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자과정 강의시간표 

(5-1)
요일 전공명 

1-2교시(18:30-19:50) 3-4교시(20:00-21:20) 
주차  날짜 교과목 담당교수 강의실 주차 교과목 담당교수 강의실 

월
화예실내조경교육

1 9//7 화예개론 김명선

청608

1 화예개론 김명선

청608

2 9/14 세계의 정원 이야기 김명선 2 세계의 정원 이야기 김명선
3 9/21 정원 설계 과정 우리집 정원 계획 김명선 3 정원 설계 과정 우리집 정원 계획 김명선
4 9/28 실내.외 그린인테리어(국내) 이윤정 4 실내.외 그린인테리어(국내) 이윤정
5 10/5 정원수목의 이해 곽남현 5 정원수목의 이해 곽남현
6 10/12 실내.외 인테리어 시공 사례(해외) 이윤정 6 실내.외 인테리어 시공 사례(해외) 이윤정
7 10/19 프렌치플라워 데코레이션 박경순 7 프렌치플라워 데코레이션 박경순
8 10/26 프렌치 스타일 파티장식 박경순 8 프렌치 스타일 파티장식 박경순
9 11/2 도시농업의 매력과 가치(특강) 송정섭 9 도시농업의 매력과 가치(특강) 송정섭
10 11/9 주택 정원 사례(특강) 송정섭 10 주택 정원 사례(특강) 송정섭
11 11/16 정원식물 유지관리론 곽남현 11 정원식물 유지관리론 곽남현
12 11/23 화예와 색채, 스케치 정현숙 12 화예와 색채, 스케치 정현숙
13 11/30 화예조형 실습 정현숙 13 화예조형 실습 정현숙
14 12/7 특강 김명선 14 특강 김명선
15 12/14 화예.실내조경 Seminar 김명선 15 화예.실내조경 Seminar 김명선
16 12/21 화예 평가 김명선 화예 평가 김명선

수
예술문화진로교육

1 10/7 예술문화진로교육사 이해 김정은

청619

1 입학식 및 개강식 심영옥

청619

2 10/14 미술관련 진로와 진학 이해 이은미 2 미술관련 진로와 진학 이해 김은경
3 10/21 미술치료 분야 직업인의 역할과 기능 황민순 3 미술치료 분야 직업인의 역할과 기능 황민순
4 10/24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진선미 4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진선미
5 10/28 미술관  분야 직업 이해 김별다비 5 미술관  분야 직업 이해 김별다비

6 11/4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박은경 6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박은경
7 11/7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심효진 체험수업 7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심효진 체험수업

8 11/11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한호
청619

8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한호
청619

9 11/18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박규택 9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박규택
10 11/21 미술관  분야 직업 이해 서민진 체험수업 10 미술관  분야 직업 이해 서민진 체험수업

11 11/25 예술․문화 산업 분야 직업 이해 이경화
청619

11 예술․문화 산업 분야 직업 이해 이경화
청619

12 12/2 예술․문화 산업 분야 직업 이해 엄정호 12 예술․문화 산업 분야 직업 이해 엄정호
13 12/5 예술․문화를 활용한 직업 김은숙 현장실습 13 예술․문화를 활용한 직업 김은숙 현장실습

14 12/9 예술․문화 산업 분야 직업 이해 심은보 청619 14 예술․문화 산업 분야 직업 이해 심은보
청619

15 12/12 비즈니스 기획 및 실행 전략 김혜원
현장실습

15 비즈니스 기획 및 실행 전략 김혜원
16 12/19 임상 수업(학교 또는 기관 탐방) 심영옥 16 임상 수업(학교 또는 기관 탐방) 심영옥 현장실습



(5-2)
요일 전공명 

1-2교시(18:30-19:50) 3-4교시(20:00-21:20) 
주차  날짜 교과목 담당교수 강의실 주차 교과목 담당교수 강의실 

목

유화·수채화실기교육

1 9/3 OT 김영철

청714

1 OT 김영철

청714

2 9/10 미술의 이해 김용권 2 미술의 이해 김용권
3 9/17 기초 드로잉 김영철 3 기초 드로잉 김영철
4 9/24 판화 실기 김선화 4 판화 실기 김선화
5 10/8 미술사 발표 김용권 5 미술사 발표 김용권
6 10/15 조형 실기 한호중 6 조형 실기 한호중
7 10/22 야외스케치 및 특강 한호중 7 야외스케치 및 특강 한호중
8 10/29 미술 감상(특강) 김영철 8 미술 감상(특강) 김영철
9 11/5 드로잉(여자모델) 김영철 9 드로잉(여자모델) 김영철
10 11/12 드로잉(남자모델) 조안석 10 드로잉(남자모델) 조안석
11 11/19 드로잉(정물) 조안석 11 드로잉(정물) 조안석
12 11/26 유화(정물) 정찬균 12 유화(정물) 정찬균
13 12/3 유화(정물) 정찬균 13 유화(정물) 정찬균
14 12/10 수채화(풍경) 김영철 14 수채화(풍경) 김영철
15 12/17 풍경(유화,수채화) 김영철 15 풍경(유화,수채화) 김영철
16 12/24 작품 감상 김영철 16 작품 감상 김영철

서예문인화교육

1 9/3 동양문화와 서화
(학사안내) 김찬호

청704

1 동양문화와 서화
(학사안내) 김찬호

청704

2 9/10 동양문화와 서화 김찬호 2 동양문화와 서화 김찬호
3 9/17 서화정책과 비평 김찬호 3 서화정책과 비평 김찬호
4 9/24 명청서화미학 이명원 4 명청서화미학 이명원
5 10/8 서예조형방법(특강) 박용설 5 서예조형방법(특강) 박용설
6 10/15 한문서예교육방법 손창락 6 한문서예교육방법 손창락
7 10/22 중국서화미학 최재석 7 중국서화미학 최재석
8 10/29 한글서예교육방법(특강) 최민렬 8 한글서예교육방법(특강) 최민렬
9 11/5 동양미술사 김찬호 9 동양미술사 김찬호
10 11/12 문인화교육방법 이일구 10 문인화교육방법 이일구
11 11/19 한ㆍ중ㆍ일 서예비교 김희정 11 한ㆍ중ㆍ일 서예비교 김희정
12 11/26 동양화 이해 김미순 12 동양화 이해 김미순
13 12/3 서예문인화조형 최석화 13 서예문인화조형 최석화
14 12/10 한국서예미학 김정남 14 한국서예미학 김정남
15 12/17 국제미술관계론 임옥주 15 국제미술관계론 임옥주
16 12/24 동양문화와 서화

(종합, 자격인증서시험) 김찬호 16 동양문화와 서화
(종합, 자격인증서시험) 김찬호

아동미술교육

1 9/3 입학식 및 개강식 김경희

청708

1 입학식 및 개강식 김경희

청708

2 9/10 방과후 미술교육 방법과 프로그램 정진희 2 수업 시연의 실제 이은미
3 9/17 세계의 미술교육 김용권 3 세계의 미술교육 김용권
4 9/24 아동미술교육론(특강) 김정 4 아동미술교육론(특강) 김정
5 10/8 인지발달을 기반으로 한 유아동 

교수방법 김경희 5 인지발달을 기반으로 한 유아동 
교육실제 박진희

6 10/15 표현기법 연구 송희성 6 표현기법 연구 송희성
7 10/22 수학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교육의 

이해 박성열 7 수학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교육 
프로그램 박성열

8 10/29 영유아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심영옥 8 영유아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심영옥
9 11/5 평면조형실습 최은주 9 평면조형실습 최은주
10 11/12 미술교육의 패러다임 김경희 10 영어미술 이제인
11 11/19 미술사와 미술표현 정진희 11 미술사와 미술감상법 정진희
12 11/26 관화/민화 실기 실습 임애자 12 관화/민화 실기 실습 양명성
13 12/3 창의력 향상과 색종이 조형활동 김경희 13 창의력 향상과 색종이 조형활동 이제인
14 12/10 창의성교육과 EQ 박은경 14 창의성교육과 EQ 박은경
15 12/17 미술교육지도방법론(특강) 이수경 15 미술교육지도방법론(특강) 이수경
16 12/24 기말고사 및 자격증시험 김경희 16 기말고사 및 자격증시험 김경희



(5-3)
요일 전공명 

1-2교시(18:30-19:50) 3-4교시(20:00-21:20)  
주차 월/일 교과목 담당교수 강의실 주차 교과목 담당교수 강의실 

목

서양음악연주아카데미
(음악실기요일 및시간은개별조정)

1 9/3

음악실기

1 오페라의 이해 이종융

청409

2 9/10 2 그레고리안 성가의 이해 조은영
3 9/17 3 바이올린의 역사와 이해 조은숙
4 9/24 4 화성학의 이해 김봉수
5 10/8 5 대위법의 이해 김봉수
6 10/15 6 음악사 고전 황정아
7 10/22 7 음악사 낭만 황정아
8 10/29 8 음악사 현대 황정아
9 11/5 9 라흐마니노프의 음악 문현미
10 11/12 10 러시아 음악의 이해 육주원
11 11/19 11 오페라 연출 고제형
12 11/26 12 연출(연기법) 고제형
13 12/3 13 관악기과 바로크 음악 이창석
14 12/10 14 지휘법2 김경환
15 12/17 15 가곡의 이해 이종융

(5-4)
요일 전공명 

1-2교시(13:30-14:50) 3-4교시(15:00-16:20) 
주차 월/일 교과목 담당교수 강의실 주차 교과목 담당교수 강의실 

금 관화·민화실기교육

1 9/4  궁중화조도(실습) 이문성

청705

1  궁중화조도(실습) 이문성

청705

2 9/11  궁중화조도(실습) 김경수 2  궁중화조도(실습) 이문성
3 9/18  특강(이론) 유정서 3  특강(이론) 유정서
4 9/25  궁중화조도(실습) 이문성 4  궁중화조도(실습) 이문성
5 10/16 * 실습연장 2회수업 김유경 5 보강(~19:20까지) 이문성
6 10/16 이문성 6 손인환
7 10/23 * 실습연장 2회수업 이문성 7 보강(~19:20까지) 백지윤
8 10/23 황지영 8 이문성
9 10/30  실습(중간평가) 이문성 9  실습(중간평가) 이문성
10 11/6  M.T 이문성 10  M.T 이문성
11 11/13  궁중화조도(실습) 이문성 11  궁중화조도(실습) 이문성
12 11/20  궁중화조도(실습) 이문성 12  궁중화조도(실습) 이문성
13 11/27  특강(이론) 윤열수 13  특강(이론) 윤열수
14 12/4  궁중화조도(실습) 이문성 14  궁중화조도(실습) 이문성
15 12/11  궁중화조도(실습) 이문성 15  궁중화조도(실습) 이문성
16 12/18 종강(PPT발표)인증시험 이문성 16 종강(PPT발표)인증시험 이문성

 



(5-5)
요일 전공명 

1-2교시(14:30-15:20) 3-4교시(16:00-17:30) 
주차 월/일 교과목 담당교수 강의실 주차 교과목 담당교수 강의실 

금 창작민화교육

1 9/4 입학식/개강식 조봉석

청712

1 입학식/개강식 조봉석

청712

2 9/11 창작 민화 이론 조봉석 2 창작 민화 이론 조봉석
3 9/18 창작 민화 실습 정하정 3 창작 민화 실습 정하정
4 9/25 창작 민화 실습 정하정 4 창작 민화 실습 정하정
5 10/9 창작 민화 이론 김용권 5 창작 민화 이론 김용권
6 10/16 창작 민화 실습 이규완 6 창작 민화 실습 이규완
7 10/23 창작 민화 실습 이규완 7 창작 민화 실습 이규완
8 10/30 창작 민화 이론(특강) 유정서 8 창작민화 이론(특강) 유정서
9 11/6 창작 민화 실습 김상철 9 창작 민화 실습 김상철
10 11/13 창작 민화 실습 김상철 10 창작 민화 실습 김상철
11 11/20 창작 민화 이론(특강) 허균 11 창작 민화 이론(특강) 허균
12 11/27 창작 민화 실습 김영엽 12 창작 민화 실습 유순덕
13 12/4 창작 민화 이론 김용권 13 창작 민화 이론 김용권
14 12/5 답사 조봉석 14 답사 김용권
15 12/11 자격인증 시험 김용권 15 자격인증 시험 김용권
16 12/18 평가/전시 조봉석 16 평가/전시 조봉석

※ 상기 일정은 교육대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