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소일	 2016. 12. 27(화)

위치	 북구 해동로 217, 1층 스틸아트공방

 (동빈내항, 의성회타운 붉은스틸자재 지상2층 건물, 1층 1개 룸)

면적	 211㎡(64평)

공간구성	 체험공방(1실)/전시실·아트숍·북카페(1실) 

프로그램	 ① 오감鐵哲, 공방체험 강좌(상설 운영)

  -수강료 : 2017년 상반기 무료, 

                                   8월 3기 강좌부터 유료(1인 1개월 1만원 정도)

 ② 오감鐵哲, 스틸문예아카데미 : 2017. 9월

  -‘스틸라이프’, ‘인문학 鐵에 말을 걸다’ 등

 ③ 단체 무료 체험(제료비 : 1인 5,000원 이하)

  -체험일 1개월 전 신청 가능, 단체 10명 이상 12명 이하

 ④ 자율학기제 체험 : 해당 학교 신청

 ⑤ 수강생 미술관 투어 : 수시

 ⑥ 스틸아트공방 전시 관람 및 해설(2017. 12월 ~)

포항스틸아트공방	운영시간

월,화 : 14:00 ~ 22:00 / 수~금 : 09:00 ~ 18:00

-운영시간 변경시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또는 공방 입구 게시

항구도시 옛 정취가 느껴지는 동빈내항 옛 철공소 거리에 2016년  

12월에 개소한 포항스틸아트공방(Pohang Steel Art Workshop)은  

포항의 문화적 코드인 스틸(鐵, steel)을 매개로 생활소품과 주얼리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민 공작소이다. 

공작의 행위는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체험을 통해 일상의 예술화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

 

21세기 산업의 흐름은 가볍고 부드러운 신소재 철의 재탄생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공방은 시민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포항 브랜드 스틸상품 제작을 꿈꾸고 있다.

공방 안내

전화번호	 T. 054) 252-3009   F. 054) 252-4005

홈페이지	 www.poma.kr 포항시립미술관 공지사항

 www.pohang.go.kr 포항시청 공지사항

     포항스틸아트공방

포항시립미술관 전시 관람 안내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10:00~19:00

 동절기(11월~2월) 10:00~18:00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입장시간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

관 람 료 	 무료

위     치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10

교 통 편  버스_101, 102, 105, 200, 700

 환호공원 네거리 하차, 도보 3분

주     차	 환호공원 주차장 이용

도슨트 투어 (전시해설)

주     중	 11:00, 15:00

주     말	 11:00, 14:00, 16:00

스틸라이프의 구현 I 포항 브랜드 상품개발·제작



◆	생활소품	금속공예

    - 금속 숟가락 만들기 : 잼 스푼, 차 스푼 등

    - 수저 받침 만들기       - 금속 벽 시계 만들기

    - 금속 책갈피 만들기    - 금속 풍경 만들기

◆	주얼리	금속공예

    - 금속 장식 가죽팔찌 만들기   - 금속 반지 만들기

    - 금속 목걸이 만들기             - 금속 뱅글 만들기

포항스틸아트공방 수강신청 안내

체험 프로그램

◆	개설강좌 6개 (생활소품 금속공예 4, 주얼리 금속공예 2)
 ※수요에 따라 추가개설 가능

◆	강좌소개 1기 : 2016. 12. 27. ~ 2017.  2. 24. (2개월 과정)

 2기 : 2017.  3.  2. ~ 2017.  7. 28. (5개월 과정)

 3기 : 2017.  8.  7. ~ 2017. 12. 22. (5개월 과정)

◆	수 강 료  무료 (귀금속 재료비는 수강생 개인 부담)

◆	모집인원 72명 (1강좌당 12명 제한)

◆	수강대상 중학생 이상 포항시민

◆	강						사 주얼리 금속공예가 1명, 생활소품 금속공예가 2명

◆	신청기간 강좌 개설 3주전부터 신청,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붙임 파일(수강신청서)을 포항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아래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 현장 접수

 ·이메일 : phsteelartworkshop@naver.com

 ·팩스 : 054) 252-4005   

 ·현장 : 포항시 북구 해동로 217, 1층 스틸아트공방

◆	문						의 054) 252-3009      

 ※수강생 유의사항 : 1개월에 2회 무단 결석시 차기 수강 자격 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