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년도

제  2 학기

수 업 계 획 서
학수번호 : 

교과목명 한국복식사
학

점
2

시

간
2 담당교수명 이일지

수강학과/학년 의상디자인학과 3학년 강의시간 및 강의실

면담시간 수업 이후
연구실 또는 연락처

E-mail

수업

목표

고대인간은 거대하고 웅장한 제례복식을 가장 으뜸으로 쳤으나 현대인간은 생활리듬 

을 중시하는 간편한 복장을 선호한다. 이러한 변화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 광

범위한 복식과 그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당한 인식의 과정이 필요하다. 복

식인식의 과정은 당대의 역사적 �  사회적 조건이 반영된 철학적 �  문화적 구조 속

에서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복식에서 인간의 역사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

이다. 우리는 매시기마다 변화하는 양식을 통해 그 시대적 현실을 읽고 각자 문화의 

지평을넓혀 갈 것이다.

수업

방법

강의 토론/발표 조별활동 실험/실습 사례연구 팀티칭

○ ○ ○

기타 ; 일부 실물자료학습, 박물관 견학

평가

방법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교 재 주제별 교수 강의노트와 삽화, 자료

구분 서적명 저자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부교재

한국복식문화의 흐름 백영자 외 경춘사 2014

(비욘드 코스튬)동양복식사
스기모토

마사토시
민속원 2013

치마저고리의 욕망 이민주 문학동네 2013

중국의 옷문화 왕웨이띠 에디터 2005

THE COLOR 안느바리숑 이종문화사 2012

한국 복식문화 사전 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 속의 세계 1,2 정수일 창작과 비평사 2005

참고서

한국 직물 오천년 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2002

우리 짚풀 문화 인병선 현암사 2005

우리 옷과 장신구 이경자 외 열화당 2003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4
아르놀트

하우저
창작과 비평사 1999

세계복식문화사
퍼트리샤 리프

애너월트
예담 2009

조선의 풍속사 1~3 강명관 푸른역사 2010

동아시아복식의 역사 홍나영외 교문사 2011

세계민족복식 오가와야수로 민속원 2010

실학사상과 조선후기복식관 이일지 한국학술정보 2009

과        제       제       목 비   고



주별수업계획표

주 월  /  일 수   업   내   용 과제/기타

1 8/27 ~ 8/30 강의개요

2 9/03 ~ 9/07 옛날 신부의 드레스는 왜 흰색이 아닐까?

3 9/10 ~ 9/14 혼례에 얽힌 무늬의 의미는?

4 9/17 ~ 9/21 신랑이 입은 단령에 흉배를 다는 이유

5 9/24 ~ 9/28 조선시대 남자는 귀고리를 했을까?

6 10/01~ 10/05 왕가의 옷이 궁금해

7 10/08~ 10/12 역사 드라마와 영화 속의 시대별 복식

8 10/15~ 10/19 중간고사 Open-Book Test

9 10/22~ 10/26
그림읽기1

-풍속화속의 복식, 선과 색-

10 10/29~ 11/02
그림읽기2

-초상화속의 복식, 선과 색-

11 11/05~ 11/09 미투리 신사

12 11/12~ 11/16 말을 알아듣는 꽃, 해어화의 복식미

13 11/19~ 11/23 옷의 유래

14 11/26~ 11/30 천조각의 옛 흔적

15 12/03~ 12/07 유행과 관습

16 12/10~ 12/14 기말고사
500자 이내의

서술형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