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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convergence education method that combines architecture and communication through a documentary film 

entitled the Talking Architecture. The purpose of this program is to propose a new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architecture education 
and investigates what would be an effective method of communication for architects. As mentioned above, this paper proposes a teaching 
method and a model applicable to actual classes based on the Talking Architect. It is proved that the method can be used for various 
types of classes and fields such as architectural expression,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ing, housing theory, building structure, 
building materials, and other subject matters. In addition, this paper explores how architects communicate as described in the film. 
The findings show the potential of integrity, negotiating capability, and the convergent method of think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humanities and architecture as a positive communication model for architects. This paper opens up the possibilities for convergence 
education in the field of engineering education through three key words: film, architecture, and communication. And this paper is worth 
in that it is a useful method for developing convergence courses and team-teaching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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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이공계의 다른 전공도 유사하겠지만, 특히 건축학은 단순히 

건축기술적인 측면만을 교육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다. 

건축학의 학문적 특성은 인문사회적 성향, 기술적 성향, 그리

고 예술적 성향이 하나의 종합된 계발학문으로 완성되는 특성

이 있다. 그러므로 건축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이러한 특성을 

완성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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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문사회적 측면에서 건축물 사용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영역이 설정되어야한다는 점(이호진, 

1991)은 공학적 측면으로써만 건축을 교육할 수 없음을 반증

한다. 어떤 학문보다도 건축학은 다른 학문 간 활용이나 융합 

그리고 인문학적인 요소가 결합된 교육 방법이 병행되면 효과

적이다. 

또한 ‘이공계 융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창조적 전문 인력

의 확보와 조직간 의사소통역량의 증대 측면에서 융합의 능력

은 필요하다.’(신선경, 2009)는 점은 융합 교육의 필요성을 더

욱 공고히 한다. 그러나 융합 교육은 그 절실성이나 필요성에 

비하면 교육 방법이나 학습효과의 결과가 미미하다.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다루어지는 의사소통교육은 더욱이 전공과 연관

하여 강의를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전공수업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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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교육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둘의 교육

이 함께 병행된다면 전공과 교양의 융합 교육이 될 것이다. 더

욱이 건축가는 기획부터 설계, 건축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건

축주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하기 때문에 건축학

에 대한 창의력은 물론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또한 매우 중

요하게 갖춰야하는 자질이다. 즉 전문성과 교양을 두루 갖추어

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공과 의사소통의 교육을 융합하는 방

법은 교육의 효과를 높일 것이다. 이런 고민에서부터 출발된 

이 논문은 그 매개체로서 영화를 선택하였다. 영화가 학생들에

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이며, 실제 영상 세대에게는 교육

용1)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는 단순한 유희의 장을 넘어서 학문적 활용의 영역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영상매체

를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학문적 영역으로 활용 가능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황영미, 2009)는 말은 이 연구의 시발과 더불

어 그 중요성을 말해준다.

연구자가 기존 연구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건축교육과 

관련하여 영화를 활용한 연구 논문이나 실제 수업 모델은 거의 없

다. 또 직접적으로 건축교육이나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의사소통의 융합 교육과 연관하여 언급한 경우도 거의 없다.

그동안 영화를 활용한 건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건축교육에 활용할 영화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2)과 건축

을 소재로 하거나, 건축가를 소재로 한 영화3)의 대부분이 ‘건

축’과 관련한 정보와 기술 자체를 현실적인 제재로 다루기보다

는 그것을 부수적인 소재로 하여, 다른 주제의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화를 활용하여 건축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1) 특히 의사소통 교육에서 영화가 글쓰기 교육의 효과적 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상은 외적-물리적 현실을 있는 그대
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여 시각을 변화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한국사고와표현학회 영화와의사소통연구회, 황영
미 외, 영화로 읽기 영화로 쓰기, 푸른사상, 2015, p.22)  

3) 100여 년 가까운 한국영화사에서 건축이라는 단어를 영화 제목으로 
사용한 작품은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1999)이 유일했으나 이 작품은 
건축에 관한 영화는 아니었다. 또한 그간 '시월애', '내 머릿속의 지우개', 
'두 여자의 집' 등에서 건축가가 주인공의 직업으로 등장한 적은 있었으나 
건축 활동 자체는 영화의 중심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반면 해외 영화계에서는 건축의 스펙트럼과 건축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
리와 극영화가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활발히 제작되고 
있다. '마천루', '건축가의 배', '마이 아키텍트', '프랭크 게리의 스케치' 
등은 건축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고전으로 자리잡았다. 네덜란드, 미국,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는 건축영화제가 매년 활발히 개최되면서 
이러한 작품들을 꾸준히 소개해 왔다. 
(http://www.thegamenews.com/123563, 2015.5.23.) 

3) ‘건축학개론’(이용주 감독, 2012.3.22. 개봉) 두 달여 만에 400만의 
관객이 들만큼 흥행한 영화이다.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만난 남녀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로맨틱 영화이다. 여주인공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교육에 관한 요소를 일정부분 찾을 수 있으나, 본고
에서는 텍스트로 다루지 않았다.

할 것인가에 대한 교수학습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건축학을 전공한 교수

자가 영화를 활용하거나, 인문사회학적 측면을 교수하는 것이 

전공 영역상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화를 활용한 건축교육과 의

사소통의 융합 교육 방법’에 대한 이 연구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영화 텍스트 중에서 <말하는 건축가>를 선

택한 것은 이 영화가 ‘정기용’이라는 건축가를 전적으로 다루고 있

다는 점과 다큐멘터리가 갖는 현실적인 힘, 즉 사실성 때문이다. 

물론 사실성은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다큐멘터리를 제작 

할 때, 선택과 배제를 피할 수 없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해도 주관성을 피할 수 

없다. 에릭 바누는 다큐멘터리 작가 중에는 자신의 작품이 “객관

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수행하

는 해석적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며, 다큐멘터리 작가가 전략적으

로 취하는 자세일 뿐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띠지는 않는 것’(셰

일라 커런 버나, 2013)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감독의 주관성과 감

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속성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기용의 인간미 그 자체

가 아니고, 영화에서 보여지는 정기용이라는 건축가 즉 주인공

을 통해 의사소통과 건축 교육의 한 방법이나 그 가능성을 찾

고자 하는 것이다.  

영화의 주인공, 정기용 건축가는 무엇보다도 ‘건축을 함에 있어

서도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4)(정기용, 2011)이다. 정기용의 의

도와는 관계없이 이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정기용은 건축 자체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데 있어 타인과의 의사

소통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또한 공학교육을 하는 데 있어 활용

할 요소가 많아, 본 연구의 텍스트로서 매우 적합한 영화이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영화 <말하는 건축가>를 통해 건축 및 의

사소통의 융합 교육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말하는 건축가’를 통하여 건축교육과 관련한 실제 내용을 찾고, 

그것을 수업 시간에 적용,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

이다. 둘째 건축가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등장인물들이 타인과

의 의사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특히 융합 교육적 측면에서 의사소통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앞서도 언급했듯, 건축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절대 아니며, 여러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의해서만, 그것도 원활

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좋은 성과를 얻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4) 이 말은 물론  정기용 건축가가 ‘사람을 고려한 건축을 추구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이 궁극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그 중간의 과정 즉, 의사소통이 원활에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있어야만 그 부분을 중점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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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건축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 두 가지 소목적은 궁극적으로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건축교육의 새로운 교수학습법과 그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들이 더 흥미를 갖고,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건축교육을 하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교육이 어

떻게 융합되어 드러나는가 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영화 <말하는 건축가>와 건축가 ‘정기용’

영화 <말하는 건축가>(정재은 감독, 95분, 2012.3.8.개봉)는 

한국 최초의 건축 다큐멘터리 영화인 동시에 건축과 건축가를 

다룬 한국 최초의 극장용 독립 다큐멘터리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문제를 영화 안에서 쟁점화하고, 건축과 문화에 대

해 직설적으로 말하며, 건축가의 건축에 대한 철학을 여과 없

이 보여주는 휴먼 영화로 사회적 문제의식과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생활과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이다.5) 

정기용(1945.8.4.～2014. 3. 11)은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에서 장식미술학교 실내건축과 전공, 

파리6대학 건축과를 거쳐 파리8대학 도시계획과를 졸업했다. 그

의 이런 이력은 건축학 전공자들의 전통적인 과정과는 다른 횡보

였다. 그래서 그는 어느 집단이나 유파에 속하지 않아서 독자적

인 건축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 기용건축연구소를 설

립하고 한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무주 공공프로젝

트를 비롯하여 ,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6개관(순천, 진해, 제주, 

서귀포, 정읍, 김해)에 참여하였다. 민족건축협의회 회장, 서울건

축학교 운영위원,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위원장 등 활발한 활

동을 했다. ‘감응, 정기용 건축 전시회’(일민미술관)을 열기도 했

다. 이 영화에서는 전시회 준비과정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는 

2011년 3월 11일 지병인 대장암으로 사망하였다.6) 

정기용은 1986년부터 2010년까지의 작품을 모은, 정기용 

건축작품집 (현실문화연구, 2011), 기행스케치를 모은 기억

의 풍경(현실문화 2010), 어린이 도서관의 건축에 관한 기적

의 도서관(현실문화, 2010), 무주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감응의 건축(현실문화, 2008), 사람을 위한 건축과 도시

5) http://www.thegamenews.com/123563, 2015.5.23. 한국 다큐멘터리 
가운데 도시 공간이나 환경을 다룬 작품들도 간혹 있었지만, 건축
이라는 창조적 행위를 본격적으로 다룬 극장용 다큐멘터리는 <말
하는 건축가>가 최초이다. 건축가는 대한민국 건축사에 나눔의 의
미와 사랑의 위대함을 전하고 떠난 그의 마지막 여정을 담은 감동
휴먼다큐멘터리로, '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와 '기적의 도서관' 등 
故정기용 건축가의 작업과 그의 치열했던 삶을 담은 작품으로 공
공건축에 헌신했던 한 명의 건축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
고 갔는지를 진솔하고 섬세하게 그려낸다.

6) 정기용의 전기적 이력(http://www.gu-yon.com/, 정기용기념사업회,   
2015 .5. 19. 참고.

의 이야기를 담은 사람 건축 도시(현실문화, 2008), 서울이야

기(현실문화, 2008) 등 건축과 관련한 저서 등을 집필하였다. 

이상의 책은 그가 해왔던 건축의 작업에 대한 역사이기도 하고, 

그의 건축에 대한, 삶에 대한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 영화의 감독이 의도하는 것은 건축가로서의 정기용의 인

간미 혹은 그의 철학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만, 관객이 반

드시 그것만을 따라 영화를 감상, 이해할 필요는 없다. 앞서도 

언급했듯, 다큐멘터리를 통해 볼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과 

건축교육 방법의 가능성에 더 무게 중심을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방향성이다.

 

II. 건축교육 교과목에 대한 응용 및 활용

건축의 3요소는 ‘기능, 구조, 미’를 들 수 있다. 건축행위는 

단일 건물만이 아닌 건물과 건물, 건물과 도시 간 관계를 고민

하고 나아가 사회상을 반영하기도 한다.7) 건축은 문화, 예술, 

공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건축교

육은 일반적으로 건축설계, 역사이론, 구조공학, 건설경영, 건

축환경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주요 교과과정으로는 크게 

건축사 양성을 위한 5년제 건축학 전공과 건축엔지니어 양성

을 위한 4년제 건축공학 전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학전공

은 크게 건축설계, 건축역사, 건축이론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각 건물만을 설계하는 것이 아닌 건물, 도시, 사회와의 관계

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를 도출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건축공학전공은 구조설

계, 건축환경, 건축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환

경, 시공, 건설경영, 구조, 구조재 등을 연구한다. 

건축교육 중 건축설계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각적 측

면에서 공간을 이해하는 사고력, 공간을 구성·조직하고 표현하

는 능력을 갖추는데 목적을 둔다. 건축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우선시 된다. 그림 1은 르꼬르뷔제의 빌

라 사보아를 통해서 물리적 형태와 공간에 대한 조직을 공간체

계, 구조체계, 에워쌈의 체계, 동선체계 순으로 보여준다.8)

7) 건축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도 하며 반대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건축은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다. 그것이 사적인 경우에는 사적인 필요에 
의해 개인이 제안해 건설된다. 하지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축은 누가 
주체가 되어 그 요구를 발의할 것인가?” (정기용, 2008)

8) 그림 좌측부터 공간체계는 프로그램 요소들과 공간들 간의 3차원 
통합으로 주택의 다양한 기능들과 관계성이 일치됨을, 구조체계는 
그리드 기반을 둔 기능들이 수평보와 슬래브를 지지함을 보여준다. 
에워쌈의 체계는 4면부 외부 벽면으로 장방형의 복합적이면서도 
볼륨을 한정한다. 동선체계는 계단과 경사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3개층을 관통하고 연결하면서 공간 내에서 형태와 빛에 대
한 관찰자의 지각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영화를 활용한 건축 및 의사소통의 융합 교육 방법 -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를 중심으로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8(6), 2015 73

그림 2 설계의 기본적인 업무과정이다.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입찰 또는 계약협상, 시공계약의 관리, 추가업무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설계과정은 착수, 준비, 기본설

계, 평가, 집행, 순환, 피드백(반복)으로 구분할 수 있다.9) 

영화 <말하는 건축가>는 건축의 기본적인 업무과정을 부분

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비록 실무의 단편일지라도 교육

과정에서 관련 교과목의 설계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과정의 

일부분을 설명하거나 건축가의 설계의도와 그 배경, 건축과 사

회의 관계10) 등을 교육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 소절은 대학의 건축교육 과정에서 교과목을 기준으로 

영화 <말하는 건축가>에서의 관련 장면을 추출하고 학습도구

로의 응용 및 활용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건축교육에서 

교과목설계 및 목표는 통용되는 기본사항이 있으나 교과구성, 

교과체계, 과목명 등 대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11)

Fig. 1 Villa Savoye, Poissy, east of Paris(Francis Ching, 2007)

Fig. 2 Design Process: Repetition

9) 제임스 스나이더·안토니 캐터니즈, 1991.
10) 특히 건축과 사회와의 관계는 건축계획 및 설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및 건축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등과 
함께 거론되고 있어 공학교육과 의사소통 교육의 접점을 만나게 
된다. 이에 대한 부분은 뒤의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11) 건축교육은 교과과정 모형 개발 및 연구에 의해 기본 체계를 갖
추고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www.abeek.or.kr),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원(www.kaab.or.kr) 기관은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의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1. 건축표현: 스케치·도면·모형

건축도면과 건축모형은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 과

정에서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감리자 등 관계자 간의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건축가는 생각을 표현하고 다

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 건

축가는 도면과 모형을 포함하여 아이디어 스케치, 다이어그램, 

사진, 기타 장비와 같은 표현형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의사소

통을 추구한다. 건축교육과정 중 저학년 교과과정에서는 건축

가로서의 의사소통 기초능력과 다양한 표현능력을 기르는 일

환으로 표현도구 및 방법, 기초 표현능력 배양을 교육목표로 

한다. 아래 표는 스케치, 도면과 작도에 관한 것으로 도면의 목

적, 작성 과정, 도구, 기타 아이디어 표현방법을 설명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이다.

Table 1 Drawings Example for Teaching

Scene from movie Contents

02:42

Zoning

Drawing Tools

Design Feedback

15:17

Elevation

Drawing Tools

Drawing Figures

1:27:00

Hand Drawing

Idea sketch

Diagram

Design Process

14:13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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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계획·건축설계

다큐멘터리 영화 <말하는 건축가>는 정기용 건축가의 생

각, 활동, 작품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건축은 

근사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섬세하게 

조작하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영화는 공공건축의 

사례가 많은 만큼 건축설계 전반의 체계 및 구조적 이해가 

현실적으로 담겨져 있다. 무엇보다도 영화 중 프로젝트를 준

비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통한 프로그래밍12)에 관한 내용은 

계획 및 설계의 기초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이라

고 판단된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사무소 프로젝트 사례는 디자인 이전의 공

간의 사용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이 

부분은 Ⅲ장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건축가는 건물을

Table 2 Architectural Planning

Scene from movie Contents

04:20

Anseong-myeon Office 

Understanding Users

Space Program

09:37

Muju Wisteria Project

Site Analysis

Design Concept

Maintenance

1:26:13

Library

Design Strategy

Design Concept

Construction

12) 프로그래밍은 여러 번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 건축주
의 요구사항 외에도 조사를 통해 유추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은 ‘건축가가 건축주와 첫 대화를 가
질 때에 시험적인 형식’으로 시작된다. ‘건축가가 건물유형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에 관하여 준비된 질문 목록을 사용하여 
그 진행을 도울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가는 그 건
물을 더 잘 알기 위해 다른 연구에 착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제임스 스나이더·안토니 캐터니즈, 건축학개론, p.210)

사용할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목욕탕’이라는 공간 프로그램

을 착안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건물을 사용하게 될 사람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건축가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기 때

문에 가능하였다. 무주프로젝트의 건축물들은 정기용의 저서 

‘감응의 건축’에 프로젝트 과정과 함께 소개된 바 있다. 그 중

에서 무주 등나무프로젝트는 공설운동장 스탠드에 등나무 덩

굴을 올려 그늘을 만들어낸 것이다. 원래 공설운동장은 여러 

행사가 열리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늘이 없어 장시간 머

물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의 행사 참여

도 저조하였다. 무주 군수는 등나무 그늘 아이디어를 제공하

였고 건축가는 건축비용을 절감하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

한 구조물을 설계하였다. 이는 계획방법론 및 설계 교육과정

에서 다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거나 또는 현

황 조사 및 건축가의 역할 및 설계의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때 건축의 기술적 측면과 더

불어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준다.

3. 주거론 

건축교육에서 주거분야는 주거론, 주거계획, 주거단지 등은 관련 

이론과 함께 계획 및 설계원리를 동시에 다루게 된다.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주거는 공간의 형태, 규모 외에도 근린, 공간의 

Fig. 3 Building Arrangement and Interior space of Chuncheon 
Hous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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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구의 배치까지 다각적 접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거주자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외에도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다. 주거 유형 

중 단독주택은 한 가정을 위한 형태로 이웃 건물과 떨어져 있어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다. 

영화 <말하는 건축가>에서 보여주는 ‘춘천 자두나무집’ 사

례는 거주자의 요구사항과 설계의도, 건축가의 방문과 사용현

황을 통해서 주거계획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보여주

고 있다.(그림 3) 거주자(건축주)의 요구사항은 건축가의 설

계의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두 사항이 어떻게 연계되

어 실현되었는지 거주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준다. 거주자

는 ‘숨겨진 집’을 원했다. 건축가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대지레

벨을 파악하고 이를 건물레벨에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실제로 

거주자는 해당 집에서 생활하면서 ‘집을 눌러줬다’, ‘시선을 

끌지 않는’ 느낌을 전했는데 이는 본인의 요구사항이 매우 잘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건축가는 거실 공간의 활용과 창밖으

로 보이는 풍경을 감상하면서 ‘시간이 머무는 집’이라고 평가

하였다. 

4. 건축구조·건축재료

건축은 영화의 장르나 주제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예를 

들어 공상과학 영화 콘텐츠에서는 도시공간, 건축물 등 도시

의 건조 환경이 미래지향적으로 표현된다. 또는, 건축시스템 

전반이 현재 기술보다 앞서간 극대화된 모습이거나 이미 구

현된 구조 및 재료구법의 한계를 뛰어넘기도 한다. 반면, 다

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는 실제 지어진 건물 또는 설계공

모계획안 응모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기술 및 

재료의 발달사 관점에서도 보조학습 자료로 다루어질 가능성

이 있다. 

건축물에서 구조는 뼈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수명

과 관련이 있다. 건축구조는 구조 부재의 재료에 따라 목구

조, 벽돌구조, 시멘트블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13) 무엇보다도 건축

구조는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제적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주 등나무 프로젝트는 건축비용의 

절감과 공공장소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요소를 활용한 구법을 제시

한 사례이다.

13) 그밖에 시공방법에 따라 습식구조, 건식구조, 현장구조, 조립구조
로 분류하며 구조의 구성방식에 따라 가구식 구조, 조적식 구조, 
일체식 구조, 특수구조 등으로 분류한다. 구조의 형식에 의한 분
류는 라멘구조, 벽식구조, 트러스구조, 아치구조 등이 있다.

Table 3 Example of Structure and Material

Scene from movie Contents

10:23

Muju Wisteria Project 

Structural Method

10:30

Muju Wisteria Project

Provide shade for local 

residents using 

structure and trees 

17:37

Final Model

Building Material

Ⅲ. <말하는 건축가>를 통한 융합 교육 방법

이 영화 제목이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아니고, 제목에서 보

여주듯, ‘말하는’ 건축가이다. 짓는 행위보다 ‘말하는’ 행위에 

더 집중한다는 점은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지점을 의미

한다. 즉 ‘말한다’는 것은 화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자(타인)

가 있고 그 청자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 영화

에서의 타인은 꼭 사람(그것도 건축과 관련한 사람)만을 의미

하지 않는다. 자연과 건축물, 사회를 포괄하는 타자(청자)이다. 

이 영화에서의 의사소통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개념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

화는  ‘말하는’ 이라는 것에 방점을 둠으로써 ‘건축’이라는 전

문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영역(타인)에 있어서의 상호소

통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영화 제목은 의사소통이라는 관점

에서 보면 매우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의사소통의 진정성: 건축가와 건축주

앞서 Ⅱ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전북 무주군 안성면사무소 프

로젝트의 사례는 건축학적으로 ‘계획방법론 및 설계 교육과정

에서 다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거나 또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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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건축가의 설계의도의 중요성’을 건축교육학적으로 보

여준다. 더불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사소통의 진

정성’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의 소통은 어렵기 때문이다. 

건물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건축주(의사소통에서 청중)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정기용이 이 대화를 진정성 있게 시

도한다. 주민들이 “짓지말라”는 말에 “그래도 짓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그들의 희망사항을 경청한다. 그의 의사소통의 

힘은 바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이며, 무엇보다도 주민

을 위해 실천할 의지를 갖고 묻는 진정성이 들어간 대화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마지막 엔딩 장면이 배치해 놓

은 안성면주민센터의 건물(건물 간판을 포함)과 면주민들(특히 

목욕탕을 자주 애용하는 노인들), 그리고 건축가인 정기용의 

모습이 하나로 어우러져 잘 드러나 있다. 그런 점에서 주인공 

정기용이라는 건축가가 지향하는 건축물의 가치, 삶의 철학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면서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단적이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퀀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진정성은 이 영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춘천 자두나무집’의 경우도 건축주와 건축

가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결국 건축주도 건축가도 만족하는 집

을 지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건축주는 글쓰기에서 독자를 

상정하고, 혹은 말하기에서 청중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과 같

은 이치이다. 상대방(독자, 청중, 건축주)이 누구인가를 파악하

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기

본에는 상대방 즉 타인을 인식하고 타인의 말에 경청하는 것에

서부터 시작한다. 그 경청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담기게 된다.

Fig. 4 The last scene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가 원하

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소통하려는 대화의 기본적 의지와 태도 

그리고 진정성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

성은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라는 사실성에 큰 힘과 신뢰성, 현

실성을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교육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문제 및 방법을 함께 다루고자 할 때 적합한 수업 모델로서 가

능하다. 이는 직업이나 어떤 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또 

그런 관계를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풀어가는 방법을 다큐멘터

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을 진정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 협상의 방법과 다양한 토론거리

건축전을 준비하면서, 영화의 주인공은 제자들과 일민미술

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는다. 일민미술관 측이 바

쁘다는 이유로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먼저 

말하겠다’고 했을 때도, 주인공은 포용력 있게 그러한 상황을 

십분 이해한다. 또 ‘일민미술관은 일정에 따라서 갈등은 당연

히 있지만, 도록 나올 때까지 너무 감성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 전시를 수락한 것도 일민에도 사정에 있고, 나도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상황과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는 태

도를 보인다.

‘최고의 협상자는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듣는 기술이 

좋은 사람이다’(로널드  M 샤파로 외, 2003) 고 하였다. 이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포용과 협상이 결합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늘 양보만, 그렇다고 

자기 고집과 주장만을 내세울 수 없다. 그런 경우 갈등은 제대

로 풀어지지 않는다. 협상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서로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다양한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협상은 기본적으로 배움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고, 또

한 현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학문적 성격을 지닌다.(신

희선:311)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 이 장면을 다룰 경우, 이론적

인 측면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교수자

가 수업을 설계하면 된다.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역시 이러

한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서 협상의 기술을 익힐 수 있다. 

한편 전시회의 마지막 점검((01:16:01)을 하면서 가장 갈등

의 요소가 크게 드러난다.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갈등적 

대화가 오간다. 정기용은 전시 내용을 두고 ‘전체적인 모습에 

줄였다, 축소시켰다 진행이 더디더라도, 했던 작업 중에서 선

별해서 도시에 대한 생각들을 2-3층에 조금이라도 넣자고 제

안한다’. 그런데 미술관장인 김태령은 ‘이미 영역을 다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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놨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수 없다’고 단호한 내용을 공손한 톤

으로 말한다. 정기용은 “상황은 알겠어, 나도 욕심을 부리는 것

이 아니라”하며 말을 이어간다. 이 말에 관장은 웃음으로 화답

한다. 결국 협상은 “도시를 빼야지(정기용)” “감사합니다.(미술

관장)”로 결말을 맺게 된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모든 상황을 

100% 다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편집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양보이다.

이 협상에서는 결과적으로 주인공이 미술관의 입장을 수용하

고 상대방의 입장과 이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다. 협상에서 끝까지 본인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했고, 반면 

미술관측은 의견을 관철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협상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협상

은 대결이 아니다. 상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게임도 아니다. 서로가 윈

-윈하는 게임이다.’(로널드  M 샤파로 외, 2003) 그런 점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협상의 필요성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

여주면서 학습자들에게 협상의 의미와 함께 방법론을 강의하

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말하는 건축가>에서는 의사소통의 여러 방법 중 협상

의 문제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그것과 비슷

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문제 해결과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

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또 이러한 사안에 

대해 함께 토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상과 관련한 수업 모텔

을 만들 경우는 실제 학생들에게 영화의 장면을 제시하고, 이

에 대한 협상을 실제 해보게 하거나, 간접적으로 이 사안에 대

한 토론을 진지하게 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은 어떻게 대화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

누게 하는 것도 교육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 교육

정기용은 영화 곳곳에서 의사소통에 있어 위트를 보여준다. 

등나무꽃이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피었다”는 발언이

다.(9:30) 그의 웃음의 코드는 청중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공감) 사실이 아니지만, 타인(건축)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

을 한다. 이러한 언어적 방식은 인문학의 창의적 표현법이며, 

표현법이 딱딱하고 어려운 건축의 세계를 일반인들과 공유하

고 소통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정기용 건축전의 전시 날짜와 관련하여 오픈 

날짜가  G20  정상회의 날짜와 같다는 점에 착안, “전세계 정

상들이 축사하러 온다”고 하면서 전시회 날짜에 의미부여를 한

다. 이러한 말들은 경직되고, 어려운 자리에서 물 흐르듯, 읏음

과 여유를 만들어 내는 의사소통의 방식이다. 또한 정기용이 

찍었던 오래된 동영상을(이 영화는 영화 속에 또다른 오래된 

영상이 들어가 있어 마치 액자소설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한

다) 보여주면서 “현대의학은 가만히 보면 토목 사업과 비슷한 

점이 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브릿지를  걸고, 장애물은 

때려 부시고 현대의학은 토목을 닮은 것 같다. 정교한 것은 의

료사업이고 거친 것은 우리가 말하는 토목 같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영화에서 인터뷰 장면 중 정기용의 건축을 “읽히기 위한 건

축”이라는 한 건축가의 말은 그의 인문학적인 사유의 비유와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적의 도서관 같

이 틀에 맞춘 도서관의 형태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고의 발상과 전환, 창의적인 생각은 인문학적인 사유와 

결합되어 창의적인 기적의 도서관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건축학도에게 건축학적이고 공과적인 소양만을 갖추는 것

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사유와 소양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건축 그 자체는 공학이 아니라 인문학에 더 가깝

고 건축을 이해하는데 인문학적 소양은 필수적이라는 말’(구본

준, 2012)은 이와 상통한다.  

한편 새로운 정부종합청사 설계경기(1991, 15:25)가 공공기

관의 건물로서 권위적이지 않다는 말에 대해서 “건물이라는 것

은 ‘건물+관공서+사람’이 모여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것, 즉 

설계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권력과 관료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 어우러지는 삶을 의미한

다.”라고 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그의 철학적 소신을 드러낸다. 

건축에 대한 그의 사유와 철학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학생들에게 ‘건축가로서 건축 철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건축의 기술적인 측면

과 더불어 철학적 사유에 대한 물음이 될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무주 군수는 군민들과의 소통을, 건축가

는 건축비용을 절감하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구조물을 

최소한으로 설계할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과의 소통뿐만 아니

라 자연과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건축을 하는데 있어 현황조사 및 설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뿐만 아니라, 건축이 단순히 

‘건물짓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건축의 개념과 철학이 담겨 있다. 자연과 어린이들의 정서와 

욕구, 도서관이라는 건축물이 하나가 되어 자연스럽게 물 흐르

듯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인공의 말처럼 “건축의 개념은 사

람들의 삶을 보살펴주고 공간적으로 조직해주는 직업”이라는 

점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공학교육에 있어 학생들에서 이러한 인문학적인 철학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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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건축에 대한 철학을 나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줄 수 있다. 이는 사전적인 개념으로 한정한 

건축의 개념을 더 넓고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다는 점에서 좋은 교육방법이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모

델이 쌓인다면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적 교육도 심도있게 이루

어질 것이다.

이 영화를 통한 융합 교육은 건축교육을 하면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건축교육을, 나아가 인문

학적 사유와 철학을 할 수 있는 교육의 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개인과 개인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 실제 토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해준

다. 학습자들에게 ‘건축과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토론도 진행

할 수 있다. 가령, ‘건축과  환경문제’,  ‘건축주의 의견을 다 들

어줘야 하는가’,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등 건축을 

통한 토론 및 토의 거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생

각하게 함으로써 건축을 통한 의사소통 교육은 물론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도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Fig. 5 기적의 도서관처럼 인간, 나무(자연), 건물이 한 몸이 

되듯이, 건축과 의사소통(나아가 인문학)의 융합 교육도 이러

한 여러 가능성을 열고 진행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Fig. 5 Miracle' Library of Seogwipo

Ⅳ. 결 론

본고는 영화 <말하는 건축가>를 통하여 건축 및 의사소통의 

융합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건축교육과 관련하여 건축표현, 

건축계획 및 설계, 주거론, 건축구조, 건축재료 등 다양한 수업

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건축가의 의사소통 

방식이 영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해 건축가에게 의사소통의 진정성, 협상력 그리고 인문학과 건

축학의 융합적 사고와 소통의 방법이 건축전공자들에게 새로

운 융합의 교육 방법과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의사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그 범위를 확장하면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

려, 이해하면서 서로 의견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성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

로 넓은 범위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은 타인을 어떻게 인격적으

로 대하는가는 하는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

는 이런 문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지 않았을 뿐이다.   

<말하는 건축가> 정기용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건축이 건축으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예술

포함)적 사유와 삶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이라고 사유했다. 그것은 이 영화에서 의사소통의 실제를 통해 

더 잘 드러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식산업 시대의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와 다른 분야를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를 위

해서는 학문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것이 필수적이다.(구본준, 

98)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이 ‘영화(예술), 건축(공학), 의사소통

(인문학)’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공학 교육에 있어 건축

과 의사소통의 융합 교육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문학과 공학의 접점 지점을 찾는데, 이 영화의 활용성

은 매우 높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축교육과 의사소통

의 융합 교육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에 본 논문의 가

치와 의의가 있다. 따라서 융합교과목이나 팀티칭 수업 교과목

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공학교육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2015. 8. 

28)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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