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1조의 보조선생님 이수현입니다! 

 

첫 수업의 주제는 '동물건축가' 로, 건조, 환경, 공간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1교시 _ 설명 및 토론 (40분)

이번시간의 목표

- 동물의 생활을 통한 건축의 이해

- 기능에 대한 이해

- 스케일에 대한 이해

- 3차원 형태에 대한 이해

- 재료에 대한 이해

1교시에는 정재학 건축가께서 피피티 자료를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이번시간에 하게 될 활

동을 알려주시고, 그 활동에서 필요로 하게 될 동물들이 집을 짓는 원리도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

 



동물의 집이 흥미로운지 모두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었습니다. 



제 2,3 교시 (110분) _ 실습 및 작업

1) 각자 스케치하기 및 조별 토의 (주제 정하기) 

먼저 실제로 동물의 집 만들기를 실시하기 전 아이들 각자가 원하는 동물을 선택해 동물의 

집을 스케치북에 스케치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마친 후 자신이 선택한 동

물과 집에 대하여 설명하고, 1모둠은 어떤 동물의 집을 만들지 다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

다.

 



현성이는 바다갯벌 속에 사는 바다벌레와 긴팔원숭이의 집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바다벌레들의 집은 수많은 구멍이 있고 그 밑은 연결되어 있고, 긴팔원숭이의 집은 원숭이

를 위한 나무로 만든, 나무가 많은 집이라 하였습니다.



지원이는 여우의 집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여우는 혼자가 아닌 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굴처럼 생긴 집에 옆에 아기 여우들의 생

활공간과 보금자리 또한 만들어 주자고 하였습니다.

  

승우는 벌의 집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육각형 모양의 벌들의 집을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재율이는 뱀의 집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구멍을 내어 뱀들의 이동통로와 환기를 할 수 있는 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윤이는 판다의 집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대나무를 좋아하는 판다들을 위해 대나무로 집을 짓고 그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과 보금자리

도 만들어주자고 하였습니다.

희재는 공룡의 집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나무를 이용하여 공룡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자고 하였습니다.



2) A1에 스케치

이렇게 모두의 의견을 말하고 투표를 통해 하나의 주제로 통합되어 ‘판다의 집’을 주제로 집

을 짓게 되었습니다. 전체 스케치를 하며 처음에 나왔던 판다의 집에서 여러 가지를 보충하

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을 설정해 나아갔습니다, 





3) 판다 집 만들기

우드락에 스케치를 마치고서 준비된 재료들을 이용하여 판다의 집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

다.







사진으로 모든 과정을 담을 수 없어 아쉽지만 모두들 협동하여 열심히 작업해 주었습니다. 



제 4교시 (40분) _ 발표

만들기를 모두 마친 후 조별로 자신들이 한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하는 것을 많이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들 씩씩하게 발표해 주었습니다!! 





완성된 집의 모습입니다.





첫 수업이어서 다들 어색하고 긴장한 듯 보였지만,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신의 의견

을 내고 다른 조원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협동하여 하나의 집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멋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업을 통해 자라나는 꼬마 건축가들의 성장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1조 보조선생님 이수현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