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떼칠드런 창업

GUIDE BOOK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 색을 만지고 세상을 그리며 창의성을 

키워가도록 함께하는 하브루타 미술 & 퍼포먼스 놀이를 배울 수 있는 

'예술감성놀이터' 입니다. 

아르떼칠드런 미술수업을 통하여 아이들의 잠재되어 있는 

창의력, 상상력을 이끌어내고 EQ를 높여주세요. 

독창적인 수업

교구와 프로그램

예산에 맞는

운영 컨설팅 제공

초보자를  위한

교육 지원



인테리어 메인 컬러

명함 전신미술가운

로고 시그니쳐 패턴

아르떼칠드런 Identity No. 1



Kids drawing cafe - 키즈드로잉카페 
원데이 클래스

1. Free Drawing - 자유 드로잉 (일일 체험 및 정기권 수업 모두 가능)
컬러존 + 플레이존

* 컬러존 : 다양한 도구, 물감을 이용하여 벽과 유리창에 마음껏 그리는 퍼포먼스 아트 활동
* 플레이존 : 여러 놀이 도구들을 이용해 자유롭게 만져보는 활동
(시즌에 따라 특화된 계절 테마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합니다.)(시즌에 따라 특화된 계절 테마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Recycle Art - 리싸이클 아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아트 활동

2. Craft Art - 크래프트아트
다양한 재료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혀주는 그리기, 만들기 수업

3. Ceramic Art - 세라믹아트
도자기, 유리에 자체 제작 전사지나 색색의 전사지로 나만의 접시, 머그를 만드는 수업!

4. Gardening Class - 가드닝클래스4. Gardening Class - 가드닝클래스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수업!

Art Academy - 아트아카데미
정규 클래스 : 하브루타(유대인 교육법)미술 X 퍼포먼스 놀이

* Bambino Step (4세~5세) - 생각 표현 / 재료 탐색 / 퍼포먼스 활동 
* Kids Step (6세~7세) - 생각 표현 / 재료 사용 / 표현 기법 / 창의 조형(만들기, 도자기)
* Junior StepⅠ (8세~10세) - 다양한 미술체험으로 회화의 표현
* Junior Step* Junior StepⅡ (11세~13세) - 연필소묘, 수채화 등 회화의 표현

No. 2



아르떼칠드런 Program No. 3



대한민국 대표 검색엔진
네이버 - 뭐하지판 메인 노출 

서울문화사 매거진 
베스트베이비

대한민국 대표 육아 플랫폼
동키

대한민국 대표 육아 플랫폼
엄마의지도

아르떼칠드런 Press to No. 3



1. 이름                                                 2. 성별             남              여

3. 연령 

4. 휴대폰번호

5. 학력   

6. 경력

7. 아르떼칠드런 지점 오픈 희망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1순위                                        2순위                                        3순위

8. 예상 가용 자금

보유자금                                         대출자금

9. 희망 월 순수입(원)

10. 기타 남기고 싶으신 말씀

가맹상담신청서



다산본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31-70 1층
T. 031-555-7279 

하남미사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30번안길 131-70 1층
T. 031-791-7275

군산원군산원
전북 군산시 궁포안2길 27 G플레이스 401호
T. 063-442-9979 

www.artechildren.com

아르떼칠드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