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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댄스스포츠 강의시간 5 담당교수

학습목표

댄스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현대인에게 부족해지기 쉬운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유산소 운동이며, 음악에 맞추어 신체로 표현하는 

예술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본 교과목을 통해 댄스 스포츠의 기능을 익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하고 음악과 신체 표현의 조화를 통해 예술적인 감각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춤의 역사와 함께 볼룸댄스의 기원 및 댄스스포츠의 발달현황

과 종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라틴댄스 5종목, 모던댄스 5종목 중 2~3종목의 

basic step과 초ㆍ중급 Amalgamation을 완전히 습득하여 자유롭게 커플댄스를 출 

수 있다. 이에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올바른 가치관 배양을 도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신체 움직임을 통해 근력, 지구력, 심폐기능 등의 체력향상도 기대한다.

교재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장호열의 댄스스포츠 

스쿨 라틴댄스
장호열 김영사 2013

성적 평가방법

(상대평가)

A: 20%, B:40% 

C이하:40%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수시평가 수업참여도 출석 총점

25 25 10 10 10 20 100%

참고사항  ※ 학점인정 최소요건은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 이상

주차 강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강의주제: 과목설계 및 오리엔테이션

강의목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개별평가를 하여 15

주간 학습할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2

강의주제: 댄스스포츠의 이해 1

강의목표: 댄스스포츠의 라틴댄스와 모던댄스의 기본포지션 및 홀

드를 이해할 수 있다.

과제제출안내

3

강의주제: 댄스스포츠의 이해 2

강의목표: 기본적인 음악과 리듬, 방향과 회전량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

과제제출

4

강의주제: 라틴댄스의 룸바 1

강의목표: Rumba의 기본자세, 워크, 쿠카라차, 스폿 턴의 기본적

인 몸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수시평가 고지

5

강의주제: 라틴댄스의 룸바 2

강의목표: Rumba의 피겨들을 다양하게 익혀보고 피겨의 선행과 

후행 스텝들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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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의주제: 라틴댄스의 차차차 1

강의목표: 차차차의 록스텝, 샤세의 종류, 베이직의 종류들을 이해

하고 습득할 수 있다.

7

강의주제: 모던댄스의 왈츠

강의목표: Waltz의 라이즈 & 폴을 이해하고 기본스텝들을 습득할 

수 있다.

중간고사공지

8 중     간     고     사

9

강의주제: 라틴댄스의 자이브 1

강의목표: Jive의 샤세의 종류와 풋웍, 베이직과, 폭어웨이 록을 이

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10

강의주제: 라틴댄스 자이브 2

강의목표: Jive의 다양한 피겨들을 선행과 후행습텝들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 수시 평가 >

자이브의 배운 스텝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리듬으로 바꾸어 

표현 하여본다.

11

강의주제: 라틴댄스 삼바 1

강의목표: Samba의 음악적인 분석과 굴신운동의 이해를 통해 휘

스크와 볼타의 피겨, 보타포고의 피겨들을 알아보고 수행하고 

습득할 수 있다.

12

강의주제: 라틴댄스 삼바 2

강의목표: Samba의 다양한 피겨들을 방향과 턴량에 맞추어 이해

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13

강의주제: 라틴댄스의 파소도블레 1

강의목표: Paso Doble의 준비자세와 다양한 포지션을 이해하고 

기본스텝에서 습득할 수 있다.

14

강의주제: 모던댄스의 탱고

강의목표:Tango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스텝에서 이해하고 습

득할 수 있다.

기말고사공지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