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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무용소양 함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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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리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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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한국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무용 댄스리터러시 함

양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한국무용의 구성요인(구성요소, 목표, 핵심 개념, 내용 및 방법)을 찾는 것을 목

적한다. 따라서 본 연구 문제는 첫째, 한국무용소양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둘

째,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무용소

양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 약 2년 10개월간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문헌고찰, 심층 

면담,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한국무용 핵심 

구성요소를 찾고, 다음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한국무용 교수자 6명, 무용교육자 

11명, 무용전공자 11명)을 통해 검토하고, 구성요소의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 구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심층 면담 자료 분석은 Strauss(1987)

이 제시한 개방형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자

료수집을 통한 검증과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동료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연

구를 진행하였다. 

 위의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무

용소양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한국무용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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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소양, 인지 소양, 심미 소양으로 구분된다. 한국무용의 신체 소양은 ‘호흡’

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심신감지와 동작수련’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무용의 인지 소양은 ‘안목’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작품탐색과 전통분석’의 목표를 통해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미 소양은 

‘공감’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문화감성과 유미표현’의 목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연구 결과 둘째,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은 무엇인가? 신

체 소양, 인지 소양, 심미 소양은 각 4가지 교육내용과 6가지 교육 방법이 도출

되었다. 1) 신체 소양의 교육내용은 핵심 개념인 한국무용의 ‘호흡’을 알기 위하

여 ‘호흡, 동작, 표현, 조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2) 인지 소양의 교육내용은 핵심 

개념인 한국무용의 ‘안목’을 형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음악, 철학, 역사, 전통’을 

이해하여 얻어질 수 있다. 3) 심미 소양의 교육내용은 핵심 개념인 한국무용에 

대해 ‘공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태도, 감정, 감성, 미학’으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소양마다 6개의 교육 방법이 도출되었

다. 1) 신체 소양의 교육 방법은 ‘감각깨움, 자기탐색, 호흡이음, 완급조절, 심신

조화, 표현유도’로 발견되었다. 2) 인지 소양의 교육 방법은 ‘장단해석, 음색분석, 

사고확장, 비교설명, 지역구분, 감상제공’ 으로 발견되었다. 3) 심미 소양의 교육 

방법은 ‘자기문답, 감응유도, 사례제시, 흐름설명, 감성공유, 체화반성’을 발견되

었다. 

 연구 결과 셋째,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무엇

인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성요소들을 실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

램을 제안하였다. 구성요소들의 구성 원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자 한다. 구성요소들의 구성 원리는 총체성, 균형성, 단계성의 원리로 

구성된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체계는 ‘움직임 이해, 한국무용 레파토리, 한국무

용 창작하기’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총 15차시 프로그램으로 각 영역당 

5차시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움직임 이해, 한국무용 레파토리, 한국무용 창

작하기의 영역은 쓰인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발전되는 내용 체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해서 한국무용에 

대한 구성요소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둘째, 한국무용소양의 구성요소에 맞는 

내용과 방법이 적절히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무용소양 함양 프로그램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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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대상(일반인과 전공자)에 따라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선택하여 제공해야 한다. 
넷째, 한국무용 교수자는 한국무용소양 함양에 대한 목적과 그에 따른 목표, 내
용,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무용소양 함양

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제도적,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개발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한국무용소

양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무용소양 프로그램 실

천과 효과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무용 장르별(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소양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 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

은 첫째, 한국무용 지도자를 대상의 교사 교육에서 한국무용소양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 대상에 맞는 한국무용소양의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해 교사 공동체가 형성되어 

정보가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한국무용소양, 한국무용 댄스리터러시, 한국무용소양 교육, 한

국무용소양 구성요소, 한국무용소양 교수방법

학  번 : 2013-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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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예술교육은 창의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지속 가

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로 전환되었다. 2010 제2차 유네스코 세

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에서는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 비전으로 하여, 예술을 예술 자체를 넘어 개인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실천적 논의가 이루어졌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a).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시작

으로 15년간 양적, 질적으로 큰 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특히 2010년 문

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 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후 예술교육에 있어 창의와 인성 교

육적 측면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는 예술교육이 기능 중심 교육

이 아닌 창의성, 상상력을 계발하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가까운 개념으로 교

육 안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요구되기 시작하였다(김현정, 2019). 

과거 예술교육의 개념은 신상미(2013)에 의하면, 동양에서는 예술(藝術)이라

의 한자어는 예(藝) ‘기술, 기능을 의미’하며, 술(術) ‘실행 방도’를 의미하는 것

이 합쳐진 개념이다. 예술은 인간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활동이자 작품을 말

하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높은 수준에 오른 숙련된 기술을 가리키는 의미가 

된다. 서양에서는 예술이라는 것은 ‘테크네(techne, 그리스어)’, ‘아르스(ars, 라틴

어)’, ‘아트(arts, 영어)’ 등으로 통용되며, 모두 ‘잘 다루는 방법, 숙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술의 개념은 근대시대에 오면서 ‘미적 작품을 만드는 인간

의 창조적 행위’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는 헤겔의 예술에 있어 예술가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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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말한 의미와 같다(신상미, 2013). 점차 예술의 개념이 창조적 행위로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예술의 의미에서 이제는 삶 속에 함께하는 

예술이자, 창작활동이라 여겨졌다. 이전에는 예술로서의 춤을 추기 위한 시기였

다면, 이제는 예술로서의 춤을 삶 속에서 즐기는 하나의 일상으로 향유하는 것

으로 재인식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어 이제는 삶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가 왔

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외에도, 사회문

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직장인 문화예술교육지

원사업, 생애전 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점점 예

술교육도 직접 배우고 하는 것을 넘어 향유하는 것으로 발전되고 확장된 개념이 

되었다. 예술교육의 초반에는 ‘예술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rts)’의 형태로 전

문예술인 교육에 적합한 기술중심 예술교육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공교

육 현장에서는 적합하지 않기에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s)’ 으로 

도달하게 되었다(김인설, 2017). 이는 예술의 과정에서 오는 미적 경험, 상상력, 

창의력, 인성, 감성의 계발과 향상 등 전인교육적 함양을 목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학교 밖 다양한 시설들로 확장되었고, 참여자들도 다양해졌다. 이는 

문화의 민주화에서 왔던 하향식 접근법, 엘리트주의의 문제에서 벗어나 문화민

주주의로의 길을 열게 되었다(김인설, 2017). 대중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

여 예술을 자생적 지속 가능하게 하였다. 그렇기에 점차 지역과 사회공동체 참

여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미

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도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김인설, 2017). 이제는 

예술이 하나의 작품 활동 혹은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서로가 소

통하고 공감하여 문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 의미가 있으며 그렇게 요구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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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에 대한 가치 변화는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곧 향유

의 개념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향유의 개념은 가장 대표적인 국가적 조

사인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8)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활동을 관람, 참여, 교육 경험 등이다. 여기서 문화 향수의 개념은 문화예술 경

험을 통한 소비나 활동 참여로 이어지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에 가깝다. 그

러나 예술교육에서의 향유는 권선영(2017)에서 보는 향유의 개념은 빌헬름 딜타

이 주체자의 주체적인 경험과 내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 더 가깝다. 즉 예

술교육에서의 예술 경험을 통해 소비로 이루어지는 여부를 파악하는 경제적 관

점보다는 개인적 관점이자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적 관점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 향유는 단순히 경험이나 활동에 그치지 않

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형태(소비, 소통, 공감, 개인, 사회 등)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말로 예술교육에 있어 미적 경험의 가치가 중요하게 

강조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존 듀이(John Dewey)가 말하는 ‘미적 경험’은 예술

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경험이라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질적 사고’에 집

중한다. 이러한 경험은 축적되고, 의도적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친 ‘경험의 

연속성’을 통해 비로소 경험의 완전체인 ‘미적 경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

미가 바로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인 것이다. 존 듀이는 예술이 바로 경

험의 완전체이며, 존재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다. 듀이에게 예술의 미적인 것

은 경험을 명확히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경험과 예술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

임과 동시에 예술작품의 의미를 경험 속에서 찾는 것이다(김연희,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맥신 그린(Maxine Greene)의 예술교육 개념인 ‘미적체험 예술교

육’은 예술작품을 통해(매개성) 자신을 만나고, 존재감을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이다(곽덕주, 최진, 2018). 즉 예술작품의 매개를 통해 자신 안에서 일

어나는 사유의 과정들 속에서 뭔가 합쳐지는 느낌이 드는 것, 그 순간이 바로 미

적 체험의 순간이라는 것이다(곽덕주, 최진 2018; Greene, 1978: 187 재인용).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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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그린은 예술교육에 있어 작품을 대할 때, 자신이 느끼는 것이나 마음에 떠오

르는 것을 정의하려는 시도와 이를 예술적 형식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노력이 중

요하다고 강조한다(곽덕주, 최진 2018; Greene, 1978: 187 재인용). 

정리해보자면,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는 확장되어 예술교육에서도 기능적 차원

을 넘어 개인과 사회가 고려되는 교육이어야 한다. 예술교육을 통해 내면과 마

주하고 소통할 방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과 의미 

변화는 실제적인 교육 방법과 교수방식 등 다양한 교육 측면에 대한 활발한 논

의로 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무용 분야의 경우에는 전문무용교육 중심으로 오

랜 시간 발전해왔기에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문화예

술교육의 무용 교육 목적에 있어 그 대안으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에 관한 연구

와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국내에서 스포츠 교육학자인 최의창(2011, 2018)은 댄스리터러시에 대한 개념

을 가장 한국적이고 동양적 철학을 기반으로 제안했다. 댄스리터러시에 대한 개

념을 ‘무용소양’의 개념으로 말하며, 그 구성요소로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으로 

정의했다. 무용능, 지, 심의 조화가 곧 ‘무용안(舞踊眼, dance phronesis)’이 나타나

게 하며, 이는 비로소 ‘무용안목(舞踊眼目)’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에서 무용교육표준을 통해 “댄스리터러시”를 정의

하였다. 댄스리터러시는 무용을 체험,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것들(말하고, 

쓰고, 보고, 읽기)을 통해 얻어지는 종합적인 능력을 일컫는다(김현정, 2019 재인

용 : 서예원 외, 2013). 임수진(2015)은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을 재개념화하고 이

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탐색하였다. 먼저, 댄스리터러시는 무용

을 통해 갖춰지는 능력은 표현적, 이해적, 상상적, 소통적, 내성적 구성요인이다. 

이는 곧 무용에 대해 움직임에 대한 기능적 이해부터 삶으로의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이해력까지 다양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소서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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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Tina Hong(2000)은 무용 교육의 모델로 ‘댄스리터시’가 이상적이라 

제안하였다. 이는 운동감각, 안무능력, 비평능력의 조화로운 함양을 목적으로 한

다. 통합적 방식의 맥락으로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서예원 외(2013)은 통합적 접근방식을 통해 예술만이 아니라, 더

불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으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혜리

(2007)는 댄스리터러시를 ‘무용읽기’라 개념화하면서 사회 속 하나의 소통으로 

예술이자 무용의 역할을 주장하였다. 무용의 소통 방법들을 매체(media)라 언급

하였다(김현정, 2019 재인용). 이와 같은 맥락으로 김유진(2016)은 댄스리터러시

를 표현과 연결하여, 인간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사회생태학적인 관

점으로 접근하였다. 댄스리터러시를 무용읽기로 표현하며, 이는 삶의 전반적인 

여러 경험(개인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경험)에 대한 무용의 예술적 가능성을 제

시한다고 주장한다. 무용읽기를 문명을 이해하는 학습이 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 실천행위로서 문화현상을 이해하는 무용읽기(dance literacy)의 개념

으로 설명하였다. 

설명방식이나 제안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학자들 모두 댄스리터러시에 

대한 견해는 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소통, 공감을 추구한다. 무용이 하나

의 예술로서, 사회 속에서 문화로 잘 소통할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고, 잘 이해

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로서 무용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댄스리터

러시의 의미는 존 듀이의 미적 경험과 맥신 그린의 미적 체험의 개념처럼 예술

가의 작품을 이해하며, 느끼면서 개인 내면의 소통과 공동체 간의 소통, 더 나아

가 삶의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는 개념으로서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으로 댄스리터러시에 대한 논의는 상당

한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다뤄지는 장르별 댄스리터러시에 대한 논

의나 합의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대 이후 문화예술의 경향은 탈 장르

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엄은진, 김혜련, 2012), 예술교육에 있어 장르를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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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도 장르를 구분하여 교육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화예술교육에서도 현시대의 융·복합적 문화예술 흐름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교

육은 기본적 구성요인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댄스리터러시를 

장르별로 세분화하여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각기 다른 수업모형과 방식이 논의되고, 적용돼

야 한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에서 장르별로 교육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장

르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방식에 대한 논의는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 댄스리터러시를 목적으로 장르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공통된 수업모형과 방식으로 다양한 장르를 이해하고 있어서 좀 더 세분화시켜 

장르별로 특성을 고려한 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탈 장르적, 융·복합적 예술을 이해하기 위한 안목과 비판적 시각을 가지

기 위해서 장르별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의 융·복합적 현상을 이해하고, 비판적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려고는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무용 교육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융·복합적 예술 장르는 보통 ‘실험적’이라는 단어로 상당

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무용 예술의 형식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

하게 받아드린다면 작품을 잘 공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융·복합적 예술 시대

를 살아가는 우리는 장르별 특성과 의미를 이해해야만 무용 작품을 잘 읽고, 감

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융복합 흐름에 맞는 새로운 예술형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르별 이해

가 필요하다. 현시대에는 문화예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들이 융합을 이루고 

있다(윤지현, 2013). 현시대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흐름 때문일 것이다. 칸트(Kant)가 말하는 것처럼 상상력을 통해 다시 

상기할 수 있고, 재생과 비교, 합치도 가능하며, 비교를 통해 미를 객관화시키며, 

미의 전형으로서 표준이념을 갖게 한다(백종현 역, 2009). 이처럼 우리는 여러 

장르 간 예술형식을 잘 이해하여, 새로운 형식의 미의 전형을 만들어야 미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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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객관화되며, 소통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술교육에 있어 창작의 과정

은 필수적이다. 창작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경험한 각 장르 속 미적 경험을 상

상력 안에서 합쳐지며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최근 공연예술

의 형식도 다양해지면서 융복합 예술작품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여주

는 공연형식도 있다(윤지현, 2013). 

마지막으로 한국무용은 민족춤이기 때문에 기능적 측면보다 하나의 문화로서 

민족의 고유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기에 다른 장르의 무용 교육방식과 달리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무용은 한국 민족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단순히 동작만을 표현하는 것은 전혀 

한국적 감수성을 불러오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우

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성요인이 무엇인지 안다면 모두에게 이해 가능한 한국

적인 무용공연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을 더 세분화하여 한국무용만의 댄스리터러시

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임수진(2015b)에 

따르면,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명료해져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한국무용의 핵심 요인들을 찾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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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무용이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무용만이 가지는 댄스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함의 필

요성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한국무용의 구성요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논의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 중 가장 동양적이고 철학적인 최의창

(2011, 2018)의 무용소양(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의 개념 틀을 사용하여 문헌 분

석하고, 한국무용의 핵심 요인들(목표, 내용, 세부요소)을 찾아보고자 한다. 

둘째,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방식과 교육 내용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더 구체적인 한국무용

에 적합한 실천방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무용의 구성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은 무용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구성하여 적합한 

실천적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첫째, 한국무용소양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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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 정의

○ 문화예술교육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 영혼의 조화로운 발달을 

문화예술을 통해 이루는 기본 소양교육을 의미한다. 예술과 인간의 삶을 관계에 

대한 고찰이 시작되면서, 미적 경험과 문화 향유로 가치가 이양된 개념을 의미

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a). 따라서 예술교육을 문화적 삶 속에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

○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문화예술교육이 하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면서 그에 맞는 무용 교

육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전문무용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무용을 다양한 측면에

서 경험하고 이해하여, 삶 속에 적용 가능한 무용 교육으로 정의한다. 

○ 댄스리터러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으로 제시된 댄스리터러시는 무용을 경

험하고, 이해하고, 감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통합적 자질을 말한다. 

○ 한국무용소양

 본 연구는 댄스리터러시를 한국적인 맥락에서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제시한 

최의창(2011, 2018)의 ‘무용소양’을 사용하고자 한다. 무용소양은 무용능, 무용

지, 무용심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국무용의 구성요

소와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

용소양의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한국무용의 목적과 내용 및 방

법 등을 탐색하고자 한다. 



- 10 -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교육과 댄스리터러시 

가.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1)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이제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 지 시간이 꽤 흘러 일상 속 문화

예술의 모습이 제법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예전 문화예술은 예술을 배우는 

것 혹은 공연장에 가서 감상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의 문화예술은 배우는 게 아

니라 즐기는 것,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2010년 이후 예술교육(arts education)에서 문화학습(Cultural learning)이라는 용어

로 바꿔 사용하는 만큼 예술교육이 가르침(Teaching)에서 학습(Learning)으로 관

점이 변해 예술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 2018a),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19세기 예술의 

개념은 기능적 기술적 전수를 목적으로 예술을 위한 교육이었다면, 20세기 예술

의 개념은 미적 개념이 목적이 되어 예술과 삶의 관계에서의 미를 추구하는 목

적으로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변화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a). 20세

기 들어 삶 속으로 들어온 문화예술은 21세기 들어오면서 개인의 창의성, 상상

력과 사회문화적 가치로 이해하기 시작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a). 이

제는 인간과 삶, 사회 속에 문화예술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유의미한 가치

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개인과 사회에서의 ‘창의성’ ‘다양성’ ‘소통’ ‘문화적 해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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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literacy)’ 등의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최보연, 2019). 지금까지 

말한 것과 같이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적의 변화에 대해 문화예술강사들과 

관련 종사자들은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며, 공감하지 못한 채 한국의 문화예술교

육은 시작되었다(정연희, 2008).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현장 종사자들이 기존에 해오던 예술교육과 다른 것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험이 짧은 종사자들에겐 ‘즐

기고, 소통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박진영, 2011). 문

화예술교육의 양적 확장기를 거친 2015년 이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

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예술강사관리 및 문화예술교육의 철학

적 근거와 이론적 체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최보연, 2019).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개념을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존 듀이의 ‘미적 

경험’과 맥신 그린의 ‘미적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존 듀이는 기존의 예술

이 일상과 분리됨을 지적하며 삶 속 예술의 일상성, 연속성, 상호 작용성, 맥락

성 등의 예술의 의미를 주장한다. 존 듀이는 예술작품이 물리적인 그 상태로 즐

기는 감상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예술의 경험 과정에 집중하는 맥락성을 강

조한다(최정은, 2018). 존 듀이의 미적 철학의 개념은 질적 사고를 통한 예술과 

미적경험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적 사고는 상상력과 통찰력이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 존 듀이는 예술작품의 외적인 결과물의 의미가 아니라 행위 과

정 속 사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다(김연희, 2013). 그 과정 속에서 삶과 예술이 

연속성을 갖게 되며, 비로소 맥락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 또한 관람자는 작품의 맥락성을 보고, 개인의 일상의 연속성을 가지

고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존 듀이는 예술은 일상과 분리되어 볼 수 없으며, 

삶 속에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미적 즐거움은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미

적 경험을 통해 비로소 인간의 경험은 완결성과 질적 통일성을 갖게 되어 하나

의 완전한 경험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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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으로 미국 링컨센터 인스티튜트(Lincoln Center Institute)의 미적교육

(Aesthetic Education)을 주창한 교육철학자 맥신 그린의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

의 일상적 삶을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면, 예술은 그 텍스트의 ‘여백’과 같다고 

말한다(맥신그린, 1995). 이 말처럼 늘 바쁘고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술은 우리에게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주는 것 즉 여백을 마련해준다. 

예술이 마련해준 여백에서 우리는 자신을 만나고 스스로 경험하는 공간이 되며, 

내면에 게 자유를 주는 공간이기도 하다(곽덕주, 최진, 2018). 맥신 그린은 예술 

작품을 마주하는 방식에 있어 개인적인 내적 만남을 중시하며, 이는 곧 개개인

의 삶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개인의 미적 체험은 공동체 속

에서 공유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자기회귀적

(self-reflexive)이고 자기인식적(self-aware)이라 할 수 있다(곽덕주, 최진 2018). 그

러면 예술 작품을 통한 개인의 깨달음이 사회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공유, 소통, 

공감될 수 있을까하는 문제는 더 거슬러 올라가 칸트의 『판단력 비판』(백종현 

역, 2009)의 미적 판단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근대 시기 미학적 논의는 예술작

품을 미적 대상으로 취급하던 이전 시대와 다르게 취미론, 상상력, 무관심성 등

에 대한 개념들이 생겨나면서 예술작품의 가치를 넓혀 줬다. 칸트(백종현 역, 

2009)가 말하는 취미판단은 일체의 관심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상태(자유로운 유

희=감정)에서 내려지는 판단으로 ‘보편성’을 갖는다. 미적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보편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타인과 나의 감성적 일치가 된다. 그렇기에 취미 

판단은 ‘사회성’을 가지며 칸트는 이를 ‘공통감’이라고 개념화한다. 감정, 주관적

인 것이 보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인식’과 조율되고, 감정에 의해 규정되기 때

문에 비로소 보편전달가능성을 지닌 ‘공통감’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예술의 경험하는 것은 나 자신과 사회 공동체 모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칸트, 존 듀이, 맥신 그린이 말하는 예술 개념들은 일상 

분리된 미적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일상으로 끌어들여 논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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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근거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의 개념들이 문화예술

은 곧 일상이며,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경험의 산물이다. 즉 기

술의 습득하고, 표현하는 것을 넘어 예술의 경험 속에서 나를 마주하고, 발견하

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맥락성을 가지는 예술 사회적 확정성을 강조(최

보연, 2019)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자 지향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다. 

시기 주요�내용

태동기
2000� �
~2004

2004년『문화예술교육�활성화�중장기�전략』

정착기
2005� �
~2008

2005년�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설립
� � � � � �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정』

양적�
확장기

2009� �
~2015

2010년『창의성과�인성함양을�위한�초.�중등�예술교육�활성화�기본방향』
2011년�학교교육과정에�체험중심의� ‘창의적�체험활동’이�적용
2012년� <문화예술교육사>�제도�도입
2015년『문화예술교육�중장기�발전계획』

질적�
성장기

2016� �
~2020

2018년�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

<표� 1>� 문화예술교육의�시기별�주요�내용(최보연,� 2019� 재구성)

이렇게 개념화된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변화를 살펴보면 태동기인 2000년도부

터 2004년도까지 국악 예술강사제도를 기반으로 발전되어 정책 등 기반이 조성

되기 시작하여, 2004년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정착기로 실제적인 법 

제정 및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여, 2005년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 설립,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양

적 확장이 시작되는 시기였으며, 전국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25개가 지정되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주축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2009

년부터 2015년까지는 양적 확장기로서, 2010년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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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2011년부터는 학교교육

과정에 체험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김정선, 2012). 

2012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하고, 자격증 제도 등 법적 제도를 마련

하여 예술 강사의 처우 개선을 했다(최보연, 2019). 

2018년도에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를 발표하여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지역 연계 및 체계화),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생애주기별 맞춤교

육, 소외계층 지원확대),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전문성 갖춘 역량 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

하고, 문화소외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와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층별 세분화하고, 지

역적 연계성과 체계성을 갖춰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제안하고 있다(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b). 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

육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내세워 전 연령대의 예술의 체험과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김광중, 2019). 생애주기를 1) 유아(7세이하) 2) 아동(8~13세) 3) 청소년

(14~19세) 4) 성인(20~64세) 5) 노인(64세이상)으로 구성된 5단계로 구분 하고 있

다. 각 계층별 요구되는 것은 유아시기는 창의놀이교육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

년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다각화, 성인기는 직장인 및 지역주민 

대상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노인기에게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문화

예술교육의 지원에 대해 언급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b).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논의하고 구축하고 있다. 그간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비

전과 논의 주제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핵심 테마로 문화이해(Cultural Literacy)를 통한 

삶의 이해(Life Literacy)를 기조로 진행되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a). 

예술이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맥락으로 이해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



- 15 -

다. 2015년부터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다. 각 연도별 핵심가치와 슬로건을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연도 슬로건 핵심�가치

2012 삶,� 예술을�닮고�삶을�담다 문화이해를�통한�삶의�이해

2013 문화예술교육,�말을�걸다 일상�속�문화예술교육

2014 일상을�일으키는�힘,� 문화예술교육 삶의�재생�일상�충전

2015 마음,�꽃길을�열다. 조화로운�공동체

2016 예술,�스스로�피어나�서로를�물들이다. 예술의�창조와�공유

2017 문화예술교육,�신념과�상상,�기쁨을�말하다. 문화예술교육�교류와�학습

2018 오래된�미래�다가올�미래 창의의�재정의�예술의�접근성

<표� 2>�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연도별� 슬로건과� 핵심가치(한국문화예술교육,� 2018b)

위의 핵심 가치들을 볼 때 예술교육의 개념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것을 넘

어 이제는 인간의 삶을 더 세분화하여 예술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

기별 맞춤 교육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

비한 예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재정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문화예술교

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듯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변화된 개념들에 대한 가치와 목표에 대한 공감이 미흡하다. 이는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되어 실현 되어야 좋은 질의 문화예술교육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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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특징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양적, 질적 성장을 하면서 약 15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

어왔다. 최근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의 주요 핵심 키워드는 협력, 혁신, 확장으로,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추진체계를 더 체계화하고 지역 간 원활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를 갖추는 시기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a).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감수성과 창의적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가지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전 국민에게 문화예술교

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 및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진영, 

2011). 각 사업별 세부구성은 다음 <표 3>와 같다. 

분야 지원사업 세부지원사업

학교

학교문화예술교육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예술꽃씨앗학교

유아문화예술교육 -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사� 통합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

사회

복지기관지원 아동보호시설,�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부처간협력�문화예술교육
지역아동센터,�군부대,�소년원,�교정시설,�치료감호소,�
학교밖청소년,�방과후학교,�근로자,�새터민,�하나원,�
상이군경

소외아동청소년돌봄형
방학중� 예술캠프우락부락,� 농어촌� 이동형교육,� 문화
예술치유�프로그램

꿈의오케스트라 -

시민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문화예술서정�
조성,� 명예교사,� 문화파출소,� 문화의집� � 시민문화예술
교육,�문예회관�시민문화예술교육,�고3�수험생

예술동아리교육지원 -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지원 -
지역특성화 -

<표� 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현황(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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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18년도 기준 전국 17개 시·도 8,344개교 대상 8개 

분야 예술 강사 5,282명을 지원하고 있다. 17년도 대비 참여 학생 수는 6,480명 

증가하였고, 기본 교과 외 교육과정으로 시수가 103,070시수 늘어나 다양한 교

육과정에 문화예술교육이 확대 지원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c). 특

히 현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는 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을 체계적

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 <표 4>에서 보이듯 기존에 문화예술교육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

화예술교육으로 세분화하던 것을 벗어나 전 국민, 전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활

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연계적 구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생애주기별 기준으로 

시기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설 혹은 확대 적용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 2019b). 

2018 2019

유아
지역문화자원활용�
창의놀이교육(220개�신설)

보육시설�문화놀이�프로그램(200개)

아동·
청소년

예술강사파견(8,334개교,� 5,282명)
꿈다락�토요문화학교(900개�프로그램)
학교밖�문화예술교육공간�조성·운영

학교예술강사(8천여개교),�
예술꽃�씨앗학교�지원(45개교)
아동청소년�오케스트라�교육지원(49개소)

직장인·
중년

중소기업�동아리지원(30개) 직장�문화프로그램�배달(100여곳)
중년층�생애전화�문화예술교육(7개소)
예술동아리�교육(900개)

장년·
노인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6개)�
노인복지관�교육(320개)

<표� 4>�문화예술교육�업무계획(김광중,�2019,�재구성)

 

특히 교육의 정책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장년층(45세~64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활성화 되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 2017).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아동, 청소년시

기 보다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성인기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과는 가장 높

았다. 성인 전기 참여자들에게는 타인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소통의 욕구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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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성인 중기 참여자들에게는 자녀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주민과의 관

계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성인 후기 참여자들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탐구하는 등의 경험을 가지

고, 타인과의 소통의 욕구를 높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문화예술교육제도가 학생

들(초,중,고)에게 편향적으로 제공된 제도적 방침(최보연, 2017)에서 탈피하기 위

해 교육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을 새롭게 바라보며, 문화예술교육의 사각지

대를 없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 차원(계층의 세분화, 지역중심 접근)에서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흐름은 전 세계적 흐름과 비슷한 맥락이다. 현

재 일본(문화예술기본추진계획(2018~2022)), 미국(NEA 전략계획(2014~2018)), 영

국의 문화정책(ACE 전략계획(2020~2030))과 계획을 분석해 보면, ‘문화발전’,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문화교류와 혁신’, ‘창조성과 참여’로 공통적인 방

향제시하고 있다(이상열, 정종은, 2017). 한국의 문화계획인 문화비전 2030 비전

(2018)에 따르면,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

산을 3대 가치로 선정하였다. 문화예술이 우리 삶에 주는 미래적 가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개인의 자유성, 다양성, 창의성을 활발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각 분야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할 

준비와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2018~2020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예술교육 방안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현재 예술 작품의 흐름도 탈장르와 융합적 성격을 지니

고 있으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예술이 기술과 과학의 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에서도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

동’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강사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이

해 없이 ‘통합교육’을 하지 않고, 장르별 문화예술교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고 보고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a). 그러나 무분별한 ‘통합교육’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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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현 시기에 대비할 문화 예술적 자질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화예술이 가지

는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예술장르간 융합된 작품을 비판

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관점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르별 특성을 이해하

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탑-다운 방식으로 국가 정책 주도하에 문화예

술이 활성화되고 있다. 물론 문화예술 발전에 정책과 제도적 측면이 정비되기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증진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실효성과 효율성, 전문성의 

측면에서 준비가 미비할 수 있겠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경우, 2015년 

이후 제기된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적 교사양성의 흐름으로 전문 자격증 제도가 

국가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각 예술분야의 대학들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나 전문가들이 부족한데다, 수업시수에만 그치는 형식적인 제도가 될 우려

가 컸다(최보연, 2017).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교의 지원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 개설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학

생들은 현장 연계 프로그램 지원(73.8%)과 진로 워크숍 지원(57.9%)으로 자격증 

이수 과정의 교육의 질 향상을 요구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a). 문

화예술교육에 대한 목적과 가치를 현 시대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방안을 교

육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현 시

대적 개념으로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통해 문화예술강사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이 제도적으로 지원 받고 

있기는 하나 체계적인 전문성 개발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문화예술의 수요에 

따른 일방적 확장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토대로 변화된 

문화예술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술 강사들이 기

존에 해오던 방식을 넘어 현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예술의 가치로 변화하기 위한 

방식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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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자율성 등의 가치를 가진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

이 무엇인지, 그 자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방식은 어떻게 돼야 하는

지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진정한 ‘통합 교육’을 위하여 문화

예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과 기술, 예술과 과학

을 자유롭게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 실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대에 흐름에 맞춰, 혹은 탑-다운 방식으로 요구된 ‘통

합교육’ 방식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효과를 떨어뜨릴뿐더러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방식을 장르별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 다른 분야

들과 자유롭게 융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시대 문

화예술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무용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모색하고자 한다. 

나. 문화예술교육의 무용교육

1) 무용교육의 댄스리터러시 개념과 목적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에 맞는 무용교육의 목적으로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

이 대두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앞서 지적된 것처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기존의 방식(기능중심수업)을 답

습하거나, 진흥원에서 제공된 수업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에 현 시대적 문화예술의 가치에 부합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개인의 자율성, 공동체의 다양성, 사회의 창의성

(문화체육관광부, 2018b)의 가치가 문화예술에서 요구되고 있다. 즉 이제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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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용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용교육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전문무용교육을 중심으로 발전

해온 무용교육은 새로운 목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의 무용 

교육으로서 새로운 목적으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

재 리터러시의 개념은 과거 ‘읽고, 쓰줄 아는 능력’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개인

과 사회의 ‘잘 살기 위한’ 능동적, 참여적 능력으로 본다(양길석 외, 2020). 이는 

OECD Education 2030(OECD, 2018; 이상은, 2019, 재인용)에서 말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 담론과 같이 학생들이 ‘잘 사는 것(well-being)’을 위한 가치를 실현하

기 위한 1) 지식, 2) 기능, 3)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말

하는 역량은 총체적인 개념을 말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리터러시’의 개념과 같

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리터러시는 여러 분야에 적용되

며, 각 분야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개인과 사회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문자를 읽

고, 쓰는 능력이 리터러시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 등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양길석 외, 2020). 이러한 것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 다른 현대 사회 환경에 대비하기 위

한 능력이다. 즉 기본적인 리터러시의 개념이 현대에 와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로 변화, 확장된 만큼 무용교육의 목적과 가치도 리터러시와 같

은 맥락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댄스 리터러시도 과거 기술 습득하여 무용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무용 경험의 과정 속에서 개인과 사회에서 

활용할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은 최의창(2011, 2018)의 동양적이고, 철학적 

개념으로 ‘무용 소양’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는 특히 한국무용에 관련하

여 적용하기 적합하다. ‘무용 소양’은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의 구성요소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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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세 요소가 어우러져 조합을 이룬 상태는 ‘무용안(舞踊眼, dance phronesis)’이

며, 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면 비로소 ‘무용안목(舞踊眼目)’ 생긴다고 말한다. 여

기서 소양이라는 개념은 능력이나, 재능, 역량만 아니라, 태도, 심성 등의 측면을 

동시에 지닌 뜻이기 때문에 현재 리터러시의 개념을 한국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

이라 할 수 있겠다(최의창, 2011). 그 구성요소의 영역을 기능적 영역, 인지적 영

역, 정의적 영역으로서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의 요소를 도출해 내었다는 점(최

의창, 2011)에서 한국 문화예술교육에 적용되고 이해되기 적절하다. 다음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무용교육표준(2011)에서는 

‘댄스 리터러시’에 대하여, 무용을 체험, 탐구하는 모든 과정(말하고, 쓰고, 보고, 

읽는)을 통해 얻는 능력들을 총칭하는 것이라 말한다. 임수진(2015, 2017)은 ‘댄

스 리터러시’의 의미를 두 측면으로 해석한다. 첫째는 무용보(dance notation)의 

관점으로 무용의 움직임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개념이고, 둘째는 교

육학적 관점(pedagogy perspective)으로 ‘무용을 배워 길러지는 여러 자질 혹은 능

력’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을 말한다. 두 번째 교육학적 관점으로서 댄스 리

터러시에 대한 구성요소로는 표현력, 이해력, 상상력, 소통력, 내성력을 바탕으

로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요소별 세부 자

질에 대해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국외 학자인 Tina, Hong(2000)은 

무용교육의 모델로서 ‘댄스 리터러시’를 제안하였고, 운동감각, 안무능력, 비평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인 교육의 한 축으로서 무용교육을 설

명하고, 무용에 대해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차원에

서 서예원(2011)은 무용교육의 표준으로서 댄스 리터러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무용을 체함하고, 탐구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말하고, 쓰고, 보고, 읽

는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무용이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으로 접근한다면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같은 창의성, 삶에 대한 이해와 관계의 이해와 소통의 

자질을 높여줄 것이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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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댄스 리터러시는 바라보는 관점은 무용을 하나의 

소통의 개념을 기준으로 ‘매체(media)’로서 인식하여 개념화한 경우이다. 한혜리

(2007)은 ‘무용 읽기’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무용 소통성에 집중한다. 무용 매체는 

극장 무용, 대중매체의 무용, 디지털 무용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

로 신상미(2015)는 디지털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을 언급하며, 교육 인류학적 접

근을 하였다. 현재 디지털 문화 속 댄스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무용이 다양한 매체 속에서 활용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후 멀티미디어 댄스 

리터러시로 개념을 확장하여, ‘새로운 전달 매체를 통해 춤을 읽고, 쓰고, 분석

하고, 해석 및 평가하는 일련의 춤 이해력’이라 개념화 하였다(신상미, 2017). 같

은 맥락으로서 김유진(2016)은 댄스 리터러시가 지식체계의 한 측면으로서 강조

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 댄스 리터러시를 하나의 소통 매체로서 인식하여 ‘무용 

읽기’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화 전승으로서 댄스리터러시와 매체학적 접

근으로서 댄스리터러시의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매체를 

이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서 무용 읽기가 학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안한

다. 같은 맥락으로 Ann Dils(2007)은 무용에 대해 말하고, 쓰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을 댄스 리터러시라 말하며, 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읽고 

쓰는 능력이라 개념화하였다. 또한 감상이라는 것보다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이 

구체적이라 제안하였다.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은 모두 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

는 총체적 자질을 의미하고, 이러한 능력은 일상과 개인, 사회에 모두 적용가능

한 가치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다른 두가지 방향으로 나

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전인 교육적 측면으로서 댄스 리터러시의 목적을 

말하는 입장(서예원, 2013; 임수진, 2015, 2017; 최의창, 2011, 2018; Tina hong, 

2000)과 둘째 소통적 측면으로서 하나의 매체(media)의 가치로 댄스 리터러시의 

목적을 말하는 입장(김유진, 2016; 신상미, 2015, 2017; 한혜리, 2000; Ann Dils, 



- 24 -

2007)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정리해보자면 다음 <표 5>와 같다.

첫째, 전인 교육적 측면으로서 댄스 리터러시의 목적을 말하는 입장(최의창, 

2011, 2018; 임수진, 2015, 2017; 서예원, 2013; Tina hong, 2000)은 무용에 대한 총

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수행, 감상, 비평)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이는 개인과 

사회에 활용 가능한 능력을 말한다. 무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 속에 얻어지는 여러 자질이 삶과 사회에 적용되는 능력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개념이다.

둘째, 소통적 측면으로서 하나의 매체(media)의 가치로 댄스 리터러시의 목적

을 말하는 입장(김유진, 2016; 신상미, 2015, 2017; 한혜리, 2000; Ann Dils, 2007)

목적 학자 댄스�리터러시�개념�

종합적�능력
전인형성

교육적�측면

최의창(2011,� 2018)
무용소양은�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의�세�요소가�
어울어져�균형있게�발전된�상태

임수진(2015,� 2017)
‘무용을�배워�길러지는�여러�자질�혹은�능력’을�총체
적으로�일컫는�개념

서예원�외(2013)
댄스�리터러시는�무용의�전반을�이해하고�이를�다양
한�방식으로�풀어내는�통합능력을�의미

Tina� Hong(2000)
운동감각,� 안무능력,� 비평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

해독�능력
매체이해

소통적�측면

한혜리(2007)
� ‘무용� 읽기’로서� 무용� 소통성에� 집중하며,� 매체
는�극장�무용,� 대중매체의�무용,� 디지털�무용으로�
개념화�

김유진(2016)
무용읽기의� 개념으로� 문화전승으로서� 댄스리터
러시와�매체를�이해하기�위함을�목적

신상미(2015,� 2017)
새로운� 전달� 매체를� 통해� 춤을� 읽고,� 쓰고,� 분석하
고,�해석�및�평가하는�일련의�춤�이해력

Ann� Dils(2007)

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읽고 쓸 수 있
는 능력이자, 무용에 대해서 말하고 글쓰
며, 무용을 만들고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서 키워지는 기술

<표� 5>�댄스리터러시�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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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서 말한 개념과 다르게 좀 더 세분화된 댄스리터러시 개념이다. 현대 사회

에 필요한 현대인의 자질로서 혹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대비하는 자질로써 필

요한 능력이다. 무용을 하나의 매체로 바라보며 이를 읽고, 이해하며, 해독하는 

능력을 말한다. 무용을 통해 얻은 해독 능력은 곧 개인의 삶과 사회 속에서 소통

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 된다. 즉 댄스 리터러시의 읽기 능력에 중점

을 두고, 혼재된 매체들 속에서 비판적으로 해독하고, 새로운 소통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런 측면에서의 무용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댄스 리터러

시라 개념화한 것이다. 물론 두 측면 모두 무용을 하고, 읽고, 쓰는 과정에서 얻

어지는 자질을 의미하나, 조금 더 어느 관점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흐름을 갖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여러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화 속에서 어떤 관

점에서 분석하고 활용되는지에 따라 선별하여 참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으로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특히 한

국무용의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분석이기에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개념화된 최

의창(2011, 2018)의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무용이 문화예술

교육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부합되는 구성요인은 무엇이며, 교육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활용할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문화예술교육의 무용교육 현황 및 특징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무용교육은 전문무용교육과 다르게 댄스 리터러시와 같

은 목적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요구되는 목적을 실현하

기 위해서 현재의 무용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천적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교예술강사들은 기본교과,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 동아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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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봄교실에 파견되어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다. 먼저 가장 많은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교과는 체육교과 안에서 ‘표현 활동’영역에서 진행되는 무

용교육이다. 2015년도 교육과정개정안의 체육교과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체

육교과의 역량을 1)건강관리능력, 2)신체수련능력, 3)경기수행능력, 4)신체표현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신체표현능력이 무용교육과 연계성을 가지며, 이

는 ‘신체와 움직임을 매개로 하여 생각과 느낌, 혹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수용

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신체활동의 가치를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으로 

나누며, 여기서 표현은 신체표현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소통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뜻한다. 표현활동에서의 주안점은 ‘심미적 요소’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표현 유형과 문화적 특성을 심미적,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기준으로 움직임 표현, 리듬 표현, 민속 표현, 

주제 및 창작 표현으로 구분한다. 하위요소로는 ‘감상력, 창의적 사고(분석력, 비

판력, 상상력, 독창성), 심미적 표현력, 심미적 안목(문화적 감수성, 공감)’으로 

구분하였다. 일반 역량과의 관련성으로는 심미적 감성 역량과 창의·융합 사고 

역량과 연관성을 갖는다. 체육교과 내 표현활동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다음 <표 6>와 같다. 

역량 가치

신체�표현�능력 표현

내용구성� 주안점
Ÿ 움직임�표현
Ÿ 리듬�표현
Ÿ 민속�표현
Ÿ 주제�및�창작�표현

Ÿ 심미적�요소이해
Ÿ 창의적�표현
Ÿ 비판적�수용

하위요소
Ÿ 감상력
Ÿ 창의적�사고(분석력,�비판력,�상상력,�독창성)
Ÿ 심미적�표현력,�심미적�안목(문화적�감수성,�공감)

<표� 6>� 체육교과�내�표현활동�목적�및�내용(2015�체육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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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활동 영역의 내용 영역과 기준을 살펴보면 <표 7>과 같으며, 내용체계는 

크게 1)표현이해, 2)표현양식, 3)표현창작, 4)감상 및 비평으로 구성한다. 그 내용

요소로는 1)신체문화이해, 2)신체표현 양식과 창작의 원리, 3)신체표현 작품 창

작과 감상, 4)심미적 안목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탐구하기, 2)신체

표현하기, 3)감상하기, 4)의사소통하기로 수행될 수 있다. 이는 각 학년별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나 공통적으로 1) 표현의 의미, 2)표현의 기본동작, 3)표현의 구성

방법, 4)각 학년별 주제(민감성, 개방성, 공감, 비판적 사고등) 의 방법으로 진행

된다.

 

내용체계

Ÿ 표현이해�
Ÿ 표현양식
Ÿ 표현창작
Ÿ 감상�및�비평

내용요소

Ÿ 신체문화이해
Ÿ 신체표현�양식과�창작의�원리
Ÿ 신체표현�작품�창작과�감상
Ÿ 심미적�안목

기능

Ÿ 탐구하기
Ÿ 신체표현하기
Ÿ 감상하기
Ÿ 의사소통

방법

Ÿ 표현의�의미
Ÿ 표현의�기본동작
Ÿ 표현의�구성방법
Ÿ 각�학년별�주제

<표� 7>�체육교과�내�표현활동의�내용영역과�기준(2015�체육과�교육과정)

이는 체육교과 ‘표현 활동’에서의 ‘표현이해’, ‘표현양식’, ‘표현창작’, ‘감상 및 

비평’의 체계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2014 학교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

도안 개발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는 ‘춤추기’ 영역에서는 신체와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이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춤만들기’ 영역은 새로운 움직



- 28 -

임을 만들고, 창작하는 과정을 말하며, ‘춤읽기’ 영역은 무용 작품을 여러 맥락

으로 감상을 넘어 이해, 분석, 해석을 하는 과정이다. ‘춤나누기’ 영역은 앞서 무

용교육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들을 무용을 넘어 개인, 사회 간 소통과 공유, 이

해하는 과정이며, 정리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이는 최의창(2011, 2018)의 댄

스 리터러시 개념과 맥락을 같이하며, 그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도 기능적, 인지

적, 정의적 측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춤추기 Ÿ 신체�지각
Ÿ 움직임�이해
Ÿ 무용동작�습득실행

춤만들기 Ÿ 동작�구성�및�창작
Ÿ 다양한�창작기법
Ÿ 창작의�이해창작

춤읽기 Ÿ 무용�감상�및�분석
Ÿ 예술적�특성�이해
Ÿ 작품의�가치�해석감상

춤나누기 Ÿ 타�영역과�교류
Ÿ 무용가치�확장
Ÿ 사회문화적�이해소통

<표� 8>�댄스리터러시�함양을�위한�교육�영역(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에 맞는 수업모형

은 국외의 사례에서도 참고 할 수 있다. 영국 등 외국의 무용교육과정에서 적용

하는 재클린 스미스-오타드의 ‘미드웨이 모형(Midway model)’이 있다. 미드웨이 

무용교육론(2017)에 따르면, ‘미드웨이 모형’은 라반(laban)이 제안한 ‘교육적 모

형(Education model)’과 ‘전문적 모형(Professional model)’을 통합하여 서로의 단점

을 보완, 수정하여 새롭게 구성된 모형이다. ‘교육적 모형(Education model)’(이하 

E모형)은 라반(Laban)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움직이고 느끼는 존재로서 학

습자에게 무용의 과정과 경험이 감성적/체험적으로 이들의 전반적인 성장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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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기여하는지’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이는 무용 경험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전인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가치로 둔다는 점에서 결과보다는 ‘과

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전문적 모형(Professional model)’(이하 P모형)은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무용작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형이다. 이는 

전문예술교육에서 주로 행해지는 방식으로 여러 무용기술로 구성된 작품을 보

여주는 것이 중점이 된다는 점에서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준다. 이런 두 

모형이 모여 미드웨이 모형이 탄생하는데, 이는 예술적 교육, 심미적 교육, 문화

적 교육을 추구한다. 그리고 창작하기(creating), 수행하기(performing), 감상하기

(appreciating)의 세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는 과정과 결과에 모두 중점을 둔다. 이

를 정리해보면 <표 9>와 같다. 

E모형 M모형 P모형

목적 심미적�교육
심미적+예술적
+문화적교육

예술적�교육

특징

과정�중심 과정+결과�중심 결과�중심

감정�기초 감정+기능+문화 기능기초

창의력
상상력
개인성

창의력,상상력,개인성
+예술적�지식

무대무용레퍼토리의�지식

감정특질
표현특질
형태특질
미적특질

감정,표현,형태,미적
+기술,지식,이해
+문화적이해

기술
지식
이해

내용 창작하기 창작+공연+감상 공연하기

방법
주관성
원리
개방적

주관성,원리,개방적
+객관성,기법,폐쇄적

객관성
기법
폐쇄적

<표� 9>�미드웨이�수업�모형�재구성(미드웨이�무용교육론,�2017,�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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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9>에서 보듯 ‘미드웨이 모형’은 E모형과 P모형을 합하되 종합적으

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추가된다. 예를 들면, E모형의 창작하기와 P모형의 공

연하기를 가져오되 ‘감상하기’를 추가 구성하여 두 경험을 아우를 수 있는 과정

을 넣는다. 이는 E모형에서 얻은 표현, 감정, 미적 경험들과 P모형에서 얻은 기

능, 지식, 이해에 대해 문화적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관점, 태도, 가치, 전통을 통

해 볼 수 있는 관점을 길러주는 것이다. 즉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같이 무용 교

육과정을 통해 얻은 총체적인 것을 삶과 사회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추가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 볼 수 있겠다. 무용교육

에서 얻은 종합적인 것들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에 활용 가능한 지식, 

이해, 태도 등의 형태로 바꿔주기에 과거 무용 예술에만 적용 가능했던 한계를 

보완해준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최의창(2011, 2018)의 무용 소양의 기능적, 인지

적, 정의적 영역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

루는 한국무용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개념어이기에 한국무용소양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모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 댄스리터러시의 목적으로 구성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스포츠 교육학자 최의창(2010)은 과

거 기능 중심적 체육교육에서 벗어나, 체육을 하나의 문화로 배워야 하며 체육

의 교육내용에 있어 운동의 다양한 측면들이 ‘하나로’ 제공 되어야 한다면서 ‘하

나로 수업모형’을 개념화했다. 이는 체육교육의 통합적 접근 방식이자 인문적으

로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창의와 인성적 측면을 강조한 융복합적 인재 양성을 위

한 통합적 관점의 체육교육 방식이다. 인문적 체육교육은 체육교육의 기법적 측

면(운동의 기술, 전술, 경기 등의 차원)보다 심법적 측면(운동의 정신, 안목, 전통 

등의 차원)을 강조하는 전인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법적 측

면을 강조했던 기존의 체육교육에서 벗어나 심법적 측면을 강조하여 인문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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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와 서사적 이야기를 활용한 교육방식으로 체육교육의 균형을 찾고, 스포츠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적 접근을 

제안한 체육교육의 하나로 수업모형은 한국무용을 적용하기 적절하다. 심법적 

측면으로 제시된 차원들이 정신, 안목, 전통의 차원들이 문학, 철학, 예술, 종교

의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방식으로 풀어냄이 한국무용과 민속무용 교육을 올바

르게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하고 있다. 김수정(2016)은 하나로 수업 

모형을 민속춤 지도 방안으로 제시하면 그 실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다. 하나로 수업모형을 토대로 구성해보면 아래 <표 10>과 같다.

민속무용의�하나로�수업모형�

목적 인문적�접근로�한�전인성�추구

목표

1)� 하기,� 읽기,�쓰기,� 보기,� 듣기�하나로�
2)� 기능,�지식,� 태도�하나로� �
3)�춤과�일상을�하나로� �
4)� 서로�다른�사람을�하나로�
5)�서로�다른�문화를�하나로

내용
직접�체험활동�

간접�체험활동

방법
기법적�측면� :� 기능과�기술�차원�

심법적�측면� :� 정신,�안목,� 전통차원�

특징� 터�와�패�

<표� 10>�민속무용수업에�하나로�수업�모형�적용(김수정,� 2016,� 재구성)

민속춤의 수업 목표는 1)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를 하나로 하여 총체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2) 기능, 지식, 태도를 하나로 하여 배움을 통합할 

수 있게 한다. 3) 춤과 일상을 하나로 하여 배운 것들이 내면화되는 것이며, 4)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 하여 타인을 이해하며 받아드리는 마음들을 추구하는 

것이며, 5)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로 하여 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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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수업 내용은 직접 체험활동(잘 추는 것: 동작 배

우고, 분석하기)과 간접 체험활동(잘 아는 것: 철학, 역사, 종교 문학적 접근하고 

이해하며, 감상하기)으로 균형적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수업 운영에 

있어 터와 패를 운영하여 수업 시간 내에 동시에 여러 활동이 다양하게 이뤄지

며,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하나로 수업 형의 특징이다. 하기, 읽기, 쓰

기, 보기, 듣기의 다양한 ‘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패’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분

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와같이 하나로 수업모형은 댄스리터러시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무용의 수업을 구체화 된 형태로 실현하기 적합하다. 

이는 ‘무용 소양’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운동 소양’을 함양하기 위함으로 

전인교육의 한 맥락으로서 체육교육의 접근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체육교과 또

한 기능적 측면에 치우쳐 있던 기존 교육방식에 인문적 접근, 통합적 접근 방식

으로의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용교육의 모습과 닮아있기에 충분히 참고, 

적용할 만하다. 무용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하나로 수업모형을 제안한 최의

창, 권선영, 박성혜(2015) 연구에 의하면, 이론적 기반을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의 덕교육론과 맥킨 타이어(McIntyre, 1984, 재인용)의 실천전통교육

론에 두기에 무용을 하나의 문화로써 기능적 차원만이 아니라, 심층적 차원에 

중점을 두는 교육방식이다. 그리고 하나로 수업모형은 공통적으로 무용교육모

형에 말하는 ‘수행하기’, ‘창작하기’, ‘감상하기’ 과정에서 ‘직접체험활동’뿐 아니

라, ‘간접체험활동’인 무용과 관련된 체험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

는다. 이는 읽기, 쓰기, 보기, 그리기 등의 체험 활동을 제시하면서 체육과 무용

교육의 인문적, 서사적 접근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기에 하나의 문화로서, 

실천전통으로서 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 방식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구체화 시켜 교사의 자질에 있어서도 ‘기법적 차원의 전문성’과 

‘심법적 차원의 전문성’을 제시했다. 하나로 수업 모형을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무용교육에 활용 가능한 개념으로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형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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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 단점을 보완한 발전을 가져왔다. 

임수진(2015, 2017, 2020)은 댄스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를 신체성, 인지성, 감

수성, 사회성, 정신성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 통합적 교육 방식과 무용의 실기와 이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한다. 구성요소의 세부자질은 1) 신체성은 신체 운용력과 동작수

행력이며, 교수방법은 자세강조와 인식유도를 든다. 2) 인지성의 세부자질은 지

식종합력, 동작인식력이며, 교수방법은 지식연계와 발문제시를 들었다. 3) 감수

성은 감각체험력과 심미체험력이며, 교수방법은 감각자극과 내면집중을 들 수 

있다. 4) 사회성은 개인조절력과 대인관계력이며, 교수방법으로 내면집중과 관

계형성을 꼽았다. 5) 정신성은 마음가짐력과 자기집중력이며, 교수방법으로 자

아감지와 반복연습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내용 및 방법들은 공통적 

특성을 갖는다.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인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 

무용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로 무용에만 국한된 경험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적용 가능한 것을 얻게 하는 것이다. 위에 소개된 무용교육모형과 지도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교육 과정을 다양한 측면으로 구체화

하고 확장시켰다. 공통적으로 수행하기, 창작하기, 감상하기의 큰 영역으로 구분

되어진다. 이는 신체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겠다. 

과거 무용교육은 수행하기 중심의 신체적 영역이 강조되었다면, 문화예술교육

의 무용교육은 다양한 영역들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다. 둘째, 무용교육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확장시켰다. 과거의 교육방식은 무용

을 잘 하는 것 또는 무용을 하는 경험이었기에 무용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경험

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의 무용교육은 교육 과정 속에 얻은 경험

을 개인의 삶과 사회 공동체 속에서 소통과 공감, 이해로의 길을 열어주었다. 무

용교육이 전인 교육의 맥락 속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무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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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과정을 통해 창의인성 인재양성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안한

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의 차이를 보인다. 보통 수행하기, 창작하기, 감상하기

를 통해 얻어진 것을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즉 무

용으로 접근하여 얻어진 것을 삶에 적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 

‘하나로 수업 모형’은 무용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함께 쓰고, 읽고, 그리기 등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활동으로 무용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수행

하기 과정에서 직접 춤추는 것으로만 움직임과 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림을 감상하고, 사진을 보고, 글쓰기 해보는 과정 

등을 통해 무용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안한다.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는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흥미롭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점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되며, 특히 통합예술교육의 접근 

방식에 있어 가장 균형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보통 통합예술교육이라 하면 

예술과 과학, 예술과 역사 등의 방식을 취하고 적극 권장하긴 하나, 이러한 방식

은 예술이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예술장르별 융합교육의 경

우도 실제적으로 예술교육자들의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

러나 하나로 수업모형에서 제안 방식은 실천적 방식으로서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2. 한국무용소양1)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한국무용의 댄스리터러시 구성요소를 탐색하

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찾는 데 목적 둔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한국무용의 문헌 

1) 본 2절 한국무용소양 내용은 본 연구자의 김현정(2019). ‘댄스 리터러시’ 개념 틀에 근거한 
한국무용 핵심요인의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2019, 제36권 제2호, pp.43~60.을 수정 보완
하였음. 



- 35 -

연구들을 토대로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인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을 기준으로 

한국무용소양에 대해 문헌 분석하였다. 여러 학자의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중 

최의창(2011, 2018)의 댄스리터러시 개념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무용의 특성상 

동양 철학적 기반으로 개념화한 ‘무용소양’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인 무용능, 무

용지, 무용심의 구분이 본 연구인 한국무용 장르에 적절하다 판단하였다. 한국

무용의 문헌들에서 분석된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국

무용의 댄스 리터러시 구성요소를 살펴보기 이전에 한국무용 본질에 대해 파악

하기 위한 문헌 분석이다. 분석 기준으로 분류한 분야는 첫째, 무용능은 한국무

용과 함께 ‘동작, 호흡, 기본무, 기본 동작, 교육’의 분야를 분석하였다. 둘째, 무

용지는 한국무용과 함께 ‘한국무용사, 안무, 기록법, 호흡법, 작품, 전통춤, 민속

무’의 분야를 분석하였다. 셋째, 무용심은 한국무용과 함께 ‘철학, 인성, 정신, 정

서, 원리, 사상, 문화’ 분야를 분석하였다. 

  

가. 한국무용 능(舞踊能, dance competence)

무용능(舞踊能, dance competence)이란 “무용의 기본 동작들과 기

초 기술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작품을 스스로 실천해내는 신체적 능

력과 기능적 재능이다.”

(최의창, 2011, 153p)

무용능은 무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기술 및 표현방식을 말한다. 앞

서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의에서 말하듯 과거 무용교육은 ‘기능, 기술’ 

중심의 무용교육이 주를 이뤘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무용능’의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한국무용은 오랜 시간을 통해 전수하는 형태로의 도제식 

교육으로 전해오던 터라, 한국무용을 출 줄 아는 것이 곧 한국무용을 배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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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겼다(황인주, 2011). 한국 무용교육의 경우는 전문무용교육을 중심으로 발

전해왔기에 더욱 ‘실기 중심 교육’ 방식이었고, 무용학에 대한 연구도 주로 ‘무

용능’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무용능’과 관련한 연구는 ‘동작, 테크닉 향상, 작품

분석, 작품동작 분석, 기본춤, 기본 동작 분석’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한국무용 

분야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과거 무용이란 개

념이 ‘기능’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무용의 무용능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작품분석에 대한 연구(백현순, 

2015; 손은경, 2015; 오레지나, 2017a; 이현주, 2000; 정혜진, 2016; 최현정, 2016)

가 많은 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한국무용교육을 통한 신체 변화와 그 효과

를 밝히는 연구가 많았으며, 연구 대상은 크게 4가지 유년기(김해성, 2006; 최지

연, 이주리, 2012; 홍정효, 2008), 청소년기(신소영, 장미경, 2016), 중년기(권명주, 

2010; 박수영, 2011; 이미영, 2011), 노년기(양진숙, 차수정, 2016; 유수정, 2017; 

유정숙, 2010; 이애덕, 이주립, 2003; 홍예주, 박인영, 오덕자, 2011)로 나눠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논문은 주로 양적 연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한국무용 효과

를 수치로 나타내거나 혹은 운동적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한국무용 기본춤이나 동작에 관한 연구들(공미애 외, 2012; 김경숙, 

2013; 김자영, 2002; 김용복, 2009; 정선혜, 2013; 조보미, 2014, 2015; 최지연, 윤

수미, 2012; 허순선 외, 2013)이 많았다. 한국무용의 기본 춤의 경우는 류파별(재

인계통, 기방계통) 도제식 교육 형태를 지녔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형식이

다. 가르치는 스승의 철학이 담긴 춤동작들을 묶어놓은 형태의 몸 풀기 춤이다

(정선혜, 2013). 발레에서 바(Bar)를 통해 몸 풀기를 하는 것과 같이 한국무용에

서는 기본 춤을 통해 몸을 푸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적인 유형을 지

닌다기보다 스승의 무용 경향이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 류파별로 형식, 음악 

등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기본 춤의 공통적인 목적은 ‘기능’ 중심적으로 

한국무용에 접근하는 방식이며, 동작을 통해 몸을 준비하고, 자세를 바르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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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등 기술적 측면을 위한 형식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여러 기본 춤을 보면 

한국무용 동작의 공통적 특성을 알 수 있다. 

한국무용 무용능의 연구들이 동작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됐다고 보

이나,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술적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이 바

로 한국무용의 특성이다. 한국무용은 동작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으나 

동작 설명에 있어 기술적 측면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발레의 경우는 정확한 

해부학적 설명이 가능할 만큼 동작이 정교하고, 정확한 포즈를 요구하기에 기술

적으로 떼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무용은 동작이 기술적인 면만 따로 떼

어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앞서 교육 대상별 한국무용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만 보더라도 모든 대상에게 한국무용은 감성과 정서, 표현력, 창의성, 소통력, 이

해력을 강조했다는 것으로도 설명되며, 그렇기에 신체변화나 운동적 측면의 효

과를 나타내기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는 한국무용의 동작은 감정과 정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용은 민속춤으로 자연발생

적인 무용이기 때문에 동작은 자연스럽고, 그 의미와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한국무용 무용능의 목적은 기능적 예술표현을 추구

하고 이를 위해서 신체, 음악, 감정, 표현의 요소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다음으로 한국무용 무용능의 신체, 음악, 감정, 표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기본 춤 연구를 종합해 보면(공미애 외, 2012; 김경숙, 2013; 김자영, 2002; 

김용복, 2009; 정선혜, 2013; 조보미, 2014, 2015; 최지연, 윤수미, 2012; 허순선 

외, 2013), 동작(몸 사위), 장단, 동선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동작’은 

윗몸 사위(올림사위, 내림사위, 굽힘사위, 폄사위, 엎음사위, 젖힘사위), 아랫몸 

사위(디딤사위, 돋음사위, 뜀사위, 맴사위, 앉음사위), 온몸 사위의 용어로 사용

되었다(조보미, 2015). 한국무용 동작을 배우기 전에 동양철학에 대한 이해(음양

오행사상, 예악사상 등)와 장단(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타령, 진양 등)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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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되어야 한다(허순선 외, 2013). ‘동작’의 세 가지 사위들은 호흡과 장단의 

강, 약, 고, 저에 의해 변형되며, 이를 다양한 동선과 돌거나 뛰면서 변화를 준다

(조보미, 2015). 한국무용의 장단은 동작의 속도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음악

의 장단은 서양 음악의 리듬, 박자와 다른 형식이기에 따로 배우지 않고는 따라 

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형식을 갖고 있다(최준식, 2010). 한국음악 장단은 서

양의 박자(주로 4박)와 다르게 3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최준식, 2010), 서양음악

에 박자를 맞추는 동작을 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백현순

(2015) 연구에 따르면, 한국음악의 장단은 수없이 많은 장단이 있으며, 특히 민

속무용음악은 지역별 특색을 갖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대구의 대표 춤인 달

구벌 덧배기 춤은 농악 춤으로 허튼 춤 계열이며, 동작이 투박하고, 자연스러우

며 신명 넘치는 춤이다. 덧배기 춤은 경상도 지역의 덧배기 장단으로 추기 때문

인데, 이는 여러 장단이 섞여 조화롭게 구성된 것이다. 덧배기 장단은 물 흐르듯

이 자연스럽고 부드럽다가 갑자기 확 낚아채 맺는 구간이 많아 신명 높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렇듯 한국무용 동작은 장단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

에 작품의 성격과 분위기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다. 한국무용의 동작에 장단과 

동선이 더해지면 동작은 이동성과 속도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조보미, 2015). 한

국무용의 동작에 있어 장단과 동선이 의미를 갖는 것은 한국무용 작품은 스토리

를 가진 작품보다 감정을 표현(한, 멋, 흥 등)한 작품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무용 동작은 높고, 낮음, 회전, 뛰기 등과 여러 대형을 통해 연출한다. 한국

무용 동작의 기본형을 동작성, 시간성, 공간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동작성은 몸 

사위, 시간성은 장단, 공간성은 이동, 도약, 회전으로 볼 수 있다(조보미, 2015).

한국무용 대표 안무가인 배정혜(2004)는 한국무용의 동작은 동작과 장단, 동

선, 호흡이 어우러진 것이며, 이 중 호흡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

인이다. 그렇기에 한국무용 동작을 잘 기술한다는 것은 한국무용의 호흡을 잘 

아는 것과 같다. 이는 수많은 한국무용 연구에서도 호흡이 한국무용의 원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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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작과 호흡의 관계를 운동 역학적으로 바라본 

연구도 많다(김은정, 2004; 김향선 외, 2009; 나안숙, 2014; 박양선 외, 2015; 안주

연 외, 2015; 정귀인, 2008). 정귀인(2008)은 장르별 춤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느끼

는 것은 동작과 음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호흡’의 차이가 크다고 말한

다. 한국무용의 호흡은 중심점이 단전에 있어 하체 중심적인 춤이며, 그렇기에 

무겁고, 절제미가 돋보이는 춤이다. 반면 발레의 경우는 발끝으로 서는 동작이 

많기에 호흡의 중심점이 상체 중심적이다. 비교해보면 회전 동작, 도약 동작을 

할 때 호흡의 중심점이 다르므로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르별 

무용의 호흡은 무용음악에 큰 영향을 받는데, 한국무용 장단은 앞서 말했듯 특

유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 한국적 특색을 갖는다. 

한국무용�능

목적 한국무용의�기능적�예술표현

요소 신체,�음악,� 표현,�감정

세부내용

동작 윗몸�사위,� 아랫몸사위,�온몸�사위

장단 굿거리,�자진모리,�휘모리,�타령,� 진양

동선 회전,�높낮음,�앞뒤,� 뛰기

호흡 맺기,�풀기,� 어르기

<표� 11>� 한국무용�능의�핵심요소�

한국무용 장단은 길고 짧은 음들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박자가 

서양음악과 비교해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한국 전통악기들이 갖는 특유

의 울림과 맺음 등의 효과들도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한국무용의 동작들인 어

르고, 맺고, 풀으는 것이 가능하며, 엇박자도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 춤이 



- 40 -

정적이면서 동시에 동적일 수 있는 정중동의 미를 보여줄 수 있으며, 즉흥 춤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조보미, 2015). 한국무용의 동작들은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호흡의 흐름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이다. 호흡을 더 세분화

하면, 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큰숨체, 작음숨체, 잔숨체, 잔숨 맺음체로 나

눌 수 있다(정귀인, 2008). 숨체는 곧 호흡을 정교하게 하는 단계이며, 곧 동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호흡을 잘 조절하고 사용하는 것은 곧 동작의 숙련도, 

균형감, 안정감과 직결된다(정귀인, 2008). 한국무용의 기본 동작들은 춤의 종류

별, 지역별, 류파별, 개인별, 유형별로 다르며, 이는 곧 호흡의 쓰임도 다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한국무용 무용 능은 곧 기능적 예술표현을 하

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무용의 신체, 음악, 표현, 감정의 요소가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세부 내용은 한국무용 동작과 장단, 동선, 호흡을 통해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한국무용 지(舞踊智, dance knowledge)

무용지(舞踊智, dance knowledge)란 “무용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명

제적 지식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인지적 능력과 지성적 자질이다.”

(최의창, 2011, 154p)

무용지는 무용의 다양한 측면(생리학적, 의학적, 역학적, 역사적, 철학적, 사회

학적, 문화학적, 심리학적, 인류학적 지식 등)을 다룬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정도와 수준을 말한다(최의창, 2011). 그렇기에 한국무용 지를 가장 잘 담고 있

는 것은 한국무용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무용표기법과 안무법, 창작법, 

교수법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무용은 한국의 민족무용이자, 민속무용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담겨있기에 한국의 역사와 철학, 인류학,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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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의 인지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위 한국무용 능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국무용의 작품은 스토리로 구성되기보다는 하나의 ‘감정’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그 춤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춤을 추고, 표현하는 데 큰 역할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한국무용을 감상할 

때 한국무용 지는 더욱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 지루하고 재미없는 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궁중무용이나 종교무용의 경우는 상징적 의미

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작품의 배경과 의미를 모른다면 감상을 했다고 할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특히 한국무용은 다른 장르에 비해 춤으

로만 보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품의 배경(작가의 의

도, 시대적 배경,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렇기에 한국무용 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한국무용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

적이다. 한국무용의 역사를 보면 한국무용의 변천이 어떤 연유로 되었는지, 한

국무용의 내용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무용사는 자연발생적 춤이기 때문에 

도제식 교육에 치중되어 이론 체계나 기록이 부족한 편이다. 한국무용사는 주로 

시대별로 보는 것이 주된 경향이나, 2000년대에 들어 춤의 1)종류별, 2)류파별, 

3) 지역별, 4) 개인별로 나누어 보는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다(유진주, 염현주, 

2016; 유화정, 2017). 한국무용사의 연구나 자료(류화진, 2004; 성기숙, 2002; 유진

주, 염현주, 2016; 유화정, 2017; 이예순, 백현순, 2007; 최해리, 2014)는 많지 않은 

편이나, 종류별, 류파별 연구(강성범, 2004; 김경숙, 2015; 김은수, 2007; 문희철, 

2015; 성기숙, 2009; 송미숙, 2011; 정성숙, 2011; 차수정, 2013)는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다. 한국무용의 경유 류파별 연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민속춤이기 

때문도 있겠고, 도제식 교육으로 전수되어왔기 때문에 재인(才人)의 특성이 나

타난 류파별로 한국무용사를 파악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같은 살풀이 춤이라 하

더라도 이매방류와 한영숙류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는 것(송미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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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숙, 2011), 작품의 특정 부분(김경숙, 2015; 김은숙, 2007)은 필요한 연구이다. 

예를 들어 이매방류와 한영숙류가 다른 이유는 이매방류는 기방 계통이고, 한영

숙류는 재인계통의 춤이기 때문에 작품에 있어 동작, 표현, 감정, 음악 등에 차

이를 보이는 것이다(정성숙, 2011). 또한 한영숙류(재인계통) 경우는 여성이지만 

스승인 한성준의 춤이 묻어나 남성적이고 외향적이며, 상향적이고 진취적이다. 

반면 이매방류(기방계통)는 남성이지만 권번에서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성

적이고, 소극적이며, 하향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러한 배경들로 한영숙류 살풀이

와 이매방류 살풀이의 느낌 전혀 다른 이유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배경지식 

없이 보면 그저 동작의 느낌 차이로만 끝날 수 있으나, 한국무용 능에 대해 이해

를 하고 감상한다면 두 류파의 차이를 느끼며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무용 지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무용기록법, 작품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한국무용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다. 무용예술은 사실 

일회성을 갖는 공연예술의 형태인데다 민속춤이고 전수 방식으로 이루어져 체

계적으로 기록된 것이 적은 편이다. 궁중무용의 경우는 전해져 내려오는 무보로 

복원이 되는데 이는 서양의 무용기록법인 라바노테이션과 같은 개념이나 그 형

식이 다르다. 라바노테이션은 발레에 적합하나 한국무용을 기록하기엔 한계가 

크기에 한국무용식 표기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학선(1999)은 한국무용의 경

우 호흡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호흡 표기법’을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이는 

앞서 한국무용 능에서도 설명했듯, 한국무용은 박자가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경

우가 많으며, 그렇기에 호흡을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다. 이렇

게 한국무용 기록법으로 제안된 ‘호흡 표기법’은 한국무용의 특성이 반영된 표

기법으로 하나의 대안으로써 기여했지만(김영은, 2016; 임학선, 1999; 임현선, 

2006; 임희정, 2005; 정경화, 2007; 홍은주, 2012), 활용성, 일반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매체를 통한 기록말

고도 기록법과 같은 방식이 개발되고, 일반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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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무용 지는 안무법과 관련된 연구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겠다. 무용 분야의 연구에는 안무가를 인터뷰하여 작품을 분석하는 형식의 연

구(김경은, 안문경, 2007; 김기화, 임학선, 2011; 김미선, 윤수미, 2018; 김지영, 

2011; 안병주, 김은정, 1999;  임선영, 2018; 정보경, 2016)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

는 편이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도제식 교육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스승

의 무용 경향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

국무용 창작 우수작품들에 대한 경향 분석을 한 연구(엄은진, 강혜련, 2012; 유

승관, 2016; 윤덕경, 2015; 이민채, 윤미라 2012)도 많은 편이다. 과거 한국무용사

는 시대별로 무용의 특성을 살폈다면, 20세기 이후 한국무용사는 안무가별로 그 

흐름을 파악한다. 한국무용의 안무 과정을 통해 한국무용 지를 파악해 볼 수 있

겠다(김경은, 안문경, 2007; 김지영, 2011; 임선영, 2018). 한국무용 작품과 안무과

정을 분석해보면, 주제를 상징적 이미지로 구체화하고 함축적 의미로 드러내는 

방식을 갖는다(정보경, 2016). 상징적 이미지와 함축적 의미는 한국무용의 표현 

형식(움직임, 호흡, 장단, 의상)으로 나타낸다. 이에 더해 표현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품이나,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주제와 내용을 

전달한다. 여기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거나 안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표

현 형식에 대한 이해인데, 한국무용의 표현 형식은 결국 동작의 철학적 배경과 

문화를 통해 한국만의 미적 특성(류파별, 작품별, 시대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이

해해야 호흡과 장단을 이해하고, 그래야 한국적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요즘 창작무용의 흐름은 한국무용과 발레, 현대무용 등 장르별로 구

분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장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현시대의 창작작품은 장

르별로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예를 들어, 프랑스 안무가 제롬벨

(Jerome Bel)의 ‘렉처 퍼포먼스(lecture performance)’ 공연형식에서도 보이듯 현시

대의 공연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다. ‘렉처 퍼포먼스(lecture performance)’는 무대 

위에서 안무 과정을 보여주는 공연형식과 같이 서술적인 설명을 통해 관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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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오히려 움직임에 관한 집중하게 하고, 움직임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새

로운 형식의 무용공연을 제공한다(이나현, 2018). 이나현(2018)은 춤이 창작 과정

을 통해 환영성에 가려졌던 의미들을 제거하고, 춤이 서술에 인용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반대로 움직임을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이러한 

것처럼 현재의 창작무용 흐름은 이젠 장르별 특성이라기보다 움직임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한 방식을 선택한다. 그렇기에 한국무용의 장르를 창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 장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공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수용하

고, 한국적 특색이 담긴 움직임을 탐구하는 자질로서 한국무용 지에 대한 이해

가 요구된다. 

한국무용�능

목적 한국무용의�인지적�이해

요소 문화,�역사,� 철학,�예술

세부내용

미적�특성 시대별,�류파별,�작품별�

표현�형식 철학,�역사,� 문화적�배경

표현�매체 소품,�영상,� 이미지

전통�가치 전통�음악,�미술,� 건축�

<표� 12>�한국무용�지의�핵심요소�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한국무용 지는 인지적으로 한국무용을 이해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무용의 역사와 문화, 철학, 예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

로 되어야 한국무용 능과 심을 이해할 수 있으며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다. 한국

무용의 역사와 문화, 철학, 예술은 한국무용의 미적 특성, 표현 형식, 표현 매체, 

전통 가치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위의 <표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국무용만의 미적 특성은 시대별, 류파별, 작품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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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형식은 움직임의 원리를 철학과 역사, 문화적 배경을 통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표현 매체는 작품에 사용되는 소품이나 영상, 이미지 등을 말하며 현재

에는 매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한국무용은 한국의 전통

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무용은 한국의 문화 속에서 다른 장르들과 함께 만들

어져 온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무용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국무용과 

연계될 수 있는 분야인 전통 음악과 전통악기, 전통 미술과 전통 의상, 전통 건

축과 양식들에서 한국 전통 예술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 한국무용 심(舞踊心, dance disposition)

무용심(舞踊心, dance disposition)이란 “무용에 대한 사랑, 열정, 인

내 등 사람이 안쪽에서 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행해낼 수 

있도록 북돋우고 이끌어가는 요인들”

(최의창, 2011, 154p)

무용심은 다양한 종류로 무용에 대한 심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말하는 

것이다(최의창, 2011). 한국무용을 잘 알고, 잘 추는 것, 잘 만드는 것은 한국무용

의 ‘심’을 아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앞서 한국무용 능, 한

국무용 지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한국무용은 감성 중심적인 무용 장르이기 때문

에 무용심을 빼놓고는 동작 설명이 어려울 정도다. 그렇기에 사실 한국무용을 

능, 지, 심으로 정확히 나눌 수 없을 만큼 세 요소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이 있

으며, 특히 무용심은 어디에나 먼저 이해되어야 할 요소이다. 

한국무용 심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무용은 민속춤이기에 그 시대

가 가졌던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와 관련된 철학이나 사상들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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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었다. 그렇기에 한국 문화가 가졌던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적 성향을 많

이 내재되어 있으며, 무속 신앙의 성격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무용

에 대표적으로 내재된 사상은 바로 음양오행사상이다. 음양오행 사상은 한국무

용에서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전통악기, 음악, 의상 등) 전반에 기본이 되는 사

상이다. 음양은 ‘오행’ 다섯가지 움직임인 木, 火, 土, 金, 水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데 이를 회음회양 원리라 말한다(문진수, 이미영, 

2014). 회음회양의 원리가 바로 한국무용 동작이 서로 맞물리며, 끊어질 듯 끊어

지지 않고 이어지는 형식이 된 이유이다. 음양은 서로 다른 두 성질이 쌍으로 이

뤄 조화를 이루거나 이치가 됨을 말한다. 음양의 조화는 우리게 자연미, 조화미

를 주며 안정감을 주는데 예를 들어 명암, 남녀, 상하, 좌우, 물불, 낮밤과 같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한국무용은 ‘이치’를 통한 자연스러움을 최고의 아름다운 

가치로 삼는 것이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몸으로 이치를 표현하는 것이다(문진

수, 이미영, 2014). 음양오행사상은 한국무용의 의상에서는 오방색(청, 홍, 황, 흑, 

백)으로 나타나며, 무대에서의 동선과 대형(일렬작대, 좌선회무, 오방작대)2)에서

도 동, 남, 중앙, 서, 북의 방향과 흐름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한국무용에는 태

극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데 한국무용이 갖는 곡선미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무용

에서 곡선미는 호흡의 흐름을 통해, 동작의 형태를 통해 나타낸다. 또한 한국무

용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정중동은 움직이는 것과 멈춤 사이의 조화로움을 말하

2) 궁중무용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으로 1) 일렬작대는 청,홍,황,흑, 백으로 일자로 서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오는 것이며, 이는 동.남.중앙.북.서를 의미한다. 2) 좌선회무는 

좌측으로 돌며 추는 것으로 오행 중 상극을 나타내는 것이다. 원래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상생법칙으로 목-화, 화-토, 토-금, 금-수 순서가 순리, 순응이다. 그러나 역행하

는 이유는 악귀를 몰아내기 위함 때문에 상생보다는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의미를 표

현한 것이다. 3) 오방작대는 홍이 춤추고 물러나 남쪽에 서고, 홍이 나아가 북에 서

고, 청황백이 춤추며 제자리에서 오방을 형성하는 것이다. 황은 중심축이 되고, 흑청

홍백이 차례로 대무한다. 황은 토의 개념으로 만물을 생성하는 의미로서 중앙에 자리 

잡는 것이다(황경숙, 배성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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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맺고, 풀고, 어르는 동작을 통해 보여준다. 그렇기에 한국무용은 춤을 

출 때나 볼 때나 마찬가지로 상당한 절제미를 요구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삼

재론, 천지인합일도 조화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한국무용에 내재

한 사상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종교나 사상을 불문하고 가장 추구하는 것은 자

연스러운 조화미이다. 이를 실천할 덕목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인(仁), 덕(德), 정

(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연결해 생각해보면, 한국무용에서 전인 교육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박

혜연(2013)은 한국무용 속의 심성 교육적 가치에 관한 내용을 구조화하였다. 한

국무용의 심성 교육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지성적 차원, 감성적 차원, 

덕성적 차원, 영성적 차원으로 나누었다. 한국무용은 다양한 차원에서 심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오레지나(2017b)에 따르면, 한국무용

은 전통적 가치로 전수되어야 하며, 한국무용을 동작으로만 양식화되고, 관습화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무용 속에 있는 전통문화와 정신을 깊

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전수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무용 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무용의 감성, 영성, 

종교, 미학을 깊이 있게 해야 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한국무용이 갖는 4가지 

감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감성은 신명, 흥, 멋, 한, 절제로 이해할 수 있

겠다. 다음으로 무속 감성은 소요유, 무아지경, 초월, 카타르시르로 요약할 수 있

다. 한국무용은 무속 신앙과 관련성이 크며, 무속 장단, 동작 외에도 작품의 주

제나 작품의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살풀이의 주제도 

죽은 이의 한을 풀어준다는 의미, 시나위 장단 또한 무속 의식에서 행해지는 것

이며, 작품의 구조도 굿의 구조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함을 알 수 있다. 무속 

무용에서는 ‘한’과 ‘흥’ 양립된 두 성질이 ‘절제’와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한국

무용의 모습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손환, 고은숙, 2013). 

다음으로 종교 감성은 한국 역사에서 나타난 유교, 불교, 도교에서 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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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을 말한다. 이는 예악사상, 음양오행, 천인합일, 태극 사상으로 볼 수 있다. 

종교 감성의 경우는 작품의 주제와 구조, 동작과 동선, 의상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궁중무용에서는 유교적 사상이 크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적 감성은 한국무용이 추구하는 여백미, 절제미, 조화미, 곡선미를 말한다. 이

는 한국무용의 모든 종류(궁중무용, 민속무용, 전통무용, 창작무용)에서 공통으

로 나타나는 특성들이다. 서로 다른 성질의 조화를 이루어 절제를 느낄 수 있는 

것과 같다. 화려하고 웅장하기보단 소박하고(여백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곡선

미, 조화미)을 추구하는 매력을 가진다. 

한국무용�심

목적 한국무용의�심미적�상태

요소 감성,�영성,� 종교,�미학

세부내용

한국적�감성 신명,�절제,� 흥,� 한

무속적�감성 소요유,�무아지경,�초월,�카타르시스

종교적�감성 예악사상,�음양오행,�천인합일,�태극사상

미학적�감성 여백미,�절제미,�조화미,�곡선미

<표� 13>�한국무용�심의�핵심요소�

한국무용의 심에 대한 종합해보면, 위의 <표 13>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한

국무용 심은 한국무용을 심미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성과 

영성, 종교, 미학의 요소가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한국무용에 나타나는 한

국적 감성은 신명과 절제, 흥, 한으로 나타나며, 무속적 감성은 소요유, 무아지

경, 초월, 카타르시스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무용에 영향을 준 종교는 유교, 불

교, 도교가 있는데, 이에 따른 종교적 감성은 예악사상, 음양오행, 천인합일, 태

극사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학적 감성은 여백미, 절제미, 조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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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미를 느낄 수 있다. 한국무용 심에 대한 이해는 곧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한국무용을 보는 안목을 가지는 일일 것이다.

3. 한국무용교육 프로그램 

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한국무용 프로그램 

1) 한국무용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및 방법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관련된 자료(2015 교육개정안 체육교과, 초등통합교과 

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무용)에서 한국무용 장르와 관련된 내용(전통영역, 한국민속무용영역)

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교육 현장 중에서 학교문화예술

만을 선택한 것은 교육적 측면으로 분석 가능한 교육과정과 지도안이 국가적 차

원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학교문화예술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은 체육교과 내에서는 신체 표현 역량으로 구

분되며, 핵심 개념은 ‘감상력, 창의적 사고(분석력, 비판력, 상상력, 독창성), 심

미적 표현력, 심미적 안목(문화적 감수성, 공감)’을 말한다(2015 교육개정안 체육

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예술통합교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중고등학교로 연령별, 수준별로 나누어 체계화되고, 세부적인 지도안을 

제시하고 있다(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무용). 그리고 

학습목표에서는 춤만들기, 춤추기, 춤읽기, 춤나누기의 관련 목표로 세분화하여 

각자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지도안 구성을 보면, 1)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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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연관된 타 학문 분야(역사, 철학, 사회 등)와 타 예술장르(문학, 건축, 사진, 

영상, 음악, 미술 등) 등과 생활 영역으로의 연계성 있게 구성함으로써 무용에 

대해 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교육내용에 있어 공통적으로 들

어가기, 동기유발(주제탐색), 춤추기(움직이기), 생각하기(나누기)의 과정을 제시

하고 있다. 학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초등 1-2학년(2015 초등통합교과 교

육과정 개정안)은 총 8개 영역 1) 학교 2) 봄 3) 가족 4) 여름 5) 마을 6) 가을 7) 

나라 8) 겨울로 1학기는 1~4영역을 진행하고, 2학기에는 5~8영역을 진행한다. 이

는 슬기로운 생활과 즐거운 생활의 통합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제시하며, 무용

의 경우는 즐거운 생활 과정에 속한다. 즐거운 생활의 목적은 ‘일상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 표현 능력과 신체 능력을 길러 문화적 공동체 의식

을 함양한다.’라고 밝히고 있다(2015 교육개정안 초등통합교과). 그 중 무용의 

역할은 심미적 감성을 함양시켜 창의, 융합적 사고를 하여 표현, 소통하도록 하

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다. 초등 1-2학년의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한국무용을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에서 살

펴보면 위의 <표 14>와 같다.

대상 대영역 중영역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과정

초등�
1-2
학년

예술
통합

전통

몸으로�만드는�
비빔밥

전통음식(비빔밥)
움직임,�감상

1.� 들어가기
2.�동기유발�및�주제탐색
3.� 움직임탐색�및�춤추기
4.�생각나누기

열두달�
명절과세시풍속

전통문화(명절,풍속)
단오부채,�한국춤

뛰어보자,�폴짝 전통놀이(사방치기)
이동움직임,�

우리춤�이야기 전통이해(전통그림)
움직임표현

몰자몰자�덕석몰자 민속놀이(강강술래)
전래동요

세계의�나무신발 기후환경,�움직임
세계의�춤지도 세계의�전통무용

<표� 14>�초등� 1-2학년�문화예술교육�교수학습지도안-무용(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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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의 경우 가을과 나라의 교과 영역과 관련된 활동에 한국무용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가을영역에서는 명절과 전통문화로, 나라영역에서는 우

리나라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외국전통문화와의 비교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

다. 초등 1-2학년의 과정은 1) 들어가기 2) 동기유발 및 주제탐색 3) 움직임탐색 

및 춤추기 4) 생각나누기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로 초등 3-4학년부터는 한국 민속무용 과정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렇기에 비교적 체계적으로 한국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움직임

과 리듬감을 기를 수 있도록 민요와 함께 구성된 작품을 선정하였고, 지리적, 사

회문화적 특성을 연계하여 춤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신주경, 

2015). 민속무용의 중영역을 크게 노래하며, 일하며, 자연을 느끼며 춤춘다는 큰 

흐름으로 그와 관련된 민속무용을 제시하였다. 특히 노래하며 춤추고, 일하며 

춤추는 차시에서는 민요가 나오는 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음악 교과

와 관련짓기 위함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중 가장 인상적이면서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의미를 

잘 나타낸 분류와 구성은 ‘자연을 느끼며 춤춰요’라는 부분이다. 이는 꽃, 새, 바

람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차시에서는 민속 무용만이 아니라, 궁중무용, 종교의식

무용, 신무용 등 다양한 한국무용의 종류를 경험할 수 있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

는 경험은 춤추는 것만이 아니라, 감상하거나 사진을 보거나 글로 읽어보는 일

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다양한 한국무용의 춤을 이해하게 하고, 

마지막 단계는 함께 창작하는 차시를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충분한 이해와 시간

을 고려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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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영역 중영역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과정

초등�
3-4
학년

무용
탐색

무용의�
종류

한국무용을�알아보아요
무용의�개념
궁중무용과�
민속무용

1.�들어가기

2.�동기유발�및�주제탐색

3.�생각�속에서�춤추기

4.� 생각나누기

한국
민속
무용

노래하며
춤춰요

밀양아리랑�부르며�
춤추기

노래와�춤
진도아리랑�부르며�

춤추기
함께�어울려�추는�

아리랑�춤판

일하며
춤춰요

옹헤야춤

생활과�춤뱃노래춤

풍년가춤

자연을
느끼며
춤춰요

꽃이�되어�춤추기
연화대무,�

가인전목단�감상

새가�되어�춤추기�
학무,� 동래학춤,�

양산사찰학춤�감상
바람이�되어�춤추기 살풀이춤�감상

함께�만드는�창작춤판 창작

<표� 15>�초등�3-4학년�문화예술교육�교수학습지도안-무용(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세 번째로 초등 5-6학년은 이전 연령들보다 다차원적으로 춤을 깊이 있게 이

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전 연령과 차별화 된 점은 첫째, 한국무용을 다른 

문화와 비교하여 보는 무용 탐색 과정을 거치고 난 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

여 강강술래, 소고춤, 탈춤을 직접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 강강술

래와 같은 단체 무용을 선정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을 배우며,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신주경, 2015). 둘째, 학습 과정에 있어 움직임 탐색 및 춤

추기가 생각 속에서 춤추기로 바뀌었다. 지도안에서 제시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

면 움직임이 중심이 된 춤추기가 아니라, 주제에 대해 개념 정의, 분류, 감상하

기 등의 활동으로 사고하는 것을 유도한다. 그렇기에 이전과정과 다르게 인지적 

영역을 통해 무용의 문화 사회적 관계성을 깊이 있게 살피도록 하였으며, 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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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의 비교를 통해 세계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신주경, 2015). 다만 한국 민속무용을 강강술래와 소고춤, 탈춤으

로 요약되었다는 점이 아쉽지만, 아마도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였기 때

문에 선택된 작품이라 추측해 본다. 네 번째, 중고등학교에서는 무용 감상과 한

국 민속무용, 외국 민속무용, 대중무용 영역 네 가지로 대영역을 구분하였으며, 

특히 무용 감상 영역을 10차시나 구성할 정도로 중점을 두고 있다. 무용 감상영

역은 문화-예술적, 역사-철학적, 과학-기술적으로 감상하기로 중영역을 구분하여 

세부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분야들과의 연계선상

에서 무용을 바라보며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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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영역 중영역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과정

초등�
5-6
학년

무용
탐색

무용의�
종류

한국무용을�
알아보아요

한국무용의�특성
궁중무용,�민속무용

1.�들어가기

2.�동기유발�및�주제탐색

3.�생각�속에서�춤추기

4.� 생각나누기

민속무용
탐구

우리나라�민속무용을�
살펴볼까요?

한국민속춤의�
종류,특성

우리나라�탈춤을�
알아볼까요?

탈춤의�이해

서양사람들은�어떤�
민속무용을�출까요?

서양민속춤�탐구

동양사람들은�어떤�
민속무용을�출까요?

동양민속춤�탐구

한국
민속
무용

강강술래
놀이춤

장단별�강강술래,�
남생아�놀아라

놀이와�춤
개고리�타령,�
강아지�타령

손치기,�발치기,�
문지기

소고춤

장단에�맞춰�
소고치기

장단과�몸짓

민요에�맞춰�소고춤�
익히기

노래와�몸짓

친구와�함께�
소고춤추기

동작과�구성

함께�춤추는�소고판 발표와�감상

탈춤

탈춤�이야기 동작과�표현

탈춤�익히기 동작과�구성

함께�추는�탈춤판 발표와�감상

<표� 16>�초등�5-6학년�문화예술교육�교수학습지도안(무용)(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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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 민속무용의 경우는 사실 초등 5-6학년과 중영역의 내용구성은 

비슷하나, 소고춤 대신 허튼춤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한국무용을 좀 더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여 움직임에 접근하였고, 이전 연령대보다 춤추는 과정에서도 깊

대상 대영역 중영역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과정

중등
고등

무용
감상

문화�
예술적
관점으
로

감상하
기

무용으로�그리는�
곡선의미

:� <기술가정>�올바른�
전통�옷차림

무용과�의상
한국무용작품감상

1.� 들어가기

2.� 동기유발� 및� 주
제탐색

3.� 생각� 속에서� 춤
추기

4.� 생각나누기
한국
민속
무용

허튼춤

옹헤야춤 노래와�몸짓

이심전심�옹헤야춤판 공동체춤

타령춤 장단과�몸짓

우리들의�태평춤판 공동체춤

강강
술래

장단별�강강술래,
남생아�놀아라

진풀이와�구성

청어엮기,�풀기,�
고사리꺾기

진풀이와�구성
덕석몰기,�

풀기,기와밟기,�문지기

우리들의�강강술래 공동체춤

탈춤

기본춤사위�익히기Ⅰ
장단과�몸짓

기본춤사위�익히기�Ⅱ

나만의�탈춤 표현과�구성

우리들의�탈춤판 공동체춤

<표� 17>�중고등�학년�문화예술교육�교수학습지도안-무용(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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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게 다뤄짐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미드웨이 모형에서 제안한 학습 지

도안을 살펴보면 다음 <표 18>와 같다. 

수업과정 수업내용

창작하기 무용내용-동작,특질,공간,관계�

수행하기 무용주제와�자극

감상하기 무용형식-무용만들기

<표� 18>�미드웨이�모형의�학습�지도안(Smith-Autard,� 2007)

미드웨이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용의 본질에 충실한 구성이라 느껴질 만

큼 무용의 움직임을 알고, 테크닉을 배우며, 궁극적으로 극장무용 형태의 작품

을 만드는 과정을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과 비교해보

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타 교과와의 연계성을 강조한 교육 과정임이 드

러난다. 

2015 교육 개정안에 따르면, 표현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핵심 개념이자 핵심 

역량은 감상력, 창의적 사고(분석력, 비판력, 상상력, 독창성), 심미적 표현력, 심

미적 안목(문화적 감수성, 공감)이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에서

는 신체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을 추구하여 

무용과정 속에 얻은 경험을 통해 삶과 사회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추구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된 무용교육 학습지도안을 분석해 

보면, 첫째, 내용적 차원에서 크게 수행하기, 창작하기, 감상하기의 큰 흐름 가지

고,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에 맞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 차별화

된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연령별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체계적인 발전단

계를 고려한 지도안이다.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1-2학년의 경우는 오감을 통한 

놀이 형식으로 움직임, 시공간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알게 하였다. 3-4학

년은 무용의 형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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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확대되었다. 5-6학년은 무용의 형식을 다

양한 분야를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유도하고, 이를 다양한 배경지식과 

무용을 통합하여 창작으로 표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신주경, 2015). 다만 세부

적으로 신체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체계적이나, 

정의적 영역에 있어 구체적인 제안이 부족한 편이다(홍애령, 2017). 정의적 영역

으로 볼 때, 중고등학교 과정부터 ‘감상하기’로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정의적 

영역이 감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정에서 균형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한국 민속무용으로 한정 지었기에 한국무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종류로

만 인식될 여지가 크다. 한국무용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한국무용이 가진 특성

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무용의 다양한 종류(궁중무용, 민속무용, 신무용, 창작

무용)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방법적 차원에서는 사진과 그림,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각 차시별 주제

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시작한다. 그리고 음악과 문학 등 타 예술장르와

의 연계를 고려한 지도안을 구성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간제한이 큰 수업 안에서 효율적으

로 운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크며, 자칫 무용을 이해하기 위함 보다 다른 분야로

의 이해가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드웨이 모형의 경우는 조금 

더 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선택한 것을 인용하여 적용한다면 무용

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본다. 

2) 한국무용 프로그램의 문제점

사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제시한 무용학습지도안은 참고용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권덕원, 박주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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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유는 여러 사정이 다르겠지만, 학교마다 담당 수업시수가 다르기 때문

에 다양한 교육과정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효율적인 교과 운영이 지도안에서 제

시하는 것처럼 체계적인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권덕원, 박주만, 2016). 지도

안의 큰 흐름은 따르는 경향이나 대체적으로 예술 강사의 재량적인 부분이 많

다.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한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에 부합되는 학습지

도안이기에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사실은 제안된 지도안을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맞다. 또한 민속무용 수업은 무용 순서가 있는 작품으로 구성되었기에 예

술 강사들이 진행하기 수월하나, 단순히 순서만 외우게 될 수 있어 자칫 문화예

술교육의 목적과 거리가 멀어질 경우가 생기기 쉽다(홍애령, 2017). 실제로 지도

안에서 살펴볼 때도 순서나 동작을 익히고, 친구와 함께 추고, 이를 바탕으로 창

작해보고 서로 감상하는 과정으로 끝나게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한국 민속무용

의 과정 하나하나가 세부적으로 댄스리터러시 함양의 한 맥락으로 분석되어 지

도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지도안의 문제점을 분석하

고,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내용적 차원에서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세 

가지 영역, 신체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에 있어 비교적 정의적 영역

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무용은 정의적 영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고 앞서 문헌고찰을 통해 얻어진 만큼 한국 민속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수업에 들어가기는 방법으로 그림과 사진

을 보면 생각과 경험을 유도하는 것에 그치는 경향이다. 초등학교 무용교육지도

안에 따르면, 창의·인성적 교육 차원에서 볼 때 창의성 요소(인지적, 성향적, 동

기적 요소) 중 인지적 요소(확산적 사고, 유추/은유적 사고, 논리/분석적 사고를 

함양)에 집중되어 구성되었고, 상대적으로 인성 요소는 여러 측면에서 간과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홍애령, 2017).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교육이 창의 융합적 

사고와 인성 함양의 측면에서 가치를 찾고 있음에도 결국 ‘인지적 차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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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장만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적 차원에서는 여러 분야와의 통합을 단지 학습 과정의 들어가

기와 생각나누기에서만 사용되기보다 각 과정에서도 적극 활용방안에 대해 모

색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무용전공자를 위한 교육이 아니기에 기능적

으로 교육되는 것 지양함과 동시에 기능적인 활동이 춤추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

한다. 즉 한국무용에 대해 다양하게 보고 느낀 감정을 글로 표현하거나 그림으

로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무용교육의 맥락이라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수업시간의 제약이 많은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더욱이 동작을 습득

하고, 이해한 후 창작하기란 전공자인 연구자인 나에게도 쉽지 않다. 물론 동작

을 수행해보고, 몸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거치고 나서 얻어진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꼭 움직임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글쓰기, 그림그리기, 노래 등)으로 표현될 

수 있고, 친구들의 움직임과 함께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한국무용에 대한 이해를 민속무용으로만 이해되기 어렵기에 한국무

용의 다양한 장르를 주제별로 구별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무용은 한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민속춤의 

한 종류로서 외국 민속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 무용교육의 전체 

과정에서 볼 때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각 나라의 민속춤을 다루는 것은 의미 

있으나, 소외되는 나라도 존재하며, 이런 방식은 과연 민속춤을 알기 위함보다 

사회, 지리적 문화이해를 위한 일에 더 치중되지 않나 문제를 제기해 본다. 현재 

무용이 독립된 교과가 아니다 보니 타 교과와의 연계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 때문일지 모르겠으나, 무용교육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차시를 할애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무용은 궁중무용, 민속무용, 종교무

용, 신무용, 창작무용 등 다양한 종류로 한국무용의 특색이 나타난다. 종류마다

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종류별 이해는 외국 무용의 흐름과 비

교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자하는 목적으로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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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용을 선택한 것이라면, 민속무용으로 한정짓기엔 한계가 크다. 예를 들면, 

놀이 형식의 무용으로 보면 궁중무용의 포구락을 들 수 있다. 놀이 형식은 학생

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궁중무용이라는 특성상 예악사상, 음양오행사상 

등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들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며, 궁중무용에서는 

정의적 영역에서 예의, 인성적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궁중무용은 의

미가 있고 만들어진 작품이기에 동작을 습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단순한 동선과 흐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철학과 사상들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민속무용의 경우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춤이기 때문

에 당시 삶의 애환과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신무용(부채춤, 장고춤, 살풀

이, 승무, 태평무 등)의 경우 한국 민속무용과 전통무용의 무대화된 무용형식으

로 극장예술무용으로 경험해 보기 좋은 측면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 창

작무용은 기본적인 한국무용의 호흡과 동작 등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현

대적으로 재해석했느냐를 감상하고, 경험해 볼 수 있다. 현재 무용 교육과정은 

움직임을 배우고 창작하는 과정을 갖는데, 사실 창작하는 것은 전공자들에게도 

어려운 과제이다. 동시에 창작과정을 통해 무용경험을 구체화 시키고 실현해 내

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기에 지금 현시대의 한국 창작무용에 대해 감상하거나, 

움직임을 통해 한국무용의 움직임이 혹은 특징들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

는 예시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창작하기 과정이 현재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술

적으로 사고하고, 예술형식을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도록 개념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차시마다 마지막 과정에서 창작하기 과정이 있다. 이전과정의 맥

락 상 앞서 배운 움직임과 배경적 지식을 이해한 것을 토대로 친구들과 함께 창

작하는 것인데 무용을 실제로 창작하는 것을 경험하기엔 여러 측면(시간적, 신

체적) 제약이 따른다. 처음 배운 동작을 습득하기 어려우므로 배운 것을 활용하

여 발전시킨 창작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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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연히 창작하기 과정을 통한 활동이 중요하다지만, 과

연 물리적으로 제한된 수업시간 안에서 효과가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창작하기의 과정이 꼭 무용으로 매 차시 반복되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지속되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안이라던지 여러 차시를 걸

쳐 단계별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섯 번째, 무용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이 무용탐색, 한국민속무용, 외국민

속무용, 대중무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무용교육의 과정에 있어 종류별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구성을 제안해본다. 물론 무용 탐색의 대영역에서 여러 장르

의 무용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 후, 주제별로 혹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서양

무용을 비교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 분리되어 이해하기 보단 직접적으로 

분별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새가 등장하는 무용

은 우리나라는 학춤, 학연화대무, 선비춤 등이 있으며, 발레의 경우는 백조의 호

수가 있다. 이는 전통과 클래식 작품으로도 있으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작품

들도 많이 나왔다. 현재 무용교육과정에서 특히 한국무용장르인 민속무용만 분

석해 볼 때, 무용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기 보다 타 교과의 연계성을 가지

고 분석되는 경향이 컸다. 그렇기에 무용분야의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발현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나. 전문예술교육의 한국무용 프로그램 

1) 한국무용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및 방법

전문예술교육은 무용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은 깊이 있게 많은 시간 한다. 그렇기에 그 많은 시간 동안 전공자들은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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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러시를 갖게 되었을 테지만 이를 거꾸로 ‘무용의 댄스리터러시가 무엇일까’

라고 정리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무용교육을 받아온 전공자들은 문화

예술교육사가 되어 문화예술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

교문화예술교육은 길지 않은 시간을 통해 비전공자들을 위한 무용을 보는 안목

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전공자들은 이전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무용교육에 대해 고민해야하며, 효과적인 핵심 요소를 잘 전달해야할 것이

다. 전문예술교육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공자들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무

용을 깊이 있게 다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예술교육에서의 무용교육은 

예술중학교와 예술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

육부에서 제시한 2015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서울소재 무용

학과가 있는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 분석하고자 한다. 2015 예술계열 전문교

과 교육과정에서는 전문무용교육의 핵심역량을1) 무용신체성 2) 무용동작성 3) 

무용창의성 4) 무용관계성 네가지로 구분한다. 1) 무용신체성은 무용하는 몸의 

해부학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2) 무용동작성은 무용기술의 정확한 수행

하는 능력과 무용동작으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3) 무용창의

성은 새로운 무용이미지를 만들고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말하며, 4) 

무용관계성은 몸과 움직임을 통한 다양한 개체 및 타인과의 관계구현 능력을 말

한다. 핵심역량을 위해 총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1) 무용이해 2) 무용과 몸 

3) 무용기초실기 4) 무용전공실기 5) 무용음악실습 6) 안무 7) 무용과 매체 8) 무

용감상과 비평으로 구분한다. 8가지 영역은 크게 무용신체성과 무용동작성에 관

련된 것과 무용창의성과 무용관계성에 관련된 두 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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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과목

무용신체성 Ÿ 무용과�몸
Ÿ 무용기초실기
Ÿ 무용전공실기무용동작성

무용창의성 Ÿ 무용이해
Ÿ 무용매체
Ÿ 안무

Ÿ 무용음악실습
Ÿ 무용감상과비평�

무용관계성�

<표� 19>�예술계열�전문교과�교육과정�핵심역량�및�과목(2015�예술계열�전문교과)

먼저, 무용신체성과 무용동작성은 전공 실기와 관련된 과목을 의미하며, 이는 

전공실기의 기술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과목인 무용과 몸은 해부적 측면으로 몸을 이해하는 것으로 몸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무용신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몸을 통해 

표현하는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무용기초실기는 

장르별 무용의 원리를 익히고, 기본동작을 수행하는 과목이다. 움직임의 감각과 

기술력을 높이며 무용 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무용 전공실기 

전공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본 움직임을 응용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전공 레퍼

토리를 통해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무용기술력을 높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용창의성과 무용관계성은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는 

과목들을 말한다. 무용이해는 무용에 대한 가치를 역사,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탐색,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무용을 문화로써 바라보면 문화적 소양

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용에 대한 개념과 여러 장르의 무용을 이해하고, 

역사적 흐름을 통해 무용을 바라본다. 무용과 매체는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다

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방식을 현대인으로서 필수적 역량을 높이는 과목이다. 

무용의 움직임과 이미지,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매체의 기능과 역할을 이

해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위해 관련 이해를 높이

고, 무용에서의 활용방안을 탐색해보는 시간이다. 안무는 심미적 감성을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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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주제를 구상하고, 그에 맞는 표현 방법인 동작을 탐색하

고 작품 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무용 과정들을 통해 얻

은 경험들을 조화롭게 작품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무용

음악실습은 무용움직임, 주제에 맞는 음악을 선택하여 무용이미지를 만드는 방

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무용감상과 비평은 무용작품을 바라보는 데 있어 비판적

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읽기와 쓰기, 보

기를 통해 작품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며, 분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전문무용교육과정에서는 전문무용수를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무용

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무용 감상, 안무를 위한 역사, 

사회, 문화, 예술적 측면으로 다양하게 연계하여 무용 예술을 이해시키고자 한

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큰 흐름은 대학교육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래 <표 20>과 

같이 구분된다. 대학교 무용전공에서는 실기중심교육에서 벗어나 무용과 관련

한 여러 학문들을 통해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과목들은 전공실기와 창작/공연, 기록법, 무용사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교과과정에서 예술중고등학교의 전문예술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예술학교의 재량적인 부분이 크며, 주로 실기 중심 교육이자, 대학입시위주 교

육과정으로 흘러가고 있다(정재연, 2010). 물론 무용과 관련하여 전공실기 이외

에도 공연, 창작법, 무용사, 무용음악과 같은 기초적인 이론수업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보통 전공실기와 관련된 수업이 주를 이뤘다. 그렇지만 무용전공자들

의 경우 많은 시간을 실기와 창작, 공연감상을 심도 있게 보내기 때문에 무용에 

대해 깊이 있고 넓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댄스리터러시는 분명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체계화하여 전공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

성한다면 효율적으로 전공 관련 이해를 실기적,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입시중심이었다면, 대학 무용전공은 취업

중심관련 탐색과 관련성이 컸다. 특히 무용분야에서 무용교사의 직업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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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무용교

육자로 일하고 있다. 

첫째, 내용적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마련되면서 학생들의 요구

도 높아짐에 따라 각 무용학과에서는 관련 인정교과를 교과로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무용경영, 마케팅, 공연기획 등의 교과목도 취업과 관

련성 높은 교과목들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방법적 차원에서는 대학 무용교육과정에서는 무용 창작과 안무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목(접촉즉흥, 안무법, 비평, 테크놀로지, 미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무용창작과 안무를 위해 실기적으로 접촉즉흥, 안무법. 창

작법을 통해 다양한 움직임을 탐색하게 하고 공연을 하는 과정을 갖추고 있었

다. 이론적으로는 감상 및 비평관련 수업과 무대디자인, 무용음악, 사회/인류학, 

미학, 동양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연계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셋째, 보통 전공실기의 경우 한국무용 기초, 심화나 한국무용1,2,3 등으로 교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이는 전공별로 작품 또는 레퍼토리를 배우는 것으로 표현

되었지만, M대학의 경우는 이를 세부적으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전통문화유

산과민속무용, 전통연희와 국악, 무형문화재지정전통무용으로 분류하여 진행하

고 있었다. 세부적인 수업명은 전공실기과목을 구체화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체

계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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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대학교 E대학교 M대학교 H대학교
전공실기(기초,심화),� 창작(안무)법,�워크샵

한국무용사,�서양무용사
무용기록법(동작분석법)

무용교육
무용교수학습방법
무용교육론
무용교육프로그램개발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실습
무용페다고지연구

무용교육개론
무용지도K-1

문화예술의이해
무용교육프로그램개발
무용교육론�
무용교육공학�
문화예술교육개론
무용교수학습방법

춤교육의이론과실제
웰빙무용프로그램개발
무용교육과정연구
무용교육현장리서치
사회문화예술교육개발
연구
사회무용교육방법론
유아발레지도법
성인발레지도법

무용창작/감상/공연

해부학
무용기능학
무용음악
무용즉흥
무용평론연구
무용비평세미나
공간구성연구세미나
접촉즉흥연구
드라마투르기
무용과테크놀로지

컨템포러리무용비평�
몸과�움직임읽기
무용양식연구�

한국춤융복합공연제작�
공연예술아카이빙�
무용의시각화와프리젠테이션
무용음악제작및실습
소매틱스와움직임재활�
무용큐레이션
타악과무용반주
스포츠무용생리학�
무용피트니스기초
건강관리
공연예술과무대디자인

무용수의건강과영양�
무용즉흥
춤과음악
스테이지디자인�
무용작품해설
춤공연연출�

무용미학/사회학/경영/문화
무용경영
무용부상의예방과재활
무용문헌연구
무용문화연구
무용인류학
무용과�사회
무용학연구
무용미학
동양철학

무용미학의기초
무용치료및바디컨디셔닝
무용연구및현장조사�
한국무용호흡법�
무용리더십세미나�
대중문화와무용

캡스톤예술기획
문화예술정책및법제�
문화예술현장직무체험� �
무용인류학과역사�
공연예술과무대디자인�
전공과창업
무용경영및기업가정신
문화예술경영론� � � �
예술치유와커뮤니티무용

과학기술의철학적이해�
커리어개발
말과글�
예술의이해� �시와무용
문화예술활성화연구� �
무용심리� � � �
인류와�춤의�발상�
무용필라테스�
춤과이미지� �
춤공연마케팅전략연구� �
춤과미디어� �

<표� 20>�대학교별�무용학과�교과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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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무용 프로그램의 문제점

전문예술교육은 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줄 아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

이다. 그렇기때문에 실기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

과정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실기 중심 교육

으로 치우쳐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론 과목 비중은 거의 없어지는 경향이

다. 그리고 교육과정보다는 콩쿨 입상과 발표회 등의 행사가 주된 연간계획 일

만큼 실기 중심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물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무

용과 관련된 안목이 쌓이는 경험이긴 하나 실기적인 방법으로 치우쳐 있어 교육

과정의 불균형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전문예술교육은 댄스리터러시

적인 교육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댄스리터러시의 함

양보다는 실력 좋은 무용수로서의 인재양성을 목적을 향하고 있다. 전문무용교

육을 통해 얻어지는 댄스리터러시의 역량은 오랜 시간 나도 모르게 쌓인 것이

다. 그렇기에 교육과정에 있어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전문무용교육 모델이 제시

되어야 할 시점이다. 다음 다섯 가지로 문제점과 제안을 요약해볼 수 있겠다. 

첫 번째, 수동적인 기술 습득 혹은 표현력을 높이는 주입식 실기 방식 보다는 

능동적으로 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할 것이

다. 특히 한국무용의 경우는 작품을 배우고 표현하는 데 있어 작품에 대한 감성

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기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기가 아닌 다

른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의 사고하는 

방법을 알아간다면 무용예술을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만큼 작품에서 기능

적으로도 우수한 표현력을 갖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무용의 기술적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 실기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지 않고, 문학,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대학교육과정 내 무용교육분야와 관련된 문화예술교육과정들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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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탑-다운 방식으로 확장된 문화예술교육의 무용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체계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실기 중심 무용교육을 실행하기 쉽다. 문화예술교육사가 제도화 

된 만큼 각 대학교의 무용학과에서 무용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이 이론 및 실기 

과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서 인정받기 

위한 교과목 개설 및 강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 투입을 위한 단기적인 

무용교육체계를 이해하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다. 그러나 무용이 단독 교과의 가

능성을 갖고, 교육적 체계를 갖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용교

육의 이론적 체계를 학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깊이 있고 다양

한 차원에서 무용교육이 논의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활발한 교육관련 연

구가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실기적, 이론적 차원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무용교과목이 개설되어

야 할 것이다. 안무법, 창작법의 경우도 사실 실기만 가지고 무용실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안무과정에는 주제선정에서부터 현상, 사회, 문화, 역사 등

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여

러 학문분야의 지식 이해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무용학과의 수업들은 

대체로 실기 수업과 이론 수업 두 가지 형태로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형태의 수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무용교육과정의 안무, 창

작 과정은 무용과 관련된 많은 경험을 나타내는 방식과도 같다. 이는 현재 공연

예술의 경향에서도 보여지듯 무용만 하는 무용공연을 넘어 다양한 장르 융합, 

렉처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무용의 표현 방식을 

무용실에서 움직임으로만 표현 하는 방식을 넘어 현재의 흐름을 수용하고 통합

적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이론과 실기가 통합된 수업방식이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그래야 늘 비슷한 방식의 안무과정을 탈피하고, 전문적이고 체계

적으로 안무하기과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교육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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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무용교육을 통한 무용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을 발표회, 워크샵

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다양화할 측면이 있다. 과거 무용학과는 각 장르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경향이 컸으며, 예술고등학교 과정과 큰 차이가 없을만큼 실

기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공연을 하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 무용 실

기와 관련된 활동들에 치중하여 예술고등학교때와 비슷하게 실기만 주로 한다. 

안무나 무용발표 형식을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극장예술형식만을 추구하기 보

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의 표현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현재는 다양한 이론 수업이 개설되어 균형을 찾아가고 있으나 그 

체계성이 부족한 편이다. 많은 종류의 다양한 분야에서 무용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제공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한 번의 수업뿐이며 체계적으로 고민을 발전시

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렇기에 대학별로 특성화시킨 분야들을 계발하여 무

용과 관련된 분야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

육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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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 패러다임

질적 연구는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의 삶 속에서 의미가 

부여되어진 사람, 사물, 상황을 맥락, 배경 등을 통해 알아내는 것이다(조용환, 

2012). 본 연구는 문으로 ‘구성’된 ‘한국무용’을 ‘해체’하여, 한국무용의 ‘본질’을 

찾아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으로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무용은 보이는 현상과 과정 속에서 그 본

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현상학의 철학적 배경을 가져온다. 우리는 연구를 통

해 자연스럽게 받아드렸던 현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찾

을 수 있는 것이다(조용환, 2012). 질적 연구는 3Es가 포함된 연구를 말하는데, 

참여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현지자료 조사이다(Wolcott. H. 1992: 조용환, 2012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무용의 본질을 찾아 댄스리터러시 개념으로 재

구성한 요인들에 적절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찾고자 함이 목적이기에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무용교육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으로 발생하며, 특히 한국무용은 하나

의 문화로서 바라봐야 하기에(박혜연, 2013) 본 연구는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기

반한다. 또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한국무용을 해석하는 것으로 현상학적 연

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육했던 한국

무용의 본질을 찾고,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인 무용소양 개념에 맞는 핵심요

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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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한국무용의 핵심요인과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무용교육에 경험이 있는 교육자와 전공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

고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무용 교육자와 전공자들은 한국

무용에 대한 깊고 오래된 무용경험이 있기에 그 이야기들 안에서 분석한다면 효

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도출하였다. 

나. 연구의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해석학적 연구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국무용의 ‘본질’을 찾아 현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인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핵심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그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찾아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연구 절차 및 단계는 다음의 <그림 1> 과 같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계획, 실행, 결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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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의�절차

먼저 계획단계에서는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첫째, ‘한국무용소양 함양’

이라는 연구 주제와 둘째, 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핵심요인탐색 및 교육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 개발’ 과 관련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 문제를 실행

하기 위해 선행 연구 고찰 및 연구 참여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다음 실행 단계에서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문헌 분석 및 전문가 회의, 심층 

면담을 거쳐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문제 1번에서는 한국무용소

양의 핵심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고찰 및 전문가 집단의 심층 면담을 진행

하였다. 기존 댄스리터러시에서 나타난 핵심 요인들과 다르게 한국무용소양의 

핵심요인은 무엇인 찾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문제 2번에서는 한국무용소

양의 핵심요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무용교육

자와 무용전공자의 심층 면담 및 문헌 고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화예

술교육 학습자에게는 설문지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문제 3번은 위에서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실제적으로 무용프로



- 73 -

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는 문헌 분석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타당성

을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은 개방형 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을 통해 결론 도출하였다. 마지

막으로 결과 단계에서 자료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한국무용의 댄스리터러

시 함양을 위한 목적에 맞게 설정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무용의 댄스리터러시 핵심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찾아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적합

하고, 경험에 깊이가 오래되고 깊은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준거적 선택

(criterion-based selection)(Goetz & LeCompte, 1984)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문제 1번인 한국무용의 댄스리터러시의 핵심요인을 문헌 분석을 

통해 찾고, 발견된 핵심요인들을 한국무용 교수자 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층 

면담을 거쳐 검토하였다. 한국무용의 깊은 경험이 있으며, 교육전문가로서 현재 

교육현장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치는 교육자들로 구성하였다. 아래 <표 21>과 같

이 무용교육 현장 중 전문예술교육전문가와 학교예술교육전문가로 구분하여 구

성하였다. 무용교육현장을 구분하여 진행함을 통해 한국무용의 본질을 찾기 위

한 다각적 견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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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교육자 교육경력 무용경력

전문예술교육

한보은 21년 26년

국성하 23년 35년

무미희 12년 27년

학교예술교육

용주혜 11년 27년

소송연 11년 19년

양수애 10년 20년

<표� 21>� 전문가�심층면담�구성원

둘째, 한국무용소양의 핵심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찾고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 적합한 연구 참

여자를 구성하였다.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찾기 위해서 <표 22>와 같이 무용교육

자와 무용전공자(무용학과 대학생)로 구성하였다. 한국무용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전달방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연

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의 경험을 기반으로 교육 내용 

및 방법이 도출되어야하기 때문에 현재 무용전공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무용

교육자의 경우 전문예술교육현장과 학교문화예술교육현장 모두 포함하였다. 그

리고 무용전공자의 경우 한국무용 전공자로서의 경험이 가장 많은 시기인 대학

교 무용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선정 이유는 한국무용 학습

자로서 한국무용에 대한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이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무용학과 대학교 1학년의 경우 무용교육자로

서의 경험보다 학습자로서의 경험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학습자로서 느끼는 무

용교육의 전달방식에 귀 기울여 목소리를 듣는다면 유의미한 자료가 수집되었

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학습자로서 한국무용 교육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유의미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한국무용

을 경험한 학습자 20인을 중심으로 설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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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가. 문헌 고찰

 본 연구는 한국무용의 댄스리터러시 핵심요인을 찾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댄스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지만, 한국무용이란 장

르로 세분화된 선행연구는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존 댄스리터러시의 개념 

교육자 교육경력 무용경력

무용교육자

한보은 21년 26년
국성하 23년 35년
무미희 12년 27년
용주혜 11년 27년
소송연 11년 19년
양수애 10년 20년
양지인 12년 27년
하예지 10년 20년
김윤정 11년 27년
성은혜 12년 22년
김연우 18년 26년

무용전공자

임상희 4년 16년
최미경 4년 15년
임효민 3년 10년
김서영

없음

8년
김나정 5년
전해수 9년
전윤호 7년
박희정 5년
김윤하 6년
윤서경 7년
김윤상 8년

<표� 22>�무용교육자�및�무용전공자�심층면담�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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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스포츠 교육학자 최의창(2011, 2018)의 개념을 기준으로 문헌 고찰 하였다. 

최의창(2011, 2018)은 댄스리터러시는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무용’의 본질을 댄스리터러시 개념으로 찾는 것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의창(2011, 2018)의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의 개념으로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무용능은 무용동작을 습득하는 기술적인 것부터 예술적 표현으로의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무용지는 무용에 대한 지식들을 이해하고, 적용, 활용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무용심은 무용에 대한 심성적 요소들을 총칭

하는 것으로 태도, 열정, 감상, 마음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국무용 연구의 전 분야(교육, 철학, 작품분석, 안무

가 생애 등)를 모두를 포함하였다. 그 중 최근 10년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유의

미한 자료인 경우 그 이전 자료들도 포함하였다. 연구 방법도 양적, 질적연구 모

두를 포함하였고, 작품분석과 같은 한국무용 의미 파악에 유의미한 자료들도 포

함하였다. 다음 <표 23>과 같이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의 개념에 따라 분류한 

세부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무용능은 한국무용 연구 중 동작, 호흡, 기본무, 

기본 동작, 교육분야의 연구이다. 무용지는 한국무용 연구 중 한국무용사, 안무, 

기록법, 호흡법, 작품, 전통춤, 민속무의 연구로 분석하였다. 무용심은 한국무용 

연구 중 철학, 인성, 정신, 정서, 원리, 사상, 문화 분야의 연구이다. 그러나 한국

무용의 특성상 무용능, 지, 심을 명확히 구분하여 논의된 연구는 없기 때문에 위 

<표 23>과 같이 세부 분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해당 개념에 유의미한 부

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와 서

울대중앙도서관의 검색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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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 분석�분야

무용능 동작,�호흡,� 기본무,�기본동작,�교육

무용지 무용사,�안무,� 기록법,�호흡법,�작품,� 전통무용,�민속무용

무용심 철학,�인성,� 정신,�정서,� 원리,� 사상,�문화

<표� 23>�문헌고찰�분석�기준�및�분석�분야

나. 심층 면담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중 하나인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의 목

적을 가진 대화(Bogdan & Biklen, 2006) 를 통해 연구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방법

으로 이는 훨씬더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한국무용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문지보다는 심층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적합하다. 

심층 면담을 통해 과거의 한국무용 전공자로서의 경험과 이후 한국무용 교육

자로서의 경험 모두에서 드러나는 한국무용의 핵심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

구 참여자들의 오랜 경험 속에 드러나는 한국무용의 핵심요인만이 아니라, 교육

자로서 경험했던 교육 내용 및 방법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반구조화된 면담

(Semi-structured interview)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20년 이상 한

국무용 전공자로서 동시에 10년 이상의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

무용에 깊이 있게 살아온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은 문헌 고찰과 전문가 회의를 바탕으로 주

요내용을 구조화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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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범주 주요내용

연구문제�
Ⅰ

한국무용소양
핵심�요인

Ÿ 한국무용을� 수행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능적� 예술표현
은�무엇인가?

Ÿ 한국무용을�이해하는데�필요한�인지적�이해는�무엇인가?

Ÿ 한국무용을�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심성적� 상태는�
무엇인가?

Ÿ 한국무용을�향유하는데�필요한�감수성은�무엇인가?

Ÿ 한국무용을�소통하는데�필요한�사회성,�문화성은�무엇인가?

연구문제�
Ⅱ

한국무용소양�
함양을�위한

�교육내용�및�방법

Ÿ 한국무용소양�함양을�위한�주요�내용은�무엇인가?

Ÿ 한국무용소양�함양을�위한�직접체험활동의�내용은�무엇인가?

Ÿ 한국무용소양�함양을�위한�간접체험활동의�내용은�무엇인가?

Ÿ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기법적� 교육� 방법(기술,� 기능,�
동작)�무엇인가?

Ÿ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심법적� 교육� 방법(정신,� 안목,�
전통)�무엇인가?�

연구문제�
Ⅲ

한국무용소양�
함양을�위한�
교육프로그램

Ÿ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구
성�원리는�무엇인가?

Ÿ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수행할� 한국
무용�활동은�무엇인가?

Ÿ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감상할� 한
국무용�작품은�무엇인가?�

Ÿ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창작하기�
방식은�무엇인가?

Ÿ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문화적으로�
소통하는�방식은�무엇인가?

<표� 24>�심층면담�주요내용�

연구문제 1번에서는 전문가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한국무용 전문가 6인으

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며, 3인은 전문예술교육전문가, 3인은 학교문화예술교

육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두 가지 다른 무용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한국무용

의 본질적인 핵심요인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문제 

2번에서 심층면담은 무용교육자 11명과 무용전공자 11명으로 총 22명 진행하였

으며 이는 한국무용 경험의 교육자와 학습자로 구분한 것이다. 모든 연구 참여

자들의 심층면담은 1-2시간 정도 진행하였으며, 대상자에 따라 1-2회로 구성되

었다. 무용교육자의 경우 일대일로 진행하였으나, 무용전공자의 경우 팀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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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로 실시하여,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줄이고, 교육 경험을 공유

하면서 편하게 자신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서 한국무용교육 경험자 22인에게 설문조사하여 한국무

용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연구문제 3번은 전

문가 회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댄스리터러시의 개념,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등을 연

구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심층 면담 전에 제공함으로써 유의미한 심층면담이 진

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 일주일 전에 본 연구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와 관련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층 면담 이전

에 다양한 방법(전화, 모임, 이메일)으로 비공식적 면담(informal interview)을 진

행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전사하여 자료 분석 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심층면담과 

그룹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다. 전문가 회의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한국무용의 핵심 요인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인해 보기 위한 연구 단계로 전문가 회의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

를 토대로 구성한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연

구 결과 도출 이후에도 연구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진

행하였다. 전문가 회의 구성원은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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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교육자 교육경력 무용경력

전문예술교육
한보은 21년 26년
국성하 23년 35년
무미희 12년 27년

학교예술교육
용주혜 11년 27년
소송연 11년 19년
양수애 10년 20년

<표� 25>�전문가�회의�구성원

구성원들은 모두 한국무용전공자로 교육기간 10년 이상, 무용경력 20년 이상, 

무용 전공 박사과정 5인, 석사과정 1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예술가를 

교육하는 교육자 3인,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교육하는 교육자 3인으로 구

성하여 한국무용의 공통적인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해석

가. 자료의 기술 단계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문헌고찰, 심층면담,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얻어지며,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자료 분석의 단계는 기술, 분석, 해석의 단

계를 거쳤다. 먼저 자료 기술의 단계는 자료 수집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체계적

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심층면담과 전문가회의 시 얻어진 녹음자료는 전사해 

놓을 것이며, 당시 현장에서 메모를 통해 자료 분석의 오류가 없도록 보완하였

다. 전사한 자료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표 26>과 같이 부호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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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방법 대상 날짜 회차

심층면담 I
무용교육자 DT

yymmdd n
무용전공자 DS

전문가회의 P
전문예술교육자 PT

학교예술교육자 ST

<표� 26>�자료수집�부호체계

본 연구의 면담, 회의 자료는 ‘경험’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기에 맥락

으로 이야기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

한 것이며, 경험의 흐름을 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은 즉석메모(face sheet)

와 면담자의 의견(interviewer’s comment)의 기록을 활용하였다. 

나. 자료의 분석 단계

 질적 연구과정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문헌 고찰 자료 분석은 스프레들리

(Spradley, 1980)의 분석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영역분석’(Domain Analysis),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먼저 ‘영역분석’(Domain Analysis) 

에서는 기존 한국무용 연구의 전체를 댄스리터러시의 여러 개념들을 토대로 분

석하였다. 이후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에서 한국무용의 연구가 댄스리터

러시의 개념 중 국내 스포츠 교육학자 최의창(2011)이 개념화한 댄스리터러시의 

무용능, 무용지, 무용심으로 구분하기 적합하다 판다하였다. 따라서 무용능, 무

용지, 무용심의 분석 기준으로 삼아 영역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의 핵심 단계이자, 의미 파악과 개념화 과정을 위한 방법으

로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다. Strauss(1987)이 제시한 개방형 코딩(Open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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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코딩(Axial coding)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코딩

(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을 통해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고, 선택적 코

딩(Selective coding)으로 세분화시켜 구분하는 작업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조건적 

매트릭스(Conditional Matrix)의 과정을 통해 다시 종합적이고, 맥락적으로 분석

을 진행하였다. 

  다. 자료의 해석 단계

 면담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발견하고, 해석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발견한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다(조용환, 2008). 월코트(Wolcott, 1994b: 

조용환, 1999 재인용)에 따르면,  해석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

해하게(understand) 하는 일’ 이라고 말한다. 스프래들리(Spradley, 1980)는 ‘기술 

분석 해석이 일련의 과정을 이루되 그 삼자간의 관계가 직선적이지 않고 순화적

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월코트(Wolcott, 1994a: 조용환, 1999 재인용)에 의

하면, 분석과 해석은 ‘상호보완적 관계(coordinated give-and-take)’ 로, ‘해석은 의

미를 보다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작업이며, 분석이 ‘비교’에 의존한다

면, 해석은 ‘비유’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더 잘 해석하여 그 의미가 잘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자

료의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참여자의 이야기를 재

검토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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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

가.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의 자료들

을 수집하여 비교하도록 하였다.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통해 현상을 여

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석하여 해석의 오류를 보완하였다(Denzin, 1989). 자

료 수집 방법으로 선택한 전문가의 무용교육 경험과 무용 전공자의 무용교육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무용교육경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의 경우 개별 또는 그룹면담을 진행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해석 오류 보완을 위해 전문가 회의, 사후 면담, 문헌 고찰 등을 통해 다각

적 시각으로 현상과 경험을 분석 및 해석 하였다. 심층면담 이전에 의미 있는 대

화가 오고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충

분히 설명하고 전달하였다. 특히 무용 전공자의 경우는 연구자와의 충분한 라포

(rapport)형성을 위하여 비공식적 면담을 통해 연구 관련 이해를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본 연구자가 도출한 결과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 타당성을 검토 받기 위한 

과정이다. 본 연구 참여자 중 일부와 연구관련 전문가를 선정(member checks)

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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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와 맥락이 잘 전달되고, 표현되었는지 자료 수

집의 적합성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Guba, 1981). 본 연구와 관련된 깊이 

있는 경험자인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결과에 유의미한 자료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에 있어 연구자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좋은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다. 동료들과의 협의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연구자이자 전문가에 의한 조언과 비평

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였다.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연구의 오류를 최소화

하고, 연구 결과를 잘 전달하기 위해 다음 <표 27>과 같이 전문가 그룹을 구성

하여 지속적인 상호 의견 교환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과 관련

된 무용교육전공 박사이자, 무용교육자로서, 무용전공자로서 수십 년간의 경력

을 토대로 실제적인 조언들을 수렴하였다. 특히 무용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

경력이 있는 전문가 구성원이기에 본 연구의 교육학적 체계를 논의하고, 연구자

의 개인적 판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율해 나갔다. 

성명 소속 본�연구와의�관련성

임성인 대학교�강사 무용교육전공�박사
홍정수 연구원 무용교육전공�박사
용주혜 대학교�강사 무용교육전공�박사
권지연 연구원 무용교육전공�박사
박인희 대학교�강사 무용교육전공�박사

<표� 27>�전문가�검토�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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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윤리 

 본 연구는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interna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통해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면담의 내용을 검토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승인 받은 내용

을 공유하고 연구 참여의 사전 동의 받도록 진행하였다. 연구 윤리 절차를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개인 경험이 담긴 심층 면담의 경우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유의미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정직한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 윤

리를 잘 지켜나가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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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본 연구는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 프로그램 구성원리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한국무용소양 함

양을 위한 구성요소는 크게 신체소양, 인지소양, 심미소양 3차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신체소양은 “호흡으로 자신의 몸을 느끼어 알게 된 것을 한국무용의 동작

으로 조화롭게 예술적인 표현할 수 있게끔 단련하는 것”을 말하며, 핵심 개념인 

‘호흡’을 하기 위해 심신감지와 동작수련의 목표를 가진다. 다음으로 인지소양

은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해 나와 타인 이해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한국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한국무용을 한국 문화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소양은 핵심 개념인 ‘안목’을 형성하기 위해 작품탐색과 전통분석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심미소양은 “한국인으로서 사회문화적으로 공감되는 

공통적 한국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한국 예술로 표현된 미학, 종교적 측

면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핵심 개념인 ‘공감’을 느끼기 위해 문화

감성과 유미표현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한국무용소양 함양의 구성요소개념은 

다음의 <표 28>과 같다.

<표� 28>�한국무용소양�구성요소

구성요소 의�미�

신�체�소�양
호흡으로�자신의�몸을�느끼어�알게�된�것을�
한국무용의�동작으로�조화롭게�예술적인�표현할�수�있게끔�단련하는�것

인�지�소�양
자신의�삶과�인생을�통해�나와�타인�이해하는�것으로�더�나아가�
한국�사회문화적�맥락에서�이해하는�것으로�한국무용을�한국�문화로서�바라보는�것

심�미�소�양
한국인으로서� 사회문화적으로� 공감되는� 공통적� 한국�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
고,�이를�한국�예술로�표현된�미학,� 종교적�측면으로�이해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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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소�양 인�지�소�양 심�미�소�양

목표 심신감지,�동작수련 작품탐색,�전통분석 문화감성,�유미표현

핵심개념 호흡 안목 감성

1. 한국무용소양의 구성요소 

가. 신체 소양

한국무용소양 함양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신체 소양은 호흡으로 자신의 몸을 

느끼어 알게 된 것을 한국무용의 동작으로 조화롭게 예술적인 표현할 수 있게끔 

단련하는 것을 말하며, 심신감지와 동작수련의 목표를 통해 이룰 수 있다. 호흡

과 관련된 한국무용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한국무용의 동작들은 기능적인 측면

만이 아니라, 호흡과 감정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김영경, 2005; 박금술, 

1982; 이경옥, 손소영, 1996; 정병호, 1985). 한국무용 동작을 수행하는 데 한국무

용 호흡을 터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동작과 호흡

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많은 시간 연구되어왔다. 한국무용 동작과 호흡의 관계성

에 대해 운동 역학적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증명하기도 하였다(김은정, 2008; 

김현애, 최영은, 2010; 나안숙, 2014; 박숙자, 2006, 2008; 박양선, 장지영, 2015; 

정희정, 김기태, 2020; 안주연, 이경옥, 2015). 호흡과 동작의 관계를 운동 역학적 

분석의 연구에서는 호흡을 들숨, 날숨의 형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한국무용 호

흡에서 말하는 감정, 마음이 담긴 개념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이와 다른 측면

으로 한국무용 호흡의 패턴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김지원, 2010; 임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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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000, 2002; 임현선, 2006; 정귀인, 2008; 정철수, 정귀인, 2007). 마지막으로 

호흡과 동작의 연관성을 감정, 마음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공미애, 1990; 김용

복, 2009; 김은정, 2007; 백정희, 전민선, 2011; 정선혜, 2013; 조남규, 오성근, 

2015). 

 이처럼 한국무용의 신체 소양에서 강조되는 핵심 개념인 한국무용 ‘호흡’은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하나로 하여 전신이 자연스러운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편안한 한국무용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핵심 개념이다. 한국무용은 ‘순환적 호흡과 한국적인 사상, 

내면의 표현’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지연, 윤수미, 2019). 

이러한 한국무용의 신체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핵심 개념인 ‘호흡’을 이해하여

야 하며, 이는 ‘심신감지, 동작수련’의 목표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심신감지는 심

신에 집중하여 나의 호흡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며, 동작수련은 한국무용 동작의 

호흡을 이해하여 호흡과 동작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심신감지는 ‘나’의 호

흡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동작수련은 ‘동작’의 호흡을 이해하는 단계적으로 발

전되는 관계성을 갖는다. 동작 수련에서는 동작의 호흡을 이해하고, 이를 동작

과 호흡을 자연스럽게 일치시키는 일종의 수련 과정을 포함한다. 신체 소양의 

핵심 개념과 목표는 다음의 <표 29>과 같다.

<표� 29>�신체�소양의�핵심�개념�및�목표

구성요소 핵심
개념 목표

신체소양 호흡
심신감지� :�심신에�집중하여 나의�호흡�찾기

동작수련� :�한국무용 동작의�호흡을�이해,�일치시키기



- 89 -

1) 심신감지 : 심신에 집중하여 나의 호흡 찾기 

 심신감지는 ‘몸과 마음을 느끼어 앎’이라는 뜻과 같이 호흡을 통해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집중하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한국무용 호흡으

로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나의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해

할 수 있다. 한국무용에서는 일상의 몸과 호흡에서 더 깊고, 섬세하게 감각을 깨

우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내 몸과 마음에 집중

하고, 한국무용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데 첫 단계이다. 자신에게 집

중하여 신체감각과 내면 흐름을 느끼어 알게 된 것들을 말한다. 

호흡과 힘은 자기 몸을 그래서 느낄 줄 아는 게 먼저여야 해. 어떻

게, 어디에 해야 힘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빠지는지. 본인이 컨트

롤을 할 줄 알아야 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교정을 해줘

도 몸이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내 몸이 굳어져서 추

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몸을 느낀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 (국성하 IDT210114p)

국성하는 자신의 몸과 호흡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숙련된 한국무용 동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한다. 이처럼 한국무용은 동작을 배우는 일이 먼저

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호흡을 느끼어 아는 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한국무용 동작은 호흡의 채움과 동시에 비움이 있고, 비

움과 동시에 채움이 있기에 멈춘 것 같아도 멈춰있는 것 같은 정중동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중동의 표현은 특히 전통춤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멈춘 동작 같지만, 호흡이 맺고, 풀고, 어르고 있는 것을 말한다(김경숙,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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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에서 호흡을 말할 때 정중동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데, 가만히 길게 

하는 게 힘들다는 거, 저렇게 자연스럽게 추는 게 어렵다는 걸 한국무용을 하다 

보면 호흡이 중요하고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 (무미희 IDT2012031m)

정중동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흠! 참는 게 아니라, 겉보기에

는 정지가 되어있지만, 내 속 안에서는 계속 에너지를 발산을 시켜야 하고, 호흡

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거든. (김연우 IDT210116y)

한국무용의 특성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다. 표준국어대

사전에 따르면 ‘조용한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이 있음.’으로 정의된다. 결국 여기

서 말하는 움직임은 바로 ‘호흡’의 에너지와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위 무미희는 

정중동이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길게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직접 

하는 것은 보이기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다음으로 김연우는 정중동

이 겉보기엔 멈춰진 것 같아서 학생들이 숨을 참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중동

은 호흡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 지속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무용이 높은 수준에 이르려면, 호흡의 채움과 비움을 

능숙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몸 전체의 감각을 깨워 하나로 어우러

질 수 있도록 이해해야 한다. 

호흡할 때 내 몸 안에서 호흡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 내 몸 안에

서 왔다 갔다 호흡하는 건데, 그걸 천천히 올리냐, 빨리 올리냐, 부

드럽게 올리냐 하는 그거의 차이지. 결국엔 내 몸 안에서 채우고, 빼

내는 것이지. (무미희 IDT2012031m)

 무미희는 호흡의 속도와 깊이를 자유롭게 다룰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

한다. 내 몸과 호흡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기반을 두어야만 한국무용 동

작을 수준 높게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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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작수련 :한국무용 동작의 호흡을 이해하고 일치시키기 

동작수련은 ‘동작을 오랜 시간 갈고 닦아 단련함’과 같이 한국무용은 동작과 

호흡을 하나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심신감지에서 자신의 몸을 호흡으로 아는 것이었다면, 동작수련은 한국무용 

동작과 호흡을 합치시키는 일이며, 호흡의 채움과 비움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정도의 갈고 닦은 수련 과정을 의미한다. 

먼저 호흡을 들숨 날숨으로 설명하고, 단전의 위치에서 호흡을 시작

하는 거라는 설명부터 시작해요. 그다음에 호흡을 맺고, 풀고, 어르

는 것을 해요. 특히 맺는 것은 그 안에서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말해

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무용은 호흡이 동작과 자연스럽게 연

결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작과 동작 사이를 호흡이 연

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동작들 사이사이 

호흡으로 이어서 하나로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양지인 IDT210120h)

양지인은 한국무용의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움은 곧 ‘호흡’에서 나오며, 특히 

동작과 동작 사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는 것이

다. 한국무용 호흡이 앞서 말한 ‘정중동’의 특성과 같이 호흡의 채움과 비움이 

서로 맞물려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한 것

이다. 그러나 한국무용 동작과 호흡을 합하는 것은 반복적인 수련 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한국무용은 ‘오랜 시간 무르익어야 함’을 강조하는 데 이는 반

복적인 수련 과정에서 오는 인내와 깨달음은 동작의 기술향상만이 아니라, 덕성

의 차원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박혜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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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 호흡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하고, 섬세한 감정

과 동작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요소이자 방법이라 생각한다. 요즘 한국

무용도 기술적인 동작을 요구하는 추세지만 테크닉 이전에 감정과 자연스러운 동

작 사이의 연결구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서 연결구가 호흡인 것 같다. 감정과 

동작 연결구는 한국무용이 가지는 가장 특별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박희주 

QPS210315JO)

박희주는 한국무용에서 호흡은 몸과 마음을 느끼고 아는 것을 시작으로 동작

과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동작과 감정, 동작과 

동작 사이를 잇는 ‘연결구’를 호흡으로 잘 이어주는 것이 숙련된 무용수의 테크

닉과 같다. 

살풀이에서 천을 뿌리는 것도 작품에서 동작으로 하면 생각보다 끝

까지 뿌리는 게 힘든 거구나 알잖아. 게다가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하

는 게 힘든 거구나 느끼게 되고, 또 가만히 있어 보였는데 동작들이 

천천히 계속 움직이는 거였잖아. 그게 결국 동작이 동작만이 아니라, 

호흡으로 해야 했던 거지. (무미희 IDT2012031m)

무미희는 한국무용은 감상했을 때 보았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단순한 동작

들이 직접 춰보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동작이 되기까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다. 한국무용 동작을 순서로 익히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표현하기까지 많은 수련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동작과 호흡을 합하

는 일인 것이다. 동작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호흡을 느끼고, 채움과 비움을 맞

물려 하기까지 반복된 수련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동작과 호흡

에 감정을 합하여 수준 높은 한국무용을 출 수 있는 것이다. 

한국무용 전통은 동작이 많이 없잖아. 그래서 한국무용이 테크닉이 

아니라, 호흡 싸움이라 할 정도로 호흡이 중요하지. 사실 동작만 설



- 93 -

명하면 한 시간에 다 끝날 수 있고,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도 

순서는 혼자 외울 수 있지. 근데 왜 전통이 어렵다고 하겠어. 동작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니까 어려운 거지. (국성하 IDT210114p)

국성하는 한국무용 호흡과 동작을 일치시키는 일은 반복된 훈련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자신 먼저 깨달아야 한다. 여기서 동작과 호흡을 합하는 것은 ‘감

정’과 연관되며, 이는 자신만의 호흡과 감정의 해석으로 동작과 호흡을 잘 합칠 

수 있다. 

한국무용은 타장르에 비해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즉, 자기

만의 것이 필요하다.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호흡이나 감

정이나 해석에 따라 춤이 아예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기술적인 연습

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지는 자신만의 것이 없다면 관객을 사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전윤아 QPS210324AH)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거랑 본인이 추는 거랑 또 다르거든. 그래서 내

가 보고 따라 해보면서 뭐가 다른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스스로 동작에서 어떻게 호흡하는 건지 깨닫는 게 제일 중

요한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보고 이해하기보다 선생님 설명만 들으

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국성하 IDT210114p)

전윤아는 한국무용 타 장르에 비해 테크닉 보다 자기만의 호흡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더해 국성하는 자신만의 표현방식을 찾아가는 것은 스스로

가 춤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김경숙(2006)은 전

통춤의 춤사위를 체득하는 과정은 첫째, 몸과 움직임 감각을 통한 이해의 단계

와 둘째, 연습 과정을 통해 이해된 춤사위에 대한 자기 확신의 과정을 거쳐야 체

득된다고 말한다. 특히 연습의 과정에서 자신만의 방식과 춤 세계관이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작수련은 ‘인내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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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통해 동작과 호흡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감정까지 함께 아우르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종합하자면 신체소양은 한국무용의 ‘호흡’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국무용에서 호흡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호흡은 동작과 감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기에 중요하다. 신체소양의 핵심적 요소인 ‘호흡’은 심신감지와 

동작수련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심신감지는 ‘몸과 마음을 느끼어 앎’이라는 뜻과 

같이 호흡을 통해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집중하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

로 한다. 심신감지를 통해 신체감각을 깨우고, 내면의 흐름을 몸과 호흡으로 느

끼어 자신의 몸을 잘 움직이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동작수련

은 ‘동작을 오랜시간 갈고 닦아 단련함’과 같이 한국무용은 동작과 호흡을 하나

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스러

움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많은 시간 단련을 통해 익숙한 상태로 만드는 수준

을 말한다. 이는 많은 시간 반복적인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호

흡, 동작, 감정 모두를 합할 수 있는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나. 인지 소양

 

 한국무용소양 함양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인지 소양은 ‘안목’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한국무용의 안목은 한국인의 정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전통문

화, 음악, 역사, 철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안목’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는 곧 한국무용 작품을 감상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인지적인 

안목’을 형성해준다. 여기서 ‘인지적인 안목’은 ‘춤을 볼 줄 아는 눈’이라는 뜻으

로 인지적인 이해를 통해 얻은 것을 말한다. 먼저 한국무용은 작품(作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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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파별’로 맥락을 이어온 특성이 있다. 물론 ‘지역적 특성’, ‘시대적 특성’에 따

라 한국무용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보다 작품 중심적(류파별)으로 발

전된 경우가 많으므로 의미가 있다. 한국무용 분야에서는 류파별 작품을 분석하

는 연구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이런 경우 인물의 인생사에서부터 분석이 시작

된다(김연정, 2017; 김형신, 윤수미, 2017; 김호연, 2018; 박진희, 2017; 백경우, 

2013; 이정민, 2020; 이종숙, 2018; 임주미, 손재현, 2018; 정혜진, 2016; 황규선, 

2018; 황희정, 2021). 인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거나, 같은 작품의 다른 류파

별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김미란, 조남규, 2016; 윤승혜, 

2021; 한소정, 윤수미, 2020). 요즘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무용수들의 작품을 발

견하고, 분석하는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강윤정, 장아남, 남수정, 맹

해양, 2018; 강외숙, 송미숙, 2017; 박인수, 2019; 송경숙, 송미숙, 2019; 이종숙, 

2018).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조선 시대 이후로는 인물별로 탐색하여 한국무

용사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해리, 2018). 최해리(2018)는 해방이후 무용

의 역사를 ‘구술사 채록’의 방법 통해 무용가의 작품과 삶과 그 시대의 기억들에 

대해 기록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작품중심적으로 한국무용을 바라본 후 이를 한

국의 문화, 철학, 역사, 종교의 확장된 관점으로 한국무용 작품을 바라보는 과정

이 필요하다. 한국무용을 더욱 넓게 한국 문화의 한 맥락으로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깊고, 넓은 문화적 안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은 한국무용의 작품들이 무용가의 삶과 시대와 분리

되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무용을 인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작품속 안무가의 삶을 이해하면서 동시의 작품의 특성과 형식에 대한 이해를 높

여야 한다. 더 나아가 안무가의 인생사를 넘어 한국의 문화(음악)와 역사, 종교,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확장적 사고가 필요하다. ‘인지적 안목’은 한국무용의 표

현을 깊이 있게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이는 ‘작품탐색, 전통분

석’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한국무용의 인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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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인 ‘안목’을 가져야 하며, 이는 ‘작품탐색 , 전통분석’의 목표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작품탐색은 작품을 통해 한국무용에 대한 안목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

다. 작품 속에는 작품의 시대와 역사, 안무가의 생애, 주제와 내용, 동작과 구성 

등에 대한 정보들을 통해 한국무용 작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해볼 수 있다. 

전통분석은 한국무용 속에 있는 사회·문화적 안목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무용 속에 있는 사회·문화적 안목은 한국무용에 깊이 연관된 전통음악과 철학

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한국무용 전반에 바탕이 되는 음악(장단, 악기 등)과 철

학(사상, 원리 등)에 대한 이해는 한국무용을 하나의 한국 문화의 맥락으로 이해

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작품탐색은 한국무용의 맥락에서 한국무용의 ‘작

품’에 대한 안목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전통분석은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한국

무용의 ‘사회·문화적’ 안목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는 단계적으로 발전되는 관계

성을 갖는다. 인지 소양의 핵심 개념과 목표는 다음의 <표 30>과 같다.

<표� 30>�인지�소양의�핵심�개념�및�목표

구성요소 핵심
개념 목표

인지소양 안목
작품탐색� :� 한국무용�작품에�대한�안목�형성하기

전통분석� :� 한국무용에�내재한�사회·문화적�안목�형성하기

1) 작품탐색 :한국무용 작품에 대한 안목 형성하기

작품탐색은 ‘한국무용가들의 삶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작품 비교를 통해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면서 한국무용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기 위

함’이다. 한국무용은 작품마다 오랜 시간 그 맥을 이어왔으며, 각자의 안무가마

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같은 살풀이라 할지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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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방류와 한영숙류는 작품구조와 표현 형식에 큰 차이를 갖는다. 또는 태평무에

서도 강선영류, 한영숙류도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류파별 비교연구는 미

적 특성, 춤 구조, 장단 비교 등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되어 왔다(국승희, 강지연, 

2006; 김은숙, 2007; 송미숙, 2013; 안병주, 홍승희, 2011; 임수정, 2012; 정성숙, 

2011; 한소정, 윤수미, 2020). 우선 겉으로 보이는 의상의 차이부터 시작하여 구

성된 장단의 차이, 동작 표현의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한국무용의 소양을 함양

하는 데 있어 작품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작품을 감상하고, 수행하는 데 있

어 필수적인 요인이다.

한국무용은 사람 대 사람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인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수되어온 것의 특성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매방류 살풀이춤을 추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추어왔느냐에 따라 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무용은 이런 

인지적인 배경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양지인 IDT210120h)

한국무용은 추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들이 담긴 춤으로서 무용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한국무용은 류파별로 춤사위

나 의복의 특징들이 달라서 개인적으로 한국무용사에서 인물에 대한 

먼저 관심을 기울여서 그 작품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전해희 QPS210315HE)

류파별 작품을 창작한 인물의 생애와 역사적 배경을 가장 먼저 살펴

봅니다. 무작정 춤의 동작을 배우기보다는 인물의 역사적 배경을 먼

저 알고 춤을 배우면 동작이 나오게 된 감정이나 흐름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고, 작품 전체를 이끌어 갈 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춤을 

춰야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춤을 춰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나진 QPS210316JI)

한국무용의 작품에 대한 이해는 곧 작품의 표현력을 높이는 것과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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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인은 한국무용이 도제식으로 전수되어왔기 때문에 춤만을 배우고, 전수된 

것이 아니라 춤에 대한 삶의 태도도 함께 전수되었기 때문에 작품의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한다. 다음으로 전해희는 무용 작품은 단순히 동작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무용수이자 안무가의 감정과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작품의 안무가

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김나진은 작

품을 배우기에 앞서 작품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탐색이 선행되

어야 작품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인터뷰 내용들에서 

언급된 ‘한국무용의 역사’라는 의미를 보통 ‘류파별 안무가에 대한 이해’로 해석

하고 있었다. 이로써 한국무용은 작품마다 배경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작품 

표현과 감상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작품은 안무가의 배경과 춤 형태에 

대한 비교는 작품의 감성적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에 대한 이해는 현재 나의 모습(현재의 시대)과 비교를 통해 

작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인물의 배경이나 이야기를 조사해보고 세월이 많이 지난 현재에도 그 이야기

들을 공감할 수 있으려면 현재 나의 이야기와 비교해보면서 생각해본다. 작

품을 이해하기 위해선 춤을 추었던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하고 같이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전윤아 QPS210324AH)

한국 춤의 역사의 변화는 사람에 따라 차이점이나 그 춤이 추어진 시대적 배

경을 생각하고 저만의 스토리를 대입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출 때와 모르고 출 때의 춤의 깊이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윤서영 

QPS210323YO)

작품에 대해 해석을 할 때는 이 작품의 안무가에 관한 내용을 찾아봅니다. 그

래도 해석이 어렵다면 내가 그 작품의 그 안무가가 되어 내 이야기를 만들어

보곤 합니다. 시대에 맞는 이해가 춤 출 때나, 춤을 보는 사람들의 주의를 집

중시킬 것 같습니다.(김윤서 QPS210322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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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아는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 안무가에 대한 탐색

을 통해 나의 삶과 비교하여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윤서영은 작

품들의 비교는 각각의 차이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작품을 이해하고, 수

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김윤서는 안무가에 대한 이해를 시

작으로 ‘나만의 이야기’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을 분석해 나갈 수 있다

고 언급하였다. 

살풀이를 할 때 한을 느껴라 하는데, 나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개

인의 감정으로 이해하라고 해. 예를 들면 작은 것부터 엄마와의 갈

등, 친구와의 갈등이 속에서 그런 오묘하고 복잡한 그런 느낌을 생각

해보면서 살풀이에 표현하라고.(한보은 IPT2011271b)

안무가의 인생사를 통해 ‘나만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

국 춤은 삶의 감성이 담겨있는 춤이기 때문이다(김윤영, 안병헌, 2012). 그러므로 

과거 안무가들의 이야기가 현재 나의 이야기로 재해석 될 수 있다고 말한 한보

은의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 작품에 대한 이해하려는 과정을 통해 한국무용 속 

철학과 사상들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무용은 삶의 이야기가 

담긴 춤이기 때문에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윤명화, 2020). 그러므로 인지적 

소양의 ‘작품탐색’을 통해 한국무용에 대한 열린 자세와 태도를 갖출 수 있다.

2) 전통분석 :한국무용 속의 내재한 사회·문화적 안목 형성하기

유홍준(2017)은 저서『안목』의 첫 시작에서 ‘안목은 미(美)를 보는 눈’이라고 

말한다. 그는 안목이 높은 사람들은 ‘예술가의 미감’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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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에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들의 작품은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갔기에 당대에 이

를 읽을 수 없는 ‘안목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 말한다. 안목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한국무용은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무용의 안목을 형성할 수 있다. 안목이 없으면 한국무용의 명

무(名舞)를 이해하기란 어렵다. 

어릴 때 명무名舞들의 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못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한국무용의 

역사나 춤의 배경이라든지 작품 속에 들어있는 사상 같은 것들을 알

고 나면 볼 줄 아는 눈이 더 생기는 것 같아. (무미희 IDT2012031m)

무미희는 한국무용에 대한 안목이 없다면 한국무용의 명무를 이해하기란 어

렵다고 말한다. ‘전통분석’은 ‘작품탐색’의 과정을 더 폭넓게 바라보는 것으로써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한국무용을 이해하여 안목을 형성하는 것이다. 문화의 사

전적 의미는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ㆍ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

다.’고 말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 06. 22). 김현숙, 권영심(2010)은 

한국전통무용은 문화, 사회적 차원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통무용교

육에서 교육자는 ‘전통적 차원’의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국

무용사에 대한 이해는 곧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홍

준(2017)은 도자기의 미(美)에 대한 설명에서 동양미술사에서는 미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대적 미감, 민족적 미감의 요소들이 집단적 개성으로 받아들이며, 이

는 더 높은 차원의 미의 관념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한국 예술 

속에는 ‘시대적 미감, 민족적 미감’의 요소가 내재하며, 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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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안목’인 것이다. 

한국무용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전통’적인것에 제일 강조하고 싶어. 우리

나라에서 춤추는 전통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춤춰왔던 것이 가장 중요하

지. 그래서 한국무용은 한국의 문화라든지, 역사 아니면 철학 같은 게 들어있으니

까, 한국무용을 배우면 한국에 대해서 춤으로 한국을 알 수 있는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 (용주혜 IST2012161j)

용주혜는 한국적인 미감을 읽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와 전통에 대

한 이해는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한다. 반대로 학교문화예술교육자들은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를 위한 한국무용 교육 경험에서는 더욱이 ‘한국 문화’와 연계하

여 이해시키고, 동기 유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윤현서, 윤혜선(2019)은 민

속춤이 가지고 있는 ‘민족 정체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성을 함

양시킬 수 있는 가치를 탐색하였다. 그러므로 특히 비전공자를 위한 한국무용을 

하나의 한국 문화로써 받아들이고, 한국적 미감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었다. 

한국 문화와 전통적 관습을 이해하여야 한다. 작품들이 언제 누구로

부터 시작됐는지 배울 수 있고, 그 사람을 주제로 공부하면 그 시대

의 철학이나 감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전윤아 QPS210324AH)

 한국무용은 한국문화와 전통적 관습이 내포되어 있어서 작품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한국무용은 한국음

악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한국음악 속에는 장단이 있는데 장단은 호흡의 흐

름(맺고, 풀고, 어르기)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국 장단은 서양

음악과 다른 리듬과 박자 구조로 되어 있다. 서양음악은 일정한 반복 형태를 가

지고 있지만, 한국음악의 장단 속에서 가락의 변화를 줄 수 있기에 같은 장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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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더라도 다양한 장단(리듬)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에 장

단과 춤이 만나면 호흡의 흐름에 따라 많은 다양한 변주 장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김경숙, 2006). 이러한 특성을 한국춤의 즉흥미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음악과 한국춤의 즉흥성은 이런 변주 장단에서 나오는 특징이다. 

 종합하자면 인지소양은 한국무용의 ‘안목’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

기서 말하는 안목은 ‘인지적인 안목’을 뜻하는데, 이는 ‘춤을 볼 줄 아는 눈’이라

는 뜻으로 인지적인 이해를 통해 얻은 것을 말한다. 먼저 작품탐색은 ‘한국무용

가들의 삶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작품 비교를 통해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구

조를 이해하면서 한국무용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한국무용은 작

품들에 의해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인물들의 삶을 통해 작품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게 한다. 다음으로 ‘전통분석’은 ‘작품탐색’의 과정을 더 폭

넓게 바라보는 것으로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한국무용을 이해하여 안목을 형성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예술 속에는 있는 ‘시대적 미감, 민족적 미감’의 요소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해 한국 예술 중 한국음악에 대한 이해는 한국무

용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한국음악에서 장단을 이해하는 것을 

한국무용을 수행하고, 감상하고, 창작하는 모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 심미 소양

  

 한국무용소양 함양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심미소양은 ‘공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한국의 공통적인 감성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

적인 감성과 정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예술로 표현된 미학, 종교적 측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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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무용은 감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용을 통

해 감성을 발달시키는 교육적 차원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공진희, 

2020; 김지현, 김형숙, 2018; 이윤정, 서희정, 2018; 성지선, 2021; 소현주, 차수정, 

2018). 이윤정과 서희정(2018)은 연기전공대학생이 한국무용경험을 통해 감성지

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무용은 한국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게 감성적 이해가 공감될 수 있으므로 교육

적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적인 감성이란 오랜 시간 한국의 문화 속에서 겪

게 되는 감성과 혹은 삶의 태도나 자세를 의미한다. 사회문화적 관습과 통념과 

같은 것을 포함하되 이보다 더 ‘감성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한국무용

은 특히 감성적인 측면이 강조된 춤이기 때문에 한국무용은 정서, 정신, 마음, 

감정 등과 같은 심미적 차원들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가 많다(김경은, 2015; 이

미영, 2010; 이나연, 조욱상, 2016; 임지희, 윤미라, 2019; 정란, 2008; 최원선, 

2014). 김경은(2015)은 미국 대학생의 한국춤 경험은 한국의 철학과 정신을 배울 

기회였으며, 이와 함께 정서 함양을 통해 마음과 정신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

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은 한국무용은 한국인의 정서, 한국의 문화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무용의 소양을 함양하

기 위한 심미소양은 한국인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공통감을 이해하는 것을 말

하며 ‘문화감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는 한국무용은 삶 속에서 느끼는 감정

들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들을 나의 인생 속에서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유미표현’을 통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얻은 감성들을 학문적, 예술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한국적 감성을 더 넓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간이다. 심미

소양의 ‘공감’은 ‘문화감성’과 ‘유미표현’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무용

의 감성을 공감하여 예술적인 표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무용의 

심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핵심 개념인 ‘공감’을 느껴야 하며, 이는 ‘문화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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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표현’의 목표를 통해 이룰 수 있다. 문화공감은 한국무용의 감성을 개인적, 

문화적으로 공감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무용의 감성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것

은 한국무용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한국무용에 대한 자세와 태도같은 것을 의미

한다. 다음 문화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한국무용을 문화의 한 맥락으로 바라보며, 

한국 전통건축, 전통음악, 전통의상 등 다른 전통 문화들을 통해 공감하는 것을 

말한다. 유미표현은 문화감성에서 느낀 것을 토대로 나의 예술적 감성을 한국무

용을 통해 표현하여 공감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감성을 한국무용을 통해 

표현하는 것은 한국무용 감성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이 필요하므로 한국무용의 

예술 표현에 대한 이해와 표현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감성은 한국

무용의 감성을 개인적, 문화적으로 공감하는 것이라면, 유미표현은 문화감성에

서 공감한 것을 바탕으로 나의 예술적 감성을 한국무용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

는 것으로 이는 단계적으로 발전되는 관계성을 갖는다. 심미 소양의 핵심 개념

과 목표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심미�소양의�핵심�개념�및�목표

구성요소 핵심
개념 목표

심미소양 공감
문화감성� :� 한국무용의�감성을�개인적,� 문화적으로�공감하기

유미표현� :� 나의�예술적�감성을�한국무용의�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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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감성 :한국무용의 감성을 개인적, 문화적으로 공감하기

 흔히 말하길 연륜이 들어야 춤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적당히 나이 든다고 

춤이 되는 것이 아니다...일생을 몸부림쳐 천신만고 끝에 나오는 결과가 명무

다.(진옥섭 <노름마치>, p.50)

 한국무용을 볼 줄 알고, 출 줄 알려면 인생의 연륜이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한국무용의 멋과 맛을 아는 것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적용하여 본다면 한국무용이 가진 감성을 공감할 수 있다. 

현재의 모습과 인생을 담아 추는 게 하나의 한국무용인 거잖아요. 크

게는 한국무용을 전통문화로 볼 수 있고, 작게 보면 개인의 삶들인 

거죠. 그래서 한국무용은 테크닉적으로 가르치기가 힘든 것이죠. 한

국무용은 그 당시의 삶을 표현했던 거, 우리 일상생활을 표현했던 거

니깐요. (소송연 IST210116s)

한국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나의 상황으로 끌어당겨서 나

의 것으로 재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한국무용이라는 거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심적인 거, 그래서 만들어진 몸의 습관, 

그때 만들어진 동작이었다면, 그걸 현대화를 시켜서 그 아이의 삶 속

에서 풀어서 낼 수 있게 끔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용주혜 IST2012161j)

소송연은 한국무용은 좁게 보면 개인의 삶을 표현한 것이며, 넓게 보면 한국 

문화가 담긴 춤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용주혜는 자신의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예술교육의 첫걸음이며, 한국무용을 통해 과거의 시대를 마주하여 공감해 

볼 수 있다. 한국무용에서 나를 마주하고, 과거 선조들의 시대를 마주하면서 우

리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무용교육은 인성 

함양의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김경숙, 2012; 박지선, 2020; 박혜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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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창, 박혜연, 신주경, 2012). 박혜연(2013)은 한국무용의 심성교육 내용으로 

지성, 감성, 덕성, 영성 차원으로 크게 구분한다. 지성적 차원에서 사상관은 한국

무용의 철학과 사상관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감성적 차원을 통해 

나의 감정을 알고,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며, 덕성적 차원은 개인(인내, 무욕)과 

사회(배려, 겸손)가 가지는 태도와 자세를 말한다. 이처럼 문화감성은 ‘나의 감

정을 마주하고, 이해하며 동시에 한국무용을 통해 공감하고 표현하는데 적용하

기 위한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대신 아이들은 한국무용과 창(昌)을 통해 전통적인 효(孝), 인의예지

같은 것들을 자세와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소송연 IST210116s)

본인 작품을 할 때 보면, 무용에 대한 태도가 안 갖춘 애들은 기능적

인 측면에 머물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잘하려면 그게 ‘마음가짐’인 

거 같아요. 내가 작품에 임하는 태도가 얼마나 진실 되는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가 하는 게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표현 하는데 필요한 

자질 같아요. (양지인 IDT210120h)

한국무용 동작만 가르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이 없

어지게 해. 그래서 선생님 설명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 동작의 겉모습

은 따라 하더라도 새로운 것에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능력이 떨어지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동작 안에 있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

는 자세를 갖는 게 우선 중요한 것 같아. (국성하 IDT210114p)

그러므로 소송연은 한국무용에 내재한 사상에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양지인은 한국무용 교육 경험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와 열정과 같은 마음

가짐을 배우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국성하는 준비된 자세

와 태도를 넘어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스스로 돌이

켜 반성하고, 탐구하는 사고를 통해 자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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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내가 이러한 감정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타인이 날 바라

보았을 때 내가 그러한 감정을 지니는지 모르고, 공감하지 못하면 그

것은 진정한 한, 흥, 멋, 신명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보아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이 가장 먼저 필

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김나진 QPS210316JI)

김나진은 한국무용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한다. ‘공감’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 지어 볼 수 있겠다. 첫째, 나

를 이해하는 진실한 마음(몰입, 집중)과 둘째, 타인을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겨야 

하며, 셋째, 한국무용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열정이 필요하다. 한국무용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배우게 되는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하는 자세와 진

심과 정성으로 임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한국무용의 신체 소양에서 요구되는 한

국무용 호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려는 마음(진심)과 깨달음을 위해 인내

하는 자세(정성) 심미 소양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무용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들이 잘 반영이 된 거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 문화가 있잖아, 더

불어 사는 거. 농악 같은 거라든지 축제나 굿 속에 있는 춤 같은데 

이런 감정이 녹아 있는 거 같아. 특히 아이들을 가르칠 땐 한국인의 

정서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 어른 공경하고, 배려하고, 공동체 의

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르치려는 레퍼토리와 

연결이 되어야겠지. (용주혜 IST2012161j)

더 나아가 한국무용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춤의 형태(단체무, 농악, 굿 

등) 속에 담겨있다. 용주혜는 한국의 공동체 문화 모습에서 배려와 존중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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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감성은 한국무용 경험을 통해 한국무용 내재한 진심, 

정성, 배려, 존중의 개념들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2) 유미표현 :나의 예술적 감성을 한국무용으로 표현하기

 유미표현은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미학적, 예술적, 종교적, 철학적 측면에

서 바라보며 이를 한국무용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무용은 종교적, 

철학적 사상과 심미관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 무용 교육에서 

인성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특히 유교적 사상과 심미관이 반영된 궁중정

재를 통해 인성을 함양함의 목적으로 한국무용을 제안하고 있다(김경숙, 2013). 

또한 유교적 사상과 심미관은 한국무용의 동작과 작품의 구조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상 ‘선생님 그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 항상 ‘정성스럽게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 정성은 보면 한국무용에 있는 예(禮) 이런 거

랑 비슷할 것 같애. 우리가 예(禮)를 드린다 할 때, 공손하게 하고 마음을 다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예(禮)를 중시하는 유교적인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김연우 IDT210116y)

한국무용을 배우면서 소위 말해 예절을 배운다든가, 공경, 유대관계, 사회성 같은 

걸 배우게 되는 건 한국무용 속에 담긴 의미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의미들이 

한국무용 동작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

에 그러지 않나 생각했어. (한보은 IPT2011271b)

김연우는 교수자가 한국무용 동작을 설명할 때 예(禮)를 강조한 의미의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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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많이 사용함이 드러났다. 다음으로 한보은도 한국무용 동작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유교적인 사상이 담긴 의미들을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무용에서 

유교의 사상과 심미관은 궁중정재나 종교의식무용에 많이 내포되어 있다. 박지

선(2017)은 개인의 인성함양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유교의 종교의식무

용인 일무를 통해 인성 교육의 가치를 제안한다. 한국무용은 ‘조화로운 자연스

러움’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기에 감성적인 미(美)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조화’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여 균형적인 동작을 표현하는 조화와 한국무

용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감성(한과 흥, 해학과 풍자)이 주는 조화로움을 이해하

는 것을 말한다. 

한국무용에서 가장 대표할 감성 두 가지는 한과 흥이지. 근데 이게 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 한 안에서 흥을 표현하고, 흥 

안에서 한을 표현하는 거라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하고, 또 이 둘을 잘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 같아. 두 감정의 어우러짐이 한국무용의 묘미인데, 이걸 잘 

알고 표현해 낼 줄 알아야 해. (국성하 IDT210114p)

마음가지고 춤춰라, 춤을 보면 너가 보여란 말을 하잖아. 몸하고 마

음을 같이 해라. 한국무용할 때 디딤새 한다고 하잖아. 바르게 서 있

고, 마음을 너가 다 써라. 너의 몸을 다 써라. 너의 몸과 마음에 집중

해서 해. 몸이랑 마음을 합치해야한다고 얘길하는 것같애. 한국무용 

호흡, 그건 생각없이 할 수 없잖아. 호흡과 동작과 감정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합치는 게 중요한거지. (무미희 IDT201231m)

한국무용 감정은 절제, 한 이런거 난 감정을 가장 강조를 하거든. 신

명, 흥, 한을 희노애락이모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잖아. 살풀이에

서도 보면 난 한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쁨으로 승화시킨다고 생각

하거든. 그게 한국무용의 특성인 것 같아. 되게 반대되는 감정들이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 (김연우 IDT21011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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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성하는 한국무용에 있어 ‘감정의 조화’를 중요하다고 말한다. ‘감정의 

조화’란 한국무용 작품에는 서로 반대되는 감정들도 서로 어우러져 있기에 이를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다. 다음으로 김연우도 ‘감

정의 조화’를 언급하는데, 이는 ‘한’이라는 감정은 희노애락과 같이 다양한 감정

들이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무미희는 한국무용에서 ‘호흡, 

동작, 감정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호흡, 동작, 감정의 조화’란 한국무

용은 호흡과 동작과 감정이 하나로 조화롭게 물 흐르듯이 될 정도의 경지에 오

르는 것을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무용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이는 ‘감정의 조화’와 ‘호흡, 동

작, 감정의 조화’를 말한다. 한국무용에서는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한국무

용 최고의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심미소양은 한국무용을 ‘공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무용

의 감성을 공감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감성과 유미표현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문

화감성은 ‘나의 감정을 마주하고, 이해하며 동시에 한국무용을 통해 공감하고 

표현하는데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문화감성은 세 가지 의미를 가

지는 데, 첫째, 나를 이해하는 진실된 마음(몰입, 집중)과 둘째, 타인을 이해하려

는 진심이 담겨야 하며, 셋째, 한국무용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열정과 같은 자세

와 태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유미표현은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미학적, 예술

적, 종교적, 철학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한국무용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

한다. 한국무용은 ‘조화로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기에 감성적인 

미(美)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조화’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여 균형적

인 동작을 표현하는 조화와 한국무용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감성(한과 흥, 해학

과 풍자)이 주는 조화로움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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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

 한국무용 댄스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한 구성요소는 크게 신체소양, 인지소양, 

심미소양으로 구분되었다. 신체소양은 호흡으로 자신의 몸을 느끼어 알게 된 것

을 한국무용의 동작으로 조화롭게 예술적인 표현할 수 있게끔 단련하는 것을 말

하며, 심신감지와 동작수련의 목표를 가진다. 다음으로 인지 소양은 ‘안목’에 대

한 이해를 갖기 위함으로 한국인의 정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전통문화, 음

악, 역사, 철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인지적인 안목’

은 인지소양은 작품탐색과 전통분석의 목표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심미소양은 

‘공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한국의 공통적인 감성

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개인적인 감성과 정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

의 예술로 표현된 미학, 종교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감성과 유미표

현의 목표를 통해 함양될 수 있다. 

 세 가지 차원(신체소양, 인지소양, 심미소양)의 각 목표들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은 다음 <표 32>와 같다. 신체소양은 ‘호흡’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심

신감지와 동작수련’의 목표를 가진다. ‘심신감지와 동작수련’의 목표는 ‘호흡, 동

작, 표현, 조화’의 내용을 통해 이해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인지소양은 ‘안목’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작품탐색과 전통분석’의 목표를 가진다. ‘작품탐색과 전

통분석’의 목표는 ‘음악, 철학, 역사, 전통’의 내용을 통해 이해시킬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심미소양은 ‘공감’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공감과 유미표현’을 의 목표

를 가진다. ‘문화공감과 유미표현’의 목표는 ‘태도, 감정, 감성, 미학’의 내용을 

통해 이해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이 각 소양의 목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다음의 내용에서부터 설명하겠다. 신체 소양의 교육 방법을 정

리하자면 다음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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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한국무용소양의�교육�내용�

핵심
개념 목표 내용

신체소양 호�흡
심신감지
동작수련

호흡 곡선적인�호흡의�흐름을�알아가기

동작 기능적인(맺고,�풀고,�어르고)�동작의�호흡�배우기

표현 호흡의�효과�표현하기

조화 호흡과�움직임을�조화롭게�하기

인지소양 안�목
작품탐색
전통분석

음�악 한국음악의�특성을�통해�한국무용�이해하기

철�학 철학사상을�통해�한국무용의�원리를�인지하기

역�사 역사를�통해�한국무용의�배경�분석하기

전�통 전통문화와�연계를�통해�한국문화의�특성�해석하기

심미소양 공�감
문화감성
유미표현

태도 한국무용을�배우는�자세�갖추기

감정 한국무용의�다양한�감정의�순환을�느껴보기

감성 한국무용을�한국의�문화적�감성으로�받아들이기

미학 한국무용의�미학적�감성으로�깨닫기

가. 신체 소양 교육 내용

1) 호흡 : 곡선적인 호흡의 흐름을 알아가기

 한국무용소양 함양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신체소양은 호흡으로 자신의 몸을 

느끼어 알게 된 것을 한국무용의 동작으로 조화롭게 예술적인 표현할 수 있게끔 

단련하는 것으로 심신감지와 동작수련의 목표를 가진다. 한국무용 신체소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

고자 한다. 한국무용 호흡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호흡, 동작, 표현, 

조화의 내용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호흡은 ‘한국무용 호흡 흐름의 형태인 곡선적인 호흡을 이해하는 것’과 

구성요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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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한국무용 호흡은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다(박미영, 박선영, 오율자, 2010). 이처럼 멈추어도 멈추지 않은 것처럼 한국무

용의 호흡은 곡선의 형태로 흐른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굴신에 관해 설명

할 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물리적으로 높낮이의 변화만이 아니라, 호흡

을 채우고, 비우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이 서로 반대되는 호흡이 같이 이뤄지면서 곡선의 형태가 나오며 호흡의 굴

곡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굴신을 할 때 단순히 ‘무릎을 구부린다.’는 

느낌이 아닌 발의 압(힘), 무릎이나 하체의 호흡을 누를 때 상체의 호흡이 함께 무

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당기는 호흡의 힘을 주면서 서로 반대되면서 에너지

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갈 때 호흡에 곡선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

해요. (양수애 IDT210406n)

 양수애는 무릎을 펴는 것(허벅지 근육을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아래로 내

려가(발바닥이 땅을 누르는)는 호흡을 하여 호흡이 꽉 찬 느낌을 주어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한국무용 춤을 말할 때 ‘무겁다’라는 의미는 호흡이 주는 

서로 밀어 당기는 과정에서 생긴 무게가 바로 에너지이다. 호흡의 무게는 일어

날 때도 위로 솟는 방향과 동시에 반대되는 아래로 내리는 방향의 발바닥 디디

는 힘을 주면 올라와야 하며, 내려갈 때도 단전에 힘(배꼽을 끌어올리며)을 주면 

아래로 내리(엉덩이/골반을 무겁게 눌러앉는)는 방향과 동시에 정수리와 양팔

(겨드랑이) 호흡을 양옆, 앞뒤를 당기면서 내려간다. 노자는 자연의 순환성에 대

해 ‘죽음에는 새로운 삶이 있고, 복에는 화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

듯 자연은 자생성을 가지며 스스로 순환구조를 가지는 데 곡선의 운행 법칙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무용에 있어 노자의 순환성은 호흡의 곡선 형태를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무용의 미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손인영, 2014).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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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무용 호흡은 한꺼번에 휙 일어서도 한번 훅 앉지 않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것은 바로 호흡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반

대되는 호흡이 서로 당기는 상태가 아니라, 곡선의 형태로 맞물려 흘러가는 것

이다. 

잔걸음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냥 막 빨리 달려가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하고 있는데 

잔걸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힘을 확 빼는 것도 안 되고 하니까 학생들이 어

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높낮이를 두면서 잔걸

음을 하라고 얘기해요. 호흡이랑 같이 굴신을 하면서 곡선의 오르락내리락 처럼

요. (최예진 IDT210116j)

빠른 잔걸음을 할 때 호흡을 잡고 있다거나, 확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

의 곡선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높낮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가 가르치는 걸 돌이켜보면 가장 한국무용이라고 생각하는 건 발

디딤이라고 생각해요.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호흡으로 먼저 접근하

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잖아요. 3단 보법에서 뒤꿈치를 먼저 디디면

서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안쪽을 조이면서 무릎까지 조이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걸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호흡을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발디딤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호흡이 되어야 하는 걸 자

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양지인 IDT210120h)

호흡은 기본적인 한국무용 호흡과 발디딤, 굴신 등과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

다. 위 양지인의 의견처럼 한국무용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특징적인 것은 바로 

‘발디딤’이다. 한국무용의 발디딤은 뒤꿈치부터 발등, 발가락의 순서로 땅에 디

디며 나아가는 걸을 말한다. 발디딤을 하면서 나아갈 때 호흡의 흐름은 직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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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호흡이 곡선의 흐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다. 

2) 동작 : 기능적인(맺고, 풀고, 어르고) 동작의 호흡 배우기

 동작은 ‘한국무용 동작의 호흡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이

전 호흡의 교육 내용에서 호흡을 곡선적 흐름을 가지고 형태를 이해했다면, 동

작의 교육 내용에서는 동작의 호흡인 맺고, 풀고, 어르는 내용을 통해 동작의 호

흡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무용은 동작의 테크닉 보다는 호흡이 중요하며, 

호흡의 맺고, 풀고, 어르는 동작과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맺고, 풀고, 어

르는 동작의 호흡을 사용하는 것은 감상자에게 절제미를 제공할 수 있다. 동작

의 교육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호흡을 맺고, 풀고, 어를 때에 호흡을 조심스럽

게, 또는 정성스럽게 사용하는 것이다. 

호흡을 여러 번 맺어 내리는 동작이 있잖아. 그걸 어린 학생들일수록 어려워하는 

게 한 번에 확 호흡을 빼버리기 쉬워서 더 이상 맺을 호흡이 없는 거야. 호흡을 조

절하고, 절제하는 게 능숙하게 안 되니까 그런 맺고, 풀고, 어르고 하는 걸 어렵다

고 느끼는 것 같아. (김윤정 IDT210312y)

김윤정의 경험처럼 동작의 호흡(맺고, 풀고, 어르는)을 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

일수록 호흡과 동작이 자유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동작의 내용에서 자신의 호흡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을 이해야 할 

것이다. 

호흡을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에서 풀어질 때 좌우새가 되는 거잖아. 이게 어르는 



- 116 -

건데, 특히 여기서 풀어질 때 나눠가며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풀어낼 때 아래 

방향으로 호흡이 풀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남은 호흡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야 한

다고 말해주거든. (김연우 IDT210116y)

김연우는 한국무용 동작의 호흡은 절제를 통해 테크닉이 발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절제는 호흡이 한 번에 들이마시거나, 내쉬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박미영, 박선영, 오율자, 2010). 표준 국어사전에서 절제미의 사전적 의미

는 ‘정도에 넘지 아니하고 알맞은 가운데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뜻한다. 호흡의 

쓰임이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맺고, 풀고, 어르는 테크닉을 발현하

는 것이 한국무용 호흡의 특성이다. 

 동작의 호흡을 맺고, 풀고, 어르는 것은 호흡의 강도와 길이와 관련된다. 홍

은주(2012)는 진도북춤에서 나타나는 맺음의 호흡 기법을 들숨 맺음, 날숨 맺음

으로 구분하고, 호흡의 강도와 길이의 변화에 따른 호흡 크기와 세기의 변화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처럼 동작의 호흡(맺고, 풀고, 어르는)은 호흡의 강도와 길이

에 차이로 완성할 수 있겠다. 한국무용에서 절제는 즉흥적인 재미를 줄 수 있다. 

호흡의 흐름을 맺었다, 풀었다, 어르다 하는 기교 있는 사용을 통해 감상자들은 

호흡의 흐름에 집중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윤승혜, 2021).

3) 표현 : 호흡의 효과 표현하기

 표현은 ‘한국무용 호흡의 효과를 이해하여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

한다. 한국무용은 화려하고, 따라 하기 어려운 동작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동

작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무용의 작품을 볼 때 손끝 호흡, 발끝 호흡, 

시선 호흡 등과 같이 작은 동작 하나로도 한국무용의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태평무는 왕비가 추는 춤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크지 않지만, 무게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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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작들 속에서 손끝을 펼치는 동작, 겉치마 한 겹을 낚아채는 잡는 동작, 큰 

치마폭 사이로 버선코 발끝을 보이는 동작들로 아름다움과 흥미를 느낄 수 있

다. 이와 같은 맥락이 바로 한국무용의 호흡이며, 호흡은 작지만 큰 효과를 주는 

것이다. 

호흡을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나면 손, 발, 머리, 코끝 호흡들이 중

요하다고 알려줘. 특히 전통춤에서는 별거 없이 치마만 탁 잡는다던가, 발끝을 확 

든다든가 하면서 장단과 맞물리게 하면 그게 재미거든. 그래서 옆에서 악사들이

랑 공연할 때는 서로 그 박자를 호흡이랑 딱 떨어지게 맞추려고 많이 연습하는 거

지. 또 공연에서는 즉흥적으로 그 박을 늘렸다, 맺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호흡의 마무리는 손끝, 발끝까지 섬세하게 쓸 줄 아는 건 거 같아. (국성하 

IDT210114p)

국성하는 한국무용 호흡을 이해하고 나서는 호흡을 섬세하게 쓰는 것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무용은 작은 동작 하나로 무대를 채워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에너지 있게 채우려면 바로 호흡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영숙류의 태평무와 승무에서는 손끝 호흡이 중요한데, 상체 중심적인 한영숙

류의 특성상 손끝의 호흡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윤승혜, 2021). 

또한 태평무는 발끝의 호흡으로 빠른 장단에 맞춰 겹발사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발끝 호흡을 장단과 감정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한국무용 호흡의 효과로 호흡을 길게 늘려서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승무에서 처음 염불장단의 동작은 엎드린 자세에서 상체를 천천히 끌

어올리거나, 양팔을 들어 올리거나, 양팔을 어깨에 메는 등과 같이 하나의 동작

을 6박으로 늘려서 한다. 한 동작을 길게 하는 것으로 6박을 채우는 것은 무용수

의 마음을 집중하며 호흡을 다스리며 조심스럽게 하는데(김옥순, 2011), 이것이 

바로 호흡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다. 호흡에 집중하여, 다스리듯 길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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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올라가는 동작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관객의 시선과 집중을 끌어당긴다. 

살풀이할 때 수건을 잡기 위해서 오래 내려가서 어르잖아요. 별 동작은 아니지만, 

그 동작에서 한이 느껴지고, 무용수의 호흡이 느껴지면서 뭔가 긴장감을 준달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양지인 IDT210120h)

양지인은 한국무용은 화려하지 않아도 호흡의 깊이를 깊게 길이를 길게 늘이

는 것이 묘미이며, 이는 한국무용 호흡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무

용은 무대에서 화려한 동작이 아니더라도 호흡이 섬세한 작은 동작과 잦은 호흡 

효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호흡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다.

4) 조화 : 호흡과 움직임을 조화롭게 하기

 

 조화란 ‘한국무용의 호흡과 움직임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을 말한다. 한국무용은 호흡과 동작이 합하여 하나와 같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한국무용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서 제

시한 호흡, 동작, 표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만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자

연스러움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 동작에 있어 여러 신체의 동

작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며, 둘째, 호흡과 동작, 더 나아가 감정 

표현이 함께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먼저, 첫 번째 자연스러움이란, 상체와 

하체의 속도, 에너지 등을 균형 있게 하여 동작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수

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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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은 만약 팔을 감으면서 굴신을 한다고 하면 양옆, 위, 아래

만이 아니라, 앞뒤의 호흡도 같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수록 이

해하기 어렵다는 말 같아요. 뭔가 전신을 모두 같이 균형 있게 올리

고, 내리면서 양옆으로 팔을 올리고 내려야하니까. 그게 한국무용만

의 매력이자, 또 배울 때 어려운 이유 같아요. (김윤정 IDT210312y)

 김윤정은 서로 다른 방향의 동작을 하나로 자연스럽게 추는 것이 한국무용

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오른팔은 위로 감고, 왼팔은 아래로 감는 

동작을 할 때, 양팔의 속도를 맞추면서 감고, 팔을 감는 속도에 맞게 동시에 굴

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초보자일수록 서로 다른 방향의 동작을 동시에 수행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이는 많은 연습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

으며, 숙련된 이후에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된

다. 

 다음으로 둘째, 호흡과 동작, 더 나아가 감정표현이 함께 조화를 이룬 상태

를 말한다. 한국무용의 가장 높은 수준의 숙련자들은 호흡과 동작, 감정 세 가지

가 완벽히 조화를 이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연습 시간 이외에도 자신

의 호흡으로 자신만의 춤추는 방식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최미연, 2007). 

제 경험을 뒤돌아보면 호흡, 동작, 감정들을 내 것으로 하는 일이 힘

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춤을 추라고 하시잖아요.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추니까, 춤 같지 않다고 하는 말이 내 것으로 만드는 시

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예지 IDT2100523r)

하예지는 춤을 배우는 과정을 지나 나만의 춤을 추려면 호흡과 동작, 감정이 

하나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나만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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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종합하자면 한국무용 신체소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며 이를 이해하

기 위한 교육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무용 호흡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동작의 호흡, 동작, 표현, 조화를 이해하여 한국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호흡은 ‘한국무용 호흡 흐름의 형태인 곡선적인 호

흡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호흡의 교육 내용에서는 기본적인 

한국무용 호흡과 발디딤, 굴신 등과 관련하여 이해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동작

은 ‘한국무용 동작의 호흡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호흡의 단계

에서 곡선적인 호흡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동작의 단계에서는 동작의 호흡인 맺

고, 풀고, 어르는 것의 내용을 통해 한국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 표현

은 ‘한국무용을 호흡의 효과를 이해하여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한국무용은 화려하고,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동작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무용의 작품을 볼 때 손끝 호흡, 발끝 호흡, 시선 호

흡 등과 같이 섬세한 동작과 호흡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조화는 ‘한국무용의 호흡과 움직임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내

용을 말한다. 동작에 있어 여러 신체의 동작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과 호

흡과 동작, 더 나아가 감정이 함께 조화를 이뤄 표현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신

체 소양의 교육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신체�소양의�교육�내용

핵심
개념 목표 내용

신체소양 호�흡
심신감지
동작수련

호흡 곡선적인�호흡의�흐름을�알아가기

동작 기능적인(맺고,�풀고,�어르고)�동작의�호흡�배우기

표현 호흡의�효과�표현하기

조화 호흡과�움직임을�조화롭게�하기

차원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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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지 소양 교육 내용 

1) 음악 : 한국음악의 특성을 통해 한국무용 이해하기

 한국무용소양 함양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인지 소양은 ‘안목’에 대한 이해하

기 위함으로 한국인의 정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전통문화, 음악, 역사, 철

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안목은 ‘인지

적 안목’을 의미하며, 작품탐색과 전통분석의 목표를 가진다. 본 절에서는 인지

적 안목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지적 안목

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역사, 전통, 철학, 음악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한

다. 

 음악은 ‘한국무용의 호흡을 이해하고, 표현해내는 데 있어 장단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한국음악은 서양음악과 다른 박자 개념과 악기별 

음색에 대한 이해가 작품을 표현하거나 감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장단은 음악

의 리듬이며, 장단을 세는 기본 단위는 박이라고 한다. 장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

로 길고 짧은 박들의 조화를 말하며, 특히 장단은 변주가 많은데 민속춤, 무속

춤, 농악과 같은 음악에서 즉흥적 변주가 많다. 장단도 지방과 음악의 종류에 따

라 그 명칭이 달리 불리고 있다. 한국음악의 변주가 바로 한국무용의 멋과 흥, 

신명을 주는 요인이 되며, 장단에 맞게 호흡의 길이도 변형을 주면서 추어야 한

다. 반면 궁중음악이나 정악, 가사 등 양반들이 즐기는 음악의 경우는 변형이 거

의 없거나 크지 않았다고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의 장단은 기본 3박과 

4박이 가장 많으며, 첫 박을 강하게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장구 장단

의 경우 쿵 더러러러와 같이 첫 박을 강하게 가고, 뒷 박을 울림으로 하는 경우

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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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은 울림이 있다가 딱 맺거나, 먹는 음이 있다가 다시 쿵 하고 첫 박이 크게 시

작하기도 하잖아요. 장구나 북 같은 타악기도 그렇고, 가야금이나 해금도 그렇고, 

아니면 대금이나 피리 같은 관악기도 그렇고 울림이 있는 것처럼. 호흡의 흐름이 

장단에 같이 흘러가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 장단도 계속 흘러가고 이어지잖아

요. (최예진 IDT210116j)

최예진은 한국무용 호흡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장단을 알고 있으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수월하다고 말한다. 장단에 있는 박의 길이에 따라 호흡의 길이를 

달리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장단에 대한 이해와 변주된 

기본 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호흡의 강약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춤을 추게 된다. 

어르신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한국무용을 안 하셨던 분들인데도 춤이 나오

고 호흡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의 동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표

현하도록 했더니 자연스럽게 한국무용(스럽게) 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요. 그런데 아이들은 전통무용이 굉장히 낯설어했어요. 제가 수업을 창(昌)이랑 

같이했거든요. 아이들은 가요 리듬에는 익숙하면서 창(昌) 음색에는 낯설어했어

요.  (소송연 IST210116s)

무용 교육자인 소송연은 서양음악에서 박자의 개념과 한국음악의 박의 개념

이 달라서 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 장단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있는 경우에 한국무용 호흡을 비교적 수월하

게 할 수 있다. 장단과 호흡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장단에 대한 종류와 

이해를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 123 -

2) 철학 : 철학사상을 통해 한국무용의 원리를 인지하기

철학은 한국무용의 인지적 안목을 갖기 위해 한국무용 속에 담긴 철학을 이

해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무용 동작의 원리, 작품의 구조와 구성 속에는 철학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적 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무용의 특성을 알고 안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천인합일, 음양오행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춤동작 속에 있다고 느껴

지는 게 조화롭게 추어야한다고 말할 때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 같아

요. 매번 애매모호하게 ‘굴신할때 끌어올리는 호흡을 가지고 내려가

라’라고 말하는데 음양오행 같이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룬 자연

의 모습들을 설명해주면 조금 더 이해한다고 할까, 좀 더 나아지더라

고. 그리고 의상 색들 속에 오방색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색이 있잖

아요. 아이들한테 의상 사진이나 한국 문양들 속에 색들을 보여주면

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 같아

요. (김윤정 IDT210312y)

 김윤정은 한국무용 동작을 이해시키는 데 인지적인 설명은 빠른 이해를 돕

는다고 말한다. 교수자의 주관적인 설명(경험 기반)으로 호흡과 동작 원리에 대

해 전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 어렵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인지적인 설명

은 추상적인 호흡의 원리를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 전달력을 높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궁중정재의 움직임들은 음양오행의 순리, 순응, 순행에 

따른 움직임을 통해 ‘이치’를 강조한 것으로 우리는 ‘균형미’를 느낄 수 있다. 오

른쪽을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이치들을 순응, 순행함을 보여주는 것

이 음양오행이다. 여기에 더해 앞, 뒤, 오른쪽, 왼쪽의 방향을 균형적으로 움직인

다(김경숙, 2013). 즉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분명하게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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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같은 동작을 하게 된다. 이는 이치의 조화와 순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

에게나 균형적인 것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처용

무>의 ‘좌선회무’는 왼쪽을 먼저 도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자연의 질서를 역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는 악귀를 쫓는 가면무의 목적이기 때문에 순

행, 상생보다는 역행하여 다스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황경숙, 배성한, 2009). 이처럼 한국무용의 호흡과 감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동

양철학 사상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다른 예술 장르와 연계하여 이

해해볼 수 있겠다. 한국무용 안에 담긴 철학 사상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동작의 

원리에서부터 작품의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어서 중요하다. 

3) 역사 : 역사를 통해 한국무용의 배경 분석하기

 

 역사는 ‘인지적 안목을 형성하기 위해 한국무용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관

련된 내용을 말한다. 한국무용은 한국 민족의 춤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 흐름

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한국무용사는 지역적 특성, 류파별 특

성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무용은 한국이 가진 독특한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춤의 양식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어떠한 춤을 배울 때에는 그것과 관련된 한국의 역사, 

철학,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춤동작을 배우기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주혜 QST210406j)

 용주혜는 비전공자를 위한 한국무용 수업에서는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한국 

춤을 바라보는 것이 선행되고, 이해되는 것이 학생들의 참여와 집중도를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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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국무용은 일제강점기 시대 이후부터는 인물(才人)들을 중심으로 한

국무용의 맥을 이어왔다. 역사의 교육 내용은 ‘한국무용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

으로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비교하여 대표적 작품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을 말한다. 그렇기에 한국무용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류파별 한국 춤

을 비교하여 보는 데 가치가 있다. 이와 함께 시대별, 지역별로 다른 점을 비교

하여 본다면 한국무용의 감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살풀이는 대표적

으로 이매방류 살풀이, 한영숙류 살풀이가 있으며, 박금슬류 대구홍춤, 최선류 

호남살풀이 등 다양한 살풀이가 있다. 살풀이 춤은 굿에서 비롯된 음악과 춤 형

식을 가져온 전통춤이기에 지역마다 지방 굿에 있던 일종의 ‘수건춤’들을 일컫

는다. 그러나 수건춤은 입춤, 굿거리 춤, 즉흥 춤과 혼용되었지만 수건을 무구

(舞具)로 사용한 춤으로 범위를 구분해 볼 수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34호로 

지정된 안성향당무(안성수건춤)는 수건춤의 종류만 40여 종에 이를 만큼 체계적

으로 발전되어왔다(송미숙, 2017). 다양한 형태의 살풀이춤(수건춤)을 통해 한국

무용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각자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살풀이춤의 특성을 이해

해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궁중정재는 시대별로 조금씩 다른 변화를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고려 시대부터 이어온 당악정재였던 작품이 당악정재와 향악정재의 구분이 

모호해졌던 시기인 조선 후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당악정재의 특

징인 죽간자의 등장이 조선 후기에는 향악정재에서도 보이는 등 큰 구분 없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고려 시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당악정재가 조

선 전기, 후기에 와서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창작 가능한 제작기반이 형성되었

기 때문이다. 조선 시기에는 왕권 강화를 위한 목적인 향악정재가 많이 창작되

었다. 이외에도 민속무용이나 민간설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궁중정재도 많아졌

으며, 이는 ‘검무’, ‘처용무’ 등이 그러하다(성기숙, 2005). 이처럼 한국무용의 종

류(궁중정재, 민속무용, 종교무용, 창작 무용)별과 시대(삼국시대, 고려 시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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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별로 변화를 비교하여 볼 수 있겠다. 

4) 전통 : 전통문화와 연계를 통해 한국문화의 특성 해석하기

 전통이란 ‘한국무용을 한국의 전통문화와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무

용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한국무용에서 가슴을 안고 춤추는 것, 발 돋음새를 너무 높지 않게 하는 것 등이 

한복의 복식의 형태와 전통적 어법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요즘 한국무용 수

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추는 시간보다는 레오타드, 티셔츠, 타이즈 등

을 입고 추는 시간이 많아서 한복의 가슴 말기, 저고리의 동정이 맞물리는 고름, 

속치마와 겉치마 등의 한복을 이해한다면 한국무용의 몸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이다.  (양수애 IDT210406n)

예를 들어 양수애는 한복(의상)의 형태에서도 한국무용 동작이 갖는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며, 넓은 치마폭을 활용한 춤사위를 이해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 전통 건축, 미술, 공예, 문학 작품들을 통해 한국무용이 가지는 미적 특

성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유홍준(2017)은 저서『안목』

(p.28)은 <조선경국대전>에서 한국의 궁궐 건축에 대한 정도전은 “검소하면서도 

누추한 데 이르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러운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검이불루 화이불치’의 미학은 건축만이 아니

라 이는 한국의 미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과 어울림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는 점에서 주변과의 조화, 그리고 여러 독채 사이와의 조화를 중요시한다

는 점에서 한국무용에 드러나는 미학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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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을 보더라도 서양의 교회나 성당처럼 하늘 

위로 향하거나 솟구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절을 살펴보면 지붕이 모두 아래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느

낌과 한국무용의 느낌을 이어서 생각해본다면 점프를 하더라도 하늘

에 닿기 위한 점프보다는 점프 후 굴신을 하며 더 아래로 누르는 무

게감이 중요하다. 이렇듯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무용의 몸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수애 IDT210406n)

김금재(2010)는 서원의 구조적 특성은 장소별로 구분되어있으면서 동시에 각 

장소는 전체의 조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구조이다. 서원은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서 크고 화려한 위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절제와 조화로운 형식미를 가지

고 있다. 또한 각 공간의 개체들이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화로움에 

기반한 구조는 천인합일사상과 음양오행사상을 근거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가장 안쪽에 선현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은 예악사상을 통한 예(禮)를 갖춘 형식

적, 구조적 공간의 배치에서 드러난다. 또한 서원 맨 앞에는 홍살문이 있어 서원

의 위엄과 질서를 보여주는 형식이 나타난다. 이렇듯 전통 음악과 전통 건축에

서도 조선 시대의 유교 미학이 주는 미학적 가치를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와 같

은 맥락에서 한국의 ‘전통’들을 통해 한국무용의 미와 형태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종합하자면 한국무용 인지 소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목’이며 이를 이해하

기 위한 교육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한국무용의 안목을 갖기 위한 교육 내용으

로는 음악, 철학, 역사, 전통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음악은 

‘한국무용의 호흡을 이해하고, 표현해내는 데 있어 장단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

된 내용을 말한다. 한국음악은 서양음악과 다른 박자 개념과 악기별 음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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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가 작품을 표현하거나 감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 철학은 한국무

용 속에 담긴 철학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동작의 원리, 작품의 

구조와 구성 속에 철학이 담긴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철학적 배경

을 이해하는 사고확장의 방법을 통해 한국무용의 특성을 이해하여 안목을 형성

해줄 것이다. 세 번째, 역사란 ‘한국무용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역사적 흐름

을 이해하고, 비교하여 대표적 작품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에 한국무용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류파별 한국무용을 비교하는 데 가

치가 있다. 동시에 시대별, 지역별로 다른 점을 비교하여 본다면 한국무용의 감

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전통이란 ‘한국무용을 한국의 전통문화와 연

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무용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한

국의 전통 건축, 미술, 공예, 문학 작품들을 통해 한국무용이 가지는 미적 특성

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인지 소양의 교육 내용을 정리하

자면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인지�소양의�교육�내용

핵심
개념 목표 내용

인지소양 안�목
작품탐색
전통분석

음�악 한국음악의�특성을�통해�한국무용�이해하기

철�학 철학사상을�통해�한국무용의�원리를�인지하기

역�사 역사를�통해�한국무용의�배경�분석하기

전�통 전통문화와�연계를�통해�한국문화의�특성�해석하기

차원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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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미 소양 교육 내용 

1) 태도 : 한국무용을 배우는 자세 갖추기

 

 한국무용소양 함양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심미 소양은 한국적 감성에 대한 

‘공감’을 갖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한국의 공통적인 감성을 뜻하

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개인적인 감성과 정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예술

로 표현된 미학, 종교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감성과 유미표현의 목

표를 통해 함양될 수 있다. 한국무용 심미소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공

감’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무용의 한국적 공감을 갖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태도, 감정, 감성, 

미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태도’는 한국무용을 배우는 자세이자, 마음가짐을 말하며, 진심으로 이해하

려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더 나아가 한국문화 속에서 강조되는 예(禮)에 대

한 의미가 한국무용 동작으로 표현된 것과 같다. 한국무용 동작과 호흡을 이해

하는 데도 ‘정성, 공손, 진심’과 같은 의미들을 강조하는 데 이는 한국문화 속에 

깊이 내재한 감성과도 같다. 

외국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칠 때 예를 들자면, 선, 후배의 관계, 존댓

말, 인사, 무용 수업에 들어오기 전 옷을 잘 입고, 머리를 잘 빗고, 

스튜디오를 깨끗하게 하는 등 예의범절과 몸가짐, 마음가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이 현대무용 하는 외국 친구들에게는 새

롭게 다가오는 부분이다. 준비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준비가 춤을 출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게 되는데 이부분도 한

국무용 교육의 일부분이라 생각한다. (최예진 IDT21011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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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한국무용을 하는지, 왜 하

고 싶은지, 어떻게 해야 잘 출 수 있는지에 대해 본인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동작하는 것에 최선

을 다하고 정성스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상미 

QDT210408m)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춤이라는 것은 기계처럼 매

번 똑같이 출 수 없고 그날의 몸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 또 같은 날

이라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달라진다. 춤을 출 때 정성을 다하는 마

음가짐에 대해 강조하는 편입니다. (최미래 QDT210415r)

최예진과 임상미는 한국무용 수업에 있어 준비 과정(마음가짐과 자세, 태도)

에서부터 한국무용을 알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한국무용은 예전부터 도제

식으로 전수되어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이 준비 과정(마음가짐과 태

도)에 대해 강조되었다. 또한 한국무용 동작과 호흡을 설명할 때도 정성스러운 

마음, 공손한 자세 등을 언급하게 되는 것처럼 동작을 출 때도 한국적인 감성이 

묻어난다. 

2) 감정 : 한국무용의 다양한 감정의 순환을 느껴보기

 한국무용은 다양한 감성들을 이해했다면 이를 하나로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감정’은 한국무용 속에 있는 한과 흥, 해학과 풍자, 신명과 멋과 같이 서

로 다른 성격의 감정들이 한 작품 속에 서로 순환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흐름

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풀이춤에도 여러 가지 장단들이 하나의 작품 

속에 있다. 느린 장단부터 빠른 장단에서 다시 느린 장단으로 마무리하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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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구조에서 다양한 감정표현이 가능하다. 

한국무용에는 희노애락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한가지 감정만 가지고 끝나

지 않고 어우러져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춤출 때는 다양

한 감정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질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효리 QDT210410h)

임효리는 한가지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감정이 한 작품 속에서 조화를 이루도

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음양오행에서 음양은 서로 다른 성질의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감정에도 서로 다른 성격의 감정들이 

춤과 호흡, 감정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김지원(2020)은 한국무용 속에 

나타나는 한, 신명, 해학, 풍자 등의 예술적으로 표현되는 미적 현상의 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한국무용은 맺고-풀음의 구조 속에서 한과 신명은 상반되는 

모순적 관계이지만, 한의 맺음과 신명의 풀음이 상생과 조화 속에서 맺고 풀음

의 풀이 과정이 드러난다. 그렇기에 한의 맺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의 

풀음을 통해 긍정적 상태로 풀어내는 것이 한국무용 살풀이춤의 특성이라고 말

한다. 이처럼 한국무용 작품은 전체 흐름 속에서 한국무용 감정의 특성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감정을 지나 풀어내고,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 하나의 사건(이야기) 

중심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내적 심리 상태(감정)가 주제가 된다. 이정진(2012)도 

한영숙류 살풀이춤에 내재한 한과 신명의 구조를 분석한 연구로써, 이중구조(맺

힘과 풀림, 음양)와 회복구조(손상-회복)가 순환구조, 역동 구조를 통해 순환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상반된 성격이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한국 고유의 

정서이며,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살풀이춤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

한다. 그렇기에 한국무용은 감정의 풀어내는 과정인 순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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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성 : 한국무용을 한국의 문화적 감성으로 받아들이기

‘감성’은 한국무용 속에 담긴 한국문화 속 태도나 마음가짐(배려, 공동체 문

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한다. 단체무용을 하면서 함께 맞춰가며 배려하는 마

음을 배울 수 있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한국무용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공손, 

정성, 진심, 진실한 마음을 배울 수 있다. 특히 학교문화 예술교육에서는 한국무

용 속에 담긴 의미(예의, 공손, 배려, 공동체 등)들을 강조하여 가르친다. 한국무

용을 문화의 맥락으로 바라보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윤현서, 윤혜선(2019)은 초등학생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민속춤 프로그램 모형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민속춤의 

교육적 가치로 1) 전통문화의 이해, 2) 역사의식 함양, 3) 공동체 의식 함양, 4) 

문화 의식 형성, 5) 무용의 미적 체험의 5가지로 꼽았다. 또한 공통적인 학습 내

용으로 다루었던 민속춤은 강강술래, 탈춤, 소고춤 등 단체무용 작품이 중심이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들이 잘 반영이 된 거 같

아.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 문화가 있잖아, 더불

어 사는 거. 농악 같은 거라든지 축제나 굿 속에 있는 춤 같은데 이

런 감정이 녹아 있는 거 같아. (용주혜 IST2012161j)

한국무용 동작에도 그러하듯 한국무용 작품에서도 한국문화와 생활 속 태도,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 용주혜는 농악이나 굿에서 비롯된 춤을 보면 함께 나

누고 배려하는 감성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전통무용은 생활양식, 풍속, 신앙, 

전설, 속담 등의 전승 문화의 하나(정병호, 1992)이기에 한국무용 속에서 한국인

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정란(2008)은 한국 전통춤이 아동 정서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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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 전통춤이 감정 정서 발달에 있어 자신감, 책임감, 

참을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감정을 이해하고, 조정하고, 표현하는 

지표에서는 상당한 발달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한국무용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것과 전통문화로서 공감하고, 받아드리는 것

을 배울 수 있다.

4) 미학 : 한국무용의 미학적 감성을 깨닫기

‘미학’이란 개인적 감성이 예술의 미적 감성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

과의 공유가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성

으로 전달하여 관객에게 춤의 의미를 전달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쉴러(Friedrich von Schiller)의 미적 교육론(1795)에서 인간은 감각적 충동의 

자연성을 가진 존재가 일정한 형식이 있는 미의 세계를 지나면서 인간의 본능과 

충동이 조절되고, 순화되면서 도덕의 세계로 안내한다고 말한다. 도덕의 세계로

의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미의 세계는 정신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미의 형식을 

지켜나가는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쉴러의 의견처럼 미의 세계는 미의 

형식이 존재하기에 자유로운 감각적 상태를 미의 형식에 맞게 표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학이란 개인적, 한국의 문화적 감성을 미의 형식에 

맞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무용에서는 의식으로부터 기원한 춤이 있고, 종교적인 개념과 결합한 춤

이 있다. 그런 의미를 모르고 감상하거나, 춤을 춘다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특히 한국무용은 그런 의미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고, 동작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전해희 QPS210315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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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희는 한국무용은 종교적 사상관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말

한다. 그렇기에 한국무용을 배울 때 종교적 사상과 상징적 의미와 한국 종교예

술이 가지는 미의 형식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삶의 철학을 한국무용으로 표현된 부분이 많은데, 한국무용에

는 여백의 미, 절제미, 단순미, 자연미 등이 내재 되어있다. 한국에서

는 참는 것, 겸손한 것, 화려하지 않은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는 문화

이다. 이런 한국인의 감성들이 한국 춤에서 여백의 미, 절제미, 단순

미, 자연미와 같이 드러나는 것 같다. (전윤아 QPS210324AH)

정적인 동작들이 많아 유교적 절제미와 연관성을 갖고 이해할 수 있

을 것 같다. 종교적인 무용에서만이 아니라 유교적인 사고관이 한국

무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임효리 QDT210410h)

위 전윤아, 임효리는 한국무용은 시대적 사고관이나 관습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교와 관련된 사상과 자세가 함의된 작품이나 동작들이 많다고 

말한다. 한국 종교와 문화에 내재한 사상관은 한국무용의 절제미, 여백미, 단순

미, 자연미 등 미적 개념을 형성하게 하였다. 한국무용 속에 있는 절제미, 여백

미, 단순미, 자연미 등의 미적 개념을 형성하는 형식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만의 

표현방식에 관해 탐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종합하자면 한국무용 심미소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며 이를 이해하

기 위한 교육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무용의 공감 형성을 위한 교육 내

용으로는 태도, 감정, 감성, 미학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첫 번째, 태도

란 한국무용을 배우는 자세이자, 마음가짐을 말하며,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에서부터 시작된다. 더 나아가 한국문화 속에서 강조되는 예(禮)에 대한 의미가 

한국무용 동작으로 표현된 것과 같다. 한국무용 동작과 호흡을 이해하는 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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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공손, 진심’과 같은 의미들을 강조하는 데 이는 한국문화 내재한 감성과

도 같다. 두 번째, 감정이란 한국무용 속에 담긴 한국문화 속 태도나 마음가짐

(배려, 공동체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한다. 한국무용을 문화의 맥락으로 

바라보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만 집중하지 않고, 한국무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

의 감정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것과 전통문화로서 공감하고, 받아드리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세 번째, 감성은 한국무용 속에 있는 한과 흥, 해학과 풍자, 신명

과 멋과 같이 서로 다른 성격의 감정들이 한 작품 속에 서로 순환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무용은 감정의 풀어내는 과정인 

순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서로 다른 성격의 감정들이 춤과 

호흡, 감정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미학이란 개인적 감성이 예

술의 미적 감성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공유가 가능한 형태로 표현

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성으로 전달하여 관객에게 춤의 의

미를 전달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한국의 문화적 감

성을 한국무용이 가진 미의 형식에 맞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미 소양의 

교육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심미�소양의�교육�내용

핵심
개념 목표 내용

심미소양 공�감
문화감성
유미표현

태도 한국무용을�배우는�자세�갖추기
감정 한국무용의�다양한�감정의�순환을�느껴보기
감성 한국무용을�한국문화의�감성으로�받아들이기
미학 한국무용의�미학적�감성으로�깨닫기

차원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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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방법

 한국무용 댄스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한 구성요소는 크게 신체 소양, 인지 소

양, 심미 소양으로 구분되었다. 세 가지 차원(신체 소양, 인지 소양, 심미 소양)의 

각 목표를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첫째, 신체 소양은 ‘호흡’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심신감지와 동작수련’의 목표는 ‘곡선, 절제, 여백, 조화’의 내용을 

통해 이해시킬 수 있다. ‘곡선, 절제, 여백, 조화’의 내용은 ‘감각깨움, 자기탐색, 

호흡이음, 완급조절, 심신조화, 표현유도’의 방법으로 다뤄질 수 있다. 다음으로 

인지 소양은 ‘안목’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작품탐색과 전통분석’의 목표는 

‘음악, 철학, 전통, 역사’의 내용을 통해 이해시킬 수 있다. ‘음악, 철학, 전통, 역

사’의 내용은 ‘비교설명, 지역구분, 감상제공, 사고확장, 장단해석, 음색분석’의 

방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미소양은 ‘공감’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감성과 유미표현’의 목표는 ‘예의, 수용, 순환, 승화’의 내용을 통해 이해시

킬 수 있다. ‘예의, 공감, 순환, 승화’의 내용은 ‘자기문답, 감응유도, 사례제시, 

흐름설명, 감성공유, 체화반성’의 방법을 통해 다뤄질 수 있다. 정리해보자면 다

음 <표 36>과 같다. 

<표� 36>�한국무용소양의�교육�방법

신체�소양�방법 인지�소양�방법 심미�소양�방법

감각깨움 장단해석 자기문답

자기탐색 음색분석 감응유도

호흡이음 사고확장 사례제시

완급조절 비교설명 흐름설명

심신조화� 지역구분 감성공유

표현유도 감상제공 체화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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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체 소양 교육 방법 

1) 감각깨움

 한국무용소양 함양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신체 소양은 호흡으로 자신의 몸

을 느끼어 알게 된 것을 한국무용의 동작으로 조화롭게 예술적인 표현할 수 있

게끔 단련하는 것으로 심신감지와 동작수련의 목표를 가진다. 한국무용 신체 소

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무용 호흡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동작의 호흡, 동작, 표현, 

조화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호흡의 내용은 ‘한국무용의 호흡을 이

해하기 위해 호흡 흐름의 형태인 곡선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호흡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려는 방법은 감각깨움과 자기탐색을 들 수 있다. 감

각깨움은 ‘호흡의 흐름을 통해 신체 감각을 감지하고, 깨우는 것’이다. 접촉 즉

흥 장르에서는 호흡의 감각을 시작점으로 하여 움직임의 흐름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두 사람이 즉흥을 할 때 서로의 등을 기대어 상대의 호흡을 느끼면서 

움직임으로 발전시키고 연결해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감각깨움을 통

해 호흡의 들숨, 날숨으로 신체 곳곳의 감각을 채우고 비우는 것을 느끼는 것이 

첫 시작이다.

제 호흡을 학생이 느낄 수 있도록 등이나 배에 손을 직접 갖다 댈 수 있도록 하여 

호흡을 눈(시각)으로 아닌 손(촉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요. 이럴 때 학생의 등

에는 제 손, 제 등에는 학생의 손이 서로 닿아있게 해서 서로의 호흡을 느낄 수 있

도록 해요. 학생의 호흡이 거칠거나 속도가 맞지 않을 때 등은 다시 호흡을 천천

히 하며 차근차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 상대의 호흡을 느낄 수 있으면

서 동시에 내 호흡을 찾고, 그곳의 감각에 집중하여 느끼려고 하면서 호흡으로 채

워지고, 빠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양수애 IDT21040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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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애는 터칭을 통해 직접 감각을 느끼고, 호흡을 채우고 비우는 것에 대한 

상상이 가능하도록 설명하고, 신체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 신체 부분별로 집중하

여 호흡을 채워나가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유주영(2020)은 몸에 밴 지식

은 어떻게 가르쳐지는가? 에 대해 운동 감각적 앎의 교수·학습과정 탐색한 연구

에서 운동감각을 교수-학습하려는 방법으로 교감적 터칭, 모방적 미러링, 상상적 

쉐도잉, 서사적 워딩을 활용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여기서 말하는 교감적 터칭

에서 ‘터칭’은 행위자가 알고 있는 ‘축적된 공감각(느낌)’이 타자에게 가장 빠르

게 전달과 습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았다. 촉각으로 감(感)을 전달하는 

것은 시청각의 경로보다 빠르며, 왜곡의 정도가 덜하다. 그렇기에 티칭에 있어 

터칭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교육 방법에 대한 활용이 높았다고 말한다. 이처럼 

무용에서도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각적 앎은 가장 빠른 것이 촉각을 사용하

는 방식일 것이다. 그렇기에 무용에서 몸의 감각을 깨우고, 호흡을 느끼는 ‘감각

깨움’은 교사가 터칭의 방식을 통해 전달-습득되야 할 것이다. 

2) 자기탐색

 한국무용 호흡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호흡 흐름을 찾는 것이 바로 자기탐색

이다. 자기탐색은 ‘나만이 가진 호흡의 흐름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저는 이 공간을 채운다고 설명해요. 나의 기운으로 채운다거나 아니

면 공기를 느끼면서 춤을 추라고 해요. 그것도 안 되면 물속에서 움

직인다고 생각해보라고 해요. 물속에서는 팔 하나 들고 하는 움직이

는 게 물살 때 매 그냥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무게감? 에

너지? 이런 걸 설명해줘요. (김윤정 IDT21031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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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호흡과 감각이 내 안에서 감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

어 김윤정은 공간에 따라, 동작에 따라, 작품에 따라 자신의 호흡을 탐색하고 분

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저는 한국무용의 특징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몸의 흐름, 

동작의 흐름, 장단의 흐름, 작품의 흐름을 모두 하나로 잘 합칠 줄 

아는 것이 좋은 실력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나의 호흡의 흐름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한국무용 동작이 나올 거고, 장단의 흐름과 작

품의 흐름에 따라 호흡을 조절하면 멋진 한국무용을 추는 방법 같아

요. (김나진 QPS210316JI)

김나진은 한국무용 호흡의 특징은 흐름이며, 그 흐름을 이해하기 전에 자신의 

호흡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후에 호흡을 작품

과 음악 등의 흐름에 맞춰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

로 접촉 즉흥에서는 상대방의 호흡과 나의 호흡의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데 이는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 교감을 통해 조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흐름(Flow)의 순간

을 맞이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흐름(Flow)은 몰입과 같이 완전하게 집중

한 상태를 말한다. 다음 단계로는 합일(Unity)의 상태로 접촉 즉흥에서는 타인과 

일체감을 통해 연결된 상태를 말한다. 최상철(2008)은 접촉 즉흥의 8가지 구성요

소(자극, 감지, 반응, 교감, 조화, 흐름, 합일, 창조)들은 타인과의 호흡 흐름을 일

치시켜 창작해나가는 접촉 즉흥에서만이 아니라, 한국무용에서도 접촉 즉흥의 8

가지 구성요소는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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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흡이음

 호흡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감각은 감각깨움과 자기탐색을 통해 알

게 되었다면 다음은 ‘절제와 여백’의 내용을 ‘호흡이음과 완급조절’을 통해 호흡

을 기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무용은 처음 동작이 시작되고, 끝나는 마

지막 동작까지 하나의 호흡으로 간다고 말할 정도로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게 

계속 호흡을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호흡이음이란 동작과 동작사이 연결구를 

말하는데, 전 동작과 다음 동작 사이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나가는 것을 말

한다. 그래서 동작들이 나열되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점프 동작에서 뛰었다 떨어질 때 굴신과 함께 떨어지는 호흡을 받

아준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다음 동작의 호흡을 준비하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한국무용은 뛰는 동작을 하더라도 착지가 사뿐하게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이유는 호흡을 받아주어 발바닥과 무릎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수

영, 2021). 

이 숨(호흡)은 끝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대의 연결된 호흡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춤이 한국무용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

떠한 동작들이든 천천히 그 흐름을 익혀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호흡이 생기고 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가

르쳐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성은혜 IDT210406s)

성은혜는 한국무용 호흡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해서 채우고, 비우는 호

흡을 하면서 동시에 다음 호흡의 채움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은 음악의 리듬

감인 장단 흐름에 맞출 수 있다. 호흡이 장단과 함께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맺

고, 끊고, 어르는 다양한 호흡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로 팔을 들어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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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내는 동작을 할 때 한 번에 들고 감아서 푸는 것이 아니라, 1박을 쪼개서 호

흡과 함께 이어서 들고 또 박을 쪼개서 풀어내려야 한다. 이를 선으로 표현하자

면 직선을 그리면서 팔을 드는 것이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면 올라가는 것과 같

다. 한 번에 동작의 포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즈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을 채우는 것이 바로 ‘호흡’인 것이다. 정경화(2020)는 강선영류 태평무 도

살풀이 과장의 호흡유형에 따른 춤 구조 분석을 임학선의 호흡 표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임학선의 호흡 표기법은 호흡의 유형인 ‘들숨, 날숨, 멈춤’을 표기하

고, 이에 더해 춤 구조 분석을 한다. 춤 구조 분석은 춤사위 유형(팔체, 학체, 궁

체), 춤사위 구조, 춤기법 범위(맺음, 어름, 풀음), 춤기법 구조, 동작선의 흐름(점, 

선, 원) 등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강선영류 태평무 도살풀이 과장

에서 동작선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점-맺음’에서 시작해 ‘선(직선과곡선)-어름과 

풀음’을 거쳐 마무리 ‘선(원)-풀음’에서 ‘점-맺음’으로 맺는 순환구조임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무용에서 호흡은 한 동작에서도 계속 순환적으로 비움과 채움

을 끊이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맺고, 풀고, 어르는 등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 

표현력과 연결된다. 

4) 완급조절 

 호흡의 완급조절은 ‘호흡으로 동작 사이를 잇는데 필요한 호흡의 강약을 주

는 기술(맺고, 풀고, 어르기)’을 말한다. 호흡의 완급조절은 장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정에 영향받을 수 있다. 한국 악기들의 장단에도 울림, 떨림, 맺음

이 있으며, 엇박자란 장단도 있다. 악기들의 특성과 장단에 특성에 따라 한국무

용 호흡도 이와 함께 맺고, 풀고, 어르기를 할 수 있다. 장단과 함께 이해하는 것

은 인지 소양에서 깊이 있게 다룰 것이며, 본 장에서는 신체 소양의 관점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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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자 한다. 호흡의 맺고, 풀고, 어르는 것은 호흡의 힘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살풀이춤에서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맺은 

다음 풀어내는데 이를 좌우로 어르면서 풀어 내려가는 것이다. 좌우로 풀어 내

려갈 때는 발바닥의 힘을 좌우로 무게를 옮겨가는데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것

이 중요하다. 

동작이 따로따로 각각 끊어지거나, 나열된 느낌이 아니라 하나로 이

어진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동작과 동작 

사이를 잇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의 동작을 할 때도 점과 점을 연결

해야 한다~ 곡선을 그리듯이 해라라고 해요. 아니면 왜 어린아이들

이 한글 처음 알고 나서 책 읽으면 한 글자 한 글자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읽는 게 실력자가 하는 것이라

고 말해줘요. (임상미 QDT210408m)

팔 감는 게 중요한데 그걸 설명할 때 어깨, 팔꿈치, 손목을 나눠서 

설명해요. 손끝까지 하나하나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하나하나 

10단계로 나눠진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한 번에 확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말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럼 애들이 쉽게 알아

듣더라고요. (양지인 IDT210120h)

 앞서 언급한 호흡이음과 완급조절을 통해 임상미는 한국무용 동작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전공자들은 한국무용이 자연스

러운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호흡이음과 완급조절을 통해 수준 

높은 표현에 이를 수 있다. 호흡이음은 호흡을 통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잇는 

것을 말한다면, 완급조절은 호흡의 기술들(맺고, 풀고, 어르는)을 통해 호흡에 리

듬감을 생기게 하고, 표현력을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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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신조화

  심신조화는 ‘자연스러움은 호흡과 동작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일치시키고, 

상체와 하체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한다. 

반복 연습 및 깨달음 혹은 감정의 절제 또는 하체에서 뻗어 나오는 

부드러운 힘. 한국무용에서는 특히나 느린 동작들이 많이 나타나는

데, 이 동작들을 할 때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와 

동작을 ‘읽는 시간’ 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깨닫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동작을 할 때 내가 현재 느껴지는 감정, 신체

의 느낌, 음악이 주는 감성 등을 생각하며 추다 보면 절제되고 단순

한 동작이지만 더 전달력이 큰 동작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내포하게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최예진 IDT210116j)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일치시키는 일은 많은 시간의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최예진은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일은 나의 호흡을 이해하고, 동

작을 수행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시간을 통해 얻은 일종의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몸에 체화되었기에 의식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

타나는 동작을 말한다. 또한 최예진은 동작을 수행하는 데 동작과 감정, 호흡 등

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일은 표현을 전달하는 에너지가 최대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로 일치시키는 일은 수없이 많은 반복 연습과정을 

통해 얻은 일종의 깨달음과도 같으며, 춤추는 자신에 대한 최고의 몰입상태와도 

같다. 박선희(2021)는 무용수의 몰입은 고도의 집중, 심신의 일치 등을 통해 이

룰 수 있으며, 심리적 집중상태를 넘어 신체적 자기지각과 동작 수행에 대한 자

신감과 즐거움과 같은 요인들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신체적 

자기지각은 자신감과 같은 내적 동기부여를 높여주어 공연 몰입도를 높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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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 만큼 몰입의 상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지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심신의 조화는 곧 몰입의 상태로 만들어주며, 몰입

은 무용수에게 최고의 표현력을 가져오게 함으로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 

스스로 이해하고, 반복 연습을 통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유주영(2020) 

운동 감각적 앎의 교수·학습 과정 탐색한 연구에서 운동감각을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로 모방적 미러링 방법에서 1) 분절화-타자화 과정, 2) 통합화-자기화 과

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분절화-타자화는 나(I)의 움직임을 타자화(me)하

여 지각하는 것이며, 동작들에 대해 각 부분을 나누어 바라보고 분석하는 과정

을 말한다. 다음으로 통합화-자기화 과정은 타자화(me)되고, 분절화하여 알게 된 

3인칭적 앎(knowing)을 다시 자기화(i)하여 통합화된 움직임을 하는 것(doing)으

로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심신조화의 단계는 통합화-자기화 과정과 

관련이 있다. 동작 하나하나를 배우고, 수련하는 것을 넘어 깨달은  것을 자신 

안에서 통합하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유주영(2020)의 

연구처럼 통합화는 자기화가 기반을 두어야 하기에 무용에서도 자신이 얻은 깨

달음이 기반이 되어야 심신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6) 표현유도

 표현유도는 ‘동작 수련 단계를 넘어 한국무용의 미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여 

작품의 분위기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호흡과 동작의 자연스러운 수

준까지 이르고 나면 한국무용만의 미를 표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가 된

다. 곡선적인 호흡의 원리(채움과 비움의 연속)부터 시작하여, 팔감기, 발디딤 등 

한국무용 동작은 곡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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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는 이러한 한국의 문화에 관해 설명할 때 한국의 의복(저고리, 치마흐름의 

곡선, 버선코) 지형(산의 능선), 건축(처마 끝), 정문화 등을 이야기하며 곡선의 미

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한국무용에서 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들숨과 날숨이 우리 몸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연습시켜 봅니다. 이후 간단한 

한국무용 동작(굴신과 감기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며 발목, 무릎, 어깨 팔꿈치 손

가락 등 온몸 마디마디가 곡선의 형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용주혜 

QST210406j)

이에 용주혜는 한국문화 여러 곳에서 ‘곡선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무용 동작의 원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윤승혜

(2021)는 한국 전통춤의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특성요소를 탐색한 연구에서 전

통춤인 태평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가 무형문화재인 태평무는 예능 보유

자 인정에 관하여 심사 기준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기 위한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전통춤 무형문화재의 심사 기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실기 능력의 심사 지표는 ‘전통에 근거한 표현’과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적 완성도와 기능적 숙련도, 

전통적인 예술표현은 표현유도와 같이 ‘동작 수련 단계를 넘어 한국무용의 미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여 작품의 분위기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의 

예능 보유자와 같은 전문가 수준에서는 표현유도와 같이 신체적, 심미적 조화를 

이룬 완성도 높은 예술적 표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전통춤들은 류파

별로 요구되는 특성이 다르므로 각자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

다. 예를 들어 강선영류, 한영숙류 태평무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로 나누어 특성

을 비교하였는데, 공통으로 ‘호흡, 발동작, 절제미’의 특성이 있었다. 이와 다르

게 기교가 요구되는 부분이 강선영류는 전개부에서, 한영숙류는 종결부에서 다

채로운 동작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공통

으로 마지막 종결부에서 강선영류 태평무는 호흡 조절을 통한 ‘절제 속 흥’을 표

현하는 것이며, 한영숙류 태평무는 다양한 동작의 표현을 ‘절제를 통한 단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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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본다. 두 류파별 태평무의 종결부에서는 가장 심

도 있는 예술적 표현인 절제를 기반한 흥, 단아함을 표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표현유도와 같이 가장 조화로운 완성도 높은 상태가 요구되는 것

이자 작품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최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한국무용소양 중 신체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

육 방법은 크게 6가지로 제안한다. 먼저 호흡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은 

‘감각깨움과 자기탐색’을 들 수 있다. 감각깨움은 ‘호흡의 흐름을 통해 신체감각

을 감지하고, 깨우는 것’이다. 자기탐색은 ‘나만이 가진 호흡의 흐름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동작과 표현’의 내용을 ‘호흡이음과 완급조절’

을 통해 호흡을 기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호흡이음이란 동작과 동작사이 

연결구를 말하는데, 전 동작과 다음 동작 사이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나가

는 것을 말한다. 호흡의 완급조절은 ‘호흡으로 동작 사이를 잇는데 필요한 호흡

의 강약을 주는 기술(맺고, 풀고, 어르기)’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화’의 내용은 

‘심신조화와 표현유도’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심신조화는 ‘자연스러움은 호흡과 

동작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일치시키고, 상체와 하체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동

작을 수행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한다. 표현유도는 ‘동작 수련단계를 넘어 한국무

용의 미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여 작품의 분위기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

다. 호흡과 동작의 자연스러운 수준까지 이르고 나면 한국무용만의 미를 표현하

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가 된다. 신체 소양의 교육 방법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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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신체�소양의�교육�방법
구성
요소 내용 방법

신체
소양

호흡
감각깨움 호흡에�따라�신체감각을�감지하고�깨우도록�유도

자기탐색 나의�호흡�흐름을�탐색하여�표현을�유도

동작
표현

호흡이음 동작과�동작�사이를�호흡으로�이을�수�있도록�제안

완급조절 호흡의�강약조절을�통해�춤을�다채롭게�표현할�수�있도록�제안

조화
심신조화� 신체와�동작,�호흡,�감정�표현�등을�조화를�이룰�수�있도록�제시

표현유도 자연스럽게�작품의�감정을�표현할�수�있도록�제시�

나. 인지 소양 교육 방법 

1) 장단해석 

 

한국무용소양 함양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인지소양은 한국무용에 대한 인지

적 ‘안목’을 통해 한국무용을 볼 줄 아는 눈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품

탐색과 전통분석의 목표를 가진다. 한국무용 인지소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목’이며 이를 가지기 위한 교육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무용 안목을 형성

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음악, 철학, 역사, 전통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하는 

것이다. ‘장단해석’은 동작과 호흡을 하기 위해서 장단의 기본 박에 대해 이해하

고, 장단들의 특성을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무용은 장단

에 맞춰 호흡과 동작을 해서 장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장단을 세는 

기본 단위인 ‘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여러 장단들마다 기본 박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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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에는 음악과 연관된 춤이 매우 많다. 예를 들면 살풀이 춤, 진주교방굿

거리춤 등도 살풀이 장단, 굿거리 장단이 있는 춤을 말한다. 이렇듯 춤의 이름

에 장단이 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장단의 이해가 있어야 한국 춤을 이해

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장단이라고 해도 변주 박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

으므로 호흡 변화가 있고, 같은 장단 안에서도 강/약, 엇박 등을 타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양수애 IDT210406n)

한국무용은 음악(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임으로 장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장단이라도 정박에만 몸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잇 

박, 엇 박 등 박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여 춤을 출 

수 있어서 장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예진 IDT210116j)

위 인터뷰에서도 말하듯 양수애는 장단의 변주 박에 대해 언급하는데, 장단에

는 기본 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변주 박에도 즉흥적으로 리듬을 탈 수 있다고 

말한다. 장단은 연주될 때 강약의 조절과 변주 박들의 어우러짐이 한국무용만의 

흥겨움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장단의 기본을 잘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 최

예진도 기본 박보다는 사잇 박, 엇 박이라고 하는 변주 박들을 춤에서 잘 활용하

는 것은 수준 높은 무용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임

수정(2014)은 한국 전통춤의 장단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 전통춤은 장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며, 그러한 이유는 장단에 내재한 호흡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전통춤 <승무, 살풀이춤, 진주검무, 승전무, 태평

무, 처용무, 학연화대합설무> 7가지의 장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통춤의 장

단 유형을 파악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통춤에는 삼현육각 계열(승무, 진주

검무, 승전무), 시나위 계열(살풀이춤, 태평무), 영산회상 계열(처용무, 학연화대

합설무)로 분류하였다. 장단은 10박, 8박, 6박, 4박(12박)으로 구분하여, 장단 속 

리듬을 유패턴/무패턴, 균형/불균형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춤에 

따라 분위기가 비슷하거나, 다른 이유에 대해 장단을 통해 구분 지어보면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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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유형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2) 음색분석

 장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은 바로 전통악기에 대한 음색을 

분석하는 것이다. 음색분석이란, 전통악기마다 주는 음색을 이해하여 작품을 해

석하고, 작품의 표현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조 춤의 경우 가야금 

산조를 무용음악으로 한다면 가는 선율에 맞는 춤사위를 보여주어야 한다. 혹은 

대금 산조의 경우에는 울림과 떨리는 선율에 맞는 분위기의 춤사위를 보여준다. 

악기마다 음색이 있으며, 그에 맞는 분위기의 감정과 춤사위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더해 기본 박을 쳐주는 장구나 북과 같은 타악기가 자진모리나 휘

모리 등 장단의 변화가 있을 때 합주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춤사위에 강조하는 

박자가 생기게 된다. 그렇기에 조금 더 힘 있고, 흥이 나도록 하는 분위기가 만

들어진다. 

음악을 먼저 들려주면 분위기를 확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

르신들 수업을 할때는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 음악을 틀고 움

직이기 전에 많이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편이에요. 수업 시간에 쓰는 

음악만을 트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분위기의 여러 음악을 틀어요. 주로 

한국음악을 트는데 이게 연주만 있는 건 아니라, 판소리가 들어간 창

작국악도 틀거든요. 그럼 한국 장단에 생각과 호흡을 익숙하게 하는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연주되는 악기마다 되게 분위기가 다르

잖아요. 그날 주제에 따라 악기 분위기를 정하려고 노력해요. 신나는 

걸 하려면 주로 타악기를 하거나, 아니면 구슬픈 걸 하려면 관악기와 

같이 그렇게 악기마다 다른 색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노력해요. 

(소송연 IST21011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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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연은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무용 수업으로 전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일상에서 많이 혹은 자주 접하지 않는다면 한국음악을 듣고 흐름을 이해하

는 것이 한국무용 호흡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익숙하지 않은 한국 장단

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악기마다 음색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서양악기도 그렇기

지만 국악기들도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등 각자마다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다. 

이를 분석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

다. 그렇기에 악기마다 특성과 음색에 대한 자신의 분석은 특히 무용 전공자들

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김수영(2021)은 배명균류 기본 춤 교수법에 관한 연

구에서 ‘음색(音色) 호흡법’에 대한 설명을 한다. 배명균은 음악의 음색의 다양

함을 호흡에 적용하여 표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통춤에서는 더욱이 강

조되어야 하며, 호흡의 여러 가지 기능(어르고, 끊고, 풀어내는 등)들이 음색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바(bar)를 잡고 음색에 따라 호흡하는 훈

련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몸속에 흐르는 호흡에 집중하여 음색에 맞게 호흡

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사고확장

 사고확장이란 ‘한국무용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를 넘어 작품을 예술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말한다. 덧붙이자면 한국무용의 인지적 이해가 작품이

나 시대, 무용수 생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무용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인

지적 이해로 발전시키는 단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무용의 예술적 본질이 

무엇이며, 한국의 미(美)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단계이다. 윤수미(2009)

는 한국의 미에 관하여 ‘인간미, 자연미, 소박함, 해학, 담백함, 곡선미, 대칭미, 

여백미 등’을 꼽았으며, ‘한국적인 미는 감각적 미를 넘어 인간의 행위나 정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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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자연과의 합일에 오는 덕(德)과 같은 인격적, 정신적 충만함을 의미한다.’

라고 말한다. 이처럼 한국의 미에 대한 이해는 나아가 인격적, 정신적 측면으로

까지 연결된다. 또한 나의 관점에서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사고를 확장시켜 감성

을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김경은(2015)은 한국 춤은 ‘한국의 전통문화이자, 삶이

고, 사상과 철학, 예(禮)의 정신, 자연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역사와 전통의 한국 

대표 문화예술’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한국무용에는 동작 안에 깃들어있는 한국

인의 정신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기에 한국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화

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한다. 한국무용을 한국의 역사, 전통, 문화의 

한 맥락으로 바라보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제가 안무를 할 때는 먼저 어떠한 주제에 대한 내 감정에 집중하고 

그것을 무용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거듭되는 안무 과정을 거치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내 감

정으로부터 해방돼서 감정의 범위를 더 넓혀 표현하는 것에 집중해

요. 이게 내 개인적 감정에서 시작해서 결국 관객들에게 공감이 되려

면 감정의 범위, 개념의 범위를 넓혀서 공감되도록 생각해보는 과정

을 꼭 거쳐요. (최예진 IDT210116j)

최예진은 안무의 과정에서 내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과

정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

다고 말한다. 내 감정에서 벗어나 더 넓은 영역의 범위(세계, 문화, 사회 등)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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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설명

  비교설명은 ‘한국무용의 역사적 흐름과 인물을 서로 비교하면서 특성을 이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한국무용의 시대별, 류파별, 작품별로 비교하며 설

명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현재의 내 모습과 상황과 비교하여 감성을 이해할 

수 있겠다. 

창작자가 살던 때 무용이 어떤 시대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시대적 흐름을 안다면 작품 의도를 알 수 있고 어떤 느낌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 흐름과 함께 한국무용

은 어떻게 흘렀는지 이해해야 한다. (김서연 QPS210327YE)

 김서연은 작품과 창작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의 역사적 흐름과 같이 변

화한 한국무용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호연(2016)은 근대무용사 

서술을 위한 방법론에 관한 연구에서 예술사적 고찰은 예술작품의 구조나 미학

적 관점보다는 사회적, 시대적 상황과 정신에 대한 분석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

련해 역사주의 비평방식은 ‘인종, 환경, 시대, 작가의 정신세계’ 등 다양한 측면

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담론을 창출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무용

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들을 아는 것을 넘어 여러 측면의 내용이 

어우러져 한국무용에 관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나의 상황과의 비교설명 통해 작품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길 수 

있다. 작품의 시대,이야기나 감성, 안무가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서 현재 나의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병옥(2009)은 민속춤의 형성요인을 1) 기후, 

2) 지리, 3) 풍속, 4) 역사, 5) 사회, 6) 음악적 요인 6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민속춤의 하위분류(민간춤, 예인춤, 의식춤) 중 민간춤을 형성하는 요인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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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다음으로 민속춤의 하위분류인 예인춤은 1) 개인, 2) 역사적 요인에 영향

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예인춤은 한국무용

을 류파별로 이해하는 것과 같으므로 무용인의 개인적인 요인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그때의 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상황과 비교를 통해 공감할 수 있다. 

어떤 작품을 배울 때 그 춤을 잘 추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저만의 

해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작품의 내용이나 어디에서부터 유

래되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작품의 안무가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보면서 지금 나의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춤

을 보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서 

QPS210322SE)

김윤서는 작품을 추고,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용수가 작품에 대한 인지

적 이해가 필요하다.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한 후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재

해석하여 춤추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는 관객에게 공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 지역구분

  전통의 내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역구분이란 ‘한국무용을 지역적 특색에 

따라 한국무용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구분을 넓게는 국가별로 민속춤의 

차이에서부터 좁게는 한국 지역별 한국무용의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겠다. 한

국무용은 민속춤이기 때문에 민족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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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읽기라는 걸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표

현하는 거였는데, 각 대륙의 벽화를 보면서 춤을 추는 거였어요. 각 대륙의 벽화

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뭘 남기고 싶어서 벽화를 그렸을까? 하면서 보고, 땅

에다 각 대륙을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각 대륙의 전통 음악에 맞춰서 그 벽화를 

보고 생각해서 그림이지만, 어떻게 움직일까 하면서 춤을 추게 했어요. 이게 좋았

는데 애들이 인지적으로 먼저 아는 거예요. 동굴벽화를 보면, 예를 들어 스페인 

지역의 동굴벽화에는 어류가 많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러 곳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진짜 그 지역의 민속춤을 배워서 추는 게 아니라, 내

가 이해하고, 유추해서 만들어서 추는 춤을 추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 역사, 철학, 예술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생

각해요. (소송연 IST210116s)

소송연은 ‘무용 읽기’의 수업에서 대륙별 민속춤을 유추하고, 문화를 이해하

는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진행하였다. 벽화에 그려진 내용으로 삶을 유추하고, 

그에 따른 동작들을 발견하여 하나의 춤으로 창작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륙별 기후적 특성,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면서 춤동

작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벽화를 통해 과거

의 춤동작의 형태에서 현재 한국무용 동작의 원리를 이해해 볼 수 있겠다. 벽화

와 관련한 움직임 연구와 창작물은 많은 시도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평창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벽화에 그려진 상징적인 동물들과 그와 관련된 스토리, 춤

동작인 그려진 벽화의 모습을 모티브로 창작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국적인 

특성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비교를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지역

을 구분 지어 지역별 특색을 통해 안목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면극(탈춤)

의 경우 서울, 경기지역은 산대놀이라 불리며, 황해도지역은 탈춤이라고 불리고, 

경남지역은 야류나 오광대로 불린다. 풍자와 해학, 비판적 특징을 가진 마당극

형태의 가면극은 전체 과장별 역할과 춤의 내용이 비슷하나, 지역별로 의상과 

탈의 형태, 춤사위 등 작은 차이들이 있다. 이병옥(2009)은 기후와 풍토에 따른 



- 155 -

춤의 문화권을 구분하는 데 있어 ‘1) 북방문화권(관서, 관북, 해서), 2) 중방문화

권(기호, 호서, 관동), 3) 남방문화권(호남, 영남)’ 등 3가지로 분류한다. 북방문화

권의 경우 남성스럽고, 상향적, 진취적인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식춤이 

많이 발달하였다. 남방문화권의 경우는 온화한 기후의 특성으로 흥이 나고, 멋

을 중시한 동작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중방 문화권은 남, 북방의 특성을 고루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지역별 기후와 위치의 특성에 따라 발달한 동작

과 춤의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 음악도 지역별 장단마다 다른 특색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알려

주고, 그 차이에 따라 춤을 가르친다면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요. 같

은 자진모리, 휘모리장단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이나 류파에 따라 달

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문화와 역사적 맥락이 연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송연 IST210116s)

한국 장단은 즉흥적인 변주 박이 있어서 소송연은 같은 굿거리장단이라도 지

역별 특색이 있는 것이라 말한다. 김해성(2014)은 부산의 명인 김진홍의 전통춤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영남지역적 특성이 춤에 반영되었다고 말한다. <동래한

량춤>에서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동작이 특징적이며, 덧배기 장단에 추는 

형식 없이 자연스러운 허튼춤의 특성을 가진다. 이처럼 영남지역의 장단과 그에 

따른 동작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감상제공

 감상제공이란 ‘지역별, 인물별, 시대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감상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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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 우수한 명무들의 작품을 선별하여 감상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한국무용에서 중요한 호흡과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영

상으로 작품을 감상하면 자칫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무용 작

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 감상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무용 작품에 대해 1) 작품의 

시대적 배경, 2) 작품의 스토리, 3) 작품의 동작과 장단의 특성에 대한 간략한 설

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감상하기에 앞서 인지적 이해가 이뤄진다면 감상할 

때 집중적으로 유심히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감상 이후 인지적으로 이해했

던 것들이 감상을 통해 달라진 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서로 다른 관점

들에 대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대현(2020)은 음악 감상교육과 관련한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연구에서 음악 감상에 대한 단계를 분류하였다. 크게 3단

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음악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단계’이다. 의도적으로 

음악을 감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감상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배경음악과 같이 

‘수동적 감상’의 형태와 같다. 또한 어떠한 사고 과정 없이 단순하게 듣는 ‘감각

적 감상’의 형태를 가진다. 2단계는 들려오는 음악을 인지하고 ‘비교와 분석을 

통한 이해의 단계’이다. 음악의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를 통한 ‘연합적 감상’과 

음악에 대한 질적 판단을 통한 ‘비판적 감상’, 음악에서 느껴지는 정서에 집중한 

‘정서적 감상’, 음악의 표현 형식과 의미를 찾는 ‘표현적 감상’의 형태를 가진다. 

마지막 3단계는 이전(1~2단계)단계들과 다르게 청각적인 이해를 넘어 음악에 대

해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는 음악에 대한 인지적 정보와 청각

으로 들리는 감각과 맥락적으로 음악에 대한 의미를 유추하여 이해하고 더 나아

가 나만의 해석의 단계를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음악의 감

상영역 교수, 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감상 활동 목표로 ‘1) 감각적 감상, 2) 

정서적 감상, 3) 분석적 감상, 4) 맥락적 감상, 5) 심미적 감상’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더해 감상 활동의 유형 및 방법으로는 ‘1) 듣는 음악, 2) 보는 음악, 3) 만져

보는 음악, 4) 이야기 음악, 5) 몸 표현 음악’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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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무용 교육에서도 감상 교육 학습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과 함께 무용 

작품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이해와 분석 더 나아가 능동적 자기화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무용에서 춤을 배우기 위해 먼저 무엇을 배울 건지 보는 것을 ‘감상’

이라고 말해. 그러면 보통 대부분 애들은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감상’

해서 시각적으로만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동작을 배우기 위한 감

상이 아니라, 춤을 느끼기 위한 ‘감상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시각

적으로만 보려던 것을 교사가 심미적, 청각적, 맥락적인 감상으로 안

내해주는데 필요한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용 감상 교육

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용주혜 IST2012161j)

용주혜는 무용 시간에 감상의 목적은 대부분 춤을 배우기 위한 전(前) 단계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감상 즉 느끼고, 공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 기회는 적으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무용에 있어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적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

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한국무용소양 중 인지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방법은 크게 6가지로 제안한다. 먼저 ‘음악’의 내용을 이해는 방법은 ‘장단해석

과 음색분석’을 통해 이해될 수 있겠다. ‘장단해석’은 동작과 호흡을 하기 위해

서 장단의 기본 박에 대해 이해하고, 장단들의 특성을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음색분석이란, 전통악기마다 주는 음색을 이해하여 작품을 해

석하고, 작품의 표현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철학과 역사’의 

내용을 이해는 방법은 ‘사고확장과 비교설명’을 제안할 수 있다. 사고확장이란 

‘한국무용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를 넘어 작품을 예술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설명은 ‘한국무용의 역사적 흐름과 인물을 서로 비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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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의 내용을 이해는 방법은 

‘지역구분과 감상제공’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지역구분이란 ‘한국무용을 지역적 

특색에 따라 한국무용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감상 제공이란 ‘지역별, 인물별, 

시대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명무들의 작

품을 선별하여 감상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 소양의 교육방법

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인지�소양의�교육�방법
구성
요소 내용 방법

인지
소양

음악
장단해석 장단별�기본�구조와�특성을�알고,�분석할�수�있도록�제시

음색분석 악기별�음색의�특성을�알고,�예술적�감각으로�이해하도록�제시

철학
역사

사고확장 예술적,�미적�관점에서�작품을�공감할�수�있도록�제안

비교설명 시대별,�인물별로�비교하여�춤의�특성을�이해하도록�유도

전통
지역구분 지역적�특색에�따라�춤의�특성을�파악하도록�유도

감상제공 작품을�이해하고,�공감할수�있도록�감상�가이드를�제안

다. 심미 소양 교육 방법 

1) 자기문답

 한국무용소양 함양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심미소양은 한국무용에 대한 심미

적 ‘공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감성과 유미표현’의 목표를 가진다. ‘문화감

성과 유미표현’의 목표는 ‘태도, 감정, 감성, 미학’의 내용을 통해 이해시킬 수 

있다. 한국무용 심미소양의 ‘공감’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

무용에 공감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태도, 감정, 감성, 미학에 대해 심미적으

로 이해하는 것이다. 먼저 ‘태도’는 한국무용을 배우는 자세이자, 마음가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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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태도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은 자기문답과 감응유도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자기문답’은 한국무용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나에게 있어 한국무용에 대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서

윤(2021)은 현행 문학 교육에서는 문학에 대한 ‘지식이해’와 문학의 ‘수행(생산, 

수용, 습득)’ 그리고 문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세 범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자의 태도는 ‘인지, 정의, 행동’의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영향

을 주면서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문학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가 ‘가치, 흥미, 습

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흥미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교육

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흥미와 습관을 통해 학습자의 경험이 

형성되고, 이후 학습자의 경험을 가치를 발견하는 성찰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문학 교육 과정과 같이 한국무용 교육에 있어 흥미 유발

과 습관 형성의 경험이 목적이 됨이 아니라 자신의 교육 경험에서 자기 성찰을 

통해 교육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

럼 한국무용 교육에서도 흥미와 수행의 경험에서 더 깊은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서는 ‘나’의 안에서 경험을 성찰하여 얻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한국무용의 각각의 작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한을 담고 있는 작품, 흥을 담

고 있는 작품, 그 외 공경, 공손, 예의, 배려, 해학과 풍자 등을 가지

고 있는 작품이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합니다. 그

러면서 현재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감정을 돌이켜보면서 이를 공감

하고, 무용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김윤희 

QDT21040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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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춤은 일정한 규칙과 구조가 있잖아. 그런데 춤추는 사람에 따라 

다른 색을 가진 건 자기만의 해석 때문인 거지. 물론 춤추는 몸도 다 

다르고, 호흡도 다르기 때문이고, 감정에 대한 해석도 다르기 때문이

지. 그건 결국 전통이든, 창작이든 자기가 스스로 작품을 해석하고 

표현해내려면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어내야 해. (국성하 

IDT210114p)

한국적인 감성을 이해하고 이를 나의 상황에 적용하여 나만의 해석이 있어야

만 표현력을 높일 수 있다. 김윤희는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표현을 위해서는 

‘나의 감정’에서 대입하고 공감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성하

는 같은 구조와 형식을 가진 전통춤이라도 자신만의 해석으로 자신만의 춤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신만의 춤을 추기 위해서는 나만의 해석

이 중요한데, 이는 ‘자기 문답’의 방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 

2) 감응유도

 심미적 ‘공감’은 한국무용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공통적 감성을 이해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인의 개인적인 감성과 정서, 생활문화 등에서 오는 감성

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예술로 승화된 미학, 종교적 측면으로 감성을 공감하

는 것으로 한국 감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먼저 한국무용은 한국 

민족춤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삶의 태도나 자세, 사회적 관습과 통념과 같은 

것에서 공통적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이를 더 미적, 문화적, 종교적으

로 승화시켜 예술적 감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먼저 감응유도는 ‘나를 이해하는 진실한 마음(몰입, 집중)과 타인을 이해하려

는 마음가짐과 한국무용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열정’을 말한다. 이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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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내용으로 ‘예의와 공감’을 말할 수 있다. 

작품을 배울 때나 감상할 때 그 작품의 미적인 것을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춤은 그 시대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

아요. 그리고 민속무용의 경우에는 공동체적인 마음이 강조된 춤이 

있어서 이러한 것과 연결해서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한국무용을 

이해시키기도 해요. (양수애 IDT210406n)

한국무용에서는 ‘예의와 공감’은 교육 내용으로써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

이며 특히 입문자에게는 한국무용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이

는 ‘감응유도’의 방법을 통해 이해시킬 수 있는데, 여러 종류의 한국무용 작품감

상을 통해 한국의 공통적 감성들을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양수애는 미적인 것에 

대한 공감보다 작품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다. 즉 감정적인 측면에 대한 공감하는 자세는 곧 그 시대 한국인의 감정을 이해

하는 것과 같다. 이상수, 김현지(2021)는 공감수업 개념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공

감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강조한다. 인지적 측면에서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 역할, 상황 등에 처해보는 것’이며, 정서적 측면에서 공감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공유,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태도적 측

면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마음을 존중하고, 적극적

으로 이해하려는 자세’ 말한다. 그러므로 한국무용 속 문화와 시대, 한국인의 정

서를 인지적, 정서적, 태도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자세가 곧 공감하려는 자세

일 것이다. 

공감하게 하려면 다큐멘터리를 보여준다든지,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면 책으로 소설이나 문학작품, 

어려우면 동화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 춤을 배우기 전에 공감하기 

위해서 춤이 아닌 것으로 공감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면 더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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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기더라고. 나는 무언가 보여줄 시간이 마땅하지 않으면 공감할

만한 사진들을 보여주기도 해. (용주혜 IST2012161j)

용주혜는 한국무용의 여러 감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무용 작품만이 아니라 

한국적 감성이 담긴 다큐, 영화, 소설, 사진, 건축 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다양한 장르에서 나타나는 한국적 감성들을 공감하는 방법도 한국무용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사례제시  

 한국무용 작품들 속에서 여러 감성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례제시와 흐름설명’의 방법으로 제안해볼 수 

있다. 한국무용에서 말하는 조화는 여러 가지 감정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과 

호흡, 동작, 감성을 하나로 조화롭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화롭게 할 수 있

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도우며, 한국무용 작품의 

공통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사례제시란 한국무용의 자연스

러운 감성 표현을 위해 한국무용의 여러 감성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여러 감성들의 특성을 파악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비유, 비교, 분석 

등)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恨)의 감정이 담긴 작품들, 혹은 

작품 속 부분과 흥(興)의 감정이 담긴 작품들을 비교 감상을 제공한다. 또는 한 

작품 속에서 변화되는 감정선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여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

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한국무용에서 심미소양은 신체소양과 인지소양을 모두 조화롭게 표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심미소양에 대해 학습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은 개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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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감각적 앎을 전달하는 과정은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해 유주영(2019)은 운동감각적 앎의 교수, 학습 과정을 탐색한 연구에

서 1) 교감적 터칭, 2) 모방적 미러링, 3) 상상적 쉐도잉, 4) 서사적 워딩 4가지 

지도 방법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감각의 암묵성이 체화된 감을 언어화하고, 전

달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오며, 추상화된 감각이 언어로 표현될 때 생략 혹은 함

축되기 때문에 맥락적 이해가 요구된다. 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감각적 앎을 학

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는데 그중 사례제시를 통해 이

해를 높여줄 수 있다. 

살풀이든 승무든 한이라는 대표적인 감성이 드러나는 춤이지만, 한

의 감정으로 시작해서 자진모리 구간에서는 흥과 멋의 감정으로 끝

이 남을 알 수 있다. 한국무용 전통춤은 한과 절제미가 강조된 초반 

구간에서 흥과 멋으로 끝나는 후반부 구성에서 보이듯 여러 가지 감

성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윤아 

QPS210324AH)

전윤아는 한국무용의 작품 속에는 다양한 감성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

한다. 한국무용 감성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표현해내는 것이 한국무

용의 수준 높은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4) 흐름설명

흐름설명은 한국무용 속에서 여러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구조를 탐색하

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무용은 한(恨)의 슬픈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한(恨)을 기쁨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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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기쁨으로 도달하는데 이를 조화롭게 변화하는 과정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

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조화로운 춤이란 호흡, 동작, 감정의 조화를 말하기

도 하며, 여러 감정 간의 조화를 말하기도 한다. 한국무용의 깊이 있는 예술적 

표현은 ‘조화로움’에 있어서 조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흡과 장단과 동작이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한 거기

에다가 한국적인 감성인데, 이 한국적인 감성을 말하자면 너무 광범

위하잖아.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한’이라는 것도 슬픔의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거잖아. (한보은 IPT2011271b)

외국 친구들에게 한국무용을 가르치면 우선 모든 것이 낯선 것이기 

때문에 흥미로워하면서도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연스럽게 추는 걸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어떤 무용이든 호흡, 동

작, 감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특히 한국무용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줘요. 그럼 학생들

은 좀 더 자신의 몸, 감정, 음악 등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러워진

다고 말해요. (최예진 IDT210116j)

한보은은 한(恨)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슬픔의 

감정이 얽혀진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한(恨)의 감정을 표현한

다는 것은 슬픔을 가지는 과정과 이를 풀어내는 과정들이 춤으로 표현되는 것이

다. 그렇기에 슬픔의 감정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면서 그 과정들을 춤의 감

성으로 표현해 내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윤명화(2020)는 최현류 산조춤의 공

통적인 특성은 산조의 음악에 다양한 삶 속에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하였다고 말

한다. 보통 도입부(진양), 전개부(중모리), 절정부(중중모리/자진모리), 종결부(자

진모리/휘모리)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부분의 장단과 같이 다양한 춤사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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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감정선도 사계절의 변화만큼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변화해 나간다. 춤사위, 

장단, 감정표현의 흐름이 조화를 이룬다면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최예진의 의견처럼 외국인들에게 한국무용 경험을 생소

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자연스럽

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물 흐르듯 호흡, 동작,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

가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한국무용의 묘미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기까지에

는 이전에 많은 연습 시간을 통해 동작과 호흡을 익숙하게 하는 과정도 필요하

고, 감정에 대한 분석이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5) 감성공유

 감성공유는 한국무용의 여러 감성을 예술적, 미학적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

도록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무용 속에 있는 감성들을 감성적 차원에 머무

르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표현과 미학적 의미로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것을 의

미한다. 예술은 장르마다 표현방식이 달라서 한국무용만의 표현방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개인적 감정을 종교적, 미학적, 예술적 감성으로 발전시

켜 표현할 수 있다. 

한국문화나 정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예를 들면 한(恨) 

이라는 말의 의미가 내 감정에선 무엇이었는데, 이게 개인적이 내 감

정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한’이라는 의미는 뭘까 하

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감정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데 

감성을 크게, 넓게 보려고 한다고 할까. 그러면 좀 더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같아. (무미희 IDT201203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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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미희는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감정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감성공유’의 방법처럼 개인적 감정을 넓은 범위에서 분석하려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 감정이 보편적 감성으로 발전되는 것이다. 한국 전통춤과 궁중정재에서

는 더욱이 종교적, 미학적, 예술적 감성이 드러나는 장르의 춤이다. 김지영(2019)

은 예를 들어 <처용무>의 경우는 음양오행설을 기반으로 인, 의, 예, 지, 신을 보

여주는 움직임을 춤으로 표현하였다. <학연화대합설무>는 유교, 불교, 선교 세 

가지 종교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격조미, 자연미’가 내포되어 있다. 승무의 

경우도 마지막 과장에서 몸과 정신이 일치되어 추는 부분은 ‘천지인 합일’의 의

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무용 작품 속 대부분은 종교적 의

미, 미학적 의미를 한국무용 움직임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작품 할 때 감정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작품을 표현하는 데 

그냥 예를 들어 ‘한’ ‘기쁨’ ‘슬픔’ 이런 게 아니라, 소설처럼 더 구체적으로 스토리

를 만들어서 내가 주인공의 감정을 연기자처럼 연기하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내 

표현을 다듬는 과정은 그걸 무용으로 어떻게 표현하려는 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걸 호흡만으로 표현하려는지, 아니면 표정만으로 표현하려는지, 동작으로만 표

현하려는지 등 그런 계획을 깊이 있게 분석하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표현이 성숙

하여진달까, 특히 어린 나이의 학생들일수록 감정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이드

를 해줘야 하더라고요. (김윤정 IDT210312y)

김윤정은 감성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한국무

용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무용은 많은 동작보다는 단순한 

동작에 감정표현으로 머무르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한국무용의 특성을 살

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표

현방식들을 제시하고 감상하는 방법을 지도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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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화반성

 체화반성이란 나의 감정을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며 의미를 만들고 이를 

한국무용의 감성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술표현 

교육은 개인의 일상 차원의 것이 예술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고, 미적 

경험이 예술이 되는 일상의 경험 속에서 완성된다. 존 듀이가 말하는 미적 경험

이 예술작품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예술표현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일상과 개인의 경험이 공감적 사유와 소통을 통해 예술표현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예술표현에는 마음을 공유하고 사물과 사건 등을 지각하는 감수성이 필

요하다. 이렇게 표현된 예술작품은 감상자가 하나의 의미로 감성이 공유되어 이

해하게 되는 것이다(박지은, 2020). 

우선 작품 순서를 다 외우고, 동작 연습도 되고 나면 작품에 감정을 

집어넣어서 동작, 호흡, 감정을 하나로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로 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해석이 중요한데 그건 내 생

각과 경험을 돌아보면서 감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야 내 

것처럼 춤이 표현되고, 그래야 그게 가장 전달력이 강한 거거든. 그

래서 항상 마지막 단계에는 네가 너의 스토리로 분석해보라고 권유

해. 그러고 나면 춤이 좀 무르익었달까 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김윤정 IDT210312y)

김윤정은 나의 감정에 대해 무용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 표현을 섬세하게 할 수 있다. 한국무용은 동작이 화려하거나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김윤정은 한국무용은 자연스러움에 깊은 표현력이 요

구되는데 이를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까지 한국적 감성을 이해하

고, 나만의 감성으로 분석하고 표현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하나의 예술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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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승화시키는 전공자 단계이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한국무용소양 중 심미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방법은 크게 6가지로 제안한다. 먼저 태도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방법은 ‘자기문

답과 감응유도’를 제안한다. 자기문답은 한국무용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스스로

가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감응유도는 ‘나를 이해하는 진실한 마

음(몰입, 집중)과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과 한국무용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열정’을 말한다. 사례제시란 한국무용의 자연스러운 감성 표현을 위해 한국무용

의 여러 감성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흐름설명은 한국무용 속에서 

여러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구조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감성

공유는 한국무용의 여러 감성을 예술적, 미학적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시하는 것을 말한다. 체화반성이란 나의 감정을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며 의미

를 만들고 이를 한국무용의 감성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심미 소양의 교육방법을 정리하자면 <표 39>와 같다.

<표� 39>�심미�소양의�교육�방법

구성
요소 내용 방법

심미
소양

태도
자기문답 한국무용에�대한�자세와�태도를�스스로가�찾을�수�있도록�유도

감응유도 한국인으로서의�나와�타인에�대한�마음을�이해하는�자세를�갖도록�유도

감정
감성

사례제시 한국무용의�여러�감성들의�특성을�파악할�수�있도록�제안

흐름설명 한국무용의�여러�감성들의�조화로운�구조를�파악할�수�있도록�제안

미학
감성공유 한국무용의�여러�감성들을�예술적,�미학적�감성으로�이해할�수�있도록�제시

체화반성 체화된�한국무용의�감성을�표현할�수�있도록�제시

신체소양, 인지소양, 심미소양의 교육방법을 모두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각 소

양마다 6가지의 교육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신체소양은 감각깨움, 자기탐색, 호

흡이음, 완급조절, 심신조화, 표현유도를 제안한다. 다음으로 인지소양은 비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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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지역구분, 감상제공, 사고확장, 장단해석, 음색분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심미소양은 자기문답, 감응유도, 사례제시, 흐름설명, 감성공유, 체화반성을 제

안한다. 이와 같은 교육방법을 종합하여 정리한 표는 다음 <표 40>과 같다. 

<표� 40>�한국무용소양의�교육�방법�종합안
구성
요소 방법

신체
소양

감각깨움 호흡에�따라�신체감각을�감지하고�깨우도록�유도

자기탐색 나의�호흡�흐름을�탐색하여�표현을�유도

호흡이음 동작과�동작�사이를�호흡으로�이을�수�있도록�제안

완급조절 호흡의�강약조절을�통해�춤을�다채롭게�표현할�수�있도록�제안

심신조화� 신체와�동작,�호흡,�감정�표현�등을�조화를�이룰�수�있도록�제시

표현유도 자연스럽게�작품의�감정을�표현할�수�있도록�제시�

인지
소양

비교설명 시대별,�인물별로�비교하여�춤의�특성을�이해하도록�유도

지역구분 지역적�특색에�따라�춤의�특성을�파악하도록�유도

감상제공 작품을�이해하고,�공감할�수�있도록�감상�가이드를�제안

사고확장 예술적,�미적�관점에서�작품을�공감할�수�있도록�제안

장단해석 장단별�기본�구조와�특성을�알고,�분석할�수�있도록�제시

음색분석 악기별�음색의�특성을�알고,�예술적�감각으로�이해하도록�제시

심미
소양

자기문답 한국무용에�대한�자세와�태도를�스스로가�찾을�수�있도록�유도

감응유도 한국인으로서의�나와�타인에�대한�마음을�이해하는�자세를�갖도록�유도

사례제시 한국무용의�여러�감성들의�특성을�파악할�수�있도록�제안

흐름설명 한국무용의�여러�감성들의�조화로운�구조를�파악할�수�있도록�제안

감성공유 한국무용의�여러�감성들을�예술적,�미학적�감성으로�이해할�수�있도록�제시

체화반성 체화된�한국무용의�감성을�표현할�수�있도록�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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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무용소양 함양의 구성원리 및 교육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 구성원리 

 

지금까지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구성요소와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성요소는 크게 신체 소양과 인지 소양, 심미 소양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발견되었다. 본 장에서는 한국무용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세 가지 구성요

소와 교육 내용 및 방법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지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요소 간의 원리를 이해하여 한국무용소양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앞서 연구 결과의 내용을 아래 <그림 2>와 같이 종합

하고 교육 프로그램 구성원리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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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한국무용소양의�구성요소�및�교육목표,�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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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한국무용소양의�구성원리

 한국무용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신체소양, 인지소양, 심미소양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된 한국무용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세 가지 구성요소는 절차성, 균형성, 총체성 원리를 가

지고 있으므로 한국무용 교육자는 이를 인지하고 수업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1) 총체적으로 함양하기

가) 신체, 인지, 심미소양의 총체성  

 한국무용은 자연스러움이 가장 큰 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듯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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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다’의 사전적 의미는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여 이상함이 없다. 힘들이거

나 애쓰지 아니하고 저절로 된 듯하다.’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 

07. 23). 손인영(2014)은 노자의 ‘자연’과 춤 미학과 상관성 연구에서 노자는 인

간과 사회가 가져야 하는 생명력인 자연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강조한다. 자연이

란 인위적이지 않으며, 이치에 어긋나지 않고, 순환하여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

기 때문이다. 미의 전형으로 자연미 또한 같은 의미가 있으며 이는 한국무용의 

핵심 개념이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한국무용의 구성요소들은 하나로 통합

되어 자연스러운 경지에 이르도록 추구하는 ‘총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

부분 전공자 교육에서는 신체소양에 비중을 두며, 비전공자 교육에서는 인지소

양에 큰 비중을 두게 되면서 하나로 통합되기보다는 한 곳에 치중되어 교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무용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잘 

추는 것’ 혹은 ‘잘 아는 것’만을 추구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무용을 ‘잘 추는 것’은 호흡과 동작, 감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 인지, 심미 소양이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한국무용을 몸으로 이해하는 것과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교수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수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세 가

지 구성요소가 따로 분리된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로 통합된 내용을 구성

하여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나) 한국의 문화와 삶의 총체성

 한국문화의 한 맥락으로서 한국인들의 삶이 담겨있는 춤이 바로 한국무용이

라 할 수 있다. 춤 속에 내 생각과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과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 동시에 한국무용 교육을 통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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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표현할 기회가 될 것

이다. 한국무용의 총체성은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내와 수련, 

깨달음의 단계들을 거쳐 완성된다. 그 과정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일치시

키려는 노력을 통해 한국무용의 소양 함양만이 아니라, 발전된 삶의 태도를 가

질 수 있을 것이다. 인내, 수련, 깨달음의 과정들을 통해 한국문화 속에 있는 삶

의 태도와 자세를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나의 삶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

될 수 있다. 

 2) 균형적으로 함양하기

가) 신체, 인지, 심미 소양의 균형성

 한국무용 교육에 있어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교육 대상과 목

적에 따라 적절하게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자는 한국

무용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단계에 대한 이해 필요하다. 교육 과정의 단계에서 

살펴볼 때, 한국무용소양의 함양은 학습단계, 수련단계, 체화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 단계는 인지소양과 신체소양을 통해 한국무용에 흥미롭게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학습 단계에서는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다음 수련 단

계의 과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수련 단계에

서는 반복적인 연습과 습득의 학습 과정을 거쳐 몸에 익숙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 요구된다. 수련 단계에서는 한국무용에 대한 열정과 마음가짐이 기반을 두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화단계는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로 스스로 반성 과정을 

통해 한국무용을 돌이켜보며 얻는 깨달음을 말한다. 체화단계에서는 세 가지 구

성요소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수준 높은 상태를 일컫는다. 수련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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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반성의 과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처럼 교육자는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구성요소들의 단계적 접근을 이

해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대상과 목적에 맞는 단계

별 접근은 학습자에게 능동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단계별로 각 요소의 균형적인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기능적 움직임과 창의적 예술표현의 균형성

 코너스톤의 미드웨이 모형(Smith-Autard, Jacqueline M, 2007)에서 말하듯 

E(Education model)모형에서 얻는 표현, 감정, 미적경험과 P(Professional model)모

형에서 얻는 기능, 지식, 이해를 창작하기, 수행하기, 감상하기의 방법으로 실천

하도록 제안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구성요소들은 

기능적 움직임과 칭의적 예술표현이 가능하도록 각 구성요소가 균형 있게 학습

되어야 한다. 만약 신체 소양이 강조되는 경우 창작하기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인지 소양만 강조된다면 수행하기와 창작하기에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

이 크다. 한국무용을 배우는 경험이 존 듀이가 말하는 예술적 경험이 되기 위해

서는 구성요소가 균형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골고루 다양한 요소들

을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교육한다면 한국무용을 즐겁게 출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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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로 함양하기

가) 신체, 인지, 심미 소양의 절차성

 한국무용의 구성요소인 신체, 인지, 심미 소양마다 절차적으로 함양해야 하

며, 각 소양의 절차는 관계성을 갖는다. 그러나 보통 무용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전공자인지, 비전공자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무용 수업 내용과 수준을 조절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하여 현재 학습자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제

시한다면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교육대상자의 무용 

교육 수준에 따라 강조되는 요소가 다르며, 이는 절차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

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전체 단계들을 무용 교육자가 인지하고, 현재의 단계

에서 가르쳐야 하는 요소를 정확히 인지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으로 

나아갈 단계에 대한 이해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무용소양을 함양

하기 위한 세 가지 구성요소의 단계는 서로 도움이 되고, 연결되어야 한다. 세 

가지 구성요소는 분리되기보다는 서로 상호 관계성을 갖고 있어서 함께 다뤄져

야 한다. 다음으로 각 요소의 교육 내용과 방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세 가지 구성요소는 하나로 통합된 총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 내용과 방법이 서로 연결되어야 통합될 수 있다.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한국무용소양의�단계별�함양하기

신체
소양

핵심개념 목표 내용 방법 기�대�수�준

호�흡

심신감지
호흡 감각깨움

자기탐색
호흡이음

초급
중급

고급
동작

동작수련
표현 완급조절

심신조화�
표현유도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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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각 구성요소의 내용과 방법이 서로 

뒷받침되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상호적 연계성을 위해서는 먼저 각 요소

에 대한 이해와 요소별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해가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자는 각 요소의 상호 연계성에 대해 분석하고 적절하게 사

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교육 대상에 따른 절차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한국무용의 교육에서 구성요소들이 서로 혼재되어 교

육되어졌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각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무용 교육자가 각 구성요소와 원리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

고, 이해하여 전달력을 높이고자 한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자는 각 구성요소를 

인지
소양

핵심개념 목표 내용 방법 기�대�수�준

안�목

작품탐색
음악 장단해석

음색분석
사고확장

초급
중급

고급
철학

전통분석
역사 비교설명

지역구분
감상제공전통

심미
소양

핵심개념 목표 내용 방법 기�대�수�준

공�감

문화감성
태도 자기문답

감응유도
사례제시

초급
중급

고급
감정

유미표현
감성 흐름설명

감성공유
체화반성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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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인지하여 수업을 지도할 것이라 예상한다. 불균형

적인 한국무용 교육 경험은 진정한 소양을 함양시키기보다는 단순한 무용체험

에 그치게 만든다.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계획된 무용 수업은 한국무용

을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 되어야 하므로 교육자는 

각 구성요소에 대한 구분과 균형적인 활용을 통해 한국무용에 대한 깊이를 맛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무용이 하나의 예술교육이자, 문화교육이자, 무용교

육이 될 수 있도록 한국무용 교육자는 한국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

하다. 

나. 한국무용소양 함양의 교육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 체계

가)  목 표

 한국무용소양은 한국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일상과 개인, 사회에 

모두 적용 가능한 가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무용소양의 구성요소는 1) 

신체 소양, 2) 인지 소양, 3) 심미소양의 요소가 단계적으로, 균형 있게, 총체적으

로 함양되어야 한다. 각 구성요소는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가진

다. 첫째, 신체 소양은 한국무용 호흡을 이해하여 한국무용 동작을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 둘째, 인지 소양은 한국무용을 하나의 한국 문화로 인식하고, 이해하

여 한국무용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형성하는 것이다. 셋째, 심미소양은 한국무용

을 하나의 미적, 예술적 감성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각 소양은 목표를 함양시

키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아래의 <표 42>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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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한국무용소양의�목표�및�내용�

신체소양 인지소양 심미소양

핵심개념 호흡 안목 공감

목표 심신감지,�동작수련 작품탐색,�전통분석 문화감성,�유미표현

내용
곡선,�절제
여백,�조화

음악,�철학
전통,�역사

예의,�공감
순환,�승화

나) 내용 체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체계는 1) 움직임 이해, 2) 한국

무용 레파토리, 3) 한국무용 창작하기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의 

주제별로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한국무용소양의 구성요소인 신체적 소양, 인지

적 소양, 심미적 소양의 세 가지 요소가 다뤄진다. 세 가지 영역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1) 움직임 이해부터 2) 한국무용 레파토리, 3) 한국무용 창작하

기까지 단계적으로 발전되는 원리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1) 움직임 이해에서는 

한국무용의 기본 동작과 원리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기

술적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인지적, 심미적으로 함께 이해하는 것이다. 

1) 움직임 이해의 영역에서는 한국무용의 기본 동작을 배우는 것보다는 한국무

용의 움직임을 이해하여 나만의 자연스러운 한국무용의 움직임을 찾아가는 데 

있다. 다음으로 2) 한국무용 레파토리는 다양한 종류의 한국무용을 경험하여 한

국무용의 움직임과 특성을 여러 작품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다. 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작을 단순히 배우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해하며, 느껴보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3) 한국무용 창작하기는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영역으로 앞서 배운 경험을 통해 창작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 영역에서는 한국무용의 창작 움직임을 보고, 경험

차원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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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해하는 것을 통해 내 생각과 표현을 한국 창작 움직임으로 제작해보는 

것이다. 

 내용 체계에서 각 영역의 핵심 개념은 각각 신체소양, 인지소양, 심미소양으

로 구분된다. 먼저, 한국무용 움직임 이해 영역에서는 1) 움직임의 호흡(신체 소

양), 2) 움직임의 원리(인지 소양), 3) 움직임의 정신(심미 소양)으로 구성된다. 내

용 요소는 소양의 구성요소인 신체 소양, 인지 소양, 심미 소양마다 제시되며, 

이는 초급, 중급, 고급의 수준별 과정을 제안한다. 먼저 1) 움직임 호흡(신체 소

양)은 호흡의 흐름, 움직임의 흐름, 움직임의 연결을 통해 한국무용 움직임을 배

울 수 있으며, 이는 신체소양 요소의 교육 내용 요소에서 곡선, 절제와 관련된

다. 2) 움직임 원리(인지 소양)은 사상의 원리, 장단의 원리, 기본무의 원리를 통

해 한국무용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인지소양 요소의 교육 내

용인 음악, 철학과 관련된다. 3) 움직임의 정신(심미 소양)은 자세와 태도, 집중

과 발견, 공감의 자세를 통해 한국무용의 움직임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나의 내

면에 집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심미소양 요소의 교육 내용인 

예의와 공감으로 연결된다. 아래의 <표 43>와 같이 내용 체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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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한국무용소양�함양�프로그램�내용�체계

영역 구성
요소 핵심�개념

내용�요소 교육�
내용요소초급 중급 고급

한국무용�
움직임이해

신체 움직임의�호흡 Ÿ 호흡의�흐름 Ÿ 움직임의�흐름 Ÿ 움직임의�연결 곡선,�절제

인지 움직임의�원리 Ÿ 사상의�원리 Ÿ 장단의�원리 Ÿ 기본무의�원리 음악,�철학

심미 움직임의�정신 Ÿ 자세와�태도 Ÿ 집중과�발견 Ÿ 공감의�자세 예의,�공감

한국무용�
레파토리

신체 표현의�다양성 Ÿ 궁중무용�움직임 Ÿ 민속무용�움직임 Ÿ 종교무용�움직임 여백,�자연

인지 표현의�독특성 Ÿ 인물별�특성�이해� � Ÿ 지역별�특성�이해 Ÿ 종류별�특성�이해 전통,�역사

심미 표현의�예술성 Ÿ 궁중무용�감성 Ÿ 민속무용�감성 Ÿ 종교무용�감성 공감,�순환

한국무용
창작하기

신체 창작�무용표현 Ÿ 창작�움직임 Ÿ 창작�움직임�표현 Ÿ 창작�움직임�개발 여백,�자연

인지 창작�과정이해 Ÿ 창작�양식�비교 Ÿ 창작�구성�이해 Ÿ 창작�과정�이해 철학,�전통

심미 창작�감성전달 Ÿ 창작�표현�공감 Ÿ 창작�표현�발견 Ÿ 창작�표현�전달 공감,�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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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무용 레파토리 영역에서는 1) 표현의 다양성(신체 소양), 2) 표현의 

독특성(인지 소양), 3) 표현의 예술성(심미 소양)으로 구성된다. 내용 요소는 1) 

표현의 다양성(신체 소양)에서는 궁중무용, 민속무용, 종교무용의 움직임으로 다

양한 한국무용의 움직임 표현을 배울 수 있다. 이는 신체 소양의 교육 내용 요소

에서 여백, 자연과 연결된다. 2) 표현의 독특성(인지 소양)에서는 인물별, 지역별, 

종류별 특성 이해를 통해 다양한 한국무용의 표현 양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인지 소양의 교육 내용 요소에서 전통과 역사와 관계된다. 3) 표현의 예술

성(심미 소양)에서는 궁중무용, 민속무용, 종교무용의 감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는 심미 소양의 교육 내용 요소에서 공감과 순환과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무용 창작하기 영역에서는 1) 창작 무용 표현(신체 소양), 2) 

창작 과정 이해(인지 소양), 3) 창작 감성 전달(심미 소양)으로 구성된다. 내용 요

소는 1) 창작 무용 표현(신체 소양)에서는 창작 움직임, 개발, 표현을 통해 자신

만의 한국무용 창작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는 신체 소양의 교육 내용 요

소에서 여백, 자연과 연관된다. 2) 창작 과정 이해(인지 소양)에서는 창작 양식 

비교, 구성 이해, 과정 이해를 통해 자신의 창의적 활동의 과정을 이해하고, 창

작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지 소양의 교육 내용 요소에서 철학, 

전통과 연관된다. 3) 창작 감성 전달(심미 소양)에서는 창작 표현 공감, 발견, 전

달을 통해 자신의 창의적 활동의 심미성, 예술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심미 

소양의 교육 내용 요소에서 공감과 승화로 관련된다.

2) 프로그램 지도안

가) 수업 계획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한국무용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한국무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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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프로그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인 한국무용소양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학습 내

용이 구성되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 영역은 크게 세 가지 ‘한국무용 움

직임, 한국무용 레파토리, 한국무용 창작하기’로 구분되며, 각 차시의 학습 주제

마다 한국무용소양인 ‘신체소양, 인지소양, 심미소양’ 각각의 학습 내용을 제시

한다. 각 차시의 주제마다 세 가지 소양을 함양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구성요소

의 구성원리인 ‘단계성, 균형성, 총체성’를 균형 있게 함양하기 위해서는 각 차

시마다 동일하게 교육 내용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아래와 같이 <표 

44>에서 총 15차시의 수업계획서를 제안한다. 첫 번째, ‘한국무용 움직임 이해’ 

영역은 총 15차시 중 1차시에서 5차시의 수업에 해당한다. 1) 나의 호흡 흐름을 

이해하기, 2) 자신의 움직임 탐색하기, 3) 한국무용으로 움직여보기, 4) 여러 가

지 한국무용 움직임 알아가기, 5) 한국무용 움직임으로 표현하기의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한국무용 움직임 이해의 다섯 가지 주제들은 한국무용의 움직

임의 특성과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움직임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다섯 가

지의 주제는 연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가진다. 예를 들어, 1

차시 ‘나의 호흡 흐름을 이해하기’ 주제에서는 움직임을 배우기 전에 나의 호흡

과 신체의 감각을 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체소양의 요소에서는 

심신감지를 목표로 ‘다양한 곡선의 흐름으로 호흡하기(곡선)’의 내용을 통해 이

루고자 한다. 이는 감각깨움과 자기 탐색의 교육 방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한국무용 레파토리’ 영역은 총 15차시 중 6차시에서 10차시의 수업에 

해당한다. 앞서 ‘한국무용 움직임 이해’에서는 한국무용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이해

했다면, ‘한국무용 레파토리’영역에서는 다양한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동

작들을 경험하고, 한국무용 작품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는 1) 궁중무용은 

무엇일까, 2) 민속무용은 무엇일까 1, 3) 민속무용은 무엇일까 2, 4) 민속무용은 무엇

일까3, 5) 종교무용은 무엇일까 의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한국무용의 

종류인 궁중무용, 민속무용, 종교무용의 각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하면서 한국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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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과 동작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6차시 ‘궁중무용은 무엇일까’ 주제에

서는 궁중무용의 형식과 기본적인 동작을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

체소양의 요소에서는 심신감지를 목표로 ‘궁중무용 기본 동작 배워보기(절제)’의 내

용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 이는 호흡이음과 완급조절의 교육 방법을 통해 이룰 수 있

다. 이는 다음의 <표 44>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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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한국무용소양함양�프로그램�수업계획서� (15차시)
차시 영역 학습주제 소양�요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1

한국무용�

움직임이해

나의�호흡�흐름을�이해하기

신체� � 심신감지 곡선 다양한�곡선의�흐름으로�호흡하기 감각깨움,�자기탐색

인지� 전통분석 철학 한국문화에�나타난�다양한�곡선의�모습을�발견하기 사고확장,�장단해석

심미� 유미표현 순환 한국음악에�나타난�호흡의�흐름을�느껴보기 사례제시,�흐름설명

2 자신의�움직임�탐색하기

신체� � 심신감지 곡선 움직임�속에�호흡의�흐름을�느끼며�움직이기 감각깨움,�자기탐색

인지� 작품탐색 전통 음양오행의�원리�속에�나타난�움직임을�이해하기 감상제공,�사고확장

심미� 문화감성 수용 타인의�움직임�안에�있는�호흡을�느끼며�교감하기 자기문답,�감응유도

3 한국무용으로�움직여보기

신체� � 심신감지 절제 기본�동작� 1을�통해�한국무용�움직임을�배우기. 자기탐색,�호흡이음

인지� 전통분석 음악 기본�장단을�통해�움직임을�이해하기 장단해석,�감상제공

심미� 문화감성 수용 한국무용에�임하는�자세와�태도�갖추기. 감응유도,�사례제시

4 여러가지�한국무용�움직임�알아가기

신체� � 심신감지 절제 기본동작� 2를�통해�여러�동작�배우기 자기탐색,�호흡이음

인지� 작품탐색 전통 다양한�기본무의�특성을�비교하며�이해하기 비교설명,�감상제공

심미� 문화감성 예의 한국무용을�배우는�마음가짐과�자세�준비하기 감응유도,�사례제시

5 한국무용�움직임으로�표현하기

신체� � 동작수련 여백 연결된�기본�동작�따라해보기 호흡이음,�완급조절

인지� 전통분석 철학 음악의�특성을�비교하고�인식하기 감상제공,�사고확장

심미� 유미표현 순환 한국무용�동작들로�감성을�표현해내기 사례제시,�흐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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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무용�

레파토리

궁중무용은�무엇일까

신체� � 심신감지 절제 궁중무용�기본�동작�배워보기 호흡이음,�완급조절

인지� 전통분석 철학 궁중무용의�기본�형식과�원리를�이해하기 감상제공,�사고확장

심미� 문화감성 수용 궁중무용의�감성�느껴보기 사례제시,�흐름설명

7 민속무용은�무엇일까� 1

신체� � 동작수련 여백 살풀이의�기본�동작�배워보기 완급조절,�심신조화

인지� 작품탐색 전통 살풀이의�지역별�특성�비교하여�이해하기 지역구분,�감상제공

심미� 문화감성 수용 살풀이의�감성�느껴보기 사례제시,�흐름설명

8 민속무용은�무엇일까� 2

신체� � 동작수련 여백 탈춤의�기본�동작�배워보기 완급조절,�심신조화

인지� 작품탐색 전통 탈춤의�지역별�특성�비교하여�이해하기 지역구분,�감상제공

심미� 문화감성 수용 탈춤의�감성�느껴보기 사례제시,�흐름설명

9 민속무용은�무엇일까� 3

신체� � 동작수련 조화 농악의�기본�동작�배워보기 심신조화,�표현유도

인지� 전통분석 음악 농악의�악기별�장단과�특성�비교하기 장단해석,�음색분석

심미� 유미표현 승화 농악의�문화�감성�표현하기 흐름설명,�감성공유

10 종교무용은�무엇일까

신체� � 심신감지 절제 종교무용의�기본동작�배워보기 자기탐색,�호흡이음

인지� 작품탐색 전통 종교무용의�종류별�특성�비교하기 감상제공,�사고확장

심미� 유미표현 순환 종교무용의�표현방식�공감하기 흐름설명,�감성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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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무용

창작하기

주제�설정과�움직임�시놉시스�구성하기

신체� � 심신감지 곡선 한국무용창작�움직임�움직여보기 완급조절,�심신조화

인지� 작품탐색 철학 한국무용창작작품�비교하여�이해하기 감상제공,�사고확장

심미� 문화감성 수용 한국무용창작�표현방식�공감하기 감응유도,�사례제시

12 장면별�무대구성�및�음악�선정하기

신체� � 동작수련 조화 한국무용창작�움직임의�표현방식�배우기 심신조화,�표현유도

인지� 전통분석 철학 창작무용의�작품에�나타난�표현방식�비교하기 사고확장,�장단해석

심미� 유미표현 순환 창작무용의�다양한�표현방식�느껴보기 흐름설명,�감성공유

13 장면별�주요�동작�구성하기

신체� � 동작수련 조화 주제와�음악에�따라�나의�움직임�찾아가기 심신조화,�표현유도

인지� 전통분석 음악 장면별�표현과�음악�구성�구체화하기 장단해석,�음색분석

심미� 유미표현 승화 작품감상을�통해�나의�표현방식�발견하기 감성공유,�체화반성

14 장면별�주요�동작�표현하기

신체� � 동작수련 자연 나의�창작움직임을�발전시켜가기 심신조화,�표현유도

인지� 전통분석 음악 나의�창작움직임을�전달하기�위한�방식�찾아보기 장단해석,�음색분석

심미� 유미표현 승화 나의�창작움직임을�표현하고�전달하기 감성공유,�체화반성

15 생각을�나누며�수정하기

신체� � 동작수련 조화 나의�창작작품을�발표하기 심신조화,�표현유도

인지� 전통분석 음악 나의�창작작품을�설명하기 장단해석,�음색분석

심미� 유미표현 승화 나의�창작작품에�대한�의견을�공감하기 감성공유,�체화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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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한국무용 창작하기’ 영역은 총 15차시 중 11차시에서 15차시의 수업

에 해당한다. 앞서 ‘한국무용 움직임 이해’와 ‘한국무용 레파토리’영역에서 기본 

동작과 작품 속 여러 가지 동작들을 경험했다면, 이를 토대로 한국무용 움직임

을 창작하는 과정이다. 이는 1) 주제 설정과 시놉시스 구성하기, 2) 장면별 무대 

구성 및 음악 선정하기, 3) 각 장면별 동작 구성하기, 4) 각 장면별 동작 표현하

기, 5) 생각나누며 수정하기의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한국무용의 

움직임들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창의적 움직임을 창작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13차시 ‘각 장면별 동작 구성하기’ 주제에서는 자신의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움직임으로 창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체소양의 요소

에서는 동작수련을 목표로 ‘주제와 음악에 따라 나의 움직임 찾아가기(자연)’의 

내용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 이는 심신조화와 표현유도의 교육 방법을 통해 이

룰 수 있다. 

나) 교수 학습 지도안

  

 앞서 제안한 ‘수업계획서’에서 교수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 가

지 교육 영역인 ‘한국무용 움직임, 한국무용 레파토리, 한국무용 창작하기’에서 

한 차시 교수 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먼저 1) 한국무용 움직임 영역에서는 

2차시 ‘자신만의 움직임 탐색하기’ 교수 학습 지도안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수 학습 지도안은 총 60분의 수업을 구성하며, 교육 영역, 학습 주제, 소양 요

소, 학습 목표, 소양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자료 등이 제시된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인 ‘소양 요소와 소양 내용’이 교수 학습 지도안에서 

학습 주제에 따라 제공된다. 다음으로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수

전략 등이 제시된다. 여기서도 본 연구의 결과인 교육 방법이 ‘교육 방법 및 교

수전략’에 제시됨에 따라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교수 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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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을 구성하였다. 또한 ‘학습 단계’는 크게 세 가지 도입-전개-정리로 구성되

며, 1) 도입 단계에서는 두 가지 ‘들어가기와 동기유발 및 주제탐색’ 과정으로 

구분된다. 2) 전개 단계에서도 두 가지 ‘움직임 탐색과 춤추기’ 과정으로 구분한

다. 3) 정리 단계에서는 ‘생각 나누기’ 과정으로 제시한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 45>와 같다. 다음의 교수학습지도안은 초급자와 고급자로 구분하여 구성하

였다. 초급자의 경우는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방과후 수업에서 활용가

능한 60분 수업 구성이다. 다음 고급자의 경우는 전문무용교육을 받은 전공자로 

전공경력 3년 이상 가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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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한국무용소양함양�프로그램� 2차시�교수학습지도안(초급자)

  2 차시 수업                               총 15차시 / 5-6학년군

영역 한국무용 움직임 이해
학습주제 자신의 움직임 탐색하기
소양요소 신체소양 인지소양 심미소양

학습목표 움직임 속에 
호흡의 흐름을 느끼며 춤춘다.

음양오행의 원리 속에 
나타난 움직임을 발견한다.

나와 타인의 움직임 안에 있는 
호흡을 느끼며 교감한다. 

소양내용 심신감지-곡선 작품탐색-전통 문화감성-수용
교수-학습방법 감각깨움, 자기탐색 감상제공, 사고확장 자기문답, 감응유도

교수-학습자료 Ÿ 음양오행과 관련된 시각 자료(사진, 동영상), 음악

학습 단계 학 습 내 용 교육 방법 및 교수전략 시간

도

입

들어가기

-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 확인

- 몸풀기

- 선수학습 확인

10분
동기유발 

및 

주제탐색

-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음양오행 이해하기 
1)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해하기

2) 음양오행의 사례를 영상으로 보며, 각각의 영상에서 느껴지

는 감정을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해보기

þ  음양의 예시 

     ① 낮과 밤: 짧은 들숨과 날숨과 긴 들숨과 날숨

     ② 밀물과 썰물: 짧은 들숨과 긴 날숨과 긴 들숨과 짧은 날숨

2) 활 동
【감상제공】
Ÿ 사진보다는 움직임이 있는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음

양오행의 느낌을 더 생생하

게 느낄 수 있도록 이끈다.
Ÿ 각각의 동영상은 주요 장면 

10초를 넘지 않게 보여주어 
수업시간을 절약한다.

【감각깨움, 자기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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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오행의 예시

     ① 원소 : 나무木(긴 호흡) ,불火(짥은 호흡), 흙土(긴 호흡), 
쇠金(짧은 호흡), 물水(긴 호흡)

     ② 방향과 오방색 : 동-백색(짧은 호흡), 서-청색(긴 호흡), 
남-적색(짧은 호흡), 북-흑색,(짧은 호흡), 
중-황색(긴호흡)

Ÿ 학생들이 영상을 보며 느껴
지는 감정과 느낌을 ‘들숨’
과 ‘날숨’으로 표현할 때 교
수자는 발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몸에 흐르는 호흡
의 ‘속도’가 어떻게 일어나
고 있는지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

개

움직임

탐색

1) 음양의 원리를 떠올리며, 들숨과 날숨으로 각각 신체 부위의 

움직임 탐색하기

  : 들숨과 날숨을 하며 밀물과 썰물을 각 신체 부분으로 표현한다.

- 눈을 감고 앉아 파도 소리를 듣는다.
- 밀물과 썰물에서 나타나는 음양의 원리를 상상하며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한다.
- 자리에 앉아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며, 고개로 밀물 혹은 썰

물의 모습을 표현한다.

- 자리에 앉아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며 고개와 팔로 밀물 혹

은 썰물의 모습을 표현한다. 
- 일어나서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며 고개, 팔과 무릎으로 밀

물 혹은 썰물의 모습을 표현한다.
- 일어나서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며 전신으로 밀물 혹은 썰

물의 모습을 표현한다.

1) 활 동

 【감각깨움, 자기탐색】

Ÿ 모든 움직임을 할 때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들숨과 날숨
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
다. 호흡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은 숨 쉬는 소리를 낼 수 있게 
이끈다.

Ÿ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이끌기 
위해, 학생들이 움직이기 쉬운 
신체 부위부터 어려운 부분으
로 확장 시켜 이끌어준다.

【자기문답, 사고확장】

Ÿ 각각의 신체를 움직이도록 할 
때, 밀물과 썰물을 실제로 보았
던 경험을 떠올리거나 앞의 영
상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올리
며 그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끈다.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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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행의 원리가 내재한 다섯 가지 원소를 표현할 수 있는 움

직임을 호흡과 함께 탐색하기

  : 나무, 불, 흙, 쇠, 물을 표현할 수 있는 각각의 다양한 움직

임을 탐색해 본다. 

➀ 교사의 언어를 들으면서 불을 상상하여 표현해본다. 

- 다 함께 일어나 표현하기

   예) “작은 불씨가 점점 크게 타오를 수도 있고~ 불이 옆으로 천천

히 번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불의 모습이 있을까?” - 아래에
서 위로 양팔을 천천히 작게 흔들다가 크게 흔들기 - 양팔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크고 천천히 털기

➁ 발견한 동작에 들숨 날숨을 넣어 움직여보기

  - 각자 자신의 동작을 하며 다 함께 움직이기

   예) “조금 전 불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그 표

현에 맞는 들숨과 날숨을 넣어서 움직여보자” - (짧고 작은 호
흡에서 강하고 큰 호흡으로 변하면서) 
아래에서 위로 양팔을 천천히 작게 흔들다가 크게 흔들기 - 
(크고 느끼며 강한 호흡으로)- 양팔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동하면서 크고 천천히 털기

       
➂ 친구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상황의 불인지 상상하여 이야기하기

  (2~3명의 소수 인원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표하기)

➀ 활 동

【감상제공, 사고확장】

Ÿ 학생들이 다양한 불의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고 비슷하고 단
순한 움직임만 한다면 다양한 
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다양한 움직
임을 이끌어준다.

➁ 활 동

【감각깨움, 자기탐색, 사고확장】

Ÿ 기존에 자신이 표현한 움직임

에 들숨과 날숨을 넣어 움직
임을 더욱 생동감 있게 발전
시킨다. 이때 호흡과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춤

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➂ 활 동

【감상제공, 사고확장, 감응유도】

Ÿ 친구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불
의 모습을 표현했는지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활동을 통해 
불의 다양한 모습을 확장하여 
상상할 수 있게 하며, 친구를 
통해 불에 대한 다양한 움직임 
탐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끈
다.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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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과 함께 불의 움직임을 탐색했다면 나무, 흙, 쇠, 물의 움직
임도 차례대로 탐색한다.

 ◆ 학생들이 불과 나무의 움직임 탐색을 통해 움직임과 호흡을 함
께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뒤에 탐색하는 흙, 쇠, 물 탐색 
때는 시간 절약을 위해 ➀,➁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떠오

르는 움직임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탐색하도록 한다.)   

춤추기

1) 짝과 함께 나무, 불, 흙, 쇠, 물 움직임을 활용하여 작품 안

무하기

 
➀ 두 명씩 짝을 정한다.
➁ 짝과 함께 나무, 불, 흙, 쇠, 물을 표현할 수 있는 5가지 움

직임을 만든다. 
◆ 각 동작의 순서와 각 움직임의 박자는 정하지 않고 동작만 만든다.

2) 작품 연습하기

➀ A 학생과 B 학생이 신체의 한 부위를 서로에게 닿고 선다. 
이때 서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게 서로가 같은 쪽을 바라

보고 옆으로 선다.
➁ A 학생이 먼저 앞에서 만든 5가지 움직임 중 하나의 움직

임을 주도하여 시작하고 B 학생은 A 학생의 호흡을 느끼며 

움직임을 따라 춘다.

1) 활 동

【감상제공, 사고확장】

Ÿ 앞에서 만들었던 자신의 동작

과 호흡을 서로 보여주고 무엇

을 표현한 것인지 이야기 나누

며 함께 춤출 동작을 발전시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활 동

【감각깨움, 자기탐색】

Ÿ 리드하는 친구는 최대한 자신

의 몸에 몰입하여 호흡과 움직

임을 하며, 다른 친구와 붙어 

있는 신체 부위을 통해 호흡과 

움직임이 잘 전달 될 수 있도

록 집중시킨다. 또한 신체가 닿

아있는 학생은 다른친구의 움

직임에 집중하여 호흡과 움직

10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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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역할을 자연스럽게 바꿔서 B 학생이 움직임을 주도

하며 앞에서 만든 5가지 움직임 중 나머지 하나의 움직임을 

시작하고 A 학생은 B 학생의 호흡을 느끼며 그 움직임을 

따라 춤춘다.
➂ 앞에서 만든 5개 동작을 서로가 번갈아 가며 이끌면서 진행

한다. 단 하나의 동작이 4박자 이상 추었을 때 다른 동작으

로 바꿀 수 있다.

◆ 두 사람의 신체 부분 한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닿은 채, 상대방의 

호흡과 움직임을 느끼면서 활동한다.

3) 공연 및 감상하기

: 3팀끼리 무대 위로 올라와 작품을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감상한다.

임을 따라한다. 

3) 활 동

【감상제공, 사고확장, 감응유도】

Ÿ 교수자는 무대 위에서 3팀이 

서 있는 위치나 움직이는 순서

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감상자

가 무대 위의 움직임들을 새로

운 시각으로 해석해 볼 수 있

도록 한다.

10분

정

리

생각 

나누기

ü 움직임 속에 호흡의 흐름을 느끼며 춤출 수 있었나요?
ü 호흡에 몰입하며 움직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했나요? 
ü 음양오행의 원리 속에 나타난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ü 각각의 움직임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ü 나와 타인의 움직임 안에 있는 호흡을 느끼며 교감할 수 있었나요?
ü 어떤 부분들이 어려웠고 더욱 깊이 교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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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한국무용소양함양�프로그램� 2차시�교수학습지도안(중급자)

  2 차시 수업       총 15차시 / 중급: 전공경력 2년 이상 중학생

영역 한국무용 움직임 이해
학습주제 자신의 움직임 탐색하기
소양요소 신체소양 인지소양 심미소양

학습목표 움직임 속에 
호흡의 흐름을 느끼며 춤춘다.

음양오행의 원리 속에 
나타난 움직임을 발견한다.

나와 타인의 움직임 안에 있는 
호흡을 느끼며 교감한다. 

소양내용 심신감지-호흡 작품탐색-전통 문화감성-감정
교수-학습방법 자기탐색, 호흡이음 감상제공, 사고확장 감응유도, 사례제시
교수-학습자료 Ÿ 음양오행과 관련된 시각 자료(사진, 동영상), 음악
학습 단계 학 습 내 용 교육 방법 및 교수전략 시간

도

입

들어가기

-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 확인

- 몸풀기

- 선수학습 확인

10분
동기유발 

및 

주제탐색

-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음양오행 이해하기 
1)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해하기

2) 음양오행의 사례가 나타나는 한국무용 동작들을 찾아보고 

표현하기

þ  음양의 예시 

     ① 낮과 밤: 짧은 움직임으로 낮과 밤을 표현하기

     ② 밀물과 썰물: 호흡 표현을 강조한 짧은 움직임 만들기

2) 활 동
【감상제공】
Ÿ 사진보다는 움직임이 있는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음

양오행의 느낌을 더 생생하

게 느낄 수 있도록 이끈다.
Ÿ 각각의 동영상은 주요 장면 

10초를 넘지 않게 보여주어 
수업시간을 절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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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오행의 예시

     ① 원소 : 나무木(긴 호흡) ,불火(짥은 호흡), 흙土(긴 호흡), 
쇠金(짧은 호흡), 물水(긴 호흡)

     ② 방향과 오방색 : 동-백색(짧은 호흡), 서-청색(긴 호흡), 
남-적색(짧은 호흡), 북-흑색,(짧은 호흡), 
중-황색(긴호흡)

【자기탐색, 호흡이음】
Ÿ 나의 호흡에 집중하고, 호흡

표현을 강조한 동작을 만들
어가도록 한다. 특히 짧은 
움직임들로 구성해보면서 
음양오행의 의미를 몸으로 
느껴본다. 

전

개

움직임

탐색

1) 음양의 원리를 떠올리며, 들숨과 날숨으로 각각 신체 부위의 

움직임 탐색하기

  : 들숨과 날숨을 하며 밀물과 썰물을 각 신체 부분으로 표현한다.

- 눈을 감고 앉아 파도 소리를 듣는다.
- 밀물과 썰물에서 나타나는 음양의 원리를 상상하며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한다.
- 밀물과 썰물의 움직임을 표현해본다. 상체중심, 하체중심, 전

신동작, 뛰는 동작, 도는 동작을 차례로 구분하여 움직임을 
탐색한다.

- 앞서 탐색한 동작들을 5가지 연결해본다.
- 2명의 학생들이 서로의 움직임을 공유하며 10가지 움직임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동선을 구성해본다. 

 ◆ 선생님은 밀물, 썰물이 연상되는 리듬이 있는 음악을 선정하여 
계속 듣고 움직임 표현이 나올수 있도록 유도한다. 

1) 활 동

 【자기탐색】

Ÿ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이

를 움직임에 연결할 수 있

도록 지시한다.
 

1) 활 동

【사고확장】

Ÿ 밀물과 썰물이 연상되는 단

어나 풍경, 색감, 상황들을 

제시하여 움직임 표현이 나

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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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행의 원리가 내재한 다섯 가지 원소를 표현할 수 있는 움

직임을 호흡과 함께 탐색하기

  : 나무, 불, 흙, 쇠, 물을 표현할 수 있는 각각의 다양한 움직

임을 탐색해 본다. 

➀ 나무, 불, 흙, 쇠, 물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와 

관련된 단어나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적어본다. 그림으로 표현

해도 된다. 혹은 스토리를 구성해볼 수 있다. 

 
➁ 발견한 의미들을 가지고, 움직임으로 표현해본다. 우선 단어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이후 단어의 깊은 의미나 특징들을 움

직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시한다. 표현에 필요한 소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➂ 친구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성질을 표현하고 하며, 의도한 내

용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➀ 활 동

【감상제공, 사고확장】

오행과 관련된 성질들을 깊이 

탐색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

도록 한다. 

➁ 활 동

【자기탐색, 사고확장】

Ÿ 단어나 의미를 움직임으로 바

꾸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단어의 직접적 표현에서 

시작하여, 의미의 특징을 잡아

보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➂ 활 동

【감상제공, 사고확장, 감응유도】

Ÿ 다양한 움직임들을 감상하면서 

다양한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다. 

15분

춤추기

1) 짝과 함께 나무, 불, 흙, 쇠, 물 움직임을 활용하여 작품 안

무하기

➀ 다섯 명씩 짝을 정한다.

1) 활 동

【감상제공, 사고확장】

Ÿ 앞서 만들었던 동작들을 가져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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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나무, 불, 흙, 쇠, 물을 표현할 수 있는 스토리를 구성한다. 
➂ 각자 하나의 성질을 맡아 표현해야하며,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여 5분정도의 작품을 완성한다. 

◆ 교사가 음악을 선정해주며 선정된 음악에 맞는 안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음악을 반복적으로 듣게 해준다. 또한 음악에 대한 정보(장단, 
선율, 분위기 등)를 충분히 제공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2) 작품 연습하기

➀ 작품의 주제와 스토리 구성을 적어 제출한다.
➁ 스토리에 맞는 동작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➂ 동작연결과 다양한 동선과 구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3) 공연 및 감상하기

: 작품을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감상한다.

와 친구들과 함께 조합하여 구

성해본다. 

2) 활 동

【감각깨움, 자기탐색】

Ÿ 각자의 움직임들이 모여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며, 함께 의견을 조율하

여 협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3) 활 동

【감상제공, 사고확장, 감응유도】

Ÿ 공연한 팀과 관람한 팀들이 자

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

록 토론시간을 제공한다. 

5분

10분

정

리

생각 

나누기

ü 움직임 속에 호흡의 흐름을 느끼며 춤출 수 있었나요?
ü 호흡에 몰입하며 움직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했나요? 
ü 음양오행의 원리 속에 나타난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ü 각각의 움직임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ü 나와 타인의 움직임 안에 있는 호흡을 느끼며 교감할 수 있었나요?
ü 어떤 부분들이 어려웠고 더욱 깊이 교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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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한국무용소양함양�프로그램� 2차시�교수학습지도안(고급자)

  2 차시 수업       총 15차시 / 고급: 전공경력 5년 이상 대학생

영역 한국무용 움직임 이해
학습주제 자신의 움직임 탐색하기
소양요소 신체소양 인지소양 심미소양

학습목표 움직임 속에 
호흡의 흐름을 느끼며 춤춘다.

음양오행의 원리 속에 
나타난 움직임을 발견한다.

나와 타인의 움직임 안에 있는 
호흡을 느끼며 교감한다. 

소양내용 동작수련-표현 작품탐색-철학 유미표현-감성
교수-학습방법 완급조절, 심신조화 음색분석, 사고확장 흐름설명, 감성공유
교수-학습자료 Ÿ 음양오행과 관련된 시각 자료(사진, 동영상), 음악
학습 단계 학 습 내 용 교육 방법 및 교수전략 시간

도

입

들어가기

-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 확인

- 몸풀기

- 선수학습 확인

10분
동기유발 

및 

주제탐색

-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음양오행 이해하기 
1)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해하고,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기

2) 음양오행의 사례가 나타나는 현상과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눠보고, 스토리를 구성해보기

þ  음양의 예시 

     ① 낮과 밤, 밀물과 썰물, 여자와 남자 등 음양오행을 표현할 수 

있는 제시어를 보여준다.

2) 활 동
【감상제공】
Ÿ 사진보다는 움직임이 있는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음

양오행의 느낌을 더 생생하

게 느낄 수 있도록 이끈다.
Ÿ 각각의 동영상은 주요 장면 

10초를 넘지 않게 보여주어 
수업시간을 절약한다.

2) 활 동
【자기탐색, 호흡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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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오행의 예시

     ① 원소 : 나무木(긴 호흡) ,불火(짥은 호흡), 흙土(긴 호흡), 
쇠金(짧은 호흡), 물水(긴 호흡)

     ② 방향과 오방색 : 동-백색(짧은 호흡), 서-청색(긴 호흡), 
남-적색(짧은 호흡), 북-흑색,(짧은 호흡), 
중-황색(긴호흡)

Ÿ 호흡을 강조할 수 있는 음
양오행과 관련된 동작들을 
나열해 본다. 모두가 함께 
동작을 공유하고 표현해본
다. 

전

개

움직임

탐색

1) 음양의 원리를 떠올리며, 들숨과 날숨으로 각각 신체 부위의 

움직임 탐색하기

  : 들숨과 날숨을 하며 밀물과 썰물을 각 신체 부분으로 표현한다.

- 앞서 구성한 스토리를 친구와 공유하여 2명씩 짝을 짓고 팀

을 구성한다. 
- 음양오행의 원리에 대해 하나의 특성과 연관된 키워드를 선

정하고 그에 맞는 동작을 나열해본다. 
- 친구와 함께 동작을 배우고 익히면서 나의 동작을 가르치고, 

상대의 동작을 익혀본다. 

 ◆ 선생님은 밀물, 썰물이 연상되는 리듬이 있는 음악을 선정하여 

계속 듣고 움직임 표현이 나올수 있도록 유도한다. 

1) 활 동

 【심신조화】

Ÿ 나의 생각을 움직임으로 표

현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다

양한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본 차

시에서는 ‘호흡’이 강조되도

록 한다. 
 
【사고확장】

Ÿ 밀물과 썰물이 연상되는 단

어나 풍경, 색감, 상황들을 

제시하여 움직임 표현이 나

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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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행의 원리가 내재한 다섯 가지 원소를 표현할 수 있는 움

직임을 호흡과 함께 탐색하기

  : 나무, 불, 흙, 쇠, 물을 표현할 수 있는 각각의 다양한 움직

임을 탐색해 본다. 
➀ 나무, 불, 흙, 쇠, 물 다섯 가지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본 후 

하나의 안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➁ 발견한 의미들을 가지고 친구와 함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하며,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움직임을 다양

하게 시도해본다. 

       
➂ 친구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성질을 표현하고 하며, 의도한 내

용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➀ 활 동

【감상제공, 사고확장】

Ÿ 오행과 관련된 성질들을 깊
이 탐색하고 고민해보는 시
간을 갖도록 한다. 

➁ 활 동

【자기탐색, 사고확장】

Ÿ 단어나 의미를 움직임으로 바
꾸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단어의 직접적 표현에서 
시작하여, 의미의 특징을 잡아
보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➂ 활 동

【감상제공, 사고확장, 감응유도】

Ÿ 다양한 움직임들을 감상하면서 
다양한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다. 

15분

춤추기

1) 짝과 함께 나무, 불, 흙, 쇠, 물 움직임을 활용하여 작품 안

무하기

 
➀ 다섯명이 한 팀이 되며, 그중에 선정된 이야기를 구성한 친
구가 안무자가 된다.
➁ 안무자역할을 하는 친구는 나머지 무용수 역할의 친구들에
게 자신의 작품구성을 전달하며 이해시킨다.

1) 활 동

【감상제공, 사고확장】

Ÿ 앞서 만들었던 동작들을 가져

와 친구들과 함께 조합하여 구

성해본다. 

2) 활 동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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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안무자역할은 무용수들이 자신의 작품구성을 표현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움직임을 찾아가며, 안무자는 전체 구도와 동선 등을 구
성한다. 
◆ 음악은 자유롭게 검색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하며, 만약 어려울 

시에는 교수자가 제공하는 음악을 사용한다. 

2) 작품 연습하기

➀ 작품의 주제와 스토리 구성을 적어 제출하고, 이에 대한 발
표를 한다. 

➁ 교수자는 작품 구성과 음악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발전된 표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고 제
공한다. 

3) 공연 및 감상하기

: 작품을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감상한다.

【감각깨움, 자기탐색】

Ÿ 각자의 움직임들이 모여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며, 함께 의견을 조율하

여 협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3) 활 동

【감상제공, 사고확장, 감응유도】

Ÿ 공연한 팀과 관람한 팀들이 자

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

록 토론시간을 제공한다. 

5분

10분

정

리

생각 

나누기

ü 움직임 속에 호흡의 흐름을 느끼며 춤출 수 있었나요?
ü 호흡에 몰입하며 움직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했나요? 
ü 음양오행의 원리 속에 나타난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ü 각각의 움직임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ü 나와 타인의 움직임 안에 있는 호흡을 느끼며 교감할 수 있었나요?
ü 어떤 부분들이 어려웠고 더욱 깊이 교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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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논의 및 연구 요약 

본 연구는 한국무용이 무용 교육의 맥락에서 잘 이해하고 전달되어 한국무용

만의 댄스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한국무용의 구성요인을 찾는 것을 목

적으로 한국무용의 핵심 요인들(구성요소, 목표, 핵심 개념)을 찾아보았다. 또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방식과 교육 내용을 찾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

램을 제안하여 더 구체적인 한국무용에 적합한 실천방식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

의 연구 문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연구의 요약과 논의를 써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무용소양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먼저 한국무용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크게 신체 소양, 인지 소양, 

심미 소양으로 구분된다. 한국무용의 신체 소양은 ‘호흡’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호흡으로 자신의 몸을 느끼고 아는 것을 한국무용 동작으로 조화

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무용에 있어 ‘호흡’이 가장 중요한 요소

로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동작의 형태보다도 호흡의 흐름을 갖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심민서, 2011). 이러한 한국무용의 호흡은 기능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심미적인 측면과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이

경옥, 손소영, 1996; 정병호, 1985; 박양선, 장지영, 2015; 정희정, 김기태, 2020; 

안주연, 이경옥, 2015; 정귀인, 2008; 김지원, 2010; 정선혜, 2013; 조남규, 오성근, 

2015).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호흡과 동작의 관계성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운동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많았다. 다음으로 호흡을 감정과 정신, 마

음 등 심미적 관점과 관련하여 바라보는 연구도 많았다. 이처럼 한국무용에 있

어 호흡이 중요한 특성이 되려면 한국무용만이 가지는 호흡의 특성을 밝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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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운동학적 관점, 심미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호흡은 

무용 전반의 움직임에서 강조되는 것과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무용소양의 구성요소 중 신체소양에서 강조되는 한국무용 호흡의 특성

을 구체적으로 목표, 내용, 방법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용의 신체 소양에서 강조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조화롭

게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는 ‘호흡’을 통해 가능하므로 ‘호

흡’이 핵심 개념이 된다. 이러한 한국무용소양의 구성요소인 신체소양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호흡’을 알아야하는데, 이는 ‘심신감지와 동작수련’의 목표를 통해 

이룰 수 있다. 먼저, 심신감지를 통해 ‘나’ 자신의 호흡 흐름을 이해하고, 심신에 

집중하여 나의 흐름을 찾는 것이다. 김영희의 <호흡창작기본>에서는 한국무용

의 호흡을 일종의 명상수련과 같이 맥락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심민서, 2011, 재인용). 종교적인 명상 수련법들과 연관성을 찾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여 호흡의 흐름을 찾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소양

의 핵심개념인 호흡을 이해하기 위함이기에 신체와 호흡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에 가깝다. 본 연구에서 심신감지는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호흡의 흐름을 느끼

면서 신체의 감각을 깨우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작수련은 ‘동작’의 호흡을 이해하는 단계로 발전되어 동작과 호흡

을 하나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수련과정을 의미한다. 호흡과 신체의 조화로운 합

일(김영희, 1999)은 한국무용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한국무용의 특성은 본 연구에서 신체소양의 동작

수련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동작수련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의미를 넘어 일련의 수련과정을 통해 신체와 호흡의 합일을 이루는 경지를 말하

는 것이다. 반복적인 움직임은 집중과 몰입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호흡과 

움직임이 합일을 이루게 되어 자연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심민

서,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신체 소양은 한국무용 동작의 조화롭고 자연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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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심신감지를 통해 나의 호흡 흐름을 찾고, 다음 동작수

련을 통해 동작과 호흡의 흐름을 일치시켜 자연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단련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무용의 인지 소양은 ‘안목’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는 한국무용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를 통해 안목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무용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는 한국의 전통문화, 전통음악, 한국의 역사, 철학, 종

교 등 다양한 관점과 연관 지어 논의되었다(김호연, 2018; 이정민, 2020; 박인수, 

2019;  송경숙, 송미숙, 2019; 한소정, 윤수미, 2020; 황희정, 2021). 기존 선행연구

에서는 작품분석을 통한 인물탐색, 장단분석, 동작분석을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물론 전통작품에 대한 보존과 계승을 위한 작품분석은 가치가 있으나 지

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는 연구주제의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목표, 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균형적이고 깊이 있는 한국무용 인지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논의했다

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인지소양은 ‘작품탐색과 전통분석’의 목표를 통해 이룰 수 있다. 먼저, 

작품탐색을 통해 한국무용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하면서 한국무용 작품

에 대한 안목을 얻을 수 있다. 작품은 시대와 역사, 안무가, 작품의 주제, 주요 

동작 및 구성 등이 내포되어 있기에 한국무용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궁

중정재의 경우 작품의 내용과 동작의 구조와 특성, 원리, 장단의 특성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박성호, 2014). 본 연구는 작품을 통해 무용사적, 동작 원리적, 장

단의 관점 등을 통해 한국무용의 인지소양을 함양하여 한국무용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인지소양의 ‘작품탐색’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통해 인물, 역사, 음악, 동작, 사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을 형성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통분석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무용을 문화의 맥락에서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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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회문화적 안목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무용을 문화의 맥락에서 바라

본다면 전통음악, 철학 등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 한국무용의 원리와 본질을 이

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지소양은 한국무용의 안목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

하며, 이는 먼저 작품탐색을 통해 작품에 대한 안목을 형성하여 한국무용에 대

한 특성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전통분석을 통해 한국무용의 사회문화적 안목을 

형성하여 한국무용을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전통음악과 철학 등을 통해 한국무

용의 원리와 본질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미소양은 ‘공감’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공통적인 감성에 대해 공감하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한국무용에 대한 ‘공감’은 

한국인으로서 개인적 감성과 정서에서부터 한국 예술, 미학, 종교 등의 감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국무용의 미적인 특성, 감성, 

감정, 정서 등 심리적 요인들과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였다(김지현, 김형숙, 2018; 

임지희, 윤미라, 2019; 성지선, 2021; 임지희, 윤미라, 2019). 한국무용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한국 문화, 한국의 정서, 한국인의 삶, 한국의 역사 등을 감성적 측

면을 강조하여 논의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한 감정(한, 흥, 멋 

등)을 강조한 연구나 심리적 특성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

용 속에 담긴 감성을 개인의 정서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넓은 문화적 공통감에 

이르는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미소양을 함양하

기 위한 목표, 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균형적이고 깊이 있는 한

국무용 심미소양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문화감성과 유미표현’의 목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먼저, 문화감성을 

통해 한국무용의 감성을 개인적, 문화적으로 공감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무용을 배우는 과정 속에 얻어지는 예의, 자세, 태도와 같은 측면부터 한국 

전통 문화 속에 드러나는 공통적인 한국 문화의 감성을 공감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유미표현은 문화감성에서 얻어진 감성들을 나만의 예술적 감성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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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예술적 감성과 표현이 한국무용의 동작으로 

표현되어 한국무용을 미적, 예술적 측면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신체 소양, 인지 소양, 심미 소양은 각 4가지 교육 내용과 6가지 

교육 방법이 도출되었다. 교육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면, 신체 소양의 교육 내용

은 핵심 개념인 한국무용의 ‘호흡’을 알기 위하여 ‘호흡, 동작, 표현, 조화’를 이

해하는 것이다. 먼저 호흡은 한국무용 호흡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으로 호흡의 

곡선적 형태를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동작은 한국무용 호흡의 기능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으로 호흡의 맺고, 풀고, 어르는 내용을 말한다. 셋째, 표현은 

한국무용 호흡의 효과로 멈춤이 있는 정적인 동작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조화는 한국무용 호흡을 통해 자연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호흡과 움직임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호흡 

훈련(김은정, 2007; 이혜경, 2010), 호흡 방법(박미영, 박선영, 오율자, 2010; 안주

연, 이경옥, 2015), 호흡 패턴(유해림, 2016), 호흡 종류(안주연, 2013)과 같이 호

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무용 동작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으로 호흡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 동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될 뿐이다. 그러나 동작

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무용의 특징적인 호흡이 발현되어야 하며, 이는 장단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혜경, 2010).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한국무

용 신체소양은 동작을 배우는 것으로 국한된 요소가 아니다. 동작을 배우기 위

함이 아니라 한국무용의 신체소양함양을 위한 내용으로 핵심 개념이 ‘호흡’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호흡의 곡선적 

특징, 호흡의 기법, 호흡의 효과, 호흡과의 조화를 이루는 단계로 발전시켜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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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동작에 국한된 호흡이 아니라 호흡의 여러 차원을 통해 신체소양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인지 소양의 교육 내용은 핵심 개념인 한국무용의 ‘안목’을 형성하

기 위한 내용으로 ‘음악, 철학, 역사, 전통’을 이해하여 얻어질 수 있다. 먼저, 음

악은 한국무용의 음악은 한국무용을 표현하고,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전통 

음악의 장단과 악기, 음색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장단 학습(김이은, 2014; 최자

인, 2007), 장단 분석(박성민, 2017), 장단과 동작(안완식, 2008) 등 한국무용과 장

단의 깊은 관련성은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무용에 있어 

장단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동작을 배울 때 언급되는 수준이 

아니라 인지적 차원에서 장단을 구체적으로 이해함을 강조한다. 둘째, 철학은 

한국무용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철학과 관련한 내용을 말한다. 한국무용 동작

은 철학의 사상에 깊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철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한국

무용 동작, 의상, 장단 속에 음양오행사상, 천인합일사상, 예악사상, 태극사상, 

등 철학사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무용 동작의 원리

를 이해하고, 한국무용의 미적 특성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구란영, 

2021).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용과 관련된 철학사상에 대한 인지적 이

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역사는 한국무용의 시대별, 인물별, 지

역별 특성을 비교하며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한국무용 작품을 이해

하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용사와 관련하여 한국무용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보다 넓게 바라보기 위한 내용이다. 역사의 내용을 통해 사

회문화적 춤의 가치나 특성뿐 아니라 춤의 종류와 인물, 지역 등 다양한 특성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통은 한국 문화의 특

성을 전통문화와 연계하여 이해하는 내용을 말한다. 한국 전통 건축, 미술, 공예, 

문학 작품을 통해 안목을 형성할 수 있다. 한국무용을 좀 더 넓은 사회문화적 차

원에서 이해하면서 한국문화의 특성 속에서 한국무용을 이해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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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심미 소양의 교육 내용은 핵심 개념인 한국무용에 대해 ‘공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태도, 감정, 감성, 미학’으로 구성할 수 있다. 먼저, 태

도는 한국무용을 배우는 태도와 자세 같은 마음가짐에서부터 한국무용을 공감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감정은 한국무용을 하나의 문화 감성으

로 받아들이기 위한 내용이다. 한국무용 속에 담긴 공동체 의식, 배려, 협동 등

의 내용과 의미들을 느끼기 위한 것을 말한다. 셋째, 감성은 한국무용의 다양한 

감정들이 순환하여 구성되는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보기 위한 

내용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미학은 앞에서부터 공감한 내용을 토대로 나의 예술

적 감성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무용을 미적, 예

술적 측면에서 느껴보는 내용을 의미한다. 심미소양은 내용이 추상적일 수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태도, 감정, 감성, 미학의 내용으로 구체화하였다. 기존 선행연

구에서는 한국무용의 감성, 심미적 특성과 관련지어 인성, 정신, 정서 등의 함양

을 연결지어왔다. 박혜연(2012)은 한국무용 교육 내용을 기능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 두 가지로 나누고, 정신적 차원에서 감정, 태도, 사상, 미의식, 철학 등의 내

용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다 구체적

으로 심미소양의 단계를 제시하여 개인의 심미소양인 태도와 감정에서부터 한

국의 심미적 특성인 한국문화의 감성과 미학으로 발전된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소양마다 6개의 교육 방법이 도출

되었다. 먼저 신체 소양의 교육 방법은 ‘감각깨움, 자기탐색, 호흡이음, 완급조

절, 심신조화, 표현유도’로 발견되었다. 먼저, 호흡에 관한 교육 내용의 방법으로 

‘감각깨움과 자기탐색’을 제안한다. 감각깨움은 호흡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감

지하고 깨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탐색은 나의 호흡 흐름을 파

악하고 이를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동

작과 표현에 관한 교육 내용의 방법으로 ‘호흡이음과 완급조절’을 제안한다. 호

흡이음은 동작과 동작 사이를 잘 연결하기 위해 호흡으로 이을 수 있도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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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말한다. 완급조절은 호흡의 강약조절을 통해 춤이 다양하고, 다채롭

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화에 관한 교육 내용

의 방법으로 ‘심신조화와 표현유도’를 제안한다. 심신조화는 신체와 동작, 호흡, 

감정의 표현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현유도는 자

연스럽게 작품의 분위기와 감정을 자신만의 표현으로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

을 말한다. 현다연(2020)은 한국적 요소를 활용한 움직임 표현 교수 방법과 초등

학생의 동작 및 정서변화 연구에서 한국적 요소인 장단, 정서(흥, 신명), 민속놀

이, 소도구(한삼)를 사용하여 표현활동을 이끌었다. 특히 장단의 강약과 길고 짧

은 리듬의 특성을 활용하여 움직임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호흡’을 통해 

호흡의 흐름과 이를 조절하여 한국적 감성을 표현해내는 교육방법을 단계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호흡이음과 완급조절은 장단의 특성을 활용한 한국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심신조화의 교육방법을 

통해 더욱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의 발전을 시키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인지 소양의 교육 방법은 ‘장단해석, 음색분석, 사고확장, 비교설

명, 지역구분, 감상제공’ 으로 발견되었다. 먼저, 음악에 관한 교육 내용의 방법

으로 ‘장단해석과 음색분석’을 제안한다. 장단해석은 장단별 기본 구조와 특성

을 알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음색분석은 악기별로 음색의 

특성을 예술적 감각으로 이해하도록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철학과 역

사에 관한 교육 내용의 방법으로 ‘사고확장과 비교설명’을 제안한다. 사고확장

은 예술적, 미적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는 제공한다. 비교설명

은 한국무용 작품을 시대별, 인물별로 비교하여 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에 관한 교육 내용의 방법으로 ‘지역구

분과 감상제공’을 제안한다. 지역구분은 지역마다 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감상제공은 감상 가이드를 제안하여 작품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임수진(2015)은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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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에서 10가지 교수방법을 제안한다. ‘자세강조, 인식유도, 지식연계, 발문제

시, 감각자극, 감상제공, 내면집중, 관계형성, 자아감지, 반복연습’의 10가지 교수

방법은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의 다섯가지 댄스리터러시 요소

의 방법이 된다. 여기서 인지성의 교수방법으로 지식연계와 발문제시를 제안하

여 인지적 이해를 다른 요소들과 연계시키도록 장려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단에 대한 이해와 분석, 사회문화

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미 소양의 교육 방법은 ‘자기문답, 감응유도, 사례제시, 흐름설

명, 감성공유, 체화반성’을 발견되었다. 먼저, 태도에 관한 교육 내용의 방법으로 

‘자기문답과 감응유도’를 제안한다. 자기문답은 한국무용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스스로가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감응유도는 나와 타인에 대

한 배려를 이해하는 한국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감정과 감성에 관한 교육 내용의 방법으로 ‘사례제시와 흐름설명’을 

제안한다. 사례제시는 한국무용 작품에서 나오는 다양한 감성들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며, 흐름설명은 한국무용에서 다양한 감성들이 조화

를 이룬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미학에 관한 교육 

내용의 방법으로 ‘감성공유와 체화반성’을 제안한다. 감성공유는 한국무용의 여

러 가지 감성들을 예술적, 미학적인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며, 체화반성은 지금까지 익힌 한국무용의 감성들을 한국무용을 통해 밖으로 표

현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박혜연(2015)은 한국무용의 인성교육의 

교수 방법탐색에서 춤출 때 나타나는 인성과 삶에서 나타나는 인성 두가지 차원

으로 직접교수방법과 간접교수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에는 ‘인성강조, 해석설

명, 체험장려, 즉흥시범, 호흡집중, 음악감지, 반복연습, 통찰대화, 성찰유도’ 등

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미소양의 교수방법으로 개인의 심미적 깨달음에서

부터 문화적 공감에 이르기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단계를 제시한다. 한국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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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감성과 감정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원리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성요소들을 실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을 제안하였다. 구성요소들의 구성원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원리를 먼저 이

해하고자 한다. 구성요소들의 구성원리는 총체성, 균형성, 단계성의 원리로 구성

된다. 그렇기에 교육프로그램에서 세 가지 구성요소가 총체적, 균형적, 단계적으

로 제공되고, 함양되어야 한국무용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육난희(2015)

는 대학생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무용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구성원리를 창의

성의 하위요인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민감성, 상상력으로 구성하였

다. 김태은(2016)은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무용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구

성원리에서 자율성, 협동성, 준법성, 이해성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에

서는 하나의 특정한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무용교육프로그램 연구

들이 많다. 그렇기에 특정한 능력의 구성요소들과 관련한 구성원리로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한국무용소양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되면

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원리는 한국무용소양의 구성요

소들이 ‘총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단계적으로’ 함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총체성의 원리는 세 가지 소양들이 함께 함양되어야 한국무용소양을 함

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설명되었던 대로 세 가지 소양 모두 

함께 단계적으로, 균형 있게 모두 제공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무

용은 한국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야 하며, 또한 한국무용에서 배운 마음가

짐과 태도들이 한국 문화를 대하는 자세, 삶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균형성에 대한 원리는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제공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1차시에는 신체소양이 강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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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에는 인지 소양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시의 수업 안에서 세 가지 

소양 모두 다뤄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성요소들은 서로 함께 영향을 

주거나, 연결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따로 떨어뜨려 제공되는 것을 지양한다. 다

음으로 기능적 움직임과 창의적 예술표현의 영역이 균형을 이뤄 하나의 예술교

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움직임 중심으로 하나의 무용 장르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넘기 위해 창의적인 예술표현이 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지도해야 하며, 이

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균형 있게 제공한다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계성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함양해야 함을 강조한다. 신체 소양, 인지 소양, 심

미 소양에서 제시한 목표, 내용, 방법은 절차적으로 발전되는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단계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제시된 목표, 내용 및 방법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에서 한국무용을 잘 이해

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육 대상이 연령별로 나누어 바라본 것이 아니

라, 한국무용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수준에 따라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전공자)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별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이며, 수준에 따라 깊이를 달리하고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게 함이다. 또한 교수자는 전체 단계에 대한 로드맵을 이해하고, 학습자 수

준의 맞은 단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목표와 내용,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체계는 ‘움직임 이해, 한국무용 레파토리, 한국무용 창

작하기’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총 15차시 프로그램으로 각 영역당 5차시

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움직임 이해, 한국무용 레파토리, 한국무용 창작하

기의 영역은 쓰인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발전되는 내용 체계를 가진다. 움직임 

이해 영역에서는 한국무용 기본 동작을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아닌 한

국무용 움직임을 이해하여 나의 움직임을 찾아가는 데 중점을 둔다. 다음으로 

한국무용 레파토리는 다양한 한국무용 작품들을 통해 한국무용의 특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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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비교하여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한국무용 창작하기는 무용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창작하기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

로 두었다. 이전 단계(움직임 이해, 한국무용 레파토리 영역)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나만의 창작 움직임을 만들고, 내 생각을 한국무용으로 표현해내는 과정

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 학습 과정은 먼저 ‘한국무용 움직임 이

해’ 영역으로 총 15차시 중 1 - 5차시의 수업이다. 이는 1) 나의 호흡 흐름을 이

해하기, 2) 자신의 움직임 탐색하기, 3) 한국무용으로 움직여보기, 4) 여러 가지 

한국무용 움직임 알아가기, 5) 한국무용 움직임으로 표현하기의 주제로 구성되

었으며, 주제는 발전되는 단계로 구성된다. 두 번째, ‘한국무용 레파토리’ 영역은 

총 15차시 중 6 – 10차시의 수업이다. 이는 1) 궁중무용은 무엇일까, 2) 민속무용

은 무엇일까 1, 3) 민속무용은 무엇일까 2, 4) 민속무용은 무엇일까 3, 5) 종교무

용은 무엇일까의 주제로 구성된다. 세 번째, ‘한국무용 창작하기’ 영역은 총 15

차시 중 11차시에서 15차시의 수업이다. 이는 1) 주제 설정과 시놉시스 구성하

기, 2) 장면별 무대 구성 및 음악 선정하기, 3) 장면별 동작 구성하기, 4) 장면별 

동작 표현하기, 5) 생각 나누며 수정하기의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이를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자면 아래 <그림 4>,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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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한국무용소양�함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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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한국무용소양�함양하기�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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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한국무용을 배우고, 가르치는 오랜 시간 동안 알게 된 것들을 구

체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마음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무용 교육 현장에서 각자

의 경험으로 알게 된 한국무용을 학생에게 알려주는 일은 그리 명확하게 전달되

기보다는 많은 시간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 전달을 완성해 나갔다. 그렇듯 각

자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많은 시간이 할

애되어야 하는 전수의 형태로 교육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교육자들의 교

육 경험을 토대로 한국무용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을 분석하여 구체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물론 한국무용이라는 예술을 교육하는 과정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이 많았으며, 정확히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한국무용의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목표, 

내용, 방법들을 구분을 지어보고, 개념화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무용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개념적인 한국무용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것이 개념화된 정의

에 딱 떨어지게 구분될 수는 없지만, 개념화하는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교육 

경험들이 추구하던 목표와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길 

바랐다. 연구 결과 한국무용은 신체소양, 인지소양, 심미소양의 세 가지 구성요

소가 나타났다. 세 가지 구성요소의 영역별 교육내용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었으

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한국무용소양 함양 프로그램

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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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해서 한국무용에 대한 구성요소를 명확히 인지

해야 한다. 기존의 무용 교육방식인 실기와 이론이라는 이분법적인 체계에서 벗

어난 지 오래지만, 한국무용 장르만의 댄스리터러시 함양에 관한 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장르의 무용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댄스리

터러시 목적을 위해 구성요소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한국무용 

특성을 살린 댄스리터러시 목적에 맞는 구성요소와 내용 및 방법들에 대해 제시

한 것이다. 교수자가 한국무용의 구성요소를 인지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균형 있

는 한국무용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막연하게 혹은 추상적인 

한국무용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에게 단편적인 한국무용 경험으로 그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용의 구성요소를 파악함으로써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균

형 있고, 다양한 한국무용의 특성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학습자에게 

한국무용의 깊이 있는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무용소양의 구성요소에 맞는 내용과 방법이 적절히 설정되어야 한

다. 한국무용소양은 신체소양, 인지소양, 심미소양으로 구분되는데 소양마다 다

른 특성이 있다. 그렇기에 교육내용과 방법이 혼재되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학

습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소양의 경우 한국무용의 호흡을 통

해 한국무용 동작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적 감각을 깨우고, 

이해시키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한국무용 동작들은 타 장르에 비해 정

확한 동작의 각도와 포즈의 중요함보다는 호흡을 통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뤄

내는 것이 목표이다. 그렇기에 신체소양의 경우 신체적 감각을 깨워 자연스러운 

표현을 이룰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같다. 

 셋째, 한국무용소양 함양 프로그램은 학습 대상(일반인과 전공자)에 따라 수

준에 맞는 목표를 선택하여 제공해야 한다. 보통 무용 교육은 일반인과 전공자

로 크게 구분하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일반인과 전공자 모두 하나의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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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대상의 수준에 따라 다른 목표와 내용, 방

법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하나의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

한 목적으로 수준별 목표와 내용,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자는 한국무용소양 함양의 교육과정에 관한 

전체 스펙트럼을 이해하고, 현재 학습자의 단계를 인지하여 적절히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를 미리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무용 교수자는 한국무용소양 함양에 대한 목적과 그에 따른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무용 교수자는 경험

을 기반으로 터득된 한국무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

국무용소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경험에 의존한 수업 방식은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초급자인 학습자에게는 추상적인 개념보

다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습자는 학습 내용에 대해 정

확히 이해해야 교육 내용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수자는 한국무용소양의 전체 단계를 파악하고 있어 학습자의 

수준에서의 수업과 향후 나아갈 단계의 수업까지 계획해 볼 수 있겠다. 이에 따

라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연구 결과의 내용을 통해 교수자는 편리하게 학습자 단

계에 맞게 선택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구성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무용소양 함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제도적, 사회

적 차원의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무용 교육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신을 전승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이다. 그러나 한국무용의 내용은 민속놀이나 

문화체험과 같이 한 번의 경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이유는 한국무용

에 할애된 시간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문화로서, 예술

로서, 무용으로서 한국무용을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

에 효과적인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구체적으로 한국무용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무용교육자들에게 한국무용에 대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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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념화된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준을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용교육자들에게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

무용의 특성(구성요소와 목표 등)을 이해할 자료를 제공하는 교사 교육을 진행

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제   언

  본 연구를 통해 한국무용소양 함양의 구성요소와 교육 내용 및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향후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

예술교육은 댄스리터러시를 목적으로 교육과정이 설계되었지만, 이는 장르별 

특성이 고려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무용 전공자의 교육 현

장에서는 아직도 실기 중심적인 교육이 실천되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무용소양

을 함양을 위한 균형적인 활동과 교수학습자료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를 시작으로 많은 교육자의 현장 경험을 담고, 분석하여 한국무용소양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교수학습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무용소양 프로그램 실천과 효과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무용소

양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 내용과 방법, 프로그램 개발 등 깊

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성요소, 내용, 방법의 결과를 토대로 프

로그램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얻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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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교육자와 연구자들

이 한국무용소양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실천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이론적 체계를 더 깊이 있게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용 장르별(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소양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장르마다 가지는 특성을 고려한 소양 분석이 이루어져 학습자가 

각 특성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장르별로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같은 학습 과정 안에서 수업이 구성

되기 때문에 자칫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겐 혼란스러움만 줄 수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와 같이 장르별 소양에 대해 이론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비교

하며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나. 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교육관과 교육 경험을 정리하여 분석해보거나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연구 참여를 통해 그동안의 

교육 경험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교수자

들의 교육 경험을 통해 축적되온 한국무용 학습 과정에 대해 분석하면서 한국무

용소양 함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이는 제한적인 수업 시간 안

에서 한국무용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다. 교수자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구성하고, 전달하는 것은 학습 과정

에 있어 중요하며, 예술교육이라 하더라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무용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이에 따른 교육 목표와 내용 및 방법에 관해 알아본 연구로서 이

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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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한국무용 지도자를 대상의 교사 교육에서 한국무용소양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자는 한국무용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학습자에게 효과

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교수자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학습 과

정을 선택하며 때로는 학습자를 이해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제

한적인 학습 시간 내에 한국무용의 핵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한국

무용소양의 구성요소와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해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한국무용소양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학

습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대상에 맞는 한국무용소양의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공자와 비전공자, 다양한 연령 등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맞는 한국무용

소양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 교사들의 실천적 경험

을 토대로 한국무용소양의 교육 내용과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무용

소양의 목적은 모든 교육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이해 수

준에 맞은 내용과 방법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해 교사 공동체가 형성되어 정보가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적 체계와 프로그램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사례들이 공유되는 교사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

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전공자와 전공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닌 함께 무용 교육에 대해 논

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학습 활동과 자료들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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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ivating Korean Dance Literacy:
Investigation for Development Principle of 
Korean Dance Education Program Based 

upon Dance Literacy

Kim, Yeon Ja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begun at discussion about cultivating 
Korean dance literacy to find the way to teach Korean 
dance effectively. In this regar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components of Korean dance for cultivating 
its literacy. The relevant topics organizing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omponents of Korean dance 
literacy? Second, what ar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for cultivating Korean dance literacy? Lastly, what 
is the composition principle of education program for 
cultivating Korean dance literacy?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for about 2 years and 10 
months from February 2019 to December of this year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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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aradigm of interpretive research. Data and sample 
for this study has been collected from searching differing 
documents, in-depth interview with participants in this study 
and meeting with experts. The key components of Korean 
dance had been found through analyzing the relevant 
publications in which informations gone through reviewing 
by interview with experts in-depth. As a result, the 
education programs and methods for cultivating key 
components and their outcomes have been drawn from the 
conducting of this study as written above. Analyzing 
materials from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by open 
coding presented by Strauss, axis coding and selective 
coding. Furthermore, there have proceeded with the serious 
processes like the repetitive verification from various angles, 
participants’ examinations at the objective points of view 
and precise arrangements with coworkers to avoid errors 
from this study.

Findings from this study to discuss about the topics 
mentioned earlier are as follows:

Finding 1. What are the components of Korean dance 
literacy?
The key components for cultivating Korean dance literacy 
fall into three broad categories, which including physical 
literacy, perceiving literacy and aesthetic literacy. The 
objective of physical literacy for Korean dance is ‘sensing 
mind and body, and practicing movements’, which are able 
to be presented to understand the key concept of 
‘breathing’. Second, the perceiving literacy of Korean dance 
built on the key concept, ‘Discernment’, which is able to 
be obtained by achieving goals like investigating 
performances and analyzing traditions. Lastly, the aesthetic 
literacy having ‘sympathy’ as the key concept, which is 
possible to obtained by achieving the objectives dealing 
with ‘cultural emotion’ and ‘aesthetic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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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2. What ar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for cultivating Korean dance literacy?
Four kinds of contents and six kinds of methods for 
education to cultivate physical, perceiving and aesthetic 
literacy have been established by this study.
1)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physical literacy are 
organized for enlightenment about ‘breathing, movement, 
expression and harmony’ to figure out ‘breathing’ of Korean 
dance which is the core concept.
2)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perceiving literacy are 
intended to make up ‘the good eye’ as the key concept of 
Korean dance, which are able to be gained by 
understanding ‘music, philosophy, history and tradition’.
3)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aesthetic literacy enabling 
to sympathize with Korean dance as the key concept are 
able to be learned by understanding ‘attitude, emotion, 
sensitivity and aesthetics’.
Looking into the methods of education to proceed, six 
methods of education have been produced for every single 
literacy.
1) ‘Awakening sense, self-examination, breathing connection, 
tempo control, balance of mind and body and inducing 
expression’ have been identified as the methods of 
education for physical literacy.
2) ‘Rhythm analysis, tone analysis, thinking expansion, 
comparative explanation, sorting regions and furnishing 
impression’ have been found as the methods of education 
for perceiving literacy.
3) ‘Self Q&A, inducing sympathy, sampling, explaining 
contexts, sharing emotions and self-examination’ are 
discovered as the methods of education for aes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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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
Finding 3. what is the composition principle of education 

program for cultivating Korean dance literacy? The 
education program to exploit the components presented in 
this study practically has been suggested here below.
The principle of education program is supposed to be 
comprehended above all through the composing principle of 
components which consists of collectivity, balance and 
phased processing. The structure of its course is divided 
into three chapters to be covered with ‘understanding 
movements, Korean dance repertory, creating Korean dance’. 
Each chapter is composed of five classes and there are 
fifteen classes at this program in total. The classes of 
course are progressed in order in which they were written 
above as opening with understanding movements and closing 
with creating Korean danc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ble to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mponents of Korean dance should be 
appreciated clearly to internalize Korean dance literacy. 
Second, the right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for Korean 
dance literacy should be set up according to the 
components. Third, the education program for Korean dance 
literacy should be provided trainees like majors and 
outsiders with selective purposes according to their grades. 
Fourth, teachers of Korean dance are supposed to 
understand the final goal in cultivating Korean dance 
literacy, its inferior targets, contents and methodology in 
detail. Lastly, the systematic and social supports and 
developments are required to accomplish the education for 
cultivating Korean dance literacy.

The proposals drawn from this study are pronounce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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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 for the proposals for the follow-up study, first, the 
development of coaching materials for Korean dance literacy 
is required to study further onward. Second, practicing 
Korean dance literacy and analyzing effect that comes with 
are required. Third, the analysis of literacy by dancing 
genre (Korean dance, Ballet and modern dance) should be 
done.
2) As for the proposals for the actualizing education, first, 
the education involved with Korean dance literacy should be 
included into the curriculum for Korean dancing teachers. 
Secon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programs for 
Korean dance literacy that are right to the targets to be 
educated. Third, teachers should establish their community 
and share informations between members to inspire students 
with Korean dance literacy.

Key words: Korean dance literacy, Education of Korean 
dance literacy, Components of Korean dance literacy, 
Teaching method for Korean dance literacy
School number: 2013-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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