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의 핵심 주역이 될 학생들은 ‘Z세대(Generation Z)’이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

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Z세대로 분류한다.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접해서 IT 기술에 익숙함을 느끼고, 사교 생활에 있어서 스마트폰과 SNS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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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YouTube) 이용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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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YouTube) 이용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국을 서울

권, 경기권, 충남권, 경남권, 전라권 등 5권역으로 나누어 1995년~2005년에 출생하고 무용을 전공하는 예비 예

술고 고등학생, 예술고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졸업생, 대학원생 495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였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Z세대 무용전공생은 96.4%

가 무용관련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기간은 2~3년(31.7%), 5년 이상(21.0%), 3~4년

(16.0%), 1년 미만(16.0%), 4~5년(12.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이용횟수는 2~3회(46.5%), 1회 이하

(31.5%), 4회 이상(22.0%)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관련 동영상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무용 기능학습을 위

해서(39.6%), 작품분석을 위해서(18.4%), 창작작품을 위해서(17.0%), 심심해서(13.3%), 기타(6.5%), 과제수행

을 위해서(3.2%), 공연성과를 위해서(2.0%)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Z세대 무용전공생이 중점을 두는 항목은 무

용동작 및 테크닉(43.4%), 무용콩쿨 작품(29.1%), 유명 무용수(9.7%), 작품 내용의 전달성(8.5%), 무용음악 선

택(5.5%), 기타(2.8%), 무용 지도방법(1.0%)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무용교과목은 무용실기(34.5%), 레퍼토리 작품(19.6%), 무용즉흥(18.0%), 무용감상(14.5%), 창작/안무(10.3%), 

무용음악(2.2%), 기타(1.0%)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Z세대 무용전공생의 33.5%가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포함

한 댓글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무용전공생의 10.1%만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한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무용관련 검색 키워드는 전공 관련⋅세부전공

(n=422), 콩쿨⋅대회(n=230) 영역이고,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의 공통 검색 키워드는 무용단⋅공연

(n=43), 입시(n=56) 영역이며, 한국무용, 현대무용, 실용무용은 기타(n=52) 영역, 발레는 교수법(n=7) 영역, 실용

무용은 안무(n=7), 무용수(n=5) 영역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Z세대 무용전공생의 31.3%

가 유튜브에서의 무용분야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독하고 있는 채널은 K ballet tv(n=40), 춤

추는 선진이(n=39) 등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각 전공별 분류에서도 공통적으로 구독한 채널은 춤추는 

선진이, K ballet tv, free지아, LDP, ARTMP CREATIVE, 1MILLION dance studio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Z세대, 무용전공생, 유튜브, 이용실태, 무용관련 동영상, 채널



2 홍미성･김가은

CopyrightⒸ 2020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이며,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한다(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Z%

EC%84%B8%EB%8C%80).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할 때에 TV 대신 유튜브를 보는 Z세대에 주목했던 것은 유

튜브가 가진 파급력과 함께 그것의 성장 가능성이었다. 실제로 2006년에 인수된 후 해마다 유튜브를 이용하

는 실제 사용자가 계속해서 늘어났으며, 2015년에 들어서는 그 수가 10배까지 증가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를 사용하는 월 사용자는 무려 18억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유튜브에 가장 충성하고 있는 이용자는 바로 Z세대

다. 미래 소비의 주역이자 트렌드를 만들고 움직이는 Z세대가 유튜브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박지현, 2018).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세대인 Z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가능성도 이해하지 못한

다고 할 것이다(신동형, 2016). 국내의 경우 하루 평균 1시간을 유튜브에 할애하고, 평균 4.4회 유튜브 앱을 

실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유튜브의 콘텐츠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도구

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창 궁금한 것이 많을 Z세대들은 ‘요리하는 법’, ‘화장하는 법’, 

‘게임 공략법’ 등을 텍스트가 아닌 영상 콘텐츠로 이를 해소하기 시작했고 이는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이들은 

TV 대신 유튜브를 시청하고, 인터넷 포털 대신 유튜브를 통해 검색하며, 소통 및 공유의 창으로 유튜브를 활

용하고 있다. 이렇게 Z세대가 몰리는 유튜브는 자연스럽게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움직이는 주요한 마케팅 장

으로 활용되고 있고 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는 크리에이터의 활동 무대도 되었다. 크레에이터는 유튜브 활

동을 통해 IT, 교육, 예술, 게임, 패션, 뷰티, 음식, 여행, 완구 등 장르와 주제를 가리지 않고 개인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성장은 예술인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쳤으며, 특히 무용 분야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민경화(2015)는 무용에서 유튜브의 활용은 교육적 측면이나 학술적 측면에서 그리고 학과 홍보 차원에서 적극

적으로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연화·윤수미(2019)는 유튜브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1인 미디어 무

용 콘텐츠를 활용하면 무용공연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고, 안무과정에 대한 채널 구독을 통해 무용공연의 이

해도 상승시킬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1인 무용관련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1인 무

용관련 크리에이터들은 미디어 콘텐츠 구독자를 실질적으로 무용공연을 보는 관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

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관객 유치 및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정새봄·원도연·장영진(2016)

은 유튜브 무용영상 콘텐츠는 상호 교환적 역할이 중요하며 쌍방향적 관계 구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용 콘텐

츠 개발을 위한 유튜브 활용은 무용전공생의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유튜브 상의 1인 미디어 무용 콘텐츠가 무용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소비 트랜

드를 이끌고 움직이는 Z세대가 주도할 미래의 장에서 무용교육과 무용공연의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 무용채녈 이용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Z세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인영(2015)은 Z세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문의 교육목표에 관한 연

구를 통해 Z세대의 모바일 동영상 이용에 대한 개인적·환경적 맥락을 파악하고 이들의 모바일 동영상 이용 유형

을 파악하였으며, 박주현·이연준(2019)은 Z세대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디자인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

지 분석하고 Z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는 패션 유튜브 동영상이 이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 관리 행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패션 미디어로서 유튜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앞선 연구들은 Z세대의 모바일 동영상 이용을 파악하고 Z세대를 위한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Z세대가 이용하는 미디어를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크리에이터의 미디어 활동을 제시해주었다. 이와 같은 연

구의 공통점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세대인 Z세대를 위한 분야별 자료가 미흡했

기 때문에 Z세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무용분야에서는 Z세대 무용전

공생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고, 유튜브와 무용에 관한 연구도 무용에서 유튜브의 활용에 대한 연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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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2015) 이외는 유튜브 이용이 각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황순영, 2016; 정새봄·원도연·장

세진, 2016; 홍미성·김가은, 2019)들로 Z세대 무용전공생과 유튜브의 연관성 등을 알아보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급변하고 있는 교육현장에 필요한 무용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

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Z세대 무용전공생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 이용유무, 기간, 횟수, 목적, 무용교과목 활용, 구독 채

널 등 Z세대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유튜브 이용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용전공생의 유튜브 이용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는 무용교육의 방향성과 수업을 계획하기 위한 자료

로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Z세대 무용전공생의 개인적, 정신적, 정서적 상황을 고려한 지도에 있어서 그들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Z세대 무용전공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 이

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Z세대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유튜브 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Z세대 무용전공생의 전공별 

무용관련 유튜브 이용실태는 어떠한가?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을 서울권, 경기권, 충남권, 경남권, 전라권 등 5권역으로 나누어 1995년~ 2005년에 출생한 

무용을 전공하는 예비 예술고 학생, 예술고 학생, 대학생, 대학졸업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집락무선

표집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미디어 설문지를 제작한 후 설문대상자에게 링크 주소를 모바

일(카카오톡)로 전송하였으며 총 532명이 설문지에 답변을 하였으나 Z세대의 유튜브 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1995

년 이후 출생한 자를 제외한 49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개인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구분 인원 비율(%) 구분 연령 인원 비율(%)

성별
남
여

54
441

10.9
89.1

연령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3
12
73
77
110
78
57
42
25
18

0.6
2.4
14.7
15.5
22.2
15.7
11.5
8.5
5.0
3.6

학년, 소속

예비 고 1학년
고 1학년
고 2학년
고 3학년
대 1학년
대 2학년
대 3학년
대 4학년
대학졸업
대학원생

4
35
55
83
108
76
67
43
12
12

0.8
7.1
11.1
16.8
21.8
15.4
13.5
8.7
2.4
2.4

전공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162
105
209
19

32.7
21.2
42.2
3.8

합계 495 100 495 100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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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후 사용했던 도구를 연구의 

성격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적 특성 4문항, 유튜브 이용실태 11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성별(남, 여) 학년, 무용전공(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은 보기에서 표기하도록 명

목척도의 형태로 구성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소속(예비 고 1학년, 고 1학년, 2학년, 3학년, 대 1학년, 2학

년, 3학년, 4학년, 대학졸업생, 대학원생 등), 및 연령(15세~25세) 등 자유롭게 기입하도록 구성하였다.

2) 유튜브 이용실태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강금식(2006)과 이원석·성영화(2012)가 사용한 

설문지를 문경임(2017)이 수정·보완, 재구성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유튜브에서 무

용관련 동영상 이용 유·무, 이용 기간, 하루 평균 이용횟수, 무용을 위한 검색 키워드, 유튜브를 이용하여 무

용 동영상을 이용하는 목적, 무용 활동을 위해 유튜브 동영상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유튜브에서 검색하

는 무용교육과목은 무엇인지, 댓글 참여 여부, 무용관련 동영상 개인 영상 업로드 경험 유·무, 무용 활동을 위

한 구독 채널 유·무, 채널명 등 유튜브 이용실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3.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수 1인과 무용학 박사 1인이 조사도구의 구성내

용과 문항이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이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설문으

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 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통계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 이용실태는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Z세대 무용전공생들의 전공별 유튜브 이용실태는 교차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Z세대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유튜브 이용실태

1) Z세대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유튜브 이용유무

Z세대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유튜브 이용유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 <그림 1, 2>와 같다. 전체 무용전

공생의 96.4%가 무용과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별 무용관련 유튜브 이용

유무를 분석한 결과 현대무용(97.1%), 발레(97.1%), 한국무용(95.1%), 실용무용(94.7%) 순으로 유튜브를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부터 시작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요즘 젊은층뿐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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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류 미디어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

어연구센터가 20살 이상 성인 남녀 1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8%가 유튜브 사용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20대 91.3%, 30대 81.1%, 40대 76.2%, 50대 

72.3%, 60대 이상 67.1%)이 있었다고 한다(문현숙, 2018). 20대가 91.3%로 나온 결과로 볼 때 무용전공자

들이 무용에 관련된 동영상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유튜브에 무용관련 동영상

의 필요성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Z세대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유튜브 이용 기간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동영상을 이용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그림 3, 4>와 같다. 전체 무용전공생 중 유튜브 이용 기간이 2~3년(31.7%), 5년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동영상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용유무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전체

아니요 8 3 6 1 18

전공별%(전체) 4.9%(1.6) 2.9%(0.6) 2.9%(1.2) 5.3%(0.2) 3.6%

예 154 101 204 18 477

전공별%(전체) 95.1%(31.1) 97.1%(20.4) 97.1%(41.2) 94.7%(3.6) 96.4%

전체 162 104 210 19 495

100.0%(32.7) 100.0%(21.0) 100.0%(42.4) 100.0%(3.8) 100.0%

표 2.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유튜브 이용유무

그림 2. 전공별 유튜브 무용관련 동영상 이용유무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동영상을 이용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용기간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전체

1년 미만 28 13 36 2 79

전공별%(전체) 17.3%(5.7) 12.5%(2.6) 17.1%(7.3) 10.5%(0.4) 16.0%

2~3년 55 21 77 4 157

전공별%(전체) 34.0%(11.1) 20.2%(4,2) 36.7%(15.6) 21.1%(0,8) 31.7%

3~4년 29 19 41 5 94

전공별%(전체) 17.9%(5.9) 18.3%(3.8) 19.5%(8.3) 26.3%(1.0) 19.0%

4~5년 16 23 21 1 61

전공별%(전체) 9.9%(3.2) 22.1%(4.6) 10.0%(4.2) 5.3%(0.2) 12.3%

5년 이상 34 28 35 7 104

전공별%(전체) 21.0%(6.9) 26.9%(5.7) 16.7%(7.1) 36.8%(1.3) 21.0%

전체 162 104 210 19 495

100.0%(32.7) 100.0%(21.0) 100.0%(42.4) 100.0%(3.8) 100.0%

표 3.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유튜브 이용 기간

그림 1. 무용전공생의 유튜브 무용관련 동영상 이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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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21.0%), 3~4년(19%), 1년 미만(16.0%), 4~5년(12.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유튜브에서의 무용관련 

동영상 이용 기간을 살펴보면 한국무용 전공자는 2~3년(34.0%), 5년 이상(21.0%), 3~4년(17.9%), 1년 미만

(17.3%), 4~5년(9.9%)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레전공자는 5년 이상(26.9%), 4~5년(22.1%), 2~3년(20.2%), 

3~4년(18.3%), 1년 미만(12.5%)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무용 전공자는 2~3년(36.7%), 3~4년(19.5%), 1년 미

만(17.1%), 5년 이상(16.7%), 4~5년(1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용무용 전공자는 5년 이상(36.8%), 3~4년

(26.3%), 2~3년(21.1%), 1년 미만(10.5%), 4~5년(5.3%) 순으로 나타났다.

3) 유튜브에서 Z세대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동영상 하루 평균 이용횟수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동영상의 하루 평균 이용횟수는? 라는 질문에 관한 답변을 분석

한 결과 <표 4> <그림 5, 6>과 같다. 전체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동영상의 하루 평균 이용횟수는 2~3회

(46.5%), 1회 이하(31,5%), 4회 이상(22.0%)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동영상의 하루 평

균 이용 횟수를 살펴보면 한국무용 전공자는 2~3회(45.7%), 1회 이하(44.4%), 4회 이상(9.9%)로 나타났으며 

발레 전공자는 2~3회(44.2%), 4회 이상(33.7%), 1회 미만(22.1%)로 나타났다. 현대무용 전공자는 2~3회

(49.0%), 1회 이하(27.1%), 4회 이상(23.8%)로 나타났으며 실용무용 전공자는 4회 이상(42.1%), 2~3회

(36.8%), 1회 미만(22.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실용무용전공자들이 다른 전공자들보다 하루 평

균 이용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튜브에서 케이팝(K-POP)의 열풍으로 인해 케이팝 댄스 등이 

인기가 높아지자 케이팝 댄스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실용무용 전공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된

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20대는 유튜브 이용 횟수는 ‘거의 매일’이라고 답한 

사람은 39.5%, ‘주 3~5일 정도’ 25.8%, ‘주 1~2일 정도’ 25.4%, ‘월 1~2일 정도’ 6.8%, ‘몇 달에 한 번 정

그림 3.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동영상 

이용 기간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동영상의 하루 평균 이용횟수는?

평균이용횟수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전체

1회이하 72 23 57 4 156

전공별%(전체) 44.4%(14.5) 22.1%(4.6) 27.1%(11.5) 21.1%(0.8) 31.5%

2~3회 74 46 103 7 230

전공별%(전체) 45.7%(14.9) 44.2%(9.3) 49.0%(20.8) 36.8%(1.4) 46.5%

4회 이상 16 35 50 8 109

전공별%(전체) 9.9%(3.2) 33.7%(7.1) 23.8%(10.1) 42.1%(1.6) 22.0%

전체 162 104 210 19 495

100.0%(32.7) 100.0%(21.0) 100.0%(42.4) 100.0%(3.8) 100.0%

표 4.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동영상 하루 평균 이용횟수

그림 4. 전공별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동영상 이용 기간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YouTube) 이용실태 분석 7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37, No.2

도’ 2.4%, ‘1년에 한 번 미만’ 0.1%로 나타났으며 유튜브 사용자들의 1회 접속 때 평균 이용시간은 76분 정

도라고 한다(문현숙, 2018).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유튜브는 젊은 층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플랫폼으로 부각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유튜브에서 Z세대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동영상 이용 목적

Z세대 무용전공생은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동영상을 이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그림 7, 8>과 같다. 전체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동영상 이용 목적은 무용 기능학습을 

위해서(39.6%), 작품분석을 위해서(18.4%), 창작작품을 위해서(17.0%), 심심해서(13.3%), 기타(6.5%), 과제수

행을 위해서(3.2%), 공연성과를 위해서(2.0%)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유튜브에서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동

영상 이용 목적은 한국무용전공자는 무용 기능학습을 위해서(37.7%), 창작작품을 위해서(20.4%), 작품분석을 

위해서(18.5%), 심심해서(12.3%), 기타(6.2%), 과제수행을 위해서(3.7%), 공연성과를 위해서(1.2%) 순으로 나

타났으며 발레전공자는 무용 기능학습을 위해서(36.5%), 작품분석을 위해서(36.5%), 심심해서(12.5%), 창작작

품을 위해서(4.8%), 과제수행을 위해서(4.8%), 기타(2.9%), 공연성과를 위해서(1.9%)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무

그림 5.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동영상 이용 횟수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동영상을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용목적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전체

공연성과를 위해서 2 2 5 1 10

전공별%(전체) 1.2%(0.4) 1.9%(0.4) 2.4%(1.0) 5.3%(0.2) 2.0%

과제수행을 위해서 6 5 5 0 16

전공별%(전체) 3.7%(1.2) 4.8%(1.0) 2.4%(1.0) 0.0%(0,0) 3.2%

무용기능학습을 위해서 61 38 90 7 196

전공별%(전체) 37.7%(12.3) 36.5%(7.7) 42.9%(18.2) 36.8%(1.4) 39.6%

작품분석을 위해서 30 38 20 3 91

전공별%(전체) 18.5%(6.1) 36.5%(7.7) 9.5%(4.0) 15.8%(0.6) 18.4%

창작작품을 위해서 33 5 42 4 84

전공별%(전체) 20.4%(6.7) 4.8%(1.0) 20.0%(8.5) 21.1%(0.8) 17.0%

심심해서 20 13 32 1 66

전공별%(전체) 12.3%(4.0) 12.5%(2.6) 15.2%(6.5) 5.3%(0.2) 13.3%

기타 10 3 16 3 32

전공별%(전체) 6.2%(2.0) 2.9%(0.6) 7.6%(3.2) 15.8%(0.6) 6.5%

전체 162 104 210 19 495

100.0%(32.7) 100.0%(21.0) 100.0%(42.4) 100.0%(3.8) 100.0%

표 5.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동영상 이용 목적

그림 6. 전공별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동영상 이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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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공자는 무용 기능학습을 위해서(42.9%), 창작작품을 위해서(20.0%), 심심해서(15.2%), 작품분석을 위해서

(9.5%), 기타(7.6%), 과제수행을 위해서(2.4%), 공연성과를 위해서(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용무용전공자

는 무용 기능학습을 위해서(36.8%), 창작작품을 위해서(21.1%), 작품분석을 위해서(15.8%), 기타(15.8%), 공

연성과를 위해서(5.3%), 심심해서(5.3%), 과제수행을 위해서(0.0%) 순으로 나타났다. 

5) Z세대 무용전공생이 무용 활동을 위해 유튜브에서 주로 보는 무용관련 동영상

Z세대 무용전공생은 유튜브에서 무용 활동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가? 라는 질문에 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표 6> <그림 9, 10>과 같다. 전체 무용전공생이 중점을 두는 항목은 무용동작 및 테크닉(43.4%), 

무용콩쿨 작품(29.1%), 유명 무용수(9.7%), 작품내용의 전달성(8.5%), 무용음악 선택(5.5%), 기타(2.8%), 무용 

지도방법(1.0%)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무용전공생이 중점을 두는 항목을 알아본 결과, 한국무용전공자는 

무용동작 및 테크닉(42.0%), 무용콩쿨 작품(37.0%), 작품내용의 전달성(11.7%), 유명 무용수(5.6%), 무용음악 

무용 활동을 위해 유튜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가?

활동중점부분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전체

무용동작 및 테크닉 68 51 84 12 215

전공별%(전체) 42.0%(13.7) 49.0%(10.3) 40.0%(17.0) 63.2%(2.4) 43.4%

무용콩쿨작품 60 20 64 0 144

전공별%(전체) 37.0%(12.0) 19.2%(4.0) 30.5%(12.9) 0.0%(0,0) 29.1%

유명무용수 9 21 17 1 48

전공별%(전체) 5.6%(2.0) 20.2%(4.2) 8.1%(3.4) 5.3%(0.2) 9.7%

작품내용의 전달성 19 5 16 2 42

전공별%(전체) 11.7%(3.8) 4.8%(1.0) 7.6%(3.2) 10.5%(0.4) 8.5%

무용음악 선택 3 2 20 2 27

전공별%(전체) 1.9%(0.6) 1.9%(0.4) 9.5%(4.0) 10.5%(0.4) 5.5%

무용지도방법 1 2 1 1 5

전공별%(전체) 0.6%(0.2) 1.9%(0.4) 0.5%(0.2) 5.3%(0.2) 1.0%

기타 2 3 8 1 14

전공별%(전체) 1.2%(0.4) 2.9%(0.6) 3.8%(1.6) 5.3%(0.2) 2.8%

전체 162 104 210 19 495

100.0%(32.7) 100.0%(21.0) 100.0%(42.4) 100.0%(3.8) 100.0%

표 6. 무용전공생이 무용 활동을 위해 유튜브에서 주로 보는 무용관련 동영상

그림 8. 전공별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동영상 이용 목적그림 7. 무용전공생의 무용관련 동영상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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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9%), 기타(1.2%), 무용 지도방법(0.6%)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레전공자는 무용동작 및 테크닉(49.0%), 

유명무용수(20.2%), 무용콩쿨 작품(19.2%), 작품내용의 전달성(4.8%), 기타(2.9%), 무용음악 선택(1.9%), 무용

지도방법(1.9%)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무용전공자는 무용동작 및 테크닉(40.0%), 무용콩쿨 작품(30.5%), 무용

음악 선택(9.5%), 유명 무용수(8.1%), 작품내용의 전달성(7.6%), 기타(3.8%), 무용 지도방법(0.5%) 순으로 나타

났으며, 실용무용전공자는 무용동작 및 테크닉(63.2%), 작품내용의 전달성(10.5%),  무용음악 선택(10.5%), 유

명 무용수(5.3%), 무용 지도방법(5.3%), 기타(5.3%), 무용콩쿨 작품(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무용전공자들은 ‘무용동작 및 테크닉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무

용콩쿨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무용수들은 어떻게 추는지, 수상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등

을 파악하기 위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별로는 한국무용전공자는 ‘무용콩쿨 작품을 위해

서’가 다른 전공자들보다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살풀이, 승무, 부채춤, 태평무 등 전통무용 부문 콩

쿨에 도움이 되기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으로 사료되며, 발레전공자들은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유명 무용수

(2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발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용수들이 많이 있고 발레

의 특성상 기본적인 테크닉에 비중을 두는 무용전공이기에 이들의 동영상을 보고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반면 현대무용전공자들은 ‘무용음악 선택’에 다른 전공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클래식 발레나 한국 전통무용처럼 오랜 세월동안 축적되어 대표성을 띠는 무용

작품들은 정해진 음악에 정해진 동작들을 표현하는 작품으로 이러한 작품들을 반복해서 무용수의 테크닉을 향

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특히 현대무용은 발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무

용이기에 현대무용전공자들은 새로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기에 창작에 많은 비중을 둔다. 

이에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에 음악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6) Z세대 무용전공생이 무용 활동을 위해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무용교과목

Z세대 무용전공생은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무용교과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표 7> <그림 11, 12>와 같다. 전체 무용전공생이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무용교과목은 무용실기(34.5%), 레퍼

토리 작품(19.6%), 무용즉흥(18.0%), 무용감상(14.5%), 창작/안무(10.3%), 무용음악(2.2%), 기타(1.0%) 순으

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무용전공생이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무용교과목을 알아본 결과, 한국무용전공자는 무용

실기(38.9%), 무용즉흥(24.7%), 창작/안무(14.8%), 레퍼토리 작품(9.9%), 무용감상(9.9%), 무용음악(1.9%), 기

타(0.0%)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레전공자는 레퍼토리 작품(43.3%), 무용실기(38.5%), 무용감상(9.6%), 무용즉

그림 9. 무용전공생이 유튜브에서 주로 보는 

무용관련 동영상

그림 10. 전공별 무용전공생이 유튜브에서 주로 보는 

무용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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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5.8%), 기타(1.9%), 창작/안무(1.0%), 무용음악(0.0%)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무용전공자는 무용실기

(29.5%), 무용감상(19.5%), 무용즉흥(18.6%), 레퍼토리 작품(16.7%), 창작/안무(11.0%), 무용음악(3.3%), 기

타(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용무용전공자는 무용실기(31.6%), 무용감상(21.1%), 무용즉흥(21.1%), 창작/

안무(15.8%), 레퍼토리 작품(5.3%), 무용음악(5.3%), 기타(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무용

전공자들은 무용실기 교과목을 준비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레퍼토리작품과 무용즉흥/창작 

교과목을 위한 준비의 단계를 유튜브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공별로는 발레전공자들은 다른 전공자들

에 비해 레퍼토리 작품 교과목을 위해 많이 검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백조의 호수’, ‘지젤’, ‘잠자

는 숲속의 미녀’ 등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클래식 발레를 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현대무용 전공자들

은 무용실기, 레퍼토리, 무용즉흥 등 비교적 다양하게 검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무용교과목은 무엇인가?

무용교과목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전체

레퍼토리 작품 16 45 35 1 97

전공별%(전체) 9.9%(3.2) 43.3%(9.1) 16.7%(7.1) 5.3%(0.2) 19.6%

무용감상 16 10 41 4 71

전공별%(전체) 9.9%(3.2) 9.6%(2.0) 19.5%(8.3) 21.1%(0,8) 14.3%

무용실기 63 40 62 6 171

전공별%(전체) 38.9%(12.7) 38.5%(8.1) 29.5%(12.5) 31.6%(1.2 34.5%

무용즉흥 40 6 39 4 89

전공별%(전체) 24.7%(8.1) 5.8%(1.2) 18.6%(7.9) 21.1%(0.8) 18.0%

창작/안무 24 1 23 3 51

전공별%(전체) 14.8%(4.8) 1.0%(0.2) 11.0%(4.6) 15.8%(0.6) 10.3%

무용음악 3 0 7 1 11

전공별%(전체) 1.9%(0.6) 0.0%(0.0) 3.3%(1.4) 5.3%(0.2) 2.2%

기타 0 2 3 0 5

전공별%(전체) 0.0%(0.0) 1.9%(0.4) 1.4%(0.6) 0.0%(0.0) 1.0%

전체 162 104 210 19 495

100.0%(32.7) 100.0%(21.0) 100.0%(42.4) 100.0%(3.8) 100.0%

표 7. 무용전공생이 무용 활동을 위해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무용교과목

그림 11. 무용전공생이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무용교과목 그림 12. 전공별 무용전공생이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무용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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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포함한 댓글 활동 참여유무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포함한 댓글 활동에 참여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

석한 결과 <표 8> <그림 13, 14>와 같다. 전체 무용전공생의 33.5%가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포함한 댓글 활

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포함한 댓글 활동에 참여유무에 관한 분

석 결과는 현대무용(39.5%), 실용무용(31.6%), 한국무용(29%), 발레(28.8%) 순으로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포

함한 댓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참여는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

는 방식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다. 무용전공생들은 전체 

1/3 정도만 댓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아직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좋아요’를 포함한 댓글 활동에 참여하십니까?

참여유무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전체

아니요 115 74 127 13 329

전공별%(전체) 71%(23.2) 71.2%(14.9) 60.5%(25.7) 68.4%(2.6) 66.5%

예 47 30 83 6 166

전공별%(전체) 29%(9.5) 28.8%(6.1) 39.5%(16.8) 31.6(1.2) 33.5%

전체 162 104 210 19 495

100.0%(32.7) 100.0%(21.0) 100.0%(42.4) 100.0%(3.8) 100.0%

표 8.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포함한 댓글 활동 참여유무

그림 13.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포함한 

댓글 활동 참여유무

   

그림 14. 전공별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포함한 

댓글 활동 참여유무

8)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 무용관련 동영상 업로드한 경험유무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표 9> <그림 15, 16>과 같다. 전체 무용전공생의 10.1%만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동영상을 업로

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무용전공생들은 무용관련 동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경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아직은 업로드된 무용관련 동영상 시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공별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한 경험 유무에 관한 분석 결과는 현대무용

(15.7%), 실용무용(10.5%), 발레(6.7%), 한국무용(4.9%) 순으로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전공에 비해 현대무용전공자와 실용무용전공자들이 업로드한 비율이 높게 나

타난 것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케이팝 댄스의 커버댄스 등을 업로드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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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무용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유무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전체

아니요 154 97 177 17 445

전공별%(전체) 95.1%(31.1) 93.3%(19.6) 84.3%(35.8) 89.5%(3.4) 89.9%

예 8 7 33 2 50

전공별%(전체) 4.9%(1.6) 6.7%(1.4) 15.7%(6.7) 10.5%(0.4) 10.1%

전체 162 104 210 19 495

100.0%(32.7) 100.0%(21.0) 100.0%(42.4) 100.0%(3.8) 100.0%

표 9.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 무용관련 동영상 업로드한 경험유무

그림 15.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 무용관련 동영상 

업로드한 경험유무 

   
그림 16. 전공별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 무용관련 

동영상 업로드한 경험유무

9)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의 무용관련 검색 키워드

Z세대 무용전공생이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무용관련 검색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Z세대 무

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무용관련 검색 키워드는 전체적으로 전공 관련⋅세부전공, 콩쿨⋅대회, 무용단

⋅공연, 입시, 교수법, 안무, 무용수, 기타 영역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공통적으로 검색

하는 키워드는 전공 관련⋅세부전공(n=422), 콩쿨⋅대회(n=230) 영역이고,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의 공

통 검색 키워드는 무용단⋅공연(n=43), 입시(n=56) 영역이며, 한국무용, 현대무용, 실용무용은 기타(n=52) 영

역, 발레는 교수법(n=7) 영역, 실용무용은 안무(n=7), 무용수(n=5) 영역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검색 키워드는 무엇인가?(중복 응답)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세부

전공

관련

한국무용 40 발레 23 현대무용 98 dance Sports 4

한국무용 창작 29 발레작품 21 무용 40 dance 3

한국무용 전통 18 Ballet 14 무용과 18 왁킹 2

태평무 9 발레음악 6 무용테크닉 11 cha cha cha 2

승무 4 창작발레 5 contemporary 10 현대무용 2

이매방 2 발레작품이름 5 춤 8 contemporary 2

살풀이 2 토슈즈 4 스트레칭 6 보깅 1

강선영류 1 variation 3 현대무용 영상 4 재즈, 1

이매방류 1 스트레칭 3 재즈댄스 1

입춤 1 모던발레 3 뮤지컬댄스 1

표 10.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의 무용관련 검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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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로는 발레전공자들은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무용지도방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현대무용전공자들은 무용음악 선택에도 다른 전공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K Ballet tv’ 채널처럼 무용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세교정을 해주기 위해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기에 키워드로 교수법 등이 검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가노바 교수법과 같은 세계적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발레 지도방법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교육현장에서도 유아발레나 성인발레의 붐으로 인

해 발레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져서 이를 교육하기 위한 지도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10)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의 무용채널 구독 유무

Z세대 무용전공생이 유튜브에서 구독하는 무용채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표 

11> <그림 17, 18>과 같다. 전체 무용전공생의 31.3%가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있는 무용 채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유튜브에서의 무용채널 구독 유무에 관한 분석 결과는 실용무용(47.4%), 발레(46.2%), 현대

무용(35.2%), 한국무용(14.8%) 순으로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있는 무용 채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

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일반인 20대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수 평균은 4.6개로 

나타난 것을 볼 때(문현숙, 2018), 무용전공생들은 무용채널 구독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고 파악된다. 이는 

지난 10년간 ICT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무용과가 디지털 무용을 위한 인력양성이

발레리나 3 한국무용, 1

컨템포러리 2 발레 1

남자솔로 2 커버댄스 1

치어리딩 1

방송댄스 1

samba 1

jive 1

빈도 107 94 195 26 422

콩쿨/

대회

동아콩쿨 36 콩쿨 9 무용콩쿨 44 댄스배틀 2

콩쿨영상 23 콩쿨영상 3 서울국제콩쿨 25 team cheer korea 1

한국무용콩쿨 9 발레콩쿨 2 코리아국제콩쿨 23 콩쿨 1

신인무용콩클 9 로잔콩쿨 2 동아무용콩쿨 16 so you think 1

한국무용협회콩쿨 2 현대무용콩쿨 16 you can dance 1

국제무용콩쿨 5

빈도 79 16 129 6 230

무용단

/공연

국립무용단 7 국립발레단 8 무용단 6 무용수 이름

국립국악원 5 작품 영상 3 LDP 5 댄서이름 2

운현궁 3 전막발레 2 NDT 4 Andra 1

show dance Yullia 1

Maddie Ziegler 1

빈도 15 13 15 5 48

입시
대학 따라하기 29 입시 3 대학 따라하기 12

00대학교 8 한예종 4

빈도 37 3 16 56

기타

한국무용협회 3 교수법 발레 26 댄스스포츠소식지 1

바가노바 3 한국무용 7 학교스포츠클럽 1

성인발레 2 댄싱나인 7 안무

유아발레 2 음악 4 choreography 3

다이어트 3 안무 2

코레오 1

댄스창작 1

빈도 3 7 47 9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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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비에 적극적이지 않아 디지털 무용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1)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구독하는 채널명

Z세대 무용전공생이 구독하는 유튜브 무용관련 채널명을 분석한 결과 <표 12>와 같이 ‘K ballet tv’(n=40), ‘춤

추는 선진이’(n=39) 등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각 전공별 분류에서도 공통적으로 구독한 채널명은 ‘춤추

는 선진이’, ‘K ballet tv’, ‘free지아’, ‘LDP(Laboratory Dance Project)’, ‘ARTMP CREATIVE’, ‘1MILLION 

dance studio’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용 전공자들이 구독하는 채널명(중복응답)

1 *K ballet tv(n=14) 8 *LDP(Laboratory Dance Project)

2 *춤추는 선진이(n=9) 9 **경희대학교 무용원

3 *free지아(n=5) 10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4 **동아무용콩쿠르(n=2) 11 버텨라윤솔비

5 한양대입학처(n=2) 12 사자가 학교 갈 때

6 최호종 HOJONG CHOI(n=2) 13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디어콘텐츠

7 UNENDING channel(n=2) 14

발레 전공자들이 구독하는 채널명

1 *춤추는 선진이(n=15) 11 *오드리햇반 Oh drey(n=2)

2 *K ballet tv(n=13) 12 Royal Opera House(n=2)

3 발레리노 김명규(n=10) 13 *1MILLION dance studio

4 테르프 Terp(n=7) 14 American Ballet Theatre

5 *NDT(Nederlands Dans Theater)(n=3) 15 서울발레시어터 Seoul Ballet Theatre

6 Prix de Lausanne(n=3) 16 skk ballet

표 12.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구독하는 채널명

무용분야 구독 채널이 있습니까?

구독유무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전체

아니요 138 56 136 10 340

전공별%(전체) 85.2%(27.9) 53.8%(11.3) 64.8%(27.5) 52.6%(2.0) 68.7%

예 24 48 74 9 155

전공별%(전체) 14.8%(4.8) 46.2%(9.7) 35.2%(14.9) 47.4%(1.8) 31.3%

전체 162 104 210 19 495

100.0%(32.7) 100.0%(21.0) 100.0%(42.4) 100.0%(3.8) 100.0%

표 11.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의 무용채널 구독 유무

그림 18. 전공별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의 무용채널 구독 유무
그림 17.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의 

무용채널 구독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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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K Ballet tv’ 는 구독자 수 약 2.37만 명(2020년 3월 기준)의 발레 관련 영상 콘텐

츠와 발레의 동작 분석 및 영상 자료를 업로드하는 채널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발레의 대중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무용전공생들은 발레작품의 영상과 동작 분석하는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하게 되며, 발레를 

지도하는 방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채널을 구독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 예술

7 nycballet(n=2) 17 Ballet Music DK by Søren Bebe

8 *ARTMP CREATIVE(n=2) 18 Wangzy Log

9 두두리노의e발레샵 TV(n=2) 19 **바가노바

10 뀨튜브(n=2) 20 외국 현대무용단 채널 등

현대무용 전공자들이 구독하는 채널명

1 카시아TV [KACIEA](n=16) 32 Wangzy Log

2 *춤추는 선진이(n=15) 33 오드리햇반 Oh drey

3 *K ballet tv(n=13) 34 춤초이 ChoomChoi

4 *NDT(Nederlands Dans Theater)(n=9) 35 몽팸

5 서울국제무용콩쿠르(n=8) 36 서울예고무용과는뭐하고살까

6 Batsheva Dance Company(n=5) 37 [Deyarts Company]데이아트컴퍼니

7 *free지아(n=4) 38 AT&T Performing Arts Center

8 하휘동, 최수진의 댄싱쀼(n=4) 39 Sangcheul Choe

9 Kibbutz Contemporary Dance Company(n=3) 40 Royal Opera House

10 Korea-ICDC Seoul, Korea(n=2) 41 CarmoDance

11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n=2),
42 The Place

12 다리찢는남자들(modern dance guys)(n=2) 43 NBC World of Dance 

13 EDX2 Company & academy(n=2) 44 FEEDBACK KOREA

14 코아무용댄스학원 & Coa Art Company(n=2) 45 Official World of Dance

15 hofeshshechterco(n=2) 46 -찌마

16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과(n=2) 47 Hamburg Ballett - John Neumeier

17 sydneydancecompany(n=2) 48 Folkwang University of the Arts

18 *1MILLION dance studio 49 JustJerk Dance Academy

19 *LDP(Laboratory Dance Project) 50 *ARTMP CREATIVE

20 공연예술 창작산실 51 KBEC발레아카데미

21 나지춤은 52 skk ballet

22 [춤추쇼] 댄스뽀럼럼 53 수빈쌤_SuuBallet

23 Saldelr's Wells Theater 54 Korea-ICDC Seoul, Korea

24 발레리노 김명규 55 YEEUN KIM

25 도준도준__도윤에게마음을준혁 56 NBC World of Dance

26 ZZZONGWOO 57 테르프 Terp

27 승혁을주리 58 Paris Cavanagh

28 Art Project BORA 59 JoJo Gomez

29 원더리나WONDERINA 60 **신인무용경연대회

30 Rosas VZW 61 **동아무용콩쿠르

31 IaMEmiliodosal

실용무용 전공자들이 구독하는 채널명

1 *1MILLION dance studio(n=3) 10 HOUSE OF SEAS

2 댄스스포츠 소식지(n=3) 11 HAEJUN DANCER

3 Prepix Dance Studio(n=2) 12 En Dance studio

4 DSI London(n=2) 13 The Storyteller

5 Tim Milgram(n=2) 14 ReQuestDanceCrew

6 Officoal world of dance 15 JoJo Gomez

7 DanceCinema 16 Dancebox Studios & Theatre Works

8 THE JAZZ *공통적으로 구독한 채널명

9 Marius mutin **채널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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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연습과정과 공연 정보를 알 수 있고, 발레에서 사용하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무용콩쿨, 오디션 등의 

전공인을 위한 재생 목록부터 일반인의 발레 동작을 배우는 과정까지 알 수 있기에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보인 ‘춤추는 선진이’는 구독자 수 약 1.65만 명(2020년 3월 기준)의 무용 크리에

이터이자 여성 뷰티 크리에이터인 이선진이 운영하는 채널로, 대학교 브이로그, 일상 브이로그, 데일리 메이크

업, 화장품 리뷰 및 추천, 여행, 무용 등을 방송하고 있다. 무용전공생들은 현대무용을 전공하는 이선진의 무

용과 일상, 공연준비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같은 무용과 학생으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

며, 다른 학교의 무용 수업 분위기와 연습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각적으로 봄으로써 궁금증이 해결되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무용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댄스, 뷰티, 여행 정보 등 학생들의 개인 생활

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과 같은 고등학교 동기이며 친한 친구이기에 '춤추는 선진

이'를 구독하는 것으로 보인다.

‘Free지아’는 구독자 수 약 26.3만 명(2020년 3월 기준)인 한국무용 전공생이 운영하는 채널이다. 일상 브

이로그 목록에서 대학 생활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뷰티, 패션 등의 목록에서는 학생

들의 패션 아이템과 정보를 알려준다. 이는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자신을 가꾸고 꾸미고자 하는 욕구를 

공감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무용 활동과 함께 유튜버 활동에 대한 호기심이 프리지아 채널을 구독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드리햇반 Oh drey’는 구독자 수 약 1.29만 명(2020년 3월 기준)의 발레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의 채

널이다. 무용수업과 콩쿨, 공연 등의 무용관련 목록과 그 외 일상, 메이크업 리뷰 등의 개인 생활에 대한 영상

을 올리면서 발레하는 학생들의 이미지와 다르게 반전인 생활의 영상들이 흥미로워 구독하는 것으로 보인다. 

‘ARTMP CREATIVE’는 구독자 수 약 8.82만 명(2020년 3월 기준)의 공연기획, 행상지원, 공연촬영, 무대

영상, 홍보물제작, 음악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채널이다. 무용콩쿨과 무용단 공연의 목록을 운영하고 있

으며, 무용전공생들은 촬영된 무용콩쿨 동영상을 보기 위해 검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1MILLION dance studio’는 한국의 댄스 레이블 회사로 안무가 개개인이 안무를 창작하는 아티스트 집단

이며, 원 밀리언 내부에 영상 편집자들이 모여있어 뮤직비디오 및 영상제작이 가능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나무위키, https://namu.wiki/w/1MILLION%20DANCE%20STUDIO). 소속 안무가들의 안무 

동작을 수강생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 약 1,980만 명(2020년 3월 기준)으

로 댄스 콘텐츠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소속 댄서 겸 안무가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다양한 춤 스타일을 알 수 있으며, 커버댄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구독하는 것으로 보인

다. 유튜브에서 케이팝의 열풍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채널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면서 현재 K댄스의 흐름을 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채널은 실용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두드러지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LDP(Laboratory Dance Project)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현대무용 전공 출신의 젊은 무용단

이다. 유튜브 채널은 무용단명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으며, 단원들의 개인 채널에서 LDP무용단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LDP무용단은 국내 무용전공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출신의 무용단이며, 국내외 활동이 왕성하

여 작품 스타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영상을 찾게 되는 요인으로 보인다. 

NDT(Nederlands Dans Theater)는 1959년 국립네덜란드발레단 출신 무용수들이 창단한 세계 최고의 무

용단이다. NDT무용단는 구독자 수 약 2.67만 명(2020년 3월 기준)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의 틀을 깨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고난이도 테크닉으로 신선한 작품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선보이고 있다. 세

계 유명한 안무가의 활동과 더불어 연령별 무용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작품의 표현을 더 풍성하게 하며, 이

러한 무용단의 다양한 장점이 극장 관객에서 온라인 관객으로 연계되는 것이라 보인다. 또한, NDT무용단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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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은 년도별, 안무자별, 작품별 목록을 구체적으로 업로드하여 구독자가 시청하기 편리하게 업로드되어 있다. 

이는 구독자가 편리하고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용전공자들이 구독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 ‘춤추는 선진이’, ‘Free지아’, ‘오드리햇반 Oh drey’ 채널들은 무용을 전공한 개인 크리에이터가 

진행하는 채널이지만 순수하게 무용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닌 일상 브이로그, 뷰티, 여

행, 메이크업 등이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때, Z세대 무용전공자들이 무용전공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보다 이 시대의 트랜드를 다양하게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무용을 교

육하는 교육현장에 미래의 무용교육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K Ballet tv’, ‘ARTMP CREATIVE’, ‘1MILLION dance studio’, ‘NDT’ 등의 채널은 무용과 관련된 단

체나 기업이 운영하는 채널로 무용과 관련된 전공지식, 무용공연을 위한 일련의 지식과 정보, 소속 안무가들

의 안무 동작을 수강생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무용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기에 공통

적으로 무용전공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3대 무용단인 New York City Ballet(NYCB), San Francisco Ballet(SFB), American Balllet 

Theater(ABT)는 모두 홈페이지 외에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무용단의 근황과 작품을 소개하는 트

레일러를 올리며 팬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영국의 3대 무용단인 Royal Ballet(RB), English 

National Ballet(ENB), Birmingham Royal Ballet(BRB)도 채널을 개설하여 무용에 대한 동영상들이 소개되

고 있다. 국내 무용단인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은 각각 국문과 영문 채널을 운영 중이고, 국립현대무용

단, 서울발레시어터, 대전시립 무용단, 광주시립무용단도 채널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앞에 소개한 무용단들은 

Z세대 무용전공자들이 구독하는 채널로는 낮은 빈도수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미래의 시대를 이끌어 갈 

Z세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무용교육현장에서 이 좋은 교육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

문이라 사료된다. Kassing(2010)은 21세기 무용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서 운동감각, 안무능력, 비평능력을 

제시했는데 운동감각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안무능력과 

비평능력은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많은 공연 작품들을 보아야 하고 그 속

에서 무용의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민경화, 2015).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

는 무용공연을 일일이 직접 보지 않더라도 개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창(窓, window)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에 유튜브를 무용교육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커리큘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Ⅳ.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YouTube) 이용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국을 

서울권, 경기권, 충남권, 경남권, 전라권 등 5권역으로 나누어 1995년~2005년에 출생하고 무용을 전공하는 

예비 예술고 학생, 예술고 학생, 대학생, 대학졸업생, 대학원생 495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였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Z세대 무용전공생은 96.4%가 무용관련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기간은 2~3년

(31.7%), 5년 이상(21.0%), 3~4년(16%), 1년 미만(16.0%), 4~5년(12.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2~3회(46.5%), 1회 이하(31,5%), 4회 이상(22.0%)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관련 동영상 이용 목적은 무용 기능학습을 위해서(39.6%), 작품분석을 위해서(18.4%), 창작작품

을 위해서(17.0%), 심심해서(13.3%), 기타(6.5%), 과제수행을 위해서(3.2%), 공연성과를 위해서(2.0%)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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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셋째, 무용전공생이 중점을 두는 항목은 무용동작 및 테크닉(43.4%), 무용콩쿨 작품(29.1%), 유명 무용수

(9.7%), 작품 내용의 전달성(8.5%), 무용음악 선택(5.5%), 기타(2.8%), 무용 지도방법(1.0%)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무용교과목은 무용실기(34.5%), 레퍼토리 작품(19.6%), 무

용즉흥(18.0%), 무용감상(14.5%), 창작/안무(10.3%), 무용음악(2.2%), 기타(1.0%)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Z세대 무용전공생의 33.5%가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포함한 댓글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무용전

공생의 10.1%만 유튜브에서 무용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무용관련 검색 키워드는 전공 관련⋅세부전공(n=422), 

콩쿨⋅대회(n=230) 영역이고,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의 공통 검색 키워드는 무용단⋅공연(n=43), 입

시(n=56) 영역이며, 한국무용, 현대무용, 실용무용은 기타(n=52) 영역, 발레는 교수법(n=7) 영역, 실용무용은 

안무(n=7), 무용수(n=5) 영역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Z세대 무용전공생의 31.3%가 유튜브에서의 무용 활동을 위한 구독 채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독 

채널명은 K ballet tv(n=40), 춤추는 선진이(n=39) 등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각 전공별 분류에서도 공통

적으로 구독한 채널명은 춤추는 선진이, K ballet tv, free지아, LDP, ARTMP CREATIVE, 1MILLION dance 

studio 등으로 나타났다.

Z세대 무용전공생의 유튜브 무용관련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점은 무용전공생들은 무용교육 학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무용수나, 무용가로서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

한 현상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검색할 때 기존의 텍스트 기반 검색 도구보다는 영상과 음성 기반인 유튜

브를 훨씬 많이 활용하는 Z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Z세대 무용전공생에게 유튜브는 자

신의 창작활동에 대한 기록의 도구로, 다른 무용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진화된 제2의 공연무대의 장으로 

그리고 다른 작품과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교·평가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연예술을 

향유하는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Z세대 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해 다른 안무가의 공연 제작과정을 동영

상으로 관람하면서 공연될 작품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커져 유튜브 채널 구독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또한, Z세대들이 구독하는 무용관련 1인 미디어 채널은 무용을 지도하는 교사들이나 예술가보다 Z세

대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Z세대들에게 유튜브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한 이 시기는 온라인상의 비대면 교육이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에 

유튜브를 놀이처럼 활용하는 Z세대들에게 적합한 유튜브상의 무용영상들을 활용한 다양한 무용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무용 채널 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Z세대 무용전공생들에게 무용교육뿐만 아

니라, 유튜브활용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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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alysis on the Use of YouTube of Generation Z Dance Majors

Hong, Misung* Woosuk University⋅Kim, Ga-eun** K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e of YouTube of Generation Z(Gen Z.) dance major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divided into five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Chungnam, 

Gyeongnam, and Jeolla, nationwide. 495 dance majors born between 1995 and 2005 were selected from 

pre-art high school, art high school, university, university graduates, and graduate school. SPSS 25.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96.4% of Gen Z. dance majors use dance-related YouTube. The duration of use appears in 

following order: 2~3 years (31.7%), more than 5 years (21.0%), and 3~4 years (16%), less than 1 year 

(16.0%), 4~5 years (12.3%), The average daily use appears in following order: 2~3 times (46.5%), less 

than 1 time (31,5%), more than 4 times (22.0%). Second, the purposes of using dance-related videos 

are to study dance skills (39.6%), to analyze works (18.4%), to create creative works (17.0%), to be 

bored (13.3%), to perform other tasks (6.5%), and to perform assignments(3.2%), and to improve 

performance results (2.0%). Third, dance majors focus on dance movements and techniques (43.4%), 

dance contest works (29.1%), famous dancers (9.7%), communicability of works (8.5%), selection of 

dance music (5.5%), others (2.8%) and dance instruction method (1.0%). Fourth, dance subjects 

searched on YouTube by Gen Z. dance majors include dance practical skills (34.5%), repertory works 

(19.6%), improvisation of dance (18.0%), dance appreciation (14.5%), creation / choreography (10.3%), 

and dance music (2.2%) and others (1.0%). Fifth, 33.5% of Gen Z. dance majors participated in comment 

activities including “Likes” on YouTube, and only 10.1% of dance majors had uploaded dance-related 

videos on YouTube. Sixth, dance-related search keywords used in YouTube of Gen Z. dance majors are 

major related/ detailed majors (n = 422), contests/competitions (n   = 230). Common dance keywords of 

Korean dance, ballet, and modern dance majors are dance company/ performance (n = 43) and entrance 

examination (n = 56). Korean dance, modern dance majors and practical dance majors search 'others' (n 

= 52), ballet majors search teaching method (n = 7), practical dance majors search choreography (n = 7) 

and dancers (n = 5). Seventh, 31.3% of Gen Z. dance majors have regular subscription channels for 

dance activities on YouTube, and the most frequent subscription names are K ballet tv (n = 40) and 

Dancing Sunjin (n = 39). Channel names commonly subscribed in each major category were Dancing 

Sunjin, K ballet tv, Free Zia, LDP, ARTMP CREATIVE, and 1MILLION dance studio.

Key words : Generation Z(Gen Z.), dance majors, YouTube, utilization, dance-related video,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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