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제28권

The Journal of Education, Vol.28
2008. 8. 30. pp.39~50.

초등생을 위한 포크댄스 ‘Oslo Waltz’ 수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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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댄스는 여러 나라 민속의 관습과 문화, 역사 등에 뿌리를 둔 민속춤으로 지리적 조
건과 기후 등 자연 요인들까지 그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포크댄스에 사용하
는 음악은 민속 교유의 것으로 리듬과 악기는 포크댄스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의
상은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여 민속적 자부심을 고취시킨다. 이러한 포크댄스는 개인
적인 춤추는 즐거움에서부터 사회적인 문화, 역사 이해와 더불어 학교에서 교육의 한 영
역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우 필요하다.
포크댄스를 통한 문화의 공유는 다른 국가, 민족,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
고, 다양성과 유사성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포크댄스의 원리, Oslo Waltz의 동작, 자세, 대형, 스텝, 용어, 방향 등과 수업 진행 시
유의점 등을 연구하여 초등학교에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겁게 춤을 출 수 있는 Oslo
Waltz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들어가며
포크댄스는 여러 나라 민속의 관습과 문화, 역사 등에 뿌리를 둔 민속춤(Graham,
Holt/Hale, & Parker, 2007)으로 지리적 조건과 기후 등 자연 요인들까지 그 형성에 많
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포크댄스에 사용하는 음악은 민속 교유의 것으로 리듬과 악
* 이 논문은 2007년 경인교육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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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포크댄스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의상은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여
민속적 자부심을 고취시킨다. 이러한 포크댄스는 개인적인 춤추는 즐거움에서부터 사
회적인 문화, 역사 이해와 더불어 학교에서 교육의 한 영역으로 초등학교(Landy &
Landy, 1992A, 1992B, 1993)부터 고등학교까지 매우 필요하다.
포크댄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포크댄스는 20세기에 유행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사회
에 많은 영향을 준 물질 문명과 산업 혁명의 효과에 위협받은 문화, 관습, 음악, 춤 등
을 보존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포크댄스를 보존하는데 일조하고
자 영국에서 포크댄스협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1920년대에는 체육 교사들이 신체 활동
의 하나로 포크댄스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레
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하나로 포크댄스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여러 나라의 포크댄스
를 연구하고 수집했다. 미국에서도 포크댄스협회가 만들어지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
해하는 체육 교사들이 포크댄스 페스티발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교사들이 포크댄스
수업들을 개최하고, 문화의 우수성을 신체의 움직임을 통한 표현의 하나로 포크댄스
클럽을 만들기도 했다. 1940년대와 1950년에 미국에서 열린 포크댄스 캠프에서는 특정
포크댄스를 가르칠 전문적인 교사들이 모이기도 했다(Kassing & Jay, 2003).
포크댄스의 교육적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지적 목적으로는
포크댄스 용어를 인지하고, 구술적 혹은 서술적인 지시를 움직임으로 해석하며, 포크
댄스 공연을 자기 평가 혹은 또래 평가를 할 수 있다. 둘째, 신체적 목적으로는 포크
댄스 스텝, 자세, 대형 등을 음악에 맞게 움직이고, 움직임과 음악과의 관계를 설명하
며, 움직임의 원리를 포크댄스에 적용한다. 셋째, 정서적 목적으로는 포크댄스 수업에
서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연습하고, 개인적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과 세련된 공연
태도를 보여주며, 그룹과 같이 협동하여 공연을 성공시킨다(Kassing & Jay, 2003).
이처럼 포크댄스의 교육적 목적과 함께 포크댄스를 통한 문화의 공유는 다른 국가,
민족,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다양성과 유사성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크댄스의 유래, 순서, 얻어지는 효과 등의 다른
연구와는 달리 포크댄스의 원리와 영국과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유래된 패밀리왈츠로
우아하고 독특한 선율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도록
양옆사람과 다정하게 인사하는 ‘Oslo Waltz’의 동작, 자세, 대형, 스텝, 용어, 방향 등
설명과 수업 진행 시 유의점과 수업 진행 순서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연구하여 초
등학교에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겁게 춤을 출 수 있는 ‘Oslo Waltz’ 수업 모델을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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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포크댄스의 원리
포크댄스의 원리를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움직임, 안무적, 미적--원리로 나눌 수
있다(Kassing & Jay, 2003).

1. 움직임 원리
포크댄스의 움직임 원리는 발 자세와 정렬, 발 위치를 기반으로 한다. 그 위의 단계
로는 체중의 배분과 이동으로 움직임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또, 당기고 밀면서 방향
을 자유롭게 바꾸고 유지하면서 위로 상승하거나 아래로 하강한다. 신체는 수직과 평
형을 이루며 전체적인 균형을 이룬다.

2. 안무적 원리
포크댄스의 안무적 원리는 크게 다섯 가지--요소, 구조, 디자인, 도안, 관계--로 나
눌 수 있다. 안무적 요소를 정하고, 다양한 구조를 사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하
고, 도안하며, 관계 속에서의 구성을 보여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II-1>과 같다.
<표 II-1> 안무적 원리
요소

주제
프레이즈
주제와
변화

구조

간단한 뮤지컬 형태
-AB
-ABA
-론도
-주제와 변화
대위법 형태
-캐논
-푸가
기타
-이야기
-자유형식

디자인
신체 모양

도안

관계

공간 경로

반복

시각적 디자인
-대칭
-비대칭

전환

솔로(한명)

변화
-첨가 또는 삭제
-방향 변화
-직면 또는 초점
-높낮이
-면적
-박자
-리듬
-성질 또는 에포트
-위치
-움직임 구간

듀엣(두명)

상징
-구상
-추상
-왜곡
관계
-조화
-순차
-연속
-대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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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적 원리
포크댄스의 미적 원리는 크게 네 가지 “다양, 반복, 대조, 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포크댄스는 다양한 동작과 스텝의 반복이 서로 대조와 균형을 이루어 하나의 통일성
으로 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Ⅲ. Oslo Waltz
박승원 외(1993); 박승원 외(1997); 박승원 외(2000); 박인숙(1999, 2001, 2004); 신의식
(1999); 오세복 외(2002); 오세복 외(2004); 오세복 외(2006); 임혜자 외(1999) 등의 연구
를 종합해서 Oslo Waltz에 나오는 포크댄스의 동작, 자세, 대형, 스텝, 용어, 방향 등
에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작
포크댄스를 출 때 여러 가지 동작을 사용한다. 동작은 스텝의 기본이 되며, 동작과
스텝이 모여 하나의 춤이 완성된다. Oslo Waltz에 사용되는 포크댄스의 동작은 스텝
(Step), 클로우즈(Close), 슬라이드(Slide) 등 이고, 정리하면 아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Oslo Waltz 동작
스텝
(Step)

한쪽 발을 어느 방향이든지 딛고 그 발에 체중을 옮긴다.

클로우즈
(Close)

양 발이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한 발을 다른 발에 가져다 붙인다.

슬라이드
(Slide)

한 발을 옆으로 스텝하고 다른 발을 클로우즈하여 체중을 옮기는 동작
으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

2. 자세
파트너와 같이 춤을 추는 포크댄스는 파트너와 손을 잡는 방법에 따라 그 이름도 다
양하다. Oslo Waltz에 사용되는 포크댄스의 자세는 클로우즈드 포지션(Close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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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포지션(Open Position), 보스 핸드 조인트 포지션(Both Hand Joint Position) 등 이고,
정리하면 아래 <표 III-2>와 같다.
<표 III-2> Oslo Waltz 자세
클로우즈드 포지션
(Closed Position)

남녀가 마주보고 서서 남자가 오른손을 여자의 등에 대고
왼손을 어깨 높이로 하여 여자의 오른손을 잡고 선 자세
이다. 이때 여자는 왼손을 남자의 오른쪽 어깨에 놓는다.

오픈 포지션
(Open Position)

남녀가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고서서 파트너끼리 손을 잡
은 자세이다. 남자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여자는
남자의 손바닥 위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어깨높
이로 잡는다.

남녀가 서로 마주 보고 서서 두 손을 벌려 잡고 선 자세이
보스 핸드 조인트 포지션
다. 남자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여자는 남자의 손바
(Both Hand Joint Position)
닥 위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허리높이로 잡는다.

3. 대형
포크댄스는 여러 명이 대형을 맞춰 추는 춤이다. 포크댄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대형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러한 포크댄스의 대형으로는 열형(Longways Formation), 원
형(Circle Formation), 네모형(Square Formation), 체인형(Chain Formation) 등이 있다.
Oslo Waltz에 사용되는 포크댄스의 대형은 원형으로 전원이 모여서 춤을 추고, 1열원
(Single Circle)과 2열원(Double Circle)을 사용한다.

4. 스텝
포크댄스 스텝은 동작 두 개 이상이 모여서 사용된다. Oslo Waltz에 사용되는 포크
댄스의 스텝은 슬라이드 스텝(Slide Step), 왈츠 스텝(Waltz Step) 등 이고, 정리하면 아
래 <표 III-3>과 같다.

<표 III-3> Oslo Waltz 스텝
슬라이드 스텝
(Slide Step)
왈츠 스텝
(Waltz Step)

슬라이드 동작과 스텝의 연결이다.
무릎을 약간 굽히며 한 발을 앞 또는 옆, 뒤로 스텝, 무릎을 펴면서
다른 발을 옆에 붙인 후 먼저 발로 한 번 더 스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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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
포크댄스를 지도하거나 배울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다. Oslo Waltz에 사용되는 포
크댄스의 용어는 커플(Couple), 파트너(Partner), 코너(Corner) 등 이고, 정리하면 아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Oslo Waltz 용어
커플(Couple)
파트너(Partner)
코너(Corner)

남녀 한 쌍을 말한다.
커플이 서로의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으로 남자의 오른쪽에 있는 여
자가 파트너이다.
파트너가 아닌 옆 짝을 지칭한다.

6. 방향
포크댄스를 원형으로 춤 출 때에 춤의 진행방향은 시계반대방향이 된다. 또한, 원
안, 원 밖으로 움직이게 되고, 커플 댄스에서 두 명이 회전하는 동작은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므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Oslo Waltz에
사용되는 포크댄스의 방향을 정리하면 아래 ＜표 III-5＞와 같다.
<표 III-5> Oslo Waltz 방향
원둘레의 방향
원경상의 방향
제자리에서 돌기

LOD(진행)방향

반시계 방향

RLOD(반진행)방향

시계 방향

In

원 중심

Out

원 중심에서 멀어지는 쪽

혼자

오른쪽 돌기, 왼쪽 돌기

2명 이상

CW(시계)방향, CCW(반시계)방향

Ⅳ. 포크댄스 수업
일반 수업과 달리 포크댄스 수업을 진행할 때의 유의점으로 지도 방법, 음악, 수업
순서, 공간 선택 시 고려 사항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Kassing & Jay, 2003).

- 44 -

이강순
초등생을 위한 포크댄스 ‘Oslo Waltz’ 수업 모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지도 방법
포크댄스 수업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그 날 배우는 포크댄스의 쉬운 스텝
을 먼저 익힌 후 전체 동작을 지도하는 것이다. 동작을 완전히 익힌 후에는 음악을
들으며 팔이나 다리 등 신체의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느낀다. 그 다
음 음악에 맞추어서 그룹으로 춤을 춘다. 포크댄스 음악을 너무 빨리 소개하면 때때
로 음악에 사로잡혀 스텝을 못 따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용기를 잃기
도 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함께 춤추는 것을 꺼려하기도 한다.
교사는 가르칠 수 있는 포크댄스를 선택하고, 음악에 맞추어 익숙할 때까지 오랫동
안 철저하게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음악이 있든 없든 포크댄스를 명확하게
설명 할 수 있도록 스텝, 자세, 대형, 파트너의 위치 등을 숙지해야 한다. 교사 본인이
노력하고, 재미있어야지만 학생들도 즐겁게 춤을 출 수 있다.

2. 음악
포크댄스를 위한 음악은 records, audio tapes, compact discs 등에 녹음된 것을 이용
할 수 있으며, live music 또는 a cappella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3. 수업 순서
신체 움직임 전에는 항상 그 날 배울 포크댄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
의 춤인지 그 역사와 배경, 문화 등을 설명하고 신체 움직임을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40분 수업인 한 시간에 하나의 포크댄스를 익히는 것이 적당하며, 특정 포크댄스를
배우기 전에는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간단한 준비 움직임을 진행하고, 그 후에는
전 시간에 배운 스텝과 포크댄스를 복습한다. 그리고 새로 배울 포크댄스의 스텝, 자
세, 대형 등을 시작으로 전체 움직임을 익힌다. 음악을 들으며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
고, 그룹으로 연습하며, 또 서로 발표하고 감상도 한다.

4. 공간 선택 시 고려 사항
포크댄스를 위한 공간으로는 소란스럽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한다.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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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나 강당 등 실내 공간이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실외 공간 즉, 운
동장도 고려해야한다. 가장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전과 복장 그리고 예의이다. 공간은
크고, 밝아야하며, 바닥은 깨끗해야한다. 또한, 바닥은 미끄럽거나 끈적거리지 않아야
한다. 복장은 외출복과 운동복 모두 무난하고 움직이기 편한 복장이 좋다. 신발은 바
닥이 평평한 것이 좋다. 포크댄스는 파트너와 함께 또는 그룹으로 춤을 추기 때문에
정숙을 유지하고, 공손해야한다. 이동시에는 다른 사람들의 공간을 의식해야하며, 대
화는 간단하게 손은 청결하게 해야 한다. 공손함과 매너, 협동은 포크댄스에 꼭 필요
한 고려 사항이기도 하다.

V. Oslo Waltz 수업 모델
아래 <표 V-1>은 Oslo Waltz를 지도하기 위한 지도안이다. 위에 제시한 여러 가지
동작, 자세, 대형, 스텝, 용어, 방향 등과 수업을 진행할 때 지도 방법, 음악, 수업 순
서, 공간 선택 시 고려 사항 등을 염두에 두고, 40분, 1차시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표 V-1> Oslo Waltz 지도안
주제

Oslo Waltz

목표

Oslo Waltz를 익혀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춘다.

준비물

Oslo Waltz 동영상, 음악, 캠코더, 텔레비전 등

구분

단계

학습활동

* 유래설명-영국과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유래된 춤으로 노르
웨이의 민요가 편입되어 수도 오슬로시의 이름이 붙여졌다.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밀리왈츠로 우아하고 독특한
선율을 가지고 있으며, 양옆사람과 다정하게 인사하기 때문
활동설명 및
에 모임의 마무리로 많이 추어지고 있다.
동기유발
* 동영상관람
도입

* 음악청취
* 스텝, 클로우즈, 슬라이드 익히기
준비움직임

* 슬라이드 스텝 익히기
* 왈츠 스텝 익히기
* 클로우즈드, 오픈, 보스 핸드 조인트 포지션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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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계

학습활동
* 1열원으로 남여가 사이사이 서서 파트너, 코너의 손을 잡는다.
(1) 남자는 왼발, 여자는 오른발로 왈츠 스텝하면서 원 안으로
전진한다.
(2) 남자는 오른발, 여자는 왼발로 왈츠 스텝하면서 원 밖으로
후진한다.
(3,4) 남자는 제자리에서 왈츠 스텝하고, 왼쪽 코너를 앞으로
보내서 오른쪽 파트너 자리로 보낸다.
(12) 위를 3회 반복한다.
(1,2) 마지막에 만난 파트너와 오픈 포지션으로 왈츠 스텝을
두 번 하면서 원 안으로 들어간다.
(3,4) 손을 놓고 왈츠 스텝으로 각각 밖으로 몸 방향을 바꾸면
서 원 밖으로 본다.

전개

Oslo Waltz
(1,2) 다시 파트너와 오픈 포지션으로 왈츠 스텝을 두 번하면
익히기
서 원 밖으로 간다.
(3,4) 왈츠 스텝하면서 각각 안으로 몸 방향을 바꾸면서 파트
너와 보스 핸드 조인트 포지션으로 손을 잡는다.
(1,2) 슬라이드 스텝을 두 번 하면서 원 안으로 들어간다.
(3,4) 슬라이드 스텝을 두 번 하면서 원 밖으로 나온다.
(1,2,3) 파트너와 클로우즈드 포지션으로 왈츠 스텝을 하면서
CW 방향으로 한 바퀴 돈다.
(4) 왈츠 스텝을 하면서 맨 처음 1열원으로 선다.
* 음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 그룹으로 나누어서 발표하고 감상한다.
* 캠코더로 녹화를 한다.
* 파트너와 두 손을 마주 잡고 흔든다.
정리움직임 * 파트너와 두 손을 마주 잡고 길게 잡아당긴다.
* 파트너와 두 손을 마주 잡고 호흡하면서 위로 올렸다가 내린다.
* 캠코더로 녹화한 학습 내용을 관람한다.

정리

* 학습한 왈츠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야기하기

* 학습한 동작과 스텝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 학습한 대형과 포지션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 발표한 느낌을 이야기한다.
* 감상한 느낌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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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오며
포크댄스를 통한 문화의 공유는 다른 국가, 민족,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다양성과 유사성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포크댄스는 개
인적인 춤추는 즐거움에서부터 사회적인 문화, 역사 이해와 더불어 학교에서 교육의
한 영역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우 필요하다.
포크댄스의 움직임 원리는 발 자세와 정렬, 발 위치를 기반으로 하고; 안무적 원리
는 요소, 구조, 디자인, 도안, 관계 등으로 수성되어 있으며; 미적 원리는 다양, 반복,
대조, 균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Oslo Waltz에 사용되는 동작은 스텝(Step), 클로우
즈(Close), 슬라이드(Slide) 등이고, 자세는 클로우즈드 포지션(Closed Position), 오픈 포
지션(Open Position), 보스 핸드 조인트 포지션(Both Hand Joint Position)이다. 대형은
원형으로 전원이 모여서 춤을 추고, 1열원(Single Circle)과 2열원(Double Circle)을 사
용하고; 스텝은 슬라이드 스텝(Slide Step)과 왈츠 스텝(Waltz Step)을 사용하며; 용어는
커플(Couple), 파트너(Partner), 코너(Corner) 등을 사용한다.
포크댄스 수업 방법으로는 그 날 배우는 포크댄스의 쉬운 스텝을 먼저 익힌 후 전
체 동작을 지도하는 것이다. 포크댄스를 위한 음악은 records, audio tapes, compact
discs 등에 녹음된 것을 이용할 수 있으며, live music 또는 a cappella 등을 이용하기
도 한다. 포크댄스를 위한 공간으로는 소란스럽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한
다. 무용실이나 강당 등 실내 공간이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실외 공간
즉, 운동장도 고려해야한다. 가장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전과 복장 그리고 예의이다.
공간은 크고, 밝아야하며, 바닥은 깨끗해야한다. 또한, 바닥은 미끄럽거나 끈적거리지
않아야 한다.
포크댄스 수업은 도입 부분에서 활동 설명과 함께 동기 유발로 신체 움직임 전에는
항상 그 날 배울 포크댄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의 춤인지 그 역사와
배경, 문화 등을 설명하고 신체 움직임을 진행한다. 포크댄스를 배우기 전에는 간단한
준비움직임을 진행한다. 전개 부분에서는 Oslo Waltz의 스텝, 자세, 대형 등을 시작으
로 전체 움직임을 익힌다. 정리 부분에서는 정리움직임과 포크댄스 시간에 느꼈던 것
들을 이야기하기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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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lass Model of Folk Dance ‘Oslo Waltz’ for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Lee, Kangsoon

Folk dance is a basis for many other dances and of people's culture to
communicate their emotions through movement and rhythm. Each folk dance reflects
the geography, lifestyles, beliefs, and history of people. People have danced and still
dance for celebration, for survival, to socialize with the spiritual, and to express
their feeling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of a class model of folk dance 'Oslo
Waltz' for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Researching of theory and learning of
movement(step, close, slide), position(closed, open, both hand joint position), and
step(slide, waltz) in 'Oslo Waltz' give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about other cultures. The folk dance class begins with an explanation of 'Oslo
Waltz' and warming-up in learning movement and step. And then, learning of 'Oslo
Waltz' will be the next. Closing movement of stretching with a partner and talking
about 'Oslo Waltz' will be the end of the class.

-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