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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한국전통문화인식, 한국무용이미지, 문화유산보존 그리고 한국무용체험의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서울과 경기도의 중·고등학생 482명에게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459부의 설문지를 SPSS 25.0과 AMOS 25.0로 자료처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첫째, 한국전통문화인식 중 한국전통문화관심만 한국무용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전
통문화교육과 한국전통문화활용능력은 한국무용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무용
이미지는 한국문화유산보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다. 셋째, 한국무용이미지는 한국무용체험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보존은 한국무용체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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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wareness, Korean dance imag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the intention for Korean teens to 
experience Korean dance. The respondents were 459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in Seoul and 
the Gyeonggi Provinc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off, it was discovered that only 
interest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mage of Korean dance. Also that 
Korean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and utilization create the overall impact on the image of Korean 
dance. Secondly, the image of Korean danc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eservation 
of Korean cultural heritage. Next, the image of Korean danc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of teens to experience Korean dance. Finally,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was not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eens intention to experience Korean dance. 

Key Words : Korean traditional culture awareness,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Image of Korean 
danc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Experience intention of Korean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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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통문화란　역사성을 지니는 여러 사람들의 생활방식
이나 생활양식을 뜻하며[1], 전통문화유산은 사회적으로 
누적되어 그 사회의 개성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간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 문화는 특정한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
고, 그 지역, 그 도시에 생활하는 누구나가 일상적으로 누
려온 문화이며,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
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의식주를 비롯하여 사회적 관습이
나 신앙, 예술, 오락, 축제 그리고 한 개인의 일상생활 모
두를 포함한다[2]. 지금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아이돌 가
수의 외모, 행동 그리고 말투 등의 모방은 일반화되었고, 
자신과 다른 세계에 있는 아이돌 연예인에게 감정을 이
입하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동일시하며[3], 새로운 모습
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보인다. 청소년의 문화속에서 한
국전통문화를 활용하는 방법 중 아이돌의 춤에 한국무용
의 적용, 한국전통의복 착용 그리고 한국전통리듬의 사용 
등을 볼 수 있다.

전통문화의 중요성은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의해 더
욱 강조되고, 치열한 국가 간 경쟁 상황에서 전통문화가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
다. 선진국에서는 그들의 전통문화이미지를 활용하여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타 문화와 차별화한 상품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4,5]. 또한, 전통문화의 형식
적인 요소나 사상과 이념을 상품의 디자인에 응용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한국전통문화와 관련된 외국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6-10]들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 
소비자 대상 연구는 제한적이다[11]. 전통문화와 관련하
여 한국을 찾는 관광객과 타국에 한국을 알리는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문화를 통한 세계화가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의 다양한 전통문화의 인지도 상승도 
중요하다[7]. 

세계화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지
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단일 체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
한다. 세계화는 정치/사회/문화 영역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세계화가 가장 두드러진 
경제영역에서는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서비스, 자
본, 상품, 정보 그리고 노동 등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단일화된 세계시장이 형성되어 상품, 문화, 서비스가 자
유롭게 이동하는 경제적 통합을 일컫는다[12]. 문화에 있
어 세계화란 문화교류의 국제화를 뜻하며 세계화가 심화
될수록 소수민족 집단에서는 서구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

를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패러다임은 현재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우리나라도 
세계화 대상의 범위에 있어 문화예술, 생활양식, 가치체
계 등을 포함해 폭넓게 규정하는 등 문화유산 수출을 통
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다양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문화 중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pop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인기가 높다. 팬덤연구소 블립
은 주요 도시별 K-pop 체감지수 순위에서 베트남의 호
찌민과 태국의 방콕이 서울을 앞질러 아시아에서 케이팝 
인기를 실감케 했다[14].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
은 2018년 10월 22일에 발간한 최신호 커버에 방탄소년
단 사진을 실었다. 타임은 방탄소년단에 대해 ‘비틀스, 원
디렉션과 같은 심쿵(heartthrob)한 외모, 귓가에 맴도는 
노래로 뉴키즈온더블록, 엔싱크와 같은 춤으로 BTS는 마
니아들을 끌어 모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밴
드가 됐다’고 이유를 설명하였다[15]. 세계 젊은이들이 
방탄소년단의 한글 노랫말을 받아 적고 따라 부르고 있
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탄소년단은 정부로부터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16]. 이러한 방탄소
년단이 2018멜론뮤직어워드 아이돌(IDOL)공연에서 부
채춤, 삼고무, 탈춤 그리고 사자춤을 선보였다. 이 공연은 
전세계로 방송되었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
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무용에 대
한 관심으로 이어졌다[17].

한국무용관계자는 다양한 촉진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안남
도 무형문화재 제3호 김백봉 부채춤 보존회가 방탄소년
단 지민에게 감사패를 전달[18,19]하였고, 공연사진을 통
한 부채춤, 삼고무, 탈춤 그리고 사자춤에 대한 설명을 하
기도 했다. 멜론 뮤직 어워드 공연 중 방탄소년단의 무대 
유튜브 조회수는 5,590,384회(2020년 8월)를 기록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팬덤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이의 팬덤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
는 한국무용의 경우 공연에서 보여진 부채춤, 삼고무, 탈
춤 그리고 사자춤 이외에도 살풀이춤, 무동춤, 남무 그리
고 한량무 등의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학문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11].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는 역사
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창조되고 발전해오면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 문화사회 발전의 원천
으로 작용한다[20]. 자연스러운 한국무용체험은 한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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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높아지며, 다양한 한국무용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21.22]의 연구를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면 재관람의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
고 하였다. 무용이미지와 관련하여 재관람의도와 참여의
도 뿐만 아니라 무용관람에 대한 제약적인 변수, 무용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무용수들과의 이미지 관계 등 이미지
에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의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23]. 청소년들이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한국전통문화 중 한국무용에 대한 이미지의 긍정적 변화
는 한국무용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무용
이미지의 상승에 따른 한국무용의 관심이 높아지고 체험
의도가 높아지면 한국무용의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이어
질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

2.1 한국전통문화인식과 한국무용이미지의 관계
전통문화는 한 나라나 지역에서 발생하여 전해 내려오

는 고유한 유·무형의 문화를 의미한다[24]. 전통문화는 
특정시대 사람들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해 평가받게 
되고, 집단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전통을 어떻게 인식
하고, 어떤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발전 방향
이 결정된다[11]. 전통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식생활분
야 [25-29]의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 민속무용에 대한 인
식연구[30]로 이어졌고, 전통의복의 연구[10] 등으로 다
양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적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들[31-35]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36]은 한
국관광안전인식은 국가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7]은 한국문화 인식이 국가이미지 및 관광지 이
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1. 한국전통문화인식은 한국무용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한국전통문화관심은 한국무용이미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한국전통문화교육은 한국무용이미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한국전통문화활용능력은 한국무용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한국무용이미지와 문화유산보존의 관계
문화유산의 가치는 문화유산이 지니는 본연의 가치와 

문화유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치가 
있다[37]. 즉,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으며, 추가
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공간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가
치와 상품적 가치가 있다. 이 중 상품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문화유산의 부수적 가치를 말한다[38]. 전통춤은 
정체성과 연관되며 오늘의 시대와 환경에서 재해석되고 
응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K-pop과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류에 관심을 갖고 열광하는 외국인들은 K-pop 관련 
상품을 구매하거나,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전통문화를 학
습하기도 한다. [39]는 한국의 이미지가 K-pop의 이미
지와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며, 서구 미디어
에서의 보도 변화를 도입기(introductory stage), 강남
스타일단계(gangnam style stage), 한류단계(Korean 
wave stage), 그리고 주류단계(mainstreaming stage)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0]의 연구에서 한국무용이미
지와 문화유산보존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한국무용이
미지는 문화유산보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제안한다. 

가설2. 한국무용이미지는 문화유산보존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3 한국무용이미지, 문화유산보존과 한국무용체험
의도의 관계

체험은 직접적으로 만나는 과정이다. 무용체험은 무용
을 통하여 정서적이고 정신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판단
하는 주체의 체험 구조를 말한다. 즉, 무용체험은 의도하
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는 바를 인식
하는 주체로서 삶의 형식에 관여하는 것이다[41]. 한국무
용활동과 예술적 체험 그리고 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42]의 연구를 보면, 한국무용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체험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미지와 행
동의 연구를 보면, 국가이미지와 관광이미지는 행동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7]의 연구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객의 전통문화 예술의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만족
에 영향을 주어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43]의 
연구결과들이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44]는 무용이미지
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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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stimate S. E. C. R. P AVE Reliability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terests

1 .698 - - -

.418 .888

2 .881 .084 17.550 .000

3 .749 .073 15.092 .000

4 .796 .079 15.983 .000

5 .600 .080 12.191 .000

6 .597 .077 12.139 .000

7 .553 .074 11.256 .000

8 .752 .090 15.145 .000

Korean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1 .881 - - -

.438 .8052 .770 .050 17.272 .000

3 .658 .050 14.519 .000

Ability to utilize traditional Korean 
culture

1 .435 - - -
.401 .510

2 .796 .256 6.108 .000

Image of Korea dance

1 .879 - - -

.453 .951

2 .895 .037 28.161 .000

3 .833 .041 24.290 .000

4 .848 .042 25.177 .000

5 .786 .044 21.817 .000

6 .812 .044 23.152 .000

7 .811 .048 23.069 .000

8 .801 .047 22.591 .000

9 .798 .044 22.443 .000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1 .958 - - -

.463 .8832 .841 .037 24.944 .000

3 .760 .043 20.920 .000

Experience intention of Korean dance

1 .962 - - -

.453 .849
2 .962 .022 44.821 .000

3 .481 .046 11.375 .000

4 .702 .035 19.801 .000

GFI=.855, RMR=.071, NFI=.827, CFI=.855, IFI=.827, X2=1880.129, df=362, p=.000

Table 1.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가설3. 한국무용이미지는 한국무용체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문화유산보존은 한국무용체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표본은 2019년 10월 서울과 경기도의 중학생 250부

와 고등학생 250부를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추출하였다. 
총 500부를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48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하나의 번호로 체크한 
표본, 3문항이상 체크하지 않은 표본) 23부를 제외하고 
459부의 설문지를 자료처리로 활용하였다. 459명의 대
상자 중 중학생 224(48.8%)명, 고등학생 235(51.2%)명
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자 112(24.4%)명, 여자 
343(74.4%)명, 무응답 4(.2%)명으로 나타났고, 나이는 
평균 14세로 나타났다. 방탄소년단의 2018멜론뮤직어워
드 아이돌공연 중 부채춤, 삼고무 그리고 탈춤을 보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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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aditional 

culture 
interests

Korean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ability to utilize 
traditional Korean 

culture
image of 

Korea danc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terests 1

Korean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504** 1

ability to utilize traditional 
Korean culture .225** .390** 1

image of Korea dance .708** .485** .239** 1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519** .272** .060 .563** 1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633** .505** .270** .656** .349** 1

**p<.01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study variables 

지유무를 알아본 결과, 부채춤을 인지하는 학생은 375명
(81.7)%,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은 81명(17.6%)으로 나타
났다. 삼고무를 인지하는 학생은 104명(22.7%), 인지하
지 못하는 학생은 354명(77.1%)으로 나타났고, 탈춤을 
인지하는 학생은 412명(89.8%),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
은 46명(10%)으로 나타났다.

3.2 조사 도구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구성은 방탄소년단

의 「2018멜론뮤직어워드」 ‘아이돌(IDOL)’공연에서 부채
춤, 삼고무, 탈춤 그리고 사자춤 중에서 부채춤, 삼고무 
그리고 탈춤의 사진을 설문지에 첨부하여 공연속의 춤에 
대한 인지도와 한국전통문화인식, 한국무용이미지, 문화
유산보존 그리고 한국무용체험의도로 구성하였다.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통문화인식은 
[45-46]의 설문지를 토대로 학생을 대상으로 [30]가 재
구성한 것과 [47]이 사용한 것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하
였다. 하위변수로 전통문화관심 9문항, 한국전통문화 교
육 4문항 그리고 전통문화활용능력 2문항으로 총 15문
항으로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전
통문화관심은 1문항과 전통문화교육 1문항은 제거되었
다. 신뢰도계수는 전통문화관심 .888, 한국전통문화교육 
.805 그리고 전통문화활용능력 .510으로 나타났다. 둘
째, 한국무용이미지는 [48-51]이 사용한 것과 [52]가 사
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9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951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유산보존은 [53]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3문항으로 구
성하였고, 신뢰도계수는 .88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무용체험의도는 [54]가 사용한 것을 번안하여 [55]

와 [56]이 사용한 바 있는 것으로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5점 리커트척도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요인분석 후 1문항이 제거 되었고, 신뢰도계수는 .849로 
나타났다.

3.3 신뢰도 및 타당도
변수들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의 검증을 위해 실

시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실질적인 
분석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법(Maximum 
Likelihod)을 사용하였고, 구성개념과 변수 구성의 최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합도 평가를 하였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수치가 있으나 구조방정식모형검증에서의 
적합도 지표들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지표이므로 
다른 지표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57]은 지
적에 근거하였다.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요인들에 대해 각
각 요인들의 판별타당성의 충족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요인들의 예측타당성을 보면, 
한국전통문화인식의 한국전통문화관심, 한국전통문화교
육 그리고 한국전통문화활용능력, 한국무용이미지, 문화
유산보존 그리고 한국무용체험의도의 관계가 정(+)의 방
향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요인간 판
별타당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3.4 자료처리 방법
자료처리는 통계 프로그램 SPSS 25.0과 AMOS 25.0

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 분석
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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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hether to watch N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 t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terests
Middle schoolers 219 3.56 ± .83

.385 1.615
High school students 233 3.43 ± .83

Korean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Middle schoolers 224 3.45 ± .87

.017 1.385
High school students 234 3.33 ± .92

Ability to utilize traditional Korean 
culture

Middle schoolers 224 2.50 ± 1.14
.026 2.901**

High school students 235 2.19 ± 1.17

Image of Korea dance
Middle schoolers 220 4.29 ± .71

.121 2.431*
High school students 233 4.11 ± .83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Middle schoolers 224 4.29 ± .74

.154 3.314***
High school students 232 4.05 ± .79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Middle schoolers 216 3.53 ± .98

.009 .377
High school students 232 3.49 ± .94

*p<.05, **p<.01, ***p<.001

Table 3. t-test results

연구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확인적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Cronbach’s α값을 이
용하여 검증하였다. 각 요인별 상관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변수들의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하여 t-검증을 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4. 결과

4.1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변수별 차이검증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변수별 차이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한국전통문화인식을 보면, 한국전통문화관심
(3.56±.83), 한국전통문화교육(3.45±.87),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활용능력(2.50±1.14)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차이검증결과 한국전통문화
활용능력만 통계적으로 유의한(p<.01)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이미지(4.29±.71)와 문화유산 보
존(4.29±.74) 그리고 한국무용체험의도(3.53±.98)를 
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검증결과 한국무용이미지(p<.05))와 문화유산보존
(p<.001))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무용체험
의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연구모형의 적합도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각 변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

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GFI=.762, RMR=.099, 
AGFI=.719, IFI=.843, TLI=.826, CFI=.842, 
RMSEA=.099, X2=2014.673, df=368, p=.000로 나타
났다. 기초부합치가 낮게 나타나 조정부합지수도 낮게 나
타났지만 적합도 지표들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지표이므로 이 연구의 결과가 기준치에서 부족한 수치이
긴 하지만 [58]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치이다. 즉,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가설은 비교적 실증자료
를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Fig. 2. Findings of the proposed model

4.3 연구가설 검증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Table 4, 
Fig. 2와 같다. 가설 검증 결과는 ‘가설1-1 한국전통문화
관심은 한국무용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2 
한국무용이미지는 문화유산보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가설3. 한국무용이미지는 한국무용체험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반면, 
가설1-2, 가설1-3 그리고 가설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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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sting of hypothesis of the model

theory Path
Path 

coefficie-
nts

Standard 
Error t Signific-

ance rejected

H1-1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terests →

image of Korea 
dance

.803 .069 11.687 .000 selected

H1-2 Korean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 .041 .047 .865 .387 accepted

H1-3 Ability to utilize traditional 
Korean culture → .099 .073 1.363 .173 accepted

H2
Image of Korea dance

→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065 .041 14.590 .000 selected

H3 →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826 .075 10.939 .000 selected

H4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037 .075 .495 .620 accepted

*p<.05, ***p<.001.

5. 논의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통문화인식 하위요인 
중 한국전통문화관심만 한국무용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의 한국문화인식은 국
가이미지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연구결과가 이 연구를 뒷받침 한다. 전통문화관련 
무관심집단, 현대화추구집단 그리고 균형추구집단별 연
구한 [11]의 연구를 보면, 무관심집단은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지만 그 외 집단은 긍정적 이미지가 나타났다. 또
한 전통문화인식도는 한국무용수행능력과 상관관계가 있
으며 한국무용수행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7]. K-pop의 세계적인 관심은 국가인지도와 이미지뿐
만 아니라[59] 한류에 대한 긍정인 태도가 국가이미지를 
높여주고[60], 외국인들에게 K-pop댄스 체험은 한국문
화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61].

[62]의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를 보면 5점 만점 
기준 모두 3점 이상으로 한국인이 생각하는 호감도보다 
외국인들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63]의 연
구를 보면, 미디어에서의 노인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관심
도는 노인 이미지의 하위요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의 친밀 수준이 낮아도 노
인 관련 콘텐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할수록 
노인이 유능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할 때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와 
무대공연에서 한국무용을 활용한 것은 한국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미지 또한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는 중
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한국무용이미지는 한국문화유산보존과 한국무
용체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
는 지역브랜드이미지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 체험을 경험한 관광객들은 재방문 재참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의도가 충분히 있다는 
결과[64]와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참여자들의 이미지가 
재방문 의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65]의 연구 그리고 한국무용이
미지가 한국문화유산보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연구결
과[40]가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 제2차 ‘서울 어
젠다’에서 예술교육 발전목표를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위
한 지식과 경험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세계 문화예술교
육의 역사적 흐름에 맞춰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지침
으로 무용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는 무용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대중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의미하며[66], 전통춤 공연은 한국적 문화예술
의 긍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창작물과 직접 체험할 수 있
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37]. 한국무
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촉진활동을 통해 한국문
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유산보존은 한국무용체험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7]의 연구 결과를 
보면 문화예술의 유형인 문화재와 공연은 심리적혜택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혜택인 
교육적 혜택과 심리적 혜택은 방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산은 인간이 자연적인 상태
에 머무르지 않고 삶을 살아가며 생성하는 모든 것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후대에 계승하거나 이들에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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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68]. 무형문
화유산은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승이라는 
특성에서 유형문화유산에 비해 시대적, 사회적 영향을 받
고 민족적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국무용은 전통문
화를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으며, 신
체와 기술을 통해 표현이 가능하므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도 있다[69].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민족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지키고[70], 불편함이 따르더
라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보존의식을 가
질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방탄소년단의 「2018 멜론뮤직어워드」 
‘아이돌(IDOL)’공연을 통한 청소년의 한국전통문화인식, 
한국무용이미지, 문화유산보존 그리고 한국무용체험의도
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중
고등학생 4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5.0과 AMOS 2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첫째, 한국전통문화인식 중 한국전통문화관심만 한
국무용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무용이미지는 한국문화유산보존과 한국무용체
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다. 마지막
으로, 문화유산보존은 한국무용체험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전통문화로써의 한국무
용발전과 문화유산보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
였다. 첫째, 한국무용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로그램 확
대가 필요하다. 전통춤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소개된 시기
는 1960~1970년대로 박정희 정부때부터 시작되었고, 
엘리트스포츠와 무용이 대외선전 수단으로 조명되었다. 
전통춤 공연은 방콕아시안게임과 멕시코시티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참가하면서 한국을 알리는 임무를 수행하였
다[71]. 그러나 한국전통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한
국가옥, 한국음식, 한국의복 그리고 한국음악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한국무용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
용은 한국의복을 입고, 한국음악을 이용하여 우리의 몸짓
로 표현을 하는 복합적인 한국전통문화이다. 이러한 한국
무용은 한국전통문화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무
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플랫폼의 커뮤니케이션 접근성을 다양화해야 한

다. 소비자들의 변화 중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
아지면서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하다는 것을 마케팅에 활
용해야 한다. 구매의 기준이 가성비에서 프리미엄으로 이
행하고 있으며, 프리미엄의 요소가 변화하고 있다. 프리
미엄의 기준은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 현대
인에게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72]. 소비자들을 위하여 한국무용
관람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접근의 편리성이 필요
하다. 한국무용을 배우거나 관람을 하려고 하는 소비자들
은 늘어나는 반면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73]
고 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자신의 삶을 프리미엄하게 영위할 수 있게 도와
주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지갑을 열고 있다. 이러한 소비
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무용과 대중문화의 연결성이 필요하다. 데
뷔 이후 구글 트렌드를 대리변수로 사용한 방탄소년단의 
2013~2018년간 연평균 인기 상승분이 향후 5년 동안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계산1)할 경우 10년
(2014~2023년)간 총 경제적 효과와 생산유발 효과는 
41조 8,6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4조 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74]. 이 연구에서 활용한 방
탄소년단 하나의 그룹의 경우이다. K-pop의 영향력은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아이돌 그룹들(블랙핑크, 
트와이스 등)이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부채춤, 삼고무 그리고 탈춤으로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이용하여 연구하였지만, 이는 한국무용과 아이돌공연의 
연계성의 좋은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무용전문가들
은 대중문화와 한국무용의 융합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중
문화를 연계한 다양한 촉진활동이 필요하다.

넷째, 팬슈머(fansumer)를 활용한 한국무용 마케팅이 
필요하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주어진 대안 중에서 선택하
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내가 직접 투자와 제조
과정에 참여해 상품을, 브랜드를, 스타를 키워내고 싶어 
한다. 상품의 생애주기 전체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내가 키웠다'는 뿌듯함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구매하지
만 동시에 간섭과 견제도 하는 신종소비자들을  '팬슈머'
라고 한다[72].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서 장기간 
걸쳐 형성된 한국 특유의 전통문화와 그 전통문화 중 한
국무용을 지금의 소비패턴에 맞게 프로그램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

1) 이때 2018년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해 2013~2018년간 GDP
디플레이터의 연평균 증가율을 2019~2023년에 적용하였고, 
환율은 2013~2017년 평균 환율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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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류 콘텐츠와 그에 따른 파생상품의 부가가치를 창
출해내며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75]. 팬슈머를 활용한 팬덤 마케팅은 홍보효과는 물
론이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락인효과(lock-in 
effect)까지 창출하고 있다. 한국무용의 프로그램에 관객
을 참여시킴으로써 라포르를 형성하고, 개입도를 높여 충
성도를 고취시키는 전략은 팬슈머들의 참여를 활용 할 
수 좋은 사례[72]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무용을 매력적인 상품으로 표적시장
에 맞게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무용은 시작부터 
가무악이 함께 융합되며 발전·계승되었으며, 전통만이 아
닌 창작으로도 발전해 많은 작품들이 탄생하였고, 전통과 
창작이 또 다른 융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K-Culture 
Show 별의 전설’은 2017년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에서 상연된 작품으로 견우와 직녀 설화를 모티브로 하
고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그리고 스트릿 댄스가 융복합된 
대표적인 공연이다. 또한, 무용만의 융·복합이 아닌 한복 
고름을 주제로 한 패션쇼와 3D 미디어아트 그리고 다중
이미지의 중첩을 통한 홀로그램 등 무용과 다양한 첨단 
기법을 활용한 공연을 제작하였다[76]. 미디어 테크놀로
지와 무용의 융·복합[77]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원소스멀티유즈(OSMU)'전략을 통한 한국무용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립무용단의 ‘로미오와 줄리엣’, ‘백조의 호수’ 
그리고 ‘카르멘’ 등을 시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느린
삶과 전통의 것을 찾아가는 지금 한국무용은 여러 장르
와의 융·복합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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