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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사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무용사 강의시간 3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본 과목의 구체적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선사시대,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외국 무용의 발달을 이해할 수 있다. 

2. 상고 및 부족국가시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갑오경장 이후의 무용

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무용의 발달이 어떻게 변화, 변용되었는지 숙지할 수 있다. 

4. 초기의 발레의 태동 및 초기 발레의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다. 

5. 발레의 황금기인 낭만주의 발레의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6. 초기 현대무용의 특징과 태동과 발전을 가져온 선구자들을 숙지할 수 있다. 

교재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사라지지않은 예술, 
무용이론을 말하다 이화여대 무용학 연구소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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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설계 및 오리엔테이션

강의목표: 오리엔테이션으로 15주간의 강의 소개 및 수업방식, 성적평가 방식

을 인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용사의 전반을 숙지할 수 있다.

2
강의주제: 춤 문화의 출범

강의목표: 선사시대로부터의 춤 문화의 출범을 이해할 수 있다.

3

강의주제: 무용의 고대에서 중세까지 

강의목표:  

선사시대로부터 출발한 무용이 고대와 중세시대를 거쳐 어떻게 변화, 발전되

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4

강의주제: 근대의 궁정무용과 교육무용 및 현대의 무용

강의목표: 근대의 궁정무용과 교육으로서의 무용을 살펴보고 19세기 이후의 

미국의 무용과 독일의 무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을 통해 나라별 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5

강의주제: 상고 및 부족국가시대의 춤

강의목표: 상고 및 부족국가시대의 제천행사와 무용을 살펴보고 무용의 발달

과 종류를 숙지할 수 있다. 

6

강의주제: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춤

강의목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춤 특징을 이해하고, 삼국의 신앙과 무용

을 살펴볼 수 있다. 

과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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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의주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무용

강의목표: 고려시대의 궁중무용, 민속무용, 무용수를 살펴보고 조선시대의 궁

중무용, 민속무용, 무용수와 서로 비교하여 시대에 따른 무용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중간고사 공지

8 중     간     고     사

9
강의주제: 갑오경장 이후의 예술무용과 우리나라 학교무용

강의목표: 갑오경장 이후의 예술무용과 우리나라의 학교무용을 이해하고 숙지

할 수 있다.

10
강의주제: 르네상스의 태동과 루이 14세

강의목표: 르네상스의 태동과 무용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루이 14세가 무

용에 공헌한 것들을 숙지할 수 있다.

11

강의주제: 초기의 발레와 발레의 황금시대

강의목표: 발레의 황금기인 낭만주의의 작품들을 숙지하고, 낭만주의 발레 작

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상한 후 시대의 특성 및 시대에 따른 무용의 성향을 

알 수 있다.

12
강의주제: 발레의 혁신기

강의목표: 발레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던 인물들과 발레단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수시평가 실시

13
강의주제: 인물과 작품으로 본 현대무용의 발전

강의목표: 초기 현대무용의 형성 및 발전을 살펴보고 대표인물과 그들의 대표

작을 감상, 연구하여 기술할 수 있다.  

14
강의주제: 최근 춤의 동향

강의목표: 최근 현대무용과 발레의 동향을 조사하여 이해하고 무용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정의하고 정리할 수 있다.

기말고사 공지

15 기     말     고     사 과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