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회 고학년] 미래도시 디자인

안녕하세요! 5그룹 보조선생님 김 재환 입니다!

이번 어린이 건축학교 4회차 주제는 ‘도시 디자인’입니다.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도시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미래의 도시의 형태를 계획하고 재료를 사용하여 3차원적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건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재밌게 임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의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에 힘입어 같이 재밌게 수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1교시 설명 및 토론]
처음 진행했던 것은 ‘도시계획은 어떻게 시작되고 구분되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시가 처음 세워진 4대 문명지[이집트의 나일 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사이, 인도의 인더스 강, 중국의 황허 강 

유역]의 설명부터 도시계획 중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물의 쓰임새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좋은 강의를 받았습니다.



[2교시 실습 및 작업]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아이디어 입체화하기 전 도시가 어떻게 계획되어지는지에
대한 강의를 받고 난 후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자의 아이디어 스케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어밴져스 인피니티 워 속 도시,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같은 기계 
도시, 산과 강에 둘러싸인 도시 등의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의견을 
통합하여 나온 주제는 수상도시였습니다. 강 위에서 도시를 지어서 각 집마다 물을 
이용하는 수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자력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가운데로는 주요 시설들이 위치하여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속 도시,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같은 기계 

도시, 산과 강에 둘러싸인 도시 등의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의견을 
통합하여 나온 주제는 수상도시였습니다. 강 위에서 도시를 지어서 각 집마다 물을 
이용하는 수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자력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가운데로는 주요 시설들이 위치하여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이후에 도시의 배경이 될 전지에 도시 구상도를 스케치하기 시작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들기 위해 구상을 하면서 도시의 크기나 공공건물의 
추가 등 기존의 스케치에서보다 변화하게 되는 것을 직접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상도를 스케치한 이후에 모형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만들면서 각 건물마다의 
스케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3교시 발표 및 강평]
각 조마다의 모형을 만든 뒤에 완성한 도시들을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조마다 정말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의 도시들이 나왔으며 저희 조에서도 우혁이가 
어떻게 진행을 하여 수상도시가 만들었는지 잘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미래도시 만들기라는 작업을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상상하는 도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성장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아이들이 정말 훌륭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정말 건축가가 되어서 건물 및 도시를 계획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뿌듯해하고 있는 저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번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답니다.

다음번 마지막 수업은 아지트 만들기로 목공작업을 할 예정인데 그때는 다치지 
않게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며 마지막에 좋은 추억을 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