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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생활무용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5시간 이론 / 실습 이론+실습 전화번호

학습목표

1. 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정의,필요성 및 목적,종류)을 파악하고 무용예술의 최근 현상에 대해 학습한다.

2. 21세기의 바람직한 무용교육의 방향에 대해 학습한다.

3. 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정의, 종류 특징)을 학습한다.

4.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라틴댄스 (차차차, 룸바, 자이브) 및 스탠다드 댄스(왈트, 탱고)를 연습을 통해 익히고 영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와 같이 연령대별 지도 방법에 대해 습득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교재 이채원-2019-이채원의 몸치 클리닉-크라운출판사

부록 박순자-2018-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혜민북스

성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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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차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주제

  - 무용의 일반적인 이해

2. 강의목표

  - 무용의 정의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정의(창조론,본능론,모방론,표현론,형식

론,무술 예술적측면)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Ⅱ. 무용의 일반적인 이해

   1. 무용의 정의

p42~5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대형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대형 중 ‘원형’에 대한 이해 및 

동작 습득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 대형 중 ‘원형’의 기본자세를 습

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1) 대형

p126~127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매트

3

1. 강의주제

  - 대형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대형 중 ‘스퀘어형’에 대한 이해 

및 동작 습득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 대형 중 ‘스퀘어’의 기본자세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을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1) 대형

p127~128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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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강의주제

  - 방향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방향 중 ‘LOD’에 대한 이해 및 

동작 습득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방향과 기본자세를 습득하

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2) 방향

p128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매트

5

1. 강의주제

  - 방향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방향 중 ‘반LOD’에 대한 이해 

및 동작 습득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방향과 기본자세를 습득하

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2) 방향

p128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매트

제 2 

주

1

1. 강의주제

  - 무용의 일반적인 이해

2. 강의목표

  - 무용의 필요성 및 목적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Ⅱ. 무용의 일반적인 이해

   2. 무용의 필요성 및 

목적

p53~5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방향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방향 중 ‘회전방향’ 

CCW(Counter Clock Wise)와CW(Clock 

Wise)에 대한 이해 및 기본자세 습득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방향과 기본자세를 습득하

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2) 방향

p128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3

1. 강의주제

  - 기본배열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배열에 대한 이해 및 기본자세 

습득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배열과 기본자세를 습득하

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3) 기본배열

p128~129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4

1. 강의주제

  - 스텝: 워킹(walking), 러닝스텝(running step)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스텝 중 ‘워킹’, ‘러닝스텝’에 대

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스텝인 ‘워킹’과 ‘러닝스텝’

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자세 및 동작을 습득

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4) 스텝

p129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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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5

1. 강의주제

  - 스텝: 포인트(point), 탭(tap)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스텝 중 ‘포인트’와 ‘탭’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스텝인 ‘포인트’와 ‘탭’ 동작

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자세 및 중심잡기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4) 스텝

p129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제 3 

주

1

1. 강의주제

  - 무용의 종류

2. 강의목표

  - 무용 종류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종류(일반적인 관념에서 분류, 신분별 

분류, 목적별 분류, 시대별 분류)에 대해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Ⅱ. 무용의 일반적인 이해

   3. 무용의 종류

p56~5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스텝: 크로스(cross), 크로즈(closed)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스텝 중 ‘크로스’와 ‘크로즈’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스텝인 ‘크로스’와 ‘크로즈’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자세 및 중심잡기

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4) 스텝

p129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3

1. 강의주제

  - 스텝: 힐 엔 토(heel and toe)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스텝 중 ‘힐 엔 토’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스텝인 ‘힐 엔 토’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자세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4) 스텝

p131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4

1. 강의주제

  - 스텝: 호핑(hopping), 스키핑 스텝(skipping 

step), 겔로핑 스텝(gallopping step)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스텝 중 ‘호핑’, ‘스키핑’, ‘겔로

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스텝인 ‘호핑’, ‘스키핑’, ‘겔

로핑’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자세를 습

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4) 스텝

p130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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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주제

  - 스텝: 스윙(swing)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스텝 중 ‘스윙’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스텝인 ‘스윙’ 동작을 수행

하기 위한 기본자세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4) 스텝

p130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제 4 

주

1

1. 강의주제

  - 인간과 무용의 관계

2. 강의목표

  - 무용에 대한 인식 제고

3. 강의 세부내용

  - 나 자신에게 있어 무용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현재 사회를 둘러싼 춤의 현상에 대해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Ⅲ. 무용학 강의

   1. 인간과 무용의 관계

p78~8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스텝: 스트레치(stretch)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스텝 중 ‘스트레치’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스텝인 ‘스트레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자세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4) 스텝

p131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3

1. 강의주제

  - 스텝: 킥(kick)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스텝 중 ‘킥’에 대한 이해 및 실

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스텝인 ‘킥’ 동작을 수행하

기 위한 기본자세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

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4) 스텝

p130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4

1. 강의주제

  - 스텝: 점프(jump), 립(leap)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스텝 중 ‘점프’, ‘립’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스텝인 ‘점프’와 ‘립’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자세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4) 스텝

p131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5

1. 강의주제

  - 스텝: 라운드(round)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스텝 중 ‘라운드’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4) 스텝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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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용의 기본적인 스텝인 ‘라운드’ 동작을 수

행하기 위한 기본자세를 습득하고, 동작 수

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p132

제 5 

주

1

1. 강의주제

  - 춤추는 것과 창작하는 것의 차이

2. 강의목표

  - 춤을 추는 행위와 창작의 차이점 발견

3. 강의 세부내용

  - 춤을 추는 행위와 창작의 차이점을 발견하

고, 예술행위로써의 무용으로 영역을 확대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Ⅲ. 무용학 강의

   3. 춤추는 것과 

창작하는 것의 차이

p88~8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인간과 무용의 

관계에 대하여

2

1. 강의주제

  - 회전: 피봇 턴(pivot turn), 쓰리 스텝 턴(tree 

step turn), 투우 스텝 턴(two step turn)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회전 중 ‘피봇 턴’, ‘쓰리 스텝 

턴’, ‘투우 스텝 턴’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회전인 ‘피봇 턴’, ‘쓰리 스

텝 턴’, ‘투우 스텝 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자세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

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5) 회전

p135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3

1. 강의주제

  - 동작: 보우 앤 커티시(bow and curtsey), 포

워드 앤 백(forward and back), 도-시-도

(do-si-do), 시-소(si-so)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동작 중 ‘보우 앤 커티시’, ‘포워

드 앤 백’, ‘도-시-도’, ‘시-소’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동작인 ‘보우 앤 커티시’, 

‘포워드 앤 백’, ‘도-시-도’, ‘시-소’ 동작을 수

행하기 위한 기본자세를 습득하고, 동작 수

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6) 동작

p136~137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4

1. 강의주제

  - 동작: 프로메네이드(promenade), 스퀘어 스

윙(square swing), 엘보우 싱(elbow sing)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동작 중 ‘프로메네이드’, ‘스퀘어 

스윙’, ‘엘보우 싱’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동작인 ‘프로메네이드’, ‘스

퀘어 스윙’, ‘엘보우 싱’ 동작을 수행하기 위

한 기본자세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

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6) 동작

p136~137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5

1. 강의주제

  - 동작: 라이트 앤 레프트(right and left), 그랜

드 체인(grand chain), 레이디 체인(ladies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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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아츠(arch), 바스켓(basket)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 동작 중 ‘라이트 앤 레프트’, ‘그

랜드 체인’, ‘레이디 체인’, ‘아츠’, ‘바스켓’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적인 동작인 ‘라이트 앤 레프트’, 

‘그랜드 체인’, ‘레이디 체인’, ‘아츠’, ‘바스켓’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자세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6) 동작

p137~138

제 6 

주

1

1. 강의주제

  - 무용의 예술적 가치

2. 강의목표

  - 무용예술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예술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고, 무용의 

예술적 가치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Ⅶ. 21C의 바람직한 

무용교육의 방향

   2. 무용예술의 본질과 

목적

p224~22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동작의 구성 따라하기 1

2. 강의목표

  - 신체 인지 및 움직임 모방

3. 강의 세부내용

  - 1~5주차에 학습한 동작들을 결합한 움직임 

프레이즈 모방하기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1) 대형

       (2) 방향

       (3) 기본배열

       (4) 스텝

       (5) 회전

       (6) 동작

p126~138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3

1. 강의주제

  - 동작의 구성 따라하기 2

2. 강의목표

  - 신체 인지 및 움직임 모방

3. 강의 세부내용

  - 1~5주차에 학습한 동작들을 결합한 움직임 

프레이즈 모방하기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1) 대형

       (2) 방향

       (3) 기본배열

       (4) 스텝

       (5) 회전

       (6) 동작

p126~138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4

1. 강의주제

  - 동작의 구성 따라하기 3

2. 강의목표

  - 신체 인지 및 움직임 모방

3. 강의 세부내용

  - 1~5주차에 학습한 동작들을 결합한 움직임 

프레이즈 모방하기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1) 대형

       (2) 방향

       (3) 기본배열

       (4) 스텝

       (5) 회전

       (6) 동작

p126~138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5

1. 강의주제

  - 동작의 구성 따라하기 4

2. 강의목표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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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 인지 및 움직임 모방

3. 강의 세부내용

  - 1~5주차에 학습한 동작들을 결합한 움직임 

프레이즈 모방하기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1) 대형

       (2) 방향

       (3) 기본배열

       (4) 스텝

       (5) 회전

       (6) 동작

p126~138

제 7 

주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4 중간고사 - -

5 중간고사 - -

제 8 

주

1

1. 강의주제

  - 스포츠 댄스의 종류

2. 강의목표

  - 스포츠 댄스의 종류 및 명칭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 댄스의 종류와 명칭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1 춤의 준비 단계

   1. 춤의 이해

     1) 춤의 종류

p1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무용 기본자세 1-1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자세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자세(진행 방향을 보고 서 있는 

자세)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7) 기본자세

p138~140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3

1. 강의주제

  - 무용 기본자세 1-2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자세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자세(진행 방향을 보고 서 있는 

자세)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7) 기본자세

p138~140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4

1. 강의주제

  - 무용 기본자세 2-1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자세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무용의 기본자세(서로 마주 본 자세)를 습득

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7) 기본자세

p140~142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5

1. 강의주제

  - 무용 기본자세 2-2

2. 강의목표

  - 무용의 기본자세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용의 기본자세(서로 마주 본 자세)를 습득하

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Ⅴ. 교육무용을 위한 기초 

동작의 이해

   2. 기초 동작의 이해

       (7) 기본자세

p140~142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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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제 9 

주

1

1. 강의주제

  - 라틴 댄스, 차차차

2. 강의목표

  - 라틴 댄스와 차차차의 유래, 종류 및 특징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라틴 댄스와 차차차의 유래, 종류 및 특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1) 차차차

p28~5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차차차 기본자세

2. 강의목표

  - 차차차의 기본자세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차차차의 기본적인 자세(사이드 샤세, 록 스

텝)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

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1) 차차차

p28~31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3

1. 강의주제

  - 차차차 기본동작1

2. 강의목표

  - 차차차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차차차의 기본동작(베이직 무브먼트, 뉴욕)을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

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1) 차차차

p32~39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4

1. 강의주제

  - 차차차 기본동작2

2. 강의목표

  - 차차차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차차차의 기본동작(오픈 베이직, 핸드 투 핸

드)을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

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1) 차차차

p40~47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5

1. 강의주제

  - 차차차 기본동작3

2. 강의목표

  - 차차차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차차차의 기본동작(쓰리 차차)을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1) 차차차

p48~51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룸바

2. 강의목표

  - 라틴 댄스 ‘룸바’의 유래, 종류 및 특징에 대

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룸바의 유래, 종류 및 특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2) 룸바

p58~7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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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강의주제

  - 룸바 기본자세

2. 강의목표

  - 룸바의 기본자세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룸바의 기본적인 자세(Hip Action)를 습득하

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2) 룸바

p58~59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3

1. 강의주제

  - 룸바 기본동작1

2. 강의목표

  - 룸바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룸바의 기본동작(베이직 무브먼트, 뉴욕, 핸

드 투 핸드)을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2) 룸바

p60~65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4

1. 강의주제

  - 룸바 기본동작2

2. 강의목표

  - 룸바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룸바의 기본동작(아이다, 큐반 락)을 습득하

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2) 룸바

p66~69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5

1. 강의주제

  - 룸바 기본동작3

2. 강의목표

  - 룸바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룸바의 기본동작(사이드 스텝, 쿠카라차)을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

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2) 룸바

p70~75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자이브

2. 강의목표

  - 라틴 댄스 ‘자이브’의 유래, 종류 및 특징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자이브의 유래, 종류 및 특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3) 자이브

p82~10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자이브 기본자세

2. 강의목표

  - 자이브의 기본자세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자이브의 기본적인 자세(자이브 샤세, 자이브 

락)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3) 자이브

p84~85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3

1. 강의주제

  - 자이브 기본동작1

2. 강의목표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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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이브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자이브의 기본동작(펄어웨이 락, 체인지 오브 

플레이스-라이트 투 레프트)을 습득하고, 동

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라틴댄스

     3) 자이브

p86~91

4

1. 강의주제

  - 자이브 기본동작2

2. 강의목표

  - 자이브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자이브의 기본동작(체인지 오브 플레이스-레

프트 투 라이트, 아메리칸 스핀)을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3) 자이브

p92~95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5

1. 강의주제

  - 자이브 기본동작3

2. 강의목표

  - 자이브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자이브의 기본동작(체인지 오브 핸즈 비하인

드 백, 링크)을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3) 자이브

p96~101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스탠다드 댄스, 왈츠

2. 강의목표

  - 스탠다드 댄스와 왈츠의 유래, 종류 및 특징

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탠다드 댄스와 왈츠의 유래, 종류 및 특징

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2. 스탠다드 댄스

     1) 왈츠

p108~13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왈츠의 기본자세

2. 강의목표

  - 왈츠의 기본자세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왈츠의 기본적인 자세(박스 스텝, 내추럴 턴 

1/4 턴, 리버스 턴 1/4 턴)를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2. 스탠다드 댄스

     1) 왈츠

p110~123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3

1. 강의주제

  - 왈츠의 기본동작1

2. 강의목표

  - 왈츠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왈츠의 기본동작(클로즈드 체인지)을 습득하

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2. 스탠다드 댄스

     1) 왈츠

p1124~125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4

1. 강의주제

  - 왈츠의 기본동작2

2. 강의목표

  - 왈츠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2. 스탠다드 댄스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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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 왈츠의 기본동작(내추럴 턴, 클로즈드 체인

지)을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 왈츠

p126~131

5

1. 강의주제

  - 왈츠의 기본동작3

2. 강의목표

  - 왈츠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왈츠의 기본동작(리버스 턴)을 습득하고, 동

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2. 스탠다드 댄스

     1) 왈츠

p132~135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탱고

2. 강의목표

  - 탱고의 유래, 종류 및 특징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탱고의 유래, 종류 및 특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2. 스탠다드 댄스

     2) 탱고

p140~15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무용의 기본동작과 

댄스스포츠의 

종류에 대하여

2

1. 강의주제

  - 탱고의 기본자세

2. 강의목표

  - 탱고의 기본자세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탱고의 기본적인 자세(탱고 워킹)를 습득하

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2. 스탠다드 댄스

     2) 탱고

p142~143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3

1. 강의주제

  - 탱고의 기본동작1

2. 강의목표

  - 탱고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탱고의 기본동작(투 웍, 프로그레시브 링크)

을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2. 스탠다드 댄스

     2) 탱고

p144~147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4

1. 강의주제

  - 탱고의 기본동작2

2. 강의목표

  - 탱고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탱고의 기본동작(클로즈드 프롬나드, 백 코르

테)을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2. 스탠다드 댄스

     2) 탱고

p148~151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5

1. 강의주제

  - 탱고의 기본동작3

2. 강의목표

  - 탱고의 기본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탱고의 기본동작(오븐 리버스 턴)을 습득하

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2. 스탠다드 댄스

     2) 탱고

p152~154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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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제 

14 

주

1

1. 강의주제

  - 춤의 매너

2. 강의목표

  - 스포츠 댄스의 에티켓 습득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 댄스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인지하고 

에티켓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1 춤의 준비 단계

   1. 춤의 매너

p2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차차차의 연결동작

2. 강의목표

  - 차차차의 연결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차차차의 연결동작을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1) 차차차

p28~54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3

1. 강의주제

  - 룸바의 연결동작

2. 강의목표

  - 룸바의 연결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룸바의 연결동작을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2) 룸바

p58~79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4

1. 강의주제

  - 자이브의 연결동작

2. 강의목표

  - 자이브의 연결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자이브의 연결동작을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1. 라틴댄스

     3) 자이브

p84~105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5

1. 강의주제

  - 왈츠와 탱고의 연결동작

2. 강의목표

- 왈츠와 탱고의 연결동작에 대한 이해 및 실습

3. 강의 세부내용

  - 왈츠와 탱고의 연결동작을 습득하고, 동작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이채원의 몸치 클리닉

Part 2 춤의세계 입장

   2. 스탠다드 댄스

p108~157

- 실습 : 무용홀, 

벽면거울, 댄스슈즈

제 

15 

주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4 기말고사 - -

5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