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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1

하울은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 최현주의 예명 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며 그래픽노블, 웹툰,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책
작업을 하는 스패너 스튜디오를 아내와 함께 꾸려 가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
위를 받은 후 대학에서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 이론과 드로잉 실기를
가르쳤습니다.

작품을 기획 하거나 휴식을 위해 떠난 여행지에서 종종 여행 드로잉
작업을 하던 중 2019년 한달 살기로 머물렀던 태국 치앙마이에서 본
격적으로 여행 드로잉의 매력에 푹 빠져 들게 되었습니다. 그후 여행
드로잉 전시, 작품집 출간, 여행 드로잉 유튜브 채널제작 등의 활동으
로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 여행이 풍성해지는 경험과 그림 그리는 즐
거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울�(최현주)



02. 하울의 여행드로잉작업사진



































「 」태국치앙마이반캉왓에서
여행자들을대상으로진행한

드로잉클래스





02.�여행드로잉프로그램소개



'여행드로잉'�이란?�

• 여행지에서 풍경을 직접 보고 그리는그림
��여행지에서 눈앞에펼쳐진 풍경들을붙잡아 두고 싶었던 순간들이있나요? 한 장소에 머물며 천천히 풍경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여러 가지감각적 경험을얻게 됩니다. 그날의햇빛,�온도,�바람, 지나가는사람들의 모습,�소리,�
냄새 그리고 그림을 그리던 순간의감정이 무엇보다선명하게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됩니다.�여행 드로잉은 여행지의 현
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카메라와 같은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종이 위에그려 기록하고남기는
표현 방법입니다.

•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보고 그리는그림

��여행지에서 그림을그려보고 싶어도여러가지 제약들로 인해 그림을그릴 수 없다면여행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고그려
보세요.�여행을 추억하며 힐링의 시간을갖는 것도 여행 드로잉의 한부분입니다.

• 여행드로잉의 즐거움을알고 싶은분들,�야외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며 창작의 기쁨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프로
그램을 적극 추천합니다.�서툴러도 괜찮습니다.�오랜시간 드로잉을 연구하고그려온 작가 하울이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
며얻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야외에서 그림을그리며 현장 드로잉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드리고즐
겁게그림을 그릴수 있도록 도움을드리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펜과 수채화로그리는여행드로잉'�원데이 클래스

• 소개: 작가와 함께 펜과수채화로 참여자가 다녀온 여행지의 사진을 그려보는 프로그램.
��참여대상:�여행드로잉에관심 있는 분누구나.�초보자도 가능.�

• 수강시간:�2시간�30분

• 클래스 구성 
1. 그림으로 제작할여행사진 준비하기(참여자가 직접 준비한여행사진 중선별)

2.�연필 스케치(초보자도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스케치 시연 및설명)

3.�펜으로 라인 따기(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펜 사용법과펜화의 특징 설명 및 시범)

4.�수채화로 색칠하기(수채화명도 단계 연습 후 채색)

5.�완성(자신만의 특별한 추억이 담긴 여행그림을 완성 후종이프레임 액자에 담기,

������ ���선물 및 여행을추억하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가능)�



여행드로잉정규클래스

내용

1회 오리엔테이션, 여행 드로잉이란?(드로잉이론/ 여행드로잉, 어반스케치, 플레인에어),
여행드로잉 준비물과 경험 / 실습: 수채화로 색상환 그리기, 명도조절 연습, 간단한 선긋기 연습

2회 펜드로잉 기초 (펜과 잉크의 특성, 자유로운 선긋기, 선원근법, 펜터치)
실습: 펜과 수채화로 여행을추억하는 그림 그리기

3회 수채화 기초 ( 수채물감의 특성, 붓 사용법과 관리)

실습: 회색 만들기(쿨톤과 웜톤), 습윤법을 응용하여 하늘표현

4회 수채화 기초 ( 필법연습, 조색하기, 수직으로 천천히 칠하기, 눕혀 빨리 칠하기) /
실습: 나무 그리기(나뭇가지 표현법, 나뭇 잎 그리기)

5회 구도잡는 요령 ( 눈높이, 지평선, 수평선, 소실점) / 기초투시 (1점, 2점, 3점 투시의 이해), 건물 그리기

6회 효과적인 주제 전달을 위한 강조와 생략법 / 야외로나간 화가들-인상주의에서 야수파, 나비파 화가들의 이야기

7회 느낌과 분위기에 따른 재료 선택 팁, 메인 컬러와 포인트 컬러의 이해 / 현장 실습 (건물이 있는 풍경그리기)

8회 기초 인물 표현 (인체 구조, 실루엣, 인체비율) / 현장 실습 (인물이 있는 풍경 그리기) / 마무리

※여행드로잉의매력중하나는드로잉을하는순간의상황을생생하게종이위에담아내는것입니다. 현장실습의경우기상상황(우천, 기온, 바람)에 상
관 없이수업이진행됩니다. 다만 안전과원활한작업진행을위해가까운카페나실내공간으로의이동이생길수있습니다.



클래스준비물

• 휴대용 미니팔레트, 물붓 (최소 15,000원에 구매가능)

• 물에번지지 않는지용성 잉크  펜�(개당�1,500원~2,000원)
• 연필,�연필깍기(컷터칼),�지우개 (연필 1,500원,�지우개 300원)
• 드로잉북,�수채화패드�(드로잉 북�6,000원~9,000원/�수채화패드�20장�4,000원~6,000원)�

https://smartstore.naver.com/artsupplystore/products/4086719384?site_preference=device&NaPm=ct%3Dkx8nq8q2%7Cci%3Dshopn%7Ctr%3Dslslps_myz%7Chk%3D70ea127826235c51533df9bba91aec0e4a9543af%7Ctrx%3Dundefined


'하울의펜과수채화로그리는여행드로잉'
원데이클래스결과물



광진문화재단기획/서울문화재단후원으로진행한
'나루아틀리에:하울의여행드로잉클래스'



'나루아틀리에:하울의여행드로잉클래스'수업풍경



'나루아틀리에:하울의여행드로잉클래스'수업풍경



'나루아틀리에:하울의여행드로잉클래스'수업풍경



감사합니다!



CONTACT INFO

Email:�zoocrow@naver.com
Phone: 010-3279-8258
Insta:�@howl_traveldrawing

Youtube: https://youtu.be/BUKwQiQyZxg
Hompage:�www.spannerstudio.com

「
」

https://www.instagram.com/howl_traveldrawing/
https://www.youtube.com/channel/UCPx-00drvSb0hbf7udjARWQ
http://www.spannerstudi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