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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18 어린이 건축학교 저학년 4모둠 보조교사 구지은입니다.
건축학교 3주차 수업의 주제는 ‘동화속의 건축’으로 책 ‘걸리버 여행기’ 내용 중 아이들이 생
각하는 인상깊은 장면(공간)들을 우드락 판에 표현하는 시간이였습니다.

1)건축가 선생님의 강의

 
 건축가 선생님께서는 유추, 은유, 직유 등 건축개념의 유형들을 설명해주셨고 동화속의 건축
이나 다양한 문화나 기후에 속하는 건물이나 장소는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일(척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습니다.

2)아이디어 스케치&토론

 책 ‘걸리버 여행기’ 내용 중 자신이 가장 좋아하
는 장면을 상상하여 스케치를 하였습니다. 명준이, 
서형이, 지율이, 지후는 소인국에서의 장면을 그렸
고 연재는 대인국에서의 장면을 그렸습니다. 우드
락 판에 작업하기 앞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 것인
지 각자 원하는 장면을 만들 것인지 토론하였습니
다. 아이들은 각자 원하는 장면을 만들기로 하였
고 서로의 공간에 지나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만
들자고 하였습니다. 



3)동화 속 공간 만들기
 
 우드락 판에 크레파스로 자신의 공간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공간에도 갈수 있도록 다리를 그려
주었습니다. 그 후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크레파
스로 표현하고 찰흙과 폐품 등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재는 대인국에서 걸리버가 생쥐한테 잡아 먹힐 
뻔한 장면을 만들기로 하여 찰흙을 가지고 걸리버
를 만들고 퍼니콘으로 생쥐를 만들었습니다.
 외부 환경으로 수수깡으로 울타리를, 퍼니콘으로 
우물을, 이쑤시개로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서형이는 걸리버가 영국으로 돌아온 장면을 만들
기로 하여 작은 상자로 걸리버의 집을 만들어 주
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빨리 끝난 서형이는 서
형이의 공간과 다른 친구들의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퍼니콘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지후는 소인국과 다른 소인국이 전투하는 장면을 
만들기로 하여 찰흙과 요구르트 병을 이용하여 배
를 만들어 주었고 다른 나라를 지켜볼 수 있는 전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지율이는 소인국에서 다른 소인국이 쳐들어왔을 
때 걸리버가 다른 소인국의 배들을 닻으로 묶어 
끌어 당기는 장면을 만들기로 하여 과자 통과 퍼
니콘을 이용하여 배를 만들고 찰흙으로 걸리버와 
닻을 만들었습니다.  

 



 명준이는 불이 난 소인국을 걸리버가 오줌으로 
불을 끄는 장면을 만들기로 하여 플라스틱용기, 
숟가락, 찰흙들을 이용하여 걸리버를 만들고 퍼니
콘으로 걸리버가 들고 있던 활과 소인국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5)작품완성&발표

 발표는 지율이가 어떤 장면이 있는 지 설명을 해주었고 그 후 다른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장
면에 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저희 4모둠은 저번 주 수업 때보다 더 재밌어하고 집중력을 발휘하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장난도 안치고 재료도 나눠 쓰고 자기 것을 다 하면 다른 친구들 것도 도와주면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비록 서형이가 책을 읽고 오지 않아 뭘 해야 할지 몰라
서 잠시 방황했지만 건축가 선생님께서 책의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줄거리 설명도 해
주시고 옆에서 명준이가 서형이를 위해 설명도 해주고 만들기도 도와줘서 무리 없이 만들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