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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양무

용교육은 단순한 무용테크닉 즉, 움직임 방법의 습득이 

아니라, 무용이 예술 체험의 교육으로 다가가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자

유로운 움직임 요소와 기교를 이해하고 자율성이 표현되

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요소이다.[1] [3]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교양무용 수업에 따른 신

체활동 및 신체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누구나 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신체 움직임에 대한 

인식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대학생들은 교양무

용 수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고 교양무용 수업의 발전방향을 위해 연구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교양무용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및 관심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양무용 수업에 따른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및  

신체 움직임이 향후 신체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발달시킬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충남 소재 H대학에서 현재 교양무용 수업에 참여하는 10

명의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 배경

참여자 성별 나이 전공
교양무용

경험

KSL 남 25 전자정보공학과 무
JMJ 여 21 의학공학과 무
JBY 여 21 사회복지학과 무

KMW 남 25 연극무용학과 유
YMB 여 23 영화애니메이션학과 무
JDH 남 21 경영학과 무
KMJ 여 23 법학과 무
LMJ 여 22 행정학과 무
JMH 여 21 스포츠과학과 무
CUJ 남 28 의료IT공학과 무

  본 연구는 심층면담 중심의 사례분석 연구를 실시하여 

대학생의 교양무용 수업에 따른 신체움직임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

례는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소규모로 설정된 

모집단 내의 모든 사례를 총제적으로 연구하였다. 참여

관찰 후 자기보고서 및 심층면담은 8주간, 주 1회 실시하

였다. 

Ⅲ. 결과

1. 신체 움직임의 외적변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양무용 수업에 따른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및 관심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참여관찰은 〔표2〕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학생의 교양무용 수업에 따른 신체활동 및 신체움직임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Physical Movement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Lectures on Schoo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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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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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교양무용 수업에 따른 신체활동 및 신체움직임의 변화 연구를 하였다. 연구방법은 실제사례를 통한 연구자

의 참여관찰과 참여자의 심층면담자료, 검토, 자기보고서 분석을 제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교양무용 수업에 참여한 대

학생들의 신체움직임에 대한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무용 인식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신체 움직임의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자신감과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느껴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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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신체적 특성
교양 무용의 

관심도

KSL 헬스만 하였음 높음
JMJ 운동신경 없음 낮음
JBY 유연성이 높음 높음

KMW 무용경험 있음 높음
YMB 어깨가 결림 현상 반복 보통임
JDH 운동신경 낮음 보통임
KMJ 춤을 잘 추는 편임 높음
LMJ 유연성이 낮음 낮음
JMH 운동경험 많음 높음
CUJ 운동신경 없음 보통임

  CYJ 학생은 교양무용을 신청하면서 두려움이 많았고, 

내 몸의 변화가 생길까? 라는 의문도 들었다고 대답하였

다. 하지만 매 회 수업을 들어보니 자극적인 스트레칭으

로 인한 몸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앞에서 적극적인 움

직임의 학생을 보고 서로 순서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서 자신 또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으며, 4회기 수

업이 끝난 후 심층면담을 시도했을 때, 다리와 허리를 곧

게 펴고 앉을 수 있다는 것에 자신도 놀랐으며,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으로 인해 여자 친구도 

생겼다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2. 신체 움직임의 내적 인식변화
 

  LMJ학생은 유연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움직임의 방법을 터득하고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에 또한 관심이 생겨 교양무용 수업을 하게 

되었다. 교양무용의 관심도가 낮은 편이지만 2회기, 3회

기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타과 학생들과 모둠으로 신체 

움직임을 표현할 때 소극적인 모습 이 였 지만, 5회기부

터 신체활동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 방법을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3. 교양무용의 관심도 변화

  대학생의 교양무용 수업에 따른 관심도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JKSL~CUJ,는 교양무용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수업에 

참여하였으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

발적 참여의식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타 학과 학생들과

의 능동적인 협동 작업을 통해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하

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신체 움직임의 변화를 정서

적 변화에서 찾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결론

  첫째, 대학생의 교양무용 수업에 따른 신체움직임에 

대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었으

며, 내적 요인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신체 움직임의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자신감과 

만적감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요인

들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느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교양무용 수업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이

고 능동적인 참여도에 따른 교양무용 수업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영향들이 교양무용 수업 참여자들의 

재수강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양무용 수업 또한 전공교육과 더불어 신

체 움직임에 대한 많은 지식의 습득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다.

  교양무용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수업의 만족도 및 

재 참여의사를 높여야 하고 신체 움직임을 배우고자 할 

때 흥미와 즐거움 등의 요소를 적용시켜 질적 향상을 위

한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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