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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한국 전통춤의 특성을 개념화하고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전수교육 경험과정에서 나타난 인식을 
탐색하고 범주화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20년 이상 한국 춤 경력과 3년 이상 전통춤 이수자 각 2인씩 
총6인을 선정하여 전수교육에서 경험한 전통춤 특성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체험인식을 중심으로 연계하 다. 
심층면담 및 집단토론 내용을 토대로 귀납적 역분석을 시도하 으며, 분석의 핵심은 구성주의와 경험이론을 
토대로 전통춤의 본질과 특성, 전수교육의 상호작용과 경험인식, 레퍼토리별 전승의 교육적 토대와 비전을 분
석틀로 하 다. 연구결과, 첫째, 레퍼토리별 이수자들이 공감하는 한국 전통춤의 특성은 신명체험과 즉흥성, 
최상의 절제미와 최고의 표현미로 나타났다. 둘째, 전수교육의 경험인식은 ①과정중심의 상호소통 ②전승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 ③공감을 위한 사회적 담론형성이다. 결론적으로 기능전수라는 전통춤 전수교육의 체험
과 전승을 위한 새로운 비전은 상호소통과 경험인식의 합리성에 공감하고, 연구결과는 전통춤 전수교육의 유
용성과 창의적 요인들로 구분되어 교육적 측면과 연계하여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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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ceptualiz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to categorize and 
analyze the recognition of experience of passing down education of Seungmu(Buddhist Dance), 
Salpurichum(Exorcism Dance) and Taepyeongmu(Dance of Peace). Dividing into groups of two: an 
experienced person twenty years or more in the Korean dance and a person who completed the 
traditional dance three years or more, three groups were selected. We conn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dance experienced in passing down education with the recognition experience in the 
training courses. Categorizing thematically the process and the recognition of experience in the passing 
down education program, we attempted mutual group discussion and inductive area analysis on the 
basis of in-depth interview, tutorial discussion and analysis cont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that graduates of the program by repertory empathize 
were the experience of the sinmyung(the excess of mirth) and improvisation, the supreme 
self-controlling beauty and the best beauty of expression. Second, the recognition of experience in the 
passing down education program runs as follows: Interacting in the centre of the process, new 
education system for transmission, and formation of social discourse for appreciation. Conclusionally, 
the experience and the new vision for transmission of passing down education of the traditional dance 
are required to be based on the appreciation of the rationality of mutual communication and recognition 
of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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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통의 전수와 안목의 배양에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
우는 사람의 정신과 정신의 만남(또는 혼과 혼과
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함[1]을 주장하 는데, 이는 전
통춤의 단순한 기교가 아닌 가르치고 배우는 이의 
혼이 관여하여 호흡과 움직임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
구되며, 심적 기능(心的技能)을 포괄한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국 전통춤 레퍼토리는 
국가의 주도하에 제도 및 정책으로 보존·전승시켜야 하
는 필요성과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민족의 문화유산 이
다. ‘문화재 보호법은 ’1962년 제정·공포되어 문화재관
리의 법적·제도적 토대 정착이후 1970년대까지 문화재 
행정관리의 기반조성이 그리고 1980년대에는 단일 문
화재 보존뿐만 아니라 종합적 보호 방안으로 문화재 정
책이 확대되었다. 1988년 유네스코 국제협약 가입과 
1999년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되면서 
2000년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다수 등재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해왔다[2]. 한국 전통춤의 역사적 
생명력과 문화적 가치야말로 우리나라 국가정체성과 
함께 순수예술분야의 소중한 자산으로 보존과 계승․발
전이 지속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
리 민족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국 전통춤의 
특징은 첫째, 내면적 역을 지향하는 정서와 가치관의 
측면, 둘째, 자연스러운 몸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동
적인 춤사위 측면, 셋째, 한국의 미의식을 담아내는 심
미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3]. 특히 한국 전통문화의 맥
(脈)을 형성해온 전통춤의 정신세계를 한(恨)흥(興)멋으
로 보고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의 관계성을 명확한 논
리로 규명한 연구는 시사점이 크다[4]. 한(恨)은 마음의 
그늘 음(陰)이며 흥(興)은 이와 상반된 양(陽)의 개념으
로 마음의 햇빛 밝음으로 볼 수 있고, 멋은 맛, 선(線), 
미(美)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마음의 중용(中庸)을 일
컫는다. 때문에 한국 전통춤을 이어온 핵심기반인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정신으로 ‘마음’은 양과 음을 모두 포
함한 멋을 들고 있다. 때문에 한국 전통춤의 恨(살풀이
춤)·興(태평무)·멋(승무)이 내재된 정신세계의 정수를 이
어오며 가장 많이 공연되는 중요무형문화재는 레퍼토
리이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 무형문화
재로서 우리 전통춤의 원형보존과 전승 그리고 전수 교

육의 형태와 흐름은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 우리 전통
춤의 문화적 원형과 전승가치에서 전통적인 춤의 형식
과 기법은 보유자에 의해 유지되나 무형문화재로서 춤
의 원형에 대한 완벽한 전수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
함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보유자들의 전통춤 전수형
태가 오롯이 같을 수는 없고 장단과 춤의 장단점을 헤
아리며 원형을 전수함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보유
자의 전수방식과 교육이나 공연환경에 따른 흥과 멋, 
신명, 정중동, 즉흥성 등에서 맛이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5]. 이와 함께 한국 전통춤의 
전승과 발전 그리고 교육전반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폭넓게 진행되어왔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창조적 계승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2016년 ‘인간문화
재’용어의 법제화를 통해 예술개념의 전형성과 춤과 인
간의 불가분적 용해성을 인정하 다. 최근 전통춤의 창
조적 계승과 무형문화재 제도의 양립가능성에 대하여 
황희정(2017)은 전통춤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40-50
대 젊은 보유자들의 적극 발굴과 종목당 2명 이상의 인
간문화재를 인정하여 독점견제와 경쟁을 유도하고 문
화재청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함을 주장
하 다[6]. 또한 무형문화재 제도와 운 에 대하여 김선

[7]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도의 운 방안’ 연구
에서 우리나라 전통춤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관
리제도와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 고, 이
명선(2017)은 ‘중요무형문화재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
구’를 통해 전통춤 보유자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의 자본주의적 사회현상에 따른 무형문
화재의 계층화와 대중적 가치에 의한 문화권력 그리고 
대물림에 의존하는 계승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정체성
을 연구하 다[8]. 

한편 전통춤 레퍼토리의 움직임분석과 상징연구들은 
원형과 보존 그리고 전승을 위한 학문적 분석과 교육토
대의 실용가치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
통춤 움직임 원리분석에서 최원선(2018)의 LMA분석
은 전통춤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으로 춤
의 독창성(originality)을 발견과 문화정체성을 극복하
여 전통춤의 창조적 계승과 보존에 있어 무엇을 배우
고, 무엇을 춤추고,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에 대한 근
본적인 물음과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승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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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A분석이 주된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기록 및 분석
을 통한 역동적 요소들의 객관화에 있어 한국의 전통춤 
속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 그에 따른 표현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고, 역동성 요소의 기록과 분석의 방법은 
한국 전통춤의 본질을 밝히며, 특히 교육의 도구로서 
그리고 안무의 자료로서 가치를 지닐 것이다[9]. 이와 
연계하여 노혜경(2013)은 이매방 승무의 LMA적용에
서 춤의 인류학적 접근과 움직임분석을 통해 춤의 본질
인 현상에 접근하여 인간 움직임의 본성과 상징성을 이
해하고 사회적 의미를 규명한 연구이다[10].

이렇듯 우리 전통춤의 원형보존과 전승을 위한 다각
적인 노력들을 평가하고 그 의미 분석을 통해 전통춤 
레퍼토리의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전통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전통춤 레퍼토
리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미적 토대와 예술경쟁력 
즉, 고급문화로서 공연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경
쟁력 및 다각적인 접근방법으로 전승을 위한 교육적 토
대와 새로운 비전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한국전통
문화의 폭넓은 이해와 논리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한국 
전통춤의 정신세계는 교육연계 활용에 더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한국 
전통춤의 전수교육은 실기위주의 기능전수가 주를 이
루어왔고, 무형문화재 지정과 전수의 고정된 틀 안에서 
보존과 계승의 명분만 존재해왔음도 부인할 수 없는 현
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제도화된 정책을 
기반으로 한국 전통춤의 일원화된 교재와 공용화된 레
퍼토리별 전수체계의 선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
적인 정신이 깃든 교수학습체계와 과정이 생략된 기능
위주의 전수는 우리의 주체적인 정체성을 잃고 말 것이
다.  

이 연구는 한국 전통춤 레퍼토리별 이수자들의 경험
인식을 통해 한국 전통춤의 정신세계에 대한 명확한 이
해의 틀을 형성하고, 국가무형문화재로서 계승발전에 
머물러왔던 우리 전통춤 레퍼토리에 대한 반성적 인식
을 토대로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전승체계와 지속
가능한 고급예술로서의 발전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지식은 자극과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의미를 추출하여 부여
하고,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구성주의와 경험이론을 적

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틀의 접근은 
구성주의와 경험이론으로 그 핵심은 자극과 상호작용
이며 전통춤의 전승과정에서 발현되는 지적감성(知的感
性)의 현상으로 접근해야 함을 밝힌다.

Ⅱ. 연구목적과 문제

 1. 연구목적 
전통춤을 고증·발굴하고 심층연구를 통해 전통무용 

발전에 기여함도 중요하지만 전통무용의 보존과 전승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연구함도 무용인의 몫이다. 지
금까지 전통무용 보존․전승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많았으나 실제로 정형화된 레퍼토리별 전수
프로그램 연구나 교육적 접근과 연계된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국가무형문화재 전통무용 분야의 특성을 파악

하여 전승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문제인식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토대의 핵심에 접근한다.

둘째, 한국정신과 전통춤의 맥(脈)으로서 정신세계를 
한(恨:살풀이춤)·흥(興:태평무)·멋(승무)으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레퍼토리별 춤과 움직임의 미적체계와 합리
적 관계구조를 탐구한다. 

셋째, 레퍼토리별 전통춤 이수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전수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기능전수의 
문제인식과 교육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감형성을 
시도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2. 연구문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춤 레퍼토리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세 가지 전통춤 레퍼토리의 
보유자, 조교, 이수자들의 경험은 이론적 토대의 공유와 
함께 심층면담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춤의 현상학적 접근에 대한 참여자들의 사전이해와 이
수과정의 경험인식과 공감발견은 이 연구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참여한 레퍼토리별 전통춤 이수자들
은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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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통해 교육적 토대를 위한 핵심에 접근키로 하
다.

첫째, 이수교육 과정에서 기능중심의 도제식 교수학
습이라는 반성적 사고와 문제인식을 발견하고 

둘째, 이를 토대로 과정중심의 교수학습프로그램과 
문제인식을 위한 탐색이라는 핵심의제에 접근하여 

셋째, 과정중심의 상호작용이라는 인지적 구성주의 
이론과 개인경험의 논리적 접근을 통해 전통춤 레퍼토
리 전승과정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하고 

넷째, 문제해결을 위한 정교한 교수방법과 학습이론
의 논리적 토대를 완성한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춤 레퍼토리 중 개인
역의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를 중심으로 접근하되 연

구자의 환경과 연구방법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 다. 전통춤의 특성상 전수
와 계승, 발전을 목표로 기능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은 
보호되고 유지할 수 있으되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논리성과 체계적인 접근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드시 필
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문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무
형문화재 한국 전통춤의 전수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전
통춤 이수교육프로그램 과정의 문제인식 공유와 동시
에 합리적인 대안제시이며 반성적 공감형성을 통한 한
국 전통춤의 본질회복과 전수교육체계의 확장성을 구
하는 것이다.

Ⅲ.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1. 한국 전통춤의 특성  
한국의 전통춤이란 역사적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서 

오랫동안 구전이나 일정한 체계에 의하여 계승․발전되
어 온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문화형태로서의 춤을 일컫는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춤
이란 역사적․사회적․종교적․지역적 조건 등에 따라서 다
양한 특징을 가진 춤으로 발전되었으며, 특히 한민족의 
정서와 문화, 역사와 전통이 내재되어 반 되어진 한국 
춤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11]. 

그렇다면 우리나라 춤의 본질적인 탐구는 어떻게 접
근해야 할까? 우선 춤의 내용과 형식의 관점에서 이루

어져야 하는데, 이에 앞서 움직임의 속성상 동기와 정
서 그리고 호흡과 움직임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
근해야 할 것이다. 무용학자 정병호(1927-2011))는 한
국 춤의 호흡법을 4단계 즉, 호기(呼氣) 흡기(吸氣) 정지
(停止)회기(回氣)로 구분하 고, 한국 춤은 동작 하나하
나에 섬세한 정중동이 있고 맺고 푸는 동작 가운데에도 
정중동이 있다. 또한 맺고 풀고 끊임없이 이어주는 어
르기라는 동작이 있는데, 맺음은 들숨이라 하여 어떠한 
현상을 받아들일 때 주로 사용하고 풀어짐 즉, 날숨은 
받아들 던 현상을 겉으로 내보낼 때 사용하는데 몸을 
다지고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감정에서 생긴 큰 에너지
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춤 마디의 특징적 호흡과 동
작이 형성됨을 이른다[12]. 이렇듯 우리 춤의 호흡과 움
직임에는 감정과 에너지라는 맥락적인 하나의 현상 즉, 
인간의식과 신체에너지가 총화(總和)된 표현현상을 신
명(神明)이라 칭하며, 신명은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적 
생명력으로 계승되어진 예술적 체험의 정점(頂點)을 이
룬다[13].

한국 전통춤의 미적특성은 크게 멋과 흥으로 나타나
며 정․중․동과 즉흥성, 신명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멋은 
사전적 의미로 태도나 차림새 등에서 풍기는 세련된 기
품으로 멋이 들다, 멋이 생기다, 멋을 알다, 멋들어지다, 
보기에 아주 멋있다, 멋지다, 매우 멋이 있다, 매우 훌륭
하다, 멋있다, 보기에 좋다, 풍류스럽다, 멋스럽다, 멋있
어 보인다 등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민속음악이나 민속
무에서는 ‘장단을 먹어주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장
단을 먹어주는’ 대목은 맺힌 것을 풀어 주는 이완인 경
우도 있고 풀린 것을 맺어 주는 경우도 있다. 모든 예술
이 다 그렇긴 해도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배합하여 맺
고, 풀고, 어르고, 당기는 데에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는 
꾸밈 속에서 자연스러운 한국 춤의 ‘멋’이 흘러나오게 
된다[14].

한국 전통춤 중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는 중요무
형문화재인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에 내재되어 있는 
한·흥·멋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모두 한·흥·멋의 요인이 다 들어있다. 하지만 두
드러진 특징으로 살풀이춤은 한, 태평무는 흥, 승무는 
멋을 들 수 있음을 결론지었다.

첫째, 승무의 한의 요소는 많은 유래설로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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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처음 연희 했던 창우(倡優)들의 삶이 고단했기
에 춤의 이면에 한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성에서의 흥과 복식과 춤사위의 멋은 일품이다. 둘째, 
살풀이춤에서의 한의 요소는 살풀이 어의(語義)와 흰색 
복식에서 찾을 수 있고, 구성에서 보여준 흥과 수건을 
뿌리는 춤사위에서 멋을 찾을 수 있다. 셋째, 태평무의 
한의 요소도 승무와 마찬가지로 연희자의 고단한 삶의 
이면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구성과 화려한 복식에서 흥
의 요소를, 다양한 춤사위와 빠른 발 움직임이 특징적
인 멋의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모두 한·흥·멋의 요인이 
다 들어있지만 두드러진 특징으로 살풀이춤은 한, 태평
무는 흥, 승무는 멋을 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5]. 승
무, 살풀이춤, 태평무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
어 가장 많이 교육되고 있는 전수 춤으로 한국의 대표
적인 무대 춤이라고 할 수 있다.

1.1 승무(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1969년 지정)
승무는 한국의 대표인 전통춤으로 전체적인 구성과 

춤사위의 기교가 매우 뛰어난 춤으로 인간의 희비를 높
은 차원에서 극복하여 승화시킨 춤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승무는 현재 한 숙이 중심이 되는 경기제(京畿制)
의 재인계(才人係) 승무와 이매방이 중심이 되는 호남제
(湖南制)의 기방계(妓房係) 승무로 구분되어 전승되고 
있다. 전통춤 가운데 가장 장시간이 소요되고 우리 본
연의 감정이 가장 높은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되며, 춤
사위 기법이 자유의 경지로 올라야만 이를 수 있는 동
작과 장삼의 공간이미지로 정중동의 극치를 이루는 춤
이다[16].

1.2 살풀이춤(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1990년 지정)
교방에서 기생들이 추었던 여성 홀 춤으로 옛 부터 

액을 풀기 위해 굿판을 벌이고 살을 푸는 춤을 추었다. 
무당들은 신격자로서 신무(神舞)를 추고 사람들은 오신
(娛 神)하거나 살을 풀기 위해 춤추고 신명(神明)에 도달
함으로써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살풀이춤은 이러
한 굿판의 찾을 수 있다. 살풀이춤은 오늘날 사회저변
에 일반화되어 한국 춤의 기본이 되는 등과 팔 동작위
주의 섬세한 동작미를 나타내는 여성적인 춤으로 인정

되고 있다. 살풀이춤은 크게 세 가지 유파(流派)로 구분
되는데 첫째, 기방계인 이매방류 살풀이춤과 둘째, 재인
계인 한 숙류 살풀이춤, 그리고 셋째, 무속계(巫俗係)
인 김숙자류 살풀이춤으로 전수되고 있다. 한국 전통춤
의 움직임의 특징인 정(精)·중(中)·동(動)의 형식과 내용
이 잘 표현되어 있고, 한국 춤의 미적 요소인 멋, 흥, 한, 
태를 고루 갖춘 대표적 전통춤이다[17].

1.3 태평무(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1988년 지정)
태평무는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뜻을 춤

으로 표현한 것이다. 유래는 확실치 않으나 1900년대
의 무용가이며 명 고수 던 고(故)한성준이 경기무속 
춤을 재구성하여 추었던 춤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남
녀가 왕과 왕비의 복장을 하여 궁중풍의 웅장하고 화려
함을 보여 주며, 춤 장단은 진쇠, 낙궁, 터벌림, 도살풀
이 등으로 다른 춤 장단에 비해 구성이 복잡하고 까다
롭다. 장단의 변화와 함께 겹 걸음, 잔걸음, 무릎 들어 
걷기, 뒤꿈치 꺾기 등 디딤새의 기교가 현란하면서도 
조급하지 않은 절제미를 보여준다. 동작이 섬세하고 우
아하며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있는데, 이동안류의 춤
은 서민적인 소박함과 귀족적인 정서가 혼합된 형태로 
흥과 멋, 장중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강선 류의 
춤은 엄숙함과 장중함이 배어 있고 율동이 크면서도 팔 
사위가 우아하고 화려하여 춤의 기품을 느낄 수 있다. 
태평무는 우리나라 춤 중에서 가장 기교적인 발짓 춤이
라 할 수 있는 공연예술로서 민속춤이 지닌 특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으며 세계에 견줄 만큼 예술성이 높다
[18]. 태평무는 옛 왕조 시절 왕비가 추었을 것으로 생
각하며 만들어 낸 춤이다. 요염하면서도 우아하고 풀고 
맺음이 분명하여 보는 이에 따라 감응의 폭은 다양해진
다. 태평무는 고(故) 한성준에 의해 경기무무(巫舞)를 재
구성한 춤으로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며 절도가 있어 
현재 한 숙류와 강선 류로 전수되어지고 있다. 강선

류의 <태평무>는 장중하면서도 섬세하고 요염하며 
우아한 미를 표현하는 데 비해, 한 숙류의 <태평무>는 
엄격하고 섬세하며, 세련된 함축미를 표현한다[19].

1.4 구성주의와 경험이론  
구성주의 이론은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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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인식론을 교육이론에 확대시킨 것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지식은 자극과 상호작용을 통해 각
자의 경험과 의미를 추출하여 부여하고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타고난 것이되, 그것이 주
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인지의 발달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피아제는 도식과 적응이라는 개
념을 설정했다[20]. 결국 전통춤의 흥과 멋, 신명, 정중
동, 즉흥성 등의 원형과 전승은 춤의 형식과 춤사위, 춤
의 미적감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적감성(知的感性)으
로 발현되고 계승된다는 것이다.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이론은 구성주의 논리를 토대로 경험이
란 “무엇을 행하는 것과 무엇을 겪는 것의 연결을 지각
하는 것으로서의 경험은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즉, 경험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으
로 무엇을 행하는 과정(經驗活動)을 통해 의식이 내재화
된 경험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험이란 ‘인간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의식을 내재화시켜나가는 과정
과 결과의 총체’로 정의되고, ‘인간이 외부 세계와의 관
계를 통해 의식을 내재화 시켜나가는 과정과 결과의 총
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는 어
떠한 경험을 하 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Dewey의 경
험이론 관점에서 풀이해 본다면, ‘나는 어떠한 환경에 
마주쳤을 때 나의 선행경험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
적으로 그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경험과정을 거쳤고, 그
에 따른 결과가 발생했으며, 그 새로운 경험은 나의 의
식에 내재화되어 나의 일부가 되었다. 또한 그것은 나
의 후속 경험 행위에 활용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이러한 Dewey의 경험과정은 환경과 상호
작용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21]. 김인 (2017)은 교수-
학습도구인 성찰일지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교육적 현
상을 탐색하고 그 현상들이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와 
의미를 지니는지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교수학습을 위
한 평가도구로서 유용한 가치를 판단하 다[22].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취지에 동의한 20년 

이상의 전통춤 경험과 이수자들로 선정되었다. 질적 연
구에 있어서 표집은 통상적인 표집 논리와는 다름으로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무용 전공자로 이수교육기간을 

포함하여 레퍼토리별 15년 이상의 교육과 공연경력이 
있는 2명씩 6명을 선정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 다. 

레퍼토리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전승되어온 국가무
형문화재 제27호 승무(1969), 제97호 살풀이춤(1990),
제92호 태평무(1988)이며, 무용학자 이병옥(2005)의 
주장처럼 한국 전통춤은 먼저 승무에 담긴 기본철학과 
다양한 장단, 섬세한 춤사위 동작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여성적인 춤으로 불리는 살풀이춤과 같은 즉흥무를 접
하며 그리고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며 절도가 있어 우
리 춤 중에서 가장 기품 있고 기교적인 발놀림을 보여
주는 태평무의 완성미를 꼽는 이유로 선정하 다[23].

2.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평균 23년 이상의 전통춤 교육과 28

년 이상의 공연경력이 있었으며, 각 2회씩 비 구조화된 
개별 심층면담과 레퍼토리별 1회의 집단토론을 실시하

다. 참여자들은 매회 한국 전통춤의 전수교육경험과 
특성 그리고 상호작용 중심의 체험인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 전통춤 인식에 대해 자유토론을 그리고 개
별적인 경험과 의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하 으며, 분
석 자료를 토대로 각 1회의 확인과정 및 보충인터뷰를 
실시하 다. 또한 질적 연구의 특성에 비추어 레퍼토리 
주제와 벗어난 개인적 경험이나 배경을 이번 연구의 결
과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 연구 참여자의 배경특성과 
연구일정은 다음의 [표 1], [표 2], [표 3]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과 경력

참여자 성별 연령(춤경력) 레퍼토리
(스승)

이수
기간

공연활동
(교육경력)

(A)ISO  여 53세(36년)  태평무
(강선영)  5년 33년(28년)

(B)JEP  여 44세(38년) 살풀이춤
(이매방) 10년 25년(19년)

(c)KMY  여 52세(37년) 승무
(정재만)  3년 28년(27년)

(D)KMJ  여 45세(28년)  태평무
(강선영)  3년 26년(20년)

(E)LJY  여 51세(39년) 살풀이춤
(이매방)  5년 31년(28년)

(F)Lsj  여 46세(31년) 승무
(정재만)  5년 26년(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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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참여자의 배경 및 특성
배경 특성

성별(평균연령) 여자6명(48.5세)

춤 경력 평균34.8년

이수연령 및 기간 평균31.5세(5.17년)

공연활동경력 평균28.2년

교육활동경력 평균23.3년

연구 참여기간 2019.03-2019.06

  
표 3. 연구일정

과   정 기   간
문헌자료조사 및 작성 2019. 01 - 2019. 03

자료 및 설문지 작성 2019. 03 - 2019. 04

참여자 선정 및 적용 2019. 04 - 2019. 05
자료수집(심층 면담, 개별 및 집단토론, 

자료검토와 검증) 2019. 04 - 2019. 05

자료 분석 및 검토 2019. 05 - 2019. 06

논문 작성 2019. 05 - 2019. 06

  
2.2 자료 분석과 신뢰성
Spradley(1980)가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절차에서 

제시한 역분석(domain analysis)방법과 분류체계 
분석(taxonomic analysis)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
다[24]. 본 연구에서는 전통춤 이수자들의 경험과정에 
나타난 상호작용과 전승체계의 논리적 근거를 분석하
기 위한 역분석, 이수과정에 나타난 각자의 미적 표
현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분류체계분석,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한 전통춤 레퍼토리의 미적감성과 전승체계
의 문제인식을 위한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 다. 질
적 연구에서 진실성(trustworthiness)즉,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물을 평가하는 준
거들로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Lincoln과 
Guba(1981, 1985)의 8가지 신뢰성 준거가운데 삼각
검증(triangulation), 동료연구자에 의한 조언(peer 
debriefing), 그리고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사후평가 작업으로 전문가회의(member check)를 실
시하 다[25]. 삼각검증에서는 연구자, 무용교육학자 1
인, 전통춤 이수자 1인이 참여하여 다양한 원 자료간의 
논리적, 사실적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자료를 
범주화한 후 이를 비교하여 일관성을 확인한다. 구성원 

간 검토에서는 연구자가 원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기록한 원고의 초안과 교정된 내용의 정확성과 일치
성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2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자료와 연구문제 그리고 분석의 적절성 및 
자료 분석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해석하여 연구자의 편
견을 최소화하 다.

2.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한국 전통춤 전수교육의 경험인식을 토대

로 전통춤의 특성과 레퍼토리별 경험 및 전승비전을 위
한 창의적 사고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레퍼토리별 이수
자 2인씩 6인을 선정하여 심층면담과 개별토론 및 분
석 자료의 상호검토 그리고 연구자와 전문가 2인의 신
뢰확보와 삼각검증을 하 음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 제
한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근간인 한국 전통춤의 
특성과 전수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매우 개별적
이고 다양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전수과정과 
공연경험을 통한 창의적 인식과 교육적 역을 위주로 
참고하 다. 둘째, 이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목적에 동의
하는 레퍼토리별 20년 이상의 이수경력이 있는 대상자
들을 선정하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질적 탐색
방법을 적용하 기 때문에 연구방법론의 특성상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보다는 유사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전이성을 갖는다. 넷째, 이 연구에 동의한 참여자들과의 
약속된 이외의 활동은 통제할 수 없다.

Ⅳ. 연구결과 

1. 심층면담분석 : (춤과 스승)
국가무형문화재 전통춤 레퍼토리 승무, 살풀이춤, 태

평무 이수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한국 춤의 기본을 충실
히 수행해오면서 한국 춤이 갖고 있는 장단과 움직임의 
특성인 ‘흥’과 ‘멋’의 체험인식에 대하여 스스로 몰입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자신
의 춤을 통한 예술적 표현에 대하여 강한 긍지와 자부
심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 공연경험들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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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모든 참여자들은 사사받은 스승님의 춤과 인생이 
곧 자신의 삶과 활동의 원천으로 작용되었음을 공감하
고 있다.

(A:ISO) : 늦게 시작한 춤 입문이 대학 때 김백봉이라
는 큰 스승을 만나면서 수십 년을 이어왔고 스승님의 
춤 철학과 예술성이 곧 제 삶과 예술의 전부입니다. 
김백봉, 강선 , 김말애, 정재만, 최현, 박병천선생님 
등의 춤을 꾸준히 익혀왔습니다. 승무, 살풀이, 태평
무, 부채춤 등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배워왔고, 강선  
태평무 이수자로서 스승님 태평무의 즉흥성과 신명에 
대한 강한 신념을 체험하며 이러한 틀이 한국 춤의 전
형성과 전통춤의 토대를 이뤄왔다고 생각해요.
  
(B:JEP): 5살부터 춤을 시작해서 정금란선생님께 승
무, 살풀이춤 김진걸선생님의 산조, 무당춤, 설장구, 
부채춤을 배웠고, 대학 때부터 이매방 살풀이춤을 이
수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입춤, 살풀
이춤, 승무, 대감놀이, 검무, 삼고무 등을 익혀오면서 
스승님들의 희생과 존경스러운 예술적인 특성(기질)들
까지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는 행운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스승님들의 예술적인 삶과 희생 그리고 춤
의 감동이 우리 전통춤을 지켜온 힘이 아닐까요?
  
(C:KMY): 중학교 때부터 춤에 입문하여 정금란선생
님의 시원하고 남성적이며 선이 굵은 춤을 지금껏 이
어오고 있고, 대학시절부터 정재만선생님의 섬세하고 
고운 선과 끈끈하고 무거운 느낌의 강한 호흡에서 나
오는 담백한 춤들을 배웠고, 승무이수자로서 현재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봐왔던 스승님 춤
의 근본은 새벽5시부터 밤11시까지 춤이 곧 생활이고 
삶의 전부 을 만큼 존경스러운 예술가의 실천 그 자
체 습니다. 매일 새벽5시에 손수 무용실 청소하고 바
(bar)연습을 시작으로 기본과 살풀이 태평무 등 레퍼
토리 수업에도 순서 떼면 늘 학생들 뒤에서 춤을 추셨
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스승님의 춤은 성실
과 노력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되고 예술성과 춤의 깊
이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깨끗하고 깔끔한 이
미지로서 제 춤 활동의 근본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들은 스승님에 

대한 공경과 춤을 통한 삶의 방식을 배우며 예술적 경
지를 터득하는 중요한 계기 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국가무형문화재 전통춤 레퍼토리 이수자로서 느끼는 
자긍심은 스스로의 삶의 몸짓과 표현활동의 단계를 넘

어 우리 전통춤의 맥(脈)을 이어가는 사명감으로 자리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춤사위의 특성과 관련하여 전통춤의 호흡과 움직임, 
장단과 춤, 팔 사위와 발 디딤의 조화로운 움직임 등의 
깊은 멋과 레퍼토리 이수과정에서 얻은 스승의 혼이 깃
든 춤의 핵심요소들은 또 다른 경지의 몰입수행(沒入修
行)과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D:KMJ): 선생님께서는 항상 태평무 최고의 가치는 
즉흥적인 신명인데, 진심을 다해 춤을 추면 너만의 신
명이라는 경지를 느낄 때가 올 것임을 강조하셨고, 터
벌림, 낙궁 이후에 펼쳐지는 발 춤은 발에서 춤의 맛
이 붙어야 신명이 나고 관객과 항상 밀고 당기는 적극
적인 발 돌림의 표현성이 춤의 진수가 됨을 말씀하셨
어요.

(E: LJY): 교방 춤의 정수인 살풀이춤은 멋ㆍ소리(공
력)ㆍ장단(감정)의 삼합이 맞아떨어져야 관객의 마음
을 움직일 수 있고, 허튼 기교를 넣지 않아야 참된 멋
과 흥을 낼 수 있음을 강조하셨어요. 이매방선생님은 
살풀이 가락과 수건놀음의 섬세한 동작흐름을 연결할 
수 있어야 원초적인 교태와 한풀이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고, 우리 춤의 정(精)·중(中)·동
(動)의 형식과 내용을 마음으로 이해해야 전통춤의 멋, 
흥, 한, 태(態)의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야 완성된다고 
하셨어요. 이수평가 시에도 몸의 호흡이 장단을 탈수 
있어야 하고 즉흥성의 감각적인 표현이 춤의 완성이
고 최고의 경지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지요. 

(F: LSJ): 정재만선생님의 춤은 춤사위의 이미지라는 
형태와 장단과 호흡에서 뿜어 나오는 내용미가 일품
이었어요. 긴 이수과정과 제자로서 오랜 세월동안 스
승님의 춤은 눈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이해하며 가슴
으로 담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춤의 완성체로 기억하
고 싶습니다. 승무의 정(精)·중(中)·동(動)이라는 호흡
과 동작연결에서 비움과 채움이라는 스스로의 정서적 
여백(餘白)의 경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셨고, 공간
이미지의 지배만큼이나 호흡의 맺고 푸는 과정에서 
몸 장단과 북장단은 최고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북장단에서도 듣는 장단이 아닌 보이는 장
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스승님의 노력이 오
늘의 승무로 이어온 비결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통춤 레퍼토리 승무, 살풀이춤, 태
평무 이수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한국 춤의 기본정체성
을 이어오며 각자 이수해온 레퍼토리의 감각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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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전수과정의 각별한 공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스승님의 혼이 담긴 춤의 경지를 이어간다는 자아
실천의 비전과 전통춤의 최상수행이라는 목표를 분명
하게 밝히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이 겪어왔던 이수
과정의 체계성에 대한 문제인식은 모두 공감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 다. [표 4]의 
내용은 이 연구에 참여한 전통춤 레퍼토리 이수자들의 
전통 춤에 대한 인식과 이수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토
대로 귀납적 내용분석을 시도한 내용이다.  

총 65개 주제의 212개 반응에 대하여 귀납적으로 내
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차적으로 18개 소 주제 역들
이 도출되었고 이들은 다시 6개의 중 주제 역과 4개
의 대 주제 역으로 범주화 되었다. 중주제 역의 반응
빈도순을 보면 전통춤의 신명체험과 움직임을 통한 표
현인식(33.5%), 레퍼토리별 집중과 상호소통표현
(17.9%), 장단과 리듬, 호흡과 이미지 등이 각각 
(14.6%)로 나타났으며, 레퍼토리 이수과정에서 공감과 
표현인식이 (12.7%),시․공간적 이미지(6.7%)순으로 높
은 빈도를 보 다. 최종 대분류 역에서는 전통춤의 
시․공간적 인식을 통한 신명체험과 레퍼토리별 즉흥성

에 대한 춤의 감각적 표현이 (33.5%) 가장 높았으며, 
호흡과 장단의 소리이미지를 통한 공명체험요소
(29.3%),이수과정의 공감과 소통(12.7%)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전통춤의 자기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신명체험과 즉흥성의 감각적인 표현의 경지야 
말로 가장 최상의 수행과 몰입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공
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흡과 장단변화의 완벽한 이
해를 통해 이미지와 무의식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답하고 있다. 한국 춤의 전승에는 인간의 지적
능력(知的能力)과 전통춤의 미적감성(美的感性)이 각자
의 축적된 경험론적 공감과 소통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통춤 레퍼토리 이수자들은 스승님의 
인생이 담긴 춤의 철학적 이해와 춤동작과 춤 세계를 
접하며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라는 자긍심과 동시에 
깨달음으로 수행하는 경계와 터득의 전통적 인식의 토
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수
한 춤 레퍼토리의 장점들과 함께 완벽한 예술작품으로
서의 미의식(美意識)에 대한 스스로의 사유와 실천하는 
춤의 전승구조(傳承構造)를 깊이 고민하는 것으로 분석

소분류 영역 중분류 영역  대분류 영역
영역         주제 수 빈도(%) 영역       주제 수 빈도(%) 영역      주제 수 빈도(%)

깨달음의 수행 3 9(4.2)

호흡과 이미지 12 31(14.6)
호흡과

장단이미지
(공명체험)

24 62(29.3)

호흡과 집중 5 14(6.7)

호흡의 무게 4 8(3.8)

장단과 소리 5 12(5.7)

장단과 리듬 12 31(14.6)소리와 공명 4 11(5.2)

템포와 리듬 3 8(3.8)

신명 체험 4 25(11.8)

신명체험과 즉흥성 14 71(33.5) 시᠂공간적 표현
(체험인식) 14 71(33.5)

즉흥성 표현 5 21(9.9)

팔과 발 디딤 2 9(4.2)

발 디딤의 움직임 3 16(7.5)

시간이미지 2 8(3.8)
시᠂공간적 이미지 4 14(6.7)

공감과 소통
(표현인식) 16 52(24.5)

공간이미지 2 6(2.8)

이미지와 집중 3 9(4.2)

상호소통과 표현 12 38(17.9)소통과 표현 4 11(5.2)

무의식과 집중 5 18(8.5)

배려와 공존 4 9(4.2)

공감과 표현인식 11 27(12.7)
예술작품의
표현과 실천
(공감인식)

11 27(12.7)비움과 채움 2 7(3.3)

공감과 소통 5 11(5.2)

전체(합계) 65 212(100) 45 212(100) 45 212(100)

표 4. 전통춤 레퍼토리 이수자 심층면담의 귀납적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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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 심층면담분석 : (전승과 교육체계)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전통춤 레퍼토리의 전승과 교

육체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전승 논리의 실천적인 기본은 가장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일원화된 교육체계의 활용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승과 관련하여 민속학자 임재해(1988)의 주장처럼 
전승의 시·공간성이나 보유자의 존재조건과 변화에 따
른 가변적 특성에 따라 무형문화재는 고형(固形)은 있
어도 원형(原形)의 존재로 지속되기 어려운 변이형태(變
異形態)로 인정하는 한계가 있다[26]. 이렇듯 도식화된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표현과 구성이미지 등의 설명은 
가능하나 보유자 중심의 상과 춤사위 흐름, 공간사용 
분석 등의 정형화된 호흡과 몸짓의 전수방법 그리고 원
형보존의 한계를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27]. 동시에 앞
서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했던 피아제의 자극과 상호작
용에 의한 인지적 구성주의와 존듀이의 경험주의적 사
고관점에 따른 전통춤의 레퍼토리의 축적된 경험 자료
의 효율적인 교육체계 구축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여긴
다는 것이다. 즉, 경험과 과정중심의 교수학습 자료와 
체계의 효율적인 운 은 전승을 위한 교육적 토대로 이
어져야 함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참여자들의 
면담내용에서 모두 언급되었다.

(A:ISO, D:KMJ): 전수기간이 기본 3년으로 알고 있
는데 이전에는 10년이든 1년이든 사안에 따라 적용기
준이 달랐다고 해요. 현장음악으로 치러지는 이수시험
에 악사들도 전수, 이수과정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듯
이 춤의 이수과정에도 엄격한 의미의 기준적용의 한
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스승과 제자의 직접적인 
실기교습에 의해서만 가능한 특성으로 상황변화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기본적인 교수학습 자료의 통
일성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B:JEP,E:LJY): 음악에 악보가 있듯이 라반의 
notation처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일정기준의 교
본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승무나 살풀이춤 등의 
LMA분석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연구가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는 실정이고 보면 오
히려 공적개념의 연구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레퍼토리별 교본작업이 이뤄지면 동작의 에포트 

요인과 표기, 춤과 음악의 메소드 분석과 적용이라든
지 다양한 전수방법의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됩니다. 

(C:KMY,F: LSJ): 전통춤의 대중화 측면에서 레퍼토리
별 짧은 과정들을 간소화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
한 교육체계가 필요합니다. 공연 역에서도 원형보존
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나 변형된 다양한 레퍼
토리의 개발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돼요. 그래
야 전승을 위한 전문그룹과 보급을 위한 교육체계가 
올바로 구성될 것이고 개인레퍼토리의 공연과 교육목
적의 단체 신규지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시켜 집중된 
문화독점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계승보급이 필요합니
다.

(B:JEP,D:KMJ): 레퍼토리의 전승과 교육체계가 시급
하지만 그 이전에 보유자 선생님에 대한 파격적인 처
우개선이 가장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합니다. 보유자
는 춤의 신적(神的)인 존재로 인식해야하고 이수과정
이야말로 사회적인 공교육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체
제변화가 이뤄져야 기준이상의 공연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선행과제로 
목적과 과정에 합당한 교재의 합리적인 연구 작업과 
아카이브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주장처럼 모두 공감하는 가장 시급
한 과제로 첫째, 레퍼토리별 교본 및 교재의 표준화연
구 둘째, 레퍼토리별로 많은 자료를 한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 정착 셋째, 교육과 전승체계
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청의 표면적 관리보다는 실제
적인 교육과 전승체계를 위한 경험과 과정중심의 교수
학습 자료체계의 효율적인 운 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
하고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국가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의 특성과 전

승발전을 위한 문제인식에 접근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토대의 핵심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 한
국 전통춤의 정신세계를 한(恨:살풀이춤)흥(興:태평무)
멋(승무)으로 보고, 연구 참여자들의 전통춤 경험인식
의 미적체계와 움직임의 합리적 관계구조를 탐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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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창의적 관계구조를 제시하
다.

 

그림 1. 한국 전통춤 경험인식의 창의적 관계구조

[그림 1]의 관계구조 모형은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
담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를 도식화하 으며, 이는 
한국 춤의 신명체험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인한다[28]. 
전통춤의 전승과 발전을 위한 교육체계의 필요성에 대
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기능전수의 교육구조의 근본적
인 문제인식을 공감하고 상호소통의 전이매체에 기반 
하여 과정중심의 인지적 구성주의와 경험인식에 근거
한 합리적인 전승체계와 확장성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상호작용과 경험활동의 소통을 근거로 전통춤 학습과 
교육체계의 활용이 일반화의 가치를 가져야 함을 의미
한다. 앞선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라반 움직임 교육의 
기본 5가지와 4가지 변화요인들 그리고 움직임 분석을 
근거로 전통춤 레퍼토리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생성
되듯이 원형보존과 전승을 위한 교육적 분석과 가치체
계연구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동시에 전문가들은 
한국 춤의 글로벌화에 따른 한국 전통춤 정체성 재 개
념화가 필요함을 주장하 고, 김경은(2017)은 이에 대
한 개념화의 조건으로 첫째, 전통춤의 양식적 측면 둘
째, 전통춤의 예술적 측면 셋째, 전통춤의 가치적 측면
에서 전통춤을 재해석하고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를 드
러내는 ‘민족문화 정체성’으로 판단했다[29]. 특히 민족
문화 정체성과 새로운 비전으로 전통춤의 정체성은 전
승체계와 교육적 가치의 재확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
다. 전문가들은 한국 춤 정체성 구축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한국의 춤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주체적이고 적
극적인 재해석과 교육가치의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2. 결론
국가무형문화재 전통춤 개인 역 레퍼토리인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는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움직임의 최
상의 절제미(節制美)와 최고의 표현미(表現美)를 갖춘 
완벽한 작품들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 연구의 핵심
은 기능중심의 교육체계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상호소통에 기반 하여 과정중심의 합리적인 전승체계 
필요성을 구함이다. 3개 레퍼토리 이수자 6인을 선정하
여 심층면담과 토론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 전통춤의 특성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신명체험과 즉흥성, 호흡과 장단, 공감과 소통으로 결론
지었다.

둘째, 전통춤 이수자로서의 자긍심과 계승발전을 위
한 교육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공감하 으며, 이
에 대한 교육과 대중화 차원의 다양한 시도와 동시에 
과정중심의 상호소통과 교육적 실천, 대중과의 상호교
감을 위한 무대실현 방향에 공감하 다.

셋째, 전승발전과 교육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
야 할 가치는 전통춤의 소통과 공존을 위한 사회적 담
론형성과 무용계 스스로의 기득권 탈피와 동시에 전통
춤 교육체계의 확실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위와 같은 세 가지의 내용을 결론삼아 전통춤의 미적
체계를 보존하고, 공적개념의 큰 틀에서 전통춤의 본질
회복과 전통기반의 새로운 전승체계를 기반으로 보다 
혁신적인 교육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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