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5학년

한국전통문화전당 STEAM 프로그램 소개

기관명: (재)한국전통문화전당
기관 소개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국가적인 한문화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설립돼 이를 지역적 차원에서 총괄하고 견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리 고유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과거와 현대의 융 . 복합 형태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또한 한지산업지원센터와
전통문화창조센터, 한식창의센터의 세 축을 중심으로 각종 전시, 공연, 체험과 교육 등 누구나 손쉽게 접하고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통문화의 대중화와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밖 과학기술 현장에서 최신 과학기술을 경험하고 관련 분야로 진학 .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또,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토론, 실습, 체험 중심의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천년한지, 색을 머금다

※ STEAM :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Arts(예술/인문), Mathematics(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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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이란?

한국전통문화전당‘학교 밖 STEAM 프로그램’의 특징

M

단청문양의 수학원리(합동, 대칭) 탐색하기

수학

조각 퍼즐로 나만의 창의적모형 제작하기

S
Science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 관찰하기

Math

융합
인재교육
STEAM

T

Technology

기술

E
Engineering

과학

나만의 한지 만들어 보기
닥죽으로 연화문 수막새를 만들면서
물의 상태변화 관찰하기

공학

A

Arts

예술

지역문화자원이야기(한지, 연화문, 수막새, 단청 등)
단청문양의 조형원리 탐색하기

(1) 지역문화자원(전주 한지, 익산미륵사지석탑 출토 수막새, 전주 경기전 단청, 연화문 등)을 과학, 수학, 사회,
미술의 관점으로 접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체 개발한 교육키트를 활용해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와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이 가능
하도록 하며 현장전문가의 수업진행으로 진로에 대한 간접체험 기회를 부여한다.
(3)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지닌 인적 .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기관체험형 사회공헌교육을 진행한다.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천년 한지, 향을 품다
천년 한지, 색을 머금다
교사용지도서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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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운영 대상
초4
초5

활동 후기
학교 밖으로 나와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직접 한지도 뜨고, 닥죽으로 연화문수막새를 만들어보니
재미 있었고, 한지가 천년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어 좋았어요. <교대부설초 4학년>
다른 나무하고 다르게 닥나무는 질겨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아서 신기했고, 닥나무 껍질을
관찰해보니 한지가 질긴 이유에 관해 알게 되었어요. <순창초 4학년>
단청을 통해 합동과 대칭에 대해 알게 되어 이해하기 쉬웠고, 나만의 모형을 만드는 활동도 재미
있었어요. <용흥초 5학년>
우리 지역에 경기전 단청, 전주한지와 같은 문화자원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친구들과 협력할 수 있는 수업이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인봉초 5학년>

담당자
김은주(선임연구원) / Tel : 063-281-1554 / E-mail : comblue@hisc.re.kr

교사용지도서 5학년

프로그램 개요
‘천년한지, 색을 머금다’는 지역문화자원(경기전, 단청, 연화문 등)에 담긴 스토리와 콘텐
츠를 중심으로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학을 중심으로
미술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와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총4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은 수학 5-2-2‘합동과 대칭' 단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1,2차시에는 역사
문화자원인 단청문양을 관찰해봄으로써 수학원리(합동, 대칭)와 조형원리(대칭 등)를 탐색
해 보는 활동을 한다. 3,4차시 활동에서는 합동과 대칭이 되는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나만의 창의적 모형을 제작해 봄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단청의 여러 가지 문양을 관찰하여 수학원리와 조형원리를 탐색할 수 있다.

내용

단청의 연화문을 통해 합동과 대칭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역사문화자원의 형태를 관찰하여 수학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합동과 대칭이 되는 입체모형 제작을 통해 수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과정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STEAM 단계 요소

Co

상황 제시

단청문양 속 원리를 찾아봅시다.
수학원리를 이용한 모형을 제작해봅시다.

단청의 여러 가지 문양을 관찰하여 수학원리와 조형원리 탐색하기

CD 창의적 설계

역사문화자원 속 수학원리 찾아보기
합동과 대칭이 되는 기본구조 그려보기
나만의 창의적 모형 제작하기

역사문화자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기

ET 감성적 체험

친구들이 조사한 단청문양 감상하기
나만의 창의적 모형에 담긴 이야기 소개하기

천년한지, 색을 머금다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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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프로그램 총괄표
차시 / 소주제

단계
도입

주요내용
Co

CD
ET

1-2차시

진이가 영국에서 놀러온 사촌들과 경기전에 놀러가서
경기전의 화려한 단청문양들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는 상황 제시

활동1 단청문양 속 원리를 관찰해 보세요.Ⅰ
1. 단청문양을 관찰하여 합동이 되는 문양 찾아보기
2. 단청문양에서 조형원리를 찾고, 느낌 이야기하기
3. 조사한 단청문양 발표하기
도움자료(전주 경기전, 단청과 오방색)
직업 알아보기(단청장)
활동지(단청속 합동문양을 찾아보세요.)
활동지(단청 만다라 문양을 오방색으로 칠해보세요.)

전개

단청문양 속
원리를 찾아라!

관련교과

활동2 단청문양 속 원리를 관찰해 보세요.Ⅱ

수학
미술

교사용지도서 6학년

1. 주어진 문양이 대칭이 되도록 그려보기
2. 종이를 반절로 접어 선대칭이 되도록 단청문양 오려보기
3. 주어진 연화문양으로 합동인 도형 만들어 보기
도움자료(연화문)
활동지(선대칭이 되도록 문양을 완성해 보세요.)
활동지(연화문양으로 합동인 도형을 만들어 보세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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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ET

단청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기
친구들이 조사한 단청문양 감상하기

Co

CD
ET

영국에서 놀러온 사촌들이 단청문양과 역사문화자원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 제시

활동1 역사문화자원 속 수학원리를 찾아보세요.
1. 합동과 대칭이 되는 역사문화자원(산성, 석탑 등) 찾아보기
2. 조사한 역사문화자원 발표하기
활동지(역사문화자원 속 합동과 대칭을 찾아 보세요.)

3-4차시

전개

활동2 나만의 모형을 제작해 보세요.
1.
2.
3.
4.

수학원리를
이용한 모형을
제작하라!

한지의 강도 느껴보기
합동과 대칭이 되는 기본구조 그려보기
스케치를 바탕으로 모형을 제작하기
친구들이 제작한 창의적 입체 모형 보고 느낀점 이야기 하기
활동지(합동 또는 대칭이 되는 기본구조를 스케치 해 보고,
나만의 모형을 만들어 보세요.)

ET

정리

역사문화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기
자신이 만든 창의적 입체모형에 담긴 이야기 소개하기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보고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통해 알게 되거나 느낀점 이야기하기

수학
미술

교사용지도서 5학년

프로그램 지도안
프로그램 명 ▶ 천년 한지, 색을 머금다.

과목 ▶ 수학, 미술

교육대상/차시 ▶ 초 5/ 4차시

차시별 주제 및 학습목표
1-2차시

3-4차시

소 주 제

단청문양 속 원리를 찾아라!

학습목표

단청 문양 속 수학원리와 조형원리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다.

소 주 제

수학원리를 이용한 모형을 제작하라!

학습목표

합동과 대칭이 되는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나만의 모형을 제작할 수 있다.

단청문양 속 원리를 찾아라!
교

과

단

원

대 상

수학, 미술

차 시

6학년

5학년 2학기 2. 합동과 대칭(교육부)

미술

5학년 1학기 1. 생활 속 미술의 발견-조형요소와 원리)(금성)

학습목표

단청 문양 속 수학원리와 조형원리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다.

준 비 물

PPT 자료, 스마트기기, 활동지, 조각퍼즐, 색칠도구, 연필, 지우개, 가위 등

상황제시

단청문양에 관심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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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는 전주 꽃심초등학교 5학년이다.
어느 날 영국에서 놀러온 사촌들에게 전주를 구경시켜줄 특별한 장소를 고민하던 중 어진을 직접 볼 수
있는 건 흔치 않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태조 이성계 어진을 보여주기로 결정한다. 사촌들과 경기전에
도착 후 태조 어진을 보관하고 있는 정전으로 들어가며 오랜 세월을 견디어 낸 건물의 흔적들이 깊이를
더해주는 걸 보고 감탄한다. 그리고 어진박물관으로 가는 곳곳마다 형형색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단청을
보고 호기심을 갖는다.
●

단청문양에는 어떤 수학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

단청문양의 조형원리를 알아 봅시다.

창의적 설계

단청문양 속 원리를 관찰해 보세요.Ⅰ

35

단청의 여러 가지 문양을 관찰하여 단청 속 수학원리와 조형원리를 탐색해본다.
■
■
■

단청문양을 관찰하여 합동이 되는 문양을 찾아봅시다.
단청문양에서 조형원리를 찾고,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조사한 단청문양을 발표해 봅시다.

사진자료 (전주 경기전 단청문양)

도움자료 : 전주 경기전, 단청과 오방색 (12~13쪽)
활동지 : 단청을 활용한 만다라문양 오방색으로 칠하기 (14쪽)

천년한지, 색을 머금다

수학

1-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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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단청문양의 조형원리】
단청문양은 학생들이 조형의 기초적인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문양을 창조함으로서 조형능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단청문양은 균형, 대칭, 통일,
비례, 율동(리듬), 강조 등의 조형 원리가 내재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조형작품이다.

균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양편에 동일한 무게감이 주어졌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균형은 대칭적 균형이다. 이 대칭적 균형은 단청문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율동
(리듬)

반복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각적 통일성을 이루어 내는 요소로
서의 반복은 거의 모든 예술품에 드러나 있다. 연화머리초에서
동일한 크기의 휘들이 분명한 반복 속에서 율동감을 느낄 수 있고
넘실넘실 너울 같은 곡선을 우아한 율동감을 전해 주고 있다.

통일

▶ 머리초의 휘

화면의 여러 구성요소들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질서를 갖추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즉 수많은 요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를 위해 어우러지게 하는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도된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성에서 중요한 정의 중 하나는 화면에

교사용지도서 5학년

존재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분리되어 보이기보다 전체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는 서로
관련 없는 것들이 모여 있는 개념이 아닌 전체로서의 연관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강조

중요한 부분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주제를 부각시키거나 화면의 특정이미
지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예술적 감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강조’
라는 조형의 원리를 사용한다.

08

비례

전체와 어떤 부분, 또는 부분들 사이의 크기 관계를 말한다.

(출처 : 이정운, 고등학교 미술교육에서 단청의 조형원리를 활용한 문양디자인 수업 지도 방안/네이버 지식백과)

직업 알아보기
【단청장(丹靑匠)】
목조 건축물에 채색을 하고 문양을 그리는 일을 하던 장인을 말한다.
단청장(丹靑匠)은 전통 목조 건축물의 천장, 기둥, 벽과 같은 가구부재(架構部材) 위에 오방색의 기본
색채로 채색을 하고, 문양과 그림을 그리는 기능을 가진 장인이다. 단청은 목조 건축이 발달하면서
목재의 단점을 해결하여 오래 보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단청장에 대한 가장
오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8 솔거조(率居條)에서 볼 수 있다. 솔거는 신라 제24대 진흥
왕(재위 540~576) 때의 화가로 황룡사 벽에 노송(老松)을 그렸는데 후에 그 절의 스님이 단청으로
보수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단청은 권위와 신성함을 드러내야 하는 궁궐, 불교 사찰, 유교 사원 등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발전하였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사용지도서 5학년

창의적 설계

단청문양 속 원리를 관찰해 보세요.Ⅱ

35

단청의 연화문을 통해 합동과 대칭의 개념을 이해한다.
■
■
■

주어진 문양이 대칭이 되도록 단청을 그려봅시다.
종이를 반절로 접어 선대칭이 되도록 단청문양을 오려봅시다.
주어진 연화문양을 잘라서 합동인 도형을 만들어 봅시다.

도움자료 : 연화문 (15쪽)

천년한지, 색을 머금다

활동지 : 선대칭이 되도록 문양을 완성해 보세요. (16쪽)

09

활동지 : 연화문으로 합동인 도형을 만들어 보세요. (16쪽)

감성적 체험

05

단청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친구들이 조사한 다양한 단청문양을 감상한다.

수학 원리를 이용한 모형을 제작하라!
교

과

단

원

수학, 미술

대 상

5학년

차 시

수학

5학년 2학기 2. 합동과 대칭(교육부)

미술

5학년 1학기 1. 생활 속 미술의 발견-소통과 디자인(금성)

학습목표

합동과 대칭이 되는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나만의 모형을 제작할 수 있다.

준 비 물

PPT 자료, 스마트기기, 활동지, 조각퍼즐, 연필, 지우개 등

3-4 / 4

상황제시

우리나라 역사문화자원에 관심 갖기

05

태조 이성계의 어진박물관으로 가는 도중 곳곳마다 볼 수 있었던 형형색색의 단청은 진이의 사촌들
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단청에서 보이는 여러 형태의 문양에도 관심을 보인다. 또한 경기전의
홍살문, 정전, 전주사고, 예종대왕 태실을 넣어둔 석실 등 우리나라 역 사 문화자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전주사고 :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곳이다.>
●

합동과 대칭이 되는 구조를 지닌 역사문화자원을 탐색해 봅시다.

●

합동과 대칭이 되는 기본구조를 그려보고 나만의 모형을 제작해 봅시다.

창의적 설계

역사문화자원 속 수학원리를 찾아 보세요.

35

여러 역사문화자원의 형태를 관찰하여 수학원리를 탐색해본다.
■
■

합동과 대칭이 되는 역사문화자원(산성, 목탑, 석탑 등)을 찾아봅시다.
조사한 역사문화자원을 발표해 봅시다.

활동지 : 역사문화자원 속 합동과 대칭을 찾아보세요.(17쪽)

창의적 설계

나만의 모형을 제작해 보세요.

35

합동과 대칭이 되는 입체모형 제작을 통해 수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교사용지도서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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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의 강도를 느껴봅시다.(한지와 일반종이 중 먼저 찢어지는 종이가 무엇인지 관찰해 봅시다.)
■ 합동과 대칭이 되는 기본구조를 그려 봅시다.
■ 스케치를 바탕으로 모형을 제작해 봅시다.
■ 친구들이 제작한 창의적 입체 모형을 보고 느낀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활동지 : 합동 또는 대칭이 되는 기본구조를 스케치해 보고, 나만의 모형을 만들어 보세요.(18쪽)

보충자료
활동 결과물

1. 조각퍼즐을 연결해요.

2. 조각퍼즐을 연결하여 기본모양을 만들어요.

감성적 체험

05

역사문화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자신이 만든 창의적 입체모형에 담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보고 이야기 나누어 본다.
활동을 통해 알게 되거나 느낀점을 이야기해 본다.

도움자료와
활동지
전주 경기전
단청(丹靑)과 오방색
단청 속 합동문양을 찾아보세요!
단청 만다라 문양을 오방색으로 칠해보세요.
연화문(蓮花紋)
선대칭이 되도록 문양을 완성해보세요.
종이를 반절로 접어 선대칭이 되도록 단청문양을 오려보세요!
연화문양으로 합동인 도형을 만들어 보세요.
역사문화자원 속 합동과 대칭을 찾아보세요.
합동 또는 대칭이 되는 기본구조를 스케치해 보고,
나만의 모형을 만들어보세요.

도움자료

전주 경기전

1차시

전주경기전은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진전이다. 태종이 1410년 어용전
이라는 이름으로 완산, 계림, 평양 등 세 곳에 창건하였는데 1442년(세종 24)에 완산의 어용전을
경기전이라고 정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가 1614년에 중건했으며, 1872년 태조
어진을 새롭게 모사하여 봉안하면서(태조영정 국보 제317호) 보수가 이루어졌다. 건물의 구성은
본전, 본전 가운데에서 달아낸 헌, 본전 양 옆 익랑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전은 보물 제1578호
로 지정되었다.
정전 감실

하마비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하던 감실의

정전은 감실을 마련하여 어진을 봉안하고

1614년 건립(1856년 중각)(2014년).

모습. 돌로 어탑(御榻)을 만들고 그 위에

제례를 지내는 공간이다. 정전 내부에는

경기전 앞에 세워진 하마비로, 누구든

단청으로 화려하게 장엄한 당가를 설치

바닥전을 깔고 제상(祭床)을 비롯한 각종

이곳에서는 말에서 내려야 하며 잡인은

하였다. 내부는 용과 봉황, 학 등으로

산선(繖扇)과 청개(靑蓋), 홍개(紅蓋) 등

들어올 수 없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장엄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일월오봉도

의 의장물을 진열하였다.진열하였다.

암수 두 마리의 서수(瑞獸)가 비석을

교사용지도서 5학년

정전 내부

12

병풍을 설치하여 왕의 침실처럼 꾸미고
어진을 걸었다.

건립시기·연도 : 1410년(태종 10)
문화재 지정번호 :사적 제339호
문화재 지정일 :1991년 01월 09일
규모(면적) : 지정면적 4만 9,527.4㎡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받치고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교사용지도서 5학년

도움자료

1차시

단청(丹靑)과 오방색

단청(丹靑)
단청이란 청색·적색·황색·백색·흑색 등

오방색
오행

방위

색상

상징

계절

목(나무)

동

파랑

청룡(용)

봄

화(불)

남

빨강

주작(상상의 새)

여름

토(흙)

중앙

노랑

사람(왕)

-

하고, 재질의 조악성(粗惡性)을 은폐하는 한편,

금(쇠)

서

하양

백호(호랑이)

가을

그 대상물이 지닌 특수성과 위계성(位階性)을

수(물)

북

검정

현무(거북이)

겨울

다섯가지 색(오방색)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에 여러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아름
답고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이나 기물(器物) 등을 장기적으로 보존

강조하고 통일성과 다양성을 주는 구실을 한다.

▶오행과 상징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서 풀어낸 다섯

천년한지, 색을 머금다

주로 목조건축물에 채색으로 장식하는 것을

(출처 : 이정운, 고등학교 미술교육에서 단청의
조형원리를 활용한 문양디자인 수업 지도 방안)

우리나라 단청의 가장 오래된 실례는 현존

가지 순수하고 섞음이 없는 기본색을 오정색

13

하는 고대건축이 없으므로, 삼국시대의 여러

(正色, 定色, 五方色)이라 불렀으며 오색(五

벽화고분을 통해 그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色), 오채(五彩)라고 하였다.

말하지만, 그 밖에도 석조건축물을 장엄하게
하거나 조상(造像)·공예품 등에 그림을 그리
고 채색을 하여 장식하는 서(書)·회(繪)·화
(畫)등을 총칭하여 말하기도 한다.

특히, 고구려 벽화고분에는 당시의 건축양식

오행의 각 기운과 직결된 청(靑), 적(赤), 황
(黃), 백(白), 흑(黑)의 다섯 가지 기본색을
말한다.

청은 동방, 적은 남방, 황은 중앙, 백은 서방,

과 단청의 모습을 보여 주는 다양한 채색무늬

흑은 북방으로 오방이 주된 골격을 이루며 양

가 남아 있고, 또한 고분에서 출토된 채화(彩畫)

(陽)의 색이다. 황(黃)은 오행 가운데 토(土)

·칠기(漆器) 등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에 해당하며 우주의 중심이라 하여 가장 고귀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 색으로 취급되어 임금의 옷을 만들었다.
청(靑)은 오행 가운데 목(木)에 해당하며 만물
이 생성하는 봄의 색,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쓰였다. 백(白)은 오행가운데 금
(金)에 해당하며 결백과 진실, 삶, 순결 등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흰 옷을
즐겨입었다. 적(赤)은 오행 가운데 화(火)에
해당하며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정, 적극성을

▶전주 경기전 단청과 연화문

뜻하여 가장 강한 벽사의 빛깔로 쓰였다. 흑
(黑)은 오행 가운데 수(水)에 해당하며 인간의
지혜를 관장한다고 생각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활동지

1차시

단청 속 합동문양을 찾아보세요!
반

번

이름 :

1. 경기전 단청을 관찰하고 연상되는 단어를 적어봅시다.
2. 단청 중 합동이 되는 문양을 발견하고 장소를 적어봅시다.
연상단어

이미지(사진, 그림 등)

발견 장소

예)꽃

교사용지도서 5학년

예)글자

예)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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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1차시

단청 만다라 문양을 오방색으로 칠해 보세요.
반

단청을 활용한 만다라문양을
오방색으로 칠해봅시다.

번

이름 :

교사용지도서 5학년

도움자료

2차시

연화문(蓮花紋)

연화문이란 연꽃의 형태를 일정한 형식으로 도안화한 무늬를 말한다.
우리 나라 미술에서 연화문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구체적인 예로는 고구려, 백제 등 고대
건물지에서 발견된 와당의 연화문 등을 말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신석기시대 유물인 채문토기의
어깨 부분에 연꽃에 가까운 꽃무늬를 굵은 적색으로 그려 넣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다양한
연화문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또한 그 영향을 받은 백제의 부여능산리고분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 7세기 이후의 각종 불상에서는 각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연꽃무늬가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북위(北魏)의 운강(雲岡)·돈황(敦煌) 등의 석굴과 북제(北齊) 말엽의 불상 광배 등의 연화
문형식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미술의 연화문은 판단(瓣端)이 뽀족하여 날카롭고 강직하게 보이지만, 백제미술에서는
온화하고 완만하며, 이에 비해서 신라의 것은 우아하고 장식적인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 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백제시대 연화문
원천유물

문양원형

원시문양 설명
백제시대
9개의 연씨를 가진 씨방과 8장의 연꽃잎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꽃
잎은 두잎으로 된 복판 형식이며, 끝부분은 도드라져 있어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연꽃잎 사이사이에는 8개의 간엽이 표현되어 있으며,
간엽의 끝부분이 뾰쪽하게 돌출되어 있다.

씨방에는 연씨 3개를 3열로 모두 9개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
적으로 중앙에 1개의 연자를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이다. 연꽃잎은 잎 끝이 넓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로로 가는 선문을 그어내려 두 잎의 느낌을 주고 있다. 연꽃
잎 사이사이에는 8개의 간엽이 표현되어 있으며, 간엽의 끝부분이
뾰쪽하게 돌출되어 있다.

씨방은 9개의 연씨가 표현되어 있는데, 중앙의 연씨 1개를 중심으
로 방사선으로 8개의 연씨가 있다. 그 주위로 8장의 연꽃잎이 배치
되었는데, 그 끝이 뾰쪽하여 날카로운 느낌을 준다.

7개의 연씨를 가진 씨방과 8장의 연꽃잎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꽃
잎 끝부분은 도드라져 있어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연꽃잎 사이사이
에는 8개의 간엽이 표현되어 있으며, 간엽의 끝부분이 뾰쪽하게
돌출되어 있다

(출처 : 문화포털)

천년한지, 색을 머금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미술의 여러 분야에서 특성 있게 쓰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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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2차시

선대칭이 되도록 문양을 완성해보세요.
종이를 반절로 접어 선대칭이 되도록 단청문양을 오려보세요!

반

번

이름 :

교사용지도서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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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2차시

연화문양으로 합동인 도형을 만들어 보세요.
반

번

이름 :

교사용지도서 5학년

활동지

3차시

역사문화자원 속 합동과 대칭을 찾아보세요.

반

번

이름 :

합동과 대칭이 되는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해 봅시다.
이름

전동성당

이미지(사진, 그림 등)

위치

전주
천년한지, 색을 머금다

17

경기전

전주

미륵사지석탑

익산

(출처 : 전주시청 페이스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합동 또는 대칭이 되는 기본구조를 스케치해 보고,
나만의 모형을 만들어 보세요.

활동지

4차시

예

교사용지도서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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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2018 학교 밖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운영’결과물입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 및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