하기’ 라이프 스킬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라이프 스킬 중 하나이다. 

분노조절장애 같은 것도 있었고 형이 윈드밀 연습하고 헤드스
핀 할 때까지 책상을 한 4개 부셔먹었어.(중략) 이게 몸 쓰는 
게 하다 보면 넘어가잖아? 형은 그때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
니까 그 전부터 뭔가 노력에 의해서 결과물을 만든 게 없었던 
거야. 싸움질 같은 것도 노력이 아니라 그 나이 때는 재능이잖
아. 연습한 게 아니라 노력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결
실 맺는 법을 아예 몰랐지.(중략) 어. 딱 처음 경험해서 ‘아 이
게 되는 구나’ 하나 알고, 헤드스핀 하면서 ‘아 이게 반복 되는
구나’ 알았지.(중략) 좀 약해지다가 그게 약해지다가 에어쯤에 
완전히 없어졌지. 36시간 동안 연습하면서 참을 수 있는 그게 
생긴 거지. 생활기록부 보면 다 나뻐. 근데 지금 나랑 비교해
보면 완전 다르지.

(김성실-1709243) 

 세계무대에서까지 활약을 할 만큼 높은 수준의 비보잉 춤 기량을 가지

고 있는 연구 참여자 김성실에게도 비보잉의 길은 녹록치 않았다. 고등

학교 1학년 때부터 비보잉을 시작한 김성실은 윈드밀과 헤드스핀이라는 

기술을 성취하기 위해 연습하는 과정에서 책상 4개를 부러뜨릴 만큼 무

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심이 없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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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기술을 하나 둘 성취함으로써 

‘결실 맺는 법’을 깨닫게 되었고 이 경험은 다른 분야로도 전이 되어 

무엇을 성취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비보잉을 만난 후에는 자신감도 생겨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혼자 공연도 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인
내심 있게 하고 (비보잉을 만난) 후에 모습은 자신감 가득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중략) 어렵다는 느낌을 제일 많이 받
았는데 그걸 통해서 인내심을 얻을 수 있었죠. 나도 했다. 나
도 돌파할 수 있다 그걸 느꼈어요. 

(이진형-1708312)

 연구 참여자 이진형은 비보잉 기술을 통해 처음 성취감을 느껴보았다고 

하였다. 비보잉을 하기 전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스스로도 인

지하고 있었다. 이제는 자신을 인내심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인내심은 무선설비기능사 자격증 공부에도 전이되었다. 

무선설비기능사 딴 거겠죠? 왜냐면 저는 그게 처음 해보는 거
니까 ‘나도 이런 자격증 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뿌듯했어요. 윈드밀도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했으니까 이
것도 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문제)42개 맞았을 때 (윈드밀 
했을 때와)느낌이 똑같았어요.

(이진형-1708312)

 윈드밀 성취 과정에서 습득된 ‘인내하기’라이프 스킬은 공부에서의 

성취로 이어져 무선설비기능사 자격증을 시작으로 그는 전자기기, 한글, 

파워포인트, 정보처리 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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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또 비보잉을 통한 변화가 있을까?
이승형 : 포기를 잘 안 하는 거? 비보잉도 안 될 때가 많잖아

요. 솔직히 기술 연습하다 보면은 근데 괜히 저한테 
빡쳐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더 많아지
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진심으로 화내는 건 
아닌데, 이것밖에 안되냐면서 더 노력하고 그런 게 
많아졌어요.

(중략)
연구자 : 그럼 그게 비보잉 말고 다른 거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 같아?
이승형 : 네
연구자 : 어떤 거?
이승형 : 이런 자격증 공부할 때요.

(이승형-1708281)

이거는 못해도 꾸준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걸 느꼈어요. 드
릴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공부를 시작했죠. 3학년 
때, 1학년 중간고사는 수학 2개를 맞혔거든요. 근데 3학년 2
학기 기말고사에서 수학 백점 받았어요.

(이승형-1708281)

 연구 참여자 이승형 역시 성취감을 비보잉에서 처음 느끼게 되었고 비

보잉 기술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이승형은 비

보잉 춤의 드릴(drill)이라는 기술을 인내의 과정을 거쳐 연습하여 성취한 

것처럼 학교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현재 자격증 공

부에도 ‘인내하기’라이프 스킬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2) 몸의 기억 믿기: “걷듯이 할 수 있을 정도”

 ‘몸의 기억 믿기’ 라이프 스킬은 특정 기술을 성취하기까지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 비보잉 기술 하나는 다른 춤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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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성취하는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 번 성취

하면 잘 없어지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비보잉의 이런 특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성실 :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은 내가 언제든지 또 다른 사
고로 얘(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게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런 사고가 나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장인정신이지. 왜냐면 형이 지금 다시 돌
아왔다는 걸 심어지는 것 중 하나가 어릴 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연구자 : 그러니까 많이 해놨으니까 이런 사고가 나도 금방 다
시 올라왔고 이걸 겪음으로 또..

김성실 :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야. 아예 내가 걷듯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성실-1705161)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큰 사고를 겪은 후에도 그동안 축적된 연습량으

로 인해 비보잉 기술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김성실은 

이 경험을 통해 학습의 파지에 대한 강력한 변인이 연습의 정도라는 것

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자 :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졸업증 없으면 좀 아깝
지 않나요?

김성실 : 아니 나는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했던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배우고 싶었던 거야. 실력만 있으면 자격
증 쉽게 따니까. 어차피 그거 자격증 끝은 실기거든.
필기는 붙었는데 실기는 공연시간이랑 겹쳐서 못 갔
어. 실기도 집에 어차피 세공 책상 있고 만들어서 팔
아도 보고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다 해봤으니까. 형
이 대비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 시점만 되면 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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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중략)근데 형이 어차피 원하는 거는 세공 기술
이었지 졸업증이 아니어가지고 한 학기 더 안다녔어.

(김성실-1705161)

 김성실이 습득한 ‘몸의 기억 믿기’라이프 스킬은 세공분야에도 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성실은 세공 기술이 필요하여 입학한 전문대학에서 

2년간 열심히 세공 기술을 배웠지만 수업시간과 비보잉 공연시간이 겹쳐 

수업에 결석을 하여 졸업조건을 총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성

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졸업장이 아닌 세공 기술이었기 때문에 자신

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한 것이다. 세공 기술이 자신의 몸에 기억되었음

을 믿고 있었다.

 토마스가 한 번에 되는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
로 연습하는데 당연히 안되는 날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잘됐
는데. 근데 안되는 날이 지나가면 몸의 기억 때문에 뭔가 좀 
몸이 붕붕 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습하면 몸에 장착이 돼
서 어느 정도는 되는구나 느껴서. 그래서 토마스는 실수를 잘 
안 하더라구요. 아직 윈토는 장착 안됐어요.

(이승형-1710152)

 연구 참여자 이승형은 비보잉 춤 기술을 성취 하는 것을 기술을 몸에 

장착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기술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

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승형은 어떻게 기술이 몸에 장착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 겨루기를 할 때 제가 맨날 차는 발차기가 있는데 이
걸 차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상대방이 들어오면 그게 나가더
라구요. 어떻게 보면은 몸에 장착이 된 건데 이걸 고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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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발차기를 장착시키려고 하죠. 겨루기 할 때 맞발 드는
거를 무조건 하면 안되는 건 아닌데 이걸 해봤자 득점이 안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로 제가 실수를 
안할 수 있는 발차기를 다른 거를 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것도 장착이 되고 이것도 장착이 같이 되가지고 둘 다 활용이 
가능하더라구요. 그 전에는 생각을 하고 찼거든요. 몸에 장착
이 된 게 아니라 근데 토마스는 차다보니까 장착되는 느낌이
에요. 

 (이승형-1710152)

  이승형의 ‘몸의 기억 믿기’라이프 스킬은 태권도 상황에도 전이되었

다. 많은 반복 연습으로 인해 몸이 기억한 발차기로 인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자 같은 방법으로 다른 발차기를 몸에 장착시키기 위해 부단

히 노력을 한 것이다. 이승형의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은 비보잉 춤 기

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몸의 기억 믿기’라이프 스킬 덕분

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공부도 엄청 노력을 해서 생각이 나면 답을 써요. 애들한테 알
려달라고도 하고. 또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냐면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었어요. 잊지 않으려고. 똑같은 걸 계속 하면 
잊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이 비보잉이었어요. 그걸 비보잉에서 
느낀 거죠. 자다 일어나도 되네 이런 게. 그걸 여기서 느껴가
지고 한 문제만 계속 푸는 거죠. 자다가도 선생님이 문제를 내
면 할 수 있게. 같은 공식의 문제를 계속 푼 거죠. 그래서 2등
급 받은 거죠.

(김명진-1709032)

 연구 참여자 김명진은 공연을 위한 퍼포먼스 동작의 반복적인 연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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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퍼포먼스 동작만큼은 자다가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하였다. 비보

잉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게 된 몸이 동작을 기억한다는 사실은 학교 공

부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 몸이 퍼포먼스 동작을 기억하는 것처럼 문제를 

푸는 특정 방법 또한 몸이 기억할 것을 예상하여 반복연습을 한 것이다. 

3) 나만의 약속 지키기: “습관자체를 바꾸는 능력”

 ‘나만의 약속 지키기’ 라이프 스킬은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라이프 스킬이다. 비보잉 내에서 설정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서 수많은 고비들을 만나게 된다. 고비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약속 지키기’ 라이프 스킬이 자연스럽게 터득되었다. 특히 고

난이도 기술을 성취할 때는 나만의 약속이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했다. 

보호하려고 그럼 이거는 자기가 생각으로 막아야 해.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이론을 달달 외워도 자기 의지로 몸을 지배하
지 못하면 이게 안 들어오거든. 그럼 자기 안에서 이때는 들어
가야 한다고 약속을 만들어야 하잖아. 이게 계속 발달하다 보
면 이게 에어나 이런 거 까지 가면 이게 진짜 철저하지 않으
면 이게 안 돼.(중략) 그 약속들을 계속 지켜 나가는 거야. 그
러다 보면은 점점 습관이 바뀌잖아. 습관자체를 바꾸는 능력이 
일단 생기는 거야. 이걸 또 다르게 보면은 형은 어릴 때부터 
공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공무원시험, 대학교 공부 이런 
거 앉아서 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미션을 넣어놓거든 몇 시부
터 몇 시 이렇게 한다던가.(중략) 뭐가 됐던 또 목표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나름의 약속을 지키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
으니까. 형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딱 덮었다 치더라도, 평생교
육원 그쪽을 또 발견했으니까. 그럼 또 그걸 공부하기 위한 나
만의 약속을 또 설정하는 거야. (중략)어. 이제 자기 약속을 
잘 지키게 되면서 부지런해 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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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실-1707082)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기술 하나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파악 

한 후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자신만의 약속을 만들어

서 철저하게 지켜나갔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최고 난이도의 기술

인 에어트랙을 성취하게 되었고 이는 기술을 성취할 때뿐만 아니라 삶에

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굳어졌다. 약속을 하

나씩 지키다보면 ‘습관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 생긴다고 한다. 기술 

하나를 얻는 과정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인 ‘나만의 약속 지키기’를 통

해 지켜낸 약속들은 하나 둘 씩 쌓여 그를 부지런한 사람으로 성장시켰

다. 

응. 그걸 안하다가 싸게 사는 루트를 알아냈어. 싸게 사는 루
트를 알아내니까 ‘아 이거는 만져도 되겠다’ 그것도 막 사는 
게 아니라 나름의 철칙이. 예를 들면 내가 그 달에 100만원을 
벌었으면 만원 만 오천원 정도 건담을 사고 더 이상 안사. 아
니면 두 달을 참고 더 큰거를 사던가. 그런 식으로 내가 정해
놓은 룰을 지키는 거지. 왜냐면 연습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 
왜냐면 발 이렇게 펴야되고, 궤도 만들고, 손 원하는데로 만들
어야 하니까 자기 프레임을 걸고 그걸 지키는 연습을 많이 해
야 한단 말이야. 그거랑 경제 개념이랑 합쳐진 거 같아.

(김성실-1707082)

 ‘나만의 약속 지키기’는 또한 김성실의 균형 잡힌 소비 습관을 형성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비보잉 

기술을 익힐 때 작은 약속을 하나씩 지켜 나가는 것처럼 약속을 정하여 

지키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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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노력 믿기: “나한텐 걔가 일등이더라”

 ‘나의 노력 믿기’라이프 스킬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우직하게 앞으로 걸어 나가는 라이프 스킬이다. 연구 참

여자 김명진은 비보잉 춤 기술 성취를 통해 노력의 힘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는 비보잉 춤뿐만 아니라 학교의 시험 상황에도 전이되었

다. 

시험 공부할 때 든 생각이 기술을 할 때처럼 내가 노력을 하
면 뭐가 되겠구나. 이게 있어가지고 한 과목을 노력해서 팠어
요. 한 과목만. 딱 그렇게 해가지고 야자시간에. 그래가지고 
그 과목이 점수가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중략) 처음에 안 
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몇 달씩 연습을 계속 해가
지고 되어서 공연에서 쓸 때, 좋은 거예요.

(김명진-1709032)

 어느 날 연구 참여자 이재혁은 메인이벤트인 배틀 행사의 변두리에서 

사이퍼를 하며 비보잉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온 뒤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의 전화를 받게 된다. 

완전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쉬고 있으니까 뒤풀이 간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날 심사 보셨던 형님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걔는 왜 참가 안했다냐? 나한텐 걔가 
일등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재혁-1708221)

 연구 참여자 이재혁은 자신이 의도 하지 않았지만 뜻밖의 평가를 받음

으로써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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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성실하게 하다보면 누군가는 알아본다는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알아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내 삶에 어떤 교훈을 준 게 있다 라면 
자기가 즐겁고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면 결국 누군가
는 알아봐요.(중략) 돌아 온다라곤 사실 생각 안 해요. 돌아오
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 그렇게 돌아오면 
감사하고 운이 좋은 일 인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과정을 스스
로 만족하는 게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
했는데 만족한 걸 누군가 알아주니까 기쁜 거지. 그 과정 자체
에 만족 하는 게 좋았던 거 같아요.(중략) 그냥 꾸준히 성실하
게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알고 또 그 누군가가 알면 분명 뭔
가가 나한테 돌아온다. 이거는 뭔가 춤이 삶한테 준 교훈이었
던 거 같아요.

(이재혁-1708221)

 춤을 통해 얻은 ‘자신의 노력 믿기’라이프 스킬은 재학 중인 대학교 

생활에서도 적용되었다.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

어진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좋은 성적과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춤을 통해 얻은 ‘자신의 노력 믿기’라이프 스킬을 더욱

더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시험기간에 ‘철야 안하기’ 밤새서 시험기간에 공부 안하기. 그
러니까 그 인터뷰보고 나서 그 이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주변 
대학생들 관례적으로 시험기간에는 모여서 철야하고 이런 문
화가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은 낮에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1, 2학년 때. 그래서 시험 전날 철야를 해요. 
그러고서 공부를 하더라구요. 저도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건 좋고 그러니까 같이 철야하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몸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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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힘든 거예요.
(이재혁-1708221)

 이재혁이 습득한 ‘나만의 노력 믿기’라이프 스킬은 대학교 시험기간

에도 적용되었다.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것, 벼락치기 등의 말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는 철야하기는 대학교에서 시험기간에 흔히 볼 수 있는 광

경이다. 이재혁 역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철야에 동참하곤 했지만 ‘나

만의 노력 믿기’라이프 스킬을 습득하면서 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철

야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갈고닦기’영역에 해당하는 라이프 스킬들로는 비보잉 춤 동작을 성

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습득되는 ‘인내하기’, 부단한 연습으로 인해 성

취한 기술이 몸에 저장되는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몸의 기억 믿기’, 

타인의 예상치 못한 인정을 통해 얻게 된 ‘나의 노력 믿기’, 체계적으

로 접근하며 특정 비보잉 기술을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된 ‘나만의 약속

지키기’가 있었다. 

나. 드러내기

‘드러내기’에 해당하는 라이프 스킬은 ‘자신감 가지기’, ‘공기 읽

기’, ‘어필하기’이다. 이 라이프 스킬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이나 의

견을 당당하게 남들에게 표현하고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1) 자신감 가지기: “내가 못 견디는 거는 없는 거야”

 자신감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김정

숙, 김형숙, 2011).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선다는 것

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기의 무대 경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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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는 무대 위 춤을 추는 상황뿐만 아니

라 다른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임수진(2015)은 무용 활동은 학생들에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

이 있지만 무용 활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인지적 성취감과 

자신감 보다 더 강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진형 : 예전 같았으면 자신감도 없고 하기 싫어했을 텐데 지
금은 이제 팀원들이랑 계속 하다 보니까 괜찮아 지
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혼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한 번 해보라고 해서 그때 혼자 나가서 공
연 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 많은 인원 앞에
서도 할 수 있었어요.

연구자 : 그런 경험이 너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것 같아?
이진형 : 저는 일단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면접을 보잖아

요. 일대 다 면접, 거기서 말을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진형-1708312) 

 연구 참여자 이진형은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힘든 일

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는 대회와 공연 경험을 통해 특

정 과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능력을 스스로 사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아효능감(임규혁, 임웅, 2007)을 춤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 후로는 더 큰 용기를 내어 혼자서도 학교 축제 공연, 교

회 공연을 하였다. 이진형의 무대경험은 춤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넘어 

그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는 면접

의 상황에서도 무대 위에서와 같이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유지 할 수 있었

다고 한다. 

김성실 :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뭔가 막히고 그러면은, 내가 
춤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다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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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냥 시간의 차이지 내가 못 견디는 거는 없는 거야. 
연구자 : 진짜 에어트랙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김성실 : 어. 진짜 지금까지 그거보다 어려운 거를 못 만나봤어.

(김성실-1705161)

형은 처음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으니까 막 세공도 
그냥 해보고, 공부도 그냥 막 해버리고 일본어도 형이 대학교 
2년 다니다 왔거든. 다 그런 식이야. 그리고 할 때 이미 그게 
머리에 있어. 이걸 하는 동안 어느 정도에 고비가 언제 오고 
어느 수준에는 이만한 고비들이 있을 거야.

(김성실-1707082)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그의 비보잉 인생에서 최대의 난관이었던 에어트

랙을 성취하면서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

다. 에어트랙 성취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비보잉 이외에 분야인 공

무원시험 공부, 일본어 공부, 세공 공부로의 과감한 도전을 가능하게 만

들었다. 

신고운: (뭔가 생각난 듯이) 그래 춤추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애. 좀 자신감이 많이 붙는 거 같애. 비보잉 하면서.  

연구자 : 그걸 딱 느꼈던 때가 있어요? 
신고운 : 그냥 뭐든 그랬던 거 같은데? 내가 학교에 수업을 처

음 하러 갔을 때도 그렇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그
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그게 좀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거 같애. 춤추는 사람들 하고 있을 때 말
고 그 외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 친척들 만났을 때 
내 원래 말 한 마디도 안하고 어색해 하기도 했고, 
근데 내가 비보잉하면서 (동작을) 보여주기도 하고 
비디오 들고 가서, 친척들한테 헤드스핀도 보여주고.

(신고운-1706041)



- 101 -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원래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다. 하

지만 비보잉을 접한 이후로는 비보잉 동작을 주변사람들과 친척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줌으로써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주변에도 자신과 같은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또

한 그는 오랜 강사경험을 통해 많은 수강생들이 비보잉을 통해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한다. 

그런 게 좀 커서 사실 더 빡세게 도전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비보잉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어려운 기술을 구사하고 싶고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그런 거 때문에도 계속하게 되
는 게 있어요.(중략) 여자를 좀 색안경 끼고 보고. 그런 걸 실
력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직장에
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움츠러들지 않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느껴져요.

(강희선-1708252) 

 연구 참여자 강희선씨은 주로 남자들이 즐기며 남성의 신체에 더 유리

한 비보잉에 도전하고 남자들과 정정당당하게 춤으로 경쟁함으로써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얻은 자신감은 남자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제가 원래 홍대 이런데도 안 갔어요. 왜냐면 사람 많잖아요. 
학교에서도 발표도 잘 안하는 스타일이었고 왜냐하면 발표하
면 시선이 다 저한테 집중되잖아요. 근데 중 2때부터 비보잉 
하면서 축제에 나가서 비보잉하니까 처음 공연에서는 정말 떨
리고 긴장 엄청 많이 하고 솔직히 나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이
제 하다보니 환호도 받고 이게 민망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 앞
에서 하는 게 민망한 게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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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1709032)

 연구 참여자 김명진 역시 비보잉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사람이 많은 곳

에 가는 일이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고 한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 비보잉 공연 역시 피하고 싶었지만 막상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는 경험을 해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며 자신감

을 가지게 되었다. 민망하고 부끄럽게만 생각하던 일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 후로 김명진은 점점 사람들 앞에 나서

는 일이 쉬워졌다.

뭔가 계속 도전을 해봐야 말하는 것도 늘고 민망하지도 않고. 
왜냐면 처음에 사람들 시선을 받은 게 비보잉이니까 비보잉을 
하면서. 사람 많은 데서 발표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공연
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다보니까 발표할 때 반에서 하잖
아요?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발표하는 게. 왜냐면 공
연을 계속 하다보니까 민망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
들 앞에서 도전을 하는 게 민망 한게 아니구나 그냥 도전이구
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 해요. 내가 만약 아는 게 있으면 발표
도 하고(중략) 비보잉이 없었으면 소심했겠죠. 자신감이 비보
잉에서부터 생겼죠. 

(김명진-1709032)

 예전에 남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던 김명진은 어느새 이것이 익숙해진 

것을 넘어 극복하고 도전해야 하는 과제로 여기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 앞에 나서는 발표 

상황이 쉽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민망한 일에서 이제는 도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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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 읽기: “이 공기를 이렇게 한 번 써볼까?”

‘공기읽기’라이프 스킬은 특정 상황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라이프 스킬

로 연구 참여자 김성실이 수많은 무대 위에서 공연과 대회 등의 경험으

로 인해 관객과 호흡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라이프 스킬이다. 특히 비보

잉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에 김성실이 비교적 정착된 비보

잉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에서 비보잉 춤을 추면서 얻을 수 

있었던 라이프 스킬이다. 

 

형이 이제 세계무대 다니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똑바로 된 브
레이킨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여서 외국으로 가야 이 문화
의 제대로 된 그거를 알 수가 있었어. 외국을 다니면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이 춤 자체가 그런 공기파악을 잘 해야 
되고 그런 공기파악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런 춤이 있고 그쯤에 이런 테크닉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그런 프레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지. 세계
대회 할 정도니까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좀 많이 쓰는 시기
가 있었는데 그 과정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보이
잖아? 이 공기를 이렇게 한 번 써볼까? 그러면 반응이 보이잖
아. 그러면 되게 자신감이 생겨. 내가 이 사람들을 읽고 움직
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김성실-1706041)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낯선 환경인 외국에서의 수많은 무대 경험으로 

인해 ‘공기읽기’라이프 스킬을 습득하였다. 김성실은 공기를 잘 파악

하고 그 공기를 잘 읽는 것이 비보잉 춤을 잘 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

기서 공기는 분위기를 의미하며 점점 공기에 맞는 비보잉 춤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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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공감대를 만들면 나도 뭔가를 할 때 엄청 편해. 얼마 전
에도 애들 데리고 결혼식 공연 준비해서 보냈거든. 대안학교 
애들. 대안학교 선생님 결혼식. 이제 아이들 공기가 순간 읽힌 
거야. 얘네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를 안 놓치
고 ‘너네가 이때 딱 공연을 하면 선생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중략) 아무튼 내 눈에서 보이는 걔네의 변화가 이
거긴 해. 복지관 사람들이 다 (결혼식에)왔잖아. 다 뒤집어졌
어. 얘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할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
했거든.  

(김성실-1705161)

 김성실은 현재 서울에 한 대안학교의 체육 강사로 비보잉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비죠적 체계적이고 규율이 더 엄한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어 학생들을 통제하

는데 어려움이 많은 대안학교의 학생들 무리에서‘공기읽기’라이프 스

킬을 잘 사용하여 대안학교의 한 선생님의 결혼식에 축하공연을 기획하

고 실천에 옮기는 데 성공하였다. 소극적인 성격의 학생들이 많은 사람

들 앞에서 춤을 춘 사실은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을 가까

이서 지켜본 대안학교의 선생님들에게 큰 기쁨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다가.. 매 무대마다 사람들 호응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충 사람들 표정만 봐도 이게 어떻게 
해야할지 느껴져요. 그 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구나를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
까 또 비보잉 말고 다른 상황에서는 이제 발표 같은 걸 하잖
아요. 제가 무대도 몇 번 서보고 했으니까 사람들 관심사가 대
충 어떤 건지 대충 짐작하게 돼요.(중략) 만약에 애들 반응이 
안 좋으면 다음 발표 때는 살짝 좀 바꿔서. 무대 위에서 느낌
이랑 좀 비슷해요. 별로 떨리진 않아요.  

(이승형-17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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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 이승형 역시 김성실과 마찬가지로 무대 오르는 경험을 통

해 ‘공기 읽기’ 라이프 스킬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무대 위에서 바

라본 관객들의 호응을 듣고 표정을 관찰하며 분위기에 맞게 춤을 춘다고 

한다. ‘공기 읽기’ 라이프 스킬은 학교에서 발표 상황에 전이되었다. 

무대 위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한 눈에 받는 발표 상황에서 

친구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무대 위에서 ‘공기 읽기’

를 하며 관객과 호흡 속에서 춤을 추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한다.

 

3) 어필하기: “춤을 도구처럼 사용한 적은 많아”

 비보잉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역동적인 동작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

로잡는데 효과적이다. ‘어필하기’라이프 스킬은 비보잉의 이러한 특징

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춤과 매력을 어필하는 라

이프 스킬이다. 

김성실 : 응 춤을 도구처럼 사용한 적은 많아. 이번에 초등학
생은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연구자 : 초등학생들 어떻게요?
김성실 : 초등학생들 완전 막 들개들처럼 놀고 있는 상황에서 

애들 앉혀놓고 수업 잘 들으면 계속 이런 거(춤) 보
여줄게. 이러면서 알려주고. 한 번에 다 보여주면 내
가 애들한테 보여줄 거리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탑락 나눠서 보여주고, 풋웍 보여주고, 파워무브 나
눠서 보여주고. 응. ‘호감사기’ 용으로 확실히 많이 
써. 대안학교도 사실 그렇지 앉혀놓고 춤 이렇게 보
여주고 몇 달 안에 (마음이) 열렸으니까. 친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김성실-170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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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체육 수업

에서 비보잉 기술을 마치 도구처럼 사용한다고 한다.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보잉 기술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학생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연구자 : 그럼 호감을 살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형님을 춤을 
추시나요?
신고운 : 춤을 내가 추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춤추는 걸 
알거나.
연구자 : 그럼 형님은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기술이 있

다고 생각하세요?
신고운 : 그렇지. 그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정말 특별했거든. 

지금이야 정말 많지만은. 우리 당시에는 정말 특별했
거든. 그런 거는 확실히 있었지.

(신고운-1708182) 

 연구 참여자 신고운 역시 비보잉은 타인의 관심을 사는데 유용하게 활

용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보잉이 흔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비보잉 춤의 

신선한 움직임으로 인해 타인의 관심과 눈을 사로잡는 효과가 더 컸다고 

말하였다.

일단 비보잉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 때문에 성적이 오른 
것, 신체능력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체육시간에 도움이 많
이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제 제가 친해지고 싶은 메리트
가 생기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좋게 대해주고 해서 인간관계도 
좋아진 것 같아요. (중략)근데 제가 그걸 하니까 ‘우리가 못하
는 걸 얘가 하고 있네’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보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남자애들도 많고 그랬던 거 같아요.

(김선미-17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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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 김선미 역시 비보잉을 하게 됨으로써 친구들에게 많은 관

심을 받게 되었고 좋은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선미는 

비보잉을 하는 것이 친구들에게 친해지고 싶은 메리트로 작용한다고 말

하였다. 특히 남자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던 비보잉에 여자인 김선미가 

참여함으로써 많은 남자친구들의 이목을 끌었다.

제가 머리가 짧은 이상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방법을 바꿨어요. 배틀 같은 데서 심사위원이나 주변사람
들한테 인사를 많이 해서 비걸임을 많이 알리고 제가 스스로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알려야 머리 짧은 것을 극복할 수 있
겠다 생각하고, 배틀에서 아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더라
구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실이나 배틀장에서 비보이분들한테 
비걸임을 알리고 많이 알려야 얘기를 통해서 ‘얘가 비걸이야’ 
라고 알려야지. 하고 이런 방식으로..

(김선미-1704301)

 김선미는 비보잉 춤의 파워무브 기술 중 하나인 윈드밀을 연습하는 과

정에서 긴 머리로 인해 불편함을 겪게 되어 그 후로 짧은 머리 스타일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대다수의 참여자가 남자인 비보

잉 세계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김선미가 여자임을 인식하지 못하

는 일을 초래 하였다. 이는 배틀 대회에서 비걸(B-girl)의 메리트를 누리

지 못하는 일로 이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선미는 여러 사람들

에게 인사를 하며 자신이 비걸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방법을 택했다. 

 ‘드러내기’영역에 해당하는 라이프 스킬들로는 반복적인 무대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자신감 가지기’, 다양한 성격의 무대 경험을 통해 분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공기 읽기’, 자신에 대한 정보다 의견을 알리

기 위한  ‘어필하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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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맺기

‘관계 맺기’에 해당하는 라이프 스킬은 ‘소통하기’, ‘존중하기’, 

‘믿음 쌓기’, ‘칭찬하기’, ‘리드하기’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라이프 스킬들을 통해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었다. 

 

1) 소통하기: “비보이는 떠돌아 다니잖아”

 ‘소통하기’ 라이프 스킬은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쌓고 유지

하는데 필수적인 라이프 스킬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보잉에 참여하는 

다양한 연령과 성장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어울림으로써 ‘소통

하기’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였다. 

어어어 그렇지. 왜냐면 비보이는 떠돌아 다니잖아. 팝핀이나 
힙합은 딱 정해진 장소에서 개개인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비
보잉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적으로 하는 거 같지만은 단체로 
연습하면서 개개인적으로 하고. 나는 보면 모임에 형님도 50
대 중반, 60대 우리 아버지뻘도 형님이라 하고 뭐 중학교 수
업도 가서도 똑같이 잘 지내고 그런 거 같애.

(신고운-1708182)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다른 장르의 춤과 차별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비보잉 춤 연습 문화가 ‘소통하기’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끼

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고운은 ‘소통하기’ 라이프 스킬로 인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이 회사의 리더니까 되게 완벽하게 보여야 하고 이 사람
들의 우상이 되어야하고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을 거 같은데 
이 비보잉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퍼도 하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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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서 쌓여지는 친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린 친구들과 하
다보니까 그런 문화가 제 삶에 들어온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직장에 갔을 때도 10살 어린 부하직원이랑 얘기할 때도 
되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일
을 할 수 있는 거? (중략) 커뮤니케이션 그건 진짜 확실한 거 
같아요. 100%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생활 하면 사
람들은 비슷한 나이 또래끼리만 만나고, 동호회 같은 거도 비
슷한 나이끼리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비보잉을 하면서 나이에 
대한 선입견이나 사람에 대한 편견 없이 대하게 되는 게 있어
요.

(강희선-1708252)

 연구 참여자 강희선도 신고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연습하고 서로의 춤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비보잉 문화에 

익숙해짐으로써 직장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직장에서 

리더십이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들과도 편안하게 소통하는 능력인 ‘소통하기’라이프 스킬은 비보잉 문

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2) 존중하기: “존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자주 들었던 단어들 중 하나는 ‘존중’이었

다. 그들은 춤추는 서로를 존중하고 비보잉 문화를 존중하고 있었다. 서

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비보잉 춤을 추는 여러 현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이퍼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남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
도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춤을 교류하는 게 결코 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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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습득을 하고 (중략) 사이퍼는 배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에 풋웍을 했으면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윈드밀을 돈다거나. 이렇게 내가 보여주기 식
으로 춤을 추면 굉장히 이 친구를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
짜 멋있는 동작을 하면 과감 없이 칭찬해주고 환호해주고(중
략) 내가 너무 잘한다고 해서 뽐내지 않고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주고 이런 게 존중하고 그런 문화가 깔려있는 거 같아요.

(강희선-1707011)

  연구 참여자 강희선은 비보잉을 즐기는 한 가지 방식인 사이퍼를 통해

서 존중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서로의 춤을 교류하는 활동은 상대

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전제되어야지 가능 한 활동이며 사이퍼를 즐기

는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정신은 자연스럽게 습득된다고 믿고 있

다. 또한 사이퍼가 가지는 배틀과의 차이점으로 서로의 기량을 뽐내기

보다 춤판의 흐름에 맞게 이전의 사람의 춤의 맥락에 맞는 춤을 이어간

다는 점이 있으며 이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배틀인데 춤으로 싸우잖아요? 배틀에서는 서로 위아래 할 것 
없이 덤비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인사하고 막 이런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겠
구나.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춤을 빼면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는.

(김선미-1704301)

 연구 참여자 김선미는 배틀을 시작하면 전쟁을 연상케 할 만큼 서로에

게 공격적으로 춤을 추지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껴안고 웃

고 인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

다. 김선미가 이야기하는 배틀의 이러한 모습은 어느 배틀 대회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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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다니다 보면 윗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성진샘 아시는 
분, 권사님 아시는 분 어른들한테 공손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죠.

(이진형-1708312)

보통 아이들이 그렇잖아. 선생님 눈만 속이면 되는데 이제는 
많이 진심으로 순종하고 선생님들한테 하는 그런 예의는 굉장
히 많이 배웠어요.

(부제보자1-170831)

 연구 참여자 이진형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아직 만나게 되는 사람의 

수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와의 만남에서도 예의를 갖추면

서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비보잉 강사,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여러 어른들과도 잘 지내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진형

의 이러한 태도는 공연을 다니며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배우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춤을 춘지 1년밖에 안됐을 때는 사람들을 잘 존중하지 못했었
어요. 다른 댄서들 보면 (동작의) 각이 왜 저렇냐? 그런 생각
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구요. 영상을 찍어서보
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각이 별로 안 좋은데 ‘남을 평가
해선 안되겠다.’ 그래서 저부터 열심히 하고 보자. 그러다가 좀 
각이 잡히니까.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댄서들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지죠. 힘들었을 텐데. 되게 노력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승형-1710152)

 연구 참여자 이승형은 비보잉 춤 기술을 얻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노력

을 기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춤을 보며 동작을 완성시키기까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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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 타인의 노력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공감을 통해서 

타인의 춤 동작만을 보고 함부로 비난을 하던 모습과는 달리 타인을 존

중할 줄 아는 ‘존중하기’라이프 스킬을 습득 할 수 있었다.

 배틀과 사이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

이 번갈아 가며 춤을 춘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배틀의 경우에는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질서 없이 아무나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팀에서 한 번, 상대방의 팀에서 한 번 

번갈아가며 춤을 춘다. 

그게 이제 한 번에 된 건 아니지. 나는 좀 그런 거 같애. 이야
기할 때 뒤도 안돌아보고 자기 할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
데 나는 사이퍼나 배틀할 때처럼 내가 표현할 때 딱 표현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는 딱 들어주고 그래서 나는 내주위
에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애. 사이퍼 할 때도 약속이라도 한 듯
이 딱. 되게 특이하지 특이하지.

(신고운-1708182)

 질서를 지켜며 상대방이 춤을 추는 시간을 존중하는 사이퍼와 배틀의 

문화는 연구 참여자 신고운의 대화 습관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대화상

황에서 말을 할 때는 배틀에서 자신의 차례에 춤을 출 때와 마찬가지로 

주장을 확실하게 하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춤을 보듯이 존

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

3) 믿음 쌓기: “무대에서도 이걸 할 줄 아는 구나”

 ‘신뢰감 형성하기’라이프 스킬은 친구들과 함께 여러 차례 무대에 오

르는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라이프 스킬이다. 퍼포먼스 공연을 위해서 

팀 구성원들은 비보잉 강사의 지도 아래 서로 합을 맞추며 하나의 작품

을 만든다. 무대 위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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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로 호흡을 맞추고 무대 위에서 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신뢰감은 더욱 더 두터워졌다.

  

그리고 무대에 서다보면 친구들이 저한테 믿음을 가져요. 또 
팀원들끼리 공연을 하잖아요. 무대에서도 이걸 할 줄 아는구
나. 이런 게 생겨서 친구들이 저한테 믿음을 가져요. ‘얘는 실
수를 잘 안하니까 잘할 거다.’ 그런 게 생기죠.

(이승형-1708281)

 연구 참여자 이승형은 팀원 친구들과 함께 연습했던 비보잉 춤을 무대

에서 성공하는 것은 함께 하는 친구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준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때문에 이승형은 서로간의 신뢰함을 형성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퍼포먼스 연습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무대에서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형은 지속

적으로 무대 위에서 안정감 있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친구

와의 믿음을 쌓을 수 있었다.

4) 칭찬하기: “걔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잖아요”

 ‘칭찬하기’라이프 스킬은 서로를 존중하는 비보잉 문화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라이프 스킬이다. 연구 참여자 김명진은 ‘칭찬하기’라이프 스

킬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돈독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팀 내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갑자기 생각난 듯)아! 칭찬하는 걸 배웠어요. 제가 어색해해
서 칭찬하는 걸 잘 못해요. ‘아 잘한다.’ 무표정으로 그랬는데, 
영상도 보고 하면서 비보이들 하는 거 있잖아요(손 제스처). 
이런 것들(제스처) 있잖아요. 칭찬하면 걔도 기분 좋고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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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잖아요. 그게 좀 좋았던 거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한테 
공부도 배울 수 있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건 가르치고 제가 
배울 건 배우고.

(김명진-1709031)

칭찬해주는 법을 알게 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애 한번 기술 
성공하면 오~ 하면서 그러면 걔한테 배우고 

(포커스-1709021)

 연구 참여자 김명진은 청소년 연구 참여자로서 비보잉에 참여하기 이전

에는 타인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 어색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서로의 춤에 

호응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칭찬도 하는 비보잉 문화 

때문에 칭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칭찬을 하며 친구에게 접근

을 하여 자신이 부족한 부분인 학업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자신은 춤을 가

르쳐주기도 하였다.

초창기 때는 주변눈치를 많이 보고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지
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연습 상황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죠. 누군가 꽂히면 반응도 잘해주고

(부제보자2-1709031)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의 비보잉 춤 연습 상황 관찰에서 김명진의 목소

리가 가장 크게 들려왔다. 김명진은 함께 춤을 추는 친구들과 동생들을 

격려하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또한 개인 연습 시 어떤 친구

가 멋있는 동작이나 과감한 동작에 도전을 할 때면 큰 목소리로 호응하

는 모습을 자주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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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드하기: “모임을 통솔하고 이런 능력”

‘리드하기’라이프 스킬은 단체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라이프 스킬

이다. 주로 집단을 이루어 비보잉에 참여를 하는 그들은 단체 생활을 통

해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다. 

아 그런 게 있겠다. 집단, 크루 생활을 하면서 구조적인 부분
에서 사회생활을 배운 거 같다. 그게 이제 나중에 내가 수업을 
나가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묻어났던 것 
같고 그리고 대회나 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집단, 단체에 대한 
이해도 라고 해야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총 동창회를 갔는데, 
보통 회사생활을 했으면 리드하고 그런 게 좀 없었을 거 같은
데 춤을 추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운 것 같애. 왜냐면 내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지만은 내가 튀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춤 경험이 어떤 단체, 모임을 
통솔하고 이런 능력으로 묻어났던 것 같애.

(신고운-1708182)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비보잉에 참여하며 단체생활을 하며 배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길러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신고운은 

현재 팀의 리더 뿐 아니라 학원 운영, 각종 행사 사회 등 여러 가지 활

동 속에서 ‘리드하기’라이프 스킬을 사용하고 있었다.

진형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되게 잘 챙겨주구요. 보통 이렇
게 연합해서 하고 그러면 좀 따로 노는 애들이 있거든요. 보통 
애들이 연습하면 처음에는 잘 안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진형이
는 되게 잘 가르치는 편이고 말이나 어투도 귀찮아하는 게 아
니라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맏형이나 리더 느낌이 딱 
나거든요.

(부제보자2-170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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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 이진형은 지역아동센터 소속 비보이팀의 맏형이다. 대회나 

공연 연습 또는 등의 상황에 항상 비보잉 강사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팀의 리더는 비보잉 강사라고 볼 수 있지만 이진형은 맏형의 역

할을 잘 해내고 있다. 이진형 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 

역시 동생들을 챙기며 상냥하게 동작을 봐주고 안무를 체크해주는 모습

을 자주 관찰 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 8>는 연구 참여자들이 지역아동

센터의 동생들의 비보잉 춤 동작을 서로 지도해주는 모습이다. 

<그림 8> 연구 참여자 이승형(왼쪽), 연구 참여자 이진형(오른쪽)의 동료지도 

 ‘관계 맺기’영역에 해당하는 라이프 스킬들로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

통하는 ‘소통하기’, 무대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써 얻게 되는 ‘믿음 쌓기’, 팀원들과 함께 비보잉에 참여함으로써 얻

게 되는 ‘리드하기’, 배틀 문화 속 매너를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존중하기’, 서로 격려하고 호응하며 춤을 추는 문화를 통해서 얻게 되

는 ‘칭찬하기’가 있었다.

라. 안목 기르기

‘안목 기르기’에 해당하는 라이프 스킬은 ‘비판적 사고하기’,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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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기’이다. 이 라이프 스킬들은 모두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양하게 하고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1) 비판적 사고하기: “나는 저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비판적 사고란 현상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각

도에서 바라보며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다. 비판적 사고는 바람

직한 사고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Ennis(1985)는“비판적 사고의 핵

심은 믿고, 행하는 것에 대한 이성적이고 반성적인 생각”라고 말한다

(김홍준, 2015). 연구 참여자 이재혁은 청소년기 학업과 춤이라는 두 마

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연구 참여자로서 비보잉을 철저하게 취미의 영역에 

위치시키며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이재혁의 태도는 비보

잉의 세계와 학생으로의 삶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게 만들었다. 

춤판에서 내가 느꼈던 거를 바탕으로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이 모든 걸 너무 다 도구적으로 생각해요.(중략) 저는 
춤을 춘 덕분에 최소한 어느 면에 있어서는 모든 걸 도구적으
로 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걸 느꼈어요.(중략) 춤을 추면서 제
가 깨달은 것 춤을 추면서 얻은 것 이런 것들이 사회를 좀 비
판적으로 보게 했고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저러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내 정체
성을 확립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재혁-1708221)

 춤의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를 끼고 학생으로서의 삶을 바라볼 때면 부

정적인 측면이 많이 보인다고 한다.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의 분위기이다. 결과보다 과정에서 즐기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 있는 춤의 세계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회의 분위

기를 잘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재혁의 태도는 자신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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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며 ‘비판적 사고하기’라이프 스킬 습득

으로 이어졌다. 

2) 융합하기: “시야 자체가 좀 넓어졌다라는 거”

 융합(融合)이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7). 공연장과 같

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과 동작에 맞게 이루어지는 무용과 달리 

비보잉은 길을 지나다니는 잠재적인 관객의 눈을 사로잡아야만 했다. 이

런 환경으로 인해서 비보이들의 춤은 격렬해지고 화려하게 발전되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체조, 서커스, 카포에라, 중국 무술 

등 다양한 분야의 동작들과 함께 비보잉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이우재, 

2010). 비보잉은 융합의 춤인 것이다.  

비보잉을 하면서 보는 시야 자체가 좀 넓어졌다 라는 거. 그리
고 또 뭐가 있을까. 행사, 공연, 기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융복합이라고 해서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많이 하잖아? 거기
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전통놀이. 땅을 그어가지고 돌멩이 하나로 뭐 맞추고 그런 거
를 음악과 함께 리듬을 타면서 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문화적으로 시야가 넓어 지다보니까는 타 문화 예술하고 협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생기지. 

(신고운-1706041)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비보잉의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성격 덕분에 비보

잉의 다른 어떤 분야와도 조화를 이루기가 쉽다고 생각한다. 신고운은 

실제로 비보잉과 다른 분야를 융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 

비보잉과 발레를 한 무대에서 보여주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풍물놀이패, 폴댄스와 함께 하는 콜라보레이션 퍼포먼스 등이 그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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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풍물놀이와 비보잉(왼쪽), 폴댄스와 비보잉(오른쪽) 

3) 배울 점 찾기: “본받아야겠다”

‘배울 점 찾기’라이프 스킬은 새로운 비보잉 기술을 성취하기 위해 다

른 사람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습득되는 라이프 스킬이다. 비보잉의 춤 

특성상 동작들이 매우 다양하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습득하

기 위해서는 특정 사람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만 한다. 이러한 비

보잉의 특성은 비보잉 참여자의 관찰력을 향상시켜주었다. 

롤모델이 그 롤모델을 보면서 저 상대방을 이겨야겠다 라던지, 
저 상대방에 이런 거를 본받아야겠다라든지 그런 걸 배우게 
되잖아. 그런 거를 배워서 또 자기만의 그걸 만들 거 아이가. 
나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잘하는 걸 부각시켜서 또 만
들 거 아이가. 그런 것들이 습관화돼서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게 
된거 같은데.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희안한 사람들이 많지. 다
양한 환경에 항상 노출이 되다보니까는 사고방식이 한쪽으로
만 돌아가게 되는게 다양한 서클로 도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
게 길러지고 관찰력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신고운-170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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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 신고운이 비보잉을 처음 접한 시절, 주변에는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료나 사람이 많지 않았다. 유일한 방법은 모방이었다. 때문에 

영상에서나 직접 눈으로나 비보잉 동작을 보는 일이 그에게는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동작의 배울 점이나 포인트를 잘 포착해야만 한다. 그래

서 신고운은 관찰력이 좋아졌다고 한다. 다른 분야보다‘배울 점 찾기’

라이프 스킬이 발달할 수 있는 비보잉의 특성은 동작의 다양함에서 비롯

된다고 말하였다. 신고운의 ‘배울 점 찾기’라이프 스킬은 춤 외에 상

황에도 전이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관찰하며 배울 

점을 찾는 습관이 생겼고 이 습관은 춤에만 국한되지 않고 분야를 막론

하고 여러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장점, 품성들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습

관으로 이어졌다.

저 상대방에 이런 거를 본받아야겠다 라든지 그런 걸 배우게 
되잖아. 그런 거를 배워서 또 자기만의 그걸 만들 거 아이가. 
그런 것들이 습관화돼서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희안한 사람들이 많지.(중략) 내가 소주
집 모임이 춤추러가는 곳이 아니잖아. 그 모임에는 각계인사들
이 있는 모임이란 말이야. 사람이 모이면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또 춤 아닌 새로운 무리들이 생기고 사회적
인 시야가 더 넓어지고 나는 항상 그랬던 거 같다.

(신고운-1708182)

 신고운은 주변에는 춤 외에도 여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항상 함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한다. 신고운은 비보잉 춤

에서 얻은 ‘배울 점 찾기’라이프 스킬을 비보잉 분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여러 분야에 적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배울 

점 찾기’라이프 스킬 덕분인 것 같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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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토마스를 찰 때 다리를 걸고 쫙 펴야한다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구요. 배울 점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찾게 되고. 
다른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리 무대에 서봤다고 해도 긴장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까지도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 좀 짜여
진 것만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 무대를 보면 호응 유도하면
서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저런 것들을 배워
야 겠다. 그런 게 생기더라구요.

(이승형-1710152)
 

그 다음에 태권도 할 때, 그리고 요즘은 대회를 안 나가지만 
예전에는 상대방이랑 저랑 대련할 때 뭘 하다가 제가 졌어요.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상대방은 제가 이럴 때 갑자기 들어와
서 제가 뭘 해서 제가 졌다. 이런 게 딱 보이더라구요.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동작을 해서 졌다라는 게 보이니
까. 비보잉 영상 보면서 알게 된 게 태권도에도 적용이 된 거
죠.

(이승형-1710152)

 연구 참여자 이승형 역시 비보잉 춤 동작을 익히기 위해 영상에서의 비

보이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 하며 배울 점들을 찾아 자신의 춤을 발전 시

켰다. 비보잉 춤을 통해 습득하게 된 ‘배울 점 찾기’ 라이프 스킬은 

태권도를 수련하는 상황으로도 전이되었다.

4) 능동적으로 문제해결하기: “모든 길을 가보는 거야”

‘능동적으로 문제해결하기’라이프 스킬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

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로 의사를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에 관한 라이프 스킬이다. 연



- 122 -

구 참여자들은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래의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 김성

실이 비보잉 춤 기술 중 에어트렉(air-track)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한 한 

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늘었다 줄었다하는 인형. 고무로 되는 인형인데 그게 늘었다 
줄었다 해 팔다리가 막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잠깐 나왔다 들어
갔다 하고, 근데 형이 그때 너무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TV 보
다가 그걸 봤는데 저걸로 움직여 보면은 뭔가 찾을 수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인형을 찾으러 부산 바
닥을 막 돌아다녔어. 근데 도저히 안 되가지고 철사로 막 구부
려서 사람모양을 대충 만들어서. 발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돌
려보고 이제 보이잖아 내가 어느 각도로 해야지 안 닿는지. 그
래서 엄마 졸라가지고 캠코더 구해서 그 각도랑 맞는지 비교
를 해서 그때 다른 것들(다른 문제점)이 보이잖아. 그럼 그것
만 또 될 때까지. 팔을 이렇게 쓴다 던가 이걸 또 다 해 보는 
거야. 손목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팔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다 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가이드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길을 가보는 거야.

(김성실-1705161)

 고등학생 나이의 김성실은 에어트랙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

을 겪게 되어 인형을 이용해서 신체의 움직임을 생각해보려는 묘안을 생

각해 내게 되었다. 하지만 결국 인형을 구하지 못하고 철사로 인형을 만

들었다. 자신이 에어트랙을 하는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하여 철사로 만든 

인형의 신체 각도와 비교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방법으

로 에어트랙을 점점 완성시켜 나갔다.

김해 지금 문화의 거리라는 곳이 있거든. 그때 차 없는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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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에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그쯤이었거든. 거기가 박물관 
앞이야 대리석으로 상설 무대 같은 거를 만들어놨거든. 아스팔
트 바닥보다는 대리석 바닥이 나으니까 거기서 연습하거나, 그
때는 또 YMCA가 있었거든 김해 YMCA 거기서도 인제 연습
을 하기도 하고 보통 그때는 김해 YMCA,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그 다음에 김해 체육관, 탁구대 옆에 보면 바닥이 인제 
좋으니까 꼽사리 끼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강서
고등학교 거기는 무용실이 있으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 씩 친
구들 동아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인제 연습하기도 하고

(신고운-1706041)

 연구 참여자 신고운 역시 김성실과 같은 시기에 비보잉을 접한 사람으

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보잉에 참여 해왔다. 신고운은 비보잉 춤 연습

을 하기 위에 여러 장소를 돌아 다니며 적합한 장소를 찾아 다녔다. 

신고운 : 환경을 찾아다니니까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정말 다른 곳에도 잘 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직접적으로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
라 스스로 찾아가서 인제 했다라는 게 큰 도움이 됐지. 

연구자 : 지금의 삶에도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신고운 : 엄청 크지. 그때는 우리 촌 동네라서. 그게 쉽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서울을 갔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생 한 명이랑. 대회, 공연하러.

(신고운-1708182)

  신고운은 고등학생 시절 당시 시골로 여겨지던 김해에서 부산과 서울

을 오고가며 더 넓은 비보잉의 세계를 보기 위해 나아갔다.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면서 습득하게 된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하기’라이프 스킬은 현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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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혜도 이제 만들어 먹고. 이모들이 내가 뭔가를 만들어 오고 
식혜를 한 번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래가지고 팔아라고. 그
때 당시 패트 하나에 오천원에 사줬거든. 그러니까 용돈 하라
고 준거야. 나는 그 돈으로 신발 사고(중략) 또 내 연습복이 
내가 고생해서 만든 식혜로 나온 거니까. 춤출 때 아껴 입어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 춤춘 이후로는 내 모든 생각이나 생
활이 춤추는데 맞춰져있었지. 

(김성실-1705161)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청소년기부터 비보잉 춤을 추는데 필요한 신발이

나 옷 등을 스스로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친구들로부터 

모은 동전, 힘들게 만든 식혜를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팔아서 모운 돈으

로 산 핼멧, 신발과 옷은 그에게 물건의 소중함을 알려 주었으며 자신에

게 필요한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법을 알려주며 ‘능동적으로 문제해결

하기’라이프 스킬을 습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집에다가 작업실을 만들었어. 내가 연습량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베란다 창고를 다 빼내고 세공책상 놓고 특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잠 줄이고. 줄일 거 다 줄이고 게임 줄
이고 시간 만들어서 했지.

(김성실-1705161)
 

 군대에서 입은 어깨 부상으로 인해 어깨에 작은 장애를 가지게 된 김성

실은 훗날 춤을 못 추게 되는 사태를 대비해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세공 

기술을 배웠다. 처음 도전하는 분야이니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

가 비보잉 춤을 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며 익힌 ‘능동적

으로 문제해결하기’라이프 스킬을 발휘하여 부족한 연습량을 채울 수 

있도록 집에 세공 연습 책상을 만들고 세공 기술을 열심히 익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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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목 기르기’영역에 해당하는 라이프 스킬들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비보잉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비판적 사고하기’, 자

기만의 색깔을 가진 춤을 만들면서 얻게 되는 ‘융합하기’, 타인의 비

보잉 춤을 유심히 관찰하며 얻는 ‘배울 점 찾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얻는 ‘능동적으로 문제해결하기’가 있었다. 아래  

<그림 10>은 연구 참여자들이 모든 라이프 스킬들을 정리한 그림이다.

 <그림 10> 연구결과2 습득한 라이프 스킬

3. 라이프 스킬 습득의 영향 요인

 연구 참여자들이 습득한 갈고 닦기, 드러내기, 관계 맺기, 안목 기르기 

라이프 스킬은 직접요인인 비보잉 특성과 간접요인인 개인적 특성, 환경

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요인인 비보잉 특성은 비

보잉의 춤 동작과 비보잉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의미한다.  

간접 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특성은 

개인의 성격 또는 성향과 비보잉에 대한 소질을 의미하며 환경적 특성은 

연구 참여자가 처한 시대적 배경 또는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의



- 126 -

미한다. 직접요인인 비보잉 요인은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간접 요인인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라이

프 스킬 습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직접요인

 직접 요인은 연구 참여자들이 특정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으로 비보잉 요인을 의미한

다. 비보잉 요인은 다시 비보잉 움직임, 동작,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을 의미하는 춤 요인과 이를 포함하여 비보잉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 공

연이나 놀이형태 등에 해당하는 비보잉 문화로 범주화 되었다. 

1) 비보잉 춤 요인

 비보잉 춤 요인은 비보잉 춤의 동작이나 기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

성을 의미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습득한 라이프 스킬로부터 귀납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요인들이다. 비보잉 춤의 ‘성취가 빛나는 춤’과 ‘개방적 

성격의 춤’특성이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성취가 빛나는 춤

 비보잉 춤은 성취가 빛나는 춤이다. 모든 성취는 값지고 의미 있지만 

비보잉 춤의 성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성취가 눈

에 보이는 춤이다. 둘째, 몸이 기억하는 춤이다. 셋째, 단계를 밟아가는 

춤이다. 넷째, 눈을 사로잡는 춤이다. 먼저 성취가 눈에 보인다는 의미는 

성취 전과 후의 모습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비보잉의 특

징은 특정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잊

게 해주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된다. 성취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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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인내하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 아래의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 

김성실이 비보잉 춤 기술 에어트렉을 성취하는 찰나의 순간을 회상하며 

이야기한 내용이다. 

응. 이게 공중에 떠보면 진짜 무서워. 딱 뜨면은 진짜 무서워. 
나도 처음에 두 바퀴 넘어갔을 때, 진짜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
데 얼었어 그냥. 뭔가 기차가 바로 앞에 지나간 느낌 있지. 뭔
가 죽을 거 같은 뭔가가 앞에 지나간 느낌이 들어갔거든. 딱 
한 바퀴하고 섰을 때. 죽을 뻔 하다가 산 느낌 있잖아. 그 정
도 공포심이.. 근데 그게 공포심이라기보다 ‘대박, 이게 이런 
재미야?’ 이런 느낌. 너무 스릴 있으니까, 엎어지면은 아프고 
하지만. 계속 뚫고 뚫고 해서 딱 성공하니까. 이게 되게 재미
나지.

(김성실-1707082)

 그가 눈에 보이는 성취를 얻기 위해 인내한 시간은 자그마치 3일 밤낮

이었다. 3일째 되는 날은 뜬 눈으로 36시간 동안 에어트랙에 매달렸다. 

이렇게 긴 시간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 인내할 수 있는 힘은 하루아침에 

길러진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 전의 무수한 눈에 보이는 성취들이 자

연스럽게 그의 ‘인내하기’라이프 스킬을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아래

의 면담 내용은 성취가 눈에 보이는 비보잉 춤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

는 대목이다. 

어어 그런 거 보면은 도장깨기하고 다니잖아. 형이 거기 꽂혀
가지고 온 팀을 들쑤시고 다녔어. 거기서 제일 잘하는 애 꼭 
이기고 나왔어야 됐단 말이야. 배틀이라기 보다는 그 때 당시
에는 기술이 위주니까. 눈으로 보기 되게 명확하잖아. 얘가 10
바퀴 돌리면 나는 11바퀴 돌리면 되고.

(김성실-170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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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성인 연구 참여자로 비보잉이 이제 막 한국에 유

입되었을 당시에 춤을 접하였다. 그 당시에는 비보잉의 테크닉적인 면을 

잘 나타내는 파워무브가 유행이었다. 파워무브는 기술의 성취 여부가 다

른 기술이나 춤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의 면담

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파워무브는 회전을 이용한 비보잉 춤의 기술로 

이전에는 회전의 바퀴수로 경쟁을 하는 놀이 문화가 있었다. 순수무용에

서 비보잉까지 다양한 춤을 섭렵한 국내 1호 박사 비보이 이우재 또한 

그의 저서 『힙합, 춤은 진화한다』에서 비보잉은 ‘성취가 눈에 보이는 

춤’특성으로 인해 다른 춤에 비해 더 높은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고 이

야기하고 있다(이우재, 2016). 

 몸이 기억하는 춤이란 의미는 한 번 비보잉 춤 동작이나 기술을 익히면 

쉽게 망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보잉 춤은 다른 춤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운동 학습과 파지에 있

어서 연습의 정도가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작용하기(Lee & Wishart, 

2005) 때문에 비보잉 춤은 한 번 성취하면 잘 망각되지 않는 특징을 가

진다. 이러한 비보잉의‘몸이 기억하는 춤’ 특징은 ‘몸의 기억 믿기’

라이프 스킬 습득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 참여자 김성실

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비보잉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의 기억 믿기’라이프 스킬을 습득하게 된 것이다. 이것

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형이 지금 다시 돌아왔다는 걸 심어지는 것 중 하나가 
어릴 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김성실-1705161)

 비보잉 춤이 단계를 밟아가는 춤이라는 의미는 비보잉 춤 기술을 익히

는 데 있어서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연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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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말하자면 비보잉 춤 중에서도 파워무브(power move) 기술에서‘단계

를 밟아가는 춤’특성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파워무브는 스타일무브

(style move)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스핀 동작을 위주로 회전을 이용한 

화려하고 역동적인 동작이다. 

진짜 요만한 거 하나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 거를 못 지키
면은 그걸 못 지키면 그 기술을 절대 성공할 수 없어. 그게 되
게 무섭고 험난해. 그거를 무시하고라도 그거를 지켜야 하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생활에서도 
되게 그런 게 강해(중략) 어 그거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얻은 
거고, 그걸 지키려면 내가 내 스스로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그 다음 그 다음으로 가는 건데 형 지금 생활 대부분이 다 그래.

(김성실-1705161)

 비보잉 춤은 곡예적인 색깔이 짙으며 동작의 완성도가 중요하게 여겨진

다. 모든 춤들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며 역동적인 특징(이우재, 2013)을 

가지고 있는 파워무브의 동작들은 대체적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이 요구되어진다.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비보잉의 이런‘단계를 밟아가

는 춤’ 특성으로 인해 파워무브 기술들을 하나 둘씩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약속을 만들고 지켜 나가면서 ‘나만의 약속 지키기’라이프 

스킬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비보잉 춤이 눈을 사로잡는 춤이라는 의미는 비보잉 춤 동작의 화려함

과 격렬한 움직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는 

춤이라는 의미이다. 비보잉 춤의 ‘눈을 사로잡는 춤’특성은 드러내기 

영역에 해당하는 ‘자신감 가지기’라이프 스킬과 ‘어필하기’라이프 

스킬 습득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보이들은 그들의 잠재적인 관객

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관중의 눈을 사로잡는 화려하고 역동적

인 춤 동작들을 개발하게 된다(이우재, 2010). 비보잉 춤은 생존을 위해 

격렬하고 화려한 동작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비보잉의 ‘눈을 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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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 춤’특성은 청소년기 학교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

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비보잉의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하여 낮은 연령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곤 하였다. 

(나) 개방적 성격의 춤

 비보잉 춤은 개방적 성격의 춤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비보

잉 춤은 첫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춤이다. 둘째 무엇과도 잘 어울리는 

춤이다. 셋째, 스스로 만들어가는 춤이다. 비보잉 춤은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춤이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자발

적인 의지에 의해 비보잉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스스로 춤을 추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였다. 먼저 비보잉은 누구나 즐길 수 있

는 춤이다. 비보잉 춤은 길거리에서 탄생한 춤들 중 하나로 진입장벽이 

낮으며 신체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의 춤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고 싶은 마음만 있

다면 장소나 시간 등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공

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춤이 비보잉 춤이다.

좀 능동적이야. 이때 스트레스가 왔을 때 스스로 달래지 못하
면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성공 여부가 다 자기
한테 달려있어. 안되면 자기 탓 인거야. 연습을 안했거나, 생
각을 안했거나. 근데 다른 장르는 예쁜 동작, 예쁜 포즈가 정
해져있어. 브레이킨은 그렇게 정확하게 있지 않잖아. CCs 정
확하게 발 몇 도로 해야되고 탑락 몇도로 해야 되고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물렁한 형태가 있고 그 안에서 자기 개성껏 
하는 게 있잖아. 근데 다른 장르는.. 와킹은 포즈가 딱 딱 있
잖아. 락킹도 예쁜 그 영역이 있거든. 그래서 독학을 잘 못해
버리면 계속 못하는 사람은 남아 있게 되니까. 수동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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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해. 잘하는 사람 통해서 예쁜 자세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받고 그 예쁜 자세를 위해서 이렇게 가고

(김성실-1705161)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다른 춤에 비해서 비보잉 춤이 자신의 개성을 나

타내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기 좋은 각도와 길고 쭉 뻗은 팔 다리가 춤에 비교적 큰 영

향을 미치는 무용을 비롯한 다른 장르의 춤과 달리 비보잉 춤은 그러한 

신체적 조건이나 정확한 자세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비보잉 춤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자유롭게 비보잉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스스로 

춤을 추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주체적인 모습

들을 보였다.   

 둘째, 비보잉 춤은 무엇과도 잘 어울리는 춤이다. 비보잉 춤의‘무엇과

도 잘 어울리는 춤’특성은 ‘융합하기’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비보잉 춤은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비보잉 춤은 중국의 쿵푸와 같은 마샬아츠(martial arts)를 비

롯하여 아시아의 무술 동작들과 브라질의 카포에라, 체조, 갱단들의 제

스처 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동작들이 융합되며 발전하였으며(이우재, 

2013) 또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동작들이 창조되고 있다. 이러한 비

보잉 춤의 특성은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다른 문화와 융합하는데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비보잉과 사물놀이, 댄스스포츠, 

난타, 발레, 현대무용 등 여러 가지 분야와 함께하는 무대를 기획하고 

공연하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아이디어의 원천을 비보잉의 ‘무엇과도 

잘 어울리는’춤 특성에서 찾고 있다. 

비보잉은 원래 여러 춤, 무술, 놀이 등이 종합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문화들을 접목시키기 좋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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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비보잉의 최고의 장점 중 또 하나지. 뭐라도 다 갖다 붙여
도 어울리는.

(신고운-1706041)

비보잉을 하다보면 자기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어느 
한 동작에서. 거기서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지. 케이
팝, 발레, 한국무용은 딱 정해져있잖아. 정형화 되어있으니까. 
잘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비보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비보잉에도 현대무용적이 요소를 들고와
서 스타일화 시켜도 되는거고 발레적인 동작을 들고 와가지고 
접목 시킬 수도 있는거고. 그리고 나는 비보잉을 하면서 창작
에 관한 부분을 많이 얻는 거 같은데

(신고운-1708182)

 셋째, 비보잉 춤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춤이다. 비보잉 춤의‘스스로 만

들어가는 춤’특성은 ‘배울 점 찾기’와 ‘능동적으로 문제해결하기’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비보잉 춤은 누구한

테 배운다기 보다 스스로 익히고 만들어가는 성격이 강하다. 비보잉의 

이러한 특성은 학원이나 이렇다할만한 스승 없이 전문적인 댄서로 성장

한 연구 참여자 김성실과 신고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스스로 만

들어가는 춤’특성은 비보잉의 발달 배경적인 측면과 비보잉 춤 동작의 

다양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비보잉에 대

한 정보가 열악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스스로 환경을 만들며 자신의 춤

을 성장시켰다.  

알바하고 용돈 모아가지고 저기 지하.. 지금은 공간을 원룸처
럼 쓰는데 예전에는 공터처럼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냥 공터
로 많이 있었어. 공장 같은 거 많이 있고 하니까 거기 빌려다
가 그냥 장판 깔아서 월세 내면서.. 형은 그때 르네시떼 아르
바이트 하면서, 그게 사상이었거든 그 전에도 잠깐 고3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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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용돈 모아서 월세로 하고 OOOO는 딱히 연습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이렇게 고운이 스필 연습실에 자주 다녔
고. 그때 명륜동이랑 양정이랑

(김성실-1705161)

그리고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형들만 만났었는데 여기(공원) 
형들은 뭔가 정보를 준다기 보다는 그냥 시키는 거야. ‘이거
(기술) 해봐’, ‘저거 가지고 와바’ (웃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지금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냐면 그 형들조차도 
자기들이 뭐하는지 잘 모르고, 서울 왔다 갔다 하는 형들이나 
‘비디오 누가 가지고 왔다더라’ 이러면 형들끼리 먼저 보고 ‘이
런 게 있더라’ 하고 동생들에게 얘기해주면 동생들은 상상으로
만 

(김성실-1705161)
 
그러고 아니면 이제 집앞 아스팔트 진짜 생 아스팔트에서 자
전거 헬맷같은 거 쓰고 헤드스핀 같은 거 연습하고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아픈 바닥에서....

(신고운-1706041)

 연구 참여자 김성실과 신고운은 번번한 연습 공간 없이 떠돌아다니며 

스스로 환경을 마련해가며 비보잉 춤 연습을 지속해 나갔다. 이러한 연

구 참여자들의 모습은 힙합이 처음 탄생한 배경과 흡사한 점이 보인다. 

1970년대 미국의 청소년들은 버려진 빌딩을 지하 나이트 클럽(nightclub)

으로 만들어 힙합 문화를 발전 시켰으며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뉴욕시

의 아파트 주민들이 집 바닥에 카페트(carpet)를 깔면서 버리게 된 리놀

륨(Linoleum)과 판지(cardboard)를 그들은 춤을 추기 위한 바닥으로 사용

하게 되었다(Schloss, 2009). 또한 그들은 귀동냥으로 들은 비보잉 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상하며 그들만의 춤을 만들어 나갔다. 세월이 

많이 지나 거리에서 춤 학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된 요즘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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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보잉 춤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성격이 짙었다. 

뭐 하나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안될 때 연습하는 방법을 선생
님이 알려주신대로 해보고 처음에 한 번 해보고 ‘몸을 이렇게 
써야 잘될까 저렇게 써야 잘될까?’ 제가 먼저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했을 때 되면 몸을 이렇게 썼을 때 이 기술이 되는구
나 제가 스스로 깨닫고 영상 찍어보면서 저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뭔가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처음에 알려주시면 
대부분은 제가 고치는 편이에요.(중략) 네. 저 스스로 저한테 
맞는 거를 찾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씩 선생님이 보시고 잘못
된 것만 지적을 해주시고 대부분은 제가. 제 몸은 제가 아니
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스스로 찾는 편이에요. 

(김선미-1704301)

 청소년 연구 참여자 김선미는 춤 학원, 스쿨, 예술 고등학교에서의 선

생님의 가르침을 받지만 선생님의 역할은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고 있

었다. 

그러니까 비보잉 움직임이 다양하다이가 다양하니까. 축구는 
거기서 끝이잖아. 슛 잘 때린다, 프리킥 잘 찬다던가, 골 잘 
넣는다, 잘 막는다. 비보잉은 그것보다 동작이 훨씬 다양하니
까 관찰하는 시선 자체도 다양해지고, 그런 관찰호기심이라든
지 많이 생기는 거 같은데. 내가 만약 축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었을거 같고 그렇잖아. 내가 만약 벨리댄스
를 한다, 현대무용을 한다, 한정적이라는 거지. 근데 비보잉이
라는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매력적이고, 새로운 뭔가 
기술이 생기고 창의적으로 뭔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게 제일 
컸지 사실은. 나는 축구도 많이 하고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근
데 아무래도 동작의 양 자체도 많으니까.

(신고운-170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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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자신이 습득한‘배울 점 찾기’라이프 스킬의 원

인을 비보잉 춤 동작의 다양성에서 찾고 있다. 비보잉 춤을 구성하는 동

작과 기술의 가짓수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비교적 

정형화 되어있는 동작에 해당하는 파워무브(power move) 동작들조차도 

백스핀(back spin), 숄더스핀(shoulder spin), 에어 체어 스핀(air chair 

spin), 헤드스핀(head spin), 크리켓(crickets), 스와입스(swipes), 윈드밀

(windmill), 토마스(thomas), 에어트랙(air track) 등이 있다. 이런 다양한 

비보잉 춤 동작과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춤을 자세히 관찰 

해야만 한다. 

2) 비보잉 문화 요인

 비보잉 문화 요인은 비보잉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의미하

며 연구 참여자들이 습득한 라이프 스킬로부터 귀납적 분석을 통해 밝혀

진 요인들이다. 비보잉 문화의 ‘함께 하는 공연 문화’, ‘서로 존중하

는 문화’,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는 문화’특성이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모두 함께하는 공연문화

 비보잉의 모두 함께하는 공연 문화는 ‘자신감 가지기’, ‘공기 읽

기’, ‘신뢰감 형성하기’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 비보잉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연문화가 있다. 모두가 함께한다는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 할 수 있다. 비보잉은 공연은 첫째, 노

력을 확인하는 공연문화이다. 둘째,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문화이다. 셋

째,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문화이다. 먼저 노력을 확인하는 공연 문화라

는 말은 무대는 그동안 연습해온 자신의 비보잉 춤을 확인하는 시험의 



- 136 -

장으로서의 역할 한다는 의미이다. 그들이 연습을 통해 흘린 피와 땀은 

무대 위에서의 환호성으로 보상받았다. 

네. 무대 오르기 전에도 대기실에 있을 때 제일 떨리고, 무대 
위에 오르고 환호 받으면 딱 긴장이 내려가죠. 끝나면 힘들어
서 헉헉대면서 나가고. 되게 보람을 느껴요.(중략) 저는 일단 
너무 좋아요 지금. 할 때 너무 행복하고요 일단 비보잉할 때, 
그리고 빨리 또 다른 기술 파가지고 그걸 공연에 써서 환호를 
받고 싶어요.

 (이승형-1708281)

연구자 : 공연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어때?
이승형 : 되게 좋으면서 떨려요. 
연구자 : 떨리는 게 설레는 느낌인가? 
이승형 : 네. 약간. 근데 계속 서고 싶어요.  

(이승형-1708281)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은 성인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 공연에 대한 이야

기를 많이 하였다. 이는 아직 비보잉 성장 단계에 있는 그들에게 아직 

공연은 신선한 경험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무대에 

서는 경험은 떨리지만 신나는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명진 : 네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환호도 이렇게 유도하고 계속 웃어요 저는. 재밌어
요. 무대 서는 게. 

연구자 : 무대 서는 게 제일 재밌어?
김명진 : 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연구자 : 연습할 때도 보여줄 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김명진 : 네. 이 기술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겠지 하면서.

(김명진-170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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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하는 게 좋고, 기술에 성공하는 게 재밌고, 공연해서 
환호 받는 것도 재밌고, 칭찬하는 것도 재밌고,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공연 나가서 환호를 받으니까 그게 다 없애주는 거 같
아요. 비보잉 하면서 안 좋았던 기분이 공연이나 기술 성공하
면서 다 없어지는 거 같아요. 기분 안 좋을 때는 그 생각하면
서 참고 그래요.

(김명진-1708281)

  연구 참여자 김명진은 연습을 하다가 힘든 순간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출 때의 기분을 생각하며 참는다고 한다. 또

한 무대 위에서 듣는 관객들의 환호성은 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 상

쇄할 만큼의 기쁨을 가져다준다. 

(나) 서로 존중하는 문화

 비보잉의 서로 존중하는 문화는 ‘존중하기’와 ‘칭찬하기’라이프 스

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힙합 문화의 모든 형태의 기초

이며 미학에 대한 철학의 근간이 되는 배틀 전략은 기본적으로 존중정신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Schloss, 2009).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존중 정

신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실천하고 있었다.  

이렇게 내가 보여주기 식으로 춤을 추면 굉장히 이 친구를 존
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짜 멋있는 동작을 하면 과감 없이 칭
찬해주고 환호해주고(중략) 내가 너무 잘한다고 해서 뽐내지 
않고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주고 이런 게 존중하고 그런 문화
가 깔려있는 거 같아요.

(강희선-170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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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인데 춤으로 싸우잖아요? 배틀에서는 서로 위아래 할 것 
없이 덤비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인사하고 막 이런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겠
구나.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춤을 빼면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는.

(김선미-1704301)

  연구 참여자 김명진은 영상 속에서 비보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

는 모습을 통해 ‘칭찬하기’ 라이프 스킬을 습득 할 수 있었다. 

영상도 보고 하면서 비보이들 하는 거 있잖아요(손 제스처). 
이런 것들(제스처) 있잖아요. 칭찬하면 걔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잖아요.

(김명진-1709031)

(다)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는 문화

 비보잉의 함께 소통하며 나가가는 문화는 ‘소통하기’와 ‘리드하기’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쳤다. 이 두 가지의 라이프 스킬들은 공동

체 생활에 필요한 라이프 스킬들로 수동적으로 미국의 힙합 문화를 수용

하기보다 여럿이서 함께 즐기며 한국의 방식에 맞게 비보잉을 수용하고 

변화하면서 만들어가는 비보잉의 문화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 비보잉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퍼도 하고 그렇게 
놀면서 쌓여지는 친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린 친구들과 하
다보니까 그런 문화가 제 삶에 들어온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강희선-1708252)



- 139 -

 연구 참여자 강희선은 비보잉의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는 문화 특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였다. 강희선은 

현재 직장에서 연령의 차이가 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직장 동료와 편안하게 소통하며 생활하는 데 있어서 

비보잉의 함께 소통하는 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현재 자

신이 속한 비보잉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소속되어있으

며 비보잉 커뮤니티는 언제나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

는 성격이 있다고 말한다. 

비보잉에서는 잘 하는 거만 보려주려는 거보다 같이 놀고 이
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생활 할 때도 완벽하려고 보
여주기 보다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더라도 좀 더 재밌게 하고 
싶고 얘기 많이 하고 싶고 이렇게 바뀐 게 비보잉 영향도 있
지 않나 싶어요.(중략) 네 왜냐면 그런 게 없으면 사회생활하
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죠.

(강희선-1708252)

 강희선은 원래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성을 추구하는 소위 완벽주의자였

다. 준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며 불안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성향이 비보잉으로 인해 많이 유연해 졌다고 이야기 한

다. 비보잉 문화에서는 어떠한 기술이나 동작을 완성시켜서 보여주는 것

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곧 춤이다. 이러한 완벽하지 않아

도 서로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즐기는 비보잉 문화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도 완벽성만을 추구하기보다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운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가 춤을 추는 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좀 서로 상생하면서 뭔가 또 만들어내고, 조직 안에서 서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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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할 수도 있고 ‘오! 니가 이런 걸 잘 하니까 이걸 해봐’ 
라고 하면서.

(신고운-1706041)

 상기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 신고운이 평소 자신과 자신의 팀원들의 

비보잉 춤 연습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그들은 한 공간에서 자신만

의 무브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서로의 무브에 대해 피드백과 아이디어

를 주고받으며 상호작용 한다.  

아 그런 게 있겠다. 집단, 크루 생활을 하면서 구조적인 부분
에서 사회생활을 배운 거 같다. 그게 이제 나중에 내가 수업을 
나가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묻어났던 것 
같고 그리고 대회나 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집단, 단체에 대한 
이해도 라고 해야되나

(신고운-1708182)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자신이 습득한 ‘리드하기’라이프 스킬의 원인

을 비보잉 단체생활에서 찾고 있다. 단체 생활을 통해 겪은 다양한 경험

들이 리더쉽을 요하는 지금의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 

나. 간접 요인

 간접 요인은 연구 참여자들의 라이프 스킬 습득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간접 요인은 환경적 요

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뉘었다.

1)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연구 참여자의 특정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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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습득한 라이프 스킬로부터 귀납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요인들이다. 각각의 요인들은 가정, 인적환경, 공동

체, 사건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다.

 부모의 이혼에 따른 가정교육의 부재는 ‘몸의 기억 믿기’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청소년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일반적인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며 성장했다. 때문

에 김성실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주체적으로 판단해야만 했다. 

형은 가정교육을 애초에 받지를 못했어.(중략) 이제 누구의 집
도 가지 않고 먹을 거 이런 거만 주고 혼자 그렇게 컸단 말이
야. 그래서 형이 뭔가를 배울 때는 진짜 그런 직접 경험밖에는 
없었어.

(김성실-1705161)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가정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 세상

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만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지하게 되었다. 자연스럽

게 자신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 얻은 경험은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 

믿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체득한 지식

은 얻기까지의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안겨

주었다. 반면 연구 참여자 이재혁의 개방적인 가정환경은 그의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건전하게 형성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끔 이제 야자 끝나고 집에 가서 짜증이 쌓여있으면 엄마한
테 ‘엄마 맥주나 좀 사줘’ 야자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 이때쯤 
돼서 툴툴거리고 있으면 ‘야 치킨 시키자’ 치킨이랑 맥주 시켜
서(같이 먹고).. 아까 말했다시피 선생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
으니까 선생 뒷담을 막 까는 거에요. 엄마랑 많이 떠들었죠.

(이재혁-170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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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에 학업과 비보잉 춤을 병행하던 이재혁은 학교에서 받는 스트

레스를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며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혁 스스

로도 부모님의 양육태도와 교육방식이 자신이 현재 가진 사고방식이 형

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 이런 예외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제 부모님 
덕이 커요. 특히 어머니가 생각을 되게 많이 열고 하시는 분이
셨어요. 저한테 그런 면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
신 덕분이죠.

(이재혁-1708221)

 연구 참여자들이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인

내하기’, ‘나의 노력 믿기’, ‘어필하기’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몰래 

비보잉 연습을 하는 일이 잦았다. 춤을 추는 학생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과 사회의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방과 후, 김성실은 밤 

시간에 한 교실의 구석에서 형광등도 다 켜지 않고 음악도 틀지 않은 채 

홀로 비보잉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학교의 교감선생님께 발각 당하고 

만다. 평소에 선생님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김성실은 이번에는 어

떤 불량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

감선생님께 연습하고 있던 비보잉 춤을 보여주었다. 춤을 본 후 선생님

은 하고 싶은 춤을 마음껏 춰라는 말을 해주었고 김성실은 그때부터 비

보잉에 더 빠지게 되었으며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춤을 배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교감선생님! 응 그때 딱 내가 갈 때까지 가보자. 할 수 있
는 데 까지 가보자. 마음 먹었지. 결정타였어. 교감선생님의 
그 말이 뭔가 (춤을)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끝없는 목적을 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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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실-1705161)

 이 사건을 계기로 김성실은 더욱 더 안정된 마음으로 비보잉을 더 열심

히 하게 된다. 이에 더해 체육선생님 역시 체육시간에 헤드스핀을 하고 

있는 김성실을 보고 교감선생님과 같이 춤을 ‘마음껏 춰라’는 말을 한다. 

그 이후 김성실은 체육시간에 비보잉 춤 연습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 

그래가지고 (헤드스핀을)돌고 있으니까 체육선생님이 딱 보더
니 그거 진짜 재밌냐고 물어봐. 애들 다 공차고 놀기 바쁜데 
나 혼자 공 안차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하고 싶다
고 그랬더니 체육선생님이 마음껏 하라고 하는 거야.

(김성실-1705161)

 교감선생님과 체육선생님의 이러한 태도는 김성실의 비보잉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에 시작하고 열심히 하고 있던 비

보잉의 가치를 선생님들이 먼저 알아봐준 것이다. 이는 김성실이 더욱 

더 비보잉 춤에 매진할 수 있는 큰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 경험은 자신

의 교육관과 맞닿아 있었다. 

형이 말은 체육인데 진짜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 그리고 꼭 
그 말을 해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꼭 그거 가지고 오라고. 그림 
그리고 싶으면 가지고 와서 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그거를 마음껏 해야지 확 성장한다는 그걸 알아서.
(중략) 응. 내가 이리와라 저리와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란 환경이 좋은 거야. 교감선생님이 ‘너 마음대로 춤
춰’, 체육선생님이 ‘너 마음대로 춤춰’ 

(김성실-170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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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실은 청소년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비보잉을 마음껏 했던 경험을 

성장의 원동력이라 믿으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 역시 학생들에게 

그런 경험을 안겨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한편 연

구 참여자 신고운은 친척들이 보인 자신의 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내

성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었으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좀 자신감이 많이 붙는 거 같애. 비보잉 하면서. (중략)친척들 
만났을 때 내 원래 말 한 마디도 안하고 어색해 하기도 했고, 
근데 내가 비보잉하면서 (동작을) 보여주기도 하고 비디오 들
고 가서, 친척들한테 헤드스핀도 보여주고.

(신고운-1706041)

 이와 같이 신고운의 친척들은 그의 춤에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주었

다. 이러한 친척들의 반응은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형이 같은 경우에는 윈드밀 돌고 나서도 무대에서 돌기까지
는 조금 걸렸어요. 제가 기회를 계속 줬거든요. 심지어는 아예 
제가. 원래 공연을 하면 팀으로 초청을 받아서 하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럼 일정수준 이상을 보여줘야 하는데 제가 진형
이 기 살려주려고 아예 아무것도 안한 적도 있거든요. ‘너랑 
겹치는 거 안 할테니까 너가 안하면 못 하는 거야’ 이런 식으
로 얘기하고. 지금은 많이 극복했죠.

(부제보자2-1709031)

 무대 위에서 자신이 가진 비보잉 기량을 충분히 발휘 하기란 많은 무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연구 참여자 이진형

은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



- 145 -

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보잉 강사는 이를 보고 이진형이 자신의 기

량을 무대 위에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을 무대에서 시

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비보잉 강사의 

태도는 이진형이 ‘자신감 가지기’라이프 스킬을 습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 성진샘은 너한테 어떤 사람이야?
이진형 : 선생님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이진형-1708312)

이승형 : 저한테요? 음... 고마우신 분이죠. 일단은 그 샘이 없
었으면 저는 비보잉을 아예 못했을 거고 그러면 제 
생각엔 아직도 날라다니고 있었을 거예요.(중략) 아 
근데 뭔가 성진샘도 개입을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에요. 뭐라해야하지 꼭 비보잉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데 성진샘한테 배우니까 뭔가 더 그런게 있는 
거 같아요.(중략) 성진샘은 그래가지고 혼자 연구하
시면서 그걸 했다는 게 좀 존경스러워요. 

(이승형-1708281)

김명진: 솔직히 이걸로 갈 실력도 아니고 그냥 그만둘까요 하
니까 성진샘이 너가 그렇게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 두
는데 연습을 더 하면 왠지 될 거 같다고 말씀해주시
는 거예요.

(김명진-1709031)

  비보잉 강사를 떼어놓고 연구 참여자 이진형, 이승형, 김명진의 비보

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선생님은 그들의 비보잉과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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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쳤다. 셋 모두는 같은 지역아동센터 소속으로 항상 같이 

한 팀으로서 무대에 오른다. 어느 중학교의 비보잉 동아리 선생님으로 

인연을 맺게 된 이들은 중학교 졸업 후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이름으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중이다. 선생님은 비보잉 춤을 더 추고 싶은 학

생들을 위해 정식 수업 시간 외에도 틈틈이 학원의 문을 활짝 열어둔

다. 셋 모두 심층 면담에서 비보잉 강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으

며 존경심을 드러냈다. 선생님과의 심층 면담에서 역시 선생님의 학생

들을 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애들이 처음에는 안되는 거 같다가도 비보잉 기술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되니까 그때 좀 얘기가 들어가는 거 같
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해라 하지마라 하는 것 보다는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은연중에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중략) 근데 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유흥도 
안 즐기고 술 담배도 안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애들한
테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 같고,

(부제보자2-1709031)

 비보잉 강사와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의 관계는 아주 돈독해보였다. 선

생님이라기보다 친한 형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는 많은 시간을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과 보내며 그들에게 춤을 추는 어른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어 긍정적인 모델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이 생활했던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는 그들의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습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제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학생의 비보잉 참여를 

촉진시키기도 하였고 학교와 지역아동 센터의 규율과 문화는 ‘존중하

기’ 라이프 스킬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3명의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

은 학교의 비보잉 동아리를 통해 비보잉에 입문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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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잉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무대에 서는 경

험을 자주 가질 수 있었다. 앞에서 자주 언급 했듯이 무대 서기 경험은 

그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줌

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은 비보잉의 입문을 넘어 성장단계로 접어들게 되

었다. 이들은 무대에 서기 위해 연습을 했으며 무대에서의 짜릿함을 다

시 느끼기 위해 춤 연습을 하고 있었다. 무대에 올라 춤을 추는 경험은 

이들이 습득한 ‘자신감 가지기’와 ‘신뢰감 형성하기’라이프 스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는 춤을 추고 싶은 만큼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내하기’라이프 스킬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술 고등학교의 실용무용과에서 비보잉을 전

공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김선미가 습득한 ‘존중하기’ 라이프 스킬은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규율이 엄격한 학교 고유의 문화로 인해 촉진되

는 모습을 보였다.

OO의 시스템이 약간 그래요. 선배들한테 인사도 해야 하는데 
원래는 인사를 많이 할 기회도 없었으니까 잘 몰랐다가 학교 
생활을 계속 쭉 하면서 인사도 이제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윗
사람들 대하는 것도 많이 익히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
게 해야 하는지 습득을 한 거 같아요.

(김선미-1704301)

 연구 참여자 김선미가 다니는 예술 고등학교의 서로 인사하는 문화는 

‘존중하기’라이프 스킬과 배틀과 같은 행사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

사를 하며 자신을 알리는 ‘어필하기’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애들은 떼쓰는 것도 있는데 먹고 싶은 게 7000원 짜린데 
오늘 6000원 까지다 이러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면 안
되요?’ 이렇게 하는데 진형이는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먹고 싶



- 148 -

은 거 먹고, 셋팅 같은 것도 지가 알아서 다 하고 대화도 잘 
하는 편이고 예의도 되게 있고 착실한 느낌이 나죠. 명진이랑 
승형이도 요즘 애들이랑 다른 거 같아요. 요즘 애들은 밥 먹으
면 사실 다 같이 비보잉을 해도 새로운 애들 오면 다 남남이
거든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물도 안 따르고 핸드폰 하다가 
나오면 먹고 그냥 가요. 자기가 다 먹었다고 그냥 갈게요 하고 
가요. 그래서 좀 적응이 안 되기도 했는데 승형이랑 명진이 같
은 애들은 있으면 대화도 많이 하고 먹을 것도 끝까지 다 먹
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셋 다 안정적인.

(부제보자2-1709031)
 

 청소년 연구 참여자 중 3명이 소속 되어있는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는 

학생들에게 예의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 중 연구 참여자 이진형은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에 비해 예의바르며 의젓한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이승

형과 김명진에게서 또한 또래에 비해 비교적 예의바른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옛날에는 저랑 선생님들 앞에서도 욕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
서 제가 보기에는 비보잉이 애들 성향이랑 맞으면 제 앞에서 
변화를 못 봐도 다른 데서는 다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어렴풋이 알게 된 거죠.

(부제보자2-1709031)

 비보잉 입문 단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연구 참여자 3명과 늘 함께 하

고 있는 비보잉 강사는 이들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특정 사건이 특정라이프 스킬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김성

실은 군대에서의 어깨 부상을 입고 이를 극복하고 재활하는 과정에서 

‘몸의 기억 믿기’라이프 스킬은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다. 군대에서의 

작업 사고로 인해 양쪽 어깨에 큰 부상을 입게 된 이재혁은 수술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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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로인해 비보잉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엎친데 덮친 격

으로 그 시기 교제하던 이성친구와도 이별을 맞게 되고 어머니의 건강도 

악화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만난 또 다른 이성친구의 지속적

인 격려로 인해 김성실은 다시 용기를 되찾아 물구나무를 서며 재활운동

을 하여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비보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이러한 돌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보잉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 주었다. 몸이 사고 후에도 비보잉 춤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많은 연습량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몸

의 기억 믿기’라이프 스킬로 발전하였다.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은 내가 언제든지 또 다른 사고로 얘
(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게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런 사고가 나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장인정신이지. 왜
냐면 형이 지금 다시 돌아왔다는 걸 심어지는 것 중 하나가 
어릴 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김성실-1705161)

 김성실은 어떠한 사고가 있더라도 춤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더 비보잉

에 매진한다. 어깨 부상을 입은 후 성공적인 재활 경험이 그가 ‘몸의 

기억 믿기’라이프 스킬을 습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연구 참여자의 특정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친 개

인적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습득한 라이프 스킬로부터 

귀납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요인들이다. 각각의 요인들은 성향, 학업, 소

질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연구 참여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은 특정 라이프 스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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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몸을 사용하

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두 명의 여성 연구 참여자들은 

도전정신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동작이 역동적이고 높은 체력수

준을 요하는 특성으로 인해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한 비보잉에 입

문하게 된 데에도 그들의 도전정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한 명인 연구 참여자 강희선은 학창시절부터 오랫동안 다른 장르의 춤을 

춰왔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장르보다 새로운 비보잉 장르를 선택한 

것은 강희선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비보잉으로 전향하기 이전에는 항상 

자신이 잘 하는 것만 하고 잘 못하는 분야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성향이 

강했는데 처음으로 비보잉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경험을 함으로써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런 강희선의 도전 정신은 

‘능동적으로 문제해결하기’라이프 스킬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하자면 남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장르라는 인식이 강하
지만 그런 기술을 성공 했을 때의 그런 쾌감이랄까? 그런 게 
좀 커서 사실 더 빡세게 도전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강희선-1707111)

 연구 참여자 이재혁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태도와 순수한 마음은 

‘비판적 사고하기’라이프 스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혁은 

학창시절부터 스스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였다. 이재혁은 학업을 강요하고 학생들을 억압하는 학교

의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좋은 학업 성적을 내는 학생이었다. 이

러한 비판적인 태도는 비보잉 경험과 함께 ‘비판적 사고하기’라이프 

스킬을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혁은 일상적 삶

과 비보잉 삶을 분리시켜 생각을 한 덕분에 각각의 삶을 다른 렌즈를 끼

고 바라볼 수 있는 되었고 이는 ‘비판적 사고하기’라이프 스킬로 발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비보잉에 참여하는 순수한 마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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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사고하기’ 라이프 스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걸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왜 그러냐면 너무 뻔히 보이
는 거예요. 실력적으로나 내가 여기에 투자하는 열정으로 보거
나. 그러니까 이게 재밌고 좋긴한데 내가 연습하는 모양새와 
결과로 봐서는 내가 소위 말하는 프로 이런데 진출할 거는 당
연히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되게 일찌감치 가진 거예
요. 머리가 금방 큰 거죠.

(이재혁-1708221)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일찌감치 비보잉을 취미로서 즐기기로 마음을 굳

히게 된다. 이런 마음 덕분에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비보잉을 즐길 수 

있었고 비보잉 문화에 푹 빠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비보잉은 비보잉대

로 깊어지고 학생으로서의 삶은 그에 맞게 깊어지면서 각각의 영역의 성

격을 도드라지게 느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영역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학업은 청소년기 학생의 신분으로서 본분이므로 학생의 삶과 항상 함께 

있다. 학업에 충실히 임함으로써 공부를 하며 생긴 사고하는 방식과 습

관은 창의력을 요하는 무브를 만드는 일, 동작이나 상황의 문제점을 파

악하는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 참여자 김선미는 비보잉에 

입문하기 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다. 

아니요. 공부가 춤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머리를 쓰고 계속 
머리를 발달시키다 보니까 작품을 짜는 능력이라든지 머리회
전이라든지 이런 거가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아요.(중략) 네. 
춤은 몸을 쓰는 거라 몸을 먼저 쓰면서 익히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머리를 쓰는 습관이 생겨서, 몸을 쓰는 
것도 체육이고 춤이잖아요. 원리를 생각을 하는 습관이 생긴 
거에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써야 성공을 할까’해서 이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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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야지 해서 몸을 써보고 안되면 다른 방법 찾아보고, 공부를 
하니까 머리를 쓰는 습관이 생긴 거 같아요.

(김선미-1704301)

 연구 참여자 김선미는 자기주도 학습 방식의 공부 습관이 춤에 많이 도

움이 된다고 한다. 단순히 지식을 얻는 공부를 했다기 보다 머리를 훈련

시키는 공부를 하고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는 공부 방식 덕분에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김선미와 반대로 학업을 

소홀히 한 채 비보잉에 몰두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이들은 상대적

으로 비보잉 춤 연습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학교도 방학 할 쯤 됐을 때 형이 거의 막차타고 이제 다닐 정
도로.. 아예 학업을 포기 한거야.(중략) 어어. 이제 3학년 초 
되면은 다 취업 나가버리고 수업도 자습처럼 이렇게 두고 이
러니까 형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거야. 그러면 형은 체육관
으로 가서 또 연습하고. 꿈도 없어 그냥 내가 본 거 다해보고 
싶은 그런..

(김성실-1705161)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학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학교 역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도 없었으

며 가정상황으로 인해 공부를 강요하는 부모도 없었다. 하고 싶은 비보

잉 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비보잉 춤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보잉 춤에는 누구

나 쉽게 따라하기 힘든 고난이도의 동작들도 많이 있다. 대중매체에 나

오는 청소년들의 눈을 사로잡는 동작들은 대부분 고난이도 동작들로 비

보잉 입문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동작들이 많이 있다. 때문에 비보잉 

춤의 화려함에 혹해서 입문을 시도하는 학생들은 벽에 부딪혀 꼬리를 내

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대로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예상보다 수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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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술을 성취한다면 비보잉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냥 토마스라는 동작을 청소시간에 따라했지. 내 친구가 청소
시간에 ‘오 니 토마스 된다.’ 이래가지고 학교에 춤추는 애가 
찾아왔어 나를.

(신고운-1706041)

 연구 참여자 신고운은 비보잉의 시도 단계에서 토마스를 흉내냄으로써 

친구에게 비보잉 소질을 인정 받게 되었다. 이는 신고운이 비보잉에 입

문하는 계기가 된다. 

형이 고3때 쯤인가? 기술 같은 거 하면서 유명해져있는 상태
였어. 에어나 이런 거 다 되어있고.

(김성실-1705161)

 연구 참여자 김성실은 고등학교 3학년에 높은 파워무브 기량을 갖추게 

됨으로써 비보잉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어어 그런 거 보면은 도장깨기하고 다니잖아. 형이 거기 꽂혀
가지고 온 팀을 들쑤시고 다녔어. 거기서 제일 잘하는 애 꼭 
이기고 나왔어야 됐단 말이야.

(김성실-1)

 김성실은 뛰어난 파워무브 기량으로 인해 여러 비보이들과 경쟁하게 된

다. 이런 김성실의 경쟁심은 그의 비보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때도 본선에 뽑히기도 했고 처음으로 제가 그때 본선에 뽑
히고 이번에 학교 배틀에서도 뽑혀서 ‘내가 못하고 있는 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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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어요.(중략)‘아 그
래도 내가 망하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자신감이 붙고 그 이후
로도 OO배틀에서도 성적을 거두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떨어진 
게 없어서 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김선미-1704301)

 연구 참여자 김선미 역시 비보잉 기량이 높아짐에 따라 비보잉에 더 큰 

재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김선미는 배틀 대회에서의 성적을 

통해 자신의 유능감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 아래 

<그림 11>은 연구결과 1, 2, 3을 종합한 그림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능

적 이끌림에 의해 비보잉에 ‘입문’하여 무대 경험을 통해 ‘성장’단

계로 접어들었으며 정신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향유’단계로 접어들

어 다양한 모습으로 비보잉을 즐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습득한 라이프 

스킬로는 자기 관리에 관여하는 ‘갈고닦기’로 범주되는 인내하기, 몸

의 기억 믿기, 나만의 약속 지키기, 나의 노력 믿기 기술과 자기표현에 

관여하는 ‘드러내기’로 범주되는 자신감 가지기, 공기 읽기, 어필하기, 

타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관계 맺기’로 범주되는 소통하

기, 존중하기, 믿음 쌓기, 칭찬하기, 리드하기, 사고적 측면에 관여하는 

‘안목 기르기’로 범주되는 비판적 사고하기, 융합하기, 배울 점 찾기, 

능동적으로 문제해결하기가 있었다. 이와 같은 라이프 스킬의 습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접요인으로 비보잉 춤과 문화요인, 간접요인

으로 개인 및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 비보잉 춤의 특성 중 성취가 빛나

는 춤, 개방적 성격의 춤, 비보잉 문화 특성 중 모두 함께하는 공연 문

화, 서로 존중하는 문화,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는 문화가 직접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환경적 요인의 가정, 인적환경, 공동체, 사건, 개인적 요인의 

성향, 학업 소질이 간접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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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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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첫째, 비보잉 참여자들이 비보잉 참여를 통해 어떠한 경험

을 하는지, 둘째, 비보잉 참여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라이프 스킬은 무엇인

지, 셋째,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

다. 본 절에서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토대로 드러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비보잉 참여 경험에 관한 논의

 

 연구 참여자들의 비보잉 참여 경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보잉 

참여는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놀이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다. 이는 비보잉을 포함한 스트릿 댄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험

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스트릿 댄서의 사회화 

과정을 탐색한 전영미(2016)의 연구에서는 ‘학생 스트릿 댄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야기한다. 학창

시절에는 보통 의사결정의 많은 부분을 부모가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

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학원이나 대회 정보 등의 정보를 스스로 수집

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소현

(2016)의 비보이들의 삶과 문화를 문화 기술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살펴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대중매체에 나오는 춤 동작을 모

방함으로써 비보잉이 입문하게 되었으며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서 지속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비보잉의 특징은 한국 교육에서 자

주 제기되는 교사 중심 교육, 주입식 교육 등으로 인한 학생의 수동적인 

생활과 학습 태도에 관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OO연습실 놀러 갈래?’, ‘우리 연습실 놀러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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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참여자들의 말들은 비보잉 참여자들에게 비보잉은 ‘놀이’임을 

말해준다. 이를 통해 비보잉은 놀이 문화의 부족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상황(이광규 외, 2013)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건전한 놀이 문화임을 알 수 

있다. 호모 루덴스의 저자 Huizinga는 놀이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놀이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제공하지 않으며 놀이는 종종 ‘일탈’ 또는 ‘문제’로 치부된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손쉽게 대중문화와 가상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고(이광규 외, 2013) 이는 청소년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반면 비보잉 

문화는 유희적 성격이 강하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전

한 놀이문화이므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비보잉 참여는 일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

과는 반대로 일탈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춤추

는 학생들은 타 예체능 분야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시선과 차

별적인 대우를 경험하였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는 우려의 감정을 

넘어 일탈문화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이경림, 2015; 이진숙, 2002). 또

한 미국 빈민가의 흑인이 지배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배경으로 인

해 비보잉 또는 힙합이 비행과 일탈을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이우재, 

2013).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오히려 학생들의 일탈행동은 

비보잉을 통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청소년들을 올바른 모습으로 사

회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각종 대회 및 

공연 등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열정과 몰입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비행을 

선도하고 폭력성과 일탈행동이 춤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이우재(2013)의 주

장과 일맥상통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례만을 보고 비보잉에는 일탈개선효

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제는 비보잉을 바

라보는데 있어서 이전의 색안경을 벗고 비보잉이 내재하고 있는 교육적인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비보잉 참여 경험은 선행 연구에서의 경험 단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었다. 유태균, 정은영(2009)은 연구 참여자의 비보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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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몰입 정도, 기간, 기량의 수준에 따라 비보잉 참여의 체험 단계를 초보

적 단계 – 숙련단계 – 몰입 단계로 구분하였다. 초보적 단계는 춤을 추는 

자체보다 그로 인해 얻어지는 부수적인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단계이

다. 이는 본 연구의 입문 단계에서 비보잉 춤을 추기보다 특정 한 기술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숙련 단계에서는 자신이 성취하

는 비보잉 춤의 기술과 동작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이

는 본 연구의 성장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

들을 연습하며 여러 무대 경험을 통해 비보잉 춤 수준이 높아지는 모습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몰입 단계는 이전의 단계에서보다 성숙된 자세로 비

보잉에 참여하는 단계로 춤을 추고 있는 자체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단계이다. 이는 본 연구의 향유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

로 비보잉을 좀 더 심층적인 수준에서 즐기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라이프 스킬 습득에 관한 논의

 연구 참여자들이 습득한 라이프 스킬은 자기관리 기술에 해당하는 ‘갈고 

닦기’, 자기표현 기술에 해당하는 ‘드러내기’, 타인과 사회와 상호작용

하는 기술에 해당하는 ‘관계 맺기’, 사고적 측면에 해당하는 ‘안목 기

르기’로 범주화되었다. 이 라이프 스킬들은 대부분 Turnnidge, Côtê & 

Hancock(2014)이 제시한 암시적 전이(Implicit transfer)에 의해서 일상생활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라이프 스킬 습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

되고 의도된 명시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스포츠를 통한 자신의 경험

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이를 삶과 연계시키려는 노력 역시 라이프 스킬 습

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옥선(201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킬을 탐색한 이옥선(2012)의 연구에 의한 라이

프 스킬 영역 구분과 비교했을 때 기본기(fundamental skills)는 ‘갈고 닦기’

와 ‘드러내기’, 대응기(coping skills)는 ‘관계 맺기’, 공헌기(contributory 

skills)는 ‘안목 기르기’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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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스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 강지웅(2016)의 연구에서의 뿌리내리기는 

‘갈고닦기’, 어우러지기는 ‘관계맺기’, 열매맺기는 ‘안목 기르기’와 유

사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통해 습득되는 라이프 

스킬을 탐색한 공경희(2014)의 연구에서는 승마의 특성상 말과 기승자의 교감

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나와 말과의 관계 영역을 제외하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

는 ‘관계 맺기’, 나와 공동체의 관계는 ‘안목 기르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

였다. 이옥선(2012)와 공경희(2014)에서는 본 연구에서처럼 의도적이지 않은 자

연스러운 스포츠 경험을 통해 습득한 라이프 스킬을 탐색하였고 강지웅(2016)

은 의도적인 교육을 통해 라이프 스킬을 습득을 탐색하였다. 이 세 연구가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습득된 라이프 스킬이 일상생활로 전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라이프 스킬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

서도 전이에 관해 ‘의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와 ‘의도적인 교육이 필요

하지 않다.’ 의 의견은 분분하다(Barton, 2011; Holt et al., 2008; Martinek & 

Lee, 2012). 누구는 자연스럽게 라이프 스킬이 전이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타자

의 교육 또는 훈련의 힘을 빌려야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

다. 자연스럽게 전이가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이가 자연스

럽게 일어나도록 학생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의 효과

를 확인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라이프 스킬 교육은 일시적인 라이프 스킬 전이

에만 그칠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해 얻은 라이프 스킬의 성격과 본 연구에서 비보잉 참여에서 도

출된 라이프 스킬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영역의 이름을 다르게 한 이

유는 본 연구자는 라이프 스킬이 ‘~하기’와 같이 동사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라이프 스킬은 단순한 분절적 기술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과정적인 성격이 강한 삶의 태도라고 해석하

였다. 

 비보잉 춤 요인 외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 인적 환경 중 선생님이 있

었다. 선생님의 모범적인 모습을 포함한 간접교수행동은 의도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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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학생들의 라이프 스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이옥선(2012)

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코치, 공경희(2014)의 연구에서는 승마 지도자가 라

이프 스킬 습득을 촉진시킨 연구 결과와 같았다.   

 

다. 비보잉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

 

 첫째, 비보잉은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창의성은 4차 산업혁명

을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역량이며 교육 

역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의성이란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

을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

를 창출하거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학지사, 2000)으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촉진될 수 있다. 비보잉은 이러한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 발달을 촉진시키는 요소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볼 

수 있다. 힙합 댄스의 미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한 원지혜

(2013)은 비보잉 춤을 즉흥적으로 즐기는 프리스타일은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과 창의가’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무용 교육과 청소년의 창의력의 관

계를 밝히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서예원, 1996; Best, 1985; 

McFee, 1994). 오레지나(2005)는 연구를 통해 무용교육이 일반적인 창의성

뿐만 아니라 무용분야에 특화된 창의성을 발달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

육자 중심의 수업보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신체적 활동이 창의력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점(신언숙, 이강순, 2010)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춤을 발전

시키는 비보잉은 창의성 교육내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성교육의 소재로서 비보잉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변하지 

않는 목적 중 하나는 전인교육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창의 · 인성을 표방했을 뿐만 아니라 2015

년에는 ‘인성교육 진흥법’이 개정되었다. 인성교육은 오늘날 학교교육의 

화두이며 그 중심에는 체육교육이 있다. 이는 스포츠를 비롯한 신체활동이 

인성을 발달을 촉진 시키는 여러 가지 교육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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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보잉에서도 스포츠가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

육적 요소들과 유사한 점들을 많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성적은 측

면은 주로 비보잉 문화 요소에서 찾을 수 있었다. 비보잉 문화는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청소년기 무대에 서서 공연 및 대회를 하는 

경험은 함께 어울리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타인과

의 상호작용을 피할 수 없으며 함께 어울릴수록 더욱 빛이 나는 특성을 가

진 비보잉 참여는 소속감 및 친밀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체육교과의 표현활동의 내용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체육교육의 다

섯 가지 가치 영역인 건강, 도전, 경쟁, 안전 표현 중 표현활동은 다른 네 

가지 영역에 비해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현주, 박혜연, 2014; 임수신, 

2016; 정상필, 2015; 황숙영, 2007). 이는 표현활동은 무용교육이며 무용교육

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체육교사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

지만 2015 체육과 교육과정에는 이미 무용 외에도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재즈댄스를 포함하여 힙합댄스를 표현활동의 현대표현 신체활동 예시로 제

시하고 있다. 체육교육 상황에 맞게 비보잉 프로그램이 연구되어 개발된다

면 체육교과 내 표현활동 영역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넷째, 체육교과의 도전활동의 내용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비보잉 춤의 동

작과 기술은 명확한 성공과 실패 여부로 인해 성취를 확인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보잉 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빛나

는 성취’는 비보잉에 매료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었다. 이러한 비보잉 

춤의 특징은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를 일으키기에 효과적이며 특

정 동작 또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인내심, 도전의 가치, 목

표 설정과 계획 수립 과정 학습, 능동적인 태도와 지속적인 수행 자세 등

의 도전활동이 목적(교육과학기술부, 2015)으로 하는 가치들을 학습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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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비보잉 참여를 통한 비보잉 참여자들의 경험과 습득한 

라이프 스킬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로 1) 비보잉 참여자

들은 비보잉 참여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2) 비보잉 참여자들은 비

보잉 경험을 통해 어떤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는가? 3) 비보잉 참여자들의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비보잉 참여자들의 비보잉 참여 경험은 입문 – 성장 – 향유의 단계

를 통해 질적으로 변화하며 비보잉의 심층적인 수준에 다가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 친구와 대중 매체의 영향을 받았으며 본능

적인 움직임 욕구로 인해 비보잉에 자연스럽게 입문 하였으며 처음 겪는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경험을 통해 성장 단계로 접어들었다. 입문과 성장은 

주로 청소년 시기에 거치는 단계였으며 성인 연구 참여자들은 향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성장단계에서 향유단계로 발

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삶의 경험과 정신의 성숙으로 판단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위와 같은 단계적 경험 외에도 일탈행동개선, 밝은 성격

으로의 변화, 건강의 변화 등의 두드러지는 변화를 보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비보잉 참여를 통해 갈고닦기, 드러내기, 관계 맺

기, 안목 기르기로 분류되는 다양한 라이프 스킬들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갈고 닦기’에 해당하는 라이프 스킬은 개인의 성장과 계발에 

관련된 라이프 스킬로 비보잉 춤 동작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습득되는 

‘인내하기’, 부단한 연습으로 인해 성취한 기술이 몸에 저장되는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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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얻게 되는 ‘몸의 기억 믿기’, 타인의 예상치 못한 인정을 통해 얻

게 된 ‘나의 노력 믿기’,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특정 비보잉 기술을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된 ‘나만의 약속 지키기’가 있었다. ‘드러내기’에 해당

하는 라이프 스킬은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프 스킬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자신 있게 타인에게 표현하고 알리는데 관여하

는 라이프 스킬로 반복적인 무대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자신감 가지

기’, 다양한 성격의 무대 경험을 통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공기 

읽기’, 자신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알리기 위한 ‘어필하기’가 있었다. 

‘관계 맺기’라이프 스킬은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라이프 스킬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통하기’, 무대에

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믿음 쌓기’, 팀

원들과 함께 비보잉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리드하기’, 배틀 문화 

속 매너를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존중하기’, 서로 격려하고 호응하며 

춤을 추는 문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칭찬하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안목 기르기’ 라이프 스킬은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양하게 

하며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을 주는 라이프 스킬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

함으로써 얻는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순수한 마음으로 비보잉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비판적 사고하기’, 타인의 비보잉 춤을 관찰하면서 

얻는 ‘배울 점 찾기’,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춤을 만들면서 얻게 되는 

‘융합하기’가 있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이 습득한 라이프 스킬은 직접 요인인 비보잉 요인과 

간접 요인인 개인 및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잉 

요인은 다시 비보잉 춤 요인과 문화요인으로 나뉘어 졌으며 간접요인은 개

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뉘었다. 직접요인인 비보잉 요인을 중심으

로 라이프 스킬 습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잉 춤은 성취가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한 번 기술을 성취하면 잘 망각되지 않으며 사람

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역동적인 동작으로 구성되어 성취가 돋보인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었다. 비보잉 춤은 또한 나이, 성별, 신체 등에 구애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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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춤의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무엇과도 잘 어

울리며 정해진 형식이나 기본 동작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개방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비보잉 문화 요인으로는 나와, 팀원과, 관객과 모두 함께하는 공연 문화라

는 특징이 있다. 청소년기 연구 참여자들은 그 동안 자신이 연습한 춤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 팀원과 호흡을 맞추

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팀원들과 뿐만 아니라 관객들과도 호흡하며 함

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 제언

  지금까지 비보잉 참여자들의 비보잉 참여를 통한 경험과 라이프 스킬 습

득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비보잉 참여를 통한 라이프 스킬 습득에 대한 의

견과 본 연구에 후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과 연구 주제들에 대하여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내용으로서의 비보잉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폭 넓은 후속 연구

가 진행 되어야 한다.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모인 청소년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비보잉에 참여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라이프 스킬은 삶에 

전이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라이프 스킬 습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이는 비보잉 요소들을 학교의 체육 교육 상황에 맞게 변형하

여 교육 내용으로 발전시킨다면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일탈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이

나 스포츠클럽 또는 동아리 활동으로 비보잉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을 포함하여 일탈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한 지역구청에서 실시한 2017년도 지역 

기반형 교육복지 협력 사업인 비보잉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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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더욱 더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보잉 참여자들의 삶과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장기간

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 비보잉, 가정의 연계선상에서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부분의 라이프 스킬은 주로 연구 참

여자들의 면담을 통해서 도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 제보자와의 면담

과, 참여관찰 등이 이루어졌다. 본인의 주장이나 타자의 증언과 같은 방법

이 외에도 현장을 통해서 라이프 스킬의 전이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다면 

자료의 신빙성은 더 높아 질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비보잉을 소재로 한 체계적인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의도적으로 습득되어지는 라이프 스킬을 탐색하였

다. 하지만 다수의 라이프 스킬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은 체계적이고 의도적

인 라이프 스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Hodge, 1989) 기술의 습득부

터 전이까지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교육받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Holt, 

Tamminen, Tink, & Black, 2009). 실제로 라이프 스킬 습득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들의 효과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었다(First Tee, 2006; 

Petipas et al., 2004; Danish, 2002; Danish et al., 1998; Lee & Martinek, 

2009). 따라서 비보잉이 가진 자율성을 잘 보존하면서 학생들의 라이프 스

킬 습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효과적일 것이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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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차 심층면담 가이드(성인)

1차 심층면담 가이드(성인)

범주 내용

시작

입문배경
1. 어떻게(어떠한 경로) 비보잉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2. 왜 비보잉을 하게 되었습니까?
3. 비보잉의 세계로 진로를 정한 계기나 사건이 있습니까?

경험

4. 학창시절의 일상은 어떠했습니까?
5. 학창시절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6. 비보잉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7.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 한 가지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예를 들어).
9. 비보잉 배틀대회, 퍼포먼스 대회에 준비하고 참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이프스킬
10. 비보잉이 학생으로서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 어떠한 도움을 받았나요?
▶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크루 
생활

개인

1. 배틀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 퍼포먼스에서의 자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3. 본인만의 댄스 스타일을 묘사해주세요.
4. 가장 힘들게 성취했던 기술은 무엇이며 그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문화

5. 크루에 소속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6. 크루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7.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대회나 공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8. 크루 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9. 비보잉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나요?

현재

전이

1. 현재 어떠한 비보잉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2. 비보잉 활동이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3. 비보잉의 어떠한 요소가 그런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4.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성
5. 학생, 후배들이 어떠한 모습의 비보이가 되길 바라십니까? 
6. 비보잉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반대로 잃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보잉
8. 비보잉이 가지는 다른 춤과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비보잉을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떠한 점을 부각시켜야 할까요?
10. 어떤 사람에게 비보잉이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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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차 심층면담 가이드(성인)

2차 심층면담 가이드(성인)

범주 내용

청소년기
관계

가족

l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l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l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친구

l 친구와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l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l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선생님

l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l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l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나

(정체성)
l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l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현재

l 1차 인터뷰 면담을 통해서 비보잉을 통해 A, B, C 라이프 스킬을 얻었다고 판단되어지는
데 하나씩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스킬A
l A가 얻어지게 된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l 비보잉의 어떤 요소가 작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이프스킬B
l B가 얻어지게 된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l 비보잉의 어떤 요소가 작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이프스킬C
l C가 얻어지게 된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l 비보잉의 어떤 요소가 작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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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1차 심층면담 가이드(청소년)

1차 심층면담 가이드(청소년)
범주 내용

과거
(비보잉 참여 전)

1. 비보잉을 어떠한 경로로 접하게 되었습니까?
▶ 비보잉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나요?
2. 비보잉을 시작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3. 비보잉을 하기 전 일상은 어떠했습니까?
4. 비보잉을 하기 전 자신을 묘사해주세요
▶ 성격, 모습(신체, 말투, 품행 등), 학교생활, 취미, 특기, 인간관계(부모,친

구, 선생님)
5.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일은 무엇입니까?
6. 가장 힘들었던 사건/일은 무엇입니까?

현재

1. 현재 일상에 대해 말해주세요.

2. 학교생활에 대해 말해주세요.

▶ 비보이 생활이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3. 비보이 생활에 대해 말해주세요

▶ 연습과정 혹은 기술 습득 과정에 대해 말해주세요.

▶ 주변의 비보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 비보이들과 어떻게 친해지나요?

4. 비보잉을 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성격, 모습(신체, 말투, 품행 등), 학교생활, 취미, 특기, 인간관계(부모,친
구, 선생님)

5.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나요? (점수를 준다면 몇점)
6. O년째 비보잉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7. 비보잉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8. 비보잉을 통해 잃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9. 가장 기억에 남는 비보잉 경험은 무엇인가요?
10. 자신의 비보잉 활동을 누구 혹은 어디로부터 지원받나요?
11.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비보이1, 비보이 외 1)?
12. 꿈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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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1차 심층면담 가이드(청소년)

2차 심층면담 가이드(청소년)
범주 내용

특정 
경험

경험A

l A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왜 그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 있습니까?

▶ 다음에 그와 비슷한 경험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험B

l B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왜 그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 있습니까?

▶ 다음에 그와 비슷한 경험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험C

l B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왜 그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 있습니까?

▶ 다음에 그와 비슷한 경험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적 활용
l 비보잉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l 어떤 친구들에게 비보잉이 가장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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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면담기록지
면담 기록지

 일시/장소 : 

                         관찰자 :

1. 면담 참여자 정보

1) 성명(가명) : 000

2) 성별 : 남/여

3) 경력/직업

4) 특이사항:

2. 면담관련 기본 정보(면담을 수행하게 되기까지) 

3. 면담내용

3. 잠정적 분석(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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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관찰보고서
관찰보고서

                            일시/장소 : 

                         관찰자 : 

1. 관찰관련 기본정보(관찰을 수행하게 되기까지)

2. 현장노트(활동내용 및 특이사항)

3. 잠정적 분석(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자의 분석

시간 관찰 내용 관찰자 소감

0~10분

10~20분

20~30분

30~40분

40~50분

50~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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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ploration of Experience in Acquisition of 

Life Skills Through Participation in B-boying.

Gyuha Jung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life skills acquired through 

B-boying participation experience.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experiences do people have through participation in B-boying? 2) 

What are life skills acquired through participation in B-boying? 3) What 

factors influenced life skill acquisi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adopted and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from January 2017 to January 

2018. The whole process of the research is divided into planning, execution, 

and result stages, and each process has an organic relationship rather than a 

sequential one. A total of 10 participa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including 

four adults with more than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B–boying, four 

adolescents with more than one year of B-boying experience, and two adults 

with clos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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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observations, documents, 

and audiovisual materials.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conducted through 

three steps: reading the data repeatedly, coding thematically, semantic 

categorization, and conceptualizing the meaning. Trustworthiness of data was 

enhanced through triangulation and member check with participants. In order to 

maintain the ethics of research, I tried not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articipants in the whole study. 

The results and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B-boying was found to be qualitatively changed through 

introductory-growth-savor phase and reached to the deep level of B-boying. 

Second, research participants were found to acquire various life skill skills such 

as training, revealing, associating, and having insight through B-boying 

participation. Third, the life skill acquired by the research participants was 

affected by the direct and indirect factors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it discusses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B-boying, second, discusses the acquisition of life skills, and 

third,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using B-boying as material for education. 

Finally, the suggestions for field practice and follow - up research are as 

follows . First, a broad follow-up study on the possibility of using b-boing as 

educational content should be conducted. Second, long-term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in depth the life and culture of B-boy.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youth education program based on B-bo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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