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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소울댄스는 스트릿댄스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어느 하

나의 장르로 국한되지 않으며 파티댄스라 고도 불리고 

소셜댄스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소

셜댄스라 일컫는 사교댄스를 조사한바 개인의 여가 활동 

만족도, 자존감, 자신감, 사교성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

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스트릿댄스 전공자인 본 연

구자는 심층 깊은 연구의 필요성 깨닫게 되었다. 본 사례

는 소울트레인의 소울댄스 거리공연으로 향후 소울댄스

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Ⅱ. 제작과정 

1. 소울트레인의 영향력

  71년 10월 2일 주간 방송의 형태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흑인 음악 전문 방송 프로그램으로써 훵크

[Funk], 소울[Soul] 더 나아가 힙합[HipHop] 리듬 엔 블루

스[R&B]등 아티스트들의 활동무대가 되었고 댄서들은 음

악에 맞춰 Stage 아래에서 춤을 추었다. 각자 개성을 살

리며 춘 댄서들은 한 쌍의 이성과 추는 형태 혹은 개인

의 형태, 2인 혹은 그 이상 형태로 각각 추게 되었고 서

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연예인, 형태, 동물 등 다양

하게 표현 하였으며 방송 코너 중 댄서들을 두 줄로 세

위 기찻길을 연상시키는 라인을 만들어 이 것을 ‘Soul 

Train Line Dance’, ‘Party Dance’라 불리게 되었다. 이 형

태는 서로 교감에서 부터 시작이 되며 장르라 여겨지기 

보단 흑인 특유의 리듬으로 알려져 있다.

▶▶ 사진 1. Soul Train Line에서 자신과 

파트너의 춤을 선보이고 있는 댄서들

  일본 유명 댄스팀 Bebop Crew 리더 故‘Yoshikazu 

Yoshibow Yokota’ 통칭 故‘Yoshibow’(1957-2016) 와 

‘Seiji Sakami’(1957-) 통칭 ‘Seiji’ 는 본 연구자의 2014년

도 인터뷰에서 Seiji “‘트레인’의 발음이 어려웠던 일본인

들은 쉽게 ‘댄스’라 하여 소울댄스라 일컫다” 라 하였고 

2015년 인터뷰에서 故‘Yoshibow’는 “소울트레인 방송당

시 춤들을 파티댄스 혹은 소울댄스이다.” 하였고 2인이상 

모여 이루어진 형태라 거듭 강조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소울댄스라 불리고 있으며 정작 미국에

선 파티댄스라 알고 있었지만 인터뷰당시 소울댄스라 하

여도 이해한다는 얘기를 故‘Yoshibow’가 하였다. 80년대 

주한미군 방송인 AFKN을 통해 한국에도 소개가 되어 당

시 고고장 혹은 롤라장 그리고 나팔바지와 헤어 그리고 

음악과 밴드 등 활성화가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한류열풍

인 K-pop 안무, 영화, 패션, 뮤지컬, 음악 등의 문화적 

발전과 예술적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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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거리공연 제작과정을 통해서 소울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실제사례를 통한 연구자의 공연 사례중 음악

선정, 장소, 의상, 장비, 작품구성과 안무를 통해 준비를 하였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곳에 자유로운 거

리 공연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도출 시켰으며 소셜네트워크의 도움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확산되었다.

반면 주기적인 거리공연과 젊은인 들의 인식의 변화, 예술적 성장을 전국적으로 조사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났다.



한국콘텐츠학회 2017 춘계종합학술대회 334

2. 준비과정

  본 연구는 스트릿댄스를 전공해 온 연구자의 연구관점

에 따라 음악 선정, 장소, 의상, 장비, 작품구성과 안무를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선정을 위해 당시 소

울트레인의 방송되었던 Funk음악의 아티스트 제임스 브

라운의 음악을 인용 현대의 인기 있는 팝 아티스트 브루

노 마스 음악을 통해 더욱 Funk음악을 친숙하게 다가기 

위해서이다. 둘째. 본 연구자의 지역을 고려 젊은 층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로 선

택하게 되었다. 셋째. 의상으론 당시 디스코풍의 색상이 

화려한 나팔바지와 스판 남방 그리고 정장 등 개성이 돋

보이는 의상이였다. 반면 스트릿댄서들의 자유로운 복장

을 벗어나고자 본 연구자는 정장을 택하여 관람객으로 

부터 이목을 끌었다. 넷째. 당시 프로그램 이였던 소울트

레인은 연주자들의 라이브밴드 연주였으나 거리공연의 

성격을 고려 간편한 스피커를 선택을 하게 되었다.

  다섯째. 작품구성을 위해 음악의 변화와 리듬의 변화

를 고려 기-승-전-결을 나누어 인트로 안무와 이동과 비 

이동 주제를 선정 아웃트로 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Ⅲ. 결론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식의 소울댄스의 전파보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되어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거리공연

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도출 

시켰다. 반면 쇼셜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하여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개인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

램, 트위터 등 빠르게 확산되어 일회성 화제로 그치는 현

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자는 더욱 심층적인 발전 

방향을 위해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 연구와 주기적인 거

리공연의 인식의 예술적 성장 가능성을 연구해 볼 필요

성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역

의 댄서들의 교류를 통해 이러한 연구를 확산해 볼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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