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미의식의 성립

Rpʼ Institute...전하현미술사 강좌 ＜미술이 세상을 바꾼 역사적 22개의 현장＞1단계 에게문명의 현장 교재

<그림은 전하현의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으로 <바르비종과 사실주의>, <인상주의> <에게문명>등 전하현 저서에서 져옴 1



에게문명의 현장         

크레타문명(미노안)이 지배한 에게바다 기원전 2500년전부터 1500년까지

미노소스 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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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문명이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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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객관적 미의 세계가 주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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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mp3로 화일로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영국사랑 열린강좌 지난회 리스트 > 바로 가기

영국사랑 열린강좌 1회 : 포스트모더니즘의 전야, 예술과 사회

영국사랑 열린강좌 2회 : 축구게임의 법칙과 라파엘로 미술, 그리고 리버풀로 가는 스피릿 여행
영국사랑 열린강좌 2회 주제토론1 : 조화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2회 주제토론2 : 내가 생각하는 내 삶 속에서의 조화의 의미
영국사랑 열린강좌 2회 참고자료(ZIP)

영국사랑 열린강좌 3회 1강 : 모더니즘 전야, 왜 시대를  읽어야 하는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3회 2강 : 모더니즘, 어떻게 시대를 읽어야 할까?
영국사랑 열린강좌 3회 3강 : 포스트모더니즘,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3회 참고 자료(ZIP)

영국사랑 열린강좌 4회 1강 : 뭉크의 비명과 절규
영국사랑 열린강좌 4회 2강 : Tate Modern에서 102년만에 만난 뭉크와 데미안
영국사랑 열린강좌 4회 참고 자료(ZIP)

영국사랑 열린강좌 5회 1강 : 범죄드라마로 본 영국사회구조
영국사랑 열린강좌 5회 2강 : 영국사회로 본 한국사회구조
영국사랑 열린강좌 5회 참고 자료(ZIP)

영국사랑 열린강좌 6회 1강 : 감동을 주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6회 2강 : 감동의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6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7회 1강 :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1 - 영국의 미술사와 유럽의 미술사
영국사랑 열린강좌 7회 2강 :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2 - 왜 영국에서 미술이나 예술공부를 하는거죠?
영국사랑 열린강좌 7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8회 1강 : 20세기 현대문화사 구조로 본 21세기 세계의 전망과 비전1 - 이데올로기의 종말과 세계
영국사랑 열린강좌 8회 2강 : 20세기 현대문화사 구조로 본 21세기 세계의 전망과 비전2 - 정치와 종교 이데올로기의 대립
과 새정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8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9회 1강 : 미술이란 무엇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9회 2강 : 미술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영국사랑 열린강좌 9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10회 1강 : 한국과 영국의 문화구조1 - 다중적 구조사회에서의 생존법
영국사랑 열린강좌 10회 2강 : 한국과 영국의 문화구조2 - 다중적 구조사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영국사랑 열린강좌 10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11회 1강 : 보통사람 속에서 보통성을 극복하기1 - 무엇이 콘텐츠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영국사랑 열린강좌 11회 2강 : 보통사람 속에서 보통성을 극복하기2 - 보편성과 보통성을 이해하고 몸에 붙이기
영 국사랑 열린강좌 11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12회 1강 : 경제와 미술1
영국사랑 열린강좌 12회 2강 : 경제와 미술2
영 국사랑 열린강좌 12회 참고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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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랑 열린강좌 13회 1강 : 가면 쓰고 나를 찾아가는 길1
영국사랑 열린강좌 13회 2강 : 가면 쓰고 나를 찾아가는 길2
영 국사랑 열린강좌 13회 참고 자료(PPT)

영국사랑 열린강좌 14회 1강 : 미학이란 무엇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14회 2강 : 서양미학 입문

영국사랑 열린강좌 15회 1강 : 미학에 있어서 집단의식과 한국미학의 가능성
영국사랑 열린강좌 15회 2강 : 한국적 미의식의 오류와 한국문화예술에 미친 영향

영국사랑 열린강좌 16회 1강 : 만남이란 무엇인가 - 만남을 찾아서
영국사랑 열린강좌 16회 2강 : 만남이란 무엇인가 -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영 국사랑 열린강좌 16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17회 1강 : 나는 꿈꿀 권리가 있을까 1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17회 2강 : 나는 꿈꿀 권리가 있을까 2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18회 1강 : 보통사람들이 주체가 된 새로운 몸철학의 시대
영국사랑 열린강좌 18회 2강 : 성공을 위한 몸철학, 디자이너 예술가들을 위한 몸철학의 의미

영국사랑 열린강좌 19회 1강 : 법과 예술 1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19회 2강 : 법과 예술 2부
영 국사랑 열린강좌 19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20회 1강 : 열린 판의 시대에서의 생존법 1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20회 2강 : 열린 판의 시대에서의 생존법 2부
영 국사랑 열린강좌 20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21회 1강 : 1910년대 모더니즘 전환기 1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21회 2강 : 1910년대 모더니즘 전환기 2부
영 국사랑 열린강좌 21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22회 1강 : 21세기의 대안 - 동서양의 통합된 새로운 눈을 갖자! 1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22회 2강 : 21세기의 대안 - 동서양의 통합된 새로운 눈을 갖자! 2부
영 국사랑 열린강좌 22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23회 1강 : 동서양을 통합한 새로운 눈은 어떤 눈인가? - 새로운 세계를 위한 눈
영국사랑 열린강좌 23회 2강 : 동서양을 통합한 새로운 눈은 어떤 눈인가? - 새로운 세계를 위한 눈의 몸통
영 국사랑 열린강좌 23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24회 1강 : 바른 이미지 읽기로 날개달린 눈 갖기 1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24회 2강 : 바른 이미지 읽기로 날개달린 눈 갖기 2부
영 국사랑 열린강좌 24회 참고 자료(ZIP)

http://04uk.com/new/bbs/board.php?bo_table=005&wr_id=146

Rp’ Institute    강사/  전하현 bookclub21@hotmail.com

                  
홈페이지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rpschoo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RPInstitute?ref=hl

Rpʼ Institute...전하현미술사 강좌 ＜미술이 세상을 바꾼 역사적 22개의 현장＞1단계 에게문명의 현장 교재

<그림은 전하현의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으로 <바르비종과 사실주의>, <인상주의> <에게문명>등 전하현 저서에서 져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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