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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댄스스포츠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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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댄스스포츠의 성장과 발전사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댄스스포츠가 한국사회에
서 가지는 역할 및 가치를 파악하고 나아가 성장 및 발전가능성에 대해 조망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본연구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댄스스포츠역사의 핵심적 맥락에 역점을 두고 4가지로 시기를 분류하였다: 1880년대 후반 
– 1940년대 중반, 1940년대 후반 –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2000년대. 첫째, 1880년대 후반 댄스스포츠는 한국사회
의 일부계층(상류층)에 의해 사교댄스로 도입되었다. 둘째, 1940년을 중반 이후, 남녀가 유별난 유교문화를 가진 한
국사회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악으로 낙인찍힌 댄스는 당시 군부정권에 의해 무차별 탄압을 받게 되었다. 

셋째, 1990년에 들어서 댄스스포츠는 관련 법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다방면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2000년
대를 지나며 댄스스포츠는 하나의 스포츠와 문화로써 인정받으며 우리 한국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

주제어 : 댄스스포츠, 한국, 발전, 성장, 역사적 고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not only review historically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dancesport, to but also seek to inform the value and prospect of dancesport in Korea.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aper, the result of this article was framed into four time periods for a historical review of Korean 
dancesport growth and development: the late 1880s - the mid 1940s, the late 1940s - the late 1980s, 1990s 
and 2000s onwards. First, the first period was from the late 1880s to the mid 1940s when the nation accepted 
a social dance and western dance and tradition especially in upper-class Korean society. Second, the second 
period was from the late 1940s to the late 1980s when social dances (or ballroom dance) were suppressed 
under the military-based regime. The most likely explanation for this was a tradition that Korea society 
consider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as a virtue. Third, third period was the 1990s when the social dance 
(ballroom dance) was developed officially into dancesport. Actually, the 1990s saw the sport built up a positive 
image while a negative image was portrayed  by the military-based government. Fourth, the fourth period was 
the 2000s onwards when the sport has been developed as a sport and culture in a sound and systematic 
manner. Indeed, the sport has come to meet the public t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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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hall we dance?’, ‘ 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라

는 어 말이다. 이제 우리 한국인(Korean)에게도 낯설

지 않은 문장이 될 정도로 춤(Dance)은 한국사회에서 크

나큰 인식변화를 거치며 삶(Life)에서 뺄 수 없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그  우리에게 ‘사교 스’, ‘볼룸 스’, ‘스

포츠 스’로 알려져 있는 ‘ 스스포츠(Dancesport)’가 그 

표 인 가 될 수 있다.

‘ 스스포츠(Dancesport)’는 스(Dance)와 스포츠

(Sport)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술  실내 스포츠라고 

정의할 수 있다[1]. 생활스포츠로서 13만 동호인이 참여 

에 있으며, 국 ․ ․고․ 학교에서 특기 성 

교육과 자율 재량 학습, 방과 후 수업 는 교양 과목과 

공과목으로 채택되어 교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

생교육기 의 교육 로그램으로 개설되어 교원  기

업․단체의 직무연수 로그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2]. 그리고 경기스포츠로서 국체  정식종목, 아시안

게임 정식종목, 올림픽  시범종목(정식종목 채택가능

성 높음), 방송(Dancing with the star, 싱9), 각종 공연

( 카드 슈퍼시리즈 스스포츠), 뮤지컬  무용 등 

다방면에서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발 해 나가 우리 사회

에 하나의 문화로 뿌리 내리고 있다[1].

하지만 이러한 스스포츠의 화려하고 발 된 모습 

이 에 스스포츠는 한국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어왔다. 1920년 우리나라에 보

된 스스포츠는 ‘볼룸 스’, ‘사교 스’로 알려졌으나 시

 상황과 춤에 한 사회  편견과 오해로 인해 불건

한 사교활동으로 인식되고, 교습이 지되었다. 이에 

30여 년간 춤을 추지 못하게 하는 시 를 살아왔으며 비

정상 으로 변형된 스스포츠는 차 사회의 음지에서 

지하문화로 퇴행을 이루었다[3]. 결국 퇴폐 인 이미지의 

명사가 되어,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고 인정받기까

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정  

인식의 잔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4]. 한 스스포츠

와 련한 행 법령은 실  상황을 반 하지 못한 그 

시 에 머물러 있어 제도  뒷받침은 따라와 주질 못하

고 있다.

이 게 스스포츠가 화되면서 스의 기능 인 

부분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따른 제도

 장치나 사람들의 인식수 , 되는 사회  효과와 

역할들이 그에 비해 상 으로 미흡한 편이다[5]. 이러

한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스스포츠의 역사, 문화, 이

론을 체계 으로 연구하고 알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발 은 기 하기 힘들다고 보아진다[6].

그간 연구 되어온 스스포츠 역사와 련된 연구동

향을 살펴보면 스스포츠에 한 역사  고찰[3], 스

스포츠의 개념에 한 고찰[5], 스스포츠의 가치와 활

성화 방안[7], 스스포츠에 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8], 

국내 스스포츠의 황과 발 방안[6], 스스포츠를 통

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2] 등 스스포츠의 역사

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스스포츠가 가지는 사회  상을 토 로 한 활성화방안, 

발 방안 등의 역으로 연구의 이 맞춰져 가는 단

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련 연구들의 기

자료가 되어야 하는 스스포츠의 역사를 다룬 연구는 

발 된 시  상황을 십분 반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

히 가장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는 스스포츠의 역사를 

심층 으로 다룬 연구는 국외를 기 으로 한 연구들이 

었으며 한국 스스포츠역사에 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 스스포츠의 

역사에 하여 심층 인 고찰을 가진 연구는 앞으로 국

내에서 있을 다양한 스스포츠 련 연구에 질을 높이

기 한 기 자료로써 큰 학술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

으로 단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0년이 체 안 되는 시간동안 

목할만한 발 을 이룬 한국 스스포츠의 성장과 발

사를 역사 인 에서 심층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스스포츠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역할  가

치에 한 함의를 악하고 나아가 향후 지속가능한 성

장  발 가능성에 해 조망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스스포츠의 성장과 발 사에 

한 역사  고찰을 통해 스스포츠가 한국사회에서 가

지는 역할  가치를 알아보고 향후 지속 가능한 발  방

향에 하여 모색해보고자 문헌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채

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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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 스스포츠의 성장과 발 에 한 

역사  고찰을 하기 해서 한국 스스포츠 역사의 련 

자료들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자료는 논문, 서, 

서 , 언론보도, 기사, 카페 , 블로그  등 검색가능한 

모든 자료들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분명한 자료들만

을 포함하 다.

자료 수집은 교육부 출연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www.riss.kr) 와 

한국언론재단이 제공하는 종합뉴베이스시스템(KINDS, 

www.kinds.or.kr), 네이버(www.naver.com), 구

(www.google.com), 다음(www.daum.net)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 수집을 한 검색어로는 ‘ 스

스포츠 역사’, ‘한국 스스포츠 역사’, ‘ 스스포츠 발 ’, 

‘ 스스포츠 성장’, ‘ 스스포츠 고찰’ 등을 선정하여 한국

스스포츠 역사와 련된 자료를 수집하 다.

2.2 자료분석 및 연구절차

해당 자료를 체 으로 살펴보며 역사  사실과 배

경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핵심  역사의 맥락’에 역 을 

두고 시기별로 분류한 후 그 범주 속에서 의미 있는 주제

를 련 자료를 토 로 분석을 실시하 으며 세부 내용

은 아래 <Table 1>과 같다.

Time Year Contents

Introductory 

Period

In the late 1880s

～

The mid-1940s

When the Dancesport was 

introduced in Korea

Dark Ages

The late 1940s,

～ 

In the late 1980s

Period when Dancesport is 

suppressed

Period of 

growth
1990s

Transition period regarding 

reforms on Dancesport

Renaissance
2000s

～ 
Renaissance for Dancesport

<Table 1> A Brief History of Dancesport Development
by the Times Periods

3. 결과 및 논의

3.1 도입기 (1880년대 후반 ∼ 1940년대 중반)

스스포츠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국 상류층 

사람들이 사교 모임 때 추던 사교 스 즉, 큰방

(Ballroom)에서 춤(Dance)을 춘다는 의미를 가진 볼룸

스(Ballroom Dance)에 그 기원을 두며 차 스포츠 요소

가 가미된 지 의 스스포츠로 발 되게 되었다. 사교

스에서 볼룸 스, 볼룸 스에서 스스포츠로 명칭의 

변화과정과 명칭 별 특징은 아래 [Fig. 1]과 같다.

[Fig. 1] Process of Change in the Name of Dancesport
Ref. : [5]

우리나라에 볼룸 스가 소개된 것은 구한말 고종황제

가 러시아 공사 웨베르의 요청으로 약 1년간 천하고 계

실 당시 웨베르 부인으로부터 왈츠를 배우게 된 것이 최

다고 한다[9]. 한 1890년경에 이하 이 미국공사 

재임 시 보스턴 왈츠(Boston Waltz)라는 멋진 춤을 추었

다는 기록도 있으며 귀국 후에도 서울 종로에 있는 손탁 

호텔에서 샴페인을 들며 소셜 스를 즐겼다고 한다[10].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서양식 스를 처음 추

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청국 공 이 개최한 무도회로 

1926년 신무용이 도입되기 이 까지는 서양의 음악과 춤

이 무도 회란 이름만으로 소개되었다고 한다[11]. 일제 

강 기에는 일본이나 외국에 유학을 하고 온 일부 유학

생들이 서양식 스를 추었다. 새로운 생활방식을 나타

내는 서양풍의 사교 스를 문화인답게 슬기롭게 배워 하

나의 여가선용을 한 스포츠로서 배워야 한다는 지각이 

이어난 것이다.

볼룸 스가 본격 으로 유입된 것은 해방이후 미군정

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미군들과의 사교  목 에서 이

들과 이 빈번한 일부계층에 의해 사교춤이라고 불리

는 볼룸 스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미국 군인들의 향을 받아 서양춤을 다른 문화의 경

우와 같이 무비 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자유당 시

를 거치면서 고  장성  모임에서는 사교 스 티가 

건 하게 부부동반으로 행해지곤 하 다[12]. 아래의 

[Fig. 2]는 1900년  한국의 사교 스 티 모습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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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Picture of Ballroom Dance Party in Korean 
in the early 1900s

Ref. : [13]

그런데 볼룸 스는 커 스이기 때문에 남녀가 한 

을 이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남녀가 유별했던 당시 

우리나라 유교문화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2]. 

이러한 시  사상과 의식으로 팽배해져 있는 시 에 

남ㆍ녀가 손을 잡고 신체가 하게 되는 춤(Dance)을 

춘다는 것은 사회 반 분 기 상 용납하기 어려운 것

이었다. 그래서 이런 서양 문화유입에 한 반발이 곳곳

에서 나타났다. 컨  반탁 국학생연맹이 1946년 3월 9

일 정동교회에서 개최한 기미독립선언 기념 국 학생 

상 웅변 희에서 등으로 뽑힌 보성 문의 함종빈은 

‘이 땅의 사나이 목메어 운다’는 제목의 웅변에서 양춤을 

비롯한 서양 문물이 물  듯 들어와 우리의 자주 정신과 

자주 문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스에 

하여 비 하 다[14]. 이러한 시  상황들로 인하여 사

교 스는 이유를 불문하고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었으며 

한국사회에서 온 히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다[2].

3.2 암흑기 (1940년대 후반 ∼ 1980년대 후반)

사람들에게 스에 해 얘기를 하면 제일 먼  그리

고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춤바람’ 이란 말이다. ‘춤바

람’ 이란 말이 국어사 에 단어로 등록될 만큼 우리사회

에는 ‘춤’ 하면 곧 ‘바람’ 으로 고정 념이 형성되었기 때

문이다. ‘바람’ 이란 “남녀 계로 마음이 들뜨게 되다”라

는 뜻으로 일반 으로는 “부 한 남녀 계에 빠지는 

것” 을 의미한다[2].

남자와 여자의 불륜으로 인한 살인 사건의 기사를 ‘춤

바람’이라는 자극 인 제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Fig. 

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Fig. 3] A Coverage of Hooking on Dancing
Ref. : [15]

개 춤바람이 났다고 하면 춤 때문에 춤으로 인하여 

춤이 원인이 돼서 남녀가 부 한 계에 빠지게 되었

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게 춤 하면 곧 ‘춤바람’ 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불행하고 

어두웠던 사교춤의 역사와 련된다[2]. 

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춤을 배우려는 사람이 늘어 

여기 기 무허가 스교습소가 생겨나자 경찰이 단속에 

들어가고 문을 걸어 얼마 후면 다시 생겨나는 숨바꼭질 

놀이가 계속되었다. 1948년 5월 5일 서울 경찰청은 시내 

개소의 스홀에 해 무기 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허

에 들뜬 남녀들이 조선 고유의 풍기를 망각하고 교란

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 다[16]. 1949년 11월엔 교수와 

여학생이 같이 스교습을 받다 발되기도 했고[17] 

1950년 3월엔 ‘풍기 취체 주간’ 까지 만들어 단속에 들어

가기도 했다[18]. 이러한 시 상황에서 정비석의 소설 ‘자

유부인’ 과 이른바 ‘박인수 사건’ 은 일반 에게 사교

스에 한 부정  인식을 각인시키는 결정 인 계기가 

되었다.

아래의 [Fig. 4]은 1954년 1월 1일부터 한매일신문

(구 서울신문)에 작가 정비석이 연재한 소설 ‘자유부인’

의 소설표지와 후에 소설을 원작으로 한 화의 포스터

이다. ‘자유부인’ 은 학교수 부인과 학생과의 춤바람

을 소재로 하 는데 당시 사회에 문화 으로 큰 충격을 

주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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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Film Madame Freedom's Poster and 
Cover Page of Novel Book

Ref. : [19]

그로부터 1년 남짓 후인 1955년 6월에는 이른바 ‘박인

수 사건’이 터졌다. 박인수라는 청년이 해군 장교를 사칭

하고 스홀을 돌며 여 생을 포함한 여명의 70여인을 

농락했다는 사건이다. 아래의 [Fig. 5]와 같이 언론은 박

인수가 여인들을 스로 유혹했다며 ‘ 스유죄’ 로 몰아

가는 보도를 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춤바람’ 이란 

유행어가 만들어지고 사교 스와 스홀은 불륜과 퇴폐

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Fig. 5] A Coverage of Park, In-Su's Scandal
Ref. : [20]

이후에도 1959년에 일어난  부흥부차  부인(53세)

이 은 스교사(37세)와 벌인 간통 사건 등 스를 도

히 정 으로 볼 수 없게끔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 터

져 나왔고 언론은 사건의 흥미성 때문에 이를 서특필

하곤 했기에 춤은 곧 춤바람이란 인식은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게다가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

독재 권력은 민심을 얻기 해 사회악 일소라는 이름으

로 애꿎게도 스에 해 인 단속을 시행하 는데, 

이때 사회악으로 낙인 힌 스는 단속을 넘어 소탕의 

상이 되었다[14].

스스포츠계의 한 원로는 당시를 이 게 회상하 다: 

스텝 한 번 밟으면 철창신세를 져야했고 한 곡을 추려

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춤을 추고 싶어도 마음 놓고 

출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슬퍼했고 오해와 악의로 가득 찬 

사회의 시선이 서러웠으며 그럼에도 춤을 추고 싶은 마

음만을 어쩌지 못해 괴로운 시 이었다(이만호, 2009)[21].

이러한 사회분 기와 정부의 무차별 은 탄압은 밝은 

곳에서 건 하게 발 해야 할 볼룸 스를 더욱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한국 사교춤 문화를 변질시키고 부정

인 사회  인식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게 악화된 볼룸 스의 이미지는 설상가상으로 

1970년  들어 제비족의 등장으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 

제비족이란 매끈하게 모양을 내고 춤을 도구로 하여 주

로 유부녀에게 근해 계를 맺고 그 약 을 이용해 돈

을 우려내는 기생충 같은 무리를 말한다. 1970년  동

에 견되어 외화벌이로 나선 해외근로자의 부인들이 카

바 에서 춤을 추다 제비족에게 농락당하여 재산을 탕진

하고 가정 탄이 난 일들이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국민  공분을 사기에 충분

하 고 들의 머릿속에 스는 퇴폐의 온상으로서 가

정주부의 탈선을 조장하고 가정 탄을 야기하는 주범이

라는 인식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켜주었다[2].

하지만 이런 시  불운을 맞이한 가운데에서도 

스스포츠의 발 의 한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었다.

고 김종기씨가 체육인으로써 국에 유학한 경력과 

 많은 국제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을 가지고 

1970년에 한국무도교육 회를 설립하 으며 1959년 한

국일보를 주최로 한 무도선수권 회를 시작으로 지속

으로 선수권 회를 개최해 나갔다. 한 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스스포츠 국제기구인 WD&DSC( 스스포

츠평의회)와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IDSF(국제 스스

포츠연합회)에 가입을 추진하며 선진국과의 교류를 이어

나갔다. 1988년 Olympic Youth Camp에서 주최국으로써 

스스포츠의 경연 회를 개회하는 등의 업 을 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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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해와 악의로 가득찬 사회의 시선과 갖은 핍박에도 

스스포츠인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의 스스포

츠 발 을 해 끊임없이 노력하 다.

[Fig. 6] International Dance Sports Federation 
(WDSF)

Ref. : [22]

국외에서는 1980년 부터 IDSF(국제 스스포츠연합

회)가 IOC(국제 올림픽 원회)가입을 꾸 히 추진했으

며 볼룸 스 경기를 올림픽 스포츠 종목으로서의 발 시

키기 해서 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볼룸 스보다

는 스스포츠라는 용어가 더욱 합하다는 결론을 내리

고 회원국들에게 볼룸 스 신 스스포츠로 명칭을 바

꾸어 사용하도록 권장하 다. 결과 으로 볼룸 스라는 

명칭 신 스스포츠(Dancesport)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다[12]. 

국 왕실에서 시작되어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는 볼룸 스가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어둠 제비 

꽃뱀 장바구니 가정 탄 등의 단어와 늘 붙어 다니며 반

드시 근 되어져야할 사회악으로 변질되어버린 것이다

[23]. 사정이 이 다보니 시 가 변하여 스스포츠가 아

시안게임 등 국제 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지 에도 

스에 한 부정  인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백승연(2010)은 ‘ 스스포츠에 한 등교사들의 인식’ 

[24]에서 스스포츠 경험이 없는 298명에게 ‘남녀가 

트 가 되어 추는 스스포츠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 라고 질문한 결과 10.1%인 30명이 불건 한 이성 

계 락을 우려한다고 답변하 음을 보고하 다. 김종우

(2007)는 ‘ 스스포츠에 한 동호인들의 인식조사 연구’ 

[25]에서 ‘ 스스포츠 동호인 명에 하여 스스포츠를 

배우면서 느끼는 문제 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하

여 22.0%인 45명이 주 의 시선 이라고 응답하 다고 말

하 다. 그리고 김은미(2004)는 ‘ 스스포츠참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26]에서 유목  표집법에 의하여 선

정된 스스포츠 참가자 20명에 하여 심층면 을 실시

한 결과, 재 스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는 참여자들조

차도 스스포츠에 참가하기 에는 춤바람이라는 부정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

혔다. 이처럼 과거 잘못된 사회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스스포츠에 한 고정 념과 부정 인 인식은 아

직도 여 하며 아직까지도 스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발 하는데 한 장애가 되고 있다.

3.3 도약기 (1990년대)

이와 같은 암흑기를 보낸 스스포츠는 마침내 1991

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

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풍속 업규제에 한 법률⌟(약칭: 풍속 업규제

법)이 제정됨으로써 무도장과 무도학원으로 합법화가 되

었고, 1999년 ⌜체육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체육

시설법)의 개정에 의거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됨으로

써 유흥 업종이던 무도학원업은 마침내 법 으로 혜택을 

받는 체육시설업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었다[27].

스스포츠인들의 기나긴 노력의 결실로 스스포츠

를 음지에서 양지로 탈출이며 그간의 잘못된 사회  편

견과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이

게 법 제정 이후에 합법 으로 학원을 등록한 곳이 국

으로 1천여 개로 증가하게 되었고 스스포츠인들은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쇠사슬을 끊게 되었다고 생각하

다. 그러나 실은 크게 바 지 않았다. 그 이유인 즉슨 

체육시설업(무도학원)으로 분류만 되었을 뿐, 그에 한 

기타 련법은 여 히 락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불합리

한 법 규제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27]. 결

론 으로는 여 히 스스포츠는 불합리한 법 규제의 

울타리 안에서 그 로 있게 되었지만 스스포츠의 체육

시설업으로의 법 개정은 스스포츠의 변화의 도약을 알

리는 시발 이 되게 되었고 많은 스스포츠인들이 사회 

다방면에서 발 을 도모하게 됨으로써, 스스포츠의 발

과 성장은 물살을 타게 된다.

1990년  반을 넘어 과거에 비하여 풍요롭고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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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게 된 국민들은 사회의 산업  

사회구조의 변동에 따라 시간  여유가 생김으로써 여가

시 에 도래하게 되었다[7]. 여가 선용과 건 한 사교를 

목 으로 하는 생활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와 자각이 하게 나타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스스포츠를 바

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 다.

[Fig. 7] A Picture of Dancesport Lesson in a 
Culture Center

출처 : [28]

의 [Fig. 7]과 같이 백화 의 문화센터들  주요 언

론기 이 스스포츠 강좌를 개설하여 운 하기 시작하

고[29], 체육센터, 동호인 모임을 통하여 건 하고 즐거

운 스포츠로서 스가 정착되는 이른바 스스포츠 ‘붐’ 

이 일게 된 것이다.

1998년 제13회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스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교

스의 부정 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스스포츠가 스포츠

강국인 한민국에서 하나의 경기스포츠로 한 국제  변

화에 응하고 올림픽  각종 국제 회에 비해야 한

다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련 단체들을 심으로 공론

화되기 시작했다[30].

한 스스포츠는 각종 TV 로그램, TV 고, 화, 

비디오, 공연 등에서 소재로 각 받으며 다루어지게 되

면서 스스포츠는 일  기를 맞게 되었다.

3.4 부흥기 (2000년대 이후)

2000년도에 어서 스스포츠는 ‘붐’을 넘어 하나의 

문화컨텐츠로 발 해 나가게 된다. 

[Fig. 8] MBC TV Show ‘Dancing with the Stars’
Ref. : [31]

국민 인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능 로그램 

MBC ‘무한도 ’에서 스스포츠 특집을 다루게 됨을 시

작으로 연 인과 사회 명인사가 짝을 이  각종 스

에 도 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12주 쇼 로그램인 MBC

의 ‘Dancing with the Stars’, 그리고 모든 장르의 서들

이 두 을 이루어 경쟁하게 되는 로그램인 Mnet ‘

싱9’등 스스포츠와 스를 주제로 한 로그램들이 인

기리에 방 되게 되기도 하 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스스포츠의 달라진 상을 확인시켜  표 인 가 된

다고 볼 수 있다[27].

이외에도 생활체육동호인이 13만 명으로 증가, 참여 

에 있으며, 스스포츠의 다양한 특성과 효과가 검증

되면서 국 ․ ․고․ 학교에서 특기 성 교육과 

자율 재량 학습, 방과 후 수업 는 교양 과목과 공과

목으로 채택되어 교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기 의 교육 로그램으로 개설되어 교원  기업․단체

의 직무연수 로그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2].

무엇보다도 2007년 모든 스스포츠인들이 염원하는  

한체육회(Korea Sports Council: KOC)에  정식 가맹

단체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38]. 

아래의 [Fig. 9]와 같이, 2010년 우 아시안 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우리나라는 은메달 7개 동메달 3

개를 획득함으로써 명실 공히 스스포츠 아시아강 국

으로써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마침내 2012년 한국 스포

츠 회의 최상 회인 국체 에서 시범 종목을 넘어 

스스포츠가 드디어 정식종목으로 승인되어 경기가 거

행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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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Korean National Members of the Dancesport 
Squad for the Guangzhou Asian Games

Ref. : [33]

경기스포츠로써 탄탄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스스포

츠는 스포츠 세계 축제, 메가스포츠이벤트라고 불리는 

올림픽 시범종목으로써 정식종목을 앞에 두게 되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한국 스스포츠의 성장과 발 사

를 역사 인 에서 고찰하여 스스포츠가 한국사회

에서 가지는 가치와 향후 지속 가능한 발  가능성을 조

망해 보고자 하 다. 

스스포츠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국 상류층 

사람들이 사교 모임 때 추던 사교 스 즉, 큰방

(Ballroom)에서 춤(Dance)을 춘다는 의미를 가진 볼룸

스(Ballroom Dance)에 그 기원을 두며 차 스포츠 요소

가 가미된 지 의 스스포츠로 발 되어 왔다. 우리나

라에 볼룸 스가 소개된 것은  1880년  후반 구한말 고

종황제가 러시아 공사 웨베르의 요청으로 약 1년간 천

하고 계실 당시 웨베르 부인으로부터 왈츠를 배우게 된 

것이 최 다고 한다[10]. 서양풍의 사교 스를 문화인

답게 배워 하나의 여가선용을 한 스포츠로서 배워야 

한다는 이부 지각이 일어났음에도 뿌리 깊이 내린 유교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남ㆍ녀가 손을 잡고 신체가 

하게 되는 춤(Dance)을 춘다는 것은 시  사상과 

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시  사회 분 기 상 용납되지 못

하 다.

1940년  후반을 지나며 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군

사정권은 유흥무도 지라는 강압  정책의 이유를 불문

한 무차별 인 탄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시  상황 속

에서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과 ‘박인수 사건’은 일반 

에게 스스포츠에 한 부정  인식을 각인시키는 

결정  계기가 되었으며 언론의 ‘춤바람’, ‘ 스유죄’등의 

여론몰이로 스스포츠는 불륜과 퇴폐의 상징이 되어버

렸으며 반드시 근 되어져야 할 사회악으로 변질되어 버

린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분 기와 정부의 탄압 속에서 

‘제비족’의 등장으로  한 번의 치명상을 입게 되고 밝은 

곳에서 건 하게 발 해야 할 볼룸 스는 더욱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게 되고 음지에서 발 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시  불운을 맞이한 가운데에서도 스스포츠

인들은 선수권 회 개최와 스스포츠 국제기구와의 교

류 등 이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포츠의 발 을 해 끊

임없이 노력하 으며 국외에서 IDSF(국제 스스포츠연

합회)가 IOC(국제 올림픽 원회)가입을 해 ‘ 스스포

츠’라는 용어로 명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암흑기를 거친 스스포츠는 1990년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새로

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불합리한 법 규제의 울타리

를 벗어나진 못하 지만 스스포츠 변화의 시발 이 되

었다. 1990년  반을 넘어 사회의 발 에 따라 국

민들의 인식도 변화에 따른 스스포츠 ‘붐’이 일게 되면

서 생활스포츠, 경기스포츠에 발 에 한 공론이 조성

되기 시작하 으며 TV 로그램, TV 고, 화, 비디오, 

공연 등에서 소재로 각 받으며 일  기를 맞게 되었다.

2000년  어서 스스포츠는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발 해 나가게 되며 스스포츠를 주제로 한 TV 로그

램이 국민  사랑을 받으며 인기리에 방 되는 등 스

스포츠의 인식과 상은 드높아졌으며 스스포츠의 다

양한 특성과 효과가 검증되면서 국 ․ ․고․ 학

교에서 특기 성 교육과 자율 재량 학습, 방과 후 수업 

는 교양 과목과 공과목으로 채택되어 교육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 의 교육 로그램으로까지 활용되기 

까지 이른다.

한 생활동호인이 13만 명으로 증가,  연령을 아우

르는 생활스포츠가 되었으며 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

로 승인을 받으며 국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는 

쾌거를 이룩한다. 한 한민국은 아시안게임에서 은7

개 동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아시아 스스포츠 강국으

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올림픽 시범종목으로써 정식종목

을 앞에 두게 되었다.



A Historical Review of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Dancesport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3

한국 스스포츠는 한국의 여타 다른 스포츠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비약한 성장과 발 을 이루었다. 이 게 

스스포츠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과 가치가 사회 반에 

정 으로 작용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아진다. 김경래 

등(2003)의 연구에서 논하 듯이 생리  가치, 여가 문화

 가치, 사회  가치, 교육  가치[7]를, 이수훈(2012)은 

체력  건강 증진효과, 정서순화  심리  안정효과, 사

회성 함양  음주흡연문화 개선 효과, 인 교육  효과

가 있다고 보고[2]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연구에서도 

스스포츠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가치 효과를 입증해

내고 있다. 

이 게 다양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스스포츠는 

국제 올림픽 원회가 인정하는 스포츠로 발 하고 있으

며, 2008년의 올림픽 회에서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

택될 망이 높은 스포츠로 두되고 있다[3]. 이 게 

스스포츠가 올림픽 스포츠로 발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

황에서 세계 스스포츠계의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 스

스포츠의 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34]. 스스포

츠의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의 채택은  세계 스스포츠인들의 

숙원 사업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에 앞서 한국 스스포츠인들이 넘어야할 요 문

제 은 아직까지도 스스포츠 발 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스포츠에 한 부정  인식과 불합리한 법 규

제 개선이 필수 일 것이다. 나아가 아직까지도 통폐합

이 되고 있지 않는 법인체와 회의 통합을 지난 역사와 

같이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며 해결한다면 이 한 한국

스스포츠가 세계에서 한걸음 발돋움 하는 것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제한 과 연구의 수행과

정에서 발견된 문제 으로 문서화된 기 자료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었다. 따라서 한국 스스포츠를 오래

부터 경험한 문가들의 경험을 토 로 한 역사자료 편

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스스포츠 역사와 련

된 자료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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