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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로서의 전통춤의 소극장공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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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the Small Theater of Traditional Dancing as a Cultural 
Welfare

Na-Rae Bae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상학  연구로서 통춤의 소극장공연에 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복지로서 통춤이 들

에게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하여 통을 계승하고 차후 통문화복지 로그램으로 들에게 보 되기 한 기  연구자료

를 제공함을 목 으로한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질 인 근을 하 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7월 10일에서 
2016년 9월 1일까지이다. 연구 상은 통춤 공자로 15년 이상 통춤 공연경력을 지닌 7명을 선정 하 다. 자료수집방법
은 심층면담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복지로서의 통춤의 소극장공연은 문화유산의 알리는 
장소로 소극장은 친근함을  수 있으며, 객과 공연자가 소통하며 교감함으로 통춤의 흥미를 더 할 수 있었다. 한 

손에 잡힐듯한 공연으로 객은 장감을 느끼고 공연자는 객의 반응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 으며,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공연으로 혼연일체의 장이 되었다. 통춤의 소극장 공연 활성화를 해 필요한 것은 통춤 공연을 많이 하
고 람할 수 있도록 작은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많은 비용을 들인 공연보다 살아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획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객이 공유할 수 있는 장기  지속가능한 공연 기획, 개발, 보 이 시 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통춤이  속에서 친근한 공연으로 자리매김 하기 해 객들에게 공연소식을 극 으로 달하며 통캐릭터 발굴

을 통해 통춤 이미지를 익숙하게 하는 생활 속 마 도 필요하다. 통춤의 소극장 공연은 지역문화 술인에게 공연장을 

마련해주고 문화복지 차원에서 객들에게는 질 높은 공연을 람할 수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통춤
의 소극장 공연의 의미는 모든 상들에게 문화복지를 리게 한다는 보편  차원에서 필요하며,  계층,  연령층이 골고
루 통문화를 릴 수 있도록 보편 인 문화서비스의 장(場)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Korean traditional dancing performances in small theaters a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Korean traditional dances, as cultural welfare, are expected to be attractivetothe public and our cultural 
heritage is expected to be inherited from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to provide basic data for Korean tradition 
dancing to be supplied to the public as a Traditional Cultural Welfare Program.
A qualitative approach was taken to best achieve the aimsof this stud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July 10th to September 1st, 2016, using in-depth interviews. SevenKorean dance professionals with more than 
15 years' experience in traditional dancing performance were enrolledin this study. The traditional dancing 
performance in small theaters is necessary in terms of providing concert halls to local cultural artists and high quality 
performances to audiences as traditional cultural welfare. Thetraditional dancing performance in small theaters as 
cultural welfare will provide a platform to enjoy various traditional cultures across all ages and all class levels of 
the society in auniversal dimension.

Keywords : Cultural Welfare, In-depth interview, Qualitative approach, Small Theater, Traditional D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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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통춤의 소극장 공연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소
극장은 극문화뿐만 아니라 춤 문화 특히 통공연의 

요한 술  진원지가 되었다〔1〕. 그러나 아직 통춤
이라 하면 객들이 공연을 어려워한다. 인들의 리

듬에 맞지 않다. 이해하기 어렵다 등 갖가지 어려움을 호
소하며 객들에게 외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통춤

의 소극장공연은 통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며 

객과의 감동과 교감을 느낀다는 에서는 큰 장 이 있

다. 김태원(2015)은 소극장공간은 보여주는 자와 보는
자, 즉 공연자와 객 사이의 매우 자연스럽고도 즉각
인 교류 혹은 침투감에 바탕을 두고 펼쳐지는 술공간

이라 하 다. 
통춤의 소극장공연을 통해 거리감있게 생각되었던 

통춤에 한 문화  거리 격차를 이고 통춤에 

한 이미지가 지나치게 문 이고 엄격한 인상을 주는 

것을 탈피하여 통문화 발 에 이바지하며 통문화소

외계층에게 통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무용의 심증가와 통문

화를 발 시킬 방안으로 통무용의 소극장공연의 의미

를 살펴보고 앞으로 문화복지로서의 통춤의 로그램

화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복지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

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
유, 달이 되는 행동 양식이다. 문화는 생활양식의 과정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 , 정신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
교, 학문, 술  각종 제도 따 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문화란 환경 속에서 사람의 물질 , 정신  행

동양식이라 할수 있다. 문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구성되
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복지는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사

회 상이 갖는 근본 인 요성 인식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는 특정 시 , 세
를 한 활동과 로그램이 아니며 과거와 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세 를 아우르는 소통의 목 도 지니

고 있다〔2〕. 

1980년  이후 문화와 복지의 결합이 두되었고, 우
리나라에 문화복지(Cultural welfare)라는 개념이 등장하
다. 1990년  반부터 시작된 문화 향수 기회의 확

정책으로 문화  배경에 복지  시각을 결합하 다. 문
화에 복지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으로는 경제발 과 국민

수 이 향상되고  문화  욕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복지
와 결합한 문화측면에 심이 커지면서 개념이 확장되게 

되었다. 문화복지는 문화소외계층의 최  문화생활을 통

해 문화생활수  향상과 더불어 정서  지지와 창의력을 

개발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3〕. 학술 측면에서 문화

복지에 한 연구는 2000년 부터 간헐 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하 으며 기존보고서  논문에서는 문화복지 

개념이나 문화복지 실천 주체와 로그램 내용 등의 연

구가 진행되었다〔4〕. 최근의 문화복지는 소득층을 
포함한 보편  사회서비스로서 모든 국민이 고르게 향유

하고 릴 수 있는 문화생활의 측면에서 문화 복지  입

장을 바라보아야한다. 

2.2 전통춤

우리나라는 한국 통춤의 보존과 지속  성장을 

해 1962년에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통춤 활성
화를 도모하고자 하 으나 통춤은 옛날 춤이라는 인식

으로 들의 심과 활성화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5〕. 객들은 외국의 무용, 연극 등에는 열 을 하지

만, 정작 한국 통춤은 지루하다. 스럽다. 어렵다 등 
문화활동으로 찾아가기에는 거리감을 두는 공연으로 생

각한다. 이러한 선입견에 통춤은 의 심에서 멀

어져 있었다. 이후 통춤은 1970년  후반부터 통문

화에 한 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통의 맥과 주

체성을 찾기 해 신지식인들을 심으로 심이 증가하

기 시작하 다〔6〕.
통춤은 우리나라의 풍습을 반 하고  정서가 

넘칠뿐 만 아니라 춤가락도 자연스럽고 구나 쉽게 추

구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7〕. 우리나
라 통춤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며, 한의 정서를 담고 있
으며, 흥과 멋을 통합 으로 표 하는 종합 술이다. 
통춤의 표 은 외 인 표 보다는 내 인 멋을 나타내는 

것에서 맛과 멋을 찾을 수 있다〔6〕. 통춤은 우리 민
족의 삶이며 역사를 보여주는 몸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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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상학  연구로서 통춤의 소극장공연에 

한 의미를 알아보고 문화복지로서 통춤이 들에

게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하여 통을 계승하고 차후 통

문화복지 로그램으로 통춤이 문화복지  차원에서 

들에게 보 되기 한 기  연구자료를 제공함을 목

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질  연구로 상학  근법

을 사용하 다〔8〕. 상학은 반복되는 일상의 사물, 
사건 등에 의한 경험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방

식과 의식에 한 연구이다〔8,9,10〕. 즉, 상학은 일

상 세계의 사물, 사건, 사람에 한 연구이며 이러한 일
상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방식이며 동시에 이러한 사건들

이 창출하게 되는 의미의 다양한 요인들을 연구 방법을 

통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학  은 지식은 수동 인 방식이 아

니라 극 이고 주도 으로 구성된다는 구성주의 이론

에서도 제시되었다〔8,11〕.
본 연구는 연구 자료의 충분함, 연구 참여자의 성

을 해 통춤을 공한 공자로 15년 이상 통춤 공
연경력을 지닌 문가 7명을 선정 하 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7월 10일에서 

2016년 9월 1일까지이며,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을 
주로 사용하 다. 상자들에게 방문 에 화를 통해 

연구의 목 , 참여방법에 해 안내를 했으며, 이에 동의
를 구한 후, 방문 면담일자를 정하고 방문하 다. 면 시

간은 연구 참여자마다 조 씩 달랐으며 면담 횟수는 1∼
3회 으며, 1회 면담 시 평균 1시간30분에서 2시간정도
의 시간동안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상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방 이고 

구조 화된 질문을 사용하 으며, 연구 목 에 맞추어 

질문 목록들을 사 에 비하여 면담을 진행하 다. 질
문 내용은 1차면담에서는 문화복지로서 통춤의 소극
장공연의 의미는 무엇인가? 2차 면 에서는 연구 참여

자에게 구체 인 질문을 하 다. 문화복지로서 통춤의 
소극장공연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통
해 특정 부분에 해 보다 구체 이고 풍부한 의미를 담

고자 하 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편안하
고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 으며, 연구 이외의 목
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했다. 연구 참여자의 동

의하에 녹음을 하 으며, 녹음내용을 여러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연구 참여자가 표 한 언어 그 로 사 하 다.

Gender Age Career Major
1 Female 53 20  Traditional korean Dance 
2 Female 47 30  Traditional korean Dance 
3 Female 50 35  Traditional korean Dance 
4 Female 49 25  Traditional korean Dance 
5 Male 47 35  Traditional korean Dance 
6 Male 54 30  Traditional korean Dance 
7 Male 65 45  Traditional korean Danc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4. 연구결과

4.1 문화복지로서의 전통춤의 소극장의 의미 

4.1.1 문화유산을 알리는 장(場)

한국 통춤은 우리 민족  정신을 응축하며, 우리나
라의 민족정신과 고유한 얼과 가치를 지니며 문화유산으

로 소 한 자산이다. 문화유산은 세 를 거쳐 역사와 

통을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민족의 고유한 정신이며 

자산이다. 통문화 계승 발 을 해 국가는 이를 의무

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 으로는 의무에 한 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소극장에서 통춤을 공
연함으로 해서 들에게 통을 알리고 향유 할 수 있

는 공간을 마련하 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역사 없는 민족은 없지요. 우리 춤에서는 우리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있지요. 를들어, 기원무는 백성
의 평안과 안녕을 해 왕과 왕비가 정성을 다해 추는 

축원무인데, 이 춤도 춤을 한 몸짓이 아니라 우리 백성
(민족)의 애환과 한을 담아 춤을 추고, 그것을 공연장에
서 공연자가 설명해주며 춤을 보여 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어요(사례2).

춤은 나의 인생이자, 즐거움이며 낙인데 객들과 항
상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객들은 통을 고루
하다는 생각을 하고 심도 가지지 않지요. 작은 공연장
에서 통춤에 한 역사를 알리며 내가 문화를 하

는데 일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뿌듯해요(사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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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소통과 교감하는 장(場)

통춤의 소극장공연은 추는자의 손짓, 발디딤, 시선 
등 모든 행동이 보는 이에게 달되어 청 이나 객의 

시선을 압도화하게 된다. 즉 교감을 나 며 공연을 감상

하게 된다. 이를 김태원(2015)은 ‘기호화’라고 하 다. 
소극장에서 추는자와 보는이 사이의 자연스럽고 친 한 

교류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소극장공연은 공연자와 객과의 격이 없는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춤꿈의 동작이 보는이와 상
호작용하며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이는 몸짓언

어로서 객 혹은 청 과 소통하게 된다. 

통춤을 보면 신명이라고 하잖아요. 신명이 느껴져
요. 마치 제가 태어나고 자라오면서 에게 고스란히 내
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뭐랄까. 공연자가 손끝을 객
을 향해 내  때 꿈과 실세계와의 만남을 가지는 느낌

이 들지요(사례1)

살풀이춤을 보여드리는데 앞에 앉아계신 부인께서 손

수건에 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지요. 살풀이가 삶에 
한 이야기거든요. 인연에 한 이야기도 되고요. 공연을 
보여드리면서 객의 아픔과 답답함을 어루만져 수 있

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큰 극장에서는 느껴 볼수 
없는 느낌이지요(사례3). 

통공연을 즐기다 객들이 흥이 날 때 추임새도 넣

고, 몸짓도 같이 하고요. 그것이 교감과 소통이 아니겠어
요(사례6).

4.1.3 현장감을 느끼는 장(場)

소극장이라는 공간은 ‘환상 인 상징주의’를 배격한
다. 극장 공연에서는 추는자의 동작은 조명과 장치 등
에 의해 환상 으로 묘사되어 무용수와 객과의 거리는 

신과 교감하는 듯한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1〕. 반면, 
소극장에서의 무용수의 동작은 사실성을 띄며 무용수들

의 역동  모습을 근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으로 객

과 무용수가 공동참여자라는 느낌을 들게도 한다. 즉, 소
극장에서의 동작은 동작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다. 무용
수의 손짓과 발짓이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에 

잡힐 듯한 공연으로 장감을 높이며 통공연의 흥미를 

증가 시켜 통에 한 친근감을 높이게 한다.  

춤을 춘다는 것이, 무 에서 공연한다는 것이, 객이
랑 같이 호흡하는 것이 제일 요하다고 보거든요. 극
장은 객석이랑 무 가 거리가 멀다보니까 좀 피부로 와 

닿는 호흡보다는 사실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다 보니까  

이질감없지않아 사실 있거든요(사례5).

이번 소극장 공연에서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옷의 색감이라든지 무용수들의 손끝의 
움직임, 땀 흘리는 땀방울 이런것들이 되게 좋다고 표
을 많이 모든 사람들이 보신 사람들이 해주셨어요. 그런
데 극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안나오거든요. 
가까에서 보니까 객들이 평소에 느끼지 않던 제가 많

이 느끼지 못한 그런 기발한 말들이 나오는걸로 서는 

소극장의 통춤은 장감이 있어요(사례6). 

4.1.4 혼연일체화의 장(場)

소극장 공연에서 무용수는 어떤 춤 을 이끌고자 하

는 내  의도에 따라 객의 감흥을 이끌어 낼수도 있고 

신명나는 공연을 만들수도 있다. 통춤 무 를 신명나

게 만드는 것은 무용수들의 객과 어떻게 호흡할것인가

에 한 고민에서 나온다 할수 있다. 

소극장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추임새라고 하지요. 
추임새도 받아서 신명을 얻어갈 수도 있고 그런면에서 

는 좋았어요. 소극장 공연이...
특히나 그것이 통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거든

요. 통춤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융
화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의미있는 공연이 어요. 
는 개인 으로....(사례 3).

정신  무한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객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무아지경에게 빠지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멈춘듯한 느낌이 들어요(사례7).

4.2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에 대한 활성화 방안

4.2.1 관객이 공유할수 있는 장기적 지속가능한 

      작품 기획, 개발, 보급

통춤 공연을 많이 하고 람할수 있도록 작은 공

연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많은 비용을 들인 공연보
다 살아있는 공연을 할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

겠다. 문턱을 낮춰 들의 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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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가 있는 통공연으로 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공연

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어렵고 지루하고 딱딱한 공연
은 객을 공연장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를 해 사회자
는 통춤의 기원, 람포인트를 설명해 으로해서 통

춤이 낯선 일반시민들에게 흥미를 돋우는 구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춤을 추는 입장에서 춤의 내력이나 역사를 알

고 있지만, 객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팜 랫을 배포

한다고 해도 객석의 어두운 자리에서 읽기란 힘들지요. 
그런데 사회자가 통춤의 스토리를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주면 일반시민 입장에서 통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네요(사례 1).

큰 극장에서 으리으리 하게 돈 비싸게 해서 객들을 

모으려고 하니까 객이 안가려고 하는거고 객들이 무

용을 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보니까 사실 무용에 

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무용 람을 아직도 한번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구요. 그런 것을 봤을때는 는 아직도 무
용은 변확 가 안 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확 의 

기본은 우리주변인 것 같아요. 변이 뭐에요. 우리가 넓
은 범 한 변을 자꾸 찾을려고 하니까 애쓰니까 그

게 안되는거지. 우리주변에 정작 통춤을 한번도 못본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먼  극장으로 데리고 오는게 우

리가 변확 의 거름을 아닌가 생각을 해요(사례6).

한 극장에서 3일을 공연했다면 다음 극장에서 옮겨서 
3일을 하고 로테이션 소극장마다 연계가 되어 사실 한번
하고 아깝잖아. 정말 한번하고 말기는 무 아까워요. 
돌아가면서 소극장마다 춤 을 많이 열어주기를 하는 

바램이 있지요(사례 7).

4.2.2 대중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의 공연

통춤이  속에서 친근한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기 

해서는 다각 인 근의 공연이 필요하다. 통춤을 

람에만 그치는 소극 인 활동보다는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통 술공연사업과 통문화체험사업이 이루

어져야겠다. 
공연소식이나 정보를 휴 화나 메일을 통해 달 

받을 수 있도록 통공연을 람한 객들에게 지속 으

로 공연소식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통춤 캐릭터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생활용품에서도 

통춤 캐릭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문화 혹

은 통춤을 친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공연에 한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통공연을 지속 으로 알려주

면 자연스럽게 심이 더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

요(사례2).

통춤 공연을 보고 통복장을 입어보고 체험해보는 

이벤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와 함께 람하러 오는  
가족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시도 괜찮겠구.

통춤과 함께 하는 통복식의 이해도 공연 람의 

흥미를 배가 시킬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사례4).

다양한 통춤 캐락터를 발굴하여 각종 용품에 새겨  

질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요. 작게는 엽서나 스티커, 
크게 보면, 어린자녀들이 가지고 다닐수 있는 인형 제작, 
마치 청소년을 한 연 인 캐릭터를 만들듯이 통춤  

캐릭터 발굴은 통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죠(사례5).

4.2.3 융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노력

소극장 공연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공연  객들

을 한 쉼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을 
하는 들에게는 통이 어렵지 않게 문턱을 낮게 하

며 통 로그램은 언제나 어디서나 편안한 걸음으로 즐

길 수 있도록 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문화가 있는 쉼의 공간으로의 
환이 되어야 한다.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통춤 공연을 본다. 멋있지 않
을까요? 문화는 멀리 있지 않아요. 통춤 람과 여가

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문화카페를 같이 여는 것도 필

요해요(사례3).

통춤을 람하고 통춤을 배우고자 하는 객들에

게 통춤을 배울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

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연 람과 배움은 같이 가야 한다
고 생각하거든요. 그 게 되면 통춤 보 이 더 빨라지

지 않을까요? 통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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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상학  연구로서 통춤의 소극장공연에 

한 의미를 알아보고 문화복지  차원에서 통춤의 활

성화방안을 연구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복지로서의 통

춤의 소극장공연은 문화유산의 알리는 장소로 소극장은 

친근함을  수 있으며, 객과 공연자가 소통하며 교감
함으로 통춤의 흥미를 더 할 수 있었다. 한 손에 잡

힐듯한 공연으로 객은 장감을 느끼고 공연자는 객

의 반응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 으며,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공연으로 혼연일체의 장이 되었다. 

통춤의 소극장 공연 활성화를 해 필요한 것은 

통춤 공연을 많이 하고 람할 수 있도록 작은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많은 비용을 들인 공연보다 살
아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객의 공유할 수 있는 장기  지속가능한 공연 기획, 개
발, 보 이 필요하다. 한 통춤이  속에서 친근한 

공연으로 자리매김 하기 해 객들에게 공연소식을 

극 으로 달하며 통캐릭터 발굴을 통해 통춤 이미

지를 익숙하게 하는 생활 속 마 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로서 통춤의 소극장 공연의 의

미는 문화복지에 한 모든 상들에게 문화복지를 리

게 한다는 보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계층, 
 연령층의 국민이 골고루 통문화를 릴 수 있도록 

보편 인 문화서비스의 장(場)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문화복지로서 통춤의소극장 공연에 한 의미는 

통춤이 객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자 하는 노력일 것이

며,  세 를 아우르며 볼거리, 즐길 거리로서  속

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무용 술도 객들이 이해하기 쉽고 근하기 쉬운 

성을 확보하기 한 마 략에 한 연구도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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