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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댄스의 개념정립과 발전방향 모색

Theory & developmental direction of Character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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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캐릭터 댄스는 발레 전공자나 무용수, 안무가의 표현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창조적 움직임을 통해 공연

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포괄적인 교육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는 캐릭터 댄스는 발레교육 현장에서도 자료부족과 미

비함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통속적인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캐

릭터 댄스의 개념 정립을 위해 시기적으로 발레공연에서 캐릭터 댄스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나누어 살펴보고 형태를

범주화하였다. 또한 발전 발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체계적인 범주와 개념정립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캐릭터 댄스

는 무용전공자와 유아, 아이들, 비전공자에게 다양하고 확장적인 교육형태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캐릭터 댄스에 대한 교육적 함의에 대한 시론(試論)적 연구는 발레 교육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기초자료를 활용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자는 차후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캐릭터 댄스, 발레, 캐릭터, 유아/아동 교육, 무용 교육

Abstract Character dance not only improves the expressive power of ballet majors, dancer and choreographers 
but also breathes life into the performance. Character dance, which has comprehensive educational implications, 
was difficult to conduct research due to lack of materials and incompleteness in the field of ballet education. 
Even popular concepts were not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the meaning of the character dance, this 
research examined the history of character dance from the Middle Ages to the present and the meaning and the 
category were also schematized. Also, I tried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Character dance through systematic categories and meaning establishment can provide extended educational forms 
to infants and children as well as dance majors and non-majors. This research of character dance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materials not only for the ballet education but also for the various educations. Lastly, the author 
of this research is expecting that detailed researches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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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나 일반 대중에게 캐릭터 댄스는 여우, 곰, 꽃

등과 같은 동물 혹은 사물의 이미지를 흉내 내거나 표

현 하는 것[1][2]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부 무용전

공자들 또한 토슈즈가 아닌 굽이 낮은 캐릭터 슈즈를

신고 민속적인 춤을 추는 것이거나 혹은 발레는 아니지

만 발레공연 속에 막간극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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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발레에서 캐릭터 댄

스 수업은 무용수의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게 위한 목적

으로 만들어졌으며 발레 수업의 한 부분이다.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와 영국의 로열발레 아카데미

에서는 전문무용수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기술 습득과

예술적 수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데 발레수업과정

중 하나로 캐릭터 댄스가 포함되어있고,(김윤남:1999;

박은정,2001,최라윤, 2013) 한국에서는 선화 예술 중, 고

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리고 일부 학교와 학원에

서 특강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선화 예술 고

등학교에서는 캐릭터 댄스를 전공 실기 기량향상과 졸

업 후 전문무용수로서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특

별한 수업이라고 평하며,[3]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전문 캐릭터 지도자로부터 수업체계를 갖추어 진행되

고 있다.

캐릭터 댄스 언어사용의 시작은 정확히 알 수 없지

만 발레공연을 위해 새로운 춤의 형태의 춤 도입이 필

요로 했으며 그로 인해 민속 무용이나 궁중무용을 바탕

으로 한 캐릭터 댄스가 무대무용의 한 유형으로 발레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4][5]로 사용되었다.

발레 공연 속에서 캐릭터 댄스는 민속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토슈즈의 유, 무와는 상관이 없이 공연

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캐릭터 댄스는 발레공연에서 역할과 형태가 변화되었

고, 현재에는 캐릭터 댄스의 용어사용이 유아교육과 관

련하여 사용[6][7]되면서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캐릭터 댄스란 용어사용이 애매모호하게 범주가 확산

되어 전공자에게도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채 혼란이 가

중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캐릭터댄스의 개념정립을 위해 범주를

나누어 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캐릭

터 댄스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자는 러시아 미

국 한국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였으며 문헌고찰의

분석을 통해 근거 이론 연구를 하고 캐릭터 댄스 개념

을 체계적으로 범주화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캐릭터 댄스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시기별 발레로 구분해 놓은 이상우 <러시아 발레>의

참고하였다. 첫 번째는 발레의 형태가 존재하기 전과

초기 발레의 캐릭터 댄스 형태 속에서 개념을, 두 번째

는 디들로 시대, 낭만주의, 고전주의 시대, 세 번째는

신고전주의 시대를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현재까지 세

분화 하였다.

시기별로 나누어진 캐릭터 댄스의 개념은 과거와 현

재 캐릭터 댄스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

는지 가늠하게 한다. 개념을 체계화되고 의미가 정리됨

에 따라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캐릭터 댄스의 발

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캐릭터 댄스의 개념정립과 발전방향을 모색

하는 교육적 함의에 대한 시론(試論)적 연구는 무용교육

의 체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캐릭터 댄스와 발레 연

구에 참조가 될 수 있으며, 다방면의 교육 자료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을 지닌다.

Ⅱ. 캐릭터 댄스의 개념 정립

1. 시기별 캐릭터 댄스

1) 중세, 15-18세기 캐릭터 댄스

중세는 농민무용과 귀족사회의 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민들은 원형을 이루어 빠르고 경쾌한 8분의

6박자의 민속춤곡에 맞는 화랑돌(farandole)을 추거나

머리를 흔드는 후베르소떼(huberhotten), 껑충껑충 뛰는

동작의 김펠-감펠(gimpel-gampel)의 민속무용을 추었

다. 귀족들 역시 사교를 목적으로 춤을 추었는데 농민

무용의 흔적이 남아 있어 농민 무용이 귀족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8] 중세 이전에 캐릭

터 댄스는 민속적이고 민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본연의 스타일의 춤으로 표현되었다.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시기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무

용이 구축되고 무용의 기술적인 면이 향상되었다.[9]이

시기에는 민속무용이 더욱 발전하였다. 다양한 민속 무

용의 형태는 궁정으로 전해지면서 궁정 무용에서도 새

로운 형태를 지니며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에 이탈리아

바이올린리스트 겸 작곡가이자 안무가인 발타자르 드

보조이외(Balthasar de Beaujoyeulx)는 <발레 드 폴로

네즈>(ballet des polonais)를 총 감독하였다. 이 작품은

민속무용과 궁중무용의 형태가 내재된 초기 발레의 원

형인 작품으로 주제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연희

와 여흥을 위한 작품이었다.[10]

발타자르 드 보조이외는 1581년 여왕의 코믹발레

(Ballet Comique de la Reine)를 안무하였다. 이 작품

은 비록 정치적 성향을 내포하였지만 <발레 드 폴로네

즈>와 같이 사교와 여흥을 목적으로 공연되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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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연극과 민속무용과 궁중무용의 형태춤을 결

합하여 5시간 반 동안 행해졌으며 관객과 무용수를 구

분하여 다양한 형태의 무대 형식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최초의 궁중 발레라 볼 수 있다.

바로크 시대로 들어와 춤은 라 벨 당스 (la belle

danse)라 불린다. 귀족과 평민들이 무도회에서 추었던

춤을 당스 드 발 (danses de bal), 르네상스 시기부터

신분이 상승된 춤꾼들이 극장에 세운 춤을 라 당스 떼

아드르(La danse-théâtre) 혹은 앙트레 드 발레(entrée

de ballet)라고 한다. 이 춤은 인물의 특징과 걷는 스타

일, 심각하거나 우스꽝스럽거나 그라테스크한 성격 등

을 표현하는 춤이었다. [12] 앙트레 드 발레의 안무 형

식은 1720년에 사라져 알 수 없지만 스타일은 분명

“Character”라는 인물의 개성, 성격, 특징이라는 언어적

정의 중 하나를 포함한다.

위를 통해 본 캐릭터 댄스는 중세에는 농민에 의해

민속춤으로써 표현 되었고, 르네상스시대에는 귀족들에

의해 민속무용 형태의 움직임이 궁중무용의 형태로 변

형되어 표현되었다.

바로크 시대부터 이전 시대와 다르게 캐릭터 댄스의

성격을 포함한 용어적 개념이 또렷이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나기 시작한다.

바로크시대와 로코코 시대의 무용은 약간 차이가 있

다. 17세기 바로크시대의 무용이 남성스러움이 묻어있

다면 18세기 로코코시기에는 감정이 섬세해지고 세련

된 테크닉을 선보였다.[13] 바로크 시대에 루이14세는

Allemande(알라망드), Bourrée(부레), Gavotte(가보트),

Menuet(미뉴에트)등을 통해 사회균형을 유지하고자 하

였다. 미뉴에트의 경우 포이토(Poitou)로부터 영향을 받

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느린 움직임을 부분적으

로 수용했으며. 무겁고 기품이 있었다. 이 궁중무용은

기악곡을 반주음악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훗날 캐릭

터 댄스인 마주르카, 폴카, 왈츠로 발전되었고 음악과

춤이 하나의 예술로써 존재하게 되었다.[14]

18세기 로코코시대에는 판토마임과 코메디 드 아르

떼의 표현 양식에 영향을 받은 춤꾼이 활동했다. 특히

장 도베르발은 희극발레 <고집쟁이 딸>(La Fille Mal

Gardee)를 안무하였는데 귀족대신 일반대중을 등장 시

키고 춤의 형식과 구성을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확대 시

키며 큰 반항을 일으켰다.

최초의 발레 닥숑인 존 위버(John Weaver)의 <마스

와 비너스의 사랑>(The Love of Mars And

Venus,1717)[15]은 등장인물의 성격이 춤에 표출되기

위해 캐릭터를 강조하고 드라마를 보여주기 위해 춤과

마임으로만 표현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비록 민속적인

무용을 내재되지 않았지만 작품 속에 인물의 캐릭터를

부여하여 캐릭터 댄스의 용어적 개념을 수용하였다. 또

한 당시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카마르고와 살레는 신체

의 움직임을 통해 작품내용을 표현하고자 하였는데[16]

관객에게 춤의 의미와 내용을 인물의 캐릭터를 통해 잘

표현하여 발레 닥숑의 발전을 기하는데 일조하며 캐릭

터 댄스의 기초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2) 19세기 캐릭터 댄스

19세기는 19세기 전반의 디들로의 시대, 중반의 낭만

주의, 후반의 마리우스 프티파로 나뉜다. 디들로는 테크

닉보다는 예술적인 감각과 연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안

무가였다. 그는 발레와 다양한 스타일의 디베르티스망

을 포함한 황실무용에 캐릭터 댄스의 개념을 수용한 작

품<루슬란과 루드밀라>를 안무했다. 웅장한 아랍스타

일과 그루진 민속무용을 바탕으로 한 디베르티스망은

인물의 캐릭터를 부각시켰고, 인물의 배경과 환경을 고

려한 캐릭터 댄스가 공연을 풍성해 보이게 하였다.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발레작품은 <라 실

피드>와 <지젤>이다. 이 작품으로부터 낭만주의 발레

는 환상적이고 토슈즈를 신은 무용수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낭만주의 작품들을 보면 캐릭터

댄스의 역할을 중요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무용수인

파니 엘슬러 만은 예외였다. 페드로 코니(Fedor Koni)

는 파니 엘슬러가 추었던 스페인 민속무용을 바탕으로

하는 캐릭터 댄스인 <카츄샤>에 대해 남부의 희열과

유감, 로마네스크를 살타렐로와 탈란텔로로 표현한 인

물[17]이라 극찬하였다. 그녀는 캐릭터 댄스를 통해 발

레의 다양한 움직임을 폴란드의 크라코비엔

(Cracovienne), 헝가리, 러시아 춤과 함께 자유롭게 표

현하며 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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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캐릭터 댄스 중 <카츄차>

Figure 1. Cachucha during Character Dance

중 후반의 낭만주의시대에 안무가 쥘 페로는 <에스

메랄다>와 <해적>을, 오거스트 부르농빌은<나폴리>,

<덴마크로부터 멀리>,<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까지>를,

생 레옹은 <작은 곱사등의 망아지>,<코펠리아>등을

안무 하였는데 수많은 작품들이 민속무용을 내재한 캐

릭터 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코펠리아는

차르다쉬, 마주르카 등의 캐릭터 댄스가 발레 동작에

자연스럽게 합쳐져 양식화 되어 사용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는 발레 공연의 형식이 갖추어진 시

기이다. 코르드 발레에도 정돈된 형태의 민속무용이 공

연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 캐릭터댄스는 표드르 바실

리예비치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고전발레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리우스 프티파는 19

세기 후반에 수많은 작품을 안무 하였다. 그는 작품

<파키타>, <돈키호테>, <호두까기 인형>, <레이몬

다> 등의 작품 속에서 디베르티스망의 형태로 관객에

게 시각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캐릭터 댄스를 사

용하였다. 이런 형태의 캐릭터 댄스는 줄거리와는 상관

없이 발레공연을 보다 화려하고 웅장하며 풍성하게 하

였다.

고전 발레시기의 캐릭터 댄스는 다양한 나라의 민속

무용의 특징을 발레화 하여 양식화 하였으며 정확한 틀

과 형식을 갖추었다. 19세기 후반에 사용된 캐릭터 댄

스는 현재 클래식 발레수업에 사용되는 있는 용어의 개

념과 일치한다.

3) 20세기 캐릭터 댄스

20세기 초 러시아 시즌에 발레는 정통 안에서 개혁

을 부르짖었다.[18] 이 시기에 미하일 포킨은 작품<세

헤라자드>와 <폴로베츠인의 춤>의 의상, 음악에도 민

속의 기질을 포함시키고 고유의 민속무용이 내재하여

민족 전체의 기질이 표현되도록 안무하였다.

미하일 포킨은 새로운 마임과 제스처로 표현영역을

확대 하였다.[19] 여기서 포킨의 제스처는 이미지의 특

징과 성격을 드러내는 캐릭터 댄스로 이미지구현을 위

해 움직임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표현 과정에 있어서

포킨은 캐릭터 댄스를 캐릭터 슈즈로 국한하는 것이 아

니라, <빈사의 백조>와 같이 포인트 슈즈가 적합하다

고 생각하면 착용하도록 하였다.

후에 유리 그리가로비치(Yuri Grigorobich)는 <석

화>, <사랑의 전설>에서 포인트 슈즈를 신고 무용수들

이 작품 전체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캐릭터 댄스의 표현

범주를 넓혀갔다.

레오니드 마신느(Leonid Massine)의 <삼각모자>은

스페인 문화와 춤을 기초로 안무하였다. 이 작품은 민

속무용의 스타일을 무대화 하였지만 정형화된 고전발

레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20세기 캐릭터 댄스는 민속무용이 바탕이 되어 민족

의 성향과 기질이 반영 되어있지만 일정하고 규칙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은 춤을 캐릭터 댄스라 하였다. 또한

등장인물의 성격이 춤에 표출되어 토슈즈의 사용유무

와 상관없이 캐릭터를 강조한 춤 역시 캐릭터 댄스라

표현하였다.

조안 로우슨(Joan Lawson)은 캐릭터 댄스를 데미-

캐릭터와 캐릭터 발레로 나누기도 하였다. 데미- 캐릭

터는 클래식 발레를 기초로 특정 지역의 춤이라 정의

하고, 캐릭터 발레를 클래식 발레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은 국가의 분위기, 스타일, 개인감정 등을 작품 속에

포함 시킨 것으로 설명하였다.[20]

조안 로우슨의 정의에 의하면, 미하일 포킨의 세헤라

자드와 폴로베츠인의 춤는 데미- 캐릭터 발레이고 마

신느의 삼각모자는 캐릭터 댄스로 구분할 수 있다.

4) 현재

21세기에는 범주가 정리 되지 않고 의미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채로 혼돈 속에서 캐릭터 댄스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일반사람에게 캐릭터란 용어는 이미지

와 성격을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데 주로 게임

에서 동물이나 캐릭터 등의 이미지 혹은 성격을 표현하

기 위해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춤에 있어서 캐릭터 댄

스 역시 이미지를 표현하는 춤으로 인식되어 있다.

캐릭터 댄스를 접하지 못했던 일부 발레전공자도 캐

릭터 댄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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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민속무용을 발레화하여 디베르티스망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춤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유아, 아동에게 캐릭터 댄스는 무용교육에 있어서 사

물의 이미지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 된다. 특

히 동물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따라하고 흉내내기

식의 놀이형태 수업을 진행한다.

그림 2. 백조 (左: 발레 동작, 右: 역할놀이수업)

Figure 2. Swan (Left: Ballet Movement, Right: Roll Play

Class

유아나 아동에게 캐릭터 댄스는 특정 사물의 이미지와

스토리를 표현할 때 사용되며 창작수업에 주로 활용된

다. 이러한 수업은 ‘황금 알을 낳은 암탉’, 인형극 ‘백조

의 호수’ 등으로 발전되어 캐릭터 발레’ 혹은 ‘캐릭터

댄스’의 명칭이 붙은 아이들을 위한 공연형태로도 진화

되고 있다.

2. 표를 통한 본 캐릭터 댄스의 개념 정립

본 연구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사용된 캐릭터 댄스

의 언어사용을 토대로 범주를 나누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3. 캐릭터 댄스 용어개념정리

Figure 3. Character Dance Glossary

캐릭터 댄스를 민속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춤으로 발레의 형식에 맞춰진 춤의 의미로 살펴보

면, <백조의 호수>의 스페니쉬 댄스, 헝가리안 댄

스, 폴카, <레이몬다>의 헝가리안 댄스 등의 춤이

있다.

민속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춤으로 발레의 형식

에 맞춰진 춤은 창작적 요소가 더해지고 활용되어져 캐

릭터 댄스의 민속적 요소가 작품 전체를 표현할 수 있

게 확장되기도 한다. 예로는 <돈키호테>, <에스메랄

다>, <파키타>, <코펠리아>, <레이몬다> 등이 있다.

캐릭터 댄스를 민속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춤으

로 형식에 맞춰진 춤이 아닌 춤의 정의에 의한 개념으

로 작품을 살펴보면, <루슬란 루드밀라> 중 일부 발레

춤, <이고르 왕>의 일부 춤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춤은 발레의 형식에 맞춘 것이 아닌 과거 민속무용 혹

은 민족무용의 형태로써 캐릭터 댄스가 존재한다.

캐릭터 댄스의 ‘캐릭터’란 용어의 개념으로 살펴보

면, 발레 형식에 맞춰진 춤의 예로 <돈키호테>의 돈키

호테,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카라보스, <레이몬다>

의 압제라흐만 등 제스처를 통해 이미지와 성격을 대변

하는 역할이 캐릭터 댄스로써 표현된다. 캐릭터 댄스의

‘캐릭터’란 용어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형식에 맞춰진

춤이 아닌 춤의 예로 아이들의 백조나 호랑이 동물흉내

내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Ⅲ. 캐릭터 댄스의 발전방향

캐릭터 댄스는 현재 민속무용을 바탕으로 하는 춤과

‘캐릭터’의 정의에 맞춰진 춤으로 개념이 정리되며 발레

전공자 뿐 아니라 일반 성인, 유아, 아동에게도 사용되

고 있는 언어이다.

캐릭터 댄스의 용어개념정리를 통해 무용에서 다양

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적 흐름을 통해 본 용어사용과 의미정립은

전공자에게 있어 체계적인 발레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토슈즈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공연전체를 이끌고 나

아가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캐릭터’ 댄스라는 용어

사용과 19세기 후반에 각 나라의 민속무용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 댄스’는 무용수에게 캐릭터의 이미지를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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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완성도 높은 발레공연이 가능하게 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여러 나라의 민속적 스타일의 춤

이 발레 전공자에게 학습됨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움직

임 학습으로 표현력을 향상시켰다.[21]

발레전공자에게 캐릭터 댄스의 폭넓은 용어개념 수

용과 이해는 과거 무용역사를 습득하는 동시에 풍성한

공연과 무용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을

지닌다.

둘째, 창의적인 움직임 개발에 도움을 준다. 캐릭터

댄스는 발레동작보다 자유롭고 역동적이며 강한 표현

의 동작이 많다. 클래식 발레에 비해 손과 발의 움직임

이 다양하고 표현범위가 넓다. 또한 민속적 소재가 창

의적 움직임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주고 이는 폭넓은 창작발레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아동, 유아 혹은 비전공자에게 참신한 캐릭터

댄스의 교육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민족적 성격을 드러

낼 수 있는 소도구와 소재 사용은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열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페니쉬 춤에서 부채를 통한 움직임이나 탈란텔로 춤

에서 탬버린을 활용한 움직임 등은 아이들의 표현력 향

상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캐릭터’라는 용어적 개념정

의에 맞춰진 캐릭터 댄스는 아이, 유아 혹은 비전공자

들의 눈높이 맞춰진 다양한 움직임을 제공할 수 있다.

아이, 유아 혹은 비전공자들은 자신들이 표현하고 있

는 캐릭터 동작에 관심을 보이고 이런 현상은 공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피노키오’, ‘황금 알을 낳는 암탉’의

경우, 분명한 ‘이미지’가 캐릭터 댄스를 만들어 스토리

발레공연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공연은 아이들과 비

전공자들의 무용교육에서 공연을 통해 한층 높은 흥미

와 관심을 유발하고 다시 무용교육으로 이어지는 순환

적 효과를 이루게 한다.

Ⅳ. 결론

민속적 소재와 민속무용이 내재되어있다고 캐릭터

댄스라고 할 것인가? ‘캐릭터’의 용어적 정의만 가지고

캐릭터 댄스라 칭할 수 있는가? 토슈즈와 캐릭터 슈즈

의 착용여부가 캐릭터 댄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 의

구심으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 연구자는 캐릭터 댄스의 개념정립을 위해 시기별

로 캐릭터 댄스를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그 결과, 캐릭터 댄스의 용어적 개념의 범주는 시

기별로 차이가 있었고, 21세기에는 각기 다른 시기의

용어적 개념이 총체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

다. 민속무용과 민속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캐릭터’란 정의에 맞춰져 사용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의

캐릭터 댄스의 용어개념의 분류는 무용전공자가 정확

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자는 무용전공자들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전공자의 이해와 정립은

빠르고 새롭게 무용교육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창조

적일 수 있다. 다양한 소재와 표현 형식의 요소로써 교

육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캐릭터 댄스가 함양가치를 지

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캐릭터 댄스의 개념정립에 대한 시론

(試論)적 연구가 발레 교육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교육

에 기초자료를 제공될 것으로 생각되고 차후에 캐릭터

댄스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체계와 방안에 대한

논문과 캐릭터 댄스의 창조적 요소들을 통한 공연의 발

전 방향을 모색해보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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