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고서
과제명:
과제명: 목공연수
보고자:
보고자: 박수주(
박수주(부천실업고등학교)
부천실업고등학교)
지원금:
지원금: 130만원
130만원
1) 수강목적:
수강목적:
본교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야간고등학교입니다. 노동을 소중히 여기고 생
산과 결합된 노동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손으로 하는 노동을 몸으로 익히고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을 지향합니다. 음식
만들기 수업, 바느질 수업, 도예수업 , 전기실습 등 살아가면서 남녀 모두에게 반드
시 필요한 교육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목공수업도 학생들에게 나무를 이용하여 공구를 사용법을 익히고 본인이 고
안하고 디자인한 작품도 만들고 학교에 필요한 공동작품도 구상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여 전부터 목공실을 마련하고 공구도 하나 둘 마련하면서 목공수업을 진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초 진행하시던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학교를 그만두시면
서 목공실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그만한 공간과 시설이 놀고 있
다는 게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목공수업을 접할 기회가 없어
진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전부터 목공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손재
주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이번기회에 연수를 받아 학
생들과 함께 목공실을 활성화하고 망치 소리, 톱 소리가 나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
수강을 하려고 합니다.

2) 교육기대효과:
교육기대효과:

DIY과정이 아닌 소목과정은 수공구(톱, 대패, 끌), 전동공구(루터, 트리머), 소형목
공기계(자동대패,각끌기) 등을 배우면서 기초 과정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전동공구와 목공기계등도 배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공구, 내 기계로 자유
롭게 다루며 나무, 기계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자 했던 과정도 목공의 기본과정입니다.
톱, 대패, 끌 등 기본 공구를 익히면서 기계에 대해 친숙함을 늘리고 기계작동원리
에 대한 감도 늘려 기본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에게 가구만들기를 가르치려 해도 이런 기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탄탄하

게 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한 두 개 작품 제작에 급급한 게 아니라
이런 기본이 탄탄히 쌓여나갈 때 스스로 응용력도 생기고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물론이고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노동의 즐거움을 알고
자신감을 키워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목공과정에 집중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하고 거친 경쟁사회에서 스스로 노동하며 조금은 느리게 가는 삶도 생각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프로젝트 진행내용:
진행내용:
소목과정 <초급반>
초급반>은 톱, 대패,
대패, 끌 사용 등 기본 공구 사용을 익혀 기초를 다지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요되었습니다.

실습1: 톱질
1

2

3

실습2:끌

실습3:짜맞춤

작품1: 뒤주
초급반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초작업을 사용하여 만든 첫 작품입니다.

작품2: 공구함
앞으로 사용할 공구함을 만들었습니다.

소목과정 <전공반>
전공반>은 조각 작업등이 포함된 정교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실습:조각
1

2

3

4)평가
4)평가
아직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면서 아이들과의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생각보다 힘도 많이 들고 ‘내가 이렇게 재주가 없구나. 못한다는 것 뒤처진
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목공기술만이 아니라 저 자신을 돌아
보고 아이들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자극이 된 과정이었습니다.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의 도움으로 이제 첫 걸음을 내 딛었으니 앞으로 느리더라도
앞으로 꾸준히 해 갈 생각입니다. 아이들과의 수업도 진행하여 손으로 하는 노동,
스스로 기획하여 창조해 가며 노동의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연수비
5)연수비 지출내역:
지출내역: 영수증 별첨
짜맞춤가구<초급반> 연수비: 50만원
짜맞춤가구<전공반> 연수비: 30만원
짜맞춤가구<연구반> 연수비: 20만원
공구비: 30만원
<합계>
합계> 130만원
1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