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았어요 아쉬웠어요 바라는점 오늘의 일기

활기찬 활동이었던것 같아요

인테이러 측면의 접
근도 좋지만 어느

지역 공간에서의 적
용가능한 예시가 조
금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공간의 특질을 발현시킬 수

있는 고민들 즐거웠습니다.

수산업 강의와 실습
재료와 시간의 부
족, 비+구린 날씨

섬머랑 함께 삼미교실에 필요한
쓰레기통을 만들 수 있어서 뿌
듯  수산업의 재밌는 작업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일을 계기로 내 일상에서도 활

용해야 겠다.
강의도 수산업팀이 직접 준비
해온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
고 길이도 짧아서 집중도 잘되
고 재밌었어요. 팀별 작업 정

말 신났어요.

항상 즐겁고 신나는 삼미교실이
지만 오늘은 특히 더 재미있었

던 것 같아요.
실습위주의 강의 재밌었어요. 삼미교실은 정말 특별하구나.

워크샵
수산업의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없어융 아 후기할 때 브금

틀어줘요.

3회차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참여하게

되었다. 신난다. 재미있다.

오랜시간동안 실습해볼 수 있
어서 흥미로웠다.

근데 좀 '공간'에 대
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우리에게 필요한건 단순한
업사이클링이 아니라 '성북
구'를 업사이클링하는 것이
니만큼'공간'을 업사이클링
하는 사례들도 있었으면 좋

았을 듯.
비오는 날씨와 상반되게 열기로

뜨거운 삼미교실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진행

자분이나 팀원분들이 서로 부족
한 것을 메꿔나가는 부분이 정

말 좋았어요. 진짜요

함께 만드는 즐거움 습한 날씨
단체카톡방 짱좋은데 별명
과 이름이 매치가 안되욤

박신혜 짱이쁨! 강의도 즐어줬
음

직접 참여해보는 시간이 길어
좋았습니다.

재활용 재료가 부족
해서 아쉬웠습니다. 딱히 없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실제 작업한 사례 위주로 강의
를 해서 좋았고 작품에 대한
고민과 작업을 할 수 있는 시

간을 충분히 주어 좋았다.
5조에서 만는 컵꽂
이도 꼭 봐주세요

동심으로 돌아가 자르고 붙이며
즐길 수 있어 좋았다. 나 자신이
설치미술 작가가 된 기분이었

다.

서로 독려해주는 모습 결과물이 아쉽군여
업사이클링 실제 경제적 효

과도 궁금합니다
아크릴 물감은 옷에 묻으면 지

워지지 않아요

실습시간이 많아서 좋았어요

수산업이 만든 작품
들 주로 어디에 쓰
였고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앞으로 계획
이 어떤지 들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도서관+토익공부 그리고 비와
서 꿀꿀했는데 활동을 통해 활

기찬 느낌 받고 갑니다.
업사이클링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그
리고 만드는 과정도 즐거웠습니

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신나고

활동도 재밌었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듯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지만 한편으론
충분했던 것 같기도



강의때 업사이클링 직접하신
예시사진을 많이 보여줘서 좋
았어요. 실제로 팀별로 나눠서
실습해볼 수 있었던 점도 좋았
구요. 팀나누는 제비뽑기 한

것도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었
어요. 그리고 기획측에서 여러
물감 준비하신 것도 좋았어요

사람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어
서 같이 웃을 수 있어서 즐거웠
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아

이디어도 톡톡
피티가 사진 많고 짧고 명확,
팀플로 만들기가 짱, 사무실

돌면서 소개도 짱

마냥 좋아요. 만드는거 좋아요.
사람들과 같이 하니까 더 좋아

요.
실습시간이 길고 사례중심 강

의가 좋았어요. 더웠어요.
신나고 재밌다. 버려진다는게
쓸모없다는 것과는 다르구나

직접해보고 발표하는 시간

급하게 만들어서 그
런지 아쉽, 재료부

족?

어떤 '오브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재밌는 살아나는 공

간만들기

강의 설명을 많이 듣지 못했어
요. 그래도 직접 해보는 시간이
재밌었습니다.업사이클링도 재
밌네요. 나중에 고퀄로 해보고

도 싶은데
제가 항상 ppt시간에 조는데
오늘은 ppt에 사진도 있고 전
달하는 메세지도 간결하고 확
실해서 좋았어요. 실습시간이
길어서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

든 것도!
재료를 가져오지 못
해서 아쉬었어요.

우리 마을의 어떤 부분을 업
사이클링 할까도 짧게 생각

했으면!

이렇게 다같이 손으로 만들기를
하니까 분위기도 생기있고 너무
재밌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수업
짧게 강의해주시고 실습시간
이 많아서 좋았어요. 게다가

혼자하는게 아니라 같이 협동
해서 즐겁게 도움받으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

서
수산업 작업실 직접 가보기,

우리가 만든 것 전시하기

오랜만에 수작업을 해봐서 어린
아이처럼 집중하고 놀 수 있었

던 것 같아요

모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 즐거웠어요

폐품활용 제품을 만
들다보니 오히려 쓰
레기가 많이 나온다
는 느낌? 예를 들면
헌옷으로 무언가를
만들고나서 버리는
자투리 천들이 더

많아

장식성의 제품활용보다 조
금더 실용적이고 오래 쓸 수
있는 업사이클링 제품 소개
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가 더욱더
좋은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었

으면 좋겠다.

직접 만드는 시간이 많아서 좋
았어요. 결과물도 너무 맘에

들구요.
더 많은 사례, 샘플

보고 싶어요. 만족

비오는 날 할일 세개 이동 3번이
라 처음에 나올 땐 발이 무거웠
는데 교육,영화,수업으로 인해

푹 잘 수 있을듯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작업이
었는데 혼자하기는 심심해서
재미도 없고 여럿이서 만드니

즐겁습니다

오늘은 패스 나중에 장터에
도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니

다.
이곳에서 제2의 수산업이 나오

면 좋겠네요. 즐겁네요.
강의도 좋았고 실습도 좋았음.

새로운 관심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머리를 회전한 듯, 상

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