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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레파토리연구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무용레파토리연구 강의시간 5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국내외 무용작품을 선정하여  이해하고 경험한다. 서양춤의 발레,한국의 전통무용등 다양한 

춤을 이해하고 한국무용전통 연희 속 궁정춤의 경우 종목을 선정하여 구성 원리를 습득하고 

동작분석을 통해 조상의 얼을 몸으로 되새긴다. 본 교과목을 통해 한국 전통춤과 서양 고전

발레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스타일과 매력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

교수요목에 부합되는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무용과 서양무용의 시대적 작품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2. 다양한 레파토리 작품들을 보며 예술적 독창성의 중요성을 이해할수있다

3. 한국춤과 서양무용의 작품들을 통하여 시대별, 안무가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를 통한 작품 

재해석 능력을 기를 수 있다.

4. 레파토리 연구를 통하여 무용감상법과 비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교재

주교재1: 한국춤에 빠지다 / 김지원 / 동아일보사 / 2009

주교재2: 발레와 현대무용 / 수잔 오 / 시공아트 / 2018

주교재3: 무용비평과 감상 / 심정민 / 민속원 / 2015

주교재4: 세기의 안무가 / 장인주 / 이콘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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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주간 

학습할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

2

강의주제: 레퍼토리작품의 감상과 비평

강의목표:

레퍼토리 연구에 필요한 무용감상법과 무용비평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

해한다. 

3

강의주제: 한국춤에 대한 파악과 태평무에 대한 연구

강의목표: 한국춤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별 대표 춤을 파악한

다. 시대대표적인 태평무, 승무, 부채춤에 대해 이해하고, 태평무를 습득

할 수 있다.

4

강의주제: 승무에 대한 연구

강의목표: 한국춤 중 승무에 대한 시대적 특성,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고, 

승무를 배워 습득해본다.

5

강의주제: 부채춤에 대한 연구

강의목표: 한국춤 중 부채춤에 대한 시대적 특성,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

고, 부채춤을 배워 습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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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의주제: 발레에 대한 연구와 마리우스 프티파 백조의 호수에 대한 연

구

강의목표: 발레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별로 대표 작품을 파악

한다. 마리우스 프티파 백조의 호수, 매튜본의 백조의 호수를 이해하고 

그 특성의 다름을 비교해 토론해보고 마리우스 프티파의 백조의 호수를 

배워 습득해본다.

7

강의주제: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연구

강의목표: 모던발레 중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의 시대적 특성, 안무특성

을 이해하고, 백조의 호수를 배워 습득해본다.

과제 부여,

중간고사 공지

8 중     간     고     사

9

강의주제: 현대무용의 역사의 흐름과 시대별, 안무가별 작품에 대한 연

구

강의목표: 현대무용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별, 안무가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 대표 작품을 살펴본다.

10

강의주제: 피나바우쉬 봄의 제전에 대한 연구

강의목표: 독일 표현주의 현대무용의 대표 안무가 피나바우쉬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의 대표작들을 감상하고 직접 습득함으로써 작품비평을 할 

수 있다.

수시평가 공지

11

강의주제: 안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의 타코마 협교에 대한 연구

강의목표: 미니멀리즘 벨기에 대표 안무가 안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의 대표작들을 감상하고 직접 습득함으로써 작품비

평을 할 수 있다.

수시평가 실시

12

강의주제: 지리 킬리안의 부드러운 거짓말들에 대한 연구

강의목표:  NDT의 대표 안무가 체코 무용수 지리 킬리안에 대하여 파악

하고, 그의 대표작들을 감상하고 직접 습득함으로써 작품비평을 할 수 

있다.

13

강의주제: 레퍼토리 작품선정 및 재해석 구성 계획

강의목표: 레퍼토리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을 재해석하여 장면 구성계획

을 할 수 있다. 

과제 제출

14

강의주제: 재구성 작품 발표한 후 감상과 비평

강의목표: 선정된 레파토리를 재해석하고, 장면을 구성하여 발표하고 그

에 대한 감상과 비평을 할 수 있다.

기말고사 공지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