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계획서>

교과목명 - 서양 연극사1

담당교수 - 임연진

이메일 - 

연락처 - 

수업 진행 형태 - 강의 중심

수업 목표 - 서양 연극은 기원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2500여년의 역사를 지닌다. 그 

중 서양 연극사1 에서는 그리스 로마 연극부터 19세기 초 낭만주의 및 사실주의의 태동까

지, 연극론의 변화 및 무대, 연기 등의 양식 변화를 살펴본다. 현대 연극의 뿌리와 기초가 

되는 이 시대의 연극을 공부함으로써 서양 연극사의 기본 줄기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으며 

더불어 추후 공부하게 될 사실주의 및 여러 실험적인 형태의 근현대 연극을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한 시대의 연극은 당대 사회ㅡ 문화 및 다른 예술 사조의 흐름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언급될 것이다. 아울러, 부분적으로 동양 

연극사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 서양 서로의 연극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보다 넓은 시야를 제시하게 된다. 

주별 강의계획 

1주차 - 오리엔테이션

         전체 수업 계획과 일정 공지, 과제 안내, 교과목 개요 설명.

2주차 - 그리스 황금시대(고전시대) 연극

         그리스 연극의 발생 배경, 그리스의 정치, 문화, 사회적 배경, 그리스 연극의 실제  

         (무대장치, 대본, 연기를 비롯한 무대화의 실제)

3주차 - 헬레니즘시대, 로마 연극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연극, 당시 로마의 시대적 배경 및 로마 연극의 실제

4주차 - 중세시대 연극

         시대적 배경 및 도덕극을 비롯한 중세 연극의 실제

5주차 - 중세 연극 2(아시아 연극) 

         이 시대의 동양 연극에 대해 살펴본다(인도, 중국, 일본)

6주차 - 르네상스1(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연극)

         코메디아 델라르떼의 발생 배경 및 공연의 실제- 무대 및 극장 건축, 오페라의 탄  

         생

7주차 - 르네상스2(영국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

         시대적 배경, 극장의 종류 및 운영 방식, 세익스피어

8주차 - 르네상스3(스페인 황금시대 연극)

         시대적 배경, 종교극 및 세속극

9주차 - 중간고사

10주차 - 프랑스 신고전주의 및 17세기 후반 바로크 시대 연극

          신고전주의에 대한 이해 및 신고전주의 연극의 실제, 몰리에르

11주차 - 영국 왕정복고기 연극

12주차 - 18세기 계몽기의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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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적 배경, 18세기 드라마, 질풍노도 운동, 당시 연극의 실제.

13주차 - 19세기 연극1

          낭만주의에 대한 이해,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 연극의 대두

14주차 - 영상 자료 감상

15주차 - 정리 및 토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전체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 각 시대가 어떻게 다  

          음 시대의 연극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토의 및 토론한다.  

16주차 -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