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유니버셜발 단의 발 리나 김나은은 탁월한 신체라

인과 테크닉 우수한 무용표 력을 인정받아 2015년

한국발 회 리마 발 리나 상을 수상했다[1]. 한

무용수 이주미 역시 섬세한 근육에서 표 되는 슬픔

을 잘 나타내었다고 평가받아 2016년 랑스 리콩쿨에

서 컨템포러리 상을 수상한 바 있다[2]. 이 듯 무용표

력은 문무용수의 자질이나 는 작품의 완성도를 평

가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는 무용수뿐만 아니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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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무용표 력 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을 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분석 상 논문은 2001년부

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한국학술정보(KISS)와 DBpia에 수록된 등재(후보)학술지

무용표 력 련 논문 총 36편을 선정, 연도별 학술지,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 상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학술지 동향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3편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은 양 연구 방법

상 연구가 제일 많이 발견되었다. 셋째, 연구주제 동향은 무용정서표 성, 신체표 능력, 무용표 력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 상은 무용 공 학생, 무용 로그램, 무용표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에 용할 수 있는 실질 인 연구

가 많이 발견되지 않아, 향후 양 연구에만 의존하는 한계 연구경향을 극복하도록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한 문 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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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research trends of domestic journals about dance expression 

ability. The thesis was selected from 36 articles selected from Korean Academic Information (KISS) provided by 

KERIS from 2001 to December, 2017 and articles related to dance expressions included in DBpia, Research 

methods,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themes. First, the research trends of the academic journals by year were 

on average 3 from 2004 to 2017. Second, the research method is mostly related to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hird, research theme trends were dance expressiveness, body expression ability, and dance expressiveness. Fourth, 

the research subjects were dance students major, dance program, dance expression in order.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research techniques and overcome the researches to overcome the research tendency based 

on questionnaire scales or statist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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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게도 심사가 되었다. 얼마 ‘무한도 ’ 멤버들은

자신의 신체 표 력을 높이기 해 무용가 김설진을

특별교사로 빙하여무용표 력을 배웠고[3], ‘배우학교’

라는 로그램에서 연기자들은 발 리나 김주원으로부

터 신체를 이용한 무용표 력을 배운바 있다[4]. 이 듯

무용표 력은 문무용수 뿐만 아니라 배우에게도 심

분야로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무용표 력은 무용수행의 궁극 목 인 미 표 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능력이다[5]. 무용의 목 이 표 이

라는 사실은무용학자들이 언 한무용의 정의 즉, “무용

은 인간 내부의 미 인 정서를 육체를 빌어 율동 으로

표 하는 술이다”[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표

능력은 훈련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표 하는 사람의

내·외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난다. 내·외 조건이

란 선천 으로 타고난 체격 조건과 체력, 술 감수성

과 심미 표 력을 말하며[7], 더불어 지속 인 연습과

정을 통해 보다 확장된 무용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무용표 력과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혜원,

이용 , 박승하[5]는 무용표 력을 동작표 기술, 외 표

출능력, 창의 사고력, 표 열정인 네 가지 요인으로 도

출하 다. 김정은[8]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다룬 자크 라

캉(J, Lacan, 1901-1981)의 욕망이론을 바탕으로 작품 속

무용창작표 력을 연구하 으며, 김태훈, 정희정[9]과 신

은경[10], 그리고 장정윤[11]은 상상력을 통한 무용표

력의 가능성을 연구하 다. 한 김복희[12]는 신체의 상

징성과 상징물에 의한 무용표 력을 연구하 으며, 조

간 자[13]는 일본 오키나와 지역 코네리테라 민족무용

을 통해 손의 움직임에 집 한 무용표 력을 높이고자

하 다. 최청자, 김형남, 박은주[14], 그리고 홍선미[15]는

움직임의 표 성과 그 기능의 확장에 을 둔 신체훈

련법(바르테니에 펜더멘탈)과 배우즉흥훈련법(Etude)

을 목시켜 문무용수의 무용표 력을 높이고자 다양

한 측면에서 훈련의 확장성을 시도하 다. 그러나 이러

한 무용표 력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독자 학문의

체계를 이루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강혜원 등[5] 역시선

행되어야 하는 근본 인 문제 즉, 무용수행의 목 이라

할 수 있는 표 력 자체에 한 연구가 무한 실정이라

고 지 하고 있다. 즉, 무용표 력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

일 수 있는 표 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무용표 력

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양 과 질 측면 모두 다양하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용표 력에 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무용수의 무용표 력 향상을 한 실질 인 방법을 제시

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즉, 문무용수의 무용표 력

역량과 작품의 완성도에 미치는 향력 등에 한 통합

근을 해 무용표 력에 한 동향연구가 선행되어

야 한다. 이는 무용표 력 련 견고한 지식체계를 형성

하는 일은 무용학 발 에 핵심 요소이며, 무용표 력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제시하고

학문의 결과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1년

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용표 력을 주제로 한 국내연구

를 분석함으로써 무용표 력에 한 연구동향을 알아보

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무용 술

분야의 무용표 련 연구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무용표 과 련된 논문의 연도별 학술지 동향

은 어떠한가?

둘째. 무용표 과 련된 논문의 연구방법 동향은 어

떠한가?

셋째. 무용표 과 련된 논문의 연구주제 동향은 어

떠한가?

넷째. 무용표 과 련된 논문의 연구 상 동향은 어

떠한가?

2. 연 방법

2.1 료 정 

첫째, 연구 상으로는 ‘무용표 력’을 검색어로 지정

하여 무용표 력과 련된 무용분야의 논문을 한국학술

진흥재단에 등재된(후보) 학술지 리지침에 의거한

집표집 방법을 사용하 다. 한 비교 논문의 질 수

을 객 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등재(후보) 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만을 분석 상에 포함하여, 학 논문, 단

행본, 학술발표, 보고서 등은 제외하 다.

둘째, 논문의 수집은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 정

보서비스KISS(학술데이타베이스)와 DBpia에서 ‘무용표

력’이 논문의 제목 는 주제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를 산출하도록 검색하 다. 제일 먼 논문의 제목을 확

인하고, 필요한 경우 록 는 본문의 내용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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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본 연구에 선정된 주제어와의 련성이 미미하

거나 련이 없는 논문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이

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36편의 분석 상 논문

을 선정하 다.

셋째, 분석 상논문은 2001년에서 2017년 12월까지로

제한하 다. 이는 정부의 문화 술교육정책이 강화되면

서 이에 한 학술연구가 이 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이

다[16].

2.2 방법

연구 자료에 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

어졌다.

첫째, 연도별 학술지 동향은 2001년부터 2017년 12월

까지 학술지 별로 분석하 다.

둘째, 연구방법의 경우 무용표 력 련 연구유형에

따라 연구방법을 분류하 다. 박 태, 박기용[17]과

Thomas & Nelson[18]이 제시한 분류방법을 참고하여

선정한 항목은 양 연구(상 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도구개발연구), 질 연구(근거이론연구, 사례연구), 문헌

연구(비교분석연구, 개념의미 분석연구)로 분류하 다.

셋째, 연구주제 동향은 서수진[19]과 손민[20]이 제시

한 분류방법을 참고, 연구의 변인별로 분석하 다.

넷째, 연구 상 동향 한 서수진[19]과 손민[20]이 제

시한 분류방법을 참고, 연구의 상 참여자 별로 분석

하 다.

2.3 신뢰도

신뢰도는 연구자 1인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무용학

박사 1인이 체 논문 상을 독립 으로분석하 다. 연

구논문의 분석자간 신뢰도는 박 태, 박기용[17]이 사용

한 신뢰도 산출공식‘(일치된 분석 항목 수/ 일치된 분석

항목 수 + 불일치된 분석 항목 수) × 100’을 참고하여 산

출하 다. 분석자 간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 약

98%의 일치도를 보 다.

year
Journal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

The Korean Research Journal of Dance
Documentation

1 1
2
(5.6)

Official Journal of the Koeran
Society of Dance Science

1 1 1 1 2
6
(16.7)

Resach of Dance Education 1 1 2 1
5
(13.9)

The Journal of Korean Dance 2
2
(5.6)

The Korean Journal of
Arts Studies

1
1
(2.8)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1 1
2
(5.6)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 Education

1 1 1
3
(8.3)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1
1
(2.8)

The Korea Journal of
Sport Science

1
1
(2.8)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1 1 1
3
(8.3)

Dance Research Journal of
Korea

1 1 2 1 1 1
7
(19.4)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
1
(2.8)

Korea Sports Research 1
1
(2.8)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1
1
(2.8)

Total 0 0 0 1 2 0 1 4 0 4 2 3 3 6 3 3 4
36
(100.2)

Table 1. Journal trend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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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및 

3.1 연도별 학술지 동향

연도별 학술지 동향은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학술정보(KISS)와 리미디어(DBpia)에 게재되어

있는 학술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무용표 력 련 논

문을 탐색하 다. 그 결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표된 무용표 력 련 논

문은 총 36편이 탐색되었고, 이 논문들은 14개의 국내 학

술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학술지 제 논문

한무용학회논문집 7편(19.4%), 한국무용과학회지 6

편(16.7%), 한국무용교육학회지 5편(13.9%)이 높은 비

을 차지하 으며, 그 외 11개국내 학술지에서 3편미만의

무용표 력 련 연구가 게재되었다. 반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무용표 력과 련되어 게재된 연구가 발

견되지 않았고, 2006년 한 무용표 력 련 연구는 발

견되지 않았다. 즉,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무용표 력

련 연구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고, 2004년 학무용학

회논문집을 시작으로 연구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결과는, 다음의두 가지 실 이유로 인해 무

용표 력이 무용인들에게 요시되기 시작하면서 본격

인 국내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단된다. 첫째, 1990년

삶의 질 향상을 한 문화 정책과 2000년 국민의문

화 술 수요확 향유자 심 문화 술을 한 문화

정책[21]에따른 문화 술 공공지원인 국가문화 술지원

시스템을 도입하 고, 문화 체육부 산하 기 인 한국

문화 술 원회와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문화재단 심 문화 술 지원이 확 되었기때문으로

단된다. 둘째, 국가의 문화 술분야 지원 확 결과로 이

어진 국제 규모의 활발한 축제문화이다. 구체 으로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가 통합되어 2002년에 서울공

연 술제(SPAF)로, 국제 무용제는2002년MODAFE라

는새로운명칭으로 변경, 무용분야의세계 공연

술축제로 성장하 다. 한 1998년에 설립, 2000년 부터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 축제로성장한 서울세계

무용축제(SIDance)[22]가 그것이다. 국제 무용축제는

양질의 해외무용 소개를 통해 국내 무용인들의 창작 자

극과 창작력 향상을 유발하여 무용 술의 발 [23]을 마

련하 고, 무용가의 술에 한 높아진 인식은 창작

역 확장과 더불어 다양한 실천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되

었다[24]. 따라서 무용표 력 련 선행연구들은 무용의

근본 목 이 되는 표 자체 혹은 정서표 성에 한

연구로써, 김민지[25]는 심리 변인 련 연구로만 확

되어왔을 뿐, 정서 표출의 의미로써 직 인 표 성에

한 개념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여 무용표 력

련 연구별 동향의 지향 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표 력에 향을 미치는 기본심리 요인

과 사회·심리 요인을 밝히기 한 양 연구의 수행과

심층 이고 구체 인 련변인 악을 한 질 연구

병행을 통해 다차원 개념의 무용표 력 련 연구로

발 해야 한다. 즉, 재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무용표

력 련 연구물의 게제 비 은 낮지만 지속 으로 나타

나고 있고, 다차원 인 에서 무용표 력 연구의 지

속성과 함께 활성화되는 무용표 력 한 연구의 확장성

을 기 한다.

3.2 연 방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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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표 력 련 연구방법 동향은 Table 2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양 연구방법 24편(70%), 질 연구방

법 6편(15%), 문헌연구방법 6편(15%)으로 탐색되었다.

양 연구가 객 , 통계 , 기술 인 면을 강조하는 반

면, 질 연구는 주 , 해석, 발견에 을 두는 연구

근 방법이며[26], 문헌연구방법은 기존의 문헌 혹은 자

료를 논리 으로 분석하고 고찰하여 단순히 리뷰하거나

특징의 개념 ㆍ이론 모형을 도출하여 이에 따라 분석

이 이루어지는 연구를 말한다[27]. 체 논문 양 연

구방법이 차지하고 있는 비 이 질 연구방법과 문헌연

구방법에 비해 큰 편차를나타내고 있다. 이는 연구패러

다임의 특성상 무용이 가지고 있는 신체경험 련 내용

들이 수량화 는 계량화되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8]. 그러나 정량 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간과할 수 있

는 미시 에서의 무용의 특성상 이러한 연구방법의

결과는 한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는연구방법의 동향이며,

이는 다양한 의 연구 설계와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드러낸다.

무용표 력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표

인 수단이며, 이를 증진시켜 무용의 기술 인 측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신체를 통한 정서 , 정신 인식의

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며, 질과 양의 비 이

아닌 질 연구와 양 연구가 함께 어울어 짐으로써 균형

있는 발 을 이룰 수 있다[28]. 즉, 재 양 연구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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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의존하고 있는 무용표 력의 연구는다양한 시각에

서 상의 깊이 있는 분석과 이론 으로 기반을 확고하

게 하기 한 연구방법, 편향 연구동향을 극복하기

한 다양한 연구 기법의 확충이 필요하다. 단순히 양 인

분석 보다는 심층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질 연구, 실

험연구, 통합연구 방법 등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

져야 하며[29], 심리나 정서를 악하는방법으로서 심층

면담과 직 인 연구자의 참여, 찰일지, VR녹화 방법

등의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무용표 력의연구는 질

연구방법, 는 질 ·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일 것이다.

Classification N %

Quantitative research 24 66

Qualitative research 6 17

Literature study 6 17

Total 36 100

Table 2. Research method Trend

Fig. 1. Research method Trend

3.2.1 양적 연 방법 동향

양 연구방법 분석 동향 결과는 Table 3과 Fig. 2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체 양 연구 24편 주로 둘 이상

의 변인들 간 인과 계를 밝히는 상 연구가 17편(70%),

로그램을 통해 효과를검증하는 실험연구가 3편(13%),

사실을 있는 그 로 기술 하는 조사연구가 3편(13%)이

있으며, 특정도구개발연구가 1편(4%)으로 나타났다. 신

체활동 는 인간 움직임에 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

로운 이론을 창출하는 무용연구의 타당성을높이기 해

서 연구변인을 수량화하여 통계 인 방법에 의해서 분석

하는 양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은 수학 , 통계

기법이 용되며[30], 이 통계 기법은 정당성을 확보하

는데 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31]. 이러한 결과로

무용표 력 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해 수집된 논

문들 부분이 설문에 의거한 변인들의 인과 계를 규명

하는 상 연구에 많은 비 이 찰되었다. 이는 인

인 상황을 만들지 않고 무용표 력이라고 하는 변수의

연구를 그 로 진행할 수 있고 여러 변수의 상호 계를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상 연구의 장 때문이다.

무용수 자신의 주체 개성의 표출인 무용표 력은

무용수의 정신 안정감을 주기 해 무용수행 고난도

의 기술이 발휘되거나, 강한 체력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

다[32]. 따라서 연구 상황의 작 성 비 실성이 높다

는 단 을 가진 실험연구는 연구의 빈도수가 높지 않았

던 것으로 사료되며, 조사연구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무

용표 력이라는 주제연구 자체의 결과가 많이 발견되 않

아 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추후 주제연구의 다양성

이 확보된다면 연구결과가 증가할 것이라 여겨진다.

Classification N %

Correlation study 17 70

Experimental research 3 13

Research study 3 13

Development of
specific tool

1 4

Total 24 100

Table 3.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nalysis trend

Fig. 2.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nalysis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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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Grounded theory
research

5 83

Case study 1 17

Total 6 100

Table 4.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alysis trend

Fig. 3.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alysis

trend

3.2.2 질적 연 방법 동향

질 연구방법 분석 동향 결과는 Table 4와 Fig. 3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질 연구방법 연구물 6편 개되

는 찰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론을 산출하려는귀납

근연구 방법이 근거이론연구가 5편(83%)을 차지했고, 하

나 는 몇개의사례를 심으로 분석한사례연구가 1편

(17%)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질 연구방법인 내러티

연구, 상학 연구. 문화기술지 연구, 요인 탐색 연구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질 연구방법 분석 동향을 살펴보면, 무용표 력에

합한 개념 인 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않고 개념간의

계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반복연구가수행되지 않아

변수들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한 근거이론연구가 5편

이며, 무용표 력이 사용되어진 연구나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어총체 으로분석한 사례연구가 1편으로선행자

료로 제공되어 있지만 질 연구방법은 체 연구 방법

과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박 길[33]은 무용분

야에 질 연구방법을 용하는 것이 무용 그 자체가 다

차원 ( 술 , 학문 등) 가치를 지니고 있기때문이며,

이러한 무용의 가치들은 질 속성을 지니고 있어 무용

학 연구의 질 연구 합성에 해 강조하 다. 이 듯

범 한 무용표 력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해 앞서

말한 심층면담과 직 인 연구자의 참여, 찰일지, VR

녹화 방법 등 연구의 다양한 질 연구방법의 근 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Classification N %

comparative analysis 1 17

conceptual semantic
analysis

5 83

Total 6 100

Table 5.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alysis trend

Fig. 4.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alysis 

trend

3.2.3 문헌연  방법 동향

문헌 연구방법 분석 동향 결과는 Table 5와 Fig. 4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체문헌연구 6편 공통 ·일반

성질을 뽑아내서 이루어진 표상인 개념의 뜻을 알아보는

개념의미 분석연구가 5편(83%)을 차지했고, 상과특징

들을 비교하기 해 질 는 양 방법을 사용하는 비

교분석연구가 1편(17%)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역사철

학 분석연구나 제도정책 분석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해 황인주[34]는 문헌연구 방법 분석에서 도출

되는 결과로 무용과 같은 술 분야에서 이론 지식의

논리 체계성을 갖추기 한 과학 연구방법론의 필요

성에도 불구하고 활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표 력에

한 연구 결과가 양 팽창이나 질 수 의 향상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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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못하고있어그 비교분석에 한연구가 1편에불과하

며 이를 통해 향후 무용표 력에 한 연구의 양 ·질

향상을 통한 연구의 다양성의 확 가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3.3 연 주제 동향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무용표 력 련 연구주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구주제 동향을 살펴보

면, 무용정서표 성 15%로가장 높게나왔고, 그뒤로 자

기표 10%, 신체표 능력 8%, 무용표 력 8%로 나타

났다. 그리고 무용표 기법, 무용능력성취, 무용수업 등

이 각각 6%, 창작능력, 자아정체성 무용표 력의 구성요

인, 무용몰입이 4%로 나타났다. 그 외 연구주제들은 2%

의 낮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무용표 력의 연구주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무용을

통해 정서를 표 하려는 성향을 뜻하는 무용정서표 성

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이는 무용정서표 성

이 무용표 력에서 언 한 정의 의 무용수 내면의 것

들을자기표 , 자신의 정서 달, 객과의 소통등을신

체동작을 통해 외 으로 드러내는 것[35]과 부합되어 다

수의 연구자들에게 흥미를 일으켰으리라 사료된다. 그

외에 확신을 가지고 기술 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달하는 자기표 과 몸을 소재로 개인의 느낌을 창의

이고 개성 으로 표 하는 의미의 신체표 능력, 무용

학습으로 인해 얻게 되는 무용능력성취등 무용표 력의

연구주제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N

A Structural Delivery System of Dance Expression
and Its Aesthetic Characteristics

1

Dance lesson 3

Dance emotional expressiveness 7

Dance commitment 2

Dance ability achievement 3

Dance expression symbolism 1

Extension of dance expression 1

Dance confidence 1

Dance expressive power 4

Dance expressive style 1

Factors of dance expressive power 2

Self expression 5

Dance expression technique 3

Ego identity 2

Body expression ability 4

Dance expression education 1

Emotional intelligence 1

Acting commitment 1

Creative ability 2

Expressive confidence 1

Exploration importance search 1

Korean expression 1

Total 48

Table 6. Research topic trend

2004년 이 의 연구 주제들은 경험과 해석 등 한정된

주제들이 연구 되어있는 반면 이후로는 다양한 연구 주

제들로 연구되어[28] 반 인 연구주제의 다양성은 확

보되었으나 몇몇 주제를 제외하고 다른 주제들의 빈도수

는 분석 상의 기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무용표 력이라는 연구주제의 편수가 부

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5. Research topic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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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 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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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표 력 련 연구 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무용표 력 련 연구 상은

무용표 27%, 무용 공 학생 22%, 그리고 무용 로그

램이 19%로높게 나타났으며, 이외무용수업 8%, 무용

공자 6% 무용작품 6% 등으로 연구되어졌다. 이는 무용

표 력의 용 상과 상에 한무용표 력을 발 시

킬 수 있는 로그램 교육과 련되어 나타난 결과로

써 학문 반 에 한 심이 치 되었을 것이라 사료

된다.

체 연구 상 무용표 [36]과 무용 공 학생[14,

35], 무용 로그램[8, 14] 등이 다른 연구 상과 큰 편차

를 두게 된 것은 무용표 력의 용 상과 상에 한

무용표 력을 발 시킬 수 있는 로그램, 주제에 따

른 교육과 련되어 나타난 결과로 학문 반 에 한

심이 치 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훈련에 의

해 만들어지거나 표 하는 사람의 내외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는 무용표 력을 실행하여 용시킬 수

있는 무용교사나 는 무용에 입문하는 등학생 등 다

양한 연구 상의 분석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용표

력이 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필요하다는 인식

의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차원 인 에서 개발

된 무용표 력은 단지 무용수뿐만 아니라무용수행에

련된 모든 상에게서 나타 날 수 있고[36], 이에 따라

상의 편 되지 않는 상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Classification N

Dance expression 10

Dance program 7

Dance major students 8

Elementary school students 1

Dance classes 3

Dance teachers 1

Professional dancers 1

Majoring in dance 2

Other major (actor and musical) 1

Dance performance 2

Total 36

Table 7. Trends by subject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수의 무용표 력 련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기 해 무용표 력 한 국내 학술지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분석 상 학술지는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

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한국학술정보

(KISS)와 DBpia에 수록된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총 36편을 선정하 다. 분석방법에 따라 연도별 학

술지,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 상으로 분석한 뒤,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국내 학술지 동향은 14개의 국내 학술지에 골고

Fig. 6. Trends by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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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분포되어 있었다. 연도별로는 2001년부터 2003년, 그

리고 2006년에는 연구된 바가 발견되지 않았고, 2004년

부터 2017년 12월까지 평균 3편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었

다. 한 학술지 제 논문 한무용학회논문집 7편

(19.4%), 한국무용과학회지 6편(16.7%), 한국무용교육학

회지 5편(13.9%)이 높은 게재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다양한 학회를 심으로 논문이 발표되는 추세로

보아 무용표 력 련 연구는 지속될 것이라 단된다.

둘째, 연구방법은 양 연구방법이 주로 진행되고 있

었다. 무용표 력 련 연구는 무용 술분야에서 문가

를 상으로 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의 편향

인 연구방법보다는 다양한 시각에서 상의깊이 있는

분석과 이론 기반을 확고하기 한 연구방법, 한쪽으

로 치우친 연구동향을 극복하기 한 다양한 연구 기법

의 확충이 필요하다. 한 양 연구방법 상 연구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질 연구방법과 문헌 연구방법

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양 연구방법에 비해 질 연구

방법은 부족한 실정이며, 편향 인 연구물로 인해 비교

분석연구는 1편에 불과하 다. 무용표 력 련 연구 동

향을 분석하기 해 수집된 논문들 부분이 설문에 의

거한 변인들의 인과 계를 규명하기 한상 연구에 많

은 비 이 나타난 것은 연구의 타당성과 통계 기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함이나, 무용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가치와 무용자체의 술 가치를 높이고 범 한

무용표 력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해서라도 연구의

다양한 질 연구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주제 동향은 무용정서표 성, 신체표 능

력, 무용표 력 등이 높은 비 을 차지하고있다. 이는 무

용표 력이라는 연구주제와 연 성이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2004년 이후로 연구주제의 다

양성은 확보되었으나 빈도수는 분석 상의 기간에 비해

매우 낮은 결과를 보 다. 이는 무용표 력이라는 연구

주제의 편수가 반 으로 부족하 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말한 다양한 주제의 발췌는 무용표 력 연구에

한 독창 인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주제 역이 개발되

어진다면 무용표 력에 련된 학문 자립이가능할 것

이라 여겨진다.

넷째, 연구 상은 체 논문 무용 공 학생, 무용

로그램, 무용표 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

다. 이는 무용표 력의 용 상과 상에 한 무용표

력을 발 시킬 수 있는 로그램 무용표 력 교육

과 련되어 나타난 결과로써 학문 반 에 한 심

으로 해석된다. 무용표 력은 무용수행에 련된 모든

상에게서 나타 날 수 있고 상은 편 되지 않게 진행

되어야 한다. 이에 무용표 력을 실행하여 용시킬 수

있는 무용교사나 무용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등학생

에 한 연구 상이 미비하다는 것은 무용표 력의 연구

상에 한 치우침으로 설명될 수 있기에 다양한 연령

별 주제의 연구가 시 하다 단되며, 다차원

에서 개발된 무용표 력은 무용수행에 련된 다양한 연

구 상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 무용표 력 련논문

은 각종 학술지에서 다각도로 발표되는 연구의 지속성을

보아 연구는 계속 이어져나아갈 것으로 보이나, 설문 척

도나 통계 인 결과에 의거한 연구 경향의 극복을 한

연구 기법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무용의 술 가치

와 경험 가치의 존엄을 해 질 연구의 필요성을 발

견 할 수 있었다. 한 독자 인 연구 자립을 해 주

제의 다양성과 함께 심도 있는 질 연구가 지속되어 학

문 자립을 확보해야 될 것이며, 편 된 연구 상의 결

과를 딛고 무용표 력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무용표 력 련 연구에

하여 편향 인 연구결과를 래하지 않고 연구 역 체계

를 확립하기 한 다각도의 문 인 후속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연구는 무용표 력의

요성과 가치, 무용 술의 화와 확 발 을 해

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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