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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2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한국무용2 강의시간 5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1. 한국무용의 역사와 개념 그리고 한국무용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2. 한국무용의 기본 움직임인 상체, 하체 동작의 기본 사위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3. 한국무용의 기본요소로 구성된 전통무용 작품인 승무의 기본 원리와 기본장단, 춤사위

를 익혀 표현할 수 있다. 

4. 승무의 장단변화에 따른 이해와 춤사위를 학습하며 다양한 장단과 발디딤새, 장삼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5. 동양사상인 음양의 이치와 정중동(靜中動)에 부합한 한국무용의 호흡법의 기초의 틀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

6. 한국무용을 통해 호흡법과 리듬감, 표현의 발전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교재

주교재1 : 한성준-한영숙류 전통춤 승무. 민속원. 정승희(2010)

주교재2 : 한국 전통무용의 새로운 지평. 한국학술정보. 황경숙(2005)

주교재3 : 창작무용과 민속무용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배수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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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15주간  학습할 내용을 인지하고 한국 

전통무용의 개념과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2

강의주제: 한국무용 상체움직임의 기본기 이해하기

강의목표: 한국무용의 기본 테크닉 중 상체움직임을 손동작과 팔동작으로 

구분하여 평사위, 들사위, 내릴사위, 올릴사위, 모을사위, 궁사위 등을 습득 

할 수 있다.

3

강의주제: 한국무용 하체움직임의 기본기 이해하기

강의목표: 한국무용의 기본 테크닉 중 하체움직임의 수행과 발동작, 걷는 

동작, 도는 동작 등을 습득 할 수 있다.

과제 부여

4

강의주제: 전통무용 승무 이해하기 

강의목표: 승무의 기초적 이해와 춤사위의 특징을 학습하여 수행할 수 있

다.

수시평가 공지

5

강의주제: 승무의 구성과 음악구성

강의목표: 승무의 구조와 음악구성을 학습하여 승무의 형태를 정확하게 인

지하여 수행할 수 있다.

수시평가 실시

6

강의주제: 한국 전통춤 승무 제1과장(1)

강의목표: 한국무용 기본요소로 구성된 승무 작품의 훈련을 통해 한국무용

의 기초를 이해하고 보다 올바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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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의주제: 한국 전통춤 승무 제1과장(2)

강의목표: 승무의 제1과장을 염불장단과 자진 염불장단에 맞춰 학습하여 

보다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중간고사 공지

8 중     간     고     사

9

강의주제: 한국 전통춤 승무 제2과장(1)

강의목표: 승무 제2과장을 타령장단에 맞춰 학습하여 보다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10

강의주제: 한국 전통춤 승무 제2과장(2)

강의목표: 승무 제2과장을 타령장단과 자진 타령장단에 맞춰 학습하며 보

다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11

강의주제: 한국 전통춤 승무 제3과장(1)

강의목표: 승무 제3과장을 굿거리장단에 맞춰 학습하여 보다 정확한 동작

을 수행할 수 있다.

12

강의주제: 한국 전통춤 승무 제3과장(2)

강의목표: 승무 제3과장을 굿거리장단과 자진 굿거리장단에 맞춰 학습하며 

보다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13

강의주제: 한국 전통춤 승무 제4과장

강의목표: 승무 제4과장을 굿거리장단에 맞춰 학습하여 보다 정확한 동작

을 수행할 수 있다.

과제 제출

14

강의주제: 한국 전통춤 승무 제5과장

강의목표: 승무 제5과장을 굿거리장단에 맞춰 학습하여 보다 정확한 동작

을 수행할 수 있다.

기말고사 공지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