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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안

■ 제목 : MBC스페셜 ‘쉘 위 댄스?’

■ 방송시간 : 2018. 3. 1 (목)  밤 11:10 ~

■ 제작진 : 연출 : 박채정 / 글․구성 : 박시온 / 제작사 : 아이테르

■ 기획의도 

“스텝이 좀 엉키면 어때요, 그게 인생인걸” 

위로와 소통의 춤을 통해 희망을 안고 걷는 3인의 탱고!  

‘3분의 연애’, ‘하나의 심장 네 개의 다리’, ‘위로와 소통의 춤’...

모두 탱고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만큼 파트너와의 호흡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탱고를 통해 세상과의 호흡을 좀 더 멋지게 맞추고 싶은 세 사람

이 있다. 나이 마흔에 입문해 5년 만에 국내 탱고 대회에서 우승하고 국제 대회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한 사진작가 김태환(44), 맞벌이부부 김영민(38)-전은미(34) 

커플, 퉁퉁 부어 피부가 괴사되어가는 다리로도 탱고를 포기하지 않는 남양주시 

도시공사 직원 김병준(44). 

탱고에 반한 우리 이웃들의 치열한 삶과 사랑!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가난한 부두노동자와 서민들을 위로했던 열정의 춤 탱고

를 통해 다시 힘차게 일어설 용기를 얻는 사람들, 그들의 밝고 희망찬 이야기를 

담는다. '나이 든 사람들이나 추는 춤' 혹은 '불건전한 춤'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

는 탱고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제시한다.

* 한국 탱고 문화의 특징 ---

한국의 탱고의 역사는 20여 년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동양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

는 별명이 있을 만큼 아시아 탱고의 중심이다. 일본, 중국 등의 탱고가 부유층의 

전유물인 값비싼 사교춤인데 비해 한국의 탱고는 롱가 회비 1만 원이면 누구

나 즐길 수 있는 모든 이들의 사교춤이기 때문이다. 동아리 중심으로 탱고 문화

가 발전하고 있어 춤도 젊고, 수준도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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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꿀 떨어지는 비결이요?

 탱고를 추는 것처럼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잘 안고, 잘 걷는 것. 그게 전부죠“

 - 아내 전은미(34, 회사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서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탱고를 같이 하면서

취미가 같으니까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 남편 김영민(38, 토목 엔지니어)

맞벌이 부부인 결혼 8년 차 김영민-전은미 씨(탱고 7년 차)는 탱고를 배우기 시

작하면서 부부 싸움이 줄어들었다. 잘 안아주고, 잘 걷는 것이 전부라는 탱고에

서 인생의 선배들이 차마 다 말해주지 못한 지혜를 배운다. 잦은 출장 때문에 

탱고 연습시간이 늘 부족한 남편과 함께 국제적인 탱고 무대에 서는 게 아내의 

목표. 얼마 전 축사에서 송아지를 두 마리나 출산시킨 친정아버지는 아이도 낳

지 않고 춤만 추는 부부를 걱정한다.

“죽음 앞에까지 가보니까 

내일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탱고를 출 때는 안 아파요. 

오히려 춤을 안 추면 아프죠.”

- 김병준(44, 남양주시 도시공사 직원)

회사에서 ‘유쾌한 과장님’으로 통하는 남양주 도시공사 직원 김병준 씨(탱고 9년 

차)에겐 탱고 때문에 붙은 별명이 3개나 된다. 외국인들 친구들이 붙여준 출입

국관리소장, 탱고 대사, 꽃무늬 블라우스의 남자가 그것. 영어는 잘 못해도 친구 

대부분은 외국인들이다. 탱고를 추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가 11년간 복무

했던 군대를 전역한 건 혈전이 굳어지는 병 때문이었다. 15시간에 걸친 큰 수술 

끝에 죽음 직전에 회생한 그는 탱고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다고 믿는

다. 퉁퉁 부은 다리로 춤을 추지만 춤을 추지 않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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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춤을 많이 춘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의 자세가 바르게 돼야 

비로소 탱고가 시작돼요.

탱고는 그냥 춤이 아니라 인생이니까.”

- 김태환(44, 사진작가)

세 사람의 오랜 친구이자 워커홀릭이었던 김태환(탱고 7년 차). 가수 이문세의 

인생을 사진으로 기록 중인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탱고에 매료된 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러워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자 일도, 탱고

도 술술 풀렸다. 남들은 참가만 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탱고 페스티벌에서 우

승을 하고, 탱고의 본고장 아르헨티나 국제 탱고 대회에선 세미파이널까지 진출

했다.

“거북목에 비뚤어진 등이 탱고를 추면서 고쳐졌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늘 치열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여유가 생긴 건. 탱고처럼 인생도 스텝이 좀 엉

키면 어때요 그게 바로 탱고고, 인생이죠.”

집 안을 각종 운동 기구가 가득한 ‘운동장’으로 만든 그는 현재 일하는 틈틈이 

탱고를 연습하며, 탱고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다.    

쉘 위 댄스?

나를 찾아가는 길,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길 위에 탱고가 있다.

사교춤 열풍 속 3040세대의 세 가지 색 탱고를 만난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