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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는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Movement culture 중 K-pop 댄스, 태권도 공연의 인
식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대전 소재 K 대학의 105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방
법은 비확률 표집방법 중 눈덩이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도구는 모바일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pop 댄스는 ‘세계화’, ‘문화’, ‘유명’의 개념이 20회 이상 산출 된 인식의 상위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K-pop 댄스 인식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문화’, ‘인기’, ‘유명’ 개념이 
k-pop 댄스 인식의 주요 연결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태권도 공연은 ‘좋음’, ‘한국’, ‘절제의 개념이 
20회 이상 산출된 상위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태권도 공연 인식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움직
임’, ‘한국’, ‘좋음’ 의 개념이 태권도 공연 인식의 주요 연결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의미연결망분석, Movement culture, 인식, K-pop 댄스, 태권도 공연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K-pop dance and Taekwondo 
performances in Movement culture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research subjects were 
selected from 105 students from K University in Daejeon. The method of selecting the research subject 
was a snowball sampling method among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s, and a mobile Google 
questionnaire was used as the research to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ncepts of ‘globalization’, ‘culture’, and ‘celebrity’ in K-pop dance are the main cognitive concepts 
calculated more than 20 tim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aning network of K-pop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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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it was found that the concepts of 'culture', 'popularity', and 'famous' are the main concepts 
of k-pop dance recognition. Third, the Taekwondo performance can be confirmed that the concepts 
of 'good', 'Korea', and 'temperance' are the main concepts calculated more than 20 times.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aning network of Taekwondo performance recognition, it was found that the 
concepts of 'movement', 'Korea', and 'good' are the main concepts of Taekwondo performance 
recognition.

Keywords : semantic network analysis, movement culture, awareness, K-pop dance,   Taekwondo 
performance

1. 서 론

  
  1997년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수출을 계기
로 시작된 한류열풍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한류시대를 맞이한
다[1]. 한류시대를 이끌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문
화콘텐츠이다. 문화콘텐츠는 국가이미지 형성과 
강력한 국가브랜드를 구축하는 국가경쟁력의 주
요한 역할을 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된 형태로 발전하는 고부가 가치산업
으로 주목 받고 있다[2].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조사한 해외한류실
태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콘텐츠 상품(소비재 상
품 및 관광 수출 포함) 수출이 94억 8,000만 달
러에 달하며, 산업 융합으로 인해 발생된 생산유
발효과가 19조 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8,000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했다[3]. 이처럼 
문화콘텐츠는 대한민국 경제효과와 국가이미지 
상승으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효자 콘텐츠로 
자리매김 했다[4].  
  하지만 한국 문화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
전을 위해 우리의 문화콘텐츠를 되돌아 볼 필요
가 있다. 획일적이고 지나친 상업성과 외교적 갈
등에 의한 한류의 부정 인식에 대한 공감비율이 
31% 증가하면서 한류 문화콘텐츠 활로에 적신호
가 켜졌기 때문이다[5]. 
  이와 같은 현실로 볼 때, 이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재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반한류와 혐한류에 
대한 다수의 정책적 대안과 학문적 노력에도 불
구하고 문화콘텐츠 위기론은 지속적으로 야기되
고 있다. 학계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국내 
반한류의 인식[6], 반한류의 요인[7, 8], 그리고 
한류의 문제점 및 재활성화[9] 등 반한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통한 접근과 결과 도출을 통해 한
류위기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문제
와 부작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
류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신한류 
문화콘텐츠인 'Movement culture'에 주목하고자 
한다. Movement culture란 신체의 움직임을 중
심으로 형성되는 문화콘텐츠를 의미한다. 예로 태
권도 공연, 한국무용, 비보잉, 난타, K-pop 댄스 
등 신체 움직임으로 한류문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한류 문화콘텐츠이다.
  Movement culture는 기존의 한류 문화콘텐츠
의 획일화, 식상함, 국가적 갈등, 체험이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기질
인 역동성을 기반으로 움직임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 또한 문화 융복합 교육으로 연계가 가
능하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Movement culture는 
각 국가의 문화를 지배하는 문화콘텐츠가 아닌 
함께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한류 
문화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체험 콘텐츠’로 가치
가 충분하다.
  한류 문화콘텐츠의 지속적인 정착의 측면에서, 
국가적 갈등 상황이나 국가이미지에 따른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하나의 독립적인 콘텐츠로의 자리
매김은 매우 중요하다. Movement culture는 이
러한 대안으로 한국의 건강 문화 콘텐츠로서의 
독립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며, 교
육적, 사회적으로 그 연계가치가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류문화 가치의 중요성과 지속성장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보고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류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지표는 부재중이다. 한류 문화콘텐츠 가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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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n=105)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

Gender
male 21 20.0

female 84 80.0

Grade

1 grade 50 47.6
2 grade 19 18.1
3 grade 18 17.1
4 grade 18 17.1

Total 105 100.0

가 지표의 부재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문화의 객
관적 가치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문화보급과 
지속 성장에 대한 효율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정
적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류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평
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개발을 위한 첫 번째 
연구로서 네트워크 방법론 기반의 의미연결망 분
석을 적용하여 Movement culture 분야별(k-pop 
댄스, 태권도 공연) 인식의 주요상위개념을 도출
하고 의미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인식 개념의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
해 체계적인 자료 구축과 학문적 기틀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 중 의미연결망 분석
을 활용하여 Movement culture의 인식을 탐색하
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전 소재 K 대학의 105명을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방법은 비확률 표
집방법 중 눈덩이표본추출법(snowball sampling)
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Table 1>
과 같다.

2.2. 조사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모바일 구글(Google) 설문
지를 연구목적에 알맞게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구
글 드라이브를 통해 총 105개의 응답이 자동회수 
및 입력되었으며 수집된 데이터 부정확한 입력, 
중복입력 또는 연구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

료를 제외 하였다. 설문문항은 연구 참여 동의여
부, 성별, 학년, Movement culture의 인식에 대
한 개방형 질문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기간은 2020년 04월 20일부터 2020년 
5월 7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도구의 예시는 
다음 <Fig. 1>과 같다.

2.3. 분석절차 및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에서 의미연결망 분석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된 질적 
자료에서 단어(keyword)를 추출하고 정제
(cleansing)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정제과정에서
는 응답 문장에서 추출된 단어를 대상으로 단수 
및 복수의 구분, 약어, 단어교정, 품사형태, 띄어
쓰기 등의 변경과정을 의미한다[10]. 정제과정에
서는 무용전문가 1인,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1인, 
체육측정평가 전문가 1인의 참여를 통해 객관성
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산출된 단어는 전체 665개(K-pop댄스 355
개, 태권도 공연 310개)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개념 도출을 위한 단어 통제 및 정제의 예는 다
음 <Table 2>와 같다.
  둘째, 박한우와 Leydesdorff 가 개발, 보급한 
KrKwic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산출된 단어들의 
행렬(martix)과 공출현(co-occurrence)빈도를 산
출하여 행렬(단어×단어)자료를 구성하였다[10]. 
셋째, 구성된 단어 행렬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
접중앙성, 매개중앙성, 위세중앙성 지표를 산출하
였다. 의미연결망 분석을 위해 1-모드(mode) 네
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각 네트워크 분석결
과에 대한 시각화(mapping)를 통해 K-pop 댄스
와 태권도 공연의 인식 구조를 탐색하였다. 자료
처리는 IBM SPSS 22.0과 NodeXL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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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bile(Google) research tool for movement culture recognition.

Table 2. Examples of standardization work for deriving words and concepts

Raw data After purification data
1. awesome, exciting, exciting. 1. huh

2. it feels like it goes, it goes, it goes harmoniously. 2. harmony
3. there is unified power, it seems aligned. 3. unity

3. 결과 및 논의

3.1. Movement culture 중 K-pop 댄스 

인식의 주요 상위개념

  이 연구의 첫 번째 결과는 Movement culture 
중 K-pop 댄스에 대한 인식의 주요 상위개념 
15개 개념이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K-pop 댄스 인식의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개
념은 24회의 ‘globalization(세계화)’ 이다. 
K-pop은 한류콘텐츠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
매김 하면서 K-pop Dance 또한 후광효과로써 
‘세계화’로 가장 높은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두 번째로는 22회 빈도를 나타낸 ‘culture

(문화)’ 개념이며, ‘famous(유명)’ 개념이 21회로 
뒤따라 나타났다. K-pop댄스 인식에서 ‘세계화’, 
‘문화’, ‘유명’의 개념이 20회 이상 산출 된 주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11]의 연구를 살펴보
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K-pop 콘서트 관람
권이 15분 만에 매진, 추가공연을 요구하는 국제 
팬들의 플래시몹(SNS를 통해 연락하여 모였다가 
행사 후 헤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K-pop 댄스 인식의 전반적
인 개념을 살펴보면, 세계화 된 한국의 문화, 한
류로써 유명하고 인기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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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op 15 key concepts of K-pop dance awareness

3.2. Movement culture 중 K-pop 댄스 

인식에 대한 의미연결망

  이 연구의 두 번째 결과는 K-pop댄스 인식의 
의미연결망 구조를 탐색한 결과이다. 결과는 위의 
<Table 4>와 다음 <Fig. 2>와 같다. 매개중앙성
(betweenness centrality)이 가장 높은 개념은 
‘culture’(문화), ‘popularity(인기)’, ‘famous(유
명)’순으로 나타났으며 ‘music(음악)’과 ‘BTS’가 
뒤따라 나타났다. ‘문화’와 ‘인기’, ‘유명’이 
k-pop 댄스 인식의 매개중앙성 상위개념으로 나
타나면서 K-pop 댄스는 현재 인기 있는 문화, 
유명한 문화로 인식되어 짐을 알 수 있었으며 대
표적으로 BTS의 음악이 매우 의미 있는 요소임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단어의 중요도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접중앙
성(closeness centrality)은  ‘culture’(문화)‘, 
‘popularity(인기)’, ‘famous(유명)’순으로 매개 중
앙성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korea(한국)’, 과 
‘music(음악)’이 뒤따라 나타났다. 위세중앙성
(eigenvector centrality)에서도 가장 높은 개념은 
‘culture’(문화), ‘popularity(인기)’, ‘famous(유
명)’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K-pop 댄스 인
식의 주된 상위개념이 ‘문화’, ‘인기’, ‘유명’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인기 있는 문화로써의 K-pop, 

유명한 문화로써의 K-pop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Fig. 2>는 <Table 4>의 결과를 기반으로 
Movement culture 중 k-pop 댄스의 인식을 시
각화한 지식지도(knowledge map)다. k-pop댄스 
인식의 지식지도를 살펴보면 <Table 4>의 결과에
서 높은 매개 중앙성, 위세 중앙성, 인접 중앙성
을 나타낸 ‘culture’(문화), ‘popularity(인기)’, 
‘famous(유명)’의 단어를 중심으로 각 개별 키워
드들이 군집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중앙의 ‘culture’ 키워드를 대표적
으로 살펴보면 ‘Korea(한국)’, ‘music(음악)’, 
‘nice(좋음)’, ‘famous(유명)’, ‘popularity(인기)’, 
등의 키워드들과 1차 연결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proud(자부심)’, 
‘development(개발)’, ‘trend(유행)’, ‘accessibility
(접근성)’ 등의 키워드와 2차 연결의 형태를 이루
고 있다. 즉, k-pop 댄스는 대표적으로 문화, 인
기, 유명함으로 인식되어지며 자국민의 자부심과 
개발해야하는 콘텐츠, 유행하는 콘텐츠로 연결되
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또
한 hallyu(한류), BTS의 개념과 youtube(유튜브), 
video(비디오), performance(공연) 등의 개념이 
나타나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근성이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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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p 20 result of analysis of semantic network for K-pop dance among movement cultures 

Ranking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Concept Value Concept Value Concept Value
1 culture 139.804 culture 0.021 culture 0.067
2 popularity 119.856 popularity 0.020 popularity 0.065
3 famous 87.201 famous 0.020 famous 0.065
4 music 87.030 Korea 0.019 nice 0.052
5 BTS 79.822 music 0.019 Korea 0.051
6 Korea 57.675 nice 0.019 hallyu 0.051
7 choreography 57.467 sharing 0.019 sharing 0.046
8 sharing 55.858 BTS 0.018 proud 0.044
9 accessibility 48.763 accessibility 0.018 popularization 0.042
10 diverse 44.591 hallyu 0.018 music 0.039
11 nice 39.907 fun 0.018 BTS 0.036
12 hallyu 27.079 proud 0.018 excellence 0.036
13 dance 21.435 diverse 0.018 accessibility 0.036
14 youtube 21.238 dance 0.017 fun 0.035
15 attention 19.379 popularization 0.017 dance 0.034
16 popularization 17.399 excellence 0.017 diverse 0.033
17 fun 16.419 attention 0.016 attention 0.029
18 proud 13.532 enjoy 0.016 enjoy 0.028
19 idol 11.293 idol 0.015 performance 0.025
20 groupdance 10.488 development 0.015 development 0.023

 

Fig. 2. Semantic network for perception of k-pop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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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op 15 key concepts of Taekwondo performance awareness

고 공유의 활성화로 인식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12]의 연구에서 ‘한류’가 유명해지면서 
K-pop이 유행이 되고 한국인으로 매우 자부심을 
느낀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이 연구 결과를 부분
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k-pop이 세계화 속 
한류 문화의 대표적인 콘텐츠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3.3. Movement culture 중 태권도 공연 

인식의 주요 15개 상위개념

  이 연구의 세 번째 결과는 Movement culture 
중 태권도 공연에 대한 인식의 주요 상위개념 15
개 개념이다.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태권도 공연의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개념은 
34회의 ‘nice(좋음)’이다. 두 번째로는 32회 빈도
를 나타낸 ‘korea(한국)’ 의 개념이며, ‘moderate
(절제)’ 개념이 21회로 뒤따라 나타났다. 
태권도 공연의 인식에서 ‘좋음’, ‘한국’, ‘절제’의 
개념이 20회 이상 산출 된 주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태권도공연의 퍼포먼스와 익스트림의 구
성이 ‘Nice(좋다)’의 개념으로 도출되었고, 태권도
는 한국의 전통무예로써 올림픽 인기종목 잘 알
려져 있어 ‘Korea(한국)’이 높은 상위개념으로 나

타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태권도 특유
의 절제된 멋과 기술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으
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태권도 공연은 1980년대 ‘태권무’를 시작으로 
더 문(The Moon), 점프(Jump), 신화, 타타 in 
붓다, 태권 몽키 등 태권도를 소재로 한 공연이 
관객에게 선을 보였는데[13], 반응이 좋아 정기공
연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태권도 공연이 
확장되고 콘텐츠로써 영향성을 가진다면, 한국 고
유문화의 일부로써 태권도에서 다루는 “예의”나 
“절제”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레 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태권도 공연의 긍정적인 
인식과 성장방안의 연구는 태권도 공연을 국가브
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향한 노력이
라고 생각된다.

3.4. Movement culture 중 태권도 공연 

인식에 대한 의미연결망

  이 연구의 네 번째 결과는 태권도 공연 인식의 
의미연결망 구조를 탐색한 결과이다. 결과는 위의 
<Table 6>과 다음 <Fig. 3>과 같다. 매개중앙성
(betweenness centrality)이 가장 높은 개념은 
‘movement’(움직임), korea(한국)’, ‘nice(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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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op 20 result of analysis of semantic network for Taekwondo performance among movement 
cultures 

Ranking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Concept Value Concept Value Concept Value
1 movement 90.653 movement 0.033 nice 0.075
2 korea 64.285 korea 0.031 movement 0.075
3 nice 48.051 nice 0.031 korea 0.073
4 splendor 34.499 moderate 0.029 moderate 0.060
5 power 23.473 break 0.028 break 0.054
6 impressive 22.095 splendor 0.027 impressive 0.054
7 tradition 16.475 power 0.027 novelty 0.050
8 break 15.148 impressive 0.027 power 0.048
9 moderate 12.765 novelty 0.026 tradition 0.047
10 novelty 10.202 unity 0.026 splendor 0.046
11 exercise 9.102 tradition 0.026 dynamic 0.045
12 unity 8.657 exercise 0.026 exercise 0.045
13 globalization 8.349 globalization 0.026 unity 0.045
14 flavor 7.637 flavor 0.026 globalization 0.038
15 culture 6.561 culture 0.026 culture 0.037
16 expression 5.899 dynamic 0.025 flavor 0.033
17 Hallyu 5.333 expression 0.024 representative 0.031
18 dynamic 4.022 representative 0.024 popularization 0.030
19 representative 2.672 Hallyu 0.022 Hallyu 0.029
20 popularization 1.289 popularization 0.022 expression 0.027

순으로 나타났으며 ‘splendor(화려함)’과 ‘power
(힘)’이 뒤따라 나타났다. ‘움직임’ 과 ‘한국’, ‘인
기’가 태권도 공연 인식의 매개중앙성 상위개념으
로 나타나면서 태권도 공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움직임으로 좋음으로 인식되어 짐을 알 수 있었
으며 태권도 공연의 기술적인 화려함과 동작의 
절제된 힘이 매우 의미 있는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단어의 중요도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접중앙
성(closeness centrality)은 ‘movement’(움직임), 
korea(한국)’, ‘nice(좋음)’ 순으로 매개 중앙성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moderate(절제)’, 와 
‘break(격파)’가 뒤따라 나타났다. 위세중앙성
(eigenvector centrality)에서도 가장 높은 개념은 
‘nice(좋음), ‘movement’(움직임), korea(한국)’순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태권도 공연 인식의 
주된 상위개념이 ‘한국’, 움직임’, ‘좋음’ 임을 알 
수 있었다. 
  [14]의 연구에서 해외 태권도지도자들이 인식
하는 태권도가 원조 한류문화로써 특수성이 있다

는 결과가 도출되어 이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장 한국적인 전통 콘텐
츠를 가장 세계적인 콘텐츠로 특수성을 가지고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노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Fig. 3>은 <Table 6>의 결과를 기반으로 
Movement culture 중 태권도 공연의 인식을 시
각화한 지식지도(knowledge map)다. 태권도 공
연 인식의 지식지도를 살펴보면 <Table 6>의 결
과에서 높은 매개중앙성, 위세중앙성, 인접중앙성
을 나타낸 ‘movement’(움직임), korea(한국)’, 
‘nice(좋음)’의 단어를 중심으로 각 개별 키워드들
이 군집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먼저 좌측의 ‘movement’ 키워드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moderate(절제), break(격파), novelty
(진기한), power(힘), splendor(화려함), dynamic
(역동적)등의 키워드들과 1차 연결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unity(통일)’, ‘enjoyment(즐
거움)’, ‘globalization(세계화)’, ‘tradition(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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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antic network for perception of Taekwondo performance 

 

‘tough(강인한)’등의 키워드와 2차 연결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즉, 태권도 공연은 한국의 대표적 
움직임으로 좋게 인식되어지며 이는 절제된 힘과 
화려한 기술, 전통적 움직임과 역동적 격파 등으
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이
는 [12]의 연구에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써 한국 
전통적인 무술인 태권도가 세계 각 국에 퍼져나
가는 것에 매우 뿌듯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이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
한 [15]의 연구는 질적 접근을 통하여 문화산업 
콘텐츠로써 태권도 공연의 상업화를 보고하였는
데 태권도 공연을 무도로 인식하지 않고 문화예
술콘텐츠로 인식의 변화가 매우 주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태권도 공연의 
인식을 살펴보면 절제, 격파, 진기함, 힘 등 아직 
태권도 공연은 무도로써 인식되어 짐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한류에서 K-pop Dance와 같이 태권도 

공연이 문화콘텐츠 즉 Movement Culture의 일
부로 인식되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홍보 
및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 중 의미연결망 분석
을 활용하여 Movement culture 중 K-pop 댄스, 
태권도 공연의 인식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전 소재 
K 대학의 10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
구대상의 선정방법은 비확률 표집방법 중 눈덩이
표본추출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도구는 모바일 구글(Google) 설문지를 연구
목적에 알맞게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총 105개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정제과정을 거쳐 산출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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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전체 665개(K-pop댄스 355개, 태권도 공연 
310개)로 나타났다. 연구목적에 따라 도출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ovement culture 중 K-pop 댄스는 
‘세계화’, ‘문화’, ‘유명’의 개념이 20회 이상 산출 
된 주요 인식의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한류로써의 K-pop 댄스가 가지고 있는 콘
텐츠의 힘 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K-pop 음악
과 K-pop 가수들에 대한 인식이 결과적으로 세
계화, 문화, 유명의 키워드로 산출되어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BTS, EXO, 싸이 등
을 통해 K-pop 인식이 연관되었을 것으로 생각
되며 이는 K-pop이 가지는 음악성외에도 가수들
의 칼 군무, 뷰티, 스타성과도 연관 되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K-pop은 다양한 복합적
인 요소가 어우러져 문화 콘텐츠 중에서도 세계
화 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콘텐츠라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Movement culture 중 K-pop 댄스 인식
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매개중
앙성, 위세중앙성, 인접 중앙성에서 모두 높게 나
온 ‘문화’, ‘인기’, ‘유명’ 개념이 k-pop 댄스 인
식의 주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단어
가 순차적으로 매개중앙성, 위세중앙성, 인접 중
앙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인기 있는 
문화 k-pop 댄스”, “유명한 문화 K-pop 댄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유행하는 세
계화 콘텐츠로 연결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단순히 유행
으로 지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문화콘텐
츠가 되기를 위해 자국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개
발해야하는 주된 개념으로 판단된다. 
  셋째, Movement culture 중 태권도 공연은 ‘좋
음’, ‘한국’, ‘절제’의 개념이 20회 이상 산출 된 
주요 인식의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태권
도는 우리나라 전통 무술로써 한국을 나타내는 
절제미가 나타나는 좋은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다
고 생각된다. 각 나라의 전통 무예에는 그 나라
의 정신과 혼이 깃들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태권
도 역시 한국의 절제미와 한, 그리고 아름다움이 
태권도 공연에서의 절제, 격파, 동선에서 나타나
며 ‘좋음’으로 인식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Movement culture 중 태권도 공연 인식
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매개중
앙성, 위세중앙성, 인접 중앙성에서 모두 높게 나
온 ‘움직임’, ‘한국’, ‘좋음’ 의 개념이 태권도 공

연 인식의 주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움
직임이 좋은 태권도’, ‘한국의 움직임 태권도’, 
‘한국의 좋은 태권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태권
도 공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좋은 움직임으로 인
식되어 짐을 알 수 있었으며, 태권도 공연의 기
술적인 화려함과 동작의 절제된 힘이 매우 의미 
있는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태권도 또한 
K-pop댄스와 함께 자국민으로써 애정을 가지고, 
가장 한국적이자 가장 세계적인 특성화 콘텐츠로 
지속가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회성의 콘텐
츠, 한 순간의 인기 콘텐츠가 되지 않기 위해 문
화아이돌이 생겨야 하며 현재 파급효과가 큰 한
류스타성을 이용하여 함께 나아가는 신 한류콘텐
츠 즉 ‘Movement culture’로 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문화 융복합 측면에서 신 한류 콘텐
츠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콘텐츠 확산과 개발 
그리고 정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Movement culture의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통
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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