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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 기획의도

 샌드아트 소개
샌드아트는 1969년 캐나다의 캐롤린루프에 의해서 시작됐으며 헝가리출신의 페렝카코에 의해서
라이브공연으로 발전하게 된다.
샌드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리며 스토리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하는 개체들의 모습에서 감탄과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샌드아트는 모래라는 재료를 활용하여 변화되는 그림을 그리는 공연예술의 한 장르로써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모래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정서함양과 심리적 안정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많이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심리적 안정 및 풍부한 감성을 제공해
준다..
또한 샌드아트 진로체험은 자유학년제를 대상으로 한 중학생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수준높은 진로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체험인원을 최대한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가용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거리상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체험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샌드아트 진로체험 목표

 샌드아트 진로체험 기대효과
• 심리적 안정 및 정서함양에 도움을 준다
•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독서능력의 배양에 도움을 준다.
• 다양한 표현력과 상상력을 배가시켜서 창조적인 사고를 갖게 해준다.
• 직업과 연계하여 공연, 교육, 영상제작분야에서 창조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티브로써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으며 향후 심리치료, 선교활동, 독서지도, 동화구연, 
사회복지, 유튜버, 공연자, 교육 등의 직업군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교육시간: 120분(2교시 수업)

과정 시간
소요

시간 주제 주요내용 비고

도입
10:00

~10:05
5분 O·T

▣ 샌드아트 작가(프란) 인사

▣ 샌드아트 소개

샌드아트의 정의 및 역사 소개

전개
10:05

~10:30
25분

직무

소개

▣ 샌드아티스트의 직업 소개

샌드아티스트는 라이트박스 위에 모래라는 재료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이다. 또한 샌드아트는 종합예술 분야로 미술, 문

학, 음악, 영상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무이다. 샌드아트 활동분야는 무대공연, 영상제작, 체험.교육, 심리치

료, 독서지도교사, 선교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샌드아트 자격증 수료하여 샌드아트 교육 및

체험 분야의 전문강사로써 활동이 가능한 유망직종이다.

재료 소개

▣ 샌드아트 재료 소개

샌드아트 재료는 그릴 수 있는 도구로 라이트박스와 모래로 구성되며 기타 공연에 필요한 빔프로젝터, 스크린, 카메라, 음

향장비 등을 소개한다.

교육

&

체험

10:30

~11:40
70분

체험

▣ 진로체험

샌드아트 진로체험은 기자재인 라이트박스와 모래를 활용하여 강사의 지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 샌드아트 기본표현 배우기(모래깔기, 모래밀기, 모래뿌리기, 모래그리기)

- 샌드아트 따라 그리기: 자연물, 백조, 물고기 표현

- 샌드아트 창작하기: 학생이 그리고자 하는 주제를 정하여 자유롭게 그린다.

발표

▣ 기획 내용 공유 및 발표

샌드아트 체험을 통해서 개인이 표현한 그림에 대한 설명과 느낌을 발표하고 향후 직업으로써 가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다.

마무리
11:40

~12:00
20분

Q&A ▣ 질의 및 응답, 정리

체험 결과물
▣ 단체 사진 촬영

▣ 창작한 샌드아트 작품은 사진촬영후 슬라이드 영상으로 제작하여 담당선생님께 보내 드립니다.



진로체험 진행형태 및 구성

 학교 방문형 진로체험

 화정센터 내방형 진로체험

체험 주제 정원 재료 가격 강사 구성

샌드아트 진로체험 25~30명 라이트박스, 모래 지급
/개인당

2만원/인당 주강사1명
보조강사1명

 수업시간은 전체 120분으로 구성되며 50분 수업, 10분 휴식으로 진행됩니다.
 차량주차 및 기자재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진로담당선생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체험 주제 정원 재료 가격 강사 구성

샌드아트 진로체험 20~30명 라이트박스, 모래 지급/
개인당

1만5천원/인당 주강사1명

 수업시간은 전체 120분으로 구성되며 50분 수업, 10분 휴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솔교사와 함께 고양시 화정센터(당사)에 방문하여 체험을 진행합니다.

라이트박스
(500mmx350mm)

사막모래



체험강사구성(대표강사 및 강사진)
 現샌드아트월드 대표강사
 건국대 미술대학 졸업(동양화과 전공)
 샌드아트 공연 300회 이상 진행
 샌드아트마스터2급, 1급 자격증 교육기관
 행신도서관 샌드아트마스터2급과정 진행중
 샌드아트마스터2급과정 화정센터에서 운영중
 CBS(기독교방송) 문화센터 출강 경력
 한국과학창의재단 ‘크레존’ 체험처
 초,중,고 교육부 ‘꿈길’ 진로체험처
 고양시 현장직업체험형패키지 사업

우수 진로체험처 선정대표강사, 프란(김종명)

주강사: 신선희
샌드아트마스터2급자격증

주강사: 안혜숙
샌드아트마스터2급자격증

주강사: 송윤희
샌드아트마스터2급자격증

주강사: 김경옥
샌드아트마스터2급자격증



진로체험 진행 학교 및 학교 평가

덕양중 발산중 목암중 서정중

안곡중 저동중 정발중 현산중

샌드아트진로체험
만족도 평가

 교육부 ‘꿈길’ 샌드아트 진로체험 평가



‘꿈길’ 진로체험 신청방법

 교육부 ‘꿈길’ 신청방법

학교ID로 ‘꿈길’ 로그인->체험처 ‘샌드아트월드’ 검색->’학교방문 샌드아트 진로체험’ 선택후 예약->
샌드아트월드 담당자 확인후 진로담당 교사에게 연락하여 최종 일정 협의

‘꿈길’ 학교방문 샌드아트 진로체험 화면



보도자료 및 고양시 진로체험 홍보영상

https://youtu.be/YdZiLjpiGKs

 Youtube: 고양시 진로체험 체험편_샌드아트

 고양시 우수진로체험처 선정(400여개 체험처중 20개 선정)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9520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9520


Thank you for reading it

체험처: 샌드아트월드
문의처: 070.7772.7788

010.7650.9268
http://www.sandartworld.com
http://blog.naver.com/klimt1

http://blog.naver.com/klimt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