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내가도서관 독서·문화강좌 강의계획서
강좌명

손끝으로 만나는 동화

요일/시간

화요일 / 10:00~12:00

교육목표
차시 월/일
1

3/12

2

3/26

3

4/9

4

4/23

6

5/14

5

5/28

7

6/11

8

6/25

강

사

비

명
고

(교재명 및 교재비,
준비물, 재료비 등)

전수진
재료비별도

·친숙한 동화 캐릭터를 이용하여 바느질 기법(서양자수, 퀼트)을 알아간다.

교

육

내

용

·바느질 기법 배우기
·헨젤과그레텔 : 티코스터
·바느질 기법 배우기
·오즈의 마법사 : 여밈주머니
·바느질 기법 배우기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 커피필터케이스
·바느질 기법 배우기
·미녀와야수 : 티코지
·바느질 기법 배우기
·피터래빗 : 테이블매트
·바느질 기법 배우기
·어린왕자 : 티슈커버
·바느질 기법 배우기
·빨간머리 앤 : 허리앞치마
·바느질 기법 배우기
·아기돼지삼형제 : 인형

비고

(교재, 준비물, 재료비 등)
·재료비: 8,000

·재료비: 10,000

·재료비: 10,000

·재료비: 12,000

·재료비: 12,000

·재료비: 12,000

·재료비: 20,000

·재료비: 20,000

2019년도 길상작은도서관 독서·문화강좌 강의계획서
강좌명

우아하게 마크라메

요일/시간
교육목표

강

사

명

송민아

걸어두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책장
(교재명 및 교재비, 또는 행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재료비 등) 개별준비물 : 가위(매회 필요)

비

월/오전10시~12시

고

다양한 매듭을 익히고 아름다운 무늬를 넣는 기법을 학습하여, 장식품과 생활 용품을 만들
면서 조직적 사고와 규칙성, 심미성을 고취시키고 성취감을 갖도록 돕습니다.

차시 월/일

교

육

내

용

-주제 : 마크라메란/ 매듭의 이해/ 기본 매듭(평매듭) 익히기

비고

(교재, 준비물, 재료비 등)

1

3/11 -활동내용 : 평매듭을 이용한 벽장식(小)만들기

2

3/18 -활동내용 : 평매듭과 이어엮기 방법을 숙지하고 활용해 제작한다. 재료비 6,000원

3

3/25

-주제 : 화분걸이 만들기
-활동내용 : 새로운 매듭을 배우고 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재료비 6,000원
제작한다.

4

4/1

-주제 : 드림캐처 만들기
-활동내용 : 링에 실을 거는 방법을 배우고 소품을 제작한다.

재료비 12,000원

5

4/8

-주제 : 티매트 만들기
-활동내용 : 매듭의 강약을 조절하여 다양한 질감의 마크라메
티매트를 만들어 본다.

재료비 4,000원

6

4/15 -활동내용 :다양한 매듭기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리스를

재료비 5,000원

-주제 : 열쇠고리 만들기

-주제 : 리스 만들기
재료비 9,000원

만든다.
-주제 :가렌다 만들기
-활동내용 : 다양한 크기의 삼각형을 만들고 긴 실에 엮는 활동을
한다.

7

4/22

8

4/29 -활동내용 : 마크라메 실과 매듭으로 인형을 만들어 벽장식을

재료비 4,000원

-주제 : 마크라메 인형 벽장식 만들기
재료비 22,000원

만든다.
-주제 : 이오난사화분 만들기
-활동내용 : 입체적으로 매듭을 짓는 기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재료비 12,000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본다.

9

5/13

10

5/20 -활동내용 :그 동안 배웠던 여러 매듭기법을 활용하여 본인이

-주제 :조명만들기
디자인한 모양의 매듭으로 조명장식을 제작한다.

재료비 9,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