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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아날로그 마이스터 클라스
Analog Meister Class

빠름과 편리함이 미덕(美德)으로 여겨지는 디지털 세상에서

조금은 느리고 불편하며 심지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지털의 아찔한 속도감에 지친 사람들이 

편안하고 따듯한 느낌의 아날로그 감성을 떠올리며 

정서적 기쁨과 만족을 통해 위안을 얻고자 함이 아닐까요.

이런 아날로그 감성을 통한 정서적 힐링을 위해

조선일보는 아날로그 마이스터 클라스(Analog Meister Class)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소하게 만드는 행복’을 의미하는 ‘소·만·행’이라는 신조어가 큰 관심을 끄는 

요즘 목공(木工), 가드닝(Gardening), 칠(漆), 금속(金屬), 섬유(纖維) 등의 공예 

각 분야의 대표 장인(匠人)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아날로그 감성을 

깨우고자 합니다.

조선일보가 준비한 따뜻하고 품격 높은 아날로그 취미 과정인 

아날로그 마이스터 클라스(Analog Meister Class)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아날로그 마이스터 클라스
(Analog Meister Class)를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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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대표이사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조선일보 아날로그 마이스터 작품 전시회 참여 및 초대

· 조선일보 주최 각종 전시/공연 할인

· 조선일보 주최 각종 행사 할인 및 초청 

  (재테크박람회, 라이프쇼, 부동산트렌드쇼, 부동산 수퍼콘서트)

· 조선일보 각종 교육과정 수강시 할인 혜택 제공

· 조선미디어그룹 출판물 정기 구독시 할인 혜택 

  (월간조선, 주간조선, 이코노미조선 등)

· 원우회, 동문회, 동호회 활동 지원

· 총동문회 송년의 밤, 친선골프대회 개최시 초대 

Analog Meister Class
혜택 특전

각종 행사
할인 및 초청

출판물 정기구독 시 
할인 혜택

수료증 
수여

인적 네트워크 
연계

조선일보 주최
각종 전시 할인



Analog Meister Class

Episode1.
목공예 입문과정 소개

'아날로그 마이스터 클라스 - Episode1. 목공예 입문과정'은 
취미로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명 '취·목·수'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교육 과정입니다.

'목재의 이해'부터 생경하기만 한 다양한 
수공구와 전동공구의 기초 활용법 그리고 디자인 작도법까지 

목공예의 입문 전(全) 과정을 진행합니다. 

목공예의 기초기술 50%, 디자인 50% 비중의 커리큘럼으로
분야별로 선별된 5명의 전문 강사와 스탭이 

1:1 맞춤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기능과 실용에 중점을 두고, 창작자의 색(色)이 ‘목가구’에 뚜렷이 
새겨질 수 있는 ‘디자인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작기법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육생의 창의성과 개성이 ‘목가구’에 
어떤 생각으로 투영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창작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삶과 스토리를 작품에 구체화할 수 있는 
‘디자인 중심’의 목공예 교육 과정인 'Episode1. 목공예 입문과정'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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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Meister Class
목공예 입문과정 커리큘럼

주차 주제 내용 상세내용

1주차 입학식 · 오리엔테이션
- 주임교수 및 교육 과정 소개

- 공방 안내 및 주의사항

2주차

실습 제작

· 목재 이론

· 스툴 이론 

· 아이디어 스케치

- 목재의 종류 및 특성

- 스툴 이론 및 구조 이해

- 스툴 아이디어 스케치, 디자인

3주차

· 수공구 이론

· 디자인 작도법

· 1:1 도면 작성

- 수공구 종류와 사용 방법

- 스툴 디자인 작도

- 1:1 도면 작성 (스툴 디자인 확정)

4주차
· Mock-up

· 부재 가공 시연 (목공 기계)

- 1:1 사이즈 목업(스티로폼) 제작

- 스툴 부재 가공 시연

- 목공 기계의 종류와 작동방법

5주차

· 조립 시연

· 부재 마킹

· 부재 가공

- 스툴 조립 시연 (도미노 가공)  

    입문과정 : 도미노 가공

    중급과정 : 장부 가공

- 가공 부재 마킹

- 스툴 부재 가공 (도미노, 각도절단기)

6주차

· 조립

· 초벌 샌딩

· 좌판 가공, 집성

- 부재 가조립 -> 조립

- 초벌 샌딩, 본딩

- 좌판 가공 및 집성

7주차
· 좌판 가공

· 조립

- 좌판 재단 및 가공 (트리머)

- 좌판 조립, 샌딩, 본딩

8주차
· 레벨링

· 샌딩, 마감

- 스툴 레벨링

- 샌딩

- 1차 오일 마감

9주차
· 마감

· 사진 촬영

- 2차 오일 마감

- 품평회 및 인터뷰, 사진 촬영

10주차 수료식 · 수료식
- 수료증 전달

- 단체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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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1. 목공예 입문과정

스툴 : 이중각스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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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원한 이래 지난 15여년 간 젊은 목수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대표 ‘목공가구 디자인 아카데미'

기초 입문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목공기술, 소재 교육 등 체계적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천여명에 가까운 수강생을 배출하며 개인 창업에 성공하는 젊은 목수들을 양성

2014년 출간된 '젊은 목수들'을 통해 수강생 다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목수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디지털공예)'에 최종 선정

Analog Meister Class
교육 기관 소개

Episode1. 목공예 입문과정

   아카데미 연혁
  2005. 12    유니크마이스터 창립
  2008. 03    유니크마이스터 전문과정 개설
  2010. 08    유니크마이스터 공방 이전 (성남시 사송동) 및 유니크마이스터 집중과정 개설
  2013. 03    유니크마이스터 확장 이전 (성남시 사송동) 및 유니크마이스터 공예학원 개원
  2015. 03    유니크마이스터 심화과정 개설
  2019. 03    ㈜유니크마이스터 법인설립
  2019. 12    유니쿠드(Uniqood) 브랜드 런칭 (코엑스/ 서울)

  2020. 05    ㈜유니크마이스터 메이커스페이스 선정 (창업진흥원)

    전시회
  2019. 01    ‘FUN IT YOUR, FUNITURE’ 展 - 전문가반 13기 수료전 (팔레 드 서울/서울) 

  2019. 12    프로토 타입 스토어 展 - 전문가반 14기 수료전 (코엑스/서을) 

  2020. 12    ‘유니크마이스터 비스포크’ 展 - 정규반 15기 수료전 (코엑스/서울) 외 다수



- 포인디자인 대표
- 출판사 프로파간다 ‘젊은 목수들’ 선정 
- 영화 '은교' 흔들의자 협찬
- EBS 다큐프라임 "철학하라"- 이데아의 꿈 마이스터 출연

- 대한민국 가구디자인 공모전 "에몬드"상
- ‘가구가이드 디자인공모전’ 최우수상 외 다수

이력 및 활동

대외 수상

김홍국 주임교수
유니크마이스터 아카데미 마이스터

Episode1. 목공예 입문과정

Analog Meister Class
주임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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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쿠드’ 공예트랜드페어 브랜드관 (코엑스/서울)
- 공예주간 한국현대공예 울림전 (예깊미술관/군산) 
- 외 전시 다수

전시



02-6954-0358 
meister@chosun-ceo-academy.com 
http://chosun-ceo-academy.com  
네이버 검색 '조선일보 CEO 아카데미'

T E L
E M A I L
홈페이지

2021년 11월 목공예 입문과정 개강 예정

2021년 11월 22일 ~ 2022년 02월 11일, 매주 일요일 10주 8회 강좌
입학식 : 2021년 11월 22일(월),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본강의 : 2021년 11월 28일(일) ~ 2022년 02월 06일(일)
수료식 : 2022년 02월 11일(금) 예정

매주 일요일(강의장 교육 / 이론 교육 및 실습, 제작) 오전 09시 30분 ~ 12시 30분
유니크 마이스터 아카데미(경기도 성남시 소재)
15명 ~ 20명 정원 
서류전형 및 합격 통보

체계적인 목공예 교육을 원하시는 분
기업체 및 공기업 CEO·임원, 각 계 리더, 전문직 종사자
다양한 아날로그 취미활동을 통한 인적 교류에 관심 깊은 분 등

3,000,000원

교육 일정

교육 기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모집 정원
전형 방법

모집 대상

교육비
원서교부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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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Meister Class
모집 요강

Episode1. 목공예 입문과정



조선일보 아날로그 마이스터 클라스 

Episode1. 목공예 입문과정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TEL  02-6954-0358

EMAIL  meister@chosun-ceo-academy.com

http://chosun-ceo-academy.com

Analog Meister Class  
Episode1. WOODWORKING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