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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민화

§ 교육기간 : 2020. 09. 18. ~ 12. 04. (매주 금요일)

§ 교육시간 : 10:00 ~ 12:00

§ 총 시 수 : 20시간 (10주)

§ 강 사 명 : 최윤영

§ 모집정원 : 10명

§ 수료기준 : 출석률 70% 이상

▶ 강의개요 및 목표

- 전통 민화를 통하여 조상의 얼과 멋을 알게 되며 민화에 대한 상징성을 배우게 되며. 전통 채색 

  물감으로 재현. 복원. 또는 더 나아가 창작을 하고 그에 대한  예술성을 공부한다. 

  이를 실생활에 접목하여 생활용품 부채. 커튼. 가리개. 병풍 등을 만들어 본다. 

▶ 강의내용

- 길조와 액운을 막아주는 호작도(까치와 호랑이), 불로장생을 원하는 십장생도,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모란도, 자식의 출세를 기도하며 그리는 연화도, 잉어를 그리면서 합격을 기원하는 

  약리도나 쌍리도등을 그린다. 민화에선 모든 동물이 쌍으로 그린다. 원앙새는 부부금슬. 오리나 

  연밥을 그려 자손 번창을 나타내기도 한다. 임금님의 옥좌 뒤에 놓인 궁중 회화인 일월오봉도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고, 우주 만물의 핵심인 해와 달을,  파도는 백성을, 무수히 많은 산맥은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대칭을 이루고 있는 폭포와 붉은 소나무는 음양오행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하며 반드시 왕만이 그 앞에 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자유분방함, 익살스러움과 대담하고 

  파격적인 구성으로 우리 선조들의 멋과 해학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그림을 배우게 될 것이다.

▶ 강의방식 및 교재

-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

▶ 특이사항(재료비 및 준비물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재료비 : 9만원 <먹물, 채색물감, 필붓(1), 채색필(2), 발임붓(1), 파렛트, 한지, 배접지, 판넬(3개)>

준비물 : 화구박스, 휴지 or 손걸레, 물통, 종이테이프

▶ 자격증관련 자격증명

유 무
자격증구분

민간자격증(등록번호) 국가자격증(등록번호)

V

자격증관리협회명 자격증 취득관련

(검정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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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표

주차 강의주제 작품 교육내용 시수 강사명

1 민화란?

- 민화의 의미와 상징성을 알아보며 왜 민화를 그려야 하는지 
  대해서 알아본다.
- 민화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재료를 알아보며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2 최윤영

2
화조도

花鳥圖 

- 화조도의 초(밑그림)를 화선지에 먹으로 
  본을 뜬다.
- 화조도는 새와 꽃을 함께 그린 그림으로 
  암수 한 쌍이의 모습은 금슬 좋은 부부를 
  상징하고, 새끼와 함께 그려져 화목한 
  가정을 연상케 하는 그림 

2 최윤영

3
 화조도

花鳥圖 

- 본뜬 그림이 아교포수와 배접이 된 후 
  전통 채색기법인 바림을 하며 채색 해 
  나간다.

2 최윤영

4
 화조도

花鳥圖 

- 물감과 먹을 섞어 정리선을 그어주어 
  마무리하여 완성한다. 

2 최윤영

5  부채 그리기

- 원하는 그림의 초(밑그림)를 화선지에 
  먹으로 본을 뜬다.
- 부채에 모란그림이나 화조도 부분을 
  그리기 

2 최윤영

6  부채 그리기
- 본뜬 그림이 아교포수 후 전통 채색
  기법인 바림을 하며 채색 해 나간다.

2 최윤영

7  부채 그리기
- 물감과 먹을 섞어 정리 선을 그어주고 
  부채에 붙여서 완성한다.

2 최윤영

8
 문자도

文字圖

- 문자도의 초(밑그림)를 화선지에 먹으로 
  본을 뜬다.
- 문자도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교훈적이고
 길상적인 뜻을 지닌 문자를 통해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작된 그림

2 최윤영

9
 문자도

文字圖

- 본뜬 그림이 아교포수와 배접이 된 후 
  전통 채색기법인 바림을 하며 채색해
  나간다.

2 최윤영

10
 문자도

文字圖

-  물감과 먹을 섞어 정리선을 그어주어 
   마무리하여 완성한다.

2 최윤영

*강의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