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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춤을 소재로 한 영화가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무용 열정과 정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무용전공 고등학생 총 112명(여자 104

명, 남자 8명)을 대상으로 무용열정과 정서설문지를 실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관람한 영화로는 춤을 소재로 한 영화인 <퍼스트 포지션 First Position>, <빌리 

엘리어트 Billy Elliot>, <마오의 라스트 댄서 Mao’s Last Dancer>를 관람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4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t-test와 

ANOVA, 상관관계 분석과 선형구조관계모형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영화 관람 후 학년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무용영화 관람 후 전공에 따른 정서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무용영화 관

람 후 무용경력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 상태에서는 경력과 무관하게 부정정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무용영화 관람 후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정서 상태(부정정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 본 논문은 2018년 박주희의 석사학위논문「춤을 소재로 한 영화가 무용전공생의 무용열정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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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

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문화향유 욕구의 증가로 취미생활의 다양화, 정보의 영상화, 

그리고 영상장비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6년 기준 영화 소비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문화

생활 중 영화를 가장 많이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총 관객 수 및 매출액, 평균 

영화관람 횟수가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실미도 Silmido>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천만 관객을 동원하였고, 이 후 영화 <괴물 The Host>, <아바타 Avatar>, 

<명량 Roaring Currents>, <국제시장 Ode to My Father>, <베테랑 Veteran>, <신과 함께: 죄와 벌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을 포함한 13편의 영화가 1000만 관객을 기록하며 ‘천

만영화’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편의 ‘천만영화’ 중 12편이 최근 5년 

이내에 기록되었고 이는 영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의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다양한 소재의 영화가 제작되기 마련이고, 이것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장르로 발전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를 들면 국․내외에서 제작된 스포츠영화로는 <멤버 타

이탄 Remember The Titans>, <코치 카터 Coach Carter>,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Forever The 

Moment>, <국가대표 Run-Off>, <글러브 G-Love> 등이 있으며, 이 중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은 406만 명을 기록하였고, <국가대표>는 830만 명을 기록하여 흥행 영화의 반열에 올랐다.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는 <비긴어게인 Begin Again>, <위플래쉬 Whiplash>, <라라랜드 La La Land>,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제작된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 <동주 DongJu; The Portrait A 

Poet>, <해리포터 시리즈 Harry Potter Series>,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 춤

을 소재로 한 영화는 <스텝 업 시리즈 Step Up Serie>, <빌리 엘리어트 Billy Elliot>, <마

오의 라스트 댄서 Mao’s Last Dancer>, <블랙스완 Black Swan>, <피나 Pina>, <더 댄서 The 

Dancer>  등이 있다. 스텝 업 시리즈와 같이 댄스 영화가 시리즈로 제작된다는 것은 춤에 대

한 관심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진화하고, 발전하는 댄스가 관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로 인해 관객들은 새로운 문화나 여가생활에 흥미를 보이게 되고, 각양각색의 영화

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킨다. 예를 들면, 흥행한 영화 주제곡은 곧바로 인기순위 상위권

에 진입할 수 있고, 기존 문학작품을 텍스트로 각색하여 만든 영화로 인해 문학작품이 베스

트셀러가 되기도 하며, 무용의 경우 실제 무용작품이 삽입된 영화를 감명 깊게 본 관객들로 

인해 관련 단체의 무용공연 예매율이 높아지기도 한다.3 특히 이런 영향은 신체적, 정신적 

2 www.kofic.or.kr (검색일: 2018.5.7.)

3 장혜주, 「영화에 나타난 춤의 양상에 관한 연구」, 2009, 1쪽.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매스미디어는 청소년들이 대중

예술이나 문화를 접하게 되는 가장 우선적인 매체이며 매스미디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존

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매스미디어는 청소년들의 현실인식과 정서의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4 이처럼 청소년들은 영화 속 주인공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형성한다.

   무용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무용전공자들은 춤을 소재로 한 영화에 등장하는 무용수들의 

춤에 대한 열정이나 나와는 다른 삶 등을 보며 위안을 받거나 동질감을 형성한다. 또한 이

들은 스크린 속의 무용수들이 실제 대상이나 허구적 인물을 재현한 스토리임을 알면서도 영

상속의 주인공들에게 몰입하게 된다. 무용영화를 볼 때 무용이미지는 무용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는 그 경험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그리고 자

신의 연령, 학력, 직업, 결혼 유무, 경제적 능력, 개인적 취향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5 그러나 춤을 소재로 한 영화는 무용전공자들에게 수용자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며 다

각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려되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춤을 소재로 한 영화와 무용전공생의 상호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실증연구의 가능성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용은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횟수가 잦아짐에 따라 소수의 무용전공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대중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르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고급 예술이

라고 불리는 무용의 대중화에 도모하고자 하며, 무대예술을 넘어서서 무용 영역을 확장시키

는데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춤을 소재로 한 영화가 무용전공 고등학생을 수용자로 하여금 

이들의 영화 관람 전과 후의 정서 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더불어 무용열정의 변화에

도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예술고등학교 무용과에 재학 중인 1, 2, 3학

년 무용전공 고등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로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무용전공 학생들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여자 104

명, 남자 8명 총 112명을 표집하였다.

   대상자의 전공분포는 한국무용 48명(42.9%), 발레 39명(34.8%), 현대무용 25명(22.3%)이

고, 학년별로는 1학년 39명(34.8%), 2학년 38명(33.9%), 3학년 35명(31.3%)으로 고르게 분

포되어 있었다. 무용경력은 5년 미만이 65명(58.0%), 5~10년이 37명(33.0%), 10년 이상이 

10명(9.0%)으로 나타났고, 무용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대상자는 103명(92%)으로 대다수의 전

공생들이 수상경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무용영화 관람부분에서는 한 번도 관람하지 않은 

4 임지형, 「공연예술이 청소년의 정서의식에 미치는 영향 : 무용공연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

논문집』제29권, 2001, 210쪽.

5 장희전, 「영화에 나타난 무용이미지와 의미화 과정에 관한 연구 : <Dance Dance>의 텍스트 분석과 

수용자 해독을 중심으로」, 2001, 49쪽.



학생이 2명(1.8%), 1회~4회 관람한 학생이 각각 18명(16.1%), 41명(36.6%), 21명(18.7%), 

11명(9.8%)이고 5회 이상 관람한 학생은 19명(17.0%)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무용열정(Dance Passion Scale)

   무용에 대한 열정을 측정하는 도구로 Vallerand et al. (2003)이 다양한 신체활동 중에 

발생하는 열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고, 이것을 유진, 정꽃님(2008)이 국내 무용활동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무용열정 척도는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각 7문항씩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각 요인별 열정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조화열정(e.g., “무용은 나에게 다양한 경험

을 하게 해준다”, “무용에서 얻는 새로운 것들은 나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준다”)과, 강

박열정(e.g., “나는 무용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무용에 대한 충동이 매우 강하여 무

용을 멈출 수 없다”) 문항에 대하여 열정척도의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

석과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무용열정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은 다음 <표 2>와 같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는 다음 <표 3>과 같다. 전체 변수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48%, 91.59% 

인 반면 각 요인에서 “무용은 나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가져다준다.”, “무용에 

따라 내 기분 상태가 좌우된다” 항목을 제외한 경우 신뢰도 계수는 각각 89.55%, 92.31%로 

특성 구분 n 백분율 (%)

성별
남자 8 7.1

여자 104 92.9

전공

한국무용 48 42.9

발레 39 34.8

현대무용 25 22.3

학년

1학년 39 34.8

2학년 38 33.9

3학년 35 31.3

무용경력

5년 미만 65 58.0

5~10년 37 33.0

10년 이상 10 9.0

수상경력
있음 103 92.0

없음 9 8.0

무용영화

관람횟수

0 회 2 1.8

1 회 18 16.1

2 회 41 36.6

3 회 21 18.7

4 회 11 9.8

5회 이상 19 17.0

계 112 100

<표 1>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



증가하며, 이는 이 두 문항이 ‘조화열정’, ‘강박열정’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

을 뜻하고 따라서 이 문항들을 제외한 6문항씩 12문항으로 분석하였다.

   문항들은 모두 0.60 이상의 적재치를 나타냈으며, 요인별 설명변량은 강박열정요인 

53.79%, 조화열정요인 17.09%로 총 누적변량 70.88%를 나타내었다. 

    (2) 정서(PANAS-X)

   무용활동 상황 중에 느끼는 정서를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나누어 측정하는 도구

로 정용각(2000)에 의해 수정 보완된 Watson and Clark(1994)의 PANAS-X: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Expended term를 사용하였다.

   정서의 척도는 긍정적 정서(e.g., “활기차다”, “기분좋다”, “열정적이다”), 부정적 정서(e.g., “불안

하다”, “심란하다”, “화가난다”) 각 10문항 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

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제 3요인에 포함된 6개 문항(e.g., “흥분된다”, “상쾌하다”, “소극

적이다”)과 신뢰도 분석에서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올라가는 2개 문항 (e.g., “짜릿하다”, “싫증

난다”)을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긍정정서 5개 문항, 부정정서 7개 문항 총 12개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정서 상태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은 다음 <표 4>와 같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는 다음 <표 5>와 같다. 긍정정서, 부정정서 각각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 92%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각 측정문항들은 모두 0.70 이상의 적재치를 보였으며 설명변량

은 부정정서 44.96%, 긍정정서 21.92%로 총 누적변량 66.88%의 설명량을 나타냈다.

 

설문문항 조화열정 강박열정

조화1 0.80862 0.06908

조화2 0.88565 0.14450

조화4 0.75095 0.23980

조화5 0.81199 0.20708

조화6 0.71855 0.32530

조화7 0.60947 0.58578

강박8 0.38362 0.70900

강박9 0.28711 0.83343

강박10 0.26830 0.81334

강박11 0.17181 0.84370

강박12 0.12331 0.84905

강박13 0.08433 0.85784

<표 2> 무용열정의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 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강박열정 6.455 53.79 53.79 .92

조화열정 2.050 17.09 70.88 .90

<표 3> 무용열정의 신뢰도 분석결과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사전에 동의를 구한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예술고등학교 무용과에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춤을 소재로 한 영화 관람 전과 후의 

무용열정과 정서 상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므로 영화 관람 전과 후 총 2번의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각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10~15분 정

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춤을 소재로 한 영화 3편 <퍼스트 포지션>, <빌

리 엘리어트>, <마오의 라스트 댄서>의 순서로 2주에 1편씩 관람하였다. 학년별로 본 연구

자와 함께 교실에서 관람하였으며, 학년에서 모든 전공이 같이 관람 할 수 없을 경우 전공

별로 관람을 실시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무용과 조교선생님이 영화 관람을 실시하였다. 조

교선생님에게는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주어졌다.

   셋째, 마지막 영화 관람이 끝난 후 바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영화 관람 전에 실시하였

던 것과 같이 설명 후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코딩작업 후 SAS 9.4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 분석

을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설문지의 내적합치도 검증을 위한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각 설문지의 구조적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각회전(Varimax)를 이용하여 탐색적, 확인적 요인

설문문항 긍정정서 부정정서

긍정 1 0.74136 -0.23995

긍정 7 0.83150 -0.05800

긍정 12 0.75574 -0.06223

긍정 13 0.84684 -0.17794

긍정 19 0.79913 -0.11167

부정 3 -0.15499 0.82568

부정 4 -0.16422 0.82079

부정 9 -0.11965 0.80560

부정 11 0.02270 0.82338

부정 14 -0.07424 0.83267

부정 15 -0.21644 0.80425

부정 18 -0.17541 0.77111

<표 4> 정서의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 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부정정서 5.395 44.96 44.96 .92

긍정정서 2.630 21.92 66.88 .86

<표 5> 정서의 신뢰도 분석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화 관람 전과 후, 열정과 정서 상태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문

항의 적재치를 이용하여 강박열정, 조화열정, 긍정정서, 부정정서에 대해 각각의 Score를 

만들어 t-test와 ANOVA를 통해 어떤 요인이 학생들의 열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강박열정, 조화열정, 긍정정서, 

부정정서 간에 상관관계를 파악하였고, 선형구조관계모형(Linear Structural Relation 

Model)을 적용하여 인과변수(Cause and Effect Variable)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수준은 α=0.10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 결과

   대상자 전체집단에서 영화 관람 전과 후 무용열정의 하위요인인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정서 상태의 하위요인인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변화는 다음의 결과들에서 볼 수 있다. 이 

척도들 중 부정정서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관람 전의 부정정서 Score 평균은 14.3104, 

표준편차는 5.0286으로 나타났지만 관람 후에는 평균 12.4007, 표준편차 4.6005로 평균이 약 

1.9점 감소하였다. 이는 무용전공생들에게 춤을 소재로 한 영화 관람이 부정정서를 낮추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은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이다. 

  (1) 조화열정, 강박열정,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상관관계

   ①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과 영화 관람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무용

열정의 하위요인과 정서 상태의 하위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상관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열정과 정서 상태를 설명하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값이 0.8 이상의 변인은 없

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화열정은 강박열정과 정적인 상관

관계 보였고, 부정정서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긍정정서(r>0.6)와는 정적 상

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열정은 긍정정서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부정정서(|r|<0.4)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정도가 미약하였다. 긍정정

서 역시 부정정서와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화열정 강박열정 긍정정서 부정정서

조화열정 1.000 0.541 0.652 -0.409

강박열정 0.541 1.000 0.535 -0.211

긍정정서 0.652 0.535 1.000 -0.356

부정정서 -0.409 -0.211 -0.356 1.000

<표 6> 열정과 정서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② 선형구조관계모형

   선형구조관계모형은 인과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모형으로, 다변량 변수의 공분

산 행렬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흔히 가능도비(Likelihood Ratio) χ2 검정을 시행하

였다.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FI), RMR이 있

으며 GFI 기준은 관례적으로 0.9, AGFI는 0.8을 사용하며 RMR은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우수함을 의미한다.

 선형구조관계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적합도 검정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GFI=0.989, 

AGFI=0.893으로서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모형 적합의 χ2 검정결과는 모형이 충분하지 않게 나타났다. 

   무용열정과 정서 상태의 연관성 검정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상관계수의 추정 값은 0.66이며 t-value 가 8.24 (p<0.0001)로 매우 유의하다. 즉 무영열

정과 정서 사이에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다.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의 변화

   ① 학년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의 변화

   학년별로 영화관람 전과 후, 무용열정 및 정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 

시행한 ANOVA 결과에서는 강박열정과 부정정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test 결과는 다

음 <표 9> ~ <표 12> 같다.

   조화열정은 모든 학년에서 영화 관람 전과 후에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을 <표 9>를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표 10>에서는 강박열정이 1학년과 3학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학년의 경우 1.5291점 (t-value=-1.69, p<0.01)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며, 강박열정과는 반

대로 <표 11>에서는 2학년의 긍정정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관람 전 

15.7698점에서 관람 후 16. 8327점으로 1.0629점(t-value=2.10, p<0.01) 증가하였다.

   부정정서는 <표 12>를 보면 1학년과 2학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각각 

1.9817점(t-value=-1.86, p<0.01), 1.9497(t-value=-1.74, p<0.01)점 감소하였다.

GFI AGFI RMR Chi-Square Pr > Chi-Square

0.9893 0.8933 0.0287 4.8620 0.0275

<표 7> 선형구조관계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적합도 검정결과

변인 1 변인 2 공분산 상관계수 t-value Pr > |t|

열정 정서 1.0011 0.6608 8.2432 <0.0001

<표 8> 무용열정과 정서의 공분산과 상관계수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1학년

관람 전 39 19.9991 2.2961 19.24~20.75

관람 후 38 20.4341 2.4021 19.66~21.21

(후-전) 0.4350 2.3504 -0.63~1.50 0.81 0.4194

2학년

관람 전 38 19.2834 2.4594 18.48~20.09

관람 후 38 19.6762 2.6609 18.80~20.55

(후-전) 0.3928 2.5621 -0.78~1.56 0.67 0.5061

3학년

관람 전 35 18.4767 2.5642 17.60~19.36

관람 후 35 18.6764 2.3190 17.88~19.47

(후-전) 0.1997 2.4447 -0.97~1.37 0.34 0.7336

<표 9> 학년에 따른 조화열정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1학년

관람 전 39 18.4173 3.6293 17.24~19.59

관람 후 38 17.2475 3.8512 15.98~18.51

(후-전) -1.1698 3.7404 -2.87~0.53 -1.37 0.1741

2학년

관람 전 38 17.5548 3.9866 16.24~18.87

관람 후 38 16.0257 3.9191 14.74~17.31

(후-전) -1.5291 3.9530 -3.34~0.28 -1.69 0.0960

3학년

관람 전 35 16.1095 4.3023 14.63~17.59

관람 후 35 16.5525 4.2057 15.11~18.00

(후-전) 0.4431 4.2543 -1.59~2.47 0.44 0.6645

<표 11> 학년에 따른 강박열정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1학년

관람 전 39 13.1859 4.7938 11.63~14.74

관람 후 38 11.2042 4.5323 9.71~12.69

(후-전) -1.9817 4.6667 -4.10~0.14 -1.86 0.0664

2학년

관람 전 38 14.4953 5.5005 12.69~16.30

관람 후 38 12.5456 4.1514 11.18~13.91

(후-전) -1.9497 4.8729 -4.18~0.28 -1.74 0.0853

3학년

관람 전 35 15.3627 4.6170 13.78~16.95

관람 후 35 13.5423 4.9394 11.85~15.24

(후-전) -1.8204 4.7810 -4.10~0.46 -1.59 0.1158

<표 10> 학년에 따른 부정정서의 차이



   ② 전공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의 변화

   전공별로 영화관람 전과 후, 무용열정 및 정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 

시행한 ANOVA에서 부정정서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 후 실시한 t-test분석 결과는 다음 

<표 13> ~ <표 16>과 같다. <표 16>을 보면 한국무용 전공의 경우 관람 후 부정정서가 약 

2.10점 감소하였고, 발레 전공은 관람 후 2.20점 감소하며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현대

무용 전공의 경우 1.12점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 <표 13> ~ <표 15>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1학년

관람 전 39 16.9311 2.3025 16.18~17.68

관람 후 38 17.3440 2.3003 16.59~18.10

(후-전) 0.4129 2.3014 -0.63~1.46 0.79 0.4337

2학년

관람 전 38 15.7698 2.3006 15.01~16.53

관람 후 38 16.8327 2.1128 16.14~17.53

(후-전) 1.0629 2.2087 -0.05~2.07 2.10 0.0393

3학년

관람 전 35 15.7111 2.4304 14.88~16.55

관람 후 35 16.1237 2.5756 15.24~17.01

(후-전) 0.4126 2.5041 -0.78~1.61 0.69 0.4930

<표 12> 학년에 따른 긍정정서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한국무용

관람 전 48 19.5908 2.5282 18.86~20.32

관람 후 48 19.6668 2.6372 18.90~20.43

(후-전) 0.0760 2.5833 -0.97~1.12 0.14 0.8857

발레

관람 전 39 19.1860 2.4190 18.39~19.98

관람 후 38 19.5497 2.7006 18.67~20.43

(후-전) 0.3637 2.5655 -0.80~1.53 0.62 0.5359

현대무용

관람 전 25 19.0793 2.1526 18.19~19.97

관람 후 25 19.3945 2.6687 18.29~20.50

(후-전) 0.3152 2.4244 -1.06~1.69 0.46 0.6479

<표 13> 전공에 따른 조화열정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한국무용

관람 전 48 17.3320 4.6104 15.99~18.67

관람 후 48 16.6901 4.2619 15.45~17.93

(후-전) -0.6419 4.4396 -2.44~1.16 -0.71 0.4805

발레

관람 전 39 17.8707 3.3600 16.78~18.96

관람 후 38 17.0202 3.3544 15.92~18.12

(후-전) -0.8506 3.3572 -2.38~0.67 -1.11 0.2699

현대무용

관람 전 25 16.8119 3.9366 15.19~18.44

관람 후 25 15.8331 4.3550 14.04~17.63

(후-전) -0.9787 4.1511 -3.34~1.38 -0.83 0.4086

<표 14> 전공에 따른 강박열정의 차이



   ③ 무용경력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의 변화

   연구 대상자의 무용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 수는 10명으로 그 수가 적어 

t-test 및 ANOVA를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기에 무용경력 기간을 5년을 기준으로 하여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7> ~ <표 20>에서와 같이, 무용경력에 따라 영화 관람 전과 후 무용열정 및 정서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ANOVA결과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없었으며,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정서의 경우 경력과 무관하게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한국무용

관람 전 48 16.2184 2.5863 15.47~16.97

관람 후 48 16.4532 2.3910 15.76~17.15

(후-전) 0.2348 2.4906 -0.77~1.24 0.46 0.6452

발레

관람 전 39 16.8764 2.4390 16.09~17.67

관람 후 38 16.9275 2.3705 16.15~17.71

(후-전) 0.0511 2.4055 -1.04~1.14 0.09 0.9260

현대무용

관람 전 25 16.0370 2.3366 15.07~17.00

관람 후 25 16.0765 1.9980 15.25~16.90

(후-전) 0.0395 2.1739 -1.20~1.28 -0.06 0.9491

<표 15> 전공에 따른 긍정정서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한국무용

관람 전 48 14.1673 5.5636 12.55~15.78

관람 후 48 12.0661 4.8168 10.67~13.46

(후-전) -2.1012 5.2036 -4.21~0.01 -1.98 0.0508

발레

관람 전 39 14.1811 5.2041 12.49~15.87

관람 후 38 11.9893 4.7153 10.44~13.54

(후-전) -2.1918 4.9690 -4.45~0.06 -1.94 0.0567

현대무용

관람 전 25 14.7870 3.6262 13.29~16.28

관람 후 25 13.6683 3.8889 12.06~15.27

(후-전) -1.1187 3.7598 -3.26~1.02 -1.05 0.2981

<표 16> 전공에 따른 부정정서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5년 

미만

관람 전 65 19.3925 2.2739 18.83~19.95

관람 후 65 19.6137 2.5846 18.97~20.25

(후-전) 0.2212 2.4330 -0.62~1.06 0.52 0.6038

5년 

이상

관람 전 47 19.2556 2.5988 18.47~20.04

관람 후 46 19.4983 2.7516 18.69~20.31

(후-전) 0.2426 2.6780 -0.87~1.35 0.43 0.665

<표 17> 무용경력에 따른 조화열정의 차이



  (3)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무용영화 관람 후 무용열정의 변화

   ① 무용영화 관람 후 조화열정의 변화

   무용영화 관람 후 조화열정의 변화는 다음 <표 21>과 같이 나타났다.

   무용영화 관람 후에 조화열정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t-value=0.67, p>0.1)

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무용영화 관람 후 강박열정의 변화

   무용영화 관람 후 강박열정의 변화는 다음 <표 22>와 같이 나타났다. 무용영화 관람 후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5년

미만

관람 전 65 17.3962 3.8602 16.44~18.35

관람 후 65 16.5330 4.0112 15.55~17.52

(후-전) -0.8631 3.9370 -2.22~0.50 -1.25 0.2119

5년 

이상

관람 전 47 17.3136 4.3333 16.14~18.69

관람 후 46 16.7231 3.9892 15.52~17.92

(후-전) -0.6905 4.1686 -2.42~1.04 -0.79 0.4292

<표 18> 무용경력에 따른 강박열정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5년 

미만

관람 전 65 16.5997 2.4682 15.99~17.21

관람 후 65 16.8551 2.2519 16.30~17.41

(후-전) 0.2553 2.3633 -0.56~1.07 0.62 0.5375

5년

이상

관람 전 47 16.0482 2.3699 15.35~16.74

관람 후 46 16.1572 2.4658 15.41~16.90

(후-전) 0.1089 2.4173 -0.89~1.11 0.22 0.8295

<표 19> 무용경력에 따른 긍정정서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5년 

미만

관람 전 65 13.5822 5.1746 12.30~14.86

관람 후 65 11.9956 4.3239 10.93~13.06

(후-전) -1.5866 4.7650 -3.23~0.06 -1.91 0.0589

5년 

이상

관람 전 47 15.3175 4.6882 13.94~16.69

관람 후 46 12.9947 4.9683 11.50~14.49

(후-전) -2.3227 4.8272 -4.32~-0.32 -2.31 0.0233

<표 20> 무용경력에 따른 부정정서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관람 전 112 19.3370 2.4003 18.89~19.79

관람 후 111 19.5652 2.6443 19.07~20.06

(후-전) 0.2282 2.5258 -0.44~0.89 0.67 0.5006

<표 21> 무용영화 관람 후 조화열정의 차이



에 강박열정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t-value=-1.48, p>0.1)을 확인할 수 있다.

  (4)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무용영화 관람 후 정서의 변화

   ① 무용영화 관람 후 긍정정서의 변화   

   무용영화 관람 후 긍정정서의 변화는 다음 <표 23>과 같이 나타났다. 무용영화 관람 후

에 긍정정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t-value=0.30, p>0.1)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무용영화 관람 후 부정정서의 변화   

   무용영화 관람 후 부정정서의 변화는 다음 <표 24>와 같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영화 관람 

전과 후의 부정정서에 유의한 차이(t-value=-2.96, p<0.01)가 나타났으며, 관람 후에 

1.9097점 감소하였다. 

 2) 논의

   본 장에서는 무용전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춤을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하기 전과 후의 

무용열정과 정서 상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고 연구가설 및 인

과모형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결과가 산출 되었으며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용영화 관람 후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의 변화

   ① 학년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의 변화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관람 전 112 17.4035 4.0464 16.65~18.16

관람 후 111 16.6101 3.9852 15.86~17.36

(후-전) -0.7934 4.0161 -1.85~0.27 -1.48 0.1416

<표 22> 무용영화 관람 후 강박열정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관람 전 112 16.4203 2.4657 15.96~16.88

관람 후 111 16.5165 2.3262 16.08~16.95

(후-전) 0.0962 2.3966 -0.54~0.73 0.30 0.7647

<표 23> 무용영화 관람 후 긍정정서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95% CI t-value Pr >|t|

관람 전 112 14.3104 5.0286 13.37~15.25

관람 후 111 12.4007 4.6005 11.54~13.27

(후-전) -1.9097 4.8203 -3.18~-0.64 -2.96 0.0034

<표 24> 무용영화 관람 후 부정정서의 차이



   학년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무용열정(강박열정), 정서 상태(긍정정서, 부정정서)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용영화 관람 전, 긍정정서는 1학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학년, 3학년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무용영화 관람 후에는 모든 학년에서 긍정정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2학년에서 긍정정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

정서에서도 1, 2, 3학년 모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과 2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무용영화를 관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긍정

정서와 부정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지형(2001)의 연구결과에서 

무용을 관람하는 간접적인 행위 자체만으로도 청소년의 정서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무용열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무용열정의 하위요인 중 조화열정에서는 유

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없었으나, 강박열정에서 2학년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3학년은 오히려 강박열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은 대학이라는 입시

에 대한 불안감과 콩쿠르에 대한 압박감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대학 입시를 앞 둔 3학년의 학생들에게는 무용영화가 그들의 강박열정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화 관람 전 강박열정은 1학년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승(2017)의 연

구결과에 따르면 1학년의 강박열정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부

분적으로 일치하여 연구결과를 지지하여 주고 있다. 학년이 낮을수록 무용 활동을 타의적인 

힘에 의해 작용하여 참여하고 있음으로 사려 된다.

   2학년은 신입생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심리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학년은 무용영화 관람 후에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남초아(2011), 원혜연(2015)의 연구결과에서는 학년 집단 간의 차이에서 본 연구결과와

는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② 전공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의 변화

   무용영화 관람 후 전공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전공에 따

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서는 정서의 하위요인 중 부정정서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에 따른 무용열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무용열정의 하위요인 중 조화열정과 강박열

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없으나, 영화 관람 후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

용 모든 전공이 조화열정의 증가와 강박열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 관람 

전 발레 전공이 다른 전공보다 강박열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예화(2009)의 연구에서 

“발레는 특성상 고난위도 테크닉의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느끼는 부담감이 부정

적인 심리상태를 높이므로 강박열정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6 라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조화열정이 증가하고 강박열정이 감소하는 경향은 

6 전예화,「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열정과 정서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 2009, 47쪽.



무용영화가 무용전공생들의 전공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남초아

(2011)의 연구에서는 “춤의 움직임이 차분하고 순종적이며 정적인 한국무용과 견주어 볼 

때, 현대무용은 추상적이고 주관적 가치에 따라 예술을 표현하는 관념주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이 자신의 무용 활동에 있어서 집중에 대한 폭과 몰입에 대하여 분산되는 방해 요소도 

많아지기 때문에 강박적인 열정이 드러나게 된다”7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견해

를 보여주고 있다. 

   전공에 따른 정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의 하위요인 중 부정정서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한국무용과 발레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현대무용은 감소하기는 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부정정서에서 한국무용과 발레가 가장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다음은 현

대무용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무용은 무용작품에 있어서 움직임의 동선이 자유

롭고 다양한 안무가 가능한 반면, 한국무용은 전통적이고 절제를 요구하고, 발레는 갖춰진 

틀에 움직여야하며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고 중시한다. 따라서 통제된, 형식화 된 것이 

무용영화 관람을 통하여 부정적인 정서가 해소된다고 사료되며 유의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무용영화의 관람이 부정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무용경력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의 변화

  무용영화 관람 후 무용 경력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없었으며, 부정정서의 경우 

경력과 무관하게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재승(2017)의 연구에서도 경력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는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이 경력에 관계없이 개인의 성향 혹은 심리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반면 무용경력이 짧을수록 긍정적인 정서가 높고, 무용경력이 길수록 긍정적이기 보다

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예화(2012)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무용영화 관람하기 전 무용열정의 하위요인 중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은 5년 미만의 학생

들이 더 높으며, 정서 상태의 하위요인 중 긍정정서에서도 5년 미만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부정정서는 5년 미만과 5년 이상의 경력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5년 

이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조화열정, 강발열정, 긍정정서, 부정정서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열정의 하위요인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정서 상태의 하위요인 긍

정정서와 부정정서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의 하위요인 중 조화열정은 강박열정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

정정서와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정서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열정은 긍정정서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정서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소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정서 역시 부정정서와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화열정이 강박열정과 긍정정서에 긍정

7 남초아,「무용 전공자의 신체상이 열정과 정서 상태에 미치는 영향」,  2011, 51쪽.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무용영화 관람 전과 후의 무용열정과 정서의 변화

   무용영화 관람 전과 후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무용열정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영화 관람 후 무용열정의 하위요인 중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그리고 정서 상태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정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화열정, 강박열정, 긍정정서

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조화열정의 증가, 강박열정의 감소, 긍정정서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서 상태의 하위 요인 중 부정정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춤을 소재로 한 영화가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서 상태의 하위요인인 부정정서가 무용전공 고등학생들

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화 관람을 함으로써 무용전공 고등학생들

은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영화 속 주인공 및 등장인물들을 보며 동질감을 느끼고 감

정이입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정서를 느끼는 우리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심리 변화를 겪으면서 

수행성취 능력이 향상됨을 경험한다. 유진, 정꽃님(2008)은 활동에 대한 개인의 강렬한 열

정은 개인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연습과 탁월한 수행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으

며 이러한 무용과 개인 정체성의 내면적 통합은 ‘무용수’라는 용어를 탄생시켰으며, ‘무

용수’라는 용어는 열정의 존재를 시사해 주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춤을 소재로 한 영화 관람을 통해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무용열정과 정서 상태

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2018년 경기도에 위치한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수업에 참여하는 무용전공 고등학생 112명을 

표집하여 연구 분석 및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자기평가기입법에 기초한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본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와 

설문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받은 다음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기초배경 특성 6문항, 무용열정 14문항, 정서 상태 20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자료 분석방법으로 SAS 9.4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주성

분분석과 직각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또

한 열정의 하위요인인 조화열정, 강박열정과 정서 상태의 하위요인인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선형구조관계모형을 적용하여 인과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열정의 하위요인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정서 상태의 하위요

인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화열정은 강박



열정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부정정서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긍정정서와는 정적 상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열정은 긍정정서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정서와는 

다소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긍정정서 역시 부정정서와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무용영화 관람 후 학년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에서는 2학년의 강박열정과 1학년, 

2학년의 부정정서, 2학년의 긍정정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무용영화 관람 후 전공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에서는 한국무용과 발레전공의 부

정정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무용영화 관람 후 무용경력에 따른 무용열정과 정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것은 없었으나, 무용경력과 무관하게 부정정서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경력과 상관없이 무용전공 고등학생 개개인의 심리적인 영역으로서 부정정서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무용영화 관람 후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춤을 소재로 한 영화 관람 후 무용전공 고등학생 개인적 

특성에 따라 무용열정과 정서 상태의 부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화가 무용

전공생의 무용열정과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

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용영화 관람은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열정과 정서를 고취시켜주

며 무용활동 상황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가 지닌 스토리, 등장인물, 

음악 등이 무용수들에게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무용교육의 일환으로도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와 관련하여 차후

에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무용전공자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타 지역의 

예술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무용전공 대학생과 무용단에서 활동하는 프로 무용수 등의 좀 더 

폭 넓은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새로운 시각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 춤을 소재로 한 영화가 무용전공생들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는 점을 확인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다뤄졌던 요인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심리적 기제로서 무용열정과 정서 상태 이외에 무용수들이 

무용 활동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 자존감, 자신감, 자기효능감 등 어떠한 요인이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무용영화와 무용전공생을 초점을 맞추었지만, 춤을 소재로 한 영화와 

타장르 영화를 관람한 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도 차후 연구

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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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s of dance themed movies

on the dance passion and affect of dance students

Juhee Park

Kaywon high school of ar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pecific effects of dance themed movies on dance 

students in their passion for dance and affect. The related data is generated by 

choosing a method of Convenience Sampling and used a sample of 112 dance students in 

high school of arts which located in Seongnam-si, South Korea. The dance students 

divided into 3 group of school year and also 2 group of gender. The dance themed 

movies which are used in this research are First Position, Billy Elliot and Mao’s 

Last Dancer.

   Also, the dance students were asked to answer the survey which are based on the 

Self-administration. In order to obtain several findings below,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Linear structural relation model were applied to the gathered data using 

statistics utility SAS 9.4.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chool years in the passion 

for dance and affect of students after watching movi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tudents’ affect depended on their 

majors (dance major is divided into three specialized major which are ballet, korean 

dance and modern dance).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ssion for dance and students’ 

affect which is irreverent to their dance career (such as years they have learned 

dance).

   For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ssion for dance and negative 

affect of ‘dance’ students after watching movies.

   To summarize,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re is a partial difference, 

speci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negative affect in the dance passion and 

affect of dance students depended on their characteristics after watching dance 



themed movies. 

Keyword :  Dance themed movie, dance passion, affect, dance student, mass media, 

First Position, Billy Elliot, Mao’s Last Danc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