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SHEET
2013년도 추계 정기 학술 답사
-북경편-

1조 - 115818 김지아, 113422 김우리,
132504 강형우, 131763 김민정, 132846 이인아

WORK SHEET - 첸먼다제
1.시각적으로 포함된 것들(건축양식, 미와 추) : 전통적인 중국풍의 건물, 빨강색,
2.거리의 구호나 이슈 이미지 : 건물마다 빨간 깃발이 달려 있었다. 星巴克(스타벅스)
3. 거리의 사람들의 대화 모습(연인, 사무적, 가족적인가?) : 상점을 둘러보며 흥미를 보였
다. 단체 여행을 왔는지 호기
심이 있어보였다.
4.도시 속의 한 개인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 모둠원들의 한 마디 느낌 표현하기:
한 명이 양복을 입고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샐러리맨이라기 보
다는 실업자 같아 보였다.
5. 그 거리의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은?

일상적인 것:

전통 중국풍의 건물과 붉은
색 깃발

비일상적인 것: 영어로 쓰여진 간판
6. 어느 한 지점에서 360도를 감성적 느낌 표현하기

7. 음식, 꽃냄새, 하수구, 쓰레기와 같은 후각적 특성은? : 공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상쾌
했다. 거리의 음식 냄새가 났다.
8.발이나 손에 닿는 촉각적 특성은? : 딱딱함 . 전철길 때문에 길이 울퉁불퉁함
9.경적, 물건 파는 목소리, 음악 등 소리 감각의 특성은? : 상업적이 었으나, 우리나라의 명
동과 비교 했을 때 적극적인 호
객 행위는 듣지 못함.
-전철의 지나가는 소리
10.장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나 텍스트들 (간판, 바다 , 상징물, 플랜카드 등):
영어 와 한문이 혼용된 다국적 기업들의 간판, 중국의 전통적인 건물 모양.
11.특정장소나 공간, 건물에서의 모둠들의 반응: (정양문 앞에서) 모두 정양문의 크기를 보
고 감탄했다.

12. 거리명, 지명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공간 이용에 대한 아크로스틱(우리식 3행시) 표
현하기 : 첸먼다제 →전문대가 전: 전문대가에 갔다 중국에 대한 안좋은 편견을 갖고
문: 문제점만을 찾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대: 대단하다는 것을 오히려 느꼈다.
가: 가히 놀랍도다!

WORKSHEET - 첸먼다제

1.시각적으로 포함된 것들(건축양식, 미와 추): 넓은 호수가 아름다웠고, 호수 주변의 산책
로와 식당가가 보였다.
2.거리의 구호나 이슈 이미지: 없음!
3. 거리의 사람들의 대화 모습(연인, 사무적, 가족적인가?) : 여가를 즐기러 나온 듯 편안해
보였다.
4.도시 속의 한 개인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 모둠원들의 한 마디 느낌 표현하기:
배를 대여해주는 사공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쳐 보였고, 지루해 보였다.
5. 그 거리의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은? 일상적: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비일상적: 외국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
6. 어느 한 지점에서 360도를 감성적 느낌 표현하기

7. 음식, 꽃냄새, 하수구, 쓰레기와 같은 후각적 특성은? : 호수에서 맑은 공기를 맡을 수
있었다. 음식 냄새가 났다.
8.발이나 손에 닿는 촉각적 특성은? 선선했다.
9.경적, 물건 파는 목소리, 음악 등 소리 감각의 특성은? 비교적 조용하였다. 사람들의 조금
한 대화소리가 들렸다.

10.장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나 텍스트들 (간판, 바다 , 상징물, 플랜카드 등)
호수와 그 속에 있는 관광용 보트들
11.특정장소나 공간, 건물에서의 모둠들의 반응: 호수를 산책하는 행인들을 보며, 한적한 느
낌을 받았다.
12.거리명, 지명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공간 이용에 대한 아크로스틱 표현하기
스: 스차하이라는 곳을 처음 가보았다.
차: 차분히 걷고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 하염없이 한적한 느낌을 받았다.
이: 이렇게 편안한 곳이 있었나!

WORKSHEET - 천안문
1.시각적으로 포함된 것들(건축양식, 미와 추) :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있었다. 광장이 넓고
주변 건물들이 웅장했다.
2.거리의 구호나 이슈 이미지: ‘중화인민공화국만세’, ‘세계인민대단결만세’
3. 거리의 사람들의 대화 모습(연인, 사무적, 가족적인가?) : 관광을 온 듯 즐거워 보였다.
4.도시 속의 한 개인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 모둠원들의 한 마디 느낌 표현하기:
보안을 지키고 있는 공안들을 보았는데 딱딱하고 무서웠다.
5. 그 거리의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은? 일상적인 것: 중국 건물에 있는 별 문양
비일상적인 것: 다국적 관광객들
6. 어느 한 지점에서 360도를 감성적 느낌 표현하기:

7. 음식, 꽃냄새, 하수구, 쓰레기와 같은 후각적 특성은?: 페인트 냄새가 났다.
8.발이나 손에 닿는 촉각적 특성은? 대부분 대리석과 보도블록이라 딱딱하였다.
9.경적, 물건 파는 목소리, 음악 등 소리 감각의 특성은?
수 많은 인파의 대화소리가 시끄러웠다. 자동차 경적 소리
10.장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나 텍스트들 (간판, 바다 , 상징물, 플랜카드 등):
‘중화인민공화국만세’ ‘세계인민대단결만세’
11.특정장소나 공간, 건물에서의 모둠들의 반응: 천안문 광장 과일바구니 장식을 보고 웅장
함을 느낌
12. 거리명, 지명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공간 이용에 대한 아크로스틱 표현하기 :
천: 천하에서 가장 큰 광장이 보안이 괜찮을까?
안: 안전을 위해 엄하게 서 있는 공안을 보았다.
문: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보였다. 중국은 그래도 사회주의인가 보다.

WORKSHEET - 석화동굴
1. 시각적으로 포함된 것들(건축양식, 미와 추)
- 계단(1층부터 7층 중 4층까지 전시가능. 다른 층을 가기위한 계단), 술 저장소, 부러진
석순, 물웅덩이에 띄어놓은 조화, 카메라, 조명, 돌에 쓰인 글씨, 명나라 시대의 사람 인형
2. 거리의 구호나 이슈이미지
- 공사 중인 모습
3. 거리의 사람들의 대화 모습(연인, 사무적, 가족적인가?)
- 대부분 동굴의 안내원들의 설명을 듣고 있는 관광객들이었다.
4. 그 거리의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은?
- 일상적인 것 : 다양한 모양의 석회지형, 술 저장소
- 비일상적인 것 : 유리 같은 것으로 막아져 있는 석회지형, 조화, 곳곳에 설치된 카메
라와 불빛

5. 어느 한 지점에서 360도를 감상적 느낌 표현하기
북(N)
동굴

-

계단이

안이라

미끄러워

있었으며,

물기가

보였다.

있어
때문에

위험해 보였다.
서(W)

-

설치된

카메라와

작은

연못이

조명이

연꽃 조화도 띄어놓았는데 그
부분만

밝으니

동(E) - 여러 석회지형들이

있다.

보인다.
석 화 동 굴

어색한

종유석들이

연달아

나타나기 때문에 박쥐가 살
것만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가

기분이었다.

느껴졌다.
남 (S) - 우리가 지나온 길이
보인다.
30초

사람이
뒤

지나간

조명이

후

꺼지는

시스템이라 어둡다.

6. 음식, 꽃냄새, 하수구, 쓰레기와 같은 후각적 특성은?
- 곰팡이 냄새
7. 발이나 손에 닿는 촉감적 특성은?
- 미끌거림, 눅눅함, (흙탕물 때문에) 질퍽거림.

8. 경적, 물건 파는 목소리, 음악 등 소리 감각의 특성은?
- 설명해주시는 안내원분과 가이드분의 목소리가 들림. 동굴 내부라서 목소리 뿐 아니라
발소리도 울렸다. 그리고 간간히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9. 장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나 텍스트들(간판, 바다, 상징물, 플랜카드 등)
- 동굴입구에 돌에 빨간 글씨로 石花窟로 적혀있던 것.
10. 특정장소나 공간, 건물에서의 모둠들의 반응
- 술 저장소 앞에서 우리나라의 석빙고처럼 중국에서도 냉장고가 없던 시절 동굴같은
시원한 곳을 냉장고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생각을 했다.
11. 거리명, 지명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공간 이용에 대한 아크로스틱(우리식 3행시) 표
현하기
석 석화동굴이 지금은 관광지로 많이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여러모로
화 활(화)용도가 높았다.

동 동굴내부의 서늘함을 이용해 음식을 상하지 않게
굴 굴에 보관을 했다.

WORKSHEET - 만리장성
1. 시각적으로 포함되는 것들(건축양식, 미와 추)
- 담벼락 같은 모양, 만리장성 벽을 따라 걸린 자물쇠, 곳곳에 설치된 성루(과거에는 적
이 동향을 살피는 데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 계단
2. 거리의 사람들의 대화 모습(연인, 사무적, 가족적인가?)
- 가족적이다. 그리고 서양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다.
3. 도시 속의 한 개인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 모둠원들의 한 마디 느낌 표현하기
- 만리장성의 성벽에 걸쳐앉아 있는 서양 여자분을 보며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고 표정이 여유로워 보여서 체력이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었다.
4. 그 거리의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은?
- 일상적인 것 : 외국인 관광객들, 계단
- 비일상적인 것 : 거리의 상점, 자물쇠
5. 어느 한 지점에서 360도를 감성적 느낌 표현하기

6. 음식, 꽃냄새, 하수구, 쓰레기와 같은 후각적 특성은?
- 특별히 냄새는 나지 않았으나,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7. 발이나 손에 닿는 촉감적 특성은?
- 성벽의 돌이 매끈하고 차가웠다.
8. 경적, 물건 파는 목소리, 음악 등 소리 감각의 특성은?
- 영어, 러시아어 등 여러 외국어가 들리고 호객 행위는 특별히 없었다.
9. 특정장소나 공간, 건물에서의 모둠들의 반응
- 성루에서 올라오느라 힘들었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 기분이 좋았으나 약간 화장실 냄
새가 나서 오래동안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
10. 거리명, 지명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공간 이용에 대한 아크로스틱(우리식 3행시) 표
현하기
만 만리장성에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이야기가 있다.
리 이(리)렇게 멀리 와서 우리의 흔적을 남겨 추억이 깃든
장 장소를 또 하나 만들었다. 다음에 왔을 때에는 만리장
성 성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WORKSHEET-자금성
1.거리의 사람들의 대화 모습: 가족적, 관광객
2.도시속의 한 개인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 모둠원들의 한 마디 느낌: 금 항아리 만
지는 사람- 복을 기원하는 서민들의 모습, 친근하다
3.어느 한 지점에서 360도를 감성적 느낌 표현하기

4.음식, 꽃냄새, 하수구, 쓰레기와 같은 후각적 특성: 냄새가 나지 않는다

5.발이나 손에 닿는 촉감적 특성: 딱딱하다, 차갑다
6.경적, 물건 파는 목소리, 음악 등 소리 감각의 특성: (가이드의)확성기소리, (관광객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7.장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나 텍스트: 태화전, 곤녕궁
8.특정장소나 공간, 건물에서의 모둠들의 반응: 똑같은 건축양식이 계속 반복되어 지루하다,
규모가 매우 크다
9.거리명, 지명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공간 이용에 대한 아크로스틱 표현
자-자유를 되찾으면서 개방된
금-금지된 공간, 자금성. 화려했던
성-성은 온데간데. 이젠 사람들의 관광지가 되었다.

WORKSHEET -왕부정거리
1.시각적으로 포함된 것들:쓰레기, 붉은색 등, 음식 가판대, 담배피는 아저씨들, 기념품점
2.거리의 구호나 이슈이미지: 어눌한 한국어 호객행위(아가씨, 사가세요)
3.거리의 사람들의 대화 모습: 연인,가족적, 친밀함
4.도시속의 한 개인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 모둠원들의 한 마디 느낌: 북치는 호객
행위 아저씨- 반복적, 무기력함
5.그 거리의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 서민적인 것과 백화점거리
6.어느 한 지점에서 360도를 감성적 느낌 표현하기: 메스꺼움, 번잡함, 혼란스러움, 더러움

7.음식, 꽃냄새, 하수구, 쓰레기와 같은 후각적 특성: 역겨움, 쓰레기 냄새

8.발이나 손에 닿는 촉감적 특성: 미끌거림(땅의 쓰레기 때문)
9.경적, 물건 파는 목소리, 음악 등 소리 감각의 특성: 시끄러움, 혼란스러움
10.장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나 텍스트: 술, liquid, 다국적
11.특정장소나 공간, 건물에서의 모둠들의 반응: 벗어나고픔
12.거리명, 지명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공간 이용에 대한 아크로스틱 표현
왕-왕부정 거리,
부-부자들의 모습이 아닌
정-정말 중국의 서민들의 모습이 담긴
거-거리.
리-이상한 악취만 아니었다면.....

WORKSHEET - 이화원
1. 시각적으로 포함된 것들(건축양식, 미와 추)
인공호수인 쿤밍호수, 집안이 망한다는 바위, 건축양식은 별장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웅장하
였다. 호수에 떠있는 3개의 섬, 건물의 벽에 나있는 열을 빼는 구멍
2. 도시속의 한 개인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 모둠원들의 한 마디 느낌 표현하기
쿤밍호수 옆 담배피시는 아저씨 - 담배를 피고 아무렇게나 꽁초를 버리시는 모습이 안좋았
다.
3. 그 거리의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은?
거리에서 일상적인 것은 대규모 별장답게 장식용 바위도 엄청 컸다. 비일상 적이라 생각한
것은 호수에 있는 큰 오리 조형물
4. 음식, 꽃냄새, 하수구, 쓰레기 와 같은 후각적 특성은?
담배냄새
5. 발이나 손에 닿는 촉감적 특성은?
흙길, 돌길
6.경적, 물건파는 목소리, 음악 등 소리 감각의 특성은?
이화원에서 틀어주는 중국 노래들이 들렸다.
7. 특정 장소나 공간, 건물에서의 모둠들의 반응

이화원이 자금성보다 훨씬 크다는 것에 모둠원 모두가 놀랐고, 인공 호수이 큰 크기에 또한
매우 놀라웠다.
8. 거리명, 지명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공간 이용에 대한 아크로스틱 표현하기
이 - 이렇게 큰 규모의 별장에서 서태후가
화 - 화려한 생활을 하는 동안 가난한 백성들은 서태후를
원 - 원망하며 힘든 생활을 했겠지.

WORKSHEET - 중국 수도 박물관
1. 시각적으로 포함된 것들(건축양식, 미와 추)
박물관 건물이 굉장히 크고 현대적 양식으로 깨끗하였다.
2. 거리의 사람들의 대화 모습(연인, 사무적, 가족적인가?)
박물관으로 소풍을 온 것 같은 유치원 아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활기찼다.
3. 도시속의 한 개인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 모둠원들의 한 마디 느낌 표현하기
유치원 아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바닥을 본 박물관 직원 - ‘아, 이걸 언제 다 치우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다.
4. 그 거리의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것은?
박물관 답게 전시실은 굉장히 조용하고 어두운 모습이었지만 복도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바닥에 앉아서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비일상적이
었다.
5. 음식, 꽃냄새, 하수구, 쓰레기와 같은 후각적 특성은?
아이들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어서 중국음식 냄새가 퍼져 있었지만, 박물관 전시실 안은
쾌적한 느낌이었다.
6. 발이나 손에 닿는 촉감적 특성은?
복도 중간중간, 전시실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의자가 푹신하고 편했다.
7. 경적, 물건 파는 목소리, 음악 등 소리 감각의 특성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박물관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8. 특정장소나 공간, 건물에서의 모둠들의 반응
복도에서 도시락을 먹고 치우지않고 그대로 놔두고 간 더러운 복도를 보고 모둠원들이 모두
눈살을 찌푸렸다.
9. 거리명, 지명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공간 이용에 대한 아크로스틱 표현하기

중 - 중국의 수도 박물관은
국 - 국적이 다양한 유물들과
수 -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도 - 도시 안에 담아놓은 중국의 역사.
박 - 박물관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물 - 물음과
관 - 관심을 가지고 관람하였다.

WORKSHEET - 798문화예술구
1. 위치와 지명
- 798문화예술구
2. 시각적으로 포함된 것들(건축양식, 미와 추)
- 독일의 바우하우스 형태의 지붕 구조, 붉은 벽돌, 그래피티, 노천카페, 노점상들
3. 거리의 구호나 이슈이미지
- 화려한 그래피티
4. 거리의 사람들의 대화 모습(연인, 사무적, 가족적인가?)
- 세련 된 모습의 현지인들과 친밀한 관광객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사무적이기 보다 친밀적
인 느낌이 강하다. 노천카페들과 식당들이 경관의 형성에 한 몫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주를 이루었다.
5. 도시속의 한 개인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 모둠원들의 한 마디 느낌 표현하기
- 노천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노부부의 모습 : 평화롭고 여유 있어 보인다.
6. 그 거리의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은?
- 일상적인 것 : 거리에서 아기자기한 잡화들을 파는 노점상들, 건축 양식처럼 보이는 공장
과거 공장 파이프들, 벽 곳곳에 그려진 화려한 그래피티들.
- 비일상적인 것 : 화이트칼라 사무직원들, 사무실 건물들, 고층 빌딩.
7. 음식, 꽃냄새, 하수구, 쓰레기와 같은 후각적 특성은?
- 맛있는 디저트 냄새, 커피 향.
8. 발이나 손에 닿는 촉감적 특성은?
- 딱딱한 아스팔트, 공장 건물.
9. 경적, 물건 파는 목소리, 음악 등 소리 감각의 특성은?
- 중국어, 티베트 사람들의 언어(노점상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대부분이 티베트 사람이라

고 한다), 관광객들의 영어 또는 한국어
10. 장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나 텍스트들(간판, 바다, 상징물, 플랜카드 등)
- 붉은 벽돌과, 예전에 이곳이 공장이었음을 나타내는 공장 파이프들.
11. 특정장소나 공간, 건물에서의 모둠들의 반응
- 그래피티가 그려진 벽화 앞 : 사람들이 저항 의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12. 거리명, 지명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공간 이용에 대한 아크로스틱(우리식 3행시)표현
하기
7 : 798 문화예술구는
9 : 구시대 공장 양식들이 개조되어
8 : 팔팔하게 주변과는 독립 된 예술 특구이다
문 : 문화와 예술적인 측면에서 서로 조화롭게
화 : 화합하여
예 : 예전 것과 새 것, 사회주의 분위기와 자본주의 분위기가 어우러지고
술 : 술집과 카페가 조성 되어 여유로운 느낌을 자아내는
구 : 구역이다

WORKSHEET - 중국영화박물관
1. 위치와 지명
- 중국 영화 박물관
2. 시각적으로 포함된 것들(건축양식, 미와 추)
- 여러 명의 영화인 사진들, 이전 영화 포스터들, 영상들.
3. 도시속의 한 개인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 모둠원들의 한 마디 느낌 표현하기
- 박물관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왔을까.
4. 그 거리의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은?
- 일상적인 것 : 전시품들, 영상들, 영화 포스터들, 관람하는 사람들.
- 비일상적인 것 :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
5. 음식, 꽃냄새, 하수구, 쓰레기와 같은 후각적 특성은?
- 박물관 안에 전시 된 기계 냄새.
6. 발이나 손에 닿는 촉감적 특성은?
- 발과 손 모두 딱딱하다.

7. 경적, 물건 파는 목소리, 음악 등 소리 감각의 특성은?
- 영상에서 틀어져 나오는 사람, 음악 소리들.
8. 거리명, 지명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공간 이용에 대한 아크로스틱(우리식 3행시)표현
하기
중 : 중국영화박물관은
국 : 국가를 대표하는 여러 영화 포스터와
영 : 영화들이 전시되어
화 : 화려한 영상미를 뽐내는 곳이다.
박 : 박물관이 원래 보여주는 진부한
물 : 물건들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중국 영화의 역사와 그 영화의 주역들을
관 : 관람할 수 있는 진기한 명소이다.

14. 특징적인 장소나 건물에 대한 사진찍기와 하이쿠 짓기
영화박물관
너는도대체뭐니
재미없어너
- 과 사람들도 다 앉아있고 하는 것 없이 솔직히 따분했던 박물관에 대한 느낌 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