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업 계 획 서
15주수업
1. 강의개요
학습과정명

서양미술사

교강사명

서영희
E-mail

강의시간

금 14:00 ~ 17:00

수강대상

학점은행제

shyba@hanmail.net

2. 교육과정 수업목표
《서양미술사》는 르네상스 이후 근대에 이르는 미술의 역사를 학습하는 강좌로, 서양미술의
전개와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미술작품을 중심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해당
사회와 사상의 변천도 함께 살펴 볼 것 이다. 일반적으로 르네상스 이후 서양미술은 양식의
변화와 내용의 다양함이란 특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성과 진보 정신에 바탕을 둔 점에서
20세기 현대미술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학기 서양미술사의 수업
목표는 첫째, 고전적 근대로 불리는 르네상스미술과 그 이후 아카데미즘 미술로의 역사적 흐
름을 파악하고, 둘째, 다수의 미술 유파와 양식들이 상호 어떤 연속과 단절을 이룩했는지 이
해하며, 셋째, 현대미술로 이어지는 근대미술의 모더니스트 속성들을 간파하는데 두고자 한
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 서양미술사/ A. N. 호지/ 미진사/ 2015
부교재 : 서양미술사/ H. W. Janson & A. F. Janson/미진사/2008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차 강의(실습‧실기‧실험)
주별
시
내용
1 강의주제: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2 서양미술사 입문

강의목표:
수업오리엔테이션
ppt, 컴퓨터, 빔프로젝터
제 1 주

강의세부내용:
수업안내, 강의 목표, ‘머리말’, 6~7쪽.
3 강의 방식,
교재에 대한 설명,
서양미술사(르네상스
부터
포스트모더니즘까지)
회화를 중심으로
미술사를 설명.
1 강의주제:
2 서양미술사 개괄

수강생들의 필기구 지참
필수임을 강조
노트북과 넷북 사용 가능

ppt, 컴퓨터, 빔프로젝터

제 2 주

강의목표:
르네상스부터
근대까지의 미술사
3
강의세부내용:
중세미술사의 개요,
르네상스미술사 개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중간과제: 수업계획표에 제
시된 미술가들 중 한 명을
8~9쪽.
선택하여 작가론 기술

‘혁명 시대의 미술’,
86~87쪽.

(중간과제 작성방법 공지)

근대미술사 개요
1 강의주제:
2 전기 르네상스 미술

강의목표:
1200~1300년대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
제 3 주
3 강의세부내용: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의 미술(1250~
) 프리미티프시기,
트레첸토의 미술과
콰트로첸토의 미술,
지오토의 프레스코화
1 강의주제:
2 15세기 르네상스 미술

‘조토의 프레스코화’,
10~11쪽.
‘시에나 화가들의
장식적 우아미’,
12~13쪽.

ppt, 컴퓨터, 빔프로젝터
지오토의 벽화가 있는 교
회 건축물들 이미지와
프레스코회화 슬라이드

강의목표:
마사치오의 고전주의
미술
보티첼리의 우아미의
템페라 회화
강의세부내용: 15세기

제 4 주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들 소개, 15세기
‘조각적 입체감의
전반기의 대표화가
마사치오(마사치오의 환영’, 14-15쪽.

ppt, 컴퓨터, 빔프로젝터

3 고전주의에 나
타난 일점투시원근 ‘알레고리와 우아미’,
법과 조각적 입체감 18-19쪽.
의 환영.), 15세기 후

반기의 대표화가 보티
첼리(보티첼리의 회화
에 나타난 유연한 곡
선미와 우아미, 고전
주의 이상미의 구현.
메디치가의
15세기

후원과

이탈리아의

미술 발전)
1 강의주제:
2 전성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 1.
제 5 주
3 강의목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회화. 고전주의 회화의

‘르네상스의 천재,
소묘가이자 발명가’,
20-21쪽.

ppt, 컴퓨터, 빔프로젝터

완성과 중세 신비주의를
탈피한 과학 근본주의의
미술세계.
강의세부내용: 전성기
르네상스 이탈리아
미술계의 변화, 3대
전성기 대가들 중
레오나르도 다빈치 소개.
일대기, 예술관,
기법들.(레오나르도의
해부학, 기계공학,
건축공학 및 동식물
박물학과 연관된
회화기법들 소개.
3가지 원근법과 키아로스큐로
명암법 그리고 스푸마토기법)
1 강의주제:
2 전성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 2.
강의목표:
미켈란젤로 회화와 조각.
신플라톤주의의 예술관.

제 6 주

강의세부내용: 미켈란젤
로의 고전주의 조각들, ‘조각적 형태의
미켈란젤로의 전성기 인체들’, 22-23쪽.
3 르네상스 고전주의 회
화들-시스틴예배당의
천정화와 대제단화(고

ppt, 컴퓨터, 빔프로젝터

전주의 조각과 회화
에 나타난 역동적 인
체 묘사와 다양한 자
세. 완벽한 인간성을
표현하다.
신플라톤주의 사상
의 형상적 표현. )
1 강의주제:
2 전성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 3.
북구 르네상스 미술.

제 7 주

‘고전적인 미와 조화’,
24-25쪽.
ppt, 컴퓨터, 빔프로젝터

‘북유럽 르네상스/
1400-1600’,
28-29쪽.

강의목표:
라파엘의 회화와
3 고전주의의 완성.
북구 르네상스 미술을 ‘명료성과 자연주의’,
개괄적으로 설명.
30-31쪽.
H. 보슈부터 A.
뒤러까지의 회화들.
‘관찰과 집념’,
34-35쪽.

뒤러의 경우 유화, 수채화,
드로잉 그리고 목, 동판화
작품들 슬라이드로 감상.

강의세부내용: 라파엘
회화의 특징(라파엘의
바티칸 시기
프레스코회화들
‘독창적 환상’,
설명.) , 보슈, 반
38-39쪽.
아이크, 피터 브
뤼겔의 유화들 소개,

독일 르네상스 개창자
뒤러의 고전주의
제 8 주

1
2 중간고사
3
1 강의주제:
2 바로크 미술 1.

-문제 2항을 칠판에 게시. 시
험지 배부. 시험 진행과 감독

17·18세기 미술의
역사. 근대 Modern
Age의 미술.
강의목표:
반종교개혁의 미술
종교미술과 세속미술
제 9 주

‘바로크 시대/
1600-1700’,
44-45쪽.
‘연극성과 긴장감’,

3 강의세부내용: 근대 바 48-49쪽.

로크 미술 총개괄. 카
라밧지오의 회화(극적

ppt, 컴퓨터, 빔프로젝터
슬라이드로 카라밧지오의
회화를 감상.

‘극적인 빛과 그늘’,

인 명암대비와 뚜렷
52-53쪽.
한 형태감, 철저한 사
실주의와
자연주의
미학의 대두.
천상의 예술에서 지
상의 예술로 전환한
과정 설명.)
1 강의주제:
2 근대 바로크 미술 2.

계몽주의 사상과 미술.
강의목표:
G. 베르니니의 조각,
D. 벨라스케즈의 회화,
N. 푸생의 회화
제10 주

강의세부내용:
3 절대왕정의 확립과

ppt, 컴퓨터, 빔프로젝터

‘인간에 대한 감정’,
60-31쪽.

‘프랑스 신고전주의’,
근대 역사의 출발,
베르니니의 종교, 신화 56-57쪽.
조각/ 벨라스케즈의
바로크 회화, 풍속화.
프랑스 17세기
왕립아카데미 설립과
바로크식 고전주의
미술. 푸생의

베르니니, 벨라스케즈, 푸
생의 회화와 조각들 슬라
이드로 감상.

회화.(강한 명암대비,
찬란한 빛, 진실된
촉각적 성격의 회화.
휴머니즘 대
고전주의의
이상주의의 대립.)
1 강의주제:
2 근대 바로크 미술 3.

18세기 로코코 미술.

제11 주

강의목표:
P.-P. 루벤스의 회화.
네덜란드 렘브란트
종교회화.
18세기 귀족 취향의
3 로코코 미술 개괄

‘누드의 관능성’,
54-55쪽.
‘발가벗겨진 내면의
진실’, 62-63쪽.
‘로코코. 우아미의
시대/ 1700-1780’,
70-71쪽.

강의세부내용:
루벤스의 색채 중심의
‘프랑스의 로코코
회화. 할스, 렘브란트의
회화’, 72-73쪽.
회화. 로코코 미술의
등장.(귀족 여성들의
살롱문화의 시작.)
1 강의주제:
2 19세기 신고전주의
미술과 프랑스대혁명.

제12 주

강의목표:
유럽의 대혁명들과
절대왕정의 붕괴.
공화정의 출발과
신고전주의 미술의
등장. 주류미술로서
아카데미즘 미술의
3 전개.
강의세부내용:

신고전주의 미술.
작크-루이 다비드의
신고전주의
회화.(다비드의

‘혁명시대의 미술/
1780-1900’,
86-87쪽.
‘차갑고 명료한 색채’,
90-91쪽.

ppt, 컴퓨터, 빔프로젝터
루벤스, 할스와 렘브란트의
17세기 미술 작품들 감상.
18세기 루이15세 스타일의
장식미술들과 ‘페트 갈랑
트’ 테마의 회화작품들 감
상.

ppt, 컴퓨터, 빔프로젝터
정치와 미술의 동반관계를
보인 신고전주의 작품들
감상.

J.-A. 앵그르의
‘초상화와 누드화’,
102-103쪽.

정치적 영웅주의
역사화와 그의 제자
들의

제13 주

회화.)
1 강의주제:
2 19세기 낭만주의 미술.
개인주의와 주관주의
미학의 출현.
3
강의 목표:

‘낭만주의의 환상’,
92-93쪽.
‘’빛과 공간‘, 94-95쪽.
‘자연을 스케치한
회화’, 96-97쪽.

ppt, 컴퓨터, 빔프로젝터
낭만주의의 확산과 전개를
살펴보기 위해, 서구 각국
의 낭만주의 미술가들 작

산업혁명 이후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초한 미술가들
등장.원칙과 규범보다

품을 감상함.
제리코와 들라크르와의 회

미적 창의성을 중시한
‘신비한 풍경’,
미술.
98-99쪽.
부르주아지적 감상의
미술. Th. 제리코와 E. ‘역사와 드라마’,
들라크르아의 회화.
104-105쪽.

화들을 분석하고 설명함.
그 외 영국의 빛과 공간감
의 풍경화들 및 독일의 신
비주의적 숭고감의 풍경화

영국 컨스터블과
터어너의 풍경화.
독일 C.-D.
프리드리히의 숭고한
자연 풍경의 미학.

들을 살펴봄.

강의주제:
인상주의 미술과
1
후기인상주의 미술,
신인상주의 미술.

제14 주

‘인상주의와
후기인상주의/
1860-1900’,
112-113쪽.
‘자유로운 손놀림’,
114-115쪽.
강의목표:
E. 마네의 회화의 영향. ‘빛의 유희’,
2
카페 게르보아와 그의 116-117쪽.
‘순간의 포착’,
후배들, 모네와
118-119쪽.
르노아르 그리고
피사로의 회화.
세잔, 고갱, 반 고흐의
회화와 쇠라의 회화

ppt, 컴퓨터, 빔프로젝터
초기 인상주의 화가들이
작품들을 감상함.

강의세부내용: 실물

‘순수 형식으로서의
사생의 새로운 사실
색’, 122-123쪽.
주의의 등장을 주목.
‘고뇌에 찬 시각’,
빛의 유회, 순간의
3
128-129쪽.
포착, 순수 조형요소 ‘이국적 원시주의’,
로서 색, 이국적 원시 130-131쪽.
주의와 개인적 내면 ‘탈중심’, 132-133쪽.
의 표현. 색채 동시대
비의 의미와 색채 분
할법의 필요에 대해
설명함.
제15 주

1
2

-문제 2항을 칠판에 게시. 시

기말고사

험지 배부. 시험 진행과 감독.

3

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 제 물

출 결

기 타

합 계

40 %

40 %

10 %

10 %

0%

100 %

비

고

6. 수업 방법(강의, 토론, 실습 등) 간략히 서술식으로 작성 요망
서양미술의 역사와 각 시대별 상황에 비추에 다양한 작품을 제시하면서 시대 및 지역 구분에

대한 시각을 기를 수 있게 강의한다.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슬라이드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됨.
8. 문제해결 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