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방 체험 문의 - 개인·가족·단체 체험 지산스키장 내 제이파크 3층 "다람쥐미술공방"에서 만나요!

스키타며 즐기고, 공방 체험하며 배우고 -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미술체험

031-637-7834  ·  010-3138-5033

다람쥐미술공방의 체험프로그램은 30여년간 미술교육현장에서의 쌓아온 노

하우를 바탕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만의 개성있

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력과 창의력을 키울수 있

습니다.

다람쥐미술공방은 약 70여평 규모로 개인, 가족, 단체의 자유로운 미술활동체

험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공방지기 선생님의 친절한 지도아래 안전공작기계, 

전동공구, 수작업공구 등의 시설,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목공예체험과 미술체

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 후 나무블럭쌓기, 스탬프 찍기, 인형집 놀이, 기차놀이, 활쏘기, 고무줄 

총 쏘기, 나무퍼즐 맞추기, 공굴리기, 못박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체험 구성

   •개인프로그램 :  5세 이하 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장가능하며 그 이상은  

 단독 입장가능합니다. 

   •단체프로그램 :  시즌이 아닌 비성수기에도 10~40인 단체 가능하며 원할한 작업환 

 경 준비를 위해 사전 문의 및 예약이 필요합니다.

다람쥐미술공방의 프로그램은?

다람쥐미술공방 시설 이용은?

"자르고, 붙이고, 칠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기발한 
상상력을 키워요!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요!

꼼꼼한 
집중력을 키워요!

하나 둘 셋

다양한 미술체험이 가능한 "다람쥐미술공방"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목공예 체험 

No 체험프로그램 체험시간 체험요금

1 나무 로봇

1~2시간

크기, 재료선택, 체험상황에 
따라 요금 및 체험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0,000

2 나무 배 or 자동차 30,000

3 나무 비행기(연필수납) 35,000

4 나무 고무줄총 12,000

5 캔들홀더 or 연필꽂이 15,000

6 수납소품 15,000

7 자유목공 15,000

● 아트 공예체험 

No 체험프로그램 체험시간 체험요금

1 냅킨 아트

1~2시간

크기, 재료선택, 체험상황에 
따라 요금 및 체험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0,000

2 미니어춰 아트 15,000

3 가죽 아트 10,000

4 패브릭아트 15,000

5 원예 아트 15,000

6 3D 펜 아트 15,000

다람쥐미술공방 체험요금안내

● 단체 체험 
  위의 체험 이외에 비누•석고 방향제•원예 등 다양한 단체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금 및 자세한 내용은 ☎ 010-3138-5033로 문의 해주세요.

■ 다람쥐미술공방 오시는 길

내용 : 자유구성(목공예), 3D펜을 이용한 만들기 

 시상 : 최고상 - 지산스키장시즌권
※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지산 홈페이지 www.jisanresort.co.kr 참조

            2월 Event 안내

후 원 꽃향기家협 력

지산스키장 종합안내실 ☎ 031-644-1391
■ 공방 이용 시간   월 ~ 목  OPEN - AM 10:00 ~ CLOSE - PM 5:00

                                   금 ~ 일   OPEN - AM 10:00 ~ 야간 이용 가능(예약필수)



단체 체험목공예 체험

나무 배 / 나무 자동차

기본 원목키트를 순서에 따라 조립하여 완성합니다.
연필수납이 가능한 배 와 자동차.

나무고무줄총 만들기

조립되어진 나무총에 나만의 색과 모양을 만들고   
색칠하여 완성합니다.

캔들홀더 / 연필꽂이

분위기 있는 캔들 홀더, 거울달린 예쁜 연필꽂이도  
만들어 보아요.

자유목공(창작목공)

나도 작가! 다양한 종류, 크기의 원목조각을 이용해 
원하는 사물을 자유롭게 표현해 봅니다. 

수납소품 만들기

연필도 꽂고, 붓도 꽂고~ 
다양한 용도의 수납소품을  만들어 봅니다.

나무 로봇 만들기

기본 원목키트를 순서에 따라 조립하여 완성합니다.        
(스타일을 독창적으로 할 수 있음)

뚝딱 뚝딱~ 슥슥~ 즐거운 목공놀이!

안전한 어린이용 목공기계도 체험하며

나무로봇도 만들고, 나무비행기, 이쁜 소품도 만들어 보아요.

나무 비행기 만들기

연필수납이 가능한 나무비행기는 기본 원목키트를
순서에 따라 조립하여 완성합니다.  

단체 체험 프로그램

• 비누 + 원예(다육이 심기)                 •자유구성 + 원예(다육이 심기)
• 석고 방향제 + 원예(다육이 심기)   •원목소품 만들기

■ 놀이 및 레크레이션

      활쏘기, 고무줄총 쏘기, 말뚝 던지기, 나무공 던지기, 나무링 던지기, 
      밧줄걸기 등

※ 12월~2월 스키시즌 동안은 전화예약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스키장 폐장 후 4월~10월 사이 주말 이용가능. 2주 전 예약을 해 주시고 20% 선불입금

※ 일반 단체활동시간은 2시간, 놀이활동1시간 소요 (반드시 사전예약)

서울시립미술관, 청주국제공예페스티벌, 직지코리아 교육체험 기획, 전시도슨트교육, 아동미술, 

교구교재개발, 미술교육 관련 강의 다수
참
조

다양한 아동미술교육 프로그램과 풍부한 강의 경험으로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즐기며 체험하는 미술교육, 다양한 체험과 놀이활동~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공예소품을 

직접 만들며 다양한 미술체험을 해보아요.

● 이외에도 엄마,아빠들의 아이장난감 제작 교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패브릭아트(쿠션인형 만들기)- 북서울시립미술관 기획지도  내용 중

교육기획 및 강의

아트 공예 체험

아이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해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냅킨아트, 미니어춰아트, 3D아트 등

 우리 가족만의 아기자기한 소품을 만들어 보아요. 

미니어춰아트

두툼한 원목 위에 나무키트를 이용하여 재미있게 
나만의 환상적인 작은 마을을 완성해 봐요.
연필꽂이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죽아트

가죽을 이용한 지갑, 카드 목걸이, 필통 등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패브릭아트

롤 연필 케이스(냅킨기법), 쿠션에 나만의 색을 
입혀 완성합니다.

원예아트

다육이 원목화분, 다육이 6구 / 12구,  연필꽂이, 
원목사각목화분

?

다육이 원목화분, 다육이 6구 / 12구,  연필꽂이, 
원목사각목화분

냅킨아트

MDF반제품에 아트 냅킨을 붙여서 마감제를 
바르고 건조 후 완성합니다.
(필통, 보석함, 수납함, 우편함걸이, 연필꽂이 등 )

3D아트

3D팬(PLA/ABS필라멘트방식)으로 내가 생각한 평면그림을 입체로 만들 수 있어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배우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쁜 스키장비 키체인, 
이니셜을 이용한 장식소품, 선재구조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도 가능해요!

• 우리 아이에게 꼭 읽어주고 남기고 싶은 동화책의 내용을 주문하면 

 나무퍼즐로 제작해 드립니다.

• 우리 아이 또는 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의 특별한 교구교재를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 우리 아이 방에 꼭 해주고 싶은 인테리어 소품을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원목을 이용한 놀이감!
아이의 건강과 정서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어 드립니다. •동화 나무퍼즐

•나무장난감(유아끌기놀이)

• 교육기획, 행사체험기획  • 외부강의(교육교재, 아동미술교육)
• 교사연수(아동미술,방과후DIY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