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6조 보조 선생님 이진욱입니다.

4주차 건축학교 수업으로는 도시디자인을 해보면서 도시의 계획과 구성요소, 지속가능한 도시
를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 건축가 선생님의 설명

         

건축가 선생님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의 개획과 도시의 형태, 
도시의 구조, 도시의 기능에 대하여 다양한 사진과 사례를 통해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시간에 주된 도시디자인은 미래도시계획으로 어떠한 환경을 선정하여도 좋지만 그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2) (1교시) 아이디어스케치 및 토론 (40분)
건축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각 조별로 만들고 싶은 도시에 대하여 아이디어 스케치 및 토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6조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6학년 민혁이와 4학년 무성이는  수중도시를 만들어서 미래에 지구에 오염을 고려한 살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고 보다 재밌는 미래도시를 생각하였습니다.
-6학년 현우는 산속에 형성된 도시가 있고, 산 아래에는 바다가 있어 수상도시도 같이 있으면
서 자연 속에서 형성된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용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생각해 발표했습니다.
-6학년 해린이는 환경적인 부분은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도시계획
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닌 살아가는 사람들로써 만들어지는 도시를 계획하고 싶어 했습니다.
-5학년 민재는 하늘에 떠있는 도시를 생각하여 미래에 사람들에 생활도 같이 생각하고 하늘
에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재미있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과정 속에서 저희 조에서는 현우의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서 각



자의 생각을 담아보기로 하였고, 산도 있고 산 밑에 마을이 있으며 수상도시들이 서로 이어진 
도시를 계획해보기로 했습니다.

3) (2,3,4교시) 배치구상 및 도시 만들기 (120분)

 

각 조별로 어떠한 환경에서의 도시계획을 할 것인지를 토론이 끝난 후 베이스 판이 될 수 있
는 재료에 도시의 배치를 구상하고 스케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6조 아이들은 도시가  산과 바다가 있는 배산임수의 환경을 조성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
고 배치계획으로 산의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할지와 산에 위치한 도시의 위치 및 도시구역별 용
도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수상도시를 만들고, 수상도시에도 도시구역을 용도별
로 나누어 도시의 크기도 나누고, 각각의 떨어진 도시를 이어줄 다리와 도로구획을 생각하였
습니다,

 

베이스 판에 파란색 한지를 이용하여 바다를 표현하고, 그 위에 도시별 땅을 만들어주었습니
다. 그리고 산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드락을 이용한 산의 높이와 등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
주자 아이들은 스스로 해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작업을 진행해 갔습니다. 
도시의 베이스를 형성한 후 아이들은 산 밑에 도시를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수상도시에 가운
데 가장 큰 도시를 문화 및 놀이도시를 계획하고 그밖에 도시에는 미래도시의 친환경 에너지
를 공급하는 도시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현우는 메인 도시들을 이어줄 수 있는 케이블카를 제작하고, 
무성이는 수상도시를 이어주는 다리를 만들고, 민혁이는 건물의 용도별로 색을 구분하여 주거
지역의 건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민재는 메인 문화도시의 가장 높은 타워와 도시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자동차들을 표현해주었고, 해린이는 도시를 꾸며줄 수 있는 조경과 도로표현을 
해주었습니다.

4) 완성 및 발표
모둠별로 자기 모둠의 디자인 의도를 설명하게 하고, 모둠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
하는지를 발표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조의 발표는 무성이가 시작으로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
다. 항상 발표를 꺼려했던 아이들이었지만 발표를 시작하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조가 표
현하고자 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여 마무리된 보여주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저희 6조는 정말 사실적인 생길 수 있는 도시를 계획하여 만들었고, 도시의 계
획을 용도별로 배치한 것에 있어서 정말 우수하게 해준 부분에서 기쁜 부분이었습니다. 아이
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다들 장난스럽게 시작하고 다른 조 보다 인원이 많은 부분이 토론과
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잘 합쳐지지 않기도 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금방 서로의 의견을 배려
하고 이해해주면서 같이 작업해가는 모습에서 뿌듯하고 현우, 민혁, 해린, 민재, 무성이 덕분
에 오히려 제가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