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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History

1. 교육 목표 

미술사학 전공의 일차적 교육 목표는 한국 전통미술 및 근현대미술의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민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문화가 세계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구명하는 데 있다. 나아가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의 상호 관계, 그리고 

미래 문화의 방향을 예측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양 문화권의 미술사는 물론, 서양 

미술사의 큰 흐름을 이해해야 하므로 폭넓고 깊이 있는 미술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미술사는 그 본질상 

역사, 철학, 종교, 문학, 음악, 민속 등 여러 인접 학문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 지식의 

기반을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접 학문 분야의 과목을 수강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미술사의 심층적 연구는 일반 국민들이나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필수 불가결한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과 

직결된다. 수준 높은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기획에 대비하는 다각적 교육 기능도 겸한다.

2. 교육 중점 

- 한국 미술사의 각 분야를 망라하는 심도 있는 강의를 한다.

- 한국 미술사와 동서양 미술사를 비교 연구한다.

- 해외 박물관 및 미술관 특별전, 신간 논저들을 통하여 해외 미술사 연구동향을 수시로 점검한다.

- 국내 전시의 탐방이나 특별전 도록을 통하여 미래의 전시기록 훈련을 도모한다.

- 한국의 전통현대 미술을 통한 국가적 이미지 제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



3. 교과과정표 
구  분

교  과  목  명
국 문 영 문

학제간과목
(0) 　

일
반
전
공

과
목

원전 자료 해독 
능력 배양 
교과목
(3)

서화사료강독 Reading and Research on Korea Art Historical Sources

동양서화론Ⅰ Theories of Calligraphy and Painting in China and KoreaⅠ

동양서화론Ⅱ Theories of Calligraphy and Painting in China and KoreaⅡ

전공 이론 
심화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

(28)

조선시대회화사연구Ⅰ History of Painting in Joseon PeriodⅠ
조선시대회화사연구Ⅱ History of Painting in Joseon PeriodⅡ
중국회화사연구Ⅰ History of Chinese PaintingⅠ
중국회화사연구Ⅱ History of Chinese PaintingⅡ
한국서예사연구 History of Korean Calligraphy
조선시대서예사연구 History of Calligraphy in the Joseon Period
중국서예사연구Ⅰ History of Chinese CalligraphyⅠ
중국서예사연구Ⅱ History of Chinese CalligraphyⅡ
한국불교회화사연구 History of Korean Buddhist Painting
한국불교조각사연구Ⅰ History of Korean Buddhist SculptureⅠ
한국불교조각사연구Ⅱ History of Korean Buddhist SculptureⅡ
동양조각사연구 History of East Asian Sculpture
한국도자사연구Ⅰ History of Korean CeramicsⅠ
한국도자사연구Ⅱ History of Korean CeramicsⅡ
중국도자사연구 History of Chinese Ceramics
한국공예사연구 History of Korean Crafts
한국건축사연구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조선시대궁중미술연구 Court Arts in Joseon Dynasty
인도미술사연구 History of Indian Art
중앙아시아미술사연구 History of Central Asian Art
일본미술사연구 History of Japanese Art
미술사특강Ⅰ Topics on Art HistoryⅠ
미술사특강Ⅱ Topics on Art HistoryⅡ
미술사연습Ⅰ Seminar on Art HistoryⅠ
미술사연습Ⅱ Seminar on Art HistoryⅡ
미술사연구방법론 Methodologies in Art History
박물관학연구 Museology 
개별주제연구 Independent Study

전통의 
현대화와 미래
지향을 위한 

교과목
(5)

한국근현대회화사연구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Painting
중국근현대회화사연구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Painting
동양미술비교특론Ⅰ Comparative Studies on Oriental ArtⅠ
동양미술비교특론Ⅱ Comparative Studies on Oriental ArtⅡ
서양미술사연구 History of Western Art

현장학습과목
(2)

전시기획실습 Exhibition Planning
유적조사실습 Survey of Art Historical Remains

연구참여과목
(0)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공과목

(2)

동양미술사연구 History of Oriental Art

한국미술사연구 History of Korean Art



4. 교과내용

학제간과목

※ 개설 교과목 없음

일반전공과목_원전 자료 해독 능력 배양 교과목

서화사료강독 _ Reading and Research on Korea Art Historical Sources

서화사 연구의 일차 자료인 서적(書蹟)과 화적(畵蹟)에 관한 기초 지식을 익히는 데에 중점을 두어 강독한다.

동양서화론 I _ Theories of Calligraphy and Painting in China and Korea I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서론(書論)과 화론(畵論)을 이해하고, 이를 서예사와 회화사와 관련시켜 시대적 의미를 파악한다.

동양서화론 II _ Theories of Calligraphy and Painting in China and Korea II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서론(書論)과 화론(畵論)을 이해하고, 이를 서예사와 회화사와 관련시켜 시대적 의미를 파악한다.

일반전공과목_전공 이론 심화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

조선시대회화사연구 I _ History of Painting in Joseon Period I

조선시대 중국 화풍의 토착화 과정, 일본과의 회화 교섭, 조선 후기에 발달한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와 풍속화(風俗畵), 

중국에서 들어온 남종화풍(南宗畵風)과 서양화법(西洋畵法), 조선왕실의 행사를 묘사한 궁중기록화(宮中記錄畵)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조선시대회화사연구 II _ History of Painting in Joseon Period II

조선시대 중국 화풍의 토착화 과정, 일본과의 회화 교섭, 조선 후기에 발달한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와 풍속화(風俗畵), 

중국에서 들어온 남종화풍(南宗畵風)과 서양화법(西洋畵法), 조선왕실의 행사를 묘사한 궁중기록화(宮中記錄畵)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중국회화사연구 I _ History of Chinese Painting I

중국 회화의 기원으로부터 현대 중국 회화까지를 두 학기로 나누어 고찰한다. <중국회화사연구 I>에서는 초기부터 

원대(元代)까지의 다양한 화법과 화파, 특수 주제의 형성, 변천 과정을 역사적・문화적 배경에서 살펴본다. 



<중국회화사연구 II>에서는 명대(明代)부터 현대까지 방대한 양의 회화 유적을 통해 변천의 큰 흐름을 짚어본다. 학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제와 시대를 선정하여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 중국 회화에서는 전통 회화와의 관계, 

세계 현대 예술 조류와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중국회화사연구 II _ History of Chinese Painting II

중국 회화의 기원으로부터 현대 중국 회화까지를 두 학기로 나누어 고찰한다. <중국회화사연구 I>에서는 초기부터 

원대(元代)까지의 다양한 화법과 화파, 특수 주제의 형성, 변천 과정을 역사적・문화적 배경에서 살펴본다. 

<중국회화사연구 II>에서는 명대(明代)부터 현대까지 방대한 양의 회화 유적을 통해 변천의 큰 흐름을 짚어본다. 학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제와 시대를 선정하여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 중국 회화에서는 전통 회화와의 관계, 

세계 현대 예술 조류와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한국서예사연구 _ History of Korean Calligraphy

한국 서예의 초기 발달 과정을 금석문 및 유적을 통하여 연대순으로 고찰한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한국 서체의 형성 

과정과 발달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지금까지 서예사 연구에서 제외되어 왔던 한글 서예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조선시대서예사연구 _ History of Calligraphy in the Joseon Period

조선시대 서예사에 나타나는 여러 서파(書派)의 형성과 변모 과정, 명(明)·청대(淸代) 서풍과의 관련성, 연구 사상의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본다.

중국서예사연구 I _ History of Chinese Calligraphy I

은대(殷代)부터 당대(唐代)까지의 서체의 발달 과정과 고전 서풍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후 

송(宋)·원(元)·명(明)·청(淸)에 이르는 각 시대 서풍의 변모 과정 및 한국 서예사와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중국서예사연구 II _ History of Chinese Calligraphy II

은대(殷代)부터 당대(唐代)까지의 서체의 발달 과정과 고전 서풍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후 

송(宋)·원(元)·명(明)·청(淸)에 이르는 각 시대 서풍의 변모 과정 및 한국 서예사와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한국불교회화사연구 _ History of Korean Buddhist Painting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회화의 흐름을 개관한다. 특히 불교회화가 발달한 고려시대, 그리고 아직도 각 사찰에 

유물이 남아있는 조선 후기의 회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중국, 일본 불교회화와의 도상적(圖像的), 기법적(技法的) 비교를 

통하여 한국 불교회화의 특징을 살펴본다.

한국불교조각사연구 I _ History of Korean Buddhist Sculpture I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 조각을 역사적・교리적 배경에서 연구하고 그 양식의 변천을 살펴본다. 필요에 따라서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 불교 조각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호 관계를 살펴본다. 국내의 각 박물관, 사찰 등에 보관되어 있는 

작품들이나 노천(露天)의 불상 유적들을 실사(實査)할 기회를 최대한 갖도록 한다. <한국불교조각사연구 I>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를 다루며, <한국불교조각사연구 II>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를 다룬다.



한국불교조각사연구 II _ History of Korean Buddhist Sculpture II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 조각을 역사적・교리적 배경에서 연구하고 그 양식의 변천을 살펴본다. 필요에 따라서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 불교 조각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호 관계를 살펴본다. 국내의 각 박물관, 사찰 등에 보관되어 있는 

작품들이나 노천(露天)의 불상 유적들을 실사(實査)할 기회를 최대한 갖도록 한다. <한국불교조각사연구 I>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를 다루며, <한국불교조각사연구 II>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를 다룬다.

동양조각사연구 _ History of East Asian Sculpture

선사시대부터 19세기 말까지의 동양조각사를 불교 조각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중국 불교 조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인도의 무불상기(無佛像期)의 조각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국 불교 조각의 발달과 시대적 변천을 역사적・종교적 배경에서 

살펴본다. 또한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불교 및 힌두교 조각과의 관계 등도 고려하여 동아시아 불교 조각의 역사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한국도자사연구 I _ History of Korean Ceramics I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도자기를 중점적으로 고찰하되, 선사시대와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토기도 함께 다룬다. 

도자기의 형태, 유약, 문양, 제조 방법 등을 그것들이 생산된 각 시기의 문화적 배경에서 살펴본다. 도요지(陶窯址) 

발굴에도 가능한 한 참여한다. <한국도자사연구 I>은 고려시대까지, <한국도자사연구 II>는 이후 근대까지를 다룬다.

한국도자사연구 II _ History of Korean Ceramics II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도자기를 중점적으로 고찰하되, 선사시대와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토기도 함께 다룬다. 

도자기의 형태, 유약, 문양, 제조 방법 등을 그것들이 생산된 각 시기의 문화적 배경에서 살펴본다. 도요지(陶窯址) 

발굴에도 가능한 한 참여한다. <한국도자사연구 I>은 고려시대까지, <한국도자사연구 II>는 이후 근대까지를 다룬다.

중국도자사연구 _ History of Chinese Ceramics

선사시대부터 청말(淸末)까지의 중국 도자기의 발달,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및 일본 도자기의 발달과 상호 

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공예사연구 _ History of Korean Crafts

선사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토기와 도자기를 제외한 각종 공예를 대상으로 그 기법적 특징, 형태, 용도 등을 그것들이 

제작된 종교적・문화적 배경에서 고찰한다.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공예품, 불교 관계 금속 공예품은 물론, 유교 문화를 

배경으로 발달된 각종 공예까지 포함한다.

한국건축사연구 _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선사시대의 주거지,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목조건축 양식을 주대상으로 고찰한다. 궁궐과 사찰의 목조건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석조미술의 중요한 부분인 석탑과 부도도 포함시킨다. 각 시대의 건축양식의 특색을 찾아보고 중국 

및 일본 건축과의 비교고찰도 시도한다.



조선시대궁중미술연구 _ Court Arts in Joseon Dynasty

조선시대 국가와 왕실을 위하여 제작된 서화, 조각, 공예, 불교미술 등을 문헌과 실제 작품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 궁중 미술의 성격과 시대적 흐름을 파악해 본다.

인도미술사연구 _ History of Indian Art

중국, 한국, 일본 등 극동지역의 불교미술 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인도 미술의 발달과 그 양식적 특색을 고찰한다. 

또한 인도 조각의 동남아 전파와 각 지역의 특수 양식 발달도 아울러 검토한다.

중앙아시아미술사연구 _ History of Central Asian Art

중앙아시아, 인도, 페르시아 지역의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동서미술교섭사에 있어서의 

이 지역 미술의 특색과 위치 등을 살펴보고, 그것이 중국 및 한국 미술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일본미술사연구 _ History of Japanese Art

선사시대부터 에도(江戶)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미술의 발달 과정을 살펴본다. 각 시대의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을 

시대순으로 고찰하고,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수용하는 과정과 그것을 토대로 발전된 일본 미술 자체의 특색을 규명함으로써 

자료가 부족한 한국 고대 미술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도 기여토록 한다.

미술사특강 I _ Topics on Art History I

교수와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특정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seminar) 형식으로 진행한다.

미술사특강 II _ Topics on Art History II

교수와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특정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seminar) 형식으로 진행한다.

미술사연습 I _ Seminar on Art History I

미술사 각 분야의 연구 방법을 익히고, 미술사 내용의 전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수강자가 적극 참여하는 연습 

과목이다.

미술사연습 II _ Seminar on Art History II

미술사 각 분야의 연구 방법을 익히고, 미술사 내용의 전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수강자가 적극 참여하는 연습과 

목이다.

미술사연구방법론 _ Methodologies in Art History

미술사 분야가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말부터 현재까지의 동서양 미술사의 주요 연구 방법론을 

소개한다. 이들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미술사 연구 방법의 장단점을 평가한다. 또한 작은 주제를 

택하여 미술사 연구 논문 작성법이나 전시 도록(圖錄)의 개별 항목(catalogue entries) 작성법을 익혀본다.



박물관학연구 _ Museology 

박물관의 역사와 의미,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고 박물관의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에 대해 연구한다.

개별주제연구 _ Independent Study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특정 주제, 특히 학위논문과 관련된 분양의 심층적 연구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한 후 

개별주제연구를 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일반전공과목_전통의 현대화와 미래지향을 위한 교과목

한국근현대회화사연구 _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Painting

한일합방 이후 현대까지 회화의 다양한 현상을 살펴본다. 급격하게 밀려오는 외래 영향, 일제강점기 미술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광복 후 그 여파,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의 설치미술, 비디오 미술 등 미디어나 장르의 경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술들을 모두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중국근현대회화사연구 _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Painting

청말(淸末)부터 현대에 이르는 중국 근현대 회화사의 흐름과 유파별(流派別) 특징, 회화사조(繪畵思潮) 등을 살펴본다. 

동양미술비교특론 I _ Comparative Studies on Oriental Art I

인도·중국·일본 등 동양의 여러 나라 사이에 나타나는 미술 양식의 교류 양상을 살펴, 한국 미술사의 특질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동양미술비교특론 II _ Comparative Studies on Oriental Art II

인도·중국·일본 등 동양의 여러 나라 사이에 나타나는 미술 양식의 교류 양상을 살펴, 한국 미술사의 특질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서양미술사연구 _ History of Western Art

이 과목은 학부나 석사과정에서 서양 미술 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 한해 의무학점 외로 서양미술에 관한 

전반적인 상식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학습과목

전시기획실습 _ Exhibition Planning

특정 주제를 가지고 모의 전시를 꾸며본다. 전시의 주제 설정, 그에 맞는 전시품 선정(대여 절차 등) 전시 디자인, 전시 



도록(圖錄) 작성 등 실제 상황에 대비한 실습이다.

유적조사실습 _ Survey of Art Historical Remains

특수 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유적지 및 박물관을 답사하여 현장에서 유적 조사의 방법을 익히고 유물을 

실사하는 등 현장 조사의 능력을 배양한다.

연구참여과목

※ 개설 교과목 없음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공과목

동양미술사연구 _ History of Oriental Art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회화, 건축, 조각, 공예 미술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징, 시대별 변천 등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본다.

한국미술사연구 _ History of Korean Art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회화, 건축, 조각, 공예미술을 중심으로 한국 미술의 특징과 변천 과정을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