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용예술은 선진예술의 한 영역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용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세계무

대에서 빛날 수 있는 전문무용인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다

양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무용인재 및 이론적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 실기 실력을 겸비

한 글로벌 무용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감동을 
구현하는 능동적 무용인재
무용과는 1982년 신설 이래 이론과 실기를 병합한 통합적 무용교육을 통해 미래사

회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전문 무용인재 배출의 산실로서 자

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진예술의 한 영역인 무용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축적된 

무용 이론과 특화된 실기의 학습을 바탕으로 성장한 전인적 무용인 양성을 통해 문

화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ince 1983

DEPARTMENT OF 
DANCE

무용과

교육목표 및 

인재상

무용과는 무용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적극적인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또한 

섬세한 감성을 지닌 학생과 무용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이 준비하기에 적합

한 학과입니다. 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실기 시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전공을 

기준으로 자유로운 반주에 3분 이내의 작품을 실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용과 진학을 희망

하는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목 중에서 국어, 영어, 사회 교과목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므

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기과목이 학과과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에 평소 체력을 단련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학과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무용

관련 공연이나 활동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용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무용교육이론과정과 실기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들은 재학기간 동안 이론과 실기 수업을 통해 무용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먼

저 무용교육이론은 인체기능학,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이해,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무대분

장, 무대효과론, 무용개론, 외국무용사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이론수

업을 통해 무용의 역사뿐만 아니라 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무용공연과 관련된 깊이 있

는 지식,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식, 더불어 무용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습

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기교육과정은 전공 및 부전공 과목인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퍼토리, 바디컨디셔닝, 무용표현법, 즉흥무용워크숍, 창

작실습, 캐릭터댄스, 타악실기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들은 자신의 전공을 좀 더 심도 있게 안

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용과의 학생들은 재학 중 체

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이론과 실기실력을 고루 함양하여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는 인재로 거

듭나고 있습니다.

무용과 졸업생들의 경우 무용단 소속 무용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숙명여자대학

교 무용과의 각 전공별 무용단인 ‘순헌무용단’, ‘발레 사라방드’, ‘나는 새 현대 무용단’, ‘한국 선

교 무용단’의 입단은 물론, 무용이론을 공부하는 ‘숙명무용론연구회’에 입단하기도 합니다. 물

론 졸업생들은 학교 무용단뿐만 아니라 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국립무용단, 서울시립무

용단, 서울예술단과 같은 국내 유명 무용단과 해외 유수의 무용단에서 무용수로서 역량을 발

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의 경우 학원 강사, 초등학교 방과 후 강

사, 초등학교 특기적성 강사로 진출하거나,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 학위 취득 후 중 ·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수가 되는 경우도 많으며, 무용예술관련 분야에서 무용 평론가, 무용 비평가, 무용

의상 디자이너, 무대 연출가, 무대 분장사, 무용 치료사, 공연기획, 공연마케팅 등의 직무를 담

당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무용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입학 전 

체크 

포인트

전공수업

진로

분야

이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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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특별활동

창작 발표회 & 졸업 발표회

매년 11월 1~3학년들은 창작 발표회를, 4학년은 졸업 발표회를 하고 있어요. 각 학년별, 전공

별로 무용안무, 무대디자인, 무용의상 등 무용공연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두 직접 기획하여 

무대에 올리고 있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졸업 후 무용수, 안무가, 공연기획자, 공연제작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발레뜨망 동아리

발레뜨망은 발레를 숙명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로 학과, 교내를 비

롯하여 외부의 봉사활동으로까지 점점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답니다.

무용단

발레 사라방드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출신들로 대물림되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학부에서 닦은 전통무용의 기반 위에 대학원과 사회활동을 통해 경험한 창작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좋은 기회랍니다.

나는 새 현대무용단  1998년에 창단되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로 구성되

어 우리의 정서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깊이 있는 춤과 언어를 개발하여 현대무용을 창출하

고 있어요.

순헌무용단  2005년에 창단하여, 우리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 창작 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예술단체로, 21세기에 적합한 전통과 창작을 공존시키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해마다 새로운 작품으로 무대를 채색하여 한국예술계에 새로이 부상하고 있어요. 

숙명무용론 연구회

무용 이론 발전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1998년에 창단된 모임

으로 기독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무용이론의 재조명을 시도 · 연구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각

계각층에서 이론 강의 등 전문무용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요.

전공 준비 

학과사무실 전화 및 

홈페이지 주소

학과 사무실 위치  
진리관 304호/새빛관 B01호

전화번호

02.710.9450/ 02.6325.3124

메일주소  

cl9450@sm.ac.kr

홈페이지 주소 

http://dance.sookmyung.ac.kr

진로설계 로드맵

전공 

인기 강좌 

전공 

용어 상식 

창작이론을 기초로 창작기법과 작품구성 실습을 익히는 수업

Pilates의 역사를 통한 재활 치료로서의 Pilates Exercise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Pilates Beginner-

mat Class와 기초 해부학을 바탕으로 잘못된 무용습관과 일상생활로 비롯된 근육에 Alignment

를 주며, 근육의 바른 사용에 대해 학습 

무용의 운동미, 형식미, 구성과 처리의 아름다움, 감정 표현의 미, 감각 묘사의 미, 사상 표현의 

미 등을 고창하는 무용미학과 종합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무용교

육과 관련한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Center로 나가기 전 Warming Up으로 몸을 풀고 기본자세를 잡는 시간 

발걸음을 작게 자주 떼면서 빠르게 걷는 걸음

한 발에 두 번 디디는 걸음

Bar Work

잔걸음

겹 디딤

창작실습수업

바디컨디셔닝

수업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이해

전공 집중해부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졸업 후 현재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공연기획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정현입니

다. 제 경우에는 무용과를 다니면서 무용실기 수업뿐만 아니라 공연기획과 같은 분야도 관심 있게 공부했어요. 물론 

많은 실기수업이 개설되어 있고 무용수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다양한 실기수업을 통해 실력을 쌓고 있지만, 저는 

실기수업보다는 공연기획 쪽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용예술경영과 같은 수업을 열심히 들었답니다. 더불어 많

은 공연 및 학교 무용 콩쿨에서 스탭으로 일하면서 공연기획의 과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경험도 취업에 좋은 밑

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학부 졸업 후에는 공연예술기획 분야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교수님의 추천으로 전문무용수 지원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기획팀에서 무용수

로서의 준비보다는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렀답니다. 많은 후배들이 

무용수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이 얼마나 좁고 험난한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무용과 

학생들에게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두려워 말고 후배님들이 겪게 될 많은 경험을 자산으로 많은 분야

에 도전해보세요! 학교 전공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시야를 넓힌다면, 자신만의 ‘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윤정현(08)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숙명’을 꿈꾸는 예비 눈송이들에게

무용교육이론과정

이론 수업을 통한 무용의 역사, 무용공연, 

무용현장, 무용교육 등의 지식습득

대표 학과목  인체기능학, 통합예술교육프

로그램이해,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등

실기교육과정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학생들의 진출 희망 분야에 따른 세부전공 

및 부전공 선택

교육계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초등학교 특기적성 

강사, 학원강사,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 

학위 취득 후 중 ·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수, 

문화센터 영 · 유아원 율동교사, 유치원 ·  

초 · 중 · 고 전담교사

전문무용인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 국립무용단, 

서울시립무용단, 서울예술단, 국립국악원, 

인천 시립 · 경기 도립 무용단을 비롯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무용단의 무용수

무용예술관련

무용 평론가, 무용 비평가, 무용의상 디자

이너, 무대 연출가, 무대 분장사, 무용 치료사,  

공연기획, 공연마케팅

입학 전

학과에 적합한 학생

 ·  무용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가진 학생 

·  추상적 생각에 대한 표현을 

즐기는 학생

 · 구체적인 표현력을  

지닌 학생 

입학 전 준비

 ·  국어, 영어, 사회과목에 

대한 학습

 · 꾸준한 체력단련

 ·   무용예술분야 관련 다양한 

경험 습득

재학 중

문화예술 분야를 선도할 무용인재 양성

졸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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