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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창작워크숍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한국무용창작워크숍 강의시간 5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1. 한국무용의 이론을 바탕으로 무용의 기초적 지식과 창작 기본원리 및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

2. 무용창작과정에서 무용의 미적 요소와 즉흥에 관련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3. 창작 과정을 통해 주제와 상황에 따른 다양한 움직임을 접목하여 작품을 구상할 

수 있다.

4. 움직임과 무용구성을 이해하고 안무의 과정 학습을 통해 무대 작품 제작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5. 공연 연출의 기획과 조직법을 습득하고 실제 공연을 위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교재
주교재1 : 무용창작과 표현의 기초적 이해. 형설출판사. 김혜은·송혜순(2006)

주교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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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개별평가를 하여 15주간  학습

할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

2

강의 주제: 무용창작의 가치 재인식

강의목표: 창작의 기초적 이해와 무용창작에 있어 즉흥과 표현의 기초 이론을 

학습할 수 있다.

3

강의내용: 무용창작과 표현에 대한 예비적 이해

강의목표: 창작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과정과 기법, 묘사, 구성에 대해 

다양한 표현법을 학습할 수 있다.

4

강의내용: 창작무용의 원리

강의목표: 한국춤의 창작기본원리와 창작무용의 기본요소, 움직임의 종류, 표

현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5

강의내용: 무용 디자인의 기초적 이해 

강의목표: 작품 제작을 위한 공간 디자인, 무대세트 디자인, 의상의 실루엣 

디자인을 학습하여 작품제작 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수시평가 공지

6

강의내용: 움직임과 무용구성의 이해 

강의목표: 무용구성의 이해와 움직임의 구성, 미학적 원칙에 의한 구성원

리를 학습할 수 있다.

수시평가 실시

7

강의내용: 안무의 예비적 이해

강의목표: 안무의 접근방법과 안무의 영역을 학습하고 작품제작의 전반적을 

이해하고 토론을 할 수 있다. 

중간고사 공지

8 중     간     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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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의내용: 무용의상의 기초적 이해

강의목표: 의상의 일반적 기능과 성립과정을 학습하여 제작하는 작품에 적합

한 의상을 디자인 할 수 있다.

10
강의내용: 무대공간의 기초적 이해

강의목표: 무대공간의 개념과 활용, 무대의 형태, 장치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11

강의내용: 무대조명의 기초적 이해 

강의목표: 무용수의 무대조명에 대한 이해와 색채의 특성과 조명의 기능적 

성질을 학습할 수 있다.

12

강의내용: 무대분장의 이해

강의목표: 무대분장의 기초를 이해하고 분장의 실제적 사례를 살펴보고 공연

에 응용되는 헤어스타일을 학습할 수 있다.

13

강의내용: 무용음악의 가치 재 인식

강의목표: 무용음악의 이론적 선택방식을 탐구하며 결정요소를 학습하고 작

품에 적합한 다양한 음악을 듣고 경험할 수 있다.

14

강의내용: 무용에 있어서의 마임의 예비적 이해

강의목표: 마임의 어의와 변천과정, 표현위주의 무용과 무용에서의 마임을 

학습할 수 있다.

기말고사 공지

15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