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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육과

1. 학과현황

1.1 연혁

연 도 주 요 연 혁 비 고

1972년 12월 2부 대학에 미술교육과를 신설
1974년 12월 미술교육과를 2부 대학에서 문리과대학으로 소속 변경
1975년 12월 미술교육과의 조소실 준공
1977년 2월 제 1회 졸업생 배출

1985년 10월
교육부로부터 종합대학승격인가를 받고 사범대학을 신설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역사교육과, 미술교육과, 가정교육과)

1986년 3월 미술교육관으로 이전
2018년 3월 현재 조형예술관으로 이전
2019년 2월 제 43회 졸업

1.2 교수진

이름 생년
출 신 교

최종학위명 전공분야
학 사 석 사 박 사

이계길 1957 한남대 홍익대 미술학석사 한국화

정경철 1960 추계예대 한남대 단국대 미술학박사
한국화,
교과교육

김성용 1969 한남대 한남대 미술학석사 조소

서재흥 1961 한남대 한남대 미술학석사 서양화

김종필 1970 한남대 한남대 동아대 미술학박사 조소

1.3 교육시설 및 설비 

연구실(개수)
실험실습실

주요설비현황 기타
명칭(유형) 개수

5

멀티 강의실 (사범대) 1
멀티미디어 시설(PC, 비디오,
DVD플레이어, 빔프로젝트)

조형예술관1층 10
멀티미디어 시설(실기실, 전자칠판,

PC)

조형예술관2층 2
멀티미디어 시설(실기실, 전자칠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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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2.1 대학이념 ․ 교육목적 ․ 교육목표 체계

2.2 교육과정 편제표

한남대학교
교 육 목 표

학과(전공) 교육목적 학과(전공) 교육목표 전공교과목(명)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성인 양성

훌륭한 인성과 지식을
갖춘 유능한 교사 양
성

교직 및 미술전공과목
등을 통한 교육자적 전
문 지식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교육자를 양성

입체조형, 기초조소, 기초한국화Ⅰ・Ⅱ, 기초
서양화Ⅰ・Ⅱ, 채묵화실기Ⅰ・Ⅱ・Ⅲ・Ⅳ, 조
소표현기법, 조형실기Ⅰ・Ⅱ, 입체미술공간표
혐, 창작실기Ⅰ・Ⅱ・Ⅲ・Ⅳ, 미술해부학실기,
인체소묘Ⅰ・Ⅱ, 수채화, 소묘, 한국화, 서양
화, 조소, 디자인, 공예, 영상, 판화, 색채학,
서예

시대를 선도하
는 창의적 전
문인 양성

전공 능력을 갖춘 창
의융합적 작가 양성

미술이란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표현능
력을 갖춘 창의적 지도
자를 양성

현대미술론, 미술사(동양), 미술사(서양), 미
술사(한국), 아동미술론Ⅰ・Ⅱ

국가와 지역사
회 발전에 봉
사하는 지도자
양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
여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가를 양성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
로 사회에 봉사하는 참
인재를 양성한다.

미술교과교재및연구법, 미술교과논리및논술,
미술교과교육론, 미술교과교육특강, 미술교과
교수법,

대 학
창학이념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학의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영
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
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적

진리ㆍ자유ㆍ봉사의 기독교 정신 아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
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및 교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표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
성인 양성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
인 양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
하는 지도자 양성

⇩
학과(전공)

교육목적
훌륭한 인성과 지식을 갖춘 유
능한 교사 양성

전공 능력을 갖춘 창의융합적
적 작가 양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대
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

학과(전공)

교육목표

교직 및 미술전공과목
등을 통한 교육자적
전문 지식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교육자
를 양성

미술이란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표현
능력을 갖춘 창의적
지도자를 양성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
는 전문가를 양성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
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참 인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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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과(전공)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2.4 미술교육과 교육과정 편성표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졸업
최저
이수
학점

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계열
기초 계 부

전공 교직

사범 미술교육과 18 48 66 21 7 - 28 - 22 127

학년 학기
전공기초 전공일반

전공필수 학-강-실 전공필수 학-강-실 전공선택 학-강-실

1

1

수채화

소묘

미술사(동양)

현대미술론

2-1-2

2-1-2

2-2-0

2-2-0

2
기초한국화Ⅰ ○코

입체조형 ○코

2-1-2

2-1-2
기초서양화Ⅰ ○코 2-1-2

서예

미술교과교육특강

미술사(한국)

2-1-2

2-2-0

2-2-0

2

1 미술교과교육론 3-3-0

디자인

기초한국화Ⅱ

기초서양화Ⅱ

기초조소

2-1-2

2-1-2

2-1-2

2-1-2

2
미술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한국화

조소

3-3-0

2-1-2

2-1-2

미술해부학실기

서양화

2-1-2

2-1-2

3

1 미술교과논리및논술 2-2-0

채묵화실기Ⅰ

채색화Ⅰ

창작실기Ⅰ

형상기법Ⅰ

조소실기Ⅰ

소조Ⅰ

미술사(서양)

2-1-2

2-1-2

2-1-2

2-1-2

2-1-2

2-1-2

2-2-0

2

채묵화실기Ⅱ

채색화Ⅱ

창작실기Ⅱ

형상기법Ⅱ

조소실기Ⅱ

소조Ⅱ

아동미술론Ⅰ

영상

미술교육종합설계Ⅰ

2-1-2

2-1-2

2-1-2

2-1-2

2-1-2

2-1-2

2-2-0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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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전공기초 전공일반

전공필수 학-강-실 전공필수 학-강-실 전공선택 학-강-실

4

1

채묵화실기Ⅲ

채 색 화Ⅲ

창작실기Ⅲ

형상기법Ⅲ

조소실기Ⅲ

소조Ⅲ

판화

미술교과교수법

아동미술론Ⅱ

인체소묘Ⅰ

3-2-2

3-2-2

3-2-2

3-2-2

3-2-2

3-2-2

2-1-2

2-2-0

2-1-2

2-1-2

2

채・묵화실기Ⅳ○코

창작실기Ⅳ○코

조소실기Ⅳ○코

색채학

공예

인체소묘Ⅱ

미술교육종합설계Ⅱ

3-2-2

3-2-2

3-2-2

2-1-2

2-1-2

2-1-2

3-2-2

계 4-2-4 14-11-6 103-64-78

총 편성 학점 121-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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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전공

다전공

항목 입학년도 1전공 2전공

전공
이수
학점

2013

66학점
(교육학과는 교직이론 중복인정
과목 포함 전공 72학점이수)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2011입학자부터 4과목이상 

지정한 학과는 모두이수)

50학점
(교과교육영역 11학점 포함)

50학점
(교과교육영역 11학점 포함)

교직이수학점
전과목(11과목)

22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교육
봉사활동 포함)

전과목(11과목)
2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포함)
면제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필히 이수 
주전공(1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다전공(2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다
전공으로 실시 가능.

교육봉사활동 필히 이수(60시간 이상) 필히 이수(60시간 이상)
기본이수영역 21학점(7과목) 이상 21학점(7과목) 이상 21학점(7과목) 이상 

자격증
발급기준

- 전공과목 평균75점이상, 교직
과목 평균80점이상(사범대학, 교
직과정설치학과모두 적용)
- 식품영양학과:영양사면허증 
취득 

- 외국어관련학과(영문,아동,영어,
일문,프랑스어,영교)는 자격기  
준 점수에 합격해야 함.

- 공업계표시과목 산업체현장
실습 실시

- 적성․인성검사 2회 실시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지과목 평균 80점 이상
(사범대학, 교직과정설치학과모두 적용)
- 식품영양학과:영양사면허증취득 
- 외국어관련학과(영문,아동영어,일문,프랑스어,영교)는 자  
격기준 점수에 합격해야 함.

- 공업계표시과목 산업체현장실습 실시
- 적성․인성검사 2회 실시

♣ 사범대학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교직과정 일반학과는 2014학년도에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적용(선발년도 기준으로적용)

♣ 연계전공도 다전공 이수와 같이 학점 이수하면 됨.
♣ 전공학점 이수 시 유치원, 중등 교원자격증 대상 학과만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이수함.
♣ 교육학과 주전공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이론과목[14학점(7과목)]을 중복인정할 경우           

전공14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영역 과목중 ‘기타교과교육과목’을 추가 지정한 학과는                    

‘기타교과교육과목’도 이수하여야 함.

2.5  교직이수 기준 및 기본이수과목 현황

  1. 교직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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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공)

입학

년도

표시

과목

교과부고시
본교지정 교과목명 구분 대체과목 비 고

기본이수과목(분야)

미술

교육과
2019 미술

미술교육론 미술교과교육론 전공

21학점

(7과목)

이상

이수

현대미술론 현대미술론 전공

소묘 소묘 전공

색채학 색채학 전공

한국화 한국화 전공

서양화 서양화 전공

조소 조소 전공

디자인 디자인 전공

판화 판화 전공

서예 서예 전공

영상 영상 전공

공예 공예 전공

미술사

미술사(한국) 전공
*개설된 3개(한국,동
양,서양미술사)를 
모두 이수했을 시 
해당과목(미술사)을
인정함

미술사(동양)

미술사(서양)

  2. 기본이수과목표(2019학년도 입학자적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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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23914  입체조형                         2-1-2

3Dimensional modeling
입체조형의 기본 요소인 선, 면, 양, 공간 등의 조형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공간 구성을 통해 변화
와 통일, 대비, 리듬, 균형 등의 조형의 원리들을 작업
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재료의 특성과 사용 방법
을 배워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3990  기초한국화Ⅰ 2-1-2

Basic Korean PaintingⅠ
기초한국화 전반에 걸친 연구와 실습을 통하여 우리
미술의 조형적인 특징을 추구함에 목적을 둔다. 동양화
의 전통적인 기법에서 현대적인 기법에 이르기까지 강
의하고 여러 작품을 비교 토론하면서 실기위주의 수업
을 진행하여 개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3967  기초서양화Ⅰ 2-1-2

Basic of western style PaintingⅠ
유화물감의 사용법, 그 효과 등을 익히고, 개성적 구상
표현과 창의적 표현의 기본을 터득한다. 대상의 형태,
원근감의 표현, 빛과 색채의 관계, 양감과 질감 표현능
력을 기르며 원색과 중간색 사용과 구도 및 대상에 대
한 표현력을 신장시킨다.

24077  수채화 2-1-2

Watercolor
수채화의 재료적 특성과 표현기법들을 익힘으로서 수

성물감의 보편적 특징을 체득하게 하고 재료의 적용과

표현을 위한 기본적 감각을 익힌다. 주제를 선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화면의 구성과 효과적인 처리방법

등을 연구함으로서 자신의 조형의지를 실현하는데 필요

한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자연물과 인공물, 실내외 풍

경 및 인물 표현 등을 통해 각 대상이 가진 특성을 이

해하도록 한다.

24076  소묘 2-1-2

Drawing

사물의 형태, 동세, 질감, 양감 등을 이해함으로서 시각

적 표현 방식의 기본을 익히고, 선묘를 통한 다양한 표

현 기법 속에 자신의 개성적 감성이 발현 되도록 한다.

아울러 전체와 부분의 구조적 연결 관계, 명암에 대한

이해와 표현, 변화와 통일을 중심으로 한 조형의 원리

등을 연구함으로서 사물을 표현하고 구성하는데 필요한

조형의식을 기른다.

23961  미술사(동양)                  2-2-0

History of Art(Asian)
동양 미술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각 나라별 미술의 특

징과 정신을 알아봄으로서 우리나라 미술의 정체성을

알아낸다. 회화, 조각, 도자, 서예 등의 나라별 발전 과

정과 각국 간의 상호 연결 관계를 살펴본다. 서양미술

과의 양식적 비교를 통해 동양미술의 정신성과 양식적

특이성을 연구한다.

21325  미술교과교육특강 2-2-0

Special lecture in Art Education
미술교과 및 미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체계를 이
해할 수 있다. 즉 미술교육의 목적, 교육과정, 교재의
연구, 평가와 교사의 역할 등 미술교육의 전반적인 과
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한다.

23983  서예 2-1-2

Calligraphy
전통적인 서체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기초적인 운필을

연마하고 각 서체의 형식을 터득한다. 전서, 예서, 행서,

초서 등 각 서체의 조형성을 파악하며, 체법의 종류 및

체법 획 체본 받기, 실기연습을 하고 아울러 중등학교,

서예교육 이론과 학습지도, 작품제작 등 서예 교육방법

을 연구한다.

24071  기초서양화Ⅱ 2-1-2

Basic of western style PaintingⅡ
유화를 통한 대상 표현을 함에 있어서 사물을 대하는

자신만의 관점을 갖도록 한다. 전통적 사실주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뿐 만 아니라, 과장과 생략을 통하
여 자신의 조형적 의지를 반영한 창의적 작품을 제작
한다. 서양화의 전통적인 기법에서 현대적인 기법에 이
르는 다양한 조형의식을 소개한다. 제작된 작품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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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함으로서 자신의 작업의도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
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4068  기초한국화Ⅱ 2-1-2

Basic Korean PaintingⅡ

기초한국화Ⅰ에서 체득한 여러 가지 표현 양식을 종합

적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조형적인 선과 표현양식과의

연계성을 통하여 작품을 제작함에 목적을 둔다. 실제

수묵 작업 및 작품시범의 이론적 설명으로 반복적 작업

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및 실물 스케치를 강조한

다.

24070  기초조소 2-1-2

Basic Clay Sculpture

조소의 개념을 알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초 역량을

함양하는 교과목이다. 소조 기법으로 인체 두 상을 만

듦으로써 해부학적 골격과 근육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

게 하고, 사실적 기법으로 대상의 특징과 표정을 창의

적으로 묘사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점토의 재질감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형을 제작하고 다시 2

차 석고성형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조소의

전반적 진행과정을 알고 작품에 적용할 수 있다.

24487  미술해부학실기 2-1-2

Practice in Art Anatomy

인체나 동물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고 미술에 적용하여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목이다. 동물이나

인체의 골격, 근육을 세부적으로 익히게 하고 이를 부

분적 구조가 전체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동세를 창의적

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24108  색채학 2-1-2

Color Studies

색채의 조형적 표현에 관련된 기초이론을 공부하고 색

채실습을 통해 색이 가지는 특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

봄으로서 회화의 감상과 표현에 있어서 이론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색상, 명도, 채도와 관련된 대비효과

와 색의 감정, 지각 등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여 자신의

작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24074  한국화 2-1-2

Korean Painting

표현하고자하는 대상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과

장과 생략을 통한 변형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조형적

의지를 반영한 창의적 작품을 제작한다. 동양화의 전통

적인 기법에서 현대적인 기법에 이르는 다양한 조형의

식을 소개한다. 제작된 작품을 비교 토론함으로서 자신

의 작업의도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4072  서양화 2-1-2

Western style Painting

유화 및 여러 가지 서양화 재료의 특성과 기법을 익히

고 주제 설정, 공간개념 등 조형요소와 원리에 의하여

보편적인 시각을 키운다. 아울러 대상의 형태, 원근감,

빛과 색채의 관계, 양감과 질감 등 표현능력을 배양하

여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자기표현의 작품을 한다.

24075  조소 2-1-2

Clay Sculpture

인체작품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심미안적 역량

을 강화하는 교과목이다. 인체의 해부학적 골격과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소조기법으로 인체의 특징과 표정을

창의정으로 묘사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그리고 점토의

재질감 및 그 다양한 표현기법을 알고 응용하게 하며,

특히 가마를 사용한 2차 소성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테

라코타 작품의 진행과정을 알고 작품 제작에 적용하게

한다.

24073  디자인 2-1-2

Design

시각, 광고, 제품, 마케팅, PR, 교육 등 디자인 전 분

야에 대한 개념과 배경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실제 사

례 연구와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매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그룹별 혹은 개인별로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제작하는 작업을 한다.

22840  미술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3-0

Method of fine ar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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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의 미술교재를 분석하여 조형의 원리와 다양

한 재료에 따른 표현기법 탐구, 평면과 입체미술, 그리

고 컴퓨터 디자인 등 다변하는 미술 영역의 포괄적 지

도방법을 개발하고, 특히 감상과 현대미술의 실험적이

며 개념적인 탈장르화(Total art)된 표현분야까지 포함

한 적절한 교재의 적용과 지도법을 연구한다.

23944  채묵화실기Ⅰ    2-1-2

Korean Watercolor PaintingⅠ

한국화의 재료인 종이, 먹, 물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고 모필의 운용방법을 익혀 대상의 모사 능력을 기르

며, 전통 채・묵화를 통해 기법을 연마하고 화면의 구

성력, 표현력을 토대로 독창적인 작품의 제작이 가능하

도록 한다.

23941  형상기법Ⅰ    2-1-2

Figurative Painting I

풍경, 인물, 정물 등 표현대상의 정확한 관찰력과 표현

력을 기르고, 화면구도 및 조형능력을 통한 개성적 표

현과 독창적 사실표현의 능력을 배양한다. 대상의 실재

성과 원근법 및 색채 조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터득하며

색채 혼합 및 색상환 이론, 기본 색의 화면구성을 바탕

으로 정물사생, 풍경사생, 인물사생, 인물누드를 제작할

수 있다.

24078  소조Ⅰ    2-1-2

ModelingⅠ

사실 조각과 현대 조각 등 조각의 역사를 알고 작품에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목이다. 인체 입상의 해

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구조와 동세, 양감 등을 창의

적으로 작품에 표현하여 조형화하게 한다.

23939  채색화Ⅰ    2-1-2

Korean Colored PaintingⅠ

한국과 동양 회화사에 나타난 채색화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담채화와 진채화의 특성과 기법을 체험케 함

을 목적으로 한다.

23950  창작실기Ⅰ   2-1-2

Creative WorkⅠ

화면구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조형의 제요소를 화면 속

에 전개함에 있어서 색채의 대비와 조화, 명암의 대비

와 흐름, 색의 진출과 후퇴 등의 표현요소들을 통하여

독자적 화면구성, 창의적 내면표현, 상상력을 훈련시킨

다. 회화에 있어서 주제와 배경의 관계, 공간과 색채와

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표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다.

24079  조소실기Ⅰ   2-1-2

SculptureⅠ

현대조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알고 재

질감 표현 등의 조소적 표현기법을 학습하여 창의적으

로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심미안을 기르며, 리얼리즘

에서 순수 추상 조각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고 양, 선, 면, 공간, 색채 등 조형요소들을 이용

한 추상적 표현 방식을 익힌다.

18636  아동미술론Ⅰ    2-2-0

Juvenile art Ⅰ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표현상의 특성을 연구하고 작품

을 분석함으로서 그들의 작품을 이해하는 가운데 지도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아동에게 창의적 표현법을 지도

하여 인성 및 감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 안정된 정서

속에서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익힌다.

20465  공예    2-1-2

Industrial arts

공예는 인간의 미적체험을 통한 내면의 감성을 조형적

으로 표현하는 분야이다. 공예의 종류는 금속공예·도자

공예·목칠공예·염직공예·유리공예·옥석공예·지공예·가죽

공예·골각공예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작방법과 이론

적 내용을 연구 한다.

14022  현대미술론   2-2-0

Modern Art Theory

20세기 미술사를 통해 현대미술의 본질과 흐름을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미술작품들에 대한 발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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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미술론에 대한 시각

을 넓히고 시대에 부응되는 여러 미술론을 고찰한다.

현대미술의 현황과 문제, 발전, 현대미술의 형성과정,현

대주의의탄생,Fauvism, Expressionism, Cubism,

Orphism, Abstract, Expressionism, OpArt. Kinetic Art,

post Painterly, Abstruction 등이 다루어진다.

20800  미술교과논리및논술 2-2-0

Art logic and discourse

‘체험’· ‘표현’· ‘감상’을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하여 창

의적으로 서술하고, 그 상황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모색

하여 ‘미적 감수성’ · ‘창의적 표현 능력’ · ‘비평 능력’

· ‘미술 문화의 향수 능력과 태도’ 등을 바탕으로 창의

성을 기르는 논리 및 논술이 이루어지도록 연구 한다.

24503  채묵화실기Ⅱ   2-1-2

Korean Watercolor PaintingⅡ

전통 채・묵화의 특징과 양식을 고찰하고, 채・묵화의

표현수단을 통해서 다양한 기법을 익힌다. 한국과 동양

회화사에 나타난 채・묵화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담채화와 진채화의 특성과 기법을 체험케하여 여러 기

법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작품 제작을 할 수 있게 한다.

24500  형상기법Ⅱ   2-1-2

Figurative PaintingⅡ

표현대상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원근법적 관계를 이해

하고 사물의 시각적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통 사실주의 기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화면구

성과 표현에 따르는 조형 능력을 함양하여 독창적 사실

표현이 되도록 한다. 색채 표현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

험하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데 필요한 기법들을 탐

구한다.

24498  소조Ⅱ  2-1-2

ModelingⅡ

조소 표현기법을 학습하여 창의적인 창작 능력을 연계

하는 교과목이다. 인체를 재현적으로 표현하고 이어 변

형 및 재구성 과정에서 조형성을 구현하는 경험을 바탕

으로 구조, 양감, 운동감의 형태적 표현을 하게하며, 나

아가 재료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조소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현대 조각의 역사와 다양성을 알고

작품에 활용할 수 있는 심미안과 표현 능력을 함양한

다.

18637 아동미술론Ⅱ                           2-1-2

Juvenile art Ⅱ

아동미술의 다양한 표현기법과 이를 지도하기 위한 교

사의 창의적 사고력을 개발한다. 아동의 연령별 미술작

품을 통해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공통점과 유

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계획을 세워본다. 개인

별 현장 실기 수업을 진행해 봄으로서 실질적인 지도안

이 되도록 한다.

 

24502  채색화Ⅱ    2-1-2

Korean Colored PaintingⅡ

채색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혀나가며 창의적 작품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소재, 기법, 재료 등을 활용하여

작품제작에 임하도록 한다. 다양한 소재(동물화, 인물

화)에 대한 표현 방법들을 미술사의 흐름과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연구하여 다양한 채색화 기법을 익힌다.

24501  창작실기Ⅱ   2-1-2

Creative Work Ⅱ

대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의도적인 변형, 강조, 생

략 등을 통하여 독자적인 표현가능성을 확인한다. 재료

의 특징과, 기법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작업에 적용하

여 새로운 공간, 새로운 이미지 표출을 시도한다. 작업

과정에서 얻어지는 조형적 발상을 통해 새로운 조형개

념과 방법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24499  조소실기Ⅱ  2-1-2

SculptureⅡ

양, 선, 면, 공간, 색채 등을 표현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개성있는 추상적 표현이

되도록 한다. 현대미술의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하고 자

신의 작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표현방법의 가능성을 모

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토론함으로서 자신의 작업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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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6  영상   2-1-2

Media Art

영상의 기계적 메카니즘과 디지털 표현방법을 이론과

실기를 익힘으로써 예술 창작력을 기른다. 또한 기술적

발달과 역사적 흐름, 회화주의 영상, 영사기의 종류와

기본요소, 디지털사진촬영의 기법을 키워주고 그 기능

을 통하여 영상예술사진 촬영 및 타 작품제작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3951  채묵화실기Ⅲ   3-2-2

Korean Watercolor PaintingⅢ

채・묵화에 대한 이해와 기법을 넓혀가며 작품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제작에 필요

한 요소를 익힌다. 현대 미술사의 흐름을 사회적 현상

과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연구하여 이해하는 등 폭넓은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작품내용을 정립한다.

23963  형상기법Ⅲ  3-2-2

Figurative PaintingⅢ

다양한 표현재료 및 기법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독자적

자기 작품성격을 표출하며 독창성의 능력을 신장시킨

다. 대상의 성격과 표현기법의 선택, 새로운 가능성과의

실험적인 방법을 찾는다.

23932  소조Ⅲ   3-2-2

ModelingⅢ

조형 작품에서 내용적 의미가 지니는 중요성을 이해하

여 이를 작품에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심미안을

함양하는 교과목이다. 대상의 형태와 재료의 특성을 고

려하여 작품을 구성하고 주제와 개념으르 독창적 있게

조형화하게 한다. 그리고 현대저각 작품의 주제 의식을

이해하고 작품 표현에 적용하게 한다.

23928  채색화Ⅲ  3-2-2

Korean Colored Painting Ⅲ

채색화Ⅰ,Ⅱ를 통하여 연마한 여러 가지 실험 및 기법

들을 자기만의 표현양식으로 발전시킨다. 전통적인 기

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필요한 연구 과제를 중심으

로 강의하고 여러 작품과 비교하여 토론하며, 개별실기

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23954  창작실기Ⅲ   3-2-2

Creative Work Ⅲ

현대미술의 다양성, 특수성을 고찰하여 작품제작에 적

용하고 각자의 경험 내용을 토대로 독자적인 조형관을

확립하도록 한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고

에스키스 및 제작과정을 통한 창의적 표현방법을 연구

한다.

23935  조소실기Ⅲ   3-2-2

SculptureⅢ

현대 조각에 쓰이는 다양한 재료들을 복합적으로 활용

함으로서 재료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넓힌다. 대상의

심미학적 이해 뿐 만아니라 생태적 기능적 특성을 표현

의 대상으로 삼아 표현력과 상상력을 발휘 한다. 작업

의 컨셉을 실현하기 위한 재료 선택에서부터 작업방법

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배운다. 자신의 작업의

기본 개념과 작업의 과정, 작업의 조형적 의미 등에 관

하여 적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20563  미술교과교수법  2-2-0

Art teaching method

미술 수업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지도되

어야 하므로 교수·학습 방법의 특성을 갖추어 개성과

창의성, 학습자 중심의 자유로운 내면세계 표현, 흥미와

관심 등을 중심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직접 교수법,

반응 중심 학습법, 창의적 문제 해결법, 귀납적 사고법

등에 미술과 수업계획과 교수방법을 연구 한다.

23923  판화   2-1-2

Printmaking

판화예술이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판화의

다양한 판법과 판화예술의 조형세계를 연구함은 물론

판화기법을 이용한 회화적 표현의 가능성을 실험하도록

하며, 볼록판법, 오목판법, 평판법, 공판법 등을 익힌다.

21348  미술사(서양)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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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Art(Western)

서양미술의 각 시대별 사상적 배경과 그 작품들의 독

창성을 파악한다. 또한 미술의 제반 방법론에 대한 이

론적 접근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작업의 미술

사적 위치와 의미를 스스로 파악하고, 작가로서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찾아 나가도록 돕는다.

23922  인체소묘Ⅰ 2-1-2

Drawing of the Human FigureⅠ

인체소묘를 통해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인체의 비례와 동세를 중심으로 형태를 파악하여 인물

표현 능력을 습득한다. 단순히 묘사적 소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인체 형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는 생명력 있는 표현이 되도록 하며 창의적인

표현이 되도록 한다.

20779 미술교과교육론 3-3-0

Theory of Fine Arts Education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교사는 지식이나 기능

만을 가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전인으로

서 성장, 발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미술교육은 인간다

운 인간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

이라 할 수 있다. 미술교육을 통해 미술교육의 본질과

방향을 바로 알고, 개요를 통해 내용을 익히고, 미술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교육의 기초 원리를 응용하여 미술

과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학습지도 방법

을 연구하는데 있다.

24020  채묵화실기Ⅳ                     3-2-2

Korean Painting Ⅳ

자신의 성찰을 바탕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인 작품의 구

상을 위해 계획하여 실천한다. 소재에 따른 개성 있는

표현 방법을 개발함으로서 독창적 작품세계를 개척토록

하고 채・묵화를 통하여 구현한 기법들을 자기만의 표

현양식으로 발전시킨다. 다양한 기법을 이해하고 표현

하는데 필요한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강의하고 여러 작

품과 비교를 바탕으로 토론하며, 개별 실기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24023  창작실기Ⅳ                       3-2-2

Creative work Ⅳ

창작실기Ⅰ,Ⅱ,Ⅲ를 통하여 졸업 작품 제작을 위한 주

제를 선정하고 독창적인 표현 방법을 모색한다.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주제 와 기법을 연

구하여 개성적인 작품이 되도록 한다.

23980  조소실기Ⅳ                       3-2-2

Sculpture Ⅳ

조형작품과 공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조형

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목이다. 공간구

조를 분석하고 논리적 사고에 의한 조형질서를 학습하

며 이를 통하여 입체의 형태 및 구조를 이해하고 나아

가 심미안과 창의적 표현능력을 기른다. 특히 현대미술

에서 활용되는 입체미술의 다양한 재료와 개념을 조형

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작품 제작에 적용할 수 있게 한

다.

24062  인체소묘Ⅱ 2-1-2

Drawing of the Human FigureⅡ

인체소묘를 통해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재료의 특성에 맞추어 질감과 양감이 나타나도록 하는

표현 능력과 심미안을 습득하게 하는 교과목이다. 단순

한 인체 재현 차원을 넘어 내용적 의미를 담아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특히 인물의 표정과 포

즈를 통하여 본인이 의도하는 감정표현이 나타나도록

창의적이고도 생명력 있게 표현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24132  미술사(한국)   2-2-0

History of Art(Korean)

원시미술에서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나타난 한국 미

술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역사와 종교, 정치와

미술이 어떤 관련을 맺으며 변모하고 발전되어 왔는지

연구한다. 각 시대별 미술품들이 가지고 있는 미술사적,

미학적 가치를 작품 별로 살펴봄으로서 우리미술의 가

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폭넓은 감상이 가능 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