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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획의도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3차원으로 복원하다”
21세기의 선진국은 문화의 세계화를 이룬 나라라 할 수 있다. 문화의 세계화는 민족
고유의 독창성을 유지하면서도 타문화의 수용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우
리나라는 여러 주변국들의 잦은 침략과 지배를 받은 아픈 역사 속에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 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또한 한국 전쟁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경험도 있다. 따라서 이 수업은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
을 되새겨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고 세계 속에 우리 문화의 밝은 미래를 전망해보는 기회
를 갖는 활동이 주가 된다. 우리가 잊고 지내온 문화유산을 모형으로 제작하고, 홀로그램
을 통해 복원된 모습을 재현해보는 과정은 과학적·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Ⅱ. STEAM의 단계요소

 긴 세월로 인해 훼손된 문화재, 외부 침략으로 인해 부당하게 약

상황제시

탈당한 문화재를 살펴본다.
 문화재를 복원하고 환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잃어버린 우리 문화재의 모형제작을 위해 평면이 입체로 구현되는

창의적설계

과정을 이해한다.
 홀로그램의 원리와 제작방법을 숙지하여 4면 문화재 복원 홀로그
램으로 재구성한다.

 자신 및 친구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을

감성적체험

통해 소통의 즐거움과 집단지성의 효과성을 확인한다.
 청소년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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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 목표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9미02-02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9미02-05
9미03-02
9미03-03
9과06-01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
다.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물체를 보는 과정을 빛의 경로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

내용목표

9과07-02

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
화를 토의할 수 있다.

9기가05-01

9기가05-06

9국03-08
9국05-01
9국05-06

과정목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
고 미래 기술 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수
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한다.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
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한다.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
상한다.

 우리 문화재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우리가 복원해야 할 문화
재를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탄생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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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STEAM과목의 요소

S
과학

➜

T,E
기술,공학

➜

 미디어파사드 기술의 발전, 전망과 도시문화에 끼치는 영향 알아보기

 건축물 외벽에 영상을 시각화하는 원리 알아보기
 프로젝션 맵핑의 제작방법과 원리 이해하기

 대상 건축물의 역사적 의미와 어울리는 미디어파사드 모션 그래픽

A
예술․인문

➜

영상 작품 만들어보기
 첨단 기술과 예술, 그리고 역사의 어울림을 통해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 깨닫기

M
수학

➜

자유
학기제
적용방안

➜

 홀로그램에 표현될 우리 문화재의 이미지를 규격에 맞게 길이, 비례
각도 조정하여 적용하기

 주제선택프로그램 /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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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빛, 우리 문화를 복원하다
“역사 없는 문화와 예술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홀로그램 영상기술로 재현한 마한시대 금동신발, 나주박물관>

현대의 문화발전은 옛것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숭례문, 경복
궁, 황룡사지 9층 목탑, 의궤 등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큰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은 교육
적,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문화적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알
아보고 문화재를 복원 실물과 흡사한 입체적 영상으로 제작해 보는 것은 민족 정기를 되
살리는 경험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뿌리와 문화의 우수성을 알게 되는 의미 있는 일입니
다.
옛것에 대한 특징과 가치를 생각하며 입체로 표현하는 3D 홀로그램 영상은 문화재를 가
장 현실감 있게 되살리도록 합니다. 이러한 문화재 복원에서 홀로그램의 활용은 결과물을
실제적인 입체 영상물로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속에서 과거의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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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으로 되살린 우리 문화재

▣ 프롤로그

4면 홀로그램 영상으로 데리고 온 신라시대의 사라진 탑

▣ 생각열기

위기에 처한 우리의 문화유산

▣ 생각펼치기1

우리 문화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 생각펼치기2

홀로그램을 통해 입체로 만드는 문화재

▣ 생각다지기

홀로그램으로 되살린 우리 문화재

Prologue

미션! 사라진 탑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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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우리의 문화유산

생 각 열 기

위기에 처한 우리 문화재 찾아보기

위기의 문화재 찾기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아볼까요?
문화재가 국가에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 해봅시다.

‘문화유산의

수호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간송

전형필(1906-

1962)을 아시나요?

"동서고금에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에 영원히 합병된 역사는 없다"

♣ 1906년 서울에서도 으뜸가는 부자 집안에 태어난 간송 전형필은 전쟁 중 우리의 소중
한 문화유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팔아 문화재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간송 전형필 선생님 덕분에 훈민정음 해례본과 국보급 고려청
자들, 추사 김정희 글씨,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그림처럼 우리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이국땅을 떠도는 비극을 그나마 막을 수 있었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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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거나 약탈당한 문화재를 조사보고 그 가치를 찾아봅시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깊고 오래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지혜를 쌓고
땀 흘려 부지런히 문화를 갈고 닦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중 국외로 반출되고 관리 소홀로 심하게 훼손된 것이 많습니다.

♣ 내가 찾은 훼손되거나 약탈당한 문화재 중 복원이 시급한 문화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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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우리 문화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문화재 본래의 모습 찾아주기

우리 문화재 본래의 모습 찾아주기
훼손되기 전의 우리 문화재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볼까요?
문화재의 본래 모습에 대한 기록을 찾아 적어봅시다.

♣ 내가 찾은 문화재의 그때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인터넷과 도서를 활용하여 원래 모습에 대한 기
록을 찾아봅시다.

문화재
이름

1)

100년 전 분황사 모전석탑 모습

2)

훼손되기 전의 우리 문화재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볼까요?
위 기록의 근거를 바탕으로 훼손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여 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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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을 통해 입체로 만드는 문화재

생각펼치기

홀로그램을 통해 문화재를 입체로 만들기

홀로그램의 원리를 알아볼까요?
완전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홀로그램의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홀로그램(Hologram)이란 무엇일까요?
홀로그램은 영상이 3차원이고, 실물과 똑같이 입체
적으로 보이는 사진이다. 3차원 입체영상인 홀로그
램은 빔 프로젝트의 빛을 거울로 반사시켜 45도 각
도의 투명한 스크린에 투과하도록 하는 원리로 만들
어진다. 홀로그램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영화 <아이언맨> 中

4면 홀로그램의 원리

피라미드 방식을 이용한 4면 홀로그램은 피라미드
모양의 투명 물질구조물에 영상을 반사시켜 영상이
허공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반
사와 굴절, 간섭 현상과 관련되어 플라스틱 판으로
피라미드 모양을 만들어 이미지를 비추면 허공에 영
상이 있는 것처럼 환상적이며 첨단 이미지를 보여줍
니다.
이 4면 홀로그램은 플로팅 홀로그램이라는 과학 원
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홀로그램은 빛을
거울을 통해 반사시키고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투명
스크린을 통과시키면 허공에 3D 이미지를 보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허공에 뜬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물체가
실제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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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홀로그램 이미지로 제작해 볼까요?
홀로그램 피라미드 제작을 위한 준비물과 제작 방법을 알아봅시다.
홀로그램 피라미드 제작을 위한 준비물을 알아봅시다.

도면을 그릴 모눈종이,

ohp 투명

필름 ,자와 스카치 테이프, 펜, 칼이나
가위 (CD 케이스나 다른 투명 포장지
등으로 모두 가능)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만들어 봅시다.

① 자로 정확한 길이를
재서 종이에 도형을 그린다.

④ 최소한의 이용해 피라
미드 모양으로 붙여준다.

② 종이 모형을 OHP필

③ OHP필름에 각각 4

름에 대고 따라 그린다.

면을 칼로 잘라 오린다.

⑤ 스마트폰에 홀로그램
앱을 다운 받는다.

⑥ 홀로그램 전용 영상
을 켜고 그 위에 프로젝
터를 거꾸로 올린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찾는 일입니다. 스마트 폰으로 내가 복원한 문
화재를 4면 홀로그램 영상으로 만들어봅시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옆에서 바라볼 때
피라미드 안에서 3D 입체 영상을 만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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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다지기

홀로그램으로 되살린 우리 문화재
문화재 되살려 지키고 이어가기

문화재 되살리기
우리가 복원한 문화재를 발표하고 감상해 볼까요?
홀로그램으로 복원한 문화재를 감상해봅시다.

♣ 오늘 감상한 문화재는 무엇이었나요?

♣ 우리가 복원한 문화재를 감상한 후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문화유산을 지키는 직업을 찾아보고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해 볼까요?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키는 활동과 관련된 직업을 살펴봅시다.
직업

문화재 환원 활동가

문화재 보존 과학자

역사 스토리텔링
전문가

이미지

문화유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애쓰고, 되찾아오는 일만 문화유산
을 지키는 일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문화유산을 아끼고 가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직
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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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복원
일러스트레이터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키는 활동과 관련된 직업을 찾아 하는 일을 쓰고 그려봅시다.

직업 명

▪

▪

하는 일

▪

직업 이미지

더 알아보기

▣ 문화유산을 지키는 나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전문적인 일을 가진 사람들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 유적지를 조심조심 걷는 발걸음도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문화유산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알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문화유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약속 1

약속 2

약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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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톡톡!

더 알아보기

읽 을 거 리

문화재 전문 기자 가 현장에서 취재하고 입체적으로 바라본 국보 이야기

제목 : 한국의 국보
저자 : 이광표
출판사 : 컬쳐북스 (2016)

한 나라의 문화 가운데 역사적 문화적으로 길이 보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
라고 합니다. 문화재는 눈에 보이는 유형문화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재로 나뉩니
다. 국보와 보물은 이들 가운데 유형문화제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눈에 보
이는 유형 문화재인 국보와 보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재, 사적과 명승으로
나뉘어 보호, 관리 되고 있습니다. 국보는 유형문화재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가 높고 만들
어진 지도 오래 되어, 문화재위위원회의 고증을 거쳐 나라가 소중히 관리해야겠다고 특별
히 지정한 것들을 일컫습니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매우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특히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
는 것, 제작기법이 우수해 그 유례가 적은 것, 형태 품질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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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 을 거 리

숭례문(남대문)은 왜 국보1호이고 흥인지문(동대문)은 보물 1호일까요?

국보 제 1호 숭례문

보물 제 1호 흥인지문

국보와 보물의 차이를 아시나요? 국보 100호보다 1호가 더 가치 있는 건가요?
모양과 용도가 비슷한데 하나는 왜 국보가 되고 다른 하나는 왜 보물이 되었을까요?
그 차이는 역사적 가치와 건물의 아름다움, 건축사적 가치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숭례문은 조선 초인 1398년 건립되어 현존 도성 건축물 중 가장 오래 되었고 흥인지
문은 조선말인 1869년 새로 지은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제작 연대가 400년 앞서는 숭례
문이 역사적으로 더 가치가 있습니다.
건물의 아름다움으로는 흥인지문은 과도하게 장식과 기교에 치중되어있는 반면 숭례문
은 장중한 규모와 절제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한국 건축의 전형적인 미학에
가깝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적으로 볼 때 숭례문은 다포식 공포로 고려시대 주심
포식에서 조선시대 다포식으로 넘어가는 전통 목조 건축의 변화상을
잘 보여줍니다. 공포는 전통 목조건축에서 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 같은 데 짜맞추어 댄 나무 부재로 건물의 대들보와 기
둥 사이에 여러 개의 부재를 중첩해서 짜맞춰 놓은 것을 말합니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목조 건축, 탑, 스님의 유골이나 사리를
모신 부도, 불상, 석등이나 비석 등의 석조물, 삼국 시대 고분 등에서
발견된 금속 제품, 탈, 회화, 도자기 등입니다. 현재 지정된 국보는
제 1호 숭례문부터 308호 대흥사 북미륵암마애여래죄상까지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문
화재는 목조 건축, 석조건축, 고문서, 회화나 조각, 공예품,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
무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보물은 제1호 서울흥인지문부터 제1446호 남해용문사
괘불탱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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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각 해 볼 거 리

2017년! 3D 홀로그램 영상으로 살아난 빛 바랜 고대 유물

마한 금동신발 3D 홀로그램 복원

부식되고 색이 바랜 고대 유물이 3차원(3D) 홀로그램 영상 기술로 깨끗한 상태로
복원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전남 나주시 복암리 영산
강 유역 고분에서 1990년대 출토된 6세기경 마한 시대 금동신발을 2017년 2월 3D
홀로그램 영상으로 복원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실물과 함께 국립나주박물관 제1전
시실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마한 시대 금동신발은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사에 의하면 이 신발은 실제 신기 위한
게 아니라, 마한의 수장급 우두머리가 높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길 염원하는 상징적
뜻에서 무덤에 함께 묻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3D 홀로그램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이를 활용해 3분의 2
만 남아 있던 금동신발 실물을 151개의
특수 카메라로 360도 전 방향에서 촬영하
고, 이렇게 얻은 1만 여개의 영상을 하나
로 합쳐 금동신발 원형을 3D 홀로그램 영
상으로 복원했습니다. 재질에 따른 사물의
빛 반사 특성을 실제처럼 자연스럽게 표현
금동신발 장식품 움직임 재현

하였으며 신발 밑바닥에 장식으로 새겨진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는 특수 효과도 넣었습니다. 연구진은 3D 홀로그램 영상을 이용
한 복원 기술을 국립나주박물관에 이전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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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볼 거 리

문화재와 홀로그램의 융·복합 공간 ‘한교홀로그램박물관 IN 헤이리’

‘한교홀로그램박물관 IN 헤이리’는 우리 민족의
국보급 문화재를 홀로그램으로 제작해 유명한
유뮬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박물관입
니다. 첨단 문화기술로 구현된 홀로그램으로 실
재 유물처럼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과학과 역사
의 만남, 과거와 미래의 만남이 이뤄지는 융복
합 공간의 박물관입니다.
한교홀로그램박물관 IN 헤이리

이 박물관에서 △국보 188호 천마총 금관 △국보 29호
성덕대왕 신종 △국보 91호 도제기마인물상 △국보
287호 백제금동대향로 △국보 83호 청동미륵반가사유
상 △국보 68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등 한국의 대표적
인 문화재를 홀로그램 기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
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

홀로그램

작품은

300×400(mm) 규격으로 제작되었으며 Green Color
광투과, 돌입 형으로 만들졌습니다.
국보 제 118호 '천마총 금관'

또한

돌출형 홀로그램으로 전시되는 대한제국의 국새황제지보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독도 모형은 평면의 액자에서 사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표현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추
후에는

테마전시 주제로 홀로그램의 원리와 홀로그램으로 인해 바뀌는 미래의 일상 등이

함께 공개되며, 곤충생태계를 주제로 한 홀로그램 전시 그리고 관람객들이 직접 홀로그램
을 제작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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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료 출처

page

저작물명

저자명

출처

표지

문화재홀로그램(삽화)

정원호

STEAM program

6

마한시대 금동사발

송경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3&oid
=020&aid=0003045505

7

삽화(탑을 보고 놀라는 남자)

정원호

STEAM program

8

만화(미션! 사라진 탑을
살려라)

정원호

STEAM program

9

삽화(도자기를 들고있는
남자)

정원효

STEAM program

간송 전형필

네이버지식백과
(ebs지식채널)

http://terms.naver.com/entry.nhn?
9

docId=3430724&cid=58436&category
Id=58436

9

삽화(두 손 든 여자)

정원호

STEAM program

10

삽화(선생님)

정원호

STEAM program

10

삽화(놀란 남자)

정원호

STEAM program

10

삽화(멀뚱 여자)

정원호

STEAM program

10

삽화(긁적 여자)

정원호

STEAM program

10

삽화(화난 남자)

정원호

STEAM program

10

신라하대

이다지(브레인스
토어)

이다지 한국사 : 전근대 편

10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한국민족문화대백
과
(네이버지식백과)

10

철종어진

한국민족문화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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