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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10년간 무용계에는 비즈니스와 행정, 경영의 관

점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졌다. 무용분야 취업실태 조사에서 ‘자율창작활동’, 즉 프

리랜서의 비중이 높으며,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한 취업

실태와 사회수요 불균형의 이유로 대학 내 무용학과의 

정원감축과 폐과위기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구

조와 시장 생태계에 부응할 수 있는 실용적 관점의 무용 

패러다임 전환이 제기되었다. 즉, 경영, 정보기술, 의·과

학 등 간학제적 통섭과 융복합, 실용화가 절실하게 요구

된다. 

  ‘무용경영(Dance Management)’개념의 첫 출현과 발전

은 ‘예술경영’과 ‘스포츠경영’ 두 가지 경로의 영향으로 추

정되고 있다. 관객개발을 위한 공연기획 전략과 예술경

영 연구가 70년대 후반 처음 시도되면서, 전문무용단체

의 경영전략과 마케팅에 관한 연구가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영향력은 Vanderzwaag(1983)의 ‘미로탈

출: 스포츠경영, 무용경영, 운동과학 미래를 위한 프로그

램(Coming out of the Maze: Sport Management, Dance 

Management, and Exercise Science Programs with a 

future)’에서의 언급이다. 이는 공공의 관점에서 체육교육 

분야 내 조직의 복잡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체육행정으로부터 스포츠경영, 운동과학과 함께 실행 가

능한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무용경영이 소개되었던 것이

다. 스포츠경영과 같이 대학의 교육과정 내 무용경영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프로그램, 전공영역으로의 구

성 또는 학교에서의 학문적 지위와 기능을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Vanderzwaag, 1983; Lee, 1984). 이에 이 

연구는 실용과 복합학적 전문성을 갖춘 학문으로 성장시

키는데 있어, 무용경영과 관련된 지식과 그 원리를 객관

화하고 보편화하고자 한 그간의 연구들이 어떻게 전개되

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인접학문인 스포

츠경영학의 학술 행보가 무용경영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

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학제적 개방의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특히,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무용경영’과 관련된 독립된 학술지

가 부재하므로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를 포함한 국외 학술지를 분석하여 무용경영 연

구에 대한 연구동향과 지식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주제

의 핵심어와 네트워크 지식구조를 확인하여 지난 40년간

의 무용경영 관련 국외 연구동향을 토대로, 향후 무용경

영 연구의 방향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외 

무용경영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무용경영 연구의 경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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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및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주제의 핵심어와 네트워크 지식구조를 확인하여 무

용경영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용경영 연구동향에 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무용경영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특정 토픽으로는 ‘Performing arts’, ‘Entrepreneurship’, ‘Dance’, ‘Audience development’, 

‘Dance management’ 등이 도출되었다.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한 결과, ‘Entrepreneurship’, ‘Dance Marketing’, ‘Marketing’에서  

노드간의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에서는 꾸준히 관객개발(audience development)과 공연마케팅(performing 

arts marketing)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연구동향 및 지식구조 분석을 토대로 이 연구는 보다 확장된 무용경

영 연구의 관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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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국외 무용경영 연구동향에 관한 사회연결망

(SNA) 분석을 위해 무용경영 분야 전문가 4인이 무용, 

스포츠, 예술경영 학회지에서 제시된 국외 무용경영 논

문을 기준으로 자료수집 및 키워드 분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UCINET을 이용하여 무용경영 논문에 제시

된 키워드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첫째, 텍스트마이닝의 키워드분석 결과, 1981년부터 

2019년까지 무용경영 국외 논문 총 42편의 연구물 키워

드 빈도중 주요핵심어는 총 95개로 나타났고 중복어를 

제외한 핵심어는 44개이다. 주로 다루어진 핵심어를 빈

도순으로 나열하면, ‘Performing arts’ 11회(25%),  

‘Entrepreneurship’ 10회(22.72%),  ‘Dance’ 10회

(22.72%), ‘Audience development’6회(13.63%),  ‘Dance 

management’ 6회(13.63%)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연결

망 지식구조 분석결과,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출판된 

무용경영 분야 국외 논문 9편의 의미연결망 지식구조를 

분석하였다. 총 16개의 노드, 18개의 링크가 제시되었으

며, 근접 중심성 분석결과, ‘Entrepreneurship’, ‘Dance 

Marketing’, ‘Marketing, Dance Career’, ‘Dance Career 

Counselling’, ‘Quality Products’ 순으로 개체 간 연결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Entrepreneurship’, ‘Dance Management’, ‘Marketing’, 

‘Performing Arts’ 순으로 연결망 내에서 개체들 간의 중

간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0

년까지 출판된 무용경영 분야 국외 논문 9편의 의미연결

망 지식구조를 분석하였다. 총 19개의 노드, 27개의 링크

가 제시되었으며, 근접 중심성 분석결과, 

‘Entrepreneurship’, ‘Dance Marketing’, ‘Marketing, 

Dance Career’, ‘Dance Career Counselling’, ‘Quality 

Products’ 순으로 개체 간 연결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Entrepreneurship’, 

‘Dance Management’, ‘Marketing’, ‘Performing Arts’ 순

으로 연결망 내에서 개체들 간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출판된 무용경

영 분야 국외 논문 15편의 의미연결망 지식구조를 분석

하였다. 총 13개의 노드, 20개의 링크가 제시되었으며, 

근접 중심성 분석결과, ‘Dance’, ‘Performing arts’, 

‘Dance organization’, ‘Market strategy’, ‘Leadership’ 순

으로 개체 간 연결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Dance’, ‘Performing arts’, ‘Dance 

industry’, ‘Dance organization’, ‘Market strategy’ 순으로 

연결망 내에서 개체들 간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연구동향을 종합해볼 때, 무

용경영은 예술경영 및 행정, 엔터테인먼트 및 공연산업, 

무용큐레이션 및 프로덕션, 무용기반의 웰니스 산업과 

헬스케어, 무용기반의 전문적인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창업, 예술 기업가 정신 등 경영과 행정의 관점에서 무용

을 육성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토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Ⅳ. 결론

  무용경영 개념은 공연산업 뿐 아니라 무용 전반에 걸

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OSMU(One-Source 

Multi-Use)전략과 정보기술과의 창의적인 융합,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과 성과를 다루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공연시장 뿐 아니라 블루오션을 자생적으로 창

출할 수 있는 무용분야의 신종 창업과 창직, 미래 유망산

업에 대한 시장분석이 요구된다. 무용경영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소셜펀딩 활용과 경제적 관점을 더하는 조직화, 

산업화를 통해 자생력 있는 재원조성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개진해야 하며, 지역의 

다양한 가치 재발견,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체적인 실천

으로 ‘로컬노믹스(localnomics)’ 또는 ‘컬처노믹스

(culturenomics)’, 문화와 산업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연구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무용과 관련된 산업과 생태계를 이해하는 노

력이 필요하며, 무용경영 연구는 무용경영의 전문성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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