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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꽃예술문화사

교 재 민희자 외 - 2013 - 꽃을 찾는 세계미술여행 : 꽃예술 문화사 – SAY

학 점 3

강 의 시 간 3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동서양의 꽃 예술 역사를 문화사적 배경 속에서 조명하여 문

화와 꽃 예술의 연관성을 비교·분석하고, 현대 꽃 예술 및 조

형예술을 이해한다. 꽃 예술의 정의, 서양 미술과 꽃 예술, 근

대세계와 꽃 문화, 현대미술과 꽃 작품, 동양 꽃 예술의 기원

과 발전, 일본의 문화와 꽃 예술, 한국의 전통 미술과 꽃 문화, 

궁중의례, 전통 가무, 불교 의식 및 무속 등 한국의 전통 의식

과 꽃 문화, 정원, 의식주 및 한국 문학 등 한국인의 생활과 

꽃 문화, 한국의 전통 꽃 문화, 현대미술의 경향과 현대 꽃 예

술의 경향 등을 학습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동서양의 꽃 

예술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하고 현대 꽃 예술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현대에 확장되고 있는 꽃예술의 디자인적, 예술적 개념과 상

징을 이해하기 위해 꽃예술의 문화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문화와 꽃예술이 함께 변화 발전

되어가는 연관성을 살펴보며 현대 꽃 예술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꽃예술의 정의를 이해하고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꽃 예술

의 기원을 이해한다.

2. 고대, 중세 근대 동서양의 미술과 시대별 꽃예술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다.

3. 한국의 전통의식과 꽃문화, 한국인의 생활과 꽃문화, 한국

의 전통 꽃문화를 이해한다.

4. 현대미술의 경향과 현대 꽃예술의 경향을 이해한다.

5. 최종적으로 꽃 예술 작품이 가지는 문화적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고, 꽃 예술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의 기본 자질

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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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주제 : 꽃예술의 정의 및 상징성
2. 강의목표 : 시대 및 나라에 따른 미술의 역사와 사상적 배

경을 통하여 꽃의 상징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3. 세부내용 :유라시아 및 중국, 한국
 1) 왕천익수와 병화
 2) 고대 한국의 샤머니즘의 꽃
 3) 현대추상미술과 원방각
 4) 불전공화와 삼존구성
4. 수업방법 : 꽃예술문화사에 대한 학습목표와 
주차별 강의진행 방법, 평가방법, 출결관리에 대하여 설명한

다. 꽃예술 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과 유라시아와 중구, 한
국문화에서의 꽃에 대해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9 ~ 17) 

2. 주교재 목차
 - 꽃예술의 정의 및 상징

성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주제 : 고대 한개의 나

라를 선정하여 그 시대
의 미술의 특징과 꽃예
술의 문화와 역사에 대
하여 조사 

 - 제출 : 12주차 수업일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

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3.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꽃예술의 정의 및 상징성
2. 강의목표 : 시대 및 나라에 따른 미술의 역사와 사상적 배

경을 통하여 꽃의 상징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3. 세부내용 :나무숭배 사상과 미술
 1) 구스타프 클림트
 2) 우주나무 - 한국
 3) 우주나무 - 중국
4. 수업방법 : 나무숭배사상이나 상징성을 갖는 나라별 문화

별 미술작품과 사상을 알아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 ~ 22) 

2. 주교재 목차
 - 꽃예술의 정의 및 상징

성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꽃예술의 정의 및 상징성
2. 강의목표 : 시대 및 나라에 따른 미술의 역사와 사상적 배

경을 통하여 꽃의 상징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3. 세부내용 :서양문화와 우주나무, 생명의 나무, 세계수
 1) 이집트문화와 나무숭배사상
 2) 북유럽, 독일 신화와 성수 이그드러실
 3) 켈트족의 성수사상과 나무 달력
 4) 그리스도교와 나무
4. 수업방법 : 다양한 서양문화에서 나무와 꽃에 대한 상징성

과 사상성을 보이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23 ~ 32) 

2. 주교재 목차
 - 꽃예술의 정의 및 상징

성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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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2 주

1

1. 강의주제 : 고대 미술과 꽃예술 문화사
2. 강의목표 : 고대 중국의 꽃과 나무에 관련된 신화를 통하

여 고대 중국인들의 꽃과 관련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고대 중국
 1) 서왕모와 반도화
 2) 도교의 파선과 꽃의 여신 남채와와 반도화
 3) 도교의 팔선과 꽃의 신 남채화
 4) 팔선과해
4. 수업방법 : 고대 중국의 꽃과 나무에 관련된 신화를 통하

여 고대 중국인들의 꽃과 관련한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내용을 강의하고 비교
하며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33 ~ 41) 

2. 주교재 목차
 - 고대 미술과 꽃예술 문

화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고대 미술과 꽃예술 문화사
2. 강의목표 : 고대 이집트의 무덤과 유적의 벽화를 통하여 

고대 이집트인들의 꽃과 관련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고대 이집트
 1) 연꽃과 파피루스를 사랑한 고대 이집트인
4. 수업방법 : 고대 이집트 시대의 신화, 건축물, 벽화 등의 그

림을 통하여 그 시대의 꽃의 문화에 대하여 주 교재를 위
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내용을 강의하고 비교하며 토론
한다.

1. 주교재 페이지페이지
 - (p. 42 ~ 64) 

2. 주교재 목차
 - 고대 미술과 꽃예술 문

화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고대 미술과 꽃예술 문화사
2. 강의목표 : 고대 이집트의 무덤과 유적의 벽화를 통하여 

고대 이집트인들의 꽃과 관련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고대 이집트
 1) 이집트의 건축기둥과 식물
 2) 이집트의 정원
4. 수업방법 : 고대 이집트 시대의 신화, 건축물, 벽화 등의 그

림을 통하여 그 시대의 꽃의 문화에 대하여 주 교재를 위
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내용을 강의하고 비교하며 토론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65 ~ 68) 

2. 주교재 목차
 - 고대 미술과 꽃예술 문

화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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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3 주

1

1. 강의주제 :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꽃예술 문화
2. 강의목표 : 오늘날 서구 문화의 근본이 되는 그리스 문화

를 통하여 꽃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시대의 꽃예술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고대 그리스
 1) 그리스 신화
 2) 그리스의 미술
4. 수업방법 :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얽힌 꽃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시대의 꽃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내용을 강의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 (p. 69 ~ 99) 

2. 주교재 목차
 -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꽃예술 문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꽃예술 문화
2. 강의목표 : 오늘날 서구 문화의 근본이 되는 그리스 문화

를 통하여 꽃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시대의 꽃예술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고대 그리스
 1) 그리스의 건축 주두장식
 2) 신화의 시대 고대 그리스의 꽃예술
4. 수업방법 :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얽힌 꽃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시대의 꽃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내용을 강의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 (p. 100 ~ 102) 

2. 주교재 목차
 -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꽃예술 문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꽃예술 문화
2. 강의목표 : 오늘날 서구 문화의 근본이 되는 로마시대의 

문화를 통하여 꽃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신화속에 등
장하는 꽃을 통하여 그 시대의 꽃예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고대 로마
 1) 꽃을 찾는 로마시대의 신화와 미술
 2) 꽃을 찾는 로마시대 미술
4. 수업방법 :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얽힌 꽃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시대의 꽃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내용을 강의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 (p. 103 ~ 124) 

2. 주교재 목차
 -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꽃예술 문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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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4 주

1

1. 강의주제 : 고대 비잔틴 및 이슬람 미술
2. 강의목표 : 비잔틴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인 비잔틴 건축을 

통하여 그 시대의 꽃예술을 파악할 수 있고 이슬람 미술의 
페르시아 융단, 건축양식, 장식품 등의 미술작품을 통하여 
이슬람 미술의 꽃예술 역사를 이해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비잔틴 미술
 1) 성코스탄자교회
 2) 아리아인의 세례당
 3) 이태리 라벤나 클라세의 성 아폴리네르 교회
4. 수업방법 : 비잔틴 문화의 건축과 문화를 통해 그 시대의 

꽃예술의 이해를 위해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내용을 강의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25 ~ 134) 

2. 주교재 목차
 - 비잔틴 미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고대 비잔틴 및 이슬람 미술
2. 강의목표 : 비잔틴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인 비잔틴 건축을 

통하여 그 시대의 꽃예술을 파악할 수 있고 이슬람 미술의 
페르시아 융단, 건축양식, 장식품 등의 미술작품을 통하여 
이슬람 미술의 꽃예술 역사를 이해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비잔틴 미술
 1) 성 아폴리에르 누오보교회
 2) 아야 소피아
 3) 모스크바 성 바실 성당
4. 수업방법 : 비잔틴 문화의 건축과 문화를 통해 그 시대의 

꽃예술의 이해를 위해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내용을 강의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35 ~ 144) 

2. 주교재 목차
 - 비잔틴 미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고대 비잔틴 및 이슬람 미술
2. 강의목표 : 비잔틴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인 비잔틴 건축을 

통하여 그 시대의 꽃예술을 파악할 수 있고 이슬람 미술의 
페르시아 융단, 건축양식, 장식품 등의 미술작품을 통하여 
이슬람 미술의 꽃예술 역사를 이해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이슬람 미술
 1) 이슬람 문양
 2) 이슬람 건축양식
4. 수업방법 : 대표적인 이슬람 미술작품과 건축물의 특징에 

대하여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내용을 강
의하고, 꽃예술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45 ~ 154) 

2. 주교재 목차
 - 이슬람 미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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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5 주

1

1. 강의주제 : 중국의 미술과 꽃예술 문화사
2. 강의목표 : 병, 꽃바구니, 머리 꽃장식, 불교 꽃 장식 등 중

국 미술에 나타난 꽃을 통하여 중국의 시대별 꽃 문화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중국의 미술
 1) 송나라 화조화
 2) 중국 세조도에 나타난 꽃 작품 고찰
 3) 세조도의 꽃 작품
4. 수업방법 : 중국 미술에 나타난 중국의 시대별 꽃 문화를 

이해하고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내용을 
강의하고 중국의 문화와 꽃예술에 대해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57 ~ 179) 

2. 주교재 목차
 - 중국의 미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중국의 미술과 꽃예술 문화사
동양의 미술과 꽃 예술
2. 강의목표 : 병, 꽃바구니, 머리 꽃장식, 불교 꽃 장식 등 중

국 미술에 나타난 꽃을 통하여 중국의 시대별 꽃 문화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중국미술에 나타난 꽃 
 1) 중국 여인들의 머리 꽃 장식을 볼수 있는 미술
 2) 중국의 정원을 찾을 수 있는 회화 
 3) 꽃 작품이 있는 회화
 4) 불교미술과 꽃 작품
 5) 중국의 꽃예술 삽화
4. 수업방법 : 중국의 꽃 문화를 이해하고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내용을 강의하고 중국의 문화와 꽃예
술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79 ~ 191) 

2. 주교재 목차
 - 중국미술에 
나타난 꽃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일본의 미술과 꽃예술 문화사
2. 강의목표 : 일본으로 전해진 불교 미술작품과 건축물을 통

하여 일본 꽃꽂이의 철학적 배경이 성립된 것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일본의 미술과 꽃 예술
 1) 헤이안 시대
 2) 가마꾸라 시대
 3) 무로마치 시대
 4) 에도 시대
4. 수업방법 : 일본의 다양한 꽃예술 작품을 통해서 보여지는 

꽃예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세부내용을 강의하고 중국과 일본의 문화와 꽃예
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256 ~ 271) 

2. 주교재 목차
 - 일본의 미술과 
꽃 예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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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6 주

1

1. 강의주제 : 한국의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른 유물이나 벽화, 그림 등을 통하여 한국의 미술과 꽃 
예술의 역사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삼국시대의 미술과 꽃예술
 1) 삼국의 불교 회화
 2) 고구려
 3) 백제
 4) 신라
4. 수업방법 :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의 유물이나 

벽화, 그림 등을 통하여 한국의 미술과 꽃 예술에 대해서 
주교재와 부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비교
하며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192 ~ 203) 

2. 주교재 목차
 - 한국의 미술과 꽃예술

3. 부교재 페이지
 - (p. 57 ~ 148) 

4. 부교재 목차
 - 한국 전통 꽃꽂이의 시

대별 주요 변천 과정

1. 학습자료
 - 주교재/부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한국의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른 유물이나 벽화, 그림 등을 통하여 한국의 미술과 꽃 
예술의 역사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고려시대의 미술과 꽃예술
 1) 주요특징
 2) 불교미술
 3) 고려청자
 4) 금속공예
4. 수업방법 : 고려시대의 유물이나 벽화, 그림 등을 통하여 

한국의 미술과 꽃 예술에 대해서 주교재와 부교재를 위주
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비교하며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203 ~ 209) 

2. 주교재 목차
 - 한국의 미술과 꽃예술

3. 부교재 페이지
 - (p. 57 ~ 148) 

4. 부교재 목차
 - 한국 전통 꽃꽂이의 시

대별 주요 변천 과정

1. 학습자료
 - 주교재/부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한국의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른 유물이나 벽화, 그림 등을 통하여 한국의 미술과 꽃 
예술의 역사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조선시대의 미술과 꽃예술
 1) 주요특징
 2) 회화
 3) 궁중연향과 꽃이 있는 기록화
 4) 도자기와 꽃예술
 5) 불교미술 
4. 수업방법 : 시대별 꽃 예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토론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210 ~ 255) 

2. 주교재 목차
 - 한국의 미술과 꽃예술

3. 부교재 페이지
 - (p. 57 ~ 148) 

4. 부교재 목차
 - 한국 전통 꽃꽂이의 시

대별 주요 변천 과정

1. 학습자료
 - 주교재/부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중간고사 응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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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7 주

1 중간고사 (이론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2 중간고사 (이론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3 중간고사 (이론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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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8 주

1

1. 강의주제 : 서양의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서양 중세 건축, 회화 등에 자주 사용된 아칸서

스 꽃과 관련한 중세미술의 특징을 알아보고 꽃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아칸서스와 꽃예술
 1) 고대그리스 로마 건축에서의 아칸서스
 2)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장식과 식물문양
4. 수업방법 : 서양 중세 건축, 회화 등에 자주 사용된 아칸서

스 꽃과 관련한 특징을 알아보고 꽃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
여 이해하도록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
고 토론한다. 

1. 주교재
 - (p. 272 ~ 275) 

2. 주교재 목차
 - 아칸서스와 꽃예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서양의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서양 로마네스크와 고딕 시대의 건축과 미술의 

특성에 따른 꽃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해하
도록 한다. 

3. 세부내용 :로마네스크
 1) 로마네스크 조각에서 보여지는 식물
 2) 로마네스크 건축에서 보여지는 식물
4. 수업방법 : 서양 중세 로마네스크의 조각과 건축에서 보여

지는 식물이나 꽃과 관련된 특징을 알아보고 꽃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
하여 강의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 (p. 276 ~ 281) 

2. 주교재 목차
 - 로마네스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서양의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서양 로마네스크와 고딕 시대의 건축과 미술의 

특성에 따른 꽃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해하
도록 한다. 

3. 세부내용 :고딕
 1) 고딕회화에서 보여지는 꽃
 2) 고딕건축에서 보여지는 꽃
4. 수업방법 : 서양 중세 고딕시대의 건축양식, 회화, 모자이

크, 스탠드 글라스가 담겨있는 대표적인 그림 및 건축물을 
보면서 중세 꽃 예술문화와 역사, 상징성에 대하여 주 교
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토론한다. 

1. 주교재
 - (p. 282 ~ 303) 

2. 주교재 목차
 - 고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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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9 주

1

1. 강의주제 : 서양의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인본주의 철학을 기본으로 한 르네상스 미술의 

꽃 예술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르네상스
 1) 르네상스 회화
 2) 꽃을 찾는 르네상스 건축
4. 수업방법 :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와 건축에서 보여지는 조

형적 특징과 꽃의 상징성에 대하여 주 교재를 위주로 PPT
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르네상스 문화에서의 꽃의 상징성에 
대하여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304 ~ 322) 

2. 주교재 목차
 - 르네상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서양의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절대왕정과 카톨릭교회의 승리를 표현한 바로

크 미술의 꽃 예술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한
다. 

3. 세부내용 : 바로크
 1) 바로크 건축
 2) 바로크 회화
4. 수업방법 : 바로크 시대의 건축양식, 회화를 통하여 보여지

는 특징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꽃예술에 대하여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르네상스 문화에서의 꽃
의 상징성에 대하여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322 ~ 337) 

2. 주교재 목차
 - 바로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서양의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18세기 미술 문화예술에 영향을 준 우아하고 

부드러운 로코코 미술의 꽃 예술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파
악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로코코
 1) 로코코 건축
 2) 로코코 회화
4. 수업방법 : 로코코 시대의 건축양식, 회화를 통하여 보여지

는 특징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꽃예술에 대하여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르네상스 문화에서의 꽃
의 상징성에 대하여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338 ~ 362) 

2. 주교재 목차
 - 로코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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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서양의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신고전주의시대의 건축양식, 회화, 장식미술을 

통하여 18세기 이후 근대미술과 꽃 예술에 대하여 이해하
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18세기 후반 서구 미술
 1) 신고전주의 건축
 2) 고딕 양식의 재유행
4. 수업방법 : 신고전주의 건축과 고딕양식의 재유행의 역사

를 이해하고 꽃예술문화의 특징을 주 교재를 위주로 PPT
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고전주의, 고딕문화와 꽃예술에 대
하여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363 ~ 370)

2. 주교재 목차
 - 18세기 후반 서구 미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서양의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회화와 장식미술을 통하

여 18세기 이후 근대미술과 꽃 예술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빅토리안
 1) 꽃이 있는 빅토리아시대 회화
 2) 빅토리아 시대의 장식미술
4. 수업방법 : 빅토리안 시대의 역사적 배경 및 특징에 대하

여 설명하고 시대의 건축 및 회화를 사진을 통하여 살펴 
본 후 근대 미술과 꽃예술의 특징에 대하여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371 ~ 383) 

2. 주교재 목차
 - 빅토리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서양의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일어난 인상주의 미술운

동의 특징과 그에 따른 꽃예술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빅토리안
 1) 인상주의 미술 
4. 수업방법 : 18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나타난 미술운동인 인

상주의의 특징을 작품을 통해설명하고 꽃예술의 특징에 대
하여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383 ~ 386) 

2. 주교재 목차
 - 인상주의 미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12 -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현대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동서양의 꽃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양한 미술작품 및 조형, 조각작
품을 통하여 현대 꽃 예술, 건축 및 미술의 변천과 흐름을 
파악하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1) 현대, 동시대 미술과 꽃예술
4. 수업방법 : 현대 미술과 조형작품에 대하여 주 교재를 위

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현대미술작품과 현대조형
작품으로서의 꽃작품에 대해서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387 ~ 396) 

2. 주교재 목차
 - 현대, 동시대 미술과 꽃

예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현대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동서양의 꽃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양한 미술작품 및 조형, 조각작
품을 통하여 현대 꽃 예술, 건축 및 미술의 변천과 흐름을 
파악하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1) 20세기 미술과 동시대 미술 
4. 수업방법 : 현대 미술과 조형작품에 대하여 주 교재를 위

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현대미술작품과 현대조형
작품으로서의 꽃작품에 대해서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387 ~ 396) 

2. 주교재 목차
 - 20세기 미술과 동시대 

미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현대 미술과 꽃예술
2. 강의목표 :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동서양의 꽃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대 꽃예술작품의 예시를 통해 
화예조형작품의 방향성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1) 현대, 동시대 화예
4. 수업방법 : 현대 꽃작품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치미

술로써의 꽃작품에 대하여 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
하여 강의하고 현대미술작품과 현대조형작품으로서의 꽃작
품에 대해서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397 ~ 415) 

2. 주교재 목차
 - 현대, 동시대 화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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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한국의 전통 꽃 문화
2. 강의목표 : 한국전통 꽃 미술 및 전통 문화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전통 미학의 특징을 공유한 한국 전통 꽃
꽃이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동서양의 플로랄 디자인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3. 세부내용 :한국전통미학의 계승
 1) 한국전통미학
 2) 한국전통꽃꽂이의 특징 
4. 수업방법 :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보여지는 한국전통꽃꽂이

의 특징을 부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고 토
론한다. 

1. 부교재 페이지
 - (p. 36 ~ 43) 

2. 부교재 목차
 - 한국 전통 미학의 계승

1. 학습자료
 - 부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문화에 따른 플로랄디자인
2. 강의목표 : 다양한 문화에 따른 플로랄 디자인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해한다. 
3. 세부내용 :타 문화권과의 주요 특징 비교
 1) 서양의 전통 플로랄디자인과의 차이점
 2) 중국, 일본 전통 꽃꽂이와의 차이점
4. 수업방법 : 한국전통 꽃미술과 꽃꽂이의 특징에 대하여 설

명하고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1. 부교재 페이지
 - (p. 36 ~ 43) 

2. 부교재 목차
 - 타 문화권과의 주요 특

징 비교

1. 학습자료
 - 부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한국전통꽃꽂이의 이해
2. 강의목표 : 한국전통꽃꽂이가 가지는 철학적, 조형적 특징

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한국 전통 꽃꽂이의 두가지 대표 유형
 1) 선적 표현
 2) 양감적 표현
4. 수업방법 : 한국전통 꽃미술과 꽃꽂이의 특징에 대하여 설

명하고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1. 부교재 페이지
 - (p. 36 ~ 43) 

2. 부교재 목차
 - 한국 전통 꽃꽂이의 두

가지 대표 유형

1. 학습자료
 - 부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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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한국의 전통의식과 꽃문화
2. 강의목표 : 궁중의식, 불교의식, 제사의식 및 무속 등의 한

국 전통의식과 꽃문화의 역사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3. 세부내용 : 의식과 행사에서의 꽃문화
 1) 궁중의식에서의 꽃꽂이
 2) 궁중연회와 행사에서의 꽃꽂이
 3) 하사품, 헌납, 조공으로의 꽃사용
4. 수업방법 : 한국의 전통의식과 문화에서 보여지는 꽃문화

를 교재를 위주로 PPT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토론한다. 

1. 부교재  페이지
 - (p. 150 ~ 165) 

2. 부교재 목차
 - 궁중의 꽃꽂이

1. 학습자료
 - 부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궁중과 꽃문화
2. 강의목표 : 궁중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의 

꽃문화에 대해서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궁중의 꽃문화
 1) 꽃경기의 개최
 2) 생화와 조화에 대한 규제
 3) 궁중의 꽃 담당 관직
4. 수업방법 : 궁중이 갖는 문화적 특징과 궁중에서 보여지는 

꽃문화를 PPT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궁중의 특징과 문화에 
대해 토론한다.

1. 부교재 페이지
 - (p. 165 ~ 168) 

2. 부교재 목차
 - 궁중의 꽃꽂이

1. 학습자료
 - 부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종교와 꽃문화
2. 강의목표 : 종교와 종교의식에서 보여지는 꽃문화와 상징

성을 알고 이해한다. 
3. 세부내용 :종교의식속의 꽃문화
 1) 불교와 불전 헌공화
 2) 제사의식과 꽃꽂이
 3) 민가신앙과 꽃꽃이
4. 수업방법 : 종교의식에서 보여지는 꽃문화의 특징과 신앙

으로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 PPT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종
교의 문화적 특성과 꽃문화에 대해 토론한다. 

1. 부교재 페이지
 - (p. 205 ~ 238) 

2. 부교재 목차
 - 종교의식속의 꽃꽂이

1. 학습자료
 - 부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15 -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4 주

1 기말고사 (이론평가) 8~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2 기말고사 (이론평가) 8~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3 기말고사 (이론평가) 8~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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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한국의 전통생활과 꽃문화
2. 강의목표 : 연회, 혼례, 생신 등의 행사에서의 꽃문화와 일

상생활에서의 꽃과 꽃꽂이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를 통하여 꽃의 문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다. 

3. 세부내용 :민간행사에서의 꽃꽂이
 1) 민간 연회에서의 꽃꽂이
 2) 관청 연회대의 꽃꽂이
 3) 혼례식때의 곷꽃이
4. 수업방법 : 일상의 민간행사에서 보여지는 꽃문화와 일상

의 꽃에 대해서 부교재와 PPT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일상
의 꽃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토론한다. 

1. 부교재 페이지
 - (p. 169 ~ 204) 

2. 부교재 목차
 - 민간생활속의 꽃꽂이

1. 학습자료
 - 부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한국의 전통생활과 꽃문화
2. 강의목표 : 민간행사에서의 꽃과 꽃꽂이에 대하여 알아봄

으로써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를 통하여 꽃의 문화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내용 :민간행사에서의 꽃꽂이
 1) 회혼례식때의 꽃꽂이
 2) 부모생신때의 꽃꽂이
4. 수업방법 : 한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간행사속의 꽃

문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와 전통적인 꽃예술 문화의 
연계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1. 부교재 페이지
 - (p. 169 ~ 204) 

2. 부교재 목차
 - 민간생활속의 꽃꽂이

1. 학습자료
 - 부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한국의 전통생활과 꽃문화
2. 강의목표 : 일상생활에서의 꽃과 꽃꽂이에 대하여 알아봄

으로써 한국의 일상문화에서의 꽃의 문화를 파악할 수 있
도록 한다. 

3. 세부내용 :민간 일상생활에서의 꽃과 꽃꽂이
 1) 일상생활에서의 꽃
 2) 일상생활에서의 꽃꽃이 
4. 수업방법 : 한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활속의 꽃문화

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와 전통적인 꽃예술 문화의 연계
점 차이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1. 부교재 페이지
 - (p. 169 ~ 204) 

2. 부교재 목차
 - 민간생활속의 꽃꽂이

1. 학습자료
 - 부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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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별 세부내역                                          ※ 실습평가서 점수는 기타에 작성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20 30 10 20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1. 강의

-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학습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의교안, 시각적 PPT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인

다.

2.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3.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주차별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

여 학습을 보완한다.

4. 과제제출 및 발표

- 고대 한개의 나라를 선정하여 그 시대의 미술의 특징과 꽃

예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별 발표를 통하여 

해당교과목의 이해의 폭을 넓힌다.

- 과제 피드백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과제학습에 대한 차이점

을 파악하도록 하여 과제학습의 역량을 높인다.

5. 토론

- 토론 과정을 통해 학습이해도를 높이고 핵심 내용을 확실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6. 학습자 참여유도

-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 발표, 질

의응답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1. 주교재

- 민희자 외 - 2013 - 꽃을 찾는 세계미술여행 : 꽃예술 문화

사 – SAY

2. 부교재

- 고하수 - 2011 - 한국꽃꽂이역사 - 민속원

3. 강의 교안

- 주교재와 부교재 이외에 다양한 꽃예술 작품 사진자료와 예

시자료를 시각화하여 PPT자료로 제시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4. 최신 인터넷 및 동영상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최신 인터넷 웹페이지, 동영

상(유튜브)를 통해 시청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하

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5.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

하여 학습내용을 체계화 시키도록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높인

다. 

6. 참고자료

- 수업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

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