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의 역사와 정보가 가득한 평생교육의 장 서울대미술관

현 대

•동서양을 넘나드는 현대미술사 바로가기
•정통의 미술사로 시대를 관통하는 서울대학교 유일의 프로그램

미 술 사
바 로 가 기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2017년 제 12기 “창의적 리더를 위한
예술문화과정(ACP: Art & Culture Program for Creative
Leaders)”을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ACP 과정은 그 동안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께 새로운 예술과 문화의 패러다임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왔습니다. 2017년 제
12기 ACP과정은 보다 차별화된 미술사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ACP는 “현대미술사 바로가기”라는 집중 프로젝트로
미술사 각 분야와 시대의 뛰어난 전공 교수진들을 모시고
동서양을 넘나들며 현대미술사의 핵심 발자취와 현장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중국,일본 및 서양의 현대작가와 작품에

제12기 ACP
창의적 리더를 위한
예술문화과정

관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다루므로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한층
진전된 안목을 형성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ACP 과정은 딱딱한 강의실이 아닌 현대미술의 열린 공간인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이뤄집니다. 미술과 문화의 역사에 관한

Art & Culture Program
for Creative Leaders

인문학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시면서 과정 중 인간적인 친분을
쌓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입니다.
2017년, 서울대학교 미술관 ACP과정을 통해 미술사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목

서울대학교 미술관장

모집 요강
교육기간

접수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2017년 3월 15일(수)–12월 13일(수),

2017년 1월 16일(월)–3월 15일(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접수방법

수강료

교육시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방문,

별도문의

매주 수요일

우편접수 가능

총 29주(7, 8월 휴강)

19:00–21:00, 120분 1회 강연 또는

이수조건
출석 70%이상 / 에세이 제출

19:00–20:20, 20:30–21:50,

접수서류

80분 2회 강연

입학지원서, 사진, 재직증명서(재직자에

※17:30-18:30 저녁식사 제공

한함), 회사 및 기관소개서

문의

※국내워크숍, 국내 문화기관 탐방,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미술관 ACP 사무국

해외워크숍 (비용 별도)
전형료

Tel. 02-880-9505/9509

교육대상

5만원

Fax. 02-886-9502

기업체 CEO 및 임원

지원자에 개별 안내

Email. acp@snu.ac.kr

문화예술계, 법조계, 의료계, 금융계,
언론방송계, 교육계 등 전문직 종사자
군,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기관의 간부
(전현직 모두 지원 가능)

제12기 창의적 리더를 위한 예술문화과정 ACP

현대미술사 바로가기
2017년 3월 15일~12월 13일, 매주 수요일, 서울대미술관 오디토리엄

3월 ‐‐‐ 6월
날짜

강의명

내용(artist)

강연자 소속

3월 15일

[입학식] 기조강연

미술사・작가・작품

김병기 미술가

3월 22일

현대미술의 태동, 아카데미에서 아방가르드로

3월 29일

근대의 초극? 일제 강점기의 한국미술

고희동, 김은호, 오지호, 장우성

4월 5일

광복과 현실, 한국의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배운성, 김용준, 이쾌대, 변월룡, 정현웅

4월 12일

회화적 모순에의 도전:
동・서양의 입체주의와 그 지류들

정영목 서울대학교
정형민 서울대학교
최열

미술사가

피카소, 레제, 브라크, 들로네

김영나 서울대학교

김병기, 박래현, 함대정

최은주 경기도미술관

마티스, 드랭, 루오, 이중섭

신정훈 한국예술종합학교

4월 15/16일

[국내워크숍] 과거와 오늘을 잇는 곳, 부여 답사

4월 19일

초기 추상. 추상의 영감으로서의 원시

4월 26일

미국의 추상표현

5월 10일

[ACP 홈커밍] Lecture Concert

5월 17일

초기 추상. 정신성의 신화

칸딘스키, 몬드리안, 말레비치, 타틀린

송혜영 영남대학교

5월 24일

초기 추상. 추상의 절차

김환기, 유영국

김현숙 성균관대학교

5월 31일

우연과 반예술: 다다

뒤샹, 이상, 네오다다, 오가나이저

정헌이 한성대학교

6월 7일

비이성의 대두: 초현실

미로, 뒤뷔페, 달리, 마그리트, 드 키리코

오진경 이화여자대학교

의도된 순수(Faux Naif)

루소, 클레, 박수근, 장욱진

조은정 목포대학교

2차 대전의 여파: 존재의 실존적 고민과 앵포르멜,

포트리에, 자코메티, 요시하라 지로, 타피에스,

6월 14일

구타이(具体)
6월 21일

초기 추상. 표현의 욕구

6월 28일

미술축제: 엑스포, 비엔날레, 도큐멘타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강연자와 미술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로스코, 고르키, 드쿠닝, 폴락, 마더웰, 김봉태,
최욱경

김희영 국민대학교

김영률 서울대학교

정창섭, 박서보, 하종현, 윤명로
놀데, 키르히너, 베크만, 구본웅, 만테츠

정신영 서울대학교미술관

정영목 서울대학교
김정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12기 창의적 리더를 위한 예술문화과정 ACP

현대미술사 바로가기
2017년 3월 15일~12월 13일, 매주 수요일, 서울대미술관 오디토리엄

9월 ‐‐‐ 12월
날짜

강의명

여름방학

[해외워크숍/7월 중] 독일 미술 답사

9월 6일

모던의 끝?: 대지미술, 개념미술

9월 13일

모던의 끝?: 유럽의 네오아방가르드와 요셉보이스

9월 20일

미니멀리즘, 모노하(モノ派), 단색화

내용(artist)
뮌스터 조각프로젝트, 카셀 도큐멘타, 뮌헨,
드레스덴, 베를린
모리스, 세라, 크리스토, 스미손, 코수스, 이승택,
김구림, 이건용
보이스, 클라인, 아르망, 생팔, 아르테 포베라,
쿠넬리스
뉴먼, 저드, 곽인식, 이우환, 노부오, 윤형근,
정상화
해밀턴, 리히텐슈타인, 워홀, 쿤스

9월 27일

동서양의 팝아트

강연자 소속

무라카미, 왕광이, 최정화, 이동기, 정치팝,
제패니즈팝
메이어레스, 게릴라걸즈, 부르게라, 아이웨이웨이,

정연심 홍익대학교

강영주 서울대학교

박영택 경기대학교

김진아 전남대학교

고동연 미술비평가

10월 11일

행동주의 미술가들(Activist art)

10월 18일

한국현대미술의 정치적 발언

10월 21일

[국내문화기관] 2017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10월 25일

재현의 대체기술: 사진의 역사

11월 1일

리얼리즘의 또 다른 양상들

11월 8일

움직이는 이미지(Moving Image)

백남준, 박현기, 비올라, 힐

유진상 계원예술대학교

11월 15일

효과의 미술: 설치(Installation)

키엔홀즈, 카푸어, 나우먼, 허스트

진휘연 한국예술종합학교

딘큐레
신학철, 오윤, 임옥상, 전준호, 노순택,
리슨투더시티

스티글리츠, 나기, 블로슈펠트, 레이, 밀러, 베허,
월, 셔먼, 스트루스, 틸만
펄스타인, 핸슨, 에스티스, 클로스, 한운성,
김홍주, 안창홍

리히터, 키퍼, 피슬, 슈나벨, 살르, 바젤리츠,
11월 22일

형상성의 부활: 동서양의 새로운 회화

11월 29일

미디어의 확장: 테크놀로지, 영상, 영화

12월 6일

라운드 테이블: 미술사・작가・작품

12월 13일

[수료식] Lecture Concert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강연자와 미술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멘도르프

김복기 경기대학교

최태만 국민대학교

이영준 계원예술대학교

이지은 명지대학교

윤희경 서울대학교

공성훈, 박진아, 서동욱, 이광호

심상용 동덕여자대학교

정연두, 박찬경, 전소정, 최우람, 양푸동

이원곤 단국대학교

창의적 리더를 위한 예술문화과정 ACP 입학지원서
Art & Culture Program for Creative Leaders

한글
성명
영문

사진부착
나머지 사진은
이면에 성명기재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기관명

직위:

기관주소
근무처
기관전화

실무
담당자

성명:

연락처 :

본인은 귀 기관 창의적 리더를 위한 예술문화과정(ACP)에 입학코자
다음과 같이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
지원자

년

월

일
(인)

서울대학교 미술관장 귀하

주요 이력사항
학력
학교명

기간

전공 및 학위

기관명

기간

부서명(부처명) 및 직위

주요경력

추천인
성명

ACP 기수 또는 기타 소속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ACP운영과 각종 서비스 제공을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ACP 운영과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공공기롭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준영구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보관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수집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번호, 이메일,

ACP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택전화,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본인확인, 개인식별, 지원의사 확인, 증명서 발급, 추후 법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각종 서비스 제공 등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준영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