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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요소 세부항목 가중치

정부

및

지자체

무용홍보강화

(.028/.016)

가치 및 의식개혁 .004

진로홍보 강화 .012

표 1. 무용예술인의 진로계발정책 요소별 복합가중치 

무용예술인의 진로정책에 관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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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무용예술인의 진로계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요소들을 추출하고, 요소별 정책추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학계, 무용예술인 등 3개 영역에서 선정된 전문가 25

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정책 영역, 14개 정책요소, 그리고 39개 세부정책으로 구성된 진로계발정책을 개발

하였다. 무용예술인의 진로계발 정책 요소의 가중치는 ‘무용조직 및 지원체제 강화’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항목이 다른 

정책요소에 비하여 상대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무용재정 확대’(12.0%)와 ‘무용전문인력 양

성’(12.0%), ‘교수-학습 환경 개선’(11.0%), ‘무용교육 제도화’(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 서론

  예술적 영역으로서 무용은 경제적, 물질적 조건에 의한 

계급의 무의식적 선택의 기호인 동시에 다른 계급과 사회

적, 문화적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 선택의 전략

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용예술인의 진로

나 직업적 기대는 사회적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
들’만의 주변적 문제로 방치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1)  최

근들어 무용계에선 열악한 무용인의 진로 및 사회적 환경

에 대한 성찰과 함께 무용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무용예술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

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술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무용전문강사제도의 확대나 전문무용수

지원센터의 출범과 같은 정책적 지원 및 배려가 무용전문

인력의 직업적 전망을 밝게 하고 아울러 무용인의 진로시

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기는 하나, 무용예술인의 사

회적 진출과 진로는 여전히 타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무용예술에 대한 미성숙한 사회적 인식, 무용공연 시장의 

비활성화, 열악한 직업기회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하기는 하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무용전

문 인력시장의 개발 및 확장과 관련된 역동적인 사회적 변

화와 요구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 기관 등에

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계를 포함하여 문화예술계 전반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고용담론과 관련하여 무용예술인의 

왜곡된 진로 구조와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지

위 및 처우를 담보할 수 있는 무용진로계발 정책의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무용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과학적이고 체

계적인 의사결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무용예술

인의 진로 정책 추진전략 및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델파이 패널은 무용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의 영역에 따라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종사

자 5인, 학계 10인, 무용예술인 10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

하였다. 무용예술인의 진로계발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

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과 계층화 분석법(AHP)을 결합한 

‘Delphic Hierarchy Process(DHP)’ 기법을 사용하였다2). 

DHP 기법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무용 진로계발정책 

영역 및 요소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각 영역에 대한 가중

치를 산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

서는 1,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책영역 및 요소들을 타

당화하고, 3차 델파이조사에서 분석적계층화과정을 통하

여 정책추진 요소들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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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무용조직 및

지원체계강화

(.480/.285)

무용공연 지원제도 확대 .033

무용전문단체 지원 강화 .048

전문무용단 설립 확대 .190

진로계발 전문기관 설립 .014

무용교육 제도화 

(.173/.102)

무용교사 자격부여 .024

무용교육 정규화 .064

지도자 자격증제도 활성화 .014

무용재정확대

(.203/.120)

무용예산 증액 .096

기부제도 활성화 .024

무용행정 전문화

(.066/.039)

무용전문 행정가 배치 .019

무용전문위원회 설치 .004

무용행정전문인력 양성 .016

무용진로계발 

시스템 강화

(.052/.031)

민관협력체제 구축 .014

인턴십 및 재교육 확대 .007

무용강사제도 확대 .006

취업포탈사이트 구축 .003

유관단체

및

기관

(.249)

단체간 협력체제 

구축(.249/.022)

파벌타파/갈등구조개선 .007

정보교류 활성화 .015

무용전문인력양성 

(.483/.120)

무용기획자 양성 .100

신진무용인력 양성/발굴 .020

공정성 제고

(.082/.020)

심사의 공정성 확립 .014

평론의 객관성 제고 .007

마케팅 역량 강화

(.188/.047)

무용 마케팅 도입 .023

스타무용수의 육성 .023

진로계발네트워크

구축(.158/.039)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022

정책협의 창구의 일원화 .013

무용예술인커뮤니티구성 .005

대학

 및

학계

(.157)

진로교육 체계화

(.202/.032)

무용교육 전문성 강화 .005

무용진로정책 연구활성화 .002

진로관련 교육과정 신설 .021

포럼 및 세미나 개최 .004

교수-학습 환경

개선(.701/.110)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024

실무교육 강화 .063

실용무용활성화ㆍ지원확대 .015

융합교육의 활성화 .007

진로상담 체계 

확립(.097/.015)

교원 진로상담 역량 강화 .009

진로상담 기구 설치 .002

진로상담 정례화 .004

  무용예술인을 위한 합리적인 진로계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정책 영역, 14개 정책요소, 그리고 39개 

세부정책으로 구성된 진로계발정책 요소가 추출되었다. 

무용예술인의 진로계발 정책 영역의 가중치는 정부 및 지

자체가 5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

(24.9%), 대학 및 학계(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중치 순위는 진로계발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무용예술인의 진로계발 정책 요소의 가중치는 ‘무용조직 

및 지원체제 강화’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항목이 

다른 정책요소에 비하여 상대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무용재정 확대’(12.0%)와 

‘무용전문인력 양성’(12.0%), ‘교수-학습 환경 개

선’(11.0%), ‘무용교육 제도화’(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무용예술인의 진로계발 정책 세부항목별 가중치는 전

체 39개 세부항목 가운데 ‘전문무용단 설립확대’가 19.0%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무용기획자 양성’(10.0%), ‘무용

예산 증액’(9.6%), ‘무용교육 정규화’(6.4%), ‘실무교육 강

화’(6.3%)의 순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최근 정부에서는 무용예술강사 규모 확대, 무용예술전

문인력 배치, 전문무용단체 인턴제 등 무용예술 관련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그 효과나 범위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

다. 무용예술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

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학계 등이 상호 협력적인 거

버넌스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계발정책을 수

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무용재정 확

대와 함께 무용조직 지원체계 강화, 무용교육제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유관기관 및 단체는 진로계

발 네트워크 구축과 마케팅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도 진로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무용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나 실

무교육 강화 등과 같이 진로계발을 위한 교수-학습 환경 

개선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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