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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무용창작워크숍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현대무용창작워크숍 강의시간 5시간 담당교수

학습목표

 1. 현대무용 창작의 이론을 바탕으로 무용의 기초적 지식과 창작 기본원리 및 표현을 학

습할 수 있다.

2. 무용창작과정에서 무용의 구성 요소와 즉흥에 관련한 기초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3. 창작 과정을 통해 무용의 안무구성요소들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른 다양한 움직임을 접

목하여 작품을 구상할 수 있다.

4. 안무의 과정 학습을 통해 무대조명, 무대공간을 이해하고, 무대작품제작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5. 공연 연출의 기획법을 습득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교재

저자명 출판연도 교재명 출판사

최청자 1993 무용교육과 안무의 이해 현대미학사

도리스 험프리
(송린 옮김) 2012 현대무용 안무론 현대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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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습할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

2

강의주제: 안무의 이해

강의목표: 주제의 선택과 요소의 연결성을 토대로 안무법을 이해하고, 안무

의 필요성과 예술성을 인지할 수 있다.   

3

강의주제: 움직임을 통한 창작

강의목표: 움직임의 다양한 유형과 움직임의 공간, 모방 등을 통하여 움직

임 창작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적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4

강의주제: 움직임의 강약

강의목표:  움직임의 시간, 공간, 무게의 관계성을 통하여 강약의 방법을 알 

수 있고, 다양한 질감의 표현을 통하여 움직임 창작의 다양성에 대하여 알 

수 있다. 

5

강의주제: 감각자극을 통한 움직임

강의목표: 신체의 근육운동을 이해하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자

극을 통한 감각인식을 이용한 표현과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감각적 표현법을 습득할 수 있다.

6

강의주제: 무용 구성

강의목표: 무용 구성에 대한 형식을 이해하고 구성요소들을 습득하여 무용

구성단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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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의주제: 동작분석의 기능

강의목표: 동작의 질감, 긴강과 기교, 리듬감 등을 이용한 무용의 기교성과 

동작을 통한 의미전달과 표현을 이용하여 안무계획을 구성하고 그로 인해 

안무의 과정을 습득할 수 있다.

중간고사 공지

8 중간고사

9

강의주제: 즉흥무용

강의목표: 즉흥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즉흥을 통한 움직임 표현과 그 창

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10

강의주제: 즉흥무용을 이용한 창작

강의목표: 즉흥적 이미지 상상력과 그 표현을 위한 리듬감, 신체를 이용하

여 개인적 즉흥안무를 습득하고, 모방하거나 능동과 수동적인 즉흥, 시간과 

공간의 이미지적 즉흥을 통하여 즉흥안무의 창작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11

강의주제: 무용과 마임

강의목표: 마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마임표현을 이용하여 무

용과 접목시켜 응용할 줄 안다. 

12

강의주제: 무용과 조명

강의목표: 조명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빛의 강도와 색깔에 대한 특성

을 이해하고, 움직임 각도에 따른 조명의 다양성을 습득할 수 있다.

수시평가 공지,

과제 부여

13

강의주제: 무용제작

강의목표: 무용공연의 기획, 프로그램 제작, 무용공연의 진행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수시평가 실시,

과제 제출

14

강의주제: 프로그램

강의목표: 무용프로그램에 대한 시간요소, 내용범위, 프로그램 편성, 리허설 

진행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이해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해 봄으로써 

공연프로그램 제작을 습득할 수 있다. 

15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