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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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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교과 교육학
1. 미술교육과 미술치료(208-103)
미술치료의 이론, 방법, 사례를 통해 미술교육에서 미술치료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 연구를 탐색, 일반 아동들의 미술지도에서 미술치료가 갖는 의미를
발견하도록 한다.
2. 시각문화와 미술교육(208-107)
미술교육에서 문화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강좌로서, 학교 교육에서 문화적 요소로서
다문화 미술교육, 급변하는 시각 문화, 미술계에서 논의되는 미술 문화, 평생 교육이나
미술관 교육 등의 학교 외 미술교육 등과 관련한 미술 교육적 이슈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미술과교육과정 이론과 실제(208-110)
미술과 교육과정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미술교육학연구(208-111)
미술교과교육학의 학문적 성격과 구조,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미술과의 내
용 체계 및 내용 영역별 분류에 따른 미술교육의 교수 ․ 학습 이론을 검토하고, 미술교
육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이론 및 현황을 분서, 연구한다.
5. 미술교육사(208-112)
미술교육의 역사적 변천을 고찰하여 현행 미술교육의 성립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나라 미술교육의 변천을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이
정립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6. 미술교육연구방법론(208-113)
질적 연구방법론의 역사, 4가지 주요 질적 연구 방법론, 미술교육에서 질적 연구의
사례 등의 고찰을 통해 미술교육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이 갖는 중요성 및 특징 등을
논의하고, 실제 미니 스터디를 진행해 봄으로써 질적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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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술영재교육(208-114)
미술영재의 특성 및 판별 방법, 국내외 미술영재 교육 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
한다.
8. 미술관교육(208-115)
미술관 교육의 역사를 통해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을 이해하고, 미술관 교육의 최근
담론을 탐색하도록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관 교육의 사례를
탐색하고, 미술관 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도록 한다.
9. 사회적이슈와 미술교육(208-116)
미술과 미술교육을 교육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에서 탐구하고 사회, 정치, 문화적
문제를 다룬 미술작품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미술과 미술교육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10. 미술치료의 실제(208-117)
초등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미술 치료 검사 도구와 진단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미술 치료 방법 및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 상담 자료로 활용할 방안을 탐색한다.
11. 다문화교육과 미술교육(208-118)
다문화교육의 정의와 역사, 교육적 가치에 대해 문헌을 통해 탐색하고 다문화를
주제로 다룬 미술작품과 미술가들에 대해 연구하고 미술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12. 미술교육에서 미술사(208-120)
미술사의 개념 및 방법론을 탐구함으로써 미술사 지도를 위한 대안적 방법을 모색
하고자 한다.
13. 현대미술 이미지 읽기(208-121)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현대 미술의 흐름을 탐색하고, 비평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를 신장시키고자 한다.
14. 아동미술표현의 해석(208-122)
인지발달이론과 기호학을 근거로 아동미술 표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론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현장에서 수집한 아동미술작품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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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술교육과 디자인적 사고(208-123)
미술 교육에서 디자인적 사고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하여 심리학, 경영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관련성을 탐구한다.
16. 미술교수법 및 교재개발연구(208-124)
미술교육에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이론을 탐색한다. 구성주의,
사회정의 미술교육, 놀이 등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 환경을 고려한 교수법 및
교재를 개발한다.
17. 페미니즘과 미술교육(208-126)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페미니즘을 탐구하고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현대 이미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페미니즘을 미술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18. 미술감상과 비평(208-127)
미술 감상과 비평 관련 이론을 탐구하고 국내 감상 교육의 현황을 짚어 본다. 이를
바탕으로 감상과 비평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실천적 자료 및 방법 개발을 모색한다.
19. 사회적 재건주의 미술교육(208-128)
사회적 재건주의의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을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미술교육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0. 미술적성과 교육(208-129)
미술 능력의 발현가능성 정도의 문제와 미술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개인의 미술학습 능력을 밝히고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의 방안을 모색
한다.
21. 미술교육 세미나 1(208-130)
미술교육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고찰하는
세미나 수업이다.
22. 미술교육 세미나 2(208-131)
미술교육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고찰하는
세미나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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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문소양함양을 위한 미술교육(208-132)
인문학에 대한 개념적 논의 및 가치 교육으로서 인문학의 필요성, 인문교육의 방향,
미술교육과 인문소양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인문소양함양(Humanity Literacy)을 위한
미술교육 구현 방향을 모색한다.
24. 기호학과 미술교육(208-133)
기호학 이론(Semiotic Theories)을 검토하고,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현대 시각 문화를
해석하며, 미술교육에서 기호학적 해석의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 교과 내용학
1. 디자인지도연구(208-204)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산업 사회의 다양한
시각 정보를 재료, 기술, 형식 등과 상호 관련시켜 디자인의 조형적, 시각적 특성을
익히도록 하며, 이를 실생활에 응용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는 미술 지도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2. 서예지도연구(208-205)
서예 일반론 및 교육론 연구(서예 변천사, 서예 교육과정 및 변천사 연구, 서예
교수 ․ 학습 방법론)를 통하여 서예 교수․학습 개선 방안을 연구하며, 서예 작품 분석
및 감상, 평가론 연구를 통하여 서예작품 제작과 평가에 대한 개선 방법을 연구하도록
한다.
3. 공예지도연구(208-206)
재료와 이를 다루는 도구의 사용 및 가공 기법에 따라 분류되는 공예를 이해하고,
초등 미술교육에 있어 다양한 공예의 종류 중 실용적 특성이 강한 섬유를 중심으로
장식적 조형 능력을 배양하며, 이를 교수․학습할 수 있는 미술 지도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4. 한국화지도연구1(208-208)
한국의 전통적 미감을 연구하여 현대의 조형 언어로 재창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기 표현능력을 배양하고, 한국미의 미적 감각을 체계화하여 미술 지도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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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화지도연구2(208-209)
한국의 전통적 미감을 바탕으로 현대의 조형 언어를 다양하게 탐색하고 창의적인
실기 표현능력을 배양하고, 한국미의 미적 감각을 체계화하여 미술지도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중점을 둔다.
6. 서양화지도연구1(208-210)
형, 색, 질감 등의 조형적 요소 및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회화적인 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미적 구성 원리에 의한 작품을 제작하고 교수 ․
학습할 수 있는 미술 지도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7. 서양화지도연구2(208-211)
서양화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탐색하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배양하여, 조형감각을
갖춘 미술지도 교사로서의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8. 조소1(208-214)
조각과 소조의 일반을 이해하고 인체 및 입체표현의 기초를 익힌다.
9. 조소2(208-215)
조각과 소조 작업을 통해 인체 및 입체표현의 확장된 기법을 익히고 작품제작과정을
체험한다.
10. 입체조형 스튜디오1(208-216)
조형언어의 입체적 표현이 가능하도록 입체조형에 필요한 조형요소와 원리를 익히고
이를 토대로 작품제작의 기초를 다진다.
11. 입체조형 스튜디오2(208-217)
입체조형을 통해 자기표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경험하고 작품제작에
적용한다.
12. 전통회화 지도연구1(208-220)
한국의 전통적 미감을 연구하여 현대의 조형 언어로 재창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기 표현능력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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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통회화 지도연구2(208-221)
한국미의 미적 감각을 체계화하여 미술 지도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14. 시간과 이야기가 있는 그림 1(208-222)
창의적 조형표현연구와 함께 현대적 표현기법 연구의 기초를 다진다.
15. 시간과 이야기가 있는 그림 2(208-223)
창의적 조형표현연구와 함께 현대적 표현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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