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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무용사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서양무용사 강의시간 3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1.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무용역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 무용사적 측면을 무용 교육 예술,민속,오락등의 관점으로 연구하여 시대적 의미와 관점

을 심도있게 고찰할 수 있다.

3. 국가별 주요 무용단과 안무가들을 선별하여 무용사적 배경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4. 직업무용수의 등장이 가지는 가치를 발견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현대무용이 생긴 배경과 주요 안무가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6. 현 시대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발표할 수 있다.

교재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재미있는 서양무용사 박경숙 공주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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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설계 및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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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인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양 무용의 전체적 흐름을 함께 토론 할 수 

있다.  

2
강의주제: 원시시대의 무용

강의목표:  원시무용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다.

3

강의주제: 고대무용

강의목표:  

고대무용을 나라별로 각 특징과 발전된 형식과 기술을 이해, 서술할 수 있다. 

4

강의주제: 중세시대의 무용

강의목표: 중세시대의 무용의 특징인 농민과 귀족무용의 특이점을 비교 구분 

설명할 수 있다. 

5

강의주제: 르네상스의 무용

강의목표: 예술의 재생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르네상스로 메디치가의 

권력으로 상업팽창으로 인해 무용 여흥의 발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6

강의주제: 궁정발레

강의목표: 현재의 극장무용 형태의 춤으로 발전하게 되고 정치적 예술로 발레

를 행하였는지 주요 인물들을 통하여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다. 

7

강의주제: 전문무용수의 등장

강의목표: 노베르의 발레 닥시옹과 무용수 마리살레, 마리까마르고에 대해 살

펴보고 이해 할 수 있다.

중간고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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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의주제: 낭만발레

강의목표: 낭만발레의 특징과 낭만주의 문학에 영향을 받은 주제들을 작품별

로 이해 할 수 있다

10

강의주제: 러시아의 고전발레

강의목표: 마리우스 프티파를 중심으로 이해하며 안무의 특징과 의상의 발전

을 작품별로 이해 할 수 있다.

11

강의주제: 신 고전무용

강의목표: 발레뤼스가 어떻게 활동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서양무용사에 미친 

영향을 이해 설명할 수 있다.

12

강의주제: 새로운 형식을 향한 첫걸음

강의목표: 기존 발끝으로 추던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용이 어떻게 탄생했

는지 인물별로 형식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설명할 수 있다. 

수시평가 실시

13

강의주제: 현대무용의 등장

강의목표: 현대무용 장르가 생기게 된 배경과 주요인물에 대하여 특이점을 비

교 구분 설명 할 수 있다.

과제 부여

14

강의주제: 형식의 변형과 총정리

강의목표: 새로운 변형을 가져온 안무가들과 작품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

전 될 방향을 토론 할 수 있다.

과제 발표,

기말고사 공지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