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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초등학교 무용교육은 제 1차 체육교육과정 시기부터 현재까지 체육교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 체계를 분석한 결과, 무용 관련 내용 체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체육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무용(또는 표현활동) 수업이 교육적 목적과 예술적
가치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무용 교육이 교육과정
및 수업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가 무용 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 방법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무
용 교육 또는 표현활동의 양적 및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은 KISS 게재된 논문 중 KCI등재지 이상 논문으로 제한하
였으며, 검색 키워드를 초등학교 무용수업, 표현활동으로 하여 논문(총 104편)을 찾아 출판 학술지별, 연구자별,
연구주제별, 연구방법별, 연구대상별, 연구상황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련 논문 출판이 대부분 비(非)교육대
학 소속 연구자들에 의해 소수의 학술지에 국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는 무용교육 논문에서 교수
학습영역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교사교육 영역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었지만, 혼합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
다. 또한 연구 대상 측면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된 반면, 이를 교육하는 초등 교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연구 상황에서는 정규 수업에 대한 논문이 많이 이루어
진 반면, 방과후 프로그램에서의 무용 교육 논문은 소수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미래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우선 무용교육학에서의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
야 하고, 무용관련 교육과정과 수업의 개선을 위한 무용교육 내용체계를 위한 표준화 연구와 무용 수업모형 개발
연구가 필요하며, 무용 교육에 관한 교육대학과 초등학교간의 산학 협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초등 체육, 무용교육, 표현활동, 연구동향

Ⅰ. 서론
무용교육은 아동들의 신체움직임을 통해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적 감각과 창의성을 개발함으
로써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통합적인 인간 교육을
하는데 기여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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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가별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에 의하
면, 우리나라 무용교육은 신체로 풀어내는 움직임의 언
어인 무용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과 마음을 열어가도록
하는 교육이며, 스스로 춤을 만들고 표현하고 감상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를 통합해 조망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아름다움을 감상, 평가, 창조할 줄 아는 심미적 능력을
키운다고 언급한다. Dunkin(2006)은 특히 초등학생 연
령의 아동들은 인격 형성을 하는 발달 단계이고, 가장
활동량이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무용교육을 통해 신체
움직임을 사용하여 통합·창의적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고 설명한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무용교육은
다양한 경로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정규수업으로
는 1~2학년은 ‘즐거운 생활’ 통합 교과에, 3~6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체육과의 5개 영역 중‘표현활
동’영역의 일부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
부, 2008; 유정애, 2012).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
해 무용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무용 수업 진
행은 정규 수업의 경우 초등 교사나 초등체육전담교
사 지도하에 실행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은 문화관광
부의 2005년 시행 강사풀제도에 따른 무용 강사 혹은
2012년 문화예술교육사제도에 따른 예술 강사에 의하
여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한
수업은 교사, 단위학교, 시·도, 지역 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무용교육은 1차 체육과 교육과정
시기 때부터 현재까지 체육 교과안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교육부, 2009; 교육인적자원부, 2001). 이와 같이 오
랜 시간 동안 무용 활동이 초등학교 체육교육 내용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해 온 것은 무용교육이 초등학교
체육교육에 기여하는 교육적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
무용 교육의 성장 및 발전은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서
예원, 2013; 이대형‧전세명, 2011; 최예원, 2014).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초등학교 무용교육
에 관련된 학문적 성장이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무용교육학의 역할을 반성하고 무용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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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무용교육학의 개혁
과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초
등학교에서 진행되어 온 무용교육학 연구 동향을 이해
하고, 이론적, 학문적, 실천적 측면에서 발전 방향을 탐
색하기 위한 종합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무용교육의 연구동향과 과제에 관한 국내 선행 연
구를 살펴보면, 장윤정박중길(2005)은 국내 학술지의
논문을 분석하여 무용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학교무용, 사회무용, 전문무용 등 무용교육학이
살피는 모든 분야를 정리하여 무용교육학의 학문적 발
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과제들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
은선김화례(2008)은 국내 학술지를 분석하여 학교 무
용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 검토하여 국내 무용 교육
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운미(2012)는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분석하여 한국
무용학분야의 연구동향을 제시하였는데, 무용교육 박
사학위의 경우에는 실용연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모형개발과 교육프로그램, 교수방법론, 교육 제도적 방
안 등의 학위논문이 다수임을 밝혀냈다. 이 선행논문
들은 무용교육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
였지만, 학교무용, 사회무용, 전문무용 등의 구분이 이
루어지지 않았고, 대상별로 초·중·고등학교를 구분 하
지 않았기에 연구 영역의 제한점이 나타난다.
또한 초등학교 무용교육 동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예원(2013)은 한국과 외국의 초등학교 무
용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를 실행하였고, 최예원
(2014)는 초등학생을 위한 무용교육 연구동향에 관하
여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내용을
학위논문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양적 또는 질적
으로 매우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교육 맥락 속에서
무용교육학이 진행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
대로 향후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미래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되
어 온 초등학교 무용 교육의 내용 체계를 간략히 살
펴보고, 지난 1997년 이후1) 출판된 학술지를 대상으

1) 우리나라에서 1997년에 최초로 무용학 관련 박사과정이 용인대학교에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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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용 교육의 연구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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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무용의 훈련, 그리고 창작 무용을 익히고 작품을 구
상하는 것으로 두었다. 민속무용의 경우는 외국의 포
크댄스와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나 민속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표현무용에서는 군무 형식의 교육으
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제4차 체육과 교육과정 (1981~1987)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무용 수업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정과 체육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무용 교육도 국
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초등학교 체육 교과안에서 역사적으로 무
용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1; 조미혜‧
오수학, 2014)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 (1955~1963)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건강하고, 자주적
이며, 창조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교육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이 중 무용교육은 무용의 기본요소를
인지하는 수준의 교육으로 ‘리듬놀이’에 해당하며 다
양한 표현 방법보다는 단순한 흉내내기식의 노래 맞추
기 혹은 표현놀이 교육에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무용교육은 제3차 교육과
정의 체계와 비슷하게 실행된다. 이 시기의 목표는 저
학년의 경우 간단한 움직임으로 노래에 맞추어 놀이
를 하거나 자연과 현상을 간단하게 흉내내기에 초점
을 두고 있다. 고학년의 경우는 민속무용에 초점을 두
면서 저학년과 달리 자연과 현상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닌 느낌을 표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5. 제5차 체육과 교육과정 (1987~1992)
제5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움직임 교육이 도입
됨에 따라 움직임의 원리와 창의적인 학습방법을 제
시하고, 1,2학년은 통합교육으로 3~6학년은 무용의 특
성과 표현법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학습내용
을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어 무용교육
은 심동적 영역에 포함시켰으며, 무용의 명칭이 ‘리듬
및 표현운동’으로 개칭되었다.

2. 제2차 체육과 교육과정 (1963~1973)
6. 제6차 체육과 교육과정 (1992~1997)
제 2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무용교육의 명칭은 리
듬놀이에서‘춤놀이’로 바뀌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1
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리듬놀이와 표현놀이로 유지
된다. 리듬놀이는 무용의 기본동작을 수행하는 활동이
었으며 표현놀이는 응용동작을 수행하는 학습내용으
로 구성된다.
3. 제3차 체육과 교육과정 (1973~1981)
제3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무용교육은 민속무용과
표현무용으로 다양한 민속무용을 접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한 시기지만, 목표는 리듬동작훈련, 국내외 민

제6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무용의 이론정립과 원
리를 익히고 창의성을 기르며 다양한 표현방법을 터득
하는데 목표를 둔다. 학년별로 지도내용을 필수내용과
선택내용으로 나누고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복합적인
움직임의 기능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가 무용과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협동심
을 길러 사회적 태도의 함양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7.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 (1997~2006)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무용교육은 표현활동으

우리나라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과 연구과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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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정되었다. 이 시기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 신체
표현능력 개발을 위한 움직임의 다양한 방법과 창의
적 표현방법을 학습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익힘으로써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한 이해 뿐 만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이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표 1. 초등학교 체육교과의 무용교육 내용 변천 과정
시기

내용 체계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

① 체조놀이(맨손놀이, 재주놀이)
② 놀이(달리기놀이, 던지기 놀이, 뜀뛰기
놀이, 공놀이, 물놀이)
③ 리듬놀이(노래맞추기,표현놀이)
④ 위생

제2차
체육과
교육과정

① 체조놀이(맨손체조놀이, 재주놀이)
② 놀이(달리기놀이, 던지기 놀이, 뜀뛰기
놀이, 공놀이, 물놀이)
③ 춤놀이(노래맞추기, 표현놀이)
④ 보건위생

제3차
체육과
교육과정

① 기초체력운동(순환운동, 맨손체조, 질서
운동, 씨름, 태권도)
② 기계운동(철봉운동, 뜀틀운동, 매트운동)
③육상운동(달리기, 뜀뛰기)
④ 공운동(농구형, 축구형, 야구형, 배구형)
⑤ 수영(헤기, 뛰어들기)
⑥ 무용(민속무용, 표현무용)
⑦ 보건

제4차
체육과
교육과정

① 기본운동 ② 게임 ③ 무용 ④ 기계운동
⑤ 계절 및 민속운동 ⑥구기운동
⑦ 육상운동 ⑧ 보건

8.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2007~2011)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하는 체육
과 영역 안에서, 신체 활동의 표현 요소를 이해하고,
표현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습득하며 감
상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표현활동 영역의 내용
범위가 무용 형식에 맞추어진 것과 달리, 무용 형식
(즉흥표현, 한국무용, 국내외 민속무용 등)뿐만 아니라
움직임표현, 리듬표현, 민속표현, 주제표현으로 중영역
이 확장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중영역을 지도하기
위해 기존의 리듬체조, 음악줄넘기, 꾸미기체조 등이
표현활동으로 영입된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9.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
(2011~현재)
이 교육과정 시기에서는 표현활동이 2007개정 체육
과 교육과정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
때 3~6학년별 영역별 성취기준이 처음 제시된다. 이
에 표현활동 영역은 3~4학년군은 움직임 언어와 표현
요소 및 리듬 표현 유형과 요소를 이해하고 여러 가
지 리듬에 맞추어 신체 움직임을 창의적으로 표현하
고 감상하도록 제시한다. 그리고 ‘신체 인식’ 과 ‘신체
적응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기준이 마련
되었다. 5~6학년군은 민속 종류 및 특징과 주제 표현
의 구성 원리 및 창작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성’과
‘독창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함양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① 심동적 영역(기본운동, 리듬 및 표현운
동, 기계운동, 게임, 계절 및 민속운동)
제5차 체육과
교육과정
② 인지적 영역(이론, 보건)
③정의적 영역
① 기본운동 ② 리듬 및 표현운동
제6차 체육과
③기계운동 ④ 게임 ⑤ 계절 및 민속운동
교육과정
⑥체력운동 ⑦ 보건
<3-4학년>
① 체조활동 ② 게임활동 ③ 표현활동
제7차 체육과 ④ 보건
<5-6학년>
교육과정
① 체조활동 ② 육상활동 ③게임활동
④ 표현활동 ⑤ 체력활동 ⑥보건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① 건강활동 ② 도전활동 ③경쟁활동
④ 표현활동 ⑤ 여가활동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

① 건강활동 ② 도전활동 ③경쟁활동
④ 표현활동 ⑤ 여가활동

지금까지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최근에 개정
된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까지 제
시된 무용관련 내용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
나라 초등학교 체육 교과안에서 수행되어 왔던 무용

김보미․유정애

교육의 위치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안정적으로 성장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무용교육 활동의 명칭이
무용(또는 춤)으로 표기된 시기도 있고, 리듬 및 표현
활동으로 표기된 적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부
내용을 보더라도 체육과 교육과정의 다른 영역과 달리
그 체계성이 상당히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
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원인 중의 하나
는 무용교육학이 초등체육의 무용교육 활동을 활성화
하고 내실화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미
진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용교육학이 학문적으로 우
리나라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개발할 때 이
론적으로 탄탄한 토대를 제공해 왔다면 현재와 다른
초등학교 무용 교육의 모습이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부분에서는 1997년 이후 출간된 무용학
(무용교육학)관련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간략
히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한 무용교육학의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대상 연구물은 국내 학술
지의 원문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학술정보(KISS)의 자
료를 사용하였다. 1차로 검색창에 국내학술지분야에서
키워드를‘초등무용교육’으로 입력하여 총 257편의 연
구물을 검색한 후, 등재 정보에서 KCI 등재지로 제한
하여 재검색하였다.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 논문
과 달리 공식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미간행
출판물(unpublished dissertation)이고, 비(非)KCI등재
지의 경우도 심사 과정의 공신력이 미약하므로 본 연
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물이 중복이 되었
거나 연구내용이 초등무용교육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고 판단된 논문을 제외한 후, 2차로 키워드‘초등 신체
표현 활동’을 입력하여 추가로 수집하여 총 104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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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연구물들은 게재
학술지,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
해 학술지별 연구물을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무용교육 박사과정이 용인대학교에서 시작
된 1997년(김운미, 2012)을 기점으로 발간된 논문에
국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수준을 갖춘 논문의 동
향을 검색하였다. 그리고 관련 연구물들은 학술진흥재
단 KCI 등재지로 제한하여 학술지 발행하는 기관별
로 분류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
해 연구자별 연구물을 분류하였다. 연구자의 하위요소
는 초등교사, 교대(교수), 비교대(교수)로 범주화하였
다. 또한 공동저자의 경우 교대교수와 교사가 함께 연
구한 논문을 따로 범주화하였다. 이는 각 논문의 초록
에 명시되어 있는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대학
명을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
해 연구주제별 연구물을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는 교육
과정, 교수학습, 교사교육,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
해 연구방법별 연구물을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분류하고, 양적 연구는 설문조사
와 실험연구로 나누었으며, 질적 연구는 면담, 비교연
구, 반성일지로 세분화하였다.
다섯째,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별 연구물을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은 초
등학생, 현직교사, 예비교사, 학부모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상황별 연구물을 분류하였다. 연구 상황은
정규 체육 수업과 방과 후 수업으로 분류하고, 정규
체육 수업에는 체육 수업과 함께 타교과와의 통합
수업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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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분석대상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있어 키
워드를 초등학교 무용교육과 초등학교 신체 표현 활
동에 한정되어 분석하였다. 연구자별 분석에 있어서
각 논문의 초록에 명시된 대학명과 초등학교명을 분
석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각 논문의 연구자가 대학교
수인지, 박사과정학생인지 알 수 없었고, 연구자의 전
공(무용, 체육)또한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연구주제를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논문의 성
격상 정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논문은 기타의 분류로
포함시켰다. 연구방법론 분류에서도 실험 연구와 설문
조사를 주로 수행한 논문은 양적 논문 범주로 분류하
였으나, 혼합 연구 논문은 쉽게 구분 할 수 없는 한계
도 나타났다.

IV. 우리나라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에서 1997년
이후 발간된 초등학교 무용교육 혹은 초등학교 신체
표현활동 연구물로 제한하여 총 104편의 논문을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1. 학술지별 논문 출판율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을 발행 기관별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총 21개 학회 중
에서 한국무용교육학회 24편(23.07%), 한국초등체육학
회 21편(20.19%), 대한무용학회 10편(19.23%)등으로, 3
개의 학회에서 주로 연구되었으며 나머지 19개 학술
지에서는 6%미만의 출판율을 보였다.
즉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는 총 21개의 학술지 중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초등체육학회, 대한무용학회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의 무용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른 학회에서도 다양하게 펼쳐져야 보
다 넓은 범위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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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술지별 논문 출판율
학술지명
한국무용교육학회지
한국초등체육학회지
대한무용학회지
한국무용예술학회지
한국체육학회지
한국체육과학회지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한국체육철학회지
한국무용기록학회지
한국체육교육학회지
한국여성체육학회지
한국문화교육학회지
한국무용과학회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한국초등교육학회지
한국사상문화학회지
한국스포츠무용철학회지
교과교육연구소
우리춤연구소
한국체육사학회지
음악교육학회지
총 21개 학회

편수
24
21
10
6
6
5
4
4
4
4
3
2
2
2
1
1
1
1
1
1
1
104

백분율
23.07%
20.19%
19.23%
5.77%
5.77%
4.80%
3.84%
3.84%
3.84%
3.84%
2.88%
1.92%
1.92%
1.92%
0.96%
0.96%
0.96%
0.96%
0.96%
0.96%
0.96%
100%

예를 들어 한국체육철학회나 한국스포츠‧무용철학회
에서는 무용교육의 철학적 접근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2. 연구자 구성 및 참여 비율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을 연구자별로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체육과와 무용과가
포함된 비교육대학교(교수)의 논문수가 56편(53.84%)
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대학교 교수의 논문수가 25
편(24.03%)이었다. 교육대학 교수와 초등학교 교사가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이 7편(6.73%)로 초등학교 교사
의 단독 논문 6편(5.77%)보다 높게 나타냈다. 그리고
비교육대학과 초등학교 교사의 공동논문, 비교육대학
과 교육대학과의 공동논문이 동일하게 2편(1.92%)씩
보고되었다.
연구자는 비교육대학교 교수의 논문이 제일 많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초등 교사와 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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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자 구성 및 참여 비율
연구자별

편수

백분율

비교육대학 교수

56

53.84%

교육대학 교수

25

24.03%

초등학교 교사

6

5.77%

교육대학 교수와 초등 교사

7

6.73%

비교육대학 교수와 초등 교사

2

1.92%

비교육대학 교수와 교육대학 교수

2

1.92%

기타

6

5.77%

총

104

100%

들2)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강신복(2003)
은 이론과 실제의 간격을 줄이는 질 높은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현장 개선 연구가 적극적
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의 특성, 문화와 맥락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고찰할 수 있는 초등 체육 전문가들의 연구가 활성화
됨으로써 지속적인 선도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3. 연구주제별 출판현황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을 연구주제별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교수-학습영역이
46편(44.23%)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정이 28편(26.92%),
그리고 교사교육이 14편(13.46%)으로 보고되었다.
표 4. 연구주제별 출판 현황
연구 주제
교수-학습
교육과정
교사교육
기타(인식 및 과제)
총

편수
46
28
14
16
104

백분율
44.23%
26.92%
13.46%
15.38%
100%

교수-학습영역의 논문 게재 수가 많은 이유는 학교
현장의 실제 프로그램이나 교수법, 학습법등을 개발하
고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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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사교육의 연구논문은 13.46%로 다소 낮은
비율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황경숙(2012)에
따르면, 대부분의 초등 교사들이 무용지도 능력의 부
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대학교의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선이므로 이에 대
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
였다. 따라서 현직 초등 교사뿐만 아니라 예비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용 교육분야의 교사 교육 연구
가 더욱 활성화되어 초등학교 무용교육에 대한 교사
역량이 계발되어야 한다.
4. 연구방법별 출판 현황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을 연구방법별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양적 연구 논문
이 총 58편(55.77%), 질적 연구 논문이 총 46편
(44.23%)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 논문에서 설문 조
사 연구는 32편(30.77%), 실험 연구는 26편(25%)을 포
함하며, 질적 연구 논문에서는 면담이 15편(14.42%),
비교연구가 2편(1.92%), 반성일지 작성 연구가 2편
(1.92%)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방법별 출판 현황
연구방법
양적 연구 방법
∙설문조사
∙실험연구
질적 연구 방법
∙면담
∙비교연구
∙반성일지
∙기타
총

편수
58
(32)
(26)
46
(15)
(2)
(2)

백분율
55.77%
(30.77%)
(25%)
44.23%
(14.42%)
(1.92%)
(1.92%)

104

100%

이는 양적 연구(55.77%)가 질적 연구(44.23%)보다 조
금 더 활발하게 수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등
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나 검사지 등 양적

2) 전국의 13개 교육대학교(2014년도 기준)를 분석한 결과 무용을 전공한 전임교원은 총 11 명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전임교원 중
의 11.23% 의 비율에 해당한다. 또한 13개 교육대학교 중 무용(교육)을 전공한 교원을 보유한 대학은 10개 대학이며, 그렇지 않은 대학은
3개 대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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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연구들이 수행되어 온 이유로 풀이되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연구 대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기법
의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이옥선, 2013). 이렇게 앞
으로,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연구
성과를 위해서는 혼합방법론, 델파이조사 등과 같은 연
구 방법이 보다 다양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
5. 연구대상별 출판 현황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을 연구대상별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한 논문이 45편(71.42%)으로 압도적으로 많
았으며, 현직 초등 교사와 예비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8편(7.69%)으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났
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2편(1.92%)으
로 조사되었다.
표 6. 연구대상별 출판 현황
구분
초등학생
현직교사
예비교사
학부모
총

편수
45
8
8
2
63

백분율
71.42
7.69
7.69
1.92
100%

현직 초등 교사와 예비 초등 교사에 대한 연구는
7.69%로 미흡한 실정이다. 황경숙(2012)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무용지도 능력 부족을 절감하기
전에 교육대학교에서 무용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같
고 예비교사들의 창작무용 지도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대 수업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이 논문
에서는 현직 초등 교사들의 재교육용 연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용 교육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현직 초등 교사와 예비 초등
교사 연구를 통해 무용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
을 이해시키고, 초등학교 현장에서 무용 수업을 내실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학계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연구상황별 출판 현황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을 연구상황별로 분석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정규 체육수업을 연구 상
황으로 수행한 연구가 79편(84.04%)으로 나타났으며
체육 수업과 타 과목과의 통합수업을 초점으로 한 연
구는 5편(5.32%)이며, 방과 후 교육을 초점으로 한 연
구는 10편(10.64%)으로 나타났다. 최근 초등학교 현장
에서 무용 강사에 의한 방과 후 교육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방과후 활동 교육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STEAM과 같은 융합 수업 또는 통합 수업을 강조하
는 현시대의 발걸음에 맞춰 통합 수업에 대한 신체
표현 활동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7. 연구 상황별 출판 현황
구분
정규체육수업
(타교과통합수업)
방과후교육
총

편수
79
(5)
10
94

백분율
84.04%
(5.32%)
10.64%
100%

이상,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
과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초등학교 무용교육관련
학술 논문의 연구 동향에 대한 한계점들이 거의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 동향
의 성장과 발전이 미진하고(서예원, 2013; 최예원,
2014), 그로 인해 무용교육 연구영역과 대상의 다양화
및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김운미,
2012)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 또한 초등 무용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대학교 교수들의 연구 활동률이 상대적
으로 미진하며, 무용 교육연구가 이루어지는 환경도
지나치게 정과 체육 수업에 한정되어 있음이 조사되
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윤정박중길(2005)은 무용
교육 연구패러다임의 제고, 무용교육학의 학문적 독자
성 확보 및 현장중심의 무용교육 연구 등을 통해 무
용교육학의 연구 분야가 발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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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우리나라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미래 연구 과제 탐색
이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의 분석
결과 및 선행 연구들에서 비판되었던 연구 한계점들
과 함께, 향후 초등학교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해 무용
교육학 연구가 지향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4가지 미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무용교육학 연구 범위의 확대
우선, 초등학교 무용교육학 연구 범위가 확대 되어
야한다. 현재 일부 학회지에 편향되어 출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학술지에 논문이 출간
될 필요가 있다. 학회지 마다 지니고 있는 각각의 전
문성을 토대로 그 분야에서 바라보는 초등학교 무용
교육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무용교육의 양적 및 질
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고방식의 지식과
경험을 수용함으로써 초등체육이나 무용교육 분야를
넘어서는 무용교육학 연구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초등학교 무용교육학 연구 범위가 교육
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으로 균형 있게 확대되어
야 한다. 본 글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연구주제별 출
판 현황을 보면, 특히 무용 교육과정에 연구가 부족
함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연구는 모든 학교급과 교
육 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분야이다. 이 기본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될 때 초등학교 체육교육의 발전
을 위한 무용교육학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체육과 교육과정 모형은 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구성하는 기본 틀을 안내하는 일반적인 패
턴이라고 명시하였다(유정애, 2012). 따라서 무용교육
에서도 무용교육과정 모형연구를 출발로 하여, 무용교
육과정 개발 연구, 무용교과서 개발 연구, 무용 교육
정책 연구 등이 연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무용 교육 내용 체계의 표준화 연구
또한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교육과정 연구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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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무용교육 내용 체계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본 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 초등학
교 무용교육 분야에서 교수학습부문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반면, 교육과정 부문의 연구는 상대적으
로 미진한 상황이다(유정애, 2010). 무용교육 분야의
교육과정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장 기
초적이면서 본질적인 무용교육의 부문을 탐구하는 분
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정 연구는 초등학교 무
용교육의 내용 체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절대적
으로 필요한 연구 분야이기 때문이다(Buck, 2006).
현재 정규 수업에서의 무용은 표현활동 영역으로
체육 교과의 내용에 기반을 두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
으며, 방과후 활동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무용 교수-학습 과정안)에 따라 수업이
진행된다. 이는 단위학교별, 학급별, 혹은 지역별로 천
차만별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수업의
내용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일정 수준을 확보할 수 없
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NDEO(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협회에서 국가적 수준의 무용교육 수준
을 제공하여 학교 무용 수업에 구체적 성취기준을 마
련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8월 성취평
가제를 도입하여 각 교과의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체육의 경우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기존 ‘내용 요소’
항목을 ‘성취 기준’으로 교체하였고, 이 성취 기준은
학년군별, 영역별, 내용 요소별로 구분하였다. 김기철
외(2013)는 성취 기준 및 성취 수준의 변화는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
고 현장의 적합성과 실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발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교
육 수준을 평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교육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교육에서의 무용교육이 기능위주
의 교육이 아닌 예술 교육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예술 교육으로서의 개념 및 가치
정립과 함께 교육으로서의 무용 교육 내용 표준을 제
시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서예원 외, 2013).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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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교사들이 학습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지와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는 교육 지침서가 필요하다. 물
론 무용이 예술의 한 분야이기에 내용이나 수준을 평
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교육으로서 무용이 학교교육에 투영되고자 한
다면,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다양성, 지역성, 현장성 등
을 최대한 고려하여 합의된 무용교육 내용 체계의 표
준화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3. 무용 수업 모형 개발 연구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연구과제에 대한 세 번째 부
분은 교사교육을 위한 무용 수업모형 개발 연구이다.
앞에서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의 분석 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교육 부문의 연구도 교육과정
부문과 마찬가지로 미진한 상황이다. 무용교육의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대학교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예비 초등 교사용 무용 수업 모형 개발 연구가 필요
하다(유정애 외, 2007). Tinning(2006)은 교사교육이
실무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
고 있는데, 예비 초등교사용 무용 수업 모형 개발 연
구가 바로 무용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대학교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
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무용교육은 교대출신 초등
교사나 예술 강사들이 수업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
에 예비 교사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무용 수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 확립이 확고히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
다도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무용 수업모형 연구
가 다양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예술로서의 무용
수업 모형보다는, 교육으로서의 무용 수업 모형 개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의 무용 활동 프로그램이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른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용
수업 모형 개발 연구는 예술 강사를 포함한 초등 교
사 또는 예비 초등 교사의 교수 능력을 함양하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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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수업의 질을 표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용 수업모형 개발 연구는 교사가
직접 보여주고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테크닉위주
의 전통적 교수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사고하고 움
직임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창의적 교수법이나 타 교
과와의 통합 수업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
으로 개발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무용 수업모형 개
발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수업에서 직접 지도 가능하
도록 지도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움직임 모형은 루돌프 라반의 이론에
근거하여 움직임 요소들을 제시(신상미, 2010; 유정애,
2012)하고 초등 교사, 체육 교사, 무용 교사들이 자신
의 수업 철학에 맞춰 수업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기
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움직임의 기본 요소 중에 에
포트(Effort)의 개념을 예시로 제시하면, 시간, 공간,
무게, 흐름 등에 중점을 두고, 그 각각의 요소를 대조
적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무용 동작 따라하기 또는 도제식 수
업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들의 수준이나 교사의 철학,
혹은 수업 환경 등에 맞추어 표현 활동의 수업을 창
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와 같은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무용 수업모형들이 연
구된다면 예비 초등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무용 수
업을 진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4. 무용 교육의 산학 협동 연구
본 글의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초등체육을 담당하는 교
육대학교 교수와 초등학교 교사보다는 다른 연구자들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초등학
교 무용교육 연구는 교육대학-초등학교 간 무용교육
산학 협동 연구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문중심
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산학 협동
연구를 통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이나 현장중심의 무
용 교육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이
유는 교육대학의 입장에서는 무용교육학 연구를 더욱

김보미․유정애

현실적으로 반영함으로서 연구의 질적 향상을 높일
수 있고, 초등학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구를 제공받음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및 발달에 크
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미국의 뉴욕대
학교 대학원 무용교육과 교수들이 Kaleidoscope3) 라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뉴욕시 지역 초등학교에서
적용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 프로그램은 무용 교사교
육자들이 개발한 내용을 토대로 교사교육자들과 초등
학교 교사가 협력하여 무용 수업을 실행하고, 이를 토
대로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과 교육적 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이 대
학과 초등학교가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학 협동
연구가 대학 교수와 현장 교사 간에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무용 교육 또는 표현
활동의 양적 및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KISS 게재
논문 중 KCI등재지 이상 논문으로 제한하여 총 104
편을 찾아 출판학술지별, 연구자별, 연구주제별, 연구
방법별, 연구대상별, 연구상황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거두었다.
첫째, 학술지별 논문 출판율은 21개 학술지 중 3개
의 학술지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는
다양한 학술지의 연구 논문이 출판되어야한다. 둘째,
연구자의 구성과 참여 비율은 교육대학(24.03%)보다
비교육대학(53.84)에서 보다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는
데, 교육대학교와 초등학교 교사의 협동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연구주제별로 보면
44.23%의 교수-학습 영역이 교사교육의 13.46%보다
3) http://steinhardt.nyu.edu/music/auditions/kaleid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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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율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
교육 연구가 활성화되어 예비교사, 초임교사, 현직교
사들의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연구방법별로는 질적 연구
46.23%, 양적 연구 55.77%의 차이를 나타냈다. 향후
다양한 문제 해결과 연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병행되는 통합 연구가 이루어 져
야한다. 다섯 번째, 연구대상별 출판률은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가 71.42%인 반면, 예비교사나 현직교사에
대한 연구논문이 각각 7.69%로 교사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상황별 출판현
황은 정규체육수업에 관한 연구가 84.04%인 반면, 방
과 후 수업 연구는 10.64%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앞
으로는 정규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과 통
합 수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글에서는 초등체육에서 필요한 무용교육의
미래 연구과제로, 4가지를 논의하였다. 우선 초등체육
에서 무용교육학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무용
관련 교육과정과 수업의 개선을 위한 무용교육 내용
체계를 위한 표준화 연구와 무용 수업모형 개발연구
가 필요하며, 무용교육에 관한 교육대학과 초등학교간
의 산학 협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2. 제언
초등학교 무용교육이 소유하고 있는 교육적 잠재력
과 가능성은 무한대이다. 이와 같은 무용교육의 특성
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첫 단계
인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
다. 이 부분에서는 향후 연구를 위한 2가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성격과 같은 연구가 주기적으로 실
행되어야 한다. 한국초등체육학회, 초등체육관련 교육
대학교 연구소 혹은 초등교사연구모임 등을 통해 우
리나라 초등하교 무용교육의 연구동향 파악 및 추이
분석을 3년, 5년, 혹은 7년 주기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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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굴 및 보급되어야 한다. 무용교육은 예술성과 교
육성을 모두 소유한 독특한 교육 분야이다. ‘스포츠나
운동’분야처럼 교육성에 초점을 둔 무용교육 연구도
필요하지만, 예술성을 담고 있는 무용교육 연구의 차
별적인 방법론 또한 발굴 또는 활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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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Exploring of Research Trends and Tasks of Dance Education
in Korea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Bo-Mi Kim․JeongAe You(Chung-Ang University)
From the first National Curriculum to the present, dance education in Korea has been regarded as an area
of physical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contents related dance domain in the
national physical education curricula were analyzed and found that the contents are not systematically selected
and organized. In addition, it showed lack of consistence of dance related contents in the past and current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These phenomena resulted from the limited number of research in
dance education that are able to provide meaningful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developing dance-related
contents in the national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Thu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research trends and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dance education within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For doing this, a number of articles were searched at KISS and key words such as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creative movement classes, and expressive activity domains were limited. Of
104 articles selected, the articles were analyzed in six-parts: 1) publication journals, 2) type of authors’ career,
3) research domain, 4) research method, 5) research subjects, and 6) situation of dance class. In this study, it
was found several limitations with various journal publication, inactive research activity of teacher educator in
the elementary level, in-balanced research domain, lack of use of mixed research design, and lack of research
on elementary teacher and dance program in after school program. In order to reduce these limitations, four
futuristic research tasks were suggested as follows: 1) extending research fields 2) the need of research on
standardized dance content system, 3) more research on instructional model in dance education, and 4) the
need of research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y and elementary school.
※ Key words :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Dance Education, Expressive Activity, Research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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