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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undergo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ideology of the traditional family community
is being united with the problems that appear in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s
knowledge-based society. The relationships of the family community should be chang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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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of horizontal network and have the democracy of freedom and equality. Due to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if the family-centered environment was traditional familism, the family community from
now on will bring about changes to the form of centering on intimacy and understanding. External family
forms and structures in our rapidly changing society have changed through economic growth but
institutions and view of value have not changed, and the family-centered exclusive tendency is hindering
the creation of diversely formed family communities and the change of recognition. This research considers
the increasingly differentiated family community as the community object and aims at consideration of
others and the change of consciousness through the stream of times of Korean families’ ideology and the
formation of new family communities based on new intimacy and interests.
The family communities, whose social, environmental, economic, and cultural foundations are rapidly
changing, will exist in the form of life understanding the ideology and diverse, rational ways of life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community dance to form horizontal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communiti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and change of the individuals’ consciousness.
Key words : family community, horizontal relationship, diversity, principal agent, community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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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연 또는 공동의 이해관계나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본적 사회 집
단으로서 가족은 사회구조속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다. 역사적으로 가족은 혈연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전통적 가족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 희생, 종
속, 복종의 관념 다시 말해 불평등에 기반 한 문제들은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와 지구화 의 확
장이라는 사회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합일을 이루고 있다.
가족 공동체의 인간관계는 수평적인 네트워크형 소통관계로 변화하야 하며 상호 자유와 평등
을 보장하듯 민주적 규범을 습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을 대하듯
그 외의 타자들도 그렇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전통의 가족주의가 가
족 중심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친밀성 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 가족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1)

2)

영국 사회학자 Anthony Giddens의 용어
2) 친밀성이란 타자에 의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개방을 통해 상호 인정과 배려를 가능하게 하며,
서로의 개인적 경계를 인정받으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Anthony Giddens, 2003:1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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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 구성원 개인을 주체로 인식하고 이해와 친밀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족공동
체를 구성, 체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의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 성장을 통해 외형적인 가족의 형태와 구조가 변하였
지만 제도와 가치관의 변화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계 가족중심의 배타적 성향
은 가족의 응집력을 돋우었지만 다양한 가족공동체의 생성과 인식의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핵가족에서도 더욱 분화한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커뮤니티 대상으로 보고 가족공동체
가 가진 관념과 한국가족의 이데올로기를 시대적 흐름을 통해 가족공동체의 의미와 형태로 파
악한다. 가족의 구성원을 각각의 주체로서 자신의 생각과 만남을 경험하고 새로운 친밀감과 이
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족공동체 형성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의식의 전환을 목표
로 한다.

Ⅱ. 가족공동체의 시대적 의미
가족공동체는 명확한 것이 아닌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가부장 제도를 중심으로 확대가족
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개인의 집합체로 이해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받아 가족공동체의 형태가 급변화한 근대이전과 근대 이후
로 구분하고 가족의 해체와 같은 위기를 새로운 가족공동체의 생성의 기회로 인식하여 가족공
동체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1. 근대 이전의 가족 공동체
원시사회의 가족은 단지 혈연공동체로서 가족의 형태로 나타났고 농경사회와 도시 국가의 가
족공동체는 대가족의 형성과 가부장권을 출현시켰다. 근대 이전의 가족공동체는 생산의 기초로
서 수장이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에서 가족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개인과 가족의 관계를 형성해왔다. 따라서 가족에서 개인은 가장의 정점으로
위계화 된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상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수행자이다. 즉, 가족공동체 내
에서 가장 이외의 구성원은 독립적 주체가 아닌 공동체에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
한 가족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인간 종의 유지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였고 남녀의 기능적 차이
를 인정하고 양육에 요구되는 권위와 희생, 복종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여성
과 자식은 온전한 이성적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장의 역할은 가족경제를 온전히 담당
해야하고 어머니는 유전적 생산과 유지를 위한 역할과 가사활동을 온전히 수행하며 자식과 부
모의 관계는 종속된 수직관계로 부모에게 개체로 인식되어지기보다는 부모의 소유, 분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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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 들여져왔다. 가족구성원을 개체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는 방
식 또한 권위를 앞세우고 가족공동체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한 부모나 자식의 희생도 감수해
야 했던 시대였다.
2. 근대 이후의 가족 공동체
해방과 전쟁을 겪고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족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노동력의 도시화 이동으로 가족이 세대마다 분리되어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
해지고 직계가족의 형태가 크게 쇠퇴함과 동시에 핵가족을 포함하지 않는 가족 형태와 독신가
구 및 비 혈연 가구 같은 준가족적 형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최홍기, 2006:76). 이것은 가족 구
성원이 부부중심으로 변하면서 부자 관계보다 부부관계가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 갔다. 사회적으
로 평등을 이념으로 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규범이 이것에 기인을 하게 되었고 높아진 교육 수
준과 여성의 취업으로 주부가 지위를 찾는 시기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외국 노동자의 한국 정착과 결혼 이주자의 유입으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적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가족 관계의 경계를 확장해야 할 것으
로 요구되었다. 따라서 가족의 형태도 사회 문제에 따라 변화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났다. ‘기러
기 아빠’라는 신조어를 낳은 이산가족을 위한 선택형 이산가족, 가장의 지역적 직장 형 주말가
족, 다양한 비혼 가정, 입양으로 인한 비 혈연 가족의 등장, 다문화 가족의 확대, 높은 이혼율,
최저 출산율 등의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 붕괴의 상황들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부부+자녀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0%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1인 가구(23.9%), 부부가구(15.4%)로 나타났으며, 1세대 혹은 2세대로 구성된 가구 중
부부가정이나 부부ㆍ미혼자녀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의 가족 구성을 제외한 기타 가
구는 2010년 기준으로 118만7,000가구에 이른다. 전체 1~2세대 가구(1,191만 가구)의 10%에 해당
하는 셈이다. 또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가족을 꾸린 경우도 20만 가구에 이르고, 6
인 이상의 비 혈연 공동체를 의미하는 집단가구도 2만여 가구를 넘어 섰다.
즉, 높아지는 이혼율과, 재혼율, 다중 결혼, 기대 수명이 100세를 맞이하면서 개인은 일생동안
여러 형태의 가족공동체의 만남과 결합을 경험하게 되거나, 혹은 1인 가족으로 생을 마감할 수
도 있다. 가족의 인연을 잃은 개인이 혼자 살다 혼자 죽는 ‘무연사회 ’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3)

3)

무연사회(無緣社會) 또는 무연고사회(無緣故社會)는 독신 가정의 증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대규모 청년
실직, 저 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의 약해져 가는 사회를 말한다. 1990년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층의 증가, 경제력을 갖춘 여성의 미혼, 비혼 등으로 1인 가구가 일본사회에 서서히 증가하면
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청년 실직자의 증가와 미혼율의 증가 현상이 나타
났다. 무연사회는 2010년, 일본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같은 해 일본 NHK 방송에서 공식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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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망의 관계가 해체되면서 무연사와 무연고로 나타난다. 따라서 1인 가족의 위험은 새로운 관
계를 맺고 소통 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출현은 이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하락, 혼인과 출산으로 혈연
위주의 가족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은 기존 혈연 위주에서
벗어나 정서적 친밀감, 경제적 협조체제 등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변하는 만큼 사회적 시선과 의
식 또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3. 가족공동체 의미의 변화
는「21세기 사전」에서 가족을 ‘인구에서 예술, 성, 그리고 정치에 이르기 까지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변화에 따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Derrida, J는 <르몽드>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출산과 영원한 절개에 대한 맹세를 동반
하는 결혼의 종교적, 이성애적 가치는 세속국가와 기독교 교회에 양보한 것”, “결혼이라는 단어
와 개념, 모호함이나 종교적 위선을 제거하고 섹스 파트너들 또는 강제되지 않은 여럿 사이에
보편화되고 정제된 유연한 계약인 ‘시민 결합(union civil)’으로 대체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
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가족 개념 형성에 있어 혈연과 정조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유연
성이 있는 공동체로 규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변화하게 되고 여러 형태의 가족공동체들이 생겨나는 현실은 핵가족
중심의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다양성의 사회는 다양한 개인의 정체성이 생겨나고 남녀의
결합만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 관념을 넘어서 다양한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 지고 다양한 삶의
양식이 나타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가족공동체는
자신의 기준으로, 특정한 가치관에 절대화 하지 않으며 시대의 변화에 공감하는 사유를 통해 수
평적 관계, 친밀성, 신뢰, 이타심을 통한 배려를 기반으로 한 가족공동체가 탄생할 것이다.
Attali, J

4)

Ⅲ. 가족공동체 이데올로기와 커뮤니티 댄스
혈연과 씨족의 가족공동체는 자신의 권리보다 가족의 화목을 앞세우고 가부장권과 가족 내의
위계적 권위를 인정하지만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가족 내부에서 희
생과 헌신, 사랑과 친밀성 그것에 따른 수직적, 권위의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모색해
야 할 것이다.
4)

한겨레신문(200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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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은 가정에 대한 시민들의 사적 집착이 도시 사회 polis전체의 공동체의 권위 확립에 중
요한 장애가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사적 가정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즉, 한국의 가족주
의 는 가족구성원들의 유대감과 연대성을 강조하여 내적으로는 공동체적 협력관계를 이루었지
만 반면에 과도한 가족 중심적 태도와 행동을 통해 이웃을 배척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유대감
과 연대성을 잃게 만들었다(장경섭, 2009:15).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은 기존 혈연 위주에서 벗어나 정서적 친밀감, 경제적 협조체제
등을 기준으로 확장되고 의미가 변하는 만큼 사회적 시선 역시 변화가 요구 된다. 그러나 가족
제도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가족의 외형적인 구조는 변했지만 가치관은 합리적이지
않고 정체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의 생성은 가족공동체가 개인주의와 가족 구성원의 사유와 문화에
중첩적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혼돈의 시대에 가족공동체가 ‘가족의 위기’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사회 그 자체가 위기의 상태에 있다는 두려움을 대변하는 것이다. 소통의 부재, 공동거주,
결혼, 남녀 사이의 권력관계, 역할, 성애와 성관계, 친족, 젠더, 권위, 종속, 경제관계, 가사활동
등 이 모든 것들은 가족의 개념과 조화를 이루는 하위 범주이며 가족공동체의 위기뿐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족들의 전제들은 권위, 희생, 종속, 복종의
관념 다시 말해 불평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변화하게 되면서 여러 형태의 가족공동체들이 생겨나는 현실은 핵가족
중심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다양성의 사회는 다양한 개인의 정체성이 생겨나고 남녀
간의 결합만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 관념을 넘어서 다양한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 지는 다양한
삶의 양식이 나타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공동체의 상호작용은 참여를 통한 개개인들의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자유롭고 평
등한 개인들의 네트워크형 조직이 운영되어 새로운 규범과 규칙을 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적 상징과 관심의 공유와 이해가 집단적 유대감의 근원으로 중요해진 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가족공동체간의 수평적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를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공동체가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그 구성원간의 가치와 구조 문제
를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주체들은 각자 삶의 목표와 그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은 창의성을 필
요로 한다. 창의성이란 스스로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이며 이러한 창의성은 표현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 표현기술은 감각과 상징기술로, 계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다.
즉, 커뮤니티 댄스의 과정으로서 참여무용을 통해 체험하는 감각기술과 상징기술, 비경쟁적
5)

5)

가족주의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 집단이며 가족 집단은 국가를 포함한 다른 어
떠한 사회집단보다 우선시 된다”는 신념이라고 정의된다(함인희: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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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인 예술무용을 통해 가족 공동체 내에서 나를 객관화 하고 나의 역사성을 발견하고 나와
타인의 존재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주관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 구조에서 개인과 가족 공
동체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대칭적인 인간관계로서의 가족 공동체가 갖는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무용체험을 통해서 사회와 가족이 가진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여 사회구조의 제
도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자기 표현기술로서의 참여무용은 커뮤니티 활동을 통
해 가족의 관계성 확립의 계기가 되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가족 개념을 사
회와 소통하게 되면서 개개인의 의식의 전환에 기여한다.

Ⅳ. 수평적 관계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기획
1. 기획의 목적
가족공동체간의 수평적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는 대면적 관계로 형성된 가족공
동체 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족 구성 중 비 혈연 가족 공동체의 특성을 시대적, 지역적, 사
회구조적, 측면에서 탐색하고 비 혈연 가족 공동체 내의 관계 형성을 사례로 위계적, 폐쇄적 가
족공동체의 관습적 특성을 객관적 사회 변화의 측면에서 관찰하여 권위, 희생, 복종, 종속의 문
제를 수평적, 개방적 관계로 가족의 이행을 통해 가족관계를 가족공동체 의식으로 체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므로 무용의 형태는 감각열기, 상호소통하기, 표현하기, 발표하기의 과정으로 기획하
여, 나를 인식하고 타인의 역사성을 존중할 수 있는 이해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본 기획은
혈연적 필연성 혹은 연령적 위계를 탈피하여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개별적 특성에 기반 한 수
평적 관계 맺기를 위한 가족 공동체 커뮤니티 댄스로 자기 표현기술로서의 무용체험으로 구
성하였다.
상상을 통한 감각기술을 통해 나와 다른 독립적 존재를 알아보는 인지 능력이며,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상대방의 그것과 구별할 줄 아는 것은 배려심에서 출발하며,
그것은 상대방을 독립적 존재로 보아야 한다. 상징기술은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
어 보는 상상력이 바탕이 되는 것이며 참여무용의 표현적 기술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
하는 관용tolerance을 넘어 배려에 이르게 하는 높은 질의 내적 경험이 된다(한혜리,
2014:74).

따라서 가족공동체간의 수평적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기획은 사회구조 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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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단위 가족공동체 내부의 구조와 체제 변화를 시대적 전개로 보고 가족 개념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위하여 주체들로서의 만남, 생각과 표현을 공유하고 각기 다른 주체들과의 이해
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형성하여 공존의 관계를 체험 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다.
이러한 커뮤니티 댄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 주체들은 개인의 주체력을 발견하게 되고 개인 역
사성과 구성원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경계를 허문 시대적 가족 형태를 이해하고 그 이해
가 자신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념에 고정되지 않는 삶을 살수 것이다.
2. 기획의 구조
무용의 형태와 역할
ž 참여형식의 무용
: 가족 구성원 주체들의 감각, 상호소통, 표현, 발표하기를 통한 참여 중심의 무용
ž 가족구성원 주체들의 다양성과 역사성을 무용의 상상으로 표현하는 예술 형태 무용

1)

규모
ž 구성원: 부산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에 등록한 가족공동체 -10가족
ž 자녀를 포함한 가족은 초등학생 이상으로 한다.
ž 가족 형태를 규정하고 참가대상을 모집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이 참
가 할 수 있도록 한다.

2)

6)

프로그램: 주 1회, 회당 90분 수업, 총 12회기
ž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역사성과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 관계하기를
통해 가족파티를 통한 가족 문화 형성을 한다.

3)

프로그램 주제
ž 프로그램 명: 「더불어 사는 가족」
ž 프로그램 주제

4)

6) http://www.bfsc.busan.go.kr

년 센터가 개소하여 현재까지 가족 프로그램 개발하고 가족의 건강한 소통과 어울림을 위한 커뮤니
티 참여를 시행하고 있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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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더불어 사는 가족의 주제와 내용
주제
면(面), 신(身), 대(對)
아(我), 인(人),
사(思), 상(想), 회(會)
예(禮), 상(像), 전(展)
계(契)

내용
나의 몸(身)을 깨우치고 주체들과 대면(對面)하기
관찰하기를 통한 나(我), 너(人)
가족 구성원 주체들의 생각(思)과 형상(想)에 대해 모임(會)을 통한 상호 관계하고 소통
하기
주체로서 예의(禮)를 갖추어 만나고 가족공동체에 대한 상징(像)을 표현하고 전(展)하기
새로운 가족 공동체와 관계(契)를 표현하고 발표하기

더불어 사는 가족 프로그램은 12회기 동안 진행되며 프로그램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면(面), 신(身), 대(對) 에서는 자신의 몸에 집중하고 주체들과의 대면과 접촉을 통해 마음과
몸을 탐색하여 몸과 마음의 거리를 확장을 위한 주제이다.
아(我), 인(人), 사(思), 상(想), 회(會) 에서는 시각 자료(사진), 쓰기 자료(동화책)으로 감응을
유발하여 주체들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주제이다.
예(禮), 상(像), 전(展) 에서는 프로그램 참가자 모두가 가족의 의미와 존중을 기반으로 다양
한 형태의 확장된 가족을 구성한다.
계(契) 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가족들이 가족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춤을 공연을 통해 실행한다.
5)

프로그램 단계 및 목표

표 2. 더불어 사는 가족의 단계 및 목표
감각열기
상호
소통하기
표현하기
발표하기

프로그램 목표
인사를 통해 참가자들과 인사의 춤을 출 수 있다.
나의 너의 몸에 집중하고 탐색 한다.
왈츠를 익히고 파트너와 접촉을 통해 만남의 춤을 출 수 있다.
나의 존재와 역사성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아버지의 마을 오라니」를 읽고 가족구성원의 역사에 대해 생각하고 소통 할 수 있다.
사진을 통해 참가자들의 생각을 읽고 표현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단어로 적고 그 순간을 표현할 수 있다.
참가자들과 지점에서 마주하고 춤추기를 할 수 있다.
참가자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의 수평적 관계하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다양한 형태로 가족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가족의 의미와 이해가 담긴 포스터와 사진을 전시하여 다른 가족공동체들과 공유할 수 있다.
새로운 가족과 소통 할 수 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춤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가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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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관계 개선은 주체-객체 차원에서 수행되는 의사소
통의 행위가 수평적 구조인 주체-주체로서 가족 구성원을 대하고 개개인의 인격체로 구성된 가
족을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공동체를 경험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6)

프로그램 단계와 내용

표 3. 더불어 사는 가족의 단계와 내용
회기 단계
주제
1

2

감각
열기

3

4

5

6

7

8

상호
소통
하기

내용
s 나를 소개하기(여러 인사 방법으로)
면(面)
s 우리가족 인사 만들기
: 얼굴, 표면
s 인사하며 춤추기
s 만나고, 헤어지고
s 나의 몸 탐색
신(身)
s 너의 몸 탐색
: 신체, 자기능력
s 신체 부위 말하며 춤추기
s 신체 지점으로 춤추기
s 왈츠 스텝으로 춤추기(혼자, 가족과 함께)
대(對)
s 왈츠 스텝 응용하기
: 상대, 짝, 대하다
s 만남의 춤 만들기
s 종이에 나의 역사 쓰기
아(我)
s 자신에게 질문하기
: 나
s 나의 춤 만들기
s ‘아버지의 마을 오라니’ 책을 읽기
인(人)
s 개인의 역사에 대해 생각하기
: 타인
s 가족 구성원의 역사성에 대해 생각하기
s 가족 구성원 역사를 춤으로 표현하기
s 개인 사진을 벽에 구역을 정해 붙여두기
사(思)
s 사진을 통해 참가자들의 생각을 읽어내기
: 생각, 뜻
s 가족의 생각을 상징화하고 표현하기
s 가족 구성원의 아름다운 순간 단어로 적기
상(想)
s 아름다운 순간 상징화하기
: 형상, 모양
s 아름다운 순간 소통하기
s 마주보고 춤추기(다양한 위치)
회(會)
s 파트너와 함께 눈감고 춤추기
: 모이다
s 특정 지점으로 모이기, 흩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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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탐색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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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단계

주제

내용
s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기
s 새 가족구성원과과 마음을 담은 인사 만들기
s 새 가족구성원과 인사하기
s 새 가족구성원의 예의를 갖춘 인사로 춤추기
s 새로운 가족공동체의 특징을 단어와 그림으로 나타
내기
s 여러 상징단어와 그림 중 특징 도출하기
s 상징화하고 표현하기를 통한 가족의 춤 만들기
s 단어와 그림을 사용한 포스터와 초대장 만들기
s 가족사진과 가족일기 전시하고 공유하기
s 다른 가족들의 전시 관람하기
s 가족의 춤 리허설을 한다.
s 가족의 춤 발표하기
s 가족 파티
s 함께 나누기

예(禮)
: 예절, 예도

9

10

표현
하기

상(像)
: 본뜬

발표
하기

전(展)
펴다
계(契)
: 인연과 관계를
이루다

11

12

:

(계속)
비고

관계

소통

실행방법
더불어 사는 가족프로그램의 내용에서 도입은 김화숙의 슬로우 웜 업을 통해 느린 움직임을
통해 조용함, 고요함, 이완을 경험하도록 하여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더 잘 통
제 할 수 있게 한다. 이완 상황에서는 누구나 깊이 듣고, 느끼는 일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자신
의 신체에 대해 민감하게 관찰할 수 있다(김화숙, 2011:51). 따라서 몸의 감각을 확장을 통해 본
수업 활동을 실시한다.
7)

회기 / 90분/ 부산시 가족지원센터 다목적실

1

회기

단계

주제

1

감각열기

면(面)

내용
s 나를 소개하기
(여러 인사 방법으로)
s 우리가족 인사 만들기
s 인사하며 춤추기
s 만나고, 헤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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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탐색

모드니 예술, 제12호

① 참가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자신을 소개한다.
② 다양한 인사의 방법을 이야기 하고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인사를 해 본다.
③ 프로그램 참가한 가족들이 모두 만나고, 헤어짐을 통해 인사를 나눈다.
④ 가족 구성원이 인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⑤ 우리 가족공동체만의 인사의 춤을 만들어 본다.
⑥ 가족공동체들과 인사의 춤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회기 평가방법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첫 시간 인사를 통해 느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가족 일기에 서술 하
도록 한다.

- 1

회기 / 90분/ 부산시 가족지원센터 다목적실

2

회기

단계

주제

2

감각열기

신(身)

내용
s 나의 몸 탐색
s 너의 몸 탐색
s 신체 부위 말하며 춤추기
s 신체 지점으로 춤추기

비고
탐색

① 눈을 감고 나의 몸을 탐색한다.
② 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내면서 몸과 몸, 몸과 사물이 접촉한다.
③ 신체 부위를 말하면서 움직인다.
④ 신체 부위의 명칭 앞에 형용사를 붙이면서 움직인다.
ex) 부드러운 내 머리, 딱딱한 내 무릎 등...
⑤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로 지점을 정하고 신체 단어 카드를 놓는다.
⑥ 가족구성원이 함께 움직이다가 음악이 멈추는 지점에서 단어카드가 정한 신체 부위로 만
난다.
⑦ 다른 가족 공동체와 함께 신체 지점 만나기로 춤춘다.
⑧ 두 가족 이상이 함께 신체 만나기로 발표하고 감상한다.
회기 평가방법
가족 일기장에 자신이 눈으로 보았던 몸과 무용을 통한 탐색을 하고 난 후의 나 의 몸과 가
족 구성원의 몸에 대해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서술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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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90분/ 부산시 가족지원센터 다목적실

3

회기

단계

주제

3

감각열기

대(對)

내용
s 왈츠 스텝으로 춤추기
(혼자, 가족과 함께)
s 왈츠 스텝 응용하기
s 만남의 춤 만들기

비고
탐색

교구: 음악, 캐스터네츠, 템버린
① 3/4박자의 음악에 맞추어 박수를 치면서 왈츠 박자에 대한 감각을 연다.
② 왈츠 스텝을 익힌다.
③ 혼자 왈츠 박자에 맞추어 왈츠를 추어 본다.
④ 우리 가족만의 왈츠 박자소리 내기를 만들어 본다.
ex) 발 구르기와 손벽치기, 구음 소리와 손벽치기, 도구를 이용한 소리
⑤ eye contact을 하면서 왈츠 춤추기를 해본다.
⑥ 우리가족만의 만남의 왈츠를 만들어 본다(춤추는 사람, 소리 내어 주는 사람 등..).
⑦ 만남의 춤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회기 평가방법
혼자 추었을 때, 누군가와 함께 추었을 때를 구분하여 나의 느낌과 감정을 가족 일기에 서
술한다.

- 3

회기 / 90분/ 부산시 가족지원센터 다목적실

4

회기

단계

주제

4

상호소통하기

아(我)

내용
s 종이에 자신에게 질문하기
s 종이에 나의 역사 쓰기
s 나의 춤 만들기

① 질문을 만들어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한다.
② 지금까지의 나에 대한 역사를 마인드 맵 한다. 그림으로 그려도 괜찮다.
③ 나를 표현한 단어들 중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나 그림, 색이 무엇인지 발견한다.
④ 앞으로 나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단어로 적어 본다.
⑤ 여러 지점(과거, 현재, 미래)을 통해 나를 상징화하여 표현해 본다.
⑥ 가족공동체들과 함께 자신의 춤을 발표하고 소통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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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관찰

모드니 예술, 제12호

회기 평가방법
나의 역사에 대해 질문하기, 마인드맵을 한 종이를 가족일기에 첨부한다.
나에게 몰입했던 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일기에 서술한다.

- 4

회기 / 90분/ 부산시 가족지원센터 다목적실

5

회기

단계

주제

5

상호소통하기

인(人)

내용
s ‘아버지의 마을 오라니’ 책을 읽기
s 가족 구성원의 역사성에 대해 생각하기
s 가족 구성원 역사를 표현하기

비고
관찰

교구: 클레어 A. 니볼라 -「아버지의 마을 오라니」책
①「아버지의 마을 오라니」를 가족구성원과 함께 읽는다.
② 책의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해 본다.
③ 가족구성원들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함께 했던 고향에 대해 떠올려 본다.
④ 책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 가족구성원이 겪어온 역사 중에서 한 부분을 상징화 한다.
⑤ 가족공동체들과 우리가족이 가진 역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표현해 본다.
회기 평가방법
가족구성원의 역사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와 어떤 부분이 다르고 내가 얼마만큼 가족구성
원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가족일기에 서술하도록 한다.

- 5

회기 / 90분/ 부산시 가족지원센터 다목적실

6

회기

단계

주제

6

상호소통하기

사(思)

내용
s 개인의 사진을 벽에 구역을 정해 붙여두기
s 사진을 통해 참가자들의 생각을 읽어내기
s 상징화하고 소통하기

비고
관찰

① 사전에 일주일 동안 나의 일상, 관심사,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사진으로 남긴다.
② 일주일 동안 찍은 개인의 생각이 담긴 사진을 구역을 나누어 벽에 붙인다.
③ 사진을 통해 나타난 참가자의 생각을 읽어 본다.
④ 한 사람의 사진이 전시된 벽 앞에서 사진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여러명이 표현한다.
⑤ 다른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앞의 과정을 확대해서 상징화하고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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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평가방법
한 사람의 생각이 담긴 사진을 붙여 놓은 벽에 여러 참가자들이 표현한 움직임을 사진으로
남긴다. 즉, 한 장의 사진에 다양한 표현기술로 나타난 움직임을 본 생각을 가족 일기에 자
신의 생각을 서술하도록 한다.

- 6

회기 / 90분/ 부산시 가족지원센터 다목적실

7

회기

단계

주제

7

상호소통하기

상(想)

내용
s 가족 구성원의 ‘아름다운’ 순간 단어로 적기
s 아름다운 순간 상징화하기
s 아름다운 순간 소통하기

비고
관찰

①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의 아름다운 순간을 생각한다.
② 단어카드에 아름다운 순간이나 단어들을 적는다.
③ 가족구성원들과 공통으로 나온 카드를 찾아본다.
④ 공통의 카드나 독특한 내용의 카드를 가지고 단어 연결하기를 한다.
⑤ 아름다운 순간들을 연결하여 상징화 한다.
⑥ 가족공동체와 함께 발표하기와 감상하기를 한다.
회기 평가방법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로 바라보기를 했을 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다.
관찰을 통해 상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가족 일기에 자신의 느낀 점을 적어
보게 한다.

- 7

회기 / 90분/ 부산시 가족지원센터 다목적실

8

회기

단계

주제

8

상호소통하기

회(會)

내용
s 마주보고 춤추기(다양한 위치)
s 파트너와 함께 눈감고 춤추기
s 지점에서 모이고 흩어지기

비고
관찰

① 눈을 감고 등을 대고 자유롭게 움직여 본다(서서, 앉아서).
② 서로 마주보고 걷기를 한다(한 사람은 뒤를 볼 수 없다).
③ 특정 지점을 정하고 만난 사람 중 약속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읽고 따라 움직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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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정 지점을 정하고 그 지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단어로 적어 놓는다(우리집, 학교, 친구,
무서운 골목길, 엄마, 꿈 등등...).
⑤ 다른 가족공동체들과 함께 지점에서 모이고 흩어지기를 한다.(지점은 다양한 소품이나 단
어카드를 활용)
⑥ 참가자들과 지점에서 모이고 흩어지기를 한다.
회기 평가방법
단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점의 단어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서 표현
되었는지 가족일기에 서술한다.

- 8

회기 / 90분/ 부산시 가족지원센터 다목적실

9

회기

단계

주제

9

표현하기

예(禮)

내용
s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기
s 새 가족과 인사 만들기
s 새 가족과 인사하기
s 새 가족의 인사 춤 만들기

비고
관계

① 그동안 프로그램을 함께한 가족공동체들이 해체하여 새로운 가족을 구성한다.
② 새롭게 구성된 가족은 삼각 깃발에 가족의 이름을 만든다.
③ 새로운 가족공동체는 서로 예의를 갖춰 인사 춤을 춘다.
④ 다른 가족공동체들과 함께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인사 춤을 춘다.
⑤ 새로운 가족이 모인 이유와 이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회기 평가방법
내가 가족을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첫 시간에 인사로만 한 춤과 예(禮)를 갖추기 위해 내
가 한 방법을 무엇이었는지 가족 일기에 서술한다.

- 9

10

회기 / 90분/ 부산시 가족지원센터 다목적실
회기

단계

주제

10

표현하기

상(像)

내용
s 가족공동체를 특징을 단어, 그림 나타내기
s 상징단어 도출하기
s 상징화하고 표현하기
s 포스터와 초대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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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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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롭게 구성된 가족공동체는 무엇을 이해로 모인 가족 공동체인지 이야기 나눈다.
② 새로운 가족공동체의 특징을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단어나 그림으로 나타낸다.
③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우리 가족을 잘 드러낼 상징의 단어나 그림을 도출한다.
④ 새로운 가족공동체의 의미가 담긴 단어를 상징화하고 구성하여 춤으로 표현한다.
⑤ 새로운 가족공동체의 춤에 제목을 붙인다(ex: 가족의 춤).
⑥ 자신들의 사용한 단어와 그림을 활용하여 포스터와 초대장을 만든다.
회기 평가방법
새로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해한 가족공동체가 잘 드러날 수 있
는 즉, 정보의 역할만 하는 포스터가 아닌 가족의 의미와 상징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하였는
지 이야기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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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기 / 90분/ 부산시 가족지원센터 다목적실

회기

단계

주제

11

표현하기

전(展)

내용
s 가족사진과 가족일기 전시하고 공유하기
s 다른 가족들의 전시 관람하기
s 가족의 춤 리허설을 하기

비고
관계

① 가족일기를 펼쳐놓고 그 가족일기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일기를 찾고 내용을 읽어 본다.
② 새로운 가족이 그 동안 추었던 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찾는다.
③ 새로운 가족공동체의 이름에 새로운 가족구성원의 사진과 가족일기를 전시하다.
④ 공연을 위한 가족 춤 리허설을 한다.
⑤ 동그랗게 모여 앉아 가족의 춤을 만들면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하고 나누기.
회기 평가방법
정보 속에서 나의 가족의 의미 있는 사진과 일기를 발견했을 때의 느낌과 그것을 전시 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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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기 / 90분/ 부산시 가족지원센터 다목적실
회기

단계

주제

12

발표하기

계(契)

내용
s 가족의 춤 발표하기
s 가족 파티
s 함께 나누기-가족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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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통

모드니 예술, 제12호

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춤을 발표하고 다른 가족 공동체의 춤을 감상한다.
② 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가족이 왈츠-대(對)의 춤을 춘다.
③ 다른 여러 가족과 함께 그 동안의 과정과 생각을 함께 나눈다.
회기 평가방법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서의 나의 태도와 기존의 가족 공동체에서의 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한다. 새로운 가족에서의 가족 구성원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는지에 서로 이야기
나눈다.

- 12

Ⅴ. 결 론
사회와 환경이 급변하는 동안 개인의 의식 변화는 능동적이지 못하였고 가족제도 또한 발 빠
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중심의 핵가족 문화로 전환되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따라 다양
한 가족공동체 형태로 변화되고 분화되었다.
부모와 자녀들의 구성을 전통적인 가족공동체로 본다면 경제구조와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형
이산가족, 가장의 지역적 직장 형 주말가족, 다양한 비혼 가정, 입양으로 인한 비 혈연 가족의
등장, 다문화 가족의 확대, 높은 이혼율, 최저 출산율 등을 통한 1인 가족의 증가는 전통적인 가
족 형태의 붕괴 상황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가족의 위기로 표현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친밀감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한국 가족주의의가 가족공동체간의 유대감과 연대감을
조성하지만 과도한 가족중심의 태도는 자신의 가족과 다른 형태와 모습을 배척하고 유연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가족공
동체는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념적이고 폐쇄적인 가족공동체의 오래된 관념 속에서 가족구
성원과 다른 가족공동체를 대면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공동체간의 수평적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를 통해 가족공동체의 다양한 가
족의 형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과 다른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체험하고
존중하면서 이해관계로 모인 가족공동체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혈연가족 중심이 아닌 다양한
가족공동체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인 시선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 주체에 대한 탐색과 발견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이것은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배려심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공동체의 문
제인 가부장의 과중한 역할, 부모 또는 남녀가 가진 권위와 일방적 희생, 부모 자식의 복종, 여
성의 출산과 양육의 문제들을 더 크게 사회의 문제들로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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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회적 이유로 가족공동체의 해체는 더 당위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일
생동안 개인은 여러 번의 가족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가족공동체간의 수평적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의
체험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인 기반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가족공동체들은
개인의 의식의 전환을 통해 이념과 다양한 삶의 합리적인 방식을 터득 하여 그것이 가족공동체
뿐만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다양한 삶의 형태로 존재하고 이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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