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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45기 박물관 특설강좌

박물관 특설강좌는 1977년부터 시작되어 40년 넘게 진행되어 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모집인원 화요반: 200명   목요반: 200명

강좌내용 역사학, 미술사, 사상사, 박물관학, 전시실 교육 등 총 30강 진행

수강기간 및 시간 2022년 4월~11월 (매주 1회, 14:00~17:00) 

참고사항
특설강좌 수료 후에는 박물관 연구강좌 등을 통해서 한층 심화된 주제와 내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❷ 연구강좌  ※ 수강기간: 4월~12월(강좌별 15회)

강좌명 강의주제 강의시간 강사

연구강좌1 조선시대의 역사Ⅱ 1·3주 화요일, 10시~12시 한명기(명지대)

연구강좌2 한반도 고대도시와 국가의 탄생 1·3주 화요일, 14시~16시 윤선태(동국대)

연구강좌3 파라오와 신들의 나라 이집트 2·4주 화요일, 10시~12시 곽민수(이집트학)

연구강좌4 동아시아 근현대미술사 2·4주 화요일, 14시~16시 정하윤(이화여대)

연구강좌5 서양사 깊이 읽기Ⅱ 1·3주 수요일, 10시~12시 박재욱(신라대)

연구강좌6 성서, 미술을 만나다 2·4주 수요일, 10시~12시 정은진(이화여대)

연구강좌7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1·3주 목요일, 10시~12시 노경덕(이화여대)

연구강좌8 푸른 초원이 전하는 이야기 2·4주 목요일, 10시~12시 강인욱(경희대)

❸ 테마강좌  ※ 수강기간: 3월~12월(강좌별 10~15회)

강좌명 강의주제 강의시간 강사

테마강좌1 서양미술의 시대사Ⅰ 매주 수요일, 14시~16시 김향숙(홍익대)

테마강좌2 서양미술의 시대사Ⅱ 매주 수요일, 14시~16시 김향숙(홍익대)

테마강좌3 예술, 도시를 만나다Ⅰ 매주 목요일, 10시~12시 전원경(세종사대)

테마강좌4 예술, 도시를 만나다Ⅱ 매주 목요일, 10시~12시 전원경(세종사대)

◎ 사회교육 전 강좌는 유료이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진행합니다.

◎ 연구강좌는 특설강좌를 수료한 회원만 수강 가능합니다.

◎ 사회교육 수강신청은 홈페이지 및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fnmk.org / 문의: 02) 2077-9790~5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 04383, Korea 

전화 (02)2077-9790~5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안중식, <배를 타고 복사꽃 마을을 

찾아서(桃源行舟圖)>, 

국립중앙박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