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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공안내 및 강의과목 해설

▐ 전공선택
1. 박물관학과 박물관 교육(107-201)
박물관학의 목적, 성격,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박물관 교육의 목적, 성격, 내용 등에 대해 탐구한다. 박물관의 다양한 기능, 종류
등에 대해 탐구하며, 박물관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연구 방법을
익힌다.
2. 한국의 문화유산(107-202)
본 강좌는 한국의 고대부터 근현대 시기에 이르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히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사실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
머물지 않고 문화유산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박물관 교육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역사 탐구와 역사적 장소 탐방 교육(107-203)
박물관 교육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사 탐구 방법의 성격과 구체적 방법을 익히고,
역사적 장소의 의미 및 탐구 방법,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는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탐구한다.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며, 실제 역사 탐구 및 역사적 장소 탐방 수업
계획을 세워본다.
4. 미술관과 미술관 교육의 역사(107-204)
미술관의 기원과 구조, 문화를 이해하고 미술관의 역할과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이
변천해온 과정을 고찰한다. 과거 미술관 교육이 미술사와 미학적 관점을 중시했다면
이후 미술관 교육이 관람자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5. 서양미술사와 미술관교육(107-205)
미술관에서 미술사는 중요한 담론 중 하나이다. 서양미술사의 개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관의 전시를 이해한다.
6. 박물관 교육의 이론과 실제(107-206)
박물관을 활용한 수업 전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탐구
한다. 박물관 현장 체험 학습을 계획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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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사와 박물관 교육(107-207)
본 강좌는 해당 지역의 문화 유적과 인물을 중심으로 건립된 지역 박물관의 종류와
전시 내용을 등을 공부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박물관을 집중
탐구함으로써 지역 및 향토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의 정
체성을 확인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8. 미술관교육 교수법과 학습자 이해(107-208)
효과적인 미술관 교육을 위해서는 관람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기본적인 교수
학습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미술관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9. 미술관교육 세미나(107-209)
미술관과 미술관교육에 관한 최근 동향을 탐색하고 미술관교육 관련 주제를 정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이해를 도모한다.
10. 박물관 교육 세미나(107-211)
본 강좌의 목표는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박물관의 역사와 역할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박물관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내적 구성과 전시 기법
등을 배울 뿐 아니라 박물관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법과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장 강의나 학습에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11. 박물관과 현장 체험 학습(107-212)
본 강의는 교실 수업이나 박물관 방문에 머물지 않고 박물관과 연계된 지역이나 인물
혹은 연관 주제들을 직접 답사하거나 체험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장학습의 기술과 방법을
연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며칠간의 일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박물관을 방문하는
이외에 연관된 유물이나 유적 혹은 문화유산을 집적 체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12. 세계의 박물관과 박물관 교육(107-213)
세계의 박물관들의 박물관 구조 및 사회 문화적 기능을 이해하고, 세계 여러 나라
에서 박물관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탐구한다. 세계 주요 박물관의 전시물들에
대한 이해와 그것들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 연구한다.
13. 미술관 교육과 소통(107-214)
기획, 전시, 교육, 홍보 등의 유기적 관계는 미술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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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한다.
14. 미술관 교육의 실제(107-215)
기존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고찰하고 실제 전시와 연계하여 학생,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관람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5. 특수 박물관의 이해(107-216)
현재 한국에는 수 십 여개의 특수 박물관이 존재한다. 본 강좌는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된 박물관들의 종류와 전시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인문 사회학 분야 이외에 자연
과학 등 다양한 학문 지식을 학습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
16. 생활사와 박물관 교육(107-217)
본 강의는 한국 생활사의 다양한 분야와 내용을 박물관의 전시유물이나 유적의
내용과 연계하여 이해함으로써 한국생활사 강의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법을 개발하는데 있다. 한국사의 주요 주제들을 박물관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개발한다.
17. 미술관 교육에서 사회적 이슈(107-218)
미술관, 미술관교육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한다.
18. 미술관 교육의 현황과 과제(107-221)
여러 미술관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술관 교육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최근의 이슈들을 살펴보는 강좌이다. 미술관 교육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19. 유물과 유적의 이해(107-222)
박물관 교육의 직접 소재가 되는 유물의 제작 원리와 학술적 가치를 이해하고,
유적의 위치 및 경관, 장소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유물과 유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0. 박물관 교육의 현황과 과제(107-224)
박물관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오늘날 박물관 교육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여러 연구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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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국미술사(107-225)
한국 미술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망하고, 대표적 사례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봄으로써,
한국 미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22. 미술 비평 교육(107-226)
미술 비평은 미술관과 미술관 교육의 역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미술 비평
교육에서 다양한 이론과 탐구 방법을 익혀서 다양한 미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감상 활동을 지도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도록 한다.
23. 미술관 교육 실습(107-227)
미술관 교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다양한
실천적 방법을 경험하고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4. 비형식 과학교육의 이해(107-228)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과학교육의 이해에 대하여 과학관과 자연사박물관을 중심
으로 한 과학교육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연구 장르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비형식
과학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다. 과학교육의 맥락에서 과학관, 자연사박물관 등의 연구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수업이다.
25. 과학관과 과학교육(107-229)
과학관의 전시물 및 전시 시나리오 등 과학관의 전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과학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다룬다.
26. 박물관 및 미술관 교육개론(107-230)
박물관과 미술관 교육의 역사, 이론과 실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27. 미술사와 미술관교육(107-231)
미술사는 미술관 교육의 주요 내러티브 유형 중 하나이다. 미술사의 기본적인 개념과
미술사 방법론 등의 접근을 이해하고, 미술관의 전시와 교육에서 이러한 미술사적
접근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분석적으로 탐색하도록 한다.
28. 미술관 교육 방법 탐구(107-232)
미술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술관이라는 교육환경의 특성을 활용하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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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술관 교육 교구재 개발(107-233)
미술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구재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이론을 폭넓게 탐구하고
실제 미술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구재를 탐색·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시에 기반한
미술관 교육 교구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30. 박물관 및 미술관교육 연구 방법론(107-234)
박물관과 미술관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 방법론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가지 양적 연구 방법론과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고찰하도록 한다.
31. 어린이 박물관과 미술관 교육(107-235)
어린이 미술관과 어린이 박물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국내
외 어린이 미술관과 어린이 박물관의 역사, 목적, 유형, 구성과 전시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
32. 동양미술사와 미술관 교육(107-238)
미술관에서 미술사는 중요한 담론 중 하나이다. 동양미술사의 개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관의 전시를 이해한다.
33. 박물관및미술관교육 세미나 1(107-239)
본 강좌는 박물관 미술관 교육에 대한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박물관 미술관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연구, 질적연구, 양적연구, 역사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에 기반하여 연구논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34. 박물관및미술관교육 세미나 2(107-240)
본 강좌는 다양한 연구 방법에 기반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의 틀을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다양한 분석틀을 개발하고 시행해
봄으로써, 박물관 미술관 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35. 자연사박물관에서의 교육 연구(107-241)
자연사박물관 및 과학관의 전시물과 전시 시나리오 등이 비형식과학교육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다양한 연구 방법들과 사례를 살펴보면서 자연사박물관
연구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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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연사박물관 교육의 실제(107-242)
자연사박물관과 같은 비형식교육기관에서 전시를 통해 어떻게 교육이 기획 및 논의
되는지를 살펴본다. 비형식과학교육의 정의와 논제들을 정리해보고 나아가 실질적인
자연사박물관에서의 교육의 실천적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 아울러 적용과 평가를
통하여 학문적 기반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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