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 미술 교실

예술사진 교실

동네목수 교실 

가구디자인 교실

시화방조제 (12km)

대부도 먹자거리

NCC 골프클럽

선감도
팬션타운 

경기영어마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선감어촌체험마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경기창작센터 425-866

 문의 032-890-4827 / http://www.gyeonggicreationcenter.org/

경기창작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적 창작레지던시 기관으로 

시각예술, 공연, 음악, 문학, 건축 등 

현대예술의 모든 창작분야를 

아우르는 예술 기관입니다. 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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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안내

※ 위의 내용은 진행에 따라 수정 및 변경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별 10명 미만시 폐강됩니다

1~2주차 오리엔테이션 및 아크릴, 유화 실기를 위한  드로잉 연습 / 드로잉 및 
고무판 제작 

3~4주차 여러 가지 정물을 화폭에 배치하며 스케치 표현 / 고무판 제작 및 수정 

5~6주차 정물화의 채색기법과 표현 / 목판화 제작 및 수정

7~8주차 풍경화의 공간과 구조 (근경, 중경, 원경)을 이해하며 스케치 / 
자연물(낙엽, 나무, 섬유. 기타등등)을 이용한 판화 제작하기

9~10주차 풍경화의 공간과 구조 스케치 /  아연판 제작 및 수정 / 전시 준비

섬 미술교실
기초적인 스케치에서 유화와 

창작판화 제작까지 시각예술의 

다양한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1~2주차 오리엔테이션 및 가구 디자인 이해 / 공구 사용법  

3~4주차 의자 스케치 및 디자인 / 맞춤 제작

5~6주차 책상 스케치 및 디자인 / 맞춤 제작 

7~8주차 소품 스케치 및 디자인 / 맞춤 제작 

9~10주차 작품 결과물 수정 및 전시준비 

가구디자인 교실
집에 오래된 가구 또는 해안가에 

버려진 목재들을 활용해 새로운 

가구 또는 조형물을 만들어본다. 

실생활에 도움은 물론 잠재된 예술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자극해봅니다.  

1~2주차 빛과 사진 기술에 대한 이해 / 사진의 구도와 촬영기술의 이해 

3~4주차 이야기가 있는 사진 (개개인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섭외 및 주제 설정. 
/ 개인별 작품촬영 및 작품분석. ) 

5~6주차 예술사진촬영 1.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진촬영(다양한 시각의 연구) 
및 작품제작 

7~8주차 예술사진촬영 2. ‘나도 예술가다.’ 개개인의 관심 주제를 가지고 작품제작

9~10주차 사진 수정 및 개인 작품집 제작 / 전시준비 

예술사진 교실 
촬영기법과 예술 사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가생활을 넘어 

자신 만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드립니다. 

동네목수 교실 
전통 가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정자의 목구조를 건축해 봄으로써 

한옥건축 기술을 습득해봅니다.   

1~2주차 오리엔테이션 및 이론 한옥 목구조의 특징과 구조방법 이해 / 
실습 기본연장 다루기 

3~4주차 이론 지붕곡선의 이해와 서까래 치목법 / 이론 처마곡선 조성방법 

5~6주차 이론 대공의 역할과 물매계산 / 실습 대공치목 

7~8주차 이론 기둥의 종류와 치목방법 / 실습 기둥치목

9~10주차 이론 한옥조립법과 드잡이 방법 / 한옥 목구조 완성 및 전시 준비

구분 기간 내용

정규 1기
2014. 04~06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10주 과정 정규수업  

정규수업 후 2주 동안 결과물 전시
정규 2기

2014. 09~11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 강좌 구성   동네목수 교실(대목공), 가구디자인 교실(소목공), 예술사진 

교실, 섬 미술교실(회화+판화)

■ 장소   경기창작센터 내 공방동 

■ 대상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가능 

■ 운영방식   1주~10주 과정/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3시간)

■ 모집기간   정규1기 : 3월 3일~모집시까지(정원 15명)

                      정규2기 : 8월 1일~모집시까지(정원 15명)

■ 참가비   10주 과정에 150,000원

                   (기본 재료 제공, 개인별 추가비용 발발생가능)

■ 참여방법   전화 또는 메일 접수 

■ 등록계좌   농협 1109-17-007956 (예금주 : 경기창작센터)
                      ※ 입금자명과 참가자명 동일 요망

■ 담당자   032. 890. 4827 / marmar72@naver.com

                        와 함께하는 

2014 열린창작 공방학교 

경기창작센터 공방동은 대·소목공실과 미디어실, 창작판화실 등

이 갖추어져있습니다. 공방학교는 입주작가와 함께 하는 창작교

실로 취미와 여가활동을 넘어 누구나 아마추어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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