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업 계 획 서
1. 강의개요
학습과정명

수묵화Ⅱ

교강사명

안석준
E-mail

강의시간

화 11:00 ~ 16:00

수강대상

학점은행제

y308779
@naver.com

2. 교육과정 수업목표
본 수업의 목표는 수묵화의 다양한 기법을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실제 작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있다. 수묵화의 역사를 중국과 조선시대의 영향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재료가 갖는 특성도 함께
익혀 수묵화의 전반적인 기법과 특성을 실기를 통하여

현대적 조형감각을 익히는데 있다. 수묵화의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개발하고 특히 개인의 다양한 삶 속에 내제되어 있는 여가 가지 소재와 이야
기를 화면위에 풀어낼 수 있도록 한다.
이 과목은 수묵화와 그 재료의 전반적인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수묵화가 가지
는 기본적인 조형감각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양한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재와
이야기들을 화면위에 풀어내어 개인의 표현영역을 넓히는데 수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작품의 주
제를 자신을 둘러싼 공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기 내면과 환경에 대한 성찰을 미적 언어로 표현하
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개성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합
니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 수묵화/ 서제섭/ 형설/ 2006
부교재 : 수묵화교실/ 심문선/ 미진사/ 1996
사군자묘법/ 송원서예연구회/ 법문북스/ 2011
주교재 : 동양화의 이해/ 진조복/ 시각과 언어/ 1995
부교재 : 테마현대미술노트/ 진 로버트슨/ 두성북스/ 2010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장파/ 푸른숲/ 1999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오전)
주별

차시
1

제 1 주
2
1
제 2 주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강의주제: 수묵화 이론
강의목표: 중국의 수묵화 역사와 조선시대 비교
강의세부내용: 수묵화- 역사 및 지료 이해
수업방법: 강의
강의주제: 수묵화 실기1
강의목표: 산수화-선묘연구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학습자료:

수묵화

pp.10-33,

개인자료
기자재: 빔프로젝터

체본을 통한 학습

강의세부내용: 나무실기를 통하여 선묘법을 익 준비물: 종이, 붓, 벼루, 접시,
2

힌다

연필, 지우개

수업방법: 강의 및 실기
강의주제: 수묵화실기2
1

강의목표: 산수화에서 쓰이는 다양한 선묘연구나무

제 3 주

강의세부내용: 나무를 주제로 한 채본 및 실습
2

을 통한 선묘법의 학습

체본을 통한 학습
준비물: 종이, 붓, 벼루, 접시,
연필, 지우개

수업방법: 강의 및 실기
1
제 4 주
2

강의주제: 수묵화실기3

체본을 통한 학습

강의목표: 산수화-선묘연구(암석)

준비물: 종이, 붓, 벼루, 접시,

강의세부내용: 암석을 통해 준법을 익힌다

연필, 지우개

수업방법: 강의 및 실기
강의주제: 수묵화실기4
1

강의목표: 산수화-선묘연구(건물)

체본을 통한 학습

강의세부내용: 건물의 구조와 명암을 구분하는 준비물: 종이, 붓, 벼루, 접시,

제 5 주
2

선묘를 연구한다

연필, 지우개

수업방법: 강의 및 실기
1
제 6 주

강의주제: 수묵화실기5
강의목표: 산수화-선묘연구(종합)

체본을 통한 학습

강의세부내용: 나무, 암석, 건물이 있는 풍경을 준비물: 종이, 붓, 벼루, 접시,
2

보고 작품화 한다

연필, 지우개

수업방법: 강의 및 실기
1
제 7 주

2

중간고사
강의주제: 수묵화실기7

1
제 8 주

강의목표: 산수화-작품구성계획

체본을 통한 학습

강의세부내용: 야외실기를 통하여 얻은 밑그림 준비물: 종이, 붓, 벼루, 접시,
2

을 바탕으로 작품구도를 만든다

연필, 지우개

수업방법: 강의 및 실기
강의주제: 수묵화실기8
1
제 9 주

강의목표: 산수화-작품제작1

체본을 통한 학습

강의세부내용: 작품구도에서 산을 중심으로 묘 준비물: 종이, 붓, 벼루, 접시,
2
1

제10 주
2

1
제11 주

사한다
수업방법: 강의 및 실기
강의주제: 수묵화실기9
강의목표: 산수화-작품제작2
강의세부내용: 산과 조화되게 나무를 배치한다
수업방법: 강의 및 실기
강의주제: 수묵화실기10
강의목표: 산수화-작품제작3

연필, 지우개

체본을 통한 학습
준비물: 종이, 붓, 벼루, 접시,
연필, 지우개

체본을 통한 학습

강의세부내용: 산밑의 건물과의 조화를 연습한 준비물: 종이, 붓, 벼루, 접시,
2

다

연필, 지우개

수업방법: 강의 및 실기
강의주제: 수묵화실기11
1
제12 주

강의목표: 산수화-작품제작3

체본을 통한 학습

강의세부내용: 산,나무,건물,등의 조화를 참작하 준비물: 종이, 붓, 벼루, 접시,
2

여 작품을 완성한다

연필, 지우개

수업방법: 강의 및 실기
강의주제: 수묵화실기12
1
제13 주

강의목표: 산수화제작4-발표 및 평가
강의세부내용: 완성된 작품을 발표하고 평가한 개인완성작품 준비

2

다
수업방법: 발표 및 평가

1
제14 주
2

강의주제: 작가 연구
강의목표: 조선시대 작가 중 선택

개인발표자료 준비

강의세부내용: 작가론을 통하여 작품을 분석하 기자재: 빔 프로젝트
고 기법과 작가의 예술관을 이해한다

수업방법: 발표 및 평가
제15 주

1
2

기말고사 작가연구2-현대수묵작가 중 선택

개인발표
빔 프로젝트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오후)
주별

차시
3

제 1 주
4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강의주제: 전통동양화의 특징과 현대동양화의 학습자료:
이해

부교재-테마

강의목표: 전통과 현대

(24-65pp)

강의주제: 공간에 대한 이해
제 2 주

강의목표: 동서양의 원근법에 대해 설명
강의세부내용: 현대동양화에서의 공간 표현
수업방법: 이론 및 실기

4
강의주제: 공간에 대한 이해
3
제 3 주

강의목표: 투시도법의 이해
강의세부내용: 3차원적인 공간을 선묘로서 표현

4

노트

강의세부내용: 현대 동양화의 이해
수업방법: 이론

3

현대미술

한다.
수업방법: 이론 및 실기
강의주제: 공간 표현하기

기자재: 빔프로젝터
학습자료:
주교재-

동양화의

이해

(37-50pp)
준비물: 종이, 붓, 먹, 벼루
나의 방, 도시 건물, 등 풍경
사진 준비
준비물: 종이, 붓, 먹, 벼루

강의목표: 나의 공간 -개인의 감성과 수묵 표
3

현

학습자료: 동시대 작가들 중

강의세부내용: 가정과 환경 그리고 사회 속에서 공간에 대한 작품 예시
제 4 주

생활하는 개인의 공간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한 준비물: 종이, 붓, 먹, 벼루, 연
다.(익숙한 공간) 각자가 속해있는 혹은 주된 필, 지우개, 채색도구
4

생활공간을 다양한 시각으로 사진으로 찍어 올
것, 다양한 에스키스준비
수업방법: 이론 및 실기
강의주제: 공간 표현하기

3

강의목표: 나의 공간 -풍경과 일상속의 소품 학습자료: 동시대 작가들 중
묘사

제 5 주

공간에 대한 작품 예시

강의세부내용: 실습 -다양한 수묵의 표정을 나 준비물: 종이, 붓, 먹, 벼루, 연
4

타내는 법 습득하기

필, 지우개, 채색도구

수업방법: 이론 및 실기
강의주제: 공간 표현하기
3
제 6 주

강의목표: 나의 공간 –색채를 통한 감성 표현

학습자료:

강의세부내용: 실습 -다양한 수묵의 표정을 나 준비물: 종이, 붓, 먹, 벼루, 연
4

타내는 법 습득하기

필, 지우개, 채색도구

수업방법: 이론 및 실기
제 7 주

3
4

중간고사- 작품 품평

포트폴리오 제작

강의주제: 공간 표현하기(2)
3

강의목표: 낯선 공간-다양한 기법 활용하여 표 학습자료: 부교재 동양과 서양
현하기

제 8 주

그리고 미학(246-278pp)

강의세부내용: 실습 – 낯선 공간 스케치한 후 준비물: 종이, 붓, 먹, 벼루, 연
4

3
제 9 주
4
3
제10 주
4

색감까지 에스키스 해보기

필, 지우개, 채색도구

수업방법: 이론 및 실기
강의주제: 공간 표현하기(2)

학습자료: 수업 후 부과

강의목표: 낯선 공간 표현하기
강의세부내용: 실습-에스키스 화판에 옮기기
수업방법: 이론 및 실기
강의주제: 공간 표현하기(2)

준비물: 종이, 붓, 먹, 벼루, 연

강의세부내용: 스케치 수묵으로 표현해보기

필, 지우개, 채색도구

강의주제: 주제의 표현
제11 주

학습자료: 과거, 현재, 미래에

강의목표: 대상의 묘사
강의세부내용: 화면을 이루는 주된 표현과 이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인식한다.

4
3
제12 주

필, 지우개, 채색도구
낯선 공간 작품 완성2

강의목표: 낯선 공간 표현하기
수업방법: 이론 및 실기

3

준비물: 종이, 붓, 먹, 벼루, 연

수업방법: 이론 및 실기

관한 에스키스
준비물: 종이, 붓, 먹, 벼루, 연
필, 지우개, 채색도구

강의주제: 주재의 표현

학습자료: 주교재 동양화의 이

강의목표: 대상의 묘사

해

강의세부내용: 실습 – 사물을 다양한 기법으로 (55-84pp)
4

표현해보기

준비물: 종이, 붓, 먹, 벼루, 연

수업방법: 이론 및 실기

필, 지우개, 채색도구

강의주제: 주재의 표현
3
제13 주

강의목표: 대상의 묘사

학습자료: 수업 후 부과

강의세부내용: 실습 – 다양한 기법의 활용을 통 준비물: 종이, 붓, 먹, 벼루, 연
4

한 작품의 완성도 올리기

필, 지우개, 채색도구

수업방법: 이론 및 실기
강의주제: 주재의 표현
3
제14 주

학습자료: 주재의 표현 작품

강의목표: 대상의 묘사
강의세부내용: 실습 – 작품의 마무리를 위한 전

4

체적 조형 및 색감의 균형 맞추기

3
4

준비물: 종이, 붓, 먹, 벼루, 연
필, 지우개, 채색도구

수업방법: 이론 및 실기
제15 주

완성3

기말고사-종합 평가 및 토론, 작품 품평

포트폴리오 제작

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 제 물

40 %

40 %

10 %

출

결

기 타

10 %

0%

합

계

비

고

100 %

6. 수업 방법(강의, 토론, 실습 등) 간략히 서술식으로 작성 요망
강의 및 체본, 실기, 토론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그동안 대상을 습관적으로 표현하여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나와 대상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것을

자신의 감성에 맞도록 화면에 드러내도록 합니다. 미술에 있어서 표현이란, 단지 대상을 잘 묘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느낌과 감정 그리고 사고를 개성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수묵화Ⅱ에서는 부족하
더라도 자신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학습자의 개인별 선호 주제나 소재를 파
악한 후 개인에 맞는 필법과 색채를 구사 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개성이 작품에 잘 표
현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작품에 학습자 자신만의 개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방향을 이
끌어 줍니다.
8. 문제해결 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학기당 1회 이상의 토론 수업을 유도하여 나와 다른 생각과 표현의 객관적 이해를 공유하고자 합니
다. 특히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토론 수업은 학습자의 작품 세계 형성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
니라 수업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학습자가 향후 작가로서 활동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수업과 현 동양화의 흐름을 체험
할 수 있도록 미술관 관람 등 야외수업을 병행합니다. 전시회 등을 통해 동서양의 작품들을 폭넓게
감상하며, 야외스케치를 통하여 자연을 그림으로 옮기는 법을 익힙니다. 실기 시범을 보여 기법을 눈
으로 익히고 이를 모사 해봄으로써 작품을 보는 눈높이를 높이는 동시에 작품에 이를 응용 할 수 있
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수묵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재료 및 신선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이끌어 전
통을 바탕으로 하지만 좀 더 현대적인 수묵화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