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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무용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용교육 현장에서 한 해를 보내신 회원 여러분께 마음 담아 안부 인사를 건넵니다. 감염병 코로나 19
의 확산으로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지식과 교육의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한 해였습니다.
적절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연구 공동체인 본 학회는 30년동안 매년 6월 학술심포
지엄에서 연구교사들의 무용교육현장 오류 분석 논문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으며 그렇게 축적된 연구결
과물들을 자산으로 무용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회 관여성을 무용의 주요 기능이자 의미
로 보는 본 학회가 기획한 2020년 학술심포지움의 주제는 공공재로서의 무용입니다. 배제성도 없고 경
합성도 없는 재화인 공공재와 무용의 연결구조에서 지금 현장에서의 무용을 기록하고 기대하는 미래의
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의 연구자들은 동시대 무용의 교육 패러다임을 ‘혜택으로서의 무용’ 그리고 ‘비경쟁적 무용’
이라는 이중 구조로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의 발제들은 낯선 무용교육현장에서 탐험하고 실험하고 또,
실수하며 그 실수를 피드백한 보고서들입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용기를 가진 분들이 해낸 어려운 일들
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학습할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표현 매체로서 무용을 보는 시각
은 자기표현 기술로서의 예술과 연결되면서 상징적 표현이라는 무용교육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그 과정
에서 본 학회는 생각과 행위 주체로 몸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한 사고체계와의 마주함을 위해 현대철
학 연구자분들을 초청하는 암묵적 규칙을 갖게 되었고, 비언어적 상징표현의 구조를 용어를 통한 문자
로 기록하는 동일 범주의 연구자들을 학회 이사로 영입하면서 연구공동체는 예술 장르의 경계를 너머서
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는 Huddersfield 대학의 J. Freeman 선생님, 동국대학교 영화학과 정재형 교수님
께 본 학회 이사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백욱인 교수님은 무용이 지식으로 소통
되는 방식을 고민하는 연구자들에게 분류하기를 너머 대칭적 관계에서 개념짓기 연구체계로 선호하는
사회학자이십니다. 본 학회가 기획한 학술심포지움이 지식의 자유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학회의 요청에
응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역 단계 공고에 따라 학회의 임무와 책임을 기준으로 오늘
의 학술심포지움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시기와 장소 그리고 진행 방식 어느 것 하나 사례를 따를 수 없어 긴 시간 긴장하고 오늘을 준비한 상
임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무용교육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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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리

축사
한국무용교육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해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던 학술심포지움은 상기된 얼굴로 각자의 교육 현장에서의 성취와
실수의 아쉬운 마음들을 나누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12월에 학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구결과물로 연구자 한분 한분과 생각을 나누는 학회의 특성상 학술심포지움과 지도자 워크숍은 연
구자로서의 고립 되었던 마음을 서로 교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 학술심포지움은 예년 보다 더 많은 회의와 토론을 과정으로 결정된 학회 상임이사진들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준비하신 학회 이사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무용교육학회 30주년기념 아카이브전을 기준으로 본 학회는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닌 무용 연
구단체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교육이 인간을 선하고, 우아하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교육적 신념을 가진 본 학회의 회원들은 무용이
교육의 장에서 더 많은 역할과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연구와 실천의 시간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기
대합니다.
각자의 무용교육현장에서 기대하는 미래를 실현하기위한 연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본 심포지움을 빛내주신 Huddersfield 대학의 John Freeman 교수님 그리고 백욱인 교수님과 정
재형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무용교육학회 회원여러분들 각자의 연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축사에 대신합니다.

한국무용교육학회 명예회장

김화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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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훈련(트레이닝)과 교육:
차이를 인식하고 솔직해지기
John Freeman(University of Huddersfield)

Training & Teaching:
Knowing the difference and trying not to lie
John Freeman

An initial caveat: in attempting to address some wider issues in performance training and performance teaching – we could say performance student and students of performance - this paper will draw
on arguments from a relatively narrow field, BA drama/BA theatre (terms which will be used interchangeably),

and a relatively narrow geographical location, the UK. This narrow view is tempered somewhat

by experiences of teaching and training in Australia, the US and much of Europe, and of working with
student actors, in the broadest sense of that term, in major drama schools, private studios and universities; nevertheless, narrowness there is.
In discussing performance in the higher education sector, there are some distinctions we need
first to make between what Philip Zarilli has described as ‘the actor-as-interpreter’ and the ‘actor-asmaker’(Zarrilli et al., 2013:7). In the context of working with students, we als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teaching and training; and also between the acquisition of skills and the demonstration of knowledge.
In my own discipline of theatre we know that these categories get blurred in the doing; nevertheless,
and despite recent overlaps between universities and conservatoires, they continue to speak to shifts in
expectation, delivery and outcome. To put it plainly: students can comfortably and successfully learn
about what actors do without ever getting on their feet and doing it, just as a theatre critic need never
have taken part in theatre in order to successfully and knowledgably write about it.
If we are talking about training, i.e. the type of vocational work that in the UK takes place traditionally within conservatoires, we can distinguish too between that which we might bracket as character10

based and postmodern acting, or in the context of dance

(which I do not teach)

a kind of post-Judson

training, characterised, albeit loosely, by the use of alternative movement practices in technique or as
a more identifiably eclectic, self-styled approach to training. In this broadly postmodern context, performers become their own guides in putting together their training packages. Which is to say that the
program of study or training is as far removed from a one-size-fits-all approach as it is possible to get.
In the UK, the term ‘performer training’ points to a diversity of practices that an aspiring or established performer may engage in at any point in their career. To apply this to the work that is carried out
on most UK BA drama programs would be to assume that their graduates are embarking on careers as
actors. The reality does not support this idea. Similarly, it is worth noting that most of us with academic
careers in the university sector are much more heavily involved in teaching than training. This is the
position in the UK; in other countries and contexts, Australia, the US and Canada, for example, training and teaching tend to be more natural partners. Training suggests preparation for practice. In fact, it
does more than suggest this. It promises this and its contract with students is centred around this pledge.
The promise is compromised when university performance programs adopt the vocabulary of training without engaging with the rigour that accompanies it. Knowing how to writ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we know what we are writing about, and knowing how to describe the phenomena we are
writing about does not mean we have the knowledge or skill to make good in practice on the ideas we
put in print. Seemingly perversely, but perfectly logical within the different expectations and contracts
that apply to training staff at conservatoires and university teaching staff in relation to research outputs,
the very people that are least engaged in training students are the ones who are producing books and
articles on training. Perhaps it suits the way we see ourselves, enabling us to position ourselves as trainers without the need to be called to account.
Despite some inevitable overlap, the issues that apply to drama do not necessarily apply to dance.
UK dance programs, or let us say programs at universities called BA Hons Dance, tend to engage in
training in ways that BA drama programs do not. With dance, practice is a route to learning and learning is a route to practice. This gives practice, or training-towards-doing, a currency that is not always
present on drama degrees. Dance teaching, as with dance training involves skill acquisitions that effect
changes in the student’s embodiment and selfhood. The literary background of drama at universities
remains apparent in the way that even now its study is often linked to engagement with dramatic material rather than the materiality of bodies, time, space and contexts.
Training is designed to expand the means of expression available to students; along the way it opens
up subject positions and enhances a sense of creative and artistic agency. The flipside of this is that
11

training has the potential (and sometimes the aim) of instituting a type of compliance, preparing students
to fit within an accepted set of professional structures. Notwithstanding significant steps in at least
some UK conservatoires to disrupt conventional forms as well as decolonising the canon, it remains
the case that conservatoires explore with their students what theatre they can do whereas universities
are more inclined to look at what can be done with theatre. These two perspectives a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they do invoke a dialectic that is played out on the student’s body and also, should such
be the route, throughout one’s career. As the means to a student’s instrumentalism, training is a distinct
field of artistic practice, related to teaching and yet always apart from it.
This paper’s overall themes then are these: are university drama programs in danger of sacrificing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an appreciation of uncertainty in pursuit of something that approximates to
conservatoire-lite?
Whether to be spoken or read, words in print can read with unintentional certainty, or worse with a
finger-wagging sense of ‘I know best’. None of the opinions and suggestions that will follow are meant
to be even remotely comprehensive. Neither are they intended to comprise anything approaching the
last word in how colleagues might teach or train, how they might conduct practical assessment exercises or what, indeed, they might be choosing to assess. In this sense the paper exists as provocation
more than prescription.
Some currency: Covid-19 has forced us all to reimagine what we teach and how. For many this is
seen as a shift in delivery that is temporary and without long-term benefit, as a bump in the road to
be moved over as swiftly and safely as possible in order to return to the way things were. For others
those same desperately-sought ideas around online training, teaching and learning cannot not now be
unsought. The imperative to deal with social distancing notwithstanding, it may well be that the longer
we have worked in a particular way the more certain we can feel that returning smartly to that way
of working is right. The initial conditions of the pandemic mandated practice-based courses online,
whether or not anyone was ready. This initially appeared destined to debilitate the ‘livenes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The urgency of this event agitated the need to seize innovative pedagogies that
would have lain dormant without any catalytic imperative.
Innovation notwithstanding, the negative impact on prospective performance students is both clear
and alarming; it creates the perception, whether right or wrong, that performance is not something anyone can seamlessly move into upon completion of their degree. The ground has shifted too much and
too quickly for that. And perhaps the unsettling of old certainties, even if only certainties of expectation, is a force for som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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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is book On Being Certain: Believing You Are Right Even When You’re Not, Robert Burton
argues that certainty is based on emotion rather than fact; that certainty about beliefs is an emotional
response leading to fiercely entrenched positions(Burton,

R. A., 2009).

Burton is not alone in his find-

ings that certainty can subconsciously lead us away from the re-examination of assumptions; away in
fact from one of the very things we most strongly urge our students to do(Werth, L. F. Strack, J. Förster.,
2001:323-341, Newheiser A. K., N. Tausch, J. F. Dovidio, M. Hewstone., 2009:920-926).

In this sense, and mov-

ing into a focus on drama, we might usefully wonder whether we are doing things wrong, even doing
the wrong things, when we are assessing university students in staff-directed work. We are each of us
products to a greater or lesser degree of the people we have worked with and the institutions we have
graduated from and through, and we each occupy a place on a lineage of tutors, working in a field
where workshop ideas are stolen and borrowed, adapted and reimagined, torn from their original contexts. In a performance-focused subject it is all too easy to cement what worked well elsewhere into the
foundations of markedly different programs.
Sounding a note about the dangers of suffering from certainty, Daniel Kahneman believes we should
be cautious of people who are overconfident and assertive, of people who believe they have the expertise to legitimise what are often no more than a series of borrowed beliefs. Ideas of our own expertise,
or we might better say experience, can lead us to avoid engaging with an ‘unbiased appreciation of
uncertainty’ preferring instead to act on ‘pretended knowledge (as) the preferred solution’(Kahneman, D.,
2011:263). We know, in fact, that experience generally counts for very little. Extensive research across a

wide range of fields has shown that a great many people not only fail to become remotely expert at what
they do, no matter how many years they have spent doing it, they frequently do not even get any better
than they were when they started. In field after field, when it comes to skills relevant to professions,
including academia, people with considerable experience are no better at their jobs than those with
hardly any experience at all(Eveleth, R., 2012). Knowing this about other people might not be enough for
us to wonder how closely this applies to us, but it should.1)
Thinking critically about modes of pedagogy could also help create tolerance towards the ambiguity of any new performative languages emerging post-Covid. One has only to reflect upon the online
learning, teaching and support that was thrust upon the tertiary systems of the world in the early months
of 2020. While some universities were reasonably equipped for the movement online, those departments predicated upon a singular relationship between liveness and audience were not. What became
clear was that the rehearsal studio, as conventionally envisaged, could never be fully realised within
1)

Given that university salaries increase based on years of service, at least up to a point, those of us who work in the
sector can be forgiven for believing the idea that experience=payment=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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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ame of a laptop, despite the useful and readily taken up sophistication of platforms like Zoom. As
the curve begins to flatten, the post-lockdown question is whether creative disciplines have undergone
hibernation or metamorphosis.
The inconvenient realisation for some is that while newness, viewed initially as a necessary consideration for the duration of confinement, rather than being surplus to requirements will ultimately be
embraced as the new normal. Those who teach from hereditary philosophies, inhabiting decades-old
taxonomies and staunch defence of face-to-face teaching are likely, for perfectly understandable reasons, to be reluctant to embrace the notion of any new world order.
This is not to approximate a future in which performance study only occurs remotely, but there has
been a surge into new online spaces and any hasty retreat from those is not evident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With that in mind, it is still too early to forecast what this new ecology of teaching, training
and production might look like.
In the UK it is impossible to establish how many university performance graduates are working
in performance-related fields, i.e. in jobs that draw more or less directly on their field of study.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One is that graduate performance companies form and quickly fold with no
evidence of any income that amounts to even a temporary living wage. Though we may balk at the term
‘amateur artists’ that is what we are often dealing with.2) By any definition, the number of UK university
graduates with sustained careers as performers, choreographers, coaches or directors is small, much
smaller than most of our marketing material would have aspirant students believe; and smaller in all
likelihood than we tutors choose to admit to ourselves.3)
If university programs with an emphasis on teaching have been rattled into new ways of imagining
practice, then the conservatoire practice of long days of face-to-face training has been ruptured. The
lines between conservatoire and university have blurred. Nevertheles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2)

There are potential differences of intent between amateur dramatics and a start-up theatre company with professional
aspirations, but it would be a mistake to assume that one form is automatically more inventive, interrogative and
exploratory than the other.

3)

It is common to encounter a certain type of disingenuous wording when it comes to careers advice. The UK Prospects
website, advising students on careers that are likely to result from subjects studied at degree level, for example, lists
the following careers, in this order, under its ‘jobs directly related to your Drama degree’ section: actor, broadcast
presenter, drama therapist, runner, broadcasting/film/video, theatre director, theatre stage manager. This is followed by
a list, again in this order, of jobs where a drama degree would be useful including: arts administrator, choreographer,
community arts worker, further education teacher, media researcher, music producer, secondary school teacher, special
effects technician, talent agent,television floor manager,theatre manager. https://www.prospects.ac.uk/careers-advice/
what-can-i-do-with-my-degree/drama A tiny number of Drama graduates will make their living as actors, fewer still
as theatre directors and a tiny handful as talent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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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r training at university will have to be broadly consistent with the same offer at drama schools
if it is to stand any form of legitimate comparison. With careers in acting as hard to come by as they
are, even for the most highly trained and highly skilled, the last thing university graduates need is to
discover that what was sold to them as training has little or no value when it comes to securing professional work.
Assessment is inextricably linked to ability. It is also linked to learning. For students on university drama programs, ability is at times deemed secondary to reliability. Reliability is important and
it always matters, and yet within university module handbooks turning up and doing so on time are
regularly referred to as assessable barometers of quality, as learning outcomes that may or may not be
reached rather than a given of committed participation.4) Attendance and punctuality aside, assessing
a student’s ability to act can seem a complicated task. National university benchmark generalizations
can appear to be exactly that, imprecise one-size-fits-all readings that serve little useful purpose; by the
same token, module-specific learning outcomes can be problematic when students are assessed within
student productions on things they have never learned.
The productions in question take place on university drama programs where acting is rarely if ever
taught, and rarely taught in any great depth, and yet students are still graded on their ability to sustain
dramatic roles and not significantly on what being in the production teaches them about any wider,
subject-specific concerns.5) A BA program’s focus might be overtly on performance rather than acting,
but the moment its students are cast in a play and assessed on their work within it the criteria that matter relate to acting. In these cases, distinctions between performing and acting become little more than
semantics and/or a reflection on how particular tutors choose to describe their work.
Everything a performer does demands control, but how might we measure control when it comes to
assessing student performance and what do we mean by the term? We can judge and measure control
by observing a student’s ability to repeat a range of actions with reliability, consistency and a sense
of being in the moment. The particularities of improvisation notwithstanding, repeatability serves to
reduce the impact of good fortune, of those moments of serendipity that allow ordinary performers to
produce seemingly extraordinary work by dint of being part of a skilled company, or even of doing
4)

Universities tend not to make module handbooks publicly available. However, they are automatically available to
external examiners and to externals on program validation boards. In these capacities and including universities this
article’s authors have taught at, a great many such module handbooks have been seen.

5) This

is not the case with all universities, and the situation is not clear-cut. In the UK, for example, Plymouth University
has developed a BA Acting program that promises training that is both professional and intensive. St Mary’s University
offers BA Acting under the auspice of its Drama St Mary’s 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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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ppears to be a perfect fit.
The wider the range of production circumstances within which a student can exercise control over
their work, the more accurate are likely to be an examining team’s judgement calls. We know that certain practices are more conducive than others are when it comes to providing range and the possibility,
necessity even, for students to work through differences of mood and attack, action, intent and collaboration. Following this line of thought, being able to match one’s abilities to a production’s requirements
reads to us as ability; being able to do this across a range of productions reads to us as skill.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 and training is central here. We can read knowledge as the ability to
know what to do next and skill as the ability to do it. Within universities, the given aim is often one of
knowledge: we want to know that students understand what is needed to be done and we can assess this
demonstration even when it is lacking in skill. Quite commonly, university tutors assess practical work
by conflating the distance a student has travelled with the point arrived at. In this way, a student with
little by way of perceived ability who is trying hard and in some ways failing to reach a given standard
can be rewarded more highly than a gifted student who travels no distance to fulfil the demands of a
particular task. This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easily credited when it comes to the assessment of
achievement in performance.
The flipside of this is aptitude of the type that sees a student who finds some element of performance
particularly easy. In this case, tutors responsible for giving a grade might regard this activity as occurring without a parallel sense of either learning or accomplishment. The work is lacking in accomplishment precisely because it relates so clearly to something pre-existing. What we are seeing is ability
without effort, something that relates to a natural gift, which whilst being a skill is innate to the point
of making assessment as evidence of learning somewhat redundant. Significantly, within a universitycontext, we are seeing something that does not ipso facto evidence learning.
Some wider issues of learning emerge from this. If the nature of a program is that students are not
learning to act, then what are tutors expecting them to have learned from playing roles in productions?
If students are not learning to act, what learning is being evidenced in their work? If students are
learning something other than ‘how to act’, then why is the quality of their performance assessed at all?
Asking these questions mean asking ourselves what it is that we want our students to know and how we
want that knowledge to be demonstrated.
In the UK the contact time for a drama major or single honours student is usually around 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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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4 3-hour blends of lecture, tutorials, workshops and seminars. At a vocational academy, the contact time for a student actor is generally a minimum of 8 hours per day, 5 days a week, with each class
investigating the intricacies of dramatic craft and each class speaking to the others for a consistent and
cohesive pedagogy to take root. To hold both up in comparison to one another creates an unrealistic and
burdensome outlook upon two very different learning experiences. A program does more than manage
student expectations, it creates them, and where we prioritise the acquisition of skill over knowledge
we run the very real risk of creating contracts that will not stand up to scrutiny.6)
Knowledge refers to familiarity with information and concepts; knowledge can be transferred between people or it can be acquired through observation and study. Skill refers to the ability to apply
knowledge to a certain situation; skill is earned and enhanced through practice. Trial and error is not as
necessary an aspect of knowledge as it of achieving the mastery of skills. We can say that knowledge
is theoretical and skills are practical. Knowledge allows Student A to understand a great deal about
Shakespeare, Miller and Chekhov; skill allows Student B to play Macbeth, Willy Loman and Trigorin.
Being an actor requires the skill to produce and reproduce certain results on a type of call. This
call is different in detail to a musician’s skill when it comes to perfect pitch in the playing of scores or
a fine artist’s skill at painting a portrait, but it is not so different in kind. Virtuosity is a desirable but
unnecessary attribute when it comes to measuring skill at the level of university student performance,
where the word ‘talent’ is rarely used. This is not to say that a performer who is lacking in skill cannot
also be professional. Performers without sufficient skill can enjoy long and rewarding careers, just as
performers with skill can struggle for work. In this regard the arts in general differ from sports. A club
runner will be exposed by a step up in class, as will (and rather more painfully) a journeyman boxer.7) A
professional soccer player with a modicum of skill aligned to application will almost certainly ply their
trade in the lower divisions whereas a more skilful player will more likely play for one of the better
teams in the land.
Conservatoires are premised on a desire to accept onto their programs those people who are best
able to demonstrate aptitude alongside the ability and willingness to be trained; i.e. the people they select will have shown enough to make the process of recruitment a carefully judged gamble. Graduates
of conservatoires who do not fulfil their early potential mirror the situation with their sporting counter6)

According to Dean Carey, Founder, Director and CEO of Actors Centre Australia (ACA) it can be ‘psychologically
damaging to take on students who aren’t ready for a rigorous acting program’. Carey believes that it is morally
challenging to put students in an environment they were neither equipped nor ready for. Watts, R. (2019).

7) Not

all of the arts: an unskilled ballerina (if such a term exists) will be exposed by falling to the floor or fluffing a lift,
which is to say that in some aspects of the performing arts there are few places to h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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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and it does nothing to suggest that the process of recruitment is wrong. Some aspirant performers
are adept at 18 and fail to develop, inasmuch as they possessed ability that did not adequately transform
into skill, just as some athletes who are among the best in their age-group as children, are no longer
extraordinary as adults.
A sporting academy that failed to produce professionals in reasonable numbers would quickly go
the wall. It is no great stretch to apply this to a university program that is in a recruitment rather than
selection mode, as many UK programs are; one that offers places, whether by necessity or design, to
virtually all who app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hances of producing performers of skill are
significantly reduced.8)
It is worth noting here that the people whose professional contact with students is primarily focused
on training are the very people whose contractual obligations least incline them to write about what
it is that they do. The reverse applies in that it is university- rather than conservatoire-employed staff
(almost exclusively professional teachers rather than trainers and with annual pressures to publish)

who position

what they do, often misleadingly, as training.
This subterfuge continues when it comes to the messages given to university applicants. Tutors are
often guilty of submitting to the urge to exaggerate the arc of their graduates’ careers, as well as their
own (and my own) often dubious status as a ‘professional practitioner’.9) Exceptions exist and things are
changing, but the reality is that only a very small percentage of UK university graduates are ever likely
to make a living as actors.10)
Skill is linked to challenge. In order to analyse a student’s skill in performance we need first to see
the student facing a challenge. Every production brings its own challenges, but some bring more than
other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more complex the challenge the more potential there is for a student

8)

 ith some honorable exceptions, university drama programs that purport to offer their students anything akin to
W
classical training are using the vocabulary of 5-star hotels for people who will spend their lives working in B&Bs; or,
as is more likely the case, people who will never apply the practice they have been assessed on in any professional
context.

9)

Many university lecturers have backgrounds in professional practice, although the term ‘professional’ may well be
somewhat stretched, but how much time can pass between careers before the former loses its currency? In a climate
where practice research rules, the pressure to talk practice up is great. Little wonder that so many of us fall prey to
the dread temptation and little wonder that so many come so effortlessly to believe their/our own hype. Of course,
students like the idea of being taught by people who have practised what they preach, hence the spin. The selfdelusion we engage in when we talk to each other is stranger to decode. Might we be honest too, most of us, about
how little we earned and hence how unsustainable were those same careers we now so loudly trumpet?

10) Many

university lecturers will be familiar with the sense of panic that comes when the annual search for a graduate to
feature on a website shows no students at all who are working as theatre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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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ail.11) Within the context of assessment, the possibility of failure is a positive aspect of getting things
wrong for the right reasons, a feature, in fact, of the trial and error element so vital for skills acquisition.
The development of skill emerges through consistently meeting the challenges of particular tasks. If all
that mattered was a desire to achieve high grades, either as a student meeting the challenges of work
or a tutor setting that bar of challenge too low, then adapting modules so that any type of completion
equalled success would become an understandable choice, albeit one that made a mockery of learning
outcomes as appropriately difficult challenges to be met.12)
The nature of challenge can differ depending on one’s personal situation as much as by the context
of a given production. For a student who struggles with shyness, the simple activity of being watched
by an audience might be a challenge worth meeting, but doing so does not require skill-measurement
that is shared consistently within a group. The drive to inclusivity is underway in education and training
as it is in professional performance, nevertheless, the overcoming of potentially crippling shyness is
not something that can easily credited when it comes to the assessment of achievement; i.e. it is almost
entirely a personal achievement rather than demonstration of ability that can be assessed with parity
and fairness.
Productions are events that speak to exposure and appraisal. Performers expose themselves to spectators and spectators appraise what they see. Productions are entered into under the premise if not quite
the promise of success and it remains the case that performers will always want their work to be appreciated. This is so to the extent that poor work will often be blamed on the idea of poor audiences. Productions set themselves up to be enjoyed, but audience appreciation or pleasure is no barometer of skill.
Performance scores that set out to disrupt conventional notions of skill are no less valuable experiences for students. A production that relies on aesthetic surprise for its effectiveness might suggest

11) Interestingly,

assessments at some universities are often generously applied to students who are burdened by the
magnitude of these kind of roles, so that the greater the acting challenge the higher the grade. Not only does this have
little currency when it comes to the assessment of actors in professional productions, it legislates against parity in
terms of student grades. By definition, all students on any given module need to be faced with equal challenges and
equal opportunities to meet them. In production work this amounts to parity of opportunity rather than replication of
experience.

12) This

is not to undermine the value of drama, and work within productions, as a social exercise and as something
that can increase one’s sense of self-esteem. The professional theatre industry has taken significant steps to address
perceptions of special educational needs, disability and access. Surprisingly perhaps, a recent study revealed just
1% of graduates from major UK drama schools declaring a physical impairment, covering mobility, sight or hearing
impairments. In 2017, of 2,274 graduates from the eight UK drama schools providing data, 28 students declared a
physical disability. https://www.thestage.co.uk/news/2018/disability-in-drama-schools-study-reveals-extentof-under-representation/ Were this study to have included BA university drama programs, the percentage would be
markedly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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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ntinuity to its spectators at the same time as its performers can be operating with maturity, confidence and skill within the world of the work. In this context, reliability does not amount to sameness so
much as to a state that can be consistently maintained; relevance is linked to the production’s aims and
demands; and interpretive speaks to a student’s engagement with creative interrogation as opposed to
slavish adherence to a pre-existing model.
Steve Dixon has suggested that many of us are ‘using an inappropriately rational, objective, quasiscientific model to assess a largely irrational, spontaneous and subjective art’(Dixon,

S., 2000).

Dixon

suggests too that we are inclined toward a certain nervousness around assessment that manifests as
caution(Dixon,

S., 2000).

Perhaps this stems from the idea that the assessment of practice draws on

personal responses to stimuli; perhaps, as Janette Harris believes, great care should be taken to make
sure the work we are assessing is not too closely a product of our own compositional or supervisory
influence(Harris, J., 2008:80-88). Many of us will be familiar with this last point, where we are assessing
students for presenting as though their own a series of choices tutors have provided for them. Easy to
assume there is discernible tension when we are at once the facilitator/creator of particular learning
experiences and the person who assesses students in the presentation that arises from this.
Universities have been at the forefront when it comes to fighting for various kinds of diversity. Those
of us fortunate enough to work in the sector know that diverse workforces perform better than less diverse workforces as well as being more reflective of the wider societies in which we function(Hunt, V.,
D. Layton & S. Prince., 2015). The kinds of diversity that universities have stressed commonly include gen-

der, ethnicity, sexuality and ableism. There is one kind of diversity, however, that is regularly ignored
by universities, and that is diversity of opinion (Brooks, A. C. 2015, October 31). When it comes to drama,
UK programs often closely mirror the same named programs from 20 or 30 years ago; which is to say
that we do what we have done and we do as we did. There are some shifts in terminology and some
changes at the edges of our world, but to a considerable extent a university drama class today looks and
feels very much as it looked a generation ago. This paper moves to conclude with something is perhaps
a contested truth and perhaps an opinion people choose to contest. That point of contention is this:
telling lies to students is not in our contract; one hopes it is not in our nature. When we disguise stage
productions as valuable learning experiences, we are lying to our students. When we award grades that
are not linked significantly to learning we are lying as well to ourselves.
What drama graduates need are the skills, support and confidence that prepare and allow them to
develop as independent and creative thinkers, fashioning their own careers in light of opportunities
made available through the broadening of the creative ecology and workspace. Without this, thei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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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ot an investment so much as a waste. Calling study ‘training’, or approaching it as though it were,
does not alter this covenant.
We know a few things in the performing arts. We know that there are many ways of knowing and
many ways of discovering that we do not know very much at all. That the things we do know come
through empathy, identification, experience, frustration, flawed resolution, reflection and resonance.
We know that learning generally takes place when explanation is linked to action. We know that learning through action is very different from knowing about action. We know that performance is messy
and that its manners are bad; that it sits uneasily with many ideas of academic objectivity and verification; that its goals are often murkily defined and always hard to measure. None of this and nothing in
the previous words legislates in any way against learning through doing. What matters is not just how
learning takes place but what is being learned.
Training implies technique, and just as non-vocational university study is about asking why, training for professional performance is innately bound up with knowing how, with students who learn and
unlearn, strip away and accumulate until they are considered ready to begin their professional lives.
Whilst training is about the evaluation and application of ideas, we can say that the type of creative
thinking that accompanies teaching is (or was) about the expansion of ideas, and through this it is linked
innately to curiosity rather than to replication.
Studying drama at university has always been something of an anomaly inasmuch as we are one of
the few subjects with a profession-based counterpoint in conservatoires. If one wants to be an architect
or a journalist, then a B.A. in architecture or journalism provides sound preparation, just as studying
business management and a B.A. in tourism equips graduates for work in those fields. The amount
of accredited drama schools already so far outstrips the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acting work
that university drama graduates are all too easily ignored by directors with an abundance of ready-toaudition actors who are at once both highly trained and available. 21st century employment is driven
by collaborative thinking, group interaction, flexibility and teamwork. As jobs change, employers are
turning more and more to workers who are capable of bringing original thinking into group tasks and
assignments; and these are the graduate attributes university drama programs have always championed.
More concerned with conceptualizing their subject than with preparation for careers as actors, the
skill-sets drama graduates possess equip them for a wide range of careers. Somewhat inevitably, a career on the mainstream stage or in cinema or television is one that we celebrate when it happens to our
graduates – whether they would have achieved it without us or not – and we probably over-celebr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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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various prospectus entries. But it is one career destination amongst many and it is one a tiny minority of our graduates will move into. In some ways one would be forgiven for thinking that a drama
program would do much to unfix the high school aspirations towards mainstream forms that have
changed relatively little and very slowly over recent years. One would think, too, when a great many
more of our graduates will forge careers as teachers, animateurs and creative entrepreneurs than as actors, directors or playwrights, that our undergraduate programs would reflect this in their constitution.
Strange always and strangely disappointing when they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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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기 트레이닝과 연기 교육이라는 방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본 논문은 영국이라는 한정된

지역과 대학 연기과 내지 연극과(해당 용어는 이후 혼용될 수 있다)라는 한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고
자 한다. 물론 본 저자가 호주, 미국,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메이저 드라마 스쿨, 개인 스튜
디오,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는 다소 완화될 여지
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이 다루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고등 교육 과정에서의 연기 교육을 논할 때 우리는 우선 필립 자릴리(Philip Zarilli)가 말한 ‘해석자로서
의 배우’와 ‘창작자로서의 배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트레이닝과 교육의
차이, 그리고 기술 습득과 지식 제공 간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나의 전공인 연극 분야에서는 이러한 차이들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대학과 예술원의 관계가 서로 수렴해 가고 있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기대, 교육 방식, 그리
고 교육 결과 등에 대해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평론가가 연극에 대해 좋
은 비평을 쓰기 위해 반드시 직접 연극을 할 필요가 없듯이, 학생도 직접 몸으로 연기해 보지 않고 손쉽
게 연기를 배우지 못하란 법도 없다.
영국 예술원(conservatoires)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 교육 방식인 트레이닝의 경우, 캐릭터
기반 연기와 포스트 모던 연기(내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무용으로 치면 일종의 포스트 저드슨 트레이닝)를 구별할 수
있다. 포스트 모던 연기 내지 포스트 저드슨 트레이닝이란 테크닉 상 대안적인 동작을 활용하거나, 훈련
에 있어 보다 절충적이고 자기 스타일을 추구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던적 상황에
서 연기자 스스로가 교육 과정들을 구성함에 있어 지침이 되는 것이다. 즉, 트레이닝 및 교육은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 점차 개인화되고 있다.
영국에서 ‘연기자 트레이닝’이란 신입 또는 중견 연기자들이 자신들의 경력 중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
는 다양한 실습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영국에서 연극 관련 학부 졸업생들 대부분이 배우로서 경력을 쌓
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 대학의 교수들은 연
기 트레이닝 보다는 교육에 훨씬 더 치중하고 있다. 이것이 영국의 실상이다. 그러나 영국과 달리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연기 트레이닝과 교육이 보다 자연스럽게 병존하고 있다. 이곳 대학들은 연기 실
기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트레이닝을 제안하고 있다. 단순한 제안을 넘어 학생들에게 이러한 트레이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속이 학생들과의 수업 계약의 핵심을 이룬다.
대학 연기 수업에서 트레이닝 개념을 엄격히 사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약속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글 쓰는 방법을 아는 것과 실제 쓸 내용을 아는 것이 별개 이듯이, 글 쓰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
서 실제 작품을 만드는 지식이나 스킬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소 비딱하게 들릴 수 있지
만, 아무리 예술원 강사들과 대학 교수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계약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학생들
을 실제 훈련시킴에 있어 가장 적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책이나 논문을 쓰고 있는 우리 교수들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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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논리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일 것이며, 학생들을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교육자 행
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연극에 적용되는 문제가 무용에도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 대학의 무용 수업이나 ‘BA Hons Dance’라고 불리는 현대 무용 학사 과정에서는 연극과와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트레이닝하는 경향이 있다. 무용에서는 실기가 곧 배움의 길이고, 배움이 곧 실기의
길이다. 이러한 실기 혹은 행하는-트레이닝 중심의 교육 방식은 연기 관련 학부 과정에는 그대로 적용
되지 않는다. 무용 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무용 교육은 학생들의 체화 혹은 자아에 변화를 가져오는 기
술 습득을 포함한다. 대학 연기 교육은 문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체, 시간, 공간, 컨텍스트 등의
신체적, 물질적 요소 보다는 극적 요소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트레이닝은 학생들의 표현 수단을 확장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주
제 선정 능력을 높이고 창의성과 미적 감각을 향상시킨다. 한편 트레이닝은 학생들에게 해당 직업군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교육시켜 이들이 향후 해당 분야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잠재적
목표)

(혹은

측면도 있다. 영국 예술원 소속 단체 일부에서도 전통적인 형식을 타파하고 경전을 해체하려는 움

직임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술원은 학생들과 함께 자신들이 어떤 연극을 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반면, 대학들은 연극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상호 배
타적인 것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학생의 신체에서 변증법적으로 작용하여 학생의 경력 전반에 걸쳐 경
로가 되어야 한다. 학생의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트레이닝은 교육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엄밀히 말
해 예술적 행위의 한 분야이며 교육과는 별개인 것이다.
본 논문의 전체 주제는 다음과 같다: 대학 연기 수업이 예술원과 유사한 트레이닝 중심 교육 방법을
차용할 때 불확실성에 빠지고 비판적 사고를 잃게 될 것인가?
말이란 원래 일단 활자화되면 의도치 않게 단정적으로 읽히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내가 가장 잘 안
다’라는 식의 독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 뒤따를 의견이나 제안들도 단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독단
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동료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지,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
는지, 그리고 실제 어떠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지 등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에세이는 처방
전 보다는 자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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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도록 강
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새로운 교육 방식이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장기적으
로는 장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가능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넘어가야
할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른 이들에게는 온라인 트레이닝이나 온라인 교육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 어쨌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하며,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에 점점
익숙해질수록 그러한 전환이 옳았다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전염병 초기 단계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
지 여부를 떠나 곧바로 온라인 기반 수업을 하도록 강제되었다. 초기에는 이러한 변화, 즉 온라인 교육이
연기와 관련된 ‘생동감’ 희생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이 팬데믹 시대는 우리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교습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혁신적인 교습법이 나오더라도, 펜데믹이 전도 유망한 우리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심
각하게 미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사실 여부를 떠나 학생들은 향후 자신들이 학위를 마치더라도 자유롭
게 이동하면서 공연하기는 힘들 것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기존의 확신(이러한 확신이 기대에 불과하더라도)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을 떨쳐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로버트 버튼(Robert
When You’re Not)‘에서

Burton)

자신의 저서 ‘생각의 한계(On

Being Certain: Believing You Are Right Even

확신은 사실이 아닌 감정에 기반한다고 주장했다. 즉 믿음에 대한 확신은 편협한

입장을 만드는 정서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버튼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확신이 우리가 당연시하
는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무의적으로 막는다고 한다. 우리 역시 학생들에게 사물
을 멀찌감치 떨어져 비판적으로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역지사지의 관점을 우리 연극 쪽에 적용
해 보자면 우리 교수들 역시 교수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해 온 것은 아닌지, 이러한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만나고 함께 일하는 사
람, 그리고 자신이 졸업한 교육 기관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현장의 아이디어를 훔쳐와 차용하고 심지
어 원래 맥락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변형시켜 활용하는 교수 사회에서 일원일 뿐이다. 실습 중심 수업에서
는, 다른 곳에서 잘 작동했던 것들을 전혀 다른 종류의 수업의 기초에 통합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은 확신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지나치게 자신 만만하
고 단호한 사람, 타인의 믿음을 빌려온 것에 불과하면서 스스로 이를 정당화할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전문성 또는 경험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에 대한 맹신은
자신이 선호하는 해결책을 지식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
을 갖는 것을 방해한다. 사실 경험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종사한 경우에도 전문가가 되기 보다는 오히려 처음 시
작했을 때보다 더 못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학계를 포함한 여러 직업군에서 상당한 경험을 갖춘 사
람이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우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우
리 역시 이러한 전문성 내지 경험의 한계를 인식하여야만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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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등장한 새로운 공연 언어의 모호함에 대해
관용을 갖고 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2020년 초반 제3세계에 밀어 닫친 온라인 학습 및 온라인 교육,
지원을 반영해야 한다. 일부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상당한 준비되어 있었지만, 대면 수업이 필수
적인 학과들은 그렇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Zoom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아무리 사용이 간편하고 유용
하고 정교하더라도 리허설 스튜디오를 노트북 화면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
다.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되는 락다운 시대에서 창조성을 중시하는 예술 분야 학과들은 쇠퇴하게 될까,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까.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사회적 격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해졌던 과잉 조치들이 뉴노말이
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상황에 불편해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교육 철학에 바탕하고, 수십년
간 지속되어온 대면 교육 방식을 고수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이것 만으로 앞으로 연기 수업이 모두 원격으로만 진행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온라
인 공간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조만간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염두에 둘 때 새로운 교육 및 트레이닝 그리고 제작 환경이 어떠한 새로운 생태
계로 등장하게 될지 섣불리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하겠다.
영국에서는 연기 관련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 중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
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우선 졸업생들 상당
수가 일정한 소득없이 임시직으로 연기 관련 업종에 종사하다가 이내 꿈을 접기 때문이다. ‘아마추어 예
2)
술가’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정의야 어떻건 간에, 연기자, 안무가, 감독 등으로 지속적으

로 경력을 쌓고 있는 영국 대학 졸업생 수는 극소수이며, 우리가 연기과 지망생들에게 마케팅 자료로 제
시하는 수치보다 훨씬 적다. 심지어 우리 교수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도 실제는 훨씬 적을 것이다.3)
교육에 중점을 둔 대학 수업이 이러한 새로운 온라인 수업으로 왜곡되고 있다면, 오랫동안 대면 실습
을 고수해 온 예술원의 훈련 과정은 더욱 피폐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는 역설적
으로 예술원과 대학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 학원(드라마 스쿨)과의 경쟁
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의 연기 교육도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
적일 것이다. 가장 고도로 훈련되고 숙련된 사람들조차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우리 분야의 대학 졸업생
1)

대학 교직원 연봉이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경험=대가=가치라는 등식을 믿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2)

아마추어 연기자와 전문 연기자를 꿈꾸는 신생 극단의 배우 사이에는 잠재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후자가 전자보다 항상 더 창
의적이고 심오하며 탐구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진로 상담을 할 때 특정 유형의 솔직하지 않은 표현을 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학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진로 전
망을 제공하는 UK Prospects 홈페이지는 ‘연기 관련 학위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란’에서 다음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배우, 방송국
진행자, 드라마 치료사, 방송/영화/뮤직비디오, 연극 감독, 무대 매니저. 그 다음으로 나열된 직군으로는 예술 행정가, 안무가, 지역 예
술 종사자, 보조 교사, 미디어 연구원, 음악 프로듀서, 중등학교 교사, 특수효과 기술자, 탤런트 에이전트, TV 무대 감독, 공연 매니저
등이 있다. https://www.prospects.ac.uk/careers-advice/what-can-i-do-with-my-degree/drama 그러나 드라마 스쿨 졸
업생 중 전업 배우가 되는 것은 극소수이며, 연극 감독이나 탤런트 에이전트가 되는 것은 훨씬 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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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트레이닝을 통해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것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보장함에 있어 하
등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평가는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배움과도 연관된다. 대학에서 연극 수업을 듣는 학생들
에게는 성실함은 종종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성실함은 항상 중요하고, 학과 수업에 꼬박꼬박
참여하는 것이 학생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되곤 하지만 실제 학업 성과는 이러한 열성적인 수업 참여와
4)
는 무관하게 훨씬 못 미칠 수 있다. 물론 출석과 시간 엄수 등의 성실성 평가를 제쳐 두고 학생의 수행 평

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국립 대학의 획일적인 평가 기준은 일면 정확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교과목 중심의 평가는 학생들의 작품을 통한 평가 시 학생들
이 배운 적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대학 연극과에서 작품 활동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이루어지는 경우에
도 깊이 없이 겉핥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여전히 학생들은 배역을 유지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성적이 평가되고 있으며 제작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보다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는 평가되지 않는다
5)
는 것이 문제이다. 학부 수업은 연기보다는 공연 자체에 치중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연극에 캐스팅되어

배역을 맡을 때 중요한 것은 연기인 것이다. 이 경우, 공연(performing)과 연기(action)의 구별은 의미론적
차이에 불과하거나 교수가 그들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에 불과할 수 있다.
연기자는 연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을 평가할 때 이러한
컨트롤 능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컨트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학생들이 성실성, 일관성, 순발력 등을 갖추고 다양한 연기를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이들의 컨트롤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기는 물론 즉흥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단지 운이 좋은 경우나 평범한 연기력이지만 숙련된 동료들 덕을 보는 경우, 그리고 겉보기
만 좋은 연기 등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에 더 많은 권한을 가질수록 평가는 더 정확해질 수 있다. 우리는 학생들이 분
위기와 도발, 행동, 의도, 협업 등의 차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때 더 잘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창작 과정의 다양한 요구
들에 자신의 능력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능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양한 창작 과정에서 이를 해
낼 수 있는 소양을 우리는 스킬이라고 부른다.
학습과 훈련(트레이닝)의 관계는 바로 여기가 핵심이다. 지식은 다음에 할 일을 아는 능력이며, 기술
은 이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학은 보통 지식에 중점을 둔다: 우리는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
을 습득했는지 여부만 궁금해하고,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도 지식을 습득했다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4)

대학은 학과 편람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외부 감사나 수업 평가 위원회에는 쉽게 공개하고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 논문의 저자가 속한 대학을 포함하여 여러 대학의 학과 편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이는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 명확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플리머스 대학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약속하는 연기 전공 학사 과정을 도입했다. 세인트 메리 대학은 대학 산하 연기 학부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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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들은 학생이 발전한 정도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곤 한다. 이러한 평가 방식 속
에서는 열심히 노력만 했다면 객관적 기준에 미달하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일반적인 과정을 가
볍게 뛰어넘는 영재 학생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성과를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용인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이면에는 남들보다 손쉽게 성과를 내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성적 평
가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성과는 학업이나 성취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이다. 즉 이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기반한 것으로 교육을 통한 성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특
별한 노력 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능력, 즉 타고난 재능과 관련된 것인데, 이는 지식보다 스킬을 배움
의 증거로 보는 관점에서는 쓸모 없는 기준이다. 특히 대학에서는 앞선 이유로 교육의 결과가 아닌 것은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배움에 관한 보다 폭 넓은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 수업의 본질이 학생들에게 연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 교수들은 창작 과정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학생들이 연기하는 법
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들의 작품에서 어떤 배움이 증명되는 것인가? 학생들이 ‘연기하는 법’이 아닌 다
른 것을 배우고 있다면 공연의 질을 왜 평가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
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영국에서 대학 연기과 학생들의 평균 수업 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강의, 개인지도, 워크숍, 세미나
등이 각각 3시간씩 차지한다. 직업 아카데미 수강생의 평균 수업시간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5일, 일일
최소 8시간이며, 각 학급은 극적 기술의 복잡성을 연구하고 밀도 있는 교육을 위해 다른 학급과 서로 소
통하곤 한다. 다만 이러한 단순 비교는 서로 다른 학습 경험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부담스러운 기대를 만
들어 낼 수 있다. 예술원을 기준으로 대학 수업에서도 지식 제공 보다 기술 습득을 우선순위에 두다 보
면 학생들에게 가능하지 않은 기대를 심어줄 수 있고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
6)

생할 위험이 있다.

지식은 정보와 개념에 친숙해지는 것은 의미하다. 지식은 사람 간에 전달되거나 관찰과 연구를 통
해 습득될 수 있다. 기술이란 특정 상황에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기술은 연습을 통해 얻고 향
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을 마스터하는 데에는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지식은 그러하지 않다. 지식
은 이론적이고 기술은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지식을 통해 셰익스피어, 밀러, 체호프 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기술을 통해 맥베스, 윌리 로만, 트리고린을 연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구 수준에 따라 특정 결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 수준은 악보에 따라 정확히 연주해야 하는 음악가의 기술이나 초상화를 그리는 순수 미술가의 기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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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호주 연기자 협회)의 창립자이자 이사 겸 CEO 인 딘 케리(Dean Carey)는 ‘엄격한 연기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배우로 고용
하는 것은 정신상 해로울 수 있다’고까지 얘기한다. 케리는 학생들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 학생들을 연기자로 배
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믿었다.

과는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기교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재능’
이라는 말이 거의 통용되지 않는 대학의 수준에서 기술을 측정할 때에는 불필요한 속성이다. 기술이 부
족한 연기자는 절대 전업배우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기술이 부족한 연기자도 열심히 하면 나름 보
람 있는 커리어를 오랫동안 쌓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은 스포츠와 다르다. 클럽 수준의 육상 선
수는 일류 선수들 사이에서 한 발짝만 내딛어도 금방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난다.7) 기술이 부족한 프
로 축구 선수는 거의 대부분 하위 리그를 전전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숙련된 선수는 1부 리그에 좋은 팀
에서 뛸 확률이 높은 것이다.
예술원은 교육을 받을 능력과 의지 뿐 아니라 재능을 중시한다. 즉, 이러한 선발 과정은 일종의 도박
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예술원 졸업생이 초반에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여
선발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재능 있는 연기자가 18세에 능숙한 연기를 하다가 이를 기술로
적절히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스포츠 선수 중에는 유년
기에는 또래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평범해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일정 수 이상의 프로 선수를 배출하지 못하는 스포츠 아카데미는 이내 운영 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영국의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러하듯, 대학이 선발이 아닌 모집을 통해 학생을 뽑는다는 사
실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사실상 지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는 실력 있는 연기자를 배출할 기회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8)

학생들에게 실제 직업에 필요한 훈련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사람들은 계약 상 자신들의 일에 대해
글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한다. 예술원의 강사들과는 달리 대학의 교수들은 매년
일정 수 이상의 논문을 써내야 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종종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포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속임수는 대학 지원자들에게 제공되는 메시지에서도 계속된다. 교수들은 졸업생들의 이력을
과장하려는 충동에 쉽게 빠지게 되고 자신을(나를 포함하여) ‘전문 실무자’라는 모호한 지위로 포장하곤 한
다.9) 예외도 존재하고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는 있다지만, 영국의 연기 관련 학부 졸업생 중 극히 일부만
이 전업 배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10)
기술은 도전과 연관된다. 학생의 연기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의 도전 정신을 확인해 보

7)

모든 예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숙련되지 않은 발레리나는 바닥에 넘어지거나 리프트에 실패함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노출시
키게 된다. 즉 공연 예술의 특성 상 숨을 곳이 거의 없는 것이다.

8)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학생들에게 고전 교육과 유사한 것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대학 연기 수업은 마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사람
을 위해 5성급 호텔 요리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평생 써먹지 못할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9)

‘전문적’이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많은 대학 교수진들이 전문적인 실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이며 그들의 실무 경험이 현재에도 유용할지는 의문이다. 실기가 중시되는 환경에서는 실기에 대해 가르치는 것
이 압박이 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장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스스로를 이러한 자기 과장을 믿곤 한다. 물론 학
생들도 실기에서도 실력이 있는 교수를 선호한다. 한번 빠진 자기기만은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다. 우리 중 얼마나 자신이 실제 연기자
로서 그리 성공적인 못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10) 많은

대학 교수들이 매년 홈페이지에 발표되는 전문 연기자로 활동하는 졸업생 수를 확인하고는 좌절에 빠지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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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모든 제작 과정에서는 각각 고유한 도전 분야들이 있지만 일부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을 수 있다. 도전 대상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학생들이 실패할 확률도 더 높다는 점을 주
의해야 한다.11) 평가의 차원에서 보면, 실패 가능성이란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 뒤따르는 필연적인 것
으로 이러한 시행 착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기술 개발은 특정 과업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어려운 도전과제를 수행할수록 학생들의 배움도 커지지만,
현실은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학생들은 일부러 손쉬운 과제에 도전하고, 교수들도 자신의 성과를 포장
하기 위해 기준을 낮게 잡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12)
이러한 도전의 성격은 제작 환경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수줍음이 많은 학
생이라면 청중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연기하는 것은 단순한 연기 조차도 큰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그렇
다고 해서 이러한 도전이 기술 평가에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과 트레이닝의 목표가 직업적 소
양 뿐 아니라 포용력을 추동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학생 수행 평가에서 개인적인 수줍음을 극복한 것
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즉, 이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증명될 수 있는 능력이라기 보다는 전
적으로 개인적인 성취에 불과한 것이다.
작품 활동은 공개와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벤트이다. 연기자는 자신을 청중들에게 노출시키고
청중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통해 이를 평가하게 된다. 작품 활동은 항상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연기자들은 항상 자신의 작품이 감상되기를 원한다. 이는 수준 낮은 작품도 저급한 청중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작품은 청중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만 청중의 감상이나 즐거움의 정
도는 스킬의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는 아니다.
기술 개념을 무시하는 전통적인 학생 평가 방식은 학생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적 놀라
움이라는 효과를 갖는 창작 활동은 연기자가 작품 속에서 성숙함, 자신감, 스킬 등을 표현할 경우 청중들
에게는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의 신뢰도란 일관되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 표현
의 적절성은 창작 활동의 목표 및 요구와 관련된다. 그리고 해석은 기존 모델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는 것
과는 달리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티브 딕슨(Steve Dixon)은 많은 사람들이 ‘다소간 비이성적이고 즉흥적이며 주관적인 예술을 평가
함에 있어 합리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유사 과학적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딕슨에 따
르면 우리는 평가의 대상이 되면 다소간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연기에 대한 평가
11) 흥미롭게도

일부 대학에서는 이러한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평가에서 연기의 난이도에 따라 높은 점수를
준다. 이는 전문 연기자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학생이라도 도전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모든
학생은 동등한 도전과 동등한 기회에 가져야 한다. 작품 창작에서는 이는 경험의 복제 라기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12) 이는

드라마의 가치를 평가 절하는 하는 것이 아니며, 작품 활동에서 작업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인 것이다. 전
문 연극 업계에서도 특수 교육에 대한 요구 및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의미있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놀랍
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주요 드라마 스쿨 졸업생 중 단 1%만이 운동 및 시청각 장애를 포함한 신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한
다. 2017년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의 8개 드라마 스쿨을 졸업한 학생 2,274명 중 28명이 신체 장애가 있다고 한다. https://www.
thestage.co.uk/news/2018/disability-in-drama-schools-study-reveals-extent-of-under-representation/ 해당 연구에
대학 연기 관련 학부가 포함되었다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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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극을 통해 개인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넷 해
리스(Janette Harris)의 말처럼, 학생들의 작품 구성 등 있어 평가하는 교수들의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을 평가해 본 경험이 있다며, 학생들은 교수들이 제공한 선택
지 중에서 취사선택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잘 알 것이다. 교수가 수업을 주관하고 해
당 교수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연기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 눈에 띄게 긴장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더 큰 질문은 우리가 왜 무대를 준비하는 가이다. 다음과 같은 추가 질문들이 뒤따른다: 작품 활동
의 장점은 무엇인가? 교육적, 문화적 또는 재정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이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
람은 누구이며, 어떤 형태로 혜택을 받는가? 햄릿을 연기한 학생이 80%를 받고 거트루트를 연기한 학
생이 55%를 받았다는 것이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무엇
을 더 배웠다는 것인가? 셰익스피어에 대해? 재해석에 대해?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생동감에 대해?
연극이나 공연에 대해? 그렇다고 믿고 싶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존재감, 카리스마, 성실
함, 끈기, 협업,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경청하려는 의지들의 조합이라면, 그러한 희망은
불필요한 것이다.
대학은 항상 앞장서서 다양성을 위해 싸워왔다. 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다양
성을 갖춘 인재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항상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잘 반영한다는 사실을. 대학에서 강조한 다양성에는 통상 젠더, 민족, 성적 지향, 장애인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대학에서 종종 무시되는 다양성이 한가지 있다. 바로 의견의 다양성이다. 연극과 관련
해서 보면, 영국의 수업들은 2, 30년 전의 동일한 이름의 수업들을 그대로 활용하곤 한다. 이는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일부 용어나 지엽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본질적
으로는 한 세대 전의 수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람들이 언급하기
꺼려하는 불편한 진실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본성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대 제작을 귀중한 학습 경험으로 가
장할 때 우리는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배움과 크게 관련이 없는 성적을 받을 때 우리는 우
리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연극과 졸업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창조적 작업 환경을 통해 학생들이 독립적이고 창의적으
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지원, 자신감 등이다.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
는 한 그들이 대학을 다니는 것은 투자가 아닌 낭비에 그칠 것이다. 공부를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거나 마
치 그런 것처럼 다룬다고 해서 이러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공연 예술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발견하는데 있어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이다. 우리는 공감, 분별, 경험, 좌절, 부족
한 해결, 반성, 울림 등을 통해 배우게 된다. 배움이란 실천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질 때 일어난다. 연기를
통해 배우는 것과 연기에 대해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연기는 모호하기 때문에 연구하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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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아니다. 학문적 객관성과 검증 대상이 되기에는 무언가 맞지 않다. 목표는 종종 모호하게 정의되
고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실천을 통해 배우는 것을 막지는 못한
다. 중요한 것은 배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가 아닌 무엇을 배우는 가이다.
순수 학문이 원리를 탐구하는 것과 같이, 트레이닝은 테크닉을 추구하며, 전문 연기자가 되기 위한 트
레이닝은 본질적으로 학생 스스로가 직업 활동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여
러가지 방법들을 숙지시키는 것이다. 트레이닝이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적용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교육
에 수반되는 창의적 사고의 유형은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본질적으로 단순
한 따라하기 보다는 호기심과 관련되는 것이다.
예술원에서도 연극이 몇 안되는 직업 기반의 과목인 것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 연극을 공부하는 것
은 다른 학과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 건축가나 언론인이 되고자 한다면 대학에서 건축학과
나 언론관련 학과를 나오기만 해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관광학과 졸업생들도 졸업 후 바로 해당 분야
에서 일할 수 있다. 공인된 연기 학원 수만 해도 이미 넘쳐나고 있으며 오디션에 응시하는 유능한 연기
자 지망생들이 남아 돌면서 감독들은 대학 연기과 졸업생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1 세
기의 고용 환경은 협업적 사고, 집단 상호 작용, 유연성 및 팀워크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
다. 직업 환경이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 고용주들도 독창적인 사고를 통해 그룹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에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는 대학 연기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자질들이다.
배우가 되기 위한 준비만 한 학생들 보다 주제를 구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둔 학생들이 보다 다양
한 직종에 진출할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일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학생들이 메인 무대, 영화, TV 쪽
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이는 축하할 일이다(우리가 그들의 성공에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러나 이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며, 실제 우리 졸업생들 중 극히 일부만이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학 연기 수업의 이러한 실상이 주류 연예계 진출을 꿈꾸는 많은 고등학생들의 과도한 열망
을 식혀준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졸업생이 배우, 감독, 극작가보다는 교
사, 애니메이터, 기업가 등으로 경력을 쌓을 때 학부 수업도 이를 반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외부자
들은 항상 그리고 자신이 하지 않는 일들에 실망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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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혼종 시대의 무용
백욱인(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Dance in the age of global hybridism
Paik, Wook-inn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uyong(舞踊)’ is a modern word created using Chinese characters by Japanese in the late 19th
centu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daptations of Western dance were made by Japan and
these were implanted into Korea. Korean dance was narrowed down to ‘traditional dance’ and it neither
represented nor led dance at the time. Western dances, not only classical but also commercial, adapted
by Japan represented Dance at that time. While we came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West with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the force of adaptation had persisted. In 1970s two
trends were competing each other, ‘adaptations from afar’ and ‘adaptations from the old’. The former
was the base of the westernized mimesis and the latter was the reservoir for the mixing the traditional.
This presentation attempts to observe how Korean dance was mixed and hybridized aft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this, it will observe the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dance in an
internet digital age in which global hybridity is occurring worldwide.

34

1. 한국의 전통춤, 근대무용 현대무용의 혼종성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신무용’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 일본에서 ‘무용’이라는 신조어가
형성된 후 한반도로 이식된 말이다(이종숙. 2017. 11).1) 1930년대에 등장하는 ‘신민요’, ‘신무용’이란 단어는
과거의 구식 전통 예술을 근대와 결합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반쯤은 일본의 압박으로 이루
어지던 식민지적 요소와 반쯤은 전통을 파괴하거나 변형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당대 예술의 지향과
주체를 보여주는 단어다. 과거 춤꾼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전통무를 잇는 전문층이 자리잡을 터전이
없어지면서 이를 대체할 틈새가 만들어졌다. 봉건 왕조사회의 물질적 근거가 상실되자 춤과 음악의 상
업화와 연예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춤은 근대라는 옷을 입고 새로운 ‘전문가’에 의해 거듭났다.
최승희와 배구자는 일본의 근대 춤 수용에 힘입으면서 조선춤의 형식과 기법, 소재를 결합하여 각각
예술무용과 연예화된 신무용의 선구자 노릇을 하였다. 식민지 예술과 유흥이 그랬듯이 춤도 신무용으로
전환되면서 근대적 번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근대적 번안의 핵심은 식민지 근대라는 조건 속에
서 일제에 의해 소개되고 번안된 서구의 문화를 수용하는 비주체성, 이차성, ‘번안의 번안’에 있다(백욱인,
2018).

해방 후 서구 문물의 직접 체험한 미국 유학파 세대들에 의해 현대무용이 직접 수용되지만 이 또

한 1930년대식 근대적 번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식민지 시대의 국민체조가 1960년대 재건체
조로 이어지고, 배구자식 서양춤은 1960년대식 ‘극장쇼 춤’으로 연결되었다. 1950년대는 미국식 대중문
화의 유입을 통해 서양춤은 카바레춤이라는 번안물로 확대되었다. 왕을 위한 춤 대신에 무대에서 춤을
추게 되면 그것은 관람객을 위한 춤이 된다. 이것이 현대 소비자주의 시대의 전통무가 갖는 특징이다. 전
문 무용수의 극장 공연은 왕이된 소비자 관객에게 재현을 재연하는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 고급예술
은 극장 공연으로, 대중예술은 소비자의 취흥을 돋우는 춤공연(극장식 식당)으로,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음
주가무의 시대로 넘어간다.

2. 삼중 근대와 혼종성의 문화
일본이 번안한 서구적 근대의 문화산물을 수용하거나, 서양의 문화예술물을 흉내내고 따라하던 흐름
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다른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춤은 전통이나 민중문화 등 과거를 번안
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 억압되고 단절된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아 새롭게 번안하는 방식은 ‘한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던 당시의 국가주의적 정권이나 ‘저항적 민족주의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대안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현충사를 짓고 충무공을 찬양했으며, 학생 운동권은 탈춤을 비롯한 민중 문화를 찾아 나
섰다. 저항세력은 전통문화에서 계급적 관점을 끌어내어 당대의 ‘민중적’ 현실에 적용하였다. 1970년대
1)

‘무용’이라는 단어는 서양적이며 일본적이기를 희망하는 새로운 형식적 특성을 함축한 말로서 세상에 등장했다. 즉 무용은 보다 새로운
형식이라는 점을 확장시키는 ‘신무용’이라는 말을 동시 함유하며 탄생했다. ‘마이’와 ‘오도리’가 만나서 ‘무용’이라는 신악극(新樂劇)의
대체 용어로 쓰였고, ‘추상적인 개념과 예술적 방향성을 부여한 미학적 용어’가 되었다. 게다가 서양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일본의 새 무용 창조를 내세운 것, 그것이 바로 ‘신무용’이라는 개념어가 탄생한 배경이다(이종숙.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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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일제 강점기 이후 주류를 이루었던 저항적 민족주의를 넘어 민중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대학가에서는 미국의 저항적 포크송을 번안하였고 전래 민요를 번안하는 한편 민요의 장단과 형식을 바
탕으로 새로운 춤과 노래 형식을 모색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민중 전통에 대한 번안 작업은 죽어있던 것을 되살린 측면을 갖고 있지
만, 거꾸로 죽여버린 것도 있다. 목적의식적인 과거의 번안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갖는 관념성과 목적의식성이 갖는 한계를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운동성과 상
업성 사이의 괴리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도 1970년대이다. 1970년대는 또한 여러 문화 장르에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번안’이 아닌 창작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
러나 여전히 ‘서구의 번안’은 주류를 이루었고 그 중에서도 미국적인 것은 서양을 대표했고 그들 문화를
수입하여 소개하거나 따라하기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과거의 전통’
을 번안하는 흐름이 일부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930년대의 ‘식민지 근대’에 이어 1960년대의 ‘산업화 근대’,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글로벌 근대’
는 각각 거기에 대응하는 ‘식민지 혼종성’, ‘산업화 혼종성’, ‘글로벌 혼종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별 혼종성의 특징과 형태를 분석하면서 변화하는 혼종성의 경과와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에게는 식민지 혼종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없다. 시기가 다른 비동시적 산물의 공존이 과연 혼종의 장
점일까. 모든 혼종적 문화는 제도화와 탈제도화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후적 평가에 취약하
다. 라틴아메리카 비평가들의 이종성과 혼종성에 관한 논의를 모방과 ‘경계공간’에 관한 인도 학자들의
논의와 견주어 보고 이것을 다시 혼성모방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로 확장한 후 디지털 문화와도 연결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문화가 왜 혼종성을 갖고 그 혼종성의 성격이 과거 식민지와 신식민지 혼종성과
는 어떻게 다른가도 살펴봐야 한다. 식민지 이식성이 강요된 모방과 이식의 권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졌
다면 해방 후 신식민지 혼종성은 기울어진 욕망과 모방욕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로부터 흘러내린 문
화의 수용에서 형식과 내용의 혼용과 번역, 적응이 이루어지면서 때로 전유의 적극적 계기도 마련된다.
글로벌 근대 시기에는 이전과 다른 정세가 만들어진다. 문화혼종이라는 일반적 조건이 갖추어지고
인터넷을 통한 전지구의 연결성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혼종성은 새로운 지배 논리와 체제를 갖춘다. 이
제 혼종성은 식민지 지배체제가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의 지배영역에 포섭된다. 상업화로 무장한 능동적
혼종성이 지역의 모든 잡종과 다양함을 빨아들여 혼종문화를 만든다. 이종성의 대립이 거세된 혼종문화
는 전지구적 규모의 대기업이 벌이는 마케팅의 수단이자 결과이다. 문화자본은 과거의 유산을 흡수할뿐
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토착 지역문화를 빨아들여전지구적 차원의 혼종물 시장을 만든다.
글로벌 혼종성은 식민지 혼종성의 일방적 이식과 산업화 혼종성의 모방과 달리 실시간으로 서로 타
자를 모방하고 흡수하고 변형한다. 그래서 내용이나 형식을 차용하는 수준을 떠나 누가 더 잘 표현하는
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글로벌 혼종성 시대의 승부는 표현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표현 기술이 예술
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악가수이자 현대 퓨전 음악 가수인 이희문(씽씽), 이날치
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패니 등은 형식적 접합과 혼성모방을 통해 글로벌 혼종성을 확보한다. 동양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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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섞고, 전통과 현대를 교직하고, 민요와 랩을 병치하면 글로벌 차원의 혼종성이 나온다. 그런 연주
방식과 표현은 틈새에서 생겨나는 기이함과 신기로움을 지닌다. 그러나 이것을 새로운 양식의 실현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혼종성과 뒤섞기의 번안은 존재론적 한계를 갖고 있다. 동도서기의 시대를
넘어 상호혼성의 시대가 된 현시대에서 표현의 영역은 단순히 형식 영역에 제한되지 않는다. 내용과 형
식이 각각 실체와 표현을 갖기 때문에 과거처럼 동서와 고금의 관계를 내용과 형식의 패러다임에서 보면
현대적 혼종성의 성격을 이해하기 데 실패한다.

3. 글로벌 혼종성과 혼종 춤
자기 것과 남의 것, 낯익은 것과 낯선 것을 혼합하고 어른과 아이, 전통과 현대를 뒤섞는 혼종성의
유행 현상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현재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가리지 않는 상업
적 혼종 효과이자 결과이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2010년대 스마트폰의 보급
이 확산되자 문화적 혼종성이 일상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디지털 복제의 시대에는 서로 번역하고 번
안하면서 원작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서로가 서로의 모방 대상이 되면서 원작과 모방물간의 경계가 옅어
진다. 굳이 어느 것이 시공간적으로 먼저라는 것을 확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다.
‘번안’에 해당하는 역어인 ‘adaptation’은 훨씬 광범위한 문화 현상을 포괄하는 용어다. 번안의 핵심
은 기존의 틀에 맞추거나 주어진 사회상황과 조건, 문화적 수용의 바탕에 맞게 원작의 스타일을 바꾸는
데 있다. 그래서 현대 무용에서도 음악과 동작을 포함한 여러 세부 분야에서 변형이 일어난다. 때로는 그
런 변용을 통해 번안은 모방을 넘어서게 된다. 무용은 곡과 리듬과 연주와 무용수의 몸으로 구성되는 다
양체의 혼합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근대무용은 일본에 의한 서구 중역과 번안
의 이차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언제나 새로운 창조와 다음 단계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생명
력을 갖고 있었다. 모방되거나 번안된 춤은 안무가와 무용수, 관객에 의해 달라지는 배열 속에서 전개된
다. 모방과 번안이 대상과의 치열한 만남을 통해 이루질 때 원본은 전복되거나 달라지거나 변형될 수 있
다. 그러한 변용의 폭과 깊이가 클수록 번안물은 단순한 수용을 넘어 새로운 틀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니
게 된다. 더구나 그것이 당대 현실에서의 ‘당사자’의 춤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싹
이 트는 ‘틈새공간’이나 ‘대안적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번안은 원본에 대한 모방인 동시에 행위의 주체와 언어가 바뀌는 변용의 복합물이다. 번안 자체가 이
미 모방과 전이의 이종물인 것이다. 모방과 전이의 두가지 결합이 어떤 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구체
적 사례에 대한 복잡하고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모방과 전이 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모순이 존재할 경
우 문화적 수평성의 결과인 ‘혼종성 hibridas ’보다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이종혼형성 Heterogeneity’
에 더 가까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상업적인 압박이나 문화적인 권력관계에서 벋어날 수 있다
면 수평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혼종성’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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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혼종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로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를 살펴보자.2) 앰비규어스 댄
스컴퍼니의 춤은 상체와 하체의 서로 다른 형식을 하나로 엮어 표현한다. 무용수의 동작은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를 한몸에 결합한다. 하체가 힙합스템을 밟는 동안, 상체는 발레나 한국고전무용의 전형적
동작을 보여준다. 그들이 신체를 접합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조화를 만들기 보다는 조화롭지 못한 몸을
표출한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동작은 웃기고, 엉뚱하다. 그들의 입는 의상이나 배경과 맞지 않는
동작 등 어느 하나 기존 질서에 맞지 않는다. 각기 다른 무용수들의 동작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불쑥
불쑥 튀어나오며 서로 따로 놀다가 하나로 정렬된 직선을 만든다. 그들이 사용하는 노래 형식이나 춤 동
작 모두 ‘혼성모방’의 첨단이다.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조건 속에서 살고 있고 그
런 정서를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배열이 주는 현대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것은 판소리의 현대
화나 대중화도 아니고 그냥 어떤 현재성이 현재적 삶의 뇌관을 건드려 그것이 폭발한 현상으로 보인다.
인기 가수 백댄서에서 전문 무용가로, 다시 현대의 춤꾼으로 스스로 혼종의 길을 선택한 안무가 김보
람은 “무용에서 무용으로 안 봐주고, 방송댄스에서 방송댄스로 안 봐주는, 그런 장르가 없는 춤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춤에 대해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춤은 무용계와 대중문화 사이의 빈 공간을 노린 것이
된다. 무용을 안 좋아하는 사람, 기존 무용 공연을 안가는 사람, 방송댄스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의 합집합에서 새로운 팬층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열광하면서 인기가 오른다. 이들은 수동적 혼종성이 아
니라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혼용의 방식으로 승부한다. 이런 구성을 못할 이유도 없고 비판할 이유도 없
다. 전문춤꾼과 대중, 과거와 현재라는 이분법적 대립 요소들이 하나의 박자 안에서 녹고 계속되는 리듬
의 순환 속에서 결합된다.
이런 시도가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희문이 이날치로 이어지고 그들이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와
만나기까지 수많은 동서잡종과 혼종물들이 나타났었다. 이미 1990년대에 수궁가를 재즈와 혼성한 김덕
수 사물놀이와 독일 재즈밴드 Red Sun이 안숙선 명창과 공연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지
금처럼 대중의 인기를 끌지 못했다. 스스로를 얼터나티브 팝이라 부르는 밴드 이날치의 대중적 성공은 디
3)
지털 미디어 시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머리는 인도, 손은 한국 전통, 다리는 힙합, 발

가락 끝은 고전 발레 모양이 거리두기의 소격효과와 파격과 웃음과 비판의 요소를 제공해주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예술적 효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추락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디지털 미디어와 춤
가장 먼저이자 가장 늦은 미디어인 몸조차 인터넷 시대에서를 맞아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다.
2)

국악팝밴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곡에 맞춰 추는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Feel the Rhythm of KOREA(방송공사 광고)는 1억뷰
가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보이며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다.

3)

“처음 밴드 이날치를 만들면서부터 대중음악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었으면 생각했습니다. 대중음악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는 팀, 살아남을 수 있는 팀, 그게 꿈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섞기 좋아합니다. 장르는 그냥 대중음악(pop)이라고 생각합니다(밴
드 이날치 피디 장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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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대중화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직접성의 상실은 무용과 뉴미디어의 결합을 강화하도록 만
든다. 유튜브는 이미 거대한 디지털 아카이브가 되어버렸다. 국가기관이나 상업적 엔터테인먼트회사를
가리지 않고 유튜브에 컨텐츠를 집적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수익(passive income)’ 배분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에 데이터를 적립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춤추는 무대는 클럽과 극장의
직접적 대면에서 유튜브 미디어를 통한 매개적 공연으로 중점이 바뀐다. 디지털 영상은 인쇄미디어는 물
론 몸의 직접성에 바탕을 둔 무용마저도 집어삼킨다.
춤은 마지막 남은 직접성과 육체성의 보루일텐데 그것도 머지않아 영상 속으로 빨려들어갈 것이다.
이미 노래를 부르는 춤-가수 BTS의 영상이나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영상물이 인기를 얻
고 그들의 전세계적 인터넷 팬클럽이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런 시장의 흐름을 노리고 기획하는 업체와
예술가들이 늘어난다. 일회적이고 독특한 몸의 동작이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복제 틀로 이동할 때 몸이
주던 ‘아우라’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이지만 다른 한편 영상 이미지와 결합한 춤은 더욱 대중화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최근 춤과 영상이 결합하는 경향은 두드러지고 있지만 춤은 예로부터 다른 미디어와 만나면서 영역
을 확대해왔다. 오래 전부터 춤은 문학 작품과 만났고, 음악은 춤의 필수적 짝이었다. 공연 극장에서 춤과
결합하던 영상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 속으로 들어간다. 디지털 춤은 만남의 직
접성, 신체의 물질성, 몸의 육체성을 비트로 재현된 이미지로 변용한다. 디지털 춤은 자동 축적성과 무한
반복성, 대중 접근 용이성을 얻는 대가로 춤이 서있던 물질성, 육체성, 직접성의 존재적 근거를 내준다.
이런 경향이 무용에 던져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현대무용이 새로운 대중성을 확보할 가능성과 무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은 비디오에서 나온다. 과거의 민속춤이나 대중화된 춤은 공동체 공간이나 유
흥장에서 몸의 만남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추어졌다. 춤의 이미지화와 디지털화는 춤
이 대중화되고 공공화되는 방식을 바꾼다. 디지털 이미지 시대의 춤은 10여번을 연속해서 돌려 보아도
여전히 강렬하고 재미있어야 하기에 짧고 시각적이다. 이에 따라 여러 동작이 분절되면서 모듈화된다.
이런 방식의 춤을 모아 공공성을 확대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 수도 있겠으나 춤의 보존이나 공유를
위한 의도가 부족한 경우 공유의 확산이라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춤의 디
지털 저작권 확보는 개별 안무가에게는 중요하지만 공유와 확산을 방해하는 걸림이 될 수도 있다. 디지
털 미디어 시대의 춤이 모색해야 할 새로운 공유 방식은 상업성과 탈육체화가 제기하는 도전의 강을 건
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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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음악의 가치 및 가능성
김은수(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부교수)

A Study on the value and potential of dance music
Kim, Eun-soo · Kookmin University

Dance is an art combining music and movement and expresses human life in a sophisticated manner.
Over the years, it has boldly joined with music and expanded its spectrum of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s such, musicians have been developing a great interest in dance music and producing
varieties of experimental outcomes accordingly. As dance considers every sound, dance music features
comprehensiveness and originality. On the outside, it is a convergence art combined with dance, and on
the inside, it is an art encompassing a total sound containing works’ texture, image, energy, and story.
This symposium discusses dance music’s comprehensive and yet distinctive values and presents
the possibility of dancers involved in music. For this, the study examines the areas where dancers can
participate in creating music, including silence sound, language, noise, space sound, and computer music. This study further explores the potentials of dance music - a collaboration of sound and movement,
expansion into music pedagogy, provision of ideas for innovative compositions - to break new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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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류는 예술과 함께 성장해왔다. 최선의 예술 행위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며 발전시켜왔다. 미적
가치를 논하고 가치 기준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시대적 이념과 사회적 이슈들을 예술이라는 그릇에 담
아왔다.
무용은 음악과 움직임이 결합된 예술로서 인간의 삶을 고차원적으로 표현한다. 시대를 달리하면서
음악과 대범하게 결합하고, 협업 및 소통의 폭을 확장시켜왔다. 이에 많은 음악가들이 무용음악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적 결과물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음악에 대해
‘무용의 하위 장르로서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무용에 국한된 음악만 다루는 제한적인 분야’,
‘일종의 실용음악’으로 보는 견해가 없지 않다. 그러나 무용이 모든 음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했
을 때 ‘무용’이라는 수식어는 음악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을 무용의 관점에서 해
석하는 독창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해서 우리는 고유 영역의 우월함이나 독자성을 강조하기보다 전문적 지식
을 나누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심포지엄
에서는 무용음악의 포괄적이면서도 독창적인 가치에 대해 논하고, 실험적 사례를 통해 미래를 향한 포
용적 가능성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1. 무용음악의 가치
모든 소리는 무용음악이 될 수 있다. 무용은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움직임과 결
합하여 작가의 철학을 담아낸다. 무용을 소리와 움직임의 결합으로 봤을 때 전통적 음악 뿐 아니라 그로
테스크한 사운드들, 우주에서 들릴법한 소리들, 공사현장에서의 소음, 고주파 음들, 그리고 침묵까지 갖
가지 소리들이 곧 무용음악이 되는 것이다. 이는 “소음도 악음樂音처럼 음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는
Russolo, L의 주장, 그리고 “기보되지 않은 소리는 기보된 음악 속에 침묵으로 나타나지만 주변에 우연
히 발생하는 소리의 세계로까지 음악의 문을 열고 있다”(Cage, J., 1961, 나현영 역, 2014:9)는 Cage, J.의 주
장 이래 소음에서 침묵까지 모든 존재하는 소리를 음악의 범주 안으로 들여 놓은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20세기 초 소음이 “변화와 진보, 도전과 혁신, 낡은 세계의 질서, 타락한 자본주의 시스템과 보수적
인 기관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함축하는 개념”(김경화, 2016:151)으로 정착하면서 “작곡가들은 노이즈를 음
악적 프레임 안으로 넣고 새로운 음향을 발굴, 생산하기 시작하였다”(김은수, 2020a:114). 그러나 이는 음악
적 자원을 미학적 가치와 결부 시킨 클래식 음악 범주 안에서의 담론이라 볼 수 있으며 대중음악, 종족음
악 등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클래식 작곡가들은 실존하는 소리를 추상적으로 변환하는
구체음악을 생산하고, 각종 알고리즘으로 소리를 왜곡, 변형하여 작곡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무용
음악은 “소리의 재료 보다는 음악의 공간적 효과에 집중하며 움직임과 융합된 n차원의 예술작품을 제공
1)

Russolo, L.(1913). 김진호(2014:4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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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탈장르적 포괄성을 갖는다. 무용과 결합한 음악은 역동적인 생명력을 얻고 더 많은 관객들에게 다
가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용음악은 포괄적이면서도 독창적인 특성을 가지며 외형적으로는 무용
과 결합한 융합예술로서, 내용적으로는 작품의 질감, 이미지, 에너지, 스토리를 담은 총체적 사운드로서
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많은 음악가들의 활동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 Stravinsky, I.는 활동 초기에 무용음악
을 통해 성공적인 작곡가의 길을 걸은 인물이다. 그는 《The rite of spring》 작곡 당시 원시성을 묘사하
기 위하여 ‘악기 음역 확장’, ‘특이한 연주법 사용’, ‘타악기와 금관악기의 규모 확대’ 등 대범한 작곡기법
을 실행하였다. 무용의 질감과 이미지를 상상했을 때 느끼는 두근거림이 과감한 음향적 실험을 이끌었고
거장으로서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무용을 위해 만든 이 작품은 음악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현
재에도 많은 안무가들에 의해 다양한 작품으로 묘사되고 있다.2)
또 다른 예로 Debussy, C.의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Ravel, M.의 《Bolero》 역시
무용과 결합함으로써 더욱 넓은 관객층을 갖게 되었다. Lichtik, O., Bagno, R. 등처럼 안무가와의 협업
으로 영향력 있는 작품 활동을 하는 음악가들도 있다. 타악기 주자 및 DJ로 활동하는 Lichtik, O.은 신
체 내면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Eyal, S.의 작품성향을 반복적 리듬과 미묘한 음색 변화로 매치시켰고, 일
본 작곡가인 Miyake, J.는 세계적인 무용가 Bausch, P.와의 만남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알
리게 되었다. Lang, D., Einaudi, L., Bosso, E. 등도 무용음악을 비롯하여 TV, 영화, 광고, 극장음악에
가담하고 있다. 음악은 무용과의 결합으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2. 무용음악의 주체와 실험적 사례
무용음악은 전통 클래식, 현대 클래식, 대중음악, 민속음악, 무용수의 움직임에서 발생되는 소리들,
무용수의 목소리, 대사 등 표현 가능한 모든 소리를 포함한다. 그렇기에 음악전공자만의 고유영역이라
할 수 없다. 물론 화성법, 연주법 등 고도의 기량이 요구되는 전통 음악의 영역에서는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기계와 매체의 발달로 사운드 제작이 용이해졌고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의 보급으로 편집, 합성이 수월해졌다. 사회적 변화 속에서 무용음악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바뀐 만큼 주
체의 범위도 확장된 것이다. 이는 사일런스 사운드, 언어, 노이즈, 스페이스 사운드, 컴퓨터음악제작 등
많은 실험적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

•사일런스 사운드
Cage, J. 는 ‘사일런스’로 클래식 음악에 혁신을 가져왔다. 그는 ‘고요함’, ‘묵언’, ‘침묵’ 등 동양의 정
적인 문화에 관심을 갖고 소리의 음악적 가능성을 확장시키면서 Cunningham, M.과의 협업으로 실험
적인 무용음악을 보여주었다. Cunningham, M.의 무용 《Points in space》3)에서 Cage, J.는 자음(c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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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자료는 장지원(2013), “Stravinsky의 ‘봄의 제전’음악을 사용한 안무작품 분석”, 발레연구학회, 발레연구논집, 27, 69-82.
참조.

sonant)만

발췌하여 “풍부한 치찰음(sibilant)”(The New York Times, 2020년 11월 16일)으로 음악을 엮어갔다.

이미 Wigman, M.시대에도 무음악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절대무용, 표현주의 무용에서 그녀가 사용
했던 ‘무음악’은 음악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체 움직임에 관객을 몰입시키기 위해 선택한 ‘음악’인 것이
다. 무용은 절대적으로 음악과 공존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무음악은 ‘음악이 없다’가 아니고 ‘소리 없는 음악이 있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무용수의 움직임
에서 들리는 소리, 보이는 리듬 역시 음악과 무용이 공존하는 절대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What the
body does not remember》는 Mey, T.D.의 《Musique de tables》를 헤테로토피아적으로 풀어낸 작
품으로서 무용수가 몸으로 악보를 연주하는 가운데 관객은 무용수의 움직임에서 음악을 보고 듣는다.
즉, 움직임 그 자체가 ‘음악’이자 ‘무용’인 것이다.

•언어
언어는 사운드의 예술이다. 의미와 무의미를 떠나 사운드로 전달된다. 무용수의 대사, 읊조림 등은
작품의 내용을 의미 있게 전달한다. DV8의 Newson L.은 대사를 앞세워 작품을 이끈다. 그는 주로 대
사와 기악음색으로 사운드를 채운다. Cherkaoui, S.L.와 Bausch, P.의 작품에서도 많은 부분 대사가
포함된다. 이들 작품에 대해 연극적 요소를 무용에 접목시켰다는 견해가 있지만 ‘사운드와 움직임’이라
는 무용 고유의 정체성을 감안했을 때 무용에서의 대사는 기악 사운드를 포함한 입체 구조의 무용음악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오페라에서의 레치타티보, 표현주의 성악곡 등에서 대사는 오랜 기간 음
악 안에 존재해왔었고, 더욱이 무용 안에서의 대사는 일상의 언어와는 구분되는 음악적 요소를 포함하
고 있기 때문이다.

•노이즈
20세기 초 노이즈가 음악의 영역으로 들어온 이래 시각적 표현의 많은 부분이 사운드와 함께 시도되
고 있다. 미술가이자 음악가인 Russolo, L.가 ‘인토나루모리Intonarumoris’를 선보인 이래 사운드 아
티스트들의 실험적 행위들이 주목받고 있다. 안무가 Forsythe, W.도 무용 오브제 전시를 시작하면서
Ikeda, R. 같은 실험적 사운드 제작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무용작품 안에서의 노이즈는 긴장, 갈등, 충동,
본능 등의 내용과 결합하여 과감하게 표현된다. Vandekeybus, W.의 작품에서는 과격한 움직임과 함께
무용수가 고함을 지르고, 전자 사운드의 노이즈가 이를 더욱 부각시킨다. Cherkaoui, S.L.의 《Foi》에서
는 유니슨으로 진행되는 무용수들의 노래에 쇠망치 리듬이 더해지고, Mascarell, M.M.의 《Mongrel》에
서도 무용수들의 고함소리가 동반된다. 목소리, 행동 등 신체를 사용해 발생하는 노이즈는 작품에 직접
4)

가담하고 있는 무용수가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무용음악이라 할 수 있다.
3)

Einstein, A.의 “There are no fixed points in space”라는 말에서 붙인 제목이며 Cage, J.의 《Voiceless essay》 중 일부를 녹음, 합
성, 분석하여 음악으로 사용한 작품(Merce Cunningham Trust, 2020년 11월 12일).

4)

노이즈사운드가 갖는 형식적, 모방적, 내용적 가치 및 무용 안에서의 기능에 대한 자료는 김은수(2020), “노이즈 사운드의 미적 가치 및
기능”,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2), 175-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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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사운드
무용에서 공간은 작품 구성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작품에 공간감을 표현해주는 사운드
는 무용음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Jalet, D.은 《Skid》에서 중저음역의 무게감과 큰 공간감을 자아
내는 사운드를 사용하여 중력, 무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으며, “Kylian, J.은 《Six dances》, 《Petit
mort》의 도입부에 질감이 다른 저소음 스페이스 사운드를 사용”(김은수, 2020b:120)하여 몰입감을 높였
다. 이러한 사운드는 음악적인 전문 지식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합성해낼 수 있다. Eno, B.는 스
페이스 사운드 전문가로서 “작곡가와 청취자 사이의 장벽은 사운드 생성 및 변화과정 모두를 드러냄으
로써 허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철학으로 사운드스케이프 제작 애플리케이션 ‘Trope(2009)’와
‘Scape(2012)’를 탄생히켰다”(김은수, 2020b:117). Chilvers, P.와 함께 개발한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iOS를
기반으로 하며 공간감을 자아내는 사운드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안무가가 작품의 이미지를 가장 효과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사운드를 직접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음악제작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사운드는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다. 현대인들은 이미 이러한 사운드에 익숙
해져 있기 때문에 영화, TV, 공연 등을 위한 음악에서도 아날로그와 디지털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요즘은 주로 컴퓨터음악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음악을 제작하는데 악기의 음질과 리듬만으로 구성하
는 음악은 크게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디지털 워크스테이션에 내장된 가상악기(Vsti : Virtual studio
technology instrument)를

이용하여 작품의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고, 리듬 역시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패턴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다. 영국 Hofesh Shechter 무용단의 안무가 Shechter, H.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연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안무와 음악을 동시에 수행한다. 요즘은 Tablet에 내장된 손쉬운 프
로그램들도 있어 음악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다.

Ⅱ. 결론
음악은 구조상의 이해와 기술이 필요한 음악 전문가들의 고유영역이다. 그러나 무용음악은 복잡성
과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음악보다 작가의 경험, 철학, 심오함 등이 움직임과 결합하여 감동을 자
아낼 때 더욱 가치를 지닌다. 역할보다는 작품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무용수가 무용음악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무용작가가 직접 음악을 제작할 수도 있다. 무용과 음악이라는 고유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열린 마음으로 협동 창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용음악
은 시공간 안에서 시청각이 결합된 하모니를 추구할 수 있는 협동 창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무용을 활용한 음악교육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Dalcroze, E.J., Kodaly, Z., Orff, C.
등이 움직임과 결합한 음악교수법을 체계화 시킨데 이어 요즘은 단순한 율동의 차원이 아니라 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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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감, 이미지, 에너지를 연주법에 적용하여 음악적 표현력을 증대시키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무용
과 음악의 밀접한 관계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무용반주법에서의 스킬은 연주곡 해석 및 피아노 실기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편곡 및 작곡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용음악은 포괄적이면서도 독창적인 특성을 가지며 무용과 결합한 융합
예술로서의 외형적 가치, 그리고 작품의 질감, 이미지, 에너지, 스토리를 담은 총체적 사운드로서의 내용
적 가치를 지닌다. 작곡가들에게 실험적이고 과감한 형태의 음악을 창조할 수 있게 하였고 공연을 통해
음악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나아가 무용과 음악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유사장르
로서 음악 교수학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COVID-19이라는 커다란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반 강제적으로 예술 행위와 내용, 예술
교육의 방법 등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만 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깨닫는 것은 ‘인간은 언제나 예술을 갈
망하고 있다’는 것과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인간은 더욱 예술로 위로 받는다’는 것이다. 무용음악은
완성된 예술품을 위한 퍼즐 조각과 같다. 이제는 영역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최상의 작품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에 대해 고민하려고 한다. 상대적 가치보다는 절대적 가치에 기준을 두고, 동참하고 배
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융합하여 완성하는 무용이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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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향유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나아갈 길
탁지현(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 강사)

The post-COVID path of arts
& culture education as active enjoyment
Tark, Jee-hyun · Center for Arts & Culture Educ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year 2020 that started with abrupt disruption in everyday life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marks the beginning of the on-tact era beyond the un-tact syndrome, making a non-contact lifestyle in
various fields, including social, economic, educational, and cultural a new normal. With a non-contact
interaction being established as a new normal, online-based arts & culture education showcases the
potential to seek and fully implement such values as universal accessibility, qualitative enhancement,
and spread of social values. Against this backdrop and calling of our time, this study has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dance education with focus on arts & culture education sites that are forced to change
due to the COVID-19 and examined pending issues in terms of demand and supply of arts & culture
education in the post-COVID era and how to address them in a bid to provide ways to facilitate active
mutual exchanges of arts & culture education. As a result,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s.
There are several things to do to build an active enjoyment ecosystem of arts & culture education in
the non-contact era. First, art educators should practice unlearning to escape from conventional thinking into a new framework of thinking and play the role of a guide, intermediary, and a facilitator who
help students create their own system, instead of merely conveying knowledge. Art educators should
be able to help students awaken their potential, and edit and rearrange their life and walk together with
students into a life of creativity and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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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art educators should explore new forms of contents that facilitate sharing our senses and
emotions and interacting with each other consistently even under the non-contact circumstance, ecological learning contents that promote coexistence with the global environment, and the contents that
contain the essence of arts & culture education, instead of merely functional education, through which
we should come up with ways to enhance the quality of experience, expression, appreciation, and communication.
Third, we need to systematically build the IT infrastructure needed for online-based education,
which has been accelerated by COVID-19. In addition to hardware, educators and learners should
prepare appropriate education programs and compensation systems to make good use of the digital
environment, specific online content construction and delivery methods, regulations and philosophies
on online-based education, and utilize them to help all citizens enjoy the right to enjoy culture and arts.
Fourth, it is necessary to build a platform where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artists, art educators, consumers, planning agencies, and related local institutions organically interact with one another,
manage human resources (HRM), provide resources

(OER)

such as online content, learning content

(CMS), learning support and management system for learners, and tools to facilitate interaction and
collaboration for learning activities. In addition, the platform should be able to play the role of promoting sharing opinions so that public opinions in the arts & culture education field can be incorporated
into making administrative and policy decisions to implement the cultural democracy.
It is a time when it cannot be overemphasized more than ever that it is the unrivaled value of culture
and arts to provide new vitality and consolation through the power of creation to look at the worl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in the situation of pandemics such as COVID-19. We should also find ways
together to promote and enjoy arts & culture education from a more active and self-reliant perspective
along with reclaimed social and public values while maintaining the personal value of arts & culture
education, that is the essence of self-fulfillment, self-understanding, and self-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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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0년은 전 세계에 있어서 팬데믹의 시기이다. 기존의 B.C., A.C의 시대적 구분이 before covid-19과 after covid-19으로 대체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은 우리 삶의 모습에 크고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의 삶이 급작스럽게 시작되면서 언텍
트un-tact를 넘어 온텍트on-tact가 일상화되었고, 이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수많은 분야에 있어
비대면의 삶을 뉴노멀new normal화 시켰다. 특히, 올해 대부분의 교육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
어졌으며, 사람들 간의 직접적 만남이 줄어들고 대신 소통, 신뢰,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친밀한 사람들과
의 관계 맺기는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자신의 취향과 흥미에 기반하여 개인적이고, 체
험 가능한 온라인 여가를 즐기는 공동체가 대세화되고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직장과 대학에
서는 상사와 팀원, 교수와 학생들 간의 선택적·수평적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대면으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 사람들 간의 직접적 관계 교류의 장 축소, 온라인 문화
에 대한 비적응 등으로 인해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한국스트레스트라우마학
회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감염증 확산 초기인 2~3월
에는 재택근무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코로나 블루(우울감)’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이
른바 ‘코로나 레드(분노)’ ‘코로나 앵그리’ 현상이 확산”(한국일보 2020. 10. 17. 보도자료)되어 사소한 일에 짜
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들의 ‘심리방역’의 중
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와중에 CEMA(the
과 예술 촉진 위원회)를

Council for the Encouragement of Music and the Arts, 음악

창설하여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챙겼고, 1946년 초

대 의장인 케인즈Keynes, J.의 활약으로 CEMA는 전 세계 예술 지원기관의 모델이 된 영국 예술위원회
(Arts Council)로

발전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델을 따라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

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https://www.arko.
or.kr/content/843)으로

197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가 설립되었고, 그 후 2005년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으로 공공의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위한 기
폭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이 팬데믹 시기 국민들의 심리 방역에 중요한 몫을 하고, 수요자들의 문화향유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시행
이래 약 15여 년 간 양적 발전을 이루었던 수혜적 관점의 top-down 방식의 문화 민주화 시대를 지나,
bottom-up 방식의 진정한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
택되어 전세계 문화예술교육의 표준이 되고 있는 ‘서울 어젠다(Seoul Agenda) 3대 예술교육 발전 목표의
실천과제 중 ‘갈등 및 재난을 거친 후의 상황에서 예술교육의 복원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장려해야 한다’
는 ‘목표3.b-(ⅳ)’를 어느 때보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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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대면이 뉴노멀이 된 지금 “온라인 기반 문화예술교육은 보편적 접근성, 질적 향상성, 사회
적 가치 확산을 추구하고 이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https:// lib.arte.or.kr/artepick/
board/Collection_BoardList.do).”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 방식은 비대면으로 변

하고 있다. 이에 예술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실험과 탐색을 통
해 진화해야 한다. 그리고 비대면·온라인 방식은 대면 방식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독립재로서 다
양한 가능성을 가진 방식이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술은 전통적 예술과 경쟁적 관계가 아
니라 향유자 관점에서 초월하는 경험(전혀 다른 경험)을 주는 관계로 발전해야 하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9. 9. 보도자료).”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 아래, 코로나19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을 중심으로 무
용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 어떠한 쟁점을 갖고
이를 개선해야 하는지 탐색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적극적 상호교류 생태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교육의 위기와 변화 그리고 대응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초를 시작으로 근 1년간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분야 중 극장이라는 밀폐된 공
간에서 대면을 전제로 이루어지던 공연예술분야에 미친 타격은 그 어떤 분야보다 컸으며, 공연장 폐쇄,
매출액 급감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무실하던 공연업계마저 파산하거나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1) 이에 대해 그 어떤 분야보다도 최대한 미루고 있었던 공연예술의 온라인화라는 긴급
처방이 이루어졌고, 크고 작은 공연과 전시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제작, 소통되면서 소비자들은 새로운
온라인 방식의 예술 활동을 적극 수용하게 되었다. 많은 국·공립 무용단체들과 민간단체들은 언제 다
시 관객을 온전히 대면하는 공연을 올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 여러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통로를 넓히고 있다. 국립현대무용단은 네이버 생중계를 통해 공연실황을 온라인으로 송출하
고, 유튜브 채널2)에 다양한 공연 영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립발레단도 유튜브 채널3)에 ‘발레 홈트’ 영
상, 그리고 공연장을 벗어난 야외 공연으로 풍경과 춤이 어울리는 ‘KNB Beyond Stag’ 시리즈‘, ‘슬기로
운 집콕 발레생활 시리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료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들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
며, 배우들이 각자 집에서 공연 장면을 찍어 화면을 연결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언텍트 웹뮤지컬4) 공
연도 새로운 형태의 작품으로 제시되고 있다.

1)

“문화산업계의 아이콘이라고 칭송받았던 캐나다의 `태양의 서커스’는 파산을 신청했고, 세계 뮤지컬의 중심인 브로드웨이 역시 생존
의 위협을 받고 있다. 문화산업이 대형화될수록 위기에 허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충청타임즈 2020. 11. 2. 연지민 기자, http://
www.cctimes.kr).”

2)

국립현대무용단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34721420kncdc/featured

3)

국립발레단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qXxaAUCdtML1POvdp3Zm1w

4)

EMK 엔터테인먼트 웹뮤지컬 <킬러파티(부제:양수리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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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 미국 뉴욕시티발레단, 영국 로열발레단,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독일 슈트트가르트 발레
단 등도 시즌마다 새로운 공연 영상을 무료 또는 유료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5), 로열오페라하우스6). 마린스키 TV7), 유로아트 유튜브 채널 마린스키 극장 공연 모음 등에서 온
라인 공연을 공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현장의 지각변동은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도 비등하게 존재하였다. 코로
나19가 발발하여 대유행하던 상반기의 경우 대부분 대면 수업이 불가했기에 여러 여건상 예상치 못한
온라인 수업을 갑작스레 시행할 수 없는 학교와 기관, 교, 강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되
면서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있어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수혜 축
소를 최소화하고 예술강사의 교육활동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와 근거 아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서는 온, 오프라인 결합형의 수업진행을 권고하였고, 온라인 원격교육의 방법으로는 실시간 쌍방향 또
는 컨텐츠 제작·활용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시간 쌍방향 화상교육의 경우 그에 적합한 학교의 IT시설
구축, 학생들의 원격 수업 가능환경 여부 등 제반 사항들이 충족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무용수업의 경
우 대부분 시행불가 하였다. 컨텐츠 제작·활용을 통한 교육은 현재 학교와 강사의 상호 수용 합의하에
시행되고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강사의 온라인 컨텐츠 제작 및 강의 역량, 무용분야의 컨텐츠 제작을 통
한 수업 진행의 한계 및 가능성의 문제, 초등 저학년의 컨텐츠 수업 진행 어려움 및 무용수업에 대한 학
교 측의 온라인 수업 진행 거부 등이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로 부각되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학교교육보다 더욱 고초를 겪고 있고, 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의사
가 없는 경우 수업 시수 자체를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해 올해 생계자체에 위협을 받는 강사들이 어려움
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및 교육 이외에
외부 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올해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이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위기와 지연에 대해 여러 시도들을 통해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이기 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대면하게
된 셧다운 상황의 긴급 수습 단계를 거친 한 해라 할 수 있겠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8)

등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들에게 긴급지원을 시행 하였으나, 일정기간의 근무 일수 미달 및 고용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상자에 속하지 못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발했다. 또한 당장 생계에 어려움
을 겪는 강사들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강사료 선지급을 시행하였지만 이 마저도 수업을 진
행할 수 없는 경우 강사들은 거꾸로 자비를 들여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수 소진
의 대책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여 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강사들은 또다시 기준없
5)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https://www.metopera.org/user-information/nightly-met-opera-streams

6)

로열오페라하우스 https://www.roh.org.uk/

7)

마린스키 TV https://mariinsky.tv/e

8)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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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 컨텐츠를 생산해내는데 여력을 쏟고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팬데믹의 지속은 내년도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시행에 그 여파가 당장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특히 무용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대
면수업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학교 또는 기관의 경우 올해와 같은 비대면 시국이 지속될 경우 무용교육
에 대한 수요가 저조해 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문체부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한 물리적 거리와 단절을 극
복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http://arte-project.or.kr/#doz_body)”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를 실험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호교감’ 할 수 있
는 방법론과 콘텐츠를 적용, 실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사업 「어디서든 문화예술교
육」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는 공간과 방법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 제안서를 공모하
였고, 1000여개가 넘는 지원서 중 최종 200개가 선정되어 그 중 10개의 제안서는 컨텐츠로 제작, 공개
되어 있다. 「찾아가는 예술처방전」의 경우 예술가들이 의료진을 찾아가 함께 예술을 창작하고 결과물을
나누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과 국민들이 배달된 예술꾸러미(키트)에 동봉된 안내서에 따라
직접 예술을 체험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꾸러미(키트) 배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신청서
를 작성하면 키트를 배송해주고, 실시간 온라인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모두의 예술놀이」라는 예술교육 연구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긴급 지원
공모를 시행하였으나 미디어, 시각예술에 비해 공연예술의 컨텐츠는 현저히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는 점
이 주목할 부분이다.
이처럼 문화예술계와 문화예술교육계에서는 예술, 예술교육, 예술향유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다
방면의 개선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공연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일 뿐 현장 공연을 대체
하거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교육계에 있어서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행하라는 지침만으로
지금의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 이에 정부와 교육부, 유관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현장의 교
사, 강사, 예술가, 기획자 등과도 현실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 기자재지원, 인적자원 공유
플랫폼 등의 지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 아이들 삶에 즐거움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혹은 성과로 접근해 온
문화예술교육의 한계가 더욱 두드러지는 요즘이다.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거나 향유하는 경험을 해본
아이들은 거의 없었다. 아이들이 자발성을 보이는 대중문화 쪽에선 주로 소비자 입장에 가까웠을 것이고, 그
외에는 강제된 생산자로서의 경험이 많을 것이다. 비대면의 일상에서 더욱 고립감을 느끼는 한 원인이 ‘주
체적인 문화예술 경험의 부족’에 있진 않을까 싶다(http://arte365.kr/ ?p=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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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코
 로나19가 명확하게 만든 것들
- 문화예술교육의 적극적 생태구조를 위한 고민
1. 언러닝으로 뉴타입의 교육자의 역할 인식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새로운 문화와 정신의 등장으로 문명사적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 어
느 때보다 생태감수성, 타자감수성,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 등 새로운 삶에 대한 감지력을 필요로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에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생각의 프레임
을 깨고, 다르게 바라보고, 내가 바뀌는 언런닝unlearning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용교육에 있어서
도 ‘반드시 만나서(contact) 움직여야 하고’, ‘한 공간에서 서로 관계 맺어야 한다’는 경험적, 관습적 사고
에서 벗어나 on-tact에서도 상호교감하는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다는 유연적 사고가 필요로 하며, 이
것은 나의 틀을 깨는 언러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에 대해 야마구치 슈(2019)는 세상의 인과관계를 단선적으로 인식해 미래를 예측하고, 정답을 맞
추는데 몰두하는 ‘올드타입’에서 ‘뉴타입’으로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할 것을 언급한다. 또한 앞으로는
“미의식과 예술‘을 무기로 하는 새로운 인재, 즉 뉴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치 창출의 원천이 문
제를 해결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의미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고 확신하기 때문이다(야마구치 슈, 2019, 김윤경 역, 2020:16)”
현대사회는 사회 전반에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 넘친다... 이러한 특징은 무리가 지금까지 ‘좋다’고 믿었던 여러 능력과 물건의 가치에 큰 영향을 끼친
다... 이런 시대에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사람은 인재로서의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는 반면, 새로운 환경에
서 유연하게 배우는 사람은 가치를 창출해낸다(야마구치 슈, 2019, 김윤경 역, 2020:27).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인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formation’이라는 문명
교체로 혁명적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었다(최재붕, 2020:6).” 이미 전 세계 인류의 50억명 이상이 스마트폰
을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95%의 스마트폰 사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매체를 손에 쥐고 태어났다
는 이른바 모모세대9), z세대10) 등의 포노 사피엔스가 새로운 인류의 표준이 되어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
다.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on, off, 그리고 on과 off가 혼합된 환경이 뉴노멀이 되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무엇을(내용), 어떻게(방법론, 기술적 테크닉 등) 고집해야하고, 반면에 익
9)

“모모는 모어 모바일(more mobile) 세대의 줄임말로 TV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동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1990년 이후 출생자
를 가리키는 말이다. 모모세대는 1990년 후반 이후 출생자로 TV보다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며, 유튜브 등의 동영상
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Naver 시사상식사전).”

10)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를 이르는 말로,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digital native(디지
털 원주민)’ 세대라는 특징이 있다. 인터넷과 IT(정보기술)에 친숙하며, TV·컴퓨터보다 스마트폰, 텍스트보다 이미지·동영상 콘텐츠
를 선호한다. 아울러 관심사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익숙하여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Naver 시사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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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하지 않지만 어떠한 부분을 변화시켜 자아 발견의 경험으로 이끌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무용교육자들은 ‘무용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가르쳐?’라는 생각으로 기존을 교육방식을 벗어날
엄두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화상에서도 학생들, 교육 대상자들과 교감하고 나눌 수 있
는 최선의 방법일까 고민해야하고 적용하고, 실패하고, 그 과정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야 한다. 몸
이라는 매개체로 움직임을 창조하며 한 공간에서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관계 맺는 것이 무용예술의 본질
이지만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안고 가는 텍스트로서 어떻게 잘 소비되고 대중들로 하여금 적극적
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한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이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은 티칭teaching에서 러닝learning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패
러다임도 ‘강사’, ‘선생’으로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닌, 자신의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안내자이자 매개자,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내가 알고 있거나, 잘하
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사람, 상대방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재
배치시키는 삶의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창조적 삶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교육자는 끊임없이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
으며, 교육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요구하고 제안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별 교사의 역량 하
나만으로 이 난관을 뚫고 가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정부와 사회가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한 지
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자, 문화예술 기획자 등에게 input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을 담은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컨텐츠)의 탐구
디지털 기반에 익숙한 포노족, Z세대 등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KOCW’, ‘K-MOOC’, ‘유튜브’,
‘클래스101’, ‘숨고(숨은고수)’, ‘탈잉taling’, ‘프립frip’ 등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질 좋은 컨텐츠들
을 찾아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어내고, 실행하며 예술 창조자가 되기도 한다. 즉, 다양한 방식의 문화예
술체험 향유를 통해 창조성의 위치가 전환되고 있다. 예술가로서 발휘하던 창조성의 시대는 문화예술의
수혜자와 공급자의 역할이 변화되고 혼재되면서 누구나 창조성을 발휘(창발)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
위에서 언급한 플랫폼들의 무용관련 컨텐츠들을 살펴보면 ‘KOCW’와 ‘K-MOOC’의 경우 전공 이론
강좌의 비중이 높고, 실기의 경우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컨텐츠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클래스101’의 경
우 발레 홈 트레이닝과 댄스 클라스가 있고, 현대무용을 통해 작품을 창작해보는 강의가 한 개 있다. ‘탈
잉’은 주로 실용무용 강의가 대부분이며, ‘프립’에는 다양한 댄스 클라스를 비롯해 한국무용, 현대무용 기
본 및 동작을 활용한 창작 강의가 업로드 되어 있다. 이처럼 현재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무용관련 컨텐츠들은 무용 실기와 기능위주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범위
가 타켓화 되어있고, 플랫폼의 기능이 수요자의 요구에 명확하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비
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컨텐츠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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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소개한 한국문화예수교육진흥원의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의 제안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에 “다수의 제안서가 기능, 강의, 일방적 배움, 단위 중심의 교육을 담고 있
다.”,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을 질문하는 켄텐츠가 없어 아쉬웠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 찾기와
읽기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https://www.youtube.com

/watch?v=mcd5Jk_f7kk&t=2752s)”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음을 볼 때 지금이야말로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적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형식적, 기능적 예술교육에서 머무르지 않으려면 어떠한 관점에서
다가가야 할까? 단순히 대면 상황에서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각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동시에 혁신적 생태계를 잘 이용할 수 있
는 컨텐츠를 개발하여 온-오프가 믹스되어 새로운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삶과 예
술철학을 나눌 수 있는 상호교류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고민하며, 체험, 표현, 감상, 소통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자체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내재적 변화도 필요하다. 학습과 기능중심의 예술
교육이 아닌, 개인의 삶의 창의적 감각과 즐거움을 넘어 위드코로나with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시대
에서 지구환경과 공생하는 생태적 삶의 학습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평생교육으로서 지속가능한 문화예
술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3.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IT 인프라의 구축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급속화 되었다는 것과 이러한 일상이 임시적이지 않은 뉴
노멀의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는 미래학자들의 예언을 통하지 않더라도 체감할 수 있다. 그렇다
면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
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 기회가 오히려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불평등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와 예술의 일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우리의 문제적 상황을
다루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금과 같은 뉴노멀의 시기가 공공예술에 대해 재
논의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화예술교육이 그간 탑다운 방식의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이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문화민주주의
관점의 솔루션일 것이다.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체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순 보완이나 일시적 대체 개념이 아닌 기능 대안적
관점에서 보편적 접근성, 질적 향상성, 사회적 가치 확산성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에 새로운 모멘텀
이 될 것이다(https:// lib.arte.or.kr/artepick/board/Collection_BoardList.do).

그러한 의미에서 IT인프라의 구축은 더욱이 절실하다. 최근 온라인 교육이 장기화 되면서 디지털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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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교육의 격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화 되었고, 그것이 다시 사회의 격차가 될 수도 있다는 우
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학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문화예술체험 향유의 기회에 있어서도 같
은 맥락으로 설명될 것이며 이는 또다시 창의적 격차를 발생시킬 것이다. 갑작스러운 셧다운으로 비대
면 교육에 대한 공적 방안이 다급하게 논의되고, 실행된 한 해였다면, 이제는 보다 체계적, 구체적, 현실
적 방안을 논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같은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에듀테
크edutech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한국에서 수준 높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예술교육자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에듀테크를 활용
해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힘써야 할 때다.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패드 등의 기
기 확보 뿐 아니라 교육자와 학습자들이 디지털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및 보
상체계, 구체적인 온라인 컨텐츠 구축 및 전달 방법, 온라인 교육에 대한 규제, 철학, 규정 등 문화예술
온라인 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온라인의 최대 장점은 접근성이다. 이것을 공적
차원에서 활용한다면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향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4.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문화체육관광부(2020. 9. 9. 보도자료)는 지난 9월 ‘코로나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든다’는
취지하에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교육부에서는 10월5일 열린 기자 간
담회에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을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발표의 핵
심사안으로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다양한 실험 지원, 온라인 기반 구축, 미래 일자리 및 혁신기업 육
성, 비대면 예술 향유기반 확대 등 추진’을 언급했으며,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의
방안으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온라인 교육 컨텐츠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마련, 데이터 활용 교육행정의 과학화’를 공표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 기방의 마련에 있어 가장 큰 축이
될 사안이 바로 플랫폼의 구축이다.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플랫폼 구축에 관한 논의는 코로나19로 인
한 비대면 시국이 되면서 더욱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문화예술교육의 적극적 향유를 위해 그 필요성과 요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관련 공공 플랫폼은 ‘문화포털 집콕문화생활’, ‘아르떼 라이브러리’, ‘아르떼 아카
데미’, ‘국립국악원 e국악아카데미’ 등이 있으며, 민간 플랫폼은 ‘클래스101’, ‘숨고’, ‘탈잉’, ‘프립’, ‘도약
닷컴’, ‘도약아트’, ‘콜로소’, ‘원더월’ 등이 있다. 이 중 아르떼 라이브러리는 ‘문화예술교육 활용 누리집’
을 통해 공연예술, 음악, 연극, 무용, 시각예술, 미술, 영상, 인문예술, 문학, 전통문화, 국악, 문화예술/
콘텐츠, 문화예술 자원지도, 미디어 리터러시, STEAM 융합교육과 같이 다양한 분야별로 카테고리를 나
누어 콘텐츠를 활용 및 가공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무용분야의 온라인 교육 컨텐츠 누리
집으로는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발레단 유튜브만 연동되어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또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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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플랫폼의 경우 무용관련 컨텐츠가 탑재된 플랫폼은 ‘클래스101’, ‘숨고’, ‘탈잉’, ‘프립’ 정도이며, 대부
분 실기 강사를 통해 몇 차시 강의를 유료구매하고 이를 학습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특별히 ‘숨고’의 경
우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주는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로 이루어져있다.
미국의 대표적 국립무용교육기구인 NDEO의 경우 “모든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무용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플랫폼 안에 “비전을 함께 나누는
학교, 대학, 공연예술기관, 지역 문화예술 센터, 댄스 스튜디오 등 다양한 조직·기관의 일원이 회원으
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정부 제휴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3개주에 걸쳐 전국의 무용 종사자들
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이정민, 2020;78).” 무용교육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걸쳐 NDEO와 같
이 “예술가, 예술교육자, 수요자, 기획기관, 지역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교류하며(탁지현, 2018;232)”
인력을 관리하고(HRM), 온라인 컨텐츠 등의 리소스(OER), 학습컨텐츠 등을 제공하며(CMS), 학습자의 학
습 지원·관리 시스템, 학습활동을 위한 상호작용과 협업의 도구 등을 제공(LMS)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
축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공론이 행정, 정책에 전달되고 반영이 되어야 진정한 문
화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기에 이에 상응하는 의견공유 플랫폼의 역할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 문
화예술교육에서부터 공급과 수요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없다면 공공의 문화예술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Ⅳ. 결론
미래학자인 J. Schenker(2020)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회장은 저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관련된
인터뷰(중앙일보 2020.10.21.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개인의 생존 전략도 기술과 교육에 달려 있으며, 도심에
집을 사는 대신 교외에 집을 얻어 아낀 돈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온라인 교육이 확산돼 누구
나 질 높은 교육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을 넘어 ‘직업이 학생(professional student)’이

되라고 주문한다. 이 팬데믹의 시기가 누구에게는 위기의 시대이지만, 이러한 변화에 빨

리 적응하는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뉴타입의 사람은 예측을 넘어 구상을 하는 사람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넘어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를 고민해야 한다.
변화하는 세상에 모든 것을 맞춰 변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공공의 무용예술이 되기 위
해서는 무용체험, 예술체험의 본질은 고수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한 배를 타고 우리의 삶에 행복의 수단
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 시대에 발을 들인 지금, 기본소득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지금의 사회에 과거 잉여로서 주어지던 공공예술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제시하는 모든
인간이 참여하여 창발하는 공공예술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문화적 체험이 제공하는 무형의 정신적 가치
를 두고서도 심히 중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재난의 상황에서도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창조의 힘을 통해, 새로운 활력과 위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문화예술이 가진 독보적인 가치임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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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은 여유 있는 사람들만 즐기는 사치가 아니기에 국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이 지니는 개인적 가치 즉, 자기 성취, 자기 이해, 자기
성찰의 본질을 유지한 채 개인의 감수성을 일깨워 새로운 길로 가게하고, 이것이 사회적, 공적 가치와 환
원되어 보다 적극적, 주체적 관점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향유를 위한 길을 다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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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질의문 ①

훈련(트레이닝)과 교육:
차이를 인식하고 솔직해지기

질문자 : 문 영(국민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교수)
Dr. John Freeman의 발제문을 읽으면서 교육이론과 현장의 간극을 설명해주는 ‘메타 프락시스’
이론을 마주하고 고통스러웠던 몇 년 전의 필자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하여 개인적으로 매우 큰 위로
가 되었다.
그 시절 내 안의 진솔한 대답을 부정해 온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껏 쌓아온 성(전통적인 교
육철학, 교육과정 모형,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 등등)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이었음을 고백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의 대학예술교육, 특히 무용교육의 경우 1963년 대학 무용과 개설 이후 반
세기가 넘게 무용수 양성에 초점을 맞춘 소위 실기중심의 콘서바토리형(?) 무용교육을 추구해왔다. 지
난 20여년 간 본인은 대학무용교육의 혁신을 비전으로 전문예술가 양성에서 사회공헌적 예술가 양성
의 교육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대학 무용교육의 특성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실천
해왔다. 대학의 무용예술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가 무용수나 안무가에 제한되는 콘서바토리형 교육
을 지양하고 무용을 매개로 한 다양한 직업군을 창출할 수 있는 직무중심 교육에서 미래인재 역량에
초점을 둔 역량중심 교육으로, 더 나아가 소양중심 교육으로 변화시킨 그 과정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
인 실기 삼분법(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에 기반한 실기중심 무용교육과정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무용교육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학 이론과 교육과정 모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인재상인 티칭 아티스트(Teaching Artist)와 컨설팅 아티스트(Consulting Artist)

트랙의 교육과정의 교과교육 외에 현장과 유기적인 현장연계와 실습 차원의 비교과활동의

교육적 효과 및 가치가 강조되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티칭 아티스트 교육과정, 컨설팅 아
티스트 교육과정이라는 트랙별, 학년별 교과는 교육과정의 방향성, 효율성, 개혁의 실효성을 준거로
설계되고 운영되었다. 목표하는 인재상을 위한 방향성은 보다 효과적인 단계별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현장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변화를 위한 실효성을 창출함으로써 이 세 가지 특성이 별개가 아님
이 실천적으로 증명되었다. 소위 그 교과목이 지향하는 바 목표와 인재상이라는 이념과 교육내용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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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실천 활동이라는 실제 사이의 순환, 그리고 학습과 교수의 순환을 확인한 것이다-그 과정을 기존
의 교육학 이론과 교육과정 모형으로 설명하려는 모순이 드러나는 순간, 온전한 실천을 설명하는 논리
를 불완전한 이론에서 찾고자 했던 순간이 바로 내게는 위에서 언급한 매우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다.
영국과 한국, 연극교육과 무용교육이라는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문화와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넘어 공통적인 교육자로서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예기치 않은 팬더믹 상황에
서 진일보된 예술교육의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Dr. Freeman에 동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질의
문을 보낸다.

1. Post-Covid 19, 4차 산업혁명 시대, 아트테크와 에듀테크의 진화라는 미래사회에서의 대학예
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이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대학본부의 정
책적 차원, 교수자의 개인적 차원, 교육과정운영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다.

2. 연구자가 언급한 21세기 고용 환경에서 요구하는 인재 역량(협업적 사고, 집단 상호작용, 유연성 및 팀
워크 등)에

기반할 때, 예술의 사회적 기여라는 관점에서 더 이상 ‘예술을 위한 예술’만을 지향할 수 없

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른 대학예술교육이 지향하는 인재상과 그 역량은 무엇일가? 이를 위한 대학의
학생선발, 또는 모집의 내용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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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질의문 ①

Training & Teaching:
Knowing the difference and trying not to lie

질문자 : Moon, Young(Kookmin University)
Reading Dr. John Freeman’s presentation was a great comfort to me personally as it seemed that I
was facing the ‘Meta-Praxis’ theory that explains gaps between educational theories and the field and it
made me revisit a painful past of years ago.
I confess that the denial of an honest answer within me at the time was because an acceptance would
have been the collapse of the castle I had built up

(traditional educational philosophy, curriculum model,

teaching-learning method, academic evaluations, etc.).

Ironically, the college art education of Korea, especially dance education, has pursued so-called
practical conservatory-type dance education, which has focused on cultivating dancers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since the opening of university dance departments in 1963. Over the past two decades,
I have established an educational paradigm for the cultivation of socially contributive artists from the
cultivation of professional artists with a vision of innovation in university dance education, and I have
continuously researched, developed, and practiced specialized curriculums of university dance education. Explorations were made for various educational theories and curriculum models to create new
university dance education in which people of talent cultivated through university dance art education
could substitute practice-focused dance education courses based on existing traditional three-part practice methods (Korean dance, ballet, modern dance majors) within courses that refraining from conservatory
education limited to dancers and choreographers and go from job-focused education that could create
various occupational groups with dance as a medium to competency-focused education centered on the
competencies of future talent and further to refinement-based education.
For this, in addition to curriculums of teaching artist and consulting artist tracks, which are the types
of desired talent established in detail, the educational effects and values of field and systematic field
connections and practice-level comparative activities were emphasized. Through numerous trials and
errors, curriculums by track and grade, referred to as TA(teaching artist) curriculums and CA(consulting
artist)
60

curriculums, were design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rule of directionality and efficiency in

curriculums and the effectiveness of reform. The direction for aimed talent composes more effective and
phased educational content and as effectiveness for change is created through systematic cooperation
with the field, it is practically proven that these three characteristics are not separate. It is the confirmation of the so-called goal of the subject, which is the cycle that exists among the ideologies of goals
and desired talent and educational content and the reality in the practice of field activities and the cycle
of learning and teaching-When contradictions that try to explain that process using existing pedagogical theories and curriculum models were revealed, it was very painful for me to try to find logic that
explains complete practice in incomplete theories.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British and Korean, theater
education and dance education, I agree with Dr. Freeman, who is trying to discuss alternatives in progressive art education that go beyond differences in cultural and historic backgrounds in an unexpected
pandemic situation along with reflections as a common educator, and I send you the following questionnaire.
1. What is the most important responsibility in a Post-COVID-19,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in University Art Education of a future society defined by the evolution of art-tech and edu-tech? Also,
please state any specific views in terms of policy dimensions of the university headquarters, personal
dimensions of Professors, and dimensions of curriculum operations needed for that responsibility to be
fulfilled.
2. Based on talent competencies required by 21st century employment environments mentioned by
the researcher (collaborative thinking, collective interaction, flexibility and teamwork, etc.), it is believed that
“art for art” cannot be solely aimed for from perspectives based on social contributions of art. What
kind of people and competencies are aimed for by university art education? For this, what changes must
be made in the student selection and recruitment of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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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질의문 ①

훈련(트레이닝)과 교육:
차이를 인식하고 솔직해지기

질문자 : 권금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강사)
오랜 전통의 영국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교육과 예술원에서의 교육의 차이를 비교하
고 또한 현실적인 문제까지 제시한 유익한 논문이었습니다.

사회적 여건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무용교육의 패러다임을 구성하여야 하는 우리나라
의 대학무용 교육의 현실에서 이 논문이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논자는 영국의 대학교육이 이론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론과 트레이닝을 병
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호주, 미국,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
다고 예를 들었는데 논자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 대학의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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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 Teaching:
Knowing the difference and trying not to lie

질문자 : K
 won, Geum-hee(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stitute for the Gifted)
It was a useful thesis that compares differences between the educ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theater provided by universities of England with long-standing tradition and education provided by art
academies and it presents realistic problems.
It is hoped that this thesis will present directionality for the actual university dance education of
Korea that must compose new paradigms of dance education according to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The writer states that the university education of England leans towards theory and that ideal methods combine theories and training. Examples were given that Australia, America, and Canada have
universities that implement such methods but it would be better if examples were given in detail on
universities that teach with methods that the writer considers to be most i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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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질의문 ②

글로벌 혼종 시대의 무용

질문자 : 이지혜(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초빙교수)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 무용의 현주소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고, 코
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요구되는 공공재로서의 무용에 대한 고민과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 인터넷의 대중화를 통해 이루어진 전지구의 연결은 다양성을 특성으로 하는 글로벌
혼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인터넷상에서 모방과 복제, 번안이 거듭되고 당연시되면서 나타난 문
화적 혼종성의 일상화로 인해 표현기술이 예술의 핵심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극장이라는 공간적 제약성과 신체라는 물질성을 기반으로 하던 무용공연은 시대적 변화와
필요에 의해 유튜브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의 대중화를 기반으로 디지털미디어 춤이라는 새로운 형태
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극장에 찾아오는 관객들을 위해 이루어졌던 무용공연은 인터넷 상의 불특정 다수를 위
한 공공재로서의 영상물로 대체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영상물은 강렬하고 흥미로워야하는 동시에 안무자의 저작권에 대
한 인식 변화, 극장에서 이루어지던 공연과는 다른 표현기술과 예술성 추구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
한 변화를 통해 생성되는 공공재로서의 무용이 지녀야 하는 사회적 기여를 위한 목적성과 그 의미에
대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교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발제문의 마지막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무용은 새로운 공유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앞으로 무용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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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질의문 ②

글로벌 혼종 시대의 무용

질문자 : 이송하(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 박사수료)
역사적 흐름에서 ‘번안과 ‘혼종성’을 통한 무용의 해석은 막혀있었던 무언가를 뚫어주는 강렬한 울
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본 발제문에서는 식민지 근대부터 글로벌 근대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혼종성’,
‘산업화 혼종성’, ‘글로벌 혼종성’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무용을 파악하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에 대한 물음과 고민을 던져주셨습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의 무용은 만남의 직접성, 신체의 물질성, 몸의 육체성의 존재적 근거가 비디오를 통해 재현된 이미지
로 변용된다는 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번안물들이 혼종된 문화는 우리의 몸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은 고
스란히 그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혼종 시대에서 무용은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
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글로벌 혼종성이 잘 드러나는 무용의 사례를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를 예로 들어 설
명해주셨습니다. 본 발제문에서 “…… 그렇게 해서 얻은 예술적 효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추락하는 역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얻은 예
술적 효과가 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무용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의미인 ‘공유와 확산’이 상실할 수도 있고 걸
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무용이 디지털 아카이브의 의미를 지니는 것
과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싹을 틔울 수 있는 틈새공간 혹은 대안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강
조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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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질의문 ③

무용음악의 가치 및 가능성

질문자 : 박선우(연세대학교 기획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책임연구원)
본 논문은 무용음악의 독창적인 가치에 대해 논하고 실험적 사례를 통해 미래를 향한 포용적 가능
성에 대한 내용을 다룬 연구이다. 본 논문에 의하면 ‘무용음악’은 음악의 공간적 효과에 집중하고 움직
임과 융합 예술작품의 제공으로 탈장르적 포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음악이 무용과 결합함으로 인해 역
동적인 생명력을 얻는다고 하였다. 무용음악은 포괄적이면서 독창적 특성을 가지며 외형적으로는 무
용과 음악이 결합된 융합예술로 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작품의 질감, 이미지, 에너지, 스
토리 등을 담은 총체적 사운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으며 전통 클래식, 대중음악은 물론 무용수
의 움직임에서 발생되는 소리나 목소리 그리고 대사 등 표현 가능한 모든 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
였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무용음악의 실험적 사례로 ①‘고요함’, ‘묵언’, ‘침묵’ 등 신체 움직임에 관객
을 몰입시키기 위한 사일런스 사운드, ②무용수의 대사, 읊조림 등의 언어, ③긴장, 갈등, 충동, 본능
등의 내용과 결합하여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노이즈, ④무용작품에 공간감을 표현해주는 스페이스
사운드, ⑤디지털 워크스테이션을 활용한 컴퓨터 음악 제작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볼수 있어 현시대에
서 사용하는 무용음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된 연구라 사료된다.

본 논문을 통해 무용음악이 무용의 하위 장르가 아닌 무용과 같이 예술의 한 장르인 음악이 무용
과 결합하여 또 다른 하나의 예술이라는 점과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무용과 음악이 항상 함께 결
합하는 모습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무용음악의 가치와 가능성을 탐색
한 본 논문을 읽고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질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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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무용은 인간의 신체를 이용한 움직임과 음악이 결합된 예술이며 무용에 사용되는 무용음
악은 타장르의 음악과는 다르게 무용수의 움직임과 무용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와 지식 그리고 음악가의 철학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창작된 무용음악
은 무용작품을 더 빛나게 해주며, 무용작품의 전달력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무용작품과 무용음
악이 안무가와 음악가 서로의 철학을 충돌 없이 담기 위해 각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요인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 2. 최근 발현된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공연예술계의 타격이 큽니다. 공
연장에서 관람해야 전달력과 감동이 있는 무용의 경우 실시간 영상 중계 혹은 영상 촬영 후 영상배포
와 같은 방법으로 무용작품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영상으로 무용공
연을 접하게 될 경우,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 때론 적막감을 체감할 수 없게 되며 무용수의 육
성은 영상을 통해 스피커로 듣게 됩니다. 이처럼 최근 변모하고 있는 무용공연에서 관객이 생동감 있
는 무용음악을 접하기 위해 음악가 입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연구
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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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질의문 ③

무용음악의 가치 및 가능성

질문자 : 심경은(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과 겸임교수)
김은수 교수님께서는 「무용음악의 가치 및 가능성」에 대해 무용의 관점에서 음악을 재조명해 주
셨습니다. 발제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제자께서 주시는 답변이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1. 무용과 음악의 절대적 공존관계
발제자께서는 무용을 소리와 움직임의 결합으로 규정하였고 존재하는 모든 소리, 특별히, 사일런
스, 언어, 노이즈, 스페이스 사운드 등과 같은 현대 아티스트들의 실험적 작업과 그들의 철학을 전제
로 하여 무용음악의 확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산업혁명과 1,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사회의 급
격한 변화로 인한 보편적 가치의 전복과 이에 따른 예술적 저항,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가치에 대한 비
판적 수용이 20세기를 가로질러 무용과 음악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처럼 무용음악의 새로운 가치는 사회적 배경 안에서 창출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무용
과 음악의 근원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발표원문에서 ‘소리 없는 음악이 있다’로써 무
음악의 개념을 ‘무용수의 움직임에서 들리는 소리, 보이는 리듬’이라는 청각적, 시각적 메타포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무용에서 음악적 요소를 읽을 수 있듯이 거꾸로 음악에서 무용적 어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무용과 음악 표현의 중의성에 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제자
께서는 무용과 음악의 근원적인 관계를 절대적 공존관계로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
용과 음악의 절대적 공존관계는 어떠한 구조로써 형성되어 있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무용과 음악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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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무용음악, 교육적 통합으로의 가능성
발제자께서는 무용을 활용한 음악교육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특별히 무용음악의 내용적 가치가
음악적 표현력을 증대시키고 무용반주법에서의 스킬은 음악학적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적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마주해 있는 무용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음악과 결합
된 교육법이 존재할 것입니다. 유럽의 무용교육은 무용과 음악이 통합된 형태의 교육으로서 무용과
와 음악과의 일부 교과목이 병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파리국립고등무용음악학
교-CNSMDP(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발레수업에서는 음악과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선발된 학생이 일정기간 동안 피아노 반주를 담당했었
습니다. 이론수업이었던 음악연구 과목에서는 두 과의 학생들이 함께 악보를 분석하여 간단한 제스
처에서 복잡한 동작까지 창작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크댄스 수업에서는 퍼이예
(Feuillet)식

무보를 기반으로 바로크 시대의 무용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그에 알맞는 음악 연주법을 연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용교육과 음악교육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발제자께서 언급하신 ‘무용과 음
악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유사장르’ 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갑합니다. 제 질문은 발제문에 시사
된 무용음악의 교육적 가능성을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그 교육적 지향점으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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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질의문 ④

포스트 코로나시대,
적극적 향유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나아갈 길

질문자 : 신희흥(전주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외래교수)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예술교육현장은 무기한 연기, 전면취소 등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송출, 영상제작, 키트, 체
험 등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의 실현 가능성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
로에게 묻고, 고민하는 과정 등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더 가까이 자신의 삶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질문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사례처럼 비대면 방식의 무용교육 콘
텐츠를 준비하는 교육자들이 많은데 감각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용교
육자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다가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주셨는데 온라인상으로도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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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질의문 ④

포스트 코로나시대 ,
적극적 향유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나아갈 길

질문자 : 이용희(춘천교육대학교 초등무용교육과 외래교수)
논평 및 토론의 즐거움은 연구자의 사유와 공력이 참신한 문장으로 드러난 논문을 가장 먼저 들여
다 볼 수 있다는 특권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발표자가 범위를 폭넓게 다루다 보니 세세한 부분에서 한
마디라도 말할 부분이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평자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문화예술교육분야에서
언제나 고군분투하는 필자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평자의 작은 글이 노고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소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닝(learning)을 ‘획득하는 학습’이라 하는 관점에서 언러닝(unlearning)이 언급
된 듯하다. 그리고 하나의 특정한 목표의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 ‘러닝’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고, 그
과정을 목표설정, 과정(방식), 결과(또 다른 교육결과의 획득)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언러닝’도 이와 같은
설정에 해당할 것이다. 목표설정과 그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버리며, 혹은 탈피하여 전혀 예상치 못
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Ⅲ-1, 언러닝으로 뉴타입의 교육자의 역할 인식에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생각의 프레임을 깨고, 다르게 바라보고, 내가 바뀌는 언러닝으로부
터 시작해야 한다”는 언급은 Ⅲ-2,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을 담은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컨텐츠)의
탐구에서 “단순히 대면 상황에서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지 못하는 상
황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각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그 맥락을 같이 하나, 이어진 “기존의 교육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동시에”와 “삶과 예술철학을 나눌 수 있는 상호교류 가능한 온라인교육을 고민하며”의 언급은 어울리
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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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획득 과정으로서 언급된 것, 즉 Ⅲ-3,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IT 인프라 구축에서 말한 온라인
의 접근성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충족을 위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과 Ⅲ-4, 문화민주주의
를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서 말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공론이 행정, 정책에 전달되고 반
영되어야 진정한 문화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관점은 공감이 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문화예
술의 향유주체 즉 감성주체들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아이돌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
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부모에게 설득해가며 정한 방향성이고, 또한 실체적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발성의 근간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 이유들에 대한 분석이 우선 되
어야 한다. 예술은 인간이 감성의 주체라는 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사족이지만 온라인이 반드시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아이는 둘인데 집
에 컴퓨터가 한 대 밖에 없는 계층은 이마저도 불편하고, 화상을 통해 집안의 형편이 드러나기를 바라
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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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공공재로서의 영화
정재형(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Films as public goods
Jung, Jae-hyung · Dongguk University

Films that were products of entertainment began to emerge as public goods as a demand of the
times. In the 1930s, Dewey attempted to enhance student autonomy and creativity by proposing alternative education. In the 1980s, Gardner established self-directed learning and problem-solving-based
learning through the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The De-schooling Society Theory of the 1970s
argued that education must break away from the fence of school and from national plans and the Expanded Cinema Theory foretold the convergence directions of media. The Third Wave of the 1980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osumers and the image of a future knowledge industry society interpreted
by Entropy Theory was revealed.
The digital revolution of the 1990s led to dreams of a society in which media dominates everyday
life and Consilience Theory hopes that the paradigm of all perceptions will change with convergence
thinking, imagination, and creativity. Media changes of the 2000s include remediation and the language
of new media. Complex media tendencies are shown as unique forms of media change into different
forms of media. Ignorant teachers and a liberated audience are concepts in which the roles of teachers
and students in the traditional sense are completely inverted. Humans in a post-human era must assert
that they are humans themselves and it is officially time for explorations to be made of humans, humanity, human liberation, and liberal humans, which have been subjects of exploration for philosophers.
Modern industrial society is a knowledge industry and it is an era of data followers who worship the
digital and information like they are go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aw machines transcend
human abilities, and humans seek freedom and equality within comfortable civilizations. Facing the
age of COVID-19 in 2019, humans strive for better human values. The pandemic is accelera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ater-based film industries have broken down and instead, OTT and
network cinema have appeared. Films have now converted to concepts of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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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듀이의 대안교육과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Dewey, J.는 『경험으로서의 예술 Art as Experience』에서 고대의 예술교육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
을 했다. 고대에는 예술이 일상의 삶과 유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은 먹
을 걸 담는 식기의 용도로 제작했고 아름다운 건 보관하기도 했다. 이 두 가지 용도가 하나의 제작 동기
에서 비롯된다. 도자기를 필요에 따라 아름답게 제작했을 뿐이다. 미술관 전시용 도자기, 가정에서 쓸
도자기,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제작한 게 아니다. 예술가의 지위가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초월적인 위치
에 이른 것은 근대 이후라고 본다. 국가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만들면서 그 안에 들어갈 예술품을 소장
하려니까 예술가의 지위가 필요했던 거다. 그 계기가 본격적으로 예술가와 일반인을 구분하게 된 구체
적 시기란 것이다.
듀이는 일반 시민이 예술을 향유해야 하는 근거를 역사적으로 추적했다. 예술가와 일반 시민이 구별
되지 않았던 고대의 시기를 중요하게 다시 소환한다. 실용과 예술적 가치를 동등하게 생각했던 기원론
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는다. 또한 미적 경험에 대해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미를 경험하는 것
은 인지적인 면에서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키는 차원의 깨달음이라고 보았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시
켰던 근대산업사회의 특성들은 일상경험과 미적 경험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
으며 그러한 미적 경험과 일상적 삶의 긴밀한 관련을 회복하는 것이 현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듀이(박홍철
역,2016: 31-33)는

말한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세상에서 진정 중요하게 부각되는 가치는 생명의 소중함이

며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쁨이다.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 중 중요한 건 살아있
다는 생존성과 활동에 대한 보람을 나누는 것이다. 문화예술이 공동체의 삶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개개인의 삶속에서 정초할 것인지 자문해야 하는 시기이다.
듀이 이후에도 교육계에서는 Gardner, H.의 다중지능이론이 개발되어 교육에 적용되고 있다. 전통
적인 지능이 아이큐 테스트와 같은 검사로 측정하는 반면, 개개인의 다중지능측정은 문제해결 양식을 통
해 측정된다. 모든 사람의 지능이 타고난 것이라는 견해에 비해 모든 사람의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논리와 언어능력만을 주로 학습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그 외에도 자연탐구, 음악, 자기이해, 공간지능,
신체운동, 대인지능 등을 합쳐 8가지의 다양한 지능을 계발시킨다. 전통적인 교실에서 교사는 똑같은 학
습자료를 모든 학생에서 가르쳤으나 다중지능이론은 학습자 개개인의 인지적 강점과 약점에 따라 다르
게 가르치고 다르게 평가한다. 전통적인 교실에서 교사들은 주제를 가르치거나 교과를 가르친다. 반면
다중지능이론에서는 생활에서 처한 쟁점들을 갖고 교과학습을 재구성하여 학습자들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이원희 외, 2010: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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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0년대 탈학교사회이론과 확장 영화론
Illich, I.는 교육이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가치관에 종속된 국가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학생들의 인
성을 계발하는 목적을 벗어나 제도권에 진입하는 통과의례로서 작용한다고 비판한다. 학교가 사회에 진
입하는 자격증이 되고 제도권학교 교육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구분하여 받지 못한 자를 사회낙오
자로 낙인찍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았다.
이반 일리치는 1970년에 이미 새로운 교육방식의 미래를 예견한 바 있다. “새로운 교육제도의 계획
이 반드시 교장이나 총장의 행정적 목표, 또는 전문 교육자의 수업목표 또는 가설적 계급에 속하는 국
민의 학습목표와 함께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가 아니라 ‘공부하
는 사람은 공부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사물과 사람들을 접촉하기 원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해야 한
다”(Illich, I., 박홍규 역, 2009:155-156)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학교를 폐지하고 공동체를 통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가지 접근법을 제시했다. 1. 교육적 목적을 위한 참고서비스. 도서관, 실험실, 박물관,
극장 등 모든 사회 공공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학습한다. 2. 기능교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봉
사하기 위해 등록하고 서로 기능을 교환한다. 3. 동료연결. 친구나 선후배와 더불어 질의 응답하는(요즘
떠오르는 하부르타 수업)

방식.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다. 4. 넓은 의미의 교육자. 부모를 포함한 전문 교육자를

말한다. 학교교사가 사라지면 대신 독립교육자라는 직업이 발생한다. 그 안에는 부모도 포함된다. 만약
에 학생이 이웃 중국인으로부터 회화를 배우고자 한다면, 교육자는 그 능력을 판단하여 그에 적합한 교
과서와 방법을 선택해주는 기능을 한다(이원희 외, 2010: 52-3).
이반 일리치가 제안하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다음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 1. 공부하기를 원하는 모두
에게 그 나이에 상관없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누고자 원
하는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줘야 한다. 3. 공공에게 문제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이원희 외, 2010: 153). 최근 원격학습이 각광을 받고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이 방식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다.
미래 교육은 주입식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삶의 체험현장과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전환되고 있
다. 테일러가 개발한 공장 작업능률을 위한 50분 작업 10분 휴식방식의 집체교육을 그대로 학교에 적용
한 근대 제도권 교실학습은 이제 코로나를 통해 사라지려 하고 있다. 일리치가 예언한 대로 학교는 사멸
되고 있다. 그걸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이 적용되는 시점이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자
들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교육계의 탈학교화에 버금가는 영화계의 탈영화화는 확장영화(expanded

cinema)에서

찾아진다.

Youngblood, G.는 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아방가르드 영화운동을 정리했다
(Gene Youngblood, , 1970).

1895년 탄생한 영화(Cinématograph)는 60년대에 와서 더 이상 영화고유성으로

서의 매체성을 상실한다. 영화고유성이라 함은 극장, 영사기, 스크린(재현), 관객이라는 4개의 고정적 요
소를 말한다. 플럭서스fluxus그룹에서 당시 백남준이 실험한 새로운 영화는 아무 것도 찍히지 않은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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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자신의 몸 위에 투사한 퍼포먼스였다. 《영화를 위한 선禪 Zen for Film, 1964》이란 작품은 ‘살
아있는 영화’, ‘삶의 영화’, ‘실황 영화’라는 뜻의 ‘어 리빙 무비 a living movie’라 이름 붙였다(Roy Arms,
1976: 11).

그 말은 기존의 영화가 ‘죽은 영화’, ‘삶에서 벗어난 영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영화’라

는 의미를 반증한다. 진정한 영화를 추구하기 위해 현재의 관습적인 영화에서 벗어나야 했다. 영화는 더
이상 극장, 영사기, 스크린, 관객이라는 고정성이 아닌 다른
ˆ 매체와의 복합, 융합 매체적 성격으로 변화
된다. 미디어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미디어와 미디어간의 경계 뿐 아니라 삶과
미디어와의 경계마저 허물어졌다. 백남준, 요셉 보이스 등이 추구한 대표적인 화두가 일상이 곧 예술이
라는 명제였다. 요셉 보이스는 특히 본인이 하는 강의 활동이나 베를린 시에 나무를 심는 행위 조차 예술
이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진 영블러드는 영화의 변화를 영화의 확장으로 설명한다. 영화는 관습적 틀의 고정성에서 벗어나 확
장되었고 여전히 영화라는 이름을 유지하였다. 확장영화의 성격은 크게 몇 가지로 규정되었다. 양식의
복합성, 우주적 의식의 고양, 디지털영화, 텔레비전과의 공유(지금의 OTT 방식), 복합/융합매체성, 홀로그
램(지금의 3차원 VR/AR/MR) 등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갖는 확장영화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기
술적 양식과 거의 유사하며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백남준은 확실히 미래를 내다본 선구자
임에 분명하다.

3. 1980년대 제3의 물결과 엔트로피
1980년 두 명의 미래학자 Toffler, A.와 Rifkin, J.은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저서를 동시에 출간
했다.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1980)과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가 그것이다.
토플러는 산업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선언했다. 공장식 대량생산구조를 통한 산업의 형태가 점
차 와해되고 새로운 산업, 즉 지식산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형태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설명되는 게 아니다.
“제 3의 물결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 탈대중화 매체의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새로운 ‘정보
영역’이 새 ‘기술영역’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 ‘정보영역’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 두
뇌 속의 영역까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변화들이 일체가 되어 우리의 세
계에 관한 인식능력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Toffler, A., 1994, 원창엽 역, 2002:193).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의 변화는 인간의 의식과 사회의 관행도 변화시켰다. 토플러는 제3의 물결
시대의 핵심 의식구조로서 개인화, 정보화를 중시하였다. 그가 주장한 핵심개념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인
프로슈머prosumer, 즉 생산소비자의 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활동으로서 미래 경제의 주요 원동
력이 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디지털 도구로 인해 최소한의 기술만 가지고도 자신만의 영화, 텔레비전 쇼, 앨범, 책, 라디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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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 수 있다. 자신만의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 내는 일이 갑자기 무척 쉽고 저렴한 일이 되었다...
앞으로 이런 엔터테인먼트는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Toffler, A., 김중웅 역, 2006:257)
2020년 현재 다양한 수익을 내는 유튜버의 활동은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증거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리프킨은 ‘엔트로피’로 설명한다. 엔트로피 법칙은 열역학 제 2법칙이
다. 물질과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바뀐다.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서 사용 할 수 없는 형태로, 혹은 질서
가 있는 상태에서 질서가 없는 상태로 변한다. 17세기 뉴튼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현존하는 세계관으
로의 변화는 엔트로피로 설명된다. 시간, 공간, 물질적 상태의 변화는 정신적 진보를 결정한다(Rifkin, J.,
김명자, 김건 역, 1995: 14-18).

리프킨은 엔트로피법칙에 의해 산업시대를 끝내고 도래하는 물질적 미래를 협업시대로 규정하면서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이라 전망한다:
“산업시대가 규율과 근면한 노동, 권위의 하향식 흐름, 금융자본의 중요성, 시장의 작용, 소유권 관계
를 중시했다면 협업시대는 창의적인 놀이와 피어투피어 상호작용, 사회적 자본, 개방형 공유체 참여, 글
로벌 네트워크 접속 등을 보다 중시한다”(Rifkin, J., 안진환 역, 2012:372).

4. 1990년대 디지털혁명과 통섭이론
1990년대 들어와 디지털 문명은 가속화되기 시작한다. MIT 대학의 연구소 미디어랩Media Lab은
디지털을 통해 미디어를 융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소였다. 연구소장 Negroponte, N.는 저서 『디지털
이다 Being Digital』(1995)를 통해 디지털세계가 현실화되었음을 입증하였다. 디지털의 특징은 다양한
매체를 통합시키고 융합시키는 성격이다. 70년대부터 실험했던 미디어 융합은 90년대 들어와 디지털 기
술의 발달로 인해 본격화된다.
미디어의 복합, 혹은 융합실험은 사회 전 부문의 통섭(consilience)으로 이론화된다. 생물학자였지만
전 학문의 통섭을 주장한 Wilson, E.은 통섭의 세계관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다. 그는 “지금 우리
는 통섭을 시험해 보는 일을 가장 위대한 지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시대, 즉 종합(synthesis)의 새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Wilson, E., 최재천, 장대익 역, 2009:44)고 통섭의 세계를 정의한다. 그는 이미 18세기
근대 이후 통섭은 시작됐고 21세기 현대야 말로 더 이상 통섭의 세계를 늦출수 없음을 역설한다. 인류의
역사를 통섭의 관점에서 진화론적으로 서술하며 그건 단순히 학문을 결합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 뭔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Wilson, E., 최재천,
장대익 역, 2009:37)는

‘인간의 고귀함과 구원’에 대한 인간학적 진화론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그는 학문의 융합을 다음과 같은 예제로 설명한다: 환경정책, 사회과학, 윤리학, 생물학, 이렇게 네
학문이 있을 때 이들 학문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현실에 환경문제가 있다고 보자. 그 인
식은 견고한 기초를 가진 정책을 필요로 한다.(정책의 필요성). 그 정책은 도덕적 추론에 근거하여 해결책을
78

선택하게 되고(윤리학), 그 추론의 생물학적 기초에 관한 탐구(생물학)와 생물, 환경, 역사의 산물로서 사회
제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사회과학), 다시 환경 정책으로 되돌아가서 모든 뷴석과 종합, 해결책
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윌슨을 예를 든다(Rifkin, J., 김명자, 김건, 역, 1995:41-2).
윌슨은 “세계가 정말로 지식의 통섭을 장려하게끔 작동한다면 나는 문화의 영역도 결국에는 과학, 즉
자연과학과 인문학 특히 창조적 예술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는다”(Wilson, E., 최재천, 장대익 역, 2009:45)면서
예술과 다른 학문과의 통섭 역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듀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공통
적으로 예술적 영감을 가지고 있다. 이 예술적 영감은 인간 본성의 분수에서 솟구쳐 올라온다... 창조성
은 절대적으로 인본주의적(humanistic)이다”(Wilson, E., 최재천, 장대익 역, 2009:369)라고 말한다. 이 말은 전
통예술이 지향하던 방식과는 다른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상상력과 창조성의 원천을
계발하는 것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예술고유의 측면에서 발전시키기 보
다는 인간 보편의 차원에서 다른 학문들과의 통섭 구조 속에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5. 2000년대 미디어의 변화: 재매개와 뉴 미디어의 언어
한 미디어를 다른 미디어에서 다른 미디어로 표상하는 것을 재매개(remediation)라 부른다(Bolter, J.,
Grusin, R., 이재현 역, 2006:52).

2000년대 들어와 미디어변화의 속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이 재매개 이

론이다. 하나의 고유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로 변화되면서 모든 미디어는 나름대로 복합미디어인 셈이
다. 고대에 최초로 하나의 형태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를 생산해내
어 미디어 세계를 구축한다. 영화라는 미디어는 탄생 초기부터 제 7예술 등으로 불리면서 복합예술의 성
격을 갖고 출현했다. 하지만 그 복합매체인 영화마저도 100년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유사 미디어를 탄
생 시켰다. 대표적으로 1950년대의 TV다. 이어 1980년대의 비디오, 1990년대의 뮤직 비디오, 광고영
상물, 2000년대의 컴퓨터 영상,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웹드라마, 유튜브 컨텐츠 등 다양한 영상물들
이 1895년 탄생한 순수한 영화로부터 파생된 영상물들이다. 서사 혹은 비서사형태의 이러한 영상물들
은 영화적 기원을 갖으며 초기의 순수한 형태인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서사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고
전 영상물로 귀속된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서로 다른 매체이며 미디어의 다양한 재매개 현상을 반영하
는 사례일 뿐이다.
재매개는 단지 미디어의 물질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고 정신적 의미를 두고 있다. 재매개란 말은 원래
부진한 학생을 끌어올리거나 환경공학자가 훼손된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원래 라
틴어 remederi 라는 말은 치료하고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는 말뜻에서 유래한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텔
레비전으로, 텔레비전에서 인터렉티브(상호작용) 디지털 텔레비전이 된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시청자
를 동기화하고 해방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전자메일은 과거의 아날로그 우편보다 더 편리하고 믿을만
하다.”(Bolter, J., Grusin, R., 이재현 역, 2006:71) 매주 댓글을 보면서 방향을 정해가는 하이퍼텍스트 소설은
단행본을 읽는 것에 비해 훨씬 상호작용적이다. 선행 미디어를 개선함으로써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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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개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세상을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재매개는 개혁이다.
재매개와 더불어 미디어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특징은 한 미디어가 올드 미디어로 남으면서 뉴 미디
어가 탄생하고 지속된다는 것이다. 영화의 종말은 본격적으로 2000년대 담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Manovich, L.의 ‘뉴 미디어(New Media)론’이다. 70년대 들어와 영화 미
디어는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종말을 대체하고 연속시켰다. 하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 확장영화, 백남준
의 작업은 실험영화 혹은 전위영화의 한 형태로 인식될 정도로 사회의 맨 앞에 서만 존재했다. 그러던 것
이 2000년대에 들어와 대중의 삶속에 깊숙이 자리하면서 지배적인 미디어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극장
에서 영화를 보는 것 보다 컴퓨터를 통해 영화를 보거나 영화 유사한 많은 영상들을 접하게 되는 일상이
전개된 것이다. 극장 보다는 인터페이스나 네트워크를 더 친숙하게 접하는 시대에 영화는 올드 미디어의
위치로 전락했고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한 정보전달이 뉴 미디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마노비치는 뉴 미디어의 언어를 근대 시각체계 문화의 역사적 맥락안에서 분석하면서, 웹사이트,
가상 세계, 가상 현실, 멀티 미디어, 컴퓨터게임, 인터렉티브 설치작품, 컴퓨터 애니메이션, 디지털 비디오,
영화와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같은 뉴 미디어의 모든 영역들을 살펴본다(Manovich, L., 서정신 역, 2004:
48).

6. 무지한 스승과 해방된 관객
Rancière, J.는 『무지한 스승 Le Maître ignorant』에서 가르치지 않았어도 학생들 스스로 지식을 습
득한 사례를 소개한다. 종래의 생각으로라면 스승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학생들에게 자기 지식을 전수
하고 학생들이 그 수준에 도달할 만큼 훈련시키는 것이었다(Rancière, J., 양창렬 역, 2008: 13). 랑시에르는 자
코토 선생의 예화를 소개하며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위해 기초적인 지식만을 가르친 후 더 이상 가르치
지 않았어도 꾸준한 반복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많은 지식을 정확히 습득한 사례를 소개한다. 그 사례는
인간의 학습이 스승의 훈육에 의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학습 동기와 노력에 의해 성취
되는 것임을 알게 한다.
랑시에르가 말하는 교육론은 학생이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존재라는 것이며, 예술을 통해 그러한 교
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그가 말하는 무지한 스승은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스승의
지식 독점권과 우월권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항상 열등감을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후퇴하는 결
론을 갖는 폐단에 대한 반어법적 표현이다. 스승은 학생에 비해 항상 많이 알아야 한다든가, 학생은 결
코 선생을 따라갈 수 없으므로 끝없이 배울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절망감은 ‘유식한 스승’으로부터 발
생한 생각이다.
하지만 무지한 스승이란 지금 시대에 요청되는 바람직한 교육자 상이다. 코로나 시대에 스승이란 과
연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승은 무슨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해 지금처럼 진지
하게 답을 찿아가는 시기도 없을 것이다. 랑시에르는 “스승이란 구하는 자가 그의 길을 계속 가도록 유지
80

하는 자이다. 그 길에서 구하는 자는 혼자 구해야 하며 구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Rancière, J., 양창렬
역, 2008:72)고

말한다. 토플러나 리프킨이 산업의 변화측면에서 말한 개인화, 소비자의 주권적 의미는 인

문학적으로 개인주체의 능동성이다. 랑시에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학생과 무지한 스승에 이어 연
극에서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능동적인 관객을 제안한다.
“무대와 객석의 분리는 지양해야 할 하나의 상태이다. 이 외부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 관
객을 무대 위로 올리고 퍼포머가 객석으로 가기, 무대와 객석의 차이를 제거하기, 퍼포먼스를 다른 장
소로 옮기기, 길거리, 도시, 삶의 획득을 퍼포먼스와 동일시하기- 이야말로 퍼포먼스의 목적 자체이
다”(Rancière, J., 양창렬 역, 2016:27)
AI가 지배하는 시대에 인간의 주체는 새롭게 정의된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
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선사했으나, 랑시에르는 지금의 시대에 맞는 어구로 바꾼다. ‘나는 인간이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가 그의 새로운 명제이다(Rancière, J., 양창렬 역, 2008:77). 지금 AI의 시대에 존재한다는 우월
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포스트휴먼시대 인간은 스스로 인간임을 내세워야 하고 본격적으로 철학자들
의 탐구대상이었던 인간과 인간다움, 인간의 해방, 자유로운 인간을 탐구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랑
시에르의 사유는 그러한 인간학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알려준다. 문화예술 교육은 미래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과도기에 도달했음이 분명하다. 모든 개념들은 기원으로 돌아가 재정의되고 그 실천들이 재적용
될 시기다. 지금 이 중요한 변혁기에 문화예술교육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7. 데이터교, 4차산업혁명. 팬데믹. 영화 존재론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데이터교는 우주가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현상이나 실체의 가치는 데이터 처리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Harari, Y., 김명주 역, 2017:503).
데이터를 종교처럼 신봉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영화는 ‘네트워크-시네마Network-Cinema’라
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개된다. 이는 영상 매체에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네트워
크 테크놀로지를 통해 소통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영상 이미지들의 배치물을 가리킨다(이지영, 214: 121).
들뢰즈의 영화 존재론에 의하면 인간의 지각과 구별되는 영화적 지각은 미래 사회에 걸맞는 인간의 사
유방식일 것이다. 기계와 인간을 구별할 수 없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간의 가치는 인간중심주의로서
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가치로서 중요해진다. 인간과 그를 둘러싼 기계적 환경속에서 영화
는 그 기계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영화는 네트워크화된 사회의 일부로서 학장되고 극장의 고립과 폐쇄
성에서 자유로워 진다.
영화 존재론은 영화라는 매체가 인간에게 던져준 마지막 진화의 단계인지 모른다. 영화존재론은 영
화에게 질문을 던지는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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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가보다는 결국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방식으로
물음을 해석하여 대답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영화 존재론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질 수 있
다”(이지영, 2014:128).
영화는 팬데믹을 맞이하여 탈극장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낡은 전통의 산물 극장은 이제 영화계에
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극장이 영화만을 상영하는 공간이 아님을 증명하는 일만 남았다. 아니면 극
장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추방될 지도 모른다. 영화, 극장, 관객의 삼자 중에서 관객과 제작자만 있다면
극장의 미래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그 다양한 포털이 벌써 작동하기 시작했다. 극장이 없
는 영화를 혹자들은 더 이상 영화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제 영화 매체의 본성을 따지는 논쟁 같
은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없어져도 그것에 이의를 제기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레 붕괴되는 흐
름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관객의 주도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성이 지배하는 변
화된 환경 속에서 미디어는 융합적이고 공유적인 방향을 갖는다. “‘관객의 현실적 운동성’은 이전 시
기와의 질적인 변화를 함축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으로의 변화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지영,
2014: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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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의 공공재적 기능·교육적 접근
황정옥(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

Public goods function of dance·educational approach
Hwang, Jeong-ok · Kyungsung University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knowledge have different systems with the generation of network knowledge. Amidst the acceleration of “memory outsourcing” in human history, knowledge education has transferred its functions to the experience of a knowledge structure created and distributed
by networks and not knowledge

(content)

classifications. Dance is located as knowledge generation

education in this world of knowledge. With this background, attempts are made to interpret the accessibility that dance has as a public good and explorations are made into the practice of dance knowledge
education.
The role of contemporary dance, which is communicated through the body as a subject of recognition, has become a life investment that directly participates in dance as a conversion of consciousness
(expansion of the mind) and communicates with participants through structures of dance knowledge. The

structure of dance knowledge, which is connected among and related to participants, possesses a system that organically expands knowledge by itself.
Spaces participating in dance are relational spaces in which connected relationships are established
between people and dance and among people, and because they are generated through the activities
(experiences)

of participants, the judgment and perception of the participating subject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herefore, dance knowledge education must not depend on a particular form of knowledge but must base itself upon background knowledge (sensory material) so that the
universal lives and individually unique lives common to mankind can be recognized through imagination that approaches knowledge systems formed within history and culture and within that, knowledge
can be generated and self-management skills can be awak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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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integration dance and dance literacy in contemporary dance knowledge education generates
knowledge as imaginative learning that connects with other things from the spirit of mankind in the
form of culture and history as public goods through the discovery, inference, and imagination of knowledge generation origins. Dance literacy, which makes it possible to reason and infer from that which
already existed, makes reading the world in various relationships possible and arts integration dance,
which expands the scope of multidisciplinary thinking through various sensory data (shapes), amplifies
the possibilities of self-expression. This signifies that it can be a container that moves-generates and
distributes’ dance knowledge structures as dance knowledge educ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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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식의 생산과 소비는 네트워크 지식의 발생으로 그 체제를 달리하고 있으며 ‘기억의 외주화’1)가 일
상화되면서 지식교육은 지식(내용)의 분류가 아닌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되고 유통되는 지식 구조의 체험
으로 이양되었다. 오늘날 “인터넷 공간은 정보재(information goods)로 이루어진 공간이다”(윤지영, 2016:82).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공유되는 네트워크 공간인 것이다. “지식은 저절로 공유되
는 것이 아니므로 지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가공되어야 공유될 수 있으며 결국 지식의 역할은 지식 자체
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최항성, 2018:328, 전경란, 2014:449 재인용)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접근성은 가상의 공간에 그리고 일상의 공간에서 연결되고 누적되
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접근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하나의 발신자와 다수의 수신자로 맺
어왔던 지식 전달 방식의 변화는 지식 생산과 소비의 체제를 바꾸기 시작했으며 지식 체계에서 무용 또
한 지식 생성 교육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공공재로서의 무용이 지니는 접근성을 교
육 실천 방식으로 해석하고 무용 지식교육의 실천에 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Ⅱ. 무용의 공공재적 기능
무용이 예술로서의 공공재로 그리고 교육으로서의 공공재로 접근성을 포섭한다면 경험하지 않고서
는 그 가치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경험재(experience goods)로,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과 가치재
(merit goods)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는 체제가 무용(교육)이 되며 이는 곧 제도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재로서의 예술의 가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으로, 커뮤니티댄스 실천
활동으로 한국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었으며 전 생애, 전 사회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문화정책으로서의
함의는 문화 권리(cultural right)와 맞닿아 있으며 공공재로서의 재화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확고히 뿌리내
리고 있다. 아울러 경험과 지식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공공재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특정 시기 인류 역사에서의 교육과 지식은 배재성을 띄었으나 그 경계가 흐려진 것은 인쇄 기술의
발달과 계급과 부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할 무렵 등장한 공교육 이후이며 네트워크 지식에 의한 지식
생산과 소비 패턴의 변화도 영향을 끼쳤다.
새로운 지식 인프라로서 네트워크는 다양한 다수를 연결하며, 이용자들이 저마다 생성한 정보가 지속적으
로 누적될 뿐만 아니라, 무한대로 지식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작과 끝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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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msey, A.(2016)의 용어. “소크라테스는 기억을 파피루스(또는 컴퓨터 칩)에 외주화하는 것이 지혜를 잃게 한다고 했지만, 외부 기
억 체계가 종으로서의 우리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과녁을 완전히 빗나갔다. 만일 우리가 정신을 물질로 옮기지 않았다면 우
리의 생물학적 기억은 작은 규모로 영원히 현재에 묶여 있었을 테고 죽을 때 거의 남는 게 없었을 것이다....소크라테스가 우려했던 것
과 반대로, 우리는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장치가 넘쳐나는 문화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 기억해 주는 내구성 좋은 매체와 다세대적 기관
들에 의존해 이제까지 충분히 잘 해 왔다.”

없는 하이퍼텍스트 구조는 마치 뿌리줄기(rhizome)처럼 연결되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떤 경
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한하게 분지되는 복수의 텍스트를 접하는 가능성이 생긴다(전경란, 2014:445).

무용 또한 컨테이너로 옮겨지는 콘텐츠로 네트워크 공간에서 살아 숨 쉬는 유기체로 유통되고 있다.
생성된 콘텐츠로서의 무용은 어느 순간 동시 다발적으로 퍼져나가고 형태나 형식은 또 다른 것들과 연결
되어 유통된다. 지식은 인식되는 다양한 정보가 갖는 값과 가치에 따라 재편되고 구성되는 것으로 이때
는 사회적 요구에 밀접하게 반응한다.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에 의해 (자발적)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개념을 편집해 가는 위키피디어
wikipedia의 성장은 이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접근성을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전문가에게 집약된 지
식의 권한과 권력이 무력화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지식이 생성되고 유통된다고도 볼 수 있다. 지식과 정보
에 대한 접근성과 그것이 옮겨지고 연결 짓게 되는 네트워크 방식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다. 이는 지식과 경험의 생성 주체가 소수였던 이전 시대와 달리 다수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식문화-대
중 지성-가 형성된 것을 뜻하며 주체적 개인이 어떤 구조로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것인지 지식을 연
결하는 방식에 따라 그 차이가 드러난다. 이렇게 유통되는 네트워크 지식은 개방성, 다의성, 상호텍스트
성, 탈 중심화2) 등을 특징으로 한다.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체제의 변화는 지식이 확장되고 지식이 구조
화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3)
무용교육의 역사에서 무용은 언제나 타 학문과의 접경에서 정립되고 기능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교육에서는 타 학문(교과) 영역에서 표현 활동으로 읽혀오기도 했으며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
으로 구분지어진 목표로, 민속무용, 창작무용 등의 교육 내용 체계로 기능해 온 것이다. 학교교육의 역
사는 산업화의 확대로 과학과 기술이 시대 의식이 되어버린 지점에서 마주한 인간 이해와 맞닿아 있다.
한국 근대교육에서의 교육무용은 유희(창가유희, 행진유희), 체조4) 형태로 존재했으며 신체성은 무용의 주
요한 요소이자 연습과 훈련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시간으로부터 무용교육은 내용으로서의 지식을 습득
하는 결과(훈련)보다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 즉 참여하는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사유가 새로운 의미
(지식)를

생성하는 관계로 변화해 왔다. 지식의 분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환경에서 무용 유형이나 양

식이 아닌 감각, 상징, 소통-관찰, 표현, 공유-의 무용 지식 구조가 지식을 생성하고 확장하는 학습으
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2)

디지털 시대의 지식 체계는 개방성, 목적성, 현재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하이퍼텍스트는 텍스트의 개방성 다의성, 상호텍스트성, 탈 중
심화가 그 특징이 된다고 본다. 전경란(2014: 446-7), “디지털 시대의 네트워크 지식과 지식 생산의 의미에 대한 고찰” 참조.

3)

“타학문에서 제시되어 진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어가 정의로 제시된 학문의 지식구조에서 그 용어를 개념으로 이해하
고, 무용 교수·학습의 Glossary로 재구조화 하는 경로로 무용 개념어로 기록되고 활용한다. 그리고 용어로 재구성된 무용 학습 구조에
서 새로운 무용 지식을 형성하고 그 지식을 다양한 지식 구조의 타 학문 영역에서 각기 다른 효능을 발현하게 된다.” 한혜리(2020b: 10),
“지식 확장 무용교육과 상상력 무용학습의 적합성” 참조.

4)

Mettler, B.는 “무용의 도구는 신체이며 무용이 인지하고 있는 감각은 근육 운동 지각 감각이다...(중략)...비록 무용이 보고 듣는 예술이
라 할지라도 근육 운동 지각 감각을 통해 인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의식이
체육과 무용이 결부되는 토대가 되었다고 본다. 김운미(1998:11), 한국교육무용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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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미디어를 통해 발전한 발레는 엘리트 예술로 취향의 기대와 만족에서 촉발되는 감상과 향유의
차원에서 유통되었으며 무용수는 테크닉 훈련과 연습을 통해 관객의 취향에 기대었고 감상자인 관객은
자율적인 취향을 갖추지 못한 채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환영에 함몰되었다. 20세기 전쟁의 참화와 가속
화되는 산업화 속에서 지역 이데올로기로서 모던댄스, 표현주의 무용은 인간 외양(이미지)의 재현을 통해
인간 내면의 고유한 기능과 시대 윤리, 그리고 종교적, 신화적 가치를 무용으로 알렸다. 시대의 변화는
무용에 접근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바꾸어 놓았으며 체험과 참여, 경험이라는 확장된 양태로 무용이 제도
로, 체제로 관계 맺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이때의 무용가들이 깊이 관여한 “프로이트와 니체는 둘 다
경험을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는 행태를 혁파하려 애썼고, 인생 중심적이고 유의미한 활동으로서 ‘자기
창조’를 강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Watson, P., 2016, 정지인 역, 2016:61). 이처럼 디오니소스적인 진기함을
가장 먼저 실천한 이는 예술가(무용가)들이었다. Darwin, C.의 진화론은 본질주의의 초월적 이야기를 경
험적 이야기로 대체하는 가능성을 암시했으며 이는 Dewey, J.의 진보주의 교육철학으로 습합되었다.
지금 보다 더 나은 상태를 지향하는 진보주의 교육철학자들에게 이러한 교육 신념을 가능토록 한 것은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다.
상상은 인간의 지식과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차원을
향상시키는 일은 교육이라는 체제를 통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현대의 사회 구조에서 부정할 수 없
는 사실이다(한혜리, 2011:34).

180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이르기까지 인식론적으로 정반대로 치닫고 있었던 고등교육5)에서의
무용교육은 1920년대 Colby, G.6)과 H’Doubler, M.7)에 의해 콜럼비아대학과 위스콘신대학에 무용전공
이 만들어지면서 무용교육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새로운 과학의 모범을 따르던, 그리고 자기 소유
와 축적이 가능한 시대적·지역적 환경에서 “20세기 모던댄스의 등장은 인간 운동학과 연결된 현대무용
기법을 교육”(나경아, 2011:32)하는데 전념했다. 이후 학교교육에서는 창작무용으로, 대학교육에서는 모던
댄스로 무용은 개인의 고유한 개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교육되었다. 이때의 무용 지식은 무용이
었으며 물리적 공간에서 소비되었다.
포스트 모던시대-1960, 70년대-에 무용교육은 건강과 여가, 그리고 치료로서의 사회무용과 사회적
참여와 관심(social concern)을 주요 요소로 하는 커뮤니티댄스로 확산되었다. 사회적 만남과 상징 교환으
로서의 사회 무용은 20세기 사회 체제에 맞추어 건강, 교육, 여가, 치료의 목적으로 기능했으며 커뮤니
티댄스 등 사회 예술의 등장은 사회 참여를 위한 예술의 실천주의적 의식을 강화했다. 예술의 형식과 미
5)

“자연과학과 인문학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사회과학은 그 사이에서 찢어졌다고 본다.” Wallerstein, I.(2004), 지식의 불확실성, 196쪽
참조.

6)

Colby, G.의 경우 체육교육에서 놀이처럼 자기표현을 이끄는 자연 무용을 개발했다. 김운미(1998:11), 한국교육무용사, 나경아(2011:
32), 무용교육 참조.

7)

“생물학 전공의 배경을 가진 도불러는 과학적 테두리 안에서 무용교육을 논하고, 대학 내에서 무용교육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였다.”나
경아(2011: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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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질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관계뿐 아니라 무용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로 인간 내면의 감각과 의지를
일깨우는 사회 참여 모델 중 하나로 교육적 접근의 실천을 내딛은 것이다.
커뮤니티댄스는 사회 관여와 참여를 추구함으로써 논쟁에 기반 한 무용의 역할과 형태를 탐색하는데
집중한다. 특정한 유형의 무용을 공동체에 전이하기보다 그들의 참여와 상상에 기능할 수 있는 역할로써
삶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회 무용이 개인의 기대와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면 커뮤니티댄스는 공동체의 번
영과 안녕을 목표로 개인적, 집단적 창의성과 관계를 고찰하며 자아 탐색을 통해 공유하는(되는) 삶의 특
질로 미덕(virtue)을 되새긴다. 그렇기에 커뮤니티댄스에서는 사회적 형평성(equity)으로 무용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자본의 위계로부터 외적인 것(정치적인 것)에 의해 휘둘리기를 거부한 예술가들이 구상한 예술
의 자율성은 역으로 예술의 접근성을 약화시켰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술이 현실 도피나 위장의 도구
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삶의 곁으로 다가가 무용 지식 구조로 실천 감각과 행위를 일깨우고자 한 커뮤니
티댄스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괄8)하는 형평성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이처럼 무용의 접근성은 일상의 세계에서도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다. 무대 위 가상의 이미지였던 무
용은 인간 정신 영역의 확장으로 교육 공간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유통되고 있
다. 인지적 이미지로 창작자가 구상한 역동적인 이미지(상징)는 무용 참여의 공간으로 전환되었고 인간
이해로써 마음을 이해하는 관찰과 표현은 소통과 공유의 의미로 자기 이해와 삶의 목적성을 추구하는 경
로로 현재 삶에 주어졌다. 인식 주체로서의 몸을 통해 소통되는 동시대 무용의 기능과 역할은 특정한 예
술을 통해 자신의 취향을 소비하고 향유하기보다 의식의 전환(정신의 확장)으로 무용에 직접 참여하는 삶
의 투자가 되었으며 이러한 무용교육은 지식 내용으로서의 무용 양식이나 요소보다는 무용 지식 구조로
참여자와 소통하고 있다. 참여자들 간 연결되고 관계 맺는 무용 지식 구조는 그 자체로 유기적으로 지식
을 확장해 가는 체계를 지니게 된 것이다.

Ⅲ. 무용 지식교육 전략
무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선행되는 동시대 무용교육은 내적 동기에 의해 공공재적 성격을 띤
다.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태도에 투자하는 실천적 의지가 빚어낸 무용 참여의 접근성이 따르기 때문이
다. 예술가가 상상한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는 소유(소비)로서의 감상이나 향유-심적 이미지-는 온라
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 참여에 의해 지금의 교육현장에서는 비겨 서게 되었다. 무대 무용으로 누군
가에게 보이기 위한 무용은 일방적인 소통으로 시작하고 맺어진다. 창작자와 감상자의 경계를 지우지 못
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 짓는 것이다. 따라서 무용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없는 사람들
에게 무용은 그저 낯선 세계로서의 감정이 된다. 인간의 정신 확장을 기틀로 추상성을 증폭한 포스트 모
8)

참여 예술인 커뮤니티 아트가 세계 밖으로 드러난 계기는 68혁명이었고 이들의 상상력은 “상징적이고 비 관습적이며 일탈적인 항거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완전한 개인 해방을 위한 토대를 일구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계급, 성별, 인
종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의 정신적, 신체적, 창조적인 모든 능력을 자유로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경제적 억압을 넘어
정치적, 심리적, 문화적 억압을 자각하는데 저항의 강조점을 두었다” 양효실(2015: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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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댄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무용은 일상의 세계에서 멀어지고 특수한 지식을 정립한 것이다. 무용에서의
추상성은 인간의 사유와 감각, 그리고 유추와 상징이 빚어내는 산물이며 실존적 자아가 그려내는 세계에
대한 이미지이다. 형이상학이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했다면 생성철학은 실존의 문제로 우리
에게 초월적 자리로 해방을 안겨주었다. 생生이란 비합리적이고 신비로운 것이기에 이성적 분석보단 체
험만이 가능할 뿐임을 말한다. 진리로서의 지식보다 생성의 지식을 필요로 한 사회가 된 것이다. 직관을
통해 우리는 “지성으로 ‘파악될 수 없는 형태’의 앎을 획득하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의 죽음 이후에
남은 것은 오로지 자아뿐이라는 사실”(Watson, P., 2016, 정지인 역, 2016:168)을 보고 듣게 되었다.
무용 지식교육에서의 체험(학습) 또한 비경쟁적, 비경합성을 전제로 한다. 무용 체험의 공간은 누군가
의 경험이 배제될 이유도 없으며 누구의 경험으로부터 경합하지 않는다. 무용 학습은 자신의 감각을 통
해 지각되는 내용과 느낌, 정서와 반응을 있는 그대로 수용(인식)하고 외연으로 확장(표현-상징)하기 때문
이다. 공동의 관심과 주제를 갖고 같은 공간과 시간에 있지만 그 속에서의 개별적인 시간과 공간을 표현
하는 것이 무용 체험이자 무용 학습이다. 여기에서 각기 달리 표현되는 내용은 사이의 공간에서 연결되
고 또 다른 지식으로 전환된다. 참여자는 하나의 노드node(결절점)가 되어 서로의 경험에 연결되고 많은
관계 유형을 만들어 낸다.
각자의 생각과 상상을 병렬적으로 합쳐서 하나의 작품 즉 무용을 형식화하는 협동 학습은 이미 지난
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참여 경험 안에 있는 누군가의 역사적 배경이나 감각을 배제하거나 훼손하지 않
는 관계에서 소통하는 개별적인 관계의 유기적인 구조가 동시대의 무용 지식교육인 것이다. 보이기 위
한 것도 행하기 위한 것도 아니기에 생성과 공유의 내용을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지만 무용 지식교
육은 다수의 참여자들의 연결에 의한 양방향적인 관계로 소통(유통)된다. 무용에 참여하는 공간은 사람과
무용, 사람과 사람들의 연결 관계가 성립되는 관계적 공간으로 참여자의 활동(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 주체의 판단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
보이기 위한 무용을 소비하고 향유하던 무용 학습은 심리적 반응과 인지, 운동 기술(motor skill)이 강
조되었고 그러한 운동기술은 행위 혹은 과제로서의 기술9)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무용수의 몸으로 표현
하는 움직임의 특질에 가치 평가를 둔 무용에서 무용과 무용수는 그저 평가 대상에 불과했고 그들은 훈
련에 전념했다.
직접 경험(체험)을 통해 감지한 세계(인식)를 표현하는(상징) 무용은 인간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
는 자아 탐색(자아 인식)을 작동시키기 시작했으며 무용에 참여하는 우리는 고유한 개별적 감각으로 학습
의 공간과 자신의 삶에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몸이 한꺼번에 보고 듣는 것, 그리고 내 몸이 ‘세계의 직물 속으로(dans le tissu du monde)’ 짜여
들어가는 것은 사상(事象)을 세계와 결합하여(combiner) 지각하고 의식하는 것이다(이광래, 2020:46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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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관점에서 기술이란 용어의 사용보다 행위(a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행위는 전신이나 사지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목적 지향적 반응으로 간주된다. 하나의 행위에는 여러 가지 동작 또는 동작 유형이 존재한다” 나경아(2011: 49) 참조.

인식한 세계에 대한 이미지(외양)로서의 무용은 지각한 사물과 대상 혹은 사건이나 현상 즉 인류의
역사적 기록과 기억을 여럿의 위치에 놓아보고 관계 맺음으로써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지식의 확장으로
모든 이들에게 접근한다. “무용은 궁극에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므로 무용에서의 이미지는 비판적으
로 사고하고 대화하는 수단이 된다...(중략)...창의성을 콘텐츠로 하는 무용은 일방적 관계 맺기에서의 무
용이 극장 예술인 것에 반해 무용을 광범위한 인간 활동으로 이해하게 한다”(한혜리, 2020a:151). 사유하는
몸으로 소통하는 무용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련의 경험적 지식을 생성하고 연결된 관
계에서 소통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떠한 실존적 존재인지 스스로의 삶을 인식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이 동시대
무용교육의 목표가 되었으며 이는 곧 인간 정신성인 상상과 상징에 의해 구체화된다. 의도된 인식으로
감각 자료와 형상을 통해 내가 보고 느낀 것(지각)을 표현하려는 의지와 관련 맺는 것이 예술에서의 상상
이다. 그렇기에 인간 정신의 기능인 상상의 가능성은 고유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배려할 수 있
는 노력과 태도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예술적 상상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무용 지식교육은 특
정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은 채 배경 지식(감각 자료)을 기반에 두고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지식 체계
에 접근하는 상상력을 통해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삶과 개별적인 고유한 삶을 인식하며 그 속에서 지식
을 생성하고 자기 관리 능력을 일깨운다.
정신 활동으로 구축된 인류의 모습(문화와 역사)은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유추와 추론 혹은 상
징으로 실존하고 있는, 실존해왔던 것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지 그것으로부터 무용 체험은 시작된다.
불확실성이 내포된 시대 사회 환경에서, 지식의 위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점에서 내용과 방법으
로서의 지식 습득은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방적으로 반복 재생산되는 지식 습득과 학습
은 무엇을 식별하고 변별할 수 있을지 우리가 명명하는 사유 체계나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지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이 습득된 지식 구조의 상황과 맥락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되는 시대 환경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공간이며 이곳은 어느 누구도 배재되지 않는다. 지식이 생성되고 공유된 숨은 가정과 의
미를 발견하고 알아낼 수 있는 역량이 동시대의 비판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무용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의미 있는 행위들이 특수한 능력이나 특수 분야의 학문적 지식에 의한
감상이나 비평보다 다원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관계 지어 지는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서 문화읽기,
예술읽기 등의 용어가 생성”(한혜리, 2013:231)되었으며 무용읽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무용 지식교육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창조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전제”(한혜리, 2013:159)로 하는 예술통합무용10)은 자기표
현의 다원적인 시각을 필요로 하는 시대 요청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무용읽기, 예술통합무용 등 어떤
무용 학습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 기저에는 상상력 학습이라는 공통적 요소가 작동한다. 다양한 것11)들을
10) 이때의

통합은 무엇인가를 합치거나 더한다는 의미에서의 통합이 아니며 기계론적 존재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전 시대의 무용
접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11) 물체,

재질, 소리, 음악, 시각적 자료 등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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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으로 표현해 보는 예술통합무용과 역사와 문화의 관계 속에서 무용을 유추12)해보는 무용읽기는 감
각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무용 구조로 접근한다. 이것은 무용을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기
는 것임과 동시에 지식을 생성하는 인지와 감각으로 무용 지식교육이 공유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과
기록을 통한 유추(무용읽기)와 상징(예술통합무용)의 상상의 힘이 무용 지식교육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이다.

Ⅳ. 결론
공공재로서의 문화와 역사라는 인류의 정신으로부터 지식이 생성된 근원을 발견하고 추론하고 상상
하며 다른 무엇과 관련 맺는 무용 지식교육이 무용읽기, 예술통합무용의 접근성이다. 기록(예술 세계)과 기
억(생활 세계)은 사라지지 않을 인간의 모방과 표현의 본능에서 출발한 인지적 이미지로서의 상상 기술에
의해 상징화되고 소통된다. 있어왔던 것으로부터 사유하고 추론하는 무용읽기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세계 읽기를 가능케 해 주며 다양한 감각 자료(형상)를 통해 다원적인 사고의 폭을 넓혀가는 예술통합무
용은 자기표현의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이는 무용 지식 구조를 옮기는-생성하고 유통하는- 컨테이너로
기능한다. 이러한 상상력 학습은 그것이 되어 보는 심적 참여로 체험된다. 한혜리(2020b:11)는 “지식 생성
교육에서의 상상 학습은 관조觀照, 거리두기, 명상의 용어로 학습의 방법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상상 학
습에는 자아 탐구 그리고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되어보기가 필수적인 과정으로 존재한다”고 제시한다.
세계의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말해왔듯이 불확실한 가장자리를 영원히 방황할 것임을 너무도 잘
알지라도 우리는 진실한 것, 선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각각의 이 세 화신-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한다
(Wallerstein, I., 2004, 유희석 역, 2013:185).

‘시간의 화살과 확실성’13)이 사라져 버린 동시대는 내면의 깊이와 사유의 확장을 위해 세계의 관계를
은유하고 재현하며 인류의 역사에서 존재해 왔던 지식과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지식을 생성
하고 소비(다수의 참여)하며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감각 자료를 관찰(탐색)하고 그것이 되어 보는
(상징)

참여(표현-공유)를 통해 우리는 지식 세계와 새로운 지식을 연결 지으며 생성-변화의 순간을 맞이하

고 있는 것이다. 다원화된 시대 사회에서의 문화는 삶의 역사로 기억되며 문화적 대상인 예술의 기록은
삶을 연대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새롭게 조망하는 의식의 확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
성에서 무용 지식교육은 양방향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는 네트워크로 상상 학습을 통해 삶의 전환을 이끌
어 내며 공공재로서의 무용교육은 상상력 학습을 통해 유통(접근성)되고 그 성격이 결정된다.
12) 생성되고

존재해 온 무용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력으로 이 또한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인식을 통해 지식으로 생성된다.

13) 1970년대에

비로소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복잡계 과학과 문화 연구를 의미한다. 문화연구는 문화예술품의 세계에 대한 유효한 보편적
판단을 반영하는 심미적 정전正典, 세대를 거쳐 전수되는 정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정전 개념을 비판
하는 사람들은 심미적 판단이란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한 것이며,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고 사회적 입장들을 반영하고 권력투쟁을 계속
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을 그로써 ‘문화’에 관한 연구를 역사화·상대화 했다.” Wallerstein, I.(2004), 지식의 불확
실성, 1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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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 무용교육의 가치와 실행 전략
김옥희(서울무용교육원 원장)

The value and practice of dance education
in transitional periods of life
Kim, Ok-hee · Seoul Education Dance Institute

To participants in transitional periods of life, the value of dance education is that it allows community members to have interest in, examine, and observe each other while maintaining their individual
uniqueness and it allows them to recognize what they say with their bodies and to understand each other.
In other words, dance began from its own ‘demands of exposure’ and through communication, people
learn to be considerate of each other and have experiences of sympathy, relating to others. Individuals within communities serve as places for communication through which their respectively different
egos can be met and communities do not reveal themselves but are formed with internal intimacy and
privacy. In particular, living bodies coming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and feeling each other through
body heat and breathing can only be experienced in dance, in which the body is the main medium.
If a desire to form relationships with others is a condition given to humans, communication through
body movements and physical contact must be given attention in this age in which there are concerns
regarding communities that are falling apart such as the wavering family. Now, the common problem
of what is to come has become a process in which one’s problems and concerns expand as common
problems through communities to community members. In addition, during transitional periods of
life, the middle-aged come across continuous life challenges and lessons through dance experiences
and they can look into the deep desires they have for their remaining days by placing their tastes and
interests into more serious and profound creations. Therefore, the dance that approached them showed
dance as a physical attitude towards daily life, body movements, and life, dance as an art, and dance
as a life experience, along with a thinking ability possessed as a moral agent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ur society now needs dance education for those in transitional periods of life more than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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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사회는 중년층을 생애전환기로 바라보고 다양한 전환학습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생애전환
기라 함은 신체의 상태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가기에 생애를 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서 만 40세와
만 66세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생애전환기에 선 연령층들에 대해 50+세대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통
해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다양한 모델과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생애전환기에 들어선
50+ 혹은 신중년을 위한 생애 과업과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즉 생애전환기에 선 중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신중년의 우수한 지적능력과 생활
양식, 보편적으로 저하된 신체기능을 반영하여 그들에게 미래를 향한 삶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교육과 체
험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예술은 생애전환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심리적으로 재구성하며 일상의 예
술화를 추구하고, 교육은 학습으로 전환되어 교수자와 참여자의 경계를 넘어 참여자의 경험이 전문성으
로 반영되는 예술 활동으로 참여자의 삶의 질에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타인
과 외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계가 확대되어 과거와 현재를 재구성하고 미래의 관계를 재형성하는
과정으로 전환을 준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교육이 신중년의 행복추구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함의를 갖게 되며, 나아가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짐작해볼 수 있다.
생애전환기를 맞은 중년들은 왜 불안해 하는가? 하는 질문은 살펴보면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안으로부터 전환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해결점은 아
마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적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의 자아를 받아들이며 자기인식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불안으로부터 홀로 서기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눈을 돌려 타인과 세상과 함께 연대하며
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균형과 조화로
움을 추구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갖고 있는 세대로서 실존적인 삶의 예술로서 자기 변용의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다.
중장년층의 예술의 경험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은 무용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집단이 함께 창작 작업
에 참여하면서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려하며 서로 다른 신체와 자율성을 인정하게 된다. 이는 “참여자들은 작품으로 결과물
을 창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과 시간을 나누는 사람들이 행위하고 부딪치는 과
정에 가치를 둔다”(김재리, 2013:45).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이 ‘당사자 주도’, ‘성찰과 인식의 전환’, ‘사회
참여 등의 계기를 무용교육을 통해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정체성의 성찰, 관계의 통합성,
미래에 대한 의미 등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생애전환기에 선 중년들은 사회적으로 고정된 도덕의 눈치를 보며, 거기에 맞춰 수동적으로 혹은 자
학적으로 행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질서와 미’의 원리로 자신을 지배하며 쾌락을 능동적으
로 활용하는 능력과 수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인들이 행했던 삶에 대한 수련에서 보면 그들은
이상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개인의 이성적인 자유 선택이 가지는 의미를 중시하고 자기에 대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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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수정의 부단한 훈련 및 수련을 통해 자기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주체로의 변용을 가지려는 50+ 세대에게 주체적 삶을 향한 진실 된 삶의 방법론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김옥희, 2019:89).
본 연구에서는 생애전환기 중년들의 무용체험을 통해 그것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러한 교육을 위한 실행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무용교육의 공공재로서의 가치
정부는 의료·주거·교육·교통 등 사회적 필수 재화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필수 재화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 곧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공재로 규정한 부문들에
대한 정부개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공재의
범주는 사회적 구성원이 ‘누려야할 권리’에 속하는 분야들이다.
21세기 들어 공공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데, 전통적 개념의 범주인 의료·교육·주거·교통·통신
등에 문화예술을 삶의 필수적 재화로 규정해 공공재의 범주에 넣고 있다. 문화예술이 공공재로 인식되
면서 그 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방식이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공공재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UN)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7조에서 나타났는데, 문화생활을 교육 등과 같이 인간이 소유

해야할 하나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UN 산하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ESCO)도 문화예술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문화보
고서(World Culture Report)>에서 “국가의 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권
의 신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문화예술
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68년 ‘인권으로서의 문화권 회의’에서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사회구성원에게 보장된 노동권, 여가권, 사회보장권 등에 이어 문화권(Cultural Rights)의 개념 도입을 주
장했다. 1970년 베네치아에서 열린 ‘문화정책의 제도,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화
발전이 사회진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문화발전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임영희, 2014:45)고

주장했다.한 사회의 문화예술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다. 우리는 늘 잊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소유해야할 권리다. 이는 문화예술은 사회적, 경제
적, 교육적인 이유로 문화향유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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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육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 또는 가치재(meritgoods)로 분류된다. 공교육의 형태로 제
공되는 초·중등교육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교육서비스이므로 공공재라 볼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
을 투자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치재이기 때문이다(양승실외, 2016:126). 가치재는 소득수준
과 상관없이 사회가 수요로 하는 재화로 교육, 주거, 의료, 문화 등이 있으며 경제적 기능이 가능하지만
바람직한 수준의 거래나 질적 만족도가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
은 경제적 효과성을 논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재이자 동시에 가치재이
며 이러한 조작적 규정을 통해 정부나 지역자치단체 등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개입 및 지원은 초기 단계의 성장과 제공을 위한 수순일 뿐 더 나은 질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민주주의에 뿌리를 둔 국민중심의 참여와 성장 기반의 마련이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은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해야할 교육목표 및 교육 가치
를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모든 이들이 향유하는 공공재로서 문화예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
정에는 그 참여자이자 주체자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용인할만한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예술적 행위를 통해 자기 이해를 얻고
성장한다는 점에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은 만난다. 인간 자신의 존재성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
된 존재성이 현재화되는 과정을 바로 문화예술교육의 본질로 볼 수 있다. 이는 세계와 사회에서 인간이
스스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 역동적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문화로 정의하는 철학적 근
거에 기초한다”(홍은영, 2012:277-309).
무용교육이 공공재로 그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도 살펴보면 무용교육이 각자의 시민들의 삶에 대한
혜택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그 가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시민들의 문화 예술 활
동이 활발한 가운데, 다양한 계층, 지역, 직업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공동체 중심의 예술 활동이 미술이
나 연극, 무용 등의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예술 활동은 예술을 단순
히 미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찾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인간
의 본질적 행위로 해석된다. 즉 삶에 관여한다는 것으로서 삶을 미적으로 인식하고 삶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개인이 관계되어 있는 여러 차원에서 관찰하며 무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생애전환기 중년층의 변화된 환경을 교육적 관점에서 고려하여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문화적 대상과 현
상 등을 지식의 일부 보다는 참여자들의 생활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실제와 학습의 괴리를 방지하는 경로일 것이다”(한정섭 외, 2020: 175). 삶의 문제에 있어 그들의 고유 언어
와 서사에 관심을 두고 미학적으로 풀어나가고자 무용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접근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써 같은 세대의 참여자들이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구성원
과 상호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리는 조화를 추구하도록 이끌고 다양
한 방법과 매체를 사용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
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학습내용 그 자체를 교육하는 것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그 내용을 스
스로 획득해 가는 과정 즉, 미적 탐구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용교육은 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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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다는 학습활동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이는 무용교육이 “무용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닌 무용을 통한 인간교육”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 하는 것에서 공공재적 가치를 볼 수 있다. 참여형
무용교육은 완성된 결과보다 작품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는 바로 과정의 가치를 추구
하는 무용교육의 지향점과 상통한다.
참여자들은 지적 생활 속에서 자신의 습득한 지식에 대한 능동적인 구성자로 성장해야 한다. 주위 환
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스스로 지식을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참여형 무용 프로젝트는 공동체 구성원들
에게 공동체의 관심과 직면한 문제를 반영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
한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과정에 참여하고 해
결방법을 탐구하는 과정은 상호협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와 의견과 갈등의 조정 등을 수반하며 구성원
의 긍정적인 자세를 형성한다. 또한 구성원들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며 나아가 처음 제시된 문
제 밖으로 관심을 확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참여와 소통을 자율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3. 생애전환기 삶의 관여로서 무용교육
푸코는 “삶이 예술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육체와 영혼을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창조의 미학으로서 ‘자
기’란 자신을 배려하며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미적 주체, 즉 제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예술적 주체가
되는 것”(Richard, S. 허정선, 김진엽 역, 2000:197-198)을 말한다. 50+세대는 주어진 윤리적 규범을 맹목적으
로 추종했던 것, 타자들이 세워놓은 가치관에 지배당해왔던 기존의 삶에 대한 반성과 혁파가 필요로 한
다는 점에서 생애전환기의 삶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자기 삶과 외부 세계에 대해 성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
가 있는지를 정립해가게 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아가게 된다. 개인 차원
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야 자기 내부로 시선이 옮겨간다고 한다.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뒤로 미뤄두었기 때문이다. 푸코
는 Platon의『알키비아데스 Alkibiades 』를 통해서 “배려해야 할 ‘자기’란 무엇이며, ‘배려’란 무엇인지
이야기 한다. 자기란 행위 주체로서의‘영혼’이며, 배려란 자기 수련, 자기 점검, 타인의 시선부터 해방,
자기 존중의 모든 행동 양식들을 체화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자기로의 전향, 회귀하기 위해 자
기 자신을 변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기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보면서 진실 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인들의 윤리적 자유의지의 규범은 바로 자기배려의 삶 Poiesis로 표현될 수 있다. 포이에시스는
그리스어로 ‘to make’로 만든다는 뜻이며, 자연에서 포이에시스는 인간과 동물들의 번식이며, 고대 그
리스 도시 속에서는 개인은 덕목과 지식을 섭렵하여 영혼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자
기 포이에시스는 도시국가 속에서 물질적 풍요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향유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로 회
귀하고 철학적 성찰을 통해 영혼을 추구하는 것이다(심세광, 2007:152).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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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가 정립한 주체이론은 윤리적인 신세계를 저마다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현대인의 주체이론일 수
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극적인 목표는 “삶을 예술작품으로 삼는 태도를 통해, 기존의 삶속에서 그
것에 대해 성찰, 반성, 도전하면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삶에 대해 눈뜨는 것이다”(김상운, 2018:79). 이는 자
기에 대한 배려를 통해 다다를 수 있는 다른 삶(monde autre)으로서 개인의 윤리, 즉 삶의 미학을 완성하
는데 있어 ‘윤리’라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기 함양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50+세대에게 독특한 윤
리적 지위를 갖게 한다.
50+세대에게 행복이란? 상대적인 가치를 통해 서로 다른 기준과 선택을 통해 누구나 행복한 자신의
삶을 구가해갈 수 있다는 도전과 용기를 푸코의 주체이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삶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판
단으로부터 불안과 고민에 대한 번민을 비워내고 독선적 주장보다는 다양성의 공존이 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남은 삶에 대한 자기 반성적 태도는 절대적 기준보
다는 자신에 대한 존재감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에 그 의미를 둔다”(김옥희,2019:12).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전과 실천 속에서 윤리적 주체로서 삶의 행복을 바라본
다는 점에서 50+세대의 윤리적 주체로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4. 생애전환기 무용교육 현장 사례
2020년 서울 시민예술대학 창작과정 ‘지금,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프로젝트를 사례로 제시한다.
본 과정은 그동안 중장년층을 위한 춤 인문학이라는 테마로 5년간 진행해왔다. 올 해 코로나19로 어떤
때 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식은 오히려 차분하게 철저한 방역의식으로 위
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진지함을 보였다.
무용은 인간의 존재 의식을 생동감 있게 경험하게 해주는 예술로서 자기 상실의 위기에서 탈출케 하
여 본래의 자기회복을 지향하게 한다. 나아가 춤은 자신의 삶의 연속으로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창작해
가는 과정이 된다. 과거 무용이 주로 예술가에 의해 창작되고 관객은 이를 수용하는 이분법적인 관계를
넘어 예술가에서 시민으로 예술의 주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이처럼 예술가 개인의 사적 영
역에서 이루어지던 예술은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행위하고 소통하며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 즉
공공 영역(public sphere)으로 옮겨가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생애전환기에 들어선 중년들에게 창작은 또 다른 삶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그
동안 삶에 품격을 높이는 깊고 고귀한 예술적 경험으로 자신의 내재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연마하고 수
련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효율적 의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애전환기 참여자들의 창작과정으로
통해 바라 본 무용교육의 가치를 사례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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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관여로서 무용 창작과정>
생애전환기에 선 중장년층들에게 삶과 예술의 관계와 의미를 탐색하는 속에서 생애주기의 재편에 따
른 새로운 세대로서 발견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 주체성에 대한 삶에 대한 고양된 의식이 형성되어
있어 삶의 깊은 울림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진정한 용기” 로서의 무용체험이 가능하였다. 무용 체험 속에
서 경험하는 움직임의 깨달음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성찰하는 기술로서 사회에 가치를 갖는다. 삶의 경
험을 존중하는 과정과 결과로서의 자신만의 춤을 창작하고 나아가 춤을 통해 주체적인 존재로서 중년의
존재 의미를 생성하고 새로운 세계로부터 자신의 삶과 주변의 세계와의 관계읽기가 가능하게 되어 움직
임의 행위적 사고로 삶에서 존재하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윤리적 의식을 형성하며 공공성에 이른다. 따
라서 삶의 전환을 위해 무용은 공동체의 무용으로서 실천 행위에 다다른다. 공동체란 단일한 생각과 단
일한 본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즉 서로 다른 개인이 함께하는 것으로서 절대전능의 힘과 전
적인 현전이 배제된 공간을 의미한다. 본고의 사례 속에서 춤이 이러한 공동체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에 적절함을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시민들에게 창작과정은 자신
을 향한 심오한 안내자(guide)로서 촉진자(facilitator)로서 삶과 춤이 서로의 존재를 증명하듯 상호작용하
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 되었다. 자기를 아는 것과 배려하는 것으로 부터 도전과 용기를 통해
진실 된 주체로서 자기에 대한 성찰, 변형, 실천 등의 부단한 훈련 및 수련을 통해 자기의 삶을 예술작품
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의미가 탐색되었다.
창작은 자기에 의한, 자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작용으로서 삶과 춤이 서로의 존재를 증명하듯 상호
작용하며 삶의 변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적인 주체로서의 좋은 테크네technē가 되었다. 그리고 각자
에게 묻는 질문이었지만 생애전환기에 선 참여자들에게는 공동의 문제였으며 각자의 사유 안에서도 함
께 대응하는 공공성의 가치가 자연스러운 의식들로 묻어났다.

<프로젝트 개요>
기 간: 5월 11월 총 28회
참여자: 40대 후반 ~60대 후반
내 용: 지금,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활 동: 매 회 주제에 대한 움직임 탐색과 개인 창작과정
발 표: 공동의 질문을 군무로 개별적인 답을 솔로로 구성

<창작과정 기획의도>
우리는 언제라도 삶 속의 다가오는 것들에 압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껴 방황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삶 속에 굳건히 서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에서 오는 깊은 존중과 감사, 나와 네가 그렇게 삶
을 살아냈다는 것에 대한 대견함. 이 각각이 마치 거룩함의 한 조각과도 같이 느껴진다. 오늘, 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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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룩함을 몸으로 전하며 다가오는 세상 속으로 담담히 나아가길 기억한다.

<주제 시놉시스>
prologue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의 한 가운데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실의 경험은 우리에게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아픈 회초리가 되리~

Scene 1

지금의 중년 또한 자신이 지나가는 발자취라고 생각하며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원만히

중년의 DNA

지어 나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온 세월만큼 앞으로 가야 할 세월에 대해 거뜬함을 가지리라.

Scene 2

본연의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존재의 진가를 인식하는 그 기술을 배워낸

나의 또 다른 계절
Scene 3
존재의 기술
epilogue
거룩한 기억

우리는 다시 새롭게 채워지리라
가을단풍처럼 멋진 나만의 색을 물들이리라. 또다시 급작스런 추위에 단풍이 들기도 전에
낙엽이 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면서 예쁜 단풍이 되리라
내 인생의 주제Theme는 바로 나, 나는 춤춘다. 고로 존재한다.

참여자들과 무용을 공유하며 진행된 과정은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자기주도적인 태도 속에서 자
신을 깊게 성찰하며 인식의 전환을 볼 수 있었으며 그들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이르는 공공성의 의미
를 탐색할 수 있었다. 그들의 참여 후기 속에서 나, 타인, 그리고 관계에 대해 예술적으로 재구성하며 수
용하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생애전환기에서 선 중장년층의 문화를 표출하고 이를 심미
적으로 재구성하며 앞으로 삶에 대한 매개로 작용됨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프로젝트 참여 의미
와 창작과정에서 발견한 자신의 사고에 대해 후기 작성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후기 내용을 바탕으로 정
체성의 성찰, 관계의 재형성, 미래에 대한 의미 등의 요소로 분류하였다.

<정체성의 성찰>
서** 65세
나의 움직임이 나를 나타내 보이고, 그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볼 수 있었다. 작품을 만들면서 나
자신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견기며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춤은 거짓을 말할 수 없구나 싶었다. 작품 구성을 완성되어 가면
서 감정도 같이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용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나 자신이 예술
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것도 정신적, 육체적인 것에 모든 것에 적용된다면 깊은 삶을 바라보
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안과 밖의 세계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 같다.
오** 60세
몸을 움직여 생각을 구상화하고, 몸에 집중함으로써 정신을 이완하여 상념에 지나치게 치우친 삶에 밸런스
를 찾기 위해 수강신청 했다. 함께 참여한 구성원들이 열정과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마스크 착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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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과 목소리나 말투로만 인지할 수 있어 소통이 더디고 조심스러웠으나 덕분에 경계를 지키고 찬찬히 살
피며 가까워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진행이 많은데 대면하여 진행되는 소중한 강좌에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 방역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같은 공간에 함께 모이면 에너지가 엄청 커진다. 인간 사이의 관계나 연결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올
해, 일상에서 만남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은 실험적, 보통 시도라고 하겠지만 내
겐 시도를 넘어선, 작업이었다. 주제를 찾고, 내용을 쓰고, 콘티를 짜고, 무용을 만들었다. 처음 구상보다 역
동적인 무대가 되었지만 그렇게 춤을 췄다. 말 그대로 나대며 안하던 짓을 해본 거다. 성에 차진 않았지만…
재미있었다. 곧이곧대로 올곧게 똑바로 직선으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 방식을 기준화한 고집,
소신을 가장한 아집, 내 심보를 잣대로 많은 것들을 평가했다. 세상엔 직선 외에 곡선도 있다. 열린 곡선도,
닫힌곡선도 있다. 꼭지점이 여러 개 일수도 있다. 머리로 알게 된 이 사실을 몸도 깨닫게 하는 숙제가 남았
다. 춤을 창작한다는 것은 행복해서 눈물이 흐르는(R. 리히텐슈타인≪행복한 눈물≫), 총 맞은 것처럼 정신
이 없어 그냥 웃음만 나오는(백지영≪총 맞은 것처럼≫),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조용필≪그 겨울의 찻집≫),
이런 불일치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여 복잡 난해한 감정을 정화시켰다.
이** 64세
나를 찾아 뭔가를 해보고 싶었다. 나를 되돌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함께 한 구성원들을 보면서 ‘아, 그랬구
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등 배우고 깨달으며 나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하는 동안에도
코로나19로 내심 걱정도 되었다. 방역을 잘하고 면역력을 키우면서 피곤하지 않게 나의 몸 상태를 잘 관리
하면서 끝까지 참여하게 된 것은 감동적이다.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봉사
를 내려놓으면서 나를 위해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바래며 준비했는데
개인작품 리허설 할 때 가슴이 뭉클 하면서 울컥했다. 음악이 흐르며 감정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하자 또 울
컥했는데 꾹 참고 마무리를 잘 했다. 중년의 삶을 멋지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무용과 삶이 접목 되고 보
니 부드럽고, 풍요롭게 생활하는데 도움 되는 것 같다. 일상에서도 예술과 삶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 예술이고 곧 삶이구나 싶다.
송** 64세
나이가 들어도 내성적인 나의 모습을 아쉬워하며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다.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하였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도 힘든
조건이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었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힘
을 얻고 하는 사이에 벌써 발표회가 되었다.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맛볼 수 있는 기회
가 되었으며 남은 삶에 촉진제가 되었다.

<관계의 변화>
추** 62세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친정어머니의 암수술 그리
고 이후에 악화되는 상황 끝에 어머니는 먼 곳으로 가셨다, 참으로 망연자실하며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내 마
음에 순수와 열정을 찾을 수 있었던 이 곳도 오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힘을 냈다. 내 안에 어머니에게 하고

102

싶은 말이 많이 쌓였구나 싶어 오히려 춤을 추고 싶었다. 많은 참여자들이 격려와 위로해주었다. 마침내 힘
을 내어 지금, 다가온 나의 상황 속에서도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나의 욕망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춤을 마
치고 나니 나에게, 그리고 엄마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최** 45세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더 사람들과의 일상이 그리웠고 함께 춤을 출수 있어서 열심히 참여하게 된 것 같
습니다. 춤이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거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
니다.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요즘 내 삶에 가장 어려운 관계인 아들과의 지난 시간과 현재의 모습을 다시
금 떠올리며 지금의 나의 모습과 아들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관계란 서로의 사랑과 노력이 동
반되고 믿음 안에서 지켜보는 것이구나 하는 성찰을 하였다. 춤을 통해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사색하고 사랑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참여자 모두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삶의 열정을 지켜보며 많
이 공감하고 배웠다
임** 43세
참여자 중 내가 가장 나이가 적었다. 그래서인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코로나시대에 믿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무용을 창작하며 나에게 몰두할 수 있다는 점과 서로 다름과 존중 그
리고 부러움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여 이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자는 우리들의 결의가 암암리에 있었던 것 같다. 의심이 아닌 존중과 믿음을 실
천하는 멋진 모습 감동이었다. 코로나시대도 살아가야하는 우리 세대라면 더더욱 믿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비난과 의심이 아닌 존중만이 우리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
가에게 보여주고 또 나를 위해서 작품을 준비해보았는데 내 안에 있던 기억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잊고 있던
정열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뻤다. 내가 살아있구나 싶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몸에 새길
것이다. 나를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누는 예술적인 삶으로 즐겁게 살아가고자하는 욕망이 커졌다.

<미래에 대한 의미>
현** 60세
올 해로 쉬흔이 되었다. 내 몸을 살피고 내 몸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자 참여하였다. 함께 참여한 구성원들
의 개성이 제각기 달라 다양한 생각들로 인한 몸짓이 나에게 새로운 감성을 이끌어주었고 다양한 세대들의
하모니를 통해서도 너무나 배울 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늘 새롭고 여러 장르를 접하며 인문학
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올 해는 공연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서로의 에너지를 느끼며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보며 얘기하고 체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무대가 있어 감사하고 나의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의미가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무용으로 나의 삶은 늘 움직임을 사랑했으며 다양한 움직임으로 나를 성찰하고 몸짓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움직임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수양의 도구라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삶에서 있
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밥과 같은 존재이며 예술로 인해, 예술의 힘이 내가 내 스스로에게 격려가 되고 타인과
의 관계에서도 나 자신만을 내세우지 않으려 하며 뭐든 조금은 배려하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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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예술대학 창작공연 주제인 ‘지금,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란 과정을 통해 내가 춤을 부르고 지금에 충실
하며 또 하나의 거룩한 기억을 쌓으며 나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감에 있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남** 45세
“중장년층을 위한 춤 인문학”이라는 수업에 대해 알고 싶었고, 중년이라는 나이에 맞게 부상당하는 일 없이
춤을 추고 싶었다. 춤과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즐겁게 창작물
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춤을 추는
자유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태도들 덕분에 나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운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으며, 내 삶에 다가오는 것들에 대하여 두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창작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것들에 대해 깊이 살피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생각을 깊
게 하지 않는 나에게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비롯한 주위를 관찰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
다. 또한 이 수업의 주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고민하느라 괴롭고, 멋있게 해내지 못해 아
쉬웠지만, 자신의 생각을 펼쳐냈다는 것이 즐거웠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는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힘들었던 것보다는 감사한 것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타인의 시선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삶에서도 자유로워졌다.
일상의 움직임이 춤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도 이런 자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도왔다. 중년으
로서 다가오는 노년의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았었는데, 나에게 집중하면서 미래에 대해 담담해질 수
있었다. 더 이상 지나간 것에 발목을 잡혀 제자리에서 맴돌지 않고,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 큰 두려움 없
이 즐겁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된다. 예술은 자신의 삶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여, 그 어려움들을 여
유로움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하게 해주어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5. 결론
생애전환기에 들어선 참여자들에게 무용이 갖는 공공재로서의 가치는 무엇보다 각 개인이 고유성을
가진 채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서로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아
차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드러냄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무용은 소통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배워갔으며 타인에게 공감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공동체 내부의 개인들은
서로 다른 자아와 만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므로 공동체는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친밀
감과 내밀감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살아있는 몸이 서로 접촉하며 체온이나 호흡을 통해 서로를 느
끼는 것은 신체가 주요 매체가 되는 무용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타인과 관계 맺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에
게 주어진 조건이라면 몸짓과 신체 접촉을 통한 소통의 방식은 흔들리는 가족 등과 같이 붕괴되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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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해 고민하는 지금 시대에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라는 공동의 문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공동
체를 통해 공공의 문제로 확장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
는 소통과 충돌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공동체는 활력을 갖게 되었다. 공공 영역에서의 소통에 대해 서로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창작과정에서는 집단이 함께 창작 작업에 참여하면서 하
나의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려하며 개인의
신체와 자율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생애전환기에 무용체험에서 삶이란 끊임없는 자기를 향한 도전과 학습이었으며, 자신의 취향과 관
심을 좀 더 진지하고 심오한 창작에 담아 남겨진 삶에 천착해가고 싶은 욕망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다가간 무용에서 일상과 몸짓 그리고 삶에 대한 신체태도로서의 춤, 예술로서의 춤, 삶의
경험으로의 춤뿐 만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윤리적 주체로서의 사유능력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생애전환기 무용교육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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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질의문 ①

공공재로서의 영화

질문자 : 김유진(부산무용교육원 연구원, 예술강사)
먼저 문화예술이 공동체의 삶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정초할 것
인지 자문하는 시기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는 동시에 무용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예술을 전달 방법과
소통 방식에 고민과 생겼습니다. 미디어는 능동적이고 지금의 삶과 미래의 삶 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으로 존재하는데, 고정관념으로 미디어를 대하는 뿌리 깊은 습관 때문에 아직도 관객들이 극
장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동적 관객. 그 고정관념의 뿌리에 교육이 있다
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지한 스승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단어가 이상향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한국에서의 교육은
보수적이고 많은 학생들은 현재 타인의 평가에 삶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시대에 한국에서
어떻게 예술이 교육으로 다가가면 좋을지

그리고 극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놓인 현 세대의 관객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화와 관계 맺기(재매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일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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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질의문 ①

공공재로서의 영화

질문자 : 박진경(남원국예술고등학교 교사)
정재형 교수님의 ‘공공재로서의 영화’에 대해서 시대별로 미래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디어의
변화를 설명해주시고 교수님의 귀한 생각을 접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바꿔놓은 세상에서 진정 중요하게 부각되는 가치는 생명의 소중함이며 삶의 경험
을 공유하는 기쁨이다. 잘 살고 못살고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 중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생존
성과 활동에 대한 보람을 나누는 것이다. 문화예술이 공동체의 삶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어떤 방식으
로 개개인의 삶속에서 정초할 것인지 자문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질문 1. 공공재로서의 영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오늘 발표에서처럼 무용도 공
공재로서의 무용은 어떤 가치와 의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무용의 통합예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문화예술교육은 미래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과도기에 도달했음이 분명하다. 모든
개념들은 기원으로 돌아가 재정의되고 그 실천들이 재적용될 시기이다. 지금 이 중요한 변혁기에 문
화예술교육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변혁기에 문화예술교육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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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질의문 ②

무용의 공공재적 기능·교육적 접근

질문자 : 진수이(한국무용교육원 홍보국장)
1. 학교무용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무용예술교육자로서, 기능적인 무용교육이 아닌 상상력 학
습(창의력 수업), 양방향 -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교육 중 비대면, 온라인수업 - 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
는 네트워크의 상상 학습을 앞으로 공공재로서의 무용교육으로 정착함에 있어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라 보고 있는지,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점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현, 코로나19를 맞이하여 공공재로서의 무용 지식교육 접근의 다양한 내용이 정비되어 더욱 네
트워크가 활성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질문명이 만연한 현세에 YOUTUDE 외 많은 네트워크가 잡
학처럼 활성화 되어 있는데, 무용지식교육을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은 어떠한 차별화를 갖추고 유
통(접근)하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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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질의문 ②

무용의 공공재적 기능·교육적 접근

질문자 : 장미진(경상대학교 민속예술학과 외래교수)
상상은 인간의 지식과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다양화하고
차원을 향상 시키는 일은 교육이라는 체제를 통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현대의 사회구조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한혜리,2011:34) 인용에서와 같이 교육은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 현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공재로서 무용의 교육적 접근은 시대적 흐름이며 연구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
되며함께 고민하고 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재로서 무용이 지니는 접근성을 무용 지식교육의 실천이며 시간으로부터 무용교육은 내용으
로서 지식을 습득하는 결과(훈련)보다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 즉 참여하는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사유가 새로운 의미(지식)를 생성하는 관계로 변화 되었고 시대의 변화는 무용에 접근하고 소비하는 환
경을 바꾸어 놓았으며, 체험과 참여, 경험 이라는 확장된 양태를 무용이 제도로, 체제로 관계 맺는 토
대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특정한 유형의 무용을 공동체에 전이하기보다 그들의 참여와 상상에 기
능할 수 있는 역할로써 삶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연구자께
서 기획 하셨던 상상력 학습을 기반으로 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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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던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후대책이
라는 말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인생 후반에 대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과제와도 같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세대 ‘50+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서울시에는 ‘인생 이모작 지원사업’을 선보
였고 50+재단을 출범시키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창업과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생애전환기에 들어선 50+세대들에게 무용교육을 체험
하게 하는 사례를 통하여 공공재로서의 무용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
는 실행 전략으로서의 무용의 가치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무용은 일부를 위한 예술이라는 편
견에서 벗어나 공공재로서의 무용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무용의 대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주
제라 생각하며 본 발제문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발표자께서는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생애전환기 대상자에 대해서 서론에서는 만 40~66세
라고 하였으며, 중장년층, 본론에서는 50+세대, 사례로 제시하신 프로그램의 후기를 보면 40대 초중
반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전반에서 고령층의 나이를 70세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고 오
늘날 40대의 발달과업이 청년층의 발달과업으로 변모하여 행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
구자가 생각하시는 생애전환기라 정의 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연령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발표자께서는 공공재로서의 무용의 정당성과 생애전환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용교
육을 통하여 일상의 몸짓과 삶에 대한 신체 태도로서의 춤, 예술로서의 춤, 삶의 경험 뿐 아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윤리적 주체로서의 사유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생애전환
기 무용교육이 절실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현장 사례에서 정체성의 성찰,
관계의 재형성, 미래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된 근거와 분류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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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에 들어선 신중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다룬 발제는 매우 공감되었습니다.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참여자들과의 소
통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둔 것은 무엇이며, 교육과정이나 결과물에 따른 아쉬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
다. 또한, 참여형 무용 프로젝트 외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다른 무용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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