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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획의도

“급변하는 4차 산업시대 대응력 향상을 위한 첨단 기술력 체험”
2016년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세상에 던
졌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첨단미디어가 이끄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이미 우리의 생활과 산업에 전체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
에서는 첨단기기 부족과 교사들의 정보기술 활용역량의 부족 등으로 급변하는 4차 산업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수업 ‘첨단 빛, 내 손으로 비추기’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홀로그램의 원리를 깨우치고, 나아가 이를 산업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스며들지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들에게 첨단기술력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4차 산업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STEAM의 단계요소

▪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홀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

상황제시

를 살펴본다.
▪ 학습자들 스스로 새로운 기술매체의 동향에 대해 탐구하도록 한다.

창의적설계

감성적체험

▪ 홀로그램 기술이 사용되는 산업분야를 탐색해본다.
▪ 미래사회에서 홀로그램의 활용 방안을 예측해본다.

▪ 자신 및 친구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의견을 교류하 는 과정을
통해 소통의 즐거움과 집단지성의 효과성을 확인한다.

첨단 빛, 우리 손으로 비추기 3

Ⅲ. 학습 목표

12물리Ⅰ03-04

12물리Ⅰ03-05

파동의 간섭이 활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빛의 이중성을 알고, 영상정보가 기록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량되거나 만들어진 제품을 통

12기가04-01

해, 최신 기술의 활용과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발표
한다.

내용목표

12기가05-04

12미02-03

12진로02-01

12진로03-04

기술 혁신을 위한 창의 공학 설계를 이해하고, 제품
을 구상하고 설계한다.
여러 가지 표현 매체의 조합이나 응용·확장을 통해
새로운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과 인재상
을 탐색한다.
관심 직업의 현황, 전망, 산업구조 등 구체적인 정
보를 수집할 수 있다.

● 홀로그램이 발전해온 역사와 홀로그램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
다.

과정목표

● 다양한 홀로그램의 종류 중 ‘플로팅(Floating)’ 기술을 적용한 홀로그
램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 우리 삶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기술의 사례들을 살펴보며
첨단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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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STEAM과목의 요소

▪다양한 홀로그램의 원리 이해하기

S
과학

➜

T
기술

➜

▪홀로그램을 이용한 다양한 미래 첨단기술 탐색하기

E
공학

➜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홀로그램 영상과 홀로그램 장치 만들기

▪빛의 반사를 통해 입체감과 현실감을 주는 매체의 구조원리 이해하기

▪창의적 발상으로 자신만의 홀로그램 작품 제작하기

A
예술․인문

➜

▪디지털 시대의 미학적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미래사외 윤리적 이슈에 대해 관심 갖기

M
수학

➜

▪홀로그램을 구현하는 구조의 각도별 영상 산출물 차이점 이해하기

관련교과

➜

물리학I, 기술·가정, 미술, 진로

첨단 빛, 우리 손으로 비추기 5

홀로그램이란 빛을 활용하여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비슷한 입체감과 현실감을 주는
매체입니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 holos와 “그림”이라는 의미를 가
지는

gramma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

로, 어원에서 알수 있듯이 기존의 평면적
재현방식을 넘어서 실제와 같은 입체감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원리>

일반적으로 홀로그램을 만들려면 2개의 레이저 광선의 간섭효과를 이용하며, 간섭무늬
가 저장된 필름을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데니스 가버(Dennis Gabor)가 발
견한 원리인데, 그는 이 원리로 1971년에 노벨상까지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60도 어느 각도에서나 볼 수 있는 완벽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리얼 홀로그램은 방대한 데이터
처리량과 광학 기술의 한계로 인해 아직 상용화가 어
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적정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홀로그램 기술들이 개발 및 활용되고
있습니다.1)
이번 단원에서는 ‘플로팅 홀로그램 기법’을 활용하여 살아있는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
보고, 현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기술들에 대해 천천히 살펴봅시다.

1) 임정희·정진헌(2017), 홀로그램을 활용한 콘텐츠의 표현특성 및 요소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4), 4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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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도플갱어? 나만의 아바타가 생겼다!

▣ 생각열기

홀로그램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 생각펼치기

홀로그램으로 내 아바타 만들기!

▣ 생각다지기

홀로그램, 무슨 원리로 만들어질까요?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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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플갱어? 나만의 아바타가 생겼다!

홀로그램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생 각 열 기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홀로그램 기술

생활 속 홀로그램 찾아보기!
 우리생활 속 홀로그램,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만난다!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월드스타 싸이의 공연2)

일반적인 콘서트와 홀로그램 콘서트의 차이점은

홀로그램 콘서트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오늘날 홀로그램 콘서트가 많이 늘어나는 있는

콘서트 이외에 홀로그램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또 있을지 찾아봅시다.

2) 앱스토리, 2017년의 주목할 기술, 홀로그램 (2017.6.5.검색)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988773&memberNo=15460786&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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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을 위한 HUD(Head Up Display) 시스템

HUD(Head Up Display)란 무엇일까요?
HUD(Head Up Display)란, 운전자 전면의 유리창에 내비게이션
정보 및 계기판의 주요정보를 표시해주는 편의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내비게이션은 운전자의 시선을 전방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는 위
험이 있었던 반면에, 운전자가 전방을 향한 채로 목적지로 가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홀로그램 네비게이션 HUD(Head Up Display)3)

HUD 시스템의 원리

앞에서 제시한 홀로그램 콘서트와 내비게이션 이외에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입
체 홀로그램 기술들을 찾아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발표자

(예시) 홍길동

찾아낸 홀로그램 기술
위조방지를 위한 지폐에 사용된
홀로그램

홀로그램의 원리
레이저 및 전자빔을 이용하여 미세한 회
절격자를 구현, 보는 각도에 따라 화상
및 색상이 변하게 한다.

3) 현대자동차 공식 블로그 ABOUT HYUNDAI, 현대자동차 매뉴얼 쉰세 번째 이야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2017.6.5.
검색) http://blog.hyundai.com/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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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으로 내 아바타 만들기!

생각펼치기

홀로그램 원리를 활용한 아바타 만들기

홀로그램 아바타 만들기!
 홀로그램 원리를 활용하여 내 아바타를 만들어 봅시다.
홀로그램 아바타 만들기 준비물!

검정색 천과 옷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OHP 필름

유성 펜(매직 등)

칼

자

셀로판테이프

내 아바타를 만들기 위한 영상제작 순서 삽화

⓵ 얼굴 촬영 준비하기
검정색 상의를 입고 뒷 배경에는 검정
색 천을 깔아주도록 합니다.

⓶ 내 얼굴 촬영하기
스마트폰을 활용해 나의 얼굴을 촬영합
니다. 생동감을 주기 위해 다양한 표정
을 지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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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컴퓨터로 영상 옮기기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컴퓨터로
복사해주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합니다.

⓹ 영상 복사하기
그림과 같이 내 얼굴 동영상을 십자가
모양으로 4개 복사한 뒤, 비디오파일로
저장합니다

⓸ 컴퓨터로 영상 옮기기
파워포인트의 배경화면은 검정색으로 만
들고, 잘라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얼굴을
제외한 동영상 배경을 삭제합니다.

⓺ 스마트폰으로 영상 옮기기
완성된 영상은 다시 스마트폰으로 옮겨
줍니다.

비디오 파일 저장은 ‘파일-저장하기(save)’ 버튼이 아닌 ‘파일-내보내기(export)’버튼을

TIP

누른 뒤 ‘비디오만들기’ 기능을 활용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tip1. 저장 품질은 (1280*720)정도로 하면 적절해요.
tip2. 비디오 만들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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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재생을 위한 도구 만들기
▪ 홀로그램 형식으로 내 얼굴을 띄우기 위해서는 역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 다음의 오각형에 OHP 필름을 대고 따라 그려봅시다. (유성 펜을 사용하세요!)
▪ 아래 그림에서 검정색 선은 자르는 선, 빨간색 선은 접는 선, 파란색 선 부분은 서로 맞
붙이는 선입니다. 잘라내고 접은 뒤, 파란색 선 부분은 투명 셀로판테이프로 붙여주세요.

홀로그램 필름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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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재생을 위한 환경 조성하기

▪ 스마트폰에 담겨있는 영상을 재생하고 가운데
에 맞추어 우리가 제작한 역피라미드형 투명구
조물을 올려놓습니다.
▪ 홀로그램 재생을 위해서는 주위가 어두워야 합니
다. 커튼을 닫고 불은 꺼주세요.

다음 기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 봅시다!
[엄창섭 칼럼] 사이보그, 홀로그램 아바타…신인류 탄생,
엄창섭 고려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주임교수
2012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지구의 미래 2045년 회의(Global Future 2045 Congress)’는 2045년을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기로 규정하고 이때까지 인간의 의식을 인공대리체에 전사시키는 인
공두뇌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2020년까지 인간의 몸을 닮은 원격제어 로봇을 만들고, 2025년까지는 사망한 사람의 뇌를 적출해
아바타에 이식할 것이라 한다. 2035년까지는 사람의 뇌 대신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감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뇌를 아바타에 장착하고, 2045년에는 홀로그램형 아바타를 통해 현생 인류와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홀로그램형 아바타는 인간의 세포 대신 나노로봇을 사용하거나 통제가 가능한 합성세포를 이용해 몸
을 만들고 사물인터넷으로 통제하는 아바타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인류의 몸은 없어지고 인간의 성
격, 감성, 지식만을 보존한 현재의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인류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출처 : http://www.womennews.co.kr/news/92718(2016.4.5.자)

인류의 미래가 위와 같이 몸이 없어지고 홀로그램형 아바타만 남게 되어 영원
히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모습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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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두려운 낯설음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이론

상단의 그래프는 일본의 로봇 공학자 모리 마사히로(1927~)가 주장한 이론을 설명한 것
으로 로봇이 인간과 닮을수록 점점 호감을 많이 느끼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 인간과 너무
닮으면 오히려 섬뜩함을 느낀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섬뜩함을 느끼는 구간을 ‘불쾌한 골
짜기(Uncanny valley)’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들어낸 아바타도 우리와 너무 비슷해서
분명히 이미지인 것을 아는 데에도 ‘혹시 살아있는 것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심리적 효과를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4)

나를 닮은 아바타를 보고 혹시 조금 무섭거나 소름 돋는
느낌을 받은 친구가 있나요?

4) 진중권(2014), 이미지인문학2(섬뜩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언캐니의 세계), 천년의 상상
첨단 빛, 우리 손으로 비추기 15

생각다지기

홀로그램, 무슨 원리로 만들어질까?
과거와 현재의 홀로그램 원리 살펴보기

다양한 홀로그램 종류와 원리 알아보기!
 홀로그램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구분

특성

아날로그 홀로그램
(Optical Holography)
사진 촬영 기술을 응용하여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여 입
체영상을 기록·재현하는 홀로
그램 기술

핵심

홀로그램 필름, 광원 및 광학

기술

소자 기술

예시

홀로그램 사진, 유물 전시 등

유사 홀로그램
(Pseudo Hologram)
초다시점 입체영상을 촬영하
거나 특수한 반투과형 스크
린을 통해 영상을 투영하여
홀로그램과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술
반투과형

스크린

영상기술,

초다시점 콘텐츠 획득·생성·
전송·재현 기술

디지털 홀로그램
(Digital Hologram)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센서
(CCD, CMOS)를 통해 촬영
한 3차원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한 홀로그램 기술
디지털 홀로그램 획득, 생성,
전송, 재현 기술
*

화상 회의 공연, 홍보 등

H-HMD , H-모바일, H-게임
등

참고
사진

지폐 위조방지 홀로그램

영화 아바타 속 장면
AI 비서, 게이트 박스

*HMD(Head Mounted Display):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의 가상현실 디스플레이
출처: 미래부 보도자료(2014) “홀로그램 시대를 준비한다.”, 재구성

각 종류별 홀로그램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지 친구들과 토의해 작성해봅시다!
구분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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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홀로그램

유사 홀로그램

디지털 홀로그램

 홀로그램의 원리를 살펴봅시다.

01

유사 홀로그램의 원리

유사홀로그램은 빛의 반사 원리를 이용한 방식으로 투명한 스크린이 핵심 기술입니다. 투명
한 막을 무대 위에 설치하고, 무대 밑의 관객은 투명한 스크린에 비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홀로그램 이라기 보다는 눈속임 기술에 가깝지만 그 효과가 홀로그램
과 상당히 유사하고 만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경제적이어서 홀로그램 관련 산업에서 많
이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 쓰이는 투명한 막을 포일이라 부릅니다. 관객 방향으로 기울어지도록 무대 위에
45도 각도로 설치되게 됩니다. 무대 위 프로젝터가 무대 아래쪽의 반사판에 영상을 쏘게 되
면 반사판은 투명스크린에 영상을 비추게 되어 관객들은 마치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홀로그램 영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플로팅 홀로그램의 원리 - 출처 : (주)동아사이언스

어두운 색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밝은 색은 투명스크린에 맺히는 원리를 활용한 유사홀로그
램은 투명스크린의 각도에 따라 홀로그램의 크기나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도를 맞출 때
에 잘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아바타 영상 또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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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홀로그램은 만들어봐서 알겠는데 아날로그 홀로
그램과 디지털 홀로그램 같은 것들은 대체 어떻게
만드는거야?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홀로그램과 디지털 홀로그램의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홀로그램
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매체에 따라 아날로그 디지털와 디지털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
다. 아날로그 홀로그램은 사진 필름과 같은 은염 사진 필름을 사용해 물체의 영상을 기
록 · 재생하고, 디지털 홀로그램은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센서(CCD,CMOS)를
이용하여 대상에 반사된 빛을 3차원 디지털 데이터를 획득하여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홀로그램의 원리를 더 잘 알수
있는 아날로그 홀로그램의 원리부터 알아봅시다!

02 아날로그 홀로그램의 원리

① 카메라와 우리 눈의 차이점
일반적인 사진이 입체감을 느끼
지 못하고 평면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우리의 눈은 3차원 깊이감
을 한층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
습니다. 카메라는 물체의 밝고 어
두운 모습인 진폭만 기록하는 데
우리 눈으로 사물을 입체로 보는 원리

비해 우리의 눈은 두 눈의 시차
를 활용해 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안시차’의 원리가 입체감을 주는 영상물들을 제작하는 기본 원리라
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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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홀로그램 기록 원리
홀로그래피는 피사체로부터 반사된 물체파와 아무 정보도 갖지 않는 기준파를 이용해 두
개의 빛이 만날 때 발생되는 간섭무늬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홀로그램 기록 원리

1
2

레이저 광원은 스플리터(분배기)를 통해 빛을 나누어 하나의 경로는 물체에, 다른
하나는 거울에 비추게 됩니다.
먼저 물체에 비추어진 빛은 반사되어 물체파를 형성하고 거울에 비추어진 빛은
물체파와 일정한 각도를 이루는 기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물체파와 기준파는 다시 합쳐지면서 1mm당 500∼1,500개 정도

3

의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간섭무늬가 형성되어 스크린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간
섭무늬가 저장된 필름을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③ 홀로그램 재생 원리

저장된 홀로그램을 재생할 때에는 기록할 때 이용된
참조광과 같은 광선을 쬐면 간섭무늬가 회절격자의
역할을 해서 참조광이 입사한 방향과 다른 위치에서
빛이 회절되는데, 이 같은 회절광이 모인 것이 마치
처음 물체에서 반사해서 생긴 빛과 같이 생성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 홀로그램에서 처음의 물체광이 재생
됩니다.
홀로그램 기록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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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빛의 성질
 홀로그램의 원리에 활용된 빛의 간섭과 회절 현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파동이 서로 만났을 때 중첩의 원

빛의 간섭

리에 따라서 서로 더해지면서 나타나는 성질

파동이 진행하다 장애물을 만나면 그 모서리에서 휘

빛의 회절

어져 장애물의 뒤쪽으로 전파되는 성질

홀로그램 이외에 빛의 간섭현상과 빛의 회절현상이 활용된 예는 무엇이 있을지 우리 주
변에서 찾아봅시다!

더 알아보기
▣ 아날로그 홀로그램과 비교해 디지털 홀로그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구분

아날로그 홀로그램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기록/디스플레이

광학계/필름

CCD/CMOS/컴퓨터

편집

불가

용이

압축/복제/전송

불가

가능

디지털 홀로그램은 아날로그 홀로그램에 비해 편집이 용이하고 압축, 복제, 전송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완벽한 3D 홀로그램의 구현은 매우
많은 대량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상용화 되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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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호기심 톡톡!

나아가기

읽 을 거 리
제목 : 빅픽처 2017, 4차 산업혁명과 고립주의의 역설
저자 : 김윤이, 강승연, 김대식 외 13명
출판사 : 생각정원 (2016)
기술의 슈퍼 융합이 촉진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
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노동 시장은 양극화 될 것
이고, 이에 따른 각국의 고립주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야 할까? 이 책 『빅 픽처 2017』은 하버드 출신 국내 전
문가 16명이 기업과 대학, 언론과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최전선에서 경험한 다양한 쟁점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가 볼 거 리

서울 삼성동 복합문화공간 ‘SM타운 코엑스 아티움’ 아트씨어터

국내 최초의 가변형 공연장으로 SM 소속 아티
스트들의 홀로그램 뮤지컬, 공연 등이 이루어진
다. 극장 측에 따르면 개관 후 거의 매일 매진
을 기록 중이라고 한다. 특히 관객 중 80% 이
상이 일본, 중국 관객이며, 이 홀로그램 뮤지컬
을 보기 위해 당일치기로 한국을 찾는 일본 관
객도 다수 있다고 한다.
아트씨어터 내부 모습
(사진출처 : SM엔터테인먼트)

[출처] 공항철도 공식블로그,(2017.7.1.검색)
http://blog.naver.com/arex_blog/2202944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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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내가 주인공이 될 미래

나아가기

더 깊이
파헤치기

홀로그램 전시·공연 기획자
3차원으로 사진과 영상을 나타내는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전시,

어떤 직업일까?

공연을 만드는 직업

이 직업은요!
지폐나 신용카드 등에 주로 쓰이던 홀로그램이 최근 전시, 공연 등 '문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홀로그램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17조원. 오는 2025년
에는 75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홀로그램 전시·공연 기획자'도 미래 유망 직업으
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 홀로그램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홀로그램 전시·공연 기획자의 일은 콘텐츠에 대한 계획
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전시 공간 크기,
채광 조건 등을 고려해 홀로그램으로 표현하려는 개체
를 촬영합니다. 이때 개체가 잔상 없이 실제처럼 느껴
지도록 초당 60프레임 이상을 유지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영상은 1초에 30프레임이 들어간다. 색 보정,
CG(컴퓨터 그래픽), 3D 모델링 등 후반 작업을 거치면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신종현 과장

작품이 완성됩니다.
신 과장은 "작업 과정에서 단순히 '진짜'처럼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관객들이 콘텐
츠와 상호작용하고 교감할 수 있는 요소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홀로그램을 신기해하지만, 몇분 지나면 흥미를 잃어요. 공연에 몰입할 수
있게 다양한 이벤트를 가미해야 합니다."
보통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6~8개월. 한 시간 분량의 '홀로그
램 뮤지컬 코믹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20여 명이 꼬박 6개월을 공들인 작품입니다.
신 과장은 "인내력이 필요한 직업이다. 오랜 시간 기술 개발자, 디자이너 등과 공동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협동심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소년조선일보, [미래직업을 만나다] (3) 홀로그램 전시·공연 기획자,(2017.1.18.자)
http://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7/2017011701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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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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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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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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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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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펜

자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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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칼

자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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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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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셀로판 테이프

자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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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진찍는 남자

정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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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촬영하는 남자

정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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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영상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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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옮기기

정원호

STEAM program

12

토론

정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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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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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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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
웨어러블

http://livehome.me/695
https://t1.daumcdn.net/thumb/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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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장면

브런치

t/brunch/service/user/2G1Q/imag
e/mvDLBmx6skGDAGVmzK-M8PqX
pHE

17

놀란남자

정원호

STEAM program

17

안경남자

정원호

STEAM program

17

우리 눈으로 사물을 입체로
보는 원리

자체제작

STEAM program

18

홀로그램기록원리

자체제작

STEAM program

18

홀로그램 기록 원리 2

자체제작

STEAM program

19

빛의 간섭

자체제작

STEAM program

19

빛의 회절

자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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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이
외(생각정원)

https://ridibooks.com/v2/Detail?id

20

아트씨어터 내부 모습

SM엔터테이먼트

=723000054
http://blog.naver.com/arex_blog/2
20294412926
[미래직업을만나다](3)홀로그램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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