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표지>

목 차

일정표
인 사 말_ 김경숙(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축

사_ 조남규((사)한국무용협회 이사장)
_ 강정선((사)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장)

기조연설_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춤
한경자(강원대학교 교수, 무용역사기록학회 명예회장)

[제1부] [지방무용의 현 상황 검토 및 활성화 방안]

좌장 김수인

1. 발제 1_ 지방무용 활성화를 위한 전국무용제의 역할과 위상제고(提高)

19
21

김종덕(전국무용제 예술감독)
토

론_ 정은혜(충남대학교 교수)

29

2. 발제 2_ 워라벨(work-life balance) 시대 대구시립무용단의 역할과 기대

35

장미진(경상대학교 외래교수)
토

론_ 임수정(경상대학교 교수)

46

3. 발제 3_ 대구·경북지역 대학 무용학과의 현황과 전망

49

이종희(계명대학교 강사)
토

론_ 김서명(수원대학교 강사)

[제2부] 지방무용시대를 위한 롤모델 및 비전 모색

74

좌장 이경희

1. 발제 1_ 해외 커뮤니티댄스 사례를 통한 지역무용 활성화 방안

77
79

정은주(헤케이브 소은 컴퍼니 대표)
토 론_ 박선욱(광주여자대학교 교수)
2. 발제 2_ 국립무용센터 건립이 지역무용 활성화에 미칠영향

98
101

심정민(춤평론가)
토 론_ 이상헌(춤평론가)

126

[제3부] 렉처 퍼포먼스(Lecture Performance): 로컬리티 & 커뮤니티 댄스
1. 발표 1_ 강가의 춤추는 디오니소스들

129
131

홍혜전(서원대학교 교수)
2. 발제 2_ 펠든크라이스 기법을 활용한 움직임 프로그램-적용사례를 중심으로 137
박소정(한국펠든크라이스 길드 대표)

[포스터 발표] 초록모음

143

부 록. 무용역사기록학회 자료

155

1. 무용역사기록학회 소개
2. 무용역사기록학회 입회 원서
3. 논문 투고 안내
5. 학회지 논문 목록
6. 임원진

제28회 전국무용제 및 제21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내학술심포지엄

로컬리티와 커뮤니티의 차이와 융합
지방무용 담론과 발전방향
2019년 10월 3일(목) 13:00-17:30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

로컬리티와 커뮤니티의 차이와 융합 : 지방무용 담론과 발전방향
전체사회: 김재리(학술분과위원장)
시간

내용
등록
개회사

13:00~13:30

축

김경숙(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조남규((사)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사

기조연설

강정선((사)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장)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춤
[발표자] 한경자(강원대학교 교수, 무용역사기록학회 명예회장)

제1부 [지방무용의 현 상황 검토 및 활성화 방안]
좌장: 김수인(국제분과위원장)
지방무용 활성화를 위한 전국무용제의 역할과 위상 제고(提高)

발제 1

[발표자] 김종덕(전국무용제 예술감독)
[토론자] 정은혜(충남대학교 교수)
워라벨(work-life balance) 시대 대구시립무용단의 역할과 기대

13:3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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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발표자] 이종희(계명대학교 강사)
[토론자] 김서명(수원대학교 강사)

14:30~14:40

휴식 및 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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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이경희(콘텐츠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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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발표자] 정은주(헤케이브 소은 컴퍼니 대표)
[토론자] 박선욱(광주여자대학교 교수)

14:40~15:20

국립무용센터 건립이 지역무용 활성화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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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이상헌(춤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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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15:40~16:30

강가의 춤추는 디오니소스들
- 홍혜전(서원대학교 교수)
펠든크라이스 기법을 활용한 움직임 프로그램

발표 2

-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 박소정(한국펠든크라이스 길드 대표)

16:30~17:00

종합토론

김순정(무용역사기록학회 부회장)

17:00~17:30

폐회사
및
기념촬영

김경숙(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인사말

김경숙 (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김경숙입니다.
제28회 전국무용제 및 제21회 무용역사기록학회 심포지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무용역사기록학회는 그동안 국내외 무용학의 새로운 담론과 의미 있는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서울 중심 무용 활동으로 인한 지방 무용 활동 축소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춤의 지역성과 공동체성 탐색을 통해 춤의 사회적 연결에 대한 대안과 가능성이 제시되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무용 학자, 실무자, 예술가 등이
발표자로 참여하고, 렉쳐 퍼포먼스 등의 발표 형식을 제안하여 무용의 이론과 실천의 교류
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술 창작의 미학적 틀 속의 춤 연구 및 실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당대의 문제와 공공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춤의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무용역사기록학회에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내다
보는 자세로 무용계의 발전을 위하여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 공휴일임에도 각 지역에서 초청에 응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과 오늘 심포지엄이 있기까지 지원해 주신 (사)한국무용협회 조남규 이사장님, 대구광
역시지회 강정선 지회장님, 애쓰신 준비위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용계를 이끄는 동력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축 사

조남규((사)한국무용협회 이사장)

한국 무용계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제28회 전국무용제 및 제21회 무용역사기
록학회 심포지엄’을 국내 무용계 인사들과 석학들을 모시고 무용역사기록학회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무용계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히 지역 무용계는 지역 간 편차와 지역
무용가들의 활동 축소로 열악한 환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의 수도권 중심적인
무용 활동과 인구감소, 지방 대학의 무용과 폐과와 같은 상황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전
무용계의 존립에 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사)한국
무용협회에서는 매년‘전국무용제’의 개최를 통해 지역무용계의 활성화와 균형적 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연계 행사로 각 지역의 무용 학자, 실무자,
예술가 등이 학술대회 발표자로 참여해 연구발표, 공연 등 다양한 제안을 통하여 무용의
학술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의 주제는 현재 지방 무용계가 처해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로컬리티와 커뮤니티의 차이와 융합에 대한 탐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 자리를 통해 지역에서 무용예술이 처한 현 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여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국의 무용예술과 무용학의 지평을 넓히고자 함께해주신 무용역사기록학회 임원
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 사

강정선 (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 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제28회 전국무용제에서 마련한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컬리티와 커뮤니티의 차이와 융합이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예술가, 무용가, 비평가,
실무자 등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각자의 연구 결과, 공연
경험, 선진국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럼에서 나올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에 기대가 큽니다.

좋은 계절 가을 문화예술 도시 대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더없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조연설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춤

기조연설자
한경자
(강원대학교 교수, 무용역사기록학회 명예회장)

강원대학교 교수
무용역사기록학회 명예회장
강원무용연구회 회장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춤 13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춤
한경자
(강원대학교 교수, 무용역사기록학회 명예회장)

사람의 몸짓을 통해 완성되는 춤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영역 중 가장 거짓 없는 표현과
전달 그리고 공감으로 형성되는 공연예술 분야이다. 단 한순간의 열정으로 모든 것을 담아
내기 위해 모든 무용가들은 그들의 피와 땀을 끊임없는 연습에 쏟아 붓는다. 이러한 보편적
인 춤 생태계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 AI 의 대체기능이 확장되
고, 급격한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SNS 의 생활화로 근본 정체성에 대한 변화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의 이세돌, 중국의 커제와 알파고의 바둑 경기라든가 로봇축구와 같은 경우는 물론
문화예술 부문에서도 작곡 및 연주, 지휘는 물론 최근 영국의 현대무용가 웨인 맥그리거
(Wayne McGregor)와 함께한 최신 인공지능 실험 등은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최신의
현대기술과 예술을 접목시키고 있다. 이러한 무용계의 빠른 생태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무용생태 순환 사이클의 변환을 예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용생태 환경의 출발점은 인류문화사적인 흐름과 같이 경제의 중심지로부
터 비롯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무용예술도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화기부터 외국무용이 서울에 소개되면서 감상의 대상으로서 춤의 영역
이 발전되기 시작하였고 그 기반은 서울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각 지역의 특성을 간직한
각 지방 특유의 무용이 한국전쟁 이후 발굴 및 전승되었지만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어내
면서 점차 문화예술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최근에 이르러 OECD 국가 중에서
도 수위를 다투는 수준으로 인구감소 현상을 겪으면서 서울 및 경기지역으로 인구는 집중되
었고 지방의 춤 활동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초래되었다. 문화예술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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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활동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것은 독일의 소도시 부퍼탈
탄츠 활동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대도시와 수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춤의 중앙 집중화 현상은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다각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배경 가운데 가장 심각하
게 당면한 현실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지방대학들이
고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청주대학교, 단국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중
부대학교, 서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의 대학교를 주축으로 충청무용제전이 개최되어
무용제와 학술제로 이어져 실기와 이론의 균형 있는 연구가 이루어 졌던 충청지역의 무용
활동은 현재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만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서 부산지역에서
동아대학교의 무용학과 폐지는 무용계에 강한 충격을 남겼고 같은 지역에서 경성대학교의
무용학과 폐지로 이어졌다. 또한 예향의 지역으로 대변되는 전라도 지역에서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의 무용학과가 폐지됨으로서 체감되는 강한
충격은 무용계에 심각한 현실로 다가왔다. 이와 같은 무용계의 실질적인 생태변화는 서울의
대학 무용과로 젊은 인재들이 흡수될 수밖에 없는 현실여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편 2차적인 생태변화의 요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급속한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함께 전통적으로 앉아서 일정 시간 동안 감상하는 방식에 대하여
차츰 매력을 잃어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빠른 인터넷의 보급으로 TV 에
대한 인기도 흥미를 잃어가고 유튜브처럼 짧고 신속한 동영상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현
시대에 무용 공연처럼 긴 호흡으로 감상해야 하는 고전적인 감상물은 점차 관객의 관심으로
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짧은 호흡으로 상호간에 소통의 흐름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놀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감상을 위한 춤은 그 저변을 확대하기 요원해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무용계에서도 시대에 따른 문화적 흐름을 발빠르게 대처하는
방안으로 보는 춤에서 하는 춤으로, 전문인들의 춤에서 비전문인들의 춤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흔히 무용계의 공연행태에 대하여 그들만의 리그로 일컬어지는 구조적 모순
에서 벗어나 대중과의 소통을 추구함으로서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대 참여 형태의 춤에서 출발하여, 근대와 현대에 보여주기 위한 형태의 춤으로 발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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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전문 예술춤은 다시 대중적 참여 형태의 춤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해 전문인과 지역 예술인, 그리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형태를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전국무용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의미 있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전국무용제는 1992년 춤의 해를 계기로 처음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엄격한
개최지 선정과정을 통해 전국의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공연기회
제공과 지역 무용가의 역량 강화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와 체험,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등 문화교류를 통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며 실행되고 있다. 2018년 청주에서 개최된 전국
무용제에서는 학술단체와 협력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함으로서 실기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학문적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무용생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전국무용제 개최지인 대구는 지방 도시 중에서 무용예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춤 생태환경이 잘 갖춰진 도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공립 현대무용
단체인 대구시립무용단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우수한 안무자들
과 최고의 기량을 갖춘 무용수들이 수준 높은 창작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공연예술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대구와 경상지역 무용의 교육 실태는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대학교와 경성대학교의 무용학과가 폐지되었으나 경상대
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신라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창원대학
교에서 순수예술 무용, 실용무용, 민속무용 등 지역의 특성과 시대변화를 반영한 교과과정
을 탄력 있게 개선하여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 무용계가 시대에 맞춰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현재 지방 무용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대학 무용학과 신입생 충원에 직격탄을 날렸고 전통적인 무용학
과에서 실용무용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무용학과에서 신입생이
줄어드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 뿐 아니라 졸업 후 취업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실용무
용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전통적인 무용인구가 감소했지만
대중 무용의 영역까지 포괄한다면 전체 무용 인구는 늘어났음을 시사하며, 이는 무용이
참여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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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의 생태환경은 다른 분야에 비해 보수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가운데 특히
학교라는 공간은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라 할 것이다. 앞서와 같이 대학의 구조단위와
교과과정에서 시대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실용무용의 제도권 수용이 저항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준다. 무용이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무용학과에서
이러한 실용무용을 소극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적극 수용하여 그 영역을 확장하고 무용
전공생들의 진로를 넓혀주는 것이 한가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구와
경상지역의 학술 연구자를 기반으로 하는 영남춤학회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이 지역에서 실기와 학문 간에 균형 있는 춤생태 환경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또 하나의 지역무용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20세기 후반부터 떠오르고 있는 커뮤니티
댄스를 통한 대중화의 전략도 중요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아트
(Community art)는 문화엘리트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적 국가의 개인과 집단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듯이 문화적 자유도 누려야 한다1)는 인식을 토대로 1960년대 서구에서 출발하
였다. 문화민주주의에 근간을 둔 커뮤니티 아트는 1990년대 정부의 문화정책이 생산자에
서 향유자 중심으로 기조를 변경한 이후인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국내에서 관심이 본격화되
었다.2)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로 기획된
커뮤니티 아트는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예술 혹은 예술가를 매개로 하여 시민 스스로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세워내는 기획이자
실천 활동이라 할 수 있다.3)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커뮤니티 댄스는 참여대상과 방법에
있어 그 영역을 보다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지역, 연령, 계층, 인종의 다양성뿐 아니라
파킨슨 환자, 약물 중독자 등 질병을 가진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장애인무용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등 삶의 질과도 연계되고 있다.4) 지역무용 활성화를 위해 마리 하덴버그의 장소
특정적 무용공연을 통한 미시시피 강의 재생, 팻 그라니의 ‘Keeping the Faith’를 통한
시애틀 재소자 치유, 마크 모리스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한 브루클린 장애인 케어, 요사

1) 김용신, 「다문화사회의 시민형성 논리: 문화민주주의 접근」, 『비교민주주의연구』 4권2호(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8), 39쪽.
2) 김희순·정희선,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 안산시 원곡동 리트머스의 사례」, 『국토지리학회지』
45권1호(국토지리학회, 2011), 94쪽.
3) 김동언·조지연·엄국천, 「커뮤니티아트모델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권1호(한국디지털디자인
협의회, 2014), 419쪽
4) 김지영·박인실, 「무용패러다임의 진화: 실천공동체의 이론과 사례를 근거로 한 커뮤니티댄스의 재개념화」, 『한국체육
학회지』 55권4호(한국체육학회, 2016), 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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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Yosakoi) 춤을 통한 작은 지역의 세계화와 같은 해외 커뮤니티 댄스 사례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
가에 대한 각 지역 무용계의 특성화 연구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선결사항으로 대두된다.
지역무용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지난해 선포식이 있었던 국립무용센터의
건립은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용 환경에 대한
서울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범 통합적인 국립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국립무용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무용의 생태에는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무용 특성화, 지역에 기반을 둔 무용가 양성, 지역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
램, 지역 간 혹은 국내외적인 네트워킹, 지역무용에 대한 이론 및 평론 활성화, 직업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과 지역 간의 무용인 수급 불균형, 무용
전공인들의 취업 및 진로, 지방에서 무용 향유 계층의 확대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국립무
용센터가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용생태의 변화는 1997년 IMF 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
면서 실질적인 수익창출에 따른 직업 선호가 극명해지고 그 결과 예술인구가 급격히 축소되
었다. 이와 함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직낙하 하면서 절대적인 양적
축소가 수반되었다. 국가 전반에 학령인구가 절대 감소하고 이에 대한 위기는 지방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지방대학부터 구조조정에 따른 무용과의 통폐합이 시도되고 점차 폐과에 이르
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무용이 예술로서 문화적 기능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안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며 존재하여야 하고 그것은 지역공
동체 중심의 춤을 발달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예술로서의
순수한 특성을 지닌 춤을 중심으로 발달 에너지를 인접분야와 융합하여 무용 전체 범위로
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즉 스포츠댄스, 요가, 필라테스, 실용무용 등 참여 형태의 춤을
발달시켜 지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의 비전공인들
과 함께하는 상생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축제 춤 행사에 비전공인들의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는 것은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공동체 개념이 사라진 것은
오래 전에 생활 현실로 다가왔고 지역축제나 공공 이벤트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 또한
미미한 가운데 그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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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긍심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참여형 축제를 비롯한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수요의 방향성은 인간 삶의
질에 대한 보편적 가치가 변화하면서 워라벨(work & life balance), 스라벨(study &
life balance), 커뮤니티 댄스(community dance), 에코댄스(eco dance), 스트리트 댄스
(street dance)등으로 그 의미와 목적성에 따라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직업군의 순위가 거명되는 등의 시대변화는 무용 생태에
도 커다란 변화요인으로 받아 들여 진다. 반면에 인간의 몸짓 표현으로 완성되는 춤은
수용자에게 새로운 인식과 감흥을 전달하는 중요한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지역
공동체에 소통과 교류의 매개체로 상생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술심포지엄

로컬리티와 커뮤니티의 차이와 융합:
지방무용 담론과 발전방향

제1부

지방무용의 현 상황 검토 및 활성화 방안

발표주제1

지방무용 활성화를 위한
전국무용제의 역할과 위상 제고(提高)

발표자
김종덕
(전국무용제 예술감독)

사)한국무용협회 주최 ‘전국무용제’ 예술감독
세종대학교 공연예술연계전공 초빙교수
수원대학교 무용학과 객원교수
저서 : <우리춤과 문화>, <모난 삶에 호통치지 마라>
<시간은 책임을 게을리 한 적 없다.>

지역 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무용제의 역할과 위상 제고(提高) 23

지방무용 활성화를 위한
전국무용제의 역할과 위상 제고(提高)
김종덕
(전국무용제 예술감독)

초록
올해로 제28회를 맞는 전국무용제는 지방 무용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창설되어 사회적 요구와 가치에 따
라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1992년 전국무용제 창설 당시 사)한국무용협회 조흥동 이사장
님께서는 “전국무용제는 한국무용협회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으며, 전국무용제 태동을 계기로 무용의 오지가
없이 전국의 무용이 고른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
2018년, 제27회를 맞이한 전국무용제 축사에서 조남규 이사장님께서는 “올해부터 전국무용제는 시대적
변화와 규모에 맞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기존의 형식을 답습하지 않고, 지역문화 교류와 활성화를 위
한 방안으로 원로무용인의 초청공연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을 근거로 하여 활동하는 젊은 무용가들의 발굴
과 지원을 위해 Solo & Duet 부분의 신설과 사전축제를 통한 세계정상의 무용단을 초청하는 등, 정보교
류와 지역 무용 단체의 해외 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춤 서비스를 통하여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복지
실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라며 지역 무용의 활성화 및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는 방향성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동안 전국무용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 지역 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1) 1992년부터 시행된 전국규모의 유일한 순수무용 안무경연대회로 오랜 전통을 유지
2) 각 지역의 역량과 기반시설 등을 엄격히 심의하여 개최지를 선정
3) 개최지 선정 - 예선지원단체 심의 – 지역 예선 참가자 확정 - 각 지역 예선 - 전국무용제 개최 등
최소 3년 이상의 준비과정이 필요
*안정적인 운영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무용제가 지정사업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
4) 각 지역의 경제여건과 환경에 따른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장(場) 마련
5) 공연기회제공과 지역 무용가의 역량 강화 및 문화향유와 체험, 지역의 불균형 및 격차 해소 등 문화교
류를 통한 다양한 기대효과
시대가 변화하면 관객의 요구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전국무용제가 변화하는 환경을 극복하고, 참여
자와 관람자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직시와 개선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4 제28회 전국무용제 및 제21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내학술심포지엄

지역 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무용제의 역할과 위상 제고(提高)
김종덕5)
(전국무용제 예술감독)

I. 전국무용제의 창설
전국무용인들의 큰 잔치, 전국무용제 창설6)
-지역무용 발전 기폭제 될 것으로 기대-

한국무용협회와 문예진흥원, `춤의 해' 운영위원회는 `춤의 해'를 맞아 지역무용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무용진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올해부
터 전국무용제를 개최키로 했다. 전국 무용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게 될 제1회
전국무용제는 오는 9월 23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전야제로 막을 올려 30일까지 일반 참가단
체들의 공연을 갖고 10월 1일 시상식을 끝으로 폐막된다. 지난 12일 부산문화회관 소회의
실에서 열린 제1회 전국무용제 관계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무용제는 앞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市).도(道)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는 조흥
동 무용협회이사장과 박일규 `춤의 해'기획추진실장, 신동하 문예진흥원 공연예술부장, 문
화부관계자, 전국 22개 무용협회지부장, 14개 시.도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전국의 14개 시.도는 부산직할시를 비롯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대전직할

5) 발제자: 김종덕: 사)한국무용협회 주최 ‘전국무용제’ 예술감독, 세종대학교 공연예술융합전공 초빙교수, 수원대학교
무용학과 객원교수/ 저서 : <우리춤과 문화>, <모난 삶에 호통치지 마라>, <시간은 책임을 게을리 한 적 없다.>
6) 연합신문 199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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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이다.

전국무용제의 예산규모는 1억6천만원선. 문예진흥원이 1억1천만원, 주관시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각 시.도가 지역단체들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까지 합치면 지역무용
인들로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원조를 받는 셈이 된다. 한편 전국무용제 참가자격은 한국무
용, 발레, 현대무용부문의 민간단체이며 작품은 40분내외의 창작무용(기공연작도 무방)에
한한다.
전국무용제 참가는 지역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의 경우
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가단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참가단체들에는 문예진흥원으로부터 3백만원씩(제주 3백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국무용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관 시.도는 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본선심사위원은 한국무용(1명),발레(1명), 현대무용(1명), 이론(2명)등 총 5명
으로 구성키로 했으나 관계자회의에서 심사위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행사를 치른 후 다시 조정키로 했다.

시상내역은 단체상부문 ▲최우수상(대통령상, 1개 단체)- 상금 7백만원 ▲우수상(내무부
장관상, 문화부장관상 2개 단체)-상금 3백만원 ▲장려상(부산직할시장상, 문예진흥원장상,
무용협회이사장상, 협찬기관장상, 4개 단체)- 상금 2백만원이며 개인상부문은 ▲안무상(부
산직할시장상, 1명)-상금 1백만원 ▲연기상(문예진흥원장상, 4명)-상금 각 1백만원 ▲미술
상(무용협회이사장상, 1명)-상금 1백만원이다. 최우수상 단체는 당해년도 서울무용제에
초청된다.

표-1) 전국무용제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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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2년

2019년

예산

1억6천만원

15억원

소요시간

40분 이내(창작 및 기공연작 포함)

35분~40분 이내(창작 및 기공연작 포함)

참가단체
지원금

문예진흥금 3백만원
(제주도 3백60만원)

지역 예선 : 각 단체 200만원
본선 : 각 단체 500만원
(제주도 항공료 210만원)

본선심사위원
구성

한국무용(1), 발레(1), 현대무용(1),
이론(2) 등 5인으로 구성

무용전문인(무용가, 평론가, 이론가 포함)
7인으로 구성

제출서류

단
체
상
시상
내역

개
인
상

공연대본(안무계획서) 1부,
공연계획서 1부, 단체연혁 1부,
해당 시.도지사의 추천서 1부,
작가·안무자 동의서 1부 등

참가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참가자 전원
주민등록등(초)본, 비거주자 활동 증빙 자료,
참가단체 이력 1부, 참가자 정보, 무자격자
명단, 시·도지사 추천서, 안무자 확인서,
참가자 동의서, 교부금 지급 관련 서류,
교부금 사용 증빙 서류

▲ 최우수상(대통령상, 1개단체/7백만원)
▲ 우수상(내무부장관상, 문화부장관상, 2개
단체/3백만원)
▲ 장려상(부산직할시장상, 문예진흥원장상,
무용협회이사장상, 협찬기관장상, 4개 단
체/2백만원)
*최우수상 단체는 당해연도
서울무용제에 초청.

▲ 대상(대통령상, 1개 단체/2천만원)
▲ 금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개 단체/1
천만원)
▲ 은상(주관처 시장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사)한국무용협회이사장상, 후
원기관장상, 4개 단체/각 5백만원)
▲ 동상(주관처 시의회의장상, (사)한국무용
협회 이사장상, 후원기관장상, 3개 단체/
각 1백만원)

▲ 안무상(부산직할시장상, 1명/1백만원)
▲ 연기상(문예진흥원장상 4명/각 1백만원)
▲ 미술상(무용협회이사장상, 1명/1백만원)

▲ 안무상(주관처 시장상 1명/2백만원)
▲ 우수무용수상(한국문화에술위원회 위원장상
3명, ‘최우수무용수상 포함’/각 1백만원)
▲ 무대예술상((사)한국무용협회 이사장상
2명/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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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국무용제의 변화
1. 2018 “무용 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을 위한 참여형 축제로의 전환”
1) 16개 지역 예선을 지역 무용축제로 격상
본선 참가를 위한 지역 예선뿐만 아니라 원로무용인 초청공연과 solo & duet 등이
신설되어 지역 무용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2) 평가는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개편
심사위원의 비밀준수 서약과 전문심사위원과 시민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무용가들에게 긍정적인 인식과 작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

3) 규제 완화로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
안무자 : 만 45세까지 가능했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무용수의 자격조건을 완화

4) 솔로 & 듀엣 신설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진 무용가 발굴 및 공연기회 제공

5)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전국무용제 발전 방향 모색과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
무용역사기록학회와 협력하여 국제적 규모의 심포지엄을 개최

6) 공연예술의 역할확대와 문화예술기본권 확립을 위한 노력
2018년 전국무용제에서는 체코 프라하 챔버 발레단과 독일 올덴부르크 발레단, 조지
아 다블라티 국립무용단 등 세계적인 무용단을 초청하여,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
가는 춤 서비스’를 신설하였고, 전국무용제 예선에 원로무용가의 축하 공연과 전국
5도 무형문화재 초청공연을 통하여 원로무용가들의 예우와 지역교류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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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제부문을 강화하여 시민의 참여 확대
초청공연 : 거리댄스 버스킹
플래시몹 : 외계인이 침략했다.
그리고 무용의상 착용 체험과 무용사진 전시 등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로 개편

2. 2019 ‘지역교류와 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산업화에 기여’
1) 공연기회제공과 우수한 무용작품 향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무용의 활성화에 기여
폐쇄된 지역문화는 도태되기 마련이므로 작품의 질 향상을 통한 관객계발과 무용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교류를 통한 우수한 작품의 감상기회 및 양질의
학습이 전제(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워크숍 개최)

2) 해당 지역의 특성화를 통하여 관광과 교육 등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
세계는 문명의 급격한 발달과 정보의 빠른 변화를 통해 기술적 변별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모방할 수 없는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
여, 그 지역에서만 향유 할 수 있는 교육·관광산업 등의 인프라로 활용

3)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무용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
무용의 효용성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따라서 전문인 양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에 무용의 효용성을 알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객계발을 위한
노력 확대

4) 문화복지를 위한 역할확대
극장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장소와 나이, 가치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문화소외층을
위한 공연을 확대함으로써 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복지를 위한 역할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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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국무용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제언
1) 자기성찰을 통한 윤리성 회복이 우선
무용 정책의 제안과 심의·집행·평가는 무용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관계자들의 도덕
적 해이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국무용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담보할 수 없다.

2) 엄격한 인사 검증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인재 배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국고 지원사업에
범법자(犯法者)나 비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는 안 되며, 비리에 연루된 자
는 국가지원사업에도 일정한 기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특히, 임명권자의
독선이나 판단오류로 무능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자가 주요 직책에 임명되면, 그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한 번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3) 무용 생태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전문 무용인을 위한 재교육과
초·중·고에 무용을 선택 학과목으로 지정 노력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보급하고, 무용이 교과목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여 초·중·고생에게 무용이 체육이 아닌 예술로 인식하게 하고, 무용가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무용의 축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무용의 교과목 개설이 시급하다.

4) 무용 생태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교육과 함께 예술도 백년대계(百年大計)로 인식 필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못 하거나 신체상해 등으로 직업전환을 원하는 무용가들에게 재교
육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산업의 성공은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예술가와의 시너지효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 및 국격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성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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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프라 및 재정지원에 대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법 모색
지자체별로 대학 무용학과의 존재 여부와 본선 참가자 지원금액에 따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 지역별 본선 지원금은 최고 9천만 원, 최하 0원인 지자체도 있으며, 최근
전국무용제 지역 예선에서 열악한 환경과 안무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최고 득점
자가 아닌 하위 득점자가 본선에 참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지원금이 없거나
적은 지자체 무용가들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로 인하여 최고 득점자가 본선 진출을 포기
함으로써 합의를 통해 하위 득점자에게 대상과 연기상이 주어지는 등, 전국무용제 지역
예선이 공정성 시비로 번져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평가에서 도출된 점수와
순위를 통해 해당자에게 시상하고, 본선 진출 포기각서를 통해 명문화시켜 문제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6) 작품제작비 현실적 지원
28회를 맞이한 전국무용제는 1992년에 비해 예산 규모는 12.5배 증가, 경연 부분 작품제작
지원비는 5배 증액되어 작품제작비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행사의 소모적인 지출을
줄여서라도 무용가들의 자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빈익빈(貧益貧)으로 전락하는 것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7) 극장의 공공성과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획일성 탈피를 통한 연계
전국무용제를 통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콘텐츠 개발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복지와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무용제를 계기로 지역의 획일화된 극장(강당 수준)을 리모델링 하여 공연이
가능한 무대, 작품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무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8) 순수·기초예술의 토대 위에 문화산업화도 가능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의 ‘발레 뤼스’와 기 랄르베르테가 이끄는 ‘태양의 서커스’의 성공
요인은 예술가들과의 협력 강화와 시스템의 분업화, 현재화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현재 한류를 견인하고 있는 K-POP 과 K-drama 의 성공 역시 순수·기초예술의 토대
위에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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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상작품에 대한 다양한 후속 조치 마련
진정한 지역문화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작품의 해외 진출 모색이나, 국공립단체
의 레퍼토리 化에 대한 가능성 타진, 서울무용제와 전국무용제 개막식에 대상 작품 전막을
교차 공연하게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작품의 판로 개척에도
기여해야 한다.

전국무용제는 그동안 대한민국무용계에 많은 기여와 다양한 역할을 해왔고, 이제는 성장기
를 거쳐서 안정기에 접어 들어섰다는 생각을 한다. 그동안 진행상 많은 시행착오와 공정성
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소의 저항에도 혁신을 거듭하여
작품의 질 향상과 시민참여형 축제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노력을
통하여 무용의 지역교류와 활성화, 지역의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하였으며, 문화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요구되는 문화산업화의 성공은 순수·기초예술의 올바른 정책과 공정한 평가와
지원, 불간섭주의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윤리의식의 강화와 함께
전문화와 협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토론문 1

정은혜(충남대학교 교수)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세종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
전, 대전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지역 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무용제의 역할과 위상 제고>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종덕
예술감독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전국무용제가 새롭게 변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 지역의 공연예술이 발전해온 업적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몇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에 대한 것을 요약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요즈음 저의 생각은 춤은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국무용제는
참으로 우리 지역예술인들에게 단비 같은 기회이다. 전국 시, 도의 대표단체들이 만나 춤을
통한 교류와 경연은 벅찬 희망과 승부에 대한 의지로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도에 대한 해결방안을 우리 무용인들이
모두 나서서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아닌가.
둘째, 전국무용제의 변화로 새롭게 지역무용축제로 바뀌는 모양새는 신진무용가의 발굴,
그리고 원로무용인들이 공연을 함께하는 기회도 생기고 좋다. 그러나 중앙에서 무용가를
파견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관객에게 볼거리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제대로 검증된 무용인이 함께하는 무대가 되어야 원래의 취지와 성과가 나타
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셋째, 전국무용제의 목표는 지역 예술가들의 문화예술작품의 개발과 춤의 가치창출이라
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드러커>는 “21C 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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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지역에서도 문화는 발전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 확실하고
전국무용제에서 생성된 우수한 문화콘텐츠는 춤의 동력이 된다. 물론 대상작은 영광스러운
서울무용제에 초청을 받지만 1회성이 아니라 좀 더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외시장으로까지
나가 문화상품으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면 지역예술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거기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가.
넷째, 순수무용을 지켜가는 지역무용인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모든 것은 경제원칙에
밀려 순수무용을 전공하겠다는 학생도 줄어들고, 전공했던 인재들도 무용을 떠나 대리운전,
피자배달 등을 하며 생활을 영위한다. 뮤지컬이란 장르가 지역민의 문화비를 쓸어가고 있
다. 그만한 제작비를 투자할 여유가 없는 순수예술가들은 하루가 다르게 그 기반을 잃어가
고 있는 시점에서 안무가와 무용수에 대한 규제완화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봉책이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발제자께서는 전국무용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제언과
문화 산업화의 기여방안을 서술하였는데 그중에서 무용발전을 위한 근본적 문제 몇 가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즉, 유럽권의 경우를 보면 공연문화는 18세기 이래로
교양교육으로 확립되었고, 공연예술기관을 교육장소라고 보는 전통이 생겨났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극장은 시민계급의 문화시설로서 진정한 팬을 확보하고 있어서, 영상매체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극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어떠한
가? 생각해보면서 극장과 공연예술이 활성화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문화정
책을 찾아 정부의 이념이나 정책의지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생각인지, 마지막으
로 공연예술의 교육은 미래의 잠재관객 확보이기도 하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미래사회
를 위한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러한 교육기능에 대한 연구는 곧 지역무
용의 활성화를 이루는 길인데 이를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할 점들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기
바란다.

전국무용제는 앞으로 관객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
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계기로 발전시
키는 프로그램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전국무용제는 더욱 발전하여 국민의
문화 향수 능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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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발표주제 2

워라벨(work-life balance) 시대
대구시립무용단의 역할과 기대

발표자
장미진
(경상대학교 외래교수)

경상대학교 외래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파킨슨환우무용강사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부모초등진로연수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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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work-life balance) 시대
대구시립무용단의 역할과 기대
장미진
(경상대학교 외래교수)

초록
본 연구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워라밸(work-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 이라는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때에 더 많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
민들도 바쁜 일상 생활에서 여가와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과 문화 예술 감수성을 높이고, 다양한
여가 경험을 통한 자기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올 9월부터11월까지 ‘2019년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
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이에 대구를 대표하는 국 공립 공연 예술 활동 단체인 대구시립무용단(DCDC)의 최근(2018-2019) 공연
활동을 살펴보고, ‘찾아가는 무용공연’, ‘오픈클래스’ 등 바쁜 직장인을 위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참여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워라밸(work-life
balance)시대 변화하는 노동시간이 사람들의 삶에 변화의 여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때에 문화예술 프로그
램 사례와 워라밸(work-life balance)시대 필요한 대구시립무용단(DCDC) 역할과 기대에 관하여 연구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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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work-life balance) 시대
대구시립무용단의 역할과 기대
장미진
(경상대학교 외래교수)

Ⅰ. 서론
시대가 변화 하면서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로 요즘 20-30대는 특히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2018년 7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
으로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노동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 52시간 근로제인 워라밸
(work-life balance)은 2019년 현재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주 40시간 근로 +12시간 연장근무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기존보다 16시
간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된 사회 분위기로 여가생활 및 자기개발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
생산성 증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취미 활동과 공연을 관람하는
등 직접 창작 활동을 경험하면서 주체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표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다.

워라벨(work-life balance) 시대 대구시립무용단의 역할과 기대 3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시립무용단(DCDC)의 최근(2018-2019) 공연
활동을 알아보고, 워라밸(work-life balance)시대에 필요한 대구시립무용단(DCDC) 역할
과 기대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워라밸(work-life balance) 의미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딴 ‘워라밸(work-life balance)’ 이 주로 사용된다.

워라밸은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거나, 퇴근 후 SNS 로 하는 업무
지시,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이라는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여가와 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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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365]

바쁜 현대인을 위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참여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이 때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다양한 데이터 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가 ,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같은 공공서
비스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워라밸 시대 시간의 분배가 정체성과 관계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변화하는 노동시간이
사람들의 삶에 변화의 여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워라밸(work-life balance)시대 문화예술프로그램 사례
몇 가지 좋은 사례로서 부천평생학습센터 에서는 ‘퇴근길, 우리는 학습을 마신다’. 라는
슬로건으로 부천시의 학습 소외계층인 직장 남성 학습자들이 하고 싶은 단체를 발굴하고
역량을 높여 시민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올해 초 15개 공간을 발굴해 시와 협약을 맺고
시민이 찾아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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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립미술관은 서소문 본관에서 매월 둘째 마지막 주 수요일에 미술관 야간 개장
‘뮤지엄 나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퇴근 후의 예술파티로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미술관 이 작품을 ‘감상’ 만하는 곳이란 편견을 버리고, 음악 감상, 영화 상영, 퍼포먼스,
콘서트 등의 전시 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어 직장인과 일반시민들의 저녁시간
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두산 아트센터는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아트센터 곳곳에 숨어있는 공간을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백 스테이지 투어 ‘점심시간 극장산책’으로 ‘건축 투어’, ‘직업 체험 투어’,
‘할로윈 투어’ 등 매월 다른 주제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무대 뒤 공간과 갤러리, 연습실
등을

탐방 할 수 있다.

국립 현대무용단에서는 난해하다고 인식 되는 현대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을 과제
로 삼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현대무용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객과 소통하기
위하여 현대무용의 이해도와 관객의 정보요구에 타깃을 맞춘 단계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예술가와 함께 쉘 위 댄스? 일반인을 위한 오픈-업 프로젝트로 무용 학교, 춤추는 강의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 유료관객 점유율이 77%에서 91%로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한다.

3. 대구시립무용단의 최근 활동
대구시립무용단(Daegu Contemporary Dance Company)은 1981년 창단된 단체로
서, 매년 정기공연과 다수의 기획 및 특별공연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국공립 현대무용 단체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안무자들과 최고의 기량을 갖춘
무용수들이 함께 수준 높은 창작 작품을 선보이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연예술 문화
도시를 표방하는 대구를 대표하는 무용단으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유럽 등 해외공연을
통해 그 위상을 알리고 선진 무용계 정보를 수용하고 교류하면서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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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연활동>
3.15

제75회 정기공연_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DCDC / 안무 김성용)

4.6

플러스스테이지_ 동성로 Road Art 야외무대 (DCDC / 안무 김성용)

5.5

2019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_ 동성로 축제거리 (안무 김성용)

5.15

수요상설공연_ 대구문화예술회관 동편야외무대 (DCDC / 안무 김성용)

5.25

2019 마산국제춤축제_ 마산삼계근린공원 야외무대 (Vedi, Amavi / 안무 김수정)

7.13

시민행복콘서트_ 코오롱야외음악당

7.19-20

SPIN OFF 대구_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
(노진환, 권효원, 이준욱, 김동석, 신승민, 김홍영, 김초슬)

7.27-28

SPIN OFF 서울_ 창무 포스트극장
(노진환, 권효원, 이준욱, 김동석, 신승민, 김홍영, 김초슬)

8.15

815 기념행사 식전공연_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The thin and long message / 안무 김성용)

8.16-17

팔공홀 재개관 기념공연 뮤지컬 바데기_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안무 김성용)

8.28

권정호 전시오픈 축하공연_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플러스 스테이지 "시립무용단과 함께 춤을" 초등학교 10회 공연

<2018년 공연활동>
3.13-14

제73회 정기공연 _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군중 / 안무 김성용)

3.16

문예회관 팔공홀 리모델링 기념음악회 <팔공홀의 기억>
_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5 Strings / 안무 김성용)

5.25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재개관 기념 초청 <나는 무용수다>
_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안무 송경찬, 김홍영, 최민금, 김인회, 박종수)

6.6

투데이즈 아트스페이스 네트워크 개막공연 _ 대구예술발전소(Flow / 안무 김성용)

6.27

수요상설공연 _ 대구문화예술회관 동편야외무대 (단원 레퍼토리)

6.30

대구예술발전소 기획공연 <수창에서 별나다> _ 대구예술발전소
(DANCE LAB-언어의경계 / 안무 김성용)

7.3-5

PSI in Daegu 개막공연 _ 대구예술발전소(White Symphony / 안무 김성용)

7.27

대전 한여름밤의 댄스페스티벌 _ 대전시립미술관 야외무대(선택 / 안무 박종수)

8.29

창무국제공연예술제 _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DCDC's 선물 / 안무 김성용)

8.30

전국무용제 개막공연 _ 청주예술의전당 대극장(주제공연 듀엣 / 안무 이준욱)

9.12

수요상설공연 _ 대구문화예술회관 동편야외무대 (단원 레퍼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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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120 We are approaching _ 베트남 호치민 오페라하우스
(The Gift & A boy in the tree / 안무 김성용)

10.19

제74회 정기공연 _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Triple Bill / 안무 김성용, 김수정, 허성임)

* 찾아가는 무용공연 "시립무용단과 함께 춤을" 초등학교 20회 공연

4. 대구시립무용단의 역할과 기대
대구 지역민들을 위한 공연 예술 활동 봉사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찾아
가는 무용공연”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새로운 무용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일반 직장인과 시민들에게는 대구시립무용단(DCDC) 연습실을 개방하
는 ‘오픈 하우스’ 프로그램, 무용인들을 위한 ‘오픈 클래스’ 프로그램 등 을 통해 보다 친근
하게 직장인과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무용단으로서 워라밸(work-life balance)
시대의 대구시립무용단(DCDC)의 역할과 기대를 바라며, 현재 서울 (재)전문무용수 지원
센터에서 진행 중인‘파킨슨 환우 무용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공 서비스를 실천하는
지방 최초의 공연 예술 활동 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 하면서,
언제나 끊임없는 연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공연활동을 이어가는 대구의
대표 공연예술 단체로서 한국 현대무용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Ⅲ. 결론
워라밸(work-life balance) 시대 시간의 분배가 정체성과 관계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변화하는 노동시간이 사람들의 삶에 변화의 여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서
바쁜 직장인을 위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참여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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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대표하는 대구시립무용단(DCDC)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플러스 스테이지’ 프로
그램과 ‘찾아가는 무용공연’ 외에도 국내, 국외의 다양한 데이터 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워라밸(work-life balance) 시대를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현재 (재)전문무용
수 지원센터에서 진행 되고 있는 ‘파킨슨 환우를 위한 무용수업’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공연활동과 더불어 직장인과 일반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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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경상대학교 교수)
국립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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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춤예술원 대표

위의 논문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표현하려는 욕구가 높아지는
시대흐름에 맞추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의 역할에 대해 다룬 의미 깊은 논문입니
다.
이에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립현대무용단의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이 언제부터 시행
된 것이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예술단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적용양상을 알수 있을듯
합니다.

둘째, 나열하신 2018년과 2019년 공연활동을 분류하여 그 공연들이 워라밸 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제안하신 연습실 개방과 무용인들을 위한 ‘오픈 클래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예산과 진행하는 인원 등이 필요할 텐데 대구시에서의 지원체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파킨슨 환우 무용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것을 예술활동 봉사프로그램으로 주 5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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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근무제 시행 이후의 변화와 연계하여 지역민들과 예술단체의 협업 속에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논문에서 다룬 내용들과 제안하신 의견들이 보다 더 실현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법들
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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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대학 무용학과의 현황과 전망
이종희
(계명대학교 강사)

초록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 살고 있다. 지방화,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으로 특징되는 사회 환경의 변화는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고, 각 학과를 통해 변화를 확인하려 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 속에서 대학 무용학과에 대한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신체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무용은 인류의 문화 태동기에서부터 함께 해온 문화 활동으로서 현 인류의
인성을 규정하는 인간 본원적 의미를 지니며 인류에게 있어 시대적 변화와 함께 예술적 기여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여, 그리고 교육적 기여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를 시작으로 한국의 대학무용은 다양한 차원에서 대학무용교육과 무용예
술의 교류의 변화와 발전이 진행되었다. 대학 무용학과를 중심으로 한 대학무용교육은 양적팽창과 더불어
학문적 교육과 창작활동을 통해 예술로서의 무용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특히 창의적 무용전문가를 양성
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무용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의 무용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나 시대
의 변화와 더불어 학령인구의 감소와 삶의 의식변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대학 간
경쟁구도, 대학 교육프로그램의 낙후 등을 이유로 현재 대학 무용학과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 무용학과를 통해 배출된 인력자원들은 사회 경쟁력에서 도태되고, 무용학과 진학인원은 감소하
였으며,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무용학과의 신입생 정원 축소, 학제간 통폐합, 무용학과의 폐과에 이르렀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을 감축을 유도하였다. 대학
정원 감축은 대학특성화 사업, 프라임 사업,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지방
의 대학을 중심으로 폐교되는 대학과 폐과되는 학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급기가 2001년과 2002년에
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로 인해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그 여파가 대학 신입학생 모집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른바 대학 신입생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되었고, 각 대학은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
서 접수의 결과에 주목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무용교육과 무용학과의 시대적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 무용학과의 현황을 파악하여 대학 무용학과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상적인 무용교육으로서의 교육 전환
필요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무용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그 가치
를 둔다.
<주요어> 대학, 무용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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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대학 무용학과의 현황과 전망
이종희
(계명대학교 강사)

Ⅰ. 서론
신체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무용은 인류의 문화 태동기에서부터 함께 해온 문화
활동으로 현 인류의 인성을 규정하는 인간 본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은
인류에게 있어 예술적 기여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여, 그리고 교육적 기여1) 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를 시작으로 한국의 대학무용은 다양한 차원에서 대학
무용교육과 무용예술의 교류의 변화와 발전이 진행되었다. 이는 1974년 효성여자대학교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를 시작으로 한 대구·경북지역의 대학 무용 분야, 대구
교육 분야의 성장과도 함께 이야기 될 수 있다.
그동안 대학 무용학과를 중심으로 한 대학무용교육은 양적팽창과 더불어 다양한 창작활
동과 학문교육을 통해 예술로서의 무용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특히 창의적 무용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무용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의 무용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학령인구의 감소와 삶의 의식변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대학 간 경쟁구도, 대학 교육프로그램의 낙후 등을 이유로 현재
대학 무용학과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 무용학과 진학인원의
감소,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무용학과의 신입생 정원 축소, 학제간 통폐합, 무용학과의

1) 신민혜, ｢대학 무용학과의 존립을 위한 선발-교육-진로 방향성 모색｣, 무용예술학연구 제63집 1호, (한국무용예술학
회, 2017),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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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과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였다. 대학 정원 감축은 대학특성화 사업, 프라임 사업,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2) 이러한 사업의 결과 지방을 중심으로 한 폐교되는 대학과 폐과되는
학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학 무용에 있어서는 지난 10년 동안 충청도지역의 청주대
학교 무용학과(2009년)의 폐과를 시작으로 동아대학교(2012년), 원광대학교(2012년), 대
진대학교(2014년), 우석대학교(2014년), 순천향대학교(2014년), 광주여자대학교(2015
년), 예원예술대학교(2017년), 경성대학교(2017년)의 폐과가 단행되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0%이상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때 출생
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그 여파가 대학 신입학생 모집
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른바 대학 신입생 ‘인구절벽’3)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대학들
은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의 결과에 주목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무용교육과 무용학과의 시대적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대
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 무용학과의 현황을 파악하여 대학 무용학과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상적인 무용교육으로서의 교육 전환 필요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의
무용교육과 대학 무용학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학술지, 신문기사, 인터넷검색,
전문 서적을 비롯한 교육부, 대학알리미, 각 대학 홈페이지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무용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그 가치를
둔다.

2) 연합뉴스, ｢학령인구 절벽 ②대학 신입생 확보 초비상...‘인구절벽’ 2020년 생사기로｣, (연합뉴스, 2019.02.08)
3) 연합뉴스, ｢‘인구절벽’ 2020년대 대학 신입생 급감...구조조정 고삐 죈다.｣, (연합뉴스, 2017.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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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 무용학과의 역사
1.대학 무용학과의 설립과 시대적 변화
한국의 대학에 무용교육이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무용은 예술의 한 장르로서 학문적
체계를 형성하고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무용은 자유로운 창작정신을
기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순수공연예술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대학 무용학과가 생긴 것은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부터이다.4) 그 당시 타 예술에
비해 발전되지 못한 무용의 성장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는 단순한 테크닉 모방이
아닌 신체단련과 세련된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실기 교육 그리고 이론 교육을 통해 무용교
육자, 안무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무용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
기 시작하였다.5)
이후, 전국적으로 대학 무용학과 설립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무용학과는 체육
대학과 예술대학의 학부에 소속되어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이라는 장르적 삼분법을 기초
로 전공과정이 설치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체육대학뿐만 아니라 예체능대학. 예술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부에 소속되어 확산·발전을 거듭해 왔다.6) 특히 대학 무용교육의 발전과정
중, 무용의 예술적 미적 교육, 개인적 사회적 교육, 신체 움직임 교육, 문화교육, 통합교과과
정, 취업 전 교육 측면에서 일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무용이 지닌 일반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나누며, 무용
교가가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서의 근거를 제시7)하며 독립된 교과로서 무용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1963년 국내 대학에 무용학과가 개설된 후 2000년대 초반가지 대학의 무용학과는 전국
적으로 빠른 속도로 신설되었으며, 2003년까지 대부분 체육 및 인문영역 소속이었던 무용

4) 고경희, 백현순, ｢대학 무용학과의 미래전망｣, 한국무용연구 제31권 3호, (한국무용연구학회, 2013), 24쪽
5) 이화여자대학교 요람(1964)
6) 신상미, ｢대학무용 교육환경 현황 및 개선방안-이화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미래의 대학 체육·무용교육환경
발전뱡향 , (이화여자대학교 동작과학연구소, 2002) 35-48쪽
7) 최경희, ｢한국 대학 무용(학)과의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28-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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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은 점차 예술대학 소속으로 옮겨가기 시작8)하였으며, 무용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과거 대학 무용 교육이 절정에 이르렀을 시기에는 전국 42개 4년제 대학과, 6개의
2년제 전문대학 무용학과가 개설9)되면서 무용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뛰어난 창작활동과 교육활동에 있어 향상을 보였다. 이 시기 4년제 대학의
경우 서울지역에 집중된 무용학과의 개설과 함께 경기, 충청, 전라, 경상지역에 균등한
규모의 무용학과가 개설되면서 전국은 대학 무용학과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10)
대학무용교육을 통해 전문교육을 받는 인구가 늘어나고 교육과정이 활성화되어가는 대
학 무용학과의 전성기에도 불구하고 무용전공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
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것은 대학의 무용학과를 비롯한 무용전공과정의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인 성장이 병행되지 못한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학에서 배출한 무용
인력들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현재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는 무용학과 진학 인원 감소의
결과를 초래하며 신입생 충원률은 점차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학 무용학과를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2. 대학 무용학과와 무용교육의 현황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의 개설과 함께 시작된 대학 무용교육은 한국의 예술
장르에 있어 무용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무용인구의 팽창과, 무용의 전국적 확대, 국제무대
에서의 경쟁력 등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 대학은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2015년∼2017
년), 대학기본역량진단(2018년∼2020년)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에서 향후 공
학계열 인력은 부족하고, 사회과학 및 인문계열, 그리고 중등교육 계열은 인력이 남아돌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회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

8) 문화체육관광부(2007)
9) 문영, ｢대학무용교육 실태분석｣, (국민대학교 학술세미나, 2007)
10) 이지선, ｢대학무용교육 현황 및 변화｣,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74권 3호, (대한무용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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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라임 사업’, 즉 대학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였다. 프라임 사업은 기본적으로 인문사
회, 예술계통 학과의 통폐합과 정원감축을 통해 이공계열학과를 확대하는 학교 중 일부대학
에게만 지원을 약속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사업에 참가하는 대학들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
더라도 정원감축과 계열 이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소형 사업에 지원한 대학교들
은 비교적 잡음이 적으나 대형 사업에 지원한 대학들은 적게는 10% 많게는 30%의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탈락된 대학의 경우 지원은 못 받고 교육부에 제출한 이행각서 대로 구조
조정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대학의 예술계열 학과들은 구조개혁의 위기를
맞이하였고 무용학과에서도 구조적 개혁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교육정책의 변화, 대학구조조정-프라임사업, 대학 무용교육의
내용적 변화와 개혁의 어려움, 의식구조의 변화, 무용학과의 평가 기준이 되는 신입생 모집
인원, 신입생 경쟁률, 재학생수, 취업률 등에 불리한 학과라는 이유로 나타나는 학과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 등은 정치적·사회적·행정적 변화 함께 무용 교육과 대학 무용학과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무용학과는 신입생 모집 정원을
감축하고, 소속 대학 및 학과를 실용무용, 생활무용, 생활무용예술, 무용 복지 등의 실용적
명칭의 학과로의 개편을 유도하게 되었다.
더욱이 전성기 시절 48개에 이르는 대학과 전문대학은 지방 대학을 시작으로 무용학과의
통폐합 과정을 거치며, 2019년 기준 33개의 4년제 대학 무용학과 및 무용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표 1. 2007년-2019년 전국 대학 무용학과 개설 현황 비교
지역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라

경상

충청

총합계

2007년
무용학과 수

15

4

1

1

1

6

1

5

5

4

43개

2019년
무용학과 수

15

2
(-2)

1

1

1

5
(-1)

1

1
(-4)

5

1
(-3)

33개

년도

폐과 대학
(폐과 년도)

동아대
(2012)
경성대
(2017)

대진대
(2014)

원광대
(2012)
우석대
(2014)
광주여대
(2015)
예원예대
(2017)

서원대
(2005)
청주대
(2009)
순천향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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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9년 전국 대학 무용학과 개설 현황
학교명

지역

소속대학

과명칭

개설년도

1

경희대학교(본교-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무용학부

·

1966

2

국민대학교(본교)

서울특별시

예술대학

무용전공

1999

3

동덕여자대학교(본교)

서울특별시

공연예술대학

무용과

1998

4

상명대학교(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스포츠·무용학부

무용예술학과

1996

5

서경대학교(본교)

서울특별시

예술대학

무용예술학과

2000

6

서울기독대학교(본교)

서울특별시

휴먼힐링예술학부

무용학과

2001

7

성균관대학교(본교)

서울특별시

예술대학

무용학과

1989

8

성신여자대학교(본교)

서울특별시

융합문화예술대학

무용예술학과

2011

9

세종대학교(본교)

서울특별시

예체능대학

무용과

1967

10

숙명여자대학교(본교)

서울특별시

이과대학

무용과

1984

11

이화여자대학교(본교)

서울특별시

음악대학

무용과

1963

12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특별시

무용원

·

1996

13

한국체육대학교(본교)

서울특별시

생활체육대학

생활무용학과

1996

14

한성대학교(본교)

서울특별시

예술대학

무용학과

1974

15

한양대학교(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1964

16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예술대학

무용학과

1983

17

신라대학교(본교)

부산광역시

창조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1970

18

충남대학교(본교)

대전광역시

무용학과

1995

19

계명대학교

대구광역시

음악공연예술대학
공연학부

무용전공

1984

20

조선대학교(본교)

광주광역시

체육대학

공연예술무용과

1973

21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경기도

예술디자인대학

무용과

1989

22

수원대학교(본교)

경기도

융합문화예술대학 화예술학부

무용전공

1983

23

용인대학교(본교)

경기도

문화예술대학

무용과

1984

24

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

경기도

공연영상창작학부

무용전공

1974

25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경기도

예체능대학

무용예술학과

1981

26

강원대학교(본교)

강원도

문화예술·공과대학

무용학과

1995

27

공주대학교(본교)

충청남도

예술대학

무용학과

1981

28

전북대학교(본교)

전라북도

예술대학

무용학과

1987

29

대구가톨릭대학교(효성캠퍼스)

경상북도

음악대학

무용학과

1974

30

대구예술대학교(본교)

경상북도

실용무용전공

·

2004

31

영남대학교(본교)

경상북도

생활과학대학 체육학부

무용학전공

2002

32

경상대학교

경상남도

민속무용학과

민속무용학과

1997

33

창원대학교(본교)

경상남도

예술대학교

무용학과

1995

<출처: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교육부 제공. 최종수정일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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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구·경북 대학 무용학과의 현황
대구·경북은 삼국시대부터 국가의 중심지이며,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지역으로
정치, 사회, 교육, 문화에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한 지역이다. 더욱이 오늘날 많은 대학교와
전문대학이 분포되어 교육의 도시인 동시에 문화의 도시로 성장하며 발전하고 있다.11)
1965년 대구에 경북예술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무용과가 개설되어 대구는 학원 중심의
무용이 학교 중심의 교육 무용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1980년대까지
제일여중, 원화여중, 경명여중, 신명여고, 경북여고 등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무용특기자를
육성하여 대구 학교 무용을 통한 무용의 전성기를 마련하는 역할도 하였다.
대구·경북지역의 대학 무용학과는 1974년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학교)에 무용
학과가 개설되면서 대학무용교육의 시작을 알렸고, 1984년 계명대학교 무용학과가 개설되면
서 1980년대는 대학무용을 중심으로 많은 무용 인력의 배출, 신진무용가들이 대거 등장,
한국창작무용, 현대무용, 발레를 통한 부용 창작 작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계명
대학교 무용학과를 통한 남성무용수의 등장으로 지역 무용계는 다양한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특히 80년대와 90년대에는 대학 무용학과를 통한 대구무용이 발전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춤 강습회 및 강연이 개최되어 학생들의 실기
및 이론 함양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둘째, 신진 무용가의 탄생을 예고했던 1964년부터
시작된 동아무용콩쿨에서의 성과이다. 최두혁 & 이남미(18회, 현대무용 동상), 최두혁(19
회, 현대무용, 금상), 김성한(20회, 현대무용, 은상), 박미순(20회, 한국무용 금상), 이병훈
(22회, 현대무용 금상), 배능수(22회 현대무용 동상), 배성철(25회)등이 수상하며 대학무용
의 성장과 동시에 지역무용의 성장을 입증해주는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셋째,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지역 무용계에 투입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83년 효성여자대
학교 한국무용전공자들로 구성된 「효무회」, 1987년 효성여자대학교 발레전공자들로 구성
된 「발레그룹 아다지오」, 1992년 계명대학교 한국무용전공자들로 구성된 「다움무용단」,
1993년 계명대학교 현대무용전공자들로 구성된「비사현대무용단」, 1995년 계명대학교 발
레전공자들로 구성된 「계명발레아카데미」등 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무용단의 창단은 신진무

11) 문무학, ｢대구예총 50년사｣, ((사)한국예총대구광역시연합회, 2012),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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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들의 창작성 높은 작품 활동, 소극장을 중심으로 한 무용공연활동, 강습회, 세미나,
초청공연 등을 통해 대구 지역무용계에 참신한 바람을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대학 중심으로
향토무용계를 이끌어온 박연진, 임혜자, 이정일, 김소라, 장유경, 백현순, 박현옥 등은 지역
의 대표적 중견무용가이며 교육자로써 다양한 무대를 통한 개인발표회와 후진양성을 위한
대구의 무용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대구 춤 문화를 성장시켰다.
2002년 영남대학교 무용학전공 신설과 2004년 대구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가 신설되
면서 지역무용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지역의 예술교육
을 담당하는 각 대학 무용학과의 개편으로 인해 대구가톨릭대학교는 무용학과를 무용·공연
학과로 확대 개편하였고, 영남대학교는 체육학부 무용학전공이었던 현대무용과 발레는 체
육학전공 무용학트랙으로, 한국무용은 국악전공으로 분리·통합되며 교육개관의 개편과 함
께 대구·경북지역 대학 무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대두되었다.
2010년에 이르러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타 지역 무용학과의 폐과가
진행되었고, 대구·경북 소재 각 대학 무용학과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 대구·경북 대학 무용학과 개설 현황
대구·경북 소재 대학 무용학과는 1974년 신설된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체육무용학과 시작으로, 1984년 계명대학교 무용학과, 2002년 영남대학교 무용학전공,
2004년 대구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가 신설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 3. 대구·경북 대학 무용학과 개설 현황
학 교 명

소속대학

과명칭

세부전공

개설년도(년)

정원(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전)효성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무용학과

한국무용(7명)
공연(현대, 실용)무용(13명)

1974

20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공연학부

무용전공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1984

30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체육학부

무용학전공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

2002

30

실용무용학과

실용무용

2004

23

대구예술대학교

<출처: 각 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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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1974년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체육대학 체육무용학과의 신설은 지역의
대학무용교육의 시작이었다. 1980년 사범대학 체육무용학과로 개편되었고, 1986년 인문
대학 무용학과로 독립적인 분리 개편이 이루어졌다. 지역의 유일한 대표 여자대학이었던
효성여자대학교는 1995년 대구효성가톨릭대로 교명이 변경되면서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무용학과에도 남학생이 입학하게 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제 개편에 따라 2005년 무용학과는 무용·공연학과로 확대 개편되
었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2012년에는 40명의 신입생 모집인원이 23명으로 감축,
2014년에는 20명으로 감축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2015년에 이르러 무용학과는
음악대학으로 편제 개편되었고, 현재 신입생 선발 실기고사 및 선발인원으로는 한국무용
5명과 공연무용 1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4년의 기간 동안 신입생 경쟁률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 2.5:1을 기록하
며 수시와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충원하고 있다. 취업률에 있어서도 시기에 따른 차이를
보이나 작년 63.0%라는 예술 분야의 취업현황으로 평균 이상의 취업결과를 산출하였다.
지난 23년 동안 무용과 교수, 무용교사, 무용지도자, 무용수, 안무가, 공연예술가 등
역량 있는 무용인을 배출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지향하는 예술교육 및 공연예술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학문의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며 이론과 실기의 균형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예술적인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교육자, 안무가, 무용수 및
공연예술인을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무용학과를 통해 배출되는 전문예술인들은
21세기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 산업의 주역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대학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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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연혁
년도

내용

1974년

체육대학 체육무용학과 신설
(신입생 모집 인원 40명)

1980년

사범대학 체육무용학과로 개편

1986년

인문대학 무용학과 분리 개편

1995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로 교명 변경
(남녀 공학으로 전환되어 무용학과에 남학생 입학)

2000년

대구가톨릭대학교로 교명 변경

2005년

무용학과를 무용·공연학과로 확대 개편

2012년

신입생 모집 이원 40명에서 23명으로 감축

2014년

2015년 신입생 모집 인원 20명으로 감축
(무용학과 파트별 모집-한국무용 7명, 공연무용13명)

2015년

음악대학 무용학과로 편제 개편
<출처: 대구가톨릭대학교>

표 5.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신입생 경쟁률 현황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쟁률

3:1

2:1

3:1

2:1

120
100

열1

80

열2

60
40

열3

20

열4

0

행1

행2

행3

행4

행5

<출처: 대학정보공시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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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취업률(%)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취업률(%)

50.0

33.0

63.0

·

70
60
50
40
30
20
10
0

63
50
33

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처: 대학정보공시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3. 계명대학교 무용전공
1984년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가 신설되면서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
학교)와 함께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작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특히 계명대학교를 통한 남성무용수의 대거 등장은 지역 무용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2000년대가 도래한 후 대학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체육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에서 속해있던 무용학과의 편제 개편이었는데 이 시기
체육대학 소속이었던 계명대학교 무용학과는 2007년 음악공연예술대학 무용학과로 편제
개편되었다. 학령인구의 감소 및 대학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2012년 40명이었던 신입생
모집인원이 30명으로 감축되었고, 2015년 음악공연예술대학 공연학부 무용전공으로 편제
개편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입학전형 과목으로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로
지정되어 있다.
무용학과가 편재 개편된 후 지난 4년 동안의 신입생 경쟁률을 분석해보면 <표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평균 2.331:1로 안정적 경쟁률을 보이며 신입생 모집인원을 충당하고
있다. 취업률에 있어서는 2013학년도와 2014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에 직면한 후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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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재학생 충원률 및 졸업생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9
년의 결과에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계명대학교 무용학과는 지역 대학 무용학과의 폐과에 따라 신입생 출신 지역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분석하게 되었다. 무용학과 30명 정원에서, 2016학년도
는 대구·경북 출신 신입생이 27명, 울산과 창원에서 입학한 경남 출신 신입생이 3명이었고,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는 대구·경북 출신 신입생이 25명, 부산과 창원, 울산 김해,
거제에서 입학한 경남 출신의 신입생이 5명, 그리고 2019학년도에 이르러 대구·경북 출신
신입생이 20명, 울산, 부산을 비롯한 창원 김해, 거제를 중심으로 한 경남 출신의 신입생이
9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 대학 무용학과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부산지역의 경성
대학교 무용학과의 폐과로 인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계명대학교 무용전공은 체계화된 실기교육, 창의력에 중점 두는 창의교육, 그리고 사고력
개발에 힘쓰는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공연예술 및 무용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재학생들의 창작발표회, 쇼케이스 및 세계 각국의 무용단과 긴밀한
교류와 협조체제 구축 등 조직적이고 빈틈없는 학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 이후 취업 및 진로 방향으로는 교육적 활동뿐만 아니라, 예술과 관계되는 다방면으
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교육, 전문교육, 입시지도자, 직업무용수(국립무용
단, 시립무용단 등), 안무자(무용단, 극단 등), 문화예술사, 창작활동종사자, 무대감독, 의상
디자인, 조명감독, 연출, 무대미술, 연기 등 다양한 진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7. 계명대학교 무용전공 연혁
년도

내용

1984년

체육대학 무용학과 신설
(신입생 모집 인원 40명)

2007년

음악공연예술대학으로 무용학과 편제 개편

2012년

2012년 신입생 모집 인원 40명에서 30명으로 감축

2015년

음악공연예술대학 공연학부 무용전공으로 편제 개편
<출처: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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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명대학교 무용전공 무욧전공 신입생 경쟁률 현황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쟁률

2:1

2:1

3:1

2:1

3.5
3.0
2.5
2.0
1.5
1.0
0.5
0.0

3
2

2

2016년

2017년

2

2018년

2019년

<출처: 대학정보공시 – 계명대학교 무용전공>

표 9. 계명대학교 무용전공 취업률(%)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취업률(%)

22.0

38.0

60.0

·

70
60
50
40
30
20
10
0

60
38
22
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처: 대학정보공시 – 계명대학교 무용전공>

10. 계명대학교 무용전공 신입생 출신지역 현황
지 역
년 도

대
구

경 북
구
미

상
주

2016학년도

24

2017학년도

20

1

2018학년도

20

2

1

2019학년도

13

3

1

안
동

경
산

영
천

경
주

1
1
1

포
항
2

2

울
산
2

1

1
3

부
산

경 남
창
원

김
해

거
제

충
북

1
1

4

1

1

1

1

1

2

3

1

2

1

1

<자료제공: 계명대학교 무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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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남대학교 무용학전공
영남대학교 무용학전공은 정원 40명으로 지난 2002학년도부터 체육과 전공에서 분리
신설되었다. 하지만 지난 2003년과 2004년 정원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대학 측은 예상
등록률을 고려해 2006년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무용학트랙으로의 통폐합을 결정하였다.
이후 2013년 생활과학대학 체육학부 무용학전공으로 분리되면서, 현대무용과 발레, 실용
무용을 입학전형 실기고사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표 11. 영남대학교 무용학전공 연혁
년도

내용

2002년

체육학부 무용학전공 설립
(신입생 모집인원 40명)

2006년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무용학트랙 편입

2013년

생활과학대학 체육학부 무용학전공으로 분리
<출처: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무용학전공은 창의적 교수법을 통하여 심화된 무용실기 및 실무연계에 역점
을 두는 무용공연 제작을 위한 교육, 그리고 사고력과 인문사회과학 소양 개발에 역점을
두는 이론교육을 병행하여 경쟁력 있는 무용예술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심화된 이론 교육과정과 양질의 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 이론교육 및 각 전공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기교육의 특성화를 통한 심화교육은 장르별 발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역량과 실천적 지식인으로의 무용인을 배양하는 수준 높은 무용예술 교육을 실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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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영남대학교 무용학전공 신입생 경쟁률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쟁률

0

0

0

0

1.0
0.8
0.6
0.4
0.2
0.0

0

0

0

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처: 대학정보공시 – 영남대학교 무용학전공>

표 13 영남대학교 무용학전공 취업률(%)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취업률(%)

74.0

77.0

50.0

·

1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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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0

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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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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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8년

2019년

<출처: 대학정보공시 – 영남대학교 무용학전공>

5. 대구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
2004년 대구예술대학교는 전국 4년제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독립적인 실용무용학과를
개설하였다.12) 실용무용학과는 실용무용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교육적 가치 및 상업적
가치가 현대 사회의 흐름과 상통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교육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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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는 다양화되고 다변화되어가는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예술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실용무용학
과에서는 급변하는 혼돈의 시대에 춤을 통하여 인간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발달시킴으로
써 건강하고 품격 높은 춤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표 14. 대구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 연혁
년도

내용

2004

실용무용학과 개설
(신입생 모집인원 20명)
<출처: 대구예술대학교>

표 15. 대구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 신입생 경쟁률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쟁률

2:1

2:1

1:1

2:1

2

2.0

2

2

1.5

1

1.0
0.5
0.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처: 대학정보공시 – 대구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

표 16. 대구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 취업률(%)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취업률(%)

37.0

66.0

56.0

·

12) 영남일보, ｢대구예술대 실용무용과(재즈, 힙합, 댄스스포츠 등) 전국 최초개설｣, (영남일보, 2005.09.23)

68 제28회 전국무용제 및 제21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내학술심포지엄

80

66

60
40

56

37

20
0

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처: 대학정보공시 – 대구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

6. 대구·경북 대학 무용학과의 교육 프로그램

대구·경북지역의 대학 무용학과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커리큘럼과 지도계획을 수립하
고 교육으로 전개하고 있다.
21세기 종합형 공연예술인으로의 교육을 강조하는 대구가톨릭대학의 경우 한국무용전
공과 공연무용전공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전공이라는 연계전공 프로그램, 문
화예술교육사, 졸업인증제등을 통해 공연예술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계명대학교의 경우, 2013년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무용학과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육성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는 무용기능캡스톤디자인 과목의 수용이다. 이 과목은 공연현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제 무용공연제작의 위한 기획에서부터 안무, 조명, 무대,
의상, 홍보 및 정산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고 공연을 실행할 수 있는 과정을 체험하여 결과물
을 도출하는 수업이다. 따라서 무용을 비롯한 타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
하는 무용기능의 '창의적 종합 설계'를 목표로 한다. 둘째, 공연예술 및 문화예술 현장
체험 학습 및 전문가 초청 강습회 및 세미나,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하여 무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셋째, 신입생 유치를
위해 고교생 초청 열린체험대학, 중·고생들을 위한 하계 및 동계 워크샵을 진행하고, 재학생
들의 중도 탈락을 막기 위해 멘토링(mentoring)제도 등의 실시로 대학 생활에 적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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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발전을 위한 학업과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카운슬링(counseling)한다. 마지막으
로, 교내를 비롯한 대학무용제, 시ㆍ도 단위의 여러 무용제, 국제적 행사 등에 참여 활동을
권장하여 창작활동의 기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남대학교 무용학전공은 무용예술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첫째, 21세기
의 트랜드를 반영하여 2009년부터 외국무용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현대무용,
발레와 더불어 실용무용(재즈, 힙합, 댄스스포츠)를 운영, 둘째, 순수무용과 실용무용의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중성을 지향하는 과운영 실행, 셋째, 워크숍
과 각종 공연을 통한 재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현장
경험의 기회 제공, 현대와 미래사회를 능률적으로 선할 수 있는 지도자, 예술가의 능력을
함양하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대구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에서는 예술세계를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국제화시대가
요구하는 예술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 장르에 국한된 근시안적인 교육제도의
벗어나 4년 동안 재즈댄스, 힙합, 라틴댄스, 탭댄스,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다양한
무용 분야의 실기를 함양하고 예술대학이라는 이점을 살려 순수미술, 디자인, 사진, 음악
등의 인접 예술장르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인 예술가
를 육성하고 있다.

Ⅳ. 대구·경북 대학 무용학과의 전망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교육은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지식과 정보를 전파하
며 문화를 창조한다. 교육이 이러한 발전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실과 교사진, 교육내용과 방법으로는 교육
본래의 기대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13)
대학이 직면한 제반 환경적 요인들에 더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무용가 양성이라고
하는 대학무용교육 목표의 모호성,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전통적인 3분법 구조에

13) 김호진, ｢지식혁명시대의 교육과 대학｣, (서울: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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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교과구성 및 실기위주의 운영, 획일적인 교육내용 등으로 요약되는 대학무용이 내포하
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점은 모집정원미달과 이에 따른 대학무용학과의 정원감축,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인한 학과 명칭의 변화와 학과의 폐과14)를 초래하고 있다.
대전, 전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용학과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대학 무용학과 또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 무용학과는 몇 차례의 위기를 대처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학제 개편과 신입학 정원 조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시, 학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따라서 대학무용교육의 전반적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들은 지속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학무용교육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각 대학의 구조 변화
와 내용적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무용학과는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화,
세분화, 대중화를 통한 무용예술의 진정한 발전과 도약을 이룩하여 21세기가 지향하는
열린 교육사회에 동참하는 문화로서의 무용, 교육으로서의 무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창출과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오늘날은 우리는 너무나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 살고 있다. 지방화,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 4차 산업혁명시대로 대두된 2차 정보화 등으로 특징되는 사회 환경의 변화는 대학
의 변화를 요구하고, 각 학과를 통해 변화를 확인하려 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 속에서
대학 무용학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21세기가 도래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대학의 무용교육은 아직 20세
기에 확립한 교육 커리큘럼 속에서 무용의 실기와 이론을 통한 인재양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구절벽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이라는

14) 유미희, ｢한국무용교육의 변천과 과제: 해방이후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0권 2호, (한국무용교육학
회, 201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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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 속에서 당장의 학과 생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무용학과를 통한 대학무용교육의 역사를 확인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무용학과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1963년 대학 무용학과 설립 이후 맞이한 1980부터 2000년대까지 진행된 무용학과
발전과 함께 대두된 전성기를 거치면서 대학 무용학과를 통한 무용 분야의 학문적, 예술적
발전은 실로 엄청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학령인구의 급감으
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10년 전부터 무용학과의 생존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지방의 무용학과는 통합되고 신입생 정원을 감소,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며 전과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과를 폐지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미 충청도, 전라도, 부산을
중심으로 많은 무용학과의 폐과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구·경북 대학 무용학과의 집중
타격이 예상되며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이에 대구·경북 대학 무용학과는 1974년에 신설된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학
교) 체육무용학과와 1984년에 신설된 계명대학교 무용학과, 2002년 영남대학교 무용학전
공, 2004년 대구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가 신설되어 대구·경북지역의 무용을 통한 환경
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하고 활발한 창작무용을 통한 무용 활동으로 무용 대중화에 앞장서
며 무용교육의 중요성과 무용학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현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대학 무용학과 또한
무용정원을 감소하고, 편제를 개편하고,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무용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 대학 무용학과는 눈앞
에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가 마주보며
달려 결국 충돌해 자멸하게 되는 ‘치킨게임’처럼 서로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은 무용학과의 위기를 기회로 보고 창조적인 무용 교육프로그램의 투자 확대 및
새로운 무용교육 생태계 발현을 위한 대학무용 교육의 패러다임을 개편하는 등 확산 지향적
접근이 요구된다. 학령인구의 감소 현상으로 인한 무용교육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무용창작
활동을 감축하는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구 구조 변화를 한국 대학 무용학과의 질적
전환의 계기로 삼아 시대가 요구하는 무용가, 시대가 요구하는 안무가, 시대가 요구하는
무용교육자 등의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고민하며 대학 무용학과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실질적으로 교류하며 새로운 교육의 통로를 개척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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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제 해결이 요구된다. 더불어 대구·경북 무용학과와 함께 대학 무용학과의 위기에
대해 인식하고 현실의 문제점을 반성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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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정원 감축을 유도하였
다. 대학 구조 감축은 대학 특성화 사업, 프라임 사업, 그리고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2001년과 2002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각 대학은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의 결과에 주목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이종희 논문에 의하면 시대적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
무용과의 현황을 파악한다. 그럼으로 대학 무용과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상적인 무용교육으
로서 교육 전환 필요성을 모색한다고 한다.

대구·경북지역은 1965년 경북예술고등학교의 설립으로 시작하여
1974년 효성여자대학교 (현 대구카톨릭대학교) 신설
1984년 계명대학교 신설
1983년 효성여자대학교 한국무용단 (효무회) 창단
1987년 효성여자대학교 발레 전공 (아다지오) 창단
1992년 계명대학교 한국무용단 (다움 무용단) 창단
2002년 영남대학교 무용학전공 신설
2004년 대구예술대학 실용무용학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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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직면한 제반 환경적 요인들에 더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무용가 양성이라고
하는 대학무용교육 목표의 모호성과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전통적 3분법 구조에
따른 교과구성 및 실기위주의 교육법. 이러한 획일적 교육내용 등 내재적 문제점은 모집정
원 미달과 이에 따른 대학 무용학과의 정원감축,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인한 학과 명칭의
변화와 학과의 폐과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다만 전망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전문화, 세분화 그리고 대중화를 통한 무용예술에 진정한
발전과 도약을 이룩하여 21세기가 지향하는 열린교육 사회에 동참하는 문화로서의 무용과
교육으로서의 무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창출과 활용이 될 것이라
고 했다.

질 문

※ 4차 산업혁명시대로 특징되는 사회의 변화가 대학 무용교육의 변화를 요구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는 무엇보다 기술이 ‘베이스‘가 되어 모든 현상을 데이터화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무용과는 어떤 변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지?

※ 발제문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의 결과에 주목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 2020
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어떠한 다양한 대책을 무용학과와 대학은 준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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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 커뮤니티댄스는 2010년을 기점으로 무용의 대중화를 오랫동안 고민해오거나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
통을 모색하던 무용가들이 서구식 커뮤니티댄스에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
및 적용을 해왔다. 그러나 해외보다 늦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커뮤니티댄스가 무용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향상되고 있음에도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다 일찍
시작한 해외의 커뮤니티댄스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사례들을 파악하여 국내 커뮤니티댄스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외의 커뮤니티댄스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지역무용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소특정적 무용공연을 통한 미시시피 강의 재생에 큰 역할을 한 마리 하덴버그,
‘Keeping the Faith’라는 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시애틀의 재소자를 치유한 팻 그라니, 브루클린 장애인
케어를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시킨 마크 모리스, 요사코이라는 작은 지역을 요사코이 춤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하도록 지역활성화에 성공한 요사코이 춤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지
역의 장소를 활용하거나, 지역의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음악을 활용한 특정 지역색을 갖는 커
뮤니티댄스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커뮤니티댄스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작은 규모였지만 지역의 안무가
들의 관심과 주최로 시작되어 발전되었고 이후 연계된 단체들의 협력으로 그 규모가 확대됨을 알 수 있었
다. 결국 커뮤니티댄스는 안무가나 무용가와 지역사회의 공동체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자기 실천의 의지로
접근한 것이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무용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
째, 지역의 특정적 장소 활용한 장소특정적무용공연, 둘째, 지역의 특수 계층을 위한 커뮤니티댄스 프로그
램 개발, 셋째, 지역을 대표하는 음악을 활용한 커뮤니티댄스의 개발을 꼽을 수 있다.

82 제28회 전국무용제 및 제21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내학술심포지엄

해외 커뮤니티댄스 사례를 통한 지역무용 활성화 방안
정은주
(헤케이브 소은 컴퍼니 대표)

Ⅰ. 서론
1990년대 출현한 ‘도시재생’은 과거 일시적인 공간 개발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도시정책
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출발하여, 커뮤니티 주도의 장기적 과정을 지향하는 ‘문화예술콘
텐츠’를 매개로 하는 도시재생이라는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1).
문화주도형 재생(Culture-ed regeneration)으로 시작된 도시재생의 형태는 곧 문화참
여형 재생(Culture and regeneration)과 문화통합형 재생(Cultural regeneration)의
형태로 문화주도형 재생의 한계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보완하며 등장했다. 전자는 문화를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연대감 강화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했다면 후자는 문화와 도시
의 사회·경제·환경 등의 타 영역과의 통합가능성을 모색하였다.2)
참여와 통합에 의미를 둔 이와 같은 문화적 도시재생의 방식은 예술 활동을 통해 커뮤니
티와 함께 유의미한 커뮤니티의 가치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커뮤니티 아트의 비전3)
을 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문화와
구체적 실현으로써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확산되었다.

1) 서수정,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영국의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사례」 ,『도시정보』 320호(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8),
35쪽 재인용.
2) 문화주도형 재생(Culture-ed regeneration)은 문화기반시설 신설과 대규모 문화행사 유치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쇄신하고 공간을 재생하고자 한 전략중하나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침체된 도시 경제 활성화를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문화의 도구화 장소의 상품화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재생의 주도권을 도시정부와 외부
자본이 차지하면서 재생의 자생적 주체로써 커뮤니티가 배제되는 문제도 도출된 전략임. 공주형,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재생의 실천: 매직 미의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Our Generations를 중심으로」 ,『기초조형
학연구』 13권6호(한국기초조형학회, 2012), 22쪽.
3) 박은실, 「창조지구 조성과 도심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창조적 도시재생」, 『문화예술경영학연구』 2권1호(한국문화예술
경영학회 ,2009), 30쪽

해외 커뮤니티댄스 사례를 통한 지역무용 활성화 방안 83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는 문화엘리트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적 국가의 개인과
집단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듯이 문화적 자유도 누려야 한다4)는 인식을 토대로 1960년대
서구에서 출발하였다. 문화민주주의에 근간을 둔 커뮤니티 아트는 1990년대 정부의 문화
정책이 생산자에서 향유자 중심으로 기조를 변경한 이후인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국내에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5)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로 기획된 커뮤니
티 아트는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예술 혹은 예술가를 매개로 하여 시민 스스로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세워내는 기획이자 실천 활동
이라 할 수 있다.6)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커뮤니티댄스는 참여대상과 방법에 있어 그 영역을 보다 확장시
켜나가고 있다. 지역, 연령, 계층, 인종의 다양성뿐 아니라 파킨슨 환자, 약물 중독자 등
질병을 가진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장애인무용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등 삶의 질과도
연계되고 있다.7)
그러나 해외보다 늦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커뮤니티댄스는 무용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향상되고 있음에도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외의 커뮤니티댄스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지역무용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김용신, 「다문화사회의 시민형성 논리 :문화민주주의 접근」, 『비교민주주의연구』 4권2호(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8), 39쪽.
5) 김희순·정희선,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 안산시 원곡동 리트머스의 사례」, 『국토지리학회지』
45권1호(국토지리학회, 2011), 94쪽.
6) 김동언·조지연·엄국천, 「커뮤니티아트모델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권1호(한국디지털디자인
협의회, 2014), 419쪽
7) 김지영·박인실, 「무용패러다임의 진화: 실천공동체의 이론과 사례를 근거로 한 커뮤니티댄스의 재개념화」, 『한국체육
학회지』 55권4호(한국체육학회, 2016), 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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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 커뮤니티댄스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
1. 마리 하덴버그의 장소특정적 무용공연을 통한 미시시피 강의 재생

8)

마리 하덴버그(Marylee Hardenbergh)는 미니애폴리스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안무가로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장소특정적 무용공연(Site-Specific Dance Performance)
을 안무해 왔다. 그녀는 1970년대 장소특정적 공연이라는 개념9)이 나오기 훨씬 전에 뉴욕
에서 라반 인스티튜트의 엄가르트 바르테니에프(Irmgard Bartenieff)와 함께 라반의 우주
조화에 대한 개념을 연구했고 이를 통해 그녀는 어떻게 공간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지에 깊게 인지한 것이 이런 안무의 큰 원천이 되었다.
그녀는 우연한 계기로 무대가 아닌 야외에서의 공연을 경험한 몇 달 후 미시시피 강을 건너다
물속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사람씩 춤을 추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장소특정적 무용공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1985
년 배를 묶어놓는 동그란 계류장을 이용한 공연 <Solstice River>을 시초로 같은 장소에서
공연되는 연례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에 시작한 이 작업은 2016년까지 18개의
각기 다른 안무 작업으로 확장되어 미시시피 강 주변에서 공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사진 38. <Solstice River(1985)>

8) https://www.globalsiteperformance.org의 글과 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였음.
9) 장소특정적 무용공연(Site-specific Dance Performance)은 포스트모던댄스 시기 'Everything is dance'라는 슬로건
아래 시도되었던 ‘극장의 탈피’라는 여러 가지 실험 작업 중 하나의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즉 정형화된 무대를
벗어나 장소에 제한 없이 다양한 공간(1970년대 트리샤 브라운은 갤러리, 공원, 빌딩 옥상 등의 장소를 무대로
사용함)에서 자유롭게 공연이 시도되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그 시초가 된 것이다. 이런 개념은 컨템포러리댄
스에 와서 단순히 극장을 탈피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아니라, 공연하는 장소가 주체로 역사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 같은 의미 들을 안무에 담고 그 장소역시 안무의 주 구성요소로서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생기를 불어 넣는 기능뿐만 아니라 대중이 딱딱한 일상에서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 형태로도 제공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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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6년에 공연된 <One River> 미시시피 프로젝트는 7개의 커뮤니티로 연결된
작업으로 미시시피 수원의 하나인 미니아폴리스 주 북부의 호수인 이타스타(Itasca) 상류에
서 시작하여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쿼드 도시(Quad Cities), 세인트 루이스(St.
Louis), 멤피스(Memphis), 뉴올리언스(New Orleans), 최남단의 베니스 루이지아나
(Venice, Louisiana)까지 7개 장소에서 7개의 공연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공연은 7개의
지역마다 각각 다른 특성을 갖은 공연 작품을 선보였지만 공연 음악은 7개의 서로 다른
지역의 라디오국을 통해서 동일한 음악으로 송신되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550명이 출연했고 10,000명의 관객들이 참여했는데, 중요한 점은 지역
사회 구성원, 무용가 및 환경 운동가를 공연자로, 공동제작자나 관객들이 참여자로 커뮤니
티가 적극 참여한 데 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의 참여는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미시시피 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루어내었다. 단순한 강이 아니라 강이라는 자연을
통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인지시키며 더 나아가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인식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이는 환경 운동과 접목되어 보다 큰 프로젝트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무용공연예술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개발과 긍정적인 환경
개선이 중요한 맥락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Itasca

Minneapolis

Quad_Cities

Memphis

New Orleans

Plaquemines_Parish

사진 39. <One River(2006)> 공연

St.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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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덴버그가 만드는 이런 장소특정적 무용공연은 그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흔적을 남기진
않지만 공연의 관람객으로서 혹은 공연자로서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공연의 경험을 통해,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일상이었던 장소가 새로운 시각과 마음
으로 일상의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을 추구한다. 하덴버그의 첫 번째
작업이었던 <Solstice River>의 첫 공연이 끝난 다음 날,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들에게 강을 돌려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사람, “그 공연을
관람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 다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했던 걸 알고 있었는지” 에 대해
되묻기도 했던 지역 사람들의 반응에 매우 놀랐으며, 단순히 미시시피 강의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공연이 지역사회의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작업에서는 개인을 넘어
지역사람들이나 그 환경까지도 커넥션이 확장됨을 인지했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공동체 구성원과 지역예술가를 한데 섞는 대규모의 장소특정적이며
환경적으로 조화된 작업을 무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글로벌 사이트 퍼포먼스(Global Site
Performance) 단체를 구성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하수 처리장이나 공중으
로 접혀지는 다리, 고층 빌딩, 보스니아 사라예보에 폭탄이 터진 의회 건물, 러시아 볼가에
있는 시계탑, 팔레스타인 커뮤니티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중해 해변, 그리고 후서토닉 강에
서 굴을 수확하는 배 등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커뮤니티와 무용수와 함께 장소특정적
무용 공연을 30년 이상 제작해 오고 있다.

2. 팻 그라니(Pat Graney)의 ‘Keeping the Faith’를 통한 시애틀 재소자의 치유10)
팻 그라니(Pat Graney)는 시애틀을 거점으로 작업하고 있는 안무가로 여성 재소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Keeping the Faith/The Prison Project’(이하 KTF 로 표기)를
운영해오고 있다. KTF 는 1992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여자아이들과
여성에게 공연을 포함한 시범강연과 워크숍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움직임을 포함한 글쓰기와 시각 예술, 공연 활동을 변화할 수 있는 매개체로 하여 여자아이

10) http://www.patgraney.org의 글과 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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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여성성인 재소자들에게 개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기술 습득을 통해 공동체의 맥락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발전시켰다. 2000년에
는 미국 도시의 지역 예술가들 그리고 사회 복지사와 협력하여 KTF 를 기반으로 지역
프로그램을 수립, 국가모델로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현재 KTF 는 20년 이상 워싱턴 주 교정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매년
일반 대중 100명과 수감된 동료 및 교도소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워싱턴 주에서 23번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는 교도소
시설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주 이외에도 플로리다, 메사추세스, 덴버,
휴스톤, 아리조나, 오하이오 국외로는 브라질을 포함해 독일, 아일랜드, 일본에서 있는 교정
시설에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미국 법무부 통계국에 따르면, 국가 교도소에서 석방된 성인 범죄자의 30%는 석방 후
첫 6개월 이내 체포되고 석방된 지 3년 이내에 전 범죄자의 67%가 교도소로 다시 수용된다.
따라서 KTF 는 첫째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직접 글로 서술해 보고 낭독하기도 하고, 공연을
통해 스스로 자존감에 대해 생각해보고 둘째, 특정 파트너십 및 공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여성 그룹에서의 협력과 상호존중의 방법들을 알아가고 셋째, 서로 다른 개인, 집단들이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11)

사진 40. ‘Keeping the Faith/The Prison Project

이처럼 팻 그라니는 지역사회의 특수 계층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댄스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재범률을 줄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 Printed Program for Keeping The Faith 2005 Performances at Mission Creek

Corrections Center for Women, Belfair, Wash. (Nov. 18-19, 2005).

88 제28회 전국무용제 및 제21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내학술심포지엄

3. 마크 모리스(Mark Morris)의 커뮤니티프로그램을 통한 브루클린의 장
애인 케어 12)
미국의 마크 모리스는 브루클린에서 무용단(Mark Morris Dance Group)과 무용센터
를 운영하면서 무대에 올리는 공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연계된 커뮤니티댄스 프로그램
을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크 모리스 댄스 그룹은 줄여서 MMDG 로
불리며, 이 센터에서는 총 8개로 세분화 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커뮤니티댄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특수계층인 파킨슨병(Dance for PD)
과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Adaptive Dance Program)이다.
파킨슨병을 위한 프로그램은 실질적 수업과 지도자 양성(Teacher Training)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범위의 무용 움직임과 음악을 통해서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체의 조정력이나 균형, 유연성 그리고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무용수와 연주자들 진행하며 수업 구성은 현대무용부터, 연극
적인 움직임, 발레, 포크댄스, 탭댄스, 즉흥 그리고 안무 레퍼토리가 통합하여 사용한다.
강사교육 프로그램은 뉴욕시 5개 자치구와 6개 대륙에 걸쳐 300개 이상의 커뮤니티, 42개
주 및 25 국가의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사진 40. Dance for PD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Adaptive Dance Programs)은 신체적 혹은 지적 장애인 그리
고 맹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크게 3가지 수업으로 분류되며 그 첫번째가 장애를 가진

12) https://markmorrisdancegroup.org/community 의 글과 자료들을 주로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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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을 위한 수업(Adaptive Dance for Adult)이다. 이 수업은 City Access New
York 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격월로 수업을 진행하고,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매주 헬렌 켈러 서비스(Helen Keller Services)와 제휴하여 제공된다.
둘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Special kids Dance)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수업이다. 지역사회에서 수업이 제공되며 매번 라이브 음악과
함께 수업이 진행된다. 마크 모리스 단체는 춤과 음악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친밀한 학습 경험과 선택적 학부모 참여를 위해 수업은 소규모로 유지
한다,
셋째, 시각장애를 갖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수업(Classes for the Vidually impaired)
이다. 이 프로그램은 헬렌 켈러 서비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매주 진행되며, 수업을 토대로
배웠던 것들을 무대에 공연으로 올리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마크 모리스의 댄스그룹은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에게 별도의 커뮤
니티댄스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수계층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어른들을 위한 수업
(Adaptive Dance for Adult)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
(Special kids Dance)

시각장애를 가진 미취학 아동을 위한
수업 (Classes for the Vidually
impaired)

사진 41.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Adaptive Danc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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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사코이(Yosakoi) 춤을 통한 작은 지역의 문화적 변화
1950년대 일본 혼슈(本州) 서남부에 위치한 시코쿠(四國) 지방의 남부지역 고치시의 상공
회의소 상임의원들은 10여 년째 이어지는 지역의 침체를 타개할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묘책
을 고민하던 중 시민의 건강을 기원하고 마을의 번영과 상공업 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축제
를 제안했다. 그리고 1954년 1회를 시작으로 1년에 한 번, 일본인들만의 경직된 사회
관념에서 벗어나는 일탈의 여름 페스티벌을 기획했는데 그것이 요사코이 축제이다.
요사코이 축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사코이 춤이 필요한데, 요사코이 춤의 규칙은 일본
전통악기인 나루토가 포함되어야 하며, 음악에 반드시 고치현의 전통민요인 요사코이 부시
멜로디가 한 소절 나와야 된다. 그러나 이런 규칙만 지킨다면 원하는 음악을 자유롭게
편집하여 창의적인 춤으로 구성된 모습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한화로 50만원 가량을 참가비용으로 내고 고치현에 머물면서 4개월의 연습을 갖은 뒤
메인 무대인 중앙공원과 고치 시내 16곳을 누비며 퍼레이드 댄스의 형식으로 참가한다.
춤 팀의 구성은 지역의 상가가 모체가 되는 팀, 기업전체의 종업원이 참가하여 결성된
팀, 기업 측이 춤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담당 거래처나 종업원의 가족, 그 친구 등으로
춤꾼을 구성하거나 직장이나 학교가 중심이 되어 기획하여 폭넓게 춤꾼을 모집하는 경우,
상점이 스폰서가 되는 경우 등이 있다.13) 즉 커뮤니티 자체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축제
에 참여하고 있다.
마을의 경기를 되살리고 시민의 건강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이 축제는 90년대
이전까지는 지방 축제로서의 성격이 강했는데, 90년대 초반에 삿포로에서 요사코이 축제에
서 파생된 요사코이 소란 축제14)가 만들어진 후에는 좀 더 유명해졌다.
요사코이 소란 축제는 고치현의 정통 춤과 달리 좀 더 자유롭고 제약이 적기 때문에,
이후 이것이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게 되었다. 현재는 고치현 본가의 요사코이보다 삿포로의

13) 최혜선,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 따른 발전 방안연구」, 『무용역사기록학』 41권(무용역사기
록학회, 2016), 241쪽.
14) 요사코이 소란 축제는 홋카이도 삿포르에 사는 하세가와 라는 학생이 1991년 8월 고치시에 갔다가 우연히 요사코이
축제를 보고 삿포르에 돌아온 하세가와의 제안으로 서클을 만들어 100명 이상의 학생이 모여 축제를 6개월간
기획, 1992년 6월 10개 팀이(1000명이 참가), 관객동원 수 20만명에서 시작됨, 축제방식은 그대로 가지고 오
되 음악만 훗카이도의 민요 소란타령이라는 음악을 다룸. 연지수, 「세계 춤 축제 사례를 통한 천안흥타령춤축제
발전방안연구」(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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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코이의 참가자도 훨씬 많고 개최기간도 길어지게 되었다.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이후에는, 거리를 활보하는 퍼레이드 형식이 아닌, 팀별로 각자의 요사코이 춤을 선보이는
경연대회 형식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러나 본가의 요사코이는 여전히 퍼레이드와 비슷한 형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렇게
고치 요사코이 축제를 벤치마킹 한 축제는 전국 43개 광역자치단체의 222곳 경연장에서
열리고 있다.15)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축제는 매년 축제 기간동안 국내·외 관광객만 150만명, 고치현을 방문
하는 참가팀 또한 200여 개 팀, 인원수는 1만 8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이 고치현의 숙박업소
와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비용도 한화로 따지면 660억원 가량이다. 이 축제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800억원(한화)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16)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생업을 잠시 접어둔 채 얼마만큼 이 축제를 즐겼는지
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17) 특히 이 축제는 지역민들의 단결, 화합, 공동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 내부지향형 축제이자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되어 온 주민화합형이고, 주민
스스로가 만들고 운영하는 순수 주민 중심형 축제이다.18)
이처럼 고치시의 요시코이는 간단한 커뮤니티댄스를 개발하고 여기에 지역의 이름을
붙이고 홍보하여 커뮤니티댄스가 전국적으로, 또는 전세계적으로 지역을 널리 알리고 경제
적으로도 활성화시킨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진 41. 요사코이 축제 사진

15) 나무위키, [검색일: 2019.8.29.] https://namu.wiki/w/%EC%9A%94%EC%82%AC%EC%BD%94%
EC%9D%B4
16) 「열정의 댄스퍼레이드 일본 요사코이 축제」(2015.3.30.)[검색일:2019.8.29.]<전남일보:이건상>
https://jnilbo.com/2015/03/30/20150330000000465818778/
17) 연지수, 「세계 춤 축제 사례를 통한 천안흥타령춤축제 발전방안연구」, 65쪽
18) 연지수, 「세계 춤 축제 사례를 통한 천안흥타령춤축제 발전방안연구」,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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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무용의 활성화 방안
장소를 활용하거나 지역의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댄스 그리고 지역음악을
활용한 특정 지역색을 갖는 커뮤니티댄스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커뮤니티댄스 프로그램
은 공통적으로 작은 규모였지만 지역의 안무가들의 관심과 주최로 시작되어 발전되었고
이후 연계된 단체들의 협력으로 그 규모가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커뮤니티댄스는
안무가나 무용가과 지역사회의 공동체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자기 실천의 의지로 접근한
것이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무용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다음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지역의 특정적 장소를 활용한다.
지역의 특정 장소를 활용한 장소특정적 무용공연은 커뮤니티에게 일상생활에 있어 의미
없었던 혹은 관심 없었던 장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
장소에 대한 역사와 인식을 새롭게 환기시킬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말 평범한 빨래방이나 주차장에서부터 혹은 이미 폐허가 되었지
만, 예전에 수영장이나 교도소 혹은 요양원처럼 특정 기능을 했던 공간에서의 장소특정적
무용공연을 통해 장소에 대한 커뮤니티들의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활용한 공연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무용예술을 통해 다시금 발견하고
어떻게 삶의 일부분으로 품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무용예술과 커뮤니티와의 관계는 더 이상 객석에서 바라보는 극장의 무대가 아닌 사람들
이 생활을 위해 활보하던 길거리나 일을 하던 건물들, 휴식을 위해 찾은 공원같이 평범한
장소들이 무대가 되어 소통할 수 있는 장소특정적 무용공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커뮤
니티댄스로서의 장소특정적 무용공연들은 우연히 공연을 접하면서 무용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시키고 무용예술에 대한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나아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을 대입해 봤을 때 그 지역의 특징적인 장소를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무용이라는 예술적 측면으로 풀어낸다면 커뮤니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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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장소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무용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

2. 지역의 특수 계층을 위한 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지역의 특수 계층을 위한 커뮤니티댄스 프로그램 개발은 단순히 몸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커뮤니티라는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고 긍정적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수계층 중 국내 교정기관19)과 근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무가들, 무용 교육자들이 재소자를 위한 커뮤니티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도입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지역 커뮤니티댄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재소자들이 삶의 길을 찾고 심성순화와 더불어 재범방지를 위한 연극 교육프로그
램20) 그리고 실제로 영화 하모니의 모델이기도 한 청주여자교도소에서의 합창단 같은 음악
관련 예술 프로그램은 이미 시행된 바 있으나 교도소에서 진행되는 무용 예술에 대한 실질
적인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자료와 관련 정보는 매우 미비하다. 서울 남부 보호 관할소에
서 시행된바 있는 놀이치료 개념의 ‘넌 누구니(2012)’ 그리고 ‘날개를 달아 줄거야(2014
)’21) 같은 프로그램이 교정기관에 확대된다면 범죄율이 저하 될 뿐만 아니라 퇴소 후에
지역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지역 커뮤니티로의 일원으로 일반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댄스인데 이는 교육적 측면에서 장애 종류나 연령에

19) 서울·경기·강원(17개), 대구·부산·경상(19개), 대전·충청(11개), 광주·전라·제주(10개) 총 57개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자체에도 분포되어 재소자를 위한 예술교육으로서 커뮤니티댄스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법무부 교정시
설, 교정기관안내 [검색일:2019.8.27.] 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25/subview.do
20) 「교도소에는 어떤 연극을 하나?」(2012.8.19.), [검색일:2019.8.27.] 법무부블로그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844
21) ‘넌 누구니(2012)’ 프로그램은 서울 남부 보호 관할소에서 3개월간 총 13차시 진행된 놀이치료개념으로 진행되었던
무용프로그램이며 ‘날개를 달아 줄거야(2014)’ 역시 서울 남부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위기 보호관찰청소년
18명이 2014년 1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한 무용 연습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공연된 프로그램이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무용공연 보시겠어요?」(2014.11.14.), [검색일:2019.8.27.] 법무부블로그, http://blog.daum.net/mojj
ustice/8707264; 「수학여행도 포기...우리 무용에 빠졌어요」(2014.11.6.), [검색일:2019.8.27.], <서울신문:최선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60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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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좀 더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마크 모리스 댄스 그룹에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미 2001년부터 파킨슨병을
갖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국내에서는 2017년 전문무용지원센터에서
심포지엄을 개최22)하여 마크 모리스 그룹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16년이나 늦게 시작된
만큼 프로그램의 구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적합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2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애인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학령
기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커뮤니티댄스 보다는 지적장애인들이 동등한 커뮤니티로 참여한 통합 커뮤니티댄
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국내 커뮤니티댄스 프로그램에 적용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3. 지역을 대표하는 음악을 통한 커뮤니티댄스를 개발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음악을 활용한 커뮤니티댄스의 개발은 커뮤니티의 공동체 의식을 극대
화 시키고 긍정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이다. 건강을 위해 우리나
라 국민이 국민체조를 했던 것처럼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정
한 춤을 여가로 즐길 수 있도록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커뮤니티의 남녀노소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선정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의 안무 구성이다. 이를 통해 모든 커뮤니티가 여가이든 건강이든
혹은 취미로든 이 지역의 커뮤니티 춤에 관심을 갖고 선정된 음악이 나오며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자발적인 공감대를 구축시켜야 한다.
이미 지역을 대표하는 음악은 그 지역의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먼저

22)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파킨슨환자를 위한 댄스의 가치’ 국제심포지움개최 」(2017.8.9.), [검색일:2019.8.27.],
<매일일보:김종혁>.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33248
23) 이용호·홍혜전·정희정 「지적장애청소년의 커뮤니티 댄스 참여가 운동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예비연구」
, 『한국무용과학회지』 34권4호(한국무용과학회, 2017),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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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춤동작으로 만들어서 보급한 후, 나아가 요사코이 축제처럼 자유롭게 그러나 몇
개의 정해진 규칙을 통한 구성을 퍼레이드 형식의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법도 좋은 템플렛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
만 추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진행할 것인지, 벤치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 역시 지역을 대표하는 커뮤니티댄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에도 요사코이와 유사한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 있지만 선행연구24)에서처럼
아직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의 프로그램은 참가자와 관람자가 구분되어 있어 대동적
의미나 일탈성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고 보고하며, 참가자와 관람자의 경계를 허물고 축제
송과 이에 대한 안무를 개발하여 원주시민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획력이 필요
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를 접목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커뮤니티댄스는 2010년을 기점으로 무용의 대중화를 오랫동안 고민해오거나 관객
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모색하던 무용가들이 서구식 커뮤니티댄스에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
고25) 현재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 및 적용을 해왔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보다 일찍
시작한 해외의 커뮤니티의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국내 커뮤니티댄스에 접목
시킬 수 있다면 더 체계적이고 새로운 국내의 커뮤니티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4) 최혜선,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 따른 발전 방안연구」, 41권(무용역사기록학회, 2016),
255쪽.
25) 최해리,「한국 커뮤니티 댄스의 근원, 흐름, 확장」,『무용역사기록학회지』 36호(무용역사기록학회, 2015),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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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

박선욱(광주여자대학교 교수)
광주여자대학교 무용학과장
문화재청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광주문화재단 자문위원

해외의 커뮤니티댄스 사례들을 통해 지역무용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자의
글을 통해, 변혁의 시대를 함께하는 세계 무용인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 매우 가슴 따뜻했
습니다. 문화와 도시의 사회·경제·환경 등 타 영역과의 통합가능성을 모색하는 문화참여형
재생(Culture and regeneration)과 문화통합형 재생(Cultural regeneration)의 형태의
질적 변화가 무용계 내부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에, 가능성으로서 움직임 공유의 문화예술이
확장될 듯 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국에서 커뮤니티 열풍이 하나의 현상이 아닌, 무용계 내외의 공유예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이라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미 진전되고 있는 사회구조의 변화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지역에서의 체감이 더욱 빠릅니다. 따라서 문제의 진단과 처방을 위한
지역 무용계의 고민은 중앙 중심의 예술계보다 오히려 깊었고, 그에 대한 노력 또한 각
커뮤니티 마다 이미 나름의 진척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전반적
연구가 아직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해외 사례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의 시도
가 각 지역에서 이미 진전되고 있었음을 감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지역의 한계와 지속성입니다. 변화와 특질을 앞세우는 예술계의 방향과 달리,
지역 예술계는 정보와 교류의 한계로 늘 시도와 실험정신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계의 한 축으로 여겨지는 것이 인적 네트워크와 교육입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의 예술강사 사업 이후 많은 정보를 통해 무용인들의 커뮤니티댄스에 대한 인식과
도전이 지속적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강사들이 지역성의 한계로 지속성이
떨어져 매번 비슷한 유형의 시도를 하다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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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연구자가 살펴 본 해외 사례의 경우,
1) 각 사례의 단체들이 지속성을 위한 예술적 교육과 훈련, 교수방법론 내지는 각각의
트레이닝 체계가 있는지?
2)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가 있는지?
3) 요사코이(Yosakoi) 춤을 통한 문화적 변화와 축제로의 전환에서 커뮤니티댄스와 상
업성(상품화) 또는 관광상품과 연계되는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티댄스가 관
계를 형성,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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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센터 건립이 지역무용 활성화에 미칠 영향
심정민
(춤평론가)

초록
현재 우리나라 무용계의 발전상은 불균형을 넘어 기형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 서울
과 지역 간의 양적, 질적 차이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가장 열정적이고 순수하게 예술혼을 불태워야 하는
무용가들이 복잡한 계파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기도 한다.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고에서는 최근 다시 불어 일어난 국립무용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기하여 지역무용 활성화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역무용의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국립무용센터 건립
의 필요성과 참고해 봐야할 기관을 언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무용의 재도약을 위해
국립무용센터 건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립무용센터가 각 지역에 건립된다는 전제 하에 지역무용 활성화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지역무용
특성화, 지역에 터를 둔 무용가 양성, 지역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지역 간 혹은 국내외적인
네트워킹, 지역무용에 대한 이론 및 평론 활성화, 직업 창출 등이 그것이다.
국립무용센터는 서울보다는 각 지역 무용계의 활성화에 보다 고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
럽게 서울 중심적인 활동을 전국구로 분산 및 확장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무용의 세계적인 경쟁력
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립무용센터는 잘만 운영된다면 우리나라 무용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
고 전반적인 위기와 불균형을 타파할 수 있는 활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용가 각자가 당장의 손익을 따져보기 보다는 일단 무용계 전체를 위해 공공의 목소리를 낼 필
요가 있다. 국립무용센터야말로 우리나라 무용계 전반을 폭넓게 아우르면서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하
며, 여기에서 지역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한 활성화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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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센터 건립이 지역무용 활성화에 미칠 영향
심정민
(춤평론가)

I. 들어가는 말
서양의 무용이 유입된 지 채 1세기가 되지 않은 시기동안 우리나라의 무용계는 양적으로
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1920년대 이시이 바쿠의 내한공연으로 고무된
최승희와 조택원이 춤의 길로 들어서고 그들에 의해 신무용이 구축되었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무용계는 혼란스런 사회변혁기로 말미암아 현대화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룩한 1970년대는 무용가가
독자적인 예술관을 확립하기 시작한 시기이며 따라서 무용예술의 질적 향상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우리나라 무용계의 르네상스인 1980년대의 비약적인 발전상에 힘입어 1990년대에는
세계 무용계와의 교류를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해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문적
이고 독립적인 무용단체들의 활약, 축제나 기획공연 등을 통한 국내외 춤 교류의 확대,
우리 무용가들(특히 무용수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제도의 다양화로 무용시장의
확장, 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등이 펼쳐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전상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었으며 이는 곧 서울과 지역 간 양적,
질적 편차를 낳았다. 우리나라 무용계의 내실 있는 발전과 더불어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은 더 이상 간과하거나 미뤄둘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본 논고에서는 최근 다시 불어 일어난 국립무용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기하여 지역무용
활성화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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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국립무용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참고해 봐야할 기관을 언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무용의 재도약을 위해 국립무용센터 건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국립무용센터가 각 지역
에 건립된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다.
본 논고의 선행논고로는 「한국 젊은 창작자들의 현실 인식을 위하여」(‘부산국제무용제
세미나’ 2012년 6월 2일), 「국립무용센터 건립을 위한 제언 토론문」(‘코리아댄스커넥션
국제포럼’ 2017년 11월 11일), 「지역무용 활성화와 국립무용센터 건립을 위한 제언」(‘국립
무용센터 건립을 위한 충청권 지역간담회’ 2018년 10월 12일) 등이 있음을 밝힌다.

II. 지역무용의 위기1)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의 산업화는 한국을 본격적으로 공업 사회로 변모시켰
다. 이에 농촌으로부터 유출된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이른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인 경제 기반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197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 중심에 있던 것이 서울이었다.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도 서울에
대한 집중화 현상이 강하게 전개되었다.2)
1980년대 중엽에 이르자 문화예술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서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온 문화예술 시설과 활동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수도권과 버금가는 양질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울과
지역 간의 문화예술 격차를 줄이는 데 골자를 둔 지방문화육성계획이 되었다.
1983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 문화예술부문 계획’에는 문화시설 확충과

1) 심정민. 「한국 젊은 창작자들의 현실 인식을 위하여」. ‘부산국제무용제 세미나’ 2012년 6월 2일.
심정민. 「지역무용 활성화와 국립무용센터 건립을 위한 제언」, ‘국립무용센터 건립을 위한 충청권 지역간담회’
2018년 10월 12일.
2) 안병욱(2000). 「20세기 세계사와 한국 사회 변동」, 『전환 시대의 한국사회』 (서울: 세명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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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의 육성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목표가 첫 번째로
등장한다. 이어 ‘지방문화중흥 5개년 계획’에서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160억 5천만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시․도별로 일정 수준의 공연장과 전시실을 갖춘 종합문화회관의 건립
을 지원하는 등의 지역 문화활동과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국적으로 문예
회관, 시민회관, 예술회관 등을 주축으로 크고 작은 공연장들이 증설됨으로써 이러한 양상
은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1990년대의 문민정부 역시 주요한 문화정책의 하나로 지역문화의 활성화
를 부각시켰다. ‘중앙에서 지방으로’3)로 대변되는 국가적 정책은 지역 문화의 균등발전에
고무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춤의 양적인 확산과 분권화 그리고 무용
인구의 증가 추세는 특정 지역의 문화, 예술 집중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는데, 특히
부산, 대구, 광주 등 영호남을 중심으로 춤 공연이 활성화 되어갔다.4)
하지만 21세기 들어 춤 전공생 감소, 관객 수 하락세, 대학 무용과 위축 등이 심화되어감
에 따라 지역 무용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현재 지역 무용계는 고사 직전의 위기감
이 팽배해 있다. 서울과 지역 간 수준과 다양성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불어 닥친 대학 구조조정은 직격탄이 되었다. 대학별 경쟁력을 점수화하는데 있어 취업률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취업률이 사실상 땅을 치는 무용과 같은 학과는
구조조정 1순위가 되었다. 이제 지역에서는 대학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립대학
무용과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립대학 무용과들은 다른 과로 흡수되거나 아예 없어
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의 어린 꿈나무들이 순식간
에 적어지고 이들을 가르치는 학원들까지 없어지면서 기본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무용계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춤 활성화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인식이 다시 한 번 조성되어야 한다.

3) 자세하게는 “규제에서 자율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로, 분단에서 통일로, 보다 넓은 세계로”
다.
4) 양정수(1999). 『한국현대무용사』(서울: 대한미디어), pp.173-174.
김경애, 김채현, 이종호(공저)(2001). 『우리무용 100년』(서울: 현암사), pp.39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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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립무용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고려사항5)
국립무용센터는 건립된 후 제대로 운영된다면 우리 무용계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를
극복하면서 보다 선진적인 발전상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국립무용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창작적인 면에서 무용가의 다채로운 성장을 이끌 수 있다. 한국의 무용창작에 있어
서 대학 무용과와 그 동문무용단의 활약은 상당하다. 한편으로 이러한 대학 무용과와 동문
무용단은 일련의 계파를 형성하여 자기네들끼리의 전문용어로 소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무용계 창작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양산하였다. 젊은 창작자라면 자기만의 고유한 창작적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데 사실상 대학 무용과나 동문무용단을 통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립무용센터는 보다 넓게 열린 프로그램으로써 무용가 각각이 자기만의
창작적 방향성과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안정적인 작품 제작 및 유통 그리고 전방위적인 홍보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무용계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내의 무용가들은 대부분 순수 창작활동 이외에 작품 제작
및 유통 그리고 홍보 마케팅 등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재정적인 지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과도한 책임만 주어진 무용가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개별 무용가를 넘어 무용계 전체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용가와 관련자 그리고 일반인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다채롭게 실시하여 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춤 경향인 컨템포러리댄스는 무용과
타 분야 간 융복합을 두드러진 특질로 가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무용과 타 분야의
예술가들이 서로의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흡착력이 떨어지는 융복합 작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국립무용센터에서는 양자 간 전문 교육을 심층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무용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5) 심정민. 「국립무용센터 건립을 위한 제언 토론문」. ‘코리아댄스커넥션 국제포럼’ 2017년 11월 11일.
심정민. 「지역무용 활성화와 국립무용센터 건립을 위한 제언」, ‘국립무용센터 건립을 위한 충청권 지역간담회’
2018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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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해주는 역사, 감상, 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잠재적
무용 관객, 애호가, 심지어 관계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연구 및 출판을 통해 무용관련 이론에 대한 스탠다드(표준이나 기준)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무용 연구와 출판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론가 개개인의 실적 위주로 변질된 감이 없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무용의 역사를 비롯하여
여러 이론들에 대한 스탠다드 없이 이냥저냥 자기 말만 하고 있는 형국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용가들 또한 무용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없이 곧바로 창작을 한다고 뛰어들곤
하다 보니, 개념이나 철학은 커녕 최소한의 주제의식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트렌디한 동작스
킬을 답보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무용센터에서 무용계 전체를 아우르는 합리적이고 전문적
이고 현장적인 연구 및 출판을 통해 중심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좀 더 멀리까지 바라본다면 무용가를 위한 직업창출을 도모할 수도 있다. 창작,
실기, 이론뿐 아니라 주변의 업무, 더 나아가 직업전환의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무용전공생의 심각한 위축으로 저변확대를 위한 갖가지 방편을 내세우고 있다. 아이러
니한 점은 기존 전문 인력의 이탈도 막지 못하면서 저변확대를 운운한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전문교육을 받은 무용전공생들이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도태되는 현재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직업창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절실하다.

국립무용센터는 위와 같은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이유로 인해 건립되어야할 당위성을
갖는다. 동시에 현재 무용계 위기를 타파하는 구심점으로 역할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
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탄탄히 기틀을 잡고 건립되어 운영되
어야 한다. 다음에는 국립무용센터의 건립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
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립무용센터의 전문화, 분업화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 굵직한 국공립 단체
의 경우 전권을 가진 헤드(head)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되어지곤 한다.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무용전문가라면 걱정을 덜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누가 오더라도 기관 자체의 시스템이 체계화되고 안정화되어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 분과별로 전문화와 분업화가 잘 조성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풍랑을 사전에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선진적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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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리적인 접근성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요소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직접적인 수혜자 위주로만 모일 가능성이 높다.
무용전공자든, 예술관계자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누구나 편하게 오다가면서 여러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야 국립무용센터의 고유한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무용계와 그 주변의 누구에게나 폭넓게 열려있어야 한다. 무용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건 처음 취지는 뜻 깊기 마련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이해집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용계의 복잡미묘한 이해관계
속에서 자유롭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지만 국립무용센터야말로 작금의 무용계 위기를 극복
해가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최근 무슨 플랫
폼, 무슨 플랫폼하면서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운영집단과 그 주변에게만
알려지고 이용되어지곤 한다. 플랫폼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기 위해 거쳐지나가는 중앙역과 같은 역할을 할 때 가장 효율적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IV. 국립무용센터 건립에 있어 참고해 봐야할 기관
1) 프랑스의 국립안무센터와 국립무용센터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 전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 힘입은 데다가 미테랑 사회당 정부가
출범하여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화 예술계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특히 문화부 예산이 두 배 정도나 늘어나면서 지역 분권과 다양한 예술적 실천을 위해
각 지역에 국립안무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 출범한 국립안무센터(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일명 CCN 은 현재
파리를 제외한 프랑스 각 지역에 19개가 있으며 국립안무센터 협회의 위원장은 르아브르
국립안무센터의 엠마뉴엘 보-딘(Emnuelle Vo-Dinh)이 맡고 있다.
중앙 정부 및 시・도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안무센터는 창작, 보급, 소통, 교육이라
는 4가지 주요 임무를 추구하는데 이중 적어도 3개 이상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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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해 상주단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은 국립(현대)무용단으로 불리고 있
다. 따라서 프랑스에는 국립(현대)무용단이 19개나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창작 : 무용단의 안무 및 작품 제작
② 보급 : 제작한 작품을 지역, 국가, 국제적으로 보급
③ 소통 : 춤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 향상
④ 교육
⑤ 상주단체 : 생산 및 유통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상주단체 보유

그러면서도, 국립안무센터마다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담은 활동이라든가 각 예술감독
의 예술적인 스타일과 프로젝트도 함께 지향해야 한다. 아래는 파리를 제외한 프랑스 각
지역에 있는 국립안무센터와 예술감독을 정리해놓았다.6)

지 역

국립안무센터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Aix-en-Provence

Ballet Preljocaj-Centre chorégraphe national
d'Aix-en-Provence

Angelin Preljocaj

Angers

Centre national de danse contemporaine

Robert Swinston

Belfort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de Franche-Comté

Héla Fattoumi &
Eric Lamoureux

Biarritz

Malandain Ballet Biarritz-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Thierry
Malandain

Caen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de Caen en Normandie

Alban Richard

Créteil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de Créteil Val-de-Marne

Mourad
Merzouki

Centre chorégraphiquenational de Grenoble

Rachid
Ouramdane &
Yoann Bourgeois

Grenoble

6) WIKIPEDIA.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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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Rochelle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de La
Rochelle/Poitou-Charentes

Kader Attou

Le Havre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du Havre Haute-Normandie

Emmanuelle
Vo-Dinh

Marseille

Ballet national de Marseille-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Emio Greco &
Pieter C.
Scholten

Montpellier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de Montpellier
Languedoc-Roussillon

Christian Rizzo

Mulhouse

Ballet de l'Opéra national du Rhin-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Bruno Bouché

Nancy

Ballet de Lorraine-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Petter
Jacobsson

Nantes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de Nantes

Ambra Senatore

Orléans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d'Orléans

Maud Le Pladec

Rennes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de Rennes et de Bretagne

Boris Charmatz

Rillieux-la-Pape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de Rillieux-la-Pape

Yuval Pick

Roubaix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Roubaix Nord-Pas-de-Calais

Olivier Dubois

Tours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de Tours

Thomas Lebrun

프랑스의 국립무용센터(Centre National de la Danse)는 CND 란 약칭으로 불리는데,
1998년 프랑스 문화부의 주도로 ‘무용 문화의 창조, 보급,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 프랑스
파리 북동부 팡탱에 위치하며 건물은 1972년에 쟈크 칼리시(Jacques Kalisz)에 의해 브루
탈리즈(Brutalist) 양식으로 지어진 것이다. 2011년에 새 단장을 마친 건물에는 3층과 4층
에 관객을 위한 공연장 3개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무용가와
무용단을 위한 자료실과 상영관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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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센터의 주요 임무라고 한다면 다음의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전문가를 위한 정보, 상담, 서비스
② 예술가와 무용교사를 위한 평생교육의 중심
③ 무용 창작과 보급을 위한 지원
④ 무용문화유산의 가치 부각 지지
⑤ 자료실, 모든 대중을 위한 다양한 자료
⑥ 예술 및 문화교육
⑦ 국제적 위상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특히 전문가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 문화유산, 창작은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 방향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자원팀, 교육팀, 창작・보급팀, 학술・연구팀이 운영되고 있다.7)

2) 유럽 22개국 댄스하우스 연합회
2018년 7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국립무용센터 건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7) 문소영(번역 및 요약)(2009)의 「프랑스 국립무용센터 2008년 활동보고서
WIKIPEDIA. 「Centre National de la D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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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열은 유럽 22개국 댄스하우스 연합회의 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유럽 22개국
에서 가입한 유럽댄스하우스 연합회(European Dancehouse Network) 즉 EDN 은
2009년 창립된 이래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립무용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경을 초
월한 무용예술 창작의 새로운 체계와 비전’을 공동의 모토로 삼고 있다. 이러한 댄스하우스
의 역할은 다음의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8)

① 연중 지속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무용의 공연, 홍보, 지원 및 작품 제작
② 예술의 독립성을 지향하면서 예술의 공공성 담보
③ 무용 및 관련 이슈에 대한 국내외적인 체계적 관여
④ 교육 및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공
⑤ 창작, 연구, 공연을 위한 체계 마련
⑥ 전문 안무가와 무용가를 위한 리허설 공간 제공 및 지원 시스템 마련
⑦ 전문가와 일반 관객을 위한 무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EDN 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럽의 무용센터들로는 파리의 국립무용센터(CND), 런던의
더 플레이스, 리옹의 댄스하우스, 뒤셀도르프의 탄츠하우스 NRW, 바로셀로나의 메리캇
데 레스플로르스, 스톡홀름의 댄스하우스, 오슬로의 댄스하우스, 비엔나의 탐츠퀴르티, 아
테네의 이사도라 던컨 센터 등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면서도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그 공통적인 비전라고 한다면 개별 작품의 고유성과 문화적
다양성 존중, 해외 및 타 문화 예술가와의 교류 및 지역 활동 예술가 활동 고취, 지역 관객층
개발 및 교육,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전략, 인적 자원 및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공유 및 네트워킹 등을 꼽을 수 있다.

8) 장광열. 「변화하는 국내외 무용계 흐름과 국립댄스하우스」, ‘국립무용센터 건립을 위한 공청회’ 2018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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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연극계의 다양한 기관 및 프로그램
공연예술에서도 무용계와 가장 가까운 분야라 할 수 있는 연극계를 보면 한국무용협회와
유사한 맥락의 한국연극협회나 서울연극협회를 제외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관
및 프로그램, 이를테면 명동예술극장과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서울연극센터, 한국
연극인복지재단, 충신연극공유센터, 충신동 연극인 두레주택, 반디돌봄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무용계는 아래에 어느 것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중에서 한국연극인복지
재단과 일부 사업이 유사한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있으며,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연극센터
와 같은 맥락으로 서울무용센터가 있으나 접근성이나 프로그램 질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아래는 각종 협회를 제외한, 무용계에는 없는 연극계의 주목할 만한 기관 및 프로그램
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기관 및 프로그램

특성 및 사업내용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극단 소극장 판

국립극단 연극전용극장
국립극단 내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서울연극센터

연극 창작지원 프로그램
대학로 연습실
관객 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일자리 지원
원로연극인 자립 지원
역량강화 지원
정서 지원
무료 법률상담

충신연극공유센터

연극인 레지던스
연극 사무실
연극관련 작은 도서관

충신동 연극인 두레주택

연극인 임대주택

반디돌봄센터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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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국악원의 본원과 분원
국립국악원은 전통음악과 무용의 보존 및 전승, 보급 및 발전을 위해 1951년 설립된
국립음악기관이다. 국립국악원은 서울 본원을 비롯하여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1992년
설립),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2004년 설립), 국립부산국악원(2008년 설립)에 지역 검점을
두고 전통예술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 전통에 기반을 둔 창조적 활동을 지속해왔다. 공연,
교육 및 체험, 학술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서울 서초동 소재의 국립국악원은 공연의 품격과 감동 제고, 국악 전승 기반 강화,
일상 향유 기회 확대라는 목표로 지향하면서 네 개의 국악연주단인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
단, 창작악단을 갖추고 다양한 공연,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9)

서울도 그러하지만 특히 지역에서 국립국악원의 설립은 상당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바 현재 여러 지역에서 또 다른 분원 유치에 심혈을 기울고 있다. 이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공주시뿐만 아니라 충북 영동, 강원 정선과 강릉, 광주시와
제주시가 뛰어든 가운데 문체부의 국악원 분원 설치 타당성 용역이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10)

현재 또 다른 분원 유치에 공주시, 충북 영동, 강원 정선과 강릉, 광주시, 제주시강릉,
제주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국립국악원 http://www.gugak.go.kr
두산백과. 「국립국악원」
10) 「국립국악원 분원 공주 유치 서명 10만 초읽기」, <일간투데이> 2019년 8월 30일자,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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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립무용센터 건립이 지역무용 활성화에 미칠 영향11)
1) 지역무용 특성화
서울에서 활동하는 무용가들 중에는 여전히 지역 무용계의 위기에 대해 별 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서울 무용계를 이끄는 인사들이 상당수 지역 출신이라
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 무용계의 위기가 앞으로 서울 무용계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리라
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특히 재능 있는 무용가들이 지역에서 서울로 옮겨가는 현상은, 단순히 무용계의 균형
발전 측면을 넘어서 지역 간 건강한 경쟁과 견제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도 좋은 영향
을 주지 못한다. 이 시점에서 지역 무용계의 재도약은 당면과제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지역 무용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대학 무용과, 시‧도립 무용단, 대표 축제,
대표 콩쿠르, 상주단체, 기획공연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러한 요소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키워내려는 공동의 노력은 현 상황에서는 시급하다. 이를 통해 무용가뿐만 아니라 관련자와
애호가들을 끌어들이는 춤 예술의 도시 브랜드를 확립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부퍼탈 탄츠테아트르, 몽펠리에 무용축제, 로잔 콩쿠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부퍼탈, 프랑스의 몽펠리에, 스위스의 로잔 등은 뉴욕, 런던, 파리만큼 지명도
높은 도시는 아니지만 무용관련자와 무용애호가들을 중심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이런
도시들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부퍼탈 탄츠테아트르, 몽펠리에 무용축제, 로잔 콩쿠르를 통해
무용계에서 탄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한 무용단, 축제, 콩쿠르로서 강력
한 도시 브랜드를 확립한 예라 할 수 있겠다.12)
더 나아가 프랑스에서는 파리의 국립무용센터와 함께 각 지역에 19개의 국립안무센터를
갖추고 있다. 19개 지역의 국립안무센터는 국립무용단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에 내한하여 주목받은 단체만 하더라도 엑상 프로방스 국립안무센터의 앙젤로 프렐조카주,
마르세이유 국립안무센터의 에미오 그레코&피터 숄튼, 몽펠리에 국립안무센터의 크리스티

11) 심정민. 「한국 젊은 창작자들의 현실 인식을 위하여」. ‘부산국제무용제 세미나’ 2012년 6월 2일.
심정민. 「지역무용 활성화와 국립무용센터 건립을 위한 제언」, ‘국립무용센터 건립을 위한 충청권 지역간담회’
2018년 10월 12일.
12) 심정민. 「새해맞이 대구 춤 축제」. <춤> 200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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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리조, 루베 국립안무센터의 올리비에 뒤부아 그리고 올해 내한하는 크레티유 국립안무센
터의 무라드 메르주키 등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아시아인데다 지정학적으로 반도이다 보니 다양한 국가의
무용가들과 교류하기가 쉽지 않다. 전 세계 무용계에 우리 춤을 주목하게 하는 역량 또한
부족한 편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만의 예술적
특질과 색채를 반영하는 무용단, 축제, 콩쿠르 등을 확립해가야 한다. 위의 예를 통해 전
세계 무용관련자와 무용애호가들이 왜 부퍼탈, 몽펠리에, 로잔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고유한 예술적 특질과 색채를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립무용센터가 여러 지역에 건립된다면 각 지역 무용가들과 그들의 여러 창작, 교육,
연구, 네트워킹 활동을 아우르면서 지역무용 특성화를 이끄는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본다.

2) 지역에 터를 둔 무용가 양성
서울 집중도가 심해져만 가는 무용계 상황에서 지역 무용가의 꾸준한 행보는 비단 그
지역을 넘어서 무용계 전체의 불균형 해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때, 지역 무용계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해서는 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용가들의 중심적인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춤 현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앙의 역량 있는 무용가들
을 불러들이는 것 역시 필요하다.

① 지역에 터를 잡은 젊은 무용가에게 힘을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무용가들이 예술적인 시행착오를 거쳐 대가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그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중장
기적인 플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능 있는 젊은 무용가를
중앙 무대로 빼앗기는 일을 언제까지나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유의해야할 점은,
나눠갖기 식의 기회라면 진정한 의미의 긴장감 있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는 젊은 무용가들의 성장을 자극하는데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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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다보는 안목으로 계파를 초월하여 재능 있는 젊은 무용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② 서울의 무용가를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
역으로 서울이나 타 지역의 무용가를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한
예로 프랑스의 리옹은 파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작은 소도시이지만 18세기에 장-조르
주 노베르라는 역사적인 무용가가 다녀간 이래로 지금까지 무용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입지
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리옹에 소재한 국립무용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곳의 위상
을 말해준다. 리옹국립오페라발레단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무가를 초빙하여 작품을
의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고(高)효율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6년 내한했을 당시에
도 마기 마랭, 샤사 발츠,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의 작품을 선보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가들과의 협력적 작업을 통해 지역 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단기간 내 주목할 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국립무용센터가 프랑스의 국립안무센터처럼 각 지역에 분산되어 설립될 수 있다면 지역
에 터를 잡은 무용가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서울 집약적인 인적 자산을 전국에 분산시키는
역할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3) 지역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지역 춤 활성화를 위해 공공적인 지원 기관이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논한다. 선진적이고 실제적인 선례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① 공연장 상주단체
지역 춤 활성화를 위해 굳이 새로 고 비용의 거창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 하나의 시(市)는 여러 개의 구(區)로 나뉘는데 이런
구마다 시민을 위한 극장을 하나둘 씩 갖고 있기 마련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잘 지어놓은 극장을 비워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장들 중 일부는

국립무용센터 건립이 지역무용 활성화에 미칠 영향 119

춤 공연을 하기에 상당히 적합하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창작 무용단이 극장들과 연계하여
상주단체로 들어갈 수 있다면 더 이상 고무적인 일은 없다. 무용단으로서는 안정적인 예술
작업을 할 수 있는 터를 갖게 된다. 극장으로서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동시에
예술 후원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무용단과 극장이 협력하여 지역민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무궁한 가능성을 지닌 연계이므로 적극 추진할 만하다.
서울의 2018년 상주단체를 살펴보면 와이즈발레단(대표 김길용)이 마포아트센터, 김성
한 세컨드네이처가 강동아트센터, 밝넝쿨 오!마이라이프가 성수아트홀에 상주단체로 들어
갔는데 우연찮게 세 명의 대표 모두 지역 출신(각각 부산, 대구, 전주)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지역 무용계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지역 상주단체 지원프로그램이 좀 더 자리를
잡았더라면 굳이 서울에서 상주단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② 레지던스 프로그램
미국 뉴욕 주에는 피에스원(PS1)이라고 하여 폐쇄된 초등학교 건물들을 개조해서 미술가
들에게 대여를 해주는 지원 체제가 있다. 물론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친 후에, 가능성
있는 미술가들에게 장기간 무상으로 작업공간을 대여해준다. 뿐만 아니라 건물 전면은 갤러
리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예술향유의 기회까지 제공한다. 성공적인 곳13)은
주말이면 꽤 먼 곳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다. 제법 많은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부터 미술가들에게 유사한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무용의 경우에는, 무용실 공간을 확보해서 무용가들에게 장기 대여해주는 즉 스튜디오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오전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무용 강습을 하고
오후에는 본인의 춤 작업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 무용가들을 같은 공간에 모이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서로 분산되어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가까이 모여
소통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상승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주기적으

13) PS1은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였지만 실패한 곳도 많다. 우선 주요 도시와 가깝게 위치한 곳이 유리하였다.
예술가들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기도 한다. 일단 ‘살아남은’ 예술가들은 앞으로의 활동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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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양한 춤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독자적인 힘을 형성해갈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사실, 서울보다는 무용 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무용계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14) 물론 신선하고 개성 넘치고 실험적인
작업을 펼칠 수 있는 젊은 무용가들의 무리를 잘 조성해야 하는 전제조건은 있다. 각 지역에
국립무용센터의 설립이 상주단체나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에 체계와 전문성 그리고 네트
워킹을 강화시킬 수 있음은 자명하다.

4) 지역 간 혹은 국내외적인 네트워킹
국립무용센터가 프랑스의 국립안무센터나 한국의 국립국악원처럼 여러 분원을 갖추게
된다면 지역 간 네트워킹을 통해 창작, 교육, 연구, 기획 등에 있어 보다 활발한 교류를
이루어낼 수 있다. 더 나아가 연계적 기획을 통한 해외초청공연 유치, 국제교류 등까지
네트워킹을 확대해갈 수도 있다.

① 지역 간 교류 촉진
젊은 무용가들을 위한 열린 기회와 더불어 열린 교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침이
없다. 재능 있고 역량 있는 무용가가 지역에 터를 잡고도 충분히 중앙의 주목을 받으면서
활동해갈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급선무다.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예술극장들, 예를 들면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 무용가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노력은 필요하며 이는 빠른 기간
내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춤 교류 같은 기획들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 정작 서울과 지역 간의 교류의 장이 미흡하다는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지역에 터를 잡고 활동하는 무용가들이 중앙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획력을 다각적으로 발휘해야할 시점이다.

② 연계적 기획을 통한 해외초청공연 유치

14) 심정민 외. ‘좌담’. <춤> 200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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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의 서울 집중도가 강하다는 것은 예술 향유의 기회에서도 뚜렷이 감지된다.
서울에서는 공연예술 향유의 기회가 넘칠 듯이 풍요로운데 비해 그 외의 도시는 부산,
대구, 광주처럼 굵직한 도시라 할지라도 일 년에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 지역 무용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시급하다.
세계에서 내놓으라하는 무용단의 내한공연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곤 한다. 어렵게
초청해온 해외무용단을 지역의 몇 개 도시에서 공유하면 좋을 텐데 지역 사이에, 극장
사이에, 기획사 사이에 네트워킹이 약한 경우 서울에서만 그 훌륭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유명 해외무용단의 서울공연에서는 때때로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극장
앞에 멀리서부터 단체 관람하러 올라온 버스의 행렬이 길게 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찾아
온 이들은 표값과 차비 심지어 숙박료까지 감당하며 오로지 좋은 공연 하나를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한 마디로 내한공연의 서울 편향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흥미롭게도, 근래 들어 이러한 현상은 반전되기도 하는데 서울 관객들이 좋은 공연을
보러 지역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왕왕 생긴 것이다. 2004년에는 모리스 베자르가 이끄는
베자르발레로잔의 <볼레로>를 보기 위해 많은 서울 관객들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으로 몰
려간 적이 있다. 2007년에는 서울 근교의 성남아트센터에서 키부츠댄스컴퍼니의 <태양이
닿는 곳에>와 몬테카를로발레단의 <라 벨르> 같이 세계적인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서울
관객들을 상당수 유치한 바 있다. 올해에도 성남아트센터에서 중국가극무극원의 <조씨고
아>를 불러들여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기서 좋은 대안을 하나 내놓는다면, 어렵사리 불러온 세계적인 무용단의 볼만한 공연들
을 지역 간, 극장 간, 기획사 간의 면밀한 연계를 통해 2-3개 정도의 대도시를 순회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지역, 극장, 기획사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이런
공연들을 독점하는 것은 매력적인 유혹일지도 모른다. 또한 집중력 있는 기획을 창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무용계 전체의 ‘동반적인’ 상승과 향상을 위해서
여러 도시들에서 좋은 내한공연을 공유하는 풍토는 필요하리라 본다.15) 세계적인 브로드웨

15) 심정민. 「성남을 빛낸 두 개의 해외 춤 공연」. <공연과 리뷰> 2007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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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뮤지컬인 <라이언 킹>의 인터내셔널 투어가 2018년 11월 대구, 2019년 1월 서울,
2019년 4월 부산으로 이어져서 펼쳐진다는 점은 무용계에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춤 꿈나무들이 춤을 시작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좋은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아 시작했다고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연예술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세계적인 춤을 향유하는 기회는 기존 무용가들
에게는 좋은 자극을, 어린 학생들에게는 춤에 대한 꿈을, 대중에게는 잠재적 무용애호가의
성향을 심어놓을 수 있다.

③ 국제교류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국립무용센터는 각 지역의 무용 활동을 아우르면서, 이를 유럽의
댄스하우스 같은 조직적인 네트워킹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교류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5) 지역무용에 대한 이론 및 평론 활성화
춤이란 공연예술이 가진 맹점 중 하나는 아무리 좋은 작품을 내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예술의 경우,
문학이나 미술은 즉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원본을 통해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같은 공연예술일지라도 음악은 악보, 연극은 대본, 오페라는 악보와 대본과 같은
기록체제를 통해 현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춤의 경우에는 상용화된 기록체제가 없다보니 한 무용가와 작품에 대한 역사적 가치
가 당대의 평가에 근거하는 경향이 짙다.16) 후대의 재발굴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의미다.
따라서 동시대 춤에 대한 가치판단에 있어서 평론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
평가 측면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 무용계의 문제는 춤 관련 잡지들이 서울에
소재해 있고 평론가들 또한 서울 중심으로 활동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지역 춤에 관한 리뷰가
소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6) 심정민(2004). 『무용비평이란 무엇인가』(서울: 삼신각), pp.16-19.

국립무용센터 건립이 지역무용 활성화에 미칠 영향 123

지역의 무용계로서는 평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선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역이라는 문제
로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상의 제약이 발목을 잡는다. 이때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극장 같은
공공적인 기관의 주도로 평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앙 평론가에게
공식적인 지원금으로 평론을 의뢰하는 등의 방안이 실현가능하다. 평론과 함께 효과적인
통로는 서울 소재의 춤 관련 잡지에 광고를 곁들이거나 정보란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
무용계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통로이며 동시에 전문적인 언론매체의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춤 관련 잡지나 춤 평론가들을 보면 지역 무용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애정도가
높다. 현실에 맞는 지역 춤 평론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면 언제든 지역 무용계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은 현실화될 수 있다.
평론과 마찬가지로, 지역무용과 무용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거론된 것이 아니다. 국립무용센터가 각 지역에 건립될 수 있다면 서울 집중적인
무용사적 전개에서 벗어나 지역무용과 무용가들에 대한 조명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지역에 관한 다른 이론적 연구 역시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6) 직업 창출
국립무용센터가 지역무용의 창작, 교육, 연구, 기획 등에 있어 활동의 구심점이자 플랫폼
으로 역할 할 수 있게 된다면 위에 전 영역에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직업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무용을 전공한 인력으로서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화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적 자산이야말로 지역무
용의 활성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VI. 나오는 말
현재 우리나라 무용계의 발전상은 불균형을 넘어 기형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 서울과 지역 간의 양적, 질적 차이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가장 열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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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예술혼을 불태워야 하는 무용가들이 복잡한 계파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기도 한다.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무용센터는 잘만 운영된다면 우리나라 무용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전반적인 위기와 불균형을 타파할 수 있는 활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용가 각자가 당장의 손익을 따져보
기 보다는 일단 무용계 전체를 위해 공공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국립무용센터야말로
우리나라 무용계 전반을 폭넓게 아우르면서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여기에서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한 활성화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립무용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척되었다. 2017년 11
월 11일에 있었던 코리아댄스커넥션 국제포럼을 통해 국립무용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무용계의 다양한 견해가 오갔다. 이후 2018년 5월 2일 국립무용센터 건립 추진단 발족
준비 모임을 거쳐 7월 25일에는 국립무용센터 건립 출범식과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와
정기적인 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무용계 전반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각 지역 간담회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각 지역에 6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9월 15일 부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10월 12일 충청지역, 10월 29일
인천지역, 11월 3일 대구·경북지역, 11월 9일 광주·전남지역, 11월 12일 강원·경기지역에
서 ‘국립무용센터 건립을 위한 지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 4일 국립무용센터 추진위원에서 발표한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 기관과의 차별성, 지역 활성화 도모,
독립무용가와 독립무용단 지원, 누구에게나 열린 개방형 추구와 장소적 접근성 고려, 일자
리 창출(교육 프로그램, 직업 전환, 직업 훈련), 저변 확대(아마추어 무용가, 장애인 무용가
수용), 지역민과의 교류 및 교감 확대(다양한 춤 장르 소개 및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
대학과는 차별화된 실제적이고 현장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실질적인 창작 및 제작
지원, 플랫폼 역할, 지역 간 교류와 국제 교류 등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요구사항들이 앞의
논의와 직간접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국립무용센터가 각 지역에 설립될 수만 있다면 지역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서울 중심적인 활동을 전국구로 분산 및 확장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무용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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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

이상헌(춤평론가)
춤 비평가
민주주의 사회연구소 ‘정치·미학 연구회’ 회장
문화기획 이상 대표

* 심정민 평론가는 국립무용센터(아래 ‘센터’)의 건립 필요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세밀하
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센터의 서울과 지역 건립을 전제로 센터 건립이 지역 무용 활성화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지역 무용 특성화
- 지역에 터를 둔 무용가 양성
- 지역 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지역 간 혹은 국내외적인 네트워킹
- 지역 무용에 대한 이론 및 평론 활성화
- 직업 창출

무용의 지역 불균형은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그 역사가 짧지 않고, 정치·경제가 얽힌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 중 하나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국립 센터 건립으로 빠르게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점진적인 변화에 설사 동의한다고 해도, 센터 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센터의 역할과 영향에서 ‘지역 무용 활성화‘를 따로 드러내어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한 기능과 역할을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역 무용계를 타자 화하는
것이고, 단지 서울 국립무용센터 건립에 필요한 명분 강화를 위한 절차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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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산 무용계의 부정적 모습과 긍정적 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부정적 모습을 보면, 대학 무용은 와해 직전이고, 지원 편중을 개선하는 속도는 느리고,
기회는 희박하다. 창작과 전통의 불균형이 심하고, 기성은 몇 조각 되지 않는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 불공정한 출연 계약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청년 춤꾼의 역외 이탈도 여전하다.
긍정적 면을 살펴보자, 기성세대의 영향을 적게 받는 30대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20대가 모인다. 장르 경계가 흐려지고, 청년예술가 지원 통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2,3년 전에 비해 춤 비평을 다루는 매체와 지면이 늘어나고 있다. 무용을 전공한 후 예술경
영·행정으로 방향을 바꾼 전문 인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부산 무용계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한편으로 자생 움직임을 충분히 감지할 만큼
변화의 길을 가고 있기도 하다.

* 질문 혹은 염려.

- 지역 무용의 문제 해결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식이 행정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 또 다른 반발과 소외·배제(공정성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 서울에서는 지역 무용계를 자생적으로 소생하기 힘든 상태로 판단하는 듯하다. 센터
가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만, 센터 건립이 지역 무용계에 도깨비방
망이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센터가 건립된다면
기껏 이룬 자생 분위기가 뒷걸음칠 수도 있다.

- 발제문에 제시한 영향은 대부분 지역문화재단이 지원 사업으로 꾸준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만약 지원 중복과 변별성을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지역 무용에 대한 이론 및 평론 활성화, 직업 창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재 부산
문화 재단 지원사업의 목표와 명칭이 같다.

- 서울과 지방의 건립 시기 차이가 길어진다면 그때도 이 논의가 유효할 것인가?
: 이 문제를 간과한다면, 지금의 지역 무용 활성화 논의가 서울 센터 건립 당위성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의심을 갖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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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의 춤추는 디오니소스들
홍혜전
(서원대학교 교수)

1. 작품소개
두만강이 흐르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 중국 도문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강처럼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도문강이라 부르는 두만강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조선족
들을 만난 기억이다. 특이했던 점은 중국의 공원이나 광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집단체조가
아닌 어릴 적 유원지에서 보았던 우리의 유원지 춤을 보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댄스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원지 춤을 니체의 사상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춤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주요내용
우리는 흥도 많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한다. 그러다보니 예전부
터 즐겨 온 가무는 우리의 여가의 한 방식으로, 분단으로 인해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이나 북측이나 엇비슷하다. 고승우 기자의 기사를 보면, 북한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면서
도 자주하는 여가생활 중 하나가 음악에 맞추어 춤추기라서 그런지 평양의 도심 공원이나
묘향산 골짜기 등에서 작은 북을 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춘다고 한다(고승우, 2008. 11.
05). 도문강가에서 보았던 함께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덩실덩실 춤추는 흥겨운 광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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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유원지나 행락지에서 본 유원지 춤과 똑같아 그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고 오히려
더 반가웠다. 그런데 남측의 2000년대 초반 뉴스들을 살펴보면, 유원지에서의 음주가무
자제를 요하는 기사들이 많다. 가족과 함께 조용한 휴식을 위해 찾은 유원지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가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유원지에서 춤추
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졌고 춤을 추더라도 그 형태가 변화되었다.
춤은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또 자극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흥과 신바람 없이
불가능하다.“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명제에서는 몸을
매개로 하는 춤이 정신적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하위영역을 담당한다. 그러나 니체는 춤을
자연과 삶 자체를 표현하는 체현예술로 파악하였고, 몸을 사유의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니체의 사유는 무엇보다 수많은 모순으로 가득 찬 삶의 긍정을 지향하였다. 몸을 단순한
춤의 도구로 파악하는 전통무용을 극복하고, 몸을 통해 삶을 표현하는‘미래의 춤’을 추구하
였다(이진우, 2013).
니체에게 있어 춤은 디오니소스적인 것(dionysisch)이다. 니체는「비극의 탄생」(1872)에
서 ‘춤 속에는 가장 커다란 디오니소스적 힘’이 존재하는데, 이것 때문에‘동작의 유연성과
풍부함’이 드러나 보인다고 하였다(김대경 역, 1989). 또한‘춤추는 디오니소스’로부터 신체
표현의 극치를 발견하였는데(정혜진, 2005), 인간은 인류의 출현 때부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낼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디오니소스적 춤은 삶의 긍정을 표현하
는 동시에 삶을 긍정하도록 이끈다. 이에 대해 니체는 삶을 디오니소스적으로 살라고 제안
한다(이진우, 2013).
커뮤니티 댄스, 즉 유원지에서 볼 수 있었던 우리의 유원지 춤은 몸으로 표현되는 체현예
술이다. 춤추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자아를 운동이미지와 상징을 만들어 내는 예술가로
경험하고(이진우, 2013), 신체적 상징화를 통해 형성된 동작으로 경험한다. 즉, 춤을 추면서
스스로를 창조자와 창조된 자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 댄스의 특징인
것이다.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커뮤니티 댄스이자 유원지 춤은 이성과 추상적 사유를
통해 상실된 감각적 힘의 복원을 전제한다. 이런 맥락에서 니체는“언어보다 오래된 것이
몸짓의 모방”이라고 하였다(Nietzsche, 2001). 다른 사람의 몸짓을 관찰하는 사람은 무의
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짓을 따라하면서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이진우,
2013). 이러한 몸짓모방은 자신도 모르게 발생한다. 그리고 몸짓을 의식적으로 억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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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려는 현재에도 몸짓모방은 대단히 강력한 것이어서 자유스런 춤을 보면 자신의 몸에
서 반드시 신경자극이 일어난다(Nietzsche, 2001).
춤은 우리의 몸과 그것의 상징적 표현으로 우리의 감각과 함께 현재한다. 니체는 춤을
통해 자연과 세계를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려면 제일 먼저 자유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이진우, 2013). 니체의 자유정신을 추구하는 춤은 디오니소스적 마법의 결과로,
자신의 신체적 존재를 긍정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정신인 것이다. 그러니까
춤은 우리 몸과 그 안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유정신의 표현이다. 우리가 이성과 감성,
몸과 영혼의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의 몸과 감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내면적
쾌락으로 춤을 추게 될 것이다(Nietzsche, 2016). 니체는 춤추듯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삶과 자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신체적 과정인 것처럼
말이다(이진우, 2013). 이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몸짓표현의 상태(Nietzsche, 2016)인 유
원지 춤으로 감정을 방출하고, 감각을 섬세하게 만들며, 우리의 몸을 정화시킬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삶 속 어디에서든 가능했던 유원지 춤처럼 덩실덩실 흥겨운
우리의 춤은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서로 하나 되는 사회적 연결고리로써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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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든크라이스 기법®을 활용한 움직임 프로그램”
-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박소정
(한국펠든크라이스 길드 대표)

1. 프로그램 소개
본 프로그램은 일반인뿐 아니라 노인성 신경질환으로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심리적 불안
감 해소를 위한 춤 프로그램으로 펠든크라이스(Feldenkrais Method)를 이용한 프로그램
이다.

- 펠든크라이스 메소드®(Feldenkrais Method®)
신체의 감각을 깨우는 움직임으로 일상의 기능과 신체 건강을 되찾는 움직임 방법이다.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은 인간의 두뇌가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능력으로 펠든크라
이스 메소드 효과의 핵심 중 하나이다. 움직임, 접촉, 심상의 안내를 자신의 감각을 사용하
여 뇌를 자극함으로써 움직임과 자세를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통증, 부상, 신경의 문제를
개선하고 집중력과 사고력, 조정력, 호흡, 균형의 향상으로 감정의 회복과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Well-being)의 삶으로 안내된다.
움직임 프로그램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진행 되어 서서히 일어나 춤을 추는 프로그램으
로 일상에 필요한 움직임 기능과 정서적, 사회적 연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한다. 일상
의 걸음, 자신에게 적합한 자세, 호흡 등 일상에 필요한 움직임 기능의 향상과 주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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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돌아보며 타인과 자신의 관계,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관계형성을
가지고 온다.

2. 개념 설명
펠든크라이스 기법은 몸 움직임과 뇌 신경가소성에 기반을 둔 몸의 자각과 움직임의
재학습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법은 부분적인 몸 움직임을 통해 학습자가 평상시 인지하
지 못했던 자신의 몸의 부분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움직임 시퀀스를 통하여 셀프이미지를
확장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습관화된 신체적 패턴과 긴장을 알아차리고 새로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한다. 이 학습 기법은 의학, 교육학, 운동선수, 예술분야 등에 널리
적용 된다. 특히 파킨슨, 치매, 뇌졸증 등으로 인한 뇌의 손상, 근육과 관절, 신경계의 재활
치료, 통증, 의학, 연기, 무용, 명상, 심리치료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대체의학기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서는 유대식 요가이자 유대인의 심신통합 교육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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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사례
- 펠든크라이스 기법을 활용한 움직임 프로그램 사례

“춘천아트페스티벌”에서 지역주민들과 움직임 워크숍

라이온재활병원에서 “춤재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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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가리’마을 시니어 프로그램-전문무용수지원센터“마루”

인도 아따깔라리 페스티벌에서 무용수 움직임 워크숍

평
창라이브시어터 오픈 공연-지역주민들과 연계된 공연

포스터 발표

김연정
김지윤
김현아
류수민
박민화
손원미
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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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춤으로 촛불을 지핀다는 것
-블랙리스트, 블랙텐트, 그리고 춤계의 활동에 대하여김연정(경상대학교 강사)

한국의 촛불혁명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여
일어난 일련의 시민저항운동이다. 2016년 첫 집회를 시작하면서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고 결국 탄핵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다.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정부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열은 예술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는 촛불혁명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 촛불혁명의 중심지였던 광화문 광장에 ‘블랙텐트’가 꾸려지고
일련의 예술, 문화 공연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 시기에 있었던 춤계의 활동과 공연,
그리고 그들의 문제의식에 대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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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무용의 특징 :
1980-2016 하계올림픽
김지윤(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사)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 및 정리한 것임.)

본 연구는 올림픽 개막식 예술프로그램에서 무용의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막
식에서 무용이 가지는 특징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올림픽 공식보고서
에 ’예술프로그램’(artistic programme) 용어가 시작된 1980 모스크바부터 2016 리우까
지 하계 올림픽 개막식을 중심으로 예술프로그램의 공연 구성과 무용 출연 및 형식을 분류
하여 역사적 자료를 구축한 목록을 제공하였다. 총 10회의 하계 올림픽 각각의 개막식
예술프로그램 구성을 분류하고 무용 요소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개막식 무용은 1) 올림픽
경기를 위한 고무적 역할로 기능하고, 2) 개최국의 역사 서술의 은유적 발현을 위한 표현의
도구로 활용되며, 3) 전통 춤과 현대 춤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졌다. 이러한 개막식 무용은
선수들을 독려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스포츠맨쉽에 대한 기대를 담는 공통점이
드러나는 동시에, 그 안에 개별 주최국의 국가 역사와 의식을 무용 안에 함축하고 상징화하
여 드러내는 작업을 각 국가의 전통 춤과 현대 춤 양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다. 본 연구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이라는 문화 현상 안에서 무용의 발현을 추적하고 개별의
출연이 가지는 공통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스포츠의 시각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던 올림픽
의 예술적 속성을 탐색하고 예술프로그램에서 무용이 가지는 핵심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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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3

노인 무용프로그램 연구동향에 따른 한국무용 프로그램 연구
김현아(용인대학교)
남수정(용인대학교 무용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한국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연구방법은 노인 무용프로그램들의 연구동
향을 살펴보고 분석한 뒤 이를 보완한 한국무용 프로그램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노인 무용프로그램 25개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노인 치료 및 여가생활 활용에 관련한 내용을 분류하고 요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신체적
노화 진행으로 인한 제한적 움직임, 지각이나 감각, 기억, 지능 등과 같은 정신 및 신경기능
의 저하와 불안과 우울증 등의 정서적 변화, 낮은 사회적 접촉 등 노인의 특징에 적합한
동작을 한국 장단에 맞춘 완만한 동작의 한국무용 프로그램으로 고안해내었다.

노인의 특징을 고려한 건강 증진 동작으로 상체와 하체 근력을 비롯한 세부적인 상지근과
악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노인향발무’를 고안하여 하위 30가지 동작을 추출해내
었다.
상체동작은 몸통감기, 한손 어르기, 양손 어르기, 양손 수평 들기, 양손 뒤집기, 한 손
접어 옆으로 들기, 한 손 접어 위로 들기, 양손 감아 들기, 몸통 원 그리기, 어깨춤 등,
하체동작으로는 굴신하기, 걷기, 한발 전진 다리 들기, 겹걸음 하기, 한발 앞으로 찍기,
한발 옆으로 찍기, 좌우 겹걸음, 걸음돌기, 겹결음 후 걸음돌기, 좌우로 겹걸음 후 걸음돌기,
전신동작으로는 몸통 감으며 굴신하기, 한손 어르며 걷기, 양손 들며 한발 이동 무릎 들기,
한 손 접어 옆으로 들며 한발 옆으로 찍기, 한 손 접어 위로 들며 한발 앞으로 찍기,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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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 뒤집으며 좌우 겹걸음 하기, 몸통 원 그리며 제자리 걸음돌기, 겹걸음 후 몸통 원
그리며 걸음돌기, 양손 감아들며 겹결음 하기, 좌우로 겹걸음 후 어깨춤 추며 걸음 돌기
등이다.
이러한 노인을 위한 한국무용 프로그램 연구는 추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거친
연구와 실행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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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

한성준제 태평무의 계승·발전에 관한 연구
-한영숙류를 중심으로류수민(경북도립무용단 상임단원)

본 논문은 한국 전통무용 중의 하나인 태평무의 생성 배경 및 전승 양상의 고찰을 통하여
전통무용의 계승·발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1930년대 한성준에 의해
형성된 후 한영숙을 거쳐 현재 그 제자 세대로 맥이 이어지고 있는 한영숙류 태평무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좇아서 생성 배경 및 특징 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한국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한국무용의 분류 중에 특히 전통무용의 계승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무용이 한국적 정서와 미의식을 표현하는 기반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그 형태나 형식의 기저에 깔려있는 본질
및 특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것을 더욱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통무용 중에 특히 태평무는 80여 년이라는 세월동안 전승되어 오는 가운
데, 춤이 더 세련되어지고 예술적으로 발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춤이기에, 본 연구자
는 전통무용 계승·발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한영숙류태평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었다.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전통무용의 의의와 전통무용의 계승이 가지는 의미에 관해 살펴보
고, 다음에는 한영숙류 태평무의 생성 및 전승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성준의 생애와 당대의 시대적 현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그가 추구하였던
무용철학을 인식하는 한편, 그의 손녀 한영숙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살펴본 다음, 같은 한성
준의 제자인 강선영의 태평무와의 비교를 통해서 두 유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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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숙의 제자 세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평무의 전승 양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태평무를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성준에서 한영숙으로, 또 그 제자 세대로 이어지는
한영숙류 태평무는 각 전승자가 한성준제 태평무의 고유한 본질적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다듬어 감으로써 태평무에 대한 미학적, 예술적 가치
가 점점 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성준제의 태평무는 이른바 계보 형성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전통무용의 보존 및 전승이
라는 시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전승된 춤의 구체적인 변모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 춤의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별 특징이 무엇이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
게 변모되었는가를 추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무용의 진정한 의미의 계승·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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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5

제주 향토춤의 예술적 의미와
문화콘텐츠 활용가치 연구
박민화(단국대학교)

이 연구는 제주 향토춤인 해녀춤과 물허벅춤을 중심으로 이 춤의 생성배경 및 전승과정
그리고 제주도립무용단에 의해 어떻게 재창조되어 문화 콘텐츠로 생성되었는지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제주도의 문화 상징이 어떻게 전통문화로 맥을 잇고 제주문화콘
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제주 해녀춤을 통하여 해녀들의 노동활동과 희로애락이 어떻게 표현
되며 이 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공연예술로 정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제주 민속춤의 변용 양상에 대한 사적 검토를 하고 제주 향토춤인 해녀춤과 물허벅춤의
공연 사례 그리고 무보집 등 각 자료를 토대로 해녀춤, 물허벅춤의 예술적 가치를 연구하고
자 한다. 이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제주 향토춤의 변화 양상을 통해 제주도립무용단의
해녀춤과 물허벅춤이 문화콘텐츠로 어떠한 가치를 가질 것인지 알아보며 제주도의 문화브
랜드로 어떠한 가능성을 지닐 것인지 방향성을 살피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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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6

대학 뮤지컬과의 무용 수업 현황 및
작품 분석을 통한 무용 학습의 방향 모색
손원미(서경대학교 강사)
전순희(서경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대학 뮤지컬과의 무용 학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뮤지컬에서

무용의 기능에 따른 뮤지컬 작품의 장면을 분석하여 무용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각 대학
뮤지컬과의 무용 수업 개설 과목 현황을 통해 무용 학습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뮤지컬 ‘영웅’의 ‘추격’ 장면을 통해 무용만으로 긴박한 드라마를 완성하여
무용을 플롯 그 자체로 사용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뮤지컬 ‘뉴시즈’의 파업을 외치는
장면에서 신문을 발로 뭉개고 찢으며 춤추는 행위를 통해 약한 존재지만 강한 힘을 발휘한
다는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묘사하여 극의 전개에 있어 인물의 상태를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 뮤지컬 ‘명성왕후’에서 민비의 임신을 기원하는 수태 굿을 하는 장면을
통해 극의 흐름에 있어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뮤지컬 ‘시카고’에
서 인물들이 태엽 인형처럼 묘사 된 장면은 조작적인 언론의 힘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여
작품 전반에 지닌 사회의식에 관한 비판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뮤지컬에
서 요구되는 무용의 기능과 일치하는 장면들로 무용이 극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매체로서 작용함을 의미한다. 둘째, 대학 뮤지컬과의 무용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공연이나 발표회를 위한 수업으로, 몇몇 교과목
명의 경우 구체적인 무용의 명칭이나 단계가 없다. 또한 이론수업의 부재로 무용예술 형식
에 대한 이해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인물 표현이나 장면 연출에
기여하는 창작 수업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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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뮤지컬 전공생의 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단계별 무용학습이 필요하다. 둘째, 무용예술
형식 이해에 관한 이론 학습이 필요하다. 셋째, 극적 움직임 개발을 위한 창작학습이 필요하
다. 이는 뮤지컬 장르의 특수성에 맞는 무용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뮤지컬에서 요구
되는 무용요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뮤지컬의 극적 표현 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54 제28회 전국무용제 및 제21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내학술심포지엄

초록 7

김백봉 장구춤 <타의예>에 나타난
호남 우도 설장구의 변용적 특징
한 솔(경희대학교 강사)
안병주(경희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김백봉 장구춤 중 농악 가락으로 구성된 군무 작품인 <타의 예>에 나타난
호남 우도 설장구의 변용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작품의 창의적 측면을 분석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김백봉 장구춤 <타의 예>를 일차적으로 채보하고, 채보
내용을 토대로 호남 우도 설장구의 장구 장단과 비교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설장구 장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채보하
는 과정에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아, 김백봉은 호남 우도 설장구의
장단이 일부 들어가고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본인의 스타일로 장구춤을 재창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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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회 소개

무용역사기록학회는 2014년 4월 20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적이며 글로컬한 무용학문
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무용기록학회와 한국무용사학회가 통합해서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무용학회입니다. 본 무용학회는 세계화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국내 무용연구의 환경을
개선하여 한국 무용학의 정립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학술활동 및 국내외 무용연구자간 정보교류를 통해 무용예술의 인문적 기초
를 튼튼히 하고, 보다 수준 높은 무용연구의 향상을 추구할 것입니다.
학술지 및 연구서적 발간
1. 본 학회의 학술지 무용역사기록학 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서 글로컬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무용학술지를 지향하며 연간 총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합니다.
2. 또한, 본 학회의 임원 및 회원들이 저자가 되는 <무용역사기록학 총서>를 발간합니다.
앞으로 <무용역사기록학 총서>는 무용사와 무용기록 연구를 위한 충실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학술심포지엄 및 공연 개최
1. 본 학회는 국내외 무용학의 새로운 담론과 의미 있는 쟁점을 주제로 국내 학술심포지엄과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학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 무용학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2. 본 학회는 기록과 연구에 기반을 두는 재구성, 재현, 창작 등의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무용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1. 본 학회는 무용과 무용학에 대한 통합적 검토의 장을 마련하고자 인문,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각되는 쟁점과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무용
역사기록학 월례특강>을 개최합니다.
2. 본 학회는 무용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고취시키고, 학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용학
글쓰기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무용연구 풍토의 개선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장학 및 학술 장려 사업
1. 본 학회는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 편집 체험을 통한 장학금 지급, 연구 카운셀링 등 다양한
후견 사업을 실시합니다.
2. 본 학회는 심소 김천흥 무악예술보존회의 후원으로 <심소 김천흥 신진연구자상>을 제정하
고 신진 무용학자들의 학술 활동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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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관한 연구: 임파워링 리더십을 중심
으로

Choi,

12

A LMA Analysis on Han within the

Won- sun Movements of Seung-mu

13

이종숙

한국춤 관심의 현주소에 답하다

329-333

무용

한국어

전주현

400년의 발레역사를 기록한 책

335-337

무용

한국어

서 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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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35호
vol.

연도

순서

1

저자

특집논문

김미영

제목
唐詩에서의 춤동작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Ⅱ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30

무용

한국어

31-72

무용

한국어

73-88

무용

한국어

89-128

무용

한국어

129-148

무용

한국어

149-168

무용

한국어

169-196

무용

한국어

197-234

무용

한국어

235-261

무용

한국어

263-282

무용

한국어

283-30

무용

한국어

301-318

무용

한국어

321-326

무용

한국어

327-330

역사

한국어

‘무용 텍스트의
2

35

분석과 해석’

최해리

무용구술채록문의 분석과 해석을 통한 한
국근현대무용사 서술의 한계 극복

3

남선희
·
김미숙

4

박대선
·
김정명

5

이혜경

6

정다진
·
황규자

위한 스퀘어 스텝 프로그램의 효과

7

조경아

조선시대 중국 사신의 춤 향유

2014

김수악 살풀이춤 연구
자각수련방식을 응용한 궁중무술의 몸학적
연구
무용치유의 연구 동향 분석: 국내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인지능력발달과 삶의 질 향상을

논 문
안무가의 안무참여방식에 따른 저작권의

8

조상혁

9

조정희
·
조기숙

의 작품분석 : 무용작품 <Walk>를 중심으로

10

한경자

최승희춤의 아시아적 후원환경론

11

황인주

12

황희정

13

김호연
서 평

14

장지원

인정과 그 효과
무용수의 ‘몸 주체성’ 인식에 기반한 안무자

무용교육프로그램 성과평가모형 개발에 관
한 연구
무용학에서 연구윤리의 쟁점과 교육
방향성 연구
근대 무용 연구의 토대를 위한 새로운 인식
구술사를 통한 역사의 재탐색과 새로운 방
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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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36호
vol.

연도

순서

1

저자
특집논문

조경만

‘커뮤니티

제목
생태예술, 북미원주민의 의례 속의 비의도
적 구현과 현대사회의 의도적 실천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48

무용

한국어

49-70

무용

한국어

71-86

무용

한국어

97-126

무용

한국어

127-150

무용

한국어

151-182

무용

한국어

183-222

무용

한국어

223-250

무용

한국어

251-174

무용

한국어

275-296

무용

한국어

297-324

무용

한국어

325-350

무용

한국어

352-358

무용

한국어

359-363

무용

한국어

댄스의 역사와
2

최해리

한국 커뮤니티 댄스의 근원, 흐름, 확장

3

김보람
·
전은자

김백봉 <선의 유동>의 미학적 고창: 헤겔의

4

김윤지
·
김운미

5

김정명

전망’

예술미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춤 교섭과 그 문화적 이해

토마스 하나의 소마이론: 체험양식의 변조
를 중심으로
개인 무용가의 춤 기법 전승을 위한 언어적

6

남수정

춤 묘사에 대한 연구:
최현 기본무를 중심으로
의궤 정재도의 도상학적 연구(Ⅰ):

7
36

손선숙

<가인전목단>·<몽금척>·<무고>·<아박>·
<포구락>을 중심으로

2015

논 문
8

유지영

9

유화정

10

이병관
·
성소영

11

정겨울
·
조기숙

12

홍애령

13

권혜경
서 평

14

이송

한국무형문화재 춤 전자문화지식지도 구
축을 위한 설계방안 모색
한국소설에 나타난 춤추는 여성상:
1910년대-195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직업무용단 단원들의 직무 긴장이 직무
만족, 무용단 조직 몰입 및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아이돌 춤에 관한 연구: 소녀시대 춤
<Gee>를 중심으로
전문 발레교육자의 성장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발레교수전문성의 발달과정 탐색
연희 연구 성과 집대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
하는 발판이 될 사전
김백봉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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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37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장정윤
특집논문
술사조와
춤 현상’

<헤로디아드>에 관한 미학적 고찰: 니체의
여성적 진리를 중심으로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34

무용

한국어

35-56

무용

영어

57-80

무용

한국어

81-100

무용

한국어

101-138

무용

한국어

139-164

무용

한국어

165-194

무용

한국어

195-222

무용

한국어

223-226

무용

한국어

227-238

무용

한국어
·
영어

Symptoms of Fin de siècle that

‘20세기 예
2

제목

Appeared in the Movements of
Chung,
Eunju

Isadora Duncan and Ruth St.Denis,
the Pioneers of American Modern
Dance

3

김미영

4

박현정

조선시대 문집에 묘사된 소매춤[袖舞]의
문학적 형상화
무용과 졸업생의 취업준비과정 및
직업만족도 분석
의궤 정재도의 도상학적 연구(Ⅱ):

5
37

손선숙

<보상무>·<수연장>·<장생보연지무>·
<향령무>·<헌선도>를 중심으로

2015

논 문
6

전미현

7

조경아

8

홍애령

소매틱 접근을 활용한 움직임 수업에서
교사-학생의 관계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 일본 사신의 춤 향유
문화예술교육 무용교육자의 전문성
요소로서 무용소양(Dance Literacy)
함양과정 탐색
농악사 연구의 범주와 방법을 새롭게 제시

9

김영희

(한국학술정보, 2009)

서 평
10

하였다: 김정헌, 한국 농악의 역사와 이론
편집장의 부재로 좋은 기회를 놓친 국립국

시이달

악원의 영문 학술서: 한국 음악학 시리즈
6 한국의 춤 (국립국악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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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38호
vol.

연도

순서

저자

제목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11-32

무용

한국어

33-56

무용

한국어

57-74

무용

한국어

75-98

무용

한국어

99-130

무용

한국어

131-154

무용

한국어

155-172

무용

한국어

173-198

무용

한국어

199-219

무용

한국어

기욤 루이 페쿠르(Guillaume Louis
특집논문
1

‘인류 역사

Pécour)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위한 앙트
장은주

레 에스파뇰 (Entrée Espagnol pour un
homme et une femme)> 안무분석:

속의 무보’

1704년 보샹-푀이예 무보를 중심으로

38

2

권혜인

3

김경숙

4

김호연

5

이자헌

2015

국내무용단체의 SNS활용실태분석: 페이
스북을 중심으로
한영숙류 승무의 당악과장 특성 연구
일제강점 말기 무용 활동과 그 변화 양상:
무용의 관계와 경향을 중심으로
호남우도농악 징춤 연구: 박옥주류를 중심
으로

논 문
6

최정윤
·
조기숙

7

최흥기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 <신데렐라> 분석: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계모와 두 자매
처용무와 기공의 접목을 통한 건강처용무
개발 연구
A

Yoo,

8

Study

on

the

Characteristic

Movements of Smartphone Users

Si-Hy un through Laban Movement Analysis
and Bartenieff Fundamentals
한국무용사학의 새 지평을 연 성과물: 국제

9

서 평

송방송

학술올림픽 출품의 목표를 향하여 (김영희,
김채원, 김채현, 이종숙, 조경아 공저,
『한국춤통사』(서울: 보고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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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39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고유미
·
김호연

특집논문
‘근현대 춤
2

인물사 조명’

제목
한국춤에 나타난 교태미의 표상과 그 의미:
: 임이조의 전통춤을 중심으로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11-34

무용

한국어

35-57

무용

한국어

59-96

무용

한국어

97-116

무용

한국어

117-140

무용

한국어

141-162

무용

한국어

163-188

무용

한국어

189-212

무용

한국어

213-230

무용

한국어

231-249

무용

한국어

251-257

무용

한국어

1930년 일본 중문화 속의 ‘최승희’ 표상
이현준

: 화보잡지 SAI SHOKI PAMPHLET
(1~3권) 분석을 중심으로
미국 대학생의 한국춤 학습경험에 관한

3

김경은

질적연구: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州)의 학을 중심으로

39

2015

4

김연진
·
전은자

5

양민아

6

이채문

봉산탈춤 팔목중과장의 순환구조로 본 구
나성
초기 소비에트 연방의 민중문화로서의 춤
공연예술 현상연구
중국 중세 ‘서역 3무’의 중원 유입과 전개양
상 : 호선무․호등무․자지무를 중심으로

논 문
7

임수경
·
김선정

무속모티프를 활용한 무용시극(詩劇) 창작

8

전유정
·
정은자

한국 창작뮤지컬 안무의 시적 흐름에 관한

9

황인주

무용교육연구의 철학적 사고체계 분석

10

황희정

방법 시론(試論)

고찰

전통춤에서 안무변화와 매체 교체의 의미
해석
왜곡의 시정에 의한 전통의 복원과 재평가:

11

서 평

나정원

이종숙, 
종묘제례악 일무佾舞의 왜곡과
실제 (서울: 민속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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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40호
vol.

연도

순서

1

저자

특집논문

이찬주

제목
송범의 작품 연구에 한 再考:
1940~1970년 신문 기록을 중심으로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26

무용

한국어

27-53

무용

한국어

55-56

무용

한국어

57-108

무용

한국어

109-140

무용

한국어

141-186

무용

한국어

187-220

무용

한국어

221-246

무용

한국어

247-270

무용

한국어

271-303

무용

한국어

305-314

무용

한국어

315-319

무용

한국어

‘무용공연과
2

기록’

이호신

공연예술의 기록에 관한 제언

3

강현숙
·
조기숙

‘고유수용감각’에 기반한 무용 창작과정

4

김보람
·
전은자

김백봉 <선의 유동>의 도상해석학적 고찰:

5

김안나

연구

파노프스키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몸알아차림(somatic awareness)에 기
반한 요가자세 및 움직임이 갖는 자기 조절
과 치유 효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의궤 정재도의 도상학적 연구(Ⅲ) :
<관동무>·<광수무>·<무산향>·<무애무>·

6

손선숙

<선유락>·<연화무>·<처용무>·<초무>
·<춘앵전>·<침향춘>·<학무>·<향발무>

논 문
40

2016

정재도를 중심으로

7

유승관

8

윤영숙

≪한국 현춤작가 12인전≫의 작품 경향
연구: 남성 한국무용 안무가를 중심으로
공연예술로서 가·무·악(歌․舞․樂)의 현적
수용 : 서울예술단 ‘가무악’, ‘가무극’ 장르
중심으로
예술춤 활성화를 위한 교양무용교육의 효

9

윤지은

율적 방안: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중심으로

10

한혜주

몸적학습을 통한 ‘몸의 인격성’
체험연구
궁정발레의 불편한 진실을 일깨워주는 책

11

문애령

(장 오리외 지음, 카트린 드 메디치
－검은 베일 속의 백합(도서출판들녘,
2005), 이재형 옮김)

서 평

전통춤 계승자들의 무보, 누구를 위한 기록
일까?

12

최해리

(김명수, 조선의 마지막 춤꾼 이동안:
재인청 춤의 기억과 김명수식 춤 표기법
(서해문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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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41호
vol.

연도

순서

1

저자

특집논문

김현욱

제목
노(能)의 춤과 계보: 노
<잇카쿠센닌(一角仙人)>을 중심으로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26

무용

한국어

‘아시아춤의
2

전통성’

3

이종숙

陳暘 樂書로 본 북송 아무(雅舞) 고찰

27-55

무용

한국어

김용복

한국춤 미학의 기초개념 연구 시론

57-82

무용

한국어

83-110

무용

한국어

111-128

무용

한국어

129-158

무용

한국어

무용

한국어

187-210

무용

한국어

211-234

무용

한국어

235-259

무용

한국어

261-266

무용

한국어

김경애·김채현·이종호, 우리 무용 100년 267-273

무용

한국어

예술 비전공 교사의 예술교육 활용 가능성에
4

김현주

한 연구: 장애아동 상 예술통합적 방법을
적용한 일반교과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유진주
5

한국무용사 연구의 내용분석을 통한 교육

·
염현주

과정 개발방향의 탐색

6

전미현
논 문

41

2016

7

전아람
·
김형남
·
정연수

8

전예화

9

정향숙

소매틱움직임 프로그램이 노인의 건강
요소에 미치는 영향
데보라 콜커(Deborah Colker) <Mix>
작품 중 <등반>에 나타난 융복합성 분석
한국 커뮤니티 댄스의 새로운 가치 분류를
위한 시론
문묘일무(文廟佾舞)에 내재된 절도(節度)와
교육적 기능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방문객 만족도

10

최혜선

조사에 따른 발전 방안연구

159-186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춤꾼의 일생
11

김호연

문철, 하늘이 내린 춤꾼 이매방 평전
(서울: 새문사, 2015)

서 평
우리 춤의 역사교과서: ‘우리 무용 100년’
12

이동우

(서울: 현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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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42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김영희

2

특집논문
‘순종탄신

나정원

제목

이왕직 아악부의 궁중무 전승

융희황제 재위 시 황실의례의 정치적
의미와 오순탄신 거동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36

무용

한국어

37-58

무용

한국어

59-84

무용

한국어

오순 경축연의
3

42

2016

시대적
의미조명’

이수정

순종 탄신 오순 경축 기념연의 무동
종재와 음악

4

이종숙

순종 탄신 오순 만찬연의 무동정재 연구

85-116

무용

한국어

5

김용목

처용탈 변화요인 고찰

119-140

무용

한국어

6

박혜연
·
조기숙

탐색 및 프로그램 개발

141-168

무용

한국어

7

이소연
·
박주석

169-190

무용

한국어

191-212

무용

한국어

213-234

무용

한국어

235-260

무용

한국어

293-298

무용

한국어

299-305

무용

한국어

8

논 문

이정민
·
전은자
·
채정민

9

이지현

10

전유정

11

조윤주

소매틱(Somatics) 기반 움직임 교육 원리

재현공연을 의한 무용기록물의 가치 와 활
용에 관한 연구 : <영성제>와
<사직대제>를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무용학
자료의 빅데이터 분석
현대춤 공연의 대중성 증진을 위한 작품의
구성요소 연구
국내외 뮤지컬 전공학과 내 무용 교육 과정
분석을 통한 안무교육의 필요성

봉산 사상좌춤의 춤사위 용어 연구

261-290

민속에 바탕을 둔 우리춤의 원류 탐색
12

고유미
서 평

13

양종승, 우리춤 담론
(민속원,2014)
세기(世紀)를 넘어 다시 만나는 조택원의

양민아

자전적 기록
조택원,
조택원(서울:지식공작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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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43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박태규

제목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34

무용

한국어

35-52

무용

한국어

53-78

무용

한국어

79-111

무용

한국어

112-141

무용

한국어

142-173

무용

한국어

174-195

무용

한국어

196-214

무용

한국어

217-224

무용

한국어

225-231

무용

한국어

일본 아악(雅楽)의 악가(楽家) 연구: 
악소
특집논문

으로+

‘아시아춤의
2

글로컬리즘’

의 한반도계 성씨를 중심
보임(楽所補任)

유진주

한국 사설무용공연단의 국제적 활동
전개양상
현대 미술작품에서의 무용 및 무용치료에

3

임성윤

관한 기록적 요소들 고찰: 피카소, 잭슨
폴락과 마티스의 사례
장악원 무동과 기녀의 춤을

4

조경아

사가(私家)에 내려주다: 정원용
회방연(回榜宴)의 사례를 중심으로

5

최원선

LMA 분석을 통해 나타난 박병천流
진도북춤 춤사위의 특성 연구

논 문
43

2016

6

허가영

7

황인주

8

황희정

21세기 다문화사회의 무용교육:
다문화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으로

몸 미학과 무용과의 미학적 관계성 연구

최승희의 춤추는 몸과 일상에 나타난 근대
신여성의 여성성 연구
한국 전통춤을 사관(史觀)으로 진단하고

9

이종숙

전망하다
김영희, 
춤풍경(舞風景): 전통춤평론집
(경기 파주: 보고사, 2016)

서 평

컨템포러리 댄스의 생생한 현장에 대한 기록
장인주, 
세기의 안무가: 무용평론가 장인

10

장지원

주가 만난 20세기 춤의 르네상스를 이끈
결정적 인물 30
(경기 파주: 이콘출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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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44호
vol.

연도

순서

저자

제목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1

김호연

글로컬리즘의 시각에서 바라본 최승희

9-26

무용

한국어

27-64

무용

중국어

65-96

무용

영어

97-131

무용

영어

135-158

무용

한국어

159-184

무용

한국어

185-212

무용

한국어

213-234

무용

한국어

235-254

무용

한국어

255-274

무용

한국어

275-300

무용

한국어

303-306

무용

한국어

2

특집논문
‘최승희 춤의

3

국제성’

박영광

신분 언어 계시: 최승희의 무용실체 특징
시론

알프레도
로메로카스 최승희: 멕시코에서 춤춘 반도의 무희
틸라

4

주디 반자일 최승희의 춤에 나타난 한국의 근대성

김민정
·
박순자

5

44

6

김연정

7

김재리

2017

춤비평: 글을 통해 나타나는 작품 이미지
추론의 구성요소와 의미:국립현 대무용단
<이미아직>작품을 중심으 로
한성준춤 다시보기
:시대인식과 춤인식을 바탕으로
퍼포먼스 아카이브의 현재성
:컨템포러리 무용의 신천을 중심으로
미디어 미디어 담론이 생산하는 전통 춤의

8

논 문

9

유화정

이미지 연구: 2016년 TV역사드 라마와
관련 인터넷기사를 중심으로

이동준

김수악류 전통춤의 전승 양상과 정착 과정
연구
뉴용시티발레단 광고의 기호학적 함의:

10

이영주

뉴욕시티발레단 젊은 후원자의 하루(NYC
Ballet's Young Patrons Circle)를 중심
으로

11

조기숙

소마 춤에서 몸과 소통: SCL‘움직임을
통한 경청과 소통실습’을 중심으로
춤꾼에 대한 흔적과 기록

12

서 평

김호연

김인권 전수향, 춘당 김수악의 논개
(여산서숙, 2015)
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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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제45호
vol.

연도

순서

저자

제목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40

무용

한국어

41-63

무용

한국어

67-82

무용

한국어

83-102

무용

한국어

103-130

무용

한국어

131-148

무용

한국어

149-176

무용

한국어

179-183

무용

한국어

A Study on the Socio-historical
1

특집논문

김수인

2

Korea focusing on it‘s relationship
with nationalism

‘무용학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Construction of Ballet as Fine Art in

주송현
·
김운미

미하일 바흐친의 사유로 본 송파산대놀이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연구
공자(孔子)의 미학사상을 통해서 본 한국

3

강기화

춤의 심미성(審美性) 연구
<문묘일무>․<강선영류태평무>․<동래학
춤>을 중심으로

4
45

김소영

2017

5

논 문

문진수

6

이화진

7

장소정
·
조윤라

‘낙화유수’ 의미로 본 정재동작의 이미지
고찰

남사당놀이에 내재된 춤적 요소와 가치연구

백거이(白居易) 시(詩)에서 나타나는 호무
(胡舞)와 대곡악무(大曲樂舞) 양상

<백조의 호수> 국내 전막 초연작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 근대 무용사’를 통해 본 격변기 속

8

서 평

윤영숙

춤의 궤적 김호연, 
한국 근대 무용사
(서
울: 민속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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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 46호
vol.

연도

순서

저자

제목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35

무용

한국어

37-53

무용

한국어

57-84

무용

한국어

85-112

무용

한국어

113-134

무용

한국어

135-162

무용

한국어

163-188

무용

한국어

189-193

무용

한국어

‘무용(舞踊)’, ‘신무용(新舞踊)’ 용어의 수
1

특집논문

이종숙

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
무용사의
2

46

쟁점들’

용과 정착 :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

황희정

전통춤의 창조적 계승과 무형문화재 제도
의 양립 가능성 연구

아카이브에 대한 안무적 접근 : <봄의 제전

3

김재리

4

박태규

일본 <료오(陵王)> 재고

송혜순

예술교육 전문가로서 핵심역량과 미래 무

황명자

용교육의 실천적 방안

(2013)>을 중심으로

2017
5

논 문

20세기 소비에트 발레 동향과 사회주의

6

이희나

7

홍세희
·
조기숙

CIS 고려인의 전통춤 계승의

강기화

의 알찬 결실 : 손선숙, 한국 궁중무용사

리얼리즘 작품 연구

무용사적 의미
한국 궁중정재의 재현을 위한 연구와 연행

8

서 평

(경기: 보고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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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 47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박정경

제목

김천흥과 <조선무악>을 통한 국립국악원
의 무용복원 연구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29

무용

한국어

31-61

무용

한국어

63-98

무용

한국어

99-119

무용

한국어

123-150

무용

한국어

151-173

무용

한국어

175-195

무용

한국어

197-216

무용

한국어

219-222

무용

한국어

특집논문
2

‘조선무악의
전승 맥락과

오정은

심소 김천흥의
3

학예정신’

심소 김천흥의 자료현황과 자료활용에 대
한 연구
심소(心韶) 김천흥(金千興)의 궁중무용 복

위송이

원양상 : <무고(舞鼓)>, <장생보연지무(長
生寶宴之舞)>를 중심으로

47

4

조경아

5

김채원

6

윤영숙

2017

조선총독부 기록영상 『조선무악』의 무용
사적 가치와 한계
북한춤의 전통성과 현대성에 관한 一考察
: 『조선예술』의 무용기사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무용극의 활성화 방
안 연구: <처용랑>과 <백조의 호수> 사례를
중심으로

7

논 문

전미애
·
강현우
전은자
·
박난영
·
하테루

8

무용전공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지도자와
상호작용, 기본심리욕구 및 무용몰입의 구
조적 관계
한･일 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의 표현매체 비
교연구 : 김백봉 부채춤과 카기야데후우
(かぎやで風)의 부채를 중심으로

마나가코

9

서 평

김호연

예인의 일생 속 한국예술사의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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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 48호
vol.

연도

순서

저자

제목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24

무용

한국어

27-47

무용

한국어

49-68

무용

한국어

무용가 라반과 독일나치정부의 협력관계
1

특집논문

권혜인

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무용기록방법론
2

48

2018

의 재인식’

3

4

5

김미영

류가연

논문

연구 - 1933년부터 1937년까지 독일에

王陽明의 心學 이론으로 본 한국전통춤의
私欲과 天理體認+

직업무용수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
에 미치는 영향

윤영숙
·
김호연

평양기생학교를 통해 본 전통춤 전승 양상

69-88

무용

한국어

이종숙

최현 춤의 한국무용사적 위상(位相)

89-114

무용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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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 49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조기숙

특집논문

제목

무용기록학의 새로운 인식 : 무용 에크프라
시스의 개념 및 방식에 대한 시론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7-31

무용

한국어

35-61

무용

한국어

63-82

무용

한국어

83-106

무용

한국어

107-129

무용

한국어

131-158

무용

한국어

159-181

무용

한국어

185-187

무용

한국어

‘무용기록학의
2

49

새로운 인식’

김용복

3

김호연

4

손민

한국춤의 심미적 사유규범과 이상적 심미
경계

한량무의 전승 양상과 그 서사구조 연구
- 한성준 계열 강선영류를 중심으로

무용전공자의 무용동기에 관한 국내 학술
분야 연구동향

2018
5

논문

장소정
·
조윤라

6

장지원

7

전예화

한국의 <지젤> 전막 초연작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바우하우스의 예술개념이 20세기 무용계
에 끼친 영향 : 총체예술성향을 중심으로

전문무용예술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커뮤니티 댄스의 기능과 그 의미
발레 본질에 대한 길라잡이 : 조기숙, <날고

8

서평

김호연

싶은 인간의 욕망, 발레>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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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 50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박태규

2

윤나영

제목

일본의 고마가쿠(高麗樂) 연구 <린가(林歌)>의 원천 탐구를 중심으로 -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33

무용

한국어

35-58

무용

한국어

59-93

무용

한국어

95-125

무용

한국어

무용

한국어

무용

한국어

무용

한국어

무용

한국어

청년 무용가의 창작지원사업 수혜 경험에
관한 연구 : 청년 무용가에게 있어서 관객의
의미를 중심으로
3

4

50

2018

이종숙
논문

조경아

5

최흥기

6

한경자

7

황규선

경주교방 <황창무> 복원 재현을 위한 연구
Ⅰ: 악부시(樂府詩)를 기반으로
삶에 기반한 신라의 춤 특징, 그 역사적
활용
울산덧배기의 동작 형상에 관한 미적 고찰
최승희춤, 미국⋅유럽⋅중남미 순회공연
연구

127-14
9
151-17
5

한량무의 춤사위와 서사구조 연구 -

177-19

한성준 계열 강선영류를 중심으로 -

8

전쟁과 안무 : 몸의 정치학이 보여주는
새로운 무용학의 방향 - Edited by Gay
8

서평

김수인

Morris and Jens Richard Giersdorf.

199-20

369 pp. Illustrated. Oxford Studies

5

in Dance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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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 51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권혜경

2

특집논문

김채원

‘몸의
3

정치학:
순응과

독재정권기 공공극장 건립에 나타난
민족주의 경향
춤, 대중문화로서 시국을 춤추다!
-1980-9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27

무용

한국어

29-47

무용

한국어

49-64

무용

한국어

65-98

무용

영어

99-123

무용

한국어

125-148

무용

한국어

149-169

무용

한국어

171-198

무용

한국어

199-222

무용

한국어

225-229

무용

한국어

전후 시기 포스트모던댄스에 나타난
장지원

민주적 성향에 관한 연구 - 즉흥작업을
중심으로 -

저항의 춤’

4

제목

Emily

Crossing Over : Choe Seung-hui’s

Wilcox

Pan-Asianism in Revolutionary Time

부르디외 문화생산의 장이론으로 본
5
51

박은혜

한국발레장의 역사성 : 1950년대 이후
신문기사의 양적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2018
6

이경희
논문

7

이재인

파킨스를 위한 무용교육프로그램 : Dance
for PD
부토보(舞踏譜) 분석을 통한 히지카타
타츠미의 암흑부토 연구
무용구술사의 창의적인 활용 방안 모색 :

8

최해리

20세기 한국춤문화사 관련 도식 제작을
중심으로

9

최흥기

울산덧배기의 시원과 전승 현황
모든 인간의 권리, 예술이 모두에게
허용되는 세상을 꿈꾸며 : 허버트 콜 ·

10

서평

한혜주

톰 오페하임 엮음, 『뮤즈, 학교에 가다:
학교 밖에서 예술을 만난 아이들』, 주은주
옮김, (디자인하우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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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 52호
vol.

연도

순서

1

저자

제목

우미말라

현대 인도에서 공연의 시학과 정치학 속

사르카
Derek

2

A.
Burrill
특집논문

3

‘몸의
정치학:

Emily
Wilcox

순응과
저항의 춤’
4

Kim,
Jae
Lee

52

2019

Lin

5

Yatin

6

김미영

7

서고은
논문

8

이종숙

9

이지현

10

서평

양경언

드라우파디의 위치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27

무용

한국어

29-44

무용

영어

45-75

무용

영어

77-94

무용

영어

95-109

무용

영어

113-133

무용

한국어

135-157

무용

한국어

159-192

무용

한국어

193-214

무용

한국어

217-221

무용

한국어

The Hand that Takes :
Choreographies of Torture, the
Torture of Choreography
Dance in Wartime China : Liang
Lun’s Choreographic Migrations of
the 1940s
Precarious Body : The
Choreographic Documentary Glory
of between Korea Military Service
and Dance
林懷民 Lin Hwai-min’s Social
Choreography of Formosa 關於島嶼
: A Letter of Confession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무용프로그램 사례연구
택견에서 나타난 움직임의 미학적 특성 :
라반 움직임 분석(LMA)을 중심으로
김숙자의 춤 활동 연보 재고
춤 공연의 대중성 증진방안 연구 :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의 몸 - 장애여성공감 엮음,
『어쩌면 이상한 몸』, (오월의 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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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역사기록학』 53호
vol.

연도

순서

저자

1

김수인
특집논문
‘춤과 영상매체’

2

Han,

수록
페이지

연구
분야

언어

9-42

무용

한국어

43-66

무용

영어

69-94

무용

한국어

95-111

무용

한국어

113-136

무용

한국어

대중화 방안 연구: 제39회 서울무용제의 137-115

무용

제목
연애리얼리티TV쇼의 선택 아키텍쳐에서
춤의 역할과 의미
Postchoreography for the

Seok Jin Posthuman

3

강은숙
·
김진주

4

김경숙

5

박윤미
·
조남규

一心의 표상으로서의 無㝵舞 :
一心二門과 三大를 중심으로
김천흥 승무의 특징 연구: 춤사위를
중심으로
SNS 마케팅을 통한 문화상품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관여와 구매의사결정,
재구매의도의 관계
마케팅믹스 7P 전략에 의한 무용축제

6

손신형

한국어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퍼포머의 얼굴표현력 증진을 위한 감정화
7

안경희

157-180

무용

한국어

무용교육의 가치와 의미: 자문화기술지를 181-201

무용

한국어

무용

한국어

무용

한국어

247-263

무용

한국어

265-298

무용

한국어

301-307

무용

한국어

Coding System(FACS)을 바탕으로

논문
53

프로그램 적용과 효과: Facial Action

2019

무용교사의 수행체험을 통해서 본
8

오소희

통한 분석
9

이주형

10

정은주

무용과 서예의 공통 예술미에 관한 연구 203-227
아크람 칸(Akram Khan)의
<데쉬(Desh)>에 나타난 문화적 정체성에 229-245
관한 연구

11

조베이

중국민족민간무용 기술기교의 전형성과

(Zhou

창작무대에서의 동질화 현상에 대한

Bei)
판싱(Fa

12

비판적 고찰
중국 호남성 냉수강나의(冷水江儺儀)의

n Xing) 문화 혼종성에 대한 연구
복수(plural)의 좌표들: 중국 무용사
쓰기의 새 방향 Emily Wilcox,

13

서평

윤수련

Revolutionary Bodies: Chinese
Dance and the Socialist Legacy.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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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역사기록학회 임원진
회 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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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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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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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진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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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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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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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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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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