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고학년 1조 보조강사를 맡은 조소희입니다!
2018년 8월 4일 무더운 여름, 안양 김중업 박물관에서 어린이 건축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
습니다. 
설레기도하고 긴장되기도 했던 고학년 친구들의 첫 수업은 건축가 역할놀이였습니다.
실습시간으로 건축가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스스로 건축주가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호는 자연을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동물들과 어우러진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살기 좋은 집 같습니다.^^



그 후 같은 조가 된 친구와 건축가-건축주로 역할을 정하고 한 번은 건축주가 되어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설명하고, 또 한 번은 건축가가 되어 친구가 살고 싶어 하는 집에 대해 이해
하고 받아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집에 대해 말로 설명을 듣고
글로 받아 적어 입체적으로 공간에 대해 구상하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
다.
지호는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각 조에서 2명 또는 3명이서 팀을 이루어 하나의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팀 친구들과 협의를 해서 팀 친구들 모두가 만족하는 집을 구상할 차례입니다. 
한 팀인 두 친구가 하나의 집 평면을 우드락 판 위에 스케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각 팀에서 구상한 집에 대해 선생님에게 설명하고 이 집이 모형으로 잘 구현될 수 있
도록 지도 받는 모습입니다.
여은이와 정민이는 각자 살고 싶은 집을 이어 붙여서 현관을 공유하고 지하 공간과 2층 공간
을 나누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두 친구 모두가 살고 싶은 집을 잘 협의한 모습입니다.

이제 각 조가 구상한 멋진 집을 모형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모습입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부착하기 어렵거나 칼과 같은 위험한 도구를 다룰 경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습니
다!^^



건축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법인 가구식 구법은 기둥과 보의 결합 방식으로 지어집니다. 아이
들은 수수깡을 이용해 기둥과 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건물의 구
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조적식 구법은 실제 건물에서는 벽돌이나 돌을 사용합니다. 벽돌과 돌을 대신해 아이들은 각
설탕을 사용하여 조적식 건물을 구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점점 건물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네요! 벌써 가구와 같은 디테일도 살려서 만들어낸 아이
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멋진 집이 탄생할까요?

6개 조의 아이들의 작품들입니다. 모두 다양한 재료와 형태를 가진 작품들입니다. 각자 자신
이 살고 싶은 집을 어떻게 연출했는지 궁금합니다! 각 조의 발표 내용을 듣기 전에 작품을 제



출하고 작업하느라 지저분해진 책상과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실 앞쪽에 앉아 다른 조 친구들이 설계한 집에 대해 발표를 듣고 또한 내가 파트너
친구와 어떻게 살고 싶은 집을 설계하였는지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호와 윤호는 자신이 원했던 집을 실제로 구현하지 못해 아쉽나 봅니다. 그래도 매우 창의적
인 아이디어로 집을 지으려했던 시도는 선생님 모두가 칭찬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부끄럽고 긴장되었을 텐데 모두 자신의 생각을 잘 
펼쳐 말하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건축학교 첫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건축이 있기 전에 건축가가 있고 건축가가 있기 전에 건축주가 있습니다. 그 모두를 경험하고 
시각적으로 구현해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낯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친구들과 상의해서 수업과정을 해내는 모습이 가장 인
상 깊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문지 공간의 탄생’이라는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신문지를 단단히 접어
서 프레임 구조의 3차원적 공간을 만들어 봄으로써 구조의 경제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구조와 
공간간의 관계를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지 벌써부터 기
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