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논산시평생학습관 1분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연필 끝으로 그리는 일상의 모든 것

대상(인원)  성인 (10명) 강  사 유 경 열

요일/시간  화요일 / 19시~21시 강의실  중강의실 1

강사소개
류키의작업공간 대표
대전시민대학, 대전신일여자중학교, 대전이마트둔산점 문화센터 소묘강의,  
대전이마트둔산점 오픈갤러리 전속작가

강의개요
미술재료 중 기본이 되는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종이를 이용해서 기존의 입시  
  미술방식에서 벗어나 쉽게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그림을 배우기가 쉽지않다는 편견을 이 수업을 통해 떨쳐낼 수 있다.

교재 및 재료비 재료비(학습자준비물) : 약 20,000원(시중가-개별구매)

학습자준비물
 드로잉북(A4사이즈 200g종이), 톰보우4B연필, 미술용떡지우개(제도용x), 
 두루마리휴지, 5-1플라스틱 지우개, 연필깎이, 찰필

회차별 내용

회차 날짜 학습주제 지도내용 학습자준비물

1 1/5 O · T

기존학습자와 신규수업자와의 학습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본개
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이번 학기에 진행 될 풍경화에 대해서 완성된 그림들을 보고 
그 그림에 알맞은 선 사용법이나 지우개 사용법 등을 배운다.

드로잉북
(A4사이즈 
200g종이), 

두루마리휴지, 
톰보우4B연필
미술용떡지우개

(제도용x),
5-1 플라스틱 

지우개
연필깎이 

찰필 

2 1/12

간단한 
풍경화

단순한 풍경의 그림을 그려본다.
사진을 그림으로 옮기는 방법과 구도와 형태를 잡는 방법을 연습해본다.

3 1/19
명암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그림에 적용시켜본다.
선이 색으로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연습해본다.

4 1/26
디테일한 마무리를 하여 완성시킨다.
지우개를 이용한 기법을 연습해본다.

5 2/2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풍경화

투시도법에 대해서 이론을 공부해보고 그것을 그림에 적용시켜본다.
직선을 잘 긋는 방법을 연습해본다.
사진을 그리으로 옮기는 방법과 구도와 형태를 잡는 방법을 연습해본다.

6 2/9
명암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그림에 적용시켜 본다.
선이 색으로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연습해본다.

7 2/16
디테일한 마무리를 하여 완성시킨다.
지우개를 이용한 기법을 연습해본다.
구도나 형태를 마지막까지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본다.

8 2/23 그리고 
싶은 풍경화 

그리기

그리기 좋은 조건의 그림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자신이 선택한 사진을 그림으로 형태와 구도를 맞춰서 옮
겨본다.

9 3/2
형태와 구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명암을 적용시켜 본다.
이후 색원근법을 사용해서 거리감이 느껴지도록 그려본다.



※ 상기 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3/9
그리고 

싶은 풍경화 
그리기

디테일한 마무리를 하여 완성시킨다.
근경에서 중경 원경 순으로 거리감이 느껴지는지 확인해본다.
지우개나 날카로운 연필로 세밀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본다.

상동11 3/16
부족한 그림

완성도 
끌어내기

한 학기를 진행하면서 완성도가 미흡했던 부분이나 기타 
수정이 필요한 그림을 점검하고 보완받는 시간을 가져본다.

12 3/23
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을 점검받고 보완하며 그림에 대한 
완성도를 끌어낸다.
다음 학기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종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