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4조 보조선생님 최승혜입니다.

벌써 어린이 건축학교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세 번째 수업은 < 영화 속 공간 > 이라는 주제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감상하고 영화 속 공간들을 직접 그림과 시나리오로 표현해보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1교시 - 수업 내용

1교시 수업은 김도한 건축가님께서 수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학생들에게 미디어 이미지의 표현 특성과 시각화 사이의 대한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셨고
그 예시로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속 움직이는 건축물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건축과 영화 속 공간 창조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2교시 - 토론 및 발표
전 주 수업 때 학생들에게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시청하고 오길 공지했었고
학생들 모두 세시간 분량의 영화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와
조별로 자신이 가장 인상깊게 보았던 장면들을 토론하고 스케치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
다



저희 조의 친구들은 마리아가 다녔던 성당의 모양을 변형시켜 표현한 스케치, 영화의 주 배경
이었던 알프스 산맥과 드넓은 들판을 그린 스케치, 주인공인 마리아와 일곱 아이들이 호수 위
에서 배를 타는 장면을 그린 스케치, 영화의 배경인 오스트리아의 미래 도시 모습을 그린 스
케치 등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스케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5분간의 스케치 시간을 가진 뒤, 각 조별로 조원들의 스케치를 모두 담은 시나리오를 발표하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업은 ‘시나리오 작가‘라는 특별한 직책이 조별 당 한명의 친구들에게 지정이 되었는데
요, 어린이 작가님들이 조원들의 스케치를 모아 하나의 재밌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탄생이 되
었습니다.

  







# 3교시 - 만들기

3교시에는 친구들이 그린 스케치들을 토대로 3차원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먼저 제한된 사이즈의 우드락 판 안에 분필로 도면을 그리고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배치 도면 계획을 끝낸 조들은 재활용품, 수수깡, 찰흙, 색종이 등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이지만 3주차 수업에 접어든 만큼 처음의 서툰 모습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스스로 정해 분
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보조선생님이였습니다^~^
 





# 4교시 - 발표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조별로 엄청난 집중력과 팀워크를 발휘하여 완성을 하고
부모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조의 완성작입니다! 뒤에 멋드러진 알프스 산맥과 영화에 나오는 성당과 시계탑을 우유곽을 



이용해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2조는 공간적으로 배치를 잘했다는 건축가 선생님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공중에 비행기를 매달아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네요~~

3조의 작품입니다! 이 조는 스케치부터 다양한 공간들이 그려져 기대가 더욱 컸는데요, 영화 
속 정원의 온실을 그대로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희 4조의 작품입니다~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영화 속 장면과 그 후 미래의 도시 
모습을 나타내보았는데요, 도시와 자연의 어우러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5조는 벽을 단순히 벽으로 보지 않고 바닥의 연장선으로 표현한 획기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는
데요! 뛰어난 공간감을 뽐낼 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0

마지막 6조의 작품입니다! 공간을 수직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건축가 선생님
의 소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조물까지 해결했다니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장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이 덧대어져 만들어진 작품들 잘 보셨나요?
저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친구들의 창작력에 놀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
다음주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니
더 기대해주세요!
이상 4조 보조선생님 최승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