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목적

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한민국 국

을 가진 국민들은 국토방 와 국가안 보장을 해 국방

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 이러한 의무

를 다하기 해 한민국의 남성은 신체 ㆍ정신 특이

사항이 없는 한 만 19세부터 의무 으로 군 복무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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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 논문은 한국의 병역의무에 하여 남성무용수들이 갖고 있는 경향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병역특례에 해 어떠한

인식과 경험을 하는지를 심층 으로 구명하고자 하 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질 연구방법을 토 로 진행하 다. 자료수

집은 병역특례 남성 무용수 3인과 병역 비특례 남성 무용수 3인의 총 6명을 상으로 비참여 찰, 심층면담, 문헌자료 수집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 범주화를 통해 질 분석을 실시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남성무용수들은 한국남성으로서 부여된 병역의무에 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공통

인식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병역의무이행에 해서는 다소 부정 인 시각이 있음을 확인하 다. 둘째 병역 특례자들은

다른 동료 무용수보다 높은 우월감을 느 으며 주 의 높은 심으로 인해 지나친 사회 감시를 경험하고 있었다. 한

병역 비특례자들은 군복무를 통해 단 (경력, 경제)을 경험하며 무용에서 이탈하거나 병역특례제도에 한 의구심을 갖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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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nder men’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military service revealed in 

Korean society by looking into the military service exception cases of a Korean male dancer. this study used 

non-participation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s and bibliographic data, etc. targeting a total of 6 persons covering 

3 male dances who received military service privileges by winning a prize at home & overseas dance concours, and 

another 3 male dancers who fulfilled military duties. Then, this study di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The deducted results through this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all the surveyed male dancers consented to the 

necessity of military service as Korean people, but it was found that they wished to get miliary service privileges 

in order to maintain the career they actually had achieved. Second, the male dancers, who fulfilled military service, 

were found to make endless effort to catch up with the tendencies of dance suited for the relevant period after 

returning to society due to career discontinuity and social severance caused in the process of fulfilling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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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최근 정부는 군복무로 인해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한시 으로 잃을 수 있다는문제 을 인식하 으

며,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 병역 특례 제도를 시

행하여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체 복무를 통해

군 복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이에 따라 병역 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

야는 공공기 , 문연구산업체, 경제 재화 생산업체

등 사회 역 반에 고르게 분포하여 있으며, 그

술ㆍ체육 분야에서 무용은 정부가 지정한 회(국제 술

경연 회 3개, 국내 술경연 회 3개)의 상 입상자(국

제 술경연 회 2 이상, 국내 술경연 회 1 )를

상자로 선정하여 병역특례자격요건[2]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 특례 자격 요건을 받기 해 남성 무용수들

은 정부에서 지정한 무용 회에서의 입상을 갈망하고

있다. 이는 병역 특례 여부가 무용수로서의 삶에 막 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성 무용수의 경우, 군 복무 기간 동안 발

생되는 무용활동 공백으로 인하여 개인이쌓은 일정기량

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다른 동료들 보다무용수로서의 표 능력이

나 신체 기량이 하되기 때문에[3] 병역특례 제도에

얽매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남성 무용수들의 삶에 병역 특례가 요한 요

인이되는 만큼 일부국내외무용콩쿠르를통해병역 특

례를 부여받음으로써 입상자들에 한 곱지못한 시선으

로 바라보는 경우가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른 무용 콩쿠

르의 시상 차에 한 형평성과 공정성 등의 문제가 사

회 화두로 제기되는 경우가 나타났다[4].

즉 이처럼 병역특례를 둘러싼 여러 사회 이슈나 문

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는 부분을 고려하 을때 병역에

한 여러 사안들은 한국 남성들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반에 있어 요한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사실 어떠한 의혹에 한 해소

보다도 그러한 상황을 직 으로 겪는남성 무용수들의

입장에서 해당 상과 련되어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진 으로 이 지고는 있으나

다소 미약한 수 이다.

다시 말해 병역 특례와 같은 직 인 혜택으로 인하

여 정신 물리 혜택을 받거나 제한 인 여러 조건들

에 해 그들의 입장에서 직 인 그들의 인식과 경험

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이 어떠한 기능 장

단 이 있는지 심층 으로 규명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해당 문제 들을 해소하고자 다각 인

시각에서 근한 노력들이 이 져왔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체육 요원의 병역특례에 한 연구[5-7]와 남

성무용수의 병역특례에 한 연구[8,9], 병역의무 비특례

자들의 경력단 에 한 연구[3] 등에서 일부 연구가 축

되어져 오고는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근본 인 문제

에 해 다루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선구

연구들에서 지속 으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실질

인 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연구는 한국 남성 무용수의 병역 특례에

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 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성들의병역 의무 특례에 한 인식을 보다심

층 으로 구명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의 목 을 해

결하기 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남성무용수들이 병역 의무 특례에 하

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한국 남성무용수들의 병역 의무 이행 병역특

례 경험은 어떠한가?

2. 연 방법

2.1 질적 사례연

이 연구의목 은 한국 남성 무용수의 병역 특례사례

를 살펴 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남성들의 병역

의무에 한 인식을 심층 으로 구명하는 것이다. 이러

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질 연구방법

(qualitative methodology)을 용하여 심층 으로 탐구

하고, 이해하여 기술하고자 하 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ㆍ외 무용콩쿠르에서 입상하여

병역 특례를 받은 남성 무용수들과 병역 특례를 받지 못

한 남성 무용수들을 선정하여 한국 남성 무용수의 병역

특례 사례가 무용계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 무용수들의

삶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보다 심층 으로

분석하기 하여 련 문헌 수집, 비참여 찰, 심층면담

을 자료수집 방법으로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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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  참여  정 및 해

2.2.1 연 참여  정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질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

는 유목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이용하여 선정

하 다. 유목 표집법은 연구문제에 합한 상황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표할 수 있는 상자를 표집하는 방

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credibility)

는 신뢰성(trustwothiness)을높여 특정상황에 한 심

화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10].

2.2.2 연  참여  해

이 연구의 참여자는 국내ㆍ외 무용콩쿠르에서 입상하

여 병역 특례를 받은남성무용수와병역특례를받지 못

한 남성무용수를 상으로 6명을선정하 으며, 연구 참

여자들의 신분과 개인 인 정보를 보호하기 해서 연구

참여자를 가명으로 기록하여 개인 비 과익명성을 보

장하 다.

Name Age
Activity
year

Degree of
education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KIM OO 30 12 University X

PARK OO 35 18 Master X

NA OO 29 10 University X

JANG OO 31 14 Master O

KIM ☆☆ 36 20 Master O

SHIN OO 23 7 University O

Table 1. Personal data of research participants 

2.2.2.1 연구 참여자 1(김OO)

남성무용수 김OO는 재 30세로무용 경력이 12년차

이다. H 학교에서 한국무용을 공하 으며, 병역 특례

를 받지 못해 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2.2.2.2 연구 참여자 2(박OO)

남성 무용수 박OO는 재 35세로 무용 경력 18년 차

이다. H 학교에서 무용을 공하 으며, 동 학원

에서 석사 과정 이다. 병역 특례를받지 못해 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2.2.2.3 연구 참여자 3(나OO)

남성 무용수 나OO는 재 29세로 무용 경력 10년 차

이다. S 학교에서 무용을 공하 으며, 병역 특례

를 받지 못해 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2.2.2.4 연구 참여자 4(장OO)

남성 무용수 장OO는 재 31세로 무용 경력 14년 차

이다. S 학교에서 무용을 공하 으며, 동 학원

석사를 졸업하 다. 군 복무는 국내ㆍ외 콩쿠르에서 입

상하여 병역 특례로 면제되었다.

2.2.2.5 연구 참여자 5(김☆☆)

남성 무용수 김☆☆은 재 36세로무용 경력 20년차

이다. H 학교에서 무용을 공하 으며, 동 학원

석사를 졸업하 다. 군 복무는 국내ㆍ외 콩쿠르에서 입

상하여 병역 특례로 면제되었다.

2.2.2.6 연구 참여자 6(신OO)

남성 무용수 신OO은 재 23세로무용 경력 7년 차이

다. K 학교에서 한국무용을 공하 다, 군 복무는 국

내ㆍ외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병역 특례로 면제되었다.

2.3 료수집

2.3.1 비참여 찰(Non-participant observation)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연구자가 직 참여

하지 않으면서 연구 참여자를 찰하는 비참여 찰을 실

시하 다. 비참여 찰은 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개입

하지 않고, 그 사건을 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이며[11],

이를 통해 면담 내용을 확인하거나, 언어로 표 하기 힘

든 내용이나 행동 등에 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비참여 찰은 기간별로 1차와 2차로 나

어 실시하 다. 1차 찰은 비 찰로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무용 연습실에 직 방문하여연구 참여자들을

찰하 다. 2차 찰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무용연

습실 공연장에 직 방문하여 찰하 으며, 연구 참

여자의 개인 특성에 하여 악하고 장노트에 기록

하 다.

2.3.2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면담은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 의견, 신념 등에 한

자신의 을 표 하도록 유도하는 언어 의사교환

는 목 을 가진 화이다. 특히 심층면담은 찰이 어려

운 상황이나 연구 참여자의 내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

하기 한 가장 효과 인 자료수집 방법이다[11].

심층면담이 이루어지기 에 연구 참여자들과 라포

(rapport)를 형성하기 해 일상 인 화로 친근감과 공

감 를 형성하기 해 노력하 다. 한 면담 일정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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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연구 참여자와의 의 아래, 편리한 시간과 장소로

선정하여 실시하 으며, 사 에 연구 문제와 련된 주

요 면담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고지하 다.

면담방식은 선행연구를 기 로 하여 반구조화된 면담

과 비구조화된 면담을 함께 실시하 으며, 면담 시간은

회당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내용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모든 면담 내용

을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취하 으며, 면담이 끝난 후 바

로 텍스트로 옮겨 분석과 해석의 자료로 활용하 다.

content Details

Personal
characteristics

⦁Age
⦁Academic Background
⦁Activity year
⦁Military service exception or not

Perception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 and
Military Service Exception

⦁Perception for Military Service
System

⦁Perception for Military Service
Exception

Experience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 and
Military Service Exception

⦁Experience for Military Service
System

⦁Experience for Military Service
Exception

Table 2. Contents of interview questionnaire

2.3.3 헌 료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비참여 찰과 심층

면담이외에도 병역의무 병역특례와 련된각종 문

헌 자료들을 수집하 다. 구체 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

으며, 미디어 자료( 상매체, 인쇄매체)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 다.

2.4 료 

부분의 질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

료를 사(transcription)하는 단계를 거쳐 부호화(coding)

를 한 후 연구문제에 합한 주제(theme)를 생성하는 귀

납 범주화 과정을 거친다.

이 연구에서는 련 문헌 수집, 비참여 찰, 심층면담

등을통해수집된자료를1차 으로 사하여Glesne(2006)

의 지속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으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2차 으로 개념화

범주화를 통해 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단계를 실

시하 다.

Topic
Secondary

categorization
Primary

categorization

Military

Military service
⦁Sense of duty
⦁Resistanc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Suitability
⦁Sensible way

Disconnection

Career disconnect
⦁Performance
⦁Physical ability

Economical
disconnect

⦁Job
⦁Living

Table 3. Category and analyses

2.5 료  진실

질 연구에서 자료의 진실성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

타당도를 입증할 수 있으며[13], 자료의 진실성은 자

료수집방법의 다각화로 실 할 수 있다[14].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련 문헌, 비

참여 찰, 심층면담 자료를 수집하 으며, 삼각검증법

(triangulation) 동료와의 의를 통해 자료의 진실성

을 확보하 다.

3. 연 결과

3.1 병역제도에 한 병역 (비)특례 남 용수들

 식

한민국의 남성은 의무 으로 만 19세부터 군 복무

의 의무를 가진다[1]. 남성들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의무

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경력, 경제 ,

사회 단 을 겪게 된다.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 부

분의 남성들이 병역 의무를 다 하고 있는 반면에, 병역

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군 복무 기간 동안 단 을 최소화

하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국 선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듯 병역의 의무와 특례가 공존하는 실 속에서

연구 참여자인 한국 남성 무용수들이 병역 의무와 특례

에 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따라서 이 에서는 한국 남성 무용수를 상으로 병역

제도와 특례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해 심층면담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1 병역 제도에 한 식

연구 참여자인 한국 남성 무용수들이 무용수이기

에 한민국의 남성으로서 병역 제도에 한 반 인

생각을 알아보기 해 심층면담을 실시하 으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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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1.1 병역 비특례자의 병역 제도에 한 인식

병역 제도요? 군 는 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다녀오는

곳이잖아요. 군 복무 기간 동안잃는 게 많겠지만, 분단국

가인데 국민으로서 그정도는 당연히 다녀와야 한다고생

각해요(나OO 인터뷰).

군 는 남자라면 다 다녀와야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SNS에 군복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진에 댓

로 멋있다는 등의 댓 을 다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에 비해 군 복무에 정 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쿠르 입상 같은 걸로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게 해야죠(김OO 인터

뷰).

이처럼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한국 남성 무용수들의

경우 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해서 매우 정 인 모

습을 보 다. 하지만 군 복무로 인해 손해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병역 특례로 회피할 수 있다면 회피하고 싶

다는 반응을 보 다.

3.1.1.2 병역 특례자의 병역 제도에 한 인식

군 는 당연히 갔다 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즘 군 복무 기간이 1년 9개월 정도로 어든 걸로 아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남자답게 다녀와야죠. 아마 도 학생

때 나간 콩쿠르에서 입상하지 못했었다면 군 를 역으

로 다녀왔을 텐데, 기분 좋게 다녀왔을 거라 생각해요(김

☆☆ 인터뷰).

군 좋죠. 한민국 남자라면 다 다녀와야죠. 도 원래

는 (같이) 무용하던 친한 친구들이랑 동반 입 하기로 했

었는데, 만 병역 특례로 빠지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군

가버려서 좀 외톨이 같았어요. 그때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동반 입 했으면 재 지 않았을까 생각해요(장OO

인터뷰).

이처럼 병역 특례를 받은 한국 남성 무용수들은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연구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군 병역

제도에 해서 매우 정 인 모습을 보 다.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병역 특례를 받은 남성 무용수

와 특례를 받지 못한남성무용수모두 병역 제도에 해

서 정 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 병역 특례에 한 식

연구 참여자인 한국 남성 무용수들의 병역 특례에

한 반 인 생각을 알아보기 해 심층면담을 실시하

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2.1 병역 비특례자의 병역 특례에 한 인식

병역 특례 제도는 뿐만 아니라 체능계 사람들이라면

구나 다 원하는 그런거죠. 군 가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친구 잃고, 돈도 못벌고, 여자동기들은 다 학

원이나 아니면 좋은 곳에 취직하고...( 략)... 이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죽도록 연습했었는데...(박OO 인터뷰).

콩쿠르에서 입상한다는게 사실 병역 특례가목 이 아니

라 제 실력을 인정받는 게 목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

데 역때도 그 고지 도 보면가끔 그런생각을 해

요. 분명히 다른 친구가 더 뛰어난데 왜 쟤가 (상을)타는

거지? 백이 좋은가? 쟤는 (학교가)어디 지? 하면서 실력

이 아닌 다른 조건을 찾아보는 를 발견하게 되더라고

요. 무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요(나OO 인터뷰).

이처럼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한국 남성 무용수들의

경우 병역 특례 제도에 해 매우 정 이며, 자신이 그

특례를 받기를 갈망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1.2.2 병역 특례자의 병역 특례에 한 인식

병역 특례 제도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몇 년간 같이

연습한 친구들이지만, 스펙과 입상시 주어지는 병역 특례

때문에 콩쿠르 기간만 다가오면 서로 잘 안 모이고 연습

만 하게 돼요. 친구들은 입상에 실패해서 군 에서 2년을

보냈지만, 는 그 시간 동안 계속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

에 지 까지 하고 싶은 무용도 하고 있고, 학업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장OO 인터뷰).

는 콩쿠르 입상자에 한해서 병역 특례를 주는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상자

가 무 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밤새 콩쿠르 비하며

연습했던 친구들이 생각나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력

이 엄청 뛰어난데 입상을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

를 다녀오는 사람들을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무용수들이 더 많이 발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

특례 제도가좀 더 확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김

☆☆ 인터뷰).

이처럼 병역 특례를 받은 한국 남성 무용수들은 병역

특례 제도에 해 매우 정 인 반응을 보 으며, 그 특

례를 받기 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하 다.

한 병역 특례 제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발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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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병역 특례 제도가 좀 더 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3.2 병역(비)특례 경험

병역특례 비특례자들의 한 경험을 귀납 범주

화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3.2.1 병역 비특례 들  경험

병역 비특례자들을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두 가지

인 단 이 일어나고 있었다. 경력단 과 경제단 로

이에 한 내용을 구체 으로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3.2.1.1 경력단

병역 비특례자들의 경우 신체건강하고 결격사유가 없

는 남성들에게 1년9개월의 기간 동안 의무 으로 군복무

를 한다[1]. 무용과 유사한 체육의 사례경우 운동선수 특

성상선수로활약 할수 있는 시간이 짧기때문에 성기

때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 로 지속 인선수생활의 어려

운 실정이다[3].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

의 인터뷰를 살펴보았다.

처음 군 자 배치를 받고 무 힘들었어요. 군 에서

는각이생명이라 할 정도로 제식훈련이나 집총훈련은무

용이랑은 (동작이)다르고, 자유시간이 있을 때 연습을 하

면 좀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치를 줘서 짧게나마 있는

자유 시간에 마음 편하게 연습을 할 수 없었어요(박OO

인터뷰).

무용수의 최고 성기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20세라고생

각해요. 왜냐면 그 나이가 몸도 안 아 고 “왜 그거 있잖

아요? 골병이 안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훈련이 많이 되

어 웬만한 기술들과 감정들이 훈련이 되어있는데 군 에

가서 2년여의 기간을 군 복부를 하면 그만큼의 갭이 커지

만 그 공백기를 따라가기 힘들어요. 도 갔다 와서 무용

을 계속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인생의 최고 갈림길에 고민

많았죠(나OO 인터뷰).

이처럼 연구 참여자인 한국 남성무용수들 병역 비

특례자들의 경우 경력단 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약 2년

여 간의 공백으로인한 심리 부담감을 갖고있으며, 국

내 수석 발리 노 에서 군복무를 이행한 무용수가 거

의 없을 정도로 군복무는 무용수에게 치명 [15]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병역문제를 회피하

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5] 우리는 와 같은 사

례들을 우리는 미디어에서 간간히 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부정 인 견해를 볼 수 있었다.

3.2.1.2 경제단

병역 비특례자들은 경력단 외에도 경제단 을 이야

기하고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살

펴보았다.

아무래도 수입은 슨이죠. 나름 작품을 잘 짠다고 했을

때는 한 작품에 꽤 받았어요. 작품이라는게 창의 인 상

상력이필요하다 보니 그만큼 작품 만드는데심 을 기울

이며 시간이 만이 들어가요. 그만큼 잘 나오면 그만큼 받

는거죠! 하지만군 에 입 한 순간부터는 도 부모님

게나마 드렸던 용돈도 뭐 다...사회에 나오니 빈털터리

같아 한동안 심란했어요(박OO 인터뷰).

큰 공연을 하면‘뭐 를 들면 뮤지컬 앙상블처럼??!!’장타

공연을 하면 아무래도 꾸 한 무용공연 페이( 여)를 받

다보니 생활이 안정 이게 되고, 그만큼 공연을 뛰면서

이력도 하나 채워지고, 인기도 올라가요.‘일석삼조라고 하

죠?’하지만 뮤지컬계도 순환이 되는 장르고 한 번에 텀이

생기면 그 자리를 채우기가 힘들어요. “즉 오디션을 계속

보러 다녀야 해요”(나OO 인터뷰).

이처럼 연구참여자인 군복무를 이행한 한국 남성무용

수들은 경제 어려움의 고충을 말했다. 사회에서는

슨이나 공연으로 인한 수입으로 생계유지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군복무 에는 모든 경제활동이 비활성화

되면서 복무를 마친 후에 사회로 돌아왔을 때 가장 어려

움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었다.

3.2.2 병역 특례 들  경험

병역특례는 4주 동안 육군훈련소에서 기 군사훈련

을 받은 뒤 해당분야 특기를 활용하여 사활동을 의무

으로 이행하고, 문화체육 부장 지휘·감독하에 병

무청장이 정한 해당분야에서 34개월 복무[1]하는 것을

말한다. 부분의 경우 병역특례를 체육계에서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술(무용, 음악, 미술)분야도 있

다. 이 에서는 술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은 한국 남

성무용수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학생 때는 부모님께서 경제 인 지원을 해주셨지만 아무

래도 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학원 강사 공연을 하면

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었



‘신  아들’: 남  용수들  병역특례 식과 경험 393

죠. 그래서 콩쿠르에 나가서 상을 받아 병역특례를 받고

열심히 제 길을 걸어온 결과 지 은 만의 공간인 무용

연습실도 마련하고 후배양성과 작품이랑 활동을 활발하

게 하여 경제 인 문제를 해결하며 꿈을 해 달려가고

있어요(김☆☆ 인터뷰).

무용은 몸으로 표 하는 술이니까그 만큼 꾸 한 리

가 요하지만 혼자만 실력이 좋다고 무용계에서 인정받

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회 안에서의 사회생활도 요해

요. 군입 로 흐름이 끈기면 다시 자리 잡기 힘들어요. 우

리나라는 인맥이 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거든요. 역

으로 갔다 온 구들 에는 그만둔 친구들도 꽤 많죠. 그

빈 시간 동안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은 많거든요. 는 다

행히 노력의 결과를 병역특례로 보상 받아서 다행인거

죠.(신OO 인터뷰).

이처럼 병역특례는 남성무용수들에게 있어 인생에 한

번은 넘어야 하는산과 같다. 심 으로많은 부담감이 있

지만 꾸 한 연습과 트 이닝을 통하여콩쿠르에서 상을

받아 합법 으로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다. 한 술요

원은 군복무기간 동안 개인 술 활동을 지속하며, 국가

가 요청할시 나라를 한 사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고

한다[16].

병역특례라는 것은 요한 제도 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무용수를 세계로알리려면 피치에 올라왔을때 계속 한계

단식 더 올라가야 해요. 하지만 군 라는 곳에 가면 아무

래도 무용수의 삶은 멈춰있다고 볼 수 있죠. 군 에서도

연습 할 수 있을꺼라는 생각을 갖은 친구들도 막상 입

하고는 연습을 거의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병역

특례가 있는 회의 그 압박감은 말로 표 을 못해요(장

OO 인터뷰).

요즘에는 싱9등 여러 가지 오디션 로그램들로 인해

무용 춤이 보다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서 사람들 인식에 딴따라에서 술이라는 장르로 변경되

고공연도 많이 보러오고 심도높아지고 공연문화 활성

화에 도움이 되죠. 제가 알기로 싱9에 나온 남성무용수

들은 거의 병역해택을 받았을꺼 요. 무엇이든 그 자리

에서 최고가 된다는 건 꾸 히 지켜 나가야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우물만 라(김☆☆인터뷰).

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특례를 받은

무용수들은 기 군사훈련 후, 2년여의 공백 기간 없이

특기를 살려 각자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경력단

, 경제단 에서 벗어나 꾸 히 꿈을 향하여 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3.2.2.1 병역특례를 통한 우월감 획득

무용콩쿠르는 무용수의 성취감을 높이고 성취감을 지

속하는데 도움을 다[17]. 따라서 콩쿠르에 입상하여 병

역특례를 받은 남성무용수들의 우월감과 자신감을 인터

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콩쿠르에서 상을 받아 병역특례를 받은 건 명 를

얻었다는 거랑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을 받은 것

만으로도 부러운데 거기에 병역특례까지 받아 부러움의

상이 되죠. 그만큼 죽어라 하고 그노력끝에빛을 본거

죠(김☆☆ 인터뷰).

제가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을 때 동기들이랑후배들이 엄

청 부러워했어요. 다들 지나가면“ 상 지나가나다!”라

고 하거나 웅성웅성 거리면서 “쟤가 이번에 상이야!”라

고하기도해요. 제가 노력한 만큼 해서 상도 받을수 있던

거고 남들도 부러워하고요(신OO 인터뷰).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역특례를 받은

병역특례자의 경우, 비특례자들에 비해 우월감과 자신감

에 한 표 이 두드러졌다. 콩쿠르에서 수상하기 해

수많은 부상을 안고도 땀과 노력을 통해 목표에 도달했

듯이 특례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성공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있었고, 병역특례를 받고난 후

에는 주변에서의 반응들을 통해 우월감이 생겼다고 이야

기한다.

이는 특례를 받은 남성무용수들이 자신의 노력에

한 보상으로 병역혜택을 부여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으

로 보여진다. 한편, 체육계에서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올

림픽메달리스트들은 메달획득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자부심, 성취감형성이 되었고[18], 한 출 경험으로자

신이 하고 있는 운동을 정 으로 생각하여 경기력 향

상에 향을 끼친다고 있다[19]고 제시하고있어 이들 병

역특례자들역시일맥을같이하고있는부분이라고보인다.

따라서 병역특례가 남자무용수들에게 최고의 특혜라

고 볼 때, 한 분야에서 최고를 인정받은무용수에게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일종의 보상으로서 합[8]하다고 보

여진다. 재 시행 인 병역특례제도는 특혜 상인원이

소수[5]라는 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무용콩쿠르들이

극소수라는 으로병역특례 혜택을 더확 해야한다[9]

고 볼 수 있으며 병역혜택을 무조건 으로 지원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균형 있는 시각으로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객 인 잣 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7]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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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이연구는 한국 남성 무용수의 병역 특례사례를 살펴

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성들의 병역

의무에 한 인식을 심층 으로 구명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 을 해결하기 한 연구방법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국 남성무용수들은 한국남성으로서 부여된 병

역의무에 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공통 인식

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병역의무이해에 해서는 다

소 부정 인 시각이 있음을 확인 하 다.

둘째, 병역 특례를받지못한남성무용수들은 군복무

를 함으로써 경력 단 과 경제 단 을 경험하 으며,

그로인해 사회로 복귀할 때 심리 불안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병역 특례를 받은 남성 무용수들은 경력 단 ,

경제 단 에서 벗어나 꾸 히 특기를 살려 각자의 분

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그로인해 심리

우월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후속 연구에 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연구는 남성 무용수들의병역특례사례를 통

해 한국 남성들의 병역의무에 한 인식과 경험을 심층

으로 구명하고자 하 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병역문제에 한 보다 다차원 인 시각에서 근하고자

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상은 남성무용자

로 제한하 기 때문에 보다 실제 인 자료를 얻는데 다

소 장애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참여

상자를 보다 확충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

여진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남성 무

용수들은 사회와의 단 을 경험하면서 무용계에서 차

으로 벗어나게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무용

수들의 도이탈에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후속연

구에서는 술ㆍ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에 한 실질

인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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