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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학대
‘K-컬처’ 이끌 공연 · 예술 인재 육성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최근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고 ‘K-컬처’의 중요한 장르 중 하나인 뮤

이해하기 위한 수업부터 시작했다.

지컬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대구과학대학교가 올해 뮤지컬

특히 여러 가지 감정을 다뤄야 하는 배우의 특성을 고려해 놀이를 통

연기과를 신설해 대한민국 공연·예술을 이끌 인재 양성에 나섰다.

한 수업 방식으로 표현의 다양성을 가르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

대구과학대는 학생들이 현장 실무 중심의 다양하고 생생한 교육을 받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찰이 중요한데 학생들이 관찰

도록 국내 뮤지컬 최고 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 민우혁 씨와 모교 출신

한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통해 탄탄한 기본기를

명품 배우 고수희 씨를 1학기부터 초빙교수로 임용했다.

갖추도록 교육했다.

민 교수와 고 교수는 뮤지컬 보컬과 연기 과목을 각각 맡았다. 민 교

고 교수는 “과감하게 자신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2022~2024)

수는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예술적 역량을 계발하

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며 “이런

고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상태가 되면 학생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선정
(2022~2024)

발성과 호흡부터 뮤지컬 배우들이 실제 공연에서 내는 방법을 시범과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훈련하도록 가르쳤다. 때에 따라서는 개인

뮤지컬연기과 학생들은 전문가의 정규 수업과 특별 교육은 물론 매일

보컬 연습실에서 기본기 강화 훈련으로 진행하는 1대1 맞춤형 교육도

같이 개인 보컬 연습실과 안무 연습실에서 개별 훈련을 거듭했다.

했다.

학생들의 노력과 양질의 교육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뮤지컬연기과

민 교수는 “뮤지컬의 발성과 호흡이 다른 음악과 차이가 있는 것을 먼

학생들은 ‘2022 딤프(DIMF.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수성못 프린지’

저 이해하고 현장 스킬을 익혀야 안무와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해도

에서 뮤지컬 갈라쇼를 멋지게 공연해 딤프 관계자와 시민들로부터 아

흔들림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고 교수 역시 언제라도 무대에 올라 연기를 하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에

과 대표인 김기훈 학생은 “딤프 프린지라는 큰 무대에서 공연을 성공

2023년 대구과학대학교 수시모집안내

매진했다. 고 교수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

적으로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공연으로 전공에 대한 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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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관객을 설득하거나 몰입시키는 연기를 하기 어려운 만큼 자신을

과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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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참여대학 선정(202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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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참여대학 선정
(2022~2026)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2017~2022)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위탁교육기관 지정
(2015~2022)

인증·인가
교육부 마이스터대 전문기술석사과정(측지정보과) 인가 (2022)
교육부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2022~2024)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평가 “A등급” 획득(간호학과) (2022)
전문대학 3주기 기관평가인증 “인증” 획득(2022~2026)
대구·경북 최초 3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인증” 획득(2018~2022)
한국영양교육평가원 영양사교육과정 평가 “인증” 획득(2021~2025)
교육부 지정 “교육기부우수기관” 선정(20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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