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한국학교(Joyful Korean School)
2020 년 여름학기(Summer program 2020)

10 주 과정(화요일, 목요일 오후 4-5 시)
10 weeks( Tuesday and Thursday, 4-5 pm )
교사(Teacher) : 유미경(Mikyoung Ryu)
주제 : 한국의 미술과 음악 맛보기 (주요 시대 : 조선시대)
Main Theme: To find Korean fine arts and music in a history, the Joseon Dynasty
회차
(weeks)

학습내용(Lesson contents)
한국 미술(전통 미술)의 역사
-미술이 표현된 영역(그림의 종류), 사용되는 색(오방색), 전통 문양
- 왜 그림을 그렸을까?
-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 역사 드라마 자료 활용 : 정조 이산, 사임당 빛의 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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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 모자 만들기 (전통갓, 족두리, 익선관 등)
History of Korean Fine Arts
- Where to be expressed(types of arts), 5 main colors, traditional patterns
- Why to draw and paint
- What are distinct features?
- Audio/visual materials: historic drama-Lee San-Chongjo, Saimdang’s Diary of light
- Activity : to make traditional hats( Gat, bridal crown, winged cap, etc.)

미술
(Fine
Arts)

전통 문양에 대해 살펴보기
-한국을 대표하는 문양(무늬)는 무엇이 있는가?
-전통문양이 활용된 곳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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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딱지 접기를 통해 전통문양 노리개 만들기
-활동 2 : 전통문양 팽이 만들기
‘
To look into the Korean traditional patterns
- What patterns are symbols of Korea?
- To find where the patterns are used

- Activity 1 : To make a Korean traditional pattern ornament by doing origami such
as TTakji
- Activity 2 : To make a top with a traditional pattern
수묵화와 채색화 알아보기
- 수묵화 : 검은 색과 흰색, 점, 선, 여백

미술
(Fine
Arts)

- 채색화 : 궁중의 장식, 단청, 십장생도 등
- 활동 1 : 검은 색으로만 사물을 표현하기
- 활동 2: 색을 이용해 사물을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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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and-wash painting and a colored painting
- ink-and wash painting : black and white color, dot, line, blank(space)
- a colored painting : decoration of the royal court, traditional multicolored
paintwork on wooden buildings, and ten longevity symbols painting, etc.
- Activity 1 : to express an object with only a black color
- Activity 2 : to express an object with many colors
민화는 무엇일까?
- 민화의 종류
- 민화를 보며 이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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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 책가도 만들기
What is a folk painting?
- Types of a folk painting
- to read a folk painting and tell the story about it.
- activity : To make a Chaekgado
현대 예술 공예와 전통 미술
- 세계 속의 한국 미술 : 한국미술을 소개하기
- 전통 미술을 활용한 현대 공예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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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 나의 병풍 만들기
Modern arts and traditional arts
- Korean arts in the world : To introduce Korean arts
- modern art handicrafts using traditional arts
- Activity : to make student’s own folding screen
“한국의 음악=국악”의 역사

음악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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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의 종류, 음계(궁, 상, 각, 치, 우)
- 국악의 활용
- 다른 나라의 음악 들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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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드라마 시청 : 동이 , 대장금 혹은 장영실
- 활동 : 국악동요 배우기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Gukak)
- Types of Gukak, scales(kung, sang, gak, chi, woo)
- Usage of Gukak
- To listen to other counties’ traditional music
- To watch a Korean historical drama such as Dongyee , Daejangkeum/Jangyoungsil
- Activity : To sing along a Korean classical children’s song
국악기에는 무엇이 있나?
-유사한 서양악기들 찾아보기

음악
(Music)

-국악기들의 종류와 소리 들어보기
- 활동 1 : 국악동요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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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2: 장구 만들기
To look into Kukak instruments
- to find similar western instruments
- to listen to Kukak instruents
- Activity 1 : to sing along a Korean classical children’s song
- Activity 2 : to make a Janggoo
사물놀이는 무엇인가?
- 사물놀이의 악기 구성
- 사물놀이 공연 시청하기
- 활동 1: 국악동요 배우기

8

- 활동 2: 사물놀이 책 만들기
What is Samulnori?
- Composition of Samulnori instruments
- to watch Samulnori performance
- activity 1 : to sing along a Korean classical children’s song
- activity 2 : to make a Samulnori book
민요는 무엇인가?
- 민요의 역사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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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에 대해 배우기
- 민요공연 시청하기 : 경복궁 타령, 아리랑
- 활동 1 : 국악동요 배우기
- 활동 2 : 7 주차 수업에서 만든 장구를 이용해 민요의 장단을 실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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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Korean traditional folk song?
- History and category of folk songs
- to study Jangdan(Rhythms and beats)
- to watch folk song perfomances : Gyeongbokgung Taryeong, Arirang
- acitivity 1 : to sing along a Korean classical children’s song
- activity 2 : to practice and play folk song Jangdan with students’ own Janggoo that
they made at 7th class.

음악
(Music)

판소리와 뮤지컬
- 판소리의 역사와 특징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현대 음악과 판소리의 만남 : 국악 뮤지컬, 판소리 뮤지컬
- 활동 : 국악동요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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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sori epic chant and modern musical
- History of Pansori and features
- Registered as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n
UNESCO
- Crossover of modern music and Pansori : Kukak musical, Pansori musical
- activity : To sing along Korean classical children’s song

*수업의 내용과 활동은 학생의 구성에 따라 조정하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영상자료(역사 드라마, 공연 등)을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Lesson contents and activities will depend on a group of students.
Audio/visual materials( historical drama or shows) will be used in a class according to less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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