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차별 수업계획서 *

              강의개요

       (필요성, 의의, 가치)

본강좌는 다양한 시대의 고전건축물을 통해 과거의 시대가 가진 
문제를 공유하고,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건축이란 예술이란 나아
가 직업이란 어떠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성찰해 보는 인문하
적 논의의 형식으로 진행함 

   주         구분                         수업전개

    1주 

 ◾ 강의내용 건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건축미학 개괄

 ◾ 교수-학습활동

 ■인터넷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투브 등)

 ■PPT자료 □토론 □퀴즈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비고) 

    2주 

 ◾ 강의내용  미개문화의 예술과 실용성의 의미: 원시예술

 ◾ 교수-학습활동

 ■인터넷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투브 등)

 ■PPT자료 □토론 □퀴즈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비고)

    3주 

 ◾  강의내용  죽어서 사는 공간: 이집트

 ◾ 교수-학습활동

 ■인터넷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투브 등)

 ■PPT자료 □토론 □퀴즈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비고)

    4주 

◾  강의내용  신화를 만든 고대 그리스 건축과 미학: 그리스

 ◾ 교수-학습활동

 ■인터넷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투브 등)
 ■PPT자료 □토론 □퀴즈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비고)

    5주 

◾  강의내용 서구 역사의 토대, 로마 예술: 로마

 ◾ 교수-학습활동

 ■인터넷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투브 등)
 ■PPT자료 □토론 □퀴즈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비고)



    6주

◾  강의내용  중세의 빛과 하느님의 집: 비잔틴

 ◾ 교수-학습활동

 ■인터넷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투브 등)
 ■PPT자료 □토론 □퀴즈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비고)

    7주

◾  강의내용  중세의 빛과 하느님의 집: 로마네스크

 ◾ 교수-학습활동

 ■인터넷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투브 등)
 ■PPT자료 □토론 □퀴즈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비고)

    8주

◾  강의내용 중세의 빛과 하느님의 집: 고딕

 ◾ 교수-학습활동

 ■인터넷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투브 등)
 ■PPT자료 □토론 □퀴즈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비고)

    9주

◾  강의내용 인간, 과학을 건축하다: 르네상스(1)

 ◾ 교수-학습활동

 ■인터넷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투브 등)
 ■PPT자료 □토론 □퀴즈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비고)

   10주

◾  강의내용 인간, 과학을 건축하다: 르네상스(2)

 ◾ 교수-학습활동

 ■인터넷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투브 등)
 ■PPT자료 □토론 □퀴즈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비고)

11주

◾  강의내용 유혹이 만들어 낸 공간의 형상: 바로크(1)

 ◾ 교수-학습활동

■인터넷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투브 등)
 ■PPT자료 □토론 □퀴즈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비고)

12주

◾  강의내용 유혹이 만들어 낸 공간의 형상: 바로크(2)

 ◾ 교수-학습활동

■인터넷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투브 등)
 ■PPT자료 □토론 □퀴즈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비고)

13주

◾  강의내용 고전보다도 더 고전적인 집: 신고전주의

 ◾ 교수-학습활동

■인터넷강의 □외부 동영상 자료 Link(유투브 등)
 ■PPT자료 □토론 □퀴즈 □블로그 □과제 □교재정보
 □참고문헌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